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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의 기술혁신은

지속적 생존과 장기적 성장을 영위하기 위한 필

수적 요인이다. 기업이 핵심역량의 강화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창출하여 성장성과 수익성

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은 꼭 필

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원이

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혁신을 중심으

로 성과를 제고하는 것이 생존의 관건이다(김문

구, 박종현, 2009). 또한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체계적으로 달성하고 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는 기술혁신에 대한 바른 이해, 기술혁신시스템

에 대한 지속적 투자 등과 같은 내부의 혁신역

량 구축과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김범열,

2002). 그러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선행

연구의 체계성이 낮아 기술혁신의 동인이나 결

과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며, 기술과 조직

의 통합적 관점에서 성과와의 관계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홍성준, 채서일,

2008; Weerawardena, 2003).

한편 기술혁신은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나 제

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홍장표, 2005;

Cooke et al., 1997 등), 산업클러스터의 체계성

은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내 지역산업의 성장, 광역경제권 개발

등의 이슈와 함께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산업클

러스터의 체계성은 유사한 산업의 지리적 집적

과 지역내 산학연 연계를 통해 혁신의 촉진 역

할을 수행하였다(조성의, 2010). 정부에서도 국내

산업클러스터 사업추진으로 산업단지 내 생산,

수출, 고용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입주기업의

혁신역량 및 성과(R&D투자규모, 특허건수 등)도

향상된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실증적으로 산업클

러스터의 체계성이 중소기업의 R&D역량 및 기

술혁신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연구들은 산업클러스터의 체계

성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결정요인과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조직 및 전략경영 분야에서 기업가

정신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이재

훈 외, 2007; Dess et al., 2003). 또 기업가정신은

중소기업의 규모의 한계 및 자원제약을 극복시

키는 요인으로서도 연구가 활발하다(Rialp et al.,

2005). 이는 대기업에 비해 기업가의 역량이 기

업의 성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소기업에서 보

다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기업가정

신은 기업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하

게 대응할 수 있고, 고객에 보다 밀접하게 접촉

하여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으며(양필수 외,

2007), 중소기업이 보유한 통제가능 자원의 제약

을 뛰어넘는 활동을 가능하게 해 준다(조연성,

2010).

특히 과거 어느 때보다 기업의 높은 적응성과

부가가치 창출을 요구하고 있는 최근 경영환경

으로 인해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

고 있다(Dess et al., 2003; Zhou et al., 2007). 그

러나 최고경영진의 역할을 과소평가하여 기술혁

신에 대한 경영진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크게

미흡하며(O'Regan et al., 2006), 국내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한 기업가정신에 대해 실증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대기업에 비해 조직구조가 복잡하지 않은 중

소기업은 환경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기업가적 행동을 실행함에 있어 강점이 있

을 수 있다. 또 창업한지 오래된 중소기업의 경

우 기업가정신이 퇴색되어 현실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에 중소

기업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수 있다(Moreno & Casillas, 2008;

Simsek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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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 있어 중요

하면서 실증연구가 부족한 산업클러스터의 체계

성과 기업가정신, 그리고 기술혁신 과정의 체계

성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R&D역량이 중

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연구가설

1. 산업클러스터의 체계성과 기업의 

  기업가정신, R&D역량, 기술혁신

각 변수에 대해 살펴본 후 변수 간 관계에 대

해 개관한다. 산업클러스터는 산업의 혁신을 위

한 다양한 산학연 관련 기능의 입지, 이들 혁신

주체 간의 연계와 협력, 지식의 교류와 공유를

통한 혁신의 촉진을 목표로 한다(조성의, 2010).

Rosenfeld(1997)는 산업클러스터를 유사하고, 관

련되거나 보완적인 기업이 지리적으로 구획된

집중지로서 전문적인 인프라를 공유하고, 공통의

기회와 위협에 직면한 사업 거래, 협의 채널 등

이 활발히 작용하는 집결체로 정의하였다. 권영

섭(2001)은 산업클러스터란 일정 지역 내 많은

동일 또는 관련 산업의 기업들이 밀집하여 고도

의 수직․수평적 분업관계를 형성하고 독자적인

지역경제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집합적 경제단위

체로 보았다. 김선배(2001)는 산업클러스터를 일

정한 지역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연관된 전후방 연관산업, 연구기관, 기업지원기

관의 집합체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3개 하위시

스템으로 구분하였다.

기업가정신은 기업이 새로운 무엇을 창출하기

위해 이를 탐색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으며(Baron & Shane, 2005), R&D역량은 기업이

경쟁우위를 획득, 유지하기 위해 능력을 강화시

킬 수 있는 동태적 역량으로(Zahra & George,

2002), R&D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능력을 포

함한 다양한 역량을 말한다.

기술혁신은 새로운 시장과 고객을 창출하거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또는 기존의 제품을 개선하는 모든 활동의 집합

으로 정의될 수 있다(송상호, 2006). Zahra 외

(2000)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기업의 경

쟁력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제품이나

신공정을 도입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산업클러스터와 기업가정신, R&D역량, 기술혁

신 간 관계는 다음과 같다. Verspagen(1997)은

지역혁신체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회적 네

트워크라고 하였다. 다른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 잠재력과 성과는 증대된다. 상호 연결

된 기업 간의 지식 및 기술 이전은 새로운 산업

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산업클러스터의 전

반적인 성장을 일으킨다. Breschi(2000)도 혁신은

합동의 노력이고 단독기업에 의해 진행되는 것

이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파

트너십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경쟁자, 고객 및

공급자와의 접근성이 보완적 지식 및 자원의 공

유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산업클러스터를 통해 기술융합의 기회,

협력에 의한 학습기회, 고객과의 접촉기회 등이

높아지며, 전문인력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 용이,

R&D 비용의 절감, 경쟁과 협력에 의한 시너지

효과 등으로 지역내 혁신의 시너지가 높아진다.

실제로 산업클러스터에서는 경쟁기업 간에 실질

적인 경쟁이 공존할 수 있고, 이러한 경쟁은 기

업으로 하여금 더욱 혁신적이게 하고, 새로운 지

식과 기술을 창출한다. 상호 연결된 기업 간의

지식 및 기술 이전은 새로운 산업의 성장, 혁신

창출 및 산업클러스터의 전반적인 성장을 촉진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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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외부적 접촉에 개방되어 있는 산업클

러스터 내 입주기업은 더 새로운 정보, 지식 및

기회 등에 노출된다. 그러므로 산업클러스터의

체계성은 입지기업의 더 높은 수준의 기술혁신

활동과 기업가정신을 갖게 한다. 즉, 산업클러스

터의 체계성은 기업의 내부 역량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기업가적 기회의 추구와 실행을

촉진시킨다(Verspagen, 1999). Kaufmann &

Todtling(2001)은 기업의 산업클러스터 내 입지

가 R&D역량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고, 복득규, 박용규(2007)는 산업클러스

터 내 지식교류의 강화는 기업의 R&D투자를 증

가시킨다고 했다. 그 이유는 산업클러스터 내 기

업 및 다른 기관들과 지식교류를 통해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기회가 발생하여 R&D투자가 증

가하기 때문이다. 서리빈 외(2012)의 연구에서도

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이 비입주기업보다 더 활

발한 기술혁신활동(R&D 집중도, R&D 전문인력

비중 등)을 전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산업클러스터의 체계성이 중소기업의 R&D투자

활성화, 원활한 R&D 전문인력 수급 등의 활동

을 전개하도록 촉진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산업

클러스터는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필요한 기반

인프라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기업가정신을 고

취시켜 협력적 기술혁신활동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서리빈 외, 2012).

한편 산업클러스터의 체계성은 기업의 기술혁

신 성과도 향상시킨다. Squicciarini(2008)는 핀란

드 사이언스파크 내 기업이 더 높은 기술혁신

성과를 가지는 것을 밝혔다. 전경구 외(2003)는

대구경북지역의 혁신체제 구성주체가 기업의 기

술혁신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혁신주체 가운데 대학과 기술혁신 사회

조직이 기업의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 박주홍 외(2004)는 대구지역의 섬유 및 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실증연구를 통해 산업클러

스터 체계와 혁신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혁신성과 중 시장성과에는 섬유 및 IT 산업클러

스터 전반에 걸쳐 협력과 신뢰가 공통적으로 중

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섬유산업에서는 혁신지원

체계가 혁신성과에 중요한 요인으로, IT산업에서

는 협력과 신뢰가 시장 및 기술성과에 동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Gordon & McCann(2000)

도 산업클러스터 내에 있는 다른 기업들과의 연

계 및 협력, 그리고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과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기업의 혁신성과를 향

상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클러스터의 체계성

과 기업의 기업가정신, R&D역량, 기술혁신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가설1: 산업클러스터의 체계성은 기업의 기업

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2, 3: 산업생산의 체계성, 과학기술

의 체계성, 기업지원의 체계성은 기업의 기업가

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산업클러스터의 체계성은 기업의 R&D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2, 3: 산업생산의 체계성, 과학기술

의 체계성, 기업지원의 체계성은 기업의 R&D역

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산업클러스터의 체계성은 기업의 기술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1, 2, 3: 산업생산의 체계성, 과학기술

의 체계성, 기업지원의 체계성은 기업의 기술혁

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기업가정신과 R&D역량, 기술혁신

기업가정신의 개념은 기술지향적 첨단산업이

나 대기업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벤

처기업이나 공공조직에도 적용이 가능하다(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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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외, 2007). 또한 기업가정신은 개인뿐만 아니

라 모든 사회 및 기업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Davis et al., 1991). 특히 최

근에는 기업가정신을 단순한 조직구조를 지닌

소기업과 관련된 정신이라기보다는 전략경영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전략을 규명하는 데 있어

필요한 요소로 본다(Sul, 2002).

기업가정신은 내부혁신, 조인트벤처 또는 인수

합병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기업 신사업의

동인으로 이해되고 있고, 기존연구들은 제품, 공

정 및 조직혁신(Zahra et al., 2000), 다각화

(Burgelman, 1991), 불확실성의 관리를 통해 개

인들의 아이디어가 집단적 행동으로 전개되어

가는 과정(Chung & Gibbons, 1997)까지도 포함

한다.

기업가정신은 기업의 보유역량과 변화하는 환

경에 필요한 적극적인 적응, 기술혁신 등의 여러

차원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McDougall et al., 2003), 기업가정신은 경쟁력

있는 역량을 보유하는 활동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Liu et al., 2010). 기업들은 기술혁신성과

의 측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R&D활동에 투

자하기를 꺼리지만(성태경, 2010), 높은 기업가정

신을 가진 경영자들은 경쟁력 있는 보유역량을

통해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하려 할 것이고

(Zhou et al., 2007), 지속적 성장을 위해 우수한

핵심기술에 집중 투자하여 기술집약도를 높일

것이다(Brown et al., 1994). 보유역량은 차별화

된 경쟁력을 창출하는 직접적인 동인이 되며, 높

은 수준의 R&D역량 등을 통해 제품의 차별화를

추구할 수 있다. 경쟁기업이 쉽게 모방할 수 없

는 차별화된 R&D역량은 성과 제고를 위한 경쟁

우위의 핵심적 원천이 된다.

Teece(2007)는 기업가정신이 보유역량을 강화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기회를 인지하고 시장 활동을 보다 새로운 방식

으로 조합하는 것과 관련이 높을 뿐 아니라, 기

업 내부적으로 상호 관련이 있는 요소들의 조합

들을 창조적으로 조정하는 활동에 영향을 미친

다. 이러한 결과로 다양한 자원의 통합, 조정, 재

배치를 필요로 하는 보유역량에 결과적으로 영

향을 미친다.

한편 기업가정신은 다양한 형태의 새로움과

관련된 개념으로, 조직의 성장, 생존 및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Dess et al., 2003; Zahra &

Nielsen, 2002). 특히 기업의 활성화, 시장지위의

향상을 위한 제품 및 공정혁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ovin & Miles, 1999; Zahra et

al., 2000). Zhou et al.(2005)의 연구에서도 기업

가정신이 기술주도형 혁신과 시장주도형 혁신에

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과 R&D역

량, 그리고 기업가정신과 기술혁신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가설4: 기업가정신은 R&D역량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기업가정신은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 R&D역량과 기술혁신

기술혁신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자원의

보유와 함께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Eisenhardt & Martin,

2000; Frost et al., 2002). 내부역량의 효율적 활

용은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R&D역량은 기업이 경쟁우위를 획득, 유지하

기 위해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동태적 역량

으로(Zahra & George, 2002), R&D부서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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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기술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역량은 성

공적인 신제품 개발을 위한 주요 요인이 된다

(Cooper, 1979). 또한 R&D역량은 신제품 개발기

간 단축과 경쟁우위 강화를 위한 역량이므로, 신

제품 개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Dutta et al., 1999).

Souitaris(2002)는 기업의 R&D활동이 기술혁

신을 창출하는 중요한 원천이라 보았고, R&D역

량이 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Keizer 외(2002)와

Landry 외(2002)도 R&D역량이 기업의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

였다.

Hall & Bagchi-Sen(2002)은 R&D역량이 특허

관련 기술혁신 성과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Hadjimanolis(2000)는 중소기업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R&D역량이 기술혁신 성과

(신제품 출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

인하였다.

Freel(2003)도 R&D역량이 높을수록 새로운

신제품의 도입확률이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R&D역량과 기술혁신 간의 관

계에 대한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가설6: R&D역량은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산업클러스터
체계성

기술혁신

기업가정신

R&D역량

<그림 1> 연구모형

Ⅲ. 자료와 분석방법

1. 표본, 변수의 선정 및 기초분석

본 연구의 모형을 검정하기 위해 실시된 설문

조사는 2009년 10월 26일부터 2010년 1월 31일

까지 대구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1,054개의 데이터를 획득하였으며, 이 가운

데 설문의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이 낮다

고 판단되는 기업,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기

업(기업 연령이 5년 미만, 종업원 수가 300명 이

상 등)을 제외하고 최종분석에는 794개 기업을

활용하였다.

본 조사의 발송 및 회수방법은 직접방문, 우

편, 이메일, 팩스 등이며, 설문응답은 가급적 최

고경영진이나 중간관리자급 이상에서 답하도록

하였다. 이들의 응답이 어려울 시 R&D를 담당

하거나 기술관리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

고 있는 담당자가 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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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측 정 방 법 관련연구

기술혁신 최근 3년 이내 개발된 신제품이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Raymond &
St-Pierre(2010)

산업

클러

스터

체계성

산업

생산

체계

1.구입/판매처 기업이 근접하여 수송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2.공급업체의 품질은 좋으며, 귀사의 요구에 바로 반응한다

3.기업과의 거래는 신기술, 신제품, 신사업의 개발 등에 도움이 된다

4.기업이나 조직으로부터 제품이나 시장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쉽다

5.교류회 등에 의한 정보 공유나 교환이 빈번하다

6.기업 간 경쟁은 기술, 제품, 사업의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신진교 외
(2012)과학

기술

체계

1.업계 단체나 조합 등으로부터 유익한 지원을 받고 있다

2.대학이나 연구기관으로부터 유익한 지원을 받고 있다

3.공공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다

4.금융기관으로부터 유익한 지원을 받고 있다

기업

지원

체계

1.충분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2.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다

3.세제나 규제는 비즈니스 수행에 있어 타 지역보다 유리하다

4.교육이나 문화, 의료 등의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

기업가

정신

1.최고경영자는 경영, 기술, 제품 등의 혁신에 매우 적극적이다

2.최고경영자는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수한다

3.최고경영자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매우 강조한다

4.최고경영자는 환경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Covin &
Slevin(1989),
Covin(1991)

R&D역량 총 종업원 수 대비 R&D인력의 비중(%)
신진교, 조정일(2011),
Parthasarthy &
Hammond(2002)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기술혁신은 최근 3년간

신제품이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Raymond

& St-Pierre, 2010)으로 측정하였다. 산업클러스

터의 체계성은 산업생산체계, 과학기술체계 및

기업지원체계로 구분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총 14항목(신진교 외, 2012)을 5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기업가정신은 Covin과 Slevin(1989),

Covin(1991) 등을 참고하여 4문항(5점 척도)으로

측정하였고, R&D역량은 총 종업원 수 대비

R&D인력의 비중(신진교, 조정일, 2011;

Parthasarthy & Hammond, 2002)으로 측정하였

다.

통제변수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의 연령과 규모를 도입하였다. 연령은 설립연도

로부터 경과된 햇수, 규모는 총 종업원 수의 자

연로그 값을 이용하였다(임재현 외, 2012).

최종분석 기업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2>와

같다. 기업의 기술혁신(신제품매출비중)은 평균

25.58%이며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나타

났고, R&D역량은 평균 14.73%이며 최소 0%에

서 최대 100%로 나타났다. 산업클러스터의 체계

성 중 산업생산체계가 3.34점으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과학기술체계(3.05점), 기업지원체계

(2.99점)이다. 기업가정신의 평균은 4.17점 정도

로 높은 편이었다. 분석기업의 산업은 메카트로

닉스 34%, 섬유 18.8%, 전자정보기기 11.7%, 기

타 35.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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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술통계분석 결과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기업 연령 794 6 63 16.54 8.700

기업 규모 794 .6 2.4 1.384 .4060

산업생산체계 794 1 5 3.3406 .63269

과학기술체계 794 1 5 3.0535 .77930

기업지원체계 794 1 5 2.9849 .67664

기업가정신 794 1 5 4.1685 .66509

R&D역량 794 0 100 14.73 20.431

기술혁신 794 0 100 25.58 28.370

2. 측정모형 분석

연구모형 검정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기반

으로 한 AMOS를 이용하여 2단계 접근법에 따

라 수행하였다.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검정된 측정모형을 이용하여 구조모형

을 수립하고 가설을 검정하였다. 먼저 탐색적 요

인분석을 통하여 개념의 구조를 파악하였는데,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항목들의 요인

적재량은 대부분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3>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개념
성분

1 2 3 4

산업

생산

체계

산업생산1 .744 .005 -.006 .104

산업생산2 .763 .060 .108 .153

산업생산3 .693 .236 .138 .141

산업생산4 .697 .280 .052 .207

산업생산5 .533 .492 .077 .207

산업생산6 .532 .446 .081 .140

과학

기술

체계

과학기술1 .286 .753 .050 .194

과학기술2 .135 .819 .080 .203

과학기술3 .122 .801 .056 .270

과학기술4 .116 .480 .153 .423

기업

지원

체계

기업지원1 .231 .198 -.002 .662

기업지원2 .178 .164 .116 .784

기업지원3 .151 .318 .018 .698

기업지원4 .120 .144 .046 .793

기업가

정신

기업가1 .052 .061 .847 .012

기업가2 .057 .109 .761 .064

주) 요인추출 방법-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5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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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 측정항목 표준요인적재량 표준오차 복합신뢰도 Cronbach's  평균분산추출

기업가

정신

기업가1 0.780 0.246

0.908 0.860 0.713
기업가2 0.672 0.392

기업가3 0.832 0.172

기업가4 0.840 0.179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집중타당성

의 검정을 위해 표준요인적재량(>0.6)과 표준잔

차행렬(<±2.58)을 이용하였다. 표준잔차행렬의

평가는 다른 항목들과 높은 잔차분산을 갖는 항

목을 한 번에 하나씩 제거함으로써 측정모형에

대한 수정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 결과 표준요인적재량이 0.6 이하인 산업생

산체계의 한 항목(산업생산1)이 제거되었다. 이

상의 과정을 마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표 4>

와 같으며, 적합도 지수들은 권장기준을 대부분

만족하고 있어 측정모형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

고 본다.

<표 4> 측정모형 적합도

적합지수 권고지수 측정지수

절대적합지수

x2(p) ≥0.05 160.052(0.000)

GFI ≥0.90 0.977

RMSEA ≤0.05 0.028

RMR ≺0.10 0.020

증분적합지수

NFI ≥0.90 0.973

CFI ≥0.90 0.989

IFI ≥0.90 0.989

간명적합지수

AGFI ≥0.80 0.964

PNFI 클수록(0-1) 0.708

PGFI 클수록(0-1) 0.632

신뢰성 분석을 위해 각 잠재변수에 대한 복합

신뢰도(>0.7), Cronbach’s  값(>0.7) 및 평균분

산추출 값(>0.5) 등을 확인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요인적재량은 대부분 0.6을

상회하고 있으며(산업생산2와 과학기술4 값은

0.592로 기준의 근사치임), 모든 잠재변수에 대한

복합신뢰도와 Cronbach’s  값도 모두 0.7을 상

회하였다. 평균분산추출 값도 0.5를 초과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들은 집중타당성과 신

뢰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표 5> 집중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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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술

체계

과학기술1 0.726 0.415

0.850 0.824 0.589
과학기술2 0.832 0.339

과학기술3 0.815 0.320

과학기술4 0.592 0.482

기업

지원

체계

기업지원1 0.635 0.444

0.834 0.796 0.559
기업지원2 0.782 0.281

기업지원3 0.671 0.379

기업지원4 0.681 0.419

<표 6>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구성개념 기업가정신 산업생산체계 과학기술체계 기업지원체계

기업가정신 0.844

산업생산체계 0.230 0.761

과학기술체계 0.204 0.579 0.768

기업지원체계 0.154 0.506 0.574 0.748

평균 4.168 3.341 3.054 2.985

표준편차 0.665 0.633 0.779 0.677

주) 각 요인별 대각선의 값은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이며, 그 외의 값은 상관계수임.

마지막으로 판별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각

잠재변수에 대한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과

구성개념의 상관계수를 비교하였다. <표 6>에서

최대 상관계수인 0.579(산업생산체계와 과학기술

체계 간 관계)가 모든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

(기업지원체계의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

0.748이 가장 작은 값임)보다 작음으로 판별타당

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3.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정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다. 전체적인 구조모형을 검정한

결과, 적합도 지수는 전반적으로 권장수준을 만

족하기에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7> 참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가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첫째, 산업클러스터의

체계성과 기업의 기업가정신 간 관계에 있어 산

업생산체계만이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쳤다(0.189, t=2.974). 이에 가설1은

부분 채택되었다.

둘째, 산업클러스터의 체계성과 기업의 R&D

역량 간 관계에 있어 과학기술계계만이 R&D역

량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0.246,

t=4.003). 이에 가설2은 부분 채택되었다.

셋째, 산업클러스터의 체계성과 기업의 기술혁

신 간 관계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체계만이 기술

혁신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기에

(0.148, t=2.459), 가설3은 부분 채택되었다. 넷째,

기업가정신은 R&D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가설4는 기각되었다(0.03, t=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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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구조모형 적합도

적합지수 권고지수 측정지수

절대적합지수

x2(p) ≥0.05 413.134(0.000)

GFI ≥0.90 0.952

RMSEA ≤0.05 0.044

RMR ≺0.10 0.164

증분적합지수

NFI ≥0.90 0.934

CFI ≥0.90 0.958

IFI ≥0.90 0.959

간명적합지수

AGFI ≥0.80 0.931

PNFI 클수록(0-1) 0.716

PGFI 클수록(0-1) 0.664

<표 8> 가설검정 결과

가설 경로 표준화계수 t 결과

가설1-1 산업생산체계→기업가정신 0.189 2.974**
부분

채택
가설1-2 과학기술체계→기업가정신 0.067 1.046

가설1-3 기업지원체계→기업가정신 0.047 0.709

가설2-1 산업생산체계→R&D역량 -0.01 -0.161
부분

채택
가설2-2 과학기술체계→R&D역량 0.246 4.003***

가설2-3 기업지원체계→R&D역량 -0.109 -1.729

가설3-1 산업생산체계→기술혁신 -0.05 -0.855
부분

채택
가설3-2 과학기술체계→기술혁신 0.148 2.459*

가설3-3 기업지원체계→기술혁신 -0.043 -0.706

가설4 기업가정신→R&D역량 0.03 0.753 기각

가설5 기업가정신→기술혁신 0.082 2.157* 채택

가설6 R&D역량→기술혁신 0.228 6.55*** 채택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다섯째, 기업가정신은 기술혁신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0.082,

t=2.157). 따라서 가설5는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R&D역량과 기술혁신 간 관계를

나타내는 가설6은 R&D역량이 기술혁신에 긍정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채택되었다(0.228,

t=6.55).

추가적으로 과학기술체계와 기술혁신 간 관계

에서의 R&D역량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소벨 테스트(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R&D역량(Sobel test statistic=3.414,

Two-tailed probability=0.00064)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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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과 논의

본 연구는 대구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

업클러스터의 체계성, 기업가정신, R&D역량 및

기술혁신 간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세부적으

로는 산업클러스터의 체계성과 기업의 기업가정

신, 산업클러스터의 체계성과 기업의 R&D역량,

산업클러스터의 체계성과 기업의 기술혁신, 그리

고 기업의 기업가정신과 R&D역량, 기업가정신

과 기술혁신, R&D역량과 기술혁신 간 관계로

구분된다. 상기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기존의 이

론적 연구 및 정체적 제안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혁신은 총 매출액 대비 신제품

매출의 비중으로 측정하였고, 산업클러스터의 체

계성은 산업생산체계, 과학기술체계 및 기업지원

체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R&D역량은 총 종

업원 수 대비 R&D인력의 비중으로, 기업가정신

은 최고경영자의 혁신성, 위험감수성 등으로 측

정하였다. 그리고 최종분석에는 794개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수행하

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클러스터의 체계성(산업생산체계, 과학기술

체계, 기업지원체계)이 기업의 기업가정신에 미

치는 영향에서는 산업생산체계만이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기업의 기업가정신이

산학연관 교류 및 협력(과학기술체계), 지원 및

서비스 인프라(기업지원체계)를 통해서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업과의 네트워크 및 경쟁(산

업생산체계)을 통해 향상된다는 것이다. 이는 산

업클러스터가 기업의 기업가적 기회의 추구와

실행을 촉진시키며(Verspagen, 1999), 기술개발

과 사업화에 필요한 기반 인프라를 제공하여 중

소기업의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킨다(서리빈 외,

2012)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산업클러스터의 체계성(산업생산체계,

과학기술체계, 기업지원체계)이 기업의 R&D역량

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과학기술체계만이 긍정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기업의

R&D역량이 관련 기업과의 네트워크 및 경쟁(산

업생산체계), 지원 및 서비스 인프라(기업지원체

계)를 통해서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산학연관 교

류 및 협력(과학기술체계)을 통해 향상됨을 보여

준다. 복득규, 박용규(2007)의 연구에서도 산업클

러스터 내 지식교류의 강화가 기업의 R&D투자

를 증가시킴을 확인하였다.

셋째, 산업클러스터의 체계성(산업생산체계,

과학기술체계, 기업지원체계)과 기업의 기술혁신

간 관계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체계만이 기술혁신

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기업의

기술혁신이 관련 기업과의 네트워크 및 경쟁(산

업생산체계), 지원 및 서비스 인프라(기업지원체

계)를 통해서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산학연관 교

류 및 협력(과학기술체계)을 통해 향상된다는 것

으로, 개방형 혁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이

는 산업클러스터 내에 있는 대학, 연구기관, 공

공기관 등과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기업의 기술

혁신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연구(Gordon &

McCann, 2000) 결과와 같다.

넷째, 기업가정신은 기존 연구(Brown et al.,

1994; Teece, 2007 등) 결과와 달리 R&D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기술혁신에는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기업가

정신이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Covin & Miles, 1999; Zahra et al., 2000)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 결과를 통해 기업가정신이

자원 제약이 있는 중소기업들의 적극적 R&D 투

자를 유도하기보다 기술혁신 달성 과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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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려 및 지원 역할을 하여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R&D역량은 기술혁신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기술혁신에 대한 영

향력이 과학기술체계와 기업가정신보다 더 강력

하였다. 이를 통해 R&D역량이 기술혁신의 강력

한 결정요인(Freel, 2003; Hadjimanolis, 2000;

Hall & Bagchi-Sen, 2002; Keizer et al., 2002;

Landry et al., 2002; Souitaris, 2002 등)임을 재

확인하였다.

여섯째, 산업클러스터의 과학기술체계는 기업

의 R&D역량 향상을 통해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

쳤다. 이는 과학기술체계와 기술혁신 간 관계에

있어 R&D역량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산업클러스터의 지원 및 서비스 인프

라(기업지원체계)보다는 관련 기업과의 네트워크

및 경쟁(산업생산체계)과 산학연관 교류 및 협력

(과학기술체계)에 우선 집중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책기관은 우선 산학연관 연계 강

화, 주체별 역할 분담, 네트워크 협력 체제 구축

등에 힘써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있어 실증

연구가 부족한 산업클러스터의 체계성과 기업의

기업가정신,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기술혁신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확인된 기업의 R&D역량을

함께 고려하려 연구모형을 설정한데 의미가 있

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향후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연구표본에 따라 연구결과 및 의의에 차

이가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특히 대구지역

의 대표산업(섬유, 메카트로닉스 등)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특성을 대표

한다고 보기 힘들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을 총 매출액 대

비 신제품 매출 비중으로만 측정하였는데, 이외

에 특허 건수, 신제품 출시 건수, 신공정 건수

등도 측정하여 분석한다면 다양한 기술혁신 성

과를 반영할 수 있다. 또는 신기술을 통한 매출

기여 정도, 신기술을 통한 시장진입 단축 정도

등도 고려한다면 보다 정교한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산업클러스터의 기업지원체계는 중소기

업의 기술혁신 결정요인 또는 기술혁신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산업클러스터의 산업생산체계, 과학기

술체계 및 기업지원체계가 어떤 경로를 통해 중

소기업의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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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dustrial Cluster System, and Entrepreneurship, RandD Capability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of SMEs†

Shin, Jin-Kyo
*
⋅Im, Chae-Hyon

**

Previous researche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of SMEs have several limitations such as lack of

study for industrial cluster system and entrepreneurship in SMEs, and ignoring role of RandD

capability. So, this study suggested empirically a new model to SMEs.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system of industry and production had a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on entrepreneurship. Secondly, entrepreneurship had a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on technological innovation. Thirdly, system of science and technology had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s on RandD capability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Fourthly, RandD capability had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technological innovation. Fifthly, business support system wa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entrepreneurship, RandD capability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Research

results revealed that industrial cluster system(system of industry and production, system of science

and technology), entrepreneurship and RandD capability were important for improvemen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in SMEs.

Key Words: Industrial Cluster System, SMEs, Technological Innovation, Entrepreneurship, RandD

Capability

† The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Bisa Research Grant of Keimyung University in 2012.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Keimyung University, sdata88@kmu.ac.kr

** Visiting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glp2009@k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