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혁신역량의 제고와 기업가정신의 실현은 벤처기업을

성장 및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지속

적인 혁신역량 개선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올바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기업가정신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Fund for Humanities & Social Studies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2016.
*Corresponding Author : Jong-Yeol Choi(jychoi@pusan.ac.kr)
Received November 23, 2017
Accepted January 20, 2018

Revised   December 22, 2017
Published January 28, 2018

벤처기업의 흡수능력이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조절효과 
연구
최종열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A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 of Absorptive Capacity of Venture 
Firm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Jong-Yeol Choi
School of Business, Pusa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기술혁신성과에 대한 흡수능력의 조절효과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부산 지역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활동 성과와 기업가정신, 혁신역량, 외부협력 및 흡수능력의 관계를 porcess macro로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흡수능력은 기업가정신이 혁신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기업가정신, 혁신역량, 외부협력이 기술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차적으로 기업가정신은 혁신역량, 외부협력 및 기술혁신성과
에, 혁신역량은 외부협력과 기술혁신성과에, 그리고 외부협력 또한 기술혁신성과에 각각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가정신과 기술혁신성과간의 관계에 있어서 혁신역량과 외부협력은 각각  긍정적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벤처기업의 개방형 혁신과정에서 흡수능력의 역할을 매개 및 조절효과를 종합적으
로 파악함으로써 흡수능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벤처기업 경영자들의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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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study of the moderating effects of absorptive capacity(AC) of venture 
firms o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TIP).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ENT), innovation competence(INC), external cooperation(EXO) and AC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ctivities in venture companies in the area of Busan. 
As a result of analysis, the AC showed a role of moderating processes, in which ENT have affected the INC, 
and ENT, INC, and EXO have affected the TIP. Secondly, several relationships which have positively 
influenced or mediated, have been presented. ENT has positively influenced INC, EXO, & TIC. INC have 
done so EXC & TIP. EXC have done so TIP. Each of INC and EXC has been positively med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NT &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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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혁신이벤처기업의성장에있어서중요한요인이라는

것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다[1-3].

과거의 기술혁신의 결정변수로는 R&D 예산의 투입,

규모의경제, 우수한인적자원의확보및효율적활용이

중요했던 반면, 미래에는 R&D 효율성, 외부기술의 흡수

및 활용능력, 분산된 역량의 통합능력 등이 중요하다[4].

외부지식 원천의 활용이 지속적인 혁신성과에 도움

을 줄 수 있으며, 혁신 패러다임이 “폐쇄형 혁신”에서

“개방형 혁신”으로 변화하고 있다[5]. 특히 내부자원에

한계를 지닌 벤처기업의 경우 개방형 혁신이 매우 중요

하다.

한편흡수능력은기업으로하여금보유능력을기반으

로신지식및기회탐색과 자체프로세스로변환개발하

여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시장개척을 가능케 하며, 경쟁

우위확보에 기여한다.

선행연구에서혁신역량및외부협력에대한구성요소

를 파악하고, 각 구성요소들이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았으나[6], 이들 기술혁신과정에서 흡

수능력의역할을반영하지못하였으며, 이들구성요소들

간의 매개역할 및 조절역할을 함께 분석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를 제고하기 위

하여, 기업가정신, 혁신역량, 외부협력, 흡수능력과 기술

혁신성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했다. 특히 혁신역량과 외

부협력의 매개효과와 흡수능력의 조절효과를 분석 검증

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중

요성을 분석했다.

2. 선행연구
2.1 기업가정신
혁신을 촉진시키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ENT)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유지

하고 성장시키고 기업이 지식기반경제로 진화하는 과정

에서혁신, 학습및환경적응력과함께경쟁력의원천이

다[7].

전통적의미의기업가정신은혁신을추구하고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것으로. 기술혁신의 기회를 발견하고

포착하는창이며[8], 기술주도형혁신과시장주도형혁신

을 지원한다[9].

벤처기업의혁신에서는혁신활동의원천, 투입및산

출뿐만아니라경영진의혁신에대한태도, 계획활동, 외

부 지향성 등도 중요하다[10].

기업가정신은기업이보유하고있는자원의운용이나

활용능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데[11], 기업가정신

이 높은 기업은 신제품 개발에 적극적이다[12, 13].

기술집약 기업의 기술혁신 과정에 초점을 맞춘 기술

적기업가정신은 “원칙에입각한의사결정능력을활용하

여 고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술적 사업기회를 발견하고,

필요한 인재와 자본으로 빠른 성장과 이에 따른 상당한

위험을체계적으로관리하는비즈니스리더십스타일”이

고[14], “기술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자원결합을

창출하고 수익성 있는 방식으로 기술적 영역과 상업적

영역을 통합시키는 도구”이다[15].

2.2 혁신역량
혁신역량(innovative capability, INC))은 기업이 새로

운아이디어를제품, 서비스, 프로세스등에도입하고적

용시킬수있는능력으로, 기술, 제품, 프로세스, 지식, 경

험 및 조직 등의 기업자산이다[16].

또한 혁신역량은 새로운 기회를 탐색 및 하거나 새로

운 문제 해결책 모색 능력이고[17], 기업의 기술혁신 전

략을지원하는포괄적인기업특성으로구성되어있어지

속가능한성공을보장하는매우중요한자원이고혁신활

동의 결과이다[15].

혁신활동은 조직의 핵심역량 구축을 위한 내부 파악

함에서시작되므로혁신활동에대한기업간차이는특정

자원과관련되어있으며[18], 높은수준의혁신역량은기

술혁신성과에영향을미치고[19, 20], 기업의경쟁력을강

화시킨다[21].

혁신역량은가치사슬프로세스를포함한다차원활동

으로 이루어진 혁신과정이다. 혁신역량의 차원은 R&D,

자원배분, 생산, 마케팅, 전략계획, 학습, 조직의 7가지

[22], R&D, 생산, 마케팅, 자원개발, 조직, 전략의 6가지

[21], R&D, 혁신의사결정, 마케팅, 생산, 자금의 5가지

[23]로 다양하게 분류된다. 이들의 선행연구의 혁신역량

에 대한 분류는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직접

적인 기술개발만을 고려한 것과는 달리 기업의 직접 기

술혁신을 지원하는 경영활동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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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외부협력
기업은문제해결을위한기술획득을위해외부협력을

수행하며, 내부자원이 한정된 중소기업일수록 외부자원

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협

력으로 고객이 원하는 품질을 확보하고 신제품 개발에

따른불확실성을감소시킬수있다. 규모가작고내부자

원이취약한벤처기업은외부협력을통해혁신성과를높

일 수 있다[25].

일반적으로내부자원의활용을통해혁신성과를도출

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외부협력(external cooperation, EXC)은 신속한기술개발

은물론혁신적아이디어구상및사업화를돕는다. 시장

의 니즈가 반영된 검증된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기술개발실패위험을감소시키고비용도절감할수있다.

벤처기업이 외부협력을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시키는

과정에서외부협력의규모와다양성이높을수록혁신성

과가높고[26, 27], 기업가가외부협력에적극적일수록기

술혁신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3, 13].

기업가정신은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

니라, 혁신역량을통해성과로연결된다[28]. 또한혁신역

량은 기업가정신과 혁신성과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한다

[29].

벤처기업의기업가특성은네트워크형성과정에서다

양하게 발현되고, 기업가 의지에 따라 외부자원의 활용

수준은 차이가 있다[30].

2.4 흡수능력
외부협력은 기업 내부의 기술혁신 능력이 뒷받침될

때성과가극대화된다. 외부협력을통한외부지식의 습

득과 이전의 역할이 중요하다.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 ASC)은 외부의 새로운 지식․기술을 인지, 체

화하고 사업화하는 능력으로 흡수능력에 따라 R&D이

가시화될 수 있으며, 흡수능력은 외부협력과 작용하여

성과로 나타난다.

기초 기술과 고유 언어와 같은 사전지식 수준을 바탕

으로 R&D에 투자할수록 흡수능력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게 되고 혁신과 성과로 이어진다. 사전 지식의 발전은

노력의 강도에 따라 흡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31],

사전지식과노력을통해외부지식을체화하고응용조합

하여 기업의 성과로 연결할 수 있다[32]. 기업의 기술훈

련및일상적제조활동을통해축적될수있을뿐만아니

라 채용, 컨설팅, 인수합병 등으로 축적이 가능하다.

흡수능력은지식의탐구, 유지, 개발단계에서외부기

업과의탐구단계이고[33], 흡수능력에동태적역량을부

가하여 획득, 동화, 변형, 개발과정으로 확장시켜 외부로

부터 획득한 지식을 변형시키고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

이라고도 했다[34, 35].

기업가정신을 기반으로 설립된 벤처기업들의 시장진

입성공및성과달성한관계를분석한연구[30, 36, 37]에

서설립초기경영자의기술이나아이디어에기초한기업

가정신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환경의 변화는 경영

자에게 새로운 능력을 요구하게 된다.

기업의지속적이고창의적인혁신을위해서는다양한

외부 원천의 확보와 활용 역량 강화가 중요하며[38], 벤

처기업의 외부협력은 기술개발 전문 인력 비중, 지적재

산권과 기술우수성에 따라 기술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친

다[39].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본연구는혁신프로세스관점에서벤처기업의기업가

정신을 투입으로 혁신역량 및 외부협력을 매개로 하여

기술혁신성과로 귀결되는 투입－산출－결과의 단계적

모형을 설정한다. 그리고 기술혁신과정에서 가치사슬의

다차원성 및 흡수능력을 역할을 검증하고자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3.2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6]의 문항 구성을 기반으로

기업가정신, 혁신역량, 외부협력, 흡수능력, 기술혁신성

과에관한변수들의조작적정의와측정항목은설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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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기업가정신을혁신성, 진취성및위험감수성으로정의

하고, 경영자가시장지향적인아이디어를제품이나서비

스로 전환하는 혁신성, 시장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진

취성,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도전하는 위

험감수성으로 구성하였다[6].

혁신역량을 신제품 및 서비스 공급을 위한 신지식과

프로세스의 개발, 도입, 채택 과정을 수행하는 종합능력

으로정의하고, 선행연구들[21,22,40]을토대로 R&D능력,

생산능력, 마케팅능력, 조직관리능력을하위변수로구성

하였다[6].

외부협력은 크게 정보탐색과 기술개발협력으로 구분

하고, 외부지식 탐색 원천의 다양성과 탐색 심도[25]를

측정하기 위해, 외부협력의 원천을 16개(시장, 기관, 규

격, 기타)을 수정하여정보탐색원천(10개)의 활용도를 5

점 등간척도로 측정하였다[6].

흡수능력은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인 R&D 집중

도와 R&D 인력 규모로 측정하는데[30], R&D 집중도로

R&D지출액을매출액으로나눈값과 R&D직원수를전

체 직원 수로 나눈 평균으로 환산하였다.

기술혁신성과(technology innovation performance,

TIP)는 지적재산권출원및등록, 신제품개발,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공정 개선, 품질인증, 신제품 매

출, 수출 건수와 성공도로 정량화하고, 기술혁신 가치평

가의정성적지표를검토하여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영

역을 측정하였다.

3.3 가설설정
기업가정신이 조직 내 모든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

며, 결국 신제품 및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통해 혁신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술혁신

프로세스에서 기업가정신이 혁신역량 및 외부협력을 통

해 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기업가

정신이 혁신역량, 혁신을 위한 외부협력 및 기술혁신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아래 가설을 설정하

였다.

[가설 1-1] 기업가정신은 혁신역량에 정(+)의 역할을

한다.

[가설 1-2] 기업가정신은 외부협력에 정(+)의 역할을

한다.

[가설 1-3] 기업가정신은 기술혁신성과에 정(+)의 역

할을 한다.

혁신역량은 혁신성과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다[41,

42]. 혁신역량은 혁신제품을 통해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

와높은수익창출에기여한다[24,43]. 혁신역량과외부협

력 및 기술혁신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혁신역량은외부협력에정(+)의역할을한다.

[가설 2-2] 혁신역량은 기술혁신성과에 정(+)의 역할

을 한다.

외부협력의지속성을유지한기업들은혁신의참신성

이 높고, 단일 조직과의 협력보다는 다양한 조직 사이의

협력이훨씬효과가크며, 공급자, 고객, 연구기관사이의

협력이경쟁자와의협력보다혁신성과가훨씬높다[44].

기술혁신성과에 외부협력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외부협력은 기술혁신성과에 정(+)의 역할을

할 것이다.

혁신역량을구축한조직은혁신적인제품을출시하고

지속적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외부와 협력을 통해

취약한내부자원능력의한계를극복하여외부환경에효

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혁신역량과 외부협력이 기업가정신과 기술혁신성과

의 관계에 작용하는 역할을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1] 혁신역량은 기업가정신과 기술혁신성과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4-2] 외부협력은 기업가정신과 기술혁신성과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4-3] 혁신역량과 외부협력은 기업가정신과 기

술혁신성과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기업의성장과정에서기업이기업가정신을계속유지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혁신역량, 외부협력 등을 통해 기

술혁신성과를제고하여야만지속적성장이가능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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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환경변화에 따른 역량제고 및 지식축적 등을 위

해서는 기업의 기술혁신 프로세스에서 흡수능력이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이다.

기업가정신, 혁신역량및외부협력과기술혁신성과사

이의관계에서흡수능력의역할을검증하고자다음의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흡수능력은 기업가정신, 혁신역량, 외부협력

과 기술혁신성과에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5-1] 흡수능력은 기업가정신과 혁신역량에 조

절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5-2] 흡수능력은 기업가정신과 외부협력에 조

절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5-3] 흡수능력은 기업가정신과 기술혁신성과에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5-4] 흡수능력은 혁신역량과 외부협력에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5-5] 흡수능력은 혁신역량과 기술혁신성과에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5-6] 흡수능력은 외부협력과 기술혁신성과에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4. 실증분석
본연구는 2017년 3월 6일 ~ 3월 31일에걸쳐부산지

역 벤처기업의 R&D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부분적으로 방문조사도 병행했다. 회수된

136개설문지중에서응답내용이크게편중되거나다수

의결측값이있는 6개를제외한 130개설문지가최종분

석에 사용되었다.

SPSS Win Ver.22.0 통계프로그램을사용하여신뢰도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고,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매개변수(mediator)를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회귀분석에 기반을 둔

PROCESS macro[45]를 활용하여 직접효과와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한 번에 검증하였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연구에서 사용된 회귀분석에 기

반을둔 Baron & Kenny[46]와 Sobel[47]의 매개효과검

증 방법에는 오류가 있다.

Baron & Kenny[46]은 실제 매개효과의 크기가 아닌

각 변수간의 회귀계수를 산출하고 이들 수치에 대한 통

계적 유의성을 검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추론하여 매개

효과를 분석한다[45]. 또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세 개

의귀무가설을차례로검증하여매개효과에대한결론을

내리는데, 가설검증 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오류발생 가능성 높고 통계적 검증력은 낮다

[48].

독립변수가종속변수에유의한영향을미쳐야만매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제시하는 Baron & Kenny[46]

의 매개효과 성립 조건에는 오류가 있다.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를매개하는변수 2개중한변수의매개효과는정

(+)이고 다른한변수의매개효과가부(-)인 경우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전체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날 수 있기 때문이다[45].

Sobel[47]의 검증은 Baron & Kenny[46]의 매개효과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을 때, 이를 재확인하는 목적으

로사용되므로매개효과의크기를직접산출하여검증한

다.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시 정규분포를 가정하지만, 매

개효과는 대개 편중된다[48].

부트스트레핑(bootstrapping)은 반복적인 표본추출로

표본분포를만들기때문에표본통계치에대해정규분포,

t분포, 대칭분포등의어떠한가정도하지않으므로매개

효과검증에적절하다[49]. PROCESS macro는 부트스트

랩(bootstrap)을 적용하여관련변수를입력하면한번에

검정 결과를 보여준다.

4.1 신뢰성 및 타당성분석
Cronbach's Alpha 값을 이용하여 설문문항과 요인들

간의내적일관성을검증했다. 각변수의구성개념중기

준치인 0.7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항들을 제거하였다

[50]. 기업가 정신을 구성하는 위험감수성 측정을 위한

‘기술개발의 잠재적 위험 감수’ 문항이 제거되었으며, 혁

신역량을구성하는조직관리능력측정을위한 ‘구성원의

정보 및 지식공유’ 문항이 제거되었다. 그 결과 모든요

인의 Cronbach's Alpha 값은 0.6이상이므로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측정도구의 개념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

인분석을 행했다.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요인을 추출

했으며, 직각회전 중 배리맥스를 이용하여 요인회전을

실시했다. 고유치가 1.0보다 큰 요인들을 추출했다.

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5개항목및 혁신역량을구성

하는 7개항목으로각각탐색적요인분석을행한결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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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가정신과 혁신역량은 각각 1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Table 1>. KMO 수치가 0.5를 상회하고 1에 가까운것

으로 나타나 획득된 자료의 요인분석 적합성 정도가 적

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변수의 각 요인이 제시하

는 아이겐 값이 1이상 이고, 대부분의 측정 문항에 대한

공통성이 0.5 이상이고, 모든 항목의 요인적재치가 0.6을

상회하여 해당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로써각차원별문항의타당성과내적일치도가확보되

었다[51].

Configuration concept F. W. com. E. V. α

Aggressively grasp customer needs .83 .70

3.31 .87

Encourage the creation of new ideas .81 .66
Tech. preemptive effort than
competitors

.76 .58

Achieve tech. competitive advantage
Active activities

.83 .70

Risk-taking for tech. development
results

.83 .68

R & D ability superior to competitors .88 .77

4.92 .88

Main technology for main products .84 .71
Has superior prod. cap. than
competitors

.89 .80

High prod. inspection & quality control
level

.86 .73

Has superior mark. ability than
competitors

.77 .59

Build a sys. to quickly identify cust.
needs

.79 .62

Mark. tech. change learning External
network formation

.83 .70

<Table 1> Confirmed Factor Analysis

4.2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v2.16의 Model 6모형[45]을 적용하여분석했다. Model 6

번모형을적용한본연구의모형은독립변수(X: 기업가

정신), 종속변수(Y:기술혁신성과), 두개의매개변수(M1:

혁신역량, M2: 외부협력)와 흡수능력으로 구성된다.

4.2.1 직접효과 분석
다음의 <Table 2>, <Table 3>, <Table 4>는각요인

간 직접 효과 분석 결과이다.

<Table 2>에서 기업가정신(ENT)과 혁신역량(INC)

의직접효과분석의결과에따르면 ENT는 INC에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ENT와 INC

사이에서흡수능력(AC)가 조절작용을하는것으로나타

났다. 따라서 가설 1-1과 가설5-1은 채택되었다.

Direct Effect β SD t p LLCI ULCI

Constant 0.457 0.244 1.874 0.063 -0.026 0.939

ENT -> INC 0.403 0.084 4.782 0.000 0.236 0.570

ASC 0.502 0.058 8.597 0.000 0.386 0.617

Regression Model Test ; R=0.772 R2=0.597 F=93.924(p=0.000)

<Table 2> Direct effect analysis of innovation capacity

Direct Effect β SD t p LLCI ULCI

Constant 1.163 0.226 5.154 0.000 0.717 1.610

ENT -> EXC 0.288 0.084 3.447 0.001 0.123 0.454

INC -> EXC 0.291 0.081 3.583 0.001 0.130 0.451

ASC 0.045 0.067 0.669 0.505 -0.088 0.178

Regression Model Test ; R=0.653 R2=0.426 F=31.221(p=0.000)

<Table 3> Direct effect of external cooperation

<Table 3>에서 ENT, INC, 외부협력(EXC)이 기술혁

신성과(TIC)에 미치는 직접효과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ENT과 INC는 EXC에정(+)의 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

타났다. 또한 ENT과 INC가 EXC에 작용하는 과정에서

AC가조절작용을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가

설 1-2, 2-1은채택되었고, 5-2, 5-4는 기각되었다. 기업

가 정신, 혁신역량과 외부협력 간의 관계에 있어서 흡수

역량이조절효과를발휘하지못하는 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 외부협력 측정치에 흡수역량이 반영되었기 때문으

로 파악된다.

Direct Effect β SD t p LLCI ULCI

Constant 0.070 0.207 0.338 0.736 -0.340 0.479

ENT -> TIP 0.231 0.073 3.174 0.002 0.087 0.376

INC -> TIP 0.172 0.071 2.425 0.017 0.132 0.312

EXC-> TIP 0.201 0.074 2.715 0.008 0.055 0.348

ASC 0.403 0.056 7.215 0.000 0.293 0.514

Regression Model Test ; R=0.861 R2=0.741 F=89.190(p=0.000)

<Table 4> Direct effect analysi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Table 4>에서 ENT, INC, EXC가 TIP에 미치는 직

접효과분석결과, 셋모두 TIP에정(+)의 영향을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또한 ENT, INC, EXC가 TIP에작용하

는과정에서 AC가조절작용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

에 가설 1-3, 2-2, 3과 5-3, 5-5, 5-6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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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간접효과 분석
<Table 5>는 ENT, INC, EXC와 TIP 사이의 관계에

서 INC와 EXC의 매개역할을 검증하기 위한 간접효과

분석의 결과이다. <Table 5>에서 INC와 EXC 모두

ENT와 TIP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서 간접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EXC보다는 INC의

간접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1,

4-2, 4-3은 채택되었다.

Indirect Effect β SD LLCI ULCI

ENT -> INC -> TIP 0.070 0.030 0.017 0.140

ENT -> EXC -> TIP 0.058 0.027 0.015 0.123

ENT -> INC -> EXC ->TIP 0.024 0.011 0.007 0.053

<Table 5> Analysis of indirect effects of innovation 
capability & external cooperation 

벤처기업의기업가정신은새로운혁신의기회를포착

하고 새로운 상업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

하도록만드는출발점이다. 기업가정신의발현은기술혁

신성과로나타날것이다. 이러한결과는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30,36,37].

혁신역량의 기술혁신성과에 대한 영향은 선행연구

[28]에서도 검증된 바와 같이 R&D역량, 생산공정 역량,

마케팅역량은 성과로 이어진다.

다양한 외부 지식을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탐색하고

활용할수록 기술혁신성과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3, 26].

위 검정결과를 정리하면 <Table 6>과 같다.

Hypothesis adopt / reject
1.1 ENT→INC adopt
1.2 ENT→EXC adopt
1.3 ENT→TIP adopt
2.1 INC→EXC adopt
2.2 INC→TIP adopt
3 EXC→TIP adopt
4.1 ENT→INC→TIP adopt
4.2 ENT→EXC→TIP adopt
4.3 ENT→INC→EXC→TIP adopt
5.1 ENT→(ASC)→INC→TIP adopt
5.2 ENT→(ASC)→EXC→TIP reject
5.3 ENT→(ASC)→TIP adopt
5.4 ENT→INC→(ASC)→EXC→TIP reject
5.5 ENT→INC→(ASC)→TIP adopt
5.6 ENT→INC→EXC→(ASC)→TIP adopt

<Table 6> Hypothesis Verification Summary

기업의 성장에 따라 내부의 혁신역량뿐만 아니라 외

부협력을 통해 부족한 자원 및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완

할기회가크므로외부협력이기술혁신성과에크게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결과는혁신역량은기업가정신이외부협력

과혁신성과에영향을주는과정에서매개역할을수행하

며, 외부협력은 기업가 정신과 혁신역량이 혁신성과에

영향을미치는과정에서매개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나

타났다.

5. 결론 및 한계점
벤처기업은 지속적 생존 및 성장을 위하여 외부협력

을 통한 R&D역량을 강화하고 기술혁신 성과를 극대화

하고자한다. 기업가정신이기술혁신성과에긍정적영향

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와 이들의 관계에서 혁신역량 및

외부협력과흡수능력의총체적역할에대한규명이미흡

하였다. 본 연구는벤처기업의기업가정신에서출발하여

기술혁신성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혁신역량 및

외부협력과 함께 흡수능력의 역할을 총체적으로 분석하

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기업 환경변화에 따른 역량제고

및 지식축적 등을 위한 흡수능력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

식하고, 기술혁신 프로세스에서 흡수능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 연구와 같이 기업가정신은 혁신역량, 외부협력,

기술혁신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혁신역량은 외

부협력과 기술혁신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외부

협력 또한 기술혁신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혁신역량과 외부협력은 각각 기업

가정신과기술혁신성과사이의관계에정(+)의 매개역할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그리고흡수능력이앞의 6가지긍정적관계중기업가

정신과 외부협력 및 혁신역량과 외부협력간의 2개를 제

외한 4개의관계에조절역할을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

다. 기술혁신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환경변화에 따른 기

업 적응력을 제고하는 흡수능력이 클록 기술혁신성과는

보다 더 크게 창출되었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학문적 및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학문적으로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흡수능력을

벤처기업으로한정하여기업가정신, 혁신역량, 외부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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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능력과의 관련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실무적

으로는 벤처기업의 기업가치 평가, R&D 투자평가에 있

어 외부협력 및 흡수능력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과제로는 기업 업

력의 조절효과와 보다 심층적인 흡수능력의 측정을 들

수있다. 첫째, 창업시점과벤처기업등록시점이서로달

라서 업력 측정이 힘들어 업력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

하지 못하였다. 업력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하면 기업

가정신의내재화과정을보다잘설명할수있을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흡수능력을 매출액 대비 R&D지출액과

종업원수대비 R&D 인력수로측정한값으로분석하였

다. 흡수능력은개별기업의특성, 혁신목적및성장단계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대부분의 벤처기업의 경

우업력이짧고종업원수가적어흡수능력측정에서정

성적 측면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정량적 및 정성적 측면

을반영하여혁신성과에영향을미치는흡수능력측정의

최적수준 도출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

가 있다. 셋째, 기업가 정신, 혁신역량과 외부협력 간의

관계에 있어서 흡수역량이 조절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

다. 넷째, 산업 및 업종 특성 차이에 따른 흡수능력과 기

술혁신 성과에 대한 실증적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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