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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혁신형 중소기업 중 IT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각 요인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 중소기업과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 사전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기술혁신의 영향요인으로 중요성이 입증된 요인을 추가하여 수립
되었다. 연구모형은 독립변수로 혁신지향 문화, 연구개발 역량, 정보기술 역량, 리더십, 평가 및 보상, 매개변수는 지
식경영활동, 종속변수는 기술혁신으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IT 

중소기업은 (1) 혁신을 지향하는 조직문화와 정보기술 역량 그리고 리더의 리더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사내 
지식경영 활동은 필수적인 요인이다. (3) 성공적인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외 기술개발 주체들과 기술혁신 협력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평가 및 보상 제도의 디커플링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해결 과제로 보인다.

주제어 : 기술혁신, 혁신형 중소기업, IT중소기업, 조직문화, 조직관리역량, 기술혁신역량, 지식경영활동

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echnology innovation of 
the innovative IT SMEs. A research model is established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on the technology 
innovation of SMEs. The model consists of independent variables (Adhocracy culture, R&D capability, IT 
capability, Leadership, and Appraisal & Reward), an intermediate variable (Knowledge management), and 
dependent variables (product/service innovation and process innovation). Major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T SMEs pursuing technology innovation should: (1) pay attention to innovation 
oriented culture, IT capability, and evaluation & compensation systems of the company; (2) recognize that 
knowledge management is an essential activity performed by the company; (3) strengthen the R&D capabilities 
of the company by not only exerting internal efforts but establishing cooperative network with various parties; 
and (4) resolve the decoupling problem of the evaluation & compens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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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IT 산업의 발 은 지난 20세기동안 산업 명을 통해 

성장세를 유지해온 경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2010년  진입하면서 차 확산되기 시작한 지식

기반 경제는 산업 명을 체하며 속하게 진 되고 

있다. 최근 창조경제의 구 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러

한 지식기반 경제를 선도하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

공지능, 클라우드 컴퓨  등 ‘지식집약 산업'에 국가와 산

업계, 학계가 모두 주목하고 있다[1,2,3,4,5].

오늘날 지식집약 산업의 심에 있는 IT 산업은 기

업과 소벤처 기업의 거  랫폼 간의 경쟁이라 할 수 

있다. 검색, 미디어 콘텐츠, 교육, 게임, 융결제, SNS, 

상거래, 고,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와 가 제품뿐만 아니라 헬스 어, 스마트워치, 스마트

홈, 무인자동차 등 사물 간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정보공

유가 가능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랫폼에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한 특

정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은 일정 수 의 차별

성을 앞세워 유  분야로 랫폼을 확장하고 있다. 하지

만 성장 구도에 진입한 국내 경제상황과 기업과 

소기업 간의 양극화는 소기업들 간에 생존을 한 치

열한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자본력  핵심

기술 인력 등이 기업에 비해 부족한 소기업의 특성

상 단기간에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운 자  부

족과 문 인력의 이직 등으로 심각한 경 기에 직면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내에 창업한 벤처기업 수는 

2014년 84,697개로 년보다 12.1% 증가했으며, 로벌 

융 기가 발생한 2008년 일시 으로 감소(-4.9%)한 이

후 꾸 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6]. 하지만 창업 3년 이

후 생존율은 41%로 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최하 로 

나타났다. 국내 IT 벤처기업 10곳  6곳은 3년 안에 사

라지고 5년 안에 75%가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

년 이상 생존한 기업은 8.2%에 불과했다[6]. 이러한 기

상황을 인식한 기업들은 기술 신을 선택이 아닌 필수사

항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신활동을 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기존 기업에서 최근 소기업과 벤처기

업에 이르기까지 그 범 가 확  되고 있다.

기술 신이 기업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경쟁력의 원천

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이래, 기업의 기술 신 성과와 기

술 신 활동에 미치는 요인에 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

되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IT 산업을 심으로 빠르

게 변화하는 사회 상과 IT 산업에 속한 신  소기

업의 기술 신을 설명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 첫째, 

기존의 많은 기술 신 연구는 기술 신의 핵심 결정요인

과 각 요인들이 기업성과에 유의한지 여부에 집 하고 

있는 반면, 직 으로 기술 신을 수행하는 조직원들의 

기술 신활동에 향을 미치는 조직 내 핵심요인들과 

요성 그리고 요인들 한 향력을 객 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둘째, 패러다임의 변화가 신속하게 발

생하는 IT 산업에서 기술 신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

수에 한 이해와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 신은 기업의 

략  에서 매우 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최근까지 기업의 기술 신에 한 연구는 부분 

정부 조직과 기업  견기업 주로 연구가 진행되

고 있으며, 지속 인 신을 추구하는 신형 소기업, 

그 에서도 특히 IT 기업을 심으로 한 국내 연구는 거

의 무한 실정이다[7]. 셋째, 과거의 괴  신[8]에서

부터 최근의 '빅뱅 괴(BIGBANG disruption)' 신[9]

에 이르기까지 IT의 역할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

도, 기존의 기술 신 연구들은 부분 제조업에 속한 기

업들만을 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조업 심의 기

존 연구들은 신형 소기업의 제조 활동에 한 이해

를 도울 수 있으나, 다양한 무형자산을 심으로 한 IT 

기업의 신유형들 간의 비교분석에 한 정보 제공은 

미약하다. 최근  세계 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게임, 

SNS, 융 서비스 등을 경쟁력으로 내세운 IT 소기업

이 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에서 일부 산업에 국한

된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신유형이 존재하는 신형 

소기업에 한 황 악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정부

의 신형 소기업 유형에 따른 차별 인 정책수립에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10].

이에 따라 기존 IT 하드웨어 심의 신형 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 트웨어  IT 서비스, IT 융합기술 등의 

무형자산을 갖춘 신형 소기업을 상으로 기술 신

을 한 핵심요인의 도출과 이러한 요인들이 기술 신 

활성화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하는 연구의 필

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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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IT를 심으로 한 빠른 패러다임이 출 하는 사회에

서 IT 심의 신형 소기업은 새로운 시장개척과 창

조경제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단되며, IT 

명과 더불어 IT 산업에 속한 기업의 지속 인 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는 신형 소기업  IT 심의 기술 신활동을 수행

하는 기업들을 상으로 기술 신에 미치는 요인을 식별

하고, 각 요인들이 조직원의 기술 신활동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신형 IT 소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기

술 신에 을 맞춘다. 이는 과거부터 재까지 기술

신을 심으로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여러 연구

자들은 속한 패러다임 변화에 응하고 지속 인 경쟁

력 확보를 해 기업의 기술 신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 

활동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11,12,13]. 한, 

사회의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기술 신이 수행되지 

않은 조직의 경쟁력은 결국 모방될 것이고, 제품과 서비

스는 보편 인 것으로 락됨으로써 가격경쟁에만 매달

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측되기 때문에, 

기술 신에 미치는 요인과 기술 신으로 이어지는 과정

에 한 분석은 시 에서 매우 필요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술 신을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으로 인식하고, IT 심의 신

형 소기업을 심으로 조직 내 기술 신에 향을 미

치는 내부  요인을 도출하고, 각 요인이 기술 신에 미

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IT 심의 신형 소기업에서 기술 신

의 효과성을 극 화하기 해 갖춰야할 요소를 식별하고,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응과 이러한 변화를 기업의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

는 기술 신 활성화 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이 경

쟁우 를 실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실무 이고 이론

인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본 연구의 연구배경과 필요성, 연구의 내용과 목 을 서

술한다. 제2장 이론  배경에서는 기술 신 이론과 연구

동향, 신형 소기업의 유형과 기술 신유형, 기술 신

에 미치는 향요인에 한 국내·외 선행연구의 분석 결

과를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문헌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한 연구모형과 이를 바탕으로 실증 으로 검증할 연

구 가설에 해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연구모형에 포함

된 변수들의 측정항목, 설문조사 방법, 데이터 분석 방법 

 분석 차 등을 기술한다. 제5장에서는 수집된 설문 

데이터를 통계 으로 분석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결론으로서 연구의 주

요한 결과를 정리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학

술  실무 인 시사 , 연구의 한계 , 향후 연구 방향 

등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기술혁신 이론과 연구동향 

기 기술 신 이론은 Schumpeter[14]가 강조한 ‘변

화와 성장’을 통한 경제발 에 을 두고, 주요 요인으

로 자본과 인구의 성장, 시장과 기술 그리고 생산조직의 

변화를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Schumpeter는 신을 

‘창조  괴의 과정(Creative Destruction)'이라고 주장

하고, 신제품 발명  개발단계, 새로운 생산방법의 도입 

는 신기술 개발단계, 새로운 시장 개척단계, 원료  부

품의 새로운 공 단계, 새로운 사업의 새로운 조직형성

단계로 구분했다. 이후 이를 확장한 연구에서는 제품 

신과 공정( 로세스) 신에 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이론은 Oslo Manual[15]에도 잘 반 되어 있다. 

재까지도 슘페터의 연구는 슘페터의 가설이라고 불리

면서 기술 신과 련된 다양한 연구에서 인용되고 있다. 

기 국가경제 차원에서 제시된 기술 신 연구는 이

후 기업 수 의 기술 신에 한 연구로 발 했다. 기업

수 의 연구는 기 기술 신의 일반 인 성격에 한 

연구(S-곡선)에서 시작되어, 기업의 신 패턴을 신유

형 별로 악한 연구[16]로 이동하 다. 이후 Anderson 

& Tushman은 기술  변이와 선택, 선택된 단일 디자인

의 종말이라는 순환과정으로 언 했고, 기업 핵심역량에 

미치는 향에 따라 핵심역량 괴와 핵심역량 강화로 

구분하 다[17]. Henderson & Clark은 기술  단 과 지

배  디자인(dominant design)에 따른 기업의 신활동

을 언 하기도 했다[18]. Bower & Christensen은 기술

신을 괴  신(disruptive innovation)과 존속  신

(sustaining innovation) 개념을 통하여 조  다른 시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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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하 고[19], 괴  신이론은 재까지도 많은 

연구에서 인용되고 있다. 이처럼 기술 신 연구는 조직

 역동성, 기술 신과 고객니즈, 기술 신과 력을 넘

어 기술 신의 특성에 한 연구에서 시장의 계를 통

한 기업성과 연구로 변화되고 있으며, 더욱이 시장의 패

러다임 변화가 빠르게 발생함에 따라 기존 시장보다는 

앞으로의 시장을 측하고 만족시키기 한 연구로 변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 

빠른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기술 신의 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Downes & Nunes가 제

시한 ‘빅뱅 괴' 신 연구[9]가 주목을 받고 있다. 연구

에 따르면, 빅뱅 괴 신은 가격 경쟁력과 높은 수 의 

품질, 소비자 친화성을 모두 만족시킴으로써 경쟁우 를 

하는 괴력을 제공한다. 한, 제품  서비스의 수명

주기 단축, 제품 개발 비용 감, 략의 자유로운 실행 등

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빅뱅 괴의 기술 수명

주기는 신기술이 채택되기까지 5단계로 구분한 통

인 방법과는 달리, 기 제품·서비스를 사용하는 시험 사

용자(Trial Users)와 그 외 다수 수용자(Vast Majority)

로 축약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21]. 

지 까지 살펴본 기술 신 이론은 기 국가차원의 

기술 신에서 기업 간 기술  력을 넘어 ‘빅뱅 괴' 

신으로 발 되어 가고 있으며, 기술 신의 근본 인 특

성에 한 연구에서 시장의 변화와 기술 신 간의 계 

그리고 기술 신을 통한 기업성과에 한 연구로 나타나

고 있다. 특히, IT를 심으로 시장의 변화가 속히 

개됨에 따라 기존 제조업 심의 기술 신 연구에서 IT 

산업과 IT 융합산업을 심으로 한 기술 신 연구로 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신형 소기업의 기술 신 성과와 사회

 향력이 증가되면서, 신형 소기업과 기술 신간

의 계를 분석한 연구들 한 보고되고 있다[10,22,23,24]. 

소기업  신형 소기업은 활발한 기술 신을 앞세

운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IT 명과 더불어 

IT 산업에 속한 기업의 지속 인 신은 선택이 아닌 필

수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클라우드, 모바일, 소셜네

트워크, 빅데이터 등의 ICT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격한 성장과 증가는 통 인 IT 산업 외에도 사물인

터넷, 의료, 교육, 보안 등 IT 융합 시장으로 그 범 를 넓

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무형자산을 심으로 한 

IT 기업의 신 유형들 간의 비교분석에 한 연구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종합해보면, 오늘날 기술 신은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으로 볼 수 있고, IT 심

의 신형 소기업을 심으로 조직 내 기술 신에 

향을 미치는 핵심요인 도출과 기술 신으로 이어지는 과

정에서 각 요인들의 향력을 객 으로 분석한 실증연

구는 IT 심의 신형 소기업과 기술 신 간의 계

에 한 이해를 돕는데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단된다.

2.2 혁신형 중소기업(Innovative SMEs)

신형 소기업이란 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

치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갖춘 소벤처기업을 말한다. 

즉, 생산, 기술개발, 업, 마  등 기업의 경 활동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해 신을 수행하여 경

쟁우 를 한 소기업들이다[25]. 이러한 신형 소

기업은 산업 반에 향을 미치며, 새로운 고부가가치

의 산업을 개척할 수 있는 효과 인 수단인 동시에, 소

기업에서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소

기업 간의 양극화 해소를 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산업 체의 신 활동을 진하는데 정 인 향과 

새로운 시장 개척에 있어 유효성을 지니고 있으며[25], 

신제품 개발, 특허건수  비율 등 기술 신 성과 측면에

서 일반 소기업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23,26,27].

신형 소기업에 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에 의해 

다양한 연구 상황에서 상이한 으로 진행되어 왔다. 

한, 신형 소기업은 신  소기업(Innovative 

SMEs),신생기술기반 소기업(New Technology-Based 

SMEs), 하이테크 소기업(High-Technology SMEs), 

장기생존 신 소기업(Long-Lived,Highly Innovative 

Small Firm, Serial Innovator), 기술집약  소기업

(Technology-Based SMEs), 신형 소기업

(Innovation Type SMEs) 등 다양한 용어로 정의되고 있

다[18]. 국내의 경우, 주로 정책  목 에 따라 신형 

소기업의 유형을 벤처기업, 기술 신형 소기업기업(이

노비즈), 경 신형 소기업(메인비즈)으로 구분하고 

있다[23]. 이처럼 신형 소기업의 개념은 국가  기

,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고 있으며 동일

한 개념의 신형 소기업 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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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까지 소기업의 기술 신  기술학습에 한 

연구와 각 산업의 소기업 략  략유형에 한 분

석 등을 심으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체로 신

형 소기업은 다른 어느 유형의 소기업에 비해 높은 

경 성과와 고용 효과를 나타내고, 기업의 장기 인 생

존과 발  측면에서도 유리함을 알 수 있다[22]. 한, 

재 많은 신형 소벤처기업의 신은 IT를 활용한 기

술 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신의 결과물들은 

온라인과 오 라인을 통하여 소비되고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신형 소기업  IT 심의 신형 소기업의 

기술 신에 을 맞추고, 선행연구에서 언 된 신형 

소기업의 개념을 바탕으로 IT 신형 소기업을 IT 

신활동 심 기업, 즉 기술경 (Technology Innovation 

Management: TIM, Management of Technology: MOT)

과 ICT 기술(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빅 데이터 분석, 클

라우드 컴퓨 , 스마트 디바이스, IOT, 개방형 OS 랫

폼 등)을 활용하여 제품·서비스 신 는 로세스(공

정) 신을 수행한 기업으로 정의하 다.

2.3 기술혁신(Technological innovation)

신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행동을 산출하여 이를 개

발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

에는 조직원과 계되는 새로운 계획 는 로그램, 새

로운 조직구조  리시스템, 신제품이나 서비스 는 

새로운 생산 로세스 기술 등이 포함된다[28]. 기술 신

은 반 인 신의 개념을 포함하며, 의  개념으로

는 기술  진보를 의미하고, 의  개념으로는 시장성

이 유망한 제품의 특성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29]. 

한, 기술 신은 조직의 기술  필요성으로부터 시작하

여 조직의 기술체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련된 기술의 채택 는 생산과정 

 서비스 운용에 새로운 요소들의 도입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30]. 오늘날 기술 신은 복잡하고 다원 인 특성

을 보이며 신속도에 따라 진  신과 진  신, 

신의 폭에 따라 폭  신(major break through)과 

소폭  신(narrow break through) 그리고 기본  신

(basic innovation)과 부수  신(sub innovation)으로 

구분되기도 한다[31]. 이와 같이 기술 신은 연구 상을 

인식하는 시각과 신의 범 에 따라 다양하게 언 되고 

있다.   

최근 기술 신에 한 이론 에서 괴  신 이론

[8,32]과 ‘빅뱅 괴' 신 이론[9]은 가장 주목을 많이 받

고 있는 이론  하나이다. 이러한 이론이 주목받는 이유

는 IT 산업이 본격 으로 활성화되던 시기부터 재까지 

빠르게 발 하는 IT 기술과 치열한 기업 간 경쟁, 빠른 

패러다임의 변화 등의 요인 때문이다.

기술 신에 해 다양한 에서 연구가 진행되면서 

기술 신의 유형 한 < Table 1 >에 정리되어 있는 바

와 같이, 여러 연구에서 다양한 기술 신의 유형을 제시

하고 있다. 하지만 보편 으로 기술 신은 제품  서비

스 신과 로세스 신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nnovation type Source

Product innovation, Process 

innovation

OECD[15]; Schumpeter[33];

Barney & Griffin[34];

Arundel & Hollanders[35];

Lassen et. al,[36]; 

Sang-Joo Cho[39]

Product innovation, Process 

innovation, Service innovation

Tae-Wook Yoo[24]; 

Si-yeong Kim[29]; 

Joong-Gyoo Lee[37]

Product innovation, Process 

innovation, Radical/Incremental 

innovation, 

Continuous/

Discontinuous 

innovation

Sang-Hun Ahn[38]

<Table 1> Technological innovation type

제품·서비스 신은 제품의 원천 인 “특성이나 기술

 사항, 장착된 소 트웨어, 는 사용자 친화성  용도 

측면에서 새롭거나 획기 으로 개선된 제품·서비스를 도

입하여 시장에 출시하고 회사에 매출에 향을  경우”

를 의미한다[15]. 여기에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

의 품질이나 수 을 개선하거나 제품 역을 확 한 경

우 등이 포함된다[40]. 한, 서비스의 생산과 련된 

신으로 융 산업에서 새로운 융서비스의 창안, 게임 

산업에서 새로운 게임의 개발 등 소 트웨어 심의 서

비스가 서비스 기술 신에 포함되고, IT 융합기술을 사

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한 

서비스 신으로 볼 수 있다[41].

로세스 신은 기존 제품생산  유통,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 로세스에 새로운 변화를 도입하는 신으로

서, 품질개선, 원가 감, 시간단축  서비스수 의 향상 

등을 목 으로 한다[37]. 이러한 로세스 신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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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del of Research

공정측면에서 생산 기법, 생산 자동화설비 는 통합된 

로세스의 도입 등을 포함하며, 물류 방식에 제품 배송

에 바코드, RFID 도입을 통한 생산  유통과 그 외 통합 

유통망, ERP 등 IT 도입을 통한 지원 방식을 포함한다[40].

 

2.4 기술혁신의 영향요인

    (Determinan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기술 신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의 원천으로 인

식되기 시작하면서 기업의 기술 신 성과와 기술 신활

동에 미치는 향요인에 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술 신의 향요인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슘페

터 가설을 바탕으로 한 기업규모, 산업별 R&D  외부

향요인 등을 주요 독립변수로 인식한 연구[14,42,43]와 기

업의 조직문화, 지식경 , 기술 신역량, 연구개발역량, 

외부 네트워크, 수출활동, 정부지원 등 다양한 결정요인

들을 추가한 연구들[7,44,45,46,47]이 있다. 

재까지 기술 신을 심으로 한 많은 연구가 수행

되었고, 그에 따른 지식 한 상당히 축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언 하고 있는 기술 신

은 새롭고 개선된 제품  공정 는 서비스를 한 기회

의 탐색과 이를 활용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48], 이러

한 에서 기술 신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크

게 조직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 내부역량과 외부환경을 심으로 기술 신 결정

요인에 한 요도 분석해 보면, 조직 내부역량(62.3%)

이 외부환경(37.7%)에 비해 기술 신에  더 큰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이것은 사내 기술 신은 조직

내부의 역량이 갖추어졌을 때 가능하며, 성공 인 기술

신의 수행을 해 내부핵심역량 강화에 보다 집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이러한 결과는 기업 경쟁력

의 원천을 분석한 기존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기업의 

자원과 외부 환경이 성숙되어 갈수록 기술 신을 한 

역량은 조직내부 역량에 있고, 기업별로 경 성과에 차

이가 나는 근본 인 원인은 기업 고유의 내부역량 때문

이라는 경 략의 이론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7]. 기

업 간 무한경쟁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해서는 기업 내부 역량의 탐색(exploration)과 활용

(exploitation) 모두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과도 련성

이 높다[49,50]. 따라서 재 기업이 보유한 경쟁력의 극

화와 새로운 기술  제품·서비스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해서는 내부역량 강화에 집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선행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오늘날 기업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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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Operational Definition

Organizational 

culture

Adhocracy 

culture

culture in which organization members recognize creativity as a core asset of the organization; 

organizational culture that respects dynamics, risk taking, distinctiveness, innovation, challenge, 

and creativity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R&D 

capability
organization’s ability to execute strategy, functions and processes in a integrating way

IT capability
infrastructural capability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s), information 

utilization capability, and information acquisition & analysis capability of an organization

Organization 

managerial 

capability

Leadership
leadership capability that can provide organization members with vision and mission, and can 

convey value and belief through leader’s passion

Appraisal and 

Reward

degree of understanding about the organization’s evaluation system, recognition of the fairness 

of the system, satisfaction on the evaluation results and compensation, and alignment with the 

performance

Knowledge management

cyclic activities in which information needed for the business is acquired through various 

activities, the acquired information and knowhow are shared among organization members, the 

shared information is absorbed into knowledge of organization, and absorbed knowledge is 

transferred to organization members again

Technological 

innovation

Product/

Service 

innovation

new product/service development and other important changes that can significantly affect 

attainment of competitive advantage

Process 

innovation

drastic changes in the process that can significantly affect cost reduction and attainment of 

competitiveness

<Table 2> Operational Definition

인 성장과 경쟁우 를 하기 한 기술 신은 기업의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선

행연구에서 공통 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내 기술 신은 

기존의 것을 크게 개선시키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

하고, 이를 기업의 경제  는 사회 으로 가치 있는 새

로운 것으로 환시키는 의도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 신의 이론을 정립한 슘페터의 

연구와 이후에 수행된 기술 신 연구를 바탕으로 기술

신을 조직 내 새로운 것을 하고자 하는 행동으로서, 새로

운 아이디어 는 재 기술을 개선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 서비스, 로세스 등에 용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언 하고 있는 기술 신은 

새로운 것을 산출하려는 의미로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이를 만들어 내기 한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의 

에서 보았을 때, 기술 신은 새롭고 개량된 제품  서

비스 는 로세스를 한 기회를 탐색·활용하는 과정

으로 볼 수 있다[48]. 따라서 기술 신을 통한 기업의 성

과(이익) 측면 보다는 조직원의 기술 신 활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집 분석하고 도출된 각 요인이 기술 신

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해 기술 신 이론의 발  

과정과 연구 흐름을 고찰하 고, 국내 소기업과 신

형 소기업의 기술 신과 기술 신의 향요인 간의 

계를 분석한 연구[27,39,51]를 기반으로 기술 신의 향

요인으로 요성이 입증된 요인을 추가하여 다음의 [Fig.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수립하 다.

먼 , 기술 신은 제품·서비스 신(Product/Service 

innovation)과 로세스 신(Process innovation)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제품·서비스 신은 신  제품 

 서비스를 효율 으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신이

고, 기존 서비스 는 생산과정 등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

하여 효율성 향상  생산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신을 

말한다. 그리고 기술 신에 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은 

크게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업의 자원과 외부 환경이 성숙되어 갈수록 기술 신을 

한 역량은 조직내부 역량과 더 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52]. 따라서 조직내부 역량을 심으로 기업

의 신활동에 요성이 입증된 조직문화의 요인인 ‘

신지향 문화’, 기술 신 역량으로서 기존 제조업 심의 

기술 신 연구에서 요성이 입증된 ‘연구개발 역량’과 

IT 기업의 핵심 역량  하나인 ‘정보기술 역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 리 역량으로서 기술 신뿐만 아니라 

신활동과  조직성과 측면에서 요성이 입증된 ‘리더

십’과 ‘평가  보상’을 독립변수로 설정하 다. 매개변수

로는 최근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신 활동뿐만 아니라 

기업경  반에 향을 미치는 ‘지식경  활동’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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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기술 신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하고자 하 다. 

지식경 활동을 매개 변수로 설정한  근거는 국내 소

기업  첨단기술 기업을 상으로 수행된 선행연구

[39,53,54]에서 기술 신의 매개요인으로 그 향력이 입

증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의 정의

는 < Table 2 > 와 같다.

3.2 연구가설

3.2.1 혁신지향 문화(Adhocracy culture)

조직문화는 사내 조직원의 가치 과 신념, 그리고 행

동에 큰 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조직문화를 지식경 에 요한 요인으로 

언 하고 있다. 신 이고 력 인 문화는 지식경  

활동과 한 련성을 가지고 있다[51,55]. 조직원들 간

에 자신이 보유한 정보와 지식을 먼  개방하고, 이를 조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조직문화는 지식의 달과 조직 내 

지식의 생성을 한 핵심 인 수단 의 하나이다[56]. 

이와 같이 신지향 문화는 지식경  활동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기술 신에도 정 인 향

을 미친다.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된 소기업에서 업무

를 수행하려면 기술 집약  일인다역의 극 이고 능동

인 업무 처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소기업에 있어 

력과 신을 추구하는 문화는 기술 신에 있어 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51]. 신에 한 기본 지식을 갖춘 

조직은 신 환경의 조성을 통해 조직원들이 신 행동

을 발휘할 수 있고, 조직원들의 신 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28,46]. 

이처럼 신을 지향하는 조직문화는 조직원의 신행

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지식경 활동과 기술 신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 다.

I-1 : 신지향문화는 지식경 활동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I-2 : 신지향문화는 지식경 활동을 매개로 제품·서

비스 신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I-3 : 신지향문화는 지식경 활동을 매개로 로세

스(공정) 신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3.2.2 연구개발 역량(R&D capability)

많은 연구에서 기업의 기술 신 역량의 하나로 언

되고 있는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은 신 인 제품 개발

을 한 기술, 지식의 습득과 이를 활용하기 해 요구되

는 능력을 말한다[52]. 연구개발은 신제품 개발. 제품의 

품질  성능 향상 등을 통해 매출 증 와 수익성을 제고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기업들은 기업 경쟁력

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많은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

다. 이러한 연구개발 역량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지식

경  활동과 기술 신에 련성이 입증되고 있다. 벤처

기업에 있어서 연구개발 부문과 지식경  활동은 한 

련성이 있고, 연구개발 종사자의 지식경  활동이 

신  업무행동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7]. 한 여러 연구에서 사내 연구개발 역량은 기업의 

신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7,58,59].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 다.

II-1 : 연구개발역량은 지식경 활동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II-2 : 연구개발역량은 지식경 활동을 매개로 제품· 

서비스 신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II-3 : 연구개발역량은 지식경 활동을 매개로 로세

스(공정) 신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3.2.3 정보기술 역량(IT capability)

정보기술 역량은 기업에서 지원하는 정보기술 인 라

와 이를 활용하여 업무에 용하는 조직원의 역량으로 

볼 수 있다. 정보기술 역량과 지식경  활동에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지식경 에서 IT의 요성이 강조되면

서, 정보기술 역량은 지식의 생성과 이 을 한 핵심 요

소로 거론되고 있다[60]. 조직 내 정보기술 인 라는 지

식경  활동을 한 기술  기반으로서, 단  지식  

정보를 수집  교환, 장 등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지식의 획득과 장  공유를 진시킨다[61]. 도입된 

정보시스템 인 라를 조직원들이 이를 얼마나 효율 으

로 활용하는가는 지식경  활동에 있어 매우 요한 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51]. IT는 조직의 기술 련 소통과 

학습자, 력  신 네트워크간의 상호작용과 이를 통

한 조직의 기술지식 산출에 요한 매개역할을 한다[62]. 

IT는 조직이 갖추어야할 핵심역량 의 하나로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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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정보기술역량은 비즈니스 로세스, 재무  성과와 

략  행동, 신제품 개발 등과 같은 조직성과에 있어 핵

심부분을 차지하고 있다[63].

이와 같이 정보기술역량은 지식경 활동에 정 인 

향을 미치며 기술 신과도 한 련성을 보이고 있

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 다.

III-1 : 정보기술역량은 지식경 활동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III-2 : 정보기술역량은 지식경 활동을 매개로 제품· 

서비스 신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III-3 : 정보기술역량은 지식경 활동을 매개로 로

세스(공정) 신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3.2.4 리더십(Leadership)

조직의 리  측면에서 조직을 이끄는 리더의 강한 

리더십은 조직의 목표와 조직원의 목표를 동일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서, 조직의 목표달성에 매우 요한 향

력을 행사한다[64]. 

이러한 리더십은 지식경 의 핵심 동인 의 하나로

서, 지식 리시스템 도입과 도입 후 시스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식경  도입 기에 지식의 획득  이 , 활용

에 있어서도 매우 요한 요인이다[51]. 한 리더십은 

조직원의 가치 , 윤리의식, 행동규범, 목표 등에 향을 

미침으로써 개인을 변화시키고, 조직 내 신 활동을 증

진시킨다[29,64,65]. 

이와 같이 사내 지식경  활동과 기술 신의 활성화

를 해서는 리자의 리더십은 매우 요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 다.

IV-1 : 리더십은 지식경 활동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IV-2 : 리더십은 지식경 활동을 매개로 제품·서비스 

신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IV-3 : 리더십은 지식경 활동을 매개로 로세스(공

정) 신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3.2.5 평가 및 보상(Appraisal and Reward)

평가  보상 시스템은 조직원 개개인의 업무에 한 

동기 부여를 한 수단을 제공하는 동시에 비용의 최소

화와 조직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다[66], 이러한 평가 

 보상은 지식공유의 활성화를 해서도 필요하다. 지

식은 조직 구성원들의 경쟁력이 되고, 유용한 지식을 습

득하기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원들 

간의 극 인 지식 공유를 해서는 조직 구성원의 지

식 기여에 한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보상 제도와 연계

해야 한다[67,68]. 이러한 성과에 한 평가와 보상은 조

직의 기술 신과도 한 련성을 보이고 있다. 기업

에서 기술 축 을 통한 개인  성장을 이룬 조직원은 기

업에 해 강한 소속감을 갖고 조직에 몰입할 수 있게 되

며, 보상은 직무수행 능력에 따라 제공되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따른 직무특성의 변화에 유연한 처와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한 조직원의 동기부여에도 기여한다. 평

가와 보상은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의 기술

신 성과를 증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69,70]. 한, 

효율 이고 인센티  심의 고용계약 체결은 기업보

다 소기업이 더 유리하며, 이는 소기업에서 기술

신의 경쟁우 를 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다고 한다

[71].

이처럼 업무성과에 한 합한 평가와 보상은 지식

경 활동과 기술 신에 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 다.

V-1 : 평가  보상은 지식경 활동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V-2 : 평가  보상은 지식경 활동을 매개로 제품·서

비스 신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V-3 : 평가  보상은 지식경 활동을 매개로 로세

스(공정) 신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3.2.6 지식경영활동(Knowledge management)

지식기반사회에 어든 시 에서 조직원의 지식에 

기반을 둔 지식경 은 조직의 신활동을 지원하며, 지

식경  로세스를 통한 신활동은 제품 차별화와 경쟁

력 강화에 정 인 향력을 미친다[39,72]. 조직 내 지

식의 창출과 신에 한 리능력 강화는 기업의 경쟁

력 향상에 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조직에서 발생하

는 지식의 창출과 변환능력은 그자체로서 경쟁력 강화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56,73], 성공 인 신을 한 

진요인의 역할을 수행한다[54]. 한 지식경 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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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easurement Items Reference

Organizatio

nal culture

Adhocracy 

culture

1. My company is a dynamic and creative place. Organization members recognize 

  the need for creativity and respect creation of ideas highly.

2. My company respects individual's challenge, innovation, freedom and personality.

3. Major forces to unite my company are innovation and commitment for growth.

4. My company encourages to acquire new technology or to continue new challenges.

5. My company aims at producing distinctive and new products.

[75,76,77]

Technologi

cal 

innovation 

capability

R&D 

capability

1. My company members have high level of interest in R&D.

2. My company's management system for R&D process is excellent.

3. My company's R&D personnel has high level of experience.

4. In my company, ratio of employees with more than Bachelor's degree is higher.

5. My company's R&D performance is excellent.

[44,78,79,80,

81,82,83]

IT 

capability

1. My company has an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such as intranet.

2. My company is collecting outside information using IT.

3. My company is storing and managing information using IT.

4. My company is analyzing information using IT.

5. My company is making decisions using IT.

[84,85,86,87

,88]

Organization 

managerial 

capability

Leadership

1. Leader of my company is leading by examples with confidence, presents visions, 

  makes the company united by driving consensus and supports among organization   members.

2. Leader of my company encourages organization members to commit to mission and 

  objectives of the company.

3. Leader of my company expects organization members to achieve more than 

  anticipated 

4. Leader of my company fosters atmosphere to be loyal to organization and top 

  management.

5. Leader of my company has interest in and takes good care of personal matters of    organization 

members.

[29,89]

Appraisal 

and 

Reward

1. I am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results of performance evaluation done by my company.

2. I am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ways of performance evaluation done by my company.

3. I think that performance evaluation of my company is being done in a fair way.

4. I think that rewards are well aligned with performance in my company.

5. I clearly understand the evaluation system of my company.

[90,91,92]

Knowledge 

management

1. My company is creating new knowledge effectively.

2. My company stores experience or knowhow acquired during the job well.

3. My company is acquiring knowledge through analyses of new products/services and    market trends.

4. My company is absorbing and distributing knowledge of organization members well.

5. My company is transferring knowledge to organization members well.

[51,60,93]

Technologi

cal 

innovation

Product/S

ervice 

innovation

1. My company's new products/services have more new functionalities than those of competitors.

2. My company's new products/services have considerably improved performance

  (function) than existing products/services.

3. My company's ability to market new products/services is better than that of competitors.

4. My company's new products/services provide considerable benefits to the market.

5. My company's new products/services reflect market needs well.

[27,37,49,94,

95,96]

Process 

innovation

1. Processes that are newly introduced or improved have brought considerable cost reduction.

2. Product(service) delivery of my company is far faster than that of competitors.

3. When adopting a new process, uncertainty about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process 

compared to the existing process has existed.

4. New processes of my company have considerably changed the existing processes

[27,37,49,94,

96,97]

<Table 3> Measurement Items

신과 로세스 신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74].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 다.

VI-1 : 지식경 활동은 제품·서비스 신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VI-2 : 지식경 활동은 로세스(공정) 신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방법

4.1 변수의 측정항목

본 연구의 변수에 한 측정항목은 선행연구를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항목을 식별하여 사용하 다

(< Table 3 > 참조).

설문항목은 5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 다. 설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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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Frequency

(%)
Item

Frequency

(%)

Gender
Male 203(61.5)

Monthly Income

(One hundred 

million won)

less than 100 160(48.5)

Female 127(38.5) less than 100∼300 85(25.8)

Marital 

Status

Single 125(37.9) less than 300∼1,000 62(18.8)

Married 205(62.1) more than 1,000 23(7.0)

Age

20's 52(15.8)

Number of 

employees

less than 50 137(41.5)

30's 117(35.5) less than 50∼100 76(23.0)

40's 129(39.1) less than 100∼200 60(18.2)

50's & over 32(9.7) more than 200 57(17.3)

Service 

period

less than 1 Year 20(6.1)

Type of 

business

S/W 70(21.2)

less than 1∼5 Year 81(24.5) H/W 45(13.6)

less than 5∼10 Year 82(24.8) Internet/Content 65(19.7)

more than 10 Years 147(44.5) Communication/Mobile 33(10.0)

Position 

Team member 100(30.3) Shopping mall/Open market 48(14.5)

Middle management 143(43.3) Security 15(4.5)

Team leader 62(18.8) IT consulting 51(15.5)

Business 

generalization(CEO)
25(7.6) Game 3(0.9)

<Table 4> Demographic Information of the Sample                                            (N: 330)

은 경 정보학 분야의 교수 2인, 박사과정생 3명을 상

으로 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문항의 용어와 순서 등

을 수정·보완하 다. 한, 모집단에 근사한 표본 응답자

들 5명을 선정하여, 설문항목을 미리 테스트하고 수정하

는 과정을 거쳤다.

4.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 상은 국내 소기업  IT 심의 

신형 소기업으로서, 2016년 재 IT 신활동 심 기

업, 즉 기술경 과 ICT(빅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컴퓨 , 

스마트 디바이스,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개방형 OS 

랫폼, IOT 등)를 활용하여 제품·서비스 신 는 로세

스(공정) 신을 수행한 기업의 조직원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국내 인증 제도를 통해 신형 기업으로 지정

된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의 인증 기업  ICT 

소벤처기업 구성원들의 이메일을 보유한 문 리서치 

기 과 조하여 진행하 다. 2016년 4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00여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365명으로부

터 설문을 회수하 다. 회수된 설문결과  응답 내용이 

불성실하고, 신뢰성이 낮은 설문을 제외하고, 최종 으로 

330명의 설문데이터를 분석 데이터로 사용하 다. 통계 

분석 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 모델링(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이용하 고, SPSS 23.0과 AMOS 22.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 다.

5. 연구결과분석

5.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과 이들이 속한 기업의 일반

인 특성은 다음의 < Table 4 >에 정리되어 있다.

먼 , 응답자들이 속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소 트웨

어,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기업, IT 컨설 , 쇼핑몰  

오 마켓, 하드웨어 순으로 나타났고, 일부 보안과 게임 

기업도 포함되어 있어서, 표본은 IT 산업 반을 포 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출 규모는 100억 미만의 기업

이 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1,000억 이상의 기업은 

10% 이하로 나타났다. 기업의 직원 수 한 50인 미만의 

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본 연구의 주 상인 

IT ·소 벤처기업의 일반 인 분포와 거의 일치하는 결

과이다[98].

응답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61.5%)로 여성

(38.5%)보다 높게 나타났고 미혼(37.9%) 보다는 기혼

(62.1%)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 는 30(35.5%)∼

40(39.1)  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재직기간

은 10년 이상(44.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년 미만

(6.1%)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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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모형 적합도 검증

5.2.1 구조모형분석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선행 연구를 토 로 설계되었

고, 향요인들과 측정변수들 간의 련성에 을 두

고 있으므로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사용하여 측정모형을 분석하 다. 

Latent variable
Observed 

variable

1st 2nd

Remarks
R2 Loadi

ng
R2 Loadi

ng

Adhocracy 

culture

ac1 0.54 0.74 0.55 0.74

ac2 0.51 0.71 0.51 0.71

ac3 0.58 0.76 0.58 0.76

ac4 0.43 0.66 0.43 0.66

ac5 0.49 0.70 0.49 0.70

R&D capability

rd1 0.53 0.73 0.53 0.73

rd2 0.53 0.73 0.54 0.73

rd3 0.49 0.70 0.48 0.69

rd4 0.23 0.48
deleted in the 

1st

rd5 0.56 0.75 0.56 0.75

IT capability

it1 0.49 0.70 0.49 0.70

it2 0.56 0.75 0.56 0.75

it3 0.52 0.72 0.51 0.72

it4 0.56 0.75 0.56 0.75

it5 0.60 0.77 0.60 0.78

Leadership

ld1 0.62 0.79 0.62 0.79

ld2 0.50 0.71 0.52 0.72

ld3 0.46 0.68 0.46 0.68

ld4 0.39 0.62
deleted in the 

1st

ld5 0.50 0.71 0.50 0.71

Appraisal and 

Reward

ar1 0.57 0.75 0.57 0.76

ar2 0.63 0.80 0.66 0.81

ar3 0.63 0.79 0.62 0.79

ar4 0.48 0.69 0.47 0.69

ar5 0.38 0.62
deleted in the 

1st

Knowledge 

management

km1 0.55 0.74 0.55 0.74

km2 0.53 0.73 0.53 0.73

km3 0.48 0.69 0.48 0.69

km4 0.59 0.77 0.59 0.77

km5 0.61 0.78 0.61 0.78

Product/Service 

innovation

ps1 0.53 0.73 0.53 0.73

ps2 0.50 0.71 0.50 0.71

ps3 0.55 0.74 0.55 0.74

ps4 0.57 0.75 0.57 0.75

ps5 0.53 0.73 0.53 0.73

Process 

innovation

pi1 0.55 0.74 0.55 0.74

pi2 0.53 0.73 0.54 0.73

pi3 0.48 0.69 0.78 0.69

pi4 0.50 0.71 0.50 0.70

<Table 5> Convergent Validity

첫째, 집 타당성은 AMOS에서 제공되는 다 상 자

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과 표 요인부하량

(Standardized Factor Loading)을 사용하여 검증하 다. 

다 상 자승은 측변수가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정도

를 나타내고, 요인부하량은 변수와 요인간의 련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각 지표의 검증 기 은 다 상 자승

(SMC)값이 0.4 미만인 문항을 제외하 고[101,102], 표

요인부하량은 0.6 이상을 용하 다. 총 2차에 걸친 확

인  요인분석(CFA)을 시행한 결과, 연구개발역량(rd4), 

리더십(ld4), 평가 보상(ar5) 등에서 3개의 측 변수가 

기  값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외하 다(<Table 5> 참조).

둘째, 측정항목의 내 일 성(Internal Consistency)은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잠재변수에 한 신뢰도,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 평균분산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등을 통한 검증을 

수행하 다.

Cronbach’s Alpha 값은 0.6∼0.7 정도 범 이면 수용 

가능한 수 이고 0.7∼0.9 정도이면 신뢰도가가 좋은

(good) 편이고, 0.9 이상이면 신뢰도가 우수한(excellent) 

것으로 단된다[99]. <Table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모든 요인들의 Cronbach’s Alpha 값이 0.7 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어, 내 일 성을 갖추고 있

는 것으로 단된다.

개념신뢰도(CR)는 CR의 값이 0.7 이상이 나오면 모형 

잠재 변수의 측정이 내  일 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

로 단된다. 한 평균분산추출값(AVE)은  다른 신

뢰도의 측정치로서, 설문 측 변수가 모형 잠재변수를 

설명이 가능한 어떤 집단의 분산의 크기를 나타낸다. 평

균분산추출값(AVE)이 0.5 이상이 되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100]. CR과 AVE는 다음의 < Table 6 

>과 같이 기 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셋째, < Table 7 >에 나타난 별타당성은 구성개념

들 간의 상 계를 나타내고, 이를 해서 모형 잠재 변

수에 하여 상 행렬(Correlation Matrix)을 분석하

다. 먼 , 피어슨 상 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의 값이 0.8 이상이면, 잠재 변수들 간 다 공

선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분석 결과, 상 계수(r)의 측

정값이 0.8 이하로 나타났다. 한 평균분산추출의 제곱

근의 값이 0.7 이상이고, 잠재변수 각각 각선에 있는 

AVE의 제곱근의 값들이 잠재변수들 간의 상 계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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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Latent variable Observed variable
Cronbach’s 

α
C.R. AVE

Organizational 

culture
Adhocracy culture ac1, ac2, ac3, ac4, ac5 0.840 0.878 0.591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R&D capability rd1, rd2, rd3, rd5 0.816 0.856 0.598

IT capability it1, it2, it3, it4, it5 0.854 0.890 0.619

Organization 

managerial 

capability

Leadership ld1, ld2, ld3, ld5 0.811 0.863 0.613

Appraisal and Reward ar1, ar2, ar3, ar4 0.842 0.878 0.645

Knowledge management km1, km2, km3, km4, km5 0.859 0.896 0.632

Technological 

innovation

Product/Service innovation ps1, ps2, ps3, ps4, ps5 0.851 0.893 0.626

Process innovation pi1, pi2, pi3, pi4 0.808 0.864 0.614

<Table 6> Internal Consistency

Latent variable
Adhocracy 

culture
R&D capability IT capability Leadership

Appraisal 

and 

Reward

Knowledge 

management

Product/

Service 

innovation

Process 

innovation

Adhocracy culture .768

R&D capability .726** .773

IT capability .666
**

.746
**

.787

Leadership .683** .755** .674** .783

Appraisal and Reward .714** .706** .673** .762** .803

Knowledge management .759
**

.749
**

.711
**

.750
**

.710
**

.795

Product/ Service innovation .707** .738** .772** .742** .708** .748** .791

Process innovation .678** .692** .758** .677** .640** .698** .781** .783

Note) √AVE on Diagonals.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Table 7> Correlation Coefficient and √AVE

Measures Index Results Criteria Source

Absolute Fit Measures

CMIN(χ²)/DF 1.723 ≤2 Carmines&Mciver[106]

RMSEA 0.047 ≤ 0.05 Browne&Cudeck[107]

RMR 0.028 ≤ 0.08 Hair et. al.,[108]

GFI 0.853 ≥ 0.8 Jöreskog&Sörbom[109]

AGFI 0.830 ≥ 0.8 Hair et. al.,[108]

PGFI 0.739 ≥ 0.5 Mulaike et. al.,[110]

Incremental Fit Measures

NFI 0.871 ≥ 0.8

Bentler&Bonett[111]NNFI(TLI) 0.935 ≥ 0.8

CFI 0.941 ≥ 0.8

Parsimonious Fit Measures
PNFI 0.797 ≥ 0.6

James et. al.,[112]
PCFI 0.862 ≥ 0.5

<Table 8> Goodness of Fit

값보다 높기 때문에 구성개념들 가의 별타당성을 확보

한 것으로 나타났다. 

5.2.2 구조모형의 적합성 평가

구조 모형(Structure Model)의 합도는 이론 모형과 

실제 공분산 간에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합도는 합지수(Absolute Fit Measures), 증분 합

지수(Incremental Fit Measures), 간명부합지수(PGFI : 

Parsimonious Goodness of Fit Index) 등을 바탕으로 

단된다.

경 정보학 분야에서 GFI, AGFI가 0.8보다 크고, 

RMSEA는 0.05∼0.08 사이에 있으면 모형 합도가 

한 것으로 단하며[103], RMSEA값이 0.05 미만인 경

우 합도가 좋다고 단한다. 분석 결과 모든 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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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Coefficient t-value Result

Adhocracy culture → Knowledge management 0.493 2.997 Accept

R&D capability → Knowledge management -0.298 -0.871 Not

IT capability → Knowledge management 0.448 3.348 Accept

Leadership → Knowledge management 0.675 2.157 Accept

Appraisal and Reward → Knowledge management -0.242 -1.333 Not

Knowledge management → Product/Service innovation 1.013 12.728 Accept

Knowledge management → Process innovation 0.871 11.657 Accept

<Table 9> Hypotheses Test Results 

Hypothesis

95% bias-corrected

ResultLower 

Bounds

Upper 

Bounds

Adhocracy culture → Knowledge management → Product/Service innovation 0.121 1.400 Accept

Adhocracy culture → Knowledge management→ Process innovation 0.115 1.353 Accept

R&D capability → Knowledge management → Product/Service innovation -2.625 0.384 Not

R&D capability → Knowledge management → Process innovation -2.531 0.376 Not

IT capability→ Knowledge management → Product/Service innovation 0.183 1.559 Accept

IT capability → Knowledge management → Process innovation 0.180 1.507 Accept

Leadership → Knowledge management → Product/Service innovation 0.119 2.740 Accept

Leadership→ Knowledge management → Process innovation 0.118 2.669 Accept

Appraisal and Reward → 지Knowledge management → Product/Service innovation -1.269 0.150 Not

Appraisal and Reward→ Knowledge management → Process innovation -1.216 0.149 Not

<Table 10> Mediated effect Results

[Fig. 2]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기 을 충족하고 있으며, Chi-Square를 df로 나  표  

Chi-Square(Normed x2)의 경우에도 2 이하로 나타나, 

연구 모형이 데이터에 매우 잘 부합한다고 단된다

[104,105].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에 한 합도는 <Table 8>에 

나타난 것처럼 평가기  지표들이 만족스러운 수 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모형내의 개념들 간의 계를 결합 으

로 설명하는데 있어 합한 것으로 단된다.

5.3 가설검증

기술 신 향요인의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의 < Table 

9 >, < Table 10 >과 [Fig. 2]에 정리되어 있다.

먼 , 기술 신의 향요인과 지식경  활동 간의 가

설 검증 결과, 신지향 문화, 정보기술 역량, 리더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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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  활동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개발 역량과 평가  보상은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식경  활동과 기술 신 간의 가설 검증 

결과, 지식경  활동은 제품·서비스 신과 로세스 

신 모두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용

하여 지식경 활동을 매개로 기술 신의 향요인과 기

술 신 간의 향력 검증 결과, 신지향 문화, 정보기술 

역량, 리더십은 기술 신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개발 역량과 평가  보상은 유

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4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토의 

분석 결과, 연구 모형을 기반으로 수립한 7개의 가설 

 5개의 가설이 채택되었고 기술 신의 향요인과 기

술 신 간의 계에서 지식경 활동의 매개효과에 한 

가설 10개  6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이 채택되거

나 채택되지 못한 이유  배경과 이러한 결과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5.4.1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

본 연구는 조직문화 유형  신지향 문화가 지식경

 활동과 기술 신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신지향 문화는 지식경  활동과 기술 신에 유

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조직의 신 문화는 지식의 획득에 향을 미

치고, 지식의 획득은 신에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들의 결과[39,113]를 다시 입증하는 결과이다. 사내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를 핵심으로 인식하는 문화 즉, 역동성, 

진취성, 험 감수성, 참신성, 신과 발 , 도 과 창조, 

모험 정신 등을 시하는 조직문화는 지식경 활동과 기

술 신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신을 

지향하는 조직 문화를 갖춘 조직은 신환경의 조성을 

통해서 조직원들이 신 행동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는 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5.4.2 기술혁신역량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본 연구는 기술 신 역량의 요인인 연구개발 역량과 

정보기술 역량이 지식경  활동과 기술 신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는데, 분석 결과, 정보기술 역량은 유의한 

향을 미치는데 반해, 상과 달리 연구개발 역량은 유

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 정보기술 역량은 사내 지식경 활동과 기술 

신에 높은 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소기업의 지식경  활동과 기술 신의 향요인으로 

IT를 강조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61,114,115]. 

이를 통해 IT 기업의 특성상 IT를 최 한 활용하여 업무

를 수행해야 하고, IT 련 제품  서비스가 기업의 핵

심 경쟁력이기 때문에 정보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지식경 과 더 나아가 조직의 신에 매우 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개발 역량이 상외로 채택되지 못한 이유로는 

최근 들어 산업에서 독자 인 사내 연구개발 보다는 외

부 력을 통한 연구개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이 반 된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기업 간 력을 통

해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연구 인력  자원, 지식 등의 확보를 통해 자체 으로 

부족한 을 보완할 수 있고, 시장의 기술 동향과 신기술

에 한 정보의 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외부 력 

네트워크의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116]. 오늘날 ICT와 

이를 활용한 다양한 기술의 속한 발 은 기존 산업의 

융·복합화와 제품 수명주기 단축  연구개발 비용의 증

가를 가져오게 되었고, 많은 기업들은 자체 연구개발의 

한계 을 인식하게 되면서, 외부 력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 신이 확산되고 있다[117]. 본 연구는 연구개발 역

량을 사내에 국한해 측정했기 때문에, 이처럼 외부 력

을 통한 연구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 사내 연구개발 

역량은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역량에 사내 뿐만 아니라 외

부 력을 통한 연구개발도 포함시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5.4.3 조직관리역량 

      (Organization managerial capability)

본 연구는 조직 리 역량의 요인인 리더십과 평가  

보상이 지식경  활동과 기술 신에 미치는 향을 살펴

보았는데, 분석 결과, 리더십은 유의한 향을 미치는데 

반해, 평가  보상은 상과 달리 유의한 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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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십이 요한 향 요인이라는 결과는 선행 연구

의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64,65,115]. 이러한 결과는 

조직의 리더는 조직원들에게 비 과 사명감을 제공하고, 

지 자극, 개별  배려, 동기부여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

직의 지식경  활동과 기술 신에 정 인 향을 미친

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내 조직원에 한 평가  보상이 유의한 향을 미

치지 못한다는 것은 사내 평가시스템의 공정성에 한 

생각과 평가 결과  방식과 성과  보상과의 연계가 사

내 지식경  활동과 기술 신에 유의한 향력을 행사하

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상치 못한 결과의 원인

을 악하기 해 2회에 걸쳐 조직·인사 문가  IT 

소기업 임직원과의 인터뷰를 실시하 다. 

인터뷰 결과, 기존 성과평가  보상에 있어서 국내기

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디커 링(decoupling) 상이 IT 

소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디커

링 상이란 기업에서 도입한 제도와 제도의 실행 과

정에서 나타나는 분리  괴리 상으로서[118,119,120],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제도를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

제로는 수용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수용만을 하는 조직 

수 의 행동을 의미한다[121]. 를 들면, 객 인 평가 

보상제도 의 하나인 연 제의 경우, 국내의 경우, 무늬

만 연 제인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연 제를 도입한 기

업들  차등 없는 임 결정이 20%, 리자 만 해당되

는 비율이 30%이고, 호  테이블을 제로 연 제를 운

함에 따라 인사고과에 따른 연 이 아닌 기존 임 구

성 항목을 이름만 바꾸어 통합 운 되고 있다는 것이다

[122]. 한 연 제와 같은 인 보상은 설령 제 로 

시행되더라도, 보상의 다른 측면인 승진과 승격에는 연

공서열 인 요소가 그 로 유지되는 행은 여 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123]. 이와 같은 성과 평가  보상제도

의 디커 링 상으로 말미암아,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5.4.4 지식경영활동(Knowledge management)

본 연구는 지식경  활동과 기술 신간의 계를 살

펴보았는데, 지식경  활동은 IT 소기업의 기술 신에 

매우 높은 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형 IT 소기업의 제품·서비스 신과 로세

스 신에 있어서 조직 내 새로운 지식을 효과 으로 창

출  획득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정보  지식을 

수집하고, 획득한 정보를 조직원들 간에 공유하고, 이러

한 지식을 조직의 지식으로 흡수하고 다시 조직원들에게 

이 하는 순환 활동은 기술 신에 있어 매우 요한 역

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6. 결론

6.1 연구의 주요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기술 신의 핵심변수로 제시한 신지향 

문화, 정보기술 역량 그리고 리더십은 사내 지식경  활

동과 기술 신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 지식경  활동을 통한 기술 신은 조직 내에 지식

을 얼마나 효과 으로 창출하고 축 하여 이를 조직 내 

공유하여 히 활용하는가에 향을 받으며, 사내 

신지향 문화와 정보기술 역량 그리고 리더십이 갖추어졌

을 때 기업의 기술 신에 높은 향력을 행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술 신을 추구하는 IT 소기업은 신을 지

향하는 조직문화와 정보기술 역량 그리고 조직 리더의 

리더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구체 으로 보면, 제품·

서비스 신과 로세스 신을 해서는 사내 조직 구

성원들의 창의성을 핵심으로 인식하고, 신  발 , 도

  창조, 모험정신 등을 시하는 조직문화, 사내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IT를 활용한 조직원의 외부정보 수

집과 정보의 장  리, 획득한 정보의 분석과 업무활

용 등의 정보기술 역량, 그리고 조직원들에게 비 과 사

명감을 제공하고 조직원에 한 지 자극과 개별  배려 

그리고 동기부여와 리더의 열정을 통해 가치나 신념을 

달시킬 수 있는 리더의 역량 등은 기업 신에 정

인 향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기술 신을 추구하는 IT 소기업에 있어서 사

내 지식경  활동은 필수 인 요인이다. IT 소기업에 

있어서 신지향 문화, 정보기술 역량 그리고 리더십을 

갖춘 기업의 경우, 기술 신 수행 과정에 활발한 지식경

 활동이 동반된다면 사내 기술 신의 활성화에 요한 

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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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술 신을 추구하는 IT 소기업의 경우, 기

업과 같이 문 인 연구개발 인력을 갖추고 이들을 활

용하여 기술 신을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

서 IT 소벤처기업의 성공 인 기술 신을 해서는 자

체 인 기술개발에 한 노력뿐만 아니라 동종기업  

이업종 기업 그리고 학  연구기  등 다양한 국내·외 

기술개발 주체들과 기술 신 력네트워크의 구축을 통

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넷째, 평가  보상 제도의 디커 링 상을 해결하는 

것이 IT 소기업의 기술 신에 있어서 요한 해결 과

제로 보인다. 경 리 에서 장기  성과지표와 보

상계획의 도입 그리고 인 자원과 보상에 한 경 자의 

인식이 기존 비용 에서 투자 으로 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 사내 평가에 한 불신을 해

소하기 해 다양한 평가방식의 도입과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된다[124].

6.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IT 신형 소기업의 기술 신에 한 연

구가 미비한 시 에서 기술 신에 향을 미치는 핵심요

인들을 분석하고, 실무에서 참조할 수 있는 시사 을 제

시하 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 을 가지고 있

고, 다음에서는 이러한 한계 과 이를 보완하기 한 향

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연구 결과, 연구개발 역량과 평가  보상은 

상과 달리 유의한 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연

구개발 역량의 경우, 사내 연구개발 역량만을 측정하

는데, 외부 력을 통한 연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

는 을 감안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사내  외부 력을 

모두 포함한 연구개발 역량의 측정을 통한 분석이 필요

한 것으로 단된다. 한 평가  보상의 경우, 평가  

보상 제도의 디커 링 상으로 말미암아, 유의한 향

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하 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이에 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신지향 문화, 연구개발 역량, 정보기술 역량, 

리더십, 평가  보상, 지식경  활동 등 기술 신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구성된 본 연구의 모형은 나름

로의 의미를 달하고 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형을 보다 확 함으로써, 기술 신에 한 지식의 범

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를 들면, 조직문화

의 경우, 신지향 문화 이외에도 계지향, 계지향, 시

장지향 등의 다양한 부류가 존재하고, 지식경  활동 

한 지식의 획득, 공유, 장, 활용 등 여러 단계로 구분된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직문화와 지식경

 활동을 고려한 세부 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

로 상된다. 

마지막으로 기술 신의 요인으로 기존 제품/서비스와 

로세스 신에 을 맞추었으나, 최근 들어 요성

이 높아지고 있는 특허를 기술 신의 요인으로 포함하여, 

설문만이 아니라 객 인 자료를 활용한 연구의 필요성

이 제기된다. 한  연구의 범 를 확 하여, 기업의 기술

신과 기업 성과 간의 상 계를 살펴보는 연구도 향

후 연구 분야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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