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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생태시스템의 계 행복:

개념, 지수 개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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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즈니스 생태시스템에 한 심이 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비즈니스 생태 

시스템 내 가치창출 이어들 간의 트 링 계와 행복에 한 요성은 사려 깊은 

실무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으나, 실제 구체 인 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과학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실증 연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한 실증 연구의 기틀이 될 만한 체계 인 

지수 개발에 한 연구도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트  행복의 개념을 재 정의하고 

상생 경 을 진단할 수 있는 트  행복 측정지표를 개발하여 트  행복의 이론  틀과 

실무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트 사의 행복 측정을 한 지수 개발은 단계  척도

개발 차(stepwise procedure)를 참고하여 세 개의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 결과, 행복 지수는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계수용성, 계안정성, 비즈니스 성과로 설명된다. 계 수용성

은 트 와의 심리  거리감과 상호교류의 활성화 정도로 정의되며, 7개 항목으로 구성된

다. 계안정성은 력 계를 지속 는 발 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한 사회-기술  자신

감 정도를 나타내며 7개 항목으로 측정된다. 비즈니스 성과는 력 계를 통한 경제  성과 

정도로 6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학술 , 실무  토론과 함의를 제시하 다.

1)Ⅰ. 서론

비즈니스 규모, 산업, 지역, 테크놀로

지 등에서 심화 되는 기업 간의 격차와  

이와 더불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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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번 과 생존 그리고 신의 지속가

능성을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기업 간 상생  동반 성장은 노벨경제

학상의 리암슨과 오스로놈이 주장했

듯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

태 시스템  사고와 실행에 한 심은 

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2 권태형․김 성․박지혜 로벌경 연구

통 인 계약 계에 따른 클라이언트-

서 라이어 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 계에 따른 동반자 계로의 변화

를 의미한다. 국내의 경우 삼성 자의 ‘상

생의 나눔경 ’ 제도, SK텔 콤의 ‘행복 

동반자 경 ’의 사례는 그간 다양한 노력

과 로그램( : SK텔 콤의 오  2유, 

트 온)을 통하여 융, 설비, 교육, 품질, 

진단의 지원)을 운 해 오며 비즈니스 계 

경 (business relationship management)

의 노력을 선도해 왔음을 보여 다. 

이러한 상은 기존 력 계가 계약 

→ 아웃소싱 → 네트워킹 → 트 링으

로 진행하는 요즘을 보여 주며( : 기술

 사회  랫폼), 가치사슬의 계나 

생태시스템의 범주는 기본 클라이언트-

서 라이어 계가 디지털 비즈니스 시

에 폐쇄  마  계든 개방  연결망 

계든 상 없이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변 의 시 에 계경 의 요성과 

그 계의 행복경 을 요구한다. 아직도 

부분이 소  력하는 갑-을, 즉 가치

사슬의 이 라인 형태의 경직된 서

라이어(공 자) 계로 이어 가는 실 

속에서 경제가 디지털화 될수록 생산성

을 한 자원(resource) 구성도 요하지

만 지속성을 한 계(relationship) 구

성도 요해 진다. 왜냐하면 마  기업 

이든 연결망 기업 이든 상 없이 네트워

크화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 이며, 다만, 

를 들면 랫폼 기반(온라인 형태로든 

오 라인 형태로든)을 는 자기가 마련

하든 아니면 남이 만들어 놓은 랫폼 기

반에 참여하든 지간에 상 없이  더 

계경 은 핵심 경쟁요소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 그 공유 기반이 

어느 가 주도하는 폐쇄형 이든 개방형 

이든 공유하는 가치기반 에서 문성

을 가지고 이해야 하는 이들은 갑-

을 계가 아닌 상생 력의 트  행복

계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반자 상생 경 의 궁극 인 

목 이라고 볼 수 있는 트  기업 행

복에 한 요성은 많은 실무자들에 의

해 주장되고 있으나 실제 구체 인 략

을 수립하는데 있어 과학 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실증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

정이다. 를 들면, 종종 나타나는 기

업과 소기업, 사용자와 공 자의 력 

계에 한 실증 연구를 해서는 트

 행복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작

업과 동시에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도

구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트  행복의 개

념을 재 정의하고 동반자 경 을 진단할 

수 있는 트  행복 측정지표를 개발하

여 이론  틀과 실무  활용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견고한 방법론의 달성을 하여 지수 

개발은 Nunnally(1967), Gerbing and 

Anderson(1988), Churchill(1979)이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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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척도개발 차(stepwise procedure)

를 참고하 다. 개발 차를 체계 이고 

과학 으로 수행하기 하여 세 개의 연

구를 진행하 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질

 조사 방법을 통하여 트  행복의 

기본 개념과 범 에 한 탐색  조사를 

실시하 다. 경 학 분야뿐 만이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 등 여러 다양한 분야의 

문헌을 통해 제시된 트  행복의 개념

을 고찰하 다. 다음으로 트 사들의 

개별심층면 을 실시하 다. 문헌 조사

와 개별심층면  방법을 통해 열거된 

트  행복의 범 를 정립하고 이를 표

하는 구체 인 단어  어휘를 추출하 다. 

최종 으로 추출된 단어들과 어휘를 사

용하여 개념 측정을 한 합한 문장으

로 조합하여 다양한 지표 문항들을 만들

었다. 문가 자문단의 검증을 통하여 의

미가 복되거나 뜻이 모호하여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 그리고 

의미 달이 확실하지 못한 지표들은 제

외하 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추출

된 문항들을 정제하는 작업을 해 질문

지를 만들어 개별 연구를 실시하 다. 

트 사들이 개발된 측정 항목들에 응답

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Churchill

(1979)의 패러다임에 따라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세 번째 연구

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정제된 측정 항목

들을 이용해 문항들을 다시 정리, 조합하

으며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Ⅱ. 이론  배경

1. 통  경 의 트 십-계약 수 

트 십은 둘 이상의 조직이 경제

인 이익을 목 으로 이성  는 감성

인 계를 형성하고 업하는 것을 의미

한다(Veludo and Macbeth, 2000; Veludo, 

Macbeth et al., 2004). 그간 ‘거래 계,’ 
‘네트워크’로부터 ‘ 력  계(collabo-
ration),’ ‘상생 계,’ ‘ 트 십’에 이르기

까지 기업 간 계에서의 개념들이 혼재

되어 사용되어 왔다. 기업 간 트 십은 

목표 공유를 통해 상호이익을 추구하며 

높은 단계의 상호 의존성을 수용하는 

략 인 계이다(Bleeke and Ernst, 1991; 
Powell, 1990). 타 기업과의 트 십을 

통해 비용을 감할 수 있으며, 부가 가치와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Stuart and McCutcheon, 
2000). 한 새로운 기술과 시장으로의 근 

가능성, 제품과 서비스 확장, 규모의 경제, 
지식공유, 험 분산, 기술 보완 등을 가능
하게 한다(Powell, 1990). Mudambi and 

Helper(1998)에 의하면, 일반 업 계
에서는 기업의 힘에 의해 일방 인 소통

이 이루어지나, 트  계에서는 기업

과 기업이 상호 작용을 하며 개방된 의사

소통을 한다. 한 상호이익, 신뢰, 교환 
등이 트 십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Humphries and Wilding
(2003)은 트 십의 구성 요인을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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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서비스 신뢰도, 창의성, 안정성, 소
통으로 간주하 다. 
기업 간 트 십은 크게 동기 이론들

과 계 형성 이론들로 설명될 수 있다. 

력 동기 이론에 의하면, 기업 간 력은 

자원에 한 근, 기술 근, 규모의 경

제, 험 분산, 비용 공유 동기에 의해 형

성될 수 있다. 기업들은 력을 함으로써 

경쟁 우 를 획득하기 한 필수 인 자

원이나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다른 기

업의 자원에 근이 가능해진다(Barringer 

and Harrison, 2000; Das and Teng, 2000). 

특히 기업은 독자 인 정보 즉 기술을 교

환하거나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 할 수 있다(Mariti and Smiley, 

1983). 기술에 한 근 즉 기술 이 이나 

기술  상호 보완을 목 으로 업을 할 

수 있다. 기술 이 은 제조, 유통, 매에 

련된 필수 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그 지 못한 기업으로 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이루어진다(Mariti and Smiley, 

1983; Ellram, 1992). 기술  상호보완은 

장기간에 걸쳐 기업 간 기술을 교환 는 

공유하는 것이다. 력의 동기로써 규모

의 경제를 살펴볼 수 있다. 규모의 경제는 

간단한 력 계로도 쉽게 도달 가능하며

( : 장기간의 구매 계약), 계약 기간이 길

어질수록 공 자의 제조비용을 감소시키

게 된다( : Barringer and Harrison, 2000; 

Contractor and Lorange, 2002; Hennart, 

2004; Poter and Fuller, 1986; Vyas, Shelbum 

and Rogers, 1995). 험 분산 동기의 경

우, 하나의 기업이 모든 험을 감수하기 

보다 더 많은 기업들에게 험을 분산시

킴으로써 험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목 이다. 이러한 험 분산 행 를 통해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할 수 있고, 

빠른 투자와 원 을 회수할 수 있다(E.g., 

Contractor and Hennart, 2002; Mariti and 

Smiley, 1983; Porter and Fuller, 1986). 마

지막으로 비용 공유는 력활동으로 제조 

는 매 비용이 감되는 것을 의미

한다. 규모의 경제, 정부의 보상 가능성, 

트  기업의 능력 활용이 가능하기 때

문에 자  투자와 간 비용은 더 낮아지고, 

트 로부터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된다(Whipple and Gentry, 

2000).

력 계 형성은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 자원기반이론(resource 

based theory), 시장지배이론(market power 

theory)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자원의존

이론에 의하면 어떠한 기업도 경쟁 시장

에서의 생존과 성과목표달성에 요구되

는 모든 자원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조직과 자원을 공유하거나 교환이 

필요하게 된다. 그 결과 다른 조직과의 

상호의존 인 계가 형성된다(Thorelli, 

1986; Das and Teng, 2000). 자원기반이

론에 따르면 기업들은 경쟁자들이 완벽

하게 복제가 힘든 유/무형 자산에 의하여 

경쟁우 를 획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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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ney, 1991). 시장지배이론은 시장 안

에서 더 강력한 치를 확보하고 성공

으로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

에 을 두는 이론이다. 력  략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인 시장지배력을 증

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

(Child et al., 2005).

트 십은 매자와 제조사와의 

계에서, 구매자와 공 자와의 계에서, 

기업과 소기업 간의 계에서, 소

기업 간의 거래 는 기업 간의 거래

에서 형성될 수 있다. 기업과 소기업 

간의 계는 단순거래 계(arms’ length 

transaction)와 력 계(cooperation)로 구

분할 수 있다. 단순거래 계는 공 자와 

수요자 간의 약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운 에 참여하는 반  지침에 

한 표  계약인 반면에, 력 계는 장기

간의 계로써 력에 극 이고, 정보

를 공유하며, 함께 계획하고, 공동의 성

과를 향상시키기 하여 사업 행의 수

정/보완을 포함한다(Judith et al., 2010). 

거래 계의 경우 단기 지향 이며 상호

의존도가 낮으며 단 이고 일시 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한 개

별 기업들은 거래 계에서 자기 이익 

심 이며 기회주의 인 성향을 나타

낸다(Rinehart et al., 2004; Weitz and 

Jap, 1995). 그러나 력 계의 경우 각

자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자원을 

공유한다. 호혜성을 추구하며 상호 신뢰

를 바탕으로 계를 형성한다. 기업 간 상

호작용이 활발해 지며 상호의존도가 높

아진다는 특징이 있으며 장기 인 계

를 유지할 수 있다 (Jarillo, 1988). 이와 같

이 력 계는 인 계(interpersonal)를 

시하고, 지속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Coviello et al., 2002).

2. 생태  경 의 트 십- 계 

행복

경 학에서의 행복은 일반 으로 만

족(equal to expectation)과 감동(beyond 

expectation)을 넘어선 최상 의 경 성

취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본래 

‘행복(Happiness)’의 개념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사  

의미에서 일반 인 ‘행복’은 생활에서 충

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는 욕구가 충족되어 만족감을 느끼는 

정신 상태라고 정의된다. 는 행복은 

인생 는 특수한 사건에서의 행운, 성공, 

번 , 성공 는 좋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부터 오는 심  만족 상태 등으로 

정의된다. 한, 그리스어로 행복은 객

으로 가치 있는 삶을 하는 상태

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  

정의는 매우 범 하며 추상 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문 이고 세

부 인 행복의 정의를 살펴보기 해 다

양한 학문 분야의 문헌을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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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커뮤니 이션학 학자들의 행복

에 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Griffin(2007)

은 행복은 행운(fortunate)이라는 상태와 

기쁨, 즐거움과 같은 마음 상태가 합쳐진 

것으로 개인이 삶에서 가장 요하게 여

기는 것에 해 기쁘거나 만족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 Ahuvia and 

Friedman(1998), Linley and Joseph(2004)

는 행복을 주 인 안녕의 상태(Subjective 

well-being)개념으로 설명하 다. Diener 

et al.(1999), Diener(1984), Emmons and 

Diener(1985), Myers and Diener(1995), 

Wright and Cropanzano(2004) 등은 행복을 

정서 , 인지  두 측면에서 주 으로 

단되는 안녕의 상태라고 간주하 으

며, 행복하다는 것 는 주  안녕감이 

더 높다는 것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수 이 높으며 부정  정서보

다 정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상태

를 의미한다고 하 다. Heady et al.(1985), 

Bradburn(1969), Dinner and Emmons

(1984)는 행복(안녕)과 불행은 별개의 개

념이며 따라서, 행복에 한 수와 불행

에 한 수가 항상 반비례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 다. 한, Martin(2005)

은 행복은 정 인 즐거움의 상태이며 

삶의 일상 는 특별한 부분에 한 만족 

상태를 반 한다고 하 다. 

Bradburn and Caplovitz(1965)에 의하

면, 행복은 정과 부정  감정의 두 차원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  감정과 부

정  감정의 상  크기 차이로 행복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정  감정

이 부정  감정보다 더 큰 경우 행복하다

고 느끼고, 부정  감정이 더 크다면 불행

하다고 느낀다. 행복에 한 최근 연구는 

행복한 사람들은 기쁨이나 자부심과 같

은 정  감정을 나타내며, 분노(anger)

나 슬픔(sadness)과 같은 부정 인 감정

을 게 내재할 것이라고 하 다. 행복하

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경향과 반 의 

경우라고 하 다(Cropanzano and Wright, 

1999). Green(1965)은 기쁨, 슬픔, 공격

성, 걱정, 외향성, 피로감, 사회  애착, 

회의  태도, 이기주의와 같은 요소들과 

행복과의 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처

럼 심리학이나 커뮤니 이션학 등 사회

과학에서는 ‘행복’ 해 학자 간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심리  안녕, 감정

 안녕, 주  안녕, 정  정서는 행

복과 한 계를 가지고 있으며 행복

에 포함되는 요한 요소라는 것을 유추

할 수 있다.

경 학 분야에서도 행복에 해 다양

한 이 제시되어 왔다. 근래 감정과 같

은 정서 인 개념, 그 에서도 특히 정

 정서들이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 는 

개인이나 집단의 성과의 결정 과정의 역

할들을 규명하는 학문  노력이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행복의 

개념에 한 탐색도 다소 이루어 졌으며 

연구자에 따라 행복이 심리  는 주



로벌경 연구 비즈니스 생태시스템의 계 행복 7

 안녕이란 용어로 정의되거나 개인이 

원하는 삶, 혹은 ‘좋은 삶(good life)’을 구

성하는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고 하 다

(Diener, 2000). Desmeules(2002)는 고

객 만족과 고객 행복의 구분이 모호하나 

고객 행복은 고객 만족과는 차별되는 개

념이라고 하 다. 고객의 행복은 소비와 

련된 요한 경험의 총체 인 집합으로 

소비 역에 있어서의 삶의 일반 인 행복

으로 정의하 다. Ahuvia and Friedman

(1998)은 행복을 주 인 안녕 상태의 

개념으로 설명하며 주 인 안녕의 상

태는 만족이라는 개념과 함께 감정 인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 다. 일

부 연구들은 행복이 이끌어내는 정

인 사회  효과로 인하여 집단, 는 조직

리  속에서 개인의 행복이 직무 성

과와 생산성에 미치는 정 인 향을 

심으로 근하고 있다(Cameron et al., 

2003; Luthans, 2002). 를 들어, Wright 

and Staw(1999)는 심리  안녕과 조직과 

개인의 성과에 한 연 성을 지지하

는데, 조직은 구성원들의 안녕(well-being)

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직의 반 인 효율

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Staw, 1986; Staw 

et al., 1994; Wright et al., 1993), 조직 구성

원들의 정  정서(positive affect)가 개

인 , 조직  성과에 정 인 상 계

가 존재한다는 연구를 하 다(Wright and 

Cropanazano, 2004; Wright et al., 2002). 높

은 행복 는 심리  안녕의 경험은 그

지 않은 상태보다 높은 직무성과를 만들고

(Weiss and Cropanzano, 1996), , 성과 

측정, 사회 지원에 효율 인 발견을 하

고 행복을 경험한 구성원은 생산성이 증

가했다(Staw et al., 1994). 

그러나 재 기업 간 계 속에서 형

성되는 행복과 련된 연구는 매우 제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기존의 

개인의 행복 련 연구를 참고하여 비즈

니스 생태계 내 이해 계자( : 공 자, 

매자, 보완자, 고객) 간의 동반자  

력으로 용/확장하여, ‘ 트 사의 행

복’ 개념에 근하 다. 기의 개념  

근방법으로는 국의 어니드 멈포드

(Enid Mumford)의 사회기술  근방법

(Socio-Technical approach)을 기반으로 사

용하여 ‘ 트 사의 행복’은 트 사 업

무의 질 향상과(Quality of Working Life)

과 생활의 질 향상(Quality of Living Life)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상호

력 계 형성 과정과 업무 성과에 한 

인지  측면과 감정  측면, 지속성으로 

근하 다. 

Ⅲ. 연구 1 정성  근

연구 1에서는 기본 인 행복의 개념

을 분석/이해하고, 트 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행복의 개념으로 근하 다. 행

복의 측정 지수를 개발하기 해 문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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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표 집단면 의 정성  근 방법

을 통해 행복을 구성하는 기본 개념들을 

찾아내고 측정 시 사용될 수 있는 구체

화된 표 을 탐색하 다.

1. 연구 방법  차

트 사들이 정의하는 행복 요소를 알

아보기 해 특정 기업 통신사 A와 

력 계를 맺고 거래가 진행 인 13개

의 력업체를 하여 표 집단면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 다. 정

성  근에서는 행복의 개념 이해와 표

 요소를 알아보기 해 존재론  해석

학(Ontological Hermeuneutics)에 근거한 

해석  패러다임(Interpretative Paradigm) 방

식을 참고하 다. 표 집단면 은 반구

조화 면 법 방식을 사용하여 력 계

에 한 정의로부터 행복한 력에 한 

정의(‘비즈니스에서 력 계란 무엇인

가?’, ‘바람직한 력 계는 무엇인가?’, 

‘행복한 력 계는 무엇인가? 재 A

기업과의 계는 행복한가?’)를 포함하

는 네 가지 질문을 유형을 개발하 다. 응

답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자유롭

게 서술할 수 있도록 응답자의 성격이나 

분 기에 맞추어 다른 형태이나 의미가 

통하는 질문을 반복하 다. 표 집단면

은 력 업체의 표와 업무 담당자 2

명을 기  인원으로 하여 선정된 력업

체의 본사로 직  방문하여 실시하 으

며, 면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력업체의 동의하에 디지털 녹음기를 

사용하여 면 의 내용을 녹취하 으며 

스크립트 형식으로 환하여 정성  자

료화하 다. 다섯 명의 연구자들이 정성

 자료를 분석하여 행복을 설명할 수 

있는 표 단어나 그 조합을 도출해 내

었다. 연구자들의 해석이 상이한 경우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충분한 토의를 

거쳤다. 

2. 결과 

표 집단면 의 결과 부분의 력업

체들은 상호존 과 배려, 수익 창출  공

유, 발  가능성, 비 의 제시와 공유, 지

속 가능성 등을 행복의 요소로 제시하 다. 

력업체들은 상  기업과의 커뮤니 이

션 한 행복도를 결정하는 요소로 지

하 다. 업무 담당자와의 연결, 문제 발생 

시의 해당 업무 담당자와의 연결, 내부 인

사이동 시 담당자 교체로 인한 업무의 연

계의 어려움을 토로하 다. 한 모든 

트 사가 상  기업의 교육지원과 재정

 지원 정책에 해 언 하 다. 결과

으로 공정성, 지원성, 커뮤니 이션, 성장

가능성, 지속성, 신뢰, 배려, 경제  성과, 

수익공유 등을 행복을 한 요소로 언

되었으며, 그 이외에 안정성, 트  매력

도, 일 성, 합리성 등도 행복의 구성 요

소로 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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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개념 요소 내용

비즈니스 

성과성

수익성, 
수익의 

공유  

보장

“안정 인 수익이 보장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그런 
업체들은 평가를 통해 안정  수익, 기회에 한 부분을 많이 오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CP, 11)”
“우리 회사가 우여곡 이 많았던 회사 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재 
정상 인 모습을 갖추는데 있어 필요한 안정 인 매출을 A사에서 얻
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 같다…(R&D, 15)”
“양사가 지속 으로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계라면 행복한 트

십(CP, 16)”
“행복은 사업주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개념과 구성원의 행복이 다를 
것 같은데 사업주는 우선 이익창출이 행복이라고 볼 수 있으며…(NW, 
17)”
지속 으로 리추구 할 수 있는 비즈니스 계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

직한 트  계가 아닐까요?(NW, 10)

계

안정성

계지속가

능성, 
비 공유, 
미래 발 , 
성장

“담당자가 본인의 아이디어를 주고 구체 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을 원

한다는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고…이러한 부분이 일회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가는 모습이 트 사의 바람직한 형태라고 

보이고요…(CP, 11)”
“장기 으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부분들이 하나로 닮아가는 것(R&D, 15)”
“일단 단기간의 계가 아니라 장기간 계로 끝까지 계가 유지 될 
수 있고 안정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지속 인 

계가 보장된다면 행복해지지 않을까?(NW, 17)”
“다음 사업으로 계속 이어질 때, A사가 우리의 일에 해 계속 만족하
고 다음 일로 이어질 때, 가장 행복하고 만약 다음 일이 진행이 안 
될 때 불행해 지는 것이 아닐까?(R&D, 18)

<표 1> 행복측정을 한 주요 개념 도출결과

3. 행복의 주요 구성 개념 도출

응답자들이 언 한 다양한 소개념들 

 공통된 의미를 가진 소개념들을 범주

화하여 8개의 주요 행복의 구성 개념들

을 도출하 다. 단순히 수익성 측면이 아

닌 계안정성과 계수용성 등의 미래

지향 인 측면과 감성 인 측면으로 나

어 범주화 하 으며, 그 외 성실성, 공

정성, 상호성, 력지원, 매력도 등 실질

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황

 요인과 업무수행에 있어 요구되는 상

호간의 의사소통 요인들을 범주화하 다. 

즉, 단순히 비즈니스 계이기에 수익

인 측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여러 요소를 하게 충족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출된 8개의 주

요 구성 개념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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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개념 요소 내용

계

수용성

친 감, 
상호교류도

“커뮤니 이션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담당자와의 격 없이 화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CP담당자들이 그 정도의 지식을 못 갖추
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CP, 12).” 
“ 방향 커뮤니 이션이 가능한 편안한 계…(R&D, 15)”

성실/
신뢰성

믿음, 
약속의 

수  

이행

“어느 한쪽의 일반  희생을 강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며 항상 상 를 

믿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의심하거나 
의혹의 리로 서는 안될 꺼 같고 믿고 일을 할 수 있는 계가 

행복한 트 십이겠지요…(NW, 17)”
“실제 담당자와의 계가 요하며 담당자와의 계를 통해 어떤 결과
를 만들어내는 것이 요하죠. 우리랑 같이 일하신 분이 잘 되고 성과
를 받게 되고 그러면 좋고 다음 로젝트에 있어서도 선례가 있기 때문

에 우리 회사를 찾게 되고…그 게 신뢰를 쌓게 되는 거죠…(CP, 11)”

공정성

표 화, 
업체 선정 

 평가 

투명성, 
객 성, 
유연성, 
일 성 등

“동반자  계에 공정성과 객 성이란 개념이 포함된다면 행복한 

트 십(CP, 16)”
“기본 인 출발은 상호 존 에서 시작. A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표 계

약서란, 가 정한 표 인가? 상생이라면 양사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도
록 계약서가 수정 가능해져야…(R&D, , 9).”
“용역수행에 한 객  평가를 해야 한다. 재 평가는 주 인 

평가를 하는데, 이 주  평가를 하는 평가자의 자질과 자격에 한 

문제가 발생한다. 즉 평가자의 평가 능력 보유여부, 평가할 수 있는 바람
직한 교육의 수료자 여부의 문제 발생(NW, 7).”

상호성

동반성, 
상호존  

등 

“일을 재미있게 하는 것. 트  계를 가졌을 때 신바람이 나고 일도 

능률이 오르면 행복한 트 십이라고 생각( 리 , 14)”
“행복하기 해서 행복날개처럼 이쪽 날개와 쪽 날개가 되어 날아올
라가야 하는 거 아닐까? 한쪽 날개로는 못나니까?(R&D, 18)”
“서로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 과정상 서로 존 을 해야 할 것이고 

일을 시작한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를 존 하는 계(R&D, 18)”

력지원

정보, 지식, 
교육 

지원 등

애로사항이 각기 있을 텐데 이러한 상호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악하는 것이 요. 이러한 근본 인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악하

고 그런 문제 을 해결할 방안을 상호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트

십이라고 생각( 리 , 14)

계

매력도

상징  

가치, 
자 심

“이러한 부분은 매우 좋아요. 왜냐하면 직원들의 사기 부여도 되고 
자 심을 가지게 되요. 회사 자랑도 하고 회사가 비하고 있는 부분을 
리젠테이션도 하고… 그를 통해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CP, 11) 물론 A사와 일한다는 것에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
죠.(NW, 17)”
“참 큰 개념인 것 같은데… 재 A사와의 계에 있어 자부심도 느끼
고 있고…(NW, 10)



로벌경 연구 비즈니스 생태시스템의 계 행복 11

도출된 8개의 개념은 기존의 실증 연

구에 의하여 행복에 향을 주는 동인과 

구성 요인으로 범주화되었다. 성실/신뢰

성, 공정성, 상호성, 력지원, 계매력

도의 개념은 동인으로, 비즈니스 성과성, 

계안정성, 계수용성은 행복구성요인

으로 나  수 있다. 과거 연구들을 살펴보

면, 기업 간 트 십은 여러 가지 요인들

( : 신뢰, 유연성, 지원 노력, 신의성실

(Integrity), 풍부한 의사소통 등)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 다. 력 계

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신뢰도는 상  기

업에 한 믿음을 의미한다. 신뢰는 채  

구성원과의 우호  계를 유지하게 만

들며 장기 인 계로 지속시키려는 노력

을 하게 만드는 동인이 된다(Rajagopal and 

Rajagopal, 2009; Whipple and Gentry, 

2000). 한, Frohlich and Westbrook(2001)

은 기업이 제공해 주는 지원의 정도에 따

라 력 계가 유지 는 지속될 수 있다

고 하 다. 거래의 공정성 한 력 계

에 향을 주는 요한 요소이다. 거래 

트 가 거래의 불공정을 인식한다면 상 

업체에 한 신뢰가 감소하게 되어 갈등

이 야기될 수 있다(Ragatz et al., 1997). 

이는 력 계에서 기업 간의 규모나 힘

의 차이가 존재할 때 더욱 요하다. 상

으로 규모가 작고 힘이 없는 기업이 불

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거래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성공 인 계가 가능하게 된

다(Kumar, 1996). 기업 간의 계가 강화 

될수록 기업은 서로 많은 요소를 공유하

게 된다. 력을 통해 각 기업이 필요한 

자원과 능력을 공유함으로써 성과를 극

화한다. 공유는 단순한 지식뿐만 아니

라 설비나 기술의 공동 투자  개발이 

상이 될 수 있다(Larson et al., 2005). 

생산 기술, 공정에 한 리 지도, 자  

지원, 경  지식 교육, 공동 개발 등 특이 

자산에 한 투자는 기업과 소기업 

는 력 계를 안정 이고 장기 으로 

강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하 다. Razzaque 

and Sheng(1998)는 지속 인 트 십의 

성공요소  업무 담당자간 다양한 계

에 하여 언 하 는데 그  조직 간 

상호성이 트 십 만족도에 향을 

다고 하 다. 상호성은 상호존 (mutual 

respect)과 공감(empathy)과 같은 감성  

교류로 설명될 수 있다. 계 매력도는 

트  기업의 명성(reputation)에 따른 자

부심과 연계되어 있다. 기업 트 사의 

외  명성 는 인지도는 소기업의 

낮은 인지도를 보완해  수 있으며, 기

업 트 사와의 계에 해 자 심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즉, 기업과 

같이 명성이 높은 기업과 력  계는 

그 지 않은 기업보다 계의 만족도에 

정 인 향을  수 있다(Hoffman, 2005). 

행복 개념은 이성  측면(비즈니스 성

과), 감성  측면( 계 수용성), 지속성 

( 계 안정성)의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

된다. 비즈니스 성과성은 트 십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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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상
개념

정의 하 개념 구성항목 참고문헌

동인
신의
성실

력 
계에서의 
의사소통 시 
상 를 
신뢰하고, 
상 에게 
집 하며 
극 으로 
유연하게 
반응하는 정도

유연성

HD1 A기업은 상황변화에 맞춰 진
행 인 력 계를 조정하는데 유
연한 편이다.
HD2 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A
기업은 계약서에 연연하지 않고 유
연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편이다.
HD3 A기업은 의사결정 과정에 
력사를 참여시키는 편이다.
HD4 A기업은 사업상 나타나는 변
화에 한 정확한 근거를 력사에
게 제시하는 편이다.
HD5 A기업은 종종 력사의 반
에 응하여 A기업의 정책을 수정하
는 편이다.
HD6 A기업의 정책과 로그램에 
한 력사의 반응를 심각하게 고
려하는 편이다.

Ayers et al.
(1997), Kumar 

et al.(1995)

<표 2> 최  행복 지수 항목 추출

의 이성  측면으로써, 기업과 기업 간 

계 형성의 기본 목 이라고 할 수 있다

(Nishiguchi, 1994). 계 수용성은 행복

을 구성하는 감성 인 측면으로, 트  

기업과의 긴 한 상호작용을 통해 느끼

는 친 감(intimacy or closeness)이라고 

할 수 있다(Ford, 1980). 계 안정성은 

기업 간의 계가 장기 이며 지속성을 

가지는 정도를 의미한다. 소기업의 경

우, 기업과의 계의 지속성은 행복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Ryals and Humphries, 2007). 이러한 

계의 안정성은 앞서 언 한 목표와 상호

이익의 공유, 커뮤니 이션, 신뢰성에 

의해 결정된다(Ellram, 1995). 연구 1 정

성  조사의 결과, 트 사 행복도는 

행복에 향을 주는 동인과 구분하여, 상

호 력 계에서의 이성  측면인 비즈

니스 성과, 감성  측면인 계 수용도

(social acceptance), 지속성과 련되는 

계 안정성을 종합하는 것으로 정의한

다(<표 2> 참조).

4. 측정항목 개발

문헌조사, 표 집단면 , 문가 검수

를 통해 도출된 구성 개념들을 심으로 

하여 유연성, 집 /반응성, 신뢰성, 표

성, 공정성, 상호성, 력지원, 계매력

도, 계친 도, 상호교류 활성화, 심리

 자신감, 계지속성, 비즈니스 성과 

등의 행복을 구성하는 13개의 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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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상
개념

정의 하 개념 구성항목 참고문헌

집 /
반응성

HD7 A기업은 트 사의 목소리
에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다.
HD8 A기업은 우리 조직의 제안에 
해 민감한 편이다.

HD9 A기업은 트 사의 의견을 
배려하는 편이다.
HD10 문제해결을 한 담당자 연결
이 효율 으로 이루어지는 편이다.
HD11 문제해결을 한 담당자 연
결은 즉시 이루어지는 편이다.
HD12 A기업 담당자와는 정서 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편이다.
HD13 A기업 담당자는 력업체의 고
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HD14 트 사에게 문제발생시, A
기업은 기꺼이 도와주는 편이다.

Kelly et al.
(1996)

신뢰성

HD15 A기업은 진실성이 있는 기업
이다.
HD16 A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 기
업이다.
HD17 A기업은 정직하게 상하는 
편이다.
HD18 A기업은 약속을 잘 이행하는 
편이다.
HD19 A기업은 트 사를 신뢰하
는 편이다.
HD20 A기업은 기회주의 이지 않다.
HD21 A기업은 트 사에게 종종 
불필요한 요구를 하는 편이다.
HD22 A기업은 트 사의 업무수
행에 간섭을 하는 편이다.

공정
표

업무 
로세스의 
정체성에서 그 
표 화  
공정한 운용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로세스의 
성숙성을 의미

표 성

HD23 A기업의 트 사 선정기
이나 차는 표 화되어 있다.
HD24 A기업의 트 사 선정은 객
인 기  는 규정에 의해 이

루어진다.
HD25 A기업의 업무는 부분 표
차(규정집)에 의해 진행되는 편
이다.
HD26 거래와 계약 차가 일 성 
있게 진행되는 편이다.
HD27 거래와 계약 차에는 편견
이나 왜곡 없이 정확한 정보를 기
로 하고 있다.

Hide and 
Allen(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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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상
개념

정의 하 개념 구성항목 참고문헌

공정성

HD28 A기업의 트 사 평가는 투
명하게 이루어진다.
HD29 A기업은 모든 트 사를 차
별 없이 공정하게 우한다.
HD30 거래와 계약에 한 결정에 
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HD31 거래와 계약 차 는 규정이 
윤리/도덕기 에 부합하 다.

Kumar et al.
(1995)

상호성

트 와의 
문화  가치  
 추구하는 
목표의 상호 
유사 성, 
그리고 상 를 
아끼고 
존 하는 상호 
우호성의 정도

HD32 우리 조직은 A기업의 미래에 
하여 진심으로 걱정한다.

HD33 우리 조직의 사업가치는 A기
업의 사업가치와 유사하다.
HD34 우리 조직은 A기업의 성공을 
해 특별한 노력을 기꺼이 한다.

HD35 A기업은 우리 조직과 미래의 
비 을 공유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Ganesan and 
Weitz(1996)

력
지원

력 계에서 
력과 지원에 
해 느끼는 
충분성의 정도

HD36 A기업의 융, 교육 등의 제
도  지원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
한다.
HD37 A기업의 설비  장비 지원
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HD38 A기업의 지원정책(교육, 설
비지원 등)이 도움이 된다.
HD39 A기업은 우리 조직에 도움
이 되는 한 정보를 제공하는 
편이다.
HD40 A기업은 우리 조직의 사업에 
향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
를 빈번히 제공하는 편이다.
HD41 A기업은 우리 조직과의 력
갱신을 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
는 편이다.

Lusch and 
Brown(1996)

계
매력도

추구하는 
비즈니스의 
시장성과 
트 의 
상징   
비즈니스  
안으로서의 
가치

HD42 A기업은 좋은 거래환경 조건
을 제공한다. 
HD43 우리 조직은 A기업과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HD44 우리 조직은 타인 는 타업체
에게 A기업과의 사업 계에 해
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HD45 우리 조직은 A기업과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서 기쁘다.
HD46 이동통신사업은 향후에도 매
력 인 사업이다.

Ganesan and 
Weitz(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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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상
개념

정의 하 개념 구성항목 참고문헌

구성
요인

계
수용성

트 와의 
심리  
거리감과 
상호교류 
트래픽의 
활성화 정도

계
친 도

HV1 A기업과의 사업 계/거래는 
정서 으로 편안하다.
HV2 A기업과의 사업 계/거래에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HV3 A기업은 개방 인 태도를 가
지고 있다.
HV4 A기업과 우리 조직은 모두 상
호 의지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역량
을 가지고 있다.
HV5 A기업과 우리 조직은 모두 상
호 높은 심을 가지고 있다.

상호교류
활성화

HV6 A기업은 우리 조직과 극
으로 커뮤니 이션을 하는 편이다. 
HV7 우리 조직은 온라인, 오 라
인 트 온 로그램을 통하여 A
기업  다른 트 사들과의 만남
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HV8 트 온 로그램이 아닌 다
른 비공식  모임을 통하여 A기업 
 다른 트 사들과의 만남이 빈
번하게 이루어는 편이다.
HV9 화, 메신 , 자문서, 이메
일 등을 통하여 A기업  다른 
트 사들과의 연락이 빈번하게 이
루어지는 편이다.

안정성

력 계를 
지속(발 ) 
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한 
사회-기술  
자신감

심리  
자신감

HV10 우리 조직은 A기업과의 계
에 있어서 향후 교섭력이 더욱 커
질 것이다.
HV11 우리 조직은 A기업과의 력 
계에 있어서 향후 기여도가 더욱 
커질 것이다.
HV12 우리 조직의 문가  역량
은 향후 더욱 향상 될 것이다.

계
지속성

HV13 A기업은 우리 조직을 요한 
력자로 간주한다.

HV14 A기업과의 정서  친 감은 
지속될 것으로 상한다.
HV15 A기업과의 상호교류는 지속
될 것으로 상한다.
HV16 A기업과의 동반성장은 상호 
지속될 것으로 상한다.
HV17 A기업과의 계는 장기간 지
속될 것으로 상한다.

Lusch and 
Brown(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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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상
개념

정의 하 개념 구성항목 참고문헌

비즈니스
성과

력 계를 
통한 경제  
성과

HV18 A기업과의 력 계는 다른
력 계보다 상 으로 많은 수
익을 가져다 다고 생각한다.
HV19 A기업은 트 사와의 성과
공유를 한 제도  장치가 잘 이
루어져 있는 편이다.
HV20 A기업은 트 사의 수익을 
보장하는 편이다.
HV21 A기업은 트 사의 흐
름을 원활하게 해 다.
HV22 A기업은 매율에 따른 수익
을 보장한다.
HV23 A기업과 거래 후, 우리 조직
의 시장 진출이 활성화 되었다.
HV24 A기업과 거래 후, 우리 조직
의 비용 효율성 등 업무 로세스가 
신되었다.

HV25 A기업과 거래 후, 우리 조직
의 회사 이미지가 향상되었다.

Li and Dant 
(1997)

 
을 정의하 다. 각 하  개념의 측정항목 

개발은 다시 문헌조사, 표 집단면 을 

종합하여 유연성은 6개의 항목으로, 집

과 반응은 8개의 문항으로, 신뢰성은 8

개의 문항으로, 표 성은 5개의 항목으

로, 공정성은 4개 항목으로, 상호성은 4

개의 항목으로, 력지원에 한 항목은 

6개의 문항으로, 계매력도는 5개의 문

항으로 총 46개의 항목이 개발되었다.  

한 계친 도는 5개의 항목으로, 

상호교류 활성화는 4항목으로, 심리  자

신감은 3항목, 계지속성은 5개의 문항

으로, 비즈니스 성과는 8개의 항목 등 총 

2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개발된 문

항은 리커트 7  척도(1-  그 지 않다, 

7-매우 그 다)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표 2> 참조).

Ⅳ. 연구 2 탐색  근

1. 비조사

개발된 척도 문항 정화를 해 비

조사를 실시하 다. 비조사의 목 은 

문항을 탐색 으로 검증하고 개발된 질

문지의 체  구도나 각각의 질문에 

한 이해도 는 명확도를 평가하기 해 

실시되었다. 비조사의 결과는 응답자

의 수가 한 제한 이므로 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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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항목
Factor 
loading Eigenvalue Percent of 

variance α

신의성실

HD1 A기업은 상황변화에 맞춰 진행 인 력
계를 조정하는데 유연한 편이다.

HD2 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A기업은 계약서
에 연연하지 않고 유연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편이다.
HD3 A기업은 의사결정 과정에 력사를 참여
시키는 편이다.
HD5 A기업은 종종 력사의 반 에 응하여 

A기업의 정책을 수정하는 편이다.
HD6 A기업의 정책과 로그램에 한 력사
의 반응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편이다.
HD7 A기업은 트 사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

울이는 편이다.
HD8 A기업은 우리 조직의 제안에 해 민감한 
편이다.
HD9 A기업은 트 사의 의견을 배려하는 편이다.
HD10 문제해결을 한 담당자 연결이 효율 으

로 이루어지는 편이다.
HD11 문제해결을 한 담당자 연결은 즉시 이루
어지는 편이다.
HD13 A기업 담당자는 력업체의 고충을 이해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HD14 트 사에게 문제발생시, A기업은 기꺼
이 도와주는 편이다.
HD15 A기업은 진실성이 있는 기업이다.
HD17 A기업은 정직하게 상하는 편이다.
HD18 A기업은 약속을 잘 이행하는 편이다.
HD19 A기업은 트 사를 신뢰하는 편이다.

.63

.62

.66

.70

.71

.67

.62

.73

.69

.64

.61

.63

.57

.56

.59

.59

10.86 23.61 .97

공정표

HD23 A기업의 트 사 선정기 이나 차는 

표 화되어 있다.
HD24 A기업의 트 사 선정은 객 인 기  

는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HD25 A기업의 업무는 부분 표 차(규정
집)에 의해 진행되는 편이다.
HD26 거래와 계약 차가 일 성 있게 진행되는 

편이다.
HD27 거래와 계약 차에는 편견이나 왜곡 없이 
정확한 정보를 기 로 하고 있다.

.74

.80

.78

.71

.74

8.15 17.72 .96

<표 3> 탐색  요인분석: 행복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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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항목
Factor 
loading Eigenvalue Percent of 

variance α

HD28 A기업의 트 사 평가는 투명하게 이루

어진다.
HD29 A기업은 모든 트 사를 차별 없이 공정

하게 우한다.
HD30 거래와 계약에 한 결정에 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HD31 거래와 계약 차 는 규정이 윤리/도덕
기 에 부합하 다.

.65

.65

59

.68

상호성

HD32 우리 조직은 A기업의 미래에 하여 진심
으로 걱정한다.
HD33 우리 조직의 사업가치는 A기업의 사업가
치와 유사하다.
HD34 우리 조직은 A기업의 성공을 해 특별한 
노력을 기꺼이 한다.
HD35 A기업은 우리 조직과 미래의 비 을 공유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72

.73

.60

.70

5.48 11.92 .88

력지원

HD37 A기업의 설비  장비 지원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HD38 A기업의 지원정책(교육, 설비지원 등)이 
도움이 된다.
HD39 A기업은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되는 한 

정보를 제공하는 편이다.
HD40 A기업은 우리 조직의 사업에 향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빈번히 제공하는 

편이다.

.70

.83

.67

.71

4.23 9.19 .90

계

매력도

HD43 우리 조직은 A기업과 일하는 것을 자랑스
럽게 생각한다.
HD44 우리 조직은 타인 는 타업체에게 A기업
과의 사업 계에 해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

는 편이다.
HD45 우리 조직은 A기업과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서 기쁘다.
HD46 이동통신사업은 향후에도 매력 인 사업

이다.

.63

.62

.65

.67

4.31 9.37 .90

주) HD4 A기업은 사업상 나타나는 변화에 한 정확한 근거를 력사에게 제시하는 편이다, HD12 

A기업 담당자와는 정서 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편이다, HD16 A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다, 
HD20 A기업은 기회주의 이지 않다, HD21 A기업은 트 사에게 종종 불필요한 요구를 하는 편이다, 
HD22 A기업은 트 사의 업무수행에 간섭을 하는 편이다, HD36 A기업의 융, 교육 등의 제도  
지원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HD41 A기업은 우리 조직과의 력갱신을 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HD42 A기업은 좋은 거래환경 조건을 제공한다 등의 항목은 재치가 낮아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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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조사를 해 단지 그 결과를 참고만 

하 다. 개발된 항목들을 검증하기 

해, 해당 기업으로부터 선정된 80개의 

업체에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 으며 41

개의 업체에서 응답을 하 다. 응답자의 

직책은 표/사장 9명(22.0%), 실무 책

임 임원/ 리자 26명(63.4%), 실무 담당

자 6명(14.6%)으로 부분 임원  이상

에서 설문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

답기업의 정규 직원 수는 평균 64명(SD 

= 64.72)이었으며 40% 정도가 2000년  

이 에 해당 기업과의 력 계를 시

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

하 으며 요인추출방법으로는 주성분 분

석법을 사용하 다. 베리맥스 직각회 방

식을 이용하 다. 요인의 수는 개별 요인

의 상  요도를 나타내는 고유값 1.0

을 과하는 요인들만을 추출하 다. 행복동

인은 8개의 요인으로, 행복산출물은 4개

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한 응답자들

에게서 뜻이 명확하게 달되지 않는 항

목에 한 지 은 발견되지 않았다. 

2. 연구 방법

특정 기업 이동통신사로부터 선정

된 1131개의 업체를 상으로 우편 설

문을 실시하 다. 설문조사 기간은 2007년 

9월에서 10월 약 두 달간 실시되었다. 

Dillman(2000)이 제안한 우편설문 차를 

참고하여 1차 질문지가 우편으로 발송되

고 2주 후 각 업체에게 질문지 회신에 

한 권장 이메일을 발송하 다. 체 195

개(17.2%)의 설문이 회수되었다. 이  응

답이 불성실한 한 부를 제외하고 총 194

개의 질문지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응답자의 직책은 표/사장 126명

(64.60%), 실무책임 임원/ 리자 58명

(29.70%) 실무 담당자 11명(5.6%)으로 

부분 임원  이상에서 설문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업체의 정규 직원 

수는 평균 194명(SD = 108.82)이었다. 응

답 업체의 40% 정도가 2000년  이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활성화 되는 시

에서 해당 기업과 력 계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개발된 행복 지수는 동인과 산출물 두 

으로 분석되었다. 탐색  요인분석 

결과 행복의 동인은 다섯 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다섯 개의 요인은 ‘신의성

실’, ‘공정표 ’, ‘상호성’, ‘ 력지원’, ‘

계매력도’ 등으로 그 개념이 정의되었다. 

총 분산은 73.81%이었으며 고유값은 

10.86, 8.15, 5,48, 4.23, 4.31로 높게 나

타났다. 개별 항목들의 요인 재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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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항목
Factor 
loading Eigenvalue Percent of 

variance α

계
수용성

HV3 A기업은 개방 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HV4 A기업과 우리 조직은 모두 상호 의지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
HV5 A기업과 우리 조직은 모두 상호 높은 심을 
가지고 있다.
HV6 A기업은 우리 조직과 극 으로 커뮤니
이션을 하는 편이다. 
HV7 우리 조직은 온라인, 오 라인 트 온 로
그램을 통하여 A기업  다른 트 사들과의 
만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HV8 트 온 로그램이 아닌 다른 비공식  
모임을 통하여 A기업  다른 트 사들과의 
만남이 빈번하게 이루어는 편이다.
HV9 화, 메신 , 자문서, 이메일 등을 통하여 
A기업  다른 트 사들과의 연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58

.58

.62

.67

.83

.82

.80

5.91 23.65 .93

안정성

HV10 우리 조직은 A기업과의 계에 있어서 향후 
교섭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HV11 우리 조직은 A기업과의 력 계에 있어서 
향후 기여도가 더욱 커질 것이다.
HV12 우리 조직의 문가  역량은 향후 더욱 
향상 될 것이다.
HV15 A기업과의 상호교류는 지속될 것으로 
상한다.
HV16 A기업과의 동반성장은 상호 지속될 것으로 
상한다.

HV17 A기업과의 계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상한다.

.71

.84

.82

.75

.71

.75

6.32 25.29 .96

비즈니스 
성과

HV18 A기업과의 력 계는 다른 력 계보다 
상 으로 많은 수익을 가져다 다고 생각한다.
HV19 A기업은 트 사와의 성과공유를 한 
제도  장치가 잘 이루어져 있는 편이다.
HV20 A기업은 트 사의 수익을 보장하는 편
이다.
HV21 A기업은 트 사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다.
HV22 A기업은 매율에 따른 수익을 보장한다.
HV23 A기업과 거래 후, 우리 조직의 시장 진출이 
활성화 되었다.
HV24 A기업과 거래 후, 우리 조직의 비용 효율성 
등 업무 로세스가 신되었다.

.73

.72

.79

.69

.75

.75

.70

6.72 26.89 .94

<표 4> 탐색  요인분석: 행복 산출물

주) HV1 A기업과의 사업 계/거래는 정서 으로 편안하다, HV2 A기업과의 사업 계/거래에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HV13 A기업은 우리 조직을 요한 력자로 간주한다, HV14 A기업과의 정

서  친 감은 지속될 것으로 상한다, HV25 A기업과 거래 후, 우리 조직의 회사 k이미지가 향상
되었다 등의 항목은 재치가 낮아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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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3에 분포하고 있으며 재치가 

은 총 9개의 항목이 제거되었다. 신의성

실에는 17개의 항목이, 공정 표 에는 9

개의 항목이, 상호성에는 4개의 항목이, 

력지원에는 4개의 항목이, 계매력

도에는 4개의 항목이 재되었다. 신뢰

성 검증 결과 Cronbach’s α가 .78~.98로 

모두 .7 이상으로 나타나 세부 개념 측

정 항목에 일 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다음으로 행복 산출물의 요인분석 결

과 세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안정

성,’ ‘ 계수용성,’ ‘비즈니스 성과’로 정

의하 다. 계수용성은 7개의 항목으로, 

안정성은 6개의 항목으로, 비즈니스 성과

는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총 5개의 

항목이 재치가 낮아 제외되었다. 총 분

산은 75.83%이었으며 고유값은 5.91, 

6.32, 6.72로 높게 나타났다. 개별 항목들

의 요인 재치는 .58~.84이었다. 신뢰성 

검증 결과 Cronbach’s α가 .93~.96으로 

모두 .7 이상으로 나타나 세부 개념 측정 

항목에 일 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4> 참조). 

V. 연구 3 확인  분석

1. 연구 목   방법

확인  요인 분석을 통해 개발된 

트  행복 지수 문항의 안정성을 검증하

고자 두 번째 설문을 실시하 다. 1차 

척도 정화과정에서 트  행복 지수가 

세 개의 차원으로 구성됨을 탐색하 다. 

따라서 세 개의 하  차원이 행복의 개

념을 히 설명하고 있는지 는 각 

항목들이 하  차원으로 구성되지 않고 

행복의 개념을 직 으로 설명하고 있

는지 확인하는 것을 연구의 목 으로 하

다. 한 연구 행복의 동인을 제외하

고 행복의 실제 측정지표인 산출물로 제

한하여 검증하 다. 

특정 기업 이동통신사로부터 선정

된 1,061개의 업체를 상으로 우편 설

문을 실시하 다. 설문조사 기간은 2008

년 5월에서 6월 약 두 달간 실시되었다. 

Dillman(2000)이 제안한 우편설문 차를 

참고하여 1차 질문지가 우편으로 발송

되고 2주후 각 업체에게 질문지 회신에 

한 권장 이메일을 발송하 다. 총 337

개(31.76%)의 설문이 회수되었다. 이  

력 업체의 응답자가 일반 실무자인 경

우의 응답을 제외하고 269개(25.35%)의 

질문지를 분석에 사용하 다. 소업체

의 경우 실무자는 력 계에 한 

단을 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단되었으며 표/사장 는 실

무책임자로 응답자를 제한하 다. 응답

률을 높이기 해 추첨을 통한 인센티

를 지 하 다. 응답자  총 20개의 업

체를 무작 로 추첨하여 5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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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항목
Factor 
loading Eigenvalue

Percent 
of 

variance
α

계

수용성

HV6 A기업은 우리 조직과 극 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HV7 우리 조직은 온라인, 오 라인 트 온 로

그램을 통하여 A기업은 우리 회사와 빈번하게 
의사소통을 한다.  
HV8 트 온 로그램이 아닌 다른 비공식  

모임을 통하여 A기업은 우리 회사와 빈번하게 
의사소통을 한다.  
HV9 화, 메신 , 자문서, 이메일 등을 통하여 
A기업은 우리 회사와 빈번하게 의사소통을 한다. 

.62

.69

.82

.78

4.27 21.36 .90

계

안정성

HV10 우리 회사의 교섭력은 A기업과의 력 계

에서 더욱 커질 것이다.
HV11 A기업과의 력 계에서 우리 회사의 기여
도는 더욱 커질 것이다. 우리 조직은 A기업과의 
력 계에 있어서 향후 기여도가 더욱 커질 것이다.

HV12 우리 회사의 문가  역량은 A기업과의 
계를 통하여 더욱 향상될 것이다.

HV15 우리 회사와 A기업과의 상호교류는 지속될 
것이다.
HV16 우리 회사와 A기업과의 동반성장은 지속될 
것이다.
HV17 우리 회사와 A기업과의 계는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다.

.63

.69

.64

.86

.83

.87

5.17 25.87 .95

비즈니스 
성과

HV18 A기업은 우리 회사에게 다른 력 계에 

비해 상 으로 많은 혜택을 가져다 다.
HV19 A기업은 우리 회사와의 성과 공유를 한 
합리 인 제도 장치를 잘 갖추고 있다.
HV20 A기업은 우리 회사의 수익을 보장한다. 
HV21 A기업은 우리 회사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다.
HV22 A기업은 매율에 따른 수익을 보장한다.
HV23 A기업과의 거래 이후, 우리 회사의 시장 진출
이 활성화 되었다. 
HV24 A기업과 거래 이후, 우리 회사의 비용 효율성 
등 업무 로세스가 신되었다.

.66

.67

.81

.78

.82

.67

.73

5.94 29.69 .94

주) HV3 A기업은 개방 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HV4 A기업과 우리 조직은 모두 상호 의지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 HV5 A기업과 우리 조직은 모두 상호 높은 심을 가지고 있다의 
세 항목은 재치가 낮아 제외되었음.

<표 5> 2차 탐색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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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지 하 다.  

응답자의 직책은 표/사장 149명(55.40%), 

실무책임 임원/ 리자 120명(44.60%)이

었다. 응답 업체의 정규 직원 수는 평균 

약 42명(SD = 74.38)으로 소규모 업체 다. 

그  직원 수 20명 미만의 업체가 체 

응답 업체의 51.90% 차지하고 있으며, 21

명에서 40명의 직원 수를 포함하고 있는 

업체는 응답 업체의 19.4% 다. 응답 업

체의 거래시작 시 은 평균 2001.6년(SD 

= 3.95)으로 나타났으며 40% 정도가 2002년 

이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활성화 되는 

시 에서 A사와의 트 계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이동통신기업과

의 거래 비 은 평균 56.46%(SD = 34.77)

이었으며, 10% 미만의 거래 계 비 을 

차지한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은 19.2%

이며 90% 이상의 와의 거래 계를 맺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약 24% 정도로 나

타났다.

2. 탐색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1차 탐색  요인 분석 이후 항목의 이

해도를 높이기 해 항목의 어구를 일부 

수정하 다. 일부 수정된 항목들의 타당

성을 검증하기 해 탐색  요인분석을 

반복하 다. 분석 결과 행복를 구성하는 

개념으로 세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탐색  조사 결과와 같이 ‘안정성,’ ‘

계수용성,’ ‘비즈니스 성과’로 정의하 다. 

계수용성은 4개의 항목으로, 안정성은 

6개의 항목으로, 비즈니스 성과는 7개의 

항목으로 총 17항목이 재되었다. 총 분

산은 76.92%이었으며 고유값은 4.27, 

5.17, 5.94로 높게 나타났다. 개별 항목들

의 요인 재치는 .62~.87에 분포하고 있

으며 재치가 은 총 3개의 항목이 제

거되었다. 신뢰성 검증 결과 Cronbach’s 

α가 .90~.95로 모두 .7 이상으로 나타나 

세부 개념 측정 항목에 일 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3. 확인  요인분석

AMOS 4.0을 이용하여 확인  요인 분

석을 실시하 다. 첫 번째 모형의 경우는 

모든 항목이 동일하게 트 십 행복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으로 설정되었으며, 

두 번째 모형은 세 개의 하  차원인 계

수용성, 계안정성, 비즈니스 성과가 서

로 상 계 없이 행복을 설명하는 것으

로 설정되었으며, 세 번째 모형은 세 개의 

하  차원이 서로 상 계에 있으며 행

복을 설명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세 개

의 모형에 한 확인  요인 분석 결과, 

하 차원을 포함한 각각의 경로들이 모

두 정의 방향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났다. 각 모형 합도는 모형 1의 

경우  = 43.45(df = 46, /DF = .95, 
p = .58), GFI = .981, NFI = .991, CFI 



24 권태형․김 성․박지혜 로벌경 연구

Model 1

Item Factor 
loadinga SE T value AVEb

HV6 A기업은 우리 회사와 극 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HV7 우리 조직은 온라인, 오 라인 트 온 로그램을 

통하여 A기업은 우리 회사와 빈번하게 의사소통을 한다. 
HV8 트 온 로그램이 아닌 다른 비공식  모임을 통하여 

A기업은 우리 회사와 빈번하게 의사소통을 한다.  
HV9 화, 메신 , 자문서, 이메일 등을 통하여 A기업은 
우리 회사와 빈번하게 의사소통을 한다. 
HV10 우리 회사의 교섭력은 A기업과의 력 계에서 더욱 

커질 것이다.
HV11 A기업과의 력 계에서 우리 회사의 기여도는 더욱 
커질 것이다. 우리 조직은 A기업과의 력 계에 있어서 
향후 기여도가 더욱 커질 것이다.
HV12 우리 회사의 문가  역량은 A기업과의 계를 통하여 
더욱 향상될 것이다.
HV15 우리 회사와 A기업과의 상호교류는 지속될 것이다.
HV16 우리 회사와 A기업과의 동반성장은 지속될 것이다.
HV17 우리 회사와 A기업과의 계는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다.
HV18 A기업은 우리 회사에게 다른 력 계에 비해 상 으

로 많은 혜택을 가져다 다.
HV19 A기업은 우리 회사와의 성과 공유를 한 합리 인 

제도 장치를 잘 갖추고 있다.
HV20 A기업은 우리 회사의 수익을 보장한다. 
HV21 A기업은 우리 회사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다.
HV22 A기업은 매율에 따른 수익을 보장한다.
HV23 A기업과의 거래 이후, 우리 회사의 시장 진출이 활성화 
되었다. 
HV24 A기업과 거래 이후, 우리 회사의 비용 효율성 등 업무 
로세스가 신되었다.

.83

.79

.67

.71

.81

.80

.80

.79

.85

.78

.81

.84

.83

.78

.77

.80

.83

-
.05

.06

.05

.06

.05

.05

.05

.06

.06

.06

.06

.07

.07

.06

.06

.06

-
18.31

14.40

15.35

15.24

15.37

15.64

16.05
16.77
14.90
16.10

17.54

15.80
14.84
14.49
15.91

16.46

.69

.62

.44

.50

.66

.63

.63

.61

.72

.61

.66

.70

.69

.62

.59

.64

.69

Model Fit(Model 1)

  = 43.45, df = 46,  /DF = .95, p = .58(n = 269)
GFI = .981
NFI = .991
CFI = 1.00
RMSEA = .00

주) aStandardized factor loading, bAverage variance extracted.

<표 6>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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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항목
Factor 

loadinga
SE T value AVEb

계
수용성

HV6 A기업은 우리 회사와 극 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HV7 우리 조직은 온라인, 오 라인 트 온 로
그램을 통하여 A기업은 우리 회사와 빈번하게 의사
소통을 한다.  
HV8 트 온 로그램이 아닌 다른 비공식  모
임을 통하여 A기업은 우리 회사와 빈번하게 의사소
통을 한다.  
HV9 화, 메신 , 자문서, 이메일 등을 통하여 
A기업은 우리 회사와 빈번하게 의사소통을 한다. 

.94

.81

.73

.92

-

-

-

.06

-

-

-

15.62

.89

.65

.53

.84

계
안정성

HV10 우리 회사의 교섭력은 A기업과의 력 계에
서 더욱 커질 것이다.
HV11 A기업과의 력 계에서 우리 회사의 기여
도는 더욱 커질 것이다. 우리 조직은 A기업과의 
력 계에 있어서 향후 기여도가 더욱 커질 것이다.
HV12 우리 회사의 문가  역량은 A기업과의 
계를 통하여 더욱 향상될 것이다.
HV15 우리 회사와 A기업과의 상호교류는 지속될 
것이다.
HV16 우리 회사와 A기업과의 동반성장은 지속될 
것이다.
HV17 우리 회사와 A기업과의 계는 오래도록 지
속될 것이다.

.75

.76

.76

.94

.95

.91

-

.05

.06

.07

.08

.08

-

17.69

16.03

16.56

16.45

15.69

.56

.58

.58

.88

.91

.83

비즈니스 
성과

HV18 A기업은 우리 회사에게 다른 력 계에 비
해 상 으로 많은 혜택을 가져다 다
HV19 A기업은 우리 회사와의 성과 공유를 한 합
리 인 제도 장치를 잘 갖추고 있다.
HV20 A기업은 우리 회사의 수익을 보장한다. 
HV21 A기업은 우리 회사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다.
HV22 A기업은 매율에 따른 수익을 보장한다.
HV23 A기업과의 거래 이후, 우리 회사의 시장 진출
이 활성화 되었다. 
HV24 A기업과 거래 이후, 우리 회사의 비용 효율성 
등 업무 로세스가 신되었다.

.81

.85

.90

.83

.87

.80

.86

.07

.07

.07

.07

.07

.06

-

14.82

16.09

18.12
16.85

16.83
18.86

-

.66

.72

.81

.69

.75

.64

.73

트
행복

계수용성
계안정성
비즈니스 성과

.06

.07

.07

-
-
-

-
-
-

-
-
-

Model Fit(Model 2)

  = 798.82, df = 98,  /DF = 8.15, p < .001(n = 269)
GFI = .768
NFI = .841
CFI = .857
RMSEA = .163

<표 7> Second Order Factor Analysis: Mod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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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항목
Factor 

loadinga SE T val-
ue AVEb

계

수용성

HV6 A기업은 우리 회사와 극 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HV7 우리 조직은 온라인, 오 라인 트 온 로그램을 

통하여 A기업은 우리 회사와 빈번하게 의사소통을 한다. 
HV8 트 온 로그램이 아닌 다른 비공식  모임을 

통하여 A기업은 우리 회사와 빈번하게 의사소통을 한다. 
HV9 화, 메신 , 자문서, 이메일 등을 통하여 A기업
은 우리 회사와 빈번하게 의사소통을 한다. 

.92

.83

.73

.78

-
.05

.06

.05

-
18.95

15.05

15.30

.85

.70

.54

.61

계

안정성

HV10 우리 회사의 교섭력은 A기업과의 력 계에서 더

욱 커질 것이다.
HV11 A기업과의 력 계에서 우리 회사의 기여도는 
더욱 커질 것이다. 우리 조직은 A기업과의 력 계에 
있어서 향후 기여도가 더욱 커질 것이다.
HV12 우리 회사의 문가  역량은 A기업과의 계를 
통하여 더욱 향상될 것이다.
HV15 우리 회사와 A기업과의 상호교류는 지속될 것이다.
HV16 우리 회사와 A기업과의 동반성장은 지속될 것이다.
HV17 우리 회사와 A기업과의 계는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다.

.81

.80

.87

.94

.93

.88

-

.05

.06

.06

.07

.07

-

18.84

16.18

17.34
17.80
15.26

.66

.64

.76

.89

.86

.78

비즈니

스 

성과

HV18 A기업은 우리 회사에게 다른 력 계에 비해 상

으로 많은 혜택을 가져다 다.
HV19 A기업은 우리 회사와의 성과 공유를 한 합리 인 

제도 장치를 잘 갖추고 있다.
HV20 A기업은 우리 회사의 수익을 보장한다. 
HV21 A기업은 우리 회사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다.
HV22 A기업은 매율에 따른 수익을 보장한다.
HV23 A기업과의 거래 이후, 우리 회사의 시장 진출이 
활성화 되었다. 
HV24 A기업과 거래 이후, 우리 회사의 비용 효율성 등 
업무 로세스가 신되었다.

.84

.88

.85

.79

.81

.84

.87

.06

.06

.06

.07

.06

.05

-

17.74

19.27

18.43
15.98
16.48
20.06

-

.70

.77

.73

.62

.66

.71

.75

트

행복

계수용성

계안정성

비즈니스 성과

.27

.54

.26

-
-
-

-
-
-

-
-
-

Model Fit(Model 3)

  = 235.44, df = 91,  /DF = 2.59, p < .001(n = 269)
GFI = .910
NFI = .953
CFI = .970
RMSEA = .07

<표 8> Second Order Factor Analysis: Mod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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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RMSEA = .00, 모형 2의 경우  

= 798.82(df = 98, /DF = 8.15, p < 
.001), GFI = .768, NFI = .841, CFI = 

.857, RMSEA = .163, 모형 3의 경우  

= 235.44(df = 91; /DF = 2.59, p < 
.001), GFI = .910, NFI = .953, CFI = 

.970, RMSEA = .07로 나타났다. Bagozzi 

and Yi(1988)에 따르면 모형 합도는 GFI, 

NFI, and CFI가 .9 이상일 때 수용할 수 

있다고 하 다. 따라서 모형 1과 모형 3

의 경우 합도가 매우 의미 있으며, 모형 

2의 경우 기 치에 완벽하게 도달하지 못

하나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합도를 보

여주고 있다. 이는 개발된 항목들이 아직

은 완벽하게 안정 이지는 않으나 개념

을 설명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의 타당성

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제시된 세 개의 모형을 비교하 을 때, 첫 

번째 모형이 최 의 합도를 나타내며, 

세 번째의 모형이 두 번째 모형에 비해 

개선된 합도를 나타내고 있다. 계수

용성, 계안정성, 비즈니스 성과의 세 하

 개념이 서로 상 계에 있으며 트

 행복의 개념을 어느 정도 히 설명

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Ⅵ. 결론  토의

본 연구는 비즈니스 생태계의 동반자

 계 행복의 개념  틀과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하여 정성 인 근과 정량

인 근 방법을 채택하고 트 사들

의 실제 경험을 토 로 자료를 분석하

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트  행복 

지수 근방법론은 다양한 력 계에

서 나타나는 트  행복지수를 측정, 분

석, 활용될 수 있다. 행복 지수는 4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행복동인(driver)은 

행복의 원인 요소로써 신의성실, 상호성, 

공정 표 , 매력도, 력지원으로 구성된

다. 행복의 구성요인(view)은 계수용성, 

계안정성, 비즈니스 성과로 구성된다. 

계 수용성은 트 와의 심리  거리감

과 상호교류의 활성화 정도로 정의되며, 

7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계안정성은 

력 계를 지속 는 발 시킬 수 있는 가

능성에 한 사회-기술  자신감 정도를 

나타내며 7개 항목으로 측정된다. 비즈니

스 성과는 력 계를 통한 경제  성과 

정도로써 6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트  행복 지수

는 첫째, 일정기간 트 사의 체  행

복지수 변화/추이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트 사 리의 체  성과 

측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트 사의 성

과 향상에 도움을  수 있다. 한, 미래 

측이 가능하다. 매 년, 분기 별 측정을 

통하여 미래의 변화를 측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트 사의 행복에 향을 미

치는 요소를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선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트 사의 행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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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할 수 있다. 둘째, 각 트 의 유형 

별 행복의 수 차이의 검증이 가능하다. 

각 트  유형 별 행복 지수 측정을 통

하여 취약한 부문을 발견할 수 있으며, 

략 으로 집 도를 높여야 할 부분의 

선정이 용이하게 하여 트 사의 행복

을 증진시킬 수 있다. 셋째, 행복의 구성

요소 별 검증이 가능하다. 를 들면, 행

복도가 높아도 이를 구성하는 구성요소

인 계수용성, 안정성, 비즈니스 성과 

에서 낮은 수 을 나타내는 구성요소

를 찾아 낼 수 있다. 이 게 발견된 체, 

는 행복의 증감에 향을 주는 세부 

구성요소의 선택과 집 리를 통해 

체 인 행복을 높여  수 있다. 넷째, 행

복구성요소의 근본원인의 악이 가능

하다. 행복구성요소인 계수용성, 안정

성, 비즈니스 성과  낮은 수를 보이

는 구성요소의 근본원인을 추 해서 집

리 할 수 있다. 이를 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1에서 제시된 다

섯 개의 행복 동인이 구체 으로 행복을 

구성하는 세 개의 구성 요인에 각각 어

떠한 향을 미치는가에 한 조사가 필

요하다. 세부 구성 요소에 향을 주는 

원인 요소만을 선택하여 집 리를 통

해 행복도의 체 인 향상을 꾀할 수 

있다. 를 들면, 비즈니스 성과가 구성

요소  가장 낮은 수 일 경우 비즈니

스 성과에 향을 미치는 근본 원인을 

찾아 집 리 한다면 비즈니스 성과의 

수가 향상되고, 이를 통해 체 인 행

복도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계경 이 추구하는 것은 서로의 문

가  역량을 발휘하여, 성취할 수 없는 

비즈니스 가치를 력으로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다( : 가치 네트워킹). 그러나 

상호 계에서 메시지 달만이 아닌 의

미의 달, 이성만이 아닌 감성  교류가 

신 이고 창의 인 가치 창출을 가능

하게 해  수 있어야 행복한 업이 이

루어질 수 있다. 계약서, 업무 매뉴얼, 비

즈니스 계약, 신 신의성실, 상호성, 합

리  공정성, 매력, 력지원이 없이는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성과의 달성도 지

속발 도 기 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

에서 추출된 행복 지수를 통해 진정한 

상생 력을 한 일(working)과 생활

(living) 속의 삶의 질(Quality of working 

& living life)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지수의 

정기  측정을 통해 반복 수집되는 자료

를 활용하여 력 리와 계 경  개

선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은 표본수의 한계로 

인하여 일반화가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총 1,000개 이상의 모집단 수에서 회수

율은 30% 미만이었다. 약 200개의 표본

수를 바탕으로 진행된 통계결과를 일반

화시키고 타당화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표본의 수를 늘리기 한 참여율 개선을 

한 방법론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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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creasingly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on business eco-systems. Along with this, 
although the importance of partnering and happiness among value-creating players have 
been claimed by thoughtful practitioners, rarely found are empirical investigations with 
scientifically proven evidence, that is useful in building strategies in practi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first to define the concept of relationship happiness 
and develop a scale to assess relationship happiness in order to provide a valuable tool 
to evaluate a business-to-business relationship and develop management strategies. 
Following Nunnally (1967), Gerbing and Anderson (1988), and Churchill (1979), a step-
wise procedure for scale development was employed. Three separate studies taking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approaches were conducted to develop and examin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developed happiness scal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a relationship happiness scale consists of 20 items of three dimensions: Six items 
of Business performance, seven items of relationship acceptance, and seven items of rela-
tionship substantiality.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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