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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기업가지향성, 시장지향성, 혁신성, 고객지향성 간의 인과관계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자, 기업가·시장지향성과 조직유효성·경영성과 간에 나타나는 혁신성과 고객지향성의 매개효과를 실증 분석
하였다. 중소기업 임직원들로부터 받은 설문지 419부를 분석한 결과, 첫째, 기업가지향성이 시장지향성의 선행변수
임이 검정되었다. 둘째, 시장지향성이 기업가지향성과 혁신성·고객지향성 간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가적 시장지향성이 혁신성과 고객지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넷째, 혁신성과 고객지향성이 조
직유효성과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다섯째, 본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혁신성과 고객지향성이 
기업가적 시장지향성과 조직유효성·경영성과 간에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는 중소기업 경영에 있어서, 기업가지향성, 시장지향성, 혁신성, 고객지향성과 같은 조직특성
의 중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이러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고조시킬 수 있는 경영진의 리더십이 중요함을 인식
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mediated effect of innovativeness and customer orientation among entrepreneurial 
market orientati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business performance. For this, a statistical analysis for 
419 copies of questionnaires collected from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 
entrepreneurial orientation was verified to be antecedents of market orientation. Second, it was identified that 
market orientation played a mediating role among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nnovativeness and customer 
orientation. Third, entrepreneurial market orientation had positive effect on innovativeness and customer 
orientation. Fourth, innovativeness and customer orientation had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business performance. Fifth, innovativeness and customer orientation, the core of this study; had the 
mediated effect among entrepreneurial market orientati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business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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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날로 치열해지는 시장경쟁과 급변하는 경영환경은 도

전적이고 진취적인 기업가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틈새시장을 개척하며, 제품 차별화
를 위한 전략 수립을 해야 하는 등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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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시장지향적인 혁신과 고객지향적인 경영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혁신성
(innovativeness), 고객지향성(customer orientation)과 같은 
조직적 특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물적 자원이 매우 
제한적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조직구성원의 역량이나 경
쟁력이 더욱 중요하다. 

오늘날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혁신지향적인 조직의 특성요인으로 혁신성이 주목받고 
있다. 왜냐하면 혁신이 기업의 경쟁력을 위한 핵심요인으
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직의 고객지향적인 
성향은 변화하고 있는 고객의 욕구를 빠르게 파악함으로
써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원
동력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가지향성(entrepreneurial orientation), 시장
지향성(market orientation) 또한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도 
비교우위 경쟁력을 위는 핵심역량이다.

기업가지향성과 시장지향성이 모두 강한 기업의 경영
성과는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높다[50]. 기업가지향성과 
시장지향성은 불확실하고 역동적인 시장 환경에 대응하
기 위한 전략적 개념이다. 시장지향성만을 추구하면 현재
의 사업영역에만 한정된 전략적 관점을 갖게 되고, 기업
가지향성만을 중요시하는 조직은 단기적인 고수익 창출
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은 그리 쉽지 않다. 따라서 
기업가지향성을 바탕으로 한 시장지향성만이 시장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방법을 탈피할 수 있다[51]. 
결국 기업가지향성과 시장지향성은 서로 보완적이어야 
한다[16,33].

대부분의 연구에서 혁신성을 기업가지향성의 구성개념
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별개의 개념
으로 인식하는 연구들도 있다. 기업가지향성은 신제품 또는 
신 시장 진입 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32,50], 이와 다르
게 혁신성은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나 제품 또는 프로세스
를 개선하고자 할 때 더욱 요구된다[24]. 하지만 이와 같은 
관점을 고려하여 기업가지향성과 혁신성 간의 인과관계
를 고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48]. 따라서 조직적 특
성 관점으로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점점 
더해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더욱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되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고객지향성과 시장지향성은 서로 공통성을 가지고 있
지만, 다른 면도 있어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해야 한다
[40]. 고객지향성을 시장지향성의 구성개념으로 정의한 학
자도 있지만[25,39], 고객지향성을 시장지향성과 별개의 개
념으로 인식하고, 서로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
도 있다[10,11].  

이와 같이 다양한 연구 배경에 따라, 이들 간의 인과관
계를 살펴보기 위한 보다 많은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지향성, 시장지향성, 
혁신성, 고객지향성을 모두 고려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
다. 더구나 이러한 지향성들과 경영성과의 관계만을 검증
해 본 연구가 대부분이고, 조직유효성을 동시에 조명해 
본 연구는 전무한 현실이다. 

이상과 같이 혼재된 선행연구결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
고, 다음과 같이 본 연구를 설계하였다. 먼저 이들 간의 
인과관계 관점에서, 기업가지향성이 시장지향성의 선행
변수인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혁신성과 고객지향성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시장지향성이 조직유효성과 경영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표본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결국 중소기업의 조직특성 관
점으로 기업가지향성, 시장지향성, 혁신성, 고객지향성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중소기업 경영의 전략적
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실증적 차별
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혁신성과 고객지향성을 
기업가·시장지향성과 별개의 개념인 독립 변수로 고찰해 
보았다는 점이 본 연구의 이론적 공헌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조직적 특성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경영전략 관점의 이론·실무
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기업가지향성

오늘날 급변하는 환경으로 인해 기존사업으로 창출되
는 미래의 수익보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업은 끊임없
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와 기업가지향성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가지향성이 강
한 기업은 정보탐색을 활발히 하며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장
려하는 특성을 보인다[34]. 

기업가지향성이 강한 기업의 특성을 Miller[35]는 제품
과 시장의 혁신을 추구하고,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며, 
진취적으로 대응하여 경쟁자의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기업
이라고 정의하였다. 결국 기업가지향성을 위험감수성, 혁신
성, 진취성으로 구성된 개념이라는데 여러 연구자들이 동의
하였다. 이후 이어지는 연구에서 여러 학자들이 위험감수
성, 혁신성, 진취성, 경쟁적 적극성, 자율성으로 구성개념
을 확장시켰다[35,37]. 최근 Nasution et al.[40]은 기업가·시
장·학습지향성이 혁신과 고객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에서, 기업가지향성을 위험감수성, 진취성, 자율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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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기업가·시장지향성 등 
변수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위험감수성, 진취성, 자율성
으로 구성하였다. 

2.2 시장지향성

시장지향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Narver 
& Slater[39]로 대표되는 문화적 관점과 Kohli & 
Jaworski[25]로 대표되는 행동적 관점이라는 두 가지 큰 
연구 흐름을 중심으로 그 개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전자가 주장한 시장지향성은 고객에게 더 나은 가
치를 제공함으로써 높은 경영성과를 창출해내는 조직문
화를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과 경쟁자에 대한 정
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집대성할 수 있는 능력이 요
구된다. 이러한 맥락으로 시장지향성의 구성개념을 고객
지향성, 경쟁자지향성, 내부 부서 간 조정으로 정의하였
다. 반면에 후자가 주장한 시장지향성은 전사적인 시장정
보 생성(generation), 조직 간의 정보 확산(dissemination), 
정보에 대한 전사적 반응(responsiveness)으로 조직차원
의 개념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객의 욕구는 끊임없
이 변화하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과 반응이 요구되는데, 시장지향성을 통해서만이 가능하
다는 것이다. 결국 이 두 학자가 주장하는 시장지향성의 
정의는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 그들은 시장지향성을 
전사적인 정보 입수와 공유, 현재와 미래의 고객욕구에 
대한 반응으로 정의하였다. 즉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시
장정보를 입수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다[12]. 따
라서 본 연구는 Jaworski & Kohli[21]의 연구에 근거하여, 
시장지향성을 시장정보 생성, 시장정보 확산, 시장정보에 
대한 전사적 반응으로 측정하였다. 

2.3 혁신성

혁신성은 창조적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경험하고자 하
는 조직특성으로 제품개발, 공정혁신 등 혁신적인 경영활
동을 말한다[17]. 또한 혁신성은 기술적 관점과 행동적 
관점으로 보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실행하는 수
준이며 기업의 잠재역량이다[2]. 결국 혁신성은 창조적 
아이디어와 행동을 말하며, 기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가치
를 창출하는 것이다[26]. 따라서 혁신성은 새로운 프로세
스, 신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능력이며, 문제해결에 대
한 적극적인 자세를 말한다[42]. 이처럼 혁신성은 문제해
결과 도전의식으로 조직의 성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더
욱 중요하다. 즉 혁신성은 차별화를 통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해결책을 제공해 준다. 

이와 같이 정의된 혁신성은 시장지향성과도 밀접한 관

계가 있다.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시장 환경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신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강해야 
하기 때문이다[22]. Drucker[10]는 혁신성과 마케팅은 경
영의 기본이며, 시장지향성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혁신성과 기업가지향성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
지고 있지만, 이를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다. 혁신성은 기
업이 새로운 아이디어·제품·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창출
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볼 수 있지만[17], 기업가지향성은 
신제품을 개발하고 틈새시장과 같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32,01]. 결국 기업가지향성과 혁신
성은 별개의 개념이라는 것이다[40]. 이러한 논의에 비추
어, 본 연구는 혁신성과 기업가지향성을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2.3 고객지향성

고객지향적인 사고는 고객의 욕구를 기업의 관점이 아
닌 고객의 관점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즉 고객의 시각에
서 바라보는 것이며,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고객지향적인 사고
로부터 출발하는 고객지향성은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에 부합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며[39], 고객을 위해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객을 잘 이해하는 것
이다. 고객을 위한 더 나은 가치란 고객이 지각하는 총체
적 가치를 말하며, 우월한 고객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높여 준다. 뿐만 아니라, 고객지향성은 잠재고객
의 가치사슬까지도 발굴하는 것이다[31]. 이를 통해서 고
객의 가치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여 주
며, 더 많은 신규고객을 창출할 수 있다. 결국 고객의 관
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
며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고자 함이 고객지향적인 조직특
성이다. 

Drucker[10]는 고객지향성을 목표고객의 욕구를 잘 이
해하고 이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기업 활동과 경영철학
으로 정의하고, 시장지향성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주장
하였다. 마찬가지로, 고객지향성은 기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경쟁사 보다 더 나은 고객만족을 안겨 주는 
것이라고 정의한 학자도 있다[45]. 이와 같이, 고객지향성
과 시장지향성을 동일한 개념이 아닌 별개의 개념으로 인식
하고, 서로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다
[e.g., 10].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본 연구는 고객지향성과 
시장지향성을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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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

기업가적 시장지향성과 조직유효성·경영성과 간에 혁
신성과 고객지향성의 매개효과, 그리고 변수들 간의 직·
간접적인 영향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모
형을 설계하였다. 

H1

H2

H3

H4

H7

시장

지향성

기업가

지향성

신성

경

성과

조직

유효성

고객

지향성

 H5

 H6

[그림 1] 연구모형
[Fig. 1] Proposed Hypothetical Model 

3.2 연구가설

3.2.1 기업가지향성과 시장지향성의 관계

기업가지향성과 시장지향성은 서로 긍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34]. 시장지향성이 강할수록 기업가지향성이 
더욱 강한 경향이 있다[8,33]. 반면에 기업가지향성이 고
취된 기업일수록 더 많은 정보를 탐색하는 경향이 있으
며, 시장지향성의 기초가 되는 정보 공유와 이용을 장려
하는 조직특성을 가지고 있다[34]. 이와 같이 기업가지향
성은 시장지향성을 더욱 강화 시키며, 시장지식의 생성과 
반응으로 하여금 시장지향성이 더욱 강화됨을 알 수 있
다[25]. 

기업가지향성이 시장지향성에 별다른 영향관계를 발
견하지 못한 연구도 있지만[30],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입
증한 연구가 대부분이다[21]. 결국 시장지향성은 기업가
지향성으로 주도될 때만이 고성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
업가지향성이 시장지향성의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다
[50]. 특히 기업가지향성과 시장지향성을 분리하여 연구
하면 이 두 지향성이 각각 기업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지만, 동시에 연구할 경우는 기업가지향성의 효과는 
사라진다며 기업가지향성이 시장지향성의 선행변수임을 
주장하였다[4]. 이와 같은 논의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기업가지향성은 시장지향성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2.2 시장지향성과 혁신성의 관계

시장지향성이 혁신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43,46], 대부분의 연구에서 긍정적인 영향
을 검정하였다[6,9,15,54].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따라,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시장지향성은 혁신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시장지향성과 고객지향성의 관계

시장지향성은 고객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간파하여 반
응하기 때문에 조직의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시장지향성이 강할수록 고객지향성도 강하다[28].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의 시장지향성이 강하다고 지각할수록 조
직구성원들은 고객의 욕구 관점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
울인다. 따라서 시장지향성은 고객지향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줄 뿐만 아니라[49], 시장지향성이 강할수록 고객지
향성이 강화된다[3].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시장지향성은 고객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혁신성과 조직유효성의 관계

조직유효성이란 조직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되어 가
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조직의 성과 지표로서, 조직의 목
표만을 추구하기보다는 개인의 목표까지도 포괄하는 개
념이다. 조직유효성은 목표달성의 조건이며[37],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말한다[52]. 조직유효성은 개인 또는 집단
에 의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27]. 경영성과를 높이
기 위해서는 종업원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만족감이 충만
한 종업원은 조직에 몰입 할 수 있으며, 강한 단결심을 
보이기 때문이다[25].

혁신성은 조직유효성이라 할 수 있는 참여적 의사결정
을 유도하고,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며, 종업원들 간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 낸다[17]. 결국 혁신성은 본 연구
의 조직유효성 변수인 종업원 단결심의 성격을 띠고 있
는 종업원들 간의 지원과 협력에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
낸다. 또한 혁신성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41]. 조직몰입 역시 본 연구의 조직유효성 
측정변수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혁신성은 조직유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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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3.2.5 혁신성과 경영성과의 관계

혁신성이 제품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경
영성과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48]. 그러나 시장의 변화
와 관계없이 혁신성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6,9,18], 기업의 생존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수익성, 새로운 영역의 확장과 성장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18].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였다.

[가설 5] 혁신성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3.2.6 고객지향성과 조직유효성의 관계

고객지향성은 종업원의 직무만족, 조직몰입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12,13,20]. 
또한 고객지향성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24], 
조직몰입과 단결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7]. 이와 
같은 선행연구 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였다.

[가설 6] 고객지향성은 조직유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7 고객지향성과 경영성과의 관계

고객지향성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경영성과를 
높여준다. 뿐만 아니라, 고객지향성은 시장에서 기업 또
는 제품의 지위(position)를 확보하기 위한 원동력이기 때
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강화시켜야 한다[28]. 고
객지향성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지만[52], 다수의 연구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검
정하였다[24,28,43,50,53].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 7] 고객지향성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2.8 혁신성을 매개로 한 시장지향성과 조직유효

성·경영성과의 관계

시장지향성은 조직유효성(조직몰입, 단결심)과 경영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21]. 또한 시장지향성과 경영
성과 간에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이 균형을 이룰 때 더 큰 경

영성과를 거둘 수 있다[14]. 시장지향성과 경영성과 간에 나
타나는 혁신의 매개효과는 주관적 경영성과(종업원만족, 
고객만족, 서비스품질)와 객관적 경영성과(매출액, 영업이
익, 시장점유율)를 향상시킨다. 이처럼 몇몇 연구자들이 시
장지향성과 경영성과 간에 혁신성의 매개효과를 검정하
였다[6,9,18]. 즉 조직의 혁신성이 강할 때 시장지향성이 
더 높은 경영성과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지향성이 융합될 때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이다. Baker & Sinkula[4]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가지향성을 선행변수로 한 시장지향성과 경영성과 간에 
혁신성공의 매개역할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다른 변수의 
매개역할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
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 8-1] 혁신성은 시장지향성과 조직유효성 간에 
정(+)의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8-2] 혁신성은 시장지향성과 경영성과 간에 정
(+)의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3.2.9 고객지향성을 매개로 한 시장지향성과 조직 

유효성·경영성과의 관계

기업의 시장지향성이 강할수록 고객지향성이 강하다
[25,49]. 마찬가지로 고객지향성이 높을수록 조직유효성
과 경영성과가 높게 나타난다[11,13,20]. 이와 같은 두 연
구흐름을 통합하여, 시장지향성과 조직유효성(종업원만
족)·경영성과 간에 고객지향성의 매개역할을 살펴보았지
만, 유의미한 결과는 얻지 못했다[3].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선행연구의 논의에 비추어, 시장지향성은 고객지향성을 
통해 더 높은 조직유효성과 경영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적 가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9-1] 고객지향성은 시장지향성과 조직유효성 간
에 정(+)의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9-2] 고객지향성은 시장지향성과 경영성과 간에 
정(+)의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본 연구의 가설검정을 위한 주요 개념을 측정하고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표 1과 같이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측정항목은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설명력이 부족한 일부 항목은 최
소한 범위 내에서 수정하였다. 등간척도로 측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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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척도로 측정한 일반적인 기업특성과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제외한 모든 변수는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Table 1] Measures Used for Organizational Modularity

잠
재
변
수

관측 
변수 변수 정의

선
행
연
구

기
업
가
지
향
성

위험
감수
성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
굴하고자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거나 과중한 차입 등 대담한 행
동을 하고자 하는 성향

[31] 

[38]

[40]

진
취
성

경쟁자보다 선제적이고 진보적인 시각으로 미
래를 내다보며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수요·공
급을 예측하려는 성향

[5]

[31]

[40]

자
율
성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며, 의사결정을 내
릴 수 있는 권한위임이 분명하고 독립성이 강
한 성향

[40]

[51]

시
장
지
향
성

시장
정보
생성

고객의 욕구, 정책규제, 기술경쟁 등 시장 환경
에 대한 정보수집에 강한 의욕을 가지고 활동
하고자 하는 조직

[25] 

[33]

시장
정보
확산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집된 정
보를 조직구성원들에게 적시에 전달하고자 하
는 조직

[25] 

[33]

시장
정보
반응

수집된 정보를 마케팅 전략수립과 같은 주요 
의사결정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조
직

[25] 

[33]

혁신성
새로운 프로젝트 또는 신제품, 신서비스 개
발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장려하는 조
직

[17]

[19]

고객
지향성

잠재고객을 포함한 고객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고객을 위해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려는 
조직

[39] 

[48]

조
직
유
효
성

조직
몰입

조직에 대한 개인의 몰입수준으로 조직구성
원이 속해 있는 조직에 얼마나 일체감을 느끼
고 집중하는가의 정도

[21]

단
결
심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조직구성원들이 
가치 있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과 모두
가 하나로 뭉치려는 의도

[21]

경영 
성과

전년대비 매출액· 당기순이익·수익률 증가에 
대한 주관적 평가,  

지난 3년간 시장점유율· 신제품 성공률·  매출
액 성장률· 전반적인 경영성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  

[25] 

[43] 

4. 실증분석 

4.1 연구의 표본

4.1.1 표본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 표본은 국내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
접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한 기업 
당, 종업원 수 10인 미만인 기업은 1부, 100인 미만인 기
업은 2부, 100인 이상인 기업은 3부 이내로 제한하였다.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총 
450부를 회수하였으나, 31부를 제외하고 유효한 419부를 
분석하였다.    

4.1.2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표본특성은 [표 2]와 같이, 주로 서울·경인
지역에 위치한 제조·서비스 중소기업이다. 

 
[표 2] 표본특성(n=419)

[Table 2] Profile of Respondents

업종 종업원 
수

년 간 
매출액

설립 년 
수 소재지 직책 소속

범
위

빈
도
(%)

범
위

빈
도
(%)

범
위

빈
도
(%)

범
위

빈
도 
(%)

범
위

빈
도 
(%)

범
위

빈
도
(%)

범
위

빈
도
(%)

제
조

114

(27)

10

명 
미
만

126

(30)

10

억 
미
만

132

(31)

5년
미
만

90

(21)

서
울

188

(45)

경
영
자

110

(26)

경
영
진

130

(31)

서
비
스

178

(43)

100

명 
미
만

199

(48)

50

억
미
만

124

(30)

10

년
미
만

144

(34)

경
기 
인
천

169

(40)

임
원

71

(17)

영
업
마
케
팅

148

(35)

제
조
서
비
스 

86

(20)

300

명 
미
만

55

(13)

100

억
미
만

60

(14)

20

년
미
만

103

(25)

기
타
지
역

62

(15)

팀
장

91

(22)

연
구
개
발

31

(7)

기
타

37

(10)

500

명 
미
만

39

(9)

300

억
미
만

53

(13)

20

년 
이
상

82

(20)

과
장 
대
리

83

(20)

생
산

47

(11)

500

억 
미
만

50

(12)

사
원

64

(15)

재
정

15

(4)

기
타

4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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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측정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4.2.1 신뢰성 분석

각 변수에 대한 신뢰성 검정을 위해 크론바 알파 계수
를 이용하여 측정항목들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한 결과, 
시장지향성의 관측변수인 정보반응이 기준치에 충족되지 
않아 제거하였다. 그 외 모든 변수는 표 3과 같이 0.7 이
상으로 내적 일관성이 검정되었다.

4.2.2 집중타당성

1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각 세부요인(관측변수)들 
간의 단일 차원성을 검정한 후, 상위 확인적 요인분석인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표 3과 같이,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잠재변수에 대한 집중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모든 변수가 기준치를 상회함으로써 각 연구단위별 
집중타당성이 검정되었다. 첫째, 각 구성개념의 표준화요
인부하량이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 잠재변
수의 평균분산추출(AVE)이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셋째, 
각 잠재변수의 신뢰도(CR : composit reliability) 값이 모
두 0.6 이상이었다.  

[표 3] 잠재변수별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성·타당성 평
가결과

[Table 3] Results of Overall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Variables & Reliability·Validity 

잠재
변수

관측
변수

항
목
수

크론바
알파≥.7

표준
화요
인부
하량
≥.5

GFI
≥.9

CR
≥.6 

A
V
E
≥.5

CFI
≥.9

AGF
I≥.8

기업가
지향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자율성

4
5
5

.779

.813

.820
.772

.752

.955

.752

.928

.928

.898
.985 .681

시장
지향성

정보입수
정보공유1
정보공유2

4
2
3

.810

.746

.731
.790

.811

.913

.979

.965

.969

.934
.986 .816

혁신성
혁신성1
혁신성2
혁신성3

3
1
1

.839
-
-

.727
.976
.720
.735

.976

.980

.911
.981 .706

고객
지향성

고객지향성1
고객지향성2
고객지향성3

1
1
3

-
-

.833
.732

.860

.797

.899

.969

.973

.882
.987 .728

조직
유효성

조직몰입1
조직몰입2
단결심

3
3
5

.751

.789

.876
.841

.912

.955

.917

.939

.957

.903
.993 .862

경영
성과

경영성과1
경영성과2
경영성과3

3
2
2

.834

.719

.825
.790

.638

.990

.996

.966

.974

.914
.987 .793

4.2.3 판별타당성 분석

판별타당성은 구성개념 간의 차별성을 측정하는 것인

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두 구성개념 간의 상관관
계를 1로 제약시킨 제약모형과 제약시키지 않은 비 제약
모형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둘째, AVE 값이 두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 제곱 값을 상회하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이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추천되고 있는[29] 두 번째 방법
으로 본 연구의 판별타당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AVE 
값이 두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 제곱 값을 상회하여 판
별타당성이 검정되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표 4과 같다.

[표 4] 구성개념 간의 판별타당성 분석결과
[Table 4] Construct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척도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 제곱 값
(1) (2) (3) (4) (5) (6)

기업가
지향성(1)

0.538

시장
지향성(2)

0.282 0.618

혁신성(3) 0.469 0.429 0.620

고객
지향성(4)

0.315 0.508 0.464 0.668

조직
유효성(5)

0.319 0.325 0.477 0.461 0.699

경영
성과(6)

0.332 0.254 0.342 0.342 0.317 0.633

p<0.01 

4.3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은 최대우도법을 적용하였
으며, 통계프로그램은 AMOS 1.8을 사용하였다. 

4.3.1 전체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전체요인 간의 집중·판별타당성에 대한 검정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모형 적합도지수가 
χ2=281,675, d.f.=120, Cmin./d.f.=2.347(≤5), p=0.000, 
RMR=.238, GFI=.934, AGFI=.906, NFI=.941, RFI=.925, 
IFI=.965, TLI=.956, CFI=.965, RMSEA=.057로 나타나, 
모두 기준치를 충족하였다. 또한 <표 5>와 같이, 모든 측
정항목이 0.001% 유의수준에서 표준화요인부하량, t값, 
개념 신뢰도, AVE 값 등 기준치를 모두 충족시켰다. 결
국 기업가지향성, 시장지향성, 혁신성, 고객지향성, 조직
유효성, 경영성과의 6개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18개 관측
변수의 집중·판별타당성이 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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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전체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Table 5] Results of Overall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Variables  

잠재
변수

관측
변수

요
인
부
하
량

표준
화요
인부
하량
≥.5

S.E.
<1.0

t값
≥2.58

CR
≥.6

A
V
E
≥.5

기업가
지향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자율성

1.000
1.549
1.460

.621

.814

.753

-
.124
.122

-
12.484
11.933

.782 .538

시장
지향성

정보입수
정보공유1
정보공유2

1.000
.558
.817

.750

.766

.839

-
.037
.049

-
15.186
16.531

.895 .618

혁신성
혁신성1
혁신성2
혁신성3

1.000
.355
.383 

.843

.726

.788

-
.021
.021

-
16.592
18.612

.957 .620

고객
지향성

고객지향성1
고객지향성2
고객지향성3

1.000
.926
2.723

.773

.808

.868

-
.054
.146

-
17.263
18.692

.965 .668

조직
유효성

조직몰입1
조직몰입2
단결심

1.000
.985
1.709

.798

.844

.864

-
.052
.088

-
18.862
19.362

.908 .699

경영
성과

경영성과1
경영성과2
경영성과3

1.000
.830
.970

.640

.841

.884

-
.060
.069

-
13.743
14.028

.930 .633

 

 분석 시 1.000으로 지정하였음.    

4.4 경로분석을 통한 가설검정

본 연구는 기업가지향성이 시장지향성의 선행변수인
지, 시장지향성이 혁신성과 고객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혁신성과 고객지향성이 조직유효성과 경영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 혁신성과 고
객지향성의 매개효과로 시장지향성이 조직유효성과 경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정해 보는 것이다. 
가설검정을 위한 경로분석은 구조방정식모형으로 하였
다. 분석결과, χ2=395.705, d.f.=128, Cmin./d.f.=3091(≤5), 
p=0.000, RMR=.344, GFI=.904, AGFI=.872, NFI=.918, 
RFI=.902, IFI=.943, TLI=.931, CFI=.942, RMSEA=.071
로 모든 적합도지수가 기준치를 충족하여 수용 가능한 
모형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모형에 따른 가설검정 결과를 요약하면 표 6, 
표 7과 같다. 

본 연구의 검정결과, 모든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1
은 표준화경로계수가 0.785(t값=12.150, p<0.01)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결
과는 Menon & Varadarajan[34]의 연구와 일치한다. 경쟁
사보다 앞서 가려는 기업가적인 조직은 시장의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시장정보를 중요시하는 특성을 가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설 2도 표준화경로계수가 
0.888(t값=15.909, p<0.01)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 
채택되었다. 이것은 Han et al. [14]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

이다. 시장지향적인 조직은 시장정보에 근거하여 시장의 
욕구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
는 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가설 3은 표준화경로
계수가 0.893(t값=16.605, p<0.01)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
타나 채택되었다. 이결과는 Siguaw et al. [49]의 주장과 
일치한다. 시장지향적인 조직은 시장정보를 바탕으로 고
객의 욕구를 간파하고, 이를 만족시켜 주고자 하는 특성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4는 표준화경로계수가 
0.457(t값=6.532, p<0.01)로 나타났고, 가설 5도 표준화경
로계수가 0.484(t값=5.109, p<0.01)로 나타나 모두 유의미
한 결과를 나타냈다. 마찬가지로, 가설 6은 표준화경로계
수가 0.337(t값=4.254, p<0.01)로 나타났으며, 가설 7도 
표준화경로계수가 0.281(t값=3.115, p<0.01)로 나타나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모두 채택되었다. 혁신적이고 고객
지향적인 조직은 보다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나
타낸 결과이다.  

[표 6] 가설검정 결과요약
[Table 6] Results of Hypotheses Testing 

가
설 경로

가
설
관
계

표준화 
경로
계수

S. E. C. R. p 채택
여부

H1
기업가지향성 
→시장지향성 + 0.785 0.044 12.150 *** 채택

H2
시장지향성 
→혁신성 + 0.888 0.065 15.909 *** 채택

H3
시장지향성 
→고객지향성 + 0.893 0.064 16.605 *** 채택

H4
혁신성

→조직유효성 + 0.457 0.072 6.532 *** 채택

H5
혁신성 
→경영성과 + 0.484 0.068 5.109 *** 채택

H6
고객지향성
→조직유효성 + 0.337 0.067 4.254 *** 채택

H7
고객지향성 
→경영성과 + 0.281 0.063 3.115 .002 채택

마지막으로, 표 7과 같이 본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
는 시장지향성과 조직유효성·경영성과 간에 혁신성과 고
객지향성이 매개효과를 보여, 가설 모두 채택되었다.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가설 8-1), (가설 8-2) 그리고 (가설 9-1), (가설 9-2)
를 각각 검정하여 표준화경로계수, t값, p-value가 유의하
지 않을 경우 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 둘째, 표준화경로계
수, t값, p-value가 유의할 경우는 <표 6>에서 유의했던 
관련 가설인 (가설 4), (가설 5), (가설 6), (가설 7)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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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낼 경우에 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
[7]. 이를 근거하여, 혁신성과 고객지향성의 매개역할을 
검정하는 4가지 가설은 첫 번째 검정방법에 해당되어 모
두 채택되었다. 결과적으로, 기업가지향성을 선행변수로 
한 시장지향성이 혁신성과 고객지향성의 매개효과에 의
해 조직유효성과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
이 검정되었다. 결국 기업가적 시장지향성은 혁신성·고객
지향성에 의해 매개될 때,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고 해석할 수 있다.  

[표 7] 혁신성과 고객지향성의 매개효과 가설검정 결과요약
[Table 7] Hypotheses Testing of the Mediated Effect of 

Innovativeness and Customer Orientation

가
설 경로

가
설
관
계

표준화 
경로
계수

S. E. C. R. p 

검
증
결
과

채
택
여
부

H

8-1

시장지향성 
→조직유효성 + -0.388 0.209 -1.871 0.061 비

유
의

채
택혁신성 

→조직유효성 + 0.744 0.128 5.058 ***

H

8-2

시장지향성 
→경영성과 + -0.061 0.177 -0.287 0.774 비

유
의

채
택혁신성 

→경영성과 + 0.520 0.106 3.553 ***

H

9-1

시장지향성 
→조직유효성 + -0.388 0.209 -1.871 0.061 비

유
의

채
택고객지향성 

→조직유효성 + 0.525 0.112 3.937 ***

H

9-2

시장지향성 
→경영성과 + -0.061 0.177 -0.287 0.774 비

유
의

채
택고객지향성 

→경영성과 + 0.305 0.099 2.165 0.030

5. 결론

5.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기업 경영에 있어서, 조직특성인 기업가·시장지향성, 
혁신성, 고객지향성과 같은 무형자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자원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관심을 끌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정
하고자, 각 변수 간의 선행관계 및 매개·조절관계 등에 대
한 실증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혼재된 연구결과
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상이한 결과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국내 중소기업을 표본으로 실증 분석하였

다. 결과에 대한 요약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지향성이 시장지향성의 선행변수임이 검

정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적 시장지향성’으로 표현하였다. 

둘째, 시장지향성이 혁신성과 고객지향성에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기업가적 
시장지향성이 혁신성과 고객지향성의 선행변수임을 알 
수 있다.   

셋째, 혁신성과 고객지향성이 조직유효성과 경영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났다. 

넷째, 본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혁신성과 고객지
향성이 기업가적 시장지향성과 조직유효성·경영성과 간
에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경영에 있어서, 타인에 의해 끌려 다니
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이고 선제적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지향적인 마인드로 시장과 고객의 
욕구와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간파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적 의사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본 연구결과, 기업
가적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기업가지향성이 시장지향성과 혁신성, 고객지향성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
면, 기업가지향성이 강할수록 시장정보 탐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혁신적
이고 고객지향적인 조직특성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가
적 시장지향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혁신성과 
고객지향성이 기업가적 시장지향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
이다. 예컨대 기업가지향적인 기업일수록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시장정보를 적극적으로 입수하고, 이를 반
영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개발을 통해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직특성을 보이기기 때문이다. 

셋째, 기업가적 시장지향성이 조직유효성과 경영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혁신성과 고객지향성
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
신 지향적이고 고객지향적인 조직특성을  적극 강화시켜
야 한다. 이것이 곧 기업가지향성을 바탕으로 한 시장지
향적인 고객지향의 조직특성과 기업가적 시장지향 혁신 
경영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
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지향성, 시장지향성, 혁신성, 고객
지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직유효성이 강하고 경영성
과가 높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면, 혁신성과 고객지향성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시장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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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조직특성을 강화시켜야 하며, 시장지향성을 고조시키
기 위해서는 기업가지향적인 조직특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가적 시장지향성이 혁신성과 고객지향성을 강
화시키는 출발점이고, 기업가적 시장지향성의 영향을 받은 
혁신성·고객지향성의 조직특성은 조직유효성과 경영성과
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결국 혁신성과 고객지향성이 기업가·시장지향성과 별
개의 개념인 독립변수로서 강력한 매개효과를 나타낸다
는 점이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핵심역량 차원에서, 기업가·시장지향
성, 혁신성, 고객지향성과 같은 조직특성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이를 강화시킬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하
며,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동기부여 될 수 있는 인적자
원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본 연구의 실무
적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가 제공하는 시사점에 따라, 기업
가지향성, 시장지향성, 혁신성, 고객지향성과 같은  조직
특성 차원의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
고 중소기업 경영에 있어서, 이와 같은 조직특성을 강화
시킬 수 있는 경영전략을 구사해야 하며, 강력한 리더십
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이상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고려한 향후 연구
를 통해서, 조직특성의 실증적 이론이 더욱 발전되길 기대
해 본다.

첫째, 시장지향성의 선행변수로 기업가지향성만을 분
석하였다. 향후에는 학습지향성과 같은  다른 변수와의 
인과관계를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장지향성과 조직유효성·경영성과 간에 매개변
수를 기술지향성과 같은 다른 변수와의 인과관계로 확대
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만을 표본으로 연구하였으나, 향후 연
구는 중견기업 또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른 비교연구도 가치가 있을 것이
다.

넷째, 본 연구는 기업가지향성, 시장지향성, 혁신성, 
고객지향성의 구성개념 중 일부만 적용하였으나, 이들 지
향성의 구성개념에 대한 측정변수를 확대하여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구분하지 않
고 분석하였으나, 두 업종 간의 비교연구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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