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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ㄴ

Multinational Corporations (MNCs) are establishing globally-distributed R&D centers around the

world. Firms can overcome resource constraints and achieve superior innovative performance not only

by using internal resources but also acquiring knowledge from oversea R&D centers. This paper

explores the key factors that have been cited as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ability to transfer

knowledge, an important area of knowledge management of MNCs. Also, we identify the emerging

outcomes in terms of R&D transfer and for the education, employment, and retention of knowledge

works in MNCs. The result will be helpful for both MNC's managers and governments' decision

makers with respect to R&D centers.

Keywords： R&D Center, Multinational Corporation, Acquiring Knowledge, Knowledge Creation,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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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기업의 활동영역이 세계시장으로 확대됨에 따

라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 이하 

MNC)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MNC들은 다양한 

국가나 환경에서 다른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

에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현지에 자회

사를 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회사는 모회사에 비

해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현

지국 시장에 대한 경험,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여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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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많은 MNC들은 

R&D 센터를 세워 본사의 기술이나 지식을 자회사에 

이전해 줌으로써 자회사가 진출국에 대한 시장경쟁력

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Zhang et al.,

2010).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최근 자회사들이 본사로부

터 지식이나 기술을 이전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입장

에서 벗어나, 자회사에서 획득하거나 창출한 유용한 

지식을 본사에 이전하는 능동적 형태의 지식이전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지식의 역전달 

(reverse knowledge transfer)이라고 하는데 

(Ambos et al., 2006; Yang et al., 2008), 이렇게 역

전달된 지식들은 모회사의 다른 자회사로 이전되어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원동력이 됨은 물론, 모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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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들과 통합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MNC들의 글로

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주고 있다.

이처럼 자회사를 통해 얻은 지식의 유용성이 커짐

에 따라 많은 MNC들이 경쟁적으로 시장잠재력이 높

은 현지국에 R&D 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하지만 

R&D 센터의 지식이 기업 성과의 향상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R&D 센터 건립의 위치를 결정하

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즉, R&D 센터를 건립

하기 이전에 현지국 정부의 지원여부, 현지국 연구기

관들과의 협조 가능성, 현지국 연구 인력들의 자질 등 

다양한 조건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R&D의 지식경

영 활동에 가장 유리한 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R&D 센터와 지식경영에 대한 실무의 관심을 반영

하듯 최근 학계에서도 성공적인 지식창출 및 이전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 동안의 연구들은 지

식의 특성(암묵지 vs 형식지)에서부터(Nonaka, 1994;

Nonaka et al., 1995; Nonaka et al., 1996), 지식이

전의 주체(기업간 vs 기업내)와 (Goh, 2002; Inkpen

and Tsang, 2005; Rothaermel and Dees, 2004), 지

식이전의 프로세스(Goh, 2002; Inkpen and Tsang,

2005; Rothaermel and Dees, 2004), 그리고 지식  

이전 성과(Zhang et al., 2010; Balachandra and

Friar, 1997)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현지국의 R&D 센터에서 지식경영을 위

해 어떠한 요인들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지식의 획득,

창출, 및 이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

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MNC들의 지식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피고, 이러한 요인들이 지

식획득 및 지식창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피고자 한

다. 아울러 이러한 지식들이 성과측면인 지식이전이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핌으로써 현지국 R&D

센터의 유용한 지식이 기업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에 R&D 센

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글로벌 MNC의 

R&D 센터를 운영하는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들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R&D 센터의 입지 인프라

MNC들에게 있어 현지국의 R&D 센터는 현지에

서 개발된 지식이나 특허 등을 본사로 이전하게 함으

로써 사업성과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Balachandra and Friar, 1997). 많은 MNC들은 경

쟁적으로 R&D 지출 비용을 늘리며, 해외에 R&D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최적의 입지를 찾고자 노력하

고 있다. 이때 MNC들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입지 선

택의 기준으로 현지 시장매력도와 현지국 정부의 지

원을 들 수 있다.

Balachandra and Friar (1997)은 R&D 센터를 

설립하기 좋은 시장환경은 자사의 경쟁제품이 많거나 

테스트마켓(test market)으로 활용되기 충분한 시장

이라고 하였다. MNC가 현지화를 진행하는 이유는 

결국 현지 경쟁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서이며, 현지 환경 인프라는 자회사 및 R&D 센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자회사는 자신이 속한 

현지 입지 인프라의 수준은 자회사의 경쟁력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Birkinshaw et al., 1998).

또한 현지국 정부의 우대정책은 MNC들이 현지에 

R&D 센터 입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요인이 될 

수 있다. R&D는 투자회수 기간이 길고 불확실성이 

높은 활동이다. R&D 센터가 현지의 지식을 습득해 

본국으로 이전이나 새로운 지식창출의 혁신기지로의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MNC는 R&D 센터를 본사

의 제조 설비가 있는 곳이 아니라 유수의 연구기관,

대학, 혁신적인 경쟁 기업이 존재하는 해외시장에 위

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Kuemmerle, 1999). 이때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세제 혜택, 지적재산권 보호와 

같은 법률정책이나 과학기술정책 등은 MNC의 입지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MNC의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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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대해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고 우대 조치를 제

공하는 것은 R&D 센터를 유인하는 요인이 되며, 현

지국에서의 R&D 프로젝트는 지식획득과 지식 창출

로 이어질 수 있다(Frost et al., 2002).

2. R&D 센터의 관계적 활동

지식이전은 개인과 개인, 기업 내 부서 간, 또는 

전략적으로 협약을 맺은 기관들 간에 이루어진다 

(Goh, 2002). 각 주체간에 이루어지는 지식이전은 자

회사가 현지시장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현지의 다른 

주체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Cummings and Teng, 2003).

지식이전 주체들간의 관계적 활동(relational

activity)은 “구성원들간의 의사소통 정도나 친밀성,

그리고 서로간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의 정도”로 지

식 전달 및 공유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Cummings and Teng, 2003). 주체들간의 관계적 

활동은 본사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현지기관 네

트워킹, 현지인력육성(Inkpen and Tsang, 2005)을 

들 수 있으며, 주체들의 연결강도(tie strength)와 

신뢰(trust)가 높고, 공유가치 및 시스템(shared

value and system)이 잘 갖춰져 있을 때 지식이전 

및 지식창출이 향상된다(Dhanaraj et al., 2004). 즉 

지식이전과 관련이 있는 주체들의 관계가 강화될 때 

지식이전의 프로세스가 원활해지며 지식이전의 효과

가 높아지게 된다(Cummings and Teng, 2003).

구체적으로, 본사와 R&D 센터간의 원활한 커뮤니

케이션은 지식이전 및 관리의 일관성, 그리고 신뢰를 

높여 이전된 지식의 기업 내부화를 효과적으로 만들

어 주며 관계적 활동을 강화시켜 준다(Dhanaraj et

al., 2004). Kuemmerle(1999)에 의하면 본사와의 높

은 관계적활동을 수행하는 자회사는 성과 향상을 위

해 다양한 현지 경영 활동을 시도하고자 하며, 모기

업에 대한 자회사(R&D 센터)는 현지 특유 지식 역

량 창출을 시도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최근 변화

된 지식이전 양상을 대변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지

식이전 주체들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중요

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현지국 기관들과 R&D 센터간의 다양한 네

트워킹은 지식획득과 창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이다(Inkpen and Tsang, 2005). R&D 센터가 현지

에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기업 내부조직과 

기업 외부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 내부조직은 

본국에 있는 본사와 연구소를 비롯하여 다른 나라에 

위치해 있는 해외공장이나 연구소라 할 수 있으며,

기업 외부조직은 현지국의 기업과 정부, 연구소, 대학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때 MNC는 해외 현지 

R&D 센터를 통해 진출국의 기술과 지식에 접근할 

수 있고, 현지 자회사는 MNC와 연계함으로써 최신

의 기술과 지식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Gupta and

Govindarajan, 2000).

아울러 현지인력과의 관계적 활동도 현지시장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요소

라고 할 수 있다. MNC의 본사는 현지국에 R&D 센

터를 설립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현지국에 축적되어 

온 지식 및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인데 현지인력들은 이러한 과정을 빠른 시간에 

가능하게 해준다(Kuemmerle, 1999).

3. 지식의 획득·창출에 따른 지식이전과

혁신성과

해외 자회사는 본사에서 이전 받은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을 시작해 나가지만, 이후 현지시장에

서 자회사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현지 R&D를 통해 

얻은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을 본사로 이전하게 된다

(Kwaku and Maurray, 2007). 때문에 MNC들은 

현지시장에서 현지의 지식을 획득하고자 할 뿐만 아

니라,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지식,

즉 기술적 역량을 증진시키고자 한다(Zhang et al.,

2010). 이렇게 구축된 기술은 기업 경쟁우위의 원천

이 되기 때문에 MNC는 해외에 R&D 센터를 유치

하여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고 창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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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제휴 연구에서는 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자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을 획득하거나 지

식탐색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낼 때 많은 이

익을 창출한다고 하였다(Rothaermel & Deeds,

2004; Zhang et al., 2010). Rothaermel and

Deeds(2004)는 기업들이 자회사나 전략적으로 제휴

를 맺은 기업들로부터 획득한 지식(acquired

knowledge)은 내부화시키고자 하는데 이는 기업  

자원의 경쟁우위를 갖출 수 있게 해주며, 기업의 혁

신 성과(Innovation Performance)를 향상시켜 준다

고 하였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식획득을 넘어 조직 내에서 

혁신적 성과를 내기 위해 외부지식을 자원으로 전환

하고자 한다. 전환의 과정은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내

고, 기회를 창조하며, 기업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시

각을 바꾸게 하기 때문이다. 혁신을 위한 새로운 지

식을 만들기 위한 모든 과정은 기업의 우위를 향상시

킨다(Zahra, et al. 2001). R&D 센터로부터 얻은 지

식은 새로운 지식 창출과 혁신적인 성과를 가져온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MNC들의 지식경영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입지 인프라(시장매력도, 현지국 

정부지원)와 관계적 활동(본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현지국 기관들의 네트워킹, 현지인력육성)으로 나누

고, 이들 요인이 지식 획득과 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R&D 센터를 통해 

획득한 지식과 창출된 지식이 지식이전과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론

1. 표본설계 및 변수의 측정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다국적기업 R&D 센터를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한국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는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에

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주소가 명확한 

지분율 10%이상, 연구원 5명 이상 다국적기업의 연구

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중국의 경우도 정확한 소재가 

파악되는 연구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한국

어, 영어, 중국어로 각각 작성되었다. 총 150부의 설

문지가 배포되어 수거된 설문지는 116부였고, 이 중

에서 이용 가능한 설문지는 107부였다.

글로벌 기업의 R&D 센터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도출된 영향요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에 

적합한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 측정항목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측정항목들은 관련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

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거나 변수에 대한 

연구자들의 개념적 정의에 기반하여 조작적으로 정의

하였다. 각각의 질문항목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

였다.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를 제외하고 총 9개의 구성

개념에 31문항으로 설계하였다. 변수들에 대한 자세한 

측정항목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척도 평가와 제안모델 추정을 

위해 부분최소자승(PLS) 추정법을 사용하였다.

LISREL, AMOS 와 같은 공분산 기반의 SEM 도구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으로 모수를 

추정하는데 비해, 컴포넌트 기반의 PLS는 최소자승법

(least squares method)으로 예측력을 극대화하는 경로

계수를 추정한다. 다시 말해 PLS는 LISREL, AMOS

와 같이 구조방정식모델을 추정하는 방법이지만 분포

의 정규성(normality)을 전제로 하지 않는 비모수적

(nonparametric) 추정방법으로 계층적 구조로 된 다수

의 변수를 포함한 이론적인 모델과 측정모델의 적합

성을 함께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Chin , 1998).

따라서 PLS의 최종결과로 나오는 지수들은 GFI,

NFI, NNFI 등의 모델의 적합도를 보여주는 지수들이 

아니라,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얼마나 잘 예측해주

는 지를 나타내주는 R2값으로 나타난다.

IV. 실증분석 결과

1. 표본의 특성과 구성개념의 평균, 표준

편차,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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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측 정 항 목 연구자

시장
매력도

· 한국/중국은 본사의 자회사를 세울 만큼 커다란 시장이다.
· 한국/중국의 시장은 테스트 마켓으로의 활용도가 큰 편이다.
· 한국/중국은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Balachandra
& Friar
(1997)

현지국
정부지원

· 한국/중국 정부는 R&D 센터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준다.
· 한국/중국 정부는 대출 및 대출 정보담보에 대해 지원해 준다.
· 한국/중국 정부는 산업기반을 지원한다.
· 한국/중국 정부는 연구기술 인력개발과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Balachandra
& Friar
(1997)

본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 내가 속한 R&D 센터는 본사와 성과개선에 대한 문제제기를 자유롭게 하는 편이다.
· 내가 속한 R&D 센터는 본사와 지식에 대한 의사소통이 활성화 되어 있는 편이다.
· 내가 속한 R&D 센터는 본사와 새로운 업무절차의 도입이 자유로운 편이다.
· 내가 속한 R&D 센터는 본사와 경력직원의 입사 및 부서간 이동이 자유로운 편이다.

Inkpen &
Tsang
(2005)

현지국 
기관들과의 
네트워킹

· 내가 속한 R&D 센터는 한국/중국 내 기업들과 연계와 협력을 하고 있는 편이다.
· 내가 속한 R&D 센터는 한국/중국 정부와 연계와 협력을 하고 있는 편이다.
· 내가 속한 R&D 센터는 한국/중국의 공공 연구기관과 연계와 협력을 하고 있는 편이다.
· 내가 속한 R&D 센터는 한국/중국의 협회, 연구조합과 연계와 협력을 하고 있는 편이다.

Inkpen &
Tsang
(2005)

현지인력
육성

· 내가 속한 R&D 센터는 우수한 현지인 직원의 채용을 위한 인사정책을 실시한다.
· 내가 속한 R&D 센터는 현지인 직원들에게 모회사 정책 및 제도를 이해시키고 이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내가 속한 R&D 센터는 우수한 현지 인력에게 승진기회를 부여한다.

Ambos et
al.

(2006)

지식
획득

· 내가 속한 R&D 센터와 본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신속하게 서로에게 제공
하는 편이다.
· 내가 속한 R&D 센터와 본사는 상호간 이전 받은 지식으로서 보고서, 메모, 방침 등의 문서
화가 가능하다.
· 내가 속한 R&D 센터에서는 현지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공유하곤 한다.

Zhang et
al.

(2010)

지식
창출

· 내가 속한 R&D 센터에서는 본사에서 이전된 지식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다.
· 내가 속한 R&D 센터에서는 본사에서 이전된 지식과 현지에서 획득한 지식으로 새로운 기술
과 노하우를 창출한다.
· 내가 속한 R&D 센터에서는 현지의 기업, 대학, 정부 등과 함께 새로운 지식을 창출 한다.

Cumming
&

Teng
(2003)

지식
이전

· 내가 속한 R&D 센터에서 개발된 기술·지식은 본사(또는 다른 자회사)에 이전된다.
· 내가 속한 R&D 센터에서는 본사에서 이전된 지식을 잘 숙지하여 활용한다.
· 현지에서 획득된 지식은 본사(또는 다른 자회사)에 이전된다.

Ambos et
al.

(2006)

혁신
성과

· 내가 속한 R&D 센터에서는 원천 기술이 향상되었다.
· 내가 속한 R&D 센터의 기술이전으로 본사 및 자회사의 수익이 향상되었다.
· 내가 속한 R&D 센터에서는 신기술을 개발하였다.

Zhang et
al.

(2010)

<표 1> 측정항목

본 연구의 표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설문 응답자 

전체 107개 기업 중 설립형태로는 인수·합병이 15개

(14.0%), 단독 설립이 67개(62.6%), 그리고 합작설립

이 25개(23.45)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사업조직의 

형태는 생산공장의 형태가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었으며, 판매조직, 생산과 판매를 같이 실행하는 조

직, R&D 연구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R&D

인력은 50명 이하가 67개(62.6%), 50~100명 이하가 

12개(16.8%), 100~500명 이하가 18개(2.8%),

500~1000명이 3개(6.5%), 그리고 1000명 이상이 7개

(13.3%) 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현지인력 비중은 

2% 미만이 73개(68.2%)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

고 있었으며, 2~5%는 20개(18.7%), 5%이상은 14개

(13.1%)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표 2>는 각 구성개념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평균값은 현지인력육성이 3.81

로 가장 높았고 정부지원이 3.44로 가장 낮았다. 기

타 변수간의 관련성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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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 시장환경 1.00

(2) 정부지원 0.07 1.00

(3) 원활한 의사소통 0.11 0.16 1.00

(4) 기관 네트워크 0.15 0.19 0.38** 1.00

(5) 현지 인력육성 0.11 0.26** 0.44** 0.38** 1.00

(6) 지식획득 0.19 0.27** 0.48* 0.44** 0.47** 1.00

(7) 지식창출 0.28** 0.38** 0.41** 0.37** 0.46** 0.60** 1.00

(8) 지식이전 0.19 0.12 0.32** 0.28** 0.41** 0.54** 0.45** 1.00

(9) 혁신성과 0.21** 0.23** 0.35** 0.32** 0.48** 0.49** 0.59** 0.46** 1.00

평균 3.58 3.44 3.46 3.55 3.81 3.60 3.69 3.64 3.66

표준편차 0.64 0.72 0.54 0.68 0.70 0.57 0.60 0.64 0.79

* P < .05, ** P < .01

2.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측정도구의 집중타당성은 (1) 측정항목들의 신뢰성,

(2) 복합신뢰도, (3) 평균분산추출값 등에 의해서 판단

할 수 있다. <표 3>을 살펴보면 Cronbach'α 값은 0.70

에서 0.90, 복합신뢰도값(CR)은 0.82에서 0.94 사이의 

값으로, 모든 변수들에 있어서 0.7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평균분산추

출값(AVE)은 0.5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평균분산추

출값이 0.54~0.87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 0.50 이상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판별타당성은 (1) 크로스 로딩값, (2) 변수 간 상관

관계와 분산추출값의 제곱근 값의 비교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표 4>에서는 크로스 로딩값을 보여

주고 있는데 각 잠재변수에 해당되는 측정항목들이 

다른 변수들에 비해 높게 할당되어 좋은 판별타당성

을 보여주고 있다(Chin, 1998). 아울러 평균분산추출값

의 최소값이 변수간 상관관계 제곱값의 최대값보다 

클 때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평균분산추출

값은 0.54~0.87로 나타났고 변수 간 상관관계의 제곱

값은 0.00~0.34의 값이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3.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모든 선행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최

종 종속변수인 지식이전과 혁신성과의 R2값이 각각 

38%, 32%로 나타났으며, 지식획득의 R
2값은 37%, 지

식창출의 R
2값은 48%로 나타나 모형의 전체적인 적합

도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검증결과, R&D 센터의 입지 인프라는 지식창출에

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 인프

라 중 시장매력도는 .16 (p<.10), 현지정부의 지원은 

.20 (p<.05)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관계적 활동은 지식 창출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먼저 본사와의 원활한 의사소

통은 지식 획득에 .20 (p<.05)의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MNC가 본국 중심의 지식기반을 확장하는 형

태의 R&D 센터를 설치할 때 현지의 지식을 더욱 활

발히 흡수하는 경향이 있다(Kuemmerle, 1999). 본 연

구의 결과에서도 본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지식획

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현지국 기관들과의 네트워킹 정도는 .24 (p<.05)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를 통하여 현지국에 있는 대학기관, 기업, 그리고 

현지국 연구소 등과의 연계성이 지식획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Frost et al.(2002)는 R&D 센터가 현지국에 있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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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요인적재량 표준오차 t-값 Cronbach’s a CR AVE

시장
매력도

MARK1
MARK2
MARK3

0.78
0.75
0.83

0.13
0.18
0.15

5.57**
4.04**
5.26**

0.70 0.83 0.62

현지국
정부지원

GOVE1
GOVE2
GOVE3
GOVE4

0.74
0.83
0.87
0.88

0.07
0.05
0.04
0.04

10.61**
16.65**
23.38**
24.73**

0.85 0.90 0.69

본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COMM1
COMM2
COMM3
COMM4

0.77
0.91
0.81
0.73

0.06
0.02
0.06
0.06

13.95**
36.44**
13.60**
11.49**

0.82 0.88 0.65

현지기관 
네트워크

NETW1
NETW2
NETW3
NETW4

0.55
0.74
0.80
0.82

0.09
0.07
0.05
0.04

5.97**
9.79**

16.34**
19.04**

0.71 0.82 0.54

현지
인력육성

PERS1
PERS2
PERS3

0.90
0.88
0.90

0.02
0.03
0.03

46.66**
30.24**
34.44**

0.88 0.92 0.87

지식
획득

REQU1
REQU2
REQU3

0.88
0.86
0.86

0.02
0.03
0.03

40.99**
28.01**
26.89**

0.84 0.90 0.75

지식
창출

CREA1
CREA2
CREA3
CREA4

0.84
0.91
0.88
0.86

0.04
0.02
0.03
0.03

22.17**
54.55**
33.73**
31.31**

0.90 0.93 0.76

지식
이전

KTRN1
KTRN2
KTRN3

0.85
0.90
0.82

0.04
0.02
0.04

21.82**
43.77**
22.46**

0.82 0.89 0.73

혁신
성과

PERF1
PERF2
PERF3

0.91
0.93
0.89

0.02
0.01
0.02

58.77**
74.78**
42.42**

0.90 0.94 0.83

(1) (2) (3) (4) (5) (6) (7) (8) (9)

MARK1 0.78 0.03 0.09 0.17 0.14 0.18 0.20 0.14 0.23

MARK2 0.75 -0.01 0.09 0.07 0.06 0.14 0.16 0.19 0.11

MARK3 0.83 0.15 0.13 0.09 0.07 0.13 0.29 0.13 0.16

GOVE1 0.12 0.74 0.15 0.17 0.24 0.21 0.31 0.12 0.13

GOVE2 0.01 0.83 0.13 0.09 0.12 0.24 0.32 0.02 0.16

GOVE3 0.11 0.87 0.13 0.17 0.20 0.21 0.29 0.07 0.24

GOVE4 0.06 0.88 0.18 0.15 0.25 0.23 0.35 0.14 0.22

COMM1 0.26 0.27 0.77 0.27 0.34 0.45 0.26 0.24 0.18

COMM2 0.27 0.43 0.91 0.27 0.42 0.43 0.40 0.33 0.32

COMM3 0.23 0.28 0.81 0.30 0.25 0.37 0.33 0.28 0.33

COMM4 0.25 0.36 0.73 0.30 0.35 0.34 0.28 0.25 0.33

NETW1 0.19 0.28 0.39 0.55 0.18 0.44 0.43 0.34 0.45

NETW2 0.14 0.18 0.31 0.74 0.35 0.34 0.42 0.36 0.41

NETW3 0.16 0.24 0.44 0.80 0.28 0.40 0.40 0.36 0.40

NETW4 0.15 0.10 0.08 0.82 0.27 0.36 0.19 0.12 0.26

PERS1 0.20 0.17 0.34 0.39 0.90 0.26 0.19 0.21 0.19

PERS2 0.02 0.07 0.26 0.31 0.88 0.28 0.32 0.20 0.22

PERS3 0.03 0.24 0.33 0.27 0.90 0.38 0.38 0.26 0.27

REQU1 0.13 0.18 0.48 0.39 0.41 0.88 0.54 0.35 0.45

REQU2 0.14 0.27 0.43 0.36 0.38 0.86 0.51 0.44 0.44

REQU3 0.03 0.22 0.37 0.41 0.36 0.86 0.51 0.43 0.38

CREA1 0.01 0.04 0.36 0.32 0.40 0.53 0.84 0.37 0.43

CREA2 0.18 0.15 0.39 0.32 0.46 0.54 0.91 0.50 0.55

CREA3 0.06 0.19 0.35 0.38 0.38 0.48 0.88 0.42 0.57

CREA4 0.16 0.12 0.29 0.34 0.39 0.54 0.86 0.49 0.50

KTRN1 0.24 0.06 0.34 0.24 0.28 0.46 0.34 0.86 0.42

KTRN2 0.13 0.15 0.28 0.25 0.40 0.47 0.42 0.90 0.42

KTRN3 0.12 0.07 0.25 0.23 0.32 0.47 0.41 0.81 0.33

PERP1 0.18 0.29 0.35 0.25 0.41 0.46 0.58 0.41 0.91

PERP2 0.22 0.18 0.33 0.31 0.41 0.45 0.52 0.46 0.94

PERF3 0.19 0.14 0.29 0.33 0.46 0.43 0.51 0.38 0.89

<표 3>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 p<.01

<표 4> 측정항목과 잠재변수간 상관관계(크로스 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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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결과

른 기관들과의 연계성이 좋을 때 현지국이 강점을 가

진 분야의 지식을 빠르게 흡수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

구 결과도 이와 일치한다.

본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현지기관들과의 네트

워킹 정도는 지식 획득에만 유의한 영향을 보이고 있

는 반면, 현지 인력 육성은 지식 획득과 지식 창출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지식획득에는 

.19 (p<.10), 지식창출에는 .18 (p<.05)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R&D 센터에 현지직원

들을 채용하고 이러한 인력들을 육성하는 것이 기업

이 현지의 지식을 획득하고 창출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지식획득은 지식창출에 .37 (p<.05)의 유

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현지국 R&D 센터로부터 획득한 지식은 새로운 지식 

창출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식획득은 지식이전에 .22 (p<.05), 혁

신성과에는 .43 (p<.05)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이

러한 결과를 통하여 현지국 R&D 센터를 통한 지식획

득이 본사 혹은 해외의 다른 자회사로 지식을 이전시

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혁

신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식이전보다 약 2배의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식창출은 지식이전 효과에 .46

(p<.05), 그리고 혁신성과에 .20 (p<.05)의 영향력을 미

치고 있었다. 이는 현지국에서 새롭게 창출된 지식이 

본사나 다른 자회사에 역전달 되고, 혁신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기존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하겠다(Ambos et al., 2006; Inkpen & Tsang, 2005).

V. 결론 및 시사점

다국적 기업들에게 있어서 기업 특유의 지식과 노

하우를 갖추는 것은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

를 가져다주는 원천이다. 본 연구는 MNC들의 지식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지식획득, 지식

창출 및 지식경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

출하였다.

첫째, 현지국 R&D 센터에서 유용한 지식을 획득하

기 위해서는 관계적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계

적 활동 중 현지국 기관들과의 네트워킹 정도가 지식

획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됨으로써 

R&D 센터의 지시획득을 위한 자원배분의 방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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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늠할 수 있었다.

둘째, R&D 센터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장매력도, 현지 정부지원, 현지 인력육성 

등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기업들이 R&D 센터를 통

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현지국에 경

쟁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테스트 마켓으로서 매

력적인 시장과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환

경이 유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지국에서 

활동할 때에는 현지 인력 육성이 지식창출에 많은 도

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현지국 R&D 센터를 통한 지식획득과 지식창

출은 지식의 역전달, 즉 지식이전효과가 매우 큰 것으

로 나타났으며, 혁신성과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MNC들의 지식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들을 제

시하는데 있어 입지 인프라와 관계적 활동의 두가지 

기준에 근거하였다.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요인들

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

과 중국에 R&D 센터를 유치한 MNC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시사점을 일반

화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시간적인 제약

으로 인하여 종단적인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가 새로운 시장

을 개척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R&D 센터 운영자들에

게 유용한 연구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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