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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기업가정신 관련 선진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네트워크를 원천으로 한 자원자본인 사회적 자본과 조직기
업가정신이 벤처기업에게 다양한 자원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동태적 역량의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과 조직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적으로 각각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 171명의 벤처기업 기업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네트워크에 근거한 자원 자본인 사회적 자본은 조직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자본은 벤처기업의 기업성과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기업가정신은 기업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원조달관점에서 태생적인 불리함을 지니고 있는 
벤처기업에 있어 사회적 자본과 조직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울러 
변화와 혁신의 요구를 상대적으로 치열하게 경험하고 있는 벤처기업은 외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조직기업가정신 활동을 적절히 수행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준점을 얻었다.

Abstract  Researches recently made in advanced countries into entrepreneurship found that various resources 
and information are mainly provided to ventures through social capital, which is a resource capital based on a 
network, and through corporate entrepreneurship. This research is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and corporate entrepreneurship of new ventures upon their corporate performance, conducted from the 
standpoint of dynamic capability. For that purpose, a questionnaire investigation was made of 171 venture 
entrepreneurs in Korea, and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an empirical analysis of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First, it was found that social capital, which is a resource capital based on a network,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orporate entrepreneurship. Second, social capital also had a significant effect on ventures' 
corporate performance. Third, corporate entrepreneurship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orporate performance. 
These results imply that social capital and corporate entrepreneurship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rporate 
performance of ventures, which have innate disadvantages concerning the supply of resources. On the other 
hand, ventures, which encounter relatively more intense demands for change and renovation, can be managed in 
a sustainable manner just when they adequately accumulate their social capital and utilize their external 
resources and appropriately conduct their corporate entrepreneurship activities.

Key Words : Social Capital, Corporate Entrepreneurship (prodcut innovation, organizational innovation,
venturing), Firm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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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급변하는 변화와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높은 위험성에 
자주 직면하게 되는 벤처기업은 태생적으로 신생기업의 
불리함(Liability of Newness), 소규모에 따른 불리함
(Liability of Smallness), 심지어는 일정한 허니문기간을 
지나면 실패위험이 높아지는 청년기의 불리함(Liability 
of Adolescence)마저 겪게 된다는 주장들이 최근 기업가
정신 국내연구 분야의 주목을 받고 있다[3,4]. 

이에 대한 해결대안으로 자원기반관점에 근거한 네트
워크 우위론이 부각되고 있다. 즉 벤처기업은 전략적 네
트워크를 통해 기업의 외부에 있는 필요한 자원을 획득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원기반이론에 대한 여러 비판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응하여 동태적 역량이론이 주목받고 있다. 왜냐하
면 자원거점이론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자원을 강조하지
만, 기업이 성공하는데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보유한 자
원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자원을 창출하는 능력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자원을 획득하고 창출하는 능력이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 창출하느냐가 보다 근원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획득한 자원을 
기업의 특정한 자원으로 구축 및 변환하는 능력을 동태
적 역량이라고 정의하고, 이와 관련해 네트워크 원천의 
사회적 자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기업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생존 및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원 및 정보의 확보
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21세기는 디지털 경영시대로 국제화, IT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기업 경쟁 패러다임에 전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세기 산업사회에서는 자본과 
규모의 경제를 중요시하는 반면에, 21세기의 지식․정보사
회에서는 기업의 혁신능력, 학습능력, 대응능력 등이 경
쟁력의 원천으로서 새롭게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혁신
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을 필요로 하는 기업가정신을 토
대로 한 경영상의 변혁이 요구되고 있다[2]. 

1980년대 이후부터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분야들도 
인류학, 역사학,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 등 다양
하다[21]. 또한 기존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개인차원에서 창업가들의 행동을 주 연구대상으로 삼았
으나, 최근에는 조직차원에서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중요
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흐름이 바뀌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익창출을 목표로 하는 벤처기업을 중심
으로 신사업개발․창업 부문에서 발전해 온 기업가정신의 

메커니즘과 비즈니스 모델의 원리가, 순수 상업적 영역을 
벗어나 대학 및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등 다른 영역으
로도 확장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1].

이에 본 연구는 조직기업가정신을 동태적 역량, 즉 자
원의 탐색과 활용, 조직의 역량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핵
심 변수로 보았으며, 조직기업가정신의 선행변수로서 네
트워크 원천의 사회적 자본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대기업에 비해 태생적으로 신생의 한계와 자원의 
불리함을 지니고 있는 벤처기업이 네트워크 원천의 사회
적 자본과 조직기업가정신을 통해 벤처기업의 성과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국내 벤처기업가를 대상
으로 탐색적으로 각각을 살펴보고자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의 가설

2.1 사회적 자본과 조직기업가정신

사회적 자본이란 네트워크 내 개인이나 조직들이 보유
하고 있는 관계로부터 발생하고, 또한 그 관계에 내재되
어 있는 자원의 총합을 의미한다[22]. 즉, 관계의 네트워
크가 개인이나 조직에게 유용한 자원역할을 한다고 설명
한다. 이에 대해 사회적 자본을 관계에 내재하는 사회적 
자본으로 규정하는 연구도 있고[9,11],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Norms)과 가치
(Values)까지 포함하는 연구도 있다[14,34]. 이처럼 사회
적 자본은 개인이나 조직이 보유한 관계의 네트워크 내
에 놓여있고, 그러한 관계들을 통해 발생하는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자원들의 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네트
워크와 네트워크를 통해 활용될 수 있는 자산 모두를 포
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30]. 이와 유사한 정의를 
살펴보면, Lin[27]은 사회적 자본이란 ‘특정 목적을 가진 
행위에 있어 접근하거나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자원들이라고 정의하며, 그 구성요소들로 
‘사회적 구조에 내재된 자원’,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접근
가능성’, ‘목적 있는 행위를 위한 사회적 자본의 사용’ 등 
을 제시한다. 즉 구조적 배태성(Embeddedness), 기회에 
대한 접근가능성, 그리고 행위 지향적인 활용측면을 강조
한다. 또한 Peng et al[33]은 신흥시장의 맥락에서 제도적 
배태성의 개념을 제안하면서 사회적 자본이란 관계의 네
트워크 안에 포함되어 있고,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해 입
수할 수 있고, 관계의 네트워크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실
질적인 자원과 잠재적인 자원을 통트는 것으로 정의한다. 

한편, 조직기업가정신은 여러 유형의 현상과 과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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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벤처사업에 대한 투자(Venturing), 전략적 쇄신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20,42]. 여기서 혁신은 일반적
으로 새로운 제품, 생산 공정, 조직 시스템을 도입해야하
는 기업의 책임을 의미하는데 반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
자는 새로운 기업을 창립하는 것을 의미한다[15,28]. 또
한 전략쇄신은 조직 내부의 자원들을 새롭게 결함시킴으
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20]. 즉 전
략쇄신은 사업의 범위, 경쟁적 접근법을 변경하고 새로운 
역량을 구축, 획득함으로써 기업경영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포함한다[42]. 그리하여 Zahra, Neubaum, & Huse 
[46]는 전략쇄신을 일종의 조직 혁신으로 간주하였다. 또
한 Zahra, Nielsen, & Bogner[47]는 조직기업가정신은 사
실상 지식창출과정이라고 제안하였으며, Borch, Huse, & 
Senneseth[8]는 조직기업가정신을 소기업의 자원 구성과
정이라고 주장하였다. Dess[18] 또한 조직적 학습을 조직
기업가정신의 결과로서 제안함으로써 이러한 견해를 지
지하였다.

조직기업가정신은 신흥경제의 벤처기업이 활력을 되
찾고, 자원을 재구성하고, 글로벌 경제 안에서 언제든지 
경쟁할 수 있는 시장지향적인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열쇠라고 강조하였다[45]. 예를 들어 신흥국가와 같은 체
제이행경제에서, 기존 기업이 행해왔던 이전의 거래 방식
은 현재의 변화무쌍하고 불확실한 환경에 더 이상 적용
될 수가 없다. 기업가적 기업의 두드러진 특징은 경쟁기
업보다 앞서서 기회를 인식하고 추구하는 능력과 자원이 
제한적임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36,44]. 따라서 기업가
적 사고방식의 함양과 조직적 전환은 신흥국가의 벤처기
업에게 특히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수준의 
기업가정신에 관한 기존 연구논문들을 살펴보면, 제도적 
영향과 관련해 신흥시장에서의 조직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45]. 이에 본 
연구는 Zahra, Neubaum, & Huse[46]의 조직기업가정신
에 대한 정의를 채택하였고, 그 구성요소를 제품혁신, 조
직혁신, 신규사업으로 구분하였다[40]. 

한편, Carolis & Saparito[13]은 사회적 자본과 기업가 
정신의 관계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기업가와 연관하여 사회적 자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두 가지의 이득이 있는데, 정보와 영향력이 그것이다. 사
회적 자본은 기업가적 기회의 중요한 요소인 정보에 접
근하게 한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정보의 타이밍, 타당성, 
질을 각각 높여준다. 

또한, 기업가적 첨단기술 벤처사업에 관한 연구에서, 
Yli-Renko, Autio, & Sapienza[41]는 네트워크 안에서 이
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 즉, 사회적 자본은 신제품 개
발을 위한 지식 획득과 그 이후의 지식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Tsai & Ghoshal[39]은 네트워크 관계 
안에서 확립된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은 조직 내부의 
자원 교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차례로 제품 혁신
을 고무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더하여, Larson[25]은 기업가적 기업들의 네트워크 안
에서 발생하는 호혜주의 규범과 같은 사회적 자본은 지
식 획득, 위험 감수성, 혁신을 촉진한다는 것을 경험적으
로 보여주었다.

Simsek, Lubatkin, & Floyd[37] 또한 기업 수준의 네트
워크가 점증적이고 급진적인 기업가적 행동에 개인적으
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Butler[12]는 타이의 제조업체들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의 원천인 기업 네트워크가 기업가적 기업에
게 기회를 인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기업 네트워크로부터 더 많은 자원 자본인 
사회적 자본을 획득한 기업은 조직기업가정신에 필요한 
자원 및 정보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자원과 정보
의 확보는 제품혁신과 조직혁신, 그리고 신규사업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선행이론을 근거로 사회적 자본이 조직기업가정신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
고자 한다.

가설 1. 사회적 자본은 조직기업가정신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사회적 자본은 제품혁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사회적 자본은 조직혁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사회적 자본은 신규사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사회적 자본과 기업성과

신흥시장에서의 벤처기업의 사회적 자본은 기업에게 
자원, 정보 및 지식, 시장,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자본은 기업과 사업파트너의 관계로부터 획득
할 수 있는데, 사업파트너와 맺고 있는 더욱 친밀한 형태
의 네트워킹은 전략적 제휴관계를 형성시킨다. 이러한 제
휴관계는 신흥시장의 기업에게 있어서는 노하우가 대단
히 중요한 연구개발, 마케팅, 물류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
다. 전략적 제휴관계는 기업으로 하여금 경쟁 요소시장에
서는 쉽게 입수할 수 없는 자산, 권한, 또는 역량을 획득
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시간압축의 비경제성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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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요소시장에서는 거래하기가 어려운 역사-의존적 권
한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32]. 전략적 제휴관계는 기업
에게 보완적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으로 하여금 자원 자본을 더 신속하게 획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선발기업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게 한다[29]. 

Liao & Welsch[26]는 기술 및 비 기술 신생기업가를 
상호비교하고, 사회자본이 기술에 기반 한 기업가적 성장 
목표 달성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17]. 
또한 Ahlstrom & Bruton[5]은 조직적 수준에서, 이러한 
네트워크가 공식적 제도를 대신하고  벤처 자본가의 행
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다. Batjargal[6] 역시 기
업가의 사회자본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사업파트너와의 제휴관계를 통해 획득
한 사회적 자본은 기업성과에 이바지하는 귀중한 자원 
자본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Eisenhardt & Martin[19]는 동태적 능력 관점에서 기업 
간 전략적 제휴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신생
벤처기업들이 제휴를 통해 얻는 자원을 필요로 할 때 일
어나는 조직간 협력적 관계임을 지적했다. 제휴는 비용공
유와 위험공유와 같은 재무적 자원을 제공해주고, 신 시
장을 사회적으로 정당화시키는 등 기업성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전략적 제휴 형태의 사회적 자본은 제휴 
파트너가 제품의 고객(수요처)이나 유통채널이 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개선시켜주며, 
특유의 지식에 기반 한 자원을 얻을 수 있다[38]. 그리고 
필요하기는 하지만 자체 개발 하는데 시간이 걸리며 외
부로부터 쉽게 매입하기 곤란한 암묵지식인 기술기반자
원을 신속히 획득할 수 있으므로, 경쟁자들과 차별화시켜 
준다([7]. 이러한 차별화는 기업에게 가시성 및 개선된 이
미지를 제공해줌으로서 기업성과에 직․간접적으로 긍정
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사회적 자본이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2. 사회적 자본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2.3 조직기업가정신과 기업성과

선행 연구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직기업가정신의 영
향을 정리해보면 제품․서비스의 혁신 및 시장혁신, 지속
적인 조직성장 및 경재우위의 원천, 고성과 ․ 탁월한 경제
적(재무적) 성과의 산출, 종업원 및 이해관계자의 목표 
조화,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에 기여 등으로 집약할 수 있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직기업가정신은 제품․서비스 

혁신 및 시장혁신․조직이 과거보다 향상되거나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산출하도록 한다[46]. 즉 기존시장을 대체
하거나 신규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품의 
산출을 촉진하는 혁신적 성과역할을 한다. 그 결과 기존
의 낡은 경제시스템을 창조적으로 파괴하거나 자원의 비
효율적 활용으로 인한 경제적 불균형 상태를 효율성을 
갖도록 하는데 기여한다[35,23,10].

또한 지속적인 조직성장 및 경쟁우위의 역할을 살펴보
면, 조직기업가정신은 조직의 성장(매출 / 시장점유율)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42]. Covin & Slevin[15]은 조직의 
기업가적 태세(Entrepreneurial Posture)의 종속변수로 경
영성과를 제시한다. Lumpkin & Dess[28]는 조직의 기업
가적 성향의 종속변수로서 매출성장, 시장점유율, 전반적
인 기업목표달성도 등을 개념적 모델을 통해 논의하고 
있다. 또한 조직기업가정신은 경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우위를 획득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24]. 즉 
경쟁자를 제압하거나 따라 잡을 수 있는 기업능력
(corporate capability)를 증대시켜준다. 아울러 조직기업
가정신은 고성과․탁월한 경제적(재무적) 성과의 산출․조
직의 기업가적 활동은 탁월한 성과 또는 고성과를 산출
하도록 한다. 개별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높여주는 역할, 
재무적 성과 제고의 핵심적이 요소로서의 역할도 한다
[15]. 특히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 보수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보다 더 높은 성과를 산출하도록 한다.

이처럼 조직기업가정신은 그에 대한 정의들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경제 시스템 내 흩어져 있는 자원(자신
이 보유한 자원 및 자신이 보유하지 못한 자원)들을 창조
적으로 조합하거나 결합시키는 활동을 통해 기존의 경제 
질서를 건설적으로 대체하거나 새로운 경제 질서를 창출
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산출하고 조직의 지속적
인 성장과 고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조직기업가정신 활동을 하지 않는 다른 기업들
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조직기업가정신 활동에 착
수하는 기업은 복제가 더욱 어려운 동적 역량을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하여 복제가 더욱 어려운 
동적 역량은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의 원천이 되며, 이후
에는 강화된 상대적 기업성과에 반영이 된다. 따라서 조
직기업가정신과 기업성과가 특히 불리한 환경에서 명확
한 관계가 있었음은 선행연구문헌에서 이미 입증이 되었
다[43]. 

Covin & Slevin[15]은 기업가 지향성은 기업의 성과에 
직접적이면서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
다. 그는 기업행동으로서 기업가정신의 개념적 모형을 제
시하면서 조직기업가정신이 성과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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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동시에, 조직기업가와 외부환경, 내부변수, 그리고 
전략적 변수간의 관계를 서술하였다. 그들은 조직기업가
정신이 기업성과와 정(+)의 관계가 있으며 그 강도는 시
간이 경과하면서 더욱 커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직기
업가정신이 발휘되는 환경은 기존기업의 기업가적 행동
의 효과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직기업가정신
의 개발과 관리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3. 조직기업가정신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제품혁신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조직혁신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신규사업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벤처기업의 사회적 자본과 조직기업가정신이 기업성
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의 검증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선행이론을 토대로 다음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 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에 대
하여 선행연구를 근거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고, Zahra 와 
Covin[43]이 개발한 5점 리커트(Likert)척도를 사용했다. 

이하에서는 각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그에 따른 측정
방법을 기술한다.

․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이란 네트워크 내 개인이나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부터 발생하고,  그 관계
에 내재되어 있는 자원의 총합을 의미한다[22]. 기존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벤처기업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주로 전략적 네트워크의 수로 측정하였다[33].  
본 연구에서도 기존연구들을 참고로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마케팅 제휴와 기술 제휴 등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체결된 제휴 네트워크이 수로 측정하였다. 또한 
측정척도는 벤처기업이 지난 5년간 마케팅 및 기술 개발 
영역에서 사업파트너와 체결한 전략적 제휴관계의 수를 
계산하는 연속 척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체결된 제휴관
계의 수는 그와 같은 제휴관계로부터 획득한 자원과 사
회자본의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두 가
지 유형의 전략적 제휴관계의 수를 합계하고 이를 자연
로그로 변환실시하여 사용하였다.

․ 조직기업가정신: Zahra, Neubaum, & Huse [46]은 조
직기업가정신의 개념을 혁신과 신규사업투자라는 두 차
원으로 나누고 혁신을 다시 제품혁신, 프로세스혁신, 조
직혁신으로 나누었으며, 이를 평가하기 위해  22개 항목
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Zahra, Neubaum, & 
Huse[46]에 의해 개발된 척도를 기초로 Yiu & Lau[40]에 
의해 보완되어진 척도를 사용했으며, 요인분석 과정에서 
프로세스혁신이 제품혁신에 하나의 요인으로 포함됨으로 
인하여  프로세스혁신 요인을 제거하고 제품혁신이라는 
하나의 요인으로 묶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제품혁신(6
문항), 조직혁신(6문항), 신규사업(2문항) 등 세 가지 요
인으로 정리되었다. 또한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다.

․ 기업성과: 일반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
기업의 성과를 연구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신뢰
할만한 원천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벤처기업
의 경우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으며 전통적인 재무적 측정방법들이 초기의 벤처
기업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4]. 이와 같이 
기업성과를 위한 객관적 측정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 바,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으로 Covin & Slevin[16]이 벤처
기업의 성과측정을 위해 사용한 주관적인 지표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결한 본 연구는 설문
응답자가 인지하는 기업성과를 주관적 성과와 전반적 경
영성과로 구분하여 5점 척도로 지각된 경영성과를 측정
하였다. 

3.3 자료수집

본 연구는 벤처기업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중소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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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2010년 1월 20일부터 2월 10일
까지 20,000여개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182개 자료를 수집하였으
며, 이 가운데 설문의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이 낮
다고 판단되는 기업,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설문 등을 
제외한 표본들만 선별하여 최종분석에는 171개 표본을 
사용하였다. 

3.4 표본의 특성

수집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전체
의 85.4%인 147명이고, 여성이 16.4%인 24명이었다. 학
력별로는 4년제 대졸이하가 전체의 78.8%이고 업종별로
는 제조업이 전체의 70% 이상으로 주를 이루었다. 설립
연수는 대부분 3년 이상인 벤처기업들이며, 마지막으로 
종업원 수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들 중 60% 이상이 10
인 이상 50인 이하 기업의 운영자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대상 기업가들 중 상당수가 중소규모 벤처기업을 운영하
고 있다는 것이다.

4. 분석 결과

4.1 신뢰성과 타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신뢰성은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알파 계수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분
석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수들의 신뢰도를 나타
내는 Cronbach's 알파 계수가 Nunnally[31]가 제시한 0.6
을 모두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뢰성 검증은 요
인분석을 통해 도출 된 모든 변수들을 포함하여 측정한 
후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들을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신뢰도를 개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타당성 검증은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각 측정문항들
을 모두 포함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과 조
직기업가정신의 세 구성요인인 제품혁신, 조직혁신, 신규
사업, 그리고 기업성과는 각각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
며, 각 변수들의 요인 적재량이 최소 기준치인 0.5를 모
두 상회는 것으로 나타나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변수 측정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사회
자본

사회자본1 0.869

사회자본2 0.838

제품
혁신

제품혁신6 0.814

제품혁신5 0.814

제품혁신7 0.792

제품혁신3 0.769

제품혁신1 0.769

제품혁신2 0.696

조직
혁신

조직혁신3 0.814

조직혁신1 0.800

조직혁신4 0.773

조직혁신2 0.742

조직혁신6 0.699

조직혁신5 0.691

신규
사업

신규사업4 0.864

신규사업3 0.700

기업
성과

기업성과5 0.885

기업성과6 0.880

기업성과4 0.880

기업성과1 0.878

기업성과2 0.853

기업성과3 0.610

Eigen 값 1.579 4.291 3.927 1.794 4.545

분산(%) 7.176 19.506 17.850 8.155 20.658

누적설명비율 73.345 40.164 58.014 66.169 20.658

크론바흐 
알파계수 0.665 0.900 0.903 0.699 0.932

[표 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결과

4.2 상관관계분석

상관관계 분석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 제품혁신, 조직혁신, 신규사업은 기업성과에 대하
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사회적 자본은 신규 사업에 대해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사회
자본

제품
혁신

조직
혁신

신규
사업

기업
성과

사회
자본 1.882 0.753 1.000

제품
혁신 3.979 0.766 0.237** 1.000

조직
혁신 3.326 0.800 0.176** 0.532** 1.000

신규
사업 2.714 1.054 -0.035 0.284** 0.449** 1.000

기업
성과 3.626 0.996 0.205** 0.382** 0.410** 0.193** 1.000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표 2] 상관관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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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종속변수 독립변수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제품혁신 사회적 자본 0.227 0.053 0.237 4.278 0.000 1.000 1.000

F값 = 17.013   Adjusted R2 = 0.136  Sig.F = 0.000a

조직혁신 사회적 자본 0.181 0.058 0.176 3.137 0.002 1.000 1.000

F값 = 25.622   Adjusted R2 = 0.195  Sig.F = 0.008a

신규사업 사회적 자본 -0.048 0.078 -0.035 -0.620 0.536 1.000 1.000

F값 = 6.188   Adjusted R2 = 0.049  Sig.F = 0.000a

기업성과

설립연수 -0.118 0.058 -0.108 -2.056 0.041 0.895 1.117

종업원수 0.122 0.059 0.105 2.060 0.040 0.948 1.055

사회적 자본 0.135 0.068 0.104 1.997 0.047 0.923 1.084

제품혁신 0.283 0.083 0.208 3.398 0.001 0.662 1.512

조직혁신 0.316 0.088 0.248 3.593 0.000 0.519 1.925

신규사업 0.036 0.056 0.038 0.648 0.517 0.713 1.402

F값 = 16.859   Adjusted R2 = 0.236  Sig.F = 0.000a

[표 3] 다중회귀분석결과 

4.3 가설검증

상관관계분석에 이어 본 연구에 적용된 가설을 검증하
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4.3.1 가설1의 검증결과

가설1은 사회적 자본이 조직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가설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결
과 사회적 자본은 조직기업가정신의 구성요인들 중에서 
제품혁신과 조직혁신에는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
는데 반해서, 신규 사업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전략적 네트워크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효과인 사회적 자본이 제품혁신과 조직
혁신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신규 사업에는 
가시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1과 가설1-2는 채택되었고, 가설 
1-3은 기각되었다.

4.3.2 가설2의 검증결과

가설2는 사회적 자본이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다. 단순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사회적 자본은 기업성과에 긍정적
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벤처기
업이 부족한 자원 및 정보를 외부에서 조달하기 위해 외
부 기업들과의 전략적 네트워크 활동이 많을수록 기업성
과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
었다.

4.3.3. 가설3의 검증결과

가설3은 조직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다중회귀분
석결과 제품혁신과 조직혁신은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데 반해, 신규사업투자는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1과 가설 3-2는 채택되었고, 가설 3-3은 
기각되었다.

4.3.4. 가설이외 매개효과 검증결과

변인 Beta R2 F t
유의

확률
종속변수

1단계 사회적자본 0.227 0.136 17.013 4.278 0.000 제품혁신

2단계 사회적자본 0.234 0.055 9.168 3.028 0.003 기업성과

3단계 사회적자본 0.122 0.146 31.229 2.434 0.015
기업성과

제품혁신 0.332 6.598 0.000

1단계 사회적자본 0.181 0.195 25.622 3.137 0.002 조직혁신

2단계 사회적자본 0.234 0.055 9.168 3.028 0.003 기업성과

3단계 사회적자본 0.147 0.192 43.134 3.088 0.002
기업성과

조직혁신 0.389 8.142 0.000

1단계 사회적자본 -0.048 0.049 6.188 -0.620 0.536 신규사업

2단계 사회적자본 0.234 0.055 9.168 3.028 0.003 기업성과

3단계 사회적자본 0.135 0.112 22.872 2.621 0.009
기업성과

신규사업 0.270 5.250 0.000

 ** 1단계: 독립->매개, 2단계: 독립->종속, 3단계: 독립*매개->종속

[표 4] 매개회귀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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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이외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기업가정신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의 분석방법을 통해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4와 같이 사회
적 자본에 대해 제품혁신과 조직혁신만이 부분매개효과
가 있음이 밝혀졌다.

5. 결론

벤처기업은 급변하는 환경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생
존과 지속적 경영우위를 달성하는데 위협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벤처기업의 한계 극복방안으로서 전략적 네
트워크를 원천으로 한 사회적 자본과 조직기업가정신을 
중요 변수로 설정해서 가설설정 및 연구를 진행했다. 특
히 조직기업가정신을 세 가지 구성요인인 제품혁신과 조
직혁신,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나누어서 각각 기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사회적 
자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이 조직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관

계를 검증해 본 결과 사회적 자본은 조직기업가정신의 
구성요인들 중 제품혁신과 조직혁신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서, 신규사업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기업
가적 첨단기술 벤처사업에 관한 연구에서, Yli-Renko, 
Autio, & Sapienza[41]가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 안에
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신제품 개발을 
위한 지식 획득과 그 이후의 지식 이용을 촉진함으로서 
제품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것
이다. 

둘째, 사회적 자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해 본 결과 사회적 자본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는 
Liao & Welsch[26]가 기술 및 비 기술 신생기업가를 비
교하고, 사회자본이 기술에 기반 한 기업가적 성장목표달
성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
다[17]. 

셋째, 조직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
를 분석해 본 결과 조직기업가정신은 기업성과에 부분적
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성요인별로 살펴보면 제품혁신과 조직혁신은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신규사업투자는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규사업투자의 
경우 장기적 기업성과를 목표로 한다는 점과 실패 위험

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유의성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
악된다. 또한, 제품혁신과 조직혁신에 대한 연구결과는 
기본적으로 조직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다수의 검증된 연구결과
[4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본 연구는 급변하는 환경과 미래의 불확실성 속
에서 변화와 혁신의 요구를 상대적으로 치열하게 경험하
고 있는 벤처기업은 외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조직 차원의 기업가정신 활동을 수행할 
때만이 비로소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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