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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벤처기업이성공하기위해가장중요한요소인기업가정신이기술상업화과정에서연구개발자원, 기술혁
신, 그리고 기술이어떻게 작용하는지를살펴보기 위하여 제조업분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함으로서기업가정신이 기술상업화를 이루는 메카니즘이 규명되었다. 기업가정신 중에서 혁
신성이가장중요한요인이었고, 기술상업화는연구개발자원보다는기술혁신에의해서크게영향을받았다. 기술혁
신이 상업화에 매개역할을 하고 있지만 연구개발 자원과 기술역량은 상업화에 매개 역할이 되지 못하였다. 제품개
선에 의한매출 신장과 신제품 개발에의한매출신장의기술상업화과정은서로다른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벤처
기업의기업가정신함양에의한혁신 촉진과연구개발인력뿐만아니라벤처기업의상업화제고를위해서는연구개
발 전략과 상업화 인프라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연구가 필요하다.

• 주제어 : 기업가정신, 혁신활동; R&D 인력과 개발비, 상업화 성과; 신제품과 기존제품
Abstract In order to analyze how the entrepreneurship affects the commercialization performance in
relation to R&D input factors,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echnology in the course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cess. Korean manufacturing venture companies has been surveye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howe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mechanism driven by entrepreneurship.
Innovativenes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the success of venture firms.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was dependent on innovation rather than the inpu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resources. Technological innovation shows mediating effects in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hip on
commercialization performance, but technology capability has relatively small effect. Commercialization
process of new product development and product improvement was different. The government needs to
actively support R&D strategies and commercialization infrastructure in order to promote innovation, assist
R&D workforce and enhance product commercialization in venture companies.

• Key Words : Entrepreneurship, Innovation activity; R&D Workforce & Investment, Commercialization
performance; New & Existing product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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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의 산업 발전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

업의선진국추격형기술개발로경제발전을이룩하였다.

그러나, 10년넘게한국의 GDP는 2만불시대에서발전하

지못하고정체되어있는상태에있다. 이에따라산업발

전정책에대한문제를극복하기위해많은연구들이나

오고있으며, 이러한연구중하나가한국산업발전의패

러다임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변화시키고, 모방을

중심으로하는추격자형에서혁신을중심으로하는선구

자 형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에들어서는저조한경제성장으로인하여미흡한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

하여 벤처기업의 육성 전략을 피고 있다. 우리나라의 벤

처기업이 양적으로는 많이 증가하였지만 경쟁력은 선진

국에 비하여 67.3% 수준에 불과하여 세계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1].

시장이 다양한 요인으로 위협을 받고 소비자의 제품

에 대한 선호 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이러한무한경쟁에서살아남기위해서는지속적

인 신제품을 개발해야만 한다. 신제품은 기업의 수익성

에 도움을 크게 준다고 인식하고 있다[2].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과 같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으로 인한 불확실성

을극복하며새로운가치를창출하기위해서는사업기회

에 도전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이 중요하다. 벤처기업이

라는용어는다양하게사용되고있지만기업가정신을바

탕으로높은위험성에도불구하고기술혁신에의한수익

성을 도출하는 기업으로 벤처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으로부터 신제품 개발에 의한 경영성과에 이

르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개발에 의한 성

과는조직, 제품, 기술, 전략, 시장등의다양한특성에의

하여영향을받고있다[3]. 또한 지금까지의연구는기업

가정신, 혁신, 기술역량, 기술개발, 기업의성과에있어서

이들 간의 단편적인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기업가

정신에서부터상업화성과에이르는과정에대한연구는

밝혀져 있지 않았다. 신제품 개발에 관련된 요인이 다양

하고 많기 때문에 기술자원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에서부

터상업화성과에이르는과정에대한연구를밝히고하

였다. Lumpkin and Dess(1996)의기본프레임워크를기

반으로 기업가정신이 벤처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이르는

과정을밝힘으로써우리나라벤처기업의육성정책을수

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은 ‘미래의불확실성과높은위험에도불구

하고 혁신 능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

업가의의지또는활동’으로정의할수있다[4]. 선제적인

경쟁적 자세, 위험성이 있는 사업을 수용하려는 경영진

의성향, 목표를이루기위해대담한행동을하고자하는

조직의성향과새로운조직을창조하는것이기업가정신

이라고하였다[5]. 기업가정신은기업의열정이나의지에

서부터 기업가의 능력이나 산업에서의 역할까지 다양한

의미로쓰이고있다. 일반적으로기업가정신의구성개념

을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으로 구분하고있다. 위험

감수성은이미계산된사업상의위험을수용하려는자세

로, 성과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자원을 기꺼이 투입하고자 하는 성향을 말한다[6]. 혁신

성은 창조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프로세스, 신제품 또는

신서비스를개발하는능력으로, 문제해결에대한적극적

인 자세를 말한다[7]. 혁신성은 기업의 설립에서부터 새

로운 아이디어, 참신성, 실험, 창조적인 프로세스를 지원

해주는 성향으로 보았다[8]. 진취성은 낙관적인 사고로

미래지향적으로행동하는성향으로, 시장기회의발굴과

환경변화의 추세를 감지하고 진보적인 시각으로 전략적

인 의사결정을 하여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성

향을 의미한다[9].

2.2 기업혁신활동
기술혁신활동(Innovation Activity)은 기업의 핵심 경

쟁력을결정하고과학적결과와아이디어를상업적성과,

서비스, 제품 또는 프로세스로 전환시키는 메카니즘을

의미하며 기업환경에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간주되

어왔다[10,11]. 기존고객의만족도증대와타제품으로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고객의 확보를 가능하게 함으로

써 기업에게 매출액 증대의 불완전 경쟁 이익을 제공하

고, 공정개선을 가능하게 하고 기술역량을 강화하며 새

로이출현한기술에대한대응력과흡수력을증대시킴으

로써기업의수익성을개선함과더불어지속적이고안정

적인이익의창출을가능하게한다[12]. 혁신정도(Degree

of Innovation)는 신제품 출시 비율, 서비스나 생산 변화

의 정도, 회사의 혁신에 대한 태도(공격적 전략, 위험 감

수), 자원, 목표, 문화 등의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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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3]. 혁신정도 규모(degree of innovation scale)를

혁신적인행동(innovative behavior)으로보았고, 신제품,

위험감수성, 진취성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14]. 제품생

산 구성요소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현을

‘제조혁신’으로 보았으며, 혁신정도를 신/구 프로세스를

통해 개발한 신/구제품 비율을 기준으로 측정하여 결론

을통해제조업에서혁신정도를구성하는요소로신경영

접근법, 신제품·신프로세스, 실패횟수, 신제어시스템, 장

비의 수명, 이익향상프로그램, 재료대체등을제시하였

다[13].

2.3 기술역량
R&D와 기술혁신은 지속적 경쟁우위의 핵심 요인이

며, 중소기업의 R&D투자는기술혁신능력을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았다[15]. 내부 R&D 노력도는 선

진국과개발도상국모두에게혁신을창출하는중요한원

천으로기업활동의중요한요소라고하였다[16]. 여기에

서초점이되는것은절대적인 R&D 금액이아니라 R&D

투자비율, 종업원대비기술인력수비율등상대적인노

력의 정도이다. 이는 자원배분의 관점에서 기업의 제한

된 자원들을 주요한 혁신활동인 R&D에 투입하는 정도

를의미한다[17]. 매출액대비 R&D지출과 R&D 인력비

율은 제품혁신의 유무, 특허수, 혁신지표 등의 혁신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다고 하였다[18]. R&D 투자비

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R&D인력에 대한 부분이다.

R&D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 역량을 포함한 다양

한 역량이 성공적인 신제품 개발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

라 역량은 환경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활동, 조

직운영과관련된지식, 기법, 자산, 루틴의집합체로정의

될수있다[19]. 이러한역량중에서기술에기반을둔기

술역량은제품개발및생산과관련된제반기술능력으로,

제품개발 및 생산과 관련된 제반 기술능력으로 정의할

수있으며, 기술의선택, 획득, 개선및활용에필요한지

식과기법까지포함하며기술역량은개별기업이보유하

고 있는 기술 관련 역량으로 보유기술의 수준, 과학기반

과의 연계정도, 기술수명주기, 신제품 수, R&D투자비중,

보유특허건수, 연구개발 인력규모와 비중 등과 같이 다

차원적인 요소로 구성된다고 하였다[20].

2.4 상업화 성과
신제품 개발이란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창출,

개발, 생산, 마케팅에이르는일련의과정을말하며여기

에서 광의의 신제품 개발은 개량제품까지를 신제품으로

본다. 신제품성과를크게전반적인성과(신제품매출매

출액 또는 매출 비율), 기술적 성과(특허 및 기술 기회),

상업적 성과(현금 유동성 등)로 구분하였다[21]. 일반적

으로는 상업적 성과를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하여 성과에는 사업화 과정에서 얻어지는 산출물

(Output)까지도 포함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좁은 의미로

재무적 성과(Outcome)의 관점에서 다뤘다. 상업화 성과

는신제품의개발및상업화과정을통하여시장에진입

으로부터획득된성과를의미하기때문에 Cordero[21]에

의한전반적인성과인신제품매출액이차지하는비중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기업가정신이경제적성과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

는많은연구가보고되었기에기업가정신이경제적성과

에어떠한과정을거치는지를살펴보기위하여기업가정

신과 경제적 성과들 사이에 취급된 요소들에 대한 기존

의연구들을조사하였다. 그결과는연구인력, 혁신, 기술

역량, 환경요인, 조직요인, 학습역량, 기술역량, 혁신, 신

제품 도입 등과 같이 다양한 요인이 관여되었다

[8,24,26,28,30,31,33,34]. 도출된 요인 중에서 자원과 산출

물(Output)을 중심으로 기업가정신에서부터 신제품개발

에 의한 경제적 성과에 이르는 과정을 발생되는 순차적

으로 연결하여 [Fig. 1]과 같은 연구모델을 설정하였다.

IT, BT를 중심으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계층화분석방

법(AHP)으로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에 대하여 분석한 결

과창업가정신, 혁신성, 기술개발을위한투자등의경제

성, 기술성 순으로 중요도를 나타났다[36].

가설 1. 기업가정신은 혁신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가정신과 혁신간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많은 연구자들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는 결과로 혁신활

동, 혁신성과가 나타나며혁신성과는기업가정신의지표

라고보았다[22]. 기업가정신은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

성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기업가정신에 대한 3개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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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 검증하였다[29]. 실증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

이기술주도형혁신과시장주도형혁신에서긍정적인영

향을담당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23]. 기술적기업가

정신이 혁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많이 다루고

있으나 혁신의 다양한 형태를 고려한 연구는 드물기 때

문에 혁신활동을 유형적 형태인 연구개발자원과 무형적

형태인 혁신활동의 정도로 구분하였다.

H1-1 기업가정신은 R&D 인력에유의적인영향을미

칠 것이다.

H1-2 기업가정신은 R&D 투자에유의적인영향을미

칠 것이다.

H1-3 기업가정신은 혁신정도 조성에 유의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혁신활동은 기술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기술역량이 어떻게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많은 반면에, ‘혁신이 기술역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에대한연구는많이이루어지지못했다. 전자의대표

적인 연구로는 흡수력관점과 조직관성이론에 이론적 배

경을두어기술적역량은탐구적이고자원개발적혁신에

따라서로다른영향을미친다고밝혔다[25]. 구체적으로

그들은기술적역량이높을수록탐구적혁신에는부정적

인 영향을, 자원개발적 혁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지만 전략적 유연성이 높다면 기술적 역량이 탐구적인

혁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후자의 자

원기반 관점, 진화론과 이질성 관점에 이론적 배경을 두

고, 기술혁신유형(급진적, 점진적, 파괴적)에따라기업의

기술적역량성장이달라진다고분석하였다[26]. 본논문

에서는 후자의 연구흐름을 따라 혁신활동이 기술역량을

강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검증해보고자 한

다. 중소기업에 있어서 재무적 자원과 인적 자원은 기술

적 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37].

가설 3. 기업가정신에 의한 상업화 성과에 있어서

혁신활동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기업가정신에 의한 상업화 성과에 있어서

기술역량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업가정신이경영성과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데있

어서 조직학습능력과 혁신성과가 매개역할을 한다는 결

과[26]에 의하여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기업가정신이 경

영성과에미치는영향에있어서매개효과에대한연구들

이 환경요인 및 조직요인[8], 지식경영[30], 학습지향, 외

부요요인, 조직구조[31]에서와 같이 대부분이 비재무적

자원이거나 산출물(output)을 중심으로 연구된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자원이나 성과물

(outcome) 중심의 측면에서 보았다는 것이 다른 점이었

다. 아이디어 구현, 연구개발능력, 지술인력, 문제해결능

력 등의 기술역량이 높을수록 신제품 개발 성과가 높다

는 결과[34]와 앞의 가설2의 혁신활동이 기술역량에 긍

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가설을조합하면가설 4의 기업

가정신에의한상업화성공에있어서기술역량은매개효

과가있다는가설을설정할수있다. 기술혁신에관한연

구는 많으나 기업가 주로 연구개발 인력이나 투자 비율,

특허건수등을변수로다루어왔으며[27] 본연구에서는

혁신활동으로결과로나온기술역량을변수로하여이를

매개효과가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3.2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조업의 벤처확인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연구개발기업, 벤처투자기업, 기술평

가대출기업) 우리나라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 8월

에자료를수집하였다. 수집된 1,558개의자료중에서종

업원이 5인미만이거나연구개발인력이없는기업은제

외하여 1,033개 데이터로 요인분석을 하고, 전체 투자비

에서 기술개발투자비가 100%인 자료는 삭제하여 563개

의 데이터로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및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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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였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10개의 질문 항에 대

하여 공통인자를 추출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Varimax에 의한직교회전법을실시하였다. 이 때공통인

자의 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법을 사용하였으며 선정기

준은 고유치가 1.0 이상인 것을 선정하였고 모형에 대한

신뢰성을 분석하였다. Factor analysis에 의하여 3개의

요인즉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으로분류된요인결

과치를점수로저장하여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위한자

료로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 의하여 구해진 기

업가정신에대한요인들과혁신활동을거쳐혁신의성과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SPSS 통

계프로그램의 AMOS으로 모형분석과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여 수정하여 가장 적합한 구조방정식모형을 개발

하였다.

3.3 측정변수의 조작적 정의
기업가정신에대해서 12개 질문으로 1에서 5까지의 5

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나 요인분석 결과 공통성이 낮고

분별력이적어다른질문항과유사성이있는 2개의질문

항을제외하여 <Table 1>과같은 10개질문항을분석하

였다. 연구개발에 대한투입요소는 2가지로 구분하여 연

구개발 인력 비율과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조사하였다.

기업의기술혁신은유형적결과인혁신자원에의과감한

투자와 무형적 결과로 나타나는 ‘혁신에 의한 변화가 얼

마나 일어났는가?’로 구분될 수 있다. 자원에 대한 투자

의 절대적 크기는 기업의 규모와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

라 차이가 있고 ‘자원을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가 중

요하므로 전체 투입에서 기술성과를 얻기 위해 투입된

자원의비중을측정하기위하여전체종업원에서기술개

발인력의비율. 전체투자비용에서기술개발투자비용

을 조사하였다. 혁신의 정도(degree of innovation)는 신

제품출시비율, 서비스나생산변화의정도, 혁신에대한

태도 등의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혁신은 새로운

기회를창출하려는혁신성만으로는이루어질수없고위

험을무릅쓰고진취적으로시장을주도하려는성향을함

께지니고있어야하기때문에기업가정신의혁신성과는

차별화된다[13,28]. 본연구에서의혁신정도는이들을종

합적으로나타낼수있는지표로 ‘지난 3년간 제품, 서비

스라인상의 변화혁신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을 5점척도로조사하였다. 기술역량은 제품개발및

생산과 관련된 제반기술능력으로 정의되어 자원기준의

관점과성과에의한관점에서다차원적인요소로구성되

기에 본 연구에서는 모든 요소의 복합적인 성과인 기술

수준을조사하기위하여세계의선진기술과의상대적비

교치를 조사하였다.

4. 연구결과
4.1 기업가정신에 대한 속성
기업가정신에대하여요인분석한결과 <Table 1>과

같으며 공통성은 대체로 0.6에 근접하거나 이상이어서

기업가 정신에 대한 설명력을 갖고 있다.

<Table 1> Factor loading and reliability of Entrepreurship 
Factor Constructs and indicators 1 2 3 Communalities

Risk taking

Promoting the opportunity to increase the revenue .728 .075 .242 .594
Obtaining necessary resources without resources .822 -.125 .172 .721
Focusing on the Business opportunity first .801 .212 -.046 .688
Potential bold Opportunity Search .787 .201 .044 .661

Innovativeness

Technological Advantage .064 .732 -.212 .584
Move first ahead of competitor .087 .688 .346 .601
Being in advance of competitors .173 .742 .227 .631
New products management technique .042 .766 .272 .662

Proactiveness
Competition with Competitor .155 .065 .854 .758
Agressive to competitor .130 .398 .677 .633

Eigen value 3.568 1.898 1.066
Loading Value 2.549 2.414 1.569
Cronbach's .8072 .7607 .6080
% of variance 25.494 24.139 15.694
% of cumulative 25.494 49.633 65.327

Reliability
KMO: Kaiser-Meyer-Olkin= .797
Bartlett: 2 = 3242.8 , D.F. = 45, P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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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치(eigen value)가 1.0 이상 인요인을기준으로 3

개의 요인이 추출되어 위험 감수성, 혁신성, 진취성으로

구분되어총분산의약 65%가설명될수있다. Cronbach

의alpha 계수가 0.6 이상, Kaiser-Meyer-Olkin 값이

0.797로 높고, 그리고 Bartlett에 의한 카이 제곱 분석이

p<0.001로통계적유의성이있으므로요인분석에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

술적기업가정신이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으로 3개

의 요인으로 도출된다고 하여 본 결과와 일치된다[24].

기업가지향성을 제품과 시장의 혁신을 추구하고,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며, 진취적으로 대응하여 경쟁자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조직의 성향이라고 정의하여 기업가

정신은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으로구분하였다[29].

위험감수성은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의 의사결정에 있어

위험선호적의사결정을하는최고경영자의경향을의미

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환경을 선호하거나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을 갖춘 최고경영자의 중요 특성 중 하나

이다. 혁신성은 새로운 프로세스, 신제품 또는 신서비스

의개발을통한기회창출을위해적극적인조직활동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진취성은 적극적인 환경변화에 대

응하여시장을주도하는것이키워드로진보적시각에서

시장변화를 주도한다는 내용과 일치되고 있다[29].

4.2 구조방정식 모형 개발
연구모형을 기준으로 AMOS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구한다음모형을변형하면서점차적합도가높도

록변화시켜최종적으로얻은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이를모형으로표시하면 [Fig. 2]와같다. <Table

2>의모형에서 Chi-square 값이 12.153으로통계적유의

확률이 0.978로 0.05이상이기때문에본모델은전체적으

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Fig. 2]에 의한 전체적인 모형을 살펴보면 기업가정

신 → 혁신활동 → 상업화 성과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Fig. 1]의 가설 모델과 비교하면 전체적인 모양에

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가설모델에

서는기업가정신이혁신활동을통하여기술이역량이증

가하여상업화의성과가증진될것으로여겼지만기술역

량이그리중요한요소로나타나지않고있는점에서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업가정신이 기술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고 이중에서 특히 혁신성은 가장 중요한

인자일뿐만아니라혁신성이강할수록혁신정도의조성

이나 기술역량의 함양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Table 2> Hypothesis test by regression weights
Estimate S.E. C.R. P

Hypothesis H1-1(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n R&D workforce) : Reject

Proactiveness → R&D workforce -2.252 .795 -2.832 .005

Hypothesis H1-2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n R&D investment) : Reject (Significance < 0.1)

Hypothesis H1-3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n innovation activities) : Accept

Innovativeness →Degree of innovation .301 .030 10.068 .000

Risk taking → Degree of innovation .134 .028 4.798 .000

Proactiveness → Degree of innovation .092 .028 3.229 .001

Hypothesis H2 (The effect of innovation activities on technology capability) : Accept

R&D workforce → Technology capability .003 .002 1.785 .074

Regression weights included in Hypothesis H3 (mediator effect of innovation activities)

R&D investment → Improve product development .092 .032 2.826 .005

R&D workforce → New products development .295 .051 5.781 .000

Degree of innovation → New products development 3.217 1.290 2.495 .013

Regression weights included in Hypothesis H4 (mediator effect of technology capability)

Innovativeness → Technology capability .268 .033 8.220 .000

Technology capability → New products development 2.150 1.241 1.733 .083

Regresson weight except hypothesis listed above

R&D workforce → R&D investment .582 .056 10.311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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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ructural Equation Model Development

혁신활동에 있어서는 혁신정도 조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기술개발투입요소로는 개발에 대한 투자보다

는 개발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혁신에

의한상업화성과에있어서는신제품개발과개선제품개

발에는 서로 다른 경로를 나타내고 있어 벤처기업의 주

생산품목이어느제품이냐에따라혁신의패턴이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방정식모형은 태생적으로 지닌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평가지표들이 개발되었으므로 여러 종류의

지표들을 사용하여 판단해야한다. <Table 3>은 구조방

정식모형에대한평가지표들을나타낸것으로모형의전

반적인 적합/부적합 정도를 평가하는 절대적합지수인

CMIN은 Chi-square에 대한값으로통계적유의수준으

로 0.05보다크기때문에양호한모델로볼수있다. 특히

표본 수가 많아 Chi-square 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음에

도불구하고 <Table 3>에서의결과는낮은것으로나타

났다.

또 다른절대적합지수인 GFI나 AGFI는 1에 가까울수

록 좋은 모형으로 0.9이상이면 양호한 모형으로 여기고

있는데 0.995과 0.991로 매우양호한것으로나타났다. 증

분적합지수인 NFI는 1에 가까울수록 적합한 모형인데

0.968로 1에접근하기때문에매우양호한모델로여겨진

다. 간명적합지수는모형이얼마나복잡한지를고려하여

만든 적합도 지표로 복잡한 모형일수록 근사값이 의미

없이좋아지는경우가발생하여재현성의문제가발생할

수있어간명적합지수는모형의재현성에적은단순모형

으로 판단하는데 0.645와 0.531로 중간 정도에 해당된다.

<Table 3> Model Fit
fit measure value DF P
CMIN 12.153 24 .978
GFI .995
AGFI .991
RMSEA .000
NFI .968
PNFI .645
PGFI .531
AIC 54.153

* degree of freedom = 24, p = 0.978

간명적합지수의또다른지표로는 AIC가 있는데이는

절대적인 기준 없이 값이 작을수록 양호하기 때문에 비

교하기가 곤란하며 본 연구에서는 54.15로 얻었다. 기업

가정신-성과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환경요인과 조직

적 요인이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하였는데[8] 본 모델에

서는 이를 포함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4.3 기업가정신에 의한 영향
4.3.1 혁신에 미치는 영향
[Table 2]에 의하면기업가정신의구성요인인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과 혁신정도 간의 각각에 대한 회귀

계수는 0.301, 0.134, 0.092로 1% 이하의유의수준에서정

의관계를나타냈다. 기업가정신의세개요인혁신성, 위

험감수성, 진취성 모두가 혁신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

쳐설정된가설 H1-3이채택되었다. [Fig. 2]의 구조방정

식모형에서도 기업가정신의 요인들이 기업 혁신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에서 기업가정신

요인들이 혁신활동의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베타값이

혁신성이 0.38, 위험감수성이 0.18, 진취성이 0.12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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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기업가정신 요인중에서도혁신성이위험감수성

이나 진취성에 비하여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혁

신을 제품 혁신성 관점에서 분석했을 때 진취성이 제품

혁신성 관점에서 분석했을 때 진취성이 신제품 도입

(new product introduction)에중요하다고주장하다는결

과는차이가있다[30]. 위험감수성을가진기업가가보다

높은성과를달성한다고하였으며기업가정신요소중에

서 진취성과 혁신성은 혁신 역량에 정의 효과를 미치지

만위험감수성은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하였다[24]. 이

는 본 결과에서 위험감수성도 혁신의 정도에 영향을 준

다는 결과와 차이가 있는데 이는 혁신에 대한 측정지표

가본연구는벤처기업의혁신의발생정도를측정한반

면 혁신의 능력을 표시하여 이에 대한 차이로 여겨진다.

기업가정신은 기업의 혁신에 중요한 요소로 기업가정신

이 혁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으며 지식경영은

기업가정신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매개 역할을

한다고 하여 지식경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30].

기업가정신에의하여조성된혁신활동이기업의상업

화 성과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면 [Fig. 2]

에서 기술역량에는관계가없지만상업적신제품개발에

의한 경영적 성과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혁신

정도와 관련된 실증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으나, 실

증연구에 따르면 혁신정도는 성과(성공)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미국

의 140개의 제품혁신을일으켰던기업들을대상으로신

제품의 혁신의 정도에 따라 경제적 성과가 달라지는지

검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혁신의 정도는 전략, 조직구

조, 환경요소에비해제품성과에큰영향을미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8]. 이와 같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혁

신 정도는 연구개발 투입에 비하여 상업화 성과에 낮은

효과로다른인자에의한영향을받기때문일수도있다.

4.3.2 기술개발 투입에 미치는 영향
[Table 2]에 의하면 기업가정신이 기술개발투입 요소

에 정의 관계가 없어 기업가정신이 기술개발 투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기각된다. 즉 기업가

정신이 연구개발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H1-1과 기업가정신이연구개발투자비에긍정적인영향

을 미친다는 가설 H1-2는 기각되었다. 기업가정신은 기

업에서의연구개발투입에는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는

다. 진취성과 연구개발 인력의 투입 간에는 부의 관계로

진취적인 기업가일수록 연구개발 인력의 투입은 낮아진

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진취적인 기업가

의측정은경쟁사에대하여매우공격적이어서경쟁사를

시장에서 추출하려는 자세로 경쟁하는 특성을 지녔다.

즉진취적인기업가는시장에서경쟁사와경쟁하는것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한다. 그래서 연구개발 인력보다는

시장지향적자원으로투입에우선하는것으로여겨진다.

자원과 규모의 한계성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특히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기업가정신은 좁은 혁신성과를 확

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결과와 유사하다[24].

그러나진취적인기업가에있어시장에서의경쟁에우위

를확보하려면기술이중요한요인이되면이에대한기

술에대한투자도중요한수단이될수밖에없을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취성과

경영상에 신기술개발에 어려움을 느끼는가에 대한 관계

를분석한결과유의적인관계가없었다. 즉진취적인기

업가의경우기술개발에대한투자의중요성이떨어진다

는 것이다.

4.3.3 혁신 및 기술의 매개 효과
[Fig. 1]의 연구모형은기업가정신이혁신활동을거쳐

기술역량을높여기업의상업화성과를달성한다는것으

로 기업가 정신이 상업화 성과로 발현되는 과정에서 혁

신이나 기술개발 활동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Fig.

2]에서의결과를보면기술개발보다는혁신이기업의상

업화 성과를 유발하는 매개 역할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제품의 개선을 통한 상업화 성과는 기업가

정신과 연관성이 없지만 신제품 개발에 의한 상업화 성

과는 기업가정신이 혁신을 거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결

과가도출되었다. 많은 연구자들은기업가정신이기업의

성공에중요한요소로기업의경영성과에영향을미친다

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경영성과에 미치는 직

접적인효과로불완전하여기업가정신과경영성과간의

내적또는외적요인에대한연구를하였다. 특히학습지

향이기업가정신과경영성과간의주요한매개라고하였

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외부요인과 조직의 구조를

매개로 다뤘다[31].

기업가정신이기업의상업화성과에미치는직접적인

영향이없기때문에혁신및기술에의한매개효과가있

는지를검증하기위하여 Arojan test, Goodman test를 실

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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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esting for the Mediation Effects of Innovation 

& Technology 

mediator Path

Z value

hypothesisArojan
test

Goodman
test

Innovation

Risk taking → Degree
of innovation → New
products development

2.178 2.253

H3:
Accept

Innovativeness →
Degree of innovation →
New products
development

2.409 2.432

Proactiveness →
Innovation → New
products development

1.935 2.047

Technology

Innovativeness →
Technology capability
→ New products
development

1.682 1.707

H4:
Reject

Proactiveness →
R&D workforce → New
products development

-0.534 -0.604

Proactiveness →
R&D workforce →
Technology capability

-1.265 -1.395

[Fig. 2]를 보면기존제품의기술개발에는기업가정신

과 연관성이 없는 반면에 신제품 개발에 있어서는 기업

가정신이혁신이나기술을통해영향을주는것을알수

있다. 그래서기업가정신이신제품개발에미치는혁신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의

모든 요소가 Arojan test, Goodman test가 5%의 유의수

준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기업가정신이 신제품개발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없기 때문에 혁신정도는 완전 매개

효과가있고할수있다. 기업가정신이기업의상업화성

과에미치는영향에있어혁신이매개역할을한다는가

설 3이 채택되었다.

이탈리아와스페인데이터를가지고기업가정신-성과

관계에서 조직학습능력과 혁신성과가 매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26].

[Fig. 2]에 의거 기업가정신과 상업화성과 간의 관계

에 있어 기술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기술역

량이 상업화 성과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에 기술역량은

매개역할을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Table 4>에

서보면 Arojan test Goodman test의 z 값이 1.96보다 작

기때문에기술역량은유의적인매개효과가없는것으로

나타나가설 4는기각된다. 다만기업가정신요소중에서

진취성은기술역량에긍정적인영향을보이고있고기술

역량은 신제품 개발에 유의적인 영향은 없으나 경향을

보이고 있어 Arojan test Goodman test의 z 값이 1.96에

가까웠다.

4.3.4 연구개발 투입과 상업화 성과
앞에서 언급된 결과를 보면 벤처기업에 있어 연구개

발활동은기업의상업화성과에영향을주지않아 ‘벤처

기업에 있어 연구개발 활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

라는의문을갖게된다. [Figure 2]에서 보면기업가정신

이나기술혁신과의관계는없지만신제품개발이나기존

제품의개선에많은영향력을미치고있는것을알수있

다. 연구개발을위한연구비투자나연구인력투입에의

한 상업화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0.12, 0.23으로 기

업가정신에의한기술혁신의 0.10으로 상업화 성과에미

치는 영향이 컸으며,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성과 간에는

양의관계가있다는선행연구들과일치된다. 벤처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인력이나 연구비의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업가정신을 지닌 벤처기업은 연구

개발비의 투자로 더욱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의미

이다. 메이커교육은 목표달성을 위한 자기노력,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자신감,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 등

의 기업가정신의 함양에 기여한다[32]고 하였으므로 기

업가정신을 위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대안

이 될 수 있다. 신제품 개발은 개발 인력에 의한 영향력

이 0.23인반면에기존제품의개선은연구개발비에의한

영향력이 0.12으로 도출되어서로상이한결과를얻었다.

이는 기업의 기술개발 전략에 있어 기존제품의 개선이

주된 기업과 신제품 개발이 주된 기업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개발인력비중과기술혁신성과와정의관

계에 있다고 하였으며, 기업성과에 투입 요소 중에서 연

구인력이 중요하고 특히 연구인력의 질을 강조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제품보다 신제품개발에 있어 연구인력이

중요한요인이라는것과비교될수있다[26,33]. 연구인력

신제품개발을위한벤처기업의지원은기업가정신에의

해기술혁신을일으키는기업에지원하는것이연구개발

지원에의한효과가더욱증진될수있다. 특히 기업가정

신 중에서 혁신성은 기술역량의 증가 직접적인 효과를

낼 뿐만 아니라 기업가정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

기도하다. [Figure 2]에서 보면기업가정신중혁신성은

기술혁신과기술역량에비슷한정도의영향을주고있다.

아이디어구현, 연구개발능력, 기술인력, 문제해결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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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항목을 기술역량으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기술역

량이 높을수록 신제품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34] 본연구결과를뒷받침하고있다. 기술역량은치열한

경쟁환경하에서 경쟁기업대비 우수한 제품개발과 생산

우위를확보하는원천으로작용하며지속적인신제품개

발을 통해 신제품성과를 향상시키는 핵심요인으로 여겨

지고 있다.

5. 결론
신제품 개발에 의한 매출액 증가가 벤처기업의 성장

을위한최종적수단이될수있다. 기업가정신은벤처기

업에서 경영성과를 위해 중요한 요소라는 많은 연구가

있으며, 기업가정신이경영성과를내기위해서는벤처기

업에서는 기술 중심의 경영활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

업가정신과 상업화 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 기술혁신, 연

구개발투입, 기술역량이어떻게작용하는지를알아보는

것이본연구의중심으로아래와같은결과를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학문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첫째로 기

업가정신이기업이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이나혁신에

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많이있어연구가설모델과같

이단순한구조로이루질것으로예상하였으나연구결과

는기업가정신이복잡한메카니즘에의하여경영적성과

를 이룬다는 점을 밝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기업가정

신이혁신을일으켜기업의기술역량을함양하여결과적

으로 경영 성과를 이룰 것이라는 고리에서 기술역량이

매개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유형적 요소인 R&D 자원도 기업가정신이 경

영성과에미치는매개역할을하지못하는반면에무형

적 요소인 혁신은 경영성과에 중요한 매개체라는 것이

밝혀졌다. 셋째는 R&D 자원이나 혁신이 기술역량에 경

영성과에미치는영향을미치지못해기업의경영성과

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넷째는 지금까지는 경영성과

에 대한 연구가 기업의 전체 경영성과에 대한 분석이었

는데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신제품 개발에 의한 것

과기존제품의개선에의한것이다른경로를보이고있

다는새로운결과가도출되었다. 다섯째로기업가정신은

기업의 경영성과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만 기업가정신 중에서 혁신성

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여섯째로 기술역량이 기업

의상업화에중요한요소로기대되었는데기술혁신에비

하여 기여도가 낮고 특히 기존제품의 개선에 의한 상업

화에서는 기술역량보다는 연구개발인력 자원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었다.

실무적관점에서살펴보면지금까지는정부가중소기

업을지원하는정책이연구개발비지원에치중하고있었

고. 정부의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영 성과에

개선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화 성과를 위해

서는 기업가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R&D지원 사업시 기업가정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효과가 더욱 증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가정

신이 기업에서 중요하기에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기

업가정신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

다. R&D 자원중에서연구개발투자비보다는연구개발

인력이 더 중요한 요소이므로 연구개발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과 연구개발비 지원사업 시 연구개발 인력

에대한평가도실시해야한다. 신제품개발에의한경영

성과와 기존 제품 개선에 의한 경영성과를 내는 메카니

즘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지원 정책 시 이점을 고려하여

야한다. 세계적기술의수준으로측정된기술역량이상

업화 성과와의 연관성이 낮다는 것은 벤처기업에 있어

시장지향적마인드를높일수있는기술개발전략과기

술이 상업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 조성이 필요

가 있다는 것을 암시함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정책 시 고려되어야한다. 벤처기업의 경영상 애로

를 조사에 의하면, 시장개척이나 마케팅에 대한 니즈를

꼽는 이유라 하겠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구성요소들 간의 단편적 관

계에대하여는많은연구가이루어졌으나이구성요소들

간에는 연관성이 있기에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 접근할

시에는왜곡될수있는점이있어전체를다루었다는점

에서큰의미가있으며, 기업가정신을제외한혁신, 기술

역량, 경영성과에 대한 측정에 대한 객관성에는 다소 의

견이있을수있다. 특히기술역량이기업의상업화에미

치는영향이상대적으로낮은것에대한좀더세밀한분

석을위해서는기술역량에대한정의가다양하고넓기에

이에 대한 다양한 요소를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벤처기업의 업종이나 특성에 따라 다

른양상을보일수있기에이에대한추가연구가이루어

진다면정책적활용에더욱도움이될수있을것으로여

겨진다. 기업의 R&D 활동은기업의성과에영향을미치

지만 혁신역량과 경쟁환경, 기술 특성과 같은 환경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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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상호작용을한다[35]는 점에서연구의한계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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