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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sed on the resource-based perspective,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ganizational slack and innovation, and to demonstrate that there exists a difference in the influence
of the organizational slack according to the type of innovation by dividing the types of innovation into
exploratory and exploitative innovations. They also want to understand the role that network diversity play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slack and innovation. For this purpose, hypothesis and research
models were presented based on resource-based perspectives and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171 companies. The analysis confirmed that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slack on exploitative innovation
is linear, not non-linear, as expected. In other words, the more resources available, the more productive
the enterprise is, and the more resources available to the organization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innovation. On the other hand, exploratory innovation represented an inverse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slack and nonlinearity as expected. The control effect of network diversity was only see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slack and exploratory innovation.

Through this study, it provides implications such as the importance of network diversity, which is a
relationship between companies, and the difference in the utilization of organizational slack according to
the type of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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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혁신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인이

다. 따라서 혁신을 유발하거나 지속하기 위한 조직적

차원의 노력과 자원 확보를 위한 꾸준한 노력들이 기

업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지속

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혁신의 과정은 기업이

보유한 자원과 변화하는 환경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

는 기존 능력을 재구성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에서

혁신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Teece et al,

1994].

따라서 기업에게 있어 현재 조직운영에 사용되는

자원이외에 잉여로 남는 여유자원(slack)의 활용은

매우 중요한 조직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조직의 여유자

원에 대해서는 역설적인 주장이 존재한다[Im and

Workman, 2004; Katila and Shane, 2005; 김

국일, 권석균, 2018]. 변화하는 환경에서 조직은 비효

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하여야 하는 과제를 가지게 되며

이때 조직의 여유자원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자

원 즉 비효율적인 측면의 대표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

다. 반면에 조직의 혁신을 위해서 여유자원은 변화의

불확실성을 완충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

러한 상황은 조직의 여유자원과 혁신간의 관계를 파악

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조직의 여유자원(organi-

zational slack) 또한 기업의 혁신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많은 주장들이 존재한다.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조직의 여유자원은 혁신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설명

하고 있다. 첫째, 여유자원은 혁신과정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필요한 요인이라는 측면이다. 혁신은 완결

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변화시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

에 실패에 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직의 여유자원은 현 조직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도 혁신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혹 혁신이

실패된다고 하여도 현 사업에 피해를 미치지 않게 된

다. 따라서 조직의 여유자원은 변화의 불확실성을 완

충하며 현 혁신의 시도에 투자할 수 있는 긍정적 영향

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Bourgeois, 1981]. 둘째,

여유자원은 혁신과정에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혁신의

가장 첫 단계는 혁신의 필요성의 인지이다. 그러나 조

직의 여유자원은 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을 나타내고 있어 새로운 변화나 혁신의 필요성이 인

지되기가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현 사업을 성공적으

로 운영되게 하였던 구조, 인력, 시스템 등은 그 자체

로 적합도가 높아 있기 때문에 변화의 인지는 더욱 어

렵다고 할 수 있다[Katila and Shane, 2005]. 셋

째, 여유자원과 혁신의 과정을 비선형적 관계로 파악

하는 것이다. 앞선 여유자원과 혁신간의 긍정적, 부정

적 관계를 결합하여 혁신의 과정에 따른 여유자원의

정도가 긍정적일수도 혹은 부정적일수도 있다는 의견

이다. 지금까지의 여유자원과 혁신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조직의 여유자원의 혁신에 대한

효과성은 일관되지 못한 상황이다[김국일, 권석균,

2018].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원기반

관점을 바탕으로 기업 여유자원과 혁신간의 관계를 보

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혁신의 유형을

탐색적 혁신과 활용적 혁신으로 구분하여 혁신 유형에

따른 여유자원의 영향력의 차이가 존재하는 가를 실증

분석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2018년 조직의 여유자원

과 혁신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김국일, 권석균 연구에

서 향후연구의 필요성으로 종속변수인 혁신활동을 활

용적 혁신활동과 탐색적 혁신활동으로 나누어 측정할

수 있다면, 여유자원과 혁신활동 간의 관계를 보다 풍

부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기존 시

장과 기술을 바탕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활용적 혁신과

신시장과 신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탐색적 혁신에 미치

는 조직 여유자원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 가를 검증

함으로써 혁신 유형에 따른 자원 활용에 대한 시사점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두 번째로는 여유

자원과 혁신간의 관계에 기업이 보유한 네트워크 다양

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조직

의 내부자원인 여유자원이 혁신에 미치는 과정을 조직

이 가진 외부 네트워크 자원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고자 한다. 네트워크 다양성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 및

지식의 접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접근가능한

자원을 현재 보유한 여유자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혁신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한다. 그뿐만

아니라 여유자원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느슨함이나

조직적 나태함을 외부 조직체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한다. 이상의 내용은 자원

기반관점을 바탕으로 가설 및 연구모델을 제시하며

171개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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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자원관점이론과 혁신

Penrose[1959]는조직(firm)은자원들(resources)

의 집합이고 자원(resource)은 잠재적인 서비스의 묶

음(a bundle of potential service)이라고 정의하

여조직의성격에 대한독특한 견해를피력하였다. 자원

(resource)의 묶음 혹은 집합으로서의 조직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조직성장과 혁신 등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

며 이는 자원기반 관점으로 형성 확대되어 왔다.

자원기반 관점(Resource-based view)에서는

기업의 성과 차이는 외부환경에 적응하는 수동적 전략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원이나 능

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Kostopoulos et al., 2002]. 자원기반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는 조직 능력을 통한 자원 선택,

축적, 배치의결과물이며, 기업의자원이질성을전제로

한다. 같은 추론의 선내에서 기업의 자원 기반 관점을

수용하는기존연구들[예 : Brown and Eisenhardt,

1995; Henderson and Cockburn, 1994; Tarafdar

and Gordon, 2007]은 혁신 경영에 대한 새로운 통

찰력을 제공한다. 즉, 서로 다른 조직 자원과 역량의

존재는 혁신 프로세스의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므로 기업의 혁신 능력에 대한 과거 연구에 의해 입증

된 결과를 확장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혁신에 대한 자원 기반 연구는 조직의 자원과 역량

이 기업의 혁신 역량을 기초하고 결정하는 것이라는 근

본적인 전제에 기초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조직 자

원(무형 및 무형)을 채택하여, 역량에 의해 결합되고

변형되어 혁신적인 형태의 경쟁우위를 창출한다는 의

견을 제공한다. 이때 자원은 유형자원에서 무형자원으

로 그리고 기업안의 자원에서 기업 간 관계 자원으로

확장되어 갔다[Hitt et al., 2001; Phelps, 2010].

혁신은 종종 기업의 역량과 기술의 재구성을 요구

한다[Damanpour, 1991; Dannels, 2002]. 사실,

급진적인 혁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기

술을 통합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새로운 능력

을 개발하기 위해 여분의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이러

한 요인들은 적절한 자원이 부족한 다수의 기업이 급

진적인 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며,

대신에 그들은 낮은 위험과 더 빠른 보상으로 특징지

어지는 점진적인 기술혁신을 선호하도록 촉구할 수 있

다. 그러므로 혁신에 내재된 높은 요구, 위험 및 불확

실성은 그러한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

는 기업에 보유 및 확보 가능한 자원의 가용성 문제를

고려하게 한다[Troilo et al., 2014].

한편, 조직의 여유자원은 조직의 환경 변화를 완화

하고 혁신 활동과 같은 임의 배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Rosner[1968]에 따르면, 조직의 여유자원은

기업들이 실패를 흡수하고, 혁신 개발 및 구현 비용을

부담하고, 실제 필요보다 먼저 아이디어를 탐구할 수

있게 한다. 조직 여유자원과 혁신 간의 초기 실증연구

인 Lee and Grewal[2004]에서는 조직의 여유자원

과 소매업자들에 의한 조직 혁신 중 하나인 인터넷 통

신 채널 채택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기

업의 경쟁적 지위를 높이고 혁신 활동의 자금 조달원이

될수 있는 이러한 ‘쿠션’이 혁신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제공한다는 의견도 있다[Yasai-Ardekani, 1986].

예를 들어 공기업의 열악한 내부 통제 시스템은 그러한

자원을 배치하는데 비효율성 향상시켰다는 연구 결과

도 있으며[Jensen, 1993], 기술혁신 프로젝트 관리

에 있어서도 규율의 감소를 야기하여 기술혁신 결과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제안된 연구 결과도 있다[Nohria

and Gulati, 1996].

2.2 조직 여유자원

조직 여유자원(slack)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내

려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불균형(disparity), 완충

(buffer) 또는 자산(stock)의 관점에 근거한 정의를

사용한다. Cyert and March[1963]에 의하면 기업

들은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기업이 운영에 필

요한 자원 간에는 불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강조한다.

이때 긍정적 차이가 여유자원(slack)으로 나타나게

된다[Cohen et al., 1972]. 따라서 여유자원은 기업

에 의해 취득되었지만, 기업에게 주어진 수준의 산출물

을생산해야하는최소양보다더많은자원을의미한다

[Nohria and Gulati, 1996]. Bourgeois[1981]

은 조직의 여유자원을 기업이 조정을 위한 내부 압력과

정책 변화에 대한 외부 압력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

한 실제 또는 잠재적 완충제로 본다. 또한 조직의 여유

자원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쉽게 재 할당할 수

있는특정기간동안조직이사용할수있는자원의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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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Tyler and Caner, 2016;

Kuusela et al., 2017]. 본 논문에서는 조직의 여유

자원(slack)을 “일정한 수준의 조직 산출물을 생산하

는 데 필요한 최소치를 초과하는 조직 내 자원 풀”이라

고 정의한다.

여유자원에는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미

사용 설비, 불필요한 자본 지출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는 고객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이윤과 수익의 증가,

그리고 회사를 기술 변혁의 선구자에 더 가까워지게

할 수 있는 조직 내부의 이용 가능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여유자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에서 배치될

수 있다. 기업은 여유자원을 사용하여 불균일한 성과

또는 예산 삭감이나 환경적 충격과 같은 우발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개선이나 실험 등에

도 대응할 수 있다[Levinthal and March, 1981].

기존 연구들은 여유자원이 조직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다음과같이설명한다. 첫째, 조직의여유자원은기업

내에서 창조적 행동을 촉진한다[Bourgeois, 1981].

여유 자원은 기존 사업을 지속시켜야만 한다는 접근방

식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으며, 조직적 상황에서 높

은 위험을 가지고 있는 미숙련 아이디어에 호의적으로

실험할수 있는창의성의장을 마련할 수있다[Im and

Workman, 2004; Sethi et al., 2001].

둘째, 조직의 여유자원은 기업이 급진적 혁신의 불

확실성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Mishina et al.,

2004]. 신제품 개발이나 조직 혁신 프로세스의 실행

단계는 계획된 경로에서 이탈할 수 있으며, 내부 및 외

부 환경에서 모호한 정보가 나타날 때 즉흥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조직의 여유자원으로

지원이 가능하다[Moorman and Miner, 1998]. 조

직의 여유자원은 관리자들이 자원 이용에서 일정 수준

의 적응성 및 유연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준다.

셋째, 조직의 여유자원이 현재 진행하는 사업 성공

의 징표로 인식하게 되면 조직변화나 혁신에 배타적일

가능성이 있다. 여유자원으로 인한 외부환경의 변화

지각에 둔할 수 있으며, 기존의 경영방식이나 루틴을

변화하는데 저항할 수도 있다[Katila and Shane,

2005]. 즉, 과도한 여유자원은 외부 환경의 쿠션역할

을 넘어 외부 환경 인지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조직 여유자원과 조직 내 역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하게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연구 모델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델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들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여유자원과 혁신간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조직이 보유한 여유자원은 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하지만 지나친 여유자

원은 도리어 조직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리라 예측

한다. 또한, 혁신은 활용적 혁신과 탐색적 혁신으로 구

분하여 조직의 여유자원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즉, 조직의 여유자원은

일정 정도까지 혁신을 유발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원

동력으로 작동하여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 기대

하지만 이후 변곡점을 지나게 되면 조직 여유자원의

긍정적 효과는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한편 조

직이 보유한 자원 중 사회적 관계 자원 중 하나인 네트

워크 다양성이 여유자원과 혁신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

으로 예측한다. 본 연구의 모델은 다음과 같다.

<Figure 1> Research Model

3.2 가설설정

3.2.1 조직의 여유자원과 혁신

혁신은 진화하는 기술과 고객 니즈로부터 제공되는

기회를 포착하여 기업의 생존 및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Chandy and Tellis, 1998]. 혁신은기

업들이새로운역량과기술을습득하도록유도하며, 고객

들의 소비와사용패턴을 바꾼다[Damanpour, 1991;

Wind and Mahajan, 1997]. 따라서 혁신을 통하여

조직은 지금까지의 루틴과는 다른 무언가를 찾아내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를위해서는변화에대한필요성감지와이를실행할수

있는유무형의자원이 필요하다. 기존의많은혁신 문헌

에서는 조직은 기존 자원을 활용(exploiting)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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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탐색 능력(capacities for exploration)을 개

발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Benner and Tushman,

2003]. 기업들이 새로운 파괴적 제품과 기술을 탐구하

는 데 초점을 맞추거나 회사의 지속적인 제품과 기술을

보다 확장하여 이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학자들은 이러

한 혁신 유형들을 탐색적 혁신과 활용적 혁신으로 구분

하여 제시하고 있다[Jansen et al., 2006]. 탐색적

혁신(exploration)은 신규 고객 또는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급진적인 혁신을 의미한다[Benner

and Tushman, 2003; Jansen et al., 2006]. 그

들은 새로운 디자인을 제공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

하며, 새로운 유통 경로를 개발한다[Abernathy and

Clark, 1985]. 한편, 활용적 혁신(exploitation)은

점진적 혁신이며 기존 고객이나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

키기위해설계된다[Benner and Tushman, 2003].

기존의 지식과 기술을 확장하여 기존 제품과 서비스를

확장하며, 기존 유통채널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렇듯, 혁신은 유형에 따라 정도에 차이가 있겠지

만, 현 상황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

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혁신에는 상당한 시간

투자와 인적, 재정적 자원을 필요로 하며, 급진적인 혁

신은 종종 고객의 마음속에 새로운 제품 범주의 창조

를 수반하고 경쟁자들의 예상치 못한 전략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

이다[Heil and Walters, 1993].

이러한 이유로 Bourgeois[1981]은 기업이 혁신

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원의 어느 정도 완

충, 즉 조직의 여유자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여

유자원은 기업들이 혁신으로 발생하는 변화와 불연속

성에 적응하도록 도우며, 혁신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시장과 기술적 기회를 실행하기 위한 높은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Mishina et al., 2004].

여유자원을 가진 기업들은 혁신과 관련된 높은 위

험을 줄이는 데 필요한 지식을 확보하고 개발하는 능

력이 더 뛰어나며, 이후 실행과정에서도 지속적인 투

자와 지원을 보장하도록 도울 수 있다[Sorescu et

al., 2003]. 반면에 조직의 여유자원이 혁신에 저

해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Nohria

and Gulati, 1996; Katila and Shane, 2005].

조직의 여유자원이 비효율성과 위험 회피성을 선호하

여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Katila and

Shane, 2005].

이렇듯 여유자원과 혁신 간 관계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기존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 둘 간

의 관계를 비선형관계인 역 U자형의 관계로 가설을

세우고자 한다. 일찍이 Nohria and Gulati[1996]

는 조직의 여유자원과 혁신의 관계를 선형관계가 아닌

역 U자형으로 더 잘 이론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

하였다. 본 논문에서 여유자원과 혁신간의 관계를 역

U자형으로 파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유자원은 혁신을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즉, 조직의 여유자원이 혁신에 긍정적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과 부정적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 모두 여유자

원이 실험과 새로운 프로젝트의 취지를 촉진시킨다는

데 동의한다는 것이다. 여유자원이 거의 없는 조직에

서는 경영진의 관심이 더 불확실한 혁신 프로젝트보다

는 단기성과 문제에 우선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

다. 또한 여유자원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다양한 실험

을 할 만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유 인력자원

의 부족은 새로운 시장의 탐색이나 이를 통하여 발생

되는 직무를 수행할 여유가 없게 된다. 기존 인력들은

고유의 업무수행에 집중하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유 재무자원의 부족은 신규사업의 창출 및 신

시장 개척 혹은 기존시장의 확장 등에 대한 재무 자원

을 투자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혁신이 일어나려면, 조직은 혁신 프로젝

트와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처해야 한다[Mansfield,

1963]. 이러한 내재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러한 프

로젝트의 순현재가치(NPV)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여유자원은 혁신 프로세스의 예기치 않는 흐름에 대한

적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자원 풀을 제공하여 하여

프로젝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필요한 자원 할당 수

준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

[Cyert and March, 1963]. 실제 여유자원은 아직

은 조직의 운영과정에 투입되지 않은 자원으로 의사결

정자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투입여부가 실행될 수 있

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여유자원은 실제 운영에 필요

한 자원을 제외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탐색하거나 기존 시장을 확장하기 위하

여 기존 방식을 변형시키거나 새로운 실험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Mishina et al., 2004].

따라서 어느 정도의 여유자원의 보유는 혁신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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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데영향을미칠수있을것이다. 또한조직의여유

자원은 조직 내분 및 갈등을 감소시킨다[Cheng and

Kesner, 1997]. 자원 제약 하에서, 서로 다른 조직

단위들은 자원에 대한 협상에 많은 노력을 소모하게

된다[Simsek et al., 2007]. 혁신은 상당한 자원과

지속적인 노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자원의 부족은 관

리자의 주의와 헌신을 분산시켜 혁신 프로세스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반면에, 조직의 여유자원은 서로 다

른 조직 단위들이 그들의 프로젝트를 추구할 수 있고

매니저들은 더 자유롭게 그들의 관심과 노력을 전략적

기회에 쏟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여유자원이 매우 많은 경우에는 긍정적 효과

를 넘어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여유

자원이 증가함에 따라 조직의 문제 해결이나 목적 달

성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다양하게 수립할 수 있다. 이

러한 다양한 계획에 여유자원을 투자함으로써 실행과

정은 혁신의 결과물로 나타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

다. 그러나 여유자원이 증가함에 따라 프로젝트의 선

정, 지속적인 지원 및 종료에 행사되는 규율이 느슨해

진다[Jensen, 1993]. 점점 더 여유자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위험성이 높고 부정적인 NPV를 가진 몇

몇 혁신 프로젝트들은 진행될 가능성 또한 늘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프로젝트에 헌신이 발생하게

된다. 즉증가되는헌신(escalation of commitment)

은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투자한 자원으로 인하여 몰입을 더욱 증가시키

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여유자원으로 인하

여 조직 내 규율이 느슨해지면 프로젝트에 대한 종료를

정당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Staw et al., 1981].

여유자원이 많은 시기에는 협상이 격렬하지 않고, 관

리자들은 그들의 예상 이정표를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

는 데 있어 덜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다. 여유자원배분

을 둘러싼 규율 해이는 부정적인 정보에도 불구하고

부실 프로젝트나 사업이 종료되지 않을 위험과 단순히

누군가가 에너지가 고갈되거나, 지루해지거나,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프로젝트가 포기될 위험 모

두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과도한 여유는 유형 I(후원

을 받지 말았어야 하는 프로젝트 선택)과 유형 II(계

속되었어야 하는 프로젝트 중지) 오류를 모두 초래할

수 있다. 요컨대 여유자원과 조직 내 규율 및 원칙 준

수 간 관계가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실험과

규율의 적절한 수준이 혁신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자원이 혁신에 비선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기대한다. 또한 여유자원이 많다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는 신호

로 인지하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여야 할 필

요성을 인지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혁신은 지

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나 풍족

한 여유자원으로 인한 현재에 대한 만족은 불확실성

을 내포한 실험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기 어렵게

만든다[Sidhu et al., 2004].

본 논문에서는 혁신을 활용적 혁신과 탐색적 혁신

으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조직의 여유자원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기존 고객 및 시장의 확장으

로 위한 기존 루틴의 선택, 재사용 그리고 확장을 요구

하는 활용적 혁신과 계획된 실험이나 기존 루틴들의

결합과 새로운 조합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혁

신인 탐색적 혁신을 조직의 여유자원의 종속변수로서

파악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가설로 설정하면 다

음과 같다.

가설 1. 조직여유자원과 혁신은 역U자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1-1 조직여유자원과 활용적 혁신은 역U자 관

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1-2 조직여유자원과 탐색적 혁신은 역U자 관

계를 가질 것이다.

3.2.2 네트워크 다양성의 조절효과

기업의 내부 자원과는 달리, 정보, 지식, 학습 기회

를 포함한 네트워크 자원은 기업들 간의 관계 집합에

있다[Ma et al., 2009]. 네트워크는 조직의 기존 지

식과 학습 패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Hennart et

al., 1998]. 상호 접속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이점은네트워크자원으로개념화할수있다. 네트

워크 다양성은 “기업이 보유한 네트워크 소스의 다양

성”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보다 다각화된 네트워크는

다양한 자원에 대한 더 큰 접근을 제공한다[Katila

and Mang, 1999]. 기업이 유지하고 있는 파트너의

다양성으로 협력사, 고객, 협력사, 경쟁사, 벤처캐피

털사 등 협력사와 대학, 연구기관, 기술중개사, 지적

재산권단체, 정부기관 등 지식협력사의 다양화를 의미

한다[Zhang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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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다양성이 회사가 더 다양

한 아이디어와 사건에 노출시키고, 그 중 일부는 여유

자원이 탐색과 변화의 기회를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

이라 파악한다. 네트워크 다양성의 여유자원과 혁신간

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 예측하는 이유는 다음 세 가

지에서 비롯된다.

첫째, 네트워크 다양성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

술의 축적이 가능하다. 네트워크상의 파트너를 통하여

시간의 부족 및 인지적 제약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Burt[2001]는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와 상호 작용

하는 기업들이 그들의 비즈니스 운영에 유용한 최신

정보와 비 중복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하여 더

긍정적인 이점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Baum et al.

[2000]에 의하면, 다양한 사업 네트워크를 보유함으

로써 기업은 제품 개발, 시장 동향 및 신제품 및 기술

에 대한 지식등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Ma et al.[2009] 또한 기업 간 다양성

을 추구하는 기업은 사업 혁신 활동의 기초를 확립하

는데사용될수있는독특한새로운정보와지식을얻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Cho et al., 2018].

이러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은 여유자원을 어떻게 활

용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트워크상의 다양한 파트

너들이 보유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식들을

재조하여 혁신의 정도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Balachandran and Hernandez, 2018].

둘째, 네트워크에 있는다양한파트너들을통한 자극

과 학습은 여유자원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할 수 있다.

여유자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혁신활동에 긍정적

일수도 있는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유

자원을 통하여 다양한 실험들을 촉진할 수 있는 반면

현재의 상황에 안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Nohria and Gulati, 1996]. Leonard-Barton

[1992]은 과거에 기업의 경쟁우위를 가능하게 했던

핵심역량(core capability)이 제도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혁신활동에해가되는핵심경직성(core rigidity)

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기업이 보유한 다양

한 파트너들은 자신들의 성공에 대한 경험들이 공유되

고, 새로운 실험의 방식들이 전이되면서 기업들이 현

실에 안주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업은 여유자원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

셋째, 네트워크다양성은학습대상의확보이다[Zhang

et al., 2020]. 지식기반 및 동적 역량 기반 관점에

의하면,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업은 지식 재고

및 학습편익이 확대되어진다[Jiang et al., 2010;

Lee et al., 2017]. 여유자원이 혁신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식의 원천 및 학습대상의 확대로

인하여 혁신의 성과는 보다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기업의 지식 기반 확장은 탐색적 혁신 및 활용적 혁

신 활동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는 보완적 및 보충적 지

식을 혁신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이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다양한 파트너십은 기업이 새로운 정보와 기술

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공급업체나 유

통업체등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된다

[Meyskens and Carsrud, 2013]. 예를 들어 다양

한 공급업체의 수와 상호작용할 때, 공급업체가 제공

하는 이질적인 문제 해결 접근법 때문에 운영 문제와

관련한 창의적인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다양성은 조직 여유자원이 혁신에 미치는 영

향을 조절 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가설 2. 조직 여유자원과 혁신의 비선형적 관계에서

네트워크 다양성은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즉, 네트워크 다양성이 높을수록, 여유자원

의 혁신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더욱 강화되

고, 부정적 효과는 완화될 것이다.

가설2-1 조직여유자원과 활용적 혁신의 관계에서

네트워크 다양성은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2-2 조직여유자원과 탐색적 혁신의 관계에서

네트워크 다양성은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4.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4.1 자료 수집 및 변수의 측정

4.1.1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 제안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국내 벤처기업 목록에서 1,000개의 벤처기업을

무작위로 표본으로 추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선정하였다. 첫째,

표본기업 1,000개사의 이사에게 설문 참여 요청을 위

한 이메일을 보내는데, 이는 이사가 조직 네트워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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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전략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일반 정보 제공에 가

장 적합한 위치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기밀성을 보장하

고 요약을 제공하였다. 둘째, 1,000개 기업 중 설문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는 경우 전화와 개인방문

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중 210

개 기업이 조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참

여 의사를 확인하고 전화 및 개인 방문을 통해 본 연구

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171 개

의 벤처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이를 대상으로 최종 분석

을 실시하였다.

응답기업의 특성을 보면, 53개 기업(31.0%)이 기

계․제조․자동차업종에, 37개 기업(21.6%)이 S/W

개발업종에 속해있으며, 평균 종업원수는 140명이었

으며, 참여한 CEO의 재직기간은 평균 8년 4개월 정

도로 나타났다.

4.1.2 변수 측정

본 연구의 변수는 독립변수로 (1) 조직여유자원,

종속변수로 혁신의 유형인 (2) 활용적 혁신과 (3) 탐

색적 혁신, 그리고 조절변수인 (4) 네트워크의 다양

성, 그리고 (5)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기업의

일반정보로 구성한다.

∙조직 여유자원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재무적 자원을 의미하며, 선행연구[Burt, 1997;

Hansen, 1999; Reagans and McEvily, 2003]

를 바탕으로 4 항목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설문의

예로서는 ‘우리 회사는 예정되어 있지 않은 전략적

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

다’ 등이 있다.

∙혁신(활용적 혁신과 탐색적 혁신) : 활용적 혁신

(exploitation)은 점진적 혁신이며 기존 고객이나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되는 혁신이며

[Benner and Tushman 2003; Jansen et al.,

2006], 탐색적 혁신(exploration)은 신규 고객 또

는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급진적인 혁신을

의미한다[Benner and Tushman 2003; Jansen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채택

한 활용적 혁신 항목(예 : 기존 제품 또는 프로세스

개선, 기존제품의성능개성, 제품의신뢰성과안정성

향상, 기존 고객의 요구사항 충족)4개와 탐색적 혁

신항목(예 : 신기술개발, 시장개발, 고객의새로운

수요 창출, 차세대 제품개발)과 4개로 측정되었다.

∙네트워크 다양성 : 네트워크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

해 Burt[1984]의 연구[Baum et al., 2000]를

바탕으로 기업의 R&D 제휴 네트워크를 다음과 같

이 조사하였다. 기술과 R&D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조직들이 조직 간 네트워크를 유지해 왔는가?, (1)

조직 중 정부기관, (2) 기업의 공급자, 고객, 경쟁자

등 다양한 기업조직, 기타 기업 수준의 협력, (3) 대

학 (4) 연구소 (5) 해외기관, (6) 기타 조직이 얼마

나 많은가?, 이 방법은 네트워크 다양성을 측정하는

기존 문헌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Baum et al.,

2000; Park and Luo, 2001; Ma et al., 2009].

Blau[1977]의 이기종 지수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다양성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네트워크 다양성 = 1−Σj(pj)2; 1-j-5;
J : 파트너 유형 수

pj : 파트너 유형 j에서 온 모든 회사의 협력자의 비율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기업의 업종, 규모를 사

용하였다. 이러한 기업의 특성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통제변수로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그리고 종속변수는 Likert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4.2 분석 결과

4.2.1 신뢰도 타당도 결과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측정도구의 신뢰도(reli-

ability) 및 타당도(validity)를 검증하였다. 분석결

과,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의 신뢰도 수준은 여유자원

(α = 0.918), 탐색적 혁신(α = 0.854), 및 활용적

혁신(α = 0.849)) 등 Cronbach Alpha가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모두 신뢰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측정변수의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2개 항목 즉, 3개 변수들에 대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실시결과, <Table 1>에

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분석에 쓰인 모든 개념에 속한

측정항목들의요인적재치가 0.6 이상으로나타나측정

항목들이 각 요인에 모두 수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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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r et al., 1998]. 또한 모든 개념에 속한 측정항

목들의 요인 적재치들이 다른 개념에 속한 측정항목들

의 요인 적재치(cross loading values)들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각 항목 수준(item-level)의 판별타당

성을 뒷받침하고 있다[Chin, 1998].

<Table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

계와 상관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가 0.6을 초과

하지 않고 있어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의 <Table 3>과 <Table 4>는 조직의 여유자

원이 활용적 혁신과 탐색적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각 모형에는

설문에 참여한 기업들의 업종과 규모가 통제변수로 포

함되었다. <Table 3>의 모형 1과 모형 4는 통제변수

만을 포함시킨 기본 모형이다.

Variables Means SD 1 2 3 4 5
1. Slack 4.318 1.144 1
2. Exploitation 5.143 1.104 .277** 1
3. Exploration 4.704 1.221 .186** .158* 1
4. N/W Diversity .401 .247 .071* .263** -.019 1
5. Industry 5.012 2.109 .126 .014 -.016 -.026 1
6. Size 140.4 267.1 .189* .117 .164* .073 -.196*

<Table 2> Results of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p < 0.01, *p < 0.05.

Models 1 2 3 4 5 6
Dependent variables Exploitation innovation Exploration innovation

Independent variables
Slack .207** .187** .243*** .203**

Slack2 -.091 -.181**

Industry 1 -.015 .036 .024 .095 .154 .130
Industry 2 -.315** -.261** -.286** -.129 -.066 -.116
Industry 3 -.209** -.201** -.219** .151 .161* .125
Industry 4 -.031 -.031 -.048 .083 .083 .048
Industry 5 -.269** -.244* -.276* .020 .049 -.014
Industry 6 -.178* -.144 -.153 -.082 -.042 -.059
Industry 7 -.319** -.290** -.313** -.001 .033 -.013
Size .144* .099 .097 .206** .153* .149*

R2 .089 .128 .135 .093 .146 .175
Adjusted R2 .037 .071 .072 .041 .091 .115
F 1.701 2.241* 2.137* 1.792* 2.626*** 2.910***

<Table 3> Results of Testing Hypothesis 1

*p < 0.10; **p < 0.05; ***p < 0.01.

Factors Cronbach
AlphaItems 1 2 3

slack1 .929 .084 .082

0.918
slack2 .890 .149 .034
slack3 .883 .111 .136
slack4 .837 .138 .064

exploration1 .075 .843 .015

0.854
exploration2 .170 .827 .012
exploration3 .174 .814 .073
exploration4 .050 .798 .112
exploitation1 .049 -.051 .910

0.849
exploitation2 .132 .213 .848
exploitation3 .085 .238 .790
exploitation4 .042 -.112 .747

<Table 1> Result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

ExtractionMethod :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Rotation Method :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Rotation converged in 4 it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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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2와 모형 5는 여유자원이 활용적 혁신과 탐색

적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며, 모형 3과

모형 6은 여유자원의 제곱항을 모형에 포함시켜 회귀

분석한 결과로, 여유자원이 지속적으로 혁신에 정(+)

의 영향을 주기 보다는 어느 시점이 되면 그대로 유지

되거나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곱항으로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모형 2와 3

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유자원은 활용적 혁신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 3에

서 여유자원의 제곱항이 음의 계수를 갖지만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p > 0.10). 그러므로 조직 여유자

원과 활용적 혁신 간의 비선형관계에 대한 가설 1-1은

지지되지 않았다.

탐색적 혁신에 있어서는 가설과 동일한 결과가 제

시되었다. 모형 5와 6의 결과에서 보듯이 조직의 여유

자원이 증가할수록 탐색적 혁신이 높아지지만 제곱항

이 유의하게 음의 계수를 갖는 것(0.05의 유의수준)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 여유자원과 탐색적 혁신

간의 비선형관계에 대한 가설 1-2는 지지되었다. 즉

계획된 실험이나 기존 루틴들의 결합과 새로운 조합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혁신인 탐색적 혁신은

조직의 여유자원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 증가하지만 여

유자원의 증가 정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오히려

탐색적 혁신을 줄어든다는 것이다.

<Table 4>는 조직의 여유자원과 혁신(활용적 혁신

과 탐색적 혁신) 간의 관계에 대한 네트워크 다양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다중공선성을 줄이기 위해

평균센터링을 수행한 후 분석하였다. 모형 4에서 나타

나듯이 조직의 여유자원과 활용적 혁신 간의 관계에서

네트워크 다양성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은 지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모형 8에

서 제시된 것과 같이 조직의 여유자원과 탐색적 혁신

간의 관계에서 네트워크 다양성의 조절효과는 유의하

게 나타났다(β = 0.184, p < 0.10). 즉, 네트워크

다양성은 여유자원과 탐색적 혁신 간의 긍정적 관계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정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

서 가설 2-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Models 1 2 3 4 5 6 7 8

Dependent variables Exploitation innovation Exploration innovation

Independent variables

Slack(A) .187** .189** .168* .203** .182** .185**

Slack2(B) -.091 -.093 -.111 -.181** -.157** -.146*

N/W diversity(C) -.029 -.167 .325*** .180*

A×C .070 .090

B×C .172 .184*

Industry 1 -.015 .024 .022 -.009 .095 .130 .147 .135

Industry 2 -.315** -.286** -.289** -.302** -.129 -.116 -.082 -.066

Industry 3 -.209** -.219** -.219** -.223** .151 .125 .125 .122

Industry 4 -.031 -.048 -.044 -.041 .083 .048 .000 .028

Industry 5 -.269* -.276* -.277* -.319** .020 -.014 .001 .006

Industry 6 -.178* -.153 -.156 -.179* -.082 -.059 -.022 -.026

Industry 7 -.319** -.313** -.315** -.334** -.001 -.013 .011 .018

Size .144* .097 .099 .088 .206** .149* .122 .115

R2 .089 .135 .136 .157 .093 .175 .274 .303

Adjusted R2 .037 .072 .066 .075 .041 .115 .215 .235

F 1.701 2.137** 1.941** 1.921** 1.792* 2.910*** 4.656*** 4.478***

<Table 4> Results of Testing Hypothesis 2

*p < 0.10;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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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5.1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직의 여유 자원이 혁신에

미치는 효과는 혁신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우

선 여유자원이 활용적 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과는

달리 비 선형관계가 아닌 선형관계임이 검증되었다.

즉, 여유자원을 많이 보유할수록 기업의 활용적 혁신

은 증가하는 것으로 조직 여유자원은 활용적 혁신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탐색

적 혁신에는 예상한 바와 같이 여유자원과 비선형적

관계인 역 U자형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혁신 유형별 특성 차이에서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탐색적 혁신은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규시장을 개

척하는 혁신으로 위험이 높으며, 보다 엄격한 시장 및

고객의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업의 여유자원이

많을 때 이에 대한 규율의 엄격성이 덜 해질 가능성이

존재하여 여유자원과 탐색적 혁신의 경우는 역 U자형

의 관계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반대로 활용적 혁

신은 기존 고객, 기존 시장, 기존 기술을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탐색적 혁신과 비교하면 발생할 수 있는 불

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혁신 프로젝트의 유형 I(후원을 받지 말았어야

하는 프로젝트 선택)과 유형 II(계속되었어야 하는 프

로젝트 중지) 오류가발생할가능성이활용적혁신에서

는 적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유자원과

혁신 간의 관계가 역 U자형이 아닌 선형의 관계로 파

악된 것으로 이해된다.

네트워크 다양성의 여유자원과 혁신간의 관계의 조

절효과는 매우 흥미롭게 나타났다. 네트워크 다양성의

조절 효과는 여유자원과 탐색적 혁신간의 관계에서만

확인되었다. 또한 네트워크 다양성은 여유자원과 탐색

적 혁신간의 긍정적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정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네트워크 다양성이 여유

자원의 탐색적 혁신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5.2 시사점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

직의 여유자원과 혁신간의 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혁신

의 유형에 따른 여유자원의 차별적 효과를 실증 분석

함으로써 여유 자원에 대한 학술적 이해의 폭을 확장

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여유자원과 혁신간의

관계연구들은 정의 관계, 역U자형의 관계 등으로 검

증되어 왔으며, 일관적인 연구결과들을 제시하지 못하

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혁신의 유형에 따른 여유자

원의 효과가 다를 것이라는 것을 실증연구를 통하여

검증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자원기반관점을 토대

로 조직의 여유자원이 혁신유형에 따른 효과가 단순

선형적 영향과 비선형적 영향의 차별성을 파악함으로

서 혁신과 여유자원에 대한 영향을 좀 더 깊이 있게 파

악할 수 있었다.

둘째, 여유자원이 혁신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의

네트워크 다양성의 레버리지 효과를 파악하게 된다.

즉 여유자원이 혁신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네

트워크는 여유자원이 가지는 부정적 효과를 줄이고 긍

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관계적 자원인 네트워크가 여유자원의 긍정적

효과를 강화하는 데 지렛대 역할을 하였다고 파악된

다. 또한 자원이 기업성과로 연결되는 과정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동적 자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을 본 연구를 통하여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조직이 지속

적인 경쟁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기존역량을 바탕으로

하는 활용적 혁신과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는 탐색적

혁신의 양면성이 필요하며 조직은 지속적으로 혁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혁신의 유

형에 따른 조직여유자원 활용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자원운영에 있어 조직 구조

적 분리 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

서는 혁신의 유형에 따른 자원의 활용 및 영향력이 차

이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 운영측면 뿐

만이 아니라 구조적 분리를 통한 여유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내부의 자원관리 뿐만이 아니라 기업 간 관계

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기업들이 형성하는 다양한

외부 조직들과의 네트워킹은 그 구조를 통하여 아이디

어, 정보와 지식 등이 각 네트워크로 퍼지게 된다[Ma

et al., 2009]. 다양한 협력자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

은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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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할 수 있는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아이디어와 정보

대안들을 파악할 가능성이 높다.

5.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결과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에서는 조직의 여유자원을 하나의

개념으로 설정하여 혁신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러

나기존의여유자원연구에서는여유자원의유형을다양

하게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활용가능여유(avai-

lable slack), 회복가능여유(recoverable slack) 및

잠재여유(potential slack)의 구분이나 인적, 재무적

여유자원 등의 구분을 활용하여 혁신과의 관계를 분석

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조직여유자원과 혁신간의 관계

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둘째, 본 논문에서는 여유자원과 혁신간의 관계의

조절변수로서 네트워크 다양성만을 고려하고 있으나

네트워크의 강도 이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

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본 논문에서는 일정 시점의 데이터를 기반으

로 여유자원과 혁신간의 관계에 대한 횡단적 분석연구

를 수행하였으나 일정 시간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

서 분석을 할 경우 여유자원이 어느 정도 투입되어야,

어느 시점에 혁신이 감소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에는 여유자원과 혁신 간의 종

단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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