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벤처성장의 내적추동력과 기회실현과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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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중소벤처기업이 사업기회를 발견하고 실현시키는 기업가적 과정 의‘ ’
본질을 설명하는 이론구축과 검증에 역점을 둔다 신생 중소벤처기업들은 성장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며 이를 견뎌내려면 외적 압력에 상응하는 내부적인 힘이 필요하다, .
새로운 벤처의 경우 아직 필요한 자원들이 온전히 구축하기까지는 숱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난관들을 극복해서 기회를 실현하는 성공한 중소벤처기업들에서 발견되듯이 이러한.
장애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초점을 잃지않고 지속하도록 해주는 내적인 추동력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회실현의 내적추동력 은 기회에. (internal driving force)
대한 믿음과 위기의식에 기반한 기업가적 의지 이다 예를 들어‘ (entrepreneurial intent)’ .
시장기회에 상응하는 제품을 만들지 못해서 기술적 문제에 부딪혔다면 구체적인 기술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집중하여 극한의 노력을 기울이게 만드는 것이.
내적 추동력으로 작용하는 기업가적 의지이다 강한 기업가적 의지는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의식 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절박한 심정과 혁신에 매진하는‘ ’
극단적으로 몰입된 활동수준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서 기회실현 과정에서 놓이게 되는.
장애 와 차이 을 극복하게 된다 특히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의 제품을(obstacles) (gap) . ,
만들게 되고 시장에서 자리잡는 기회실현과정에서 우연성 불확실성, (serendipity), ‘

과 경쟁상황 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높이는(uncertainty)’ ‘ (competition)’
것이 내적추동력인 기업가적 의지이다 벤처기업의 기회실현 여부를 예측하는 것은.
연구자나 투자자에게 모두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는 기업가적 과정의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내적추동력에 의한 기회실현과정을 이론화하고 년이라는 단기적이지만 종단적인3
실증분석을 통해서 검증한다 연구 결과는 기업가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지속적으로.
자신과 조직을 점검하는데 쓰일 수 있고 실무자들이나 기업가의 교육과정에도 기회를, ‘
실현하는 기업가 를 양성하는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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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on the Internal Driving Force and

Opportunity Realization Process in New Venture Growth

Cha, Min-Seok (Ph.D candidate, KAIST Business School)

Bae, Zong-Tae (Professor, KAIST Business School)

The focus of this research is to reveal the internal driving force of

opportunity realization. In doing so, we theorize the entrepreneurial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entrepreneur and opportunity. The process of opportunity

realization means to resolve a number of problems and obstacles on the way

to opportunity. There is an internal driving force that channels and sustains

entrepreneurial activities for opportunity realization. This driving force that has

two dimensions: drive and directivity. The role of entrepreneurial intent is to

channel entrepreneurial activity to resolve problems and to continue until the

opportunity is realized. The hypotheses are based on these effects of

entrepreneurial intent and are tested with longitudinal survey data. The results

show that entrepreneurial intent has a positive effect on venture growth as

opportunity realization. Moreover, entrepreneurial intent is effective even with

fewer resources or in dynamic environments. Practical and academic

implications are discussed with limitations and further research.

Keywords: New Venture Growth, Internal Driving Force, Opportunity

Realization, Entrepreneurial I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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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신생벤처가 사업기회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와 기회사이의 상호작용은 기업가정신에

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기업가는 새로이 등장하는 기회(Shane and Venkataraman, 2000).

를 발견하고 새로운 시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구축함으로써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실현하

게 된다 실제로 그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은 숱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 중에서는. .

제품개발 조직구축 상업화 등과 같은 공통된 문제들도 있지만 구체적, , (Kazanjian, 1998),

으로 보면 수없이 다양하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와 역경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들 문, .

제들을 잘 해결하면 생존과 기회실현에 다가서게 되고 해결하지 못하거나 포기하면 기회를,

실현할 수 없다.

더우기 신생벤처들이 다 같은 조건은 아니지만 새로움의 불리함 을, ‘ (liability of newness)’

겪게 된다 초기의 자금이나 네트웍이 부족하고 사회적인 정당성(Stinchcombe, 1964). ,

이 미흡하다 따라서 불리한 조건과 힘든 장애들을 해결하고 기회를 실현한다(legitimacy) .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새로움에서 오는 불리함.

뿐 아니라 규모가 적음에서 오는 불리함도 크고 차별화할 수 있는 지식을 창출하는 어려, ,

움 국제적으로 외부적 경쟁압력이 거세지는 역경 등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위기를 제대로, .

인식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기술개발에 매진하는 기업들과 이러한 현실인식이나 기회,

탐색에 게으른 기업들 사이에는 분명 장기적인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외부적인 압력이 거세질 때일수록 경쟁력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과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

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가진 가시적인 경쟁우위는 물론 현재 보유한 자원의 가치와 희소성. ,

모방의 어려움 대체의 어려움 등에 있다 문제는 신생벤처나 새로운 도전에, (Barney, 1991).

직면하고 있는 중소벤처들의 경우에는 미래 혹은 현재에 필요한 자원조차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데 있다 제품개발을 하고 시장요구를 탐색하고 신규 기술진을 충원하고 외부. , , ,

기술을 가져오고 고객들을 관리하고 유통망을 확보하는 활동 등을 통해서 수많은 자원을, ,

확보해야 한다 물론 모든 기업들이 이러한 활동들을 하지만 실제로 결과를 내는데 있어. , ,

서는 차이가 많다 물론 이런 차이를 운이라든지 여건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 ,

근본적으로 이러한 활동의 질을 높이는 내부적인 추동력의 차이가 존재한다 즉 가치있는. ,

자원을 창출해낼 수 있는 활동을 내부적으로 추동하는 힘 이 신생벤처의 잠재력이다‘ ’ .

기업가적인 과정은 불확실하다 따라서 기회실현에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잠재. ,

력과 가능성의 문제이다 예를들어 기술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내부적으로 추동된 벤처의. ,

경우 밤낮을 세우면서 일을 하고 업무외 시간에도 당면문제를 해결하려고 씨름하고 새로, ,

운 해결방안을 찾는다 반대로 내부적인 추동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기업에서는 기술인력.

이 나가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시간을 보내거나 집중해서 개발업무에 임하지도 않는다 이러.

한 차이가 장기간 쌓이게 되면 비록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상태가 적더라도 내부적,

추동력이 강한 기업이 해당시장에서 기회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부적 추동력으로서 기업가적 의지를 제안한다 기업가적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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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기업가들과 그들의 행위에 의한 결과이다(Shaver and Scott,

기업가들이 가지게 되는 기업가적 의지는 무엇인가 기업가적 활동들에 어떤 영향1991). ?

을 주는가 장기적으로 기회실현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본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연구? ?

문제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서 최근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론구축에 대한 요구.

배종태와 차민석 에 부응하여서 내부적 추동력에(Shane and Venkataraman, 2000; , 2005)

의한 기회실현과정을 이론으로 구성하였다 기업가적 과정에서 기업가의 동기부여 수준.

이 중요함을 최근 인식하고 있다 제시된(Aspiration level) (Lee and Venkataraman, 2006).

연구모형을 종단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서 제시된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향후 기업가들이 기회를 실현하는 과정에 임할 때 보다 그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을 제시하고 나아가서는 기업가적 과정에 관련된 연구소 정부 투자기관 등에서 선택이나, , ,

지원을 할 때에 내부적 추동력의 가치를 주목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론 및 가설.Ⅱ

신생벤처의 기회실현과정2-1.

신생벤처성장에 있어서 내적 추동력에 의한 기회실현과정에 대한 이론을 구성하는데 있

어서 서술적인 과정모형을 통해서 현상의 틀을 잡고 이를 바탕으로 인과적인 관계에 대한,

논리를 구성해가는 접근을 취하고자 한다 현상을 포착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이론적인 개념.

들을 활용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개념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

였다 먼저 기회실현과정에 대한 핵심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내적인 추동력이. , ,

기업활동 자원구축 가치창출 등의 다중수준 을 통해서 기회실현하는 과정, , (multi-layered)

을 보다 세 하게 이론화하였다 물론 본 연구가 기회실현 과정이 가진 모든 현상적 특징. ,

과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 분야에서 요청되고 있는 고유한 이론.

을 구축해 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면 되겠다(Shane and Venkataraman, 2000).

기회의 발견과 활용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본다 기회(Shane and Venkataraman, 2000).

의 출현 과 소멸 하는 주기는 벤처기업 성장과는 일치하지 않(emergence) (disappearance)

는 경우가 많다 신생벤처들의 경우 기회가 출현하기 전이나 이후에 창업이 되고 기회를. ,

실현하기 위해서 사업을 벌인다 이 과정에서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사라지는 기업도 있고. ,

기회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회에도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주로 벤처기업의 성.

장단계인 창업기와 성장기에는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조직을 구축하고,

판매를 확대한다 성숙기가 되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기존 시장의 기반을 더욱 탄탄히. ,

하고 확장하고자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차민석과 배종태 문제는( , 2002).

기회라는 잠재적 사업의 영역이 열리면 다양한 기술적 시도가 가능하며 현재 시장에서 제, ,

공하는 가치들을 능가하는 영역은 늘 새로운 기회의 영역이 되는 것이다 어떤 특정기술이.

가진 사업기회는 사라져도 또 다른 기술이 계속적으로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게 된다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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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의 성장은 반드시 기회의 실현과정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기회실현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

만은 분명하다 자원능력이 좋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동시에 여러 기회에 뛰어들 수 있다. .

벤처기업이 사업을 하다가 커진 사업기회에 눈독을 들이고 신규진입하는 예로 찾아볼 수

있다.

그림< 1> 신생벤처성장에서 나타나는 기회실현과정

그림 은 기회의 출현과 성장 그리고 소멸의 상에서 이를 발견하고 실현하는 과정을 보< 1> ,

여주고 있다 시간축은 기본적으로 기회의 수명주기를 바탕으로 한다 기회라는 것은 고객. .

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잠재적 상황이

다 이러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발견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시장에 대한 지식이 있고 자원. , ,

적인 측면에서도 근접해 있을 때 용이하다 기업가는 여러 기회들을 발견할 수도 있는데. ,

이들 중에서 선택을 하여 그 시장에 필요한 역량에 투자하면서 진입하게 된다 고객이 요구.

하는 수준으로 가치를 제공하게 되면 다른 경쟁업체와 차별화되고 시장위치를 점유하는 동,

시에 진입장벽을 형성한다 기업은 매출성장과 인력성장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Storey, 1994).

물론 이러한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새로운 신규진입자들이 들어오게 된다, . .

특히 시장이 매우 커진 상태에서는 대기업들도 들어오게 되고 다국적의 기업들도 시장을,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가격경쟁 등의 규모경쟁으로 갔을 때는 시장위치를 잃게.

되므로 중소벤처기업으로서 차별화할 수 있는 시장영역을 나누는 방식 등을 택해야 한다, .

물론 실리콘밸리 등과 같이 자원 환경이 좋은 경우에는 나 애플처럼 신생벤처가 대기업, HP

시간

기회발견

시장진입

기회실현(역량구축)

대기업 진입

틈새시장
구축

기업가

시장
공간

잠재성
(Potentiality)

실재성
(Actuality)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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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기회실현을 하며 막대한 부와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도 있,

다.

그림< 2> 신생벤처성장에서 나타나는 기회실현과정 사례 레인콤의: MP3 Player

기회실현과정의 내적추동력2-2.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회는 시장에서 채워지지 않은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잠재적 상

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잠재적 상황이므로 기회를 발견하고 사업모델을 구성한다고 해서. ,

기회가 실체화되지 않는다 기회가 실재하게 되는 과정은 실제로 시장의 요구를 채울 수 있.

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을 넘어서야 한다 기회라는 것은 가능태의 영역에서 실재화되는 것이다 기회. .

가 실현이 되면 그것은 기업의 성장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잠재적인 가능성은 여러 가.

시적인 장애들과 외부적인 힘들의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러한 힘들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여. ,

전히 잠재적인 기회를 추구하는 내적추동력은 기업가가 가진 특별한 힘이다.

시간

기회발견 기회실현(역량구축)

경쟁사

(재구성)

레인콤

MP3 
player   
시장발견

Flash 
type 개발
미국시장
진출

Global 
maker가 됨

가격경쟁
에서 림

경쟁사들
지속적진입

Apple과
삼성의
저가공세

Disc type에서
Apple이 자리
잡음

Sony 
Apple 
Gowon

디자인과
틈새시장
에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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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추동력 관점에서 바라본 기업가적 과정

그림 에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기업가적 활동은 기회의 실현과 관련된 모든 기업활동< 3>

을 의미한다 네 가지 영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모으고 기술을 개발하고 자금을 끌어오고. , , ,

시장을 조사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영역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기업에 따라 다양하게 나.

타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비전제시하고 보상체계를 만들고 벤처캐피탈을 만나서 투자를, , ,

제안하고 영업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대리점들을 돌아다니는 모든 활동이 이에 속한다 특, .

히 신생벤처의 경우 단지 기업 내에서의 업무 활동 뿐 아니라 여가활동에서도 네트웍을 구,

축하고 아이디어나 정보를 나누는 활동들이 모두 기업가적 활동에 속한다 이러한 활동들, .

이 얼마나 집약되어 있고 낭비가 없으며 효과적인가는 개별 기업가와 그가 속한 조직이, ,

얼마나 그러한 활동에 매진할 수 밖에 없는 마음가짐인가에 달려있다 대체로 위기상황이.

되면 기업가나 구성원들은 절박한 심정이 되어 그 문제를 타개 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하게,

된다 그러한 위기상황에서 위기의식 이 공유되는 경우에 집단적인 노력 이 극대화되는 것. ‘ ’ ‘ ’

을 보게 된다 이러한 내적 추동력의 원리는 현재의 재벌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볼.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에서도 관찰되는 부분이다, .

기본적으로 기업가가 가진 내적추동력은 스스로 믿고 있는 사업기회의 실현을 지향하는

힘이다 이를 통해서 그 상황에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답이나 자원을 확.

보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중소벤처기업이 속한 상황이나.

시장기회

경 쟁 적 시 장 력
(Competitive 
market force)

기술적 기회

지 지 적 시 장 력
(Supportive 
market force)

고객기반
구축R&D 

자금조달

조직구축

내적
추동력

투자기관

인적 네트웍

시장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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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영역도 기술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문제 자금문제. , , ,

조직적인 문제 등의 여러 가지가 순차적 혹은 동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집단적으로 절박하게 매진하게 하는 것이 강한 내적추동력이 있는 기업들의 잠재력이다 동.

시에 외부환경과 시장에는 신생벤처의 기회실현 과정에 의도적이거나 의도치 않은 방식으

로 반대하거나 경쟁하는 부정적인 힘 이 존재한다 주위 사람들의(Negative External force) .

반대도 예가 되겠지만 그보다는 투자업체들의 자금투자 거절 기술협력 거부 경쟁업체들, , ,

의 위협 등이 실질적인 예이다 동시에 시장의 상황이 좋게 변하고 기업가의 의지에 긍정. ,

적으로 동조하는 긍정적인 힘들도 존재한다 기업가의 열의에 탐복해서 자금을 대어주는 경.

우는 특수한 경우이고 그보다는 신생벤처가 속한 환경이 가진 자원상황이 풍부하거나 시장,

의 전반적인 경기가 좋아서 구매력이 좋거나 하는 제반상황이 이에 속한다.

기업가적 과정의 내부적 외부적 힘의 대결 상에서 매개가 되는 것은 자원기반 이론이다, .

신생벤처의 경우 단기적으로 가진 자원을 가지고서는 외부적 힘을 상대하기에 벅차고 시장,

이 요구하는 가치의 자원을 제공하지 못한다 여기서는 자원기반관점을 동태적으로 확장한.

시점에서 보는데 내부적인 추동력이 강하면 향후에 기회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자원을 구축할 가능성 이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가시적인 자원만으로는 불‘ ’ .

확실한 시장상황에서 장기적인 예측은 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벤처기업의 현 시점의 자원. ,

상태는 잠재적인 가능성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가치있거나 희소.

하고 모방이 어렵고 대체하기 어려운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원, , (VRIO) ,

을 구축해서 미래에 가치를 실현하게 되기 때문이다.

내적추동력으로 작용하는 기업가적 의지2-3.

기업가적 의지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다 기업가적 의지는.

전략적 의지 를 기업가적 사고방식(Hamel & Prahalad, 1989) (Kuratko & Hodgetts, 2007:

에서 바라본 것이다 전략적 의지는 장기적인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강한 집착을 의p.114) .

미한다 기업가적 의지는 가 를 이기겠다는 전(Hamel & Prahalad, 1989; 1994). Toyota GM

략적 의지의 차원을 포괄한다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는 의미가 아니라 고객에게 새로운 가. ,

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차원이 보다 강조된다 구체적인 대상을 이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

새로운 사업가치를 발견하고 실현하겠다는 의지이다 그 과정에서 경쟁적인 측면도 강하겠.

지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데 보다 더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집단적인 경, .

쟁의지가 아니라 신생벤처 내지는 중소벤처기업의 맥락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하는 사

업의지이다.

보다 심리학적인 바탕에서 경영학 상의 기업가적 의도 에 대해(Entrepreneurial intention)

연구가 되었다 기업가적 의도에(eg. Sheperd and Kruger, 2002; Bird, 1988; Katz, 1988).

대한 연구는 얼마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가 에 대한 창업 의지 를 의미한‘ ’ (Founding intent)

다 기업가적 의도에 대한 연구는 왜 창업을 하고자 하는가 에 대해 답하고자 심리학에서. ‘ ’

계획된 행위이론 에 기반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적으로(Theory of planned behavio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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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고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창업하고자 하는 의도가 생긴다고 설명한다, .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적 의지를 창업하겠다는 단기적인 행위의도 를(behavioral intention)

넘어서 기업가가 기회를 발견하고 실현하는 과정 전체를 관통하는 내적추동력(internal

로 보고 있다 즉 단순히 창업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졌던 기업가가 기회를driving force) . ,

발견하면서 이를 믿게 되고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생기고 예측하지 못한 장애들을 만나면,

이를 극복해가고 위기에서 버티는 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으로 보는 것이다 반대로.

기업가적 의지는 흐려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 기회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거나, .

일단의 사업기회를 성공시키고 나면 예리하던 의지가 무뎌지기도 한다 이렇게 상황의 변화.

에 따라서 기업가적 의지는 바뀌어가고 언제나 당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추동하는 역,

할을 한다.

기업가적 의지는 기회를 향해 동기부여된 마음상태‘ (constructed mind state of motivation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향성 과 동인 를 가지며toward opportunity)' . (directivity) (drive) ,

이에 따라 얼마나 지속적이고 강렬하게 행위를 발생시키도록 영향을 주게 된다 즉 무엇을. ,

얼마나 지향하는가와 이것을 얼마나 강렬하게 원하는가의 두 가지 차원을 가진다는 것이다.

어떤 기회에 대해서 강렬하게 원한다면 왠만한 문제들을 겪고서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면 밤을 세거나 백방으로 투자자를 찾는 일도 마다하지 않게 되는 것이

다 파산의 위기에 직면해도 다시 마음을 다진다면 기업가적 의지는 더욱 진작될 수 있다. .

물론 모든 경우에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다 강렬한 기업가적 의,

지로 해결책을 강구하는 기업이 보다 높은 가능성을 가지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제공하기 위해< 4>

서 필요한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내야 한다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만들어내.

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자투자를 받.

기 위해서 투자자를 물색하거나 고객의 잠재요구를 파악하는 활동들을 하게 된다 이러한.

기업가적 활동은 그 활동들이 기회실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업가적 의지에 의해 일어

나는 것이다 다른 조건이 같다고 할 때 기업가적 의지가 강하면 보다 많은 시도를 하게 되. ,

고 보다 집중적으로 하게 되므로 해결책을 찾아낼 가능성이 더 높다 물론 기업가적 의지, . ,

가 강하다고 무조건 결과를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신기술을 통한 제품이나 서비. ,

스를 고객이 수용하는 과정은 불확실성 에 노출되어 있고 숱한 연구개발 노력은(uncertain) ,

우연성 이라는 장벽에 막혀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연히 더 좋은 결(serendipity) .

과를 얻거나 운좋게 시장의 반응이 좋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가적 의지에 의해.

발생된 노력은 기회실현의 가능성 을 높이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 ’ .

그림< 4> 다중 활동수준 상에서 벤처성장을 추동하는 기업가적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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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 및 가설2-4.

기업가적 의지의 첫 번째 차원인 동인 은 의 연구에서 등장하는 성취욕구(drive) McClelland

를 의미한다 성취욕구 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되어 오(McClelland, 1961). (n Achievement)

고 있으며 기업가정신 분야에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가의 성향으로서 연구되었다, .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결과가 섞여 있다 여기서는 성취동기가, (Begley & Boyd, 1987).

강한 마음상태는 여러 가지 행위로서 드러나긴 하지만 기회실(Steers & Braustein, 1976),

현과는 관련없는 행위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도 함께 존재한다 즉 기업가적 의지의. ,

동인 가 강하면 행위가 지속되고 노력을 경주하는 행위로 나타나지만 그것이 특정한(drive) ,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회에만 몰입하는 마음상태가 아닐 수 있다 예를들, .

어 실속없이 과시적이거나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데 힘을 쏟을 수 있는 것이다, .

그림 에서 보듯이 인식차이 이 성취욕구와 기업가적 의지 사이에 존재한< 5> (cognition gap)

다 기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게 된 경우에 성취욕구는 기업가적 의지의 상태로 발현된.

다 기회를 인식하게 되면 이를 실현하겠다는 도전적인 비전을 세우게 되고 비전을 통해서. ,

기회가 실현된 상태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구축된 기업가적 의지는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기회와 관련된 활동

들을 추동한다 이를 통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자원 수준 차이.

를 극복하게 된다 이러한 잠재 와 실재 사이에 있는 차이 들을. (Potentiality) (Actuality) (Gap)

극복하는 것이 기업가적 과정인데 잠재적 상태에 있던 성취욕구가 발현되고 보유한 지식, ,

이 활용되고 새로운 자원들이 결합하면서 기회는 실현되는 것이다, .

기업가적 의지가 다중 수준 에 존재하는 차이 을 극복하는 과정에 대해서(multi-level) (gap)

아래 그림 에서 보다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기업가적 의지에 의한 기업가적 활동들< 5> .

은 자원의 부족을 채운다 조직 내외부의 분산된 지식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혁신을 통해 기.

기업가적 활동
(Entrepreneurial 

Activity)

신규 자원
(Created 

Resource)

전달 가치
(Delivered 

Value)

기업가적 의지
(Entrepreneurial 

Intent)

우연성

불확실성

경쟁성

활동수준
(Action 
Level)

벤처성장
(Venture 
Growth)

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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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창출한다 자금이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투자자들을 찾아다니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

다 기술적 혁신을 추동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

그림< 5> 기업가적 의지를 통해서 기회를 실현하는 과정

여기에는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지식창출 과정에서 보이는 우연성 를 극복할(serendipity)

가능성이 높다 기술적 문제의 해결의 단초는 언제 어디서 나올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몇 개. .

월에서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아예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집중력 과, . ‘ ’

지속력 의 싸움이다 기업가적 의지는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월등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강‘ ’ . .

렬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연구하는 기업가들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당면한 문제들과 씨름한

다 이러한 탐색노력 은 종종 새로운 발상이나 착안을 제공함으로써 문제해. (search efforts)

결의 실마리가 된다 이러한 기술적 결과물과 지속적인 노력은 자금조달 시에도 투자자들이.

잠재력 을 신뢰하게 하는 단초가 된다 절박하게 모든 것을 걸고 기술개발하는 이들은 정‘ ’ .

부나 벤처캐피탈 등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보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자원의 부족을 매우.

는 활동을 추동하는 것이 기업가적 의지다 반대로 실의에 빠지거나 과시적인 행위에 빠진.

다면 아무리 자원이 많다고 해도 전망이 좋을 수가 없다 대기업 조차도 년을 내다보기, . 10

힘든 상황에서 자원이 조금 더 많다고 해서 벤처가 해이해진다면 년 앞도 내다보기 힘들, 3

것이다.

기업가적 활동에 의해서 새롭게 개발된 기술과 제품 서비스는 시장에서 필요하다고 제공하,

겠다고 설정한 가치를 실제로 전달하게 된다 실제로 고객 사 입장에서 느끼는 전달된 가. ( ) ‘

치 가 높을 지는 개발단계에서 불확실하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고객의 요구에’ .

귀를 기울이는 기업가적 활동이 있었던 벤처의 경우가 좀 더 가능성이 높다 추가적인 고객.

의 요구에 응대했을 때도 고객기반 확충의 기회라고 여기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에 충

족 내지는 만족 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발견되었던 사업기회는(fulfilling) .

잠재적인 상태에서 발견된 이후에 비로서 실현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 제시한 기회실현 과정 이론을 바탕으로 검증가능한 몇 가지 가설을 제

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 단순한 부분에 대해서만 검증해보고자 한다. .

기업가적
활동

일반적 활동

추동력
차이

결합된
자원

분산된 자원

자원
차이

기업가적
의지

인식
차이

성취 동기

전달된
가치

설정 가치

가치
차이

실현된
기회

발견된 기회

실재성
차이

추동
(driving) 

혁신
(innovating)

만족
(fulfilling)

점유
(posi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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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기업가적 의지가 강할 수록 보다 기회가 실현된다1. .

가설 기업가적 의지가 기회실현에 미치는 영향은 환경여건에 의해 달라진다2. .

가설 기업가적 의지는 환경이 동태적일 수록 기회실현 효과가 크다2-1. .

가설 기업가적 의지는 환경이 경쟁적일 수록 기회실현 효과가 크다2-2. .

가설 기업가적 의지가 기회실현에 미치는 영향은 자원여건에 의해 달라진다3. .

가설 기업가적 의지는 지식기반이 취약할 때 기회실현 효과가 크다3-1. .

가설 기업가적 의지는 재무기반이 취약할 때 기회실현 효과가 크다3-2. .

이들 가설은 아래의 연구모형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림< 5> 연구모형

연구방법.Ⅲ

표본3-1.

표본은 중소기업청 에 등록된 벤처기업 리스(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의 연구팀이 중소기업청의 요청과 협조를 바탕으로. KAIST 1999

부터 까지 전체 벤처기업 등록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종단2001 .

적인 분석이 가능한 단기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목적에 맞도록.

구축된 시계열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설문은 창업자 혹은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하.

였다 첫 설문은 년 월에 일 동안 이루어졌으며 년(Lumpkin & Dess, 1996). 1999 9 40 , 1998

과 창업당시의 창업자 특성과 기업 활동 및 성과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편으로 보낸.

후에 이메일과 팩스 업체 방문 등을 통해서 응답을 촉진하였다 그 당시 벤처기업은, . 4008

개였고 개 업체가 응답을 했다 벤처기업의 숫자는 이 당시 지원정책에 힘입어 크게, 3693 .

기업가적 의지

•경쟁성

•방향성

•동인

기회실현

•매출 성장

환경여건

자원여건

•동태성

•자금 •지식

가설1

가설2

가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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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는데 년에는 개 벤처기업이 등록된 상태였다 이 중에서 개 기업이2001 9978 . 8245

응답을 하였다 응답율 년에 응답한 개 기업 중에서 개 기업만이( 88%). 1999 3693 1564

년에 응답을 하였다 이 중에서 년 당시 창업 후 년이 지나지 않은 벤처기업2001 . 1999 8

만을 분석 표본 포함시켰다 개의 기업이 최종적으로 분석 대상이 되었(New venture) . 1119

다 년의 창업자의 기업가적 의지와 활동에 의해서 년에 얼마나 성장하였는가를. 1998 2001

분석하였다.

변수측정3-2.

기업가적 의지3.2.1.

기업가적 의지는 복합적 변수이다 앞에서 이야기되었듯이 방향성 와. (directivity)

동인 를 동시에 가진다 두 가지 차원 모두에서 강해야 기업가적 의지가 강하게(drive) .

발현된다 동인 은 성취욕구로서 방식으로. (drive) MNQ(Manifest Needs Questionaire) 5

항목을 통해 측정하였다 방향성 은 창업당시와(Steers & Braustein, 1976). (directivity)

현재의 비전이 얼마나 도전적인가를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요인분석 후에 두 차원을2 .

곱하여 기업가적 의지를 산출하였다 즉 여기서 기업가적 의지 동인 방향성 으로. , ‘ = x ’

정의하고 있다 기업가적 의지의 두 가지 차원은 각각 점 척도의 리커트 로. 5 (Likert scale)

물었고 아래 요인분석에서 보듯이 독립적이며 각 차원의 신뢰도는 값이, , Cronbach alpha

동인은 방향성은 로 충분한 수준을 보여주었다0.80, 0.82 .

표< 1> 기업가적 의지의 두 차원에 대한 요인분석

내부자원 여건3.2.3.

지식 여건은 기술지식의 수준에 대한 측정치로서 벤처기업이 출원 및 등록한 특허 수를

사용하였다 자금 여건은 자산의 규모로서 측정이 되었다 자산에는 투자받은 자금과 이익. .

잉여금 부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

외부환경 여건3.2.4.

항목 동인 방향성

경쟁자보다 잘하기 위해 노력한다. .673 -.192

어려운 사업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한다. .713 .031

복잡하게 얽힌 회사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703 -.141

어려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831 -.166

사업수행의 혁신방안을 개발한다. .758 -.243

창업당시 비전이 달성이 쉽지만은 않은 도전적이었다. .322 .859

현재 비전이 달성이 쉽지만은 않은 도전적이다. .289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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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환경에는 기회와 장애가 동시에 존재한다 여기서 기회는 동태성으로 장애는.

경쟁성으로 파악하였다 관련 변수는 가 제공하는 측정항목들을. Dess and Beard (1984)

활용하였다 동태성은 새로운 시장 기회의 출현 내지는 존재를 의미한다 새롭게 기술이나. .

시장요구가 바뀌면 그 만큼 새로운 사업기회들이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쟁성은.

경쟁자들의 시장에서 견제가 강하고 가격 인하 등의 경쟁이 강한지를 측정한다 아래, .

표 에서 동태성과 경쟁성에 대한 요인분석을 보여주고 있다 신뢰도는 각각< 2> . Cronbach

값이 로서 충분한 수치를 보여준다alpha 0.84 and 0.66 .

표< 2> 환경변수 요인분석

벤처성장3.2.5.

기회의 실현에 의해서 벤처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여기서 벤처성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지만 매출성장이 많이 사용된다 년을 기반으로 년의 매출액 비율을. 1998 2001

사용하였다.

통제변수3.2.6.

통제변수로서는 기업연령과 산업구분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매출성장율은 기업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둔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산업에 따라서도 산업성장이나 여건에 따라서.

성장률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의 표본을 산업분포를 살펴보면 첨단 제조업. , (715,

이 가장 많고 일반 제조업 첨단 서비스업 일반63.9%) , (193, 17.2%), (37, 3.3%),

서비스업 농업 및 광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45, 4.0%), (66, 5.9%) .

모델추정3-3.

기업가적 의지가 기회실현과정을 통해서 벤처를 성장시키는 모델을 구성하였다.

기본적인 형태는 매출비율이 전기의 매출 규모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나머지,

요인들의 지수함수형태로 주어진다고 보았다 (Barron, Best, & Hannan, 1994).

신생벤처의 신규성의 불리함 을 연구할 때 규모 효과를‘ (liability of newness)’

통제하는 형태로 쓰인다 여기서는 이 모델을 확장하여서 아래와 같은 형태로.

제시하였다.

항목 동태성 경쟁성

경쟁자들에 의한 신제품 개발 빈도 .766 .296

경쟁자들에 의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 .801 .240

제품과 관련된 소재 재료 기술의 변화/ .772 .076

제품 용도 및 수요패턴의 변화 .739 .028

기존 제품이 진부화되는 속도 .721 .136

경쟁자간 가격경쟁의 정도 .397 .624

생산원가의 상승과 수익성 하락 .175 .839

시장 성장의 둔화와 수요의 감소 정도 -.026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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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2/ St1 = St1
-1ω exp[ A + I + EI + EI * RBi + EI * OP + EI * OB +α β γ δ ζ η ε t1 ]

-------------- (1)

여기서 St2/ St1 은 매출성장율로서 이고 년이다 는 기업가적t1=1998 t2=2001 . EI

의지 를 의미하고 는 자원여건 으로서(entrepreneurial intent) RB (resource bases)

지식기반 와 금융기반 를 포함한다 는 환경의(knowledge base) (financial base) . OP

동태성으로서 기회적인 요인을 의미한다 반대로 는 경쟁성으로서 장애적인 요인을. OB

의미한다 기업연령인 와 산업분류인 도 통제변수로서 포함되었다 의 승수인. A I . St1

는 벤처성장이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일어난다는 길브래트의 법칙이 성립하는지-1ω

보기 위해서 포함되었다 이 되면 규모와 상관없는 것이다. =1 .ω

추정을 회귀분석으로 가능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자연 로그를 식 양변에(1)

취하여 아래와 같은 형태로 변환시켰다 아래에서 식을 바탕으로 다중 회귀분석을. (2)

통해서 추정하였다.

ln(St2) = ln(Sω t1) + A + I + EI + EI * RBi + EI * OP + EI * OB +α α β γ δ ζ η ε t1]

-------------- (2)

연구결과.Ⅳ

기업가적 의지에 의한 기회실현과정 차이극복과 벤처성장4.1. :

아래 표 에서 보는 바와 통제변수들은 모두 유의하게 나온다 기업연령은 커질 수록< 3> .

성장이 적게 된다 산업은 첨단제조업의 성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와 성장이. .

무관하다고 보는 길브래트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 때문에. < 1ω

규모가 커지면 성장이 둔해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생적인 요인들의 효과를.

제하고 연구가설들을 살펴보자.

표< 3> 다중 회귀분석 결과

Variables Base model Model 1 Model 2 
Firm Age -0.045* -0.086** -0.043* 
High-tech Manufacturing 0.409*** 0.333*** 0.420*** 
Low-tech Manufacturing 0.217*** 0.174*** 0.224*** 
High-tech Service 0.108*** 0.084*** 0.111*** 
General Service 0.116*** 0.105*** 0.119*** 
Log (sales at 1998) 0.456*** 0.545*** 0.450*** 
Entrepreneurial Intent 0.087*** 0.140*** 0.041 
Entrepreneurial Intent * Knowledge Base  -0.007  
Entrepreneurial Intent * Financial Base  -0.065*  
Entrepreneurial Intent * Dynamism   0.058+ 
Entrepreneurial Intent * Competition   -0.055+ 
R2 0.976 0.979 0.976 
Adj. R2 0.975 0.978 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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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1, *: p< 0.05, **: p< 0.01, ***: p< 0.001

기본모델에서 보면 기업가적 의지는 벤처성장을 긍정적으로 추동한다 즉 가설 이. , 1

성립하는 것이다 모델 에서 보면 기업가적 의지가 자원여건의 부족을. 1

극복하는지를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재무기반 의 경우에는. (financial base)

재무자원이 적을수록 기업가적 의지의 효과가 크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지식기반 의 경우에는 유의한(-0.065, p<0.05). (knowledge base)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지식기반이 적은 경우 지식창출 과정에 부정적인.

효과가 섞여있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모델 에서 동태성은 기업가적 의지와 양의 조절효과를 보여준다2

이는 시장에서의 변화에 의한 기회들이 있을때 기업가적 의지가(0.058, p<0.1).

이를 실현시키므로써 벤처를 성장시키기 때문이다 다만 경쟁성의 경우에는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즉 가격 경쟁이 강해지고 시장이(-0.055, p<0.1). ,

포화되어 가는 환경에서 기업가적 의지가 강한 경우 적어도 년의 시간 내에서는( 3 )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이다 단기간 년 내의 벤처성장 의 부정적 효과는 가설과. (3 )

배치되는 의외의 결과이면서 재밌는 부분이다 동시에 보다 긴 기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계속할 필요를 느낀다 기업가정신 자체는 포화 성숙된 시장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역할을 하여 장기적인 노력의 경우 새로운 혁신을(Schumpeter, 1934),

통해 시장의 장애를 극복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토의 및 결론V.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적 의지에 의해서 추동되는 기회실현과정을 이론화하고 있다 더불어.

비교적 단순하기는 하지만 실증적으로 검증가능한 가설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년 간의 종단적 효과를 분석하여 기업가적 의지가 기회실현의 추동력이 된다 자원의3 ‘ ’, ‘

갭을 극복한다 환경의 기회를 실현한다 환경의 경쟁상황을 극복한다 는 부분에 대한’, ‘ ’, ‘ ’

사실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단 실제 환경의 경쟁상황에서 단기간 역효과가 나타났다. , .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실현시키는 기업가적 활동들을 촉진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단서를 가지게 되었다 신생벤처의 기회실현 여부는 예상하기 쉽지 않지만 최소한. ,

기업가가 강한 기업가적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기회를 실현하면서 벤처를 성장시킬 보다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기업가적 활동을 통해서 자원창출 가치전달 기회실현에서. , ,

불리함 우연성 불확실성(liability of newness), (serendipity), (uncertainty),

경쟁 등의 장벽을 넘어설 때 보다 유리한 잠재력 를 가진다(competition) (potentia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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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의 입장에서는 기업가적 의지가 분산되나 해이해지거나 혼란스러워지거나 지나치게

확신하거나 조직내부적으로 뜻이 갈라서는 것 등을 방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동시에.

위기의식 를 일깨우고 공유한다면 기업가적 의지를 집중할 수(sense of crisis) (Kim, 1998),

있을 것이다.

전체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진정한 기업가를 육성 및 교육하고 발굴 및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책입안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가적 의지가 강한 기업가들이 최대한 경제.

내의 혁신을 추동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벤처기업이 가진 잠재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기업가들이 가진 기업가적 의지가 얼마나 강렬하고 진실한가 이다 경영 교육훈련자들의.

경우에도 지식이나 기술을 전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동시에 잠재력을 길러줄 수,

있는 기업가적 의지를 바로 세워야 한다 기본적으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내지는.

위기의식을 일깨우고 기회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인식을 바로잡아서 의지를 함양을 자극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중소기업의. .

경영권 승계 부분의 기본적인 원칙은 사업의 내적추동력인 기업가적 의지 특히 조직적,

의지를 상하지 않고 연속적이거나 비약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덧붙인다.

여전히 본 연구가 풀고자 하는 기회실현에 대한 이론은 학문적으로 미흡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만큼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는 이론의 맥락만을 가설화하여, .

다루었고 변수나 측정시점도 제한되어 있다 동시에 보다 장기간의 연구와 다양한, .

변수들에 접근은 이론을 보다 풍부하게 할 것으로 본다 기업가정신 분야에서 기업가와.

기회의 상호관계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Shane and Venkataraman, 2000),

연구방향을 지속적으로 진척시키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기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는 사회와 경제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업가 뿐 아니라 투자자와

정책입안자 고객들에게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담론의 확대는, .

진정한 의미에서 기업가적인 사회를 구축해 가는 기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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