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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기업가적 지향성과 경영성과 간 인과관계에 있어서 조직규모에 따른 신제품개발의 조건부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동안 기업

가적 지향성이 기업의 경영성과 및 신제품개발 성과에 각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개별적인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

업가적 지향성-신제품개발-경영성과의 인과적인 경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연구시도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가적 

지향성에 따른 최종 재무적 경영성과뿐만이 아니라 경영성과에 기여하는 중간 성과인 신제품개발의 역할에 주목하여 인과적인 경로를 분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18 기업가정신 실태조사(기업편) 조사대상인 전체 업종 3,299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적 지향성, 신제품개발, 

경영성과 간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조직규모에 따라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가적 지향성은 

경영성과 및 신제품개발에 독립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제품개발은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

나 기업가적 지향성-신제품개발-경영성과로 이어지는 과정(간접효과)은 조직규모가 큰 조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기업

가적 지향성으로부터 발현된 신제품개발 성과가 최종 경영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새로움을 추구하는 신제품의 개발을 넘어 신제

품을 성공적으로 사업화하고 시장과 고객에게 소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역량이 갖추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핵심주제어: 기업가적 지향성, 신제품개발, 경영성과, 조직규모, 조건부 간접효과

Ⅰ. 서론

기업가적 지향성(entrepreneurial orientation)은 혁신적 시장 가

치를 창출하려는 기업수준 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전략적 경

향이라고 할 수 있다(Covin & Wales, 2012). 기업이 최고경영

층 또는 전사적 수준에 있어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시장 기

회에 진취적으로 대응하여 혁신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지배적

이면 궁극적으로 신사업 발굴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가능하

게 하는 경쟁우위 원천의 확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Jespersen, 2012).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기업가적 지향성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Zahra, 1991), 기업의 신제

품개발을 촉발하는 핵심요인으로도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

어왔다(Wang & Yen, 2012). 그러나 기업가적 지향성이 경영

성과 및 신제품개발에 각기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가 

다수 시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적 지향성, 신제품

개발, 경영성과 간 관계를 통합적으로 규명하는 시도는 미진

한 실정이다. 

실제 기존 선행연구들은 기업가적 지향성-신제품개발(홍진환 

외, 2010; 우형록·권정언, 2013; 이도연·하규수, 2014) 및 기업

가적 지향성-경영성과(김영조, 2002; 김기웅·김문선, 2013; 윤

현중, 2014a; 2014b) 간의 개별적인 관계에 주목하여 왔으나, 
신제품개발 성과가 경영성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단절되

어 확인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기업가적 지

향성이 신제품개발성과를 통해 경영성과로 연결될 것이다’라
고 암묵적으로 가정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업가적 지

향성-신제품개발-경영성과 간 관계에 대한 전제(premise)는 실

증적인 연구를 통해 통합적으로 규명되지 못하였으며, 기업가

적 지향성이 신제품개발을 촉진하나 신제품개발 성과의 경영

성과에 대한 영향력은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는 등(김
영균, 2013) 변수들 간 관계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가적 지향성과 경영성과 간 관계에 있어서 신제품개발 

성과는 최종 경영성과에 선행하는 중간성과의 성격이며, 신제

품개발은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우위 확보를 통한 성장에 필

수적인 활동이다. 그러나 신제품개발 성공률은 10% 내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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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한 수준에 그칠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연구개발에 성

공하더라도 사업화 성공은 더욱 미약하여 단순히 신제품개발

관련 R&D 투자만으로 경영성과를 연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상존한다(Cooper et al., 2004; Knott, 2008; 김지대, 1999). 더구

나 기업가적 지향성-신제품개발-경영성과의 관계에 다수의 가

외요인이 복잡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

명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기업가적 지향성의 신제품개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

를 파악하는 연구흐름의 전제는 기업가적 지향성이 높을수록 

신제품개발 성과 및 경영성과가 높다는 보편론에 입각하고 

있으나(Covin & Slevin, 1989; Lumpkin & Dess, 1996; Wiklund, 
1999; Wang & Yen, 2012), 실제 기업가적 지향성의 경영성과

에 대한 영향력은 기업이 처한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Wiklund & Shepherd, 2005). 더 나아가 기업가적 지

향성이 신제품개발을 통해 경영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은 특수

한 조건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가적 지향성에 따른 최종 경영성과뿐만

이 아니라 경영성과에 기여하는 중간성과인 신제품개발의 영

향력이 발휘되는 조건을 파악함으로써 기업가적 지향성-신제

품개발-경영성과로 이어지는 작동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적 지향성이 조직 인적자본에 

내재된 독특한 경영자원이라는 측면에서 기업의 외부환경적 

요인보다는 내부적 역량 요인에 주목하여 조직규모에 따른 

조건부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이춘우, 1999). 
구체적으로는 본 연구는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

한 2018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기업편)의 전체 업종을 포괄하

는 3,299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적 지향성, 신제품개발, 경

영성과 간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조건부 과정 모델(conditional 
process model)과 process macro 3.1(Hayes, 2013) 분석 툴을 바

탕으로 이들 인과적 관계의 과정이 조직규모에 따라 상이하

게 나타나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

는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기업가적 지향성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신제품개발 전략 추진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실무

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및 가설의 설정

2.1 기업가적 지향성과 경영성과

기업가적 지향성(entrepreneurial orientation)은 기업가 개인의 

심리적 차원을 넘어 조직의 전략적 차원을 반영하는 개념이

다(Stevenson & Jarillo, 1990). 여러 학자들에 걸쳐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기업가적 전략태세(entrepreneurial strategic 
posture), 기업가적 지향성 등의 용어로 이어져 사용되어 왔으

나, 이들 모두는 ‘제품과 시장에서의 혁신을 추구하여 실패 

위험을 감수하는 동시에 시장기회에 진취적으로 대응하여 선

도하려는 조직의 행동경향’으로 개념적 정의에 합의하고 있다

(Miller, 1983; Covin & Slevin, 1989; Lumpkin & Dess, 1996). 
구체적인 기업가적 지향성의 구성 개념에 있어서는 일부 연

구자들에 따라 경쟁적 적극성(competitive aggressiveness) 및 자

율성(autonomy)과 같은 추가적인 요인들이 고려되기도 하였지

만(Lumpkin & Dess, 1996), 기업가적 지향성에 관한 대부분의 

이론적・실증적 연구들은 기업가적 지향성 개념이 혁신성

(innovativeness), 위험감수성(risk-taking), 진취성(proactiveness)의 

구성요인을 가진 것으로 동일하게 파악하고 있으며(Kreiser  
et al., 2002; Rauch et al., 2009; 윤현중, 2015), 이들 세 가지 

구성요소들의 합 또는 곱으로 측정하는 형태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Slevin & Terjesen, 2011; 윤현중, 2014a; 2014b). 
실제 기업가적 지향성의 구성요소들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기업의 전략적 성향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들의 결합된 상태

로 파악하는 것이 적합하다. 새로운 시장 기회를 포착하고 시

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조직의 진취적인 성향은 외부환경 변

화에 나타난 기회를 신속히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혁신을 

촉발할 수 있으며, 활성화된 혁신 추구는 조직이 높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며 공격적인 대응을 가져가게 할 수 있기 때문

이다(Covin & Slevin, 1989; Wiklund & Shepherd, 2005). 즉, 세
부구성요소들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기업가적 지향성의 수준

을 결정하여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궁극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업가적 지향성은 선발자의 이점

(first mover advantage), 매력적인 세분시장 발굴, 혁신적인 기

술 및 제품, 사업기회 탐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경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기업가적 지향성

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메타분석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그 효과 크기가 크고 유의한 것으로 보

고하고 있다(Rauch et al., 2009; 윤현중, 2014b). 이와 같은 기

업가적 지향성과 경영성과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지지하는 

선행연구들의 일관된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

였다. 

가설 1: 기업가적 지향성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2.2 기업가적 지향성과 신제품개발

신제품개발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 구현이나 

기존 제품보다 개선된 제품 구현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신

제품개발은 새로운 수요의 창출 또는 기존 고객 욕구의 충족

이라는 목적 모두에서 새로움(newness)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혁신추구, 위험감수, 진취적 특성의 기업가적 지향성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우형록·권정언, 2013). 
기본적으로 기업가적 지향성 수준이 높은 기업은 신제품개

발에 적극적인 경향을 띄고 있다(Li et al., 2006; Mu & Di 
Benedetto, 2011). 그 이유는 기업가적 지향성의 세부 구성요

인들이 신제품개발에 대한 강한 동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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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기회로 전환시키려는 혁신

성은 신제품개발에 결정적 요인이 된다(Duhamel & Santi, 
2012). 혁신을 강조하는 기업의 경향은 고객이 인지하지 못했

던 잠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혹은 프로세스, 관리기

법 등을 도출하는 경영활동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혁신성은 

고객 관점에서 신제품개발의 동기를 제공한다(Mueller et al., 
2012). 또한 진취성이 높은 기업은 적극적으로 경쟁자의 기선

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시장 지위를 바꾸기 

위해 다른 경쟁기업들보다 앞서 행동하고 공격적인 전략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신제품개발을 추진하게 된다(Stevenson & 
Jarillo, 1990). 더 나아가 위험감수성, 즉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사업기회 포착에 과감하게 투자하려는 성향은 또한 조직의 

혁신과 진취성을 또다시 증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Wong, 2012).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공통된 관점, 기업가적 지향성이 높

은 기업은 신제품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를 바

탕으로 기업가적 지향성과 신제품개발 간의 관계에 대한 다

음의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2: 기업가적 지향성은 신제품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기업가적 지향성, 신제품개발, 경영성과

간 관계: 조직규모에 따른 조건부 과정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가적 지향성이 경영성과와 신제품개

발에 각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1과 2에 따르면, 
기업가적 지향성-신제품개발-경영성과의 경로로 이어지는 통

합적 관계를 모색할 수 있다. 기업가적 지향성이 기업에 미치

는 종합적인 성과효과를 메타분석으로 연구한 윤현중(2014b)
에 따르면, 기업가적 지향성은 최종 재무적 경영성과보다는 

혁신 및 신제품출시, 해외시장진출과 같은 중간 단계의 성과

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최종 

경영성과에 미치는 기업가적 지향성의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

라, 신제품개발과 같은 중간 단계의 성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최종 경영성과와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신제품개발과 경영성과의 영향관계는 가외요인의 여

건에 따라 상쇄되거나 왜곡되어 명확한 검증에 어려움이 따

른다. 신제품개발의 성공은 신제품개발의 시도횟수 및 빠른 

출시 그 자체가 아니라 성공적인 사업화를 포괄한다. 기업이 

신제품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행위 그 자체가 신제품

개발과정을 완성도 높게 수행한다는 질적 성과를 보장하지는 

못한다(이성화․조근태, 2012). 신제품개발을 위해 기업이 단순

히 R&D 투자 수준을 높이는 행위가 경영성과로 직결되기는 

어려우며 신제품개발 전체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조직의 역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Knott, 2008).
기업가적 지향성 수준이 높은 기업은 신제품개발과 그 출시

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지만 한정된 보유자원의 한계에 기인

하여 새로운 지식과 가능성을 추구(pursuit of new knowledge 
and possibility)하는 탐색(exploration)에 지나치게 집중할 수 있

으며, 그 결과 잦은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경영성과의 변동폭

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March, 1991). 또한 검증된 성공방식

을 바탕으로 기존 기술에 대한 지식의 활용(exploitation)에만 

집중하는 경우도 기존 시장을 파괴시키는 변화(disruptive 
change)에 대응이 어려워져 장기적인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Christensen & Overdorf, 2000).
Atuahene-Gima & Ko(2001)는 기업가적 지향성이 높은 기업

은 신제품개발에 적극적이더라도 시장과 고객이 요구하는 니

즈 변화를 파악하여 충족시키는 시장지향성(market orientation)
을 갖추지 못하면 빠른 신제품 출시에도 불구하고 품질 수준

이 떨어져 성과가 낮게 나타남을 제시하였다. 즉, 단순히 새

로움을 추구하는 신제품의 개발을 넘어 신제품개발 과정을 

충실히 관리하고 성공적으로 사업화하여 시장과 고객에게 완

성도 높게 소구할 수 있는 조직역량이 전제되어야 최종 재무

적 경영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지에서 기업가적 지향성-신제품개발-경영성과 

간 관계의 유의성은 조직역량이 담보되어야 나타날 수 있다

는 측면에서 이를 대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 조직규모를 고려

할 수 있다. 즉, 조직규모가 커지면 조직 내 의사결정의 공식

화 및 통합 수준이 달라지고 다양하고 역량 있는 인적자원을 

보유하게 되어 혁신 및 성과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ovin & Slevin, 1989). 이와는 반대로 혁신, 위험감수, 진취

적인 속성에 기반하여 신제품개발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

해서는 조직 내 광범위한 투자가 요구되지만 규모가 작고 경

영자원이 부족한 기업은 신제품개발을 효과적으로 사업화 완

수하여 경영성과를 달성하는 과정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이 

경여, 기업가적 지향성→신제품개발→경영성과로 연결되는 영

향관계는 느슨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직규모에 따라 조건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기업가적 지향성, 신제품개발,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조직규모의 조건부 효과와 관련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기업가적 지향성이 신제품개발을 경유하여 경영성

과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날 것이다. 즉, 기업가적 지향성－신제품개발－경영

성과 경로의 간접효과는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으

며, 조직규모에 따라 조건부로 유효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을 토대로 개념적 연구모형을 제시

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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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개념적 연구모형

Ⅲ. 연구 방법

3.1 연구자료 및 표본선정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 및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

관한 2018 기업가정신 실태조사(기업편) 자료를 사용하였으

며, 수집된 3,299개 기업을 연구표본으로 하여 기업가적 지향

성, 신제품개발, 경영성과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2018 기업가정신 실태조사는 국내 기업가정신 현황 및 실태

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조사

되었으며, 국가승인통계 통계작성을 획득(승인번호 427001)함
으로써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실태조사에 있어 설문의 배

포와 수집은 2018년 9월에서 10월까지 2개월간 국내 전문기

관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STEPI)과 한국기업데이터㈜를 통해 

시행되었다.
또한 2018 기업가정신 실태조사는 통계청 (2016년 기준) 경

제총조사 결과 중 사업체 기초통계 표준산업 대분류 O(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T(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

가소비 생산활동), U(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 사업체)
를 제외한 한국의 17개 전체 업종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였

다(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018). 해당 실태조사의 표본추출

방법은 각 산업 대분류별로 규모와 지역을 반영한 멱등 배분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표본추출틀에 따른 조사모집단 총 

3,530,747개 기업 중 확보된 최종 유효표본은 3,299개였다. 구

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사업체 방문면접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사 신뢰도는 95%, 표본오차 ±1.71%, 종업원 수에 따른 상

대표준오차는 6.95%로서 수집된 자료는 한국 전체 기업에 대

한 대표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연구표본(3,299개)의 조직규모, 업력, 업

종별, 지역별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조직규모는 종업

원 수를 기준으로 ‘30인 미만’ 기업이 50.6%로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직규모 전체 평균은 146.95명, 표준

편차는 586.54명이었다. 업력은 가장 많은 표본이 ‘11-20년’에 

해당하였으며(37.3%), 전체 평균은 18.11년, 표준편차는 12.66
년이었다. 업종은 구조화된 표본추출틀에 따라 조사모집단의 

분포와 유사하게 전체 17개 업종 중 제조업(14.1%)이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도소매(10.2%), 보건 및 사회복지

(8.4%), 광업(7.7%) 및 교육서비스(7.7%) 등이 상대적으로 높

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농

업·임업·어업(1.3%)이었다.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는 연

구표본의 지역별 특성은 서울(28.2%) 및 경기(19.5%)의 수도

권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부산(8.7%)과 경남(6.2%), 그

리고 대구(7.6%)와 경북(4.6%)의 경상남북 권역이 각각 합계 

10% 이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백분율

조직규모

30인 미만 1,669 50.6

30-99인 760 23.1

100-299인 529 16.0

300-999인 267 8.1

1,000인 이상 74 2.2

업력

5년 이하 348 10.5

6-10년 695 21.0

11-20년 1,233 37.3

21-30년 575 17.5

31-40년 207 6.3

41년 이상 241 7.4

업종

광업 255 7.7

건설 28 .8

교육서비스 255 7.7

금융및보험 195 5.9

농업·임업·어업 42 1.3

도소매 336 10.2

보건및사회복지 276 8.4

부동산및임대업 134 4.1

사업시설관리 234 7.1

숙박및음식점업 198 6.0

예술스포츠및여가 122 3.7

운수업 220 6.7

전기가스수도 61 1.8

과학 및 기술서비스 228 6.9

제조업 466 14.1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178 5.4

하수폐기물재생환경 71 2.2

지역

강원 85 2.6

경기 644 19.5

경남 203 6.2

경북 152 4.6

광주 62 1.9

대구 252 7.6

대전 74 2.2

부산 287 8.7

서울 931 28.2

세종 8 0.2

울산 68 2.1

인천 124 3.8

전남 112 3.4

전북 70 2.1

제주 36 1.1

충남 104 3.2

충북 87 2.6

<표 1> 연구표본의 조직규모, 업력, 업종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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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측정

본 연구에서 변수 측정은 ‘2018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기술

통계’ 보고서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기초로 하였다(한국청년

기업가정신재단, 2018). 우선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경영성과

는 재무적 성과척도인 매출액을 로그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매출액을 통한 객관적인 재무성과

를 사용함으로써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발생가

능성을 차단하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기업가적 지향성의 측정은 Miller(1983)

와 Covin & Slevin(1989; 1991)의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의 세 가지 구성개념별로 각 3개 문항, 총 9개 문항을 사용하

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단일요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의 

평균값을 최종적으로 기업가적 지향성의 측정값으로 사용하

였다. 
구체적으로는 혁신성을 측정하기 위해, ‘우리 조직은 R&D, 

기술적 우위, 기술혁신을 강조한다.’, ‘우리 조직은 지난 3년
간 많은 수의 제품 및 서비스 라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우
리 조직은 지난 3년간 제품, 서비스 라인 상의 변화와 혁신이 

크게 일어났다.’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위험감수성의 측정에 있어서는 ‘우리 조직은 과감하고 폭넓

은 행동을 하는 것이 기업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책이라고 믿

는다.’, ‘우리 조직은 리스크가 높더라도 높은 수익을 올릴 기

회를 가진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강한 성향을 갖고 있다.’, 
‘우리 조직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잠재적 기회 탐색을 위해 과감하고 공격적이다.’의 문항을 사

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진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은 매사

에 경쟁사보다 먼저 액션을 취하고 경쟁사는 그에 따라 반응

하여 액션을 취한다.’, ‘우리 조직은 신제품, 새로운 관리기법, 
신공정기술 등을 업계 내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는 경우가 자

주 있다.’, ‘우리 조직은 신제품이나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경쟁업체보다 앞서기) 방식을 취한다.’의 문항을 사

용하였다.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신제품(또는 신규서비스)개발은 

Govindarajan(1984)이 규명한 주관적 성과척도 사용의 유의성

을 바탕으로 Laursen & Salter(2006) 및 Morris et al.(2008)을 

참조하여 다음 설문 응답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

로 사용된 문항은 ‘우리 조직은 경쟁사와 비교해 볼 때 신제

품과 신규 서비스 비율이 높다.’, ‘우리 조직은 구성원의 신제

품 및 신규 서비스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출시한다.’, ‘우리 

조직은 최근 3년간 경쟁사보다 더 많은 신제품 및 신규 서비

스를 시장에 출시하였다.’의 세 가지 문항이었다.
이상의 기업가적 지향성 및 신제품개발의 개별 설문문항은 

7점 리커드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였으며, 이들 문항의 타

당도 및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측정문항을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추출방식으로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 방법인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방법을 

사용하고 요인 간 연관관계를 반영하는 직접 오블리민

(Oblimin) 사각회전을 사용하였다. 
우선 요인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KMO(Kaiser-Meyer-Olkin)지

수는 0.935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기준 0.50 이상)하였

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Bartlett’s sphericity test) 결과로 각 

측정항목 간의 상관계수의 유의미성을 확인(=31347.862, 
df=66, p<.01)하여 요인분석에 적절한 자료로 판단하였다.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 1이상의 두 개 요인(모든 문항

의 요인 적재치 0.5 이상으로 타당)이 도출되었으며, 오블리민 

회전한 최대우도 방법을 통해 추출된 요인들의 누적설명력이 

60% 이상으로 추출된 요인들은 충분한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 가지의 기업가적 지향성 구성개념으로 제

시된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은 한 개의 요인으로 파악되

어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기업가적 지향성을 단일 

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Kreiser et al. 
2002). 또한 도출된 각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Cronbach-α 

값이 0.8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문항들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문항 요인1 요인 2 Cronbach-α

기업가적 
지향성

혁신성

Item 1 .802 .037

.938

Item 2 .861 .027

Item 3 .846 .003

위험감수성

Item 4 .844 .068

Item 5 .796 .026

Item 6 .784 .017

진취성

Item 7 .660 -.136

Item 8 .596 -.241

Item 9 .593 -.257

신제품(및 신규서비스)
개발

Item 10 -.048 -.903

.871Item 11 .037 -.820

Item 12 .105 -.702

고유값 7.453 1.016

회전후 추출 제곱합 적재량 6.841 5.460

설명분산(누적) 59.117 64.962

KMO (Kaiser-Meyer-Olkin): .935
Bartlett’Test of Sphericity: Chi-Square=31347.862, df=66, p=.000

<표 2> 인지적 측정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

※ 요인추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오블리민 사각회전(Oblimin rotation)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객관적 재무지표를 사용하였음.

조절변수로서 사용된 조직규모는 종업원 수를 자연로그 변

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서 업력은 설문시기인 

2018년에서 창업연도를 차감한 값을 로그 변환하여 측정하였

다. 또한 업종 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표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14.1%)을 기준으로 16개 업종을 더미 

변수(‘제조업’=0, ‘나머지 모든 업종’=1)로 생성하여 각기 분

석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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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3.0 통계패키지를 통해 측정도구의 신

뢰성과 타당성 및 기술통계량을 확인한 후, process macro 
3.1(Hayes, 2013)을 활용하여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였다. 구체

적으로는 기업가적 지향성과 경영성과 간 관계에 있어서 신

제품개발의 매개효과가 조직규모의 특정한 조건을 만족한 경

우에만 나타나는 조직규모의 조건부 간접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자 process macro의 model 59를 활용하여 조절된 매

개분석을 실시하였다. 조건부과정의 분석에 있어서는 X→M→

Y의 간접효과는 X→M과 M→Y이 모두 유의함을 전제로 X→

M→Y에 대한 인과적 접근방식(Baron & Kenny, 1986)으로 분

석하는 것보다 경로들의 곱에 대한 유의성을 종합적으로 파

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간접효과가 조건적인 경우에는 

조절변수의 특정값에서의 간접효과를 조건화하여 추론하기 

때문에(Preacher et al., 2007; Hayes & Scharkow, 2013), 본 연

구에서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조절된 매개효과 등을 한 모

형으로 검증하는 Hayes(2013)의 process macro 분석 툴을 사용

하였으며, ‘평균 ± 1표준편차’에 따른 간접효과 간 차이를 확

인(Preacher et al., 2007)하는 동시에 Johnson-Newman 기법

(Preacher et al. 2006)을 통해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간접효과

의 세부적인 유의성 영역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계된 개념적 연구모형은 process macro의 

model 14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 분석에 있어서는 탐색적 

인과단계방법으로서 Muller et al.(2005)이 제안한 방식인 모든 

경로(X→M,  M→Y 및 X→Y)에 W의 조절효과를 가정하는 

model 59를 적용하였다(<그림 2>참조).

*X:독립변수(기업가적 지향성), M:매개변수(신제품개발), W:조절변수(조직규
모), Y:종속변수(경영성과)

<그림 2>] 실증분석 적용모형

Ⅳ.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본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가설과 

관련하여 종속변수인 경영성과는 신제품개발(r=.259, p<.001) 
및 기업가적 지향성(r=.304, p<.001)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분석에 반영된 모든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분 변수 평균 표준편차 1 2 3 4

1 경영성과(ln) 15.589 2.072 1.000

2 신제품개발 3.678 1.050 .259*** 1.000

3 기업가적 지향성 3.884 1.066 .304*** .707*** 1.000

4 조직규모(ln) 3.499 1.623 .816*** .277*** .298** 1.000

5 업력(ln) 2.656 .727 .349*** .037* .036* .322***

<표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 p<.05, ** p<.01, *** p<.001
※ 통제변수로 사용한 업종더미변수들의 상관관계는 표에서 생략하였음.

본 연구의 가설검증과 관련하여 기업가적 지향성-신제품개

발-경영성과 간 관계 및 이들 관계에 대한 조직규모의 조건부

효과를 검증한 process macro의 model 59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종속변수

투입변수

신제품개발(M) 경영성과(Y)

B SE p B SE p

(상수) - .138 .064 .032* 15.364 .096 .000***

기업가적 지향성(X) .661 .013 .000*** .081 .027 .003**

신제품개발(M) .013 .027 .630

조직규모(W) .064 .009 .000*** 1.002 .014 .000***

X × W -.004 .007 .583 -.003 .016 .866

M × W .066 .017 .000***

C (아래 모든 변수)
업력 .005 .020 .263 .199 .030 .000***

업종더미_광업 -.884 .140 .000*** .418 .211 .048*

업종더미_건설 .284 .056 .000*** .148 .085 .081

업종더미_교육서비스 .386 .059 .000*** -1.047 .089 .000***

업종더미_금융및보험 .002 .066 .973 .162 .099 .102

업종더미_농업,임업,어업 .073 .115 .525 -.363 .071 .034*

업종더미_도소매 073 .052 .163 .325 .078 .000***

업종더미_보건및사회복지 -.026 .057 .653 -.680 085 .000***

업종더미_부동산및임대업 .137 .071 .051 -.407 .106 .000**

업종더미_사업시설관리 -.025 .058 .665 -1.206 .086 .000***

업종더미_숙박및음식점업 .443 .065 .000*** -.886 .098 .000***

업종더미_예술스포츠및여가 .446 .076 .000*** -.244 .115 .033*

업종더미_운수업 .065 .060 .284 -.577 .090 .000***

업종더미_전기가스수도 .296 .106 .005** 1.071 .158 .000***

업종더미_과학 및 기술서비스 .039 .060 .514 -.581 .089 .000***

업종더미_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335 .064 .000*** -.558 .096 .000***

업종더미_하수폐기물재생환경 .100 .091 .273 -.379 .136 .005**

R² .541 .743

F 179.976(20, 3056) .000*** 401.414(22, 3054) .000***

<표 4> 기업가적 지향성, 신제품개발, 경영성과 간 관계에 

대한 조직규모의 조건부효과 검증

* p<.05, ** p<.01, *** p<.001
※ X:독립변수, M:매개변수, W:조절변수, C: 통제변수, 업종더미 변수는 제조업이 

기준변수임.

<표 4>에 따르면 기업가적 지향성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직접효과가 나타났다(B=.081, p<.01). 또한 기업

가적 지향성은 신제품개발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661, p<.001). 이를 

바탕으로 설정된 본 연구의 가설 1, 2가 지지되었다.
그러나 기업가 지향성과 경영성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조직

규모의 효과(B=-.004, p>.05), 기업가 지향성과 신제품개발의 

관계를 조절하는 조직규모의 효과(B=-.003, p>.05)는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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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기업가적 지향성-신제품개발-경영성과 간 관계를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적 지향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 이외에도 신제품개발을 경유하는 간접효과

와 그 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분석결과, 신제품개발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B=.013, p>.05), 신

제품개발과 조직규모의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066, p<.001).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도식화 하면 다음의 <그림 3>과 같

다. 즉, 경영성과에 대한 기업가적 지향성의 직접효과뿐만 아

니라 조직규모라는 조절변수에 따라 신제품개발의 간접효과

가 나타나, 조절변수인 조직규모가 특정 조건이 만족되는 경

우 신제품개발은 기업가적 지향성과 경영성과 간 관계를 부

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건부 간접효과

(conditional indirect effect)는 간접효과(X→M→Y)가 조절변수

의 값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고(조절변수에 조건적), 개별경

로(X→M 또는 M→Y)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할 수 있다(Hayes, 2015).

<그림 3> 연구모형 분석결과

구체적인 조건부 간접효과, 즉 기업가적 지향성이 신제품개

발을 매개하여 경영성과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세부적으

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기업가적 

지향성-신제품개발-경영성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는 조직규모

가 큰 조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간

접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위해 5,000회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사용하였고, 재표집 기반 분포의 95%신뢰구

간(CI: Confidence Interval) 내에 ‘0’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통해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조직규모가 평균인 경우 신뢰구간의 하

한~상한 값(-.027~.044) 내 0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조직규모가 ‘평균 + 1표준편차’로 큰 규

모의 조건에서는 신뢰구간 하한~상한 값(.025~.130)이 0을 포

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간접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한 것

(B=.078)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직규모가 ‘평균–1표준편차’
로 작은 규모의 조건에서 간접효과의 신뢰구간(-.113~-.008)은, 
부(-)의 영향(B=-.062)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직규모별로 나타나는 조건부 간접효과의 차이는 <표 5>의 

조건부 간접효과 간 대응비교를 통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규모가 큰 조건에서 가장 큰 영향력

을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경 로
조건 비표준화 계수

Boot SE
95% Boot

CI조직규모 Effect(B)

기업가적 
지향성
→

신제품개발
→

경영성과

평균 - 1SD -.062 .027 -.113 to -.008

평균 .009 .018 -.027 to .044

평균 + 1SD .078 .027 .025 to .130

조건부 간접효과 간 대응비교 (Effect1 minus Effect2)

Effect 1 Effect 2 Contrast Boot SE 95% Boot CI

.009 -.062 .070 .020 .030 to .109

.078 -.062 .139 .040 .059 to .217

.078 .009 .069 .020 .029 to .107

<표 5> 기업가적 지향성, 신제품개발, 경영성과 간 관계에 

대한 조직규모의 조건부 간접효과 

※ Bootstrap resample = 5,000.

다음의 <그림 4>는 Johnson-Neyman방법(Preacher et al. 2006)
을 이용하여 조절변수의 특정값에서의 조건부 간접효과

(Conditional effect of X on Y at values of the moderator)의 유

의성 영역을 확인한 결과이다. 조절변수로 작동하는 조건인, 
조직규모의 값이 –1.189(95% CI: -.130 to .000)보다 작은 영역

과 0.686(95% CI: .000 to .116)보다 큰 영역에서만 기업가적 

지향성이 신제품개발을 경유하여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림 4> 기업가적 지향성, 신제품개발, 경영성과 간 관계에 
대한 조직규모의 조건부 간접효과: Using

Johnson-Neyman technique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 3, 
기업가적 지향성과 경영성과 간 관계에 있어서 신제품개발이 

조직규모에 따라 조건적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가진다는 가설

은 지지되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기업가적 지향성과 경영성과 간 관계에 있어서 

신제품개발의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선행 

연구들이 기업가적 지향성과 신제품개발 및 경영성과에 대한 

개별적 인과관계에 주목하였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적 지향성이 신제품개발을 통해 경영성과로 이어지는 



추승엽·우형록

140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5 No.3

간접효과가 조직규모에 따라 조건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가

설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규명된 사실은 다음과 같

다. 첫째, 기업가적 지향성이 경영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

며(윤현중, 2014a; 2014b; Wang & Yen, 2012; Rauch et al., 
2009; Wiklund, 1999), 둘째, 기업가적 지향성은 신제품개발 성

과를 촉진한다(우형록․권정언, 2013; Wong, 2012; Li et al., 
2006)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셋째,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기업가적 지향성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만이 

아니라 조직규모에 따른 신제품개발의 조건부 간접효과의 유

의성을 확인하였으며, 신제품개발은 기업가적 지향성과 경영

성과 간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가적 지향성에 따른 최종 경영성과뿐만이 아니라 경

영성과에 기여하는 중간 성과인 신제품개발의 영향력이 조직

규모가 큰 조건에서 발휘됨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제공하는 학술적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기업가적 지향성-신제품개발-경영성

과 간 관계에 있어서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방법(process 
macro; Hayes, 2013)을 통해 간접효과가 조건성에 따라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간접효

과의 추론에 있어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을 이용한 신뢰구

간방법(Confidence Interval), Johnson-Neyman방법(Preacher et al. 
2006)을 통해 조절변수의 특정 값에 있어서의 세부적인 유의

성 영역을 파악함으로서 실체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뚜렷한 차별성을 가진다. 
선행연구들은 방법론적 측면에서 Baron & Kenny(1986) 방법

의 세 단계에 걸친 인과적 접근을 취하였는데, 신제품개발-경
영성과 경로의 단절로 인해 기업가적 지향성-신제품개발-경영

성과 간 관계의 블랙박스를 규명하지 못하고 막연히 가정하

여 왔을 뿐이었다. 이에 관련 선행연구들의 흐름은 기업가적 

지향성과 신제품개발 및 경영성과에 대한 개별적 인과관계에

만 주목하거나, 기업가적 지향성과 경영성과를 매개하는 요인

으로 제품서비스 혁신(최수형 외, 2017), 신제품개발 운영역량

(이정민․김병근, 2018), 동적역량(안태욱․강태원, 2019) 등이 고

려되어 왔을 뿐 기업가적 지향성으로부터 촉발된 기업의 중

간 성과인 신제품개발의 영향력이 최종 경영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실증하지 못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조건부 과정을 분

석하는 데에 있어서 유의한 경로들의 곱으로 추론하여 오류

가 많은 여러 단계의 별도 추론과정 없이 일괄 검증함으로써 

‘조건부로 나타나는 기업가적 지향성-신제품개발-경영성과’의 

본질적 매커니즘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와 방법론적 차

별성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기업가적 지향성으로부터 

발현된 신제품개발 성과가 경영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단

순히 새로움을 추구하는 신제품의 개발을 넘어 신제품을 성

공적으로 사업화하고 시장과 고객에게 소구할 수 있도록 하

는 조직역량이 갖추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높은 기업가

적 지향성 수준은 신제품개발을 촉진하나 조직역량이 갖추어

지지 못하다면 이에 따른 신제품개발이 기업의 재무적 경영

성과로 완전하게 연결되지 못할 수 있다. 
신제품개발에 사용되는 지식이나 기술의 내용은 탐색 또는 

활용(exploration & exploitation)적 혁신의 성격을 띨 수 있는데

(Benner & Tushman, 2002; He & Wong, 2004), 이들 탐색과 

활용의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강한 조직역

량, 즉 조직 양면성(organizational ambidexterity)을 가진 기업만

이 높은 경영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He & Wong, 2004; 추승

엽․임성준, 2013). 새로운 지식을 활용하여 가능성을 모색하는 

탐색만의 추구는 획기적 신제품 성공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도 있지만, 반대로 잦은 실패를 초래함으로써 경영성과의 변

동폭을 크게 만들 수 있다(March, 1991). 따라서 신제품개발에 

있어서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한편 기존 기술의 활용을 바탕

으로 더 효과적인 기술의 조합과 응용방법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조직역량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Katila & Ahuja, 
2002).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신제품개발에 필수적인 

기업의 전략적 지향성, 즉 혁신을 추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시장 환경에 진취적으로 대응하려는 기업가적 지향성 개념이 

자원기반이론의 관점(resource based view of the firm)과 밀접

하게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대기업에 비해 보유자원상 상대적인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에 있어서도 조직적 관리에 대한 실무

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신제품개발 및 

출시 자체가 재무적인 차원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기업가

적 지향성이 높은 중소기업은 신제품개발과 출시가 빠른 반

면 보유자원의 한계에 기인하여 지나치게 탐색에 집중함으로

써 신제품의 품질 수준이 낮거나 시장과 고객이 요구하는 니

즈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경영성과가 낮을 수 있다

(Atuahene-Gima & Ko, 2001). 
단순히 신제품개발에 적극적이라는 의미가 신제품개발과정

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

소기업은 신제품개발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 

구축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이성화․조근태, 2012). 신제품의 

성공적 상업화와 경영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신제품개발 운

영역량(operational capabilities)은 기술적 요구사항의 충족, 신

제품개발 부서의 효과적 업무관리뿐만 아니라 신제품을 고객

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마케팅 및 고객 관련 역량

을 포함한다(Pavlou & El Sawy, 2011). 즉, 기업가적 지향성이 

높은 중소기업도 신제품개발에 있어서 기술구현에만 매몰되

지 않아야 하며,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가치를 제공하려는 시장 지향적 접근을 병행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Narver & Slater, 1990; Slater & Narver, 1994).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적 지향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또는 조

직규모에 따른 신제품개발의 조건부 간접효과는 산업특성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업

종을 포괄하는 분석을 통해 기업가적 지향성-신제품개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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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간 관계에 대한 일반화를 시도하였으나, 이들 인과관계

의 본질적인 일반화를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별 산업의 특수

성 및 맥락을 반영하여 검증하는 다수 연구결과의 축적이 요

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적 지향성-신제품개발-경영성과 

간 관계의 취약한 연결고리를 강건하게 체계화하기 위해 조

절변수를 설정하였으나, 사용된 변수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를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절하는 요인으로 조직역량에 

초점을 두었으나, 연구에서 사용된 기초자료의 한계에 기인하

여 조직역량을 대위하는 변수로서 조직규모를 사용하였다. 향

후 연구에서는 자원기반 및 지식기반 이론에 근거하여 흡수

능력(absorptive capacity)과 같은 조직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적합한 변수가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우형록·권정언 2013), 경

영환경과 같은 조직 외부 요인을 반영하여 기업가적 지향성-
신제품개발-경영성과 간 관계에 있어 조건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Becherer & Maurer, 1997). 
셋째,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재무성

과를 사용함으로서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였으나, 원천자료의 한계상 특정시점

의 매출액 정보만이 반영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년간에 

걸친 매출액성장률, 시장점유율, 수익률의 재무적 성과 지표

가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기업가적 지향성은 장기간에 걸쳐 

기업성과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경영성

과 측정에 있어서 시차를 반영한 종단적인(longitudinal) 연구

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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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ality betwee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Conditional Indirect Effect of New Product Development and

Organizational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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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ndirect effects of new product development(NP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orientation(EO) 
and business performance is contingent on organization size. Although previous studies have revealed that EO has a positive effect on 
business performance and NPD, there have been no research attempts to comprehensively grasp the causal path of EO, NPD, and 
business performanc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ausal path focusing not only on final financial business performance affected by 
EO but also on the mediating role of new product development, which is an intermediate performance. Based on the sample of 3,299 
firms from the 2018 Entrepreneurship Survey(Corporate), we analyzed the EO-NPD-business performance relationship and explored 
whether such an indirect effect of EO on business performance differs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firm. The results showed that EO 
has a positive impact on business performance and NPD. In addition, NPD positive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EO and business 
performance under the condition of large size firm, although NPD does not have a direct effect on business performance. With the 
findings, the current study has principal implications for practicing manager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not to suggest that NPD 
triggered by EO is a panacea for improving final business performance. The study suggests a need to equip organizational capabilities to 
successfully commercialize new products and appeal to the market and customers, beyond simply developing new products seeking 
newness based on 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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