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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Appropriate response to the fast changing economic en-
vironment determines SMEs’ competivenes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open market and, therefore, government policies to strengthen
SME’s competitiveness will be very important in the future. It is
time to investigate the element of strategic orientation that is neces-
sary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SMEs, and its effect on
the success of a business start-up. This study analyzes the network
orientation in addition to existing strategic orientation, and focuses on
price and quality management capability as mediators for strategic ori-
entation and outcomes of business start-ups.
Research design/data/methodology - The orientations of technol-

ogy-based business founders were classified into market, technology,
network,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We then investigated the ef-
fect of these orientations on product price and quality management
capability, as well as the influence of price and quality management
capability on the outcome of a business start-up. This study is based
on the nation-wide survey of the founders and members of technol-
ogy-based business establishments. The survey was administered to
300 selected companies via email for a period of one month, at the
end of which 175 companies replied with valid answers. Further, for
effective and objective research, we used SPSS 14.0 and Amos 7.0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ssumptions and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s - Except for entrepreneurial orientation, the other three ori-

entations, namely, technology, market, and network orientations, affect
the price management capability according to our results. The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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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capability relates significantly with the sales and custom-
er satisfaction. Especially, technology orientation is the core com-
petency of start-ups that affects price and quality management
capabilities. However, technology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do
not influence the outcome of business start-ups, but affect their qual-
ity management capabilities.
Conclusions -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strategic orientation af-

fects product price as well as quality management capabilities, to in-
troduce new products and achieve successful outcomes. In conclusion,
new business founders face the dilemma of trade-off between price
and quality in the planning stage of new product development. In
particular, price management capability directly affects the outcome.
Therefore, price management is more important for a successful
start-up than quality management. Especially, during the initial stages
of starting up a new business, price management capability entails
following the market-leading company, or price penetration strategy.
In this stage, price management is dependent on the information from
outside rather than on the founder’s decision, and it directly affects
sales performance and customer satisfaction. In contrast, quality man-
agement capability is directly related to the technology capability and
market experience of founders. In this case, subjective and proactive
decision making is required for differentiation and development of de-
mand in the niche market, which does not directly influence the sales
performance and customer satisfaction.

Keywords : Strategic Orientation, Technology-based Start-ups, Price
Management Capabilities, Quality Management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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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연구 배경1.1.

최근 미국 일본 유럽의 선진국이 튼튼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
고급기술이 적용되는 고부가가치산업에만 집중화하는 전략을 구사
하면서 글로벌 경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경제환경적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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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세계금융 위기와 유로화의 불안은세계 경제의 침체를 야기하
고 이를 탈출하기 위해 선진 각국은막대한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있지만 결국 재정 건전성에 악화를 초래하면서,
국가부도라는 또 다른 위기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
복하기 위하여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
로 하고 지식기술 인프라 확충을 기반으로 전략기술개발 등을 통‧
한 미래 유망산업을 육성하고자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및 첨단
화 지식화와 지식기반산업의 지원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빠른 산업 구조의 기반구축을 위해 정부

주도하에 대기업위주 성장전략과 요소투입 확대전략으로 급속한
양적 성장을 주로 추진하였다 그래서 고비용구조의 고착으로 지.
식정보사회의 도래에 대한 적응능력이 부족하고 대부분 기술집약,‧
첨단산업부문에서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심화되었다 이(Lee, 2010).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새로운 산업정책적 방법으로 지식
기반산업의 발전 상생협력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성장, ,
벤처기업의 균형발전과 기술확산 기반의 확대 개발기술의 산업계,
확산을 위하여 기술창업 및 기술사업화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국가정책적인 측면에서 중소기업은 보호와 육성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안정적인 경제구조를 이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중소기.
업의 경쟁력 강화는 시대적화두가 되면서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과
거 보호주의 정책에서 탈피해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근간으로 고
부가가치 기술력 확보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정책의근간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세계화와 시.
장개방에 따른 빠른 환경변화에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고 이러,
한 기술혁신 역량은 기업성과의 핵심적 결정요인이 된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기술혁신
역량과 어떤 요인들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측면으로 기술경쟁력을 가진 창업자가 성
공창업을 하려면 무슨 요인들이 중요한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성,
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시기이다.

연구 목적1.2.

기술창업시 전략적지향성 이란 창업자가 창(strategic orientation)
업시자신의 주변환경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나아갈 길을 바르게 인
지한다는 의미로서 전략적지침이 되는 방향성을 말한다 그러므로.
기존연구에서는 전략적지향성을 기술창업자 또는 창업팀 구성원들
의 시장지향성과 기술지향성 또는 기업가지향성을 주요 독립변수
또는 매개변수로 투입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신제품 성과 또는 기,
업 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기존 전략적 지향성에 대한 주요 변수에 새로운 네

트워크 지향성의 개념을 투입하고 분석하고 전략적 지향성과 창업
성과에 대한 매개역할로서 가격과 품질관리 역량을 중심으로 연구
를 하였다 기존연구들은 매개변수로서 기술성과 기술역량 신제. , ,
품개발 성과 등을 고려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기술창업자들이 시장
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가격
과 품질의 관리역량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기술.
창업자가 전략적지향성을 가지고 창업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는 반드시 신제품의 매출 실현과 이윤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본 연구에서는 창업자가 신제품의 개발기획 과정에서 반드
시 고민하게 되는 제품의 가격과 품질 간의 상충관계 에(trade-off)
있어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관리하는 역량이 무엇이고 그 역량은,
어떻게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다음은.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이다.
첫째 기술창업시 기술지향성이 제품의 가격관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 기술창업시 기업가지향성이 제품의 가격관리역량에 영향,

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셋째 기술창업시 시장지향성이 제품의 가격관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넷째 기술창업시 네트워크지향성이 제품의 가격관리역량에 영,

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다섯째 기술창업시 기술지향성이 제품의 품질관리역량에 영향,

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여섯째 기술창업시 기업가지향성이 제품의 품질관리역량에 창,

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일곱째 기술창업시 시장지향성이 제품의 품질관리역량에 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여덟째 기술창업시 네트워크지향성이 제품의 품질관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아홉째 기술창업시 제품의 가격관리역량이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열째 기술창업시 제품의 품질관리역량이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2.

전략지향성의 연구2.1.

기술기업들의 시장경쟁력의 원천은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
에 있다 혁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이유는 새로운 시장과.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경쟁사보다 나은 기술경쟁력으로
차별화된 제품과서비스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여 매출을 높이고 이윤을 창출하고 생산,
과정에서 비용을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일은 단지 기술적인 혁신 이
외에도 시장에 대한 전략적 사고와 판단력을 가지고기업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가능한 일이다.

는 전략지향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Gatignon and Xuereb(1997)
서 시장지향성과 기술지향성을 그 하부요인으로 파악하였다 시장.
지향적 관점에서는 기업이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경쟁자와,
차별되는 고객지향적 제품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술지향적,
관점에서는 혁신적 기술을 통한 신제품 개발의 중요성을 주장한
다 는 전략지향성은 기업이성과를 지속시켜 나가는. Barney(1991)
기반이 되고 기업 내부의 경영진 종업원에게 체득되어 있는 무형,
의 문화나 의도로 파악되며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자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원천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시장지향성.
과 기술지향성을 전략적 지향성이란 개념으로 정의하여 투입한 연
구모형과 개념을 정의하지 않은 연구모형들이 혼재하고 있으나 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전략적지향성에 대한 다른 연구에서는 시장지향성과 기업가지

향성을 불확실하고 역동적인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개
념으로 본다 시장지향성만을 추구하면 현재의 고객욕구와 경쟁자.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견하고 기
업의 성장과수익성을 목표로 투자의 위험을 감수하고 제한된 자원
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그러므로 시장지향성과 기업가지향성.
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기업의 전략적지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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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기업이신제품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장지향성과 기업가지향성을 균형 있게 추구
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부분 연구들(Slater and Narver, 1994)
이 신제품성과를 종속변수로 취급하거나 기업성과를 종속변수의
구성요인으로 취급하고 있어서 전략지향성과 신제품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를 고려하는 부문의 연구는 적은 상황이다.

는 창업자가 사회적 네트워크 의 유대Seibert(2001) (social network)
를 통하여 기업가적 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간다고 했다 그러므.
로 기술창업시 창업자는 기업의 내부와 외부 이해관계자인 투자
자 채권자 고객 종업원 정부 공급자 판매자 등과 다양한 이해, , , , , ,
조정을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창업초기 단계에서 기업.
은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이 부족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을 만
나게 되고 또한 그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시점에서 적절한 도
움을 받을 수 있다면 사업실행시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기업이.
창업단계부터 계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지향하고
우호적인 사회적 관계를 갖게 된다면 부족한 기업의 자원과 정보
를 외부로부터 효과적으로 조달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을 투입해야
하고 이러한 시간투자는 창업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사회적,
관계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자원의, ,
동원과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게 해준다.

제품가격 및 품질관리역량에 관한 연구2.2.

기업의 핵심역량은 경쟁자와 비교하여 시장환경에서 고객에게
더 만족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역량으로서 일반적으로 물적자원,
인적자원 조직자원으로 분류된다 은 기, . Prahalad and Hamel(1990)
업의 핵심역량은 고객들에게 가치를 높이거나 그 가치가 전달되는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특정한 방법의 능력을 나타내며
또한 이러한 능력은 기업이 신규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는 핵심역량을 일반관. Hitt and Ireland(1986)
리 생산과 운영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마케팅 재무관리 인적관, , , , , ,
리 정부관계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기술의 측면에서 연구개, .
발 생산 마케팅역량을 강조하였다 위의 연구 내용을 고려하면, , .
기업에서 연구개발 능력과 마케팅 능력은 제품 기획시 중요한 역
량임을 알 수 있다.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는 목적은 세분화된 소비자의 욕구 충

족을 통해 만족을 제공하고 가장 기본적인 기업의 목표인 이윤,
확보와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기술적
자산을 유지함으로서 지속적인 매출 실현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
과 기업의 성장발전을 하는 것이다 특히 기술창업시 신제품개발.
은 기업의 성장동력의 역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와 직결된 핵
심 도구이므로 창업자는 항상 시장 속에서 추구하는 소비자의 욕
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잠재적인 소비자와 계속적인 의사소통
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품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적인 제품개발이란 생산과 판매과정에서 이윤이 남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Ulrich and Eppinger, 1999).
생산자 입장에서 가격책정을 통해 높은 이윤을 획득하려면 높은,
가격을 설정하거나 낮은 원가구조를 가져야 하고 구매자입장에서,
는 고객의 요구수준에 적합한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만을 구매하게
된다 즉 시장에서 요구하는 품질원가와 제품가격 간의 관계에서.
는 상충 관계가 발생하므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게(trade-off)
매우 중요하다.

표 국내 선행연구에 대한 정리< 1>

독 립 변 수
매개변수

종속
변수시장¹

지향성
기술²
지향성

기업가³
지향성

네트워크
지향성

Lee et al.,
(2010) ◯ ◯

혁신분위기-
신제품-
개발성과

창업
의도

Lee,
(2009) ◯ ◯ 기술성과- 기업

성과
Moon and

Kim
(2011)

◯ ◯ 기능통합- 조직
성과

Hong
(2009) ◯ ◯

신제품-
개발과정
충실성

제품창조성-

신제
품성과

Park et al.
(2011) ◯ ◯ 혁신성공- 기업

성과
Lee

(2012) ◯ ◯ 매개(
변수) 기업가지향성- 혁신

성과
Kwon and

Jung
(2012)

매개변(
수) ◯ 매개(

변수)
기술능력-

네트워크 특성-
기업
성과

시장지향성은 고객지향성과 경쟁자지향성을 포함¹
기술지향성은 기술혁신지향성 혁신적기술지향성을 포함² ,
기업가지향성은 기업가 특성을 포함³

연구모형 및 가설3.

연구모형3.1.

본 연구는 기술창업시 전략적 지향성이 제품가격 및 품질 관리
역량과 창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으
로 이때 제품가격 및 품질 관리역량이 전략적 지향성과 창업성과,
사이에서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전략적 지향성의 개념으로 기술지향
성과 기업가지향성 시장지향성과 네트워크지향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제품의 가격 관리역량과 품질 관리역량을 매.
개변수로 하고 창업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였다 선행연구를 근거로, .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연구모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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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과 이론적 배경3.2.

전략적 지향성과 제품가격 관리역량에 대한 가설설정3.2.1.

시장지향성이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에 따르면
시장지향에 따라 시장관련 지식이 증가하면 경쟁사대비 고객욕구
에 부합하는 제품개발 고객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설정 고객에게, ,
편리한 유통개발 고객이 반응할 수 있는 촉진 그리고 마케팅 프, ,
로그램의 조정 및 적응 등이 용이하여(Vorhies and Harker, 2000),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킨다 그리고 마케팅역량은.
경쟁기업에 비해 그 기업이 잘 할 수 있는 상대적인 마케팅 경쟁
능력으로서 제품의 가격책정 역량은 마케팅 역량 중의 핵심 요소
이다 제품의 가격을 설정하는데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을 신규 유통경로나 새로운 지역에 도입할
때 또는 새로운 공개 입찰에 참여할 때 기업은 최초로 가격을 설,
정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은 제품을 가격품질 지도상에 전략적으. -
로 위치를 시켜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Kotler and Keller, 2006).
신제품의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 신제품과 비교할 만한 제품이

시중에 없거나 유사제품이 있어도 가격품질 관계가 기존제품들과-
비슷한 경우에는 제품가격 설정은 쉽지만 처음 가격은 그 후 가,
격변동시 항상 비교의 지표가 되는 준거가격이 되므로 도입가격을
잘 관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창업자가 개발제품(You et al., 2012).
의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소비자의 가격 심
리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가격의 설정 적용 및 변경에 대한 체계,
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의 구매결(Kotler and Keller, 2007).
정은 기업이 정한 가격이 아닌 소비자가 생각하는 현재 실질가격
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기술창업시 전략적 지향성이 성공적인 신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서 판매하기 위해서 마케팅 역량 중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고,
조정하는 관리역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략적 지향성과 제품가격.
관리역량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기술지향성은 제품의 가격관리 역량에 정 의 영향< 1> (+)
을 미칠 것이다.

가설 기업가지향성은 제품의 가격관리 역량에 정 의 영< 2> (+)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시장지향성은 제품의 가격관리 역량에 정 의 영향< 3> (+)
을 미칠 것이다.

가설 네트워크지향성은 제품의 가격관리 역량에 정 의< 4> (+)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략적 지향성과 제품품질 관리역량에 대한 가설설정3.2.2.

제품의 품질이란 생산된 제품의 품질이 고객의 요구수준을 만
족시키는 정도이다 따라서 제품이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며 결국 제품의 품질은 시장에서 시장점유율과 고객들이 평
가하는 제품의 가격으로 결정된다 그러(Ulrich and Eppinger, 1999).
나 공급자 입장에서 시장반응이 좋은 제품의 품질은 제품의 원가
가 상승하여 제품가격과는 균형점 찾기가 발생한다.
기술지향적 노력이 강한 기업은 고객들을 보다 더 만족시키기

위하여 고품질 제품을 시장에서 필수적인 교환요소로 지각할 것이
다 이러한 기업은 경쟁자보다 감응적이고 그 결과 전반적인 제품.
품질이 고객들에 의해 높게 지각되어 제품품질과 신제품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객들(Henard and Szymanski, 2001).
에게 탁월한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높은 시장점유율을 달성할
수 있으며 고객만족 증대와 가격의 프리미엄을 통한 수익도 누릴

수 있다 또한 기술지향적인 기업은 고객에게 탁월한 제품과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적 능력과 개발자원에 투자를 증대시켜
디자인이 우수하고 획기적인 제품 혁신의 가능성을 높인다(Jeong,
2012).
기술창업시 전략적 지향성이 성공적인 신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서 판매하기 위해서 마케팅 역량 중 합리적인 제품품질을 책정하
고 조정하는 관리역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략적 지향성과 제품품.
질 관리역량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기술지향성은 제품의 품질관리 역량에 정 의 영향< 5> (+)
을 미칠 것이다.

가설 기업가지향성은 제품의 품질관리 역량에 정 의 영< 6> (+)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시장지향성은 제품의 품질관리 역량에 정 의 영향< 7> (+)
을 미칠 것이다.

가설 네트워크지향성은 제품의 품질관리 역량에 정 의< 8> (+)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품가격 및 품질 관리역량과 창업성과에 대한 가설설정3.2.3.

기술창업시 전략적 지향성이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서 성공적인 신제품을 만들어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을 책정하고 조정하는 마케팅 관리역량이 필요하다.
제품가격 및 품질 관리역량에서 제품 개발이 초기단계에 수행되는
제품의 품질은 시장에서 성공을 이루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좋은 반응을 얻기 위한 제품개념과 품질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제품의 원가 또는 제조비용의 부담문제가 따르게 된다 이러한 시.
장에서의 고객 및 경쟁사의 반응과 제품가격 사이에서의 상충관계

에서 균형점을 찾아 제품의 매출을 통한 성과가 중요하(trade off)
다 시장지향성을 가지고 고객 경쟁사 기술관련 지식을 활용하여. , ,
신제품을 창출하는 것이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어 수
익성 향상에 영향을 준다 는 연구에서 신제(Slater and Narver, 1995)
품의 성과는 기업의 성과와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창업시 성공적인 신제품을 만들어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

서 마케팅 역량 중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을 책정하고 조정하는 관
리역량이 창업성과에서 요구된다 그래서 제품가격 및 품질 관리.
역량과 창업성과 간 관계에 관한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였다.

가설 제품의 가격관리역량은 창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9> (+)
미칠 것이다.

가설 제품의 품질관리역량은 창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10> (+)
미칠 것이다.

연구방법4.

조작적 정의 및 측정4.1.

전략적지향성4.1.1.

국내에서는 전략적 지향성 중 시장지향적 기술지향적 기업가, ,
지향적매개변수요소가 투입되어 혁신성과를 창출하는 연구와 전( )
략적 지향성 중 기업가지향적 시장지향적매개변수 네트워크지향( ),
적매개변수 요소가 투입되어 기업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가 있다( ) .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는 기존 연구의 전략적 지향성이란 개념

이외에도 창업시 사회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실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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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과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고려하여 네트워크를 새로운 투입
변수로 추가하여 가지 지향성을 동시에 고려하기로 했다 그러므4 .
로 본 연구의 차별성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높
은 기업가적 의도를 통해서 창업을 유도하고 활용되어 진다는 연
구 와 창업시 친구나 가족 친지를 통하여 강한 유대(Seibert, 2001) ,
의 사회적 네트워크을 통해 필요한 자원과 기초적인 정보를 얻는
다는 연구 을 고려하였다(Jeong and Park, 2011) .

제품가격과 품질관리 역량4.1.2.

기존 연구에서는 전략적 지향성을 기술창업자 또는 창업팀 구
성원들의 시장지향성과 기술지향성 또는 기업가지향성을 주요 독
립변수 또는 매개변수 투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략적지향.
성과 창업성과에 대한 매개역할로서 가격과 품질관리 역량을 중심
으로 구성하였다 그 이유는 기술창업자가 전략적 지향성을 가지.
고 창업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제품의 매출 실현
과 이윤 확보가 필요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창업자가,
신제품의 개발기획 과정에서 가격책정을 통해 높은 이윤을 획득하
려면 높은 가격을 설정하거나 낮은 원가구조를 가져야 하고 구매,
자 입장에서는 고객의 요구수준에 적합한 가치를 제공하는 높은
품질의 제품만을 구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품의 가.
격과 품질간의 합리적인 균형점을 관리하는 역량이 필요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품의 가격과 품질의 관리역량을 주요 변수로 설정하
였다.

창업성과4.1.3.

경영성과는 전통적으로 객관적인 지표인 회사의 재무적 성과를
바탕으로 단순하게 기업의 매출액 이익의 크기를 보는 척도와 투,
자수익율의 척도 시장점유율의 척도 매출성장율과 이익성장율 등, ,
의 성장성 척도를 대상으로 계량적인 재무적 성과에 치중하여 왔
다 그러나 기업의 재무적 한계점 때문에 비재무적 지표활용의 필.
요성이 강조되면서 구성원의 사기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이 성과, ,
측정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창업의 창업성과를.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혼합하여 사업계획 대비 주관적인
관점에서 예상 매출 발생 예상 수익 발생 고객 만족도 발생 성, , ,
공 창업 실행도를 측정하였다.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4.2.

본 연구에서는 기술창업자의 지향성을 시장지향성 기술지향성, ,
기업가지향성 네트워크지향성으로 분류하고 이 요인들이 제품의, ,
가격과 품질 관리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가격과 품질 관리,
역량은 창업성과에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
여 전국을 대상으로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부품 또는 을 제조( S/W)
하는 창업을 했던 또는 창업 파트너 개념의 창업팀원에게 설CEO
문을 하였다 설문의 조사는 전자우편과 직접 설문방법을 활용하.
고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바이오 소프트웨어기타/ , / , , / , /
업종을 대상으로 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설문의 조사기간은300 .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약 개월간 진행되었다 설문조2013 4 11 5 10 1 .
사 결과 총 부의 자료가 회수되었고 다수의 응답 문항이 빠져있182
는 응답을 제외한 부가 실제 결과분석에 활용되었다175 .
실증적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SPSS 14.0 Amos
을 사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응답7.0

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기술통계 방법과 각 구성, (%), ,

항목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변수의 내적 일관성 검,
사는 값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구성개념에 대하여 확인Cronbach' .α
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여 구성개념의 단(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일 차원성을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구성개념들 간의 상.
호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제안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
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5.

신뢰성 분석5.1.

먼저 각 구성개념들의 크론바하 알파 계수를 이용( Cronbach's )α
한 내적일관성 측정법을 통해 각 변수별 신뢰도를 검사하였다 신.
뢰도 검정을 위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사회과학 연구에서 일
반적으로 계수의 값이 이상이면 내적일관성이 높Cronbach's 0.7α
다고 판단한다 검사결과 본 연구에서(Ring and Van de Ven, 1992).
사용된 연구변수에 대한 질문항목 총 개에 대한 설문 항목 중34
기업가지향성의 설문 개와 가격관리역량 설문 개가 요인의 신뢰2 1
성을 저하시키는 항목으로 나타나 제거하였다.

표 신뢰성 분석 결과< 2>

측정변수 측정항목수 cronbach's  제외된 항목
개선된 후의

cronbach's 

기술지향성 4 .833 없음 .845

기업가지향성 6 .834 개 문항2 .884

시장지향성 4 .831 없음 .808

네트워크지향성 6 .858 없음 .916

가격관리역량 5 .830 개 문항1 .823

품질관리역량 5 .813 없음 .906

창업성과 4 .846 없음 .885

타당성 분석5.2.

본 연구에서는 연구변수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앞서
신뢰도 분석에서 제거된 측정항목을 제외하고 변수들의 주성분분
석 방법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으며 베리맥스 회전에 의한 직교회전을 하였다 또한 요인, (varimax) .
수 결정기준은 고유치 이상 요인적재치(eigen value) 1 , (factor load-

의 기준은 이상으로 하였다ing) 0.5 .

표 전략적지향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3>

설문항목
성분

네트워크
지향성

시장지향성 기업가지향성 기술지향성

1 .003 .177 .499 .593
2 .453 .021 .109 .692
3 .033 .132 .198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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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제품가격과 품질관리역량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4>

설문항목
품질관리역량 가격관리역량

21 .063 .860
22 .294 .707
23 .409 .620
24 .412 .544
26 .735 .294
27 .823 .131
28 .783 .252
29 .692 .299
30 .696 .260

측도Kaiser-Meyer-Olkin .879
의 구형성 검정Bartlett 611.277***
유의성 ***p<.000

확인적 요인분석5.3.

집중타당성 분석5.3.1.

신뢰성과 탐색적요인 분석 후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집중,
타당선 와 판별타당성 을 검(convergent validity) (discriminant validity)
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각 구성.
개념들의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
과를 보면 = 622.517, p = 0.000, CMIN/DF = 1.63, RMR = .050,
GFI = 0.924, AGFI = .772, PGFI = .635, NFI = .811, RFI = .77,

등으로 나타나 적합도지수가IFI = .918, TLI = .897, CFI = .915
대체적으로 권장 수용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별타당성 분석5.3.2.

본 연구에서는 구성개념 간의 차별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기
술지향성 변수 기업가지향성 변수 시장지향성 변수 네트워크지, , ,
향성 변수와 가격관리역량 변수 품질관리역량 변수 창업성과 변, ,
수의 값을 두 변수의 상관계수의 제곱AVE (shared variance, squared

과 비교한 결과 모두 판별타당성 있음이 확인되었다intercorrelation) .

표 판별타당성 분석결과< 5>

AVE 기술 기업 시장
네트
워크

가격
관리

품질
관리

창업
성과

기술지향성 0.582 -

기업가지향성 0.660 0.517 -

시장지향성 0.528 .289 .381 -

네트워크지향성 0.651 .123 .153 .441 -

가격관리역량 0.539 .465 .423 .473 .294 -

품질관리역량 0.660 .526 .520 .428 .246 .435 -

창업성과 0.670 .032 .038 .203 .264 .235 .227 -

가설 검증5.4.

적합도 분석과 검증5.4.1.

구조방정식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표본공
분산 행렬과 적합 공분산행렬의 차이를 측정하고자 한다 그 차이.
가 작으면 연구모형이 표본 공분산 행렬에 적합하며 차이가 크면
관측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모형의 적.
합지수에 대한 허용 범위는 절대적합지수로서 적합지수 는(GFI) 0.9
이상 잔차평균자승이중근 은 이하 근사오차평균자승의, (RMR) 0.05 ,
이중근 은 미만이다 그 외 기초모형에 대한 제안모형(RMSEA) 0.1 .
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증분적합지수 등이 있다(IFI) .
본 연구모형의 분석결과를 보면= 665.478, p = 0.000, CMIN/DF

= 1.70 RMR = .046, GFI = 0.912, AGFI = .762, PGFI = .639, NFI
등으로 나타= .798, RFI = .76, IFI = .905, TLI = .884, CFI = .903

나 적합도 지수가 대체적으로 권장 수용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연구가설의 채택 또는 기각여부를 위한 결정기.
준은 각 가설의 임계치 를 확인하여 판단하는데(C.R; Critical Ratio)
임계치 값이 유의수준 에서 보다 커야 하고 모수의 부호가0.05 1.96
가설화된 관계의 방향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연구가설을 채택하였
다 연구가설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6>

4 .049 .318 .197 .546
7 .200 .310 .666 .326
8 -.008 .410 .525 .288
9 .134 .045 .826 .195
10 .304 .385 .536 .363
11 -.067 .730 .331 -.023
12 .227 .648 .117 .104
13 .389 .642 .059 .292
14 .297 .571 -.055 .306
15 .698 .081 .381 .000
16 .737 -.116 .426 .081
17 .828 .072 .256 .055
18 .815 .234 -.022 .095
19 .781 .333 .135 .168
20 .633 .382 -152 .205

Kaiser-Meyer
측도-Olkin .867

의Bartlett
구형성 검정

1589.621***

유의성 ***p<.000

가 설
Estimate

S.E. C.R. P 채택
여부비표준화 표준화

H1 기술지향성→
가격관리역량

0.356 0.419 0.133 2.674 0.007 채택

H2 기업가지향성→
가격관리역량

0.02 0.026 0.116 0.172 0.863 기각

H3 시장지향성→
가격관리역량

0.324 0.397 0.122 2.65 0.008 채택

H4 네트워크지향성→
가격관리역량

0.151 0.218 0.079 1.99 0.049 채택

H5 기술지향성→
품질관리역량

0.491 0.437 0.145 3.375 0.001 채택

H6 기업가지향성→
품질관리역량

0.259 0.251 0.129 2.012 0.044 채택

H7 시장지향성→
품질관리역량

0.222 0.205 0.123 1.806 0.07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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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의 분석5.4.2.

본 연구의 경로분석에서 기술지향성 시장지향성 네트워크지향, ,
성은 가격관리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가격관리역량은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 것을 확(mediating variables)
인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독립변수인 기술지향성 기업가지향. ,
성 시장지향성 네트워크지향성이 종속변수인 창업성과에 미치는, ,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참고모형의 경우 으로= 640.926, p = 0.000

적합성을 확보하였으나 기술지향성 기업가지향성 시장지향성 네, , ,
트워크지향성이 종속변수인 창업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관계에서
는 모두 유의성이 도출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참고.
모형 분석결과 기술지향성 시장지향성 네트워크지향성은 가격관, ,
리역량에 영향을미치고 가격관리역량은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mediating variables) .

표 참고모형의 검증결과< 7>

내용 Estimate S.E. C.R. P 비고

1 기술지향성→
창업성과

-0.605 0.403 -1.501 0.133 기각

2 기업가지향성→
창업성과

-0.505 0.256 -1.971 0.049 기각

3 시장지향성→
창업성과

0.057 0.309 0.184 0.854 기각

4 네트워크지향성→
창업성과

0.292 0.177 1.648 0.099 기각

결론6.

연구의 요약6.1.

최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대적화두가 되면서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과거 보호주의 정책에서 탈피해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근간으로 고부가가치 기술력 확보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주요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 특히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은 세계화와 시장개방에 따른 빠른 환경변화에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고 기술혁신 역량은 기업성과의 핵심적 결정요인이 된다, .
기존 연구에서는 기술창업시 창업자가 전략적 지침이 되는 방향성
으로 시장지향성과 기술지향성 기업가지향성을 주로 다루었다 그, .
러나본 연구에서는 창업시 중요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포함하여
기술창업자의 지향성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이 요인들이 제품의,
가격과 품질 관리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경로를 통하,
여 창업성과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제 가설 기술지향성이 가격관리역량에, 1 "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와 제 가설 시장지향성이 가격관리(+) " 3 "
역량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가설 네트워크지향성이(+) ", 4 "

가격관리역량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가설 기술지향(+) ", 5 "
성이 품질관리역량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가설 기(+) ", 6 "
업가지향성이 품질관리역량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 9
가설 가격관리역량이 창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 ”
채택이 되었다 그러나 제 가설 기업가지향성이 가격관리역량에. 2 "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와 제 가설 시장지향성이 품질관리(+) " 7 "
역량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가설 네트워크지향성이(+) ", 8 "
품질관리역량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가설 품질관(+) ", 10 "
리역량이 창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은 기(+) "
각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기술창업자들이 시장에서 경쟁력.
있고 팔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들려면 창업자개인의 기술지향성 기,
업가지향성 시장지향성 네트워크 지향성이 모두 필요하고 기술, , ,
지향성과 시장지향성 네트워크 지향성은 가격관리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창업성과인 매출 발생 고객 만족 등에 큰 영향을 주,
게 된다 특히 기술지향성은 제품의 가격관리역량과 품질관리역량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기술창업자의 핵심역량임을 확인 수 있었다.
기술창업자가 신제품을 만들어 성공적인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지향성이 제품의 가격 및 품질 관리역량에 영향
을미치고 있으며 특히 가격관리 역량이 창업성과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품의 가격관리역.
량이 제품의 품질 관리역량보다 더 중요한 성공창업의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 이유는 가격관리역량은 기술창업시 시장 선도기업.
의 가격을 추종하거나 시장진입을 위하여 가격침투 전략이 필요하
다 그러므로 가격관리는 창업가의 주관보다는 외부의 정보에 의.
해 결정되어지므로 기업의 매출성과와 고객만족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품질관리역량은 창업자의 기술력 시장경. ,
험 등에 직접 영향을 받으며 경쟁자와 차별성을 강조하거나 틈새
시장의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능동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므로 매출성과와 고객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본다.

연구의 시사점6.2.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이론적시사점은 전략적 지향성이라
는 기존의시장지향성 기술지향성 기업가지향성 개념을 확장하여, ,
실무적 차원에서 기술창업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네트워크지
향성이라는 부문을 포함하였다 국내 연구는 전략적지향성을 주로.
시장지향성과 기술지향성 또는 시장지향성과 기업가정신으로 연구
를 하고 있으며 기술지향성 시장지향성 기업가지향성을 동시에, ,
투입한 연구도일부가 있다 그러나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적 시장적 기업가적 지향성과 네트워크적 지향성을 모두 포함하, ,
여 전략적 지향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연구는 없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지향성과 창업성과에 대한 매개역할로서 가
격의 관리 역량이 중요하다는 이론적시사점이 있다 특히 창업자.
가 신제품의 개발기획 과정에서 반드시고민하게 되는 제품의 가격
과 품질 간의 상충 관계에 있어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trade-off)
기 위해서는 품질관리 역량보다는 시장의 고객과 경쟁사 가격 그
리고 원가조사에 의한 가격관리 역량이 창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예비창업자들은 기업가지향.
성 기술지향성 기업가지향성이 필요하고 실무적으로 창업자가, , ,
외부와 소통을 통한 정보와 교류를 하는 네트워크지향성이 가격관
리역량에 영향을미치고 가격관리역량은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는 점에서 기술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초기 기업은 네트워크 활동
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H8 네트워크지향성→
품질관리역량

0.111 0.115 0.084 1.324 0.186 기각

H9 가격관리역량→
창업성과

0.836 0.421 0.313 2.67 0.008 채택

H10 품질관리역량→
창업성과

0.132 0.088 0.213 0.62 0.535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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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한계점6.3.

본 연구가 기술창업시 전략적지향성의 관점에서 필요한 기술지
향성 기업가지향성 시장지향성 네트워크지향성을 모두 포함하고, , , ,
제품의 가격관리 역량이 중요함을 창업성과를 통하여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한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창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가격의 관리역

량과 품질의 관리역량만을 가지고설계하고 분석함으로써 실제로
복잡한 창업환경에서 창업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할 때 마케팅의
제품적 요소 이외에도 다양한 창업의 성공요인을 함께 고려하지
못한 점이다 그리고 표본 집단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창업에 대. ,
한 정부 정책과 창업 트랜드 등의 변화로 조사기업의 창업시기에
따라 창업성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점
이 한계이다 그러므로 향후에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성.
공적인 창업을 위한 요인에 대한 연구시 제품의 가격과 품질관점
이외에 창업의 환경적 요소로서 유통 촉진 부문 등을 고려한 폭,
넓고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향후 기술
창업에 대한 연구는 모든 산업분야의 일반적인 창업 환경을 고려
한 연구보다는 중소기업의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술을 중심으로
한 정된 연구범위에서 그 개별 창업의 환경에서 사업의 성공요인
을 파악해 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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