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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의 목 은 기업가정신과 동 역량 간의 계분석을 통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나아가 조직유효성 향상 방안에 해서 연구하는 것이다. Teece(2002)의 

동 역량의 이론을 토 로 조사하 으며, 이에 따른 세부항목을 연구하여 연구 모형을 수립

하 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첫째, 기업가정신은 동 역량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동 역량은 조직유효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설문은 IT

벤처기업에 재직 인 임직원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12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가정신과 동 역량 간의 계가 조직유효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조직에서 동 역량의 융합탐색역량이 조직유효성에 높은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이에 CEO는 조직구성원들에게 동 역량의 융합탐색역량을 극

으로 개발하고 조직유효성에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A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earn about the impac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dynamic capabilities. Investigation 

was based on the theory of dynamic capabilities of Teece (2002), and established a research 

model to study the details accordingly. The research hypothesis is as follows. First, entre-

preneurship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dynamic capability. Second, dynamic capa-

bilities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Survey was conducted 

for employees in IT ventures, which was used to analyze 412 additional. The results are 

as follows.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s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dynamic capabilities. In particular, this shows that a high 

impact o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the organization’s dynamic capabilitie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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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milation exploitation capabilities, not the absorptive transformation capability of dynamic 

capabilities. CEO should actively consider whether the employees of the organization are 

developing the assimilation exploitation capabilities to make an impact on their organization’s 

effectiveness.

키워드：기업가정신, 동 역량, 조직유효성

Entrepreneurship, Dynamic Capabilities,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1. 서  론

IT벤처기업들의 주요 심사는 우리의 경

쟁우 는 어디에 있는가이다. 이러한 기업들

이 경쟁우 를 높이기 해서는 반복 으로 

이루어지는 일상 업무 외에 조직구성원의 역

량개발의 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역

량개발은 제품 개발을 시하는 제조업에서

부터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IT벤처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이처럼 IT벤처기업들은 경 기법을 강화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쟁우 를 확보할 

수 있는 동 역량개발 향상에 해서 실증

으로 검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이 어떻게 경쟁우

를 확보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이론 에 하

나가 동 역량 이다. 동 역량이란 변

하는 환경 속에서 그 자본을 활용하고 조직 

목 에 맞도록 확장, 수정 는 재창조하는 

경 능력이다[27]. 동 역량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문제를 빠르게 분석하고 외부로부터 

필요한 지식을 빨리 획득하는 흡수역량, 외부

로부터 얻은 지식을 기업의 로세스에 맞게 

자원으로 창출하는 융합역량, 외부로부터 얻

은 지식을 기존의 지식과 통합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환하는 변환역량, 기존 역량

과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지식을 바탕으로 

버리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재구성 하

는 역량과 새로운 것을 탐색하려는 탐색역량 

등 4가지 역량으로 정의될 수 있다[15]. 따라

서 본 연구는 산업계의 경험론 인 지식을 바

탕으로 기업가정신과 동 역량이 조직에 어

떤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

정신이 동 역량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기업가정신과 동 역량에 한 통

합  측면에서 연구라는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동 역량이 조직유효성에 미치

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비록 제

한된 범 이지만 동 역량을 개념화하고 동

역량이 조직유효성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에 

한 시도라는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

장에서 본 연구에 한 이론  배경을 설명하

고, 제3장에서 연구모형  가설을 설명하

다. 제4장에서 실증연구를 통한 결과분석을 

하 고, 제5장에서 연구결과에 한 시사 과 

연구결과의 한계 을 논의하 다.

2. 이론  배경

2.1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이란 용어가 나타난 배경은 

랑스의 경제학자인 Cantillon[2] 등에 의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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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일반의 본성에 한 에세이｣에서 ‘기업가’

란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경

제학자들은 기업가정신에 기 한 기업가의 기

능을 기업의 조직과 리, 신, 험부담과 

불확실성의 처리 세 가지의 기능이라고 하

는데, 에서는 기업가란 사업에 자본을 공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조직하고 운 하며, 이익을 해서 

험을 감수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후 기업가에 한 정의는 1980년  미국

을 심으로 본격화되면서 기업가정신에 

하여 사회학, 경제학, 경 학, 심리학 등 매우 

다양하게 많은 연구들로 이어져 왔다. 기업가

정신에 해서 연구자  연구 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활용되어지고 있으며, 아

직까지도 기업가정신에 한 개념은 명확히 

규정되지 못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night[14]는 불확실성과 험의 보유로 인한 

이익으로 기업가정신으로 정의하 고, Schum-

peter[24]는 창조 인 괴와 유사하다고 언

하면서 “끊임없는 신을 통하여 창조

인 괴 과정으로 발 된 자본주의 경제와 

같은 발 의 원동력이 기업가정신이다.”라고 

하 다. Quinn[23]은 재무 , 심 , 사회 인 

험을 가정하고 결과 으로 얻을 수 있는 

인 보상과 개인 인 만족을 가정하면

서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바치면서 가치 있

는 것을 창조하는 과정으로 기업가정신을 설

명하 다. Goodman[7]은 조직의 경쟁력과 조

직성과를 해 좋은 방법을 이끌어 내는 것

이라 하 고, Drucker[5]는 ｢ 신과 기업가정

신｣에서 공 하는 제품은 수요를 창출한다고 

자신하는 사람들로써 경제성장을 해서는 

소비자보다 더 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라고 기업가를 정의하 다.

2.2 동 역량

동 역량이란 특정 자본을 보유하는 것 이

상으로 활용하고 조직 목 에 맞도록 수정, 확

장 는 재창조하는 경 능력이라고 하 다

[27]. 즉,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의도 으

로 창출하고 확장하는 조직의 능력을 말하며, 

이러한 동 역량으로는 변하는 환경에 응

하기 해서 계획 으로 자원을 변경하는 조

직의 능력이자 로세스, 일상 인 일로 볼 

수 있다고 하 다[8]. 따라서 동 역량은 조직 

내부 으로 체화되고 구축되는 것이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의존 이라고 할 수 있

다[29]. 동 역량은 기업에게 장기 인 생존과 

우월한 성과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의 역량이

라고 할 수 있다[26]. 동 역량에 한 연구는 

기업의 경 자들에게 지속가능 경 을 하여 

조직 발 에 기여하며 업무성과에 많은 도움

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동 역량을 종합 인 

에서 흡수변환역량, 융합탐색역량으로 요인을 

정리하 다. 흡수역량은 변하는 환경 속에

서 문제를 빠르게 분석하고 외부로부터 필요

한 지식을 빠르게 획득하는 능력이라고 한다. 

변환역량은 외부로부터 얻은 지식을 기존 지

식과 통합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으로 

환하려는 능력이다. 융합역량은 외부로부터 얻

은 지식을 조직의 로세스에 맞게 자원으로 

창출하는 능력이라고 한다. 탐색역량은 내부 

역량과 외부로부터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새

로운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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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력과 새로운 것을 탐색하려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2.3 조직유효성

조직유효성이란 조직의 목표달성 정도로 정

의 될 수 있다[11]. Steers[25]는 1975년부터 20

년간 조직유효성 연구를 진행하여 14가지의 

조직유효성 측정기 을 정리하 다. 이 연구

에서는 조직유효성이 응성, 유연성, 생산성,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사, 개인성 등의 요

인들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Miles[21]은 조

직유효성의 개념은 아직도 발  단계에 있으

며 수많은 조직유효성에 한 연구에도 불구

하고 조직유효성의 개념, 결정요인  평가 척

도에 해 합의된 견해가 없어 조직유효성의 

정 이라고 불리기도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조직유

효성의 주요 지표로는 조직몰입, 이직의사, 직

무만족을 구성 요인으로 보았다. 조직몰입은 

소속 회사에 한 정 인 태도로서 자신과 

회사를 동일하게 생각하고 조직문제에도 극

으로 여하고자 하는 정도로 조직에 해 

애착심을 가지고 헌신하려는 의사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이다. 이직의사는 구성원이 조

직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의사가 높은 것을 말

하는 것으로 직무에 한 불만족이 큰 경우 높

아진다. 직무만족은 본인 직무에 해 정  

태도로서 직무생활에 한 정 인 심리상태

를 보여주는 개념이며, 직무만족이 높으면 근

로의욕과 업무에 해 열정 이게 된다. 

3. 연구모형  가설

3.1 연구모형의 설계 

본 연구에서는 국내 IT벤처기업이 경쟁우

를 확보하여 경쟁력과 경 성과를 달성하

기 해서는 조직의 동 역량 향상 요인을 

악해야 한다. 이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결과는 기업가정신과 동 역량의 계성을 

살펴보고자 하며, 동 역량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향과 복합  상호작용 계를 실증

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에 

따라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한 본 논문

의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이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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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연구모형은 기업가정신, 동 역량, 

조직유효성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성하 다. 

기업가정신은 신성, 험부담성, 진취성으

로 3가지 요인으로 구성하 다. 동 역량은 

흡수변환역량, 융합탐색역량으로 2가지 요인

으로 구성하 다. 조직유효성은 조직몰입, 이

직의사, 직무만족으로 핵심요인을 분류하여 

정리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연구모형의 각 

변수들 간의 미치는 향의 계에 한 부

분을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가설도 해

당 요인을 심으로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3.2 조작  정의 

기업가정신은 신성, 험부담성, 진취성

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척도는 5  리커트 척

도로 구성되었다. 기업가정신은 불확실한 시

장 환경 속에서 자원을 효과 으로 활용하고, 

재의 상황을 올바르게 악하고, 미래 측

을 통해 험을 감수하여 기회를 포착하고 

도 함으로써 조직을 신 으로 창출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행 나 의지를 말

한다.

동 역량은 흡수변환역량, 융합탐색역량

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척도는 5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동 역량은 변하는 환

경에 응하기 해서 자원의 통합, 조정, 

재배치, 학습활동이라고 하 다. 동 역량의 

형성이나 강화에 해서는 어떤 향을 미

치는지에 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

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자들이 단편 으로 

주장한 요인들의 종합  에서 요인을 정

리하 다.

조직유효성은 조직몰입, 이직의사, 직무만족

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척도는 모두 5  리

커트 척도로 구성되어졌다. 조직유효성의 요

인을 선택하는 기 의 문제는 재도 논의 

이고 다차원 일 수밖에 없다. Campbell[1]

은 조직유효성의 측정기 을 30개나 정리하

으며, 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 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 다.

3.3 연구가설의 설정

기업가정신과 동 역량의 개별  요인들이 

기업성과에 향을 미치는 선행연구의 결과

들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변하는 경 환경

에서 경쟁우 를 확보하기 해 동 역량이 

기업성과에 향을 다는 것은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4, 9, 11, 16, 18, 20, 22, 28].

동 역량은 기업에 있어서 경쟁우 를 확보하

고 기업성과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의 핵심요인이 동 역

량의 핵심요인으로 정의한 흡수변환역량, 융

합탐색역량 간 계를 가설로 채택하여 실증

연구를 하고자 한다.

H1 : 기업가정신은 동 역량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H1.1 : 기업가정신의 신성은 동 역량인 

흡수변환역량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H1.2 : 기업가정신의 신성은 동 역량인 

융합탐색역량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H1.3 : 기업가정신의 험부담성은 동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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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인 흡수변환역량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H1.4 : 기업가정신의 험부담성은 동 역

량인 융합탐색역량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H1.5 : 기업가정신의 진취성은 동 역량인 

흡수변환역량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H1.6 : 기업가정신의 진취성은 동 역량인 

융합탐색역량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복잡

화되고 로벌화 되는 경  환경 속에서 경

쟁우 를 확보하기 해서 기업들은 지속

으로 동 역량의 핵심요인들을 연구하고 

업에 용하기 해 많은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동 역량에 한 선행연구는 

기업과 련된 지식과 기술을 확인하여 습득, 

변화, 결합, 탐색 등 기업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경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들이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IT벤처기업에 필요로 하는 동 역량의 핵심

요인과 조직유효성의 미치는 향을 가설로 

채택해서 실증 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H2 : 동 역량은 조직유효성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H2.1 : 동 역량의 흡수변환역량은 조직유

효성인 조직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2 : 동 역량의 흡수변환역량은 조직유

효성인 이직의사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3 : 동 역량의 흡수변환역량은 조직유

효성인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4 : 동 역량의 융합탐색역량은 조직유

효성인 조직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5 : 동 역량의 융합탐색역량은 조직유

효성인 이직의사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6 : 동 역량의 융합탐색역량은 조직유

효성인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4. 결과 분석

4.1 설문조사  표본의 특성

설문은 세 가지 변수인 기업가정신, 동

역량, 조직유효성에 한 설문 49개 항목과 

일반사항 설문으로 8개 항으로 구성하고,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설문 내용은 선

행연구에서 사용한 것을 기 로 구성하고 몇 

가지 문항은 련문헌을 참조하여 수정보완 

하 다. 기존의 개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계를 악하는데 목 이 있으므로 신뢰성이 

입증된 선행연구의 설문을 이용하는 것이 보

다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단하

다.

2014년 4월～5월 간 국내 IT벤처기업을 

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의 설

문의 회수를 높이기 하여 방문조사를 주로 

실시하 고, 다음 <Table 1>과 같이 총 412

개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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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Demographic Profile Frequency
Percent
(%)

Gender
Male 312 75.7

Female 100 24.3

Age

20∼29 years 102 24.3

30∼39 years 179 43.4

40∼49 years 83 20.1

50 year or over 48 12.6

Title

Executive 38 9.2

Director 51 12.4

Conductor 29 7.0

Director 60 14.6

Agency 106 25.7

Staff 104 25.2

Other 24 5.8

Job

Office Manager 189 45.9

Salesman 69 16.7

Researchers 89 21.6

Production Technician 31 7.5

Other 34 8.3

Emplo-
yees

Less than 10 people 63 15.3

10∼49 people 156 37.9

50∼99 people 67 16.3

100∼299 people 68 16.5

300∼499 people 18 4.4

500 people or over 40 9.7

N 412 100.0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AMOS 

(ver.20)을 이용하여 자료처리를 하 다. 분석

에서 사용된 구체 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악하

기 해서 빈도분석을 용하 다. 둘째, 본 

연구의 요인에 한 타당성  신뢰도분석을 

확인하기 해서 신뢰도분석과 요인분석을 수

행하 다. 셋째, 변인의 기술통계량을 악하

기 해서 기술통계분석과 상 계분석을 실

시하여 악하 다. 넷째, AMOS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델분석을 구축하 고, 이를 바탕

으로 가설검정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유의

수    = 0.05로 설정하 다. 

4.2 신뢰성  타당성 검증

설문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해 각 요

인들에 해 내  일치도를 이용한 방법인 크

론바흐 알 계수를 기 으로 단하 고, 신

뢰성 분석 결과는 <Table 2>에서 험부담

성은 0.888, 신성은 0.873, 진취성은 0.813, 

<Table 3>에서 융합탐색역량은 0.920, 흡수

변환역량은 0.828, <Table 4>에서 이직의사

는 0.941, 조직몰입은 0.925, 직무만족은 0.881

로 나타나 α > 0.6인 정기 을 만족하므로 

측정 문항들의 신뢰도가 높고 내 일 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2>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of Entrepreneurship

Item
Factor 

1
Factor

2
Factor 

3
Cronbach 
Alpha

Risk Burdeness 1
Risk Burdeness 2
Risk Burdeness 3
Risk Burdeness 4
Risk Burdeness 5

.691

.767

.791

.825

.667

.390

.339

.298

.200

.158

.233

.229

.204

.181

.255

.888

Innovativeness 1
Innovativeness 2
Innovativeness 3
Innovativeness 4
Innovativeness 5

.223

.292

.183

.307

.458

.647

.827

.635

.758

.693

.376

.168

.350

.202

.092

.873

Proactiveness 1
Proactiveness 2
Proactiveness 3
Proactiveness 4
Proactiveness 5

.166

.226

.235

.194

.142

.198

.291
-.042
.350
.349

.773

.692

.661

.669

.659

.813

Eigen-value
Factor Loading
Cumulative 
Loading

7.297
48.645
48.645

1.438
9.589
58.234

1.080
7.197
65.431

-

KMO(Kaiser-Meyer-Olkin) .925

Bartlett’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df(p)

3498.041
105(.000)



<Table 3>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of Dynamic Capabilities

Item Factor 1 Factor 2 Cronbach Alpha

Assimilation Capabilities 1
Assimilation Capabilities 2
Assimilation Capabilities 3
Assimilation Capabilities 4
Exploitation Capabilities 1
Exploitation Capabilities 2
Exploitation Capabilities 3
Exploitation Capabilities 4

.714

.730

.810

.787

.830

.689

.850

.627

.298

.350

.187

.223

.215

.307

.222

.302

.920

Absorptive Capabilities 1
Absorptive Capabilities 2
Absorptive Capabilities 3

Transformation Capabilities 1
Transformation Capabilities 2

.114

.236

.473

.293

.467

.792

.778

.611

.774

.525

.828

Eigen-value
Factor Loading

Cumulative Loading

7.468
53.345
53.345

1.317
9.411
62.756

-

KMO(Kaiser-Meyer-Olkin) .942

Bartlett’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df(p)
3097.094
78(.000)

<Table 4>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tem Factor 1 Factor 2 Factor 3 Cronbach Alpha

Job Leave 1
Job Leave 2
Job Leave 3
Job Leave 4
Job Leave 5
Job Leave 6

.622

.804

.831

.823

.792

.779

.489

.201

.213

.308

.351

.365

.335

.263

.215

.235

.220

.235

.941

Organizational Commitment 1
Organizational Commitment 2
Organizational Commitment 3
Organizational Commitment 4
Organizational Commitment 5
Organizational Commitment 6
Organizational Commitment 7

.329

.128

.347

.381

.263

.462

.462

.726

.755

.777

.756

.736

.589

.609

.235

.269

.268

.279

.321

.283

.207

.925

Job Satisfaction 1
Job Satisfaction 2
Job Satisfaction 3
Job Satisfaction 4
Job Satisfaction 5

.380

.203

.276

.102

.370

.415

.366

.115

.398

.265

.614

.759

.781

.695

.710

.881

Eigen-value
Factor Loading

Cumulative Loading

10.560
58.667
58.667

1.460
8.110
66.778

1.109
6.159
72.937

-

KMO(Kaiser-Meyer-Olkin) .954

Bartlett’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df(p)
6261.177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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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Ave-

rage
S.D.

Innova-

tiveness

Risk 

Burdeness

Proac-

tiveness

Assimilation 

Exploitation 

Capabilities

Absorptive 

Transfor-

mation 

Capabilities

Organiza-

tional 

Commit-

ment

Job

Satis-

faction

Job 

Leave

Innovativeness 3.3539 .83273 1

Risk Burdeness 3.0947 .87855 .690
**

1

Proactiveness 3.4248 .73380 .611
**

.566
**

1

Assimilation 

Exploitation 

Capabilities

3.2718 .75342 .753
**

.661
**

.677
**

1

Absorptive 

Transformation 

Capabilities

3.3136 .71434 .599
**

.503
**

.552
**

.672
**

1

Organizational 

Commitment
3.3920 .77474 .389

**
.279

**
.270

**
.414

**
.373

**
1

Job Satisfaction 3.6437 .71633 .488
**

.386
**

.270
**

.478
**

.381
**

.639
**

1

Job Leave 3.1859 1.03406 .479
**

.351
**

.316
**

.495
**

.354
**

.569
**

.640
**

1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

*
p < 0.05  

**
p < 0.01.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척도의 타당도를 

악하기 해서 탐색  요인분석  확인  

요인분석을 진행하 다. 그 결과 기업가정신

은 3개의 요인으로 악되었으며, 체 설명

력은 65.4%, AVE 값도 0.5 이상으로 나타나 

척도의 타당도가 합하 다. 동 역량은 2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탐색역량과 융합

역량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고 있어 이를 

융합탐색역량으로 재정의 하 다. 한 흡수

역량과 변환역량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고 

있어 이를 흡수변환역량으로 재정의 하 다. 

설명력은 62.7%로 신뢰도계수  타당도 모

두 0.6 이상으로 합하 다. 마지막으로 조

직유효성은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설

명력 72.9%, 신뢰도계수와 타당도 모두 0.6 이

상으로 합하 다. 

4.3 상 계 분석 

의 요인을 구성하는 각 측변수에 해

서 항목합산을 통해 구조모델에서 잠재변수화 

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주요 잠재변수의 기

술통계량  변인 간 상 을 악한 결과는 

아래의 <Table 5>와 같다.

기술통계 분석결과 신성은 3.3539, 험

부담성은 3.0947, 진취성은 3.4248, 융합탐색

역량은 3.2718, 흡수변환역량은 3.3136, 직무

몰입은 3.3920, 직무만족은 3.6437, 이직의사

는 3.1859로 각각 나타나 보통 3.0 이상의 만

족수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변인 

간 상 계를 악한 결과 모두 유의한 정

(+)의 상 계를 보이고 있어 본 연구의 가

설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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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it Index of Structural Equating Model

Construct The Results Fit Index Value Adoption/Rejection

(p-value) 1929.763(0.000) p < 0.05 Adopted

CMIN/DF 1.994 3 or less Adopted

RMR 0.051  0.07 or less Adopted

GFI 0.826 0.9 or more Rejected

AGFI 0.806 0.9 or more Rejected

TLI 0.925 0.9 or more Adopted

CFI 0.930 0.9 or more Adopted

NFI 0.869 0.9 or more Rejected

RMSEA 0.049 0.05～0.08 Rejected

4.4 확인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증

확인  요인분석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변

수들 간의 계가 정립된 경우 사용하는 방법

이며, 측정 항목 간 별타당성과 수렴타당성

을 통계 으로 검증하는데 유용한 방법론이다. 

모형의 합도를 살펴보는 합지수로는 

합지수, 증분 합지수, 간명 합지수를 이

용하며, 모형의 합도를 지수를 나타내

는 것에는 카이제곱(χ²), 기 부합치로는 GFI, 

원소 간 평균차이를 나타내는 RMR의 3가지 

방식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AMOS 20.0을 사용하여 확

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 실증모형에 투

입된 측정변수들에 의한 측정모형이 타당한 

지를 분석하기 하여 <Table 6>과 같이 나

타내었다. 기본모형에서 수정지수(M.I.)를 바

탕으로 진취성의 측변수  진취성 1번 항

목과 진취성 2번 항목 간의 오차 상 , 조직

몰입의 측변수  조직몰입 2번 항목과 조

직몰입 5번 항목 간의 오차 상 , 이직의사의 

측변수  이직의사 5번 항목과 이직의사 

6번 항목 간의 오차 상 을 추가 으로 연결

하여 최종모형을 확정하 다.

연구 모형에 한 합도 분석을 실시한 결

과 카이제곱과 자유도를 반 한 Q값이 1.994

로 3 이하 값을 유지하고 있고, GFI는 0.826, 

CFI는 0.930, AGFI는 0.806, NFI는 0.869, TLI

는 0.937, RMR은 0.051, RMSEA는 0.049으로 

나타났다. GFI  CFI의 값이 0.8 이상으로 

양호하고, 연구모형  모집단의 일치 정도를 

측정하는 RMR의 값이 0.05정도, RMSEA의 

값이 0.08 이하로 나타나 확인  요인분석의 

모형 합도는 양호한 수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4.5 연구가설에 한 검증결과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결과는 <Figue 2>, 

<Table 7>과 같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잠재

변수 간 경로의 유의성인 가설을 검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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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Result of Structural Equating Model and Hypothesis Testing

가설 1.1인 ‘기업가정신의 신성은 동 역

량인 흡수변환역량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를 검정한 결과 표 화계수는 0.395이

며 CR값 4.389로 유의한 정(+)의 계로 나타

났다. 즉 기업가정신의 신성이 높을수록 동

역량인 흡수변환역량 향상에 정 인 기

여를 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따라서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가설 1.2인 ‘기업가정신의 신성은 동 역

량인 융합탐색역량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표 화계수는 0.475이

며 CR값 6.929로 유의한 정(+)의 계로 나타

났다. 즉 기업가정신의 신성이 높을수록 동

역량인 융합탐색역량 향상에 정 인 기여

를 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따라서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가설 1.3인 ‘기업가정신의 험부담성은 동

역량인 흡수변환역량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표 화계수는 0.01

이며 CR값 0.129로 유의하지 않다. 이것은 기

업가정신의 험부담성이 동 역량인 흡수변

환역량에 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

다. 따라서 가설 1.3은 기각되었다.

가설 1.4인 ‘기업가정신의 험부담성은 동

역량인 융합탐색역량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표 화계수는 0.063이

며 CR값 1.13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것은 기

업가정신의 험부담성이 동 역량인 융합탐

색역량에 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

다. 따라서 가설 1.4는 기각되었다.

가설 1.5인 ‘기업가정신의 진취성은 동 역량

인 흡수변환역량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

다.’를 검정한 결과 표 화계수는 0.444이며 

CR값 5.584로 유의한 정(+)의 계로 나타났다. 

즉 기업가정신의 진취성이 높을수록 동 역량

인 흡수변환역량 향상에 정 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따라서 가설 1.5는 채택되

었다.

가설 1.6인 ‘기업가정신의 진취성은 동 역

량인 융합탐색역량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표 화계수는 0.447이

며 CR값 7.388로 유의한 정(+)의 계로 나타

났다. 즉 기업가정신의 진취성이 높을수록 동

역량인 융합탐색역량 향상에 정 인 기여

를 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따라서 가설 1.6

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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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1인 ‘동 역량의 흡수변환역량은 조

직유효성인 조직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표 화계수는 0.136이

며 CR값 1.849로 유의하지 않다. 이것은 동

역량의 흡수변환역량은 조직유효성인 조직몰

입에 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가설 2.2인 ‘동 역량의 흡수변환역량은 조

직유효성인 이직의사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표 화계수는 0.047이

며 CR값 0.626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것은 동

역량의 흡수변환역량은 조직유효성인 이직

의사에 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가설 2.3인 ‘동 역량의 흡수변환역량은 조

직유효성인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표 화계수는 0.116이

며 CR값 1.489로 유의하지 않다. 이것은 동

역량의 흡수변환역량은 조직유효성인 직무만

족에 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

라서 가설 2.3은 기각되었다.

가설 2.4인 ‘동 역량의 융합탐색역량은 조

직유효성인 조직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표 화계수는 0.484이

며 CR값 6.448로 유의한 정(+)의 계로 나타났

다. 즉 동 역량의 융합탐색역량은 조직유효성

인 조직몰입 향상에 정 인 기여를 하는 것으

로 악되었다. 따라서 가설 2.4는 채택되었다.

가설 2.5인 ‘동 역량의 융합탐색역량은 조

직유효성인 이직의사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표 화계수는 0.505이

며 CR값 6.541로 유의한 정(+)의 계로 나타났다. 

즉 동 역량의 융합탐색역량은 조직유효성인 

이직의사 감소에 정 인 기여를 하는 것으

로 악되었다. 따라서 가설 2.5는 채택되었다.

가설 2.6인 ‘동 역량의 융합탐색역량은 조직

유효성인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를 검정한 결과 표 화계수는 0.456이며 

CR값 5.832로 유의한 정(+)의 계로 나타났다. 

즉 동 역량의 융합탐색역량은 조직유효성인 

직무만족 향상에 정 인 기여를 하는 것으

로 악되었다. 따라서 가설 2.6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기업가정

신의 신성과 진취성은 동 역량에 직

인 정(+)의 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고, 동

역량의 융합탐색역량이 조직유효성에 직

인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5.1 연구결과의 요약  시사

변하는 경 환경에서 기업의 경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특히 국내 IT벤처기업은 치열

한 경쟁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로벌화와 무

한경쟁 시 에서 기업은 경쟁우 를 확보하여 

경 성과를 거두기 해서 다양한 기법들을 

도입하고 용하고 있다. 기업에 비해 IT벤

처기업은 경 환경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업 

특성에 맞는 조직 경쟁력을 높이기 해 핵심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이에 우선 으로 개발

해야하는 핵심역량이 동 역량이라고 요인을 

제시하 고, 각각 요인별 계성과 조직에 미

치는 향에 해서 실증분석을 통해 체계

으로 연구하 다.

본 연구를 해 우선 기존 문헌연구와 선

행연구들을 검토하여 기업가정신의 핵심요인

과 동 역량의 핵심요인들 간의 계, 동 역

량이 조직에 미치는 향에 해서 체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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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을 통해 계를 실증 으로 규명하 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자원이 부족한 국내 IT

벤처기업이 경쟁우 를 선 하기 하여 몇 

가지 시사 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기업가정신의 신성과 진취성은 조

직의 동 역량인 흡수변환역량과 융합탐색역

량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기

업가정신은 고유의 조직문화 창출과 새로운 

방법 도입, 자원을 투입하는 것에 극 이라

고 하 다[3]. 동 역량이 큰 것은 기존 자원

에 한 조정과 재배치 활동이 조직 체에 

활발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10]. 기업가정

신은 지 시장에서 경쟁자들과 비교하여 차

별화된 실 을 해서 새로운 자원의 투입에

도 극 일 것이다[17]. 본 연구결과는 기업

가정신의 특성이 동 역량 향상에 직 인 

원인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분석결과 

한 이러한 을 지지하고 있다.

둘째, 조직유효성의 조직몰입, 이직의사, 직

무만족에는 조직의 동 역량인 융합탐색역량

이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특

히 효과 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IT벤처기

업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부족, 인력

부족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기

술력이나 업력을 바탕으로 시작한 IT벤처

기업들은 성장기에 우수인력의 이직 는 조

직구성원들의 불만과 냉 에 쉽게 무 지기

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IT벤처기업은 조직

리가 더욱 더 요하며, 조직역량 강화를 

해 기업에서 동 역량에 한 개발을 

으로 노력해야 한다. 결론 으로 외부로부

터 얻은 지식을 기업의 로세스에 맞게 자

원으로 창출하며, 기존 역량과 외부로부터 받

아들인 지식을 바탕으로 버리지 효과를 창

출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역량과 새로운 

것을 탐색하려는 융합탐색역량의 체계 인 개

발이 필요하다.

5.2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시사 들을 제공하는 

반면에 몇 가지 한계 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국내 IT벤처기업을 심으로 분석하 다. 이로 

인해 기업 분야를 포함하여 일반화하기에는 

한계 을 가지고 있기에 향후 연구에서는 

기업과 소기업별로 분석 상을 확 해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표본의 약 

52.2%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을 상을 조사함

으로써 규모의 한계 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규모의 범 를 확 해서 비

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

구에서는 동 역량의 다양한 측변수들의 개

발과 다양한 조직유효성의 요인들을 지속 으

로 연구하고, 핵심요인들의 매개효과와 조 효

과에 해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와 같이 몇 가지 한계 을 가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과는 달

리 각각의 핵심요인들 간의 새로운 연 성을 

발견하 고, 이로 인해 연구의 시사 에서 제

시하고 있는 기업가정신과 동 역량의 효과

성이 이론 으로나 실무 으로 조직  기업

의 경쟁우  향상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인 동 역량의 융합탐색역량이 조직유효

성에 향상시킬 것으로 기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IT벤처기업에서는 기업가정신과 

동 역량의 주요한 핵심요인들을 조직에서 활

용하여 경쟁우 를 하여 근본 으로 기업

의 경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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