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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aimed to demonstrate the relationship among organized entrepreneurship, job involvement and 
operational performance of sports companies, thereby providing suggestions for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sports companies. To that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members of the 
participating companies at the S International Sports Leisure Industry Exhibition held at COEX in Seoul 
from February 22 to 25, 2018. Of the 350 companies involved in the sports industry, 232 of the 248 
companies surveyed were used as valid dat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First, organized 
entrepreneurship had a significant (+) effect on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sports companies. Second, 
organized entrepreneurship was affecting task involvement  with emotion (+). Third, job involvemen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operational performance. Fourth, organized entrepreneurship was affecting task 
involvement  with the influence of emotion (+), and task involvement  with the influence of emotion (+) 
on operational performance was verified. Furthermore, as the organizational entrepreneurship has a positive 
impact on operational performance, it had partial effect rather than full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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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조직기업가정신(organization entrepreneurship)은 

개인적인 차원의 기업가정신에서 발전된 개념으

로 1983년 Miller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이는 

조직 내에서 관리자의 기업가적 노력에 의해 나

타나며(Yun & KIM, 2006),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이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적으

로 중요성이 강조되어 온 것을 기반으로 기업의 

신규 사업 개발과 지속성을 갖추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는 요인으로 구분되고 있다(Jang & 
Ha, 2012). 

기업가정신은 조직의 이익 증대를 유발하는 신

규 사업을 창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운영성과와 조직몰입의 창의성, 직

무만족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

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Kim & Cho, 2008). 
특히 조직기업가정신은 벤처기업에서 다양한 

※개인정보 표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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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및 정보에 접근 가능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한다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Chung & Roh, 
2010). 벤처기업은 새로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혁신성이 강조되며, 이에 따른 조직기업가정신의 

필요성이 다른 유형의 기업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되는 영역이다. 이러한 벤처기업의 상황과 유사

하게 최근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스포

츠 관련 기업에서 조직기업가정신의 도입이 요구

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증대로 개인의 다양한 스포츠에 대한 욕구가 증

대됨에 따라 스포츠기업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데서 기인한다. 이러한 스포츠기업에 대

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쟁적이고 빠

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의 필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스포츠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

처하기 위해 대규모 자원을 활용하여 큰 수익을 

창출하기 힘든 산업이다. 스포츠기업은 일반 산

업처럼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

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성과를 보상받는 구조와

는 구분된다. 이러한 상황은 구성원의 직무 만족

감과 근속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

다. 이에 구성원이 기업에 애착심을 가지고 기업

과 자신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개념이 바로 직무

몰입이다. 기업의 인적자원은 직무몰입을 통해 

기업 및 개인의 성과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업과 구성원 모두에

게 유리한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 
기업은 혁신성과 신속성을 앞세워 시장 경쟁력

을 강화할 수 있다. 이에 조직기업가정신을 통해 

경쟁력 강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또한 관리

자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 직무몰입의 특성을 고

려할 때, 직무몰입도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효과

를 가져 올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국내 스포츠 기업은 스포츠산업 시장의 협소함

으로 인해 사업 기반이 양·질적으로 견고하지 못

한 상황이다. 이에 사업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과 인적 자원의 활용은 중요한 연구 과제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기

업의 조직기업가정신과 직무몰입, 운영성과 간에 

관계를 실증적으로 증명하여, 국내 스포츠 기업

의 성과향상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대한 시사점

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1. 조직기업가정신

조직기업가정신은 연구 주제와 연구자의 견해

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Miller(1983)는 

최초로 조직기업가정신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개

인 기업가정신이 조직수준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조직기업가정신에 대한 정

의가 이루어져 왔다. Druker(1987)는 기업가정신

은 개인 뿐 만 아니라 집단에서도 적용 될 수 있

는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Zahra(1995)는 신규 

사업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것은 혁신, 쇄신, 위험

감수, 진취성을 조직기업가를 정의하는 요소라고 

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개념들이 공존하지만 그 

가운데 공통 요소는 신규 사업 창출을 위한 혁

신, 진취성, 위험감수성이 제시된다(Barringer, 
1995). 국내 연구에서는 Kim, Sang Yong & Cho, 
Kyung Dong(2008)이 조직기업가정신의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등으로 3가지 요소로 구성하

였다. 혁신성은 시장지향적인 아이디어를 기회로 

전환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변화와 혁

신을 이룩하는 것이며, 위험감수성은 확실성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위험을 감수하며 사업을 진행

하는 것, 진취성은 타 경쟁기업 보다 한 발 앞서 

행동하여 시장의 선구자가 되고 공격적 경영을 

실시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상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조직기업가정신은 기

업이 부족한 자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 위험감수, 진취적인 요

인들을 통해 기업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Ahn, Young Jin(2011)은 혁신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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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성패를 

바꾸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기업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전진하고자 하는 노력은 기

업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이는 성과로 대변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1: 스포츠 기업 관리자의 조직기업가정신

은 운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직무몰입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조직구성원이 직무와 

관련되어 형성하고 있는 몰입에 대한 내용은 폭 

넓고 심도 있게 다루어져 왔다(Morrow, 1993). 직

무몰입은 심리학, 사회학, 경영학 등에서 활발하

게 연구되며 다양한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심리학에서는 직무몰입을 일 자체에 내

재적 가치를 부여하는 직업윤리의 개념으로 간주

되고 있다(Jeon, 2006). 또한 직무몰입을 위해서는 

직무에 대한 의미, 감독의 적정성, 개인 주변에 

있는 조직 환경에 중점을 둔다. Guion(1958)은 직

무몰입을 직무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개인이 직무를 인식하는 정도의 의미로 정의 하

였다. 그리고 Hosek & Saleh(1976)은 직무 몰입을 

개인과 직무를 동일시하며,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따른 성과가 자아 가치에 중요하게 여겨지

는 정도라고 주장 하였으며, 이를 인지, 행동, 감

정 등으로 범주화하여 묘사 하였다(Kanungo, 
1982), 

사회학에서는 개인 직무 노력 정도가 자신의 

직업 규범, 자신의 가치를 직무를 통해 나타내는 

사회화 과정이라는 견해를 보인다. 따라서 사회

학적 관점에서 직무몰입은 직무에 몰입하는 정도

에 따라 자신이 사회에서 가지는 가치가 달라진

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몰입이 작용하게 되는 

조건은 주변 환경이 한 개인을 직무성과에 따라 

가치를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에 직무몰입이 높은 

개인은 직무와 직무성과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뛰어난 성과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ChoiᆞYang 
& Chang, 2014).

경영학에서는 조직 구성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직무몰

입이 높아지고, 직무몰입이 높아짐에 따라 소속

된 조직과 자신의 목표가 같아지며 직무 수행에 

대한 노력이 더 높게 발휘된다. 따라서 직무몰입

이 높을 때 조직의 성과가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Kanungo(1982)는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관한 신념을 바탕으로 직무에 얼마만큼 

몰두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도로 직무몰입을 정의

하였다. 이는 직무를 수행할 때 개인의 심리적 

일체감을 활용하여 직무를 수행함을 의미한다.
한편 Hackman & Oldham(1976)은 직무특성이론

을 제시하였다. 직무를 수행하는 조직구성원의 

성장욕구와 직무의 특성이 같은 방향으로 부합되

어야 직무가 개인에게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직무 특

성 이론에서 제시된 직무의 중요성과 직무에 대

한 책임감은 직무몰입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Joo, Young Ju & Ha, Young Ja, 2005). 
그리고 Lodahl & Kejner(1965)는 직무에 대한 애

착과 중요성은 개인의 목표, 직무와 연관 정도를 

통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직무를 수행함

에 있어 개인이 직무와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하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곧 

직무라는 일체감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며 

직무몰입에서도 개인 차원의 관점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듯 직무 책임감은 ‘환경적 요인 또는 자발

적 요인으로 인하여 개인이 직무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정도’로 정의 할 수 있다. 이는 직무를 일

의 일환으로 생각하지 않고 개인이 직무에 얼마

만큼 몰입하느냐에 따라 더 높은 성취를 달성할 

수 있는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은 결과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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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수행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직

무몰입은 직무에 대한 애착 및 중요성과 직무 책

임감으로 간주되며,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일에 

대해 집중하여 개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직무

를 배치시키는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선행연구들의 정의들은 직무몰입의 

역할이 단순히 직무에 애착을 가지는 것뿐만 아

니라 직무에 대한 책임과 성취감을 발휘하는 것

으로, 이는 곧 더 나은 결과인 기업의 운영성과

에 기여한다고 추론 할 수 있으며,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2: 스포츠 기업 구성원의 직무몰입은 운

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3. 직무몰입의 매개효과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조직기업가정신과 직무

몰입은 운영성과에 긍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다른 한편으로 직무몰입이 조직

기업가정신과 운영성과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하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술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경쟁기업과 비교하여 볼 때 소속 기업의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직의 자부심, 소속감과 함께 높

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직몰입을 높일 수 있으

리라 판단된다. 그 결과 높은 단계의 기업 성과

에 오를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추론해 볼 수 있

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는 직무몰입이 조직기업가정신과 운영사이

에서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수립한다.

가설 3: 스포츠기업 관리자의 조직기업가정신

과 운영성과의 관계에서 직무몰입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Ⅲ. 연구 설계

1. 가설의 검정모형

본 연구는 스포츠 기업 관리자의 조직기업가정

신이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직무

몰입이 매개변수로써 종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설명한 선행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밝히

고자 하는 내용을 [Fig. 1]의 연구모형으로 설정

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2. 변수 조작적 정의와 설문 구성

1) 조직기업가정신

조직기업가정신은 기업이 시장 내에서 경쟁우

위를 갖추기 위해서 기업의 구성원 및 부서가 새

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혁신의 기회를 찾아 움직

이는 진취적인 자세이며 위험감수성에 대한 내용 

이다. 이에 Hwang, Sang Kyu(2013)와 Chung, Dae 
Yong & Yoo, Bong Ho(2009)의 측정도구를 사용

하여 혁신성과 위험감수성, 진취성의 3가지 항목

으로 구성하였다.

2) 직무몰입

직무몰입은 Lodahl & Kejner(1965)가 처음 제시

하고 Joo, Young Ju & Ha, Young Ja(2005)의 연

구에서 사용된 직무몰입에 대한 문항을 활용하였

다. 이에 직무 애착 및 중요성은 13가지 항목으

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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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성과

운영성과는 재무적인 성과와 비 재무적인 성과

를 포함하여 측정하였는데 Venkataraman과 

Ramanujam(1986)의 연구에서 활용한 수익성 증

대, 시장점유율 향상, 매출증대와 같은 재무성과

와 비재부성과로써 직접 개발한 VOC 만족도, 신

규고객 확보 등을 사용하였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Table 1>과 같은 문항

을 구성하여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Big 
Category

Small 
Category Measurement Details Researcher

Organization 
Entrepreneur

ship

Progressiveness
∘ Have an excellent initiative in identifying opportunities
∘ Have initiative in thinking about future opportunities first
∘ The atmosphere at work encourages initiative

Hwang(2013)
Yoo(2009)

Risk 
Sensitivity

∘ I am willing to take risks with new ideas
∘ It is uncertain but takes risks for a potential opportunity
∘ There is danger, but bold and brave action is essential

Innovation

∘ Active search for innovative ideas and improvements
∘ To act innovative and creatively in any situation
∘ Highlight R&D,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echnical 
  leadership

Job Involvement

∘ Most of the personal goals are related to the task
∘ I spend most of my time on my duties
∘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have happened in life are 
  related to my duties
∘ My own duties in life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
∘ I think my duties are an opportunity to utilize my abilities
∘ I feel joy and happiness in my job
∘ I enjoy working more than leisure time
∘ I am quite preoccupied with my duties, and most of my 
  interests come from my duties
∘ My duties are inseparable from mine
∘ I am willing to take responsibility for my duties
∘ They also take on other people's work in the common 
  business
∘ My work helps me deal with my duties and clients ' needs
∘ They want to know what other employees or clients want 
  and try to satisfy them

Lodahl & 
Kejner(1965)

Ha(2005)

Performance of Companies

∘ The company's profit margin is higher than that of its 
  competitors
∘ The company's sales are higher than its competitors '
∘ Market share is higher than its competitors
∘ There is less time and resources wasted on business
∘ The number of new customers has increased
∘ The retention rate of existing customers has increased

Venkataraman
& Ramanujam

(1986)

<Table 1> Evaluation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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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본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8년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

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S국제스포츠레저산업

전시회의 참가기업에 종사하는 구성원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헬

스/피트니스, 스포츠용품, 캠핑카, 아웃도어/캠핑, 
자전거/익스트림스포츠, 수중/수상스포츠 등 스포

츠 산업 관련 350여개의 기업이 참가하였다. 표

본추출방법은 비확률 표본추출법 중에서 편의표

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이 이용되

었고, 실증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집

된 자료 248부중 불성실 응답을 실시한 16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232개의 설문지가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 응답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Table 2>와 같다.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138 59.5
Female 94 40.5

Age

Below 
20~30 98 42.2

30~40 81 34.9
40~50 38 16.4
50 and 
above 15 6.5

Employment 
Period
(Year)

Below 
1 48 20.7

1-2 64 27.6
3-4 71 30.6
5-6 26 11.2
7-8 17 7.3
9 and 
above 6 2.6

<Table 2>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4. 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

설문지를 통해 다시 한 번 동일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하였을 때 지금과 같

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적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도출 하였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평균적으로 0.6 이상면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요인 신뢰도 분석결과 <Table 3>에서 처

럼 모든 변수의 Cronbach's Alpha 계수가 0.6 보

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신뢰도를 갖춘 것으로 판

단하였다.

Factor Item 
Count

Cronbach's 
Alpha

Organization 
Entrepreneurship

Progressiveness 3 0.872

Risk Sensitivity 3 0.916

Innovation 3 0.836

Job Involvement 13 0.787

Performance of Companies 6 0.878

<Table 3>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측정 변수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AMOS 
18.0을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자가 활용한 변수들은 대부분 다양한 항목을 활

용하기 때문에 요인들의 단일 차원성

(Unidimensionality)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단일

차원성은 각 개념의 측정을 위한 변수들이 단일 

요인 모델에 수용이 가능한 적합도를 보이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단일 차원성을 저해하는 항목들을 제거하는 작업

을 실시하였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은 앞서 실

시된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요인들을 재검증하는

데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 요인에서도 선행연

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규정된 요인들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재검증 하였다.
초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증분적합도지수

(CFI, NFI)의 적합도가 충분하지 않게 나타났다. 
증분적합도지수 개선을 위해 조직몰입 측정 항목 

중 SMC가 0.4 이하인 항목을 제거시켰다. 다음 

<Table 5>는 제거된 항목을 보여주고 있다.



스포츠 기업에서 관리자의 조직기업가정신이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직무몰입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 1417 -

Goodness-
of-fit 
index

Evaluation 
standard

Model 
value Decision

CMIN / 
DF 2 and below 1.684 Fit

GFI 0.9 and above 0.727 Nonconformity

CFI 0.9 and above 0.896 Nonconformity

NFI 0.9 and above 0.792 Nonconformity

RMSEA 0.05 ~ 0.1 
and above 0.083 Fit

<Table 4> Results of a positive analysis of 
organizational entrepreneurship and 
Job Involvement(Early)

Factor Item SMC

Job 
Involvement2

I spend most of my time 
on my duties 0.276

<Table 5> Items removed from the confirmatory 
analysis of Organizational Entrepreneurship 
and Job Involvement

적합도 향상과정을 거쳐 나타난 최종 확인적 요

인분석은 증분적합도를 나타내는 CFI값이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모형 적합도는 절

대적합도지수(absolute fit incices)와 증분적합도지

수(incremental fit indices)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음 종속변수인 기업성과에 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Table 6>
과 같다. 

5. 연구모형 적합도 검증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의 이전 단계로써 확인적 

요인분석과 측정모델 분석을 실시하였고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연구 모형의 경로분석을 실

시하였다. 연구 모형 적합도 검정 결과는 <Table 
7>과 같이 나타나 전반적으로 모형 적합도 평가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Goodness-
of-fit 
index

Evaluation 
standard

Model 
value Decision

CMIN / 
DF 2 and below 1.326 Fit

GFI 0.9 and above 0.783 Nonconformity

CFI 0.9 and above 0.949 Fit

NFI 0.9 and above 0.872 Nonconformity

RMSEA 0.05 ~ 0.1 
and below  0.072 Fit

<Table 6> Results of a positive analysis of 
organizational entrepreneurship and 
Job Involvement(Final)

Goodness-
of-fit index

Evaluation 
standard

Model 
value Decision

CMIN / DF 2 and below 1.6785 Fit
GFI 0.9 and above 0.868 Nonconformity
CFI 0.9 and above 0.928 Fit
NFI 0.9 and above 0.894 Nonconformity

RMSEA 0.05 ~ 0.1 and 
below 0.076 Fit

<Table 7> Research Model Fitness

Ⅲ. 연구 결과

1. 경로분석 및 가설 검증 결과

다음 <Table 8>은 경로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가설 1은 조직기업가정신이 운영성과

에 정(+)의 영향을 줄 것 이라는 경로계수 값이 

.297로써 T=2.271, P<.01로 나타나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두 번째로 직무몰입이 운영성과

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2의 경로계

수 값은 .632로써 직무몰입이 1씩 증가할 때 운

영성과는 .632씩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며 

Tp=4.131, P<.001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무몰입은 

운영성과를 높여주는 선행 변수로 밝혀졌으며 가

설 2는 채택 되었다. 마지막으로 직무몰입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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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icient value C.R.(T) p

Organization 
Entrepreneurship => Performance of 

Companies .297 2.271 .012**

Organization 
Entrepreneurship => Job Involvement .663 4.769 .000***

Job Involvement => Performance of 
Companies .632 4.131 .000***

***p<.001, **p<.01, *p<.05

<Table 8> Path analysis results

직기업가정신과 운영성과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 3에서는 조직기업가정신이 직

무몰입에 경로계수 .663, T=4,769, P<.001로 유의

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직무몰입과 운영

성과의 관계는 가설 2에서 나타난 것처럼 유의미

한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조직기업가

정신과 운영성과에 대한 가설 1의 결과를 통해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부분

매개효과가 성립된다. 따라서 직무몰입은 조직기

업가정신과 운영성과 사이에서 매개변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설 3은 채택되었다. 
<Table 9>와 [Fig. 2]는 전체가설 검증의 결과

와 이에 대한 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건강과 여가라는 개인의 삶에 밀접한 스포츠는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다. 프로

스포츠부터 지역생활권의 체육관까지 규모, 종목, 
그리고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는 산업수용력을 갖

추고 있으며 소득증대와 경제 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전 전망을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산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

과는 별도로 더욱 더 경쟁력 있는 분야가 되기 위

해서는 스포츠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내부에

서 부터 성공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선행연구와 실증

분석을 통하여 조직을 위한 성과창출에 있어서 조

직기업가정신, 직무몰입이 운영성과에 어떠한 기

여를 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Hypot
hesis Contents Result

H1
 Organizational entrepreneurship 
will have a positive (+) effect 

on a firm's operational 
performance.

Adopt

H2
Job involvement  by 

employees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operational 

performance
Adopt

H3
 Job involvement  will serve 

as a bridge between 
organizational entrepreneurship 
and operational performance

Adopt

<Table 9> Hypothesis testing result

[Fig. 2] Path and Hypothesis results model

조직기업가정신은 전반적인 운영성과에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직무몰입 또한 운영성과에 유의미

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또한 직무몰입은 조직기

업가정신과 운영성과 사이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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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 시사점을 도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기업가정신은 스포츠 기업의 운영성

과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스포

츠는 도전과 경쟁의 분야이면서 협동과 성취감을 

내포하고 있는 분야이다. 조직기업가정신이 표방

하는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내용과 결을 같이 하

는 분야라고 판단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와 

같이 스포츠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도 이러한 정

신을 계승하여 성과를 높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조직기업가정신

은 직무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는 조직기업가정신의 특징이기도 한 조직을 위한 

기업가정신이라는 점에서 개인주의 성향을 접어

두고 조직과 개인을 일치시키기 위한 직무에 몰

입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스포

츠 기업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은 직접적으로는 

스포츠 관련 활동을 실시하여 강사나 운영을 맡

고 있는 개인이며, 스포츠 관련 활동이 기존에 

미진하였더라도 간접적으로 스포츠를 체험하고 

운영하는 개인인 만큼 스포츠를 통해 추구하는 

일체성, 공동목표 달성 등의 성격과 동질화되는 

모습으로 판단되며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에 몰입

하여 조직과 일치성을 지니게 된다.
셋째, 직무몰입은 운영성과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는 개인의 과업을 수행함

에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 목표를 성취하고

자 하는 행동 양식으로 인해 스포츠 기업의 운영

성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조직기업가정신은 직무몰입에 정(+)의 영

향을, 직무몰입이 운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

면서 직무몰입의 매개효과가 검증 되었다. 더 나

아가 조직기업가정신이 운영성과에 정(+)의 영향

을 주고 있는 만큼 완전매개효과가 아닌 부분매

개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조직기업가정신이 직접

적으로 운영성과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직무

몰입의 역할이 다소 낮아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실증분석 결과를 채택하여 해석하자면 섣부른 판

단으로 볼 수 있다. 조직기업가정신과 운영성과

의 경로계수는 .297인데 반해 조직기업가정신과 

직무몰입은 .663이며 직무몰입이 운영성과에 .632
의 경로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해 볼 때, 조

직기업가정신이 운영성과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영향보다 직무몰입을 통해서 가지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기업가정신

은 직무몰입을 통해서 운영성과에 영향을 줄 때 

그 기능을 십분 발휘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직무몰입의 부분매개효과가 가지는 가치

는 높게 책정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자면, 스포

츠 기업 관리자의 조직기업가 정신은 기업의 운

영성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사

이에서 직무몰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산업에 소속된 기업

들은 관리자의 조직기업가 정신 함양을 인적관리 

차원에서 교육 및 사내 분위기, 문화조성을 통해 

장려하고 증폭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이

를 통해 직무몰입 수준을 향상시켜 업무 효율 및 

성과를 촉진하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운영성과 

향상의 토대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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