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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기술혁신의 가속화, 경쟁의 글로벌화, 산

업 간 경계의 붕괴,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은 시대

가 흐름에 따라 커져가고 있다(권혁기․손헌일,

2014; 신진교․임재현, 2014). 특히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시장개방으로 인한 세계화의 급

속한 진전으로 국내 경영 환경은 글로벌 경쟁으

로 한층 심화되고 있으며, 빠른 기술의 변화 그

리고 까다로운 고객의 기대와 요구는 불확실성

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기업의 예측을 더욱 어렵

게 하고 있다(주기중․박병화, 2014). 환경 불확

실성은 기업경영의 위협요인이기도 하지만 충분

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기업에게는 도전과 성공

의 기회를 제공한다(정동섭, 2014).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현대의 기업들은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변화지향적인 기업문화의 정착, 프로세

스 혁신, 핵심역량 강화를 통해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보유 해야만 성공할 수 있었다. 또한 지

난 10여 년간 벤처기업을 비롯한 기술혁신형 기

업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변화를 수용하고 예측된 위험을 감수하려는 진

취적인 기업가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기업의 인프라가 본원적인 활동에 영향

을 미치는 것처럼 지역의 산업인프라가 주는 지

원여건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벤처기업을 포

함한 기술혁신형 기업은 경영자의 기술과 아이

디어 그리고 열정을 기반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에 비해 가용자원의 한계라는 약점

을 가지므로, 산업인프라가 주는 영향력은 상당

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몇 년 전부터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문구로 지방자치단체를 알리는

광고를 브라운관은 물론 도시의 전광판, 대중교

통 시설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지역의 인프라

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주기중․김장호,

2012). 실제로 기업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인

프라가 경영활동에 뒷받침된다면 기업이 변화에

대응하여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

니라 효율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원재료나

중간재의 구매처와 완제품의 판매처의 근접입지,

공급기업의 품질수준 등 공급사슬 전후방에 위

치한 기업의 근접성이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략적 산업집적화 등 산업인프라는 가용

자원이 취약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혁신역량

을 강화하고 경쟁적 성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의 생존 방법

은 변화이며, 변화를 위해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

이 기업가정신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성장하

기 시작한 벤처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함께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대기업과 일반 중소

기업에 비해 높은 성장과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

며, 이러한 성장의 원인은 벤처기업 창업자의 기

업가정신에서 찾고 있다(McDougall, Oviatt,

2000; McMullen, Shepherd, 2006; Morris,

Kuratko, 2002). 설립초기에는 경영자 특유의 열

정과 기술 및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업을 운영

하지만 결국에는 기업의 투자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경영역량이 필요하게 된다.

경영자가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혼자서 기업을

운영할 수는 없고,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경영자

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능력은 변화하기 때문에

기업이 내외적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

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의 성장을 위해 경영자의 기업가정신이 구성원

들에게 적절하게 소통되고 효율적으로 내재화되

었을 때 조직의 가치로 확대 재생산될 것이다(박

상용․김연정, 2004). 또한 기업가정신에 기초한

경영자의 암묵적 능력을 명시적인 기업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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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환될 때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

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경영자의

기업가정신이 기업의 역량으로 전환되어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과

혁신역량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김

장호․주기중, 2013).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경영환경의 불

확실성, 지역의 산업인프라 그리고 경영자의 기

업가정신이 혁신역량과 기업의 경쟁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연구의 이론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한 일반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

이 이해할 수 있다. 첫째, 환경불확실성에 관해

서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대부분의 기업

에서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환경불확실성을 극

복하기 위해서 기업은 혁신역량 강화의 필요성

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불확실성이 높을

수록 기업은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둘째, 벤처기업을 포함한 기술혁신형 기

업은 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에는 한계

가 있으며, 기업은 이러한 한계를 기업의 전후방

에 위치한 공급사슬과 지역에 존재하는 산업인

프라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특히 공급사슬을

포함한 지역의 산업인프라는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셋째, 벤처기

업을 포함한 창업기업의 성공을 설명하는데 유

용하게 활용되었던 기업가정신은 기업이 성장할

수록 경영자의 기업가정신이 기업의 역량으로

전환될 때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

영자의 기업가정신이 혁신역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환경불확실성, 산업인

프라, 기업가정신이 혁신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혁신역량은 기업의 경쟁적 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을 가정하고 있다. 경쟁적 성

과는 혁신성과, 운영성과, 마케팅성과로 구성된

다차원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 체계

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연구모형과 가설을 제시

하여 실증적으로 검정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환경불확실성
불확실성은 미래에 전개될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할 가능

성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는 상태로 정의되며,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김웅․김현수, 2012). 기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은 치열한 경쟁, 신기술과 신제품의 빈번한 출현,

고객수요의 변화, 외부적 규제의 변화로부터 발

생한다(Miller, 1988).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업이

미래를 예측하는데 있어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결

과를 초래하게 된다(유규창, 2012). 높은 불확실

성 속에서 기업이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환

경적 요소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전략을 추구할 때 가능하다(Tang 등,

2010). 따라서 환경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기업이

직면한 환경을 잘 이해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기업이 불확실한 환경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이에 부합하는 적절한 대응

이 기업의 존속과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

문이다(윤동섭․조대우, 2007). 그러나 환경 불확

실성으로 인한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이러한 능력

을 갖는 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유세

준, 2004). 특히 산업간 기술교류가 활발하지 않

던 과거와 달리 한 산업에서 개발된 기술이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지속

적인 신기술의 출현으로 기술과 제품의 수명주기

가 점점 짧아지고 있고, 고객의 높아진 기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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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양해진 욕구 그리고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경쟁자의 출현은 경쟁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주

기중․김장호, 2012). 특히 Jantunen(2005)은 환경

불확실성의 원천이 제품수명주기 단축, 고객 선

호도의 다양성, 산업내 기술변화속도와 예측력,

신제품 경쟁력, 환경변화 속도 등에서 온다고 밝

히고 있다. 또한 Li, Atuahene-Gima(2002)는 경

쟁강도와 경쟁의 예측이 불확실하고, 제품과 기

술의 수명주기가 짧아지는 현상으로 환경 불확실

성을 설명하고 있다.

2. 산업인프라
부동산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어느 유명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위치라고 대

답을 했다고 하는데 기업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

다(Stevenson, 2011).

해운․항만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두, 크

레인, 집하장, 교통시설 등 인프라의 확충은 필수

적인 것처럼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입지한

지역이 갖추고 있는 관련 인프라는 지역경제의

성장은 물론 기업을 유치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준다(주기중․김장호, 2012). 최근 지역개발과 관

련하여 지역혁신체제와 클러스터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들은 공통

적으로 지역내 기업들간의 신뢰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산업 네트워크의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

을 강조하고 있다(임채홍 등, 2011). 기업의 입지

는 환경적 기반과 정책적 기반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변용환 등, 2009), 환경적 기반은 관련 산

업 및 관련 기관의 집적도, 풍부한 판매 및 노동

시장, 산학연, 교통망, 혁신분위기 등을 망라하며

(이덕희․박재곤, 1999), 정책적 기반은 조세감면,

금융지원, 규제완화를 포함하는 정부의 지원정책

을 말한다(이만우․노상환, 2002). 박재곤․이원

빈(2005)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의 이전을 꺼

리는 요인으로 정보부족, 부족한 노동시장, 시장

과의 거리, 협력업체 부족, 생활시설미비를 지적

하고 있으며, 지방이 기업투자를 위한 입지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센티브 및 기반

시설의 확충, 인력과 산업용지 그리고 자금지원

을 꼽고 있다. 최인혁․오동욱(2005)은 지역전략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적 요인으로 산업집

적도, 판매시장과 노동시장, 교통여건, 혁신분위

기, 정보통신, 지역이미지, 지가를, 정책적 요인으

로 각종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3.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은 Schumpeter(1934)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 미국기업의 경쟁력약화에 따

른 경영방식에 대한 반성과 벤처기업의 활성화와

접목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되어져 왔고, 기업가

정신의 배양을 통한 기업활동은 시장경제가 역동

성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최

종열․정해주, 2008). 또한 기업가정신은 요소생

산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진화하면서 기업의

혁신, 학습, 환경적응능력과 같은 경쟁력의 원천

으로 인식되고 있다(Baron, 2000). 새로운 아이디

어에 기초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시장에 진입하거

나 새로운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것은 기업가정신

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개별 경영자, 특히 벤처기업과 같은 기

술혁신형 기업 창업자의 기업가정신과 기업성과

의 관계를 다루어 왔다(이재훈 등, 2007). 기업가

정신의 개념을 일반화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최근 연구들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

루어지고 있으며, 대체로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과 혁신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Baron, Shane, 2005; 박동수․구언회,

2007). 기업가정신에 대해 Baron, Shane(200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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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새로운 무엇을 창출하기 위해 이를 탐색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박동수․구언회

(2007)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 현재 제한된 자원

에 구애받지 않고 혁신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초기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는 벤처기업이 성공적으

로 시장에 진입하고 재무적 측면에서의 가시적

성과를 나타남에 따라 기업가정신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주로 다루어 왔으나, 기업가정신이 기업

에 내재화되는 수준인 기업수준의 기업가정신으

로 확대되어 연구되고 있다(이재훈 등, 2007).

4. 혁신역량
기업은 경쟁력제고를 위해 조직체계, 제품과

서비스, 프로세스 등에 대해 혁신을 수행하며,

성공적인 혁신은 기업이 경쟁우위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혁신은 새로운 제

품이나 서비스 혹은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기

회를 파악하고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다(Van de

Van, 1986). 따라서 혁신역량은 일반적으로 새로

운 기회를 탐색하거나 주어진 문제에 대해 새로

운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Dess,

Lumpkin, 2005),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품, 서비

스, 프로세스 등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적용시

킬 수 있는 기업의 능력(Burn, Stalker, 1961)으

로 정의되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중요한 자원이다(Burgelman 등, 2004). 특히 벤

처기업과 같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서는 경쟁

기업보다 신속하게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실질적

인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역량이

필요하다(배현기 등 2014; 윤현덕․서리빈, 2011).

왜냐하면 이러한 기업은 자원의 한계성이 높고

혁신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인 관

리가 필요하며, 혁신성과는 새로운 혁신을 위한

자원으로 재투입되는 빠른 순환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혁신역량의 평가를 위해 기존 연구들

은 혁신을 기술적 혁신과 관리적 혁신(Daft,

1978), 점진적 혁신과 급직전 혁신(Dewar,

Dutton, 1986), 탐색적 혁신과 활용적 혁신

(Benner, Tushman, 2002) 등 여러 유형으로 구

분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기업의 실무적 입

장에서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다차원적으로 혁신역량을 평가하고 있

는데 Yam 등(2004)은 연구개발, 자원배분, 생산,

마케팅, 전략계획, 학습, 조직역량으로, Guan 등

(2006)은 연구개발, 생산, 자원개발, 조직, 전략역

량으로, Wang 등(2008)은 연구개발, 혁신적 의사

결정, 마케팅, 생산, 재무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5. 경쟁적 성과
기업의 성과는 다양한 경영활동의 결과로부터

실현되기 때문에 다차원적 성격을 갖는다. 본 연

구에서는 기업의 경쟁적 성과를 혁신성과, 운영

성과, 마케팅성과로 측정한다. 혁신성과는 혁신

역량의 결과로 나타나는 제품과 관련된 시장의

반응을 통해 측정한다. Oke 등(2007), Griffin

(1997), Avlonitis 등(2001)은 기업의 혁신역량에

대해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혁신적인

신제품에 대한 고객의 지각, 기술선도기업으로서

의 이미지, 신제품 경쟁력과 같은 내용들로 측정

하였다. 운영성과는 균형성과표의 내부 프로세스

관점의 성과로 기업이나 사업단위에서 의도되거

나 실현된 경쟁적 성과 혹은 운영강점으로 개념

화 되며, 다차원 척도에 의해 평가되는데 주로

원가, 품질, 유연성, 납기로 측정된다(Ferdows,

De Meyer, 1990; Flynn, Flynn, 2004; Hayes,

Wheelwright, 1984; Peng 등, 2008). 마케팅성과

는 균형성과표에의 고객관점의 성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객관적 지표인 시장점유율,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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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성장률 그리고 주관적 지표로 고객만족, 반복

구매의도, 충성도, 긍정적 구전으로 측정되며

(Kaplan, Norton, 1992; 1996), 기업 내부적으로

마케팅 역량의 강화 수준을 마케팅 4P활동에 대

한 주관적인 성과를 의미한다(Heskett 등, 1994;

1997; Kotler, 1999).

Ⅲ. 연구모형 및 가설
1. 환경 불확실성과 혁신역량의 관계
환경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한 이

후 상황이론, 산업조직론, 경영전략 분야에서는

환경과 전략, 환경과 구조의 관계 속에서 기업의

성공을 평가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상당한 연구

성과를 거두고 있다(윤종록 등, 2010; Cadongan

등, 2003; Jaworski, Kohli, 1993).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이 극대화된 성과를 거두기 위

해서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

이 혁신역량이다. Cadongan 등(2003), Jaworski,

Kohli(1993), Jantunen(2005), Li, Atuahene-

Gima(2002), Oke 등(2007), Tang 등(2010) 등 많

은 연구에서 환경 불확실성 하에서 기업은 혁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가설1. 환경불확실성은 혁신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산업인프라와 혁신역량의 관계
기업의 입지의사결정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문제로 가용자원의 한계를 느끼는 기업

에게 입지한 지역의 산업인프라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입장에서

입지의사결정은 동종 혹은 관련 산업의 집적도,

풍부한 판매시장과 노동시장, 산학연의 연계, 교

통망과 접근성, 지역이미지와 혁신분위기, 지가

등을 포함하는 환경적 기반과 조세, 금융, 규제

등의 지원정책을 포함하는 정책적 기반으로 분

류되며, 이러한 기반이 잘 조성된 지역이 기업의

입지로 적절한 곳이 된다(윤재홍, 김기영, 1991;

이덕희, 박재곤, 1999; 이만우, 노상환, 2002).

2000년대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의 투자유

치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기업의 입장에서도 입

지하고자 하는 지역의 산업인프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유관산업이 분포하고 있는지, 산

업 전후방 기업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조세정책을 포함한 각종 지원제도 그리고 기술

개발, 연구, 법률, 회계, 컨설팅을 포함한 지역의

비즈니스 여건은 기업이 혁신역량을 갖추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결국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가설2. 산업인프라는 혁신역량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 기업가정신과 혁신역량의 관계
기업가정신과 기업 역량은 분명히 다른 차원

의 개념이기는 하지만(이재훈․양현주, 2011), 기

업가 정신과 혁신역량은 기업의 전략적 관점에

서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Oke 등, 2007). 기업가

정신과 혁신역량의 연관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기업가의 특성에 따라 자원의 효율성

과 활용성 그리고 보유역량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이재훈․양현주,

2011; McDougall 등, 2003; Teece, 2007). 2000년

대 들어 기업가정신에 기초하여 설립된 다수의

벤처기업들이 시장진입에 성공하고 가시적인 성

과를 이룩함에 따라 기업가정신과 성과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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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McDougall, Oviatt, 2000; McMullen, Shepherd,

2006; Morris, Kuratko, 2002; 박남규․한재훈,

2008; 박상용․김연정, 2004; 배종태․차민석,

2005). 이처럼 경영자의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기

초한 기업가정신이 기업의 성과에 결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경영자의 기업

가정신을 기업차원의 능력인 혁신역량으로 이어

진다면 기업은 장기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김장호․주기중, 2013). 이러한 가정은 기

존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윤기창․김문

홍(2010)의 연구에 의하면 벤처기업의 기업가정

신은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보다는 마케

팅역량이나 연구개발역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박동수․구언회(2007)

는 기업가정신이 기업의 성장기반 즉, 혁신역량

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가설3. 기업가 정신은 혁신역량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4. 혁신역량과 경쟁적 성과의 관계
혁신역량을 갖춘 기업이 높은 수익률을 실현

하는 경향이 있으며(Kanter, 1985), 따라서 기업

의 혁신역량은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Lipparini, Sobrero,

1994). 혁신역량의 결과로 나타나는 혁신적인 제

품은 시장에서 고객들에게 보다 매력적으로 다

가가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적 지

위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준다(Oke 등,

2007). Oke 등(2007)에 의하면 혁신적이고 시장

에서 선구자적인 제품은 기업의 혈액과 같은 존

재로 기업의 성과로 이어져 높은 수익을 창출하

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Camison, Lopez(2010)의

연구에서도 혁신역량이 경쟁우위 확보와 성과향

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가설4. 혁신역량은 경쟁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환경불확실

성과 산업인프라 그리고 기업가정신이 혁신역량

에 미치는 영향과 혁신역량이 경쟁적 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통계적 방법에 의해 실증적으로 분

석한다. 본 연구에서 경쟁적 성과는 혁신의 결과

로 나타나는 혁신성과와 기업 내부 효율성을 측

정하는 운영성과 그리고 시장에서 마케팅 차원의

성과인 마케팅성과로 구성된 2차 요인으로 설정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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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1. 측정도구의 개발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의 측정은

선행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정된 측정도

구를 활용하였으며, <표 1>에는 변수별 측정항

목과 관련 선행연구를 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환경불확실성은 Jaworski, Kohli

(1993)와 Cadongan 등(2003)의 연구를 인용하여

기술혁신, 시장성장, 수요변화, 제품수명주기, 신

제품 출시속도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산

업인프라는 임채홍 등(2011)와 이만우․노상환

(2002)의 연구를 바탕으로 공급사슬관계기업의

거리, 산업인프라의 활용성과 정보교류 등을 측

정하였다. 기업가정신은 Zahra, Covin(1995)의 연

구를 기초로 하여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하였다. 혁신역량은 Camison,

Lopez(2010)의 연구를 인용하여 제품의 참신성,

경쟁사 대비 신제품 출시현황, 신기술 도입, 기

술 및 공정과 관련된 경쟁력을 측정하였다. 경쟁

적 성과의 혁신성과는 Griffin(1997)와 Oke 등

(2007)의 연구를 인용하여 시장에서 고객이 인식

하는 혁신의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운영성과는

Flynn, Flynn(2004)과 Peng 등(2008)의 연구를

토대로 운영관리의 경쟁우선순위 항목으로 구성

하였고, 마케팅성과는 Heskett 등(1994; 1997)와

Kotler(1999)의 연구를 인용하여 마케팅믹스와

관련된 항목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경쟁적 성

과는 혁신성과, 운영성과 그리고 마케팅 성과로

구성된 2차 요인이다.

2. 자료수집 및 표본특성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가설검정을 위한 자료

는 대구와 경북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에

서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수

집하였다. 이들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은 기술

집약적 중소기업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사업이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고위

험, 고수익 구조의 형태를 지닌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은 설립초기에는 경영자 특유의 열정

과 기술 및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업을 운영하

지만 경영자가 아무리 유능하다고 하더라도 기

업이 성장함에 따라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역할

과 능력은 변화하기 때문에 기업 내외로부터 작

용하는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가용자원의 한계로 인해

공급사슬 전후방에 있는 기업을 포함한 산업인

프라가 기업의 혁신과 경쟁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 기술혁신형

기업은 본 연구모형에서 제안하는 환경불확실성,

산업인프라, 기업가정신과 혁신역량 및 경쟁적

성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정하는데 적합하다

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직접 방문, 우편 및 전

자우편에 의해 2013년 8월부터 2개월간 수집하

여 510개 기업(기업당 1개의 자료)의 표본을 획

득하였으며, 이 가운데 설문을 끝까지 완성하지

않거나, 인구통계학적 질문을 포함하여 주요 설

문에 응답을 하지 않은 불성실한 자료 65개를

제외한 435개 자료가 실증분석에 이용되었다. 실

증분석에 사용된 435개 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업력은 6년에서 20년 이하의 기업이 약 80%를

차지하고, 기업규모는 직원 수를 기준으로 30인

이하 기업이 약 68%, 기술혁신 인증유형은 벤처

기업이 약 65%, 이노비즈기업이 약 35%를 차지

하고 있으며, 표본자료의 구체적인 분포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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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업력 기술혁신 인증유형

5년 이하 50 11.5 벤처기업 283 65.1

6년 ~ 10년 이하 131 30.1 이노비즈기업 152 34.9

11년 ~ 20년 이하 182 41.8 영위업종

21년 ~ 30년 이하 58 13.3 섬유, 의복제품 제조업 57 13.1

<표 1> 측정도구 및 관련연구

변수 측정항목 관련연구

환경불확실성

IU1 제품의 기술혁신 속도

Jaworski, Kohli(1993)

Cadongan 등(2003)

IU2 산업의 시장 성장속도

IU3 산업의 수요변동

IU4 제품수명주기

IU5 신제품 출현빈도

산업인프라

IS1 구매처 및 판매처 근접입지

임채홍 등(2011)

이만우, 노상환(2002)

IS2 공급처의 품질수준

IS3 신기술, 신제품, 신사업개발에 도움

IS4 제품, 시장정보 제공

IG5 기업간 활발한 정보교류

기업가정신

ES1 적극적인 제품혁신

Zahra, Covin(1995)

ES2 계산된 위험의 감수

ES3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

ES4 환경불확실성에 적극적 대응

ES5 신기술에 적극적 관심

ES6 신기술 기획 및 개발에 관심

ES7 혁신을 위한 노사 일체감 조성

ES8 혁신추진력 및 위기관리능력 수준

혁신역량

IA1 출시하는 제품의 참신성

Camison, Lopez(2010)

IA2 경쟁사 대비 신제품개발속도

IA3 경쟁사 대비 신제품 수

IA4 신기술 도입속도

IA5 생산기술과 프로세스 경쟁력

경쟁적 성과

혁신

IN1 혁신적인 신제품에 대한 고객 지각
Griffin(1997)

Oke 등(2007)
IN2 시장에서 기술 선도기업으로 인식

IN3 시장에서 신제품의 경쟁력

운영

OP1 납기속도

Flynn, Flynn(2004)

Peng 등(2008)

OP2 품질개선

OP3 제품믹스

OP4 원가절감

마케팅

MK1 제품 브랜드 경쟁력

Heskett 등(1994; 1997)

Kotler(1999)

MK2 유통구조 개선

MK3 촉진성과

MK4 판매역량

<표 2> 표본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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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초과 14 3.2 인쇄, 기록매체 복제업 38 8.7

기업규모 화학, 고무제품 제조업 33 7.6

10인 이하 117 26.9 비금속광물 제조업 15 3.4

11인 ~ 30인 이하 177 40.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1 7.1

31인 ~ 50인 이하 64 14.7 전기, 전자부품 제조업 62 14.3

51인 ~ 70인 이하 38 8.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8 22.5

71인 ~ 100인 이하 16 3.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62 14.3

101인 ~ 300인 이하 23 5.3 기타 제조업 39 9.0

주) n=435

3.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을 측정하는 도구는

선행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었다고

판단된 구조화된 측정도구를 사용함으로써 내용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통계적인 방법에 의한 신

뢰성과 타당성은 확인요인분석을 이용하여 요인

부하량 및 요인부하량의 통계적 유의성, 복합신

뢰성(CR), 평균분산추출계수(AVE)를 통해 평가

하였다. 확인요인분석 결과에서 자료가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요인부하량은 0.60 이상

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해야하는데 본 연구의

확인요인분석에서는 유의수준 0.01을 적용하였다.

또한 복합신뢰성과 평균분산추출계수는 Fornell,

Larcker(1981)가 제안한 방법에 의해 계산하였는

데, 복합신뢰성(CR) 계수는 최소 0.60 이상이어

야 하며, 평균분산추출계수(AVE)는 0.50 이상일

때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복

합신뢰성은 0.70이상, 평균분산추출계수는 0.50이

상인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

의 가설검정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표 3>의 신

뢰성과 타당성 검정 결과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측정도구가 기준에 충

족되지 못하여 제거되었는데 제거된 변수는 환

경불확실성 변수의 ‘제품수명주기(IU4)’, ‘신제품

출현빈도(IU5)’, 산업인프라의 ‘신기술, 신제품,

신사업 개발에 도움(IS3)’, ‘기업간 활발한 정보교

류(IG5)’, 경쟁적 성과의 혁신성과에서 ‘시장에서

신제품의 경쟁력(IN3)’, 운영성과의 ‘제품믹스

(OP3)’, 마케팅성과의 ‘제품 브랜드 경쟁력

(MK1)’ 등 7개 측정도구를 제거한 후 가설검정

을 실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자료들은 요인

부하량이 0.60 이상이면서 유의수준 0.01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고, 복합신뢰성은 0.70 이상, 평

균분산추출계수는 0.50 이상으로 앞서 제시한 신

뢰성과 타당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변수가 판별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관관계계수가 AVE 제곱근보다 낮고 변수간

상관관계계수가 0.90 이하이어야 한다(Hatcher,

2003). <표 4>에서는 변수간의 상관관계계수와

평균분산추출계수의 제곱근 값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평균분산추출계수의 제곱근이 상관관

계계수보다 높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따라서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에서 제

안한 연구모형의 타당성과 가설을 검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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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집중타당성 및 내적일관성 검토결과

Variable Estimate S.E. t-value CR AVE Fitness

환경불확실성

IU1 0.78 -　 -　

0.79 0.56

 
 =643.59

=2.12

RMR=0.03

GFI =0.90

AGFI=0.87

NFI=0.89

RFI=0.88

IFI=0.94

TLI=0.93

CFI=0.94

RMSEA=0.05

IU2 0.74 0.07 13.28

IU3 0.73 0.07 13.19

산업인프라

IS1 0.69 0.07 12.19

0.79 0.56IS2 0.81 -　 -　

IS4 0.73 0.08 12.50

기업가정신

ES1 0.80 -　 -　

0.92 0.59

ES2 0.80 0.05 18.41

ES3 0.68 0.06 15.11

ES4 0.81 0.05 18.76

ES5 0.81 0.05 18.81

ES6 0.73 0.06 16.26

ES7 0.73 0.06 16.26

ES8 0.76 0.05 17.31

혁신역량

IA1 0.81 -　 -　

0.88 0.60

IA2 0.74 0.05 16.60

IA3 0.75 0.05 16.69

IA4 0.79 0.06 17.93

IA5 0.79 0.05 17.90

경쟁적 성과

혁신

성과

IN1 0.73 -　 -　
0.71 0.55

IN2 0.75 0.09 12.49

운영

성과

OP1 0.70 -　 -　

0.80 0.57OP2 0.88 0.09 13.83

OP4 0.67 0.07 12.32

마케팅

성과

MK2 0.73 -　 -　

0.79 0.55MK3 0.80 0.08 13.56

MK4 0.69 0.08 12.50

<표 4> 변수간 상관관계 및 판별타당성 검토결과

　 　(1) 　(2) (3) (4) (5) (6) (7)

(1) 환경불확실성 0.75 　 　 　 　 　 　

(2) 산업인프라 0.25 0.75 　 　 　 　 　

(3) 기업가정신 0.40 0.20 0.77 　 　 　 　

(4) 혁신역량 0.47 0.25 0.42 0.78 　 　 　

(5) 혁신성과 0.41 0.13 0.35 0.55 0.74 　 　

(6) 운영성과 0.36 0.16 0.22 0.33 0.65 0.76 　

(7) 마케팅성과 0.38 0.17 0.30 0.49 0.64 0.36 0.74

주) 대각선의 굵게 이탤릭체로 표시된 수치는 판별타당성 검토를 위한 AVE의 제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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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검정
앞서 측정도구의 평가를 통해 신뢰성과 타당

성이 인정된 측정도구를 연구모형과 가설의 검

정에 활용하였으며, 가설검정에 앞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

도는  
 =682.94, χ 2/d.f.=2.18, RMR=0.03,

GFI=0.89, AGFI=0.87, NFI=0.89, RFI=0.87,

IFI=0.94, TLI=0.93, CFI=0.94, RMSEA=0.05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적합도는 χ 2/d.f.

는 3 이하, RMR은 0.10 이하, GFI, AGFI는 0.80

이상, NFI, RFI, IFI, TLI, CFI는 0.90 이상,

RMSEA는 0.10 이하로 나타날 때 적합도가 양

호하다고 알려져 있다(Hatcher, 2003).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지수가 적합도 권고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NFI와 RFI는 권고기준에 약간

미치지 못하지만 권고기준에 거의 근접하고 있

어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가설검정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가설검정 결과를 변수간의 추정경

로계수, 검정통계량, 통계적 유의성을 요약하여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환경불확실성이 혁신역량에 미치는 영향(추정

경로계수 0.35, 검정통계량 5.75)과 기업가정신이

혁신역량에 미치는 영향(추정경로계수 0.27, 검정

통계량 5.06) 그리고 혁신역량이 경쟁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추정경로계수 0.61, 검정통계량 9.48)

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업인프라가

혁신역량에 미치는 영향(추정경로계수 0.12, 검정

통계량 2.18)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가설을 검정하는 과정에서 다음 두

가지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연구모형의

우수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첫째, 혁신역량이 배

제된 상태에서 환경불확실성, 산업인프라, 기업

가 정신이 경쟁적 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검

정해 보았다. 그 결과는 <그림 3>에서 보는 바

와 같이 환경불확실성과 기업가정신이 경쟁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만 산업인프라와 경쟁적 성과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설명력에 있

어서도 <그림 2>의 연구모형에서는 혁신역량의

설명력이 0.31, 경쟁적 성과의 설명력이 0.37이었

으나 <그림 3>의 혁신역량이 통제된 상태에서

경쟁적 성과의 설명력은 0.27로 연구모형보다 낮

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Sobel 검정(MacKinnon 등, 2002)을 통

해 혁신역량의 매개효과를 검정하였다. 그 결과

환경불확실성과 경쟁적 성과의 관계에서 혁신역

량의 매개효과는 0.21(Sobel 통계량 4.91,

p<0.01), 기업가정신과 경쟁적 성과의 관계에서

혁신역량의 매개효과는 0.16(Sobel 통계량 4.45,

p<0.01), 산업인프라와 경쟁적 성과의 관계에서

혁신역량의 매개효과는 0.07(Sobel 통계량 2.11,

p<0.05)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독립

변수가 종속변수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매개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없는 상태에

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완전매개효

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Hair 등, 2006). 이러

한 기준을 본 연구의 결과에 적용해 보면 산업

인프라, 혁신역량, 경쟁적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

적 관계에서 혁신역량은 완전매개역할을 하고

있으며, 환경불확실성 및 기업가정신과 경쟁적

성과의 관계에서 혁신역량은 부분매개역할을 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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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경로계수 및 통계적 유의성

<그림 3> 혁신역량이 통제된 상태에서의 경로계수

Ⅴ. 논의 및 결론
환경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고

복잡할 뿐 아니라 예측의 신뢰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안정적일 때보다 분명히 위협적인 요인

이다. 그러나 벤처기업을 포함한 기술혁신형 기

업에게 불확실한 경영환경은 새롭고 다양한 시

도를 가능하게 하는 기회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도 한다. 국내에서는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극

대화된 90년대 말 IMF 이후 벤처기업 등 다양

한 형태의 기술혁신형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하

였으며,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일반기업들 보

다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은 새로운 기

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기술혁신형 기업은 경영자의 기술과 아이디어

그리고 열정을 바탕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

에 가용자원의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는 외부로부터 극복해야하며, 기업을 둘러싼

지역의 산업인프라는 기술혁신형 기업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환경불확실성,

산업인프라, 기업가정신이 기술혁신형 기업의 혁

신역량과 경쟁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으로 분석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

이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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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설정된 환경불확

실성과 산업인프라 및 기업가 정신은 혁신역량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영향력의

크기는 환경불확실성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다

음으로 기업가정신, 산업인프라의 순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술혁신형 기업은 불확

실한 경영환경 하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삼아 경영자의 기술과

아이디어 그리고 열정에 기초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용자원의 한계를 공급사슬 전후

방의 산업인프라를 바탕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

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기술혁신형 기업은 자사

가 영위하는 산업 관련시설이 집적화된 지역의

입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혁신역량은 기업의 경쟁적 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벤처

기업을 포함한 기술혁신형 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의사결정속도가 빠르며, 불확실한 환경 하

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틈새를 발견하여 출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흡수역량 그리고 이를 통한 신제품의 개

발과 출시는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긍정

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모형에서 혁신역량의 매개효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

효과 분석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직접적

으로 미치는 영향과 매개효과가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하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하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

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불확

실성과 기업가정신이 경쟁적 성과에 미치는 영

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환경불확실성과 기

업가정신이 혁신역량에, 혁신역량이 경쟁적 성과

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혁신역량의 부분매개역할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산업인프라가 경쟁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인프라가

혁신역량에, 혁신역량이 경쟁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혁신역량이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설

명력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본 연구의

<그림 2>에서 보여준 혁신역량의 매개역할을

포함한 연구모형이 <그림 3>의 혁신역량을 배

제한 모형보다 더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환경불확실성, 산업인프라,

기업가정신이 경쟁적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관계 보다는 혁신역량을 통해 경쟁적 성과

로 이어지는 관계가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술혁신형 기업은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경쟁적 성과를 향상시키는 과정이

라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기업이 실무적으로 환

경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지역의 산업 인프라를 적

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간의 정보활용과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위험을 감

소시키고 기대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으로 인증

을 받은 기술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불확

실성, 산업인프라, 기업가정신이 혁신역량을 통

해 경쟁적 성과로 이어지는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확인하고 결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

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대구와 경북지

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주로 제조기업

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이다. 본 연구를 통해

기술혁신형 기업에서 환경불확실성과 기업가정

신이 혁신역량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산업인프라

가 혁신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소 낮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는 특정 산업군이나 산업집적

단지에 소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대구와 경북지역에 산재한 기술혁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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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 판단된다. 최근 정부

에서는 지역 산업단지별로 특정 산업을 육성하

는 산업집적화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

구에서는 이러한 산업집적화가 이루어진 지역별

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다면 산업인프라가

혁신역량과 경쟁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아울러 기술혁신형 기업의 혁신역량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와 측정도구의 개발을

통해 이들 기업이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기

업이 영위하고 있는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 영향

력이 다를 수 있다. 본 연구는 산업별 표본의 규

모가 제한적이어서 이에 대한 분석까지 진행하

지는 못하였다. 산업별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보

다 의미있는 실무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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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environment uncertainty, industrial infrastructure and

entrepreneurship on innovative capability and competitive performance

- Case on Daegu Kyoung-Buk inno-biz SMEs -

Kim, Jang-Ho
*
· Ju, Ki-Jung

**

Under the environment uncertainty, inno-biz firms are likely to enter into new market with their

manager’s enthusiasm, know-how, and innovative idea. Therefore, the environment uncertainty

would be a new opportunity for their managers with entrepreneurship. The inno-biz firms have

limitation on resources that they can utilize, but the industrial infrastructure of the regions that

they are located in can be a factor overcoming the limitation of utilizing resources. Using inno-biz

firms, this study presents a research model with the effects of environment uncertainty, industrial

infra structure, and entrepreneurship on competitive performance.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showed by the research model, and found the significant relationship by using SEM.

And this study found the mediating effect of environment uncertainty, industrial infrastructure, and

entrepreneurship on innovative capability. Research result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provided in conclusion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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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bility, Competitiv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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