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經營學博士學位論文

革新 制約要因이 企業의 革新 

成果와 效率性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硏究

: 輸出 企業과 內需 企業을 中心으로

2020年 2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經營學科 經營學專攻

申  在  浩



- i -

초 록

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혁신 성과를 향상시키는 요인과 더불어

혁신 성과를 제약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선행 연구는 혁신

성과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R&D 집중도(R&D intensity), 타 기업이나

조직과의 협력, 그리고 해외시장 지향성과 같은 요인들에 주목하였으며,

혁신 성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자본적 제약, 역량적 제약, 그리고 시

장적 제약 등을 지목하고 있다.

혁신은 투입물이 자동으로 산출물로 변환되는 선형적 프로세스가 아니

며 어떠한 투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특정한 양의 산출이 보장되지 않

는다. 이러한 혁신의 특성으로 인해 혁신에 대한 평가는 단순한 성과가

아닌 효율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혁

신과 관련한 다양한 문헌에서는 혁신 효율성을 연구하고 있으나, 혁신

제약요인과 혁신 효율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오랜

기간 이루어져왔으나,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서로 상반된 주장이

존재하고 있다. 일부 연구는 혁신의 달성을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자원의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혁신 성과는 저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로 부족한 자원은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혁신적인 기업일수

록 혁신 제약요인에 더 자주 직면하며, 실패를 통한 학습의 가치 등을

언급하며 혁신 제약요인과 혁신 성과의 긍정적 관계를 주장하는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한편 혁신 제약요인은 그 종류에 따라 혁신 성과에 미치

는 영향은 서로 다르다는 연구도 존재하며, 심지어 혁신 제약요인과 혁

신 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한편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고, 혁신을 수행

하는 정도 역시 다르며, 경험하는 혁신 제약요인과 더불어 이러한 제약



- ii -

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또한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혁

신 제약요인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산업의 관점에서 그 연구가 이루어

져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어왔던 혁신 제약요인과 성과의 관

계를 확장하여 혁신 제약요인과 효율성의 관계를 함께 파악하고자 하였

다. 또한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혁신 도움요인과 혁신 성과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함으로

써, 혁신 제약요인의 영향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으로 구분하여 기업의 수출 여부에 따라 혁신 제

약요인과 혁신 성과 및 효율성의 관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가장 최근 수행한 2018년 기술

혁신조사 제조업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설문은 혁신 제약요인을

총 14개의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다. 해당 혁신 제약요인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여 총 두 개의 요인을 추

출하였으며, 이를 각각 자본적 제약요인과 역량 및 시장적 제약요인으로

명명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혁신 제약요인과 혁신 효율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자

료포락분석과 회귀분석을 병행하였다. 자료포락분석에 활용된 표본의 수

는 수출 기업 644개, 내수 기업 708개이며, R&D 인력 수와 혁신 비용을

투입요소로, 혁신적 제품의 매출액을 산출 요소로 하였다. 또한 혁신 제

약요인과 혁신 효율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혁신 제약요인과 혁신 성

과의 관계를 비교/분석하였다.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도움요인과 혁신

성과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에서는 위계적 회

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수출 기업 690개, 내수 기업 785개의 표본을 활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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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혁신 제약요인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수

출 기업의 경우 자본적 제약은 급진적 혁신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반면 역량 및 시장적 제약은 급진적 혁신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진적 혁신 효율성에 대해서는 자본적 제

약의 영향은 검증되지 않았으나, 역량 및 시장적 제약은 점진적 혁신 효

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내수 기업의 경우 자본적 제약은 급진적 혁신 효율성과 점진적 혁신

효율성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역량 및 시장적 제약은 혁

신 효율성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 제약

요인과 혁신 효율성에 대한 분석은 혁신 제약요인과 혁신 성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제시하여 보다 깊은 논의가 가능하였으며, 혁신 제약

요인으로 인한 혁신 투입의 변화를 함께 추론하였다.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도움요인과 혁신 성과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

과를 검증한 결과, 수출 기업에게 있어서 자본적 제약은 해외시장 지향

성이 급진적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조절하며, 역량 및

시장적 제약은 협력과 해외시장 지향성이 점진적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부정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자본적 제약과 역량

및 시장적 제약 모두 R&D 집중도가 점진적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밝혀졌다.

반면 수출 기업의 경우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도움요인과 급진적 혁신

성과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나, 점진적 혁신 성과

에 대해서는 혁신 제약요인에 의해 R&D 집중도가 미치는 영향이 부정

적으로 조절되고 있는 반면 협력의 영향은 긍정적으로 조절됨을 발견하

였다.



- iv -

주요어: 혁신 제약요인, R&D 집중도, 협력, 시장 지향성, 혁신 효율성,

혁신 성과

학번: 2015-3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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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혁신이란 이전의 제품이나 프로세스와 크게 다른 새롭거나 향상된 제

품이나 프로세스를 뜻한다(OECD/Eurostat, 2018). OECD의 분류 기준에

따라 혁신은 제품혁신과 프로세스혁신으로 구분되며, 제품혁신은 최종

제품의 특성과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반면 프로세스혁신은 비용의 감

소와 생산성의 향상을 그 목표로 한다(Lager, 2002; Lim et al., 2006).

Schumpeter(1942)가 혁신이 기업의 생존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주

장한 이래, 수십 년에 걸쳐 많은 학자들은 혁신이 기업의 생존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밝혔

다.

혁신의 중요성은 성공적인 혁신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

에 관한 연구로 이어졌다. 선행연구들은 혁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흡수 능력(Tsai, 2001; Daghfous, 2004; Chen et al., 2009;

Huang & Rice, 2009; Cho et al., 2011), 타 기업이나 조직과의 협력

(Frishammar & Hörte 2005; Zeng et al. 2010; Faems et al., 2005;

Nieto & Santamaría, 2007; Mention, 2011), 그리고 해외시장 지향성

(Macgarvie, 2006; Castellani & Zanfei, 2003; Kafouros et al., 2008)에

주목하였다.

혁신의 중요성은 반대로 혁신 성과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연

구도 함께 이루어졌다. 기업이 혁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재정적 자원

의 제약(Weiss et al., 2011; Christensen, 2007), 기업 역량의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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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witt-Dundas, 2006), 그리고 시장 구조나 수요의 불확실성과 같은 시

장적 제약(Dalton, 2009; D'Este et al., 2012; Pellegrino & Savona,

2017) 등이 주목되었다.

그러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오랜 기간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채 상반된 주장

이 존재한다. 먼저 자원의 부족이나 능력의 부족, 시장관련 제약 등은 기

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존재한다

(Frenkel, 2003; Fernandes et al., 2013; Ee Shiang & Nagaraj, 2011).

반면에 다른 연구들은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Moreau & Dahl, 2005; Iammarino et al., 2009;

Baldwin & Lin, 2002; Galia & Legros, 2004; Miner et al., 1996; Baum

& Dahlin, 2007). 한편 제약요인은 그 종류에 따라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존재하며(Hartono

& Kusumanwardhani, 2019), 반대로 혁신 제약요인과 혁신 성과는 직접

적인 관련이 없다는 연구도 존재하고 있다(Weiss et al., 2011; Tourigny

& Le, 2004).

또한 혁신은 투입물이 자동으로 산출물로 변환될 수 있는 선형적인 프

로세스가 아니며, 어떠한 투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특정 양의 산출이

보장되지 않는다(Hollanders & Celikel-Esser, 2007; Guan and Chen,

2012). 이러한 혁신의 특성으로 인해 혁신을 평가할 때에는 단순한 혁신

성과가 아닌, 혁신의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로 평가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Hollanders & Celikel-Esser, 2007; Guan and Chen,

2012). 이에 따라 특정 요인들이 혁신 성과가 아닌 혁신 효율성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혁신 제약요인이 혁

신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 없다.

한편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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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기업과 내수 기업을 따로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산업의 관점에서

그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이 경험하는 혁신 제약요인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Bilkey, 1978;

Bilkey & Tesar, 1977; Cavusgil, 1982; Thomas & Araujo, 1985;

Barker & Kaynak, 1992; Egbetokun et al., 2016; Salas-Fumas &

Ortiz, 2019), 심지어 혁신 제약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같은 제약

요인이라 할지라도 기업의 수출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다(Efthyvoulou

& Vahter, 2012). 그러나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산업의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2. 연구의 필요성

선행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기업은 혁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혁신

에 도움이 되는 요인을 잘 활용함과 동시에, 혁신 성과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을 잘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상반된 주장이 존재

하며, 심지어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실제 혁

신을 수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혁신 제약요인을 평가하고 대응함에 있

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은 성과가 아닌 효율성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혁신 제약요인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혁신

투입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혁신의 산출물인 성과만을 평가하고 있다. 이

는 성과의 달성을 목표로 혁신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참고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해줄 수 있으나, 혁신 효율성을 목표로 혁신을 수행하

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는 유용한 지표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따

라서 혁신 성과와 더불어 혁신 효율성을 바탕으로 각 혁신 제약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연구 분야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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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흡수 능력과 협력,

시장 지향성 등은 혁신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져왔고, 반대로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역시 혁신

성과 자체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실제 기업이 처한 현실에서는 혁신에 도움이 되는 요인과 혁신을 제약하

는 요인이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들은 혁신 제약요인

혹은 혁신 도움요인의 한 측면에만 집중하여 그 영향을 검증하여왔다.

뿐만 아니라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간에는 조절효과가 존재

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

아,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에 대한 검증은 아직 정확히 이

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은 구조적으로 다르고, 혁신을 수행하는

정도 역시 차이가 나며, 경험하는 혁신 제약요인과 그 정도가 서로 다르

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혁신 제약요인이 혁

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을 구

분하지 않은 채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그 영향을 파악하는데 그치고 있

다. 즉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 기업들과 내수

기업들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정확히 파악되

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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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문제 설정 및 기대효과

1. 연구문제 설정

본 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각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문제 1: 수출 기업의 혁신 제약요인은 혁신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내수 기업의 혁신 제약요인은 혁신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수출 기업의 혁신 제약요인은 혁신 도움요인과 혁신 성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내수 기업의 혁신 제약요인은 혁신 도움요인과 혁신 성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혁신 성과의 측정에 있어 혁신의 투입요소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

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은 혁신을 향상시

키는 요인과 혁신 제약요인 등 요인들이 혁신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된 다양한 요인들이 기업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증한다는 측면에서 혁신에 관한 연구의 깊이를 더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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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둘째, 혁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와 혁신 제약요인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

들 요인들이 함께 존재할 때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수 있

다. 실제로 선행연구는 혁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인 흡수 능력, 다

른 기업이나 조직과의 협력, 해외시장 지향성 등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히 검증되지 않았다. 이들의 영향이 혁신 제약요인의 존재와 그 정

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혁신을 향상시키는 요인의 영향

과 함께 혁신 제약요인의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셋째, 각 연구문제에 해당하는 분석을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으로 구

분하여 분석함에 따라,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성과와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제약요인이 갖는 조절효과 모두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 각

각을 대상으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이는 혁신 제약요인에 관한 연

구가 제조업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넘어, 제약요인

이 성과 및 효율성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이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에

게 있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인 기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

다. 먼저 자신들이 가진 자원 한계 안에서 적절한 수준의 혁신 성과를

도모하는 기업들에게 혁신 효율성을 측정한 모형은 그들의 혁신 전략에

더 적합한 모형을 제시해줄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혁신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기업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혁신 전략을 수립할 경우 왜곡된 전략

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혁신 성과에 대한 모형과 혁신 효율

성에 대한 모형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각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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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목표에 맞게 적절한 모형의 결과 값을 활용하여 올바른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다.

둘째, 국내 기업들은 혁신 제약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

라는 일부 연구를 바탕으로 제약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과도한 노력을 수

행하고 있을 수 있으며, 반대로 혁신 제약요인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를 바탕으로 제약요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을 수 있다. 혹은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성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안일한 태

도를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혁신 제약요인의 영향에 대한 상반된

주장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

을 수도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업들에게 보다 정확한 혁신 제약

요인의 영향을 파악하게 하고 적절한 대처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

다.

셋째, 기업의 관리자들은 흡수 능력이나 협력, 해외시장 지향성과 같이

혁신 성과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요인을 무작정 투자하거나, 반대로

혁신 성과가 기대만큼 크게 나타나지 않아 투자를 주저하고 있을 수 있

다. 본 연구는 혁신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혁신 제약요인에 의해 조절되어 나타나는 영향을 함께 검증

함으로써, 혁신 도움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혁신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요인들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혁신 제약요인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모형의 결과는 더욱 현실적이고 적절한 혁신 전

략을 수립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혁신 제약요인이 성과 및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에게 있어 서로 다르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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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는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 기업의 차

원에서 분석함에 따라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들은 혁신 제약요인의 영향

을 잘못 평가하고 있거나, 과대 혹은 과소평가된 기준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 제약요인이

성과 및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으로 나누어 분

석함으로써 기업들은 혁신 제약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

악하고 혁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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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연구

제 1 절 혁신 성과에 관한 연구

1. 혁신의 분류 및 혁신의 중요성

혁신이란 이전의 제품이나 프로세스와 크게 다른 새롭거나 향상된 제

품이나 프로세스를 의미하는데, 이는 잠재적 사용자가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나 혁신 주체에 의해 활용되는 프로세스, 혹은 이들의

결합을 포함한다(OECD/Eurostat, 2018)1). 혁신의 정의 아래에서, 혁신

활동은 혁신을 얻기 위해 수행되는 개발, 재정 및 상업적 활동을 모두

아우른다(OECD/Eurostat, 2018). 제품혁신은 최종 제품의 특성과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반면 프로세스혁신은 비용의 감소와 생산성의 향상을

그 목표로 한다(Lager, 2002; Lim et al., 2006).

Schumpeter(1942)가 혁신이 기업의 생존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 이래, 수십 년에 걸쳐 많은 학자들 역시 혁신 활동과 기업의 생

존이 정(+)의 관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R&D에 대한 높은 투자는 기업의

생존 확률을 높여주며(Hall, 1987; Pérez et al.,2004), 제품 혁신을 수행할

수록(Banbury & Mitchell, 1995; Christensen et al., 1998), 그리고 프로

세스 혁신을 수행할수록(Baldwin & Gu, 2004; Cefis & Marsili, 2005)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보다 높은 확률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1) OECD의 OSlo Manual(2018)에 따르면 혁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n innovation

is a new or improved product or process (or combination thereof) that differs

significantly from the unit’s previous products or processes and that has been

made available to potential users (product) or brought into use by the uni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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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비단 기업의 생존여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혁신과 기업 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어왔으며, 많은 연구들은 혁신을 수행할수록 기업은 높은 성

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Damanpour et al.,

1989; Roberts, 1999; Subramaniam & Youndt, 2005; Jenssen &

Randoy, 2006; Ismail & Abdmajid, 2007; Chen & Huang, 2010;

Jiménez-Jiménez & Sanz-Valle, 2011; Shaukat et al., 2013; Zhang &

Mohnen, 2013).

2. 혁신 성과를 향상시키는 요인

기업 활동에서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성공적인 혁신을 수행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이루어졌다.

먼저 흡수 능력(absorptive capacity)은 기업의 혁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목되었는데, 이는 “새로운 정보의 가치를 인지

하고, 동화시키며, 상업적 용도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된다

(Cohen & Levinthal, 1990). 이후 많은 연구들은 기업의 흡수 능력과 혁

신 성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흡수 능력은 기업의 혁신

능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혁신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강조하였다(Tsai, 2001; Daghfous, 2004; Chen et al., 2009; Huang &

Rice, 2009; Cho et al., 2011).

다른 조직과의 협력(collaboration) 또한 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주목받아왔다 (Frishammar & Hörte 2005; Zeng

et al. 2010). Faems et al.(2005)은 조직 간의 협력과 혁신 성과가 긍정

적인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 기반의 협력이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연구조직이나 고객, 공급자 등과의 협력 역시 혁신 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Nieto & Santamaría,

2007; Menti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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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요인으로는 기업의 시장 지향성(market orientation)을 들 수 있

는데, 해외 시장에서 운영하는 기업일수록 더욱 혁신적인 경향이 있으며

다국적 기업이 단일국적 기업보다 더욱 혁신적인 경향이 있음이 밝혀졌

다(Macgarvie, 2006; Castellani & Zanfei, 2003). Kafouros et al.(2008)은

시장 지향성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혁신 능력과 혁

신의 전유성(appropriability)은 국제화를 통해 증대될 수 있다고 설명하

였다.

3. 혁신 성과를 제약하는 요인

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뿐만 아니라, 반대로

혁신을 제약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도 함께 활발히 이루어졌다. 혁신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재정적 자원의 제약(Weiss et al., 2011;

Christensen, 2007), 기업의 능력의 제약(Hewitt-Dundas, 2006), 그리고

시장 구조나 수요의 불확실성과 같은 시장적 제약(Dalton, 2009; D'Este

et al., 2012; Pellegrino & Savona, 2017) 등이 지목되었다.

그러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오랜 기간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채 상반된 주장

이 존재한다. 먼저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재정적 자원의 부족이나 능력의

부족, 시장관련 제약 등은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

한다(Frenkel, 2003; Fernandes et al., 2013; Ee Shiang & Nagaraj,

2011). 충분한 재정적 자원은 제품 및 프로세스혁신의 수행뿐만 아니라

혁신의 보급에도 필요하므로(Hivner et al., 2003), 재정적 자원의 부족은

기업이 혁신을 수행하려는 경향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Savignac,

2008; Mohnen et al., 2008). 협력 파트너의 부족 또한 기업의 혁신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Hewitt-Dundas, 2006), 수요와 시장과 관련한 제

약 역시 혁신의 실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Pellegri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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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ona, 2017).

반면에 혁신 제약요인과 혁신 성과는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

는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부족한 자원은 개인의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Moreau & Dahl, 2005),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Iammarino et al.(2009)

은 기업이 제약요인을 인식할수록 혁신 경향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혁신은 학습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혁신적인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

업보다 더욱 자주 제약요인에 직면한다(Baldwin & Lin, 2002; Galia &

Legros, 2004). Miner et al.(1996)과 Baum & Dahlin(2007)은 실패를 통

한 학습의 가치를 언급하며,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한편 혁신 제약요인은 그 종류에 따라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서

로 다르다는 연구도 존재하는데, Hartono & Kusumanwardhani(2019)에

따르면 종업원 및 조직 태도 관련 제약요인은 혁신 성과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반면 자본, 위험, 지식, 협력 관련 제약요인은 혁신 성과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혁신 제약요인은 혁신 성과에 아무런 영향

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도 존재한다(Weiss et al., 2011).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Tourigny & Le(2004)의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들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혁신 제약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기업이 혁신 제약요인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혁신 성과

는 저해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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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혁신 효율성에 관한 연구

1. 혁신 효율성 측정의 중요성

혁신 효율성은 “혁신 투입물을 혁신 산출물로 변환하는 능력”으로 정

의되며, 더 적은 양을 투입하여 동일한 양을 산출할 수 있거나 혹은 동

일한 양을 투입하여 더 많은 양을 산출할 수 있을 때 혁신 효율성은 향

상될 수 있다(Hollanders & Celikel-Esser, 2007; Liu et al., 2018). 혁신

은 투입물이 자동으로 산출물로 변환될 수 있는 선형적인 프로세스가 아

니며, 어떠한 투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특정 양의 산출이 보장되지

않는다(Hollanders & Celikel-Esser, 2007; Guan and Chen, 2012). 이러

한 혁신의 특성으로 인해 혁신을 평가할 때에는 단순한 혁신 성과가 아

닌, 혁신의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로 평가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Hollanders & Celikel-Esser, 2007; Guan and Chen, 2012).

2. 혁신 효율성에 관한 연구

혁신 효율성 측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많은 연구들이 혁신 성

과를 측정할 때 혁신의 투입과 산출을 함께 고려한 혁신 효율성을 평가

하고 있으며, 이들 연구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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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thod DMUs Input factors Output factors

Shin et al.

(2019a)
DEA

164 Korean

Chemical firms

(1) The number of R&D

employee

(2) Total innovation cost

(1) Total Sales

Shin et al.

(2019b)

SEM

(Super

efficienc

y model)

388 Korean

manufacturing

companies

(1) R&D employee

(2) R&D expense

(1) Patent application

(2) Innovation sales

Asimakopoulos

et al. (2019)

DEA

(input-or

iented)

3,024 Spanish

firms

(1) Percentage of R&D staff

(2) Percentage of R&D expense

(1) Percentage sales of products

new to the firm

(2) Percentage sales of products

new to the market

Li et al. (2019)
3-stage

DEA

64 Chinese

semiconductor

companies

(1) The number of R&D

personnel

(2) Total R&D capital

expenditure

(3) Total investment in patent

management

(1) The incremental increase in

sales over the previous year

(2)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Kim and Shin

(2019)

DEA

(input-or

iented)

72 Korean

logistics firms

(1) The number of employee

(2) The innovative activity cost
(1) The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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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 et al.

(2019)

Network

DEA

443 Chinese

innovative

firms

(1) Internal R&D expenditure

(2) R&D personnel

(3) Total number of patents

(4) Total number of invention

patents

(1) Value of new product

(2) Profit

(3) Revenue

(4) Tax

Wang et al.

(2019)

DEA /

Malmqui

st index

10 Chinese

petroleum firms

(1) R&D stuff

(2) R&D investment

(3) Non R&D investment

(1) Innovative product patent

(2) Innovative product sales

(3) Innovative products market

share

Shin et al.

(2018)
DEA

441 Korean

manufacturing

companies

(1) R&D employee

(2) R&D expense

(1) Patent application

(2) Innovation sales

Park (2018)
2-stage

DEA

1778 Korean

manufacturing

SMEs

(1) R&D expenditure divided by

total sales

(2) Share of R&D staff in total

employment

(1) Percentage of sales from

R&D activities

Wang et al.

(2016)

2-stage

DEA

38 Chinese

new energy

enterprises

(1) Fixed assets

(2) Staff wages

(3) R&D costs

(1) Total profits

(2) Market value

Suh and Kim

(2014)

DEA

(output-

300 Korean

service firms

(1) Number of researchers

(2) Investment in IT

(1) Service innovation

(2) Process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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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ented)

infrastructure

(3) Innovation cost for physical

resources

(3) patents

Cruz-Cázares

et al. (2013)

DEA/

Malmqui

st index

415 (first

stage)/362

(second stage)

Spanish

manufacturing

firms

(1) R&D capital stock

(2) High-skill staff

(1) The number of product

innovations

(2) The number of patents

Wang et al.

(2013)

2-stage

DEA

Top 65

high-technolog

y firms

(1) Employees

(2) Assets

(3) Number of researchers

(4) R&D expenditures

(1) Market value

(2) Return on investment

Claudio et al.

(2013)

DEA

(output-

oriented)

3,111

observations of

536 Spanish

manufacturing

firms

(1) R&D capital stock

(2) High-skilled staff

(1) New products

(2) Patents

Chen & Guan

(2012)

DEA

(output-

oriented)

30 Chinese

province-level

regions

(1) Expenditure on science and

technology

(2) Number of science and

(1) Gross domestic products

(2) Sale of new products

(3) Value of ex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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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personnel

(3) Foreign direct investment

(4) Expenditure on the import of

technology

(5) Expenditure on the purchase

of domestic technology

(6) Value of contractual inflows

in domestic technical markets

(4) Annual income in urban

residents per capita

Bae and

Chang (2012)

DEA

(input-or

iented)

1,251 Korean

manufacturing

firms

(1) Innovation expenditures

(1) R&D personnel

(2) The number of registered

patents

(3) The turnover

(4) Operating profits

Guan & Chen

(2012)

2-stage

DEA
22 Countries

(1) Number of full-time

equivalent scientists and

engineers

(2) Incremental R&D expenditure

(3) Prior accumulated knowledge

stock breeding upstream

knowledge production

(1) Added value of industries

(2) Export of new products in

high-tech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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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ong et al.

(2011)

DEA

(input-or

iented)

30 Chinese

province-level

regions

(1) R&D expenditure

(2) Full-time equivalent of R&D

personnel

(1) Patent applications

(2) Sales revenue of new

products

(3) Profit of primary business

Guan & Chen

(2010)

2-stage

DEA

26 Chinese

province-level

regions

(1) Internal expenditure of R&D

funding

(2) Full-time equivalence of

scientists and technologists on

R&D activities

(3) Accumulated patents stock

(1) The value added taxes

(2) The value added profits

(3) The export value of new

products

(4) The sale revenue of new

products

Hollanders &

Celikel-Esser

(2007)

DEA

(output-

oriented)

35 Countries

(1) Innovation drivers

(2) Knowledge creation

(3) Innovation & entrepreneurship

(1) Applications

(2) Intellectual property

Guan et al.

(2006)
DEA

182 Chinese

industrial

innovative

firms

(1) Learning

(2) R&D

(3) Manufacturing

(4) Marketing

(5) Resource

(1) Market share

(2) Sales growth

(3) Export rate

(4) Profit growth

(5) Productivity

(6) New product rate

<표 2-1> 혁신 효율성 관련 선행 연구 (Adopted from Shin et al.(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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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의 혁신에 관한 연구

기업의 혁신 특성은 해외 시장으로의 수출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

다. 먼저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의 근본적인 구조적 차이에 주목한 연구

들이 많이 있다(Kampik & Dachs, 2010; Wakelin, 1998; Calvo, 2003;

Bernard et al., 1995; Caldera, 2010; Leonidou, 1995).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의 차이는 혁신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데, 먼저

Salas-Fumas & Ortiz (2019)는 수출 기업이 내수 기업에 비해 혁신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실제로 수출 기업

이 내수 기업에 비해 혁신을 더 많이 수행한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수

출 기업일수록 내수 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더욱 높으며(Bernard et al.,

2007), 혁신 성과 또한 더욱 높고(Efthyvoulou & Vahter, 2012), 제품혁

신과 프로세스혁신을 비롯하여 R&D 투자 등도 더 활발히 일어난다

(Crespi et al., 2014).

선행 연구들은 혁신 제약요인에 있어서도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의 차

이에 주목하였다. 제조업의 경우 세계화의 전 단계에서 수출 장벽에 자

주 노출되는데(Bilkey, 1978; Bilkey & Tesar, 1977; Cavusgil, 1982;

Thomas & Araujo, 1985), 이는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이 경험하는 혁신

제약요인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Barker

& Kaynak(1992)은 내수 기업은 높은 초기 투자비용, 능력있는 종사자의

부재 등을 가장 심한 제약요인으로 여기는 반면, 수출 기업은 과도한 형

식적 절차, 운송의 어려움 등의 제약요인을 가장 심하게 느낀다고 밝혔

다. Salas-Fumas & Ortiz(2019)는 수출 기업이 내수 기업에 비해 자본

적 제약에 더 노출되는 경향이 있으며, 수출 기업이 수요 불확실 제약을

혁신의 제약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다고 하였다. Efthyvoulou &

Vahter(2012)는 자본적 제약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 기업보

다 내수 기업에게 더 크며, 자본적 제약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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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에게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Egbetokun et al.(2016)은 수출 기업은 내수 기업보다 자본적 제약을 더

적게 인식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수출 기업의 경우 혁신을 위한 자본 자

원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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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모형

제 1 절 가설 설정

1. 혁신 제약요인과 흡수 능력

흡수 능력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

루어져왔다. 선행 연구들은 흡수 능력은 기업의 혁신 능력을 향상시키며

(Cohen & Levinthal, 1990; Daghfous, 2004), 혁신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Fosfuri & Tribó 2008; Chen et al. 2009;

Kostopoulos et al. 2011). 이러한 흡수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R&D

집중도가 활용되고 있다(Laursen & Salter, 2006; Garriga et al., 2013).

그러나 흡수 능력은 R&D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Cohen &

Levinthal, 1990), 흡수 능력의 관리는 자본적 비용을 야기한다. 따라서

자본적 제약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는 한정된 자본을 혁신을 위한 비용과

R&D에 배분해야하는 문제를 떠안게 된다. 즉, 자본적 제약을 겪고 있는

기업이 R&D에 과도하게 투자할 경우 자본적 제약을 가중시킬 것이며,

반대로 R&D에 투자하지 않고 혁신을 위한 그 외의 비용에 활용할 경우

흡수 능력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충분히 누릴 수 없게 된

다. 따라서 R&D가 혁신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기업이 겪는 자본

적 제약에 따라 그 영향이 부정적으로 조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의 R&D 투자가 성공적인 혁신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존재한다. Urgal et al.(2013)

은 지적 자원과 혁신 성과의 관계는 기업의 혁신 역량에 의해 조절된다

고 밝혔으며, Kim et al.(2011)은 R&D가 직접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보다, 많은 경우 기술 상업화 역량(technology commer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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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bility)에 의해 조절된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는

R&D 투자가 충분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충분한 역량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Gould, 2012). 이는 외부 정보와 혁신 성과가 거꾸

로 된 U-shape의 관계가 있다는 연구(Katila & Ahuja, 2002; Laursen

& Salter, 2006; Heil & Enkel, 2015)와도 맥락을 함께하는데, 결국 충분

한 정보의 획득은 기업의 혁신 성과를 증가시키지만 그 정보의 양이 크

게 증가하여 기업의 역량을 벗어나게 되면 혁신 성과의 증가분은 점차

감소하거나 심지어는 낮아질 수도 있다. 즉, R&D 집중도가 혁신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기업이 역량이 부족할수록 부정적으로 조절될 것

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혁신 제약요인은 R&D 집중도가 혁신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

향에 부정적 조절효과를 갖는다.

2. 혁신 제약요인과 협력

많은 연구들은 다른 기업이나 조직과의 협력이 기업의 성과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Frishammar and Hörte 2005; Zeng et al. 2010). Faems

et al.(2005)은 조직 간 협력이 혁신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

혔으며, Mention(2011)은 과학에 기반한 협력이 혁신 성과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한 Nieto & Santamaría(2007)는 연구 조직, 고

객, 공급자와의 협력이 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력은 언제나 긍정적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개

발의 지연, 협력 파트너와의 갈등, 통제의 상실 등의 잠재적 위험을 내포

하고 있다(Bruce et al., 1995; Mitchell et al., 2015). 또한 협력은 프로세

스에서 시간적 및 금전적 비용뿐만 아니라 감정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성과의 분배와 같은 결과적 비용도 야기한다(Fox & Faver, 1984). 뿐만

아니라 협력은 조직 구조와 관행, 자본의 재배분, 기술적 기준,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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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등의 문제에 직면하도록 만든다(Rich et al., 2000).

협력이 성공하기 위해 기업은 올바른 파트너를 선정하고 적절한 통제

매커니즘을 설립해야 한다(Dekker, 2004). 그러나 자본이나 역량이 부족

한 기업은 이러한 통제 매커니즘의 설립이 어려울 수 있으며, 협력을 통

해 얻어야 할 자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얻어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Schulze & Brojerdi (2012)에 따르면,

기업이 파트너의 일상적 조직 구조에 대해 미지한 경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에 노출되어 혁신 성과가 저해될 수 있다. 자본이나

역량이 부족한 기업은 잘못된 파트너와 협력할 수 있고, 이는 통제의 상

실과 혁신 성과의 저해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협력

은 파트너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하는 등의 기회주의적 행

동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Das, 2005), 시장이나 기술에 관한 충분한 지

식이 부족한 기업은 이러한 행동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

상된다. 다시 말해 협력은 혁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으나, 자본 및 역

량의 부족을 겪는 기업은 협력으로부터 충분한 산출을 얻지 못할 수 있

거나 심지어는 협력의 잠재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혁신 제약요인은 협력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부

정적 조절효과를 갖는다.

3. 혁신 제약요인과 시장 지향성

MacGarvie(2006)는 국제적 시장에서 운영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

업보다 혁신적인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Criscuolo et

al.(2012)은 그들의 연구에서 해외시장 지향성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Castellani & Zanfei(2003)는 다국적 기업은 단일 국적 기업보다 혁신적

인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Kafouros et al.(2008)은 국제화는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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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혁신의 이점은 국경을 벗어난 시장에

서의 운영 정도에 달려있다고 역설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혁신

능력과 혁신의 전유성은 국제화를 통해 향상될 수 있으며 결국 국제화를

통해 더 높은 혁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Kafouros et al., 2008).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은 시장 환경은 국제화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

점을 감소시키는 반면, 지식의 유출, 소통의 어려움, 조정 비용의 증가,

R&D의 규모의 경제 효과의 감소 등과 같은 국제화의 부작용을 증가시

킨다(Von Zedtwitz & Gassmann, 2002; Sanna-Randaccio & Veugelers,

2007; Kafouros et al., 2008). 따라서 해외 시장에서의 영업으로부터 높

은 혁신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본과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문화적 차이는 혁신과 성과 사이의 관계에서

혁신의 투입, 과정, 상업화에 영향을 미치며(Rosenbusch et al., 2011), 기

업의 국제 시장 지향성은 시장의 다른 문화에 노출시켜 혁신 성과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리하면, 기업의 해외시장 지향성은 혁신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혁신을 수행함에 있어 자본적 및 역량

적 제약을 겪는 기업에게는 해외시장 지향성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긍정

적 영향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혁신 제약요인은 해외시장 지향성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부정적 조절효과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은 서로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

고(Kampik & Dachs, 2010; Wakelin, 1998; Calvo, 2003; Bernard et al.,

1995; Caldera, 2010; Leonidou, 1995), 그들이 경험하는 제약요인 역시

서로 다르게 존재하는 바(Bilkey, 1978; Bilkey & Tesar, 1977; Cavusgil,

1982; Thomas & Araujo, 1985; Barker & Kaynak1992), 수출 기업과 내

수 기업을 따로 구분하여 혁신 제약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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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가설들이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에게 각각 적용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나 수출 기업의

경우 H1부터 H3까지 총 세 개의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반면, 내수 기

업의 경우 해외시장 지향성은 없는 기업들이므로 H3에 해당하는 혁신

제약요인이 해외시장 지향성과 혁신 성과 사이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두 개의 가설을 검증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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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데이터 및 변수 설정

1. 데이터

본 연구는 기업의 혁신 성과, 혁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해 분석하고자 하므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가장 최근 수행

한 2018년 기술혁신조사(KIS)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기술혁신조사는

2003년 통계청의 승인통계로 지정된 이래, 국내 기업들의 혁신 전반에

관한 현황을 꾸준히 조사하고 있다. 기술혁신조사 데이터는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혁신 제약요인과 혁신 도움요인, 혁신의 성과, 그리고

혁신을 위해 투입되는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담고 있으므로 본 연

구에 활용하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기술혁신조사는 총 3,500

개의 제조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15, 2016, 2017년)

각 기업의 혁신활동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기술혁신조사는 국내

기업의 혁신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에 활용되며, 국제 사회에

제공되어 국가별 혁신 지수를 비교하는 데 활용되고 있어 그 신뢰성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실제 혁신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혁신을 수행하고자 노력

한 기업만을 분석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avignac, 2008;

Pellegrino & Savona, 2017). 다시 말해 (최소 최근 3년에 해당하는

2015, 2016, 2017년 동안) 혁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거나 수행하려는 노

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업은 표본 선택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이는 혁

신을 수행한 바 없거나 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업은 혁신

제약요인을 경험한 바 없고 달성한 혁신 성과 역시 없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표본이 분석에 활용될 경우 혁신 제약요인과 혁신 성과가 긍정적

인 관계를 갖는다는 왜곡된 결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Savign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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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전체 3,500개의 기업 중 실제 혁신을 수행했거나 혁신을 수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기업의 수는 1,498개이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은 혁신 성

과에 대한 분석과 혁신 효율성에 대한 분석으로 구분되는 바, 혁신 효율

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혁신 성과를 위한 분석에 활용한 변수들에 더하여

혁신을 위해 투입되는 투입요인들에 대한 변수가 추가적으로 활용된다.

활용하고자 하는 변수들 중 미응답/비현실적인 응답을 포함하고 있는 표

본을 제외한 1,475개가 혁신 성과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이들 중 수출 기

업과 내수 기업의 수는 각각 690개와 785개이다. 혁신 효율성 분석에서

는 혁신 투입요소가 함께 활용되는 바, 이들에 대한 미응답/비현실적인

응답 값을 제외한 1352개의 표본이 추출되었으며, 이들 중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의 수는 각각 644개와 708개이다.

2. 변수 설정

2.1. 종속변수

선행연구에서는 제품혁신 성과를 급진적 제품혁신 성과와 점진적 제품

혁신 성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급진적 제품혁신 성과는 해당

제품의 출시 이전에는 시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상품의 매

출로 측정하는 반면, 점진적 제품혁신 성과는 시장에는 존재하고 있었으

나 해당 기업에게는 새로운 혁신 상품의 매출로 측정하고 있다(Laursen

& Salter, 2006; Garriga et al., 2013). 본 연구 역시 선행연구를 따라 혁

신 성과를 급진적 혁신 성과와 점진적 혁신 성과로 구분하였으며, 급진

적 혁신 성과는 최초 혁신 제품의 매출액으로, 점진적 혁신 성과는 기업

최초 혁신 제품의 매출액으로 각각 측정하였다.

첫 번째 연구 모형에서는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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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검증한다. 혁신 효율성은 선행연구가 측정한 변수에 따라 제품

혁신 성과를 산출요소로 설정하고 투입요소로서 R&D 인력의 수와 혁신

비용의 두 가지 요소를 활용한다(Shin et al., 2018; Park, 2018; Wang et

al., 2016; Cruz-Cázares et al., 2013; Chen & Guan, 2012; Guan &

Chen, 2012; Zhong et al., 2011; Guan & Chen, 2010; Hollanders &

Celikel-Esser, 2007; Guan et al., 2006). 산출요소인 제품혁신 성과는 급

진적 제품혁신 성과와 점진적 제품혁신 성과로 세분화되므로, 혁신 효율

성은 급진적 제품혁신 효율성과 점진적 제품혁신 효율성의 두 가지로 구

분된다.

두 번째 모형에서는 혁신 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혁신 도움요인

들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혁신 제약요인들로 인해 조절되는지 검

증한다. 이에 따라 제품혁신 성과는 급진적 제품혁신 성과와 점진적 제

품혁신 성과로 구분하여 설정된다. 이들 혁신 성과는 전체 매출액 대비

혁신 상품의 매출액의 비중으로 측정되는데, 이 값에 전체 매출액을 곱

하여 급진적 제품혁신 매출액과 점진적 제품혁신 매출액 값을 도출하였

다. 효율성에 대한 검정에서는 혁신적 제품의 매출액 값 자체를 산출요

인으로 활용하여 투입요인의 수준에 따른 계산을 바탕으로 혁신 효율성

이 계산되는데 반해, 혁신 성과에 대한 검정에서는 선형 회귀분석을 수

행하기 위해 혁신적 제품의 매출액 값에 자연로그(ln)를 취한 값을 종속

변수로 활용하였다.

2.2.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선행연구에서 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

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혁신 성과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며 다른

하나는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혁신 성과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진

흡수 능력, 타 기업이나 조직과의 협력, 그리고 해외시장 지향성을 각각

독립변수로 설정한다. 흡수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많은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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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집중도(R&D intensity)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흡수 능력이

R&D 투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Cohen & Levinthal, 1990;

Laursen & Salter, 2006; Garriga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내부

R&D의 정기적 운영 형태를 흡수 능력으로 측정한 선행연구에 따라

(Oltra & Flor, 2003; Becker & Peters, 2000), 내부 R&D를 상시적으로

수행할 시 2점, 필요시 비상시적으로 수행할 시 1점, 수행하지 않을 경우

0점을 부여하였다.

두 번째 혁신에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는 다른 기업 혹은 조직과의 협

력이 있다. 협력은 이분형 변수를 활용하여, 혁신을 위해 타 기업과 협력

한 경험이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였다.

세 번째 혁신에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는 해외시장 지향성이 있다. 선

행연구에서는 해외시장 지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상품을 판매하는 해

외 시장의 수(Pascucci et al., 2016; Myers et al., 2007; Samiee &

Walters, 1990; Ferrante & Novelli, 2013), 혹은 대륙의 수(Giovannetti

et al., 2015; Yeniyurt et al., 2007; Fernhaber et al., 2014)로 측정하고

있다. 기업혁신조사는 기업이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시장을 국가가 아닌

대륙의 수로 측정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의 해외시장 지향성은 시장

을 판매하는 대륙의 수로 측정하였다.

조절변수로서는 혁신 제약요인들이 있다. 기술혁신조사는 혁신을 저해

하는 요인으로 크게 네 가지 범주에 속하는 14개의 세부 항목으로 나누

어 조사하고 있는데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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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세부 항목

자금문제

1) 내부(귀사나 소속그룹) 자금 부족
2) 기업 외부(외부 융자 또는 민간 펀드 등) 자금 부족
3) 정부 지원(교부금 또는 보조금) 획득의 어려움
4) 과다한 혁신 비용

기업역량
요인

5) 혁신을 위한 우수 인력 부족
6) 기술에 대한 정보 부족
7)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8) 혁신을 위한 협력파트너의 부재
9) 혁신 도입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 부재

시장요인
10) 시장 경쟁이 너무 심해서 혁신활동을 수행할 여력이 없음
11) 혁신 제품/아이디어에 대한 시장수요 불확실

필요요인
12) 3년 이전에 수행한 혁신 성과로 인해 추가적인 혁신 불필요
13) 혁신에 대한 수요부족으로 혁신 불필요
14) 시장의 경쟁 압력이 낮아 혁신 불필요

<표 3-1> 혁신 제약요인의 구분

기술혁신조사는 이들 항목이 혁신을 저해했는지의 관련 여부와 더불어

관련이 있었다면 그 중요도를 높음, 보통, 낮음으로 구분하여 설문하고

있다.

위 혁신 제약요인 중 필요요인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혁신 필요성의 부

재로 인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혁신 제

약요인의 범주와 맞지 않다. 따라서 필요요인에 해당하는 세 가지 항목

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요인들을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11개 요인을 모두 변수로 활용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으며, 조절효과를

함께 파악해야 하는 본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항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모두 함께 분석되어야 하므로 모형이 지나치게 복잡

해지는 문제를 안게 된다. 따라서 혁신 제약요인에 해당하는 요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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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요인분석을 선행하여 변수의 수를 축소한 뒤, 추출된 변수를 활용

하였다. 이 때 활용하는 요인분석은 보다 보수적인 방법을 적용한 탐색

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혁신조사의 설문과 유사하게 혁신 제약요인을 4점 척도

로 측정하여 그 중요도가 높은 경우 3점, 보통일 경우 2점, 낮을 경우 1

점, 관련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하고,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해당 값을

평균하여 각 변수의 값을 부여하였다.

2.3. 통제변수

혁신 성과 혹은 혁신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외 변수로

서, 기업의 규모와 기업의 나이, 혁신 보호를 위한 방법의 활용 여부, 기

업 형태, 고급 인력, 그리고 소속 산업을 들 수 있다. 기업의 규모는 상

시 종업원 수의 평균 값에 log를 취한 값으로 활용하였으며, 기업의 나

이는 설문조사 연도에서 해당 기업의 설립 년도를 뺀 값으로 측정하였

다. 혁신 보호를 위한 방법의 활용 여부는 혁신 보호를 위한 방법을 활

용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였고, 기업 형태의 경우

국내그룹 계열사, 독립기업, 해외그룹 계열사로 총 세 가지의 형태로 구

분되는 바, 두 개의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국내그룹 계열사의 경우 (0, 0),

독립기업의 경우 (1, 0), 그리고 해외그룹 계열사일 경우 (0, 1)의 값을

각각 부여하였다. 고급 인력은 전체 종업원 수 대비 석사 이상 종사자

수의 비중으로 설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소속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의 2자리 수 코드에 따라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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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모형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을 따로 분석하므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혁신 성과에 관한 모형에서는 이들 각각에

대해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더불어 조절

효과를 함께 검증하고자 한다. 이 때 수출 기업의 경우 해외시장 지향성

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나 내수 기업은 해외시장 지향성은 없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혁신 제약요인이 해외시장 지향성과 혁신 성과 사이

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가설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

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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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구모형 1: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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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연구모형 2: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도움요인과 혁신 성과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 (수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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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연구모형 3: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도움요인과 혁신 성과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 (내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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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방법

제 1 절 요인분석

요인(factor)이란 변수 간 관계를 요약한 차원 혹은 구성으로 정의되

며, 또한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s)에 의해 정의된 구성이라고도 정의

할 수 있다(Royce, 1963). 이 때 요인 적재량은 요인에 대한 변수의 상관

관계를 의미한다(Kline, 2014).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변수와 같은

측정된 혹은 요소화된 개체의 내재된 구조를 식별하기 위한 통계적 기법

이다(Thompson, 2007). 요인분석이 활용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가 있

는데, 이들은 (1) 경험적으로 이론을 창출하거나, (2) 요인화된 개체가

이론적으로 기대되는 방식으로 무리를 이루는지 평가하거나, (3) 잠재변

수(latent variable)의 수치를 추정한 뒤 통계적 분석에 활용할 때이다

(Thompson, 2007). 결국 요인분석은 변수의 수를 축소시키며, 변수의 수

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 요인분석을 통해 분석 및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요인분석은 변수들 간 충분한 상관관계가 존재할 때 수행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많은 경우 요인분석의 결과가 의미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바틀

렛(Bartlett) 검정이나 KMO(Kaiser-Meyer-Olkin) 검정을 수행한다. 바

틀렛 검정은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 행렬식

(determinant) 값을 계산한 뒤 검정통계량 값인 카이제곱() 값을 산출

하는데, 산출된 카이제곱 값을 이용하여 상관계수 행렬이 단위행렬인지

여부를 검정한다. 상관계수 행렬이 단위행렬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단위행렬이 아니라는 대립가설이 채택되는 경우, 요인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바틀렛 검정은 샘플의 수가 충분히

큰(150개 이상)인 경우 적합하며, 카이제곱 값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표

현된다(Bartlett,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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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도  
 

  표본의수   변수의수  상관행렬의행렬식값 

KMO(Kaiser-Meyer-Olkin) 검정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편상관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평가하는 것으로, 변수들 간 공유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정도를 파악한다. 편상관계수를 제곱한 값과 상관계수를

제곱한 값의 합에서 상관계수를 제곱한 값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

하는데, 다시 말해 편상관계수의 제곱 합이 작을 경우 KMO 값은 1에

가까워지며, 편상관계수의 제곱 합이 클 경우 KMO 값은 0에 가까워진

다. 편상관계수의 제곱 합이 작다는 것은 실제 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다

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요인분석을 하기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 





  변수 와변수 의상관계수 

  변수 와변수 의편상관계수 

또한 KMO 값에 따른 결과 해석은 다음과 같다.

KMO 값 해석
 ≤  marvelous

 ≤    meritorious
 ≤    middling
 ≤    mediocre
 ≤    miserable

   unacceptable
<표 4-1> KMO 검정 결과의 해석

(Adopted from Kaiser(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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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료포락분석

1. 자료포락분석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은 선형계획법(LP:

Linear programming)을 활용하여 각 의사결정단위(DMU: decision

making unit)들의 상대적 효율성 값의 계산을 통해 효율적 경계(efficient

frontier)를 추정하는 비모수 방법이다(Banker et al., 1984). Farrell(1957)

이 단일 투입요소와 단일 산출요소에 대해 효율성을 측정한 연구를 연장

하여, Charnes et al.(1978)은 다수의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에 대한 의사

결정단위들의 효율성 값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포락분석을 개발하였다.

각 의사결정단위의 효율성은 상대적 효율성 값으로 계산하며, 이는 모든

의사결정단위의 효율성 값을 1 이하로 제약한 채 해당 의사결정단위의

효율성을 최대로 할 수 있는 각 투입 및 산출물의 가중치를 계산하여 얻

을 수 있다.

CCR 모형2)은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RS: constant returns to scale)

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효율성과 순수 기술적 효율성을 구분하

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규모수익 불변 대신 규모수익 가변

(VRS: variable returns to scale)을 가정하여 적용한 BCC 모형3)이 등장

하였다(Banker et al., 1984). 규모수익 불변을 가정하는 CCR 모형은 의

사결정단위의 효율 및 비효율 정도를 기술적 효율성(TE: technical

efficiency)만으로 판단하는데 반하여 BCC 모형은 이러한 기술적 효율성

을 순수 기술적 효율성(PTE: pure technical efficiency)와 규모 효율성

(SE: scale efficiency)의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한다는 데에 차이가 있

2) Charnes, Cooper, Rhodes(1978)에 의해 개발된 모형으로, 이들의 앞 글자를 따서 
CCR 모형이라 부른다.

3) Banker, Charnes, Cooper(1984)에 의해 개발된 모형으로, 이들의 앞 글자를 따서 
BCC 모형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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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CCR 모형과 BCC 모형은 투입요소와 산출요소 중 어디에 초점

을 두는지에 따라 투입지향(input oriented) 모형과 산출지향(output

oriented)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투입지향 모형은 투입요소가 통제

가능하고 산출요소가 통제 불가능할 때 적용하는데 반해, 산출지향 모형

은 투입요소는 통제가 불가능하나 산출요소가 통제 가능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이다. 이에 따라 BCC 모형도 투입지향 BCC 모형과 산출지향

BCC 모형으로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 효율성 계산을 위한 투입요인으로서 R&D 인력의

수와 혁신 비용을 활용하고 산출요인으로서 혁신적 제품의 매출액을 활

용한다. R&D 인력의 수와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인 반면, 혁신적 제품의 매출액과 같은 혁신 산출의 경우

투입에 비례하여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Hollanders &

Celikel-Esser, 2007; Guan and Chen, 2012) 통제 가능한 요소로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포락분석은 투입지향 모형

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

는 투입지향 BCC 모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투입지향 BCC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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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트스트랩 자료포락분석

자료포락분석은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자료포락분석의 결

과로 얻은 효율성의 값은 의사결정단위가 추가 혹은 삭제됨에 따라 크게

변하게 된다. 자료포락분석은 비모수방법이기 때문에 도출된 효율성의

값은 모수를 대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Simar & Wilson, 1998). 이

에 따라 자료포락분석을 통해 도출된 효율성 결과는 모수 추정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대신, 맨-휘트니 검정(Mann-Whitney U test), 윌콕

슨 순위합 검정(Wilcoxon Rank-Sum test), 크루스칼-왈리스 일원배치분

산분석(Kruskal-Wallis one-way analysis of variance) 등과 같은 비모

수 통계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Simar & Wilson(2000)은 부트스트랩(bootstrap) 기법을 통해

모수 추정치를 추출하여 전체 효율성의 분포를 추론해야 한다고 강조하

였다. 그들은 또한 부트스트랩 기법을 자료포락분석에 접목시켜 비모수

인 의사결정단위를 모수로 변환하여 효율성의 값을 모수화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Simar & Wilson, 1998; 2000). 부트스트랩 자료포락분석 기

법이 제안됨에 따라 많은 연구에서는 자료포괄분석을 통해 도출한 효율

성 값을 적절히 변환한 뒤 평균의 비교 등이 가능해졌으며, 모집단의 모

수에 관한 가설을 검정할 수 있는 회귀분석 등의 기법과 함께 활용되어

보다 활발한 연구가 가능해졌다.

본 연구는 Simar & Wilson(1998)이 제시한 부트스트랩 자료포락분석

절차를 따라 수행하였으며, Simar & Wilson(2000)의 제안에 따라 부트

스트랩의 반복 횟수는 2,000번으로 하였다. 이 때 Kneip et al.(2008)에

의해 개발된 절차를 따라 부트스트랩 효율성의 평균값은 다음 수식에 의

해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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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회귀분석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예측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바탕으로 독립변수에 따라 종속변수의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는

방법이다(Cook & Weisberg, 1999).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의 수에 따라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따라

선형 혹은 비선형 회귀분석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다중회귀분석의 일종인 위계적 회귀분석은 특정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를 설명하는 추가적인 분산의 양이 연구의 초점이 될 때 주로 수행하는

데, 독립변수들이 (연구자가 설정한 사전 이론적 배경에 의해) 정해진 순

서에 따라 회귀모형 식에 진입하게 된다(de Jong, 1999; Vogt, 1999). 혁

신과 관련된 주제로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많은 선

행연구에서도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한 바 있는데, 이들은 조절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모형을 기반으로 조절효과를 고려한 모형의 설명력 정도

를 비교하며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함

께 검증하고 있다(Ignatius et al., 2012; Huang & Yang, 2014; Boyer et

al., 1997; Lu et al., 2017; Dey & Mukhopadhy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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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혁신 효율성 분석 결과

제 1 절 요인분석 결과

1. 수출 기업 요인분석 결과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혁신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혁신 효율성의 경우 혁신 성과에 대해 분석에 필요한 변수에 더하여, 투

입요인으로서 R&D 인력의 수와 전체 혁신 비용의 두 가지 요인이 추가

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동등한 비교를 위해 혁신 성과에 대한 분석 역

시 효율성 분석에 활용된 표본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

때 분석에 활용된 수출 기업의 표본 수는 644개이다.

먼저 수출 기업의 혁신 제약요인에 대해 수행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5-1>와 같다. 요인분석 결과 KMO 검정 결과 .893으로 매우 높은 결과

를 나타내고 있으며, Bartlett's 검정 결과 역시 요인분석을 활용하기 무

리가 없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또한 두 요인에 대한 Cronbach's α값은

각각 .878과 .914로 나타나,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위 요인분

석 결과에 따라 추출된 두 제약요인을 각각 혁신 제약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로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각각 자본적 제약요인과 역

량 및 시장적 제약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기술혁신조사에서 역량적 제약요인과 시장적 제약요인으로 나누어 분

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같은 제약요인으로 분류되고 있음은

아마 이들 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시장 경쟁이 너무 심해서 혁신활동을 수행할 여력이 없음”은 기술혁신

조사에서 시장적 제약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장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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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할 수 있는 기업 역량의 부족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혁신 제품/아이디어에 대한 시장수요 불확실”의 경우 기업 역량 요인

중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기업의 역량

이 부족한 것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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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요인 1
(자본적 제약)

요인 2
(역량 및 시장적 제약) Cronbach's α

1) 내부(귀사나 소속그룹) 자금 부족 .851 .254

.878
2) 기업 외부(외부 융자 또는 민간 펀드 등) 자금 부족 .834 .251

3) 정부 지원(교부금 또는 보조금) 획득의 어려움 .805 .322

4) 과다한 혁신비용 .709 .396

5) 혁신을 위한 우수 인력 부족 .272 .815

.914

6) 기술에 대한 정보 부족 .268 .792

7)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274 .787

8) 혁신을 위한 협력파트너의 부재 .309 .752

9) 혁신 도입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 부재 .269 .800

10) 시장 경쟁이 너무 심해서 혁신활동을 수행할 여력이 없음 .310 .672

11) 혁신 제품/아이디어에 대한 시장수요 불확실 .261 .712

Eigen value 3.123 4.463

% of variance 28.395 40.574

Cumulative % of variance 28.395 68.968

KMO=.893, Bartlett’s x^2=5249.504 (p<.001)

<표 5-1> 수출 기업의 혁신 제약요인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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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수 기업 요인분석 결과

내수 기업에 있어서도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혁신 성과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였다. 이에 따라 혁신 성

과 분석에 필요한 변수에 더하여 효율성 계산을 위해 활용되는 R&D 인

력과 혁신 비용에 대한 미응답/비현실적인 응답 값을 제외한 708개의 기

업 표본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내수 기업에 대해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아래 <표 5-2>와 같다.

앞선 혁신 성과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또한 수출 제조업에 대한 요

인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요인분석 결과 혁신 제약 항목들이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인분석 결과 KMO 검정과 Bartlett's 구형성

검정에서 모두 요인분석을 활용하기에 무리가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

다. 또한 두 요인에 대한 Cronbach's α값은 각각 .851과 .887로 나타났

다. 위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추출된 두 제약요인을 각각 자본적 제약요

인과 역량 및 시장적 제약요인으로 명명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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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요인 1
(자본적 제약)

요인 2
(역량 및 시장적 제약) Cronbach's α

1) 내부(귀사나 소속그룹) 자금 부족 .781 .271

.851
2) 기업 외부(외부 융자 또는 민간 펀드 등) 자금 부족 .836 .195

3) 정부 지원(교부금 또는 보조금) 획득의 어려움 .815 .251

4) 과다한 혁신비용 .688 .342

5) 혁신을 위한 우수 인력 부족 .368 .684

.887

6) 기술에 대한 정보 부족 .307 .764

7)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283 .770

8) 혁신을 위한 협력파트너의 부재 .453 .559

9) 혁신 도입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 부재 .460 .561

10) 시장 경쟁이 너무 심해서 혁신활동을 수행할 여력이 없음 .161 .770

11) 혁신 제품/아이디어에 대한 시장수요 불확실 .177 .793

Eigen value 3.229 3.787

% of variance 29.354 34.426

Cumulative % of variance 29.354 63.781

KMO=.892, Bartlett’s x^2=4497.977 (p<.001)

<표 5-2> 내수 기업의 혁신 제약요인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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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1. 수출 기업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수출 기업의 혁신 효율성 측정은 앞서 밝힌 것처럼 R&D 인력 수와

혁신에 소요한 비용을 투입 요인으로, 혁신 성과 분석에 활용한 제품혁

신 성과를 산출 요인으로 활용하여 계산하였다. 혁신적 제품의 매출액은

급진적 혁신 제품의 매출액을 산출요인으로 계산한 급진적 혁신 효율성

과, 점진적 혁신 제품의 매출액을 산출요인으로 계산한 점진적 혁신 효

율성으로 구분된다. 이 때 투입지향 BCC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2,000회

반복 수행한 부트스트랩 과정을 거쳐 계산한 효율성 값을 각각 종속변수

로 활용하였다.

수출 기업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5-3> 및 <표 5-4>과 같다. 상관관계를 나타낸 행렬을 살펴보면 급진적

혁신 효율성과 점진적 혁신 효율성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나며,

혁신 효율성과 혁신 제약요인들은 음(-)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혁신 성과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R&D 집중도, 협력, 해외

시장 지향성은 혁신 효율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은 혁신 성과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라 할지라도 혁신 수행을 위해 투입

되는 자원을 성과의 증가 이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수출 기업의 산업별 기업 수와 이들이 경험하는 혁신 제약요인의 평균값

은 <표 5-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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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Minimum Maximum Average St.dev Median
1 급진적 제품혁신 효율성 0.00 0.38 0.01 0.03 0.00
2 점진적 제품혁신 효율성 0.00 0.35 0.02 0.03 0.01
3 자본적 제약 0.00 3.00 1.79 0.75 2.00
4 역량 및 시장적 제약 0.00 3.00 1.65 0.70 1.71
5 R&D 집중도 0.00 2.00 1.80 0.50 2.00
6 협력 0.00 1.00 0.26 0.44 0.00
7 해외시장 지향성 1.00 4.00 1.61 0.84 1.00
8 기업규모 0.92 4.13 1.92 0.46 2.00
9 기업나이 3.00 72.00 19.27 11.44 17.00
10 혁신보호방법의 활용 0.00 1.00 0.62 0.49 1.00
11 기업형태 (더미 1) 0.00 1.00 0.88 0.32 1.00
12 기업형태 (더미 2) 0.00 1.00 0.01 0.11 0.00
13 고급인력 비중 0.00 85.00 5.96 9.63 3.00

<표 5-3> 수출 기업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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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급진적 제품혁신 효율성

2 점진적 제품혁신 효율성 .80 *

3 자본적 제약 .00 -.08 *

4 역량 및 시장적 제약 -.05 -.13 * .66 *

5 R&D 집중도 -.29 * -.27 * .09 * .04

6 협력 -.02 -.03 -.03 .03 .02

7 해외시장 지향성 -.09 * -.10 * .02 -.02 .09 * .16 *

8 기업규모 -.25 * -.24 * -.09 * -.04 .23 * .06 .19 *

9 기업나이 -.10 * -.11 * -.05 -.04 .09 * -.01 .09 * .34 *

10 혁신보호방법 -.03 * .03 -.23 * -.17 * .06 .25 * .14 * .06 -.02

11 기업형태(더미 1) .07 .08 * .09 * .02 -.04 -.04 -.09 * -.29 * -.07 .00

12 기업형태(더미 2) -.02 -.02 -.03 -.01 .02 .03 .07 .08 * .06 .03 -.31 *

13 고급인력 비중 -.08 * -.09 * .00 -.01 .07 .04 .10 * .08 * -.05 .13 * -.12 * -.03

<표 5-4> 수출 기업 상관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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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명 기업 수 자본적 제약 평균 역량 및 시장적 제약 평균

1 식료품 제조업 23 1.82 1.91
2 음료 제조업 2 1.38 1.07
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7 2.25 2.13
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3 1.38 1.38
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 1.75 1.72
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2 1.75 1.43
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6 1.67 2.05
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 1.00 1.07
9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45 1.82 1.78
1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1.34 1.29
1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8 1.77 1.72
1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6 1.84 1.74
13 1차 금속 제조업 13 1.42 1.21
14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39 1.37 1.34
15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83 1.94 1.74
1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49 2.25 2.30
17 전기장비 제조업 50 1.73 1.52
1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2 1.77 1.3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3 1.81 1.59
2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2 1.60 1.65
21 가구 제조업 3 2.25 2.09
22 기타 제품 제조업 5 2.05 2.17

<표 5-5> 수출 기업 산업별 혁신 제약요인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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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수 기업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내수 기업의 혁신 효율성 역시 수출 기업과 동일하게 R&D 인력과 혁

신 비용을 투입요소로, 혁신 제품의 매출액을 산출 요소로 설정하여 자

료포락분석을 수행하였다. 투입지향 BCC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부트스

트랩 과정을 거쳐 효율성 값을 계산하였다.

내수 기업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5-6>와 <표 5-7>과 같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급진적 혁신 효율성과

점진적 혁신 효율성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혁신 효율성과 혁신 제

약요인들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출 기업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혁신 효율성은 혁신 도움요인들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

이고 있는데, 이는 혁신 성과에 도움이 되는 요인들은 혁신을 위해 투입

되는 자원을 더욱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산업

별 기업의 수와 혁신 제약요인의 평균값은 <표 5-8>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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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Minimum Maximum Average St.dev Median
1 급진적 제품혁신 효율성 0.00 0.92 0.03 0.07 0.01
2 점진적 제품혁신 효율성 0.00 0.88 0.04 0.07 0.02
3 자본적 제약 0.00 3.00 1.87 0.72 2.00
4 역량 및 시장적 제약 0.00 3.00 1.68 0.62 1.71
5 R&D 집중도 0.00 2.00 1.45 0.76 2.00
6 협력 0.00 1.00 0.20 0.40 0.00
7 기업규모 0.88 3.17 1.55 0.42 1.45
8 기업나이 3.00 62.00 15.81 10.00 15.00
9 혁신보호방법의 활용 0.00 1.00 0.47 0.50 0.00
10 기업형태 (더미 1) 0.00 1.00 0.94 0.24 1.00
11 기업형태 (더미 2) 0.00 1.00 0.01 0.08 0.00
12 고급인력 비중 0.00 100.00 4.20 10.43 0.00

<표 5-6> 내수 기업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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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 급진적 제품혁신 효율성

2 점진적 제품혁신 효율성 .94 *

3 자본적 제약 -.08 * -.14 *

4 역량 및 시장적 제약 .03 -.04 .66 *

5 R&D 집중도 -.20 * -.20 * .12 * .13 *

6 협력 .10 * .10 * -.04 .06 .08 *

7 기업규모 -.20 * -.16 * -.07 * -.04 .17 * .03

8 기업나이 -.09 * -.08 * -.10 * -.06 .05 .01 .38 *

9 혁신보호방법 -.05 -.01 -.11 * -.05 .20 * .23 * .05 .02

10 기업형태(더미 1) -.01 -.02 .06 .00 -.07 -.11 * -.28 * -.08 * -.06

11 기업형태(더미 2) .05 .06 .01 .01 .03 .06 .06 -.01 .04 -.29 *

12 고급인력 비중 -.04 -.04 -.01 .00 .11 * .15 * .04 .05 .22 * -.06 .05

<표 5-7> 내수 기업 상관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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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명 기업 수 자본적 제약 평균 역량 및 시장적 제약 평균

1 식료품 제조업 85 1.64 1.54
2 음료 제조업 1 1.50 1.29
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8 1.72 1.91
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6 1.74 1.38
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8 2.19 1.97
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8 1.84 1.61
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1 1.80 1.95
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6 2.07 1.52
9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2 1.90 1.88
1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 1.75 1.57
1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7 1.76 1.62
1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6 2.09 2.02
13 1차 금속 제조업 16 1.42 1.50
14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51 1.77 1.63
15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6 1.90 1.68
1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0 2.28 2.36
17 전기장비 제조업 74 1.86 1.82
1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5 1.86 1.44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61 2.12 1.88
2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 2.27 2.17
21 가구 제조업 11 2.02 2.17
22 기타 제품 제조업 3 1.92 1.43

<표 5-8> 내수 기업 산업별 혁신 제약요인 평균



- 55 -

제 3 절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1. 수출 기업 혁신 효율성

혁신 효율성의 경우 투입 지향 BCC 모형을 활용하되 부트스트랩 과

정을 거쳐 계산된 효율성 값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으며, 혁신 제약요인

이 혁신 효율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검증하였다. 혁신 제약요인이

수출 기업의 급진적 제품혁신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표 5-9>에, 점

진적 제품혁신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표 5-10>에 나타내었다. 또한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과 비교하기 위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제시하였다. 표의 모

형 I과 II는 혁신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모형이며, 모형 I은 혁

신 도움요인들의 직접적 영향만을 고려한 모형인 반면 모형 II는 혁신

제약요인의 영향을 함께 분석한 모형이다. 혁신 효율성을 종속변수로 설

정한 모형은 모형 III과 IV와 같으며, 마찬가지로 모형 III은 혁신 도움요

인의 영향을 고려하였고 모형 IV는 혁신 제약요인의 영향을 함께 분석

한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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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I II III IV
Dependent variable Radical innovation performance Radical innovation efficiency

Independent variabl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Firm size 0.3321 (0.318) 0.2981 (0.318) -0.0136 (0.003) *** -0.0132 (0.003) ***
Firm age 0.0111 (0.012) 0.0111 (0.012) 0.0000 (0.000) -0.0003 (0.000)
Innovation protection 1.4236 (0.273) *** 1.2748 (0.280) *** -0.0014 (0.002) -0.0012 (0.003)
Firm type_1(dummy) -0.7396 (0.431) * -0.7033 (0.431) 0.0003 (0.004) -0.0002 (0.004)
Firm type_2(dummy) 0.7612 (1.168) 0.7419 (1.165) 0.0010 (0.010) 0.0017 (0.010)
Master's degree 0.0285 (0.014) ** 0.0299 (0.014) ** -0.0001 (0.000) -0.0001 (0.000)

Industry dummies Industry dummies

R&D intensity 0.2554 (0.254) 0.3123 (0.255) -0.0139 (0.002) *** -0.0142 (0.002) ***
Collaboration 0.6143 (0.297) ** 0.6539 (0.297) ** 0.0003 (0.003) 0.0006 (0.003)
Market orientation 0.1019 (0.159) 0.1099 (0.159) -0.0005 (0.001) -0.0007 (0.001)

Fund-related -0.2546 (0.223) 0.0035 (0.002) *
Capability & market-related -0.2149 (0.244) -0.0047 (0.002) **

Sample size 644 644 644 644
R^2 0.175 0.1824 0.2126 0.2187
Adjusted R^2 0.1346 0.1396 0.1741 0.1778
F-statistics 4.335 *** 4.26 *** 5.517 *** 5.346 ***

* p<0.1; ** p<0.05; *** p<0.01.

<표 5-9> 수출 기업 급진적 제품혁신 성과 및 효율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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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형 IV를 살

펴보면, 자본적 제약과 역량 및 시장적 제약이 강하게 작용할수록 급진

적 혁신 효율성은 유의하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제약요인의

종류에 따라 그 경향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본적 제

약은 급진적 혁신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p=.082), 역량

및 시장적 제약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34). 동

일한 표본을 바탕으로 혁신 성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해당 제약요인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남을 함께 고려한다면(모

형 II), 자본적 제약은 혁신에 투입되는 요인의 수준을 낮추는 경향이 있

으며, 반면 역량 및 시장적 제약은 혁신에 투입되는 요인의 수준을 높이

는 경향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혁신 성과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요인들이 대체로 효율성에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R&D 집중도의 경우 혁신 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게 분

석된 반면 혁신 효율성은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협력은 혁신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혁신

효율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해외

시장 지향성의 경우 혁신 성과와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검증되지

않았다.

위 분석 결과 선행연구에서 혁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요인들

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혁신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

적인 방향으로 드러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혁신 도움요인의 활용은

혁신 성과의 증가분에 비해 혁신의 투입을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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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I II III IV
Dependent variable Incremental innovation performance Incremental innovation efficiency

Independent variabl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Firm size 1.2852 (0.399) *** 1.2256 (0.400) *** -0.0111 (0.003) *** -0.0110 (0.003) ***
Firm age -0.0082 (0.015) -0.0083 (0.015) -0.0001 (0.000) -0.0001 (0.000)
Innovation protection 1.9868 (0.343) *** 1.8134 (0.352) *** 0.0022 (0.003) 0.0013 (0.003)
Firm type_1(dummy) 0.0506 (0.542) 0.1166 (0.542) 0.0018 (0.004) 0.0016 (0.004)
Firm type_2(dummy) 0.6885 (1.467) 0.6574 (1.464) 0.0028 (0.011) 0.0028 (0.011)
Master's degree 0.0467 (0.018) *** 0.0487 (0.018) *** -0.0001 (0.000) -0.0001 (0.000)

Industry dummies Industry dummies

R&D intensity 0.2417 (0.319) 0.3213 (0.320) -0.0127 (0.002) *** -0.0126 (0.002) ***
Collaboration 0.5101 (0.373) 0.5374 (0.373) -0.0017 (0.003) -0.0012 (0.003)
Market orientation 0.0363 (0.200) 0.0549 (0.200) -0.0024 (0.001) -0.0025 (0.001) *

Fund-related -0.4648 (0.281) * 0.0011 (0.002)
Capability & market-related 0.0003 (0.307) -0.0055 (0.002) **

Sample size 644 644 644 644
R^2 0.2297 0.2354 0.161 0.1708
Adjusted R^2 0.192 0.1953 0.1199 0.1273
F-statistics 6.093 *** 5.878 *** 3.921 *** 3.932 ***

* p<0.1; ** p<0.05; *** p<0.01.

<표 5-10> 수출 기업 점진적 제품혁신 성과 및 효율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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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혁신 성과 및 효율성을 비교 분석한 <표 5-10>에서 자본적

제약이 존재할 경우 혁신 성과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으나(p=.098), 자본적 제약이 혁신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검증되지

않았다. 반면 역량 및 시장적 제약요인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유

의하게 검증되지 않고 있으나, 역량 및 시장적 제약이 강하게 존재할수

록 점진적 혁신 효율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이 검증되었다(p=.018).

이는 자본적 제약요인의 경우 혁신 성과는 감소시키지만 혁신에 투입

되는 수준 역시 감소시키기 때문에 자본적 제약과 혁신 효율성은 유의한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역량적 제약은 성과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역량적 제약을 경험하는 기업들은 투입

수준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혁신 효율성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

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앞서 급진적 혁신 성과 및 효율성을 비교한

<표 5-9>의 결과와 유사한데, 자본적 제약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에 비해 혁신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긍정적이지만 역량 및 시장

적 제약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혁신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은 보다 부정적인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혁신 도움요인이 점진적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검증되지 않았으

나, 점진적 혁신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검증되고 있다. R&D 집

중도의 경우 혁신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해외

시장 지향성이 높아질수록 점진적 혁신 효율성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모형 IV). 혁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R&D 집중도와 해외시장

지향성과 같은 요인들이 혁신 효율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 나타났는데, 이는 곧 혁신 도움요인들을 수행하기 위한 혁신의 투입

이 성과의 증가분에 비해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혁신 도움요인이 점진적 혁신 성과 및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 역시 앞서 급진적 혁신 성과 및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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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해외시장 지향성이 성과와 효율성에 미치는 영

향의 차이에 대한 검증은 급진적 혁신이 아닌 점진적 혁신에 대해 가능

하였던 반면, 협력이 혁신 성과 및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점진적 혁신

이 아닌 급진적 혁신에서 그 영향의 차이가 유의하게 드러나고 있다.

2. 내수 기업 혁신 효율성

내수 기업의 혁신 효율성 역시 투입 지향 BCC 모형을 활용하되 부트

스트랩 과정을 거쳐 계산된 효율성 값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으며,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혁신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을 함께 검증하였다. 급진적 제품혁신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표

5-11>에, 점진적 제품혁신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표 5-12>에 각각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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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I II III IV
Dependent variable Radical innovation performance Radical innovation efficiency

Independent variabl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Firm size 0.7930 (0.278) *** 0.7157 (0.276) *** -0.0323 (0.007) *** -0.0330 (0.007) ***
Firm age -0.0095 (0.011) -0.0120 (0.011) -0.0001 (0.000) -0.0001 (0.000)
Innovation protection 0.9628 (0.214) *** 0.8701 (0.214) *** -0.0074 (0.006) -0.0093 (0.006) *
Firm type_1(dummy) -0.4344 (0.450) -0.3863 (0.446) -0.0192 (0.012) -0.0172 (0.012)
Firm type_2(dummy) -2.4555 (1.382) * -2.4217 (1.369) * 0.0405 (0.036) 0.0442 (0.036)
Master's degree 0.0222 (0.010) ** 0.0225 (0.010) ** -0.0003 (0.000) -0.0003 (0.000)

Industry dummies Industry dummies

R&D intensity 0.1814 (0.137) 0.2514 (0.137) * -0.0158 (0.004) *** -0.0148 (0.004) ***
Collaboration 1.0420 (0.257) *** 1.0776 (0.256) *** 0.0195 (0.007) *** 0.0017 (0.007) ***

Fund-related -0.3513 (0.186) * -0.0175 (0.005) ***
Capability & market-related -0.2979 (0.222) 0.0175 (0.006) ***

Sample size 708 708 708 708
R^2 0.1884 0.2064 0.1289 0.146
Adjusted R^2 0.1536 0.1700 0.0917 0.1068
F-statistics 5.426 *** 5.672 *** 3.46 *** 3.728 ***

* p<0.1; ** p<0.05; *** p<0.01.

<표 5-11> 내수 기업 급진적 제품혁신 성과 및 효율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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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제약요인이 급진적 혁신 성과 및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모형 II와 IV를 살펴보면, 자본적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급진적

혁신 성과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p=.059), 급진적 혁신 효율성 역시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이 보다 유의하게 드러나고 있다(p=.000). 반면 역

량 및 시장적 제약요인이 급진적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드러나지

않은 반면, 급진적 혁신 효율성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p=.003).

혁신 효율성의 경우 혁신 투입 대비 혁신 성과로 계산되는 것을 고려

한다면, 자본적 제약은 급진적 혁신을 위한 혁신 투입을 감소시키거나

크게 증가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역량 및 시장적

제약은 혁신 성과를 유의하게 변화시키지는 않는 반면 혁신 효율성은 유

의하게 증가시키므로, 역량 및 시장적 제약을 강하게 직면할수록 기업은

혁신 투입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혁신 도움요인의 경우 R&D 집중도는 혁신 성과를 증가시키지만 혁신

효율성은 감소시키므로, R&D 집중도에 따른 혁신 성과의 증가분에 비해

혁신 투입의 증가분이 더욱 큰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협력의 경

우 혁신 성과와 효율성을 모두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곧 협력을 수행할 경우 혁신 성과는 증가하는 반면 혁신 투입은 감

소하거나, 또는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 분석 결과는 앞서 수출 기업의 분석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

고 있는데, 먼저 수출 기업의 경우 자본적 제약요인에 강하게 직면할수

록 혁신 효율성은 향상된다고 나타났으나 내수 기업은 감소한다고 나타

났다. 반면 수출 기업은 역량 및 시장적 제약요인에 강하게 직면할수록

혁신 효율성이 감소하지만 내수 기업의 경우 혁신 효율성이 오히려 증가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수출 기업에게 있어서 타 기업이나 조직과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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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혁신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반면, 내수 기업에게는 혁신 효율성을

보다 크게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의 혁

신 효율성 분석 차이는 아래 점진적 혁신 성과에 대한 분석에서도 나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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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I II III IV
Dependent variable Incremental innovation performance Incremental innovation efficiency

Independent variabl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Firm size 0.4477 (0.379) 0.3388 (0.373) -0.0239 (0.008) *** -0.0254 (0.008) ***
Firm age -0.0238 (0.014) -0.0273 (0.014) * -0.0002 (0.000) -0.0002 (0.000)
Innovation protection 1.3052 (0.291) *** 1.2196 (0.288) *** -0.0013 (0.006) -0.0040 (0.006)
Firm type_1(dummy) 0.1341 (0.612) 0.1354 (0.601) -0.0151 (0.013) -0.0128 (0.012)
Firm type_2(dummy) 0.4748 (1.880) 0.3840 (1.847) 0.0472 (0.038) 0.0508 (0.038)
Master's degree -0.0013 (0.014) -0.0016 (0.013) -0.0004 (0.000) -0.0004 (0.000)

Industry dummies Industry dummies

R&D intensity -0.1187 (0.186) -0.0352 (0.185) -0.0172 (0.004) *** -0.0156 (0.004) ***
Collaboration 1.0097 (0.350) *** 1.1695 (0.346) *** 0.0190 (0.007) *** 0.0174 (0.007) **

Fund-related 0.0994 (0.251) -0.0191 (0.005) ***
Capability & market-related -1.2417 (0.300) *** 0.0114 (0.006) *

Sample size 708 708 708 708
R^2 0.2509 0.2795 0.1164 0.1345
Adjusted R^2 0.2189 0.2464 0.0786 0.0948
F-statistics 7.832 *** 8.459 *** 3.08 *** 3.389 ***

* p<0.1; ** p<0.05; *** p<0.01.

<표 5-12> 내수 기업 점진적 제품혁신 성과 및 효율성 분석 결과



- 65 -

혁신 제약요인이 점진적 혁신 성과 및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한 위 <표 5-12>를 보면, 자본적 제약은 혁신 성과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이 드러나지 않는 반면 혁신 효율성은 유의하게 감소시키

고 있다(p=.000). 역량 및 자본적 제약의 경우 혁신 성과를 유의하게 감

소시키고 있으나(p=.000), 혁신 효율성은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이 검증

되었다(p=.066). 이러한 결과는 급진적 혁신 성과 및 효율성에 대한 분석

과 유사한데, 내수 기업은 자본적 제약을 강하게 직면할수록 혁신 투입

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며, 반대로 역량 및 시장적 제약을 강하게 직면할

수록 혁신 투입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혁신 도움요인의 영향 역시 유사하게 분석되고 있는데, R&D 집중도는

혁신 산출에 비해 혁신 투입을 더 크게 증가시킨다. 그러나 협력의 경우

혁신 성과와 혁신 효율성 모두를 유의하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협력에

따른 혁신의 투입은 감소하거나 혹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점진적 혁신 효율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급진적 혁신 효율성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수출 기업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출 기업의 경우

자본적 제약요인을 강하게 직면할수록 혁신 효율성은 향상된다고 나타났

으나 내수 기업은 감소한다. 반면 역량 및 시장적 제약요인에 강하게 직

면한 수출 기업은 혁신 효율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반대로 내수

기업은 혁신 효율성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타 기업이나

조직과의 협력은 수출 기업의 혁신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반면, 내수 기

업의 혁신 효율성은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정리하면, 수출 기업은 직면하는 자본적 제약이 강할수록 혁신을 위한

투입을 줄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역량 및 시장적 제약이 강하게 존재할

수록 혁신을 위한 투입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내수 기업은 직면

하는 자본적 제약이 강할수록 혁신 투입을 증가시키지만, 역량 및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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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제약이 강하게 존재할수록 혁신을 위한 투입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에 따라 혁신 제약요인에 대응하여 혁신 투입을

변화하는 정도가 다른 이유는 기업이 처한 환경이나 외부로부터의 자원

획득 가능 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 내수 기업은

수출 기업에 비해 자본의 흐름이 불안정하고, 자본이 적으며, 외부 자본

의 획득에 불리하다(O'Cass & Weerawardena, 2009; Shaver, 2011). 또

한 내수 기업은 수출 기업에 비해 자본적 제약을 더 강하게 경험하며,

자본적 제약으로 인해 혁신 성과가 저해되는 경향은 수출 기업에 비해

내수 기업이 더욱 높기 때문에(Bell, 1997; Efthyvoulou & Vahter, 2012),

수출 기업과는 다르게 내수 기업은 자본적 제약의 극복을 위해 혁신 투

입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일 수 있다.

반대로 앞서 표본의 기술통계량에서도 드러나 있듯 수출 기업은 내수

기업에 비해 규모가 크고 R&D를 활발히 수행하며 더 많은 고급 인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Bernard et al., 1995; Crespi et al., 2014), 역량 및

시장적 제약에 직면할 경우 해당 제약의 해결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혁신

투입을 증가시킬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내수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실제 분석 결과에서도 역량 및 시장적 제약이 혁신 성과

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 기업의 경우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내수 기업의

경우 역량 및 시장적 제약이 강하게 존재할수록 점진적 혁신 성과는 낮

아지는 경향이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다만 선행연구는 기업의 수출 여부

를 바탕으로 혁신 제약에 따른 성과의 변화의 차이, 경험하는 제약요인

의 차이, 근본적인 구조 차이 등에 주목하였으나 이에 대응한 혁신 투입

의 변화에 대해 언급한 문헌은 찾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기업의 수출

여부에 따라 혁신 제약요인과 혁신 효율성의 관계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

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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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혁신 제약요인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제 1 절 요인분석 결과

1. 수출 기업 요인분석 결과

수출 기업에 대해 11개의 혁신 제약요인에 대해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

과는 아래 <표 6-1>과 같다. 요인분석 결과 KMO 검정 결과 값은 0.9

로 매우 높았으며, Bartlett's 검정 역시 단위행렬이 아니라는 대립가설

이 채택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자본적 제약요인에 속하는 4개의 요인이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가 되며, 나머지 기업 역량적 요인과 시장적 요인

이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두 개의 혁신 제약요인으로 구분

하기로 하며, 기술혁신조사(KIS) 데이터의 요인 구분 이름을 따라 자본

적 제약요인과 역량 및 시장적 제약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α로 검증하였으며, 두 요인의 신뢰도 값은 각각 .888과 .921

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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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요인 1
(자본적 제약)

요인 2
(역량 및 시장적 제약) Cronbach's α

1) 내부(귀사나 소속그룹) 자금 부족 .845 .278

.888
2) 기업 외부(외부 융자 또는 민간 펀드 등) 자금 부족 .836 .269

3) 정부 지원(교부금 또는 보조금) 획득의 어려움 .811 .333

4) 과다한 혁신비용 .719 .408

5) 혁신을 위한 우수 인력 부족 .284 .821

.921

6) 기술에 대한 정보 부족 .276 .802

7)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285 .787

8) 혁신을 위한 협력파트너의 부재 .341 .749

9) 혁신 도입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 부재 .293 .801

10) 시장 경쟁이 너무 심해서 혁신활동을 수행할 여력이 없음 .334 .682

11) 혁신 제품/아이디어에 대한 시장수요 불확실 .282 .720

Eigen value 3.219 4.548

% of variance 29.267 41.348

Cumulative % of variance 29.267 70.615

KMO=.900, Bartlett’s x^2=5983.548 (p<.001)

<표 6-1> 수출 기업의 혁신 제약요인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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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수 기업 요인분석 결과

내수 기업에 대해 11개의 혁신 제약요인에 대해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

과는 아래 <표 6-2>와 같다. 요인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KMO 검

정과 Bartlett's 검정 결과는 요인분석을 활용하기 적합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수출 기업과 마찬가지로 11개의 혁신 제약요인은 두 개의 요인으

로 나뉘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들을 각각 자본적 제약과 역량 및

시장적 제약으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한 분석 결

과 두 요인의 Cronbach's α의 값은 각각 .866과 .903으로 매우 높은 신

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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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요인 1
(자본적 제약)

요인 2
(역량 및 시장적 제약) Cronbach's α

1) 내부(귀사나 소속그룹) 자금 부족 .806 .268

.866
2) 기업 외부(외부 융자 또는 민간 펀드 등) 자금 부족 .843 .233

3) 정부 지원(교부금 또는 보조금) 획득의 어려움 .823 .284

4) 과다한 혁신비용 .684 .388

5) 혁신을 위한 우수 인력 부족 .314 .742

.903

6) 기술에 대한 정보 부족 .269 .796

7)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262 .792

8) 혁신을 위한 협력파트너의 부재 .380 .656

9) 혁신 도입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 부재 .393 .657

10) 시장 경쟁이 너무 심해서 혁신활동을 수행할 여력이 없음 .205 .757

11) 혁신 제품/아이디어에 대한 시장수요 불확실 .214 .771

Eigen value 3.134 4.197

% of variance 28.487 38.158

Cumulative % of variance 28.487 66.645

KMO=.900, Bartlett’s x^2=5526.334 (p<.001)

<표 6-2> 내수 기업의 혁신 제약요인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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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1. 수출 기업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수출 기업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6-3>과 <표 6-4>과 같다. 상관관계 행렬을 나타낸 <표 6-4>에서 알

수 있듯이, 며, 많은 경우 통계적 유의수준 하 혁신 성과와 혁신 제약요

인은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분석에 활용

된 데이터를 산업별로 구분하여 각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혁신 제약

요인을 경험하는 정도를 함께 나타내었으며, 이는 <표 6-5>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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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Minimum Maximum Average St.dev Median
1 급진적 제품혁신 성과 0.00 12.78 1.39 3.32 0.00
2 점진적 제품혁신 성과 0.00 13.27 3.30 4.30 0.00
3 자본적 제약 0.00 3.00 1.78 0.78 2.00
4 역량 및 시장적 제약 0.00 3.00 1.64 0.72 1.71
5 R&D 집중도 0.00 2.00 1.76 0.57 2.00
6 협력 0.00 1.00 0.25 0.44 0.00
7 해외시장 지향성 1.00 4.00 1.62 0.84 1.00
8 기업규모 0.92 4.13 1.92 0.48 1.99
9 기업나이 3.00 72.00 19.25 11.47 17.00
10 혁신보호방법의 활용 0.00 1.00 0.63 0.48 1.00
11 기업형태 (더미 1) 0.00 1.00 0.88 0.33 1.00
12 기업형태 (더미 2) 0.00 1.00 0.01 0.11 0.00
13 고급인력 비중 0.00 85.00 6.29 10.58 3.00

<표 6-3> 수출 기업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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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급진적 제품혁신 성과

2 점진적 제품혁신 성과 .33 *

3 자본적 제약 -.14 * -.12 *

4 역량 및 시장적 제약 -.11 * -.06 .68 *

5 R&D 집중도 .03 .05 .12 * .06

6 협력 .16 * .14 * -.02 .04 .04

7 해외시장 지향성 .12 * .13 * .01 -.01 .07 .17 *

8 기업규모 .11 * .13 * -.07 -.02 .21 * .05 .21 *

9 기업나이 .04 .01 -.03 -.02 .10 * -.01 .10 * .34 *

10 혁신보호방법 .25 * .29 * -.18 * -.13 * .04 .23 * .14 * .08 * -.01
11 기업형태(더미 1) -.12 * -.05 .08 * .02 -.02 -.03 -.12 * -.32 * -.08 * -.01
12 기업형태(더미 2) .04 .03 -.03 -.01 .02 .03 .07 .07 .06 .03 -.29 *

13 고급인력 비중 .15 * .18 * .02 .02 .04 .03 .12 * .14 * -.03 .14 * -.14 * -.03

<표 6-4> 수출 기업 상관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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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명 기업 수 자본적 제약 평균 역량 및 시장적 제약 평균

1 식료품 제조업 26 1.78 1.87
2 음료 제조업 2 1.38 1.07
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0 1.78 1.69
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1.30 1.28
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 1.75 1.72
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2 1.75 1.43
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6 1.67 2.05
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 1.00 1.07
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 0.00 0.00
1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50 1.84 1.83
1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1.34 1.29
1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0 1.75 1.70
1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6 1.84 1.74
14 1차 금속 제조업 16 1.5 1.37
1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40 1.34 1.31
1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89 1.92 1.74
1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51 2.20 2.25
18 전기장비 제조업 54 1.65 1.46
1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9 1.77 1.43
2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9 1.82 1.61
2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2 1.60 1.65
22 가구 제조업 4 2.38 2.07
23 기타 제품 제조업 5 2.05 2.17

<표 6-5> 수출 기업 산업별 혁신 제약요인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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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수 기업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내수 기업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6-6>와 <표 6-7>과 같다.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 6-7>의 상관행렬을

살펴보면, 앞서 수출 기업과 마찬가지로 혁신 성과와 혁신 제약요인 간

에는 대체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데, 이는 곧 혁신 제약요인을 강하게 경험할수록 혁신 성과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를 산업별로 구분하여

각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수와 함께 혁신 제약요인을 경험하고 있는

정도를 <표 6-8>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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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Minimum Maximum Average St.dev Median
1 급진적 제품혁신 성과 0.00 12.07 1.04 2.79 0.00
2 점진적 제품혁신 성과 0.00 12.23 2.97 3.92 0.00
3 자본적 제약 0.00 3.00 1.85 0.75 2.00
4 역량 및 시장적 제약 0.00 3.00 1.68 0.66 1.71
5 R&D 집중도 0.00 2.00 1.35 0.82 2.00
6 협력 0.00 1.00 0.20 0.40 0.00
7 기업규모 0.88 3.31 1.55 0.43 1.45
8 기업나이 3.00 75.00 15.81 10.34 15.00
9 혁신보호방법의 활용 0.00 1.00 0.46 0.50 0.00
10 기업형태 (더미 1) 0.00 1.00 0.93 0.25 1.00
11 기업형태 (더미 2) 0.00 1.00 0.01 0.07 0.00
12 고급인력 비중 0.00 100.00 4.23 10.34 0.00

<표 6-6> 내수 기업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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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 급진적 제품혁신 성과

2 점진적 제품혁신 성과 .34 *

3 자본적 제약 -.16 * -.13 *

4 역량 및 시장적 제약 -.14 * -.21 * .66 *

5 R&D 집중도 .09 * .02 .12 * .11 *

6 협력 .20 * .17 * -.05 .08 * .07 *

7 기업규모 .14 * .03 -.08 * -.03 .17 * .04

8 기업나이 .04 -.03 -.07 * -.05 .04 .01 .38 *

9 혁신보호방법 .20 * .18 * -.08 * .00 .21 * .23 * .07 .00

10 기업형태(더미 1) -.11 * -.04 .07 * .00 -.04 -.11 * -.30 * .11 * -.05
11 기업형태(더미 2) -.03 .02 .01 .01 .04 .05 .05 -.01 .04 -.27 *
12 고급인력 비중 .10 * .02 -.02 -.01 .11 * .13 * .04 .05 .21 * -.06 .04

<표 6-7> 내수 기업 상관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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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명 기업 수 자본적 제약 평균 역량 및 시장적 제약 평균

1 식료품 제조업 97 1.64 1.51
2 음료 제조업 2 1.25 0.64
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8 1.72 1.91
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7 1.68 1.33
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9 2.19 1.95
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1 2.00 1.57
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5 1.73 1.85
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2.06 1.54
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 2.00 1.93
1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4 1.80 1.75
1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 1.75 1.57
1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7 1.73 1.62
1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0 1.96 2.00
14 1차 금속 제조업 20 1.43 1.49
1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58 1.77 1.63
1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64 1.93 1.74
1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1 2.26 2.35
18 전기장비 제조업 78 1.84 1.79
1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13 1.85 1.48
2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65 2.12 1.88
2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 2.27 2.17
22 가구 제조업 11 2.02 2.17
23 기타 제품 제조업 3 1.92 1.43

<표 6-8> 내수 기업 산업별 혁신 제약요인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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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혁신 제약요인의 조절효과

1. 수출 기업 혁신 성과

수출 기업에서 혁신 제약요인이 제품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앞서 밝힌 것처럼, 제품혁신 성과는 급진적 제

품혁신 성과와 점진적 제품혁신 성과로 구분되는 바, 혁신 제약요인이

급진적 제품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먼저 검증하였으며 그 내용

은 아래 <표 6-9>와 같다. <표 6-10>의 모형 I은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만을 고려하여 수행한 회귀모형의 결과를 나타내며, 모형 II는 이에 더하

여 혁신 제약요인들을 함께 고려한 모형이다. 그리고 모형 III과 모형 IV

는 각각 자본적, 역량 및 시장적 제약요인이 혁신 도움요인들이 혁신 성

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갖는 조절효과를 함께 고려한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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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I II III IV
Dependent variable Radical product innovation performance

Independent variabl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Firm size 0.5212 (0.305) * 0.4991 (0.305) 0.4350 (0.306) 0.4752 (0.304)
Firm age 0.0067 (0.011) 0.0071 (0.011) 0.0078 (0.011) 0.0071 (0.011)
Innovation protection 1.3642 (0.267) *** 1.2416 (0.271) *** 1.2858 (0.271) *** 1.3032 (0.271) ***
Firm type_1(dummy) -0.9753 (0.420) ** -0.9487 (0.419) ** -0.9430 (0.417) ** -0.9656 (0.417) **
Firm type_2(dummy) 0.4689 (1.175) 0.4418 (1.171) 0.5007 (1.167) 0.4996 (1.167)
Master's degree 0.2895 (0.012) ** 0.0309 (0.012) ** 0.0307 (0.012) ** 0.0310 (0.012) **

Industry dummies

R&D intensity 0.1503 (0.220) 0.2032 (0.221) 0.4909 (0.451) 0.1478 (0.446)
Collaboration 0.6304 (0.290) ** 0.6816 (0.290) ** 1.7130 (0.709) ** 2.0332 (0.735) ***
Market orientation 0.1105 (0.155) 0.1137 (0.155) 0.7805 (0.359) ** 0.7280 (0.367) **

Fund-related -0.1971 (0.219) 0.9350 (0.554) * -0.2181 (0.218)
Capability & market-related -0.2889 (0.238) -0.3987 (0.240) * 0.4733 (0.566)

Fund-related * R&D intensity -0.1683 (0.245)
Fund-related * Collaboration -0.5862 (0.364)
Fund-related * Market orientation -0.3695 (0.182) **

Capability & market-related * R&D intensity 0.0306 (0.255)
Capability & market-related * Collaboration -0.8043 (0.402) **
Capability & market-related * Market orientation -0.3723 (0.203) *

Sample size 690 690 690 690
R^2 0.1628 0.1712 0.1825 0.1822
Adjusted R^2 0.1234 0.1295 0.1374 0.1371
F-statistics 4.127 *** 4.107 *** 4.048 *** 4.041 ***

* p<0.1; ** p<0.05; *** p<0.01.

<표 6-9> 수출 기업 급진적 제품혁신 성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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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혁신 제약요인의 조절효과 I (수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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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혁신 도움요인이 급진적 혁신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에 대한

분석한 모형 I의 결과를 살펴보면, 혁신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던 R&D 집중도, 협력, 그리고 해외시장 지향성 중 협력의 긍

정적 영향이 모든 모형에 걸쳐 드러나고 있으며, 해외시장 지향성의 경

우 조절효과를 고려한 모형 III과 모형 IV에서 그 긍정적 영향이 드러났

다. 반면 R&D 집중도는 그 긍정적 영향이 있음이 드러나고 있지 않는

데, 이는 급진적 제품혁신 성과는 시장에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품

에 대한 첫 출시를 통해 달성한 매출액을 의미하는 바, R&D 집중도가

높다고 하여 반드시 완전히 새로운 제품의 개발 및 판매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일 수 있다.

혁신 제약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한 모형 II를 살펴보면, 혁신 제약

요인이 급진적 혁신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검증되지 않았다. 이

는 비록 기업이 혁신 제약요인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혁신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Weiss et al. (2011)과

Tourigny & Le (2004)의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자본적 제약이 갖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 III을 살펴보면,

자본적 제약은 R&D 집중도와 협력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는 유

의한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H1, H2 기각). 그러나 해외시장 지

향성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 검

증되었다(H3 채택; p=.043). 이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해외시

장 지향성은 기업의 급진적 혁신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Macgarvie, 2006; Castellani & Zanfei, 2003; Kafouros et al., 2008), 자

본적 제약이 존재하면 그 긍정적 영향은 낮아지게 되며, 자본적 제약이

더욱 강하게 존재할수록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크게 저해된다.

혁신 제약요인의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표현한 결과는 <그림 6-1>의

(a)와 같으며, 해당 제약요인의 평균값(mean)과 함께 ±(표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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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만큼의 차이를 갖는 제약요인의 값일 때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또한 자본적 제약의 정도에 따른 해외시장

지향성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평균 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는

그림 (b)와 같으며, 95% 신뢰구간이 갖는 영역을 음영으로 함께 표현하

였다.

자본적 제약이 해외시장 지향성과 혁신 성과 사이에 갖는 조절효과를

표현한 <그림 6-1>의 (a)에서, 자본적 제약이 점차 커짐에 따라 해외시

장 지향성의 증가에 따른 긍정적 영향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계효과를 나타낸 (b)에서 해외시장 지향성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자본적 제약이 거의 없는 경우 95% 신뢰구간 하 0보다

큰 값을 갖는데 반하여 자본적 제약이 강한 경우 해외시장 지향성이 미

치는 영향이 반드시 긍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자본적 제약이

낮은 경우 해외시장 지향성을 높게 가질수록 급진적 혁신 성과는 높아지

는 경향이 있지만, 강한 자본적 제약에 직면한 기업은 해외시장 지향성

을 높인다고 하여 혁신 성과가 높아진다고 할 수 없다.

역량 및 시장적 제약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모형 IV에서는 역량 및 시

장적 제약이 협력과 해외시장 지향성이 급진적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유의한 조절효과를 갖는 것이 검증되었다(H2, H3 채택;

p=.046(H2), p=.067(H3)). 이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처럼 다른 기업이

나 조직과 협력하는 경우 기업의 급진적 혁신 성과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Frishammar and Hörte 2005; Zeng et al. 2010; Faems et al.,

2005; Mention, 2011; Nieto & Santamaría, 2007), 역량 및 시장적 제약

이 존재하면 이러한 긍정적 영향이 부정적으로 조절되며, 역량 및 시장

적 제약이 더욱 강하게 존재할수록 그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크게 저해된

다. 해외시장 지향성 역시 자본적 제약의 조절효과에 대한 해석과 마찬

가지로 급진적 혁신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역량 및 시장적 제

약은 이러한 영향을 부정적으로 조절하며, 제약의 정도가 강해질수록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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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영향은 점차 크게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모형 4의 역량 및 시장적 제약요인이 협력 및 해외시장 지

향성과 혁신 성과 사이에 갖는 조절효과와 해당 제약의 정도에 따른 협

력 및 해외시장 지향성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평균 한계효과는 <그림

6-1>의 (c)부터 (f)에 걸쳐 나타내었다. 역량 및 시장적 제약요인은 협력

과 해외시장 지향성과 혁신 성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이

검증되고 있다. 결국 역량 및 시장적 제약이 낮은 기업은 협력과 해외시

장 지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수록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해당 제약이 강하게 존재하는 경우 협력을 수행하거나 해외시장

지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혁신 성과가 향상된다고 할 수는 없다.

정리하면, 혁신 제약요인은 혁신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

기 어려우나, 혁신 도움요인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조절

효과를 갖는다. 자본적 제약의 경우 해외시장 지향성이, 역량 및 시장적

제약의 경우 협력과 해외시장 지향성이 급진적 혁신 성과에 미치는 긍정

적 영향을 각각 부정적으로 조절하는 경향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혁신 제약요인이 R&D 집중도가 급진적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것은 검증되지 않았다.

R&D 집중도가 혁신 도움요인과 급진적 혁신 성과의 관계에 유의한

조절효과를 갖는다고 분석되지 않은 이유는 설정한 급진적 혁신 성과의

측정 방법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급진적 혁신 성과는 ‘해당 제품

의 출시 이전 시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혁신적 제품의 매

출액’으로 설정했기 때문일 수 있다. 흡수 능력이란 “새로운 정보의 가치

를 인지하고, 동화시키며, 상업적 용도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

의되는데(Cohen & Levinthal, 1990), 완전히 새로운 제품의 출시를 위해

서는 이러한 흡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흡수 능력

의 측정 지표로 활용되는 R&D 집중도는 급진적 혁신 성과의 달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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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일 수 있으며, 따라서 혁신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R&D 집중도가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반드시 저해되지는

않은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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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I II III IV
Dependent variable Incremental product innovation performance

Independent variabl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Firm size 1.3726 (0.382) *** 1.3085 (0.382) *** 1.3255 (0.384) *** 1.3293 (0.382) ***
Firm age -0.0093 (0.014) -0.0089 (0.014) -0.0102 (0.014) -0.0100 (0.014)
Innovation protection 1.8827 (0.333) *** 1.7459 (0.339) *** 1.6977 (0.340) *** 1.6908 (0.339) ***
Firm type_1(dummy) -0.0290 (0.524) 0.0366 (0.524) 0.0654 (0.524) 0.0415 (0.523)
Firm type_2(dummy) 0.6340 (1.469) 0.5887 (1.466) 0.5447 (1.466) 0.5483 (1.463)
Master's degree 0.0498 (0.015) *** 0.0522 (0.015) *** 0.0506 (0.015) *** 0.0503 (0.015) ***

Industry dummies

R&D intensity 0.1955 (0.275) 0.2792 (0.277) 1.2293 (0.566) ** 1.3842 (0.559) **
Collaboration 0.5651 (0.362) 0.5752 (0.363) 0.3260 (0.891) -0.4789 (0.922)
Market orientation 0.0507 (0.194) 0.0662 (0.194) 0.0370 (0.451) 0.0222 (0.460)

Fund-related -0.5352 (0.273) * 0.3553 (0.696) -0.5211 (0.274) *
Capability & market-related 0.1483 (0.298) 0.1507 (0.302) 1.1210 (0.710)

Fund-related * R&D intensity -0.5909 (0.307) *
Fund-related * Collaboration 0.1413 (0.458)
Fund-related * Market orientation 0.0280 (0.229)

Capability & market-related * R&D intensity -0.7232 (0.320) **
Capability & market-related * Collaboration 0.6174 (0.504)
Capability & market-related * Market orientation 0.0295 (0.255)

Sample size 690 690 690 690
R^2 0.2186 0.2244 0.2289 0.2318
Adjusted R^2 0.1817 0.1854 0.1864 0.1894
F-statistics 5.937 *** 5.753 *** 5.386 *** 5.472 ***

* p<0.1; ** p<0.05; *** p<0.01.

<표 6-10> 수출 기업 점진적 제품혁신 성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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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혁신 제약요인의 조절효과 II (수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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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제약요인이 점진적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분

석 결과는 위 <표 6-10>과 같다. 앞서 급진적 제품혁신 성과에 대한 분

석과 마찬가지로 혁신 제약요인과 혁신 도움요인의 직접적 영향만을 고

려한 분석 결과는 모형 I에 제시하였으며, 자본적 제약요인과 역량 및

시장적 제약요인의 영향을 함께 고려한 모형은 모형 II에 제시하였다. 자

본적 제약요인과 역량 및 시장적 제약요인의 조절효과를 고려한 모형은

모형 III과 IV에 나타나 있다.

혁신 제약요인의 직접적 영향을 고려한 모형 I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

면, 혁신에 도움이 되는 요인 중 앞서 급진적 혁신 성과에 대해 드러나

지 않았던 R&D 집중도의 긍정적 영향이 모형 III과 IV에 걸쳐 드러나고

있다. 반면 협력과 해외시장 지향성은 급진적 혁신 성과에 미치는 긍정

적 영향이 드러난 데 반하여 점진적 혁신 성과에 대해서는 그 영향이 드

러나고 있지 않다.

자본적 제약이 혁신 도움요인과 점진적 혁신 성과 사이의 관계에 갖는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모형 III에서, 자본적 제약은 R&D 집중도가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H1 채

택; p=.055). 해석하면 R&D 집중도는 점진적 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지만, 자본적 제약을 경험하는 기업은 R&D 집중도가 점진적

혁신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낮아지게 되며, 해당 제약이 강하게

존재할수록 그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크게 저해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협력과 해외시장 지향성의 경우 자본적 제약의 존재 여부로 인해

혁신 성과가 저해된다는 것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H2, H3 기각).

역량 및 시장적 제약 역시 자본적 제약과 마찬가지로 R&D 집중도가

점진적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것이 검증되었

다(H1 채택). R&D 집중도가 점진적 혁신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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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및 시장적 제약에 의해 부정적으로 조절되며, 역량 및 시장적 제약

이 강하게 존재할수록 R&D 집중도가 점진적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은 점차 크게 저해된다. 그러나 자본적 제약과 마찬가지로, 협력과 해외

시장 지향성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된다는 가설은 검증되지

않았다(H2, H3 기각).

혁신 제약요인의 조절효과와 함께 제약요인의 수준에 따른 R&D 집중

도의 평균 한계효과는 <그림 6-2>에 나타내었다. (a)와 (b)에서 확인할

수 있듯, 자본적 제약이 낮은 경우 R&D 집중도의 증가에 따라 혁신 성

과는 향상되지만 자본적 제약이 강해질수록 R&D 집중도가 혁신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점차 감소한다. 마찬가지로 (c)와 (d)를 통해 역량

및 시장적 제약이 낮은 경우 높은 R&D 집중도를 통해 혁신 성과를 높

일 수 있지만, 해당 제약이 강해질수록 R&D 집중도가 혁신 성과에 미치

는 긍정적 영향은 점차 줄어든다.

정리하면, 혁신 제약요인은 R&D 집중도가 급진적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는 유의한 결과는 얻지 못하였으나, 협력과 해외시장 지

향성이 급진적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반면 혁신 제약요인은 R&D 집중도가 점진적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조절한다는 것을 검증하였으나, 협력 및 해외시

장 지향성이 점진적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조절한다는 가

설은 검증되지 않았다.

해당 가설이 검증되지 않은 이유는 점진적 혁신의 특성에 기인한 것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점진적 혁신 성과를 이미 시장에는 존재하고 있

는 혁신적 제품의 매출액으로 측정한 바, 이러한 혁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해당 기업에게는 아직 출시하지 않았

던 제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

로 예상된다. 타 기업 및 조직과의 협력이나 해외 시장에서의 영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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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이러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채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이

를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2. 내수 기업 혁신 성과

내수 기업의 급진적 제품혁신 성과 분석 결과는 다음 <표 6-11>과

같다. 내수 기업의 경우 수출 기업과 다르게 해외시장 지향성이 모두 없

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혁신 도움요인으로서 해외시장 지향성은

제외하였으며, 마찬가지로 혁신 제약요인이 해외시장 지향성과 혁신 성

과 사이에 미치는 조절효과도 제외하였다. 그러나 자본적 제약요인과 역

량 및 시장적 제약요인은 내수 기업들도 경험하고 있는 제약요인으로 분

명 존재하고 있으므로, 수출 기업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제약요인을 함

께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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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I II III IV
Dependent variable Radical product innovation performance

Independent variabl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Firm size 0.7970 (0.262) *** 0.7318 (0.261) *** 0.7364 (0.262) *** 0.7320 (0.262) ***
Firm age -0.0090 (0.010) -0.0101 (0.010) -0.0105 (0.010) -0.0102 (0.010)
Innovation protection 0.8727 (0.203) *** 0.8314 (0.203) *** 0.8306 (0.203) *** 0.8283 (0.203) ***
Firm type_1(dummy) -0.5936 (0.414) -0.5710 (0.412) -0.5657 (0.412) -0.5683 (0.413)
Firm type_2(dummy) -2.7859 (1.375) ** -2.7618 (1.367) ** -2.7363 (1.371) ** -2.7776 (1.371) **
Master's degree 0.0246 (0.010) ** 0.0238 (0.010) ** 0.0247 (0.010) ** 0.0238 (0.010) **

Industry dummies

R&D intensity 0.2155 (0.121) * 0.2597 (0.121) ** 0.1668 (0.292) 0.3845 (0.299)
Collaboration 0.9598 (0.244) *** 0.9978 (0.245) *** 1.2427 (0.592) ** 0.9359 (0.674)

Fund-related -0.2182 (0.171) -0.0501 (0.248) -0.2150 (0.171)
Capability & market-related -0.3064 (0.199) -0.2995 (0.200) -0.2225 (0.286)

Fund-related * R&D intensity -0.1156 (0.146)
Fund-related * Collaboration -0.1411 (0.302)

Capability & market-related * R&D intensity -0.0752 (0.165)
Capability & market-related * Collaboration 0.0303 (0.357)

Sample size 785 785 785 785
R^2 0.1841 0.1968 0.1978 0.1971
Adjusted R^2 0.1517 0.1627 0.1614 0.1607
F-statistics 5.672 *** 5.76 *** 5.439 *** 5.414 ***

* p<0.1; ** p<0.05; *** p<0.01.

<표 6-11> 내수 기업 급진적 제품혁신 성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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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제약요인의 조절효과를 고려한 모형 III과 IV에서, 어떠한 조절효

과도 검증되지 않았다(H1, H2 기각). 이는 자본적, 혹은 역량 및 시장적

혁신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R&D 집중도와 협력이 급진적 혁신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저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수출 기업에 대한 분석에서는 혁신 제약요인이 R&D 집중도와 급진적

혁신 성과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한다

면, 결국 수출 기업과 마찬가지로 내수 기업 또한 급진적 혁신 성과의

달성을 위해 R&D 집중도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따라 R&D 집중도가

급진적 혁신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저해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이

해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 기업은 혁신 제약요인이 협력과 급진적 혁신

성과의 관계에 부정적 조절효과를 갖는다고 점증된 반면 내수 기업에게

는 해당 내용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내수 기업에서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도움요인과 급진적 혁신 성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수출 기업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점진적

혁신 성과에 대한 분석에서도 나타난다. 내수 기업의 급진적 혁신 성과

에 대해, 아래 점진적 혁신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더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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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I II III IV
Dependent variable Incremental product innovation performance

Independent variabl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Firm size 0.4706 (0.361) 0.3995 (0.358) 0.4835 (0.356) 0.4301 (0.358)
Firm age -0.0195 (0.014) -0.0212 (0.013) -0.0226 (0.013) * -0.0211 (0.013)
Innovation protection 1.1468 (0.280) *** 1.1377 (0.278) *** 1.0961 (0.276) *** 1.0957 (0.278) ***
Firm type_1(dummy) -0.1233 (0.571) -0.1756 (0.565) -0.1470 (0.561) -0.2011 (0.565)
Firm type_2(dummy) 0.2342 (1.898) 0.1405 (1.877) -0.2479 (1.866) -0.0939 (1.873)
Master's degree 0.0054 (0.013) 0.0032 (0.013) 0.0008 (0.013) 0.0022 (0.013)

Industry dummies

R&D intensity 0.1756 (0.167) 0.2131 (0.167) 1.2380 (0.397) *** 1.0958 (0.408) ***
Collaboration 1.0604 (0.337) *** 1.2283 (0.336) *** -0.7367 (0.806) -0.2696 (0.921)

Fund-related 0.1767 (0.234) 0.5528 (0.3382) 0.2018 (0.234)
Capability & market-related -1.0393 (0.273) *** -0.9531 (0.272) *** -0.5987 (0.390)

Fund-related * R&D intensity -0.5540 (0.199) ***
Fund-related * Collaboration 1.0844 (0.411) ***

Capability & market-related * R&D intensity -0.5183 (0.225) **
Capability & market-related * Collaboration 0.8203 (0.488) *

Sample size 785 785 785 785
R^2 0.2125 0.2331 0.247 0.2405
Adjusted R^2 0.1811 0.2004 0.2129 0.206
F-statistics 6.781 *** 7.142 *** 7.237 *** 6.983 ***

* p<0.1; ** p<0.05; *** p<0.01.

<표 6-12> 내수 기업 점진적 제품혁신 성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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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혁신 제약요인의 조절효과 I (내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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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혁신 제약요인의 조절효과 II (내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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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제약요인의 조절효과를 고려한 <표 6-12>의 모형 III을 보면,

자본적 제약은 R&D 집중도와 혁신 성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H1 채택; p=.005). 이는 R&D 집중도가 점진적 혁

신 성과에 긍정적 미치지만, 이러한 영향은 자본적 제약요인의 정도에

따라 부정적으로 조절되며, 자본적 제약이 강하게 존재할수록 그 영향은

점차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수출 기

업에게 나타난 조절효과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자본적 제약요인이 협력과 점진적 혁신 성과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조

절효과 역시 유의하게 검증되고 있으나(p=.008), 가설과는 다르게 긍정적

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H2 기각). 이는 자본적 제약이 약한 경우 협력

의 긍정적 영향은 크게 드러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제약을 강하게 직면

하는 기업은 협력을 통하여 혁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본적 제약이 강하게 존재할수록 비로소 협

력이 점진적 혁신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드러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는 이러한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검증되지

않은 것과 상이하다.

역량 및 시장적 제약요인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역시 자본적 제약요인

의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와 유사하다(모형 IV). 먼저 역량 및 시장

적 제약요인의 정도에 따라 R&D 집중도와 혁신 성과의 관계는 부정적

으로 조절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H1 채택; p=.022). 반면 협력과 혁신

성과의 관계는 긍정적으로 조절된다고 나타났다(H2 기각; p=.093). 따라

서 자본적 제약이 강할 경우 R&D 집중도가 점진적 혁신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점차 줄어들지만, 반대로 협력이 점진적 혁신 성과에 미

치는 긍정적 영향은 점차 커지게 된다.

자본적 제약요인의 조절효과와 자본적 제약의 정도에 따른 혁신 도움

요인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평균 한계효과는 <그림 6-3>에, 역량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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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적 제약요인의 조절효과와 해당 제약요인의 수준에 따른 혁신 도움요

인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평균 한계효과는 <그림 6-4>에 각각 표현하

였다.

자본적 제약의 수준에 따른 R&D 집중도와 점진적 혁신 성과의 관계

를 나타낸 <그림 6-3>의 (a)와 (b)에서, 자본적 제약요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 R&D 집중도의 증가에 따라 혁신 성과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지

만, 자본적 제약요인이 강하게 작용할수록 R&D 집중도가 혁신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점차 감소하게 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수출 기업

의 분석 결과와도 유사하다. 반면 자본적 제약이 강하게 존재할수록 협

력의 긍정적 영향이 발휘된다는 분석 결과는 <그림 6-3>의 (c)와 (d)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본적 제약과 마찬가지로 역량 및 시장적 제약의

수준에 따른 R&D 집중도 및 협력이 점진적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그림 6-4>의 (a)부터 (d)에 걸쳐 나타내었으며, 그 분석

결과는 자본적 제약과 유사하다.

앞서 수출 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와 비교해보면, 수출 기업에서는 H2

에 해당하는 가설이 급진적 혁신 성과에서 검증되고 점진적 혁신 성과에

서 검증되지 않는 반면 내수 기업에서는 급진적 혁신 성과에서 검증되지

않고 점진적 혁신 성과에서 반대 방향으로 검증되고 있다. 즉 내수 기업

은 수출 기업에 비해 역량 및 시장적 제약이 협력과 혁신 성과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가 보다 긍정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수출 기

업과 내수 기업이 근본적으로 경험하는 제약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는데, 수출 기업은 수출 장벽에 자주 노출되며(Bilkey, 1978; Bilkey &

Tesar, 1997; Cavusgil, 1982; Thomas & Araujo, 1985), 수출 기업은 과

도한 형식적 절차, 운송의 어려움 등을 큰 제약으로 인식하는 반면 내수

기업은 능력의 부재와 같은 요인을 가장 심한 제약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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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Barker & Kaynak, 1992). 이에 따라 수출 기업은 수출 장벽, 형식

적 절차, 운송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력을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내수 기업은 부족한 능력을 극복하기 위

한 수단으로 협력을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수출 기업

은 역량 및 시장적 제약에 직면할 경우 협력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이 줄

어드는 반면 내수 기업은 역량적 제약에 직면했을 때 협력이 혁신 성과

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발현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앞서 수행한 혁신 효율성에 대한 분석에서도 살

펴볼 수 있는데, 수출 기업의 경우 협력은 급진적 혁신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급진적 혁신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검증되지 않았다.

반면 내수 기업에게 있어서 협력은 급진적 혁신 성과와 효율성, 점진적

혁신 성과와 효율성 모두에 걸쳐 그 긍정적 영향이 검증된 바 있다. 이

는 수출 기업은 협력을 수행함에 따라 혁신 투입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내수 기업은 협력을 수행함에 따라 혁신 투입이 감소하거나, 혹

은 혁신 투입의 유의한 증가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즉 수출 기업과는 다르게 내수 기업에게 있어서 협력은 자신의 자원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자본이나 역량이 부족

할 때 협력이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이를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도움요인과 혁신 성과 사이

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의 검정 결과는 다음 <표 6-13>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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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ers
Radical innovation

performance

Incremental innovation

performance

Fund-related Capability & 
market-related Fund-related Capability & 

market-related
R&D intensity Not moderated Not moderated Negatively (-) Negatively (-)
Collaboration Not moderated Negatively (-) Not moderated Not moderated

Market
orientation Negatively (-) Negatively (-) Not moderated Not moderated

Non-exporters
Radical innovation

performance

Incremental innovation

performance

Fund-related Capability & 
market-related Fund-related Capability & 

market-related
R&D intensity Not moderated Not moderated Negatively (-) Negatively (-)
Collaboration Not moderated Not moderated Positively (+) Positively (+)

<표 6-13> 혁신 제약요인의 조절효과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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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결론

제 1 절 논의

혁신에 관한 연구는 비단 혁신 성과 자체로만 측정할 것이 아니라 혁

신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혁신 효율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선행연구의 제

언에 따라(Hollanders & Celikel-Esser, 2007; Guan and Chen, 2012), 혁

신 제약요인이 혁신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였다. 또한 동

일한 표본에 대해 혁신 제약요인과 혁신 성과의 관계를 함께 비교/분석

하여 혁신 투입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였다.

혁신 효율성에 대한 분석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혁신 도움요

인으로서 R&D 집중도와 협력에 따른 기업의 투입에 대한 변화는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에게 있어 다르다는 점이다. R&D 집중도의 경우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 모두에게 있어 성과에 비해 효율성에 보다 유의한 음

(-)의 관계에 있다는 분석 결과는 R&D 집중도를 높임에 따라 수출 기

업과 내수 기업은 모두 혁신의 투입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는 것이 추론

가능하였다. 반면 협력의 경우 수출 기업의 급진적 혁신에 대해 혁신 투

입을 증가시키는 반면, 내수 기업에게는 혁신 투입의 유의한 증가가 검

증되지 않았다.

이는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도움요인과 혁신 성과의 관계에 미치는 조

절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와도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R&D 집중도

는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 모두에게 있어 점진적 혁신 성과에 미치는 긍

정적 영향이 혁신 제약의 정도에 따라 부정적으로 조절되고 있음이 검증

되었다. 반면 협력은 수출 기업의 급진적 혁신 성과에 대한 영향이 부정

적으로 조절되는 반면, 내수 기업의 점진적 혁신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

로 조절되고 있다. 이는 내수 기업에게 있어 협력은 부족한 자본이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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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 수출 기업에게는 다

른 목적으로 협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영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 도움요인의 활용 정도에 따라 그 영

향이 서로 달라질 수 있음을 검증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제약요인의

직접적 영향만을 고려한 선행연구에서 상반된 주장이 존재하고 있는 이

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선행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기업 표

본들이 활용하는 혁신 도움요인의 활용 정도 분포에 따라 혁신 제약요인

의 영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수출 여부에 따라 혁신 제약요인의 조절효과는 서로 다르게 나타

나는 것이 검증되었으므로, 분석에 활용된 수출 기업 혹은 내수 기업의

비중에 따라 혁신 제약요인의 영향 또한 다르게 나타났을 수 있다.

혁신 제약요인과 혁신 성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에 활용된 데이터

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혁신 도움요인 및 기업의 수출 여부에 대한 측

정이 가능하다면, 상반된 주장에 대한 원인에 대해 세밀한 검증이 가능

하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혁신 제약요인에 따른 기업의 혁신 투입의 변

화를 파악하고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에게 있어 조절효과가 다르게 나타

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업 실무자와의 면접 등의 정성

적인 방법이 함께 활용되었을 때 더욱 가치 있는 연구가 가능하리라 기

대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는 조절효과를 함께 검증하였으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절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직접적인 영향만을 검증하였다. 이는 혁신 도움요

인과 혁신 제약요인에 따른 혁신 성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되어 왔으나,

혁신 효율성의 변화나 혁신 투입의 변화에 관한 문헌이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향후 혁신 제약요인과 혁신 효율성, 혹은 혁신 투입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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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된다면,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도움요인과 혁신

효율성의 관계에 갖는 조절효과의 존재에 대해서도 함께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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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혁신 제약요인

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의 논의를 혁신 효율성의

차원으로 확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효율성에 미

치는 영향에 주목하였으나 동일 표본에 대해 제약요인이 혁신 성과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함께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혁

신 제약의 수준에 따른 혁신 투입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였다. 또

한 혁신 성과에 도움이 되는 요인 역시 혁신 투입의 변화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였는데, 이는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에게 있어 서로 다르게 나타

난다는 점을 발견하였으며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비단 그 직접적인

영향만을 파악할 것이 아니라, 혁신에 도움이 되는 요인인 R&D 집중도,

협력, 그리고 해외시장 지향성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는

것을 통하여 혁신 제약요인의 영향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였다. 혁신 제

약요인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혁신 도움요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제약요인과 성과의 관계에 대해 주목한 연구와 도움

요인과 성과의 관계에 대해 주목한 연구의 공백을 채웠다.

셋째, 혁신 제약요인과 혁신 효율성에 대한 분석, 그리고 혁신 제약요

인이 혁신 도움요인과 혁신 성과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

에서 모두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에게 서로 다르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는 기업의 수출 여부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혁신 제약요인의 영향을

파악한 선행연구를 보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의

차이는 혁신 제약요인과 혁신 효율성의 관계에 대해 검증하였을 뿐만 아

니라, 혁신 제약요인과 혁신 도움요인, 그리고 혁신 성과의 전반적 관계

에 걸쳐 그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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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도 함께 갖는다. 먼저 혁신에 대

한 많은 투입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은 본 연구를 바탕으로 올바른 혁신

전략의 수립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기존의 혁신 제약요인에 대한 연구

는 그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혁신 성과의

달성을 위한 투입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올바른 혁신을 위

한 방향성을 찾기 어려웠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 효율성과 함께

혁신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함께 수행하였기 때문에, 혁신 효율성의 달성

을 위한 올바른 혁신 전략에 대한 제언이 가능하다.

둘째, 혁신 도움요인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단순히 혁신 도움요인에 많은 투자를 하거나, 혹은 혁

신 도움요인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충분한 투자를 수행하지 않은 기업에게도 본 연구는 혁신 전략 수립에

관한 제언이 가능하다. 기업들은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혁신 제약요인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혁신 도움요인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함으로써, 자신이 직면한 환경에 맞추어 보다 현실적인

혁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상반된 주장으로 인해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대응하기 어려웠던 기업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

제약요인에 대해 올바른 대응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혁신 저해요인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수출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작용

할 수 있음을 인지함으로써, 기업의 운영 형태에 따라 혁신 제약요인에

대해 보다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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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먼저, 본 연구에서 검증되지 않

은 가설에 대해, 그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먼저 수출 기업의

경우 자본적 제약요인이 급진적 혁신 성과에, 역량 및 시장적 제약요인

이 점진적 혁신 성과에 미치는 조절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또한 내수

기업의 경우 자본적 제약요인과 역량 및 시장적 제약요인이 급진적 혁신

성과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가설이 검증되지 않은 이

유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그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더불어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효

율성에 미치는 영향,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도움요인과 혁신 성과의 관

계에 미치는 조절효과가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에게 있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근거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둘째, 본 연구는 혁신 제약요인을 자본적, 역량 및 시장적 제약요인으

로 세분화하여 그 영향을 파악하였으나, 선행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다

른 제약요인들에 대한 검증은 불가능하였다. 이를테면 영국의 혁신조사

의 경우 규제와 관련된 제약요인을 함께 조사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설문의 한계로 인해 그러한 제약요인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는 아

마 국가적 차이에 기인한 설문의 차이 때문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연

구에서 고려하지 못하였으나 실제 기업이 경험하고 있는 혁신 제약요인

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다면 더욱 현실적인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성과와 혁신 효율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혁신 투입물에 대한 변화

를 추론하였다. 그러나 이는 실제 혁신 투입물의 변화에 대한 검증이 아

니라 자료포락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므로, 실제 투입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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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량을 측정한 결과와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향후 혁신 투입의 변화

에 대해 주목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혁신 제약요인과 혁신 효율성의 관계

에 대한 해석이 보다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혁신 제약요인이 혁신 성과와 혁신 효율성에 미

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으로 구

분하여 분석하였으나, 혁신 제약요인의 영향은 산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특정 산업

별로 충분한 표본을 추출하여 혁신 제약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산업에 따

라 다름을 검증할 수 있다면 더욱 현실적인 제언이 가능하리라 기대된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혁신 도움요인으로서 R&D 집중도, 협력, 해외

시장 지향성에 주목하였으나, 이들은 기업이 혁신을 위해 활용하는 많은

요인들 중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 또한 혁신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통제하고 있는 연구가 있으나(Savignac, 2008;

Mohnen et al., 2008), 데이터상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변수를 충분하게

통제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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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Innovation Constraints 
on Innovation Performance and 

Efficiency
: Focusing on exporters and non-exporters

Jaeho Shin
Operations Management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ies on the importance of innovation has led to the study on the 

factors that support innovation performance as well as factors that constrain 

innovation performance. Literature noted R&D intensity, collaboration with 

other companies and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market orientation as 

factors that enhance innovation performance, and pointed to fund-related 

constraints, capability-related constraints, and market-related constraints as 

factors that constrain innovation performance.

  Innovation is not a linear process in which inputs are automatically 

converted into outputs, and no specific amount of output is guaranteed 

though certain amount of input has been made. Such characteristics of 

innovation have raised criticism that the assessment of innovation should be 

evaluated by efficiency, not performance itself. Accordingly, diverse studies 

related to innovation measure innovation efficiency, but the effe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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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constraints on innovation efficiency is yet to be answered.

  In addition, despite the impact of innovation constraints on innovation 

performance has been studied for decades, there has yet to form a 

consensus on how such constraints impact innovation performance. On one 

hand, literature maintains that since resources are needed to achieve 

innovation, and constraints on these resources impede innovation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other studies argue for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constraints and innovation outcomes, since 

scarce resources could improve creativity, and the more innovative 

companies are, the more often they face innovation constraints. Studies also 

refer to the value of learning through failure and argue for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innovation constraints and innovation outcomes. Also, 

literature shows that innovation constraints have different effects on 

innovation performance depending on the type of innovation, and there are 

even arguments that innovation constraints and innovation performance are 

not related.

  Exporters and non-exporters differ in their structure, innovation could also 

be different, and the degree of impact such constraints have on innovation 

performance can also differ, along with the innovation constraints they 

experience. However, prior research on the effect of innovation constraints 

on innovation performance has been 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ntire industry, without distinguishing between exporters and domestic 

companies.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constraints and 

efficiency is identified by exp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raints and 

performance that has been discussed. Not only the direct effe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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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constraints on the performance, but also the moderating effect of 

such constrain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supportive factors 

and its performance are also verified. In addition, the sample was divided 

into exporters and non-exporters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constraints and innovation performance(efficiency) 

depending on whether a firm exports or not.

  This research utilized the data of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from 

the 2018 Korean innovation survey conducted by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STEPI). While the survey comprises 14 

categories of innovation constraints, this study conducted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extracted two factors, each named as fund-related 

constraints and capability & market-related constraints.

  To analyse th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constraints and innovation 

efficiency, bootstrap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e number of samples used for the analysis was 644 

export companies and 708 domestic companies. Efficiency score of each 

decision making units(DMUs) is calculated based on two input factors and 

one output factor - the number of R&D personnel and innovation costs as 

input factors, and the amount of total sales of innovative products as output 

factor.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constraints and 

innovation performance was also analyzed to compare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raints and innovation efficiency.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in the model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innovation constrain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supportive 

factors and innovation performance, with utilizing 690 samples of exporters 

and 785 non-expo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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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mpact 

of innovation constraints on innovation efficiency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innovation constraints, and for exporters, fund-related constraints 

have a positive effect on radical innovation efficiency, while capability & 

market constraints have a negative effect on radical innovation efficiency. 

For incremental innovation efficiency, the effect of fund-related constraints 

has not been verified, while capability and market-related constraints is 

foun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incremental innovation efficiency.

  For non-exporters, on the contrary, fund-related constraints have a negative 

impact on both radical and incremental innovation efficiency, while 

capability and market-related constraints have both positive effects on 

innovation efficiency. An analysis of innovation constraints and its efficiency 

was presented together with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raints and performance, enabling further discussion and inferring 

changes in innovation inputs due to innovation constraints.

  The analysis of moderating effect of innovative constraints of exporters 

confirmed that fund-related constraints negatively moderate the impact of 

international market orientation on radical innovation performance, and 

capability & market-related constraints negatively moderate the impact of 

collaboration and international market orientation on radical innovation 

performance, respectively. In addition, both fund-related constraints and 

capability and market-related constraints were found to negatively moderate 

the impact of R&D intensity on incremental innovation performance.

  Unlike exporters, the effect of the innovation constrain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novation supportive factors and radical innovation 

performance of non-exporters has not been verified. However, the effe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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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D intensity on the radical innovation performance has been negatively 

moderated by both innovation constraints, while the effect of the 

collaboration has been positively moderated.

Keywords : Innovation constraints, R&D intensity, Collaboration, Market 

orientation, Innovation efficiency, Innovation performance

Student Number : 2015-3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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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와 지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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