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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최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수준은 OECD 최하위 수준이며, 네트워크 기반의 협력체

계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최근의 혁신 행동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내적 혁신 행동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외부 네트워크 

혁신 행동과 연동한 연구는 미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CEO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 공정성을 기반으로 내적 외적 혁신

행동을 실행함에 있어서 유연적 조직 문화의 조절 효과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성과모형, CEO 변혁적 리더십, 내적 혁신 행동, 외적 혁신 행동, 조직 공정성, 유연적 조직문화,

사업성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Chrisman 등(1998)의 중소벤처기업 성과모형은 ①기업가(entrepreneur), ②산업구조(industry 

structure), ③사업전략(business strategy), ④자원(resources), ⑤조직구조(organization structure, processes and systems)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hrisman 등(1998)의 벤처기업 성과모형 NVP = f(E, IS, BS, R, OS)을 적용하여 연구

모형을 설계하고 실증 검증하였다.

향후 중소벤처기업 성과모형으로서 직원들의 미래전망과 자부심 향상에 본 연구가 시사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 경

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혁신 행동 컨설팅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어: 벤처기업 성과모형, 변혁적 리더십, 내적 혁신 행동, 외적 혁신 행동, 조직 공정성, 유연적 조직문화, 사업성과

Ⅰ. 서론

최근 중소벤처 기업들은 급격히 다가오는 4차산업 혁명 

시대 속에서 CEO 리더십 하에 외부 지식 네트워크를 활

용한 내부 아이디어 개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이준호 외(2019)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

라 중소기업의 혁신 수준은 OECD 최하위 수준이나 혁신 

지원은 최고 수준이다’라고 하였으며, 홍운선(2019) 연구에 

의하면 ‘네트워크의 혁신성은 협업 활동을 통해서만 밝혀

질 수 있으며, 혁신 생태계라는 용어는 협력적 네트워크의 

비유로서 네트워크 기반 아키텍처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

다. 특히, 전문인력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였다.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서 내적 혁신 행동과 외적 혁

신 행동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신속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에는 유연적 조직문화와 직원의 자발적인 혁신 행동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이기에 본 연구에 임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연구에서 종속변수로서 내적 혁신 행동에 대

한 연구가 다수 있으나, 이 내적 혁신 행동이 네트워크 활

동과 같은 외적 혁신 행동과 함께 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인사관리 측면에서 조직 공정성, 조직 문화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이 있으나, 혁신 인재 확보 유지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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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CEO 변혁적 리더십의 지적 자극으로 내적으로는 

아이디어 개발 혁신 행동이 일어나고 외적으로는 네트워

크 활동 등의 혁신 행동이 유연적 조직문화의 조절 효과

로 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CEO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 공

정성을 기반으로 내적 외적 혁신 행동을 실행함에 있어서 

유연적 조직문화의 조절 효과가 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2.1. 중소벤처기업 성과 모형(Model)

벤처기업의 특성을 초기에 연구한 학자는 Sandberg and 
Hofer(1987)로 벤처기업의 성과(Venture performance)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창업자(Entrepreneur), 산업환경

(Industry), 전략(Strategy) 세 가지를 주장하면서 EIS 모형을 

주창하였다.
여기에 한정화(2003)는 자원(Resource)요인을 추가하여, 벤

처기업의 성과를 결정하는 하나의 모형으로서 ERIS 모형

을 개발하였다.
Chrisman et al.(1998)은 1962년부터 1992년까지 이루어진 

벤처기업 창업 및 경영성과에 관련된 62편의 논문을 분석

하고 이를 기초로 신생 벤처기업 경영성과 결정요인의 확

장모형을 제시하였다. 벤처기업의 성과 관련 연구모형들의 

성과요인으로 ①기업가(entrepreneur), ②산업구조(industry 
structure), ③사업전략(business strategy), ④자원(resources), 
⑤조직구조(organization structure, processes and systems)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NVP = f(E, IS, BS, R, OS)

본 연구에서는 Chrisman et al.(1998)의 벤처기업 성과 모

형을 기본적 분석의 틀로 활용하였다.

2.2. 변혁적 리더십
 
Bass(1985, 1990)의 연구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하위 범주로 구분하였다. 첫째 카리스마라고

도 정의되는 이상적 영향력(Idealized Influence: II) 둘째, 지

적 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 IS) 셋째, 개별적 배려

(Individualized Consideration: IC)를 의미한다. 그러나 Bass 

& Avolio(1990)의 연구에서는 상기 이론을 수정하여 세 가

지 구성요소에 영감적 동기부여(Inspirational Motivation: 
IM)를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CEO 변혁적 리더십은 벤처기업 성과 모형

의 기업가(Entrepreneur) 요인으로서 영감적 동기부여, 개인

적 배려, 지적 자극이라는 세 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분된 

개념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3. 내적 혁신 행동

본 연구에서 내적 혁신 행동은 벤처기업 성과 모형의 자

원(Resources) 요인으로서 정의하고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

구를 조사하였다.
Rogers(2002)는 혁신을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실행하는 전반적인 활동으로 정의

하면서, 혁신창조, 혁신전파, 혁신적용 등의 개념을 논의하

였다. 
또한, Janssen(2000)은 혁신 행동을 아이디어 개발(idea 

generation), 아이디어 홍보(idea promotion), 아이디어 실현

(idea realization)으로 보완, 발전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Janssen(2000)의 아이디어 개발, 아이디어 

홍보, 아이디어 실현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연구하

기로 한다.

2.4. 외적 혁신 행동

본 연구에서는 외적 혁신 행동은 벤처기업 성과 모형의 

사업전략(Business Strategy)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론적 배

경과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2.4.1. 외적 네트워크 활동

네트워크 이론은 혁신 활동에 외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

용하기 위해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해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기업은 기술혁신 활동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내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Caldeira & Ward, 2003) 외부자원도 효과적으로 활

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네트워크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는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특성 그리고 성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이후 조직 행동과 전략경영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최근에는 개인․ 조직 간의 

네트워크 및 관계에 주목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Tudor & Walt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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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외부 지식 구매

본 연구에서는 외부 지식 구매에 대해서 논함에 있어서 

개방형 혁신의 내향형 혁신 방법의 하나인 기술 구매, 공

동 연구의 유형을 이용해 논해 보고자 한다.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은 기업이 연구, 개발, 상업

화에 이르기까지의 혁신 과정을 개방하고 외부자원을 활

용함으로써 혁신의 비용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향상하

여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혁신 방법론을 말한다

(Chesbrough, 2003).
그리고 개방형 혁신의 유형에 대해 Chesbrough(2003)는 

개방형 혁신 활동을 크게 내향형(outside-in) 혁신 활동과 

외향형(inside-out) 혁신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외향형 혁신은 내부 개발을 통해 도출된 지식과 기술을 

다른 기업에 판매하거나 기술이전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함에 따라 기업 내부의 사업화 대상에서 제외된 기술

과 지식을 외부로 이전하여 다른 조직에서 상업화 할 수 

있다(Chesbrough, 2003).
내향형 혁신은 제품과 서비스의 수명이 단축되고 불확실

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 기업이 모든 역량을 갖추기 

어렵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외부 지식을 

효과적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내향형 혁신을 추진하며

(Cohen & Levinthal, 1990), 이를 통해 기업은 새로운 아이

디어와 지식, 새로운 시장 기회 탐색, 문제 해결 역량 향

상 등의 이점이 있다(Zahra et al.,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이 내향형 혁신을 통해 특

허와 같은 기술구매, 신시장 기회 탐색을 목표로 활동하는 

것을 고려한다.

2.4.3. 외부 컨설팅 활용

국제경영컨설팅협회 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Management Consulting Institute:ICMCI)는 컨설팅을 ‘경영책

임을 가지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경영과정에 대하여 독

립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태룡(2014)에 의하면 컨설팅은 기업이 안고 있는 경영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문제를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 

경영기법이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하는 산

업 및 활동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적 혁신의 내향형 혁신의 일환으로 

외부 지식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문분야에 대해 위탁연구

를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2.5. 조직 공정성

 조직 공정성에 대한 외국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Moorman(1991)은 작업장에서의 공정성의 역할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으로, ‘종업원이 자신의 직무에서 공정하

게 대우받는가를 결정하는 방식 그리고 기타 과업 관련 

변수들에 공정성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관한 것을 조

직 공정성이라고 정의하였다.
1970년대 이후 자원분배의 의사결정 절차에 대하여 구성

원이 인식하는 절차 공정성(procedural justice)이 등장하였

으며, 절차 공정성은 개인의 행동과 태도에 분배 공정성과

는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제시되었다(Thibaut & 
Walker, 1978).

Rousseau & Parks(1993)는 상호작용 공정성은 사회적 교

환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경제적 교환을 기반

으로 하는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보다 상대적으로 상호 

개인 간 신뢰 관계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는 ‘절차 공정성’과 ‘분배 공정성’ 중심으로 

연구하며 벤처기업 성과 모형의 조직구조(organization 
structure, processes and systems) 요인으로서 정의하고 이론

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2.6. 유연적 조직 문화

조직문화의 유형 분류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하나의 

변수나 속성을 중심으로 연구한 일차원적인 분류와 두 가

지 이상의 속성이나 변수를 기준으로 한 다차원 분류가 

있다(Quinn & Rohrbaugh, 1983). 
다차원 분류에 따른 조직문화 유형은 분류 기준, 대상, 

분류 대상 조직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직문

화 유형 가운데 <그림-1>의 경쟁가치모형(CVM; Competing 
Values Model)이 최근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서승혜, 
2019).

출처 : Quinn & Rohrbaugh, 1983, p.369

<그림 1> 경쟁가치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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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가치모형에서 조직구조를 기준으로 안정과 통제를 

우선시하는 조직과 유연성과 자율성에 가치를 두는 조직

으로 나누어진다. 경쟁가치모형은 이와 같은 두 축을 기준

으로 서로 다른 경쟁적 가치를 추구하는 네 가지 조직문

화를 도출한다. 문화유형을 혁신문화, 집단문화, 위계문화, 
합리문화 등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Quinn & 
Rohrbaugh, 1983).
조직이 네 가지 특성을 골고루 보유하고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규정한다(Quinn & Rohrbaugh, 1983).
본 연구에서는 유연적 조직문화인 관계문화와 혁신문화

를 중점으로 연구하며 벤처기업 성과 모형의 조직구조

(organization structure, processes and systems) 요인으로서 

정의하고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2.7. 사업 성과

2.7.1. 미래전망

기업경영은 미래의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고 기업

이 영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므로, 
기업의 사업전략을 추진하고 기업의 미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조동성, 2013).
지식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사업성과 측정에 있어서는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관점(Nonaka & Takeuchi, 1995)
을 추가해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연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인유섬,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핵심인 내적 외적 지식 네트

워크 활동 즉 혁신 행동의 개념을 변수로 하여 사업 성과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과거 성과에 기반

한 재무효과를 통해 성과 측정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미

래에 가져올 사업성과에 관해서 연구하기로 한다. 

2.7.2. 자부심

자부심(pride)은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들 가

운데 하나이다(Tracy & Robins, 2007). 일반적으로 자부심

(pride)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반영

하는 개인적 평가, 또는 개인이 자신의 가치에 관한 판단

을 반영하는 능력의 정도로 정의한다 (Pierce et al., 1989). 
만일 구성원들이 자신의 업무가 성공적이라고 느끼게 되

면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형성되고, 그 자부심은 다시 구

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Elfenbein, 2007). 즉. 자부심 향상 때문에 자발적인 혁신 

행동이 일어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성과를 벤처기업 성과 모형의 기업성

과(Venture performance) 요인으로서 정의하고 이론적 배경

과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2.8. 선행 연구

2.8.1. 독립변수-종속변수 관계

인과관계의 선행연구 조사 결과이며, 조직 공정성과 직무

만족 사이에서는 일부 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독립-종속 변수 관계

독립
변수

종속변수
연구자 (년도)

가설검증 정/부

CEO
변혁적
리더십

직무 만족
강세현 (2020)

유의확률이 0.001 이하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164)
정(+)

조직시민행동
허경렬 (2019)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1-1이 
채택되었다. (p. 98)

내적 
혁신
행동

직무성과
현재호 (2019)

유의확률 p=0.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 70)

정(+)
조직 유효성
양수진 (2017)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 108)

외적 
혁신
행동

혁신성과
김홍철 (2018)

(개방형 혁신 매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p. 110) 정(+)

직무 만족
김미정 (2017)

(네트워크 활동 매개)
유의미(t=2.230)한 정(+)적인 영향(p.116)

조직 
공정성

직무 만족
정두환 (2019)

분배 공정성이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

절차 공정성이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 

부(-)

 

2.8.2. 독립변수-조절변수-종속변수 관계

<표 2>에서 R&D 역량과 개방형 혁신에서는 창의 문화, 
혁신 문화가 조절 시 정(+)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2> 독립-조절-매개 변수 관계

독립
변수

연구자 (년도)
조절변수 (조직문화)
종속변수  가설검증

정/부

변혁적
리더십

이상영 
(2017)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정(+)의 효과 (조직문화=과업)

정(+)

내적 
혁신 행동

이대기
(2012)

R&D 역량과 사업화 역량 모두 
유의(조직문화=혁신)

정(+)

외적 
혁신 행동

한경희
(2016)

개방형 혁신-연구성과 간의
모두 유의(조직문화=창의)

정(+)

조직 
공정성

최기영
(2017)

조직 공정성-조직 유효성 간의
성과지향문화가 조직 갈등(보상 갈등이나 
상하 간 갈등)의 부(-)적 관계 완화하지만,

부서 간 갈등은 완화하지 
못함(조직문화=성과)

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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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적 외적 혁신 행동에 있어서 동

료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연적 조직문화인 관계문화와 

혁신문화의 조절효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도록 한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CEO 변혁적 리더십과 조작 공정성을 바탕으

로 내적 외적 혁신 행동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 그 관계에서 조직문화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

해 연구모형을 <그림 2>와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2> 연구 모형

3.2. 연구가설의 설정

CEO 변혁적 리더십과 내적 외적 혁신행동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

다.

가설 1: CEO 변혁적 리더십은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조직 공정성은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내적 혁신 행동은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4: 외적 혁신 행동은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5: 유연적 조직문화는 CEO 변혁적 리더십, 내적 혁

신 행동, 외적 혁신 행동, 조직 공정성이 사업성

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3.3. 측정변수의 조작적 정의

실증분석을 진행 함에 있어 기존에 개발된 설문 문항을 

사용하거나 연구 목적에 맞는 변수에 대하여 조작적 정의

를 통하여 각 측정변수를 구성하였다.

<표 3> 조작적 정의 예시

변수명 구성항목 측정 항목

CEO
변혁적
리더십

영감적 동기부여 장래 발전 가능성에 비전을 제시한다

개인적 배려 직원들을 다른 능력 가진 개인 대우

지적 자극 당면 문제 해결위해 새로운 시도 장려

내적 
혁신
행동

아이디어  개발 문제 발생 시 새로운 아이디어 고안

아이디어 홍보 리더의 지원을 얻기 위해 노력

아이디어 실행 혁신적 아이디어 실행위한 계획 수립

외적 
혁신
행동

외적 네트워크 활동 다른 기관과 업무협력위한 소통 활발

외부 지식 구매 연구 개발을 위해 외부자원 활용 긍정

외부 컨설팅 활용  컨설팅 통해 문제점 해결에 도움이 됨

조직 
문화

동료 유대감 직원 상호 간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

기업 혁신 브랜드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태도를 중요시

조직 
공정성

절차 공정성 업적 평가에 사용된 절차는 공정함

분배 공정성 노력을 기울인 만큼의 공정한 보상

사업
성과

미래전망 새로운 사업분야로 진출 기회 커짐

자부심 직무 수행을 통해 자신이 성장함 느낌

IV. 결론

중소벤처기업의 CEO 변혁적 리더십, 내적 외적 혁신 행

동이 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 연구에서와같이 정

(+)의 효과를 나타내었고, 조직 공정성이 사업 성과 즉 미

래 전망과 자부심에 미치는 영향 또한 기존 연구와 달리 

정(+)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자발적인 혁신 행동을 

하는 행위의 경우, 분배 절차 공정성이 적절하게 조직에 

반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연

적 조직문화의 조절 효과 또한 내적 외적 혁신 행동과 사

업성과의 관계에서 정(+)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 중소벤처기업 직원들의 미래전망과 자부심 향상에 

본 연구가 시사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 경

쟁력 강화를 위한 CEO 리더십의 방향과 기업 혁신 행동 

컨설팅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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