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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재 세계의 국내외 기업들은 로벌화

(Globalization)의 실 을 해 힘쓰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해 경 신역량 증진에 끊임없이 투자를 하

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몇 해 동안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 불어 닥친 융 기를 경

험하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비하기 한 여러 

방도를 모색해왔다. 이에 험감수성과 진취성, 

신성을 바탕으로 한 기업가정신 한 21세기

에 신  성과의 도출을 한 요한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의 함양에 한 필요성은 오래 부

터 국가의 경제 성장  경쟁력 확보를 해서

도 꾸 하게 강조되어왔다(Timmons, 1994; Kim, 

2013, 김태균․이건창, 2015). 한 국가의 부의 창

출을 해 단순히 앙정부의 물 , 인  자원에 

한 투자만으로 부나 신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우며(Baumol, 1990), 창조정신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과 활발한 벤처창업 등을 야기시키는 

신성, 창의성과 험감수성 등을 아우르는 기

업가 정신의 함양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

미 여러 국가들은 기업가정신 함양을 공공정책

에 있어 성과를 한 최우선의 과제로 강조해왔

다(Luthje & Franke, 2003; Salimath & Cullen, 

2010). 우리나라 역시 취업률의 조에 따른 창

업이나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한 방안으로 고

등 교육기 에서 기업가정신 함양을 한 교육

에 힘쓰고 있다.

기업가정신은 꾸 히 연구되어 왔고, 단순히 

기업가 정신과 개인  성과인 조직몰입이나 직무

만족, 조직  성과인 신성과 등과의 계에 

한 연구를(Covin & Slevin, 1991; Barringer, 

1995; 장수덕․최석 , 2013; 이 희․진창 , 

2016) 넘어 추가  매개 는 조 효과를 가지는 

요소들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련선행연

구들을 살펴보면(<표 1> 참조), 다양한 요소들을 

기업가정신과 성과와의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

어 왔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업가정신은 용

수 을 달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

들이 조직  수 과 개인  수 을 혼용하여 연

구하여 왔으며, 주로 조직  수 에 맞추어 연구

되어져 왔다(한은수 외 공동연구, 2017). 따라서 

차원  수 을 고려하여 개인  수 에서 기업가

정신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최근 새롭게 등장한 기업의 조직  성과

의 도출을 한 개념으로서 개인의 창의  효능

감이 강조되고 있다. 창의  효능감은 창의성에 

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신  성과를 추구하는 기업가정신에 유

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 확인

되어왔다(윤정 ․이희용, 2015). 개인․집단․조

직 차원의 창의성은 환경  요인의 향을 받아 

창의  성과를 도출하게 된다는 Woodman, 

Sawyer & Griffin(1993)의 조직의 창의성 상호

주의 모형 연구에 이르기까지의 선행연구는 결

론 으로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은 신 성과를 

도출시키며, 특히 창의성에 한 정  경험과 

성과에 따라 느끼게 되는 자심감과 스스로에 

한 평가인 창의  효능감이 기업가정신과 함께 

작용한다면 더욱 큰 시 지 효과(synergy effect)

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도출할 것이

라는 추측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하지만 <표 1>

과 같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업가정신과 

한 계를 맺는 창의  효능감에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  네트워크는 잠

재 ․실질  자본으로서 인식되는 주요 요소 

 하나로(Burt, 1997), 기업가정신과 성과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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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도 정  향을 미쳐 성과를 확 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조연성․박건 , 2010; 최병

 외 공동연구, 2013; 이재희․조상미, 2015; 박

지혜, 2017). 더욱이 네트워크가 뛰어난 사람들은 

유 계를 활용하여 처한 상황을 잘 인식하고, 

이에 따른 창의성 발휘에 더욱 효과 이기 때문

에 네트워크의 도가 높을수록 창의성이 높아진

다는 선행연구를(Perry-Smith & Shalley, 2003; 

Perry-Smith, 2006; 김은실, 2017) 통해 사회  

네트워크는 기업가정신의 하 요소  신성에 

직 인 향을 미치고, 창의성과 성과 간의 

계에서 정 인 향을 미쳐 성과를 극 화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회  네트워크

는 기업가정신과 성과 간의 계에서 직․간

으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사회  

네트워크를 개인의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

크로 나 어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결국 개인의 조직성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정  향을 확 하기 해서는 기업가정신 뿐 

아니라 창의성, 네트워크 등의 요인들이 필요하

며, 이들의 시 지 효과(synergy effect)에 해서

도 기 해 볼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에 따라 본 연구는 개인  차원에서 기업가정신

과 성과  변수인 조직몰입 간의 계에서 개인

의 기업가정신과의 결합을 통한 시 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상되는 창의  효능감과 개인의 

사회  인 라에 해당하는 ․내외 네트워크가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하 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의 설정

1. 기업가정신

기업가(Entrepreneur)들은  세계에 걸쳐 경

제의 변 과 쇄신을 불러오는 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이 자유기업체제의 핵심인 이유

는 새로운 기업체의 탄생이 시장경제에 생명력

을 불어넣기 때문이다(Bygrave & Zacharakis, 

2011). 새로운 기업을 창업한다는 것은 경제 시

스템 안에서 일반 으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  합의로서 경제에 큰 향을 미치

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Shane & 

Venkataraman, 2000). 특히 경제  에서 창

업이라는 기업가정신의 행  실천은 이 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업을 창조한다는 

에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새로운 벤처창업의 

경제  충격은 창업 이 보다 창업 이후에 더 

정확히 평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가정신

의 실 , 즉. 창업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Salimath & Cullen, 2010). 

이와 같이 기업가정신은 벤처창업과 련된 

특별한 개념으로 많은 연구자들 사이에 지지를 

받아왔다. 기업가정신의 정의와 련된 선행연구

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Vesper(1988)는 

새로운 벤처창업을 기업가정신의 특징으로 보았

고 Churchill & Muzyka(1994)는 기업창업을 기

업가 정신의 필요조건이라고 하 다. 같은 맥락

에서 Low & MacMillan(1988)은 기업가정신을 

‘새로운 기업의 창업’으로 정의하면서 기업가정

신의 연구목 은 경제를 발 시키는데 있어 창

업의 역할을 설명하고 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고 보았다. Timmons(1994)는 기업가정신을 ‘기

회에 사로잡  체 인 에서 균형 잡힌 리

더십을 토 로 사고, 유추, 행동하는 방식’으로 

정의한 바 있다. Kuratko(2009)는 ‘비 , 변화 그

리고 창조의 역동  과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  해결책의 창조와 실행을 향한 에 지와 

열정의 용이 요구 되는 것’으로 기업가정신을 

정의하고 있다(양 환․첨희, 2015). 더욱이 

Drucker(1970)와 Stevenson & Gumpert(198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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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으로 기업가정신이 기업을 효과 으로 

신시키고, 외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종업

원의 사기와 생산성을 높이며, 본질 으로 경

성과를 증 시킨다고 주장하 다. Covin & 

Slevin(1989)와 Zahra(1993)에 따르면 기업가정신

에 한 측정요소는 신성, 진취성, 험감수성 

등으로 나뉜다. 반면, Todorovic, Todorovic & 

Ma(2015)은 기업가정신에 한 일치된 정의의 

부재를 주장하 고, 이는 기업가정신의 용 수

에 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최근 다양한 분야에 기업가정신이 개인  성과

에 미치는 향을 넘어 조직  상에도 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Stevenson & 

Jallio, 1990; Covin & Miles, 1999; Lee & 

Tsang, 2001; 이형택‧채명수, 2007), 기업가정신

과 성과변수들 간의 계에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가정신은  시 가 요구

하는 기업가정신을 넘어 기업조직 체에 기업

가정신의 체화상태인 기업가지향성과 기업의 조

직  기업가정신의 함양 상태인 사내 기업가정

신 등의 더욱 세분화되고 깊이 있는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한은수 외, 2017).

<표 1> 기업가정신과 성과 변수 간의 계 분석

연구자 변수들 간 계 주요 내용

 Roure & Maidique(1986) 기업가 정신 – 기업의 재무  성과 정(+)  유의

 Stuart & Abetti(1987) 기업가 정신 – 기업의 재무  성과 정(+)  유의

 Covin & Slevin(1991) 기업가 정신 – 조직의 성과 정(+)  유의

 Zahra(1991) 기업가 지향성 - 조직몰입 정(+)  유의

 Chandler & Jansen(1992) 기업가 지향성 - 조직몰입 정(+)  유의

Barringer(1995) 기업가 정신 – 조직의 성과 정(+)  유의

 오종석‧이용탁(1999)
기업가 정신 - 기업의 성과 간 마 , 

기술 신 차별화 략의 매개효과

정(+)  유의

매개효과 유의

Atuahene-Gima & Ko(2001) 기업가 정신 – 신제품 개발 정(+)  유의

 정 이·권규미·반성식(2007)
기업가 정신 – 기업 성과 간 비 리 조직과의 

트 십의 조 효과

정(+)  유의, 

조 효과 (X)

 Teece(2007) 기업가 정신 – 기업의 자원 운용·활용능력 정(+)  유의

 Lee & Sukoco(2007)
기업가 정신‧지식경 능력 - 조직 유효성 간 

사회  자본의 조 효과

정(+)  유의 

모든 조 효과 유의

 De Clercq & Rius(2007) 기업가 지향성 - 조직몰입 정(+)  유의

 Wang(2008)
기업가 지향성 - 기업성과 간 학습 지향성의 

매개효과

정(+)  유의

매개효과 유의

 Yong-Hui, Jing-Wen &   

Ming-Tien(2009)

기업가 지향성 - 기업 성과 간 지식 생성 

과정의 매개효과

정(+)  유의

매개효과 유의

De Clercq, D Dimov &    

 NT Thongpapanl(2010) 

기업가 정신 - 성과 간 

차공정성‧신뢰‧조직몰입의 조 효과

정(+)  유의 

모든 조 효과 유의

 이기화·신용존(2010)
기업가 정신 – 조직몰입 간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정(+)  유의

매개효과 유의

 조연성·원동환(2010)
기업가정신 하  요소 中 신성과 - 수출성과 

간 시장 지향성의 매개효과

정(+)  유의,

매개효과 유의

 Al-Askari(2011) 기업가 정신 – 창조  신 정(+)  유의

 정연웅(2011) 기업가 정신·호텔 조직문화 - 조직몰입 정(+)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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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워크

Phelps, Heidl & Wadhwa(2012)에 의하면 사

회  자본을 토 로 한 연구에서 사회  자본은 

계  차원(relational dimension)과 구조  차

원(structural dimension)으로 나뉜다. 여기서 

계  차원은 행 자 간의 유 계를, 구조  차

원은 네트워크에 해 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한 구조  차원에서의 네트워크는 정보

공유의 측면에서 보면, 자원의 한 통제와 타

인들의 의존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 계  차원

보다 다양한 정보를 여러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에 유리하다(김은실, 2017). Burt(1997) 한 네

트워크를 사회  자본으로 인식하 는데, 이러한 

네트워크는 다시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네트워

크로 나뉜다. 외부 네트워크는 특히 소 벤처기

 열·윤 덕(2011) 기업가 정신 – 기술 신 성과 정(+)  유의

 장성희·마윤주(2011) 
기업가 정신 - 사회  기업의 성과 간 

시장지향성의 매개 효과 / 성별의 조  효과

정(+)  유의

매개효과 유의

조 효과 유의

 조연성(2011)

수출기업 경 자의 기업가정신 - 수출성과 간 

고객지향성 / 경쟁자 지향성 매개효과 / 기업의 

네트워크의 조 효과

부분  정(+)  유의

부분  매개효과 유의

부분  조 효과 유의

Al-Swidi & Mahmood(2012)
기업가 지향성‧종합  품질 리 - 조직성과 간 

조직  문화의 조 효과

정(+)  유의

부분  조 효과 유의

 안 (2012)
사내 기업가 정신 - 리 신 간 비 공유의 

조 효과

부분  정(+)  유의

부분  조 효과 유의

 강석민·이형탁(2012)
기업가 정신·핵심역량 – 경 성과 간 환경 

불확실성의 조 효과

정(+)  유의,

조 효과 부분  유의

 Messersmith & Wales(2013)

기업가 지향성 - 첨단 기술을 보유한 신생 

회사의 매출 성장 간 고성능 작업 

시스템‧ 트 십 철학의 조 효과

부분  정(+)  유의,

모든 조 효과 유의

 최종열(2015)
기업가 정신 – 기술 신 성과 간 외부 력·

신역량의 매개효과

정(+)  유의, 

매개효과 유의

 주기 ·박병화(2015)
기업가 정신 – 신성과 간 기술 신의 

매개효과

정(+)  유의

매개효과 유의

 권창오(2016)
사내 기업가 정신 – 조직성과 간 직무만족 ‧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정(+)  유의

매개효과 유의

 박 상·이우진(2016) 조직 기업가 정신 – 조직몰입 · 직무만족 정(+)  유의

 Trong(2017)
기업가 지향성 - 경쟁 지능 간 조직의 사회  

자본‧신뢰‧목  일치의 조 효과 

정(+)  유의

조 효과 유의

 이상길‧하규수(2017)
기업가 정신 – 업무몰입 간 학습지향성의 

조 효과

정(+)  유의

조 효과 유의

Hormiga, Saá-Pérez, Díaz-Díaz, 

Ballesteros-Rodríguez & 

Aguiar-Diaz(2017)

기업가 지향성 - 연구 성과 간 지식 공유의 

매개효과

정(+)  유의

매개효과 유의

Kocak, Carsrud, & 

Oflazoglu(2017)

기업가 지향성 - 신‧기업 성과 간 

인상‧근본  신의 매개효과

정(+)  유의

매개효과 유의

한은수‧정범구‧이상빈‧성을  

(2017)

CEO‧종업원‧경 층‧조직의 기업가 지향성 – 

재무성과 간 신성과의 매개효과

정(+)  유의

모든 매개효과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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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이 세계시장에 뛰어들고 지속  성장을 

해서는 필수  요소로 꼽히며(한상설․임덕순, 

2013), 이는 단일 기업이 획득하기 힘든 여러 

유․무형의 부분들을 제공해  수 있는 잠재력

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Street & Cameron, 

2007). 이러한 이유로 네트워크를 사회  자본으

로 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Burt, 

1997; Nahapiet & Ghoshal, 1998; Granovetter, 

1992; 권 철, 2004). 한 역동성이 높은 시장일

수록 외부 네트워크가 기업성과에 직‧간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들 한 진행되어 왔다

(Sharir & Lerner, 2006; 조연성․박건 , 2010). 

한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기업가정신과도 

네트워크 간의 계가 함을 주장한 연구들

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Stuart, Hoang & 

Hybels 1999; Bloodgood, 2006; 조연성․박건 , 

2010) 이는 기업가정신의 3가지 하  요소들과 

한 계를 가지기 때문이다(조연성, 2011). 

추가 으로 황진수(2017)는 사회  네트워크와 

조직의 성과간의 향력을 본 연구에서 네트워

크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성과에 해 직

 향을 미치며, 지식공유의 매개변수를 통한 

매개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

구를 통하여 네트워크는 기업의 기업가정신과 

조직  성과에 한 련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3. 창의적 효능감

자기효능감은 특정 결과를 달성하기 해 필

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

의 능력에 한 단이라고 정의된다.(Bandura, 

1986; Bandura, 1997; 김민애, 2002). Bandura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은 자기 효능감에 의해 발생

되며, 자기효능감은 특정 행동을 유도하며 행동

뿐 아니라 학습동기의 강한 원천으로 작용한다

(임선아․정윤정, 2013). 한 자기 효능감이 높

으면 사회 으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피하

기보다 극 으로 뛰어들어 상황에 해 응

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연구되어 왔다(Scheier, 

Botvin, Diaz & Griffin, 1999). 

이러한 개념에 입각하여 볼 때 창의  효능감

은 창조성과 자기 효능감의 합성어로 창의 인 

방향에 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자신의 능

력에 한 스스로의 평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 

Amabile(1996)은 개인  차원의 창의성은 문

성, 창의  사고능력 그리고 과업동기부여의 3가

지를 구성요소로 가진다고 하 다. 한 성공

인 창의성의 발 을 해서는 정서 , 물리 , 

정신  환경 한 창의성의 구성요소로 고려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김태균‧이건창, 2015).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자기 효능감은 목표에 

해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평가하되 자신감과 

의욕을 가지고 도 하고자 하는 의식을 이야기

하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더욱 발

이고 난이도 있는 도 을 시도하고, 그 것에 

응하고 극복하는 상황을 반복 으로 연출함으

로써 지속 인 발 을 꾀할 수 있는 특징을 가

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창의  효능감은 창의 인 방면에서 스

스로에 한 자신감과 평가를 의미한다. 창업을 

하고자 하거나,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부분에 

한 도 과 그것에 응하고 극복하며 결국 성공

으로 이끄는 심리 인 향을 창의  효능감

이라 한다. 최근 창업에 한 열기가 뜨거워지면

서 창의  효능감에 한 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창조  효능감은 신

 성과를 도출하는 데에 있어 기업가정신과 창

업에도 련성이 깊은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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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몰입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얼마나 애착

심과 헌신하려는 의지가 있는 상태(Steer, 1977)

이며, 조직에 한 정  행동을 유발하는 주요 

개념으로 제시되어왔다(이용탁, 2014). 조직몰입

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조직몰입의 하 요소

를 분석하며, 조직몰입에 한 성격을 분석한 결

과(Angle & Perry, 1981), 어떠한 요인들이 조직 

몰입도에 직 인 향을 받는 지에 한 연구

(김진만․ 병 , 2011; 최윤자, 2010), 반 로 조

직 몰입도에 향을 주는 요소들에 한 연구(박

효, 2012; 부정민․권순용, 2009; 정 자․이은

, 2010; 조성연․최미숙, 2009; 한유미․김연하, 

2010) 등의 방향으로 나뉜다. 한 정명숙‧김

(2006)에 따르면 조직몰입도가 높은 사람은 목

표 지향 이고, 주어진 문제 상황에 해 조직몰

입도가 낮은 사람에 비해 명하게 처하며 높

은 조직  성과의 결과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 

분석을 통해 확인하려는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

의 계에 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진 상태이지

만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의 계를 확인하기 

해 행해진 설문조사에 한 분석결과 부분

의 일반 직장인을 상으로 자기효능감이 조직

몰입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권 기․박 규, 2010; 박근수․유태용, 

2007; 서연숙․김윤찬, 2007). 일부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보

다 도 인 목표를 선호하고, 목표달성을 해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하며(서연숙․김윤찬, 2007),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

사는 직무스트 스를 보다 효과 으로 처할 

수 있고, 조직 내에서 직무만족과 안녕감이 높아

져 궁극 으로 조직몰입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

를 도출하 다(고유경‧강경화, 2006; 서연숙․김

윤찬, 2007; Nielson, K. et al, 2009). 결국 조직

몰입은 근로자가 본인이 속한 근무 조직에 해 

감정 으로 애착을 갖고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수용하고, 조직의 요구에 하는 성과로 목표를 

달성하며, 자신의 조직에 해 타인에게 정  

의견을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Mowday, 

Steers, & Porter, 1979). 

5. 변수간의 관계

5.1 조직몰입의 선행요인으로서의 기업가정  

    신, 네트워크, 창의적 효능감의 관계

조직행동 역에서 조직몰입도는 성과를 표

하는 성과  변수  하나로 많이 사용되어왔다. 

조직몰입도는 조직의 성과와 조직시민행동  

이직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 졌기 때문이다(강

복․최 호, 2013; 김호균․김정인, 2013; Meyer 

et al., 2002).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  신성

은 조직의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연구

(Kemelgor, 2002; Zahra & Bogner, 2000; 안

진, 2011)가 이루어 졌으며, 진취성 한 조직의 

성과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Becherer & 

Maurer, 1997; Lumpkin & Dess, 2001)들과 마

지막 요인인 험감수성이 조직의 성과에 향

을 미친다는 연구(Begley & Boyd; 1987) 등이 

이루어져왔다. 한 정연웅(2011)은 기업가정신

의 하 요소인 신성, 진취성, 험감수성이 각

각 조직몰입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가설

들이 채택됨을 보여주었으며, 본 연구에서 분석

하고자 하는 기업가정신과 조직몰입도의 계에 

해서도 기업가정신이 조직몰입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박정우, 2014).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기

업가정신이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며, 이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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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조직의 성과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 정보의 다양화와 통신의 발달

로 네트워크는 요한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알

려져 왔다. 이에 한 정의 한 약간의 차이를 

가지는데, Jones. et al(1997)은 네트워크를 교환 

혹은 계에 있어서 상호작용의 패턴이며, 개인 

간 자원의 흐름이라 정의하 고, Seibert, 

Kraimer & Liden(2001)은 자아에 의해 정의된 

집단의 소속된 사람들이나 사회  행 자들을 

연결하는 연결 패턴이라 정의하 다. 이러한 선

행연구를 통하여 네트워크는 구성원들 간의 공

식 , 비공식  상호작용이라 볼 수 있다(문성애

‧이 민, 2009). 한 네트워크와 성과변수인 조

직몰입과의 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이 이루어

져왔으며, 문성애·이 민(2009)은 네트워크 활동

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하 고 모두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 다. 박지철‧

장석인(2014)은 네트워크 활동에 필수  요소인 

커뮤니 이션을 통한 성과 도출이 유의함을 주

장하 다. 한 방세린․안지 (2017)은 사회  

네트워크가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며, 기업문화

가 이를 조 한다고 주장하 고 이러한 과정은 

다시 성과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

다. 더욱이 하성욱 외 공동연구(2012)는 내부 네

트워킹과 외부 네트워킹이 정서  몰입과 계속

 몰입, 규범  몰입에 미치는 향에 해 연

구를 실시하 다. 이의 결과로써 내부 네트워킹

이 정서  몰입과 계속  몰입, 규범  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

부 네트워킹은 규범  몰입에만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  효능감은 상 으로 선행연구가 부족

한 실정이다. 부분의 연구가 자기효능감과 성

과변수를 분석하거나 창의성과 조직몰입의 계

를 분석하 다. 이들  어윤선(2011)은 창의  

행  등은 발생된 문제들에 해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창의 인 작업 활동이 개

인으로 하여  더욱 조직에 몰입할 수 있으며 

결과 으로 성과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통해 창의성이 조직몰입에 정(+)  향

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Robbin & Kegley 

(2010)는 창의  효능감은 확산  사고에 정  

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지속 인 노력으로 인

해 응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주장

하 다(배범수 외 공동연구, 2012). 한 박권홍

(2012)은 창의성향이 직무몰입에 정  향을 

미침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증명하 다.

나아가 일부 학자들은 창의  효능감과 련

이 깊은 창의성은 창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내  동기부여를 통한 창의  성과를 이끌어 

낸다고 주장하 다(Shalley, Gilson & Blum, 

2000; Tierney & Farmer, 2002). 이처럼 창의  

효능감과 조직몰입의 연구가 직 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간 으로 각 변수들 간의 계

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기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1. 기업가정신, 내외 네트워크, 창의  

효능감이 조직몰입도에 직 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

1-1. 기업가정신은 조직몰입도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1-2. 외 네트워크는 조직 몰입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1-3. 내 네트워크는 조직 몰입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1-4. 창의  효능감은 조직몰입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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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네트워크 및 창의적 효능감의 매개효과

Hakansson & Johanson(1993)은 수출 심의 

소기업에서의 외부 네트워크 활용은 기업가 

정신을 수출성과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 다. 해외 시장에 진출 할 때에 지상황

과 시장의 변화에 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도

움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네트워크의 

극  참여로 시장 표 화와 응에 한 정  

효과를 볼 수 있으며(김용학 외 공동연구, 2002), 

네트워크에 해 벤처기업들의 기업가정신의 하

요소들과 기술역량의 보유, 수출성과  사회

 목 달성 등의 계에서 정  향을 미친

다는 연구들도 이루어졌다(박상문 외 공동연구, 

2005; 박진아 외 공동연구, 2016). Baron & 

Markman(2000)은 기업이 주변 지역 기업, 정부 

는 지자체와의 력을 유지하는 기업가의 네

트워크가 기업의 존속과 성장에 향을 미칠 것

이라고 주장하 다. 추가  국내의 연구에서도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의 자원 획득이 더욱 용이

할 수 있다는 연구도 실시되었다(정 용‧김춘 , 

2010). 결국, 개인의 기업가정신의 함양을 통해 

성과를 극 화하기 해서는 네트워크의 매개  

효과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창의  효능감은 자기 효능감의 세부  측면

의 요소로서 창의성에서 내  동기는 직 으

로 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

행되어왔다(Csikszentmihalyi, 1990; Amabile, T. 

M., 1996; 하 , 2002; 한순미 외 공동연구, 

2005). 자기 효능감의 세부 요소인 창의  효능

감은 창의 이고 신 인 방법으로 과업을 성

공 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과 능력측

면에서 반 인 자신감을 의미하며 주  실

가능성의 지각에 향을 미치는 핵심 인 선

행변수로서 입증되었다(Hartsfield, 2003; 양 환·

첨희, 2015). 선행연구를 통하여 기업가정신은 조

직의 성과를 개선시키며, 조직이 험을 추구하

고 신 이고 진취 으로 행동할수록 성과가 

높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과

정에서 기업가정신이 직 으로 조직성과로 이

어지기보다는 조직의 구성원의 심리와 행동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성과로 이어지는 이론  토

를 마련할 수 있다(이기화․신용존, 2010). 

추가로 창의  효능감의 상  측면인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에 한 연구 한 다양한 학

문  방면에서 이루어져왔다. 진로결정 과정에서

의 자기효능감이 의사결정을 한 여러 가지 변

수 간의 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연구들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Bandura, 1997; Lent, 

Brown, & Hackett, 2000; 김종운·박성실, 2013; 

미리·김 환, 2015), 자기 효능감과 응 련 

변수들 간의 정 인 계를 증명한 연구들도 다

양하게 이루어졌고(Hirose, wada, & Watanabe, 

1999; Sandler, 2000; Zajacova, Lynch, & 

Espenshade, 2005), 기업가정신과 창의성은 서로 

유의한 계에 있으며(이상직․박재춘, 2015), 이

러한 창의성이 조직몰입에 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어윤선, 2011; 박권홍, 2012)도 이루어진 상

태로써 해당 변수들 간의 계성을 유추할 수 있

다.

추가 인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자기 효능감은 

내  동기에 유의한 향을 미치며, 내  동기는 

창의성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해  Bandura(1995)는 창의 인 성과를 

해서는 정 이고, 강한 자기 효능감을 가져

야한다고 주장하 다. 포 인 틀에서 창의성과 

자기 효능감은 한 계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 계에 입각하여 창

조  효능감은 창의성과 자기 효능감에 근거하

고 있다. 창조  효능감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

를 잘 처하고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Mathisen & Bronnick, 2009). Tierney & 

Farmer(2002)는 이러한 창의  효능감은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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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노력, 어려운 도 에 한 구성원들이 지속

으로 노력하는 데 필연 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

하 다. 결국, 다양한 독립변인들의 정 인 결

과와 성과와의 계에서 창의성의 원천으로 꼽

히는 창조  효능감(Gong, Y. et al, 2009; 

Tierney & Farmer, 2002, 2004)은 필연 으로 

요구되는 매개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내·외 네트워크와 

창조  효능감이 기업가정신과 조직몰입도 간의 

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아래와 같이 설

정하 다.

가설2. 기업가정신과 조직몰입 간의 계에서 

내외네트워크와 창의  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존재할 것이다.

2-1. 기업가정신과 조직몰입 간의 계에서 

외 네트워크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2-2. 기업가정신과 조직몰입 간의 계에서 

내 네트워크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2-3. 기업가정신과 조직몰입 간의 계에서 

창의  효능감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Ⅲ.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1. 연구모형의 설계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이 조직 몰입에 향을 

미칠 것이며, 매개변수로서 내·외 네트워크와 

창의  효능감의 정도에 따라 기업가정신과 조

직몰입 간의 계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분석하

고자 하 다. 창의  효능감은 본 연구의  

변수이며, 기존의 연구에서 거의 언 되지 않은 

변수로 이론 인 개념 확장을 해 선정되었다. 

개인의 기업가정신의 함양이 조직몰입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함으로써 련 이론

에 해서 확장하고 있으며, 이들 계에서 

내·외 네트워크와 창의  효능감의 매개역할을 

확인함으로써 기업가정신과 성과 간의 세부 인 

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를 모형화하

면 <그림 1>과 같다.     

                              ※ 통제변수: 성별, 연령, 학력, 근무연수, 직

<그림 1> 연구모형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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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 및 특성

표본은 제조 기업에 종사하는 300명의 종업원

들에게 설문을 요청하여 총 설문지 244부를 회수

하 으며, 이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2017년 8월 7일부터 14일까지 7일

간 진행되었고, 변수의 측정은 리커트 5  척도

를 이용하여 인지 으로 측정하 다. 

설문조사 상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펴보

면, 남성은 체의 81.7%, 여성은 17.0%를 차지

했다. 응답자의 연령은 20 가 12.1%, 30 가 

39.3%, 40 가 34.4%, 50  이상이 14.3%로 분

포하고 있다. 근무연수는 1년 미만이 5.4%, 1년 

이상 5년 미만이 36.2%,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6.1%,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22.3%, 20년 이상

이 20.1%를 차지했다. 학력은 학교 졸이 

49.6%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22.8%, 문 졸이 

10.7%, 학원 졸 이상이 17%를 보 다. 마지막

으로 직 에서는 직원이 42.9%로 가장 많았고, 

계약직 3.1%, 계장  7.1%, 과장  18.8%, 부장

 12.5%, 이사  8.0%, 최고경 자가 7.6%의 

분포를 보 다. 

3. 변수의 측정

3.1 기업가정신

Lumpkin & Dess(1996)의 연구와 Naman & 

Slevin(1993)의 연구에 근거하면, 기업가정신이란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기 해 행하는 략과 행

동을 구체화한다. 새로운 진입과 련되어 나타

나는 여러 측면과 특히 새로운 시도에 직면했을 

때, 기업가정신은 기업가의 경쟁 자세, 험한 사

업을 수용하려는 경 진의 성향, 그리고 담하

고 범 한 행동에 개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욕

구 등과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Covin 

& Slevin, 1989). 이러한 기업가정신을 측정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을 신성과 진

취성, 험 감수성으로 분류하고, Colvin & 

Slevin(1986, 1990)를 부분 으로 발췌하여 수정

한 문항들로 본 연구에 맞게 총 11개 문항을 사

용하 다. 모든 항목은 Likert 5 척도를 사용하

여 측정하 다.

3.2 내부 네트워크

내부 네트워크는 기업 내부의 업무 련 부서

와의 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Collins and 

Clark(2003)이 개발하고 Heavey and Simsek 

(2013) 등이 사용한 설문지를 수정하여 사용하

다. 연구부서, 생산부서, 마 부서, A/S부서, 

리부서, 기타부서 등과의 계를 물었으며, 5

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Likert 5  척도에 의해 

측정하 다.

3.3 외부 네트워크

외부 네트워크는 기업 외부의 업무 련 기업 

 기  등과의 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Collins and Clark(2003)이 개발하고 Heavey and 

Simsek(2013) 등이 사용한 설문지를 수정하여 

사용하 다. 사외 이사, 공 자, 고객, 경쟁자, 제

휴 트  융기 , 무역 회, 정부기 , 기타 등 

8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Likert 5  척도에 의해 

측정하 다.

3.4 창의적 효능감

창의  효능감은 창의  경험을 통한 창의성에 

한 자신감으로 이를 측정하기 해, 김혜숙

(1999)의 창의성 진단 측정도구의 개발 련 문

항들  일부 변수를 발췌하여 사용하 다. 새로

운 아이디어 창출에 한 능숙성, 창의  문제해

결의 능력의 확신성,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살

리는 재능에 한 스스로의 평가로 구성된 3개의 

문항으로, Likert 5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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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조직몰입도

조직몰입은 개인이 조직에 해 정서  애착을 

가지고 개인의 목표와 가치를 조직과 동일시하며, 

조직 활동에 극 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정도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Mowday et al.(1979)의 

OCQ이 개발한 설문을 활용하여 총 8문항으로, 

Likert 5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Ⅳ. 실증분석의 결과

1.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본 연구의 경우 신뢰성 분석은 내  일 성을 

악하기 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활용하

다. 일반 으로 Nunnally & Bernstein(1994)은 

신뢰도 계수인 결합신뢰성(composite reliability)

의 기 을 0.7로 제시하 으며, 신뢰도 분석 결

과 모든 변수들이 평균 0.945로 높게 나타나 신

뢰성이 검증되었다.

타당성 검사를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

하 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기업가정신, 조직몰입도, 

외 네트워크, 내 네트워크, 창의  효능감의 

변수들이 비교  분명하게 독립 으로 묶여 타

당성이 입증되었다. 요인 추출의 기 이 되는 요인 

재값(Factor Loading)과 공통성(Communality)

은 자료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하여 략 0.5 

이상을 기 으로 용하 다. 

<표 2> 탐색  요인분석 

변 수 항  목
성 분

1 2 3 4 5

개인의 
기업가
정신

우리 회사에서 나는 R&D를 통한 제품 개발을 강조한다 .757 .114 .173 .245 .027

우리 회사에서 나는 신제품 출시를 강조한다 .755 .213 .154 .273 -.019

우리 회사에서 나는 제품 내용에서 큰 변화를 선호한다 .718 .148 .114 .075 .158

나는 회사의 생산 과정  방식을 발 ‧ 신하는 경향이 강하다 .716 -.001 .205 .242 -.077

나는 회사에서 경쟁회사와의 경쟁우 를 해 극 으로 행동한다 .715 -.040 .072 .186 .197

우리 회사에서 나는 해당사업에 주도 인 역할을 강조한다 .692 .123 .243 .046 .025

나는 회사의 경쟁사에 비해 신제품, 신경 기법 등의 먼  도입을 
강조한다

.680 .208 .380 .243 -.100

나는 회사에서 경쟁사에 비해 상치 못한 기회를 먼  잡는 편이다 .646 .082 -.053 -.070 .349

우리 회사에서 나는 고수익의 험성 높은 사업을 선호하는 편이다 .605 .331 .220 -.039 .250

회사의 목표달성을 해 진 인 조치보다 면 인 조치가 필요하다 .592 .169 .211 -.100 .209

우리 회사에서 나는 평소 공격 인 결정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493 .106 -.031 -.014 .274

개인의 
외 

네트워
크

나는 우리 회사 사외 이사들과 좋은 계를 유지하고 있다 .080 .840 .211 .117 .077

나는 우리 회사에 원료를 공 하는 회사 직원들과 계가 좋다 .124 .839 .211 .056 .101

나는 우리 회사와 경쟁 계에 있는 회사 직원들과 계가 좋다 .060 .832 .234 .066 .069

나는 우리 회사의 력 트  회사 직원들과 계가 좋다 .269 .767 .152 .101 .095

나는 우리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담당직원과 계가 좋다 .216 .741 .128 .337 .040

나는 회사 련 지원기 ( , 무역 회, 기업 회 등)의 직원들과 
계가 좋다

.185 .731 .184 .342 .005

나는 회사와 련 정부  기 ( 앙정부, 시정부 등)의 직원들과 
계가 좋다

.113 .719 .254 .236 .094

조직
몰입

우리 회사에서 나의 남은 직장생활을 보낼 수 있다면 행복할 것이다 .060 .173 .784 .293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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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학력, 근무연수, 직  

등이 포함된 개인의 기업가정신, 외 네트워크,  

                                           

내 네트워크, 창의  효능감, 조직몰입 간의 

계를 알아보기 한 상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개인의 기업가정신을 포함한 모든 변수

들이 련이 있음을 보여 다.

<표 3> 변수 간 상 계 분석 

변수 성별 연령 학력 근무
연수 직 기업가

정신
외 

네트워크
내 

네트워크
창의  
효능감

조직
몰입

성별 　 　 　 　 　 　 　 　 　

연령 -.004 1 　 　 　 　 　 　 　 　

학력 .014 -.271** 1 　 　 　 　 　 　 　

근무연수 -.090 .727*** -.322** 1 　 　 　 　 　 　

직 -.068 .624*** .006 .541*** 1 　 　 　 　 　

기업가
정신 -.127 .231*** -.036 .285*** .303*** 1 　 　 　 　

외  
네트워크 -.003 .103 .010 .080 .204** .417*** 1 　 　 　

내  
네트워크 -.022 .041 .077 .087 .153* .451*** .624*** 1 　 　

창의  
효능감 -.037 .068 .136* .100 .278*** .530*** .415*** .518*** 1 　

조직몰입 .071 .240*** -.080 .262*** .354*** .490*** .534*** .398*** .435*** 1

 주: N = 224     * : p<0.05     ** : p<0.01    *** : P<0.0011

나는 외부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에 해 얘기하는 것이 즐겁다 .204 .087 .779 .149 .122

나는 실제로 우리 회사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느낀다 .118 .207 .770 .229 -.043

나는 우리 회사의 진정한 일원이라고 느낀다 .246 .188 .718 .122 .165

우리 회사는 나에게 개인 으로 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220 .288 .658 -.082 .168

나에게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이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214 .297 .639 -.175 .103

내가 지  우리 회사를 떠난다면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150 .297 .563 -.182 .374

개인의 
내

네트워
크

나는 우리 회사 R&D부서 직원들과 계가 좋다 .135 .415 .198 .720 .121

나는 우리 회사 생산 는 제조부서 직원들과 계가 좋다 .195 .225 .009 .703 .137

나는 우리 회사 마 부서 직원들과 계가 좋다 .059 .507 .163 .631 .197

나는 지원(경 , 총무, 는 행정)부서와 계가 좋다 .325 .097 .076 .520 .371

나는 구매부서 직원들과 계가 좋다 .110 .515 .057 .518 .207

창의
효능감

나는 회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에 능숙하다 .142 .053 .133 .275 .748

나는 회사에서 창의  문제 해결능력에 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 .337 .188 .199 .223 .669

나는 회사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발 시키는데 타고난 재주가 있다 .312 .191 .272 .337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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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 검증

         

4.1 기업가정신과 조직몰입도의 관계 검증

<표 3>과 같이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

가정신, 외 네트워크, 내 네트워크, 자기 효

능감과 조직몰입도 변수 간의 유의한 상 계

가 있음을 확인하 다. 

변수 간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개인의 기업가

정신이 조직몰입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 지

에 한 인과 계분석을 시도하 다. 한, 타변

수의 향을 통제하기 하여 성별, 연령, 학력, 

근무연수, 직 의 변수들은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표 4>는 그에 따른 회

귀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의 

기업가정신과 조직몰입도 간의 정(+)의 계가 

있음을 확인하여 가설 1-1, 1-2, 1-3은 모두 채

택되었다. 한 내․외 네트워크가 상 계수가 

높게 나와 실시한 SPSS를 통한 다 공선성 진

단에서도 VIF 값이 1.7, 1.9로 다 공선성에 의

한 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회귀분석 결과(통제변수 : 성별, 연령, 학력, 근무연수, 직  용)        

                   
 주: * : p<0.1   ** : p<0.05   *** : p<0.001

4.2 기업가정신과 조직몰입도 간의 특정 

    변수들의 매개효과 검증

가설 2를 검증하기 하여 개인의 기업가정신

과 조직몰입도 간의 계에 미치는 내·외 네트

워크와 창의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 다. 

이를 하여 SPSS 21.0을 이용하여 Baron & 

Kenny(1986)의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매개효

과에 한 검증 방법은 첫째, 독립변수(기업가정

신)를 매개변수에 회귀시켰을 때, 독립변수가 매

개변수에 유의한 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독

립변수(기업가정신)를..종속변수(조직몰입도)에 

회귀시켰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해 유

의한 향을 미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

(기업가정신)와 매개변수( 내․외 네트워크와 

창의  효능감) 양자를 종속변수(조직몰입도)에 

회귀시켰을 때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향을 미쳐야 한다. 가설 2에 한 매개효과 분

석결과는 <그림 2>, <그림 3>, <그림 4>와 같

으며, 가설 2-1, 2-2 그리고 2-3 모두 부분 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따라

서  개인의 기업가정신의 함양에 따른 조직 몰

입도를 높이는 데 있어 내․외 네트워크와 창

의  효능감의 정도에 따라 향을 받는다는 사

실을 입증하 다.

변수 조직몰입도

성별 .148**

연령 .148**

학력 -.073

근무연수 .434

직 .254**

기업가정신 .434***

R2 .294

F값 11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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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개인의 기업가정신과 조직 몰입도 간 외 네트워크의 매개역할 분석 결과

  

<그림 3> 개인의 기업가정신과 조직 몰입도 간 내 네트워크의 매개역할 분석 결과

 

<그림 4> 개인의 기업가정신과 조직 몰입도 간 창의  효능감의 매개역할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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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간 효과의 

유의성을 추가 으로 검증하 다. Baron & 

Kenny(1986)의 근법은 매개효과를 직 으로 

검증하지 못하고 일련의 검증 결과를 토 로 추

론하기 때문이다(배병렬, 2015). 이에 Baron & 

Kenny의 근법에 Sobel test(Sobel, 1982)나 

Bootstrapping방법을 추가 으로 사용할 것을 권

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이루

어지는 검증이므로 검정력 상의 문제가 제기되

어 Sobel test보다는 Bootstrapping 방법이 더 

각 을 받고 있다(이 응, 2014). 따라서 추가  

매개효과 검증을 해 <표 5>와 같이, Hayes의 

process를 이용한 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효

과의 추가  검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신뢰구

간인 Boot LLCI와 Boot ULCI 사이에 ‘0’이 들어

있지 않은 가설 2-1, 2-2, 2-3 모두 매개효과가 

유의확률 0.095(p<0.1)로 유의 으로 나타나 채

택되었다.

<표 5> Bootstrapping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

경  로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개인의 기업가정신 - 외 네트워크 - 조직몰입도 0.3673 0.0413 0.1173 0.2814

개인의 기업가정신 - 내 네트워크 - 조직몰입도 0.1137 0.0465 0.0290 0.2076

개인의 기업가정신 - 창의  효능감 - 조직몰입도 0.1463 0.045 0.0197 0.2738

   

4.3 가설검증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이 조직몰입에 미치

는 향을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하 다. 종속변

수인 조직몰입에 해 내·외 네트워크와 창의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가설 검증 결과, 기업가정신과 내․외 네트

워크, 창의  효능감은 조직몰입에 정(+)의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과 조직

몰입의 계에 한 내·외 네트워크의 매개효

과는 모두 채택되었고, 창의  효능감의 매개효

과 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표 6> 결과 요약

가설번호 가설 내용 채택여부

1-1 기업가정신은 조직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2 외 네트워크는 조직몰입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3 내 네트워크는 조직몰입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4 창의  효능감은 조직몰입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1 기업가정신과 조직몰입 간의 계에서 외 네트워크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채택

2-2 기업가정신과 조직몰입 간의 계에서 내 네트워크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채택

2-3 기업가정신과 조직몰입 간의 계에서 창의  효능감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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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1. 논의

본 연구의 학문  시사 으로는 개인  차원

의 창업과 조직  차원의 신에 한 핵심 변

수인 개인의 기업가정신에 한 조직몰입도 간

에 한 계를 확인하 다는 이다. 한 

내·외 네트워크와 창의  효능감은 개인의 기업

가정신과 조직몰입도 간의 계를 매개하는 변

수임이 밝 졌다. 이는 지속  경험과 학습으로 

이루어진 개인의 조직  인 라로서의 내·외 

네트워크가 신성, 진취성, 험감수성을 아우

르는 개념의 기업가정신에 정  향을 주고, 

이에 따른 조직몰입이라는 성과  차원의 결과

를 도출하는데 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선행연

구의 보편  임을 증명하는 동시에 국내에

서는 생소한 창의  효능감이라는 변수도 개인

의 기업가정신과 련이 있음을 밝혔다는 에

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는 21세기를 비

하는 한국이 재의 사회진출의 어려움과 창업 

이후 사업유지가 어려운 환경 등에 해 실질

인 을 맞추어 개인이 갖추어야 할 인 라에 

한 기 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 

개인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내·외 네트워크와 창의  효능감을 높이

게 되고, 이는 다시 조직에 한 애착심과 헌신

을 하려는 의지인 조직 몰입도를 높여 다는 연

구 결과에 따라 이를 한 개인의 지속 인 노

력과 학습 그리고 경험 등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재 이슈화되고 있

는 기업가정신 함양  이에 한 성공  성과

를 이루기 한 방향성을 제시한 은 본 연구

의 큰 의의라 할 것이다.

2. 연구의 결론 및 한계점

재 취업률의 하락에 따른 창업이 새로운 일

자리 창출의 방향으로써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창업에서 가장 요시 되는 3  요인인 

신성, 진취성, 험감수성을 아우르는 개념의 기

업가 정신이 부각되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이러한 기업가정신의 함양에 따른 성과 도출이 

요한 사안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  반응에 따

라 본 연구는 개인의 기업가정신의 함양과 이에 

한 실질  성과를 해서는 조직몰입이 요

하다는 제 하에 진행되었다.  이러한 계에 

해 개인의 ‧내외 네트워크와 창의  효능감 

등의 경험 ‧학습  인 라가 이들의 계에 

해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실증분

석을 실시하 다. 분석 상은 재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종업원 300명에 해 설문조

사를 실시하 으며, 이  온 한 244명에 해당

하는 응답설문에 해 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 개인의 기업가정신에 한 조직몰입

도는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들 간의 계에서 살펴본 개인의 ‧내

외 네트워크와 창의  효능감의 매개효과 한 

정(+) 인 향을 미치는 계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 로 본 연구의 의의와 

이론  실무  시사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개인의 기업가정신의 함

양이 성과를 극 화하기 한 방안을 모색하기 

해 개인의 기업가정신과 조직몰입 간의 계

에서 창의  효능감과 ‧내외 네트워크가 미치

는 향을 처음으로 확인하 다는데 그 연구의

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결과는 개인의 

기업가정신 함양이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개인



138  경 과 정보연구 제36권 제5호

의 기업가정신의 함양이 조직몰입을 높여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창업 외에도 기업의 구

성원들에 한 조직몰입을 향상 시키는데 요구

되는 요소임에 한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실제 장에서 이러한 기업가정신의 함양이 조

직몰입을 통한 성과를 높이는 데 효과 일 것이

라 제시하고 있다.

셋째, 내‧외 네트워크와 창의  효능감이 조

직몰입에 직 인 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

라, 개인의 기업가정신과 조직몰입의 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구축된 내‧외 네트워크

나 창의  효능감 등의 개인 인 라가 조직몰입

과 같은 성과에 직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며, 기업은 성과의 극 화를 해 직원들

의 창의  효능감이나 네트워크 향상을 한 교

육  로그램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 이러한 결과는 기업가정신과 

조직몰입간의 계에서 기존이론에서 다루지 않

은 변수를 추가한 것으로 이론 인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은 연구 상 표본의 특징에

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이 각 기업을 표할 수 있도

록 한 기업당 한 사람의 설문을 진행하 다면 

기업가정신의 함양과 성과  변수들 간의 개인

 측면과 조직  측면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여건 상 개인  측면만 연구

상으로 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 이라고 생각된

다.

결론 으로 본 연구는 재 개인의 기업가정

신 함양이 성과로 연결되는데 직  향을 미

치기 때문에 기업가정신의 함양을 시사하며, 각 

개인이 가진 인 라가 기업가정신이 성과로 연

결되는데 요한 역할을 함을 분석하여 본 연구

의 이러한 결과는 창업뿐 아니라 기업체가 구성

원들을 통한 성과를 극 화하기 한 합리  정

책 수립  활동 계획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

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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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ediating effect of internal and external networks and creative 

efficacy in the relationship of individual entrepreneu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Kim, Sun-Wang*․Cho, Dae-Woo**․Sung, Eul-Hyun***
*

This study looks into individual entrepreneurship engaged in an enterprise; the effect of creative 

efficacy and internal and external network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The hypothesis, the internal and external networks constructed in social context by 

individual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entrepreneu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mediating effect through creative efficacy obtained by the previous experience can be in 

existence, is to be confirmed through an empirical study. The analysis data is collected from 244 of 

currently working employees via a survey.

The determination of employee-oriented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romotion of 

employee’s individual entrepreneurship is significant as well as of the leader for the resul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because there are positive effects between the individual 

entrepreneu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Second, the internal and external networks owned 

by individuals affect one’s own outcome as the internal and external networks of enterprise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entrepreneu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rd, 

it is confirmed that the confidence in individual creativity is an essential factor as creative efficacy 

exhibits a mediating effect in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entrepreneu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Particularly, it is verified that an enterprise is in need to expand education or programs not only 

for networks leading to an outcome but also for creativity improvement of affiliated individuals 

from the fact that creative efficacy, a hybridized concept of creativity and self-efficacy studied in 

the previous research,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entrepreneurship and an 

outcome. In the conclusion, additional implications are offered; the thresholds and frameworks for 

the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Entrepreneurship, Individual entrepreneurship, Organizational commitment, Internal    

and External networks, Internal network, External network, Creative efficacy, 

Individual performance,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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