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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업가정신, 동적역량, 혁신활동 각각  변수  그 변수들 간  적합  업  경 과에 미

치는 향  살펴보는  목적  다. 업  상  조사  실시한 후 상 계 과 다 회귀  

적용하여 적합  확 하고  적합  경 과에 적  향  미치는가  실  하 다. 연 결과는 다

과 같다. 첫째, 업가정신과 동적역량, 업가정신과 혁신활동, 동적역량과 혁신활동 등  변수 간  적합  

경 과에 적  향  미치는 것  나타났다. 째, 업가정신, 동적역량, 혁신활동  변수  적합

도 경 과에 한 정(+)  향  미쳤다. 가  실시한 경 에 는 업가정신과 경 과  계에  

동적역량과 혁신활동  매개효과  견할 수 었다. 본 연  결과, 업가정신과 동적역량, 혁신활동  각각 경

과에 여할 뿐만 아니라 들  들  조화 게 현함  업  경 과  욱 향상시킬 수  

실 하 다.

주제어 : 업가정신, 동적역량, 혁신활동, 경 과, 적합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fitness among entrepreneurship, dynamic 

capabilities and innovation activities on business performance. A survey was conducted and analyzed on small 

& medium manufacturing companies in Korea with the following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fitness of 

entrepreneurship and dynamic capabilities, the fitness of dynamic capabilities and innovation activities, the 

fitness of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activitie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business performance 

respectively. Second, the fitness of all the three variables also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Additional path analysis shows that dynamic capabilities and innovation activities have mediating 

roles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business performance. The results imply that not only each of the 

entrepreneurship, dynamic capabilities, and innovation activities has a positive effect on business performance 

but also the three factors in harmony have a synergic positive effect on the business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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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의 발달 로벌 경쟁환경에서 기업이 지속가

능한 성장을 하기 하여 시장지배력 강화를 통한 경쟁

우 확보를 요구한다. 시장 지배력의 강화는 원가비용

을 낮추거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신활동을

통하여 경쟁기업보다 유리한 경쟁지 를 확보함으로써

이루어질수 있다[1,2,3]. 한편, 빠르게변화하는 불확실성

의 시 에 신활동의 기회를 탐색하고성공 으로 이끌

기 해서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역량이 요구되며, 새로

운 기회를탐색하여 가치있는자원을통합, 구축, 재배치

하고 새로운 역량을 형성하는 동 역량이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4,5,6]. 특히, 인 , 물 자원과 역량 등이 부

족한 소기업은 동 역량을 최 한 발휘하여 경 신

을 효과 으로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해 경 진 조직구성원의 신에 한 인식과 강한 추

진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과 추진력에 한 연구는

기업가정신 련 연구에서 발견되는데 경 진과 조직구

성원들의 기업가정신이 기업을 능동 으로 신하고, 경

쟁우 를 확보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 성과를 향

상시킨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7,8,9].

한편, 경 신, 동 역량,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각 변수들의

합도가 경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과 동 역량 신활

동 간의 합성이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는데 목 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업가정

신, 동 역량, 신활동들 간의 계와 그들 계가 경

성과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한다.

2. 적 경 

2.1 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은 Schumpeter(1934)의 신에 한 연구

로부터 출발되었는데, 그는 미래의 상황을 지하는

단력과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신 이며창의 인 정

신으로 신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기업가정신이라 정의

하 고 이는 기업발 의원동력이라 하 다[10]. 그 이후

1980년 부터 미국을 심으로 기업가정신과 신과의

계에 한 연구가 본격 으로 이루어 졌다. 기업가정

신 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Stevenson & Jarillo(1990)는

기회추구의 에서 학자들은 기업가정신을 기업가나

조직구성원들이 재의 자원에 국한되지 않고 기회를 추

구하는 실천행동방식으로 정의하 다[11].

Miller(1983)는 기업가정신을 신성, 진취성, 험감

수성으로 정리하 는데 신성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

스, 로세스를 행하는 신정신과 실천 활동을 지원하

는 기업의 성향이며, 진취성은 경쟁자들보다 기회를 선

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선도 치를 차지하

는 것을 뜻한다. 험감수성은 불확실한 경 상황에서도

과감히 도 하여 기회를 포착하려는 험선호 의사결

정을 말한다[12].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기업가정신이란

지속가능 경 을 해 환경변화에 빠르게 인식하고 험

에 극 으로 응하고 험을 감수하며 진취 으로

응하는 태도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2 동적역량

통 인 경 략 이론에서는 경쟁우 의 원천으로

기업자원이 요하다는 자원기반이론(Resource-based

theory)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은 경쟁업체가 가지지

않는 가치 있고 모방하기 어려운 핵심자원, 핵심 로세

스 등 핵심역량을 보유하여 조직이나 조직구성원들로 하

여 경쟁 우 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 고 경쟁우

의 원천이 되는 핵심역량은 이질성과 비이동성을 가진다

고 하 다[13]. 최근 경 환경이 속히 변하고 측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자원기반이론에서는 동 역량을 강조

하고 있다. 동 역량이란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응하기 하여 기업의 내부와외부 역량을 통합, 구축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재배치하며 조직의 목 에 맞게

수정, 확장 는 재창조하는 경 는 조직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4,5,6]. Adner(2003) 등은 동 역량을구축

하고 그 효과를 낳기 해서 조직구성원의 아이디어와

내외부에서 습득되어진 지식과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하

다고 하 다[14]. 기존 연구를 요약하면 동 역량은기업

이 변하는환경에따라기업의 자원을 조정. 통합. 재배

치하여 정보를 탐색, 획득, 재구성하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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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혁신활동

Schumpeter(1934)에 의하면 신이란 발명 는 창조

과정으로 개인이나 조직이 새로운아이디어를 실행하

여 새롭게 나타나는 것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창조

괴의 변화이며 경쟁우 를 확보하게 하는 원천이라고

하 다[10]. 신활동은 연구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

으로 구분되고 있다. Knight(1967)는 제품 신, 공정 신,

구조 신, 인 자원 신으로 구분하 는데, 새로운 디자

인이나 기술을 통한 신제품, 제품개선 서비스 개발을

하는 제품 신, 생산공정에서 나타나는 작업개선이나 설

비개선 등을 하는 공정 신, 조직구성원의 사고 환과

조직특성의 기업문화 개선을 하는 인 자원 신, 조직특

성, 네트워크 사업구조 등의 개선을 의미하는 구조

신으로 분류하 다[15]. Draft(1978)는 Knight(1967)의

신유형 제품 신과 공정 신을 기술 신으로, 구조

신과 인 자원 신을 리 신으로 구분하 다[16].

Barney(1991)는 제품에 한 신을 기술 신과 경 에

한 신으로 구분하 다[17]. 본 연구에서는 신활동

을 조직 신, 인 자원 신, 제품 신, 공정 신, 서비스

신으로 정의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3. 연 형  가

3.1 연 형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 동 역량 신활동 간의

합성이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하고

자 한다. 합성은 Van de ven & Drazin(1985)의 연구에

서 사용한 시스템 근법에 의한 방법을 용하 다[18].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Companies
entrepreneurship

Dynamic
capabilities

Innovation
activities

Business
performance

Fit.

[Fig. 1] Research Model

3.2 연 가

3.2.1 업가정신과 동적역량 간  

기업가정신과 동 역량 간의 요인들의 계에서

Miller(1983)는 기업가정신의요소인 신성, 험감수성,

진취성이 동 역량의 결정요인이고[12] Teece(2007)는

동 역량은 경 활동과 련이 있어 동 역량을 유지하

려면 기업가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하 다[19]. 기존연구

에서는 기업가정신이 경 성과에미치는 향[7,12,20]과,

동 역량이 경 성과에 미치는 향[1,4,21]에 한 연구,

운 역량과 기업가정신이 경 성과에 미치는연구[22]는

다수 있으나, 두 변수 간의 합성이 경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미미하다.

기업가정신과 동 역량 간에는 상호 련성이 높은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상호보완 인 계는 궁극

으로 기업의 성과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가설로 채택

하여 실증연구를 하고자 한다.

H1: 기업가정신과 동 역량의 합성은 경 성과에

유의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2.2 업가정신과 혁신활동 간  

Miller(1983)는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기업이 신활동

을 활발히 하고 시장에서도 험을 감수하며 진취 으로

활동한다고 하 다[12]. 박노윤(1998)은 소기업의 기술

신이 기업가정신에 정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

하 다[23]. Teece(2007)는 기업가 정신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자원의 운용이나 활용 등에 한 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 으며[19], 황규하와 박 숙(2015)은

CEO의 기업가정신이 신활동에 향을미치는 것을 실

증하 다[24].

기존연구에서 신활동이 경 성과에 미친다는 연구

[20,25], 기업가정신이 경 성과에미친다는 연구[7,12,20]

는 다수 있으나 두 변수 간의 합성이 경 성과에 미치

는 연구는 미미하다.

기업가정신과 신활동 간에는 상호 련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상호 보완 인 계는 궁극

으로 기업의 성과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가설로 채택하

여 실증연구를 하고자 한다.

H2: 기업가정신과 신활동의 합성은 경 성과에

유의 인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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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동적역량과 혁신활동 간  

Teece(2007)는 동 역량에 한 기 연구에서 동

역량을 기회탐색역량(Sensing), 자원획득역량(Seizing),

자원재구성역량(Reconfiguration)으로 구분하 고 이는

신활동의 포 인 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 다[19].

신활동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역량들을 효과

으로 탐색하고 융합되어 재구성되어 통합되어야 성과

를 창출할 수 있다[1].

한편, 동 역량이 경 성과에 유의 인 향을미친다

는 연구[21,26,27]와 신활동이 경 성과에 유의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20,25,28,29]는 다수 있으나, 두 변수

간 합도가 경 성과에 미친다는 연구는 미미하다.

동 역량과 신활동 간에는 상호 련성이 높다는 것

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상호보완 인 계는 궁극 으

로 기업의 성과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가설을 채택하여

실증연구를 하고자 한다.

H3: 동 역량과 신활동의 합성은 경 성과에 유

의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2.4  변수 간  적합 에 한 가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가정신, 동 역

량, 신활동은 상호 계가 높고 각각 경 성과에 유의

인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가설을

토 로 이들 세 변수 간의 합도도 경 성과에 유의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된다.

H4: 기업가정신, 동 역량, 신활동 간의 세 변수 간

의 합성은 경 성과에 유의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세변수 간의 합성에 한 연구를 수행하기 해 시

스템 근법을 활용한 다 회귀식을 활용하고자 한다. 그

리고, 이들 변수가 구체 으로 어떠한 향 계를 통해

경 성과에 향을 미치는 지를 악하기 해 추가 으

로 경로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4. 실 과 가 검

4.1 집단과 본 정

기업가정신, 동 역량, 신활동 등 각 요인들의 합

성이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을 실증 분석하기 하여

소기업청에서 인증 받은 기술 신형 기업, 경 신형

기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이메일, 방문,

팩스 등을 이용하여 2016년 9월부터 약 한 달 간 설문을

실시하여 240부를 수집하 으며 불성실하게응답한 설문

지를 제외한 228부를 최종 으로 통계분석에 활용하

다.

4.2 변수  조 적 정  측정

기업가정신은 신성, 험감수성, 진취성 각 4개 문

항으로 동 역량은 기회탐색역량, 자원획득역량, 자원재

구성역량 각 6개 문항으로 신활동은 조직 신, 인 자

원 신, 제품 신, 공정 신, 서비스 신 각 5개 문항으

로, 그리고 경 성과는 재무성과, 비재무성과 각 4개 문

항으로 구성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척도는

Likert 7 척도를 사용하 다.

4.3 신뢰   타당  

본 연구에서는 요소별 신뢰성을 측정하기 하여 일

반 으로 신뢰성 지표로 많이 이용되는 크론바하 알 계

수(Cronbach's alpha coefficient) 검정을 실시하여 내

일 성을 검증하 다. 분석결과는 기업가정신은 0.893,

동 역량은 0.935, 신활동은 0.959, 경 성과는 0.906으

로 나타나 모두 Cronbach's α>0.6인 정기 을 만족함

으로 측정 문항들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단된다. 타

당성을 검증을 해 요인분석 베리맥스(Varimax)법

에 의한 직교회 에 의하여 요인 재치가 0.6 이상의 값

이 나타나 개념 변수 간에 별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

로 본다. 상 계 분석결과 독립변수 간 상 계수 값이

0.9 이하로 다 공선성은 없다고할 수있다. 변수의신뢰

성 타당성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측정변수들 간의 상 계를 악하기 해 Pearson

상 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결과에 의하면 체로 모든 변수 간 상 계가 존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Van de Ven & Drazin(1985)

연구에서 용한 시스템 근법에 의한 합성이 있음을

의미한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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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and item
No.

of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

ce

Cron

bach’

s a
Companies,

Entrepreneur

ship

Innovation 4 .841.730∼
6.379 53.154

.893Proactiveness 4 .681∼733

Pro-taking 4 .837∼.891 1.638 13.648

Dynamic

Capabilities

sensing 6 .815∼.882 9.839 41.467
.935Seizing 6 .772∼.841 2.032 11.289

Reconfiguration 6 .816∼.845 2.421 13.450

Innovation

activities

Organization

innovation
5

.686∼.795 12.616 50.465

.959

Human resource

innovation
5

Product

innovation
5 .701∼.849 1.600 6.399

Process

innovation
5 .640∼.740 1.253 5.014

Service

innovation
5 .702∼.807 2.078 8.310

Business

performance

Financial

performance
4

693∼.839 4.840 60.496 .906
Non-Financial

performance
4

<Table 1> Convergent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1 2 3 4

1. Companies

entrepreneurship
1.00

2. Dynamic capabilities 0.729** 1.00

3. Innovation activities 0.558** 0.668** 1.00

4. Business performance 0.590** 0.716** 0.676** 1.00

<Table 2> Relationship of the variables

4.4 가 검

4.4.1  변수 간  상호 용  경 과에 미치는

향

두 변수 간 상호작용이 경 성과에 향을 미치는가

를 검증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

과는 <Table 3>와 같다.

두변수간의상호작용항의회귀계수가모두p<0.001(***)

의수 의 범 내에서 유의 인 결과가 나타나 두 변수

들의 상호작용이 경 성과에 유의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가정신과 동 역량, 기업가정신과 신활동,

동 역량과 신활동은 경 성과에 유의 인 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1>, <가설2>, <가설3>이 지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4.2  변수 간  상호 용  과에 미치는 향

<가설 4> 기업가정신, 동 역량, 신활동의 세 변수

간의 상호작용이 경 성과에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하

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내용은 <Table 4>

와 같다.

Model B t p

4

Companies entrepreneurship 4.849 4.115

Dynamic capabilities 4.863 5.175

Innovation activities 3.308 5.093

Companies entrepreneurship

*Dynamic capabilities
-8.095 -4.132

Companies entrepreneurship

*Innovation activities
-6.796 -3.760

Dynamic capabilities

*Innovation activities
-6.447 -4.544

Companies entrepreneurship

*Dynamic capabilities

*Innovation activities

9.981 *** 4.150 0.000

R2 0.653

F 59.084

The dependent variable: Business performance

* p,<0.10, ** p<0.05, *** p<0.01

<Table 4> Interaction between the three variables 

Model

분석결과 기업가정신, 동 역량, 신활동의 세 변수

가 상호작용하여 경 성과에 유의 인 향을 미쳤다.

Model B t p

1

Companies entrepreneurship 1.313 5.444

Dynamic capabilities 1.396 6.475

Companies entrepreneurship

*Dynamic capabilities
-1.685*** -4.270 0.000

R2 0.559

F 94.697

2

Companies entrepreneurship 1.405 4.587

Innovation activities 1.418 6.994

Companies entrepreneurship

*Innovation activities
-1.939*** -4.208 0.000

<Table 3> Interaction between two variables Model

R2 0.557

F 93.993

3

Dynamic capabilities 1.355 5.898

Innovation activities 1.189 7.048

Dynamic capabilities

*Innovation activities
-1.576*** -4.472 0.000

R2 0.617

F 120.505

The dependent variable: Business performance

* p,<0.10,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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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업가정신이 높은 기업이 동 역량이 높고

신활동이 활발할 때 경 성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5 가

앞의 실증분석에서는 기업가정신, 동 역량, 신활동

의 세 변수의 상호 작용이 경 성과에 유의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세 변수가 어떠한 과정

을 통해 경 성과에 향을 미치는지를구체 으로 설명

하는 데는 한계가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 으로

회귀방정식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각변수들 간

의 향 계를 체 으로 악하 다. 각 변수 간의 회

귀계수는 <Table 5>와 같고, 체경로모형은 [Fig. 2]와

같다.

C-D C -I D-I C-B D-B I-B

T 0.558 0.902 0.617 1.613 1.117 0.716

D 0.558 0.557 0.617 0.590 0.676 0.716

IND - 0.345 - 1.023 0.441 -

C: Companies entrepreneurship, D: Dynamic capabilities

I: Innovation activities , B: Business performance

T: Total effect, D: Direct effect, IND: Indirect effect

<Table 5>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Companies
entrepreneurship

Dynamic
capabilities

Innovation
activities

Business
performance

0.559**

0.557**

0.617**

0.590**

0.676**

0.716**

[Fig. 2] Path model among variables

경로분석을 활용하여 변수 간의 인과 계를 살펴보면

기업가정신은 동 역량과 신활동을 통해 경 성과에

유의 인 향을 미치는 한편, 경 성과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역량은 신활동을

통해 경 성과에 향을 미치면서, 경 성과에 직 으

로 향을 미쳤다. 한편, 신활동은 경 성과에 직

향을 미치면서, 동시에기업가정신과 경 성과, 동 역량

과 경 성과와의 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격한 기술의 변화 로벌 경쟁 환경에서 기업들

은 지속 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기업경쟁력

은 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취 으로 도 하는 기업가

정신, 환경변화를 통찰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여 기

업 역량으로 환하는 동 역량, 그리고 이를제품

로세스로 가시화하는 신활동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각기업들은 기업가정신, 동 역량, 신활동 등소

트 역량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학계에서

는 이들 역량들이 기업성과와 어떤 연계성을 가지는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소기업을 상으로 기업가정신, 동

역량, 신활동 간의 계와 이들 요인 간의 합성이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을 실증분석 하 다. 연구결과

각 변수들 간에는 시스템 근법에 의한 합성이 발견되

었으며, 두 변수들의 합성과 세 변수의 합성이 각각

경 성과에 유의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가정신이 높은 기업이 동 역량이 높고 신활

동이 활발할 때 경 성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각 변수들 간의 향 계를 경로분석을 통해 체 으로

악한 결과 기업가정신은 동 역량과 신활동에 의해

매개되면서 경 성과를 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역량은 신활동에 의해 매개되면서 보다 더 높은

경 성과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기업들이

기업가정신과, 동 역량, 신활동을 조화시킴으로써 경

성과를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시사 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 동 역량, 신활동과 경 성

과와의 계에 한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여 련 분야

의 연구를 확장한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의세부 요소들 간의 계분석은하지 않았으며 향

후 각 변수 요소들 간의 세부 계와, 그 합도가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

러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업의 발 단계에 따라 동 역량

과 신활동이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이 어떻게 다른지

[30] 한 최신의 정보기술을 경 략과 융합하는 방안

이나 경 장에 정보기술을 활용하는연구[31,32,33] 도

요한 연구 주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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