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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research, we tried to suggest the guidelines to stakeholder of ICT startup for picking up the excellent startups 

and nurturing them. We designed the research model focused on the good startup team’s knowledge based interaction 

mechanism. A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were developed from literature review and empirically validated. The 

research model consisted relationship among the knowledge sharing (knowledge donation and knowledge collection), 

absorptive capacity (member’s ability and member’s motivation), team creativity, and innovation capability. Data were 

collected from ICT Service Startups, and a partial least squares (PLS) analysis was made on 175 data point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absorptive capacity has significant effect on team creativity and innovation capability 

directly. And also it has indirect effect on the dependent variable through team creativity. On the contrary, knowledge 

sharing does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eam creativity and innovation capability; only have an effect 

on absorptive capacity. Based on the results, we proposed several team management skills for ICT startup leaders 

and members, and the guidelines to stakeholder such as government and private investors. Also there are some ideas 

for startup nurturing polices for government officers. Theoretical contributions are discussed at the end with limitations 

and furthe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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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으로 창업의 열기가 뜨겁다. 특히 ICT

분야는 창업의 있어서 세계 인 성공사례가 많은 

분야이다. Microsoft, Apple, Google, Facebook이

나 국의 알리바바 등 다수의 세계 인 IT 기업

들이 성공 인 창업을 통해서 발돋움 했다는 공통

을 지니고 있다.  다른 공통 은 기 창업 모

습이 소규모 로젝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다. 소규모 로젝트 의 성공요인은 리더십, 

효율 인 커뮤니 이션과 정보의 공유, 성공 인 

서비스와 제품, 투자 자본의 유치 등과 같이 다양하

다. 특히 정부의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 투자자 

연계 등과 같이 스타트업  외부 환경을 안정 으

로 조성하여 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

할 수 있게 하려는 국가차원의 노력은 창업 환경

을 조성하는데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최근 창업의 성공과 이를 지원하기 한 노력에 

한 연구들은 기업가 정신을 심으로 창업가의 

아이디어와 의지, 리더십, 창의성과 같이 창업가나 

리더에 이 맞추어져 있으며, 신, 창업 교육

과 멘토링 등 육성 정책을 심으로 개되고 있

다(Kang and Ha, 2015; Nam, 2015; Oh et al., 

2015; Lee and Park, 2015). 국가의 정책은 창업

을 한 생태계 조성과 제도  지원, 그리고 자  

연계 등 창업 조직 외부 요소를, 창업조직의 성공

에 한 학술 연구는  구성원, 그 에서 창업가

인 리더를 심으로 하는 내부 요소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과 학술 연구 내용들 에

서 공통 으로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수많은 스타트업 을 선발하고 자 과 제도  지

원을 아끼지 않는 가운데 이들 부분이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창업

을 해서 자  투자, 멘토  인재 연결, 사업화 

 기술개발 교육, 그리고 창업 실패에 한 고려

를 포함한 정책 에서 스타트업  구성원을 어떻

게 리하고 그들끼리 업을 하는 방법에 해서 

교육하거나 컨설  하는 내용은 찾기 힘들다. 어

떤 을 선정하여 투자할 것인가에 측정 방법이나 

단의 기 도 모호하다.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 

아이디어의 실용성, 실  가능성 외에 요한 성

공 요인들이 무시되고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만으

로 지속 인 신과 안정 인 기업으로의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은 여 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스타트업 성공요소로서 아이디어를 강조하고 그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창의성이 요성하는 은 

강조되고 있지만(Burroughs et al., 2011) 실제 스

타트업 이 어떤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구성하고 

실행을 해 나가고 있는지에 한 연구는 제한 이

다. 일반 으로 소 트웨어 개발, R&D와 같은 창

의  활동이 제가 되는 들과 같이 기업 내에 

속해있는 의 지식공유에 수반되어 창의성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Kim and Seol, 2014). 그래서 

다수  형태의 경우 유사한 방식의 작동원리가 

상된다고 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스타트업

에게 요한 은  역량이라는 이다(Hyytinen 

et al., 2015). 신성과 아이디어보다는 실제로는 

이 가진 흡수역량과 역동성이 스타트업 생존율

을 높인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운 되는 역량

이 기반이 되지 않는 창의 인 아이디어로는 단발

성에 그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신 인 상품을 만들어내는 역량을 

가진 스타트업 의 상호작용을 지식 공유와 창의

성의 에서 실증 분석함으로써 스타트업 의 

선발과 육성을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목 으

로 수행되었다. 조직의 신과 창의성의 선행요인

에 한 기존문헌 분석을 통해 가설을 설정하고, 

실제로 기업이 후원하는 ICT 스타트업 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 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을 한 효율 인 성

공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스타트업  선발과 지원

을 한 정책  제안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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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배경

2.1  창의성과 신

창의성(Creativity)은 “개인 혹은 개개인이 함께 

일하는 소규모 집합체가 산출한 새롭고 유용한 아

이디어의 산물, 능력”으로 정의되며, 창의  역량

은 직무 동기나, 사고기술 그리고 련 련지식

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Amabile, 1988). 조직의 

창의성은 조직 성과라는 에서 조직을 구성하

는 개인들의 만들어낸 유용한 제품, 아이디어 그

리고 로세스를 통해서 창의성을 정의할 수 있다

(Oldham and Cummings, 1996). 최근의 벤처  

창업이  세계 으로 확 되는 상황에서 소규모 

스타트업  들에게 창의  능력은 조직의 성패를 

좌우할 수밖에 없는 핵심이 되고 있다(Cheon et al., 

2014).

조직에서 창의 인 아이디어를 발 한다는 것은 

이를 통해 유용한 제품, 서비스 는 로세스를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 바 는 상이 나타나는 것

인데 이를 신이라고 정의 한다(Amabile, 1988). 

창의  결과물을 성공 으로 만들어 내고 구 해 

내는 것이 신이다. 그룹 에서 개인들에게 

신은 창의  아이디어를 찾아 나서고 이를 구 하

기 한 행동을 해나가는 과정으로 인식된다(Luo 

et al., 2015). 새로운 상품을 만든다는 것은 창의

성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창의성과 신행동은 

하게 야한다(Scott and Bruce, 1994).

조직  차원에서 신활동에 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조직의 구조, 문화, 규모 등과 같은 조직이 

가진 특성이 향을 다. 조직이 가진 구조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이 유기 이다(Damanpour, 

1991). 자원이 풍부한 조직은 신이 쉽게 일어 날 

수 있으며 신활동에 따른 반작용 혹은 험요소

도 하게 통제 된다(Gulati et al., 2000). 신 

활동에 있어 창의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고 유통할 

수 있는 지식공유 활동은 실제로 신활동을 진

하게 된다(Park et al., 2013). 충분한 조직 자원을 

보유하지 않은 소규모 의 경우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한 신은 지식공유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신행동은 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에서 

비롯된다(Liao et al., 2010). 신행동은 구성원들

이 보유한 창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시작하여 조

직 구성원의 변화에 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하지만, 그 변화를 이루어낼 능력과 충분한 

역량이 기반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2.2 지식공유와 흡수역량

작은 규모의 과 조직은 개인들이 리하거나 

처리해야 할 범 가 넓고, 권한과 책임의 범 가 

모호하다. 따라서 원들 간의 정보와 지식의 효

과 인 공유가 의 성과를 좌우하게 된다(Wong, 

2005). ICT 스타트업 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나 서

비스에 한 문가뿐만 아니라 기술 인 이해가 

높은 문가의 참여가 없이는 창업 자체가 성공

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문 인 

지식을 가진 문가들의 참여가 더 많은 부문을 

차지하게 된다. 

 내부에 보유하고 있는 지식자원을 효과 으

로 활용하기 해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권장하고 

진해야 한다(Liao et al., 2007). ICT 스타트업

은 부분 10명 이내의 소규모 조직이다. 구성

원 개인이 가진 문성과 더불어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해내야 하는 멀티 이어 역할을 해야 한

다. 따라서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역량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Lee et al., 2014). 

조직에 있어 지식을 활용하는 역량으로서 흡수

역량이 주목 받고 있다. 흡수역량이란 “새로운 정보

의 가치를 깨닫고(Recognize), 소화(Assimilate)

하고, 최종 으로 상업 인 부분으로 용(Apply)

하는 능력”이라고 정의 한다(Cohen and Levinthal, 

1990). 과 같이 소규모 조직의 경우에는 각자 

문성을 상호 계로 향상 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조  더 구체 으로 정의하고 있다(Tiwan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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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McLean, 2005). 의 흡수역량은 원들의 흡수

역량에 의존하지만, 단순히 개인들의 흡수역량의 

합이 의 체 역량으로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

다. 개인의 흡수역량이  수 으로 발 하는 단

계에는 단순히 정보나 지식을 개인들이 획득하고 

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에 맞게 변형하

고 활용해 낼  아는 것까지 발 되어야 큰 효과

가 나타나게 된다(Qian and Acs, 2013). 

 에서 조직 내 부서 간 지식 공유를 진

하기 해서 흡수역량의 역할과 작용은 요하다

(Lenox and King, 2004). ERP를 사용하는 개인

들의 흡수역량이 실질 으로 과 조직의 성과를 

높인다는 이나(Park et al., 2007) 흡수역량이 

높은 개인들이 실제로 지식공유를 진하게 하고  

간의 업을 높여주는 동기요인(Lee et al., 2014)

이 된다. 로젝트와 같이 소규모 의 경우는 흡

수역량이 구성원들 간의 업에 더 요한 역할을 

한다. R&D 로젝트 의 경우에도 개인들의 흡

수역량이  체의 흡수역량을 높이게 되는데 특

히, 지식의 수 이 차이가 많이 존재하고 개인들

의 자율성이 높은 경우에 흡수역량은 향을 크게 

발휘한다(Nemanich et al., 2010). IT 로젝트 

의 경우도 지식공유에 있어 흡수역량은 의 

체성과를 높이는 요한 매개역할을 수행한다(Lee 

et al., 2014). 즉, 창업과 같이 작은 규모에서 시작

하는 로젝트 성격의 조직에서 지식공유를 한 

흡수역량의 확보와 작용의 메커니즘은  체성

과를 좌우하게 된다.

3. 연구 모델과 가설 설정

3.1 연구 모델

본 연구는 스타트업 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

는 신역량에 향을 주는 창의성과, 지식공유의 

작용 기제를 악하고자 실제 기업의 투자 지원

을 받고 있는 ICT 스타트업 을 상으로 수행되

었다. 상품 신을 이루어내는 의 역량에 창의성

과, 지식공유 그리고 의 흡수역량의 상호 향

계를 문헌연구를 통해서 도출하여 <Figure 1>과 

같이 연구 모델을 구성하 다. 

3.2 지식 공유, 흡수 역량 그리고  창의성

 구성원들의 지식공유에 한 주  인식은 

원 간의 계를 구성하는 요소, 를 들어 개인

들에 한 지원, 워크를 한 장치, 그리고 서로

의 신뢰를 높이는 여러 정책들에 의해 만들어 진

다(Liao et al., 2007). 지식공유를 통해서 얻게 되

는 이득이 높고 공유되는 지식수 이 만족스러우

면 원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에 한 동기부여

가 높아지는 경향이 존재한다(Kim et al., 2010). 

원 간의 지식공유를 통해 형성되는 이득은  

구성원들 사이에 활발한 지식공유를 가능하게 만

들고 원 개개인이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게 함으

로써 학습능력을 높게 만든다. 즉,  구성원들의 

지식공유는 원 개개인들의 능력과 동기부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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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여주는 강력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Liao et al., 

2007).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1 : 지식공유는 의 흡수역량과 정 인 향 

계를 가지고 있다.

 활동에 있어 지식공유는 개인들의 지식이 상

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교환되고 이

를 통해  체에 도움이 되는 결과로 작용하게 

된다(Park et al., 2010). 새롭고 놀라운 지식을 가

지고 있다고 해도  내에서 공유되지 않으면 그 

지식이 가진 가치가 발 되기도 어렵고, 의 

체 역량을 높이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지

식공유는  체의 성과와 역량을 높이는데 필수

인 역할을 하게 된다(Park and Lee, 2014). 

탐 창의성을 측정하는 데에도 지식공유는 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Sung and Choi, 2015). 의 

다양성에 기반을 둔 지식공유는  창의성을 진

시키는 로세스로 작용한다(van Knippenberg et 

al., 2004). 지식에 한 공유의도가 높은 조직일수

록 경쟁우 가 높으며, 지식공유를 잘 하는 조직

일수록 창의 인 경쟁력을 보유하게 된다(Suh et 

al., 2010). 단기간 조직화된 과 속된 을 

상으로 지식공유와 개인의 창의성간의 계를 살

펴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 부 지식공유는 창의성

을 높이는 요한 활동이며 기본 으로 임시 으

로 구성된 로젝트 이 상 으로 높은 향력

을 주고 있다는 을 확인하고 있다(Chae et al., 

2015). 이상의 논의를 토 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

하 다.

가설 2 : 지식공유는 탐 창의성과 정 인 향 

계를 가지고 있다.

창의  개인행동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창의

성에는 감성 동기요인과 지식 그리고 능력이 

향을 미치는 요인이다(Ford, 1996). 창의성을 

진하기 해서 충분한 지식과 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창의성을 

높이기 해서 의 흡수역량을 통해서 창출되는 

문성의 통합이 요하며, 이를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  그리고  구성원들을 묶어  

수 있는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한다(Tiwana and 

McLean, 2005). 개인들의 지식에 한 흡수역량

은 개인들의 창의성을 진하는 것과 유사하게 소

규모 스타트업 에게 있어서 흡수역량은 요한 

창의성과 신의 요소가 된다(Seo et al., 2015). 

명확한 목 을 가진 소규모 기업의 경우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는 역량이 높고, 신 이고 창의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연구도 있다(Gray, 2006).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 다. 

가설 3 : 의 흡수역량은 탐 창의성과 정 인 

향 계를 가지고 있다.

3.3 상품 신 역량의 선행 요인들

지식공유가 잘 이루어지는 조직의 경우 다양한 

력이 발생하게 되고  내부에서 이미 존재하는 

지식을 효율 으로 활용하여 향상된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든다(Stasser and Titus, 1985). 지식공

유를 경험함으로써 원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

고 있는 드러나지 않는 역량을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이 모자란 부분을 채울 수 있게 된다. 지식공

유는 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제

품이나 로세스 신을 한 다양한 활동을 하도

록 진하게 된다(Liao et al., 2009). 신 인 활

동들은  에서는 신 인 제품, 서비스 혹

은 로세스를 만들어내는 역량에 기반을 두고 있

으며, 이러한 조직의 신 역량은 지식을 흡수하

는 의 역량을 통해서 개발되고 발 하게 된다

(Liao et al., 2010).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4 : 의 지식공유는 상품 신역량과 정 인 

향 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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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신은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는 생존과 직결된다. 상품을 만

들고 신 으로 만들어 내는 과정이 쉽지 않고 이

런 활동은 조직 체가 이루어 내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개인들의 지식과 역량을 실 해 내는 것과 

계가 있다(Nemanich et al., 2010). 창의성은 새

로운 업무역할과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에 기반 한 신성과

는 하게 련되어 있다(Choi et al., 2013). 창의

성은 신 행동의 결정요인이며, 창의 인 사고를 

통해서만 경쟁력 있고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을 만

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Scott and Bruce, 1994).

신 인 활동은 주어진 업무 상황에서 새롭고 

더 나은 방식으로 기존의 것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Liao et al., 2007). 이러한 활동은 개인, 조

직 그리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역할, 업무 

조직이나 아이디어, 업무 로세스이며, 개인이나 

조직의 역량에 기반해 발 된다(Nemanich et al., 

2010). 창의 인 은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게 되

고, 기존에 서비스하는 상품을 변화시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이나 새로운 형태를 통한 방안을 

찾게 되고(Swink, 2000) 그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이 가진 신역량에 기반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5 : 탐 창의성은 상품 신역량과 정 인 

향 계를 가지고 있다. 

조직이 지식을 활용하고 재조직하는 흡수역량이 

높아야 하는 이유로 상업  목 을 달성하기 해서 

지식을 사용하는 것을 내세우는 연구가 있다(Cohen 

and Levinthal, 1990). 여기서 상업  목 은 궁극

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야한다(Tsai, 2001). 

흡수역량이 활발하게 작동한다면 운 효율성은 증

될 것이고(Malhotra et al., 2005), 흡수역량의 변

화를 통해 조직의 신능력을 지속 으로 발 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Liao et al., 2007). 실증 으로도 

흡수역량이 상품 신이나 로세스 신과 같은 

신활동에 직 인 향을 다(Lee et al., 2014). 

특히, R&D 과 같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조

직의 경우 흡수역량이 실질 으로 다양한 상품아이

디어를 만들어 내는 원들의 신역량과 한 

향 계가 있다(Nemanich et al., 2010)는 에서 성

공 인 은 지식에 한 흡수역량을 필연 으로 높

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6 : 원의 흡수역량은 상품 신역량과 정

인 향 계를 가지고 있다. 

4. 연구 분석과 결과

4.1 측정도구 개발  자료 수집

본 연구는 ICT 스타트업 을 지원하는 3개 기업

이 재 지원 인  184곳을 상으로 수행되었

다. ICT 스타트업 을 표에게 한 달 간 설문지를 

배포했다. 통계 데이터의 객 성을 확보하기 하

여 응답자의 익명성을 최 한 보장하 으며, 회수

된 설문지  불성실하고 일 성이 없다고 단되

는 설문지 9부를 제외하고 총 175부의 유효설문을 

확보하여 분석에 이용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설문 상자의 기술통계량은 <Table 1>과 같다. 

Constructs N %

Position
CEO 151 86%

Members 24 14%

Team
Size

(Persons)

～5 91 52%

6～10 72 41%

11～15 10 6%

16～ 2 1%

Duration

～6 months 144 82%

6～12 22 13%

12 months～ 9 5%

Type

ICT Services 74 42%

ICT Solution 63 36%

ICT Consulting 28 16%

ICT Security 10 6%

Total 175 100%

<Table 1> Demograp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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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s Measurement Items

Knowledge 
Sharing

Knowledge 
Donation

KND1 I often share with our members the new working skills that I learn.

KND2 Our members often share with me the new working skills that they learn.

KND3 I often share with our members the new information I acquire.

KND4 Our members often share with me the new information they acquire.

KND5 Sharing knowledge is regarded as something normal in my company.

Knowledge 
Collection

KNC1 Our members often share with me the working skills they know when I ask them.

KNC2 I often share with our members the working skills I know when they ask me.

KNC3 Our members often exchanges knowledge of working skills and information.

Absorptive 
Capacity

Member’s 
Ability

MBA1 Our members are equipped with excellent professional knowledge.

MBA2 Our members can acquire quickly and thoroughly new knowledge required.

MBA3 Our members have better working skills than members of other projects.

MBA4 Our members have the ability to use and organize acquired knowledge.

Member’s 
Motivation

MBM1 Our members strive to acquire knowledge for their own career movement.

MBM2 Knowledge acquisition behavior positively helps increasing working efficiency.

MBM3 Team rewards are designed to encourage members’ to acquire working skills.

MBM4 Our members obtain fair rewards for their progress in learning

Team Creativity

CRT1 Ourmemberssuggestnewwaystoachievegoalsorobjectives 

CRT2 Our members come up with new and practical ideas to improve performance

CRT3 Our members comes up with creative solutions to problems

Innovation Capability

INN1 Our team often develops new products and services

INN2 Our team can often launch new products or services faster than our competitors.

INN3 Our team has better capability in R&D of services than our competitors.

<Table 2> Constructs and Measurement Items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직 은 부분 

장이거나 표(151명, 86%) 다. ICT 스타트업

의 크기는 5인 이하가 91 (52%)로 가장 높은 

비 이었고, 6～10인 72 (41%) 등으로 소규모 조

직임을 알 수 있다. 창업기간을 살펴보면 6개월 

미만이 144 으로 다수(82%)로 창업 기 이 

상으로 설문이 구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SmartPLS 2.0

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평가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조작  정의와 측

정항목은 <Table 2>와 같다. 변수들의 설문 항목

은 부분 기존의 련연구에서 사용되었던 항목

들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의 상황에 합하게 

수정되었다. 1차로 작성된 측정지표에 하여, 지

식 역 문가  정보시스템 문가와 인터뷰를 

통해 설문의 구성과 측정방법에 해 사  의견을 

수집하 다. 설문 응답 방법은 5  리커트(Likert) 

등간 척도를 사용하 다.  

 구성원들의 지식공유는 자발 으로 자신들의 

지식을 기부하고, 필요한 지식을 다른 구성원으로

부터 수집할 때 시작 된다(Hooff and van, 2004). 

지식공유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는 행동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으려는 행동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지식공유는  내에

서 원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다른 원들이 가

지고 있는 지식간의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했다. 지

식공유에 한 측정항목은 Liao et al.(2007)의 연

구를 바탕으로 지식공여와 지식수집의 2가지 하

개념, 8개의 측정항목을 구성하 다. 흡수역량은 

이 에 획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최 한 활용하는 

의 능력으로 정의한다. 총 8개 항목을 Lee et al. 

(2014)의 지표로 구성하 다.  창의성은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이

를 해 Zhou and George(2001)의 질문 항목  

목표달성과 련한 3개 문항을 사용하 다. Liao 

et al.(2007)은 상품 신역량을 의 성과를 측정

하는 요소로서 신역량의 하나로 정의하 고 이

들이 제시한 측정항목 3개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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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s AVE
Composite 
Reliability

Cronbach’s α 1 2 3 4 5 6

Knowledge Donation 0.776 0.945 0.927 0.881

Knowledge Collection 0.784 0.936 0.908 0.712 0.886

Member’s Ability 0.648 0.902 0.864 0.390 0.514 0.805

Member’s Motivation 0.662 0.887 0.829 0.413 0.458 0.685 0.814

Team Creativity 0.645 0.845 0.726 0.337 0.373 0.660 0.610 0.803

Innovation Capability 0.699 0.875 0.786 0.377 0.412 0.649 0.584 0.699 0.836

<Table 3> Reliability and Validity Analysis Results 

4.2 측정모형의 검증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모형을 분석하기 하

여 구조방정식 모형  하나인 PLS(Partial Least 

Square)를 사용하 다. PLS를 통한 분석은 측정모

형분석과 구조모형분석의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Fornell and Cha, 1994). 측정모형 분석은 신뢰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으로 구성된다. 측정지표에 한 

신뢰성 검증은 크론바흐 알  계수와 조합 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로 평가한다. 일반 으로 조

합신뢰성과 크롬바흐 알  값이 0.7 이상의 경우에 

신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Table 3>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요인에 한 조합신뢰성과 크론

바흐 알  값이 0.8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본 연

구의 측정도구는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Bagozzi 

et al., 1981). 

타당성 검증은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

과 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에 의해 평가 

할 수 있다. 수렴타당성은 해당 개념을 측정한 측

정항목들 간에 서로 유의한 상 계를 가져야 한

다는 것으로 구성요인의 조합신뢰성, 크론바흐 알

 값, 추출된 평균 분산(Average Variance Ex-

tracted)에 의해 평가한다. 수렴타당성을 평가하기 

한 기 으로 AVE는 0.5, 조합신뢰성은 0.8, 크론

바흐 알  값은 0.7 이상으로 제안하고 있다(Hair 

Jr et al., 1995). 

분석 결과 모든 변수의 AVE, 조합신뢰성, 크론

바흐 알  값이 모든 기 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별 타당성은 서로 다른 개념 간에 낮은 

상 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별타당성은 

구성변수간의 상 계와 AVE 제곱근 값과의 비

교를 통해 평가한다(Fornell and Larcker, 1981). 

각 구성변수의 AVE 제곱근 값이 구성변수 간의 

상 계수 보다 크면 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

가가 가능하다. <Table 3>을 보면 각 AVE 제곱

근 값이 인 한 종과 횡의 다른 상 계보다 크므

로 본 연구에 한 측정지표가 별타당성을 확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 구조모형의 분석 결과

본 연구에 한 가설에 한 유의성 검증결과는 

PLS 모델의 경로계수를 통해 분석되었으며, 경로

계수를 측정하기 해 붓스트랩(Bootstrap) 방식

을 사용하 다. 기 표본의 크기를 무작  복원추

출을 통해 175개의 표본을 1,000개의 붓스트랩 표

본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

다. 이에 한 구체 인 경로계수에 한 통계 검

증결과는 <Figure 2>와 같다. 

먼 , 지식공유가 향을 주는 요것을 살펴보면 

흡수역량은 정 인 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t = 8.775, p < 0.001), 탐 창의성과의 

계와 상품 신역량과의 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수용되었으나, 

가설 2와 가설 4는 기각되었다. 흡수역량은  창

의성에 정 인 향 계(t = 12.029, p < 0.001)

로 확인되었다. 한 상품 신 역량을 높이는데도 

향을 주는 계라는 것(t = 3.617, p < 0.00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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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EM Analysis Results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3과 가설 6은 지지되었

다. 마지막으로  창의성과 상품 신역량의 

정  계(t = 5.586, p < 0.001)를 확인하여 가

설 5도 지지되었다. PLS 경로 모형의 구조모형

에 한 평균 인 합도는 내생(종속)변수의 R
2

값에 따라 평가된다. R
2
값의 효과 정도는 상(0.26 

이상), (0.13～0.26), 하(0.02～0.13)로 구분하고 

있다(Cohen, 1988). 본 연구의 모든 내생변수에서 

R
2값으로 확인결과 높은 합성이 존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스타트업 의 지식공유와 흡수역량이 상품 신

역량에 한 직  효과와  창의성을 통한 간

 효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이론  배경을 기반으

로 설정하여 총효과 분석을 실시하 다. 구조방정

식에서 도출된 경로계수들에 근거해서 경로 분석을 

한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 다. 

Index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Knowledge 
Sharing

- 0.156 0.156

Abworptive 
Capacity

0.323 0.300 0.623

<Table 4> Direct/Indirect Effect Analysis

ICT 스타트업 의 지식공유는 상품 신역량과

의 직 효과는 기각되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수역량을 통해  창의성으로 통해서 이루어지

는 간 효과(β = 0.189)만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

었다. 한 흡수역량은 상품 신역량과의 직 효

과(β = 0.323) 뿐만 아니라  창의성을 매개로 

하는 간 효과(β = 0.300)도 높게 나타났고, 체 

효과는 0.623으로 확인되었다.

5. 결  론

새로운 아이디어나 우수한 창업리더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요하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것

을 함께 만들어가는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메커니

즘을 규명함으로써 실제 창업 조직을 투자, 리하

고 운 하는 이해 계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

할 목 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 으며, 실제 기업

의 투자를 받고 있는 ICT 스타트업 을 상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 다.

스타트업 이 지식을 공유하고 공유된 지식을 

활용하여 신 인 상품을 개발하는 메커니즘을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스타트

업  구성원들 간에 지식공유를 활발하게 하면 지

식 공유를 획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최 한 활용하

는 의 능력인 흡수역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지식 공유 활동이 직 으로 탐 창

의성일 높여주거나 신 인 상품을 개발하는 데

에는 향을 미치지 못하 다. 반면에 흡수역량은 

탐 창의성은 물론 신역량을 높이는 데에 직

으로 향을 미치고, 창의성을 통해서 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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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 효과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지식 공유 활동은 구성원이 배운 지식이나 획득한 

정보를 구성원들에게 나 어주고,  다른 사람이 

내게 그들이 보유한 지식을 알려주는 공여 활동과 

필요한 지식을 구성원에게 요청하여 획득하는 수

집으로 구분된다. 지식 공여, 수집 활동은 그 자체

만으로는 원들끼리 창의 인 아이디어를 제시하

고 문제 해결방법을 제안하는 탐 창의성이나, 

신 인 상품을 개발하는 역량에는 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지식을 공유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만 가지고 스타트업 의 역량을 평가해서

는 안 된다. 

둘째, 하지만 지식 공유 활동을 활발하게 하게 

되면  구성원들은 각자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서로 인지하게 된다. 

이러한 인지가 원들의 문성과 능력을 알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서로에게서 획득한 지식을 최

한 활용하게 하는 능력인 흡수 역량을 높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스타트업  구성원들 간이 제일 

선행되어야 하는 활동은 바로 지식 공유이고, 조

직의 리더 는 투자자들은 흡수 역량, 즉 원이 

서로의 능력을 제 로 인지하고 있는지, 해당 조

직이 지식 습득과 활용에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지

를 측정함으로써 스타트업 의 역량을 제 로 평

가해 볼 수 있다. 

셋째, 지식을 획득하고 활발하게 활용하는 흡수 

역량이 높은 스타트업 은 새로운 방법이나 신 

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활용하는  차원의 창의

성과 신 이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하는 능력이 

함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들이 서로의 

문성과 능력을 인지하고 서로의 지식 습득과 활

용에 동기부여가 되면, 즉 흡수역량이 높아지면 

어떤 문제에 착하 을 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

게 되고(  창의성), 실제로 이를 개발해내는 실행 

능력(상품 신 역량)까지 높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학술 으로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을 

흡수역량 에서 확인함으로써 이론의 확장에 

기여하 다. 탐 창의성은 개인이 기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방법을 가지고 있는 개인 창의성

과는 조  다르다. 에서 얼마나 새로운 아이디

어나 해결책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에 

따라서 개개인의 실제 행동이 정해지기 때문에 각

자의 창의성이 아니라 탐 창의성이 더욱 강조된다. 

다양한 지식을 공유하고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해

결방법이 떠오르면  구성원들이 서로 이를 자유

롭게 이야기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차원의 창의

성은 흡수역량을 통해서 높아질 수 있다. 

스타트업 이라는 을 고려하면 한 가지  

다른 이 존재한다. 조직에 속해 있어 지원을 

받는 일반 인 에서는 지식공유는 창의성과 직

 계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 이다(Sung and 

Choi, 2012). 하지만 조직 리가 부족한 스타트업

에게는 지식공유를 내재화해야 할 역량 즉, 흡

수역량을 통하지 않으면  구성원들 간의 창의성

이나 신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

는다. 요약하면, 스타트업 에게 창의 이기만 하면 

된다고 요구하기보다는  자체가 효율 으로 운

될 수 있는 역량이 선행되어야 아이디어를 신

으로 실행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6. 논의  제안

연구 결과를 반 하여 스타트업 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 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 다. 첫째, 스타트업 의 자  지원 

련 의사결정 시, 스타트업  구성원의 역량과 상호

작용의 양태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 인 방법을 통

해 선택해야 한다. 창업 기에는 참신하고 반짝이

는 아이디어와 실용성, 효과 등 개발 상품 자

체를 심으로 투자 련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면, 투자 결정을 

해 상품을 평가한 시간과 투자자 이 모두 무(無)

로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창업 아이디어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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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의 구성원이 서로 활

발하게 지식을 공유하고 있는지, 서로의 문성을 

제 로 인지하고 있으며 지식 공유를 하고자 하는 

등 내부 네트워크 구성에 한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어 있는지를 본 연구의 측정 요소를 이용하여 분

석할 수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는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구성원들이 서로 의

견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는지를  창의성 측면

에서 알아본다면 이들이 신 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역량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스타트

업 은 구성원의 수가 기 때문에 직  인터뷰를 

하거나 지식 공유 여부와 흡수역량, 창의성에 한 

간단한 설문을 통해서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스타트업 을 육성하는 교육 로그램에

서 지식공유와  창의성 련 역량 개발 로그

램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단된다.  

구성원을 운 , 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을 

지식 공유와 흡수역량, 그리고  차원의 창의성

의 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시키는 능

력은 단순 스타트업 에서 안정 인 기업으로 도

약하게 하는 핵심 역량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실용 인 서비스 그 자체만큼 요한 요소로 인식

될 필요가 있다. 

세부 으로 리더십은 지식 공유를 장려하고 지

식 습득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능력을 포함

하고 있어야 한다. 우수한 인재를 찾아서 고용하

는 것도 요하지만 고용한 구성원이 서로가 가지

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나 고 요청하며 활용할 

수 있는 분 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요하다. 아

무리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정보의 

공유를 거부하거나 각자의 업무에만 충실하기를 

바란다면 이는 궁극 으로 신 인 제품을 생산

하고 복잡한 산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를 창의 으로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공유 능력은 리더가 인력을 

리하는 활동과 의사결정에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스타트업  육성을 한 교육 과정에서 구성원

을 상으로 하는 상호작용에 한 교육을 강화하

여야 한다. 처음부터 지식을 공유하는 방법이나 능

력을 가지고 있기는 쉽지 않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 을 때 오히려 피해를 보거나 

지식을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부정 인 인식을 불

식시키고, 오히려 시 지를 더욱 창출할 수 있음

을 알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식공유와 업

을 지원하는 ICT 서비스, 애 리 이션, 는 사

용 랫폼 등에 한 정보와 활용법을 함께 알려

주면 그 효과를 더욱 상승시킬 수 있다. 

셋째, 스타트업 이 지속 인 투자와 벤처 기업

으로의 안정 인 성장을 한 내부 역량 컨설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지식공유와 

창의성을 고려해야 한다. 재 ICT 스타트업 을 

해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심으로, 그리고 일

반 인 벤처 창업을 해서는 소기업진흥원  

각 학의 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각종 정보를 제

공하는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창업 컨

설 을 수행할 때, 산업 반의 경쟁상황과 기술, 

법/제도 등의 외부 환경 변화에 한 정보 제공, 

투자자 연계 정보, 인재 연계 등의 활동을 수행하

고 있다. 창업 아이디어를 어떻게 사업화 하고 구

조화 할 것인지에 해서는 다양한 학술 연구와 

정책  지원, 장소 제공  소액 투자 련 컨설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창업에 

일단 성공하고 나서 조직을 어떻게 운 해야 하는

지 지속 인 리나 컨설 에 해서는 알려진 바

가 드물다. 오히려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 회복하거

나 재창업 하는 방법을 가이드하고 있다. 이는 

기 투자 창업 조직이 지속 으로 성장함으로써 얻

을 수 있는 국가 체 인 이익이 훨씬 더 큼을 잊

지 말아야 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우선 

ICT 창업조직만을 상으로 연구를 수행했기 때

문에 해당 산업분야에 해서는 순수한 연구결과

를 얻었다고 단할 수 있으나, 체 산업군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연구 상의 신뢰성에 한계를 가

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체 산업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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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포 하는 연구 상을 선정하여 수행한다면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흡수역량을 통해 탐 

창의성이 높아지고 신 역량을 배양하는데 있어

서 원 간의 지식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향을 

미치는 변수들, 를 들어 신뢰와 같은 계 품질, 

자기 효능감과 같은 개인의 능력, 그 외의 조직 문

화 등에 해서는 모두 제외하고 연구를 수행하

다. 실제 조직은 훨씬 더 복잡한 심리  메커니즘

을 가지고 운 되기 때문에 신뢰나 자기 효능감 

같은 요인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 인 연구 모형을 

검증한다면 흡수역량이 탐 창의성과 신 실행을 

어떤 과정으로 이끌어내는지에 해서 세 하게 살

펴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는 구조모형을 통해서 정량 인 통계기법으로 수

행된 연구결과를 토 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정책

 제언의 실효성과 실  가능성에 한 문가 인

터뷰, 정책 입안자와 집행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

정 등과 같은 정성  연구 방법을 추가로 실시한다

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사 이 보다 타당성 있

는 해법으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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