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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tries to find out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innovation ambidexterity

among companies residing in the airport. To define antecedents, this paper regards such

four variables as relationship orientation, market orientation, dynamic capabilities and level

of resources. Such variables are assumed to have an effect on innovative ambidexterity and

the innovative ambidexterity is also presumed to have an impact on company’s marketing

consequences. According to hypothesis test, the more a company has relationship

orientation, market orientation, dynamic capabilities and level of resources, the more

effective an innovation ambidexterity becomes and the bigger marketing performance could

be expected. Therefore companies ought to maintain both exploration and utilization

perspectives of innovation ambidexterity following the four variables above to expand new

customer market and increase reve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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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의 많은 기업들은 기존 고객들과 신규

고객들 모두에 대한 만족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으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면 조직의 성과로까지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

지속적인 고객 창출을 위해서는 시장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외부 역량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역량을 재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26][27][28], 기회나 위협을 감지하고 기회를 포

착해서 기업 내 유·무형 자산을 재구성하여 경쟁

우위를 지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시장 지향성

수준이 높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

며, 다양한 자원이 함께 보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공항 내에서 상

주하는 많은 기업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게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항공수익을 창출하는 항공

사들과 비항공수익을 창출하는 다양한 상업시설

또는 물류업체 등 모두에게 마케팅 성과 증대를

위한 핵심요소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 특히 이러

한 요소들은 조직, 기술, 경쟁우위 등 여러 분야

에서 활용이 되는 혁신양면성 [2]을 기반으로 중

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을 것이

다. 기업의 대내외요인이 중요하게 혁신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를 통한 결과로 경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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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혁신은 두 가지 관점인 탐험과 활용을

통해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적응 매카니즘을

중시하는가 또는 기존 제품이나 기술 등을 통해

서 경쟁우위를 도모하는가를 기반으로 탐험과 활

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급진적, 점진적 혁신

으로 나누어서 전자는 탐험, 후자는 활용으로 구

분할 수도 있다[2]. 그리고 Jansen et al(2006)처

럼 신규 제품 또는 기술 개발적 측면으로 탐험을

볼 수 있고, 기존의 고객에 대한 집중 수준으로

활용을 볼 수 있다.

혁신 양면성과 대표적 주요 경영성과 중 하나

인 마케팅성과와의 관계 그리고 이러한 혁신 양

면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선행요인들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특히 공항 내 상주기업들이 성공적인

혁신전략을 펼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원과 역량

을 필요로 한다. 이 때 기존 고객 유지 및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한 혁신의 양면성을 동시에 추진

하지 못하고 어느 하나만을 중요시할 경우, 지속

가능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혁신의양면성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

지지 않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높은 혁신

양면성 수준을 보유한 조직들은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조직보다 우월한 기업성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10][16] 혁신 양면성관련 선행요인

및 결과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항공사/상업시설/

물류업체 등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관계 지향성

관계 지향성은 거래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서

로 지속적으로 애호의 관계를 이루면서 거래관련

다른 대안을 줄이는 것이며[23], 이외에도 관계의

지속성관련 기대수준이나 거래를 함에 있어 상대

방에 대한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3]. 이러한 관계 지향성은 장기적으로 양자 모

두에게 이득이 되어질 수 있다[15]. 관계 지향성

의 구성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시장 지향성 이외에

공감성, 신뢰, 의사소통, 가치공유와 그 외 유대

및 상호의존을 기준으로 관계지향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요소가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본 연구가 있다.[24], 신뢰는 특히 성공

적인 관계를 위해 매우 중요성 구성요소이고 구

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6][18]. 유대와 관련하여서는 Morgan &

Hunt(1994)가 언급한 관계결속과 유사하며, 양

당사자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공통의 방법으로

행동할 시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24]. 의사소

통은 상호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 상호

의존성은 목표 달성을 위해 파트너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기업에게서 나타나며[8], 가치공유는 암

시적, 묵시적으로 바라는 것으로서, 관계형성에

있어 공유가치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7]. 마지막으로 공감성은 판매자들의 고객관계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으며, 상

호 관점에서의 상황의 이해를 기반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갖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24]. 마케팅 혁

신의 선행요인으로 관계 지향성을 살펴본 연구에

서도 관계 지향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36].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관계 지향성은 거래를 함

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관계를 중요시 하는 것

을 의미하며[3], 관계 지향성 구성요소들이 잘 달

성되어질 때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2 시장 지향성

시장 지향성은 고객 지향성, 경쟁자 지향성과

부서간 협력/조정 등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으

며 시장 지향성은 사업단위의 수익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19] Kohli &

Jaworski(1990)는 정보의 창출, 전파, 반응성 등으

로 시장 지향성을 설명하였다. 이때의 시장정보

창출은 고객의 욕구나 선호도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영향요인들 관련 정

보를 수집,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장정보의

확산은 기업 내 시장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이나

정도를 의미하고 효율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공

동으로 시장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공식적, 비공식적인 수단으로 전달되

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정보의 반응은 기

획득한 정보에 대해 전사적으로 실제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기업 활동을 의미한다. 이외에

도 Day(1994)는 시장정보의 획득, 확산 및 조직

적 협력으로 시장지향성을 설명하였고 Han et

al.,(1998)은 고객지향성, 경쟁자지향성 및 내부부

서간 협력으로 시장지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Johnson et al(2009)의 경우 고객 및 경쟁자 관련

정보를 시장지향성의 구성개념으로 보고 이를 확

보 및 활용하는 조직 내 역할과 문화를 의미하는

것이 시장 지향성이라고 보았고 기업 내 자원의

결합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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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들이 시장 지향성이 있는 기업의 경

우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13], 시

장 지향성이 있는 기업문화가 기업성과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22][13]. 이외에

도 시장 지향성이 ROA와 신제품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 경쟁사 대

비 3년간 ROI와 ROA, 판매성장률, 신제품성과

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나타난 바 있

다[25].

2.3 동적 역량

동적 역량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정의를 내렸는데, 기업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신규 제품 또는 프로세스 개발 관련 고려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역량의 합이라고 볼 수 있고[26],

내․외부의 역량을 통합화하고 구축 및 재조정

함에 있어[27] 기회에 신속히 대응하는 역량이라

고 볼 수 있으며[12], 모방 및 실험방식에 의해

자원 배열방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31]. 그리고 기회나 위협의 형태 감지, 기회

포착, 증대, 결합, 보호 등으로 본 견해도 있으며

[28], 역량 활용과 역량 증진으로 동적 역량을 개

념화한 연구결과도 있다[30].

동적 역량의 구성요소로는 위치나 경로, 프로

세스를 들 수 있고, 자본 활용과 자본 탐색 등으

로 살펴볼 수 있으며, 흡수능력으로 동적 역량을

살펴본 연구도 있다[4]. 또한 동적 역량의 구성요

소로서 자원의 재형성 역량을 강조할 수 있고

[9][20], 협력 역량 및 기존 지식을 기반으로 동

적 역량을 분석할 수도 있다. 동적 역량의 선행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기업가 지향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28], 동적 역량의 결정요인과 경쟁우

위 및 해외 시장성과의 관계연구를 통해서 기업

가 지향성, 자원, 조직 유기성을 동적 역량의 선

행요인으로 보기도 하였다[35]. 동적 역량이 혁신

양면성의 중요한 선행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34],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선행연

구도 있다[32].

2.4 혁신 양면성

혁신 양면성과 관련하여서는 조직, 기술, 경쟁

우위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되어 왔다. 특히

혁신에 대해 탐험과 활용을 기반으로 정의를 내

렸는데,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도전하

는 것을 탐험이라고 본 반면 활용은 현재 기술

또는 역량을 정제/확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

로 보았다[1].

이외에도 적응 매카니즘을 중시하는가 또는

기존 제품이나 기술 등을 통해서 경쟁우위를 도

모하는가를 기반으로 탐험과 활용을 나누어 보기

도 하였고, 급진적, 점진적 혁신으로 나누어서 전

자는 탐험, 후자는 활용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2]. 그리고 Jansen et al(2006)은 신규 제품 또는

기술 개발적 측면으로 탐험을 보았고, 기존의 고

객에 대한 집중 수준으로 활용을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조직이 가지고 있는 모순된 속성을 모

두 보유할 수 있는 것이 조직능력으로, 효율성

및 유연성 또는 정합성과 적응성 그리고 탐색적

및 활용적 혁신 모두를 보유할 수 있는 것이 조

직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2][10]. 이러한 양면성

을 보유한 조직들은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조

직보다 우월한 기업성과를 나타냈다[10][16][33].

Jansen et al (2006)은 탐색적 혁신을 근본적

혁신으로 인식하고 신규 고객 및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활용

적 혁신을 점진적 혁신으로 인식하고 기존 고객

및 시장 요구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양면성의 선행요인으로는 대표적으로 구

조적 측면과 맥락적 측면, 리더십 측면을 들 수

있고[21], 탐험적 혁신조직은 작고 유연한 성격의

조직으로 활용적 혁신조직은 크고 체계적인 성격

의 조직으로 발전된다고 보았다[2][29].

맥락적 측면에서는 공동의 목표나 가치를 보

유하거나 신뢰 및 지지 등의 맥락을 균형있게 함

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데[10], Gibson &

Birkinshaw (2004)는 맥락을 조직 내 개인수준행

동 특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신념)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리더십과 관련하여 리더십수준이

혁신 양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29]. 또한 혁

신 양면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정

(+)의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본 연구가 있

었고[10][16], 또한 재무적 성과가 높아질 수 있

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11].

3. 연구방법론

3.1. 연구가설 및 모형 설정

본 연구는 기존에 살펴본 연구문헌들을 기반

으로 하여 공항 내 항공, 비항공수익을 창출하는

많은 상주기업들의 혁신 양면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것이 마케팅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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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만들고 연구모형을 제

시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혁신 양면성의 선

행요인과 결과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마케팅 성과

에 미치는 주요 보유 역량들을 살펴보고자 하였

는데 독립변수로는 관계 지향성, 시장 지향성, 동

적 역량, 자원수준을 두었고 매개변수로는 혁신

양면성을 두었으며, 결과변수로는 마케팅 성과를

두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독립변수인 관계 지

향성 수준, 시장 지향성 수준, 동적 역량 수준,

자원수준이 높으면 매개변수인 혁신 양면성 수준

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이것이 증가하면

비재무적 성과관련 마케팅 성과가 증가할 것이라

고 예상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은 자원수준이나

기업가 지향성 등을 동적 역량의 선행요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공항

내 항공 및 비항공분야 관련 상주기업들의 특성

상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자원수준

과 관계 지향성 수준이 동적 역량과는 다른 독립

적인 관계로서 다루어져야 하는 변수로 보았고

자원이나 관계 지향성 수준은 동적 역량과 선·후

행 관계가 있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이는 동적 역량이 있더라도 자사 운영을 위한 자

원수준 관련 협력사 또는 공급업체 등과의 관계

지향성 요소를 독립적으로 갖추고 있어야만 혁신

의 양면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

문이다. 이외에도 공항 내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마케팅 요소로서의 시장 지

향성과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동적

역량을 혁신 양면성의 선행요인으로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원수준에 있어서는 인적/관계적 자원, 재무

적 자원, 물리적 자원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비재

무적 성과는 마케팅 성과에 관한 연구들을 기반

으로 하여 파악하였다. 그리고 혁신 양면성은 두

개의 차원인 탐험과 활용을 사용하였는데, 두 가

지의 차원이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 아닌 모두 달

성 가능한 혁신적 차원으로 보았다. 이는 공항

내 많은 상주기업들이 제품/서비스의 단·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Jansen et al(2005)이 언급한 혁

신의 양면성 모두를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제품

혁신, 혁신적인 프로모션 개선 등을 기반으로 로

얄티 프로그램을 활용해 혁신을 다각도로 추진하

고 있기 때문이다.

상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 본 논문의 가설과

연구모형은 Fig. 1 및 Table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3.2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SPSS

및 AMOS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을

하였으며, 통계분석 관련하여서는 인구 통계학적

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

고, 크론바하 알파를 활용하여 신뢰성 분석을 수

행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주성분 분

석을 수행하였고 직교회전법을 활용하였다. 확인

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를 위해 AMOS를 활용

하였고 가설검증은 이를 통한 경로분석을 활용하

여 살펴보았다.

구분 가설

H1
관계 지향성 수준이 증가하면 혁신 양면성

수준은 증가할 것이다.

H2
시장 지향성 수준이 증가하면 혁신 양면성

수준은 증가할 것이다.

H3
동적 역량 수준이 증가하면 혁신 양면성

수준은 증가할 것이다.

H4
자원수준이 증가하면 혁신 양면성 수준은

증가할 것이다

H5
혁신 양면성 수준이 증가하면 마케팅 성과

는 증가할 것이다.

Table 1.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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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수 비율

근무

업종

구분

항공사 31 12.4

면세점 48 19.2

식음료점 109 43.6

물류업체 49 19.6

기타 업종 13 5.2

근무

부서

총괄 17 6.8

전략기획/신사업 12 4.8

마케팅/영업 144 57.6

경영혁신/연구개발 15 6.0

경영관리 56 22.4

기타 6 2.4

직위

사원 131 52.4

대리 92 36.8

과장/차장 24 9.6

부장 이상 3 1.2

근속

년수

3년 미만 98 39.2

3년 이상 - 5년 미만 99 39.6

5년 이상 - 10년 미만 42 16.8

10년 이상 11 4.4

Table 2. Demography of Sample

3.3 변수의 정의와 가설 및 척도 구성

관계 지향성의 경우에는 Sin et al(2005)등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의 특성에 맞는 요

소라고 할 수 있는 공감성, 상호 신뢰, 의사소통,

가치공유 관점을 통해 살펴보았고 본 연구특성에

맞게 설문문항 8개,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시장

지향성은 Kohli & Jaworski(1990, 1993) 및

Johnson et al(2009)의 연구에서 활용된 것을 기

반으로 하여 시장정보 생성, 조직 간 시장정보

확산, 전사적 반응을 기준으로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설문문항 6개, 7점 척도로 살펴보았다. 그리

고 동적 역량은 기회나 위협의 형태 감지, 기회

의 포착, 재구성 등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특성

에 맞게 탐색 역량, 공유 역량, 재배치 역량, 학

습역량으로 나누어 설문문항 8개, 7점 척도로 살

펴보았다[17][11].

자원수준은 Nahapiet and Ghoshal(1998),

Blyler and Coff(2003), Roos and Roos(1997),

Galbreath(2005) 등의 연구를 종합하여 인적/관

계적 자원, 재무적 자원, 물리적 자원을 기반으로

설문문항 6개, 7점 척도로 살펴보았다. 또한 혁신

양면성은 Jansen et al(2006), He & Wong(2004)

의 연구를 기준으로 하였고 혁신 활동의 신규 제

품 및 시장 진입여부와 관련된 설문을 구성하여

6개 설문문항,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마

지막으로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마케팅

성과는 Ruekert et al(1985)와 Walker et al(1987),

Vorhies & Morgan(2003)의 이론을 본 연구의 특

성에 맞게 변환하여 4개의 설문문항, 7점 척도로

살펴보았다.

4. 실증분석 및 논의

4.1. 인구통계학적 분석

인구통계학적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총 4개의

문항으로서 공항 내 상주기업의 근무업종 구분,

근무부서, 직위, 근속년수 등으로 구성하였다.

Table 2에 제시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근무업종을 묻는 질문에서는 항공사가

31명(12.4%), 면세점 48명(19.2%), 식음료점 109명

(43.6%), 물류업체 49명( 19.6%)이며, 그 외 기타

업종이 13명(5.2%)이었다.

그리고 근무부서와 관련해서는 마케팅/영업이

가장 많은 144명(57.6%)을 기록하였고 뒤이어 경

영관리 분야 56명(22.4%), 총괄 분야 17명(6.8%)을

기록하였다. 경영혁신/연구개발 및 전략기획/신

사업 분야는 각각 15명(6.0%), 12명(4.8%)을 기록

하였고 기타는 6명(2.4%)이었다. 직위로는 사원이

가장 많은 131명(52.4%), 그리고 대리가 그 다음

으로 많은 92명(36.8%), 과장/차장 24명(9.6%),

부장 이상은 3명(1.2%)이었으며, 근속년수에 있어

서는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이 가장 많은 99명

(39.6%), 3년 미만 98명(39.2%), 5년 이상 10년 미

만 42명( 16.8%), 10년 이상은 11명(4.4%)이었다.

4.2 신뢰성 검증

신뢰성 측정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방법

이 있을 수 있는데 내적 일관성 확보를 위해 크

론바하 알파값(Cronbach’s alpha)을 많이 활용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신뢰성

검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신뢰성 측정 결과 독립변수, 매개변수 및 결과

변수에 대한 크론바하 알파값은 모두 Table 3과

같이 0.8 이상의 내적 일관성 값을 보이고 있어

신뢰성 수준에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동적 역량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모두 0.9 이

상을 보임으로써, 변수들의 신뢰성 수준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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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크론바하 알파값 문항 수

관계 지향성 .961 8

시장 지향성 .943 6

동적 역량 .882 8

자원 수준 .955 6

혁신 양면성 .945 6

마케팅 성과 .939 4

Table 3. Test Results of Internal Validity

4.3 타당성 검증

타당성은 조사자가 정의를 정확히 측정하였는

지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의 탐

색적 요인분석 결과의 요인추출은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였고 직교회전법을 활용하였다. 타당성 검

증결과는 아래와 같이 먼저 4개의 독립변수를 기

반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는데 타당성

검증결과 각 선행요인 변수들에 맞게 묶인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선행요인과 관련하여 관계 지

향성의 총 누적 분산값은 25.364로 나타났고 시

장 지향성의 총 누적 분산값은 42.386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동적 역량의 총 누적 분산값은

58.205, 마지막 독립변수인 자원수준의 총 누적

분산값은 72.987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혁신 양

면성의 경우도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고, 마케팅

성과도 단일 차원으로 묶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누적 분산값은 각각 78.364와 84.530으로 나타났

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Factor Analysis Results

<관계 지향성>

구분 Component

관계 지향성1_공감성1 .716

관계 지향성2_공감성2 .818

관계 지향성3_상호신뢰1 .840

관계 지향성4_상호신뢰2 .829

관계 지향성5_의사소통1 .801

관계 지향성6_의사소통2 .815

관계 지향성7_가치공유1 .789

관계 지향성8_가치공유2 .761

% 분산 % 누적

25.364 25.364

<시장 지향성>

구분 Component

시장 지향성1_창출1 .746

시장 지향성2_창출2 .734

시장 지향성3_확산1 .749

시장 지향성4_확산2 .762

시장 지향성5_반응1 .787

시장 지향성6_반응2 .763

% 분산 % 누적

17.023 42.386

<동적 역량>

구분 Component

동적 역량1_통합1 .776

동적 역량2_통합2 .707

동적 역량3_공유1 .753

동적 역량4_공유2 .733

동적 역량5_재배치1 .779

동적 역량6_재배치2 .748

동적 역량7_학습1 .692

동적 역량8_학습2 .720

% 분산 % 누적

15.819 58.205

<자원수준>

구분 Component

자원수준1_인적1 .746

자원수준2_인적2 .672

자원수준3_재무1 .743

자원수준4_재무2 .726

자원수준5_물리적1 .716

자원수준6_물리적2 .669

% 분산 % 누적

14.781 72.987

<혁신 양면성>

구분 Component

혁신 양면성1_탐험1 .865

혁신 양면성2_탐험2 .905

혁신 양면성3_탐험3 .892

혁신 양면성4_활용1 .883

혁신 양면성5_활용2 .882

혁신 양면성6_활용3 .884

% 분산 % 누적

78.364 78.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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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mpirical Research Model

<마케팅 성과>

구분 Component

마케팅 성과1 .899

마케팅 성과2 .927

마케팅 성과3 .943

마케팅 성과4 .907

% 분산 % 누적

84.530 84.530

탐색적 요인분석 완료 후 AMOS를 활용한 경

로분석을 수행하였는데 기본모형은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각 변수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4.4 모형 적합도

본 연구의 경로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모형 적

합도가 잘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면 CMIN/DF

는 2에서 3 사이일 때 적합한 모형이며, GFI,

IFI, TLI, NFI, CFI의 수준은 0.9 이상일 때 적합

한 수준으로, Table 5와 같이 기본모형의 적합도

중 CMIN/DF는 2.552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

나 NFI, RFI, IFI, TLI, CFI 모두 0.9에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Validity of Model

적
합
도

결
과

CMIN DF P CMIN/DF

1,668.99 654 .000 2.552

NFI RFI IFI

.841 .829 .897

TLI CFI RMSEA

.889 .897 .079

이러한 기본모형의 모형적합도 결과를 기반으

로 하여 적합하지 않은 설문항목을 제거하였다.

설문항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표준화계수에서

0.7 이하인 항목을 제거하였는데 그 항목은 동적

역량의 학습 1, 2 항목이었다. SMC값을 파악한

결과에서는 모든 항목이 0.4 이상으로 나와서 그

외 항목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외

Modification Indices값을 통해서 부적합한 항목을

제외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시

한 수정모형의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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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설
채택

여부

H1
관계 지향성 수준이 증가하면 혁신
양면성 수준은 증가할 것이다.

채택

H2
시장 지향성 수준이 증가하면 혁신
양면성 수준은 증가할 것이다.

채택

H3
동적 역량 수준이 증가하면 혁신
양면성 수준은 증가할 것이다.

채택

H4
자원수준이 증가하면 혁신 양면성
수준은 증가할 것이다

채택

H5
혁신 양면성 수준이 증가하면 마케
팅 성과는 증가할 것이다.

채택

Table 8. Summary of Hypothesis Test

4.5 모형 적합도 결과(수정모형)

수정모형의 모형 적합도 결과를 살펴보면

CMIN/DF의 값은 2와 3사이인 2.235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IFI는 .933 TLI는 .926, CFI는

.933을 기록하여 기존 모형보다 모형 적합도가

나아졌음을 알 수 있다.

적
합
도

결
과

CMIN DF P CMIN/DF

1,012.261 453 .000 2.235

NFI RFI IFI

.885 .874 .933

TLI CFI RMSEA

.926 .933 .070

Table 6. Adjusted Validity of Model

4.6. 가설 검증

수정모형에 대한 본 연구의 경로분석 결과는

아래의 Table 7과 같다.

Estimate Std. β S.E C.R P

혁신

양면성
< -

관계

지향성
.183 .073 2.508 .012

혁신

양면성
< -

시장

지향성
.131 .077 1.702 .089

혁신

양면성
< -

동적

역량
.132 .063 2.107 .035

혁신

양면성
< -

자원

수준
.531 .079 6.686 ***

마케팅

성과
< -

혁신

양면성
.835 .056 15.043 ***

Table 7. Hypothesis Test Result

먼저 ‘관계 지향성 수준이 증가하면 혁신 양면

성 수준은 증가할 것이다.’의 가설 1과 관련하여

서는 표준화계수가 0.183이 나왔고 95% 신뢰수

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

은 채택되었다. 가설 2는 ‘시장 지향성 수준이 증

가하면 혁신 양면성 수준은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표준화계수 값이 0.131로 나왔고 90% 신

뢰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도 채택

되었다. ‘동적 역량 수준이 증가하면 혁신 양면성

수준은 증가할 것이다.’라는 가설 3은 표준화계수

0.132로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나 채택되었다. 그리고 ‘자원수준이 증가하면 혁

신 양면성 수준은 증가할 것이다.’라는 가설 4는

표준화계수 0.531이고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혁신 양면성 관련하

여 ‘혁신 양면성 수준이 증가하면 마케팅 성과는

증가할 것이다.’의 가설 5도 채택되었는데 표준화

계수는 0.835였고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5.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공항 내 상주기업의 혁신 양면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에는 어떠한 것

들이 있고 그러한 선행요인들이 증가할 경우에

혁신 양면성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혁신

양면성 수준이 증가하면 마케팅 성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선행요인은 관계 지향성, 시장 지향성, 동적

역량, 자원수준의 네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았고

관계 지향성은 공감성, 상호 신뢰, 의사소통, 가

치공유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시장 지

향성은 정보의 생성, 확산, 공유를 기준으로 살펴

보았다. 또한 동적 역량은 탐색 역량, 공유 역량,

재배치 역량, 학습 역량을 기준으로 살펴보았고

자원수준은 인적/관계적 수준, 재무적 수준, 물

리적 수준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혁신 양면성은 탐험과 활용을 기준으로 비재무

적 성과는 마케팅 성과적 측면으로 살펴보았다.

위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가설 검증을 통해 이

루어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Table 8과 같다. 혁

신 양면성 수준에 있어 가설 1은 관계 지향성 수

준이 증가하면 혁신 양면성 수준이 증가할 것이

라는 것으로 이는 경로분석 결과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설 2는 시장 지향성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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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면 혁신 양면성 수준은 증가할 것이라는

것으로 이 또한 경로분석 결과 채택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동적 역량 수준이 증가하면 혁신

양면성 수준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3도 채택이

되었고 가설 4인 자원수준이 증가하면 혁신 양면

성 수준은 증가할 것이라는 것도 채택되었으며

마지막 가설인 혁신 양면성 수준이 증가하면 마

케팅 성과는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5도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모두 수정모

형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로 공항 내 상주기업들

에게 있어서 이러한 선행요인들이 얼마나 혁신

양면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중요

한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혁신 양면

성 측면이 마케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혁신의 탐험, 활용적 측면 모두를

적극 고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혁

신 양면성에 있어 많은 기업들은 어느 하나의 측

면만을 강조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나 공항 내 상

주기업들의 경우 기존 고객 유지 및 신규 고객

유치 등 모두에 신경을 써야만 마케팅 성과적 측

면에서 효율성, 효과성 관련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므로 따라서 급진적, 점진적 혁신을 모

두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환경변화에 적극적으

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매우 큰 자본이 투

입되므로 장·단기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

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사와 관련이 있는

여러 업체(공급업체 등) 등과의 관계 지향적 측

면에서 공감성, 상호신뢰, 의사소통, 가치공유수

준을 중요시하여야만 혁신적 측면에서의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는 기업들이

협력업체와의 장기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성공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구매자와 판

매자뿐만 아니라 공급업체와의 관계, 협력업체와

의 관계 등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뢰

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원하는 목표를 향

해 공통의 방법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면 혁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효율성, 효과성 등의 측

면에서 마케팅성과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

이다. 이외에도 의사소통은 상호이익 목표 달성

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관계형성에서의 공유가치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여러 자원들에 대한 탐

색 역량, 공유 역량, 재배치 역량, 학습 역량을

잘 갖추고 있다면, 즉 동적 역량을 잘 보유하고

있다면 두 가지의 혁신적 측면을 증가시킬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자원수준이 증가하게 되면 탐

험적, 활용적 혁신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양한 인적/관계적 수준을 보유하고 증대시켜 나

가야 하며, 재무적 수준도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물리적 자원도 기본적으로 잘 갖추어나가

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혁신의 어느

단일 차원만을 강조하거나 두 차원을 서로 상반

된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점으로 본 논문

에서는 공항 내 상주기업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

로 두 차원 모두에서의 고객관리를 철저히 수행

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탐험, 활용 모두를 혁신

양면성의 하위 차원으로 두고 살펴보았다. 이러

한 혁신 양면성은 마케팅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서 알 수 있듯이 기업들은 혁신의 두 차원 모두

를 향상시키기 위해 관계 지향성, 시장 지향성,

동적 역량수준, 자원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의 혁신양면성 관련 확장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

을 것이다. 대내외 역량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

거나 고객지향성 또는 제품/서비스의 차별화수

준등을 선행요인으로 고려한 추가연구가 있을 수

있으며 비재무적 성과 중 마케팅성과 이외에 직

무몰입, 조직만족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

를 모두 포함한 연구를 통해 혁신 양면성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 있

을 것이다.

5.3 논의

본 연구는 항공, 비항공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들을 대상으로 혁신 양면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선행요인들과 그러한 요인들을 통해 혁신 양면성

이 증가할 경우 결과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케

팅 성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자 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들

은 자사와 관련이 있는 공급, 유통 그 외 업체

등 당사자와의 관계 지향성을 매우 중요시하여야

하며, 시장 지향성 관련해서도 기존 및 신규 시

장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

어야 하고, 주요 대내외 환경 정보에 대해 동적

역량을 잘 갖추어 나가야 하며, 인적/관계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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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 물리적 자원수준도 잘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공항 내 상주업체들은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의 양면

성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급진적, 점진적인 혁신

어느 하나만을 추진하거나, 혁신과 기업가 정신

을 바탕으로 도전하는 것만을 중시하는 탐험적

혁신만을 강조하거나 현재 기술 또는 역량을 정

제/확장하는 활용적 혁신만을 강조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마케팅적 관점에서 기업의 대내

외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나갈 때 지속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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