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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level Analysis of the Antecedents of Knowledge 

Transfer: Integration of Social Capital Theor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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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residing in the heads of employees has alway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most critical 

resources within a firm. However, many tries to facilitate knowledge transfer among employees has been 

unsuccessful because of the motivational and cognitive problems between the knowledge source and the 

recipient. Social capital, which is defined as ”the sum of the actual and potential resources embedded 

within, available through, derived from the network of relationships possessed by an individual or social unit 

[Nahapiet and Ghoshal, 1998],” is suggested to resolve these motivational and cognitive problems of knowl-

edge transfer.

In Social capital theory, there are two research streams. One insists that social capital strengthens group 

solidarity and brings up cooperative behaviors among group members, such as voluntary help to colleagues. 

Therefore, social capital can motivate an expert to transfer his/her knowledge to a colleague in need without 

any direct reward. The other stream insists that social capital provides an access to various resources that 

the owner of social capital doesn't possess directly. In knowledge transfer context, an employee with social 

capital can access and learn much knowledge from his/her colleagues. Therefore, social capital provides 

benefits to both the knowledge source and the recipient in different ways. However, prior research on knowl-

edge transfer and social capital is mostly limited to either of the research stream of social capital and covered 

only the knowledge source’s or the knowledge recipient’s perspective.

Social network theory which focuses on the structural dimension of social capital provides clear explanation 

about the in-depth mechanisms of social capital’s two different benefits. 'Strong tie' builds up identification, 

trust, and emotional attachment between the knowledge source and the recipient; therefore, it motivates 

the knowledge source to transfer his/her knowledge to the recipient. On the other hand, ‘weak tie' easily 

expands to 'diverse' knowledge sources because it does not take much effort to manage. Therefore, the 

real value of 'weak tie' comes from the 'diverse network structure,' not the 'weak tie’ itself. It implie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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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wo different perspectives on strength of ties can co-exist. For example, an extroverted employee can 

manage many 'strong' ties with 'various' colleagues. In this regards, the individual-level structure of one’s 

relationships as well as the dyadic-level relationship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to provide a holistic view 

of social capital. In addition, interaction effect between individual-level characteristics and dyadic-level char-

acteristics can be examined, too. Based on these arguments, this study has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1) How does the social capital of the knowledge source and the recipient influence knowledge transfer 

respectively?

(2) How does the strength of ties between the knowledge source and the recipient influence knowledge 

transfer?

(3) How does the social capital of the knowledge source and the recipient influence the effect of the 

strength of ties between the knowledge source and the recipient on knowledge transfer?

Based on Social capital theory and Social network theory, a multi-level research model is developed to 

consider both the individual-level social capital of the knowledge source and the recipient and the dyadic-level 

strength of relationship between the knowledge source and the recipient. 'Cross-classified random effect 

model,' one of the multi-level analysis methods, is adopted to analyze the survey responses from 337 R&D 

employees.

The results of analysis provide several findings. First, among three dimensions of the knowledge source’s 

social capital, network centrality (i.e., structural dimension) shows the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knowledge 

transfer. On the other hand, the knowledge recipient's network centrality is not influential. Instead, it strengthens 

the influence of the strength of ties between the knowledge source and the recipient on knowledge transfer. 

It means that the knowledge source's network centrality does not directly increase knowledge transfer. Instead, 

by providing access to various knowledge sources, the network centrality provides only the context where 

the strong tie between the knowledge source and the recipient leads to effective knowledge transfer. In 

short, network centrality has indirect effect on knowledge transfer from the knowledge recipient's perspective, 

while it has direct effect from the knowledge source’s perspective. This is the most important contribution 

of this research. In addition, contrary to the research hypothesis, company tenure of the knowledge recipient 

negatively influences knowledge transfer. It means that experienced employees do not look for new knowledge 

and stick to their own knowledge. This is also an interesting result. One of the possible reasons is the hierarchical 

culture of Korea, such as a fear of losing face in front of subordinates.

In a research methodology perspective, multi-level analysis adopted in this study seems to be very promising 

in management research area which has a multi-level data structure, such as employee-team-depart-

ment-company. In addition, social network analysis is also a promising research approach with an exploding 

availability of online social network data.

Keywords : IS Management, Multi-level Analysis, Knowledge Management, Knowledge Transfer, 

Social Network Analysis, Soci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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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선행요인에 한 다차원 분석: 

사회  자본 이론과 사회연결망 이론의 결합

강 민 형, 허 용 석

Ⅰ. 서  론

직원들이 보유한 지식은 조직 내에 존재하는 대

표적인 무형 자산이며[Grant 1996], 최근의 금융

위기와 같은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의 지

속적인 성장 및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된다[Miller 

and Shamsie, 1996]. 하지만 개인이 자신만의 노

하우를 타인과 공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지식

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다[Davenport and Prusak, 1998]. 

그러므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직원간의 지

식이전 행위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식경영 연구의 

궁극적인 과제 중의 하나이다.

지식이전을 활성화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사회

적 자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Lesser, 2000; In-

kpen and Tsang, 2005; Wasko and Faraj, 2005; 

Gooderham et al., 2011]. 사회적 자본 이론은 개

인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가 개인의 행동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Bourdieu, 1986; Cole-

man, 1988]. 예를 들어, 조직에 존재하는 사회적 

자본은 직원간의 친 감, 유대감, 신뢰 등을 높여

서 지식을 보유한 직원이 동료들에게 협력적인 행

위, 즉 지식이전 행위를 하도록 촉진한다[Coleman, 

1988]. 또한, 지식 수용자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

은 직원이 주변의 동료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필

요한 지식을 쉽게 찾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준다[Burt, 1992].

이러한 사회적 자본 이론의 두 가지 관점-협력

적 행위 유발과 다양한 정보 접근-은 사회연결망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회연결망 이론은 관

계망 자체의 특징만으로 관계의 영향력을 측정

한다[Wasserman and Faust, 1994]. 예를 들어, 

‘특정인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 특정인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좀 더 적극적으

로 행동할 것이다[Krackhardt, 1992]. 이것은 둘 

사이의 ‘강한 연결’이 주는 혜택이다. 반면에, 어

떤 직원이 조직 내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아

져서 더 우수한 업무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Tsai, 2001]. 이것은 ‘다양한 관계망’이 주는 혜택

인데, 다양한 관계망은 소수와의 끈끈한 관계로

는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한 연결’을 통해 

형성하게 된다[Granovetter, 1973]. 

<그림 1> 1  1 계  체  계망

이처럼, 사회연결망 이론은 당사자 간의 1대 1 

관계 및 여러 구성원들로 구성된 전체적 관계망

의 특징을 통해 사회적 자본 이론의 상반되는 두 

가지 관점을 설명한다. 여기서 1대 1 관계란, <그

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직원 A와 B간의 관계, 직

원 A와 C간의 관계 등 직원 간 개별적 관계를 말

한다. 서로 알고 지낸 기간이나 느끼는 친 도

(즉, 1대 1 관계 차원의 특성)는 A-B, A-C, A-D, 

A-E 등이 각각 다를 것이다. 한편, 직원 A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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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개인 차원의 관계망은 A-B, A-C, A-D, A-E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직원 A는 A, C와만 관

계를 유지하는 직원 B보다 넓은 관계망을 보유하

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A, B, C, D, E를 모

두 포함하는 그룹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 관계망

이 A와 C에게 집중된 형태를 띠고 있다. 

한편, 사회연결망 관점에서 지식이전은 지식 제

공자와 수용자 간의 1대 1 관계의 특징과 각각이 

가진 개인적 관계망의 특징이 모두 작용하는 다

차원적인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의 

경우, 직원 A가 B에게 지식을 이전하는 데에는 

기존에 A와 B 간에 맺고 있는 1대 1 관계의 끈끈

함뿐 아니라 A와 B가 각각 보유한 개인 차원의 

관계망의 특성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지식이전의 이러한 다차원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식이전 연구는 다차원 분석

의 방법론적 어려움 때문에 주로 1대 1 관계 수

준[Szulanski, 1996; Reagans and McEvily, 2003; 

Uzzi and Lancaster, 2003; Levin and Cross, 2004; 

Ko et al., 2005; Wong et al., 2008] 혹은 개인 수

준[Hansen, 1999; Gupta and Govindarajan, 2000]

으로 분석단위를 통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분석단위를 통일시키기 위해 하위 수

준의 정보를 상위 수준의 정보로 합산하거나, 상

위 수준의 정보를 하위 수준의 정보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통계적 왜곡의 가능성이 있다[Hofmann, 

1997]. 최근에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통계적 분

석 방법이 나타나면서, 지식이전 연구에도 다차원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Cross and Sproull, 2004; 

Quigley et al., 2007; Wei et al., 2011].

이러한 다차원 연구는 지식이전의 중요한 영

향변수인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살피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강한 연결은 

당사자간 1대 1 관계의 차원에서 중요하며, 약한 

연결은 전체적인 관계망의 다양성으로 인해 개인 

차원에서 지식이전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

차원 분석과 사회적 자본을 결합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다루어졌으며[Wei et al., 2011], 

특히 사회적 자본의 대립되는 두 가지 이론을 설

명할 수 있는 다차원 연구는 전무했던 것이 사실

이다. 본 연구는 다차원 분석을 통해 사회적 자본

의 대립되는 두 가지 이론이 지식 제공자와 수용

자 각각의 입장에서 지식이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지식이전에 대한 통

합적인 영향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식 제공자와 수용자를 포괄하며 

개인 수준뿐 아니라 개인 간의 1대 1 관계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는 다차원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

다. 그리고 네트워크 질문이 포함된 현장 설문 조

사를 통해 지식 제공자 및 수용자가 가진 개인 수

준의 관계망과 둘 사이에 존재하는 1대 1 관계의 

독립적 영향력 및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분석 

방법은 이러한 연구모델에 적합한 다차원 분석방

법인 위계적 선형 분석 방법[Hierarchical Linear 

Modeling, Raudenbush and Bryk, 2002]을 활용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해 답하고자 하는 

본 논문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지식 제공자와 수용자가 보유한 사회적 자본

은 지식이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지식 수용자와 수용자 간의 1대 1 관계는 지식

이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지식 제공자와 수용자가 보유한 사회적 자본

은 쌍방간의 사회적 관계가 지식이전에 미치

는 영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  기반

2.1 사회  자본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나 집단이보유하고 있는 

관계망에 내재된, 관계망을 통해서 접근 가능한 

실질적, 잠재적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된다[Naha-

piet and Ghoshal, 1998]. 사회적 자본의 정의에

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회적 자본 이론의 기본 가

정은 사회적 관계망을 보유한 개인은 그렇지 못



Multi-level Analysis of the Antecedents of Knowledge Transfer

Vol. 22, No. 3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79

<표 1> 사회  자본의 세 가지 차원을 활용한 지식경  연구

연구 구조적 차원 관계적 차원 인지적 차원

Nahapiet and 

Ghoshal[1998]

사회적 관계(ties) 및 
구조(configuration)

신뢰, 규범, 책임감, 소속감
공유 지침과 언어, 

공유되는 이야기

Tsai and Ghoshal[1998] 사회적 접촉(interaction) 신뢰 공유 비전

Inkpen and Tsang[2005]
사회적 관계 및 구성, 

관계망의 안정성
신뢰 공유 목표, 공유 문화

Wasko and Faraj[2005] 중심도 몰입, 호혜성 전문성, 업계 경력

Chiu et al.[2006] 사회적 관계 신뢰, 호혜적 규범, 소속감 공유 언어, 공유 비전

Chow and Chan[2008]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신뢰 공유 목표

한 개인에 대해서 상대적인 이점을 보유한다는 것

이다. 예를 들어, 동료들과의 관계가 활발한 직원

은 스스로 해결하기 벅찬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

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료를 쉽게 찾아내고, 도

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 직원 개

인의 업무 역량과는 별개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 차

원[Coleman, 1988] 뿐 아니라 조직[Baker, 1990], 

지역[Putnam, 1993], 국가 차원[Fukuyama, 1995]

의 성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Nahapiet and Ghoshal[1998]은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

하였는데, 구조적 차원, 관계적 차원, 인지적 차원

이 그것이다. 구조적 차원은 사회적 자본의 가장 

기본적 구성 요소인 관계망의 구조를 다룬다. 즉, 

구조적 차원은 관계망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되

어 있는지 등 관계망의 전체적인 특징[Wasser-

man and Faust, 1994]을 나타냄으로써 사회적 자

본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바탕을 구성한다. 이 분

야는 다음 장에서 설명할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연구자들이 주로 관심 갖는 영

역으로, 사회연결망분석 연구자들은 사회연결망의 

구조만으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도 한다[Bor-

gatti et al., 1998].

둘째, 관계적 차원은 Granovetter[1985]의 구조

적 배태(structural embeddedness)와 관계적 배태

(relational embeddedness)의 개념에서 유래된 것

으로서, 관계의 구조적인 특징보다는 개별 1대 1 

관계 속에 축적된 신뢰감, 소속감, 의무감 등 관

계의 질적인 특징에 관련된 차원이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친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신뢰감, 의무감은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

을 때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 게 할 것이다. 

구조적 차원이 사회적 자본의 형태적인 측면이라

면, 관계적 차원은 구조적 차원에서 유발된[Tsai 

and Ghoshal, 1998], 사회적 자본의 내용적인 측

면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차원은 구성원들이 언어

(language)나 이야기(narrative), 가치(value) 등을 

공유함으로써 유사한 인지적 체계를 가지는 것

에 관한 내용이다[Nahapiet and Ghoshal, 1998]. 

예를 들어, 실행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 

Wenger, 1999] 구성원들은 동일한 업무(practice)

를 통해서 전문용어나 경험 등을 공유하기 때문

에 쉽게 친 감을 느끼고, 서로가 가진 지식을 원

활하게 공유하게 된다. 즉, 인지적 체계의 유사성

이 클수록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오해의 위험이 줄어들어 집단의 단결력이 향상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세가지 차원

은 지식경영 분야 연구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되

고 있다(<표 1> 참조).

한편,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관해서는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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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관점이 존재한다[Adler and Kwon, 2002; 

Reagans and McEvily, 2003]. 첫 번째 관점은 사

회적 자본의 역할이 구성원 간의 긴 한 관계를 통

해 내부 결속력을 높여서 협력적인 행동을 유발하

는데 있다고 주장한다[Coleman, 1988]. 구성원 간

의 긴 한 관계는 구성원의 신뢰감, 소속감 등을 

높여 자발적인 협력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구성

원이 집단의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정보 

공유를 통해서 신속하게 제재(sanction)를 가함으로

써 협력을 강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동료들과

의 친 한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식

을 전파하는 전문가가 있는 반면, 이기적이라는 

부정적인 소문이 두려워서 지식을 공유하는 전

문가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관점은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구성원

에게 자신이 보유하지 못한 자원에 접근하고 활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Burt, 1992]. 이 관점에 따르면, 다양한 관계망이 접

근 가능한 정보 및 자원의 양을 증가시키고[Burt, 

1992], 개인의 적응력을 높여 성과를 향상시킨다

[Gargiulo and Benassi, 2000; Oh et al., 2004]. 또

한 이 관점은 첫 번째 관점에서 강조했던 구성원 

간의 긴 한 관계는 새로운 정보가 유입되는 것

을 막고 비슷한 생각이 더욱 강화되는 부정적 효

과를 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약한 관계로 구성된 

관계망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Granovetter, 

1973]. 예를 들어 타 부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

신이 속한 부서 사람들과의 논의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관점이나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상충되는 두 관점을 지식이전 상황에 

적용해 보면, 첫 번째 관점은 주로 지식 제공자에

게 적용되며, 두 번째 관점은 지식 수용자에게 적

용됨을 알 수 있다. 즉, 첫 번째 관점은 사회적 자

본이 지식 제공과 같은 협력적인 행위를 유발한

다고 보는 반면(지식 제공자 입장), 두 번째 관점

은 사회적 자본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원하는 

지식을 획득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본다(지식 수

용자 입장).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지식 제공자

[Kankanhalli et al., 2005; Wasko and Faraj, 2005; 

Chow and Chan, 2008] 혹은 수용자[Yli-Renko 

et al., 2001; Presutti et al., 2007] 어느 한쪽의 입

장에서 사회적 자본을 연구에 활용함으로써 사

회적 자본의 영향력에 관한 대립되는 두 가지 관

점을 통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2.2 사회연결망 이론

사회연결망 이론은 사회적 관계의 구조적 특징이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조주의적 관점에 기반

하며, 방법론적으로는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

work analysis) 기법을 활용한다. 사회연결망분석

이란 개인이나 집단 간에 존재하는 관계망을 점

(node)과 선(link)으로 추상화한 뒤, 그 구조적 특징

을 살펴보는 방법이다[Wasserman and Faust, 1994]. 

1950년대 사회학, 인류학 분야에서 소규모 집단 

분석 목적으로 시작된 뒤[Barnes, 1954] 꾸준히 연구

가 이어져 왔으며[Milgram, 1967; Granovetter, 

1973; Burt, 1992], 경영학 분야에는, 1970년대 말

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Tichy et al., 1979].

사회연결망 이론은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을 설

명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 이론과 일맥상통하

는 점이 있지만, 전술한 사회적 자본의 세 가지 차

원 중 구조적 차원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한다는 특

징이 있다. 사회연결망 이론에서는 구성원간의 신

뢰 같은 사회적 집단의 비구조적 특징은 구조적 특

징으로부터 유발되는 것으로 판단한다[Tsai and 

Ghoshal, 1998; Levin and Cross, 2004]. 반면에, 

구조적 특징에 대해서는 관계망 전체의 특성(집

단 수준), 해당 관계망에 속한 개인의 특성(개인 수

준), 개인간의 1대 1 관계의 특성(관계 수준) 등 다

차원에 걸쳐서 상세하게 분석한다. 예를 들어, 집

단 전체적인 수준에서 관계망이 소수에게 편중되

어 있는지(집중도, centralization), 개인이 얼마나 

많은 구성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중심도, cen-

trality),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얼마나 긴 한



Multi-level Analysis of the Antecedents of Knowledge Transfer

Vol. 22, No. 3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81

<표 2> 사회연결망 이론에 기반 한 지식이  연구  연결망 변수

관계의 효용 연결망 변수 연구

신뢰와 협력

관계 강도(강한 연결)(Strength of ties)

Hansen[1999], Reagans and McEvily[2003]

Cross and Sproull[2004] 

Levin and Cross[2004], Ko et al.[2005]

네트워크 도(Network density) Reagans and McEvily[2003]

네트워크 중심도(Centrality) Wasko and Faraj[2005]

다양한 지식에 
대한 접근

관계 강도(약한 연결)(Strength of ties) Hansen[1999], Cross and Sproull[2004]

네트워크 범위(Network range) Reagans and McEvily[2003]

네트워크 중심도(Centrality)
Tsai[2001], Sparrowe et al.[2001]

Cross and Cummings[2004]

지(관계강도, strength of ties) 등 각 차원 별로 다

양한 사회연결망 분석지표가 존재한다[Wasser-

man and Faust, 1994].

사회연결망 이론은 관계망의 특성에 집중하여 

사회적 자본 이론의 대립되는 두 가지 관점에 대

해 구조적 측면의 설명을 제공한다. 우선, 긴 한 

관계(strong tie)는 상호 간에 신뢰감과 소속감을 

형성하여 상대방에 대한 협력적인 행동을 유발

한다[Krackhardt, 1992]. 이러한 구성원들간의 긴

한 관계가 축적되어 그룹 전체로 확장되면, 집

단 차원의 단결력을 높여 Coleman[1988]이 정의

한 사회적 자본을 이루게 된다. 가족이나 친한 친

구와의 관계가 대표적인 예이며, 이러한 관계는 

동질적인 사람들 간에 소규모로 형성되는 경우

가 많다[Granovetter, 1973; Burt, 2001].

반면에, 약한 관계를 선호하는 연구자들은 긴

한 관계가 시간과 노력 등 관계의 유지 비용이 

높아서 많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구성원도 

한정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자원에 대

한 접근에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늘 만

나는 친구들과의 편한 모임에만 계속 나가는 것

보다는 처음 참여해보는 모임에서 새로운 정보를 

접할 기회가 더 많을 것이다. 즉, 약한 관계는 다

양한 자원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

계망의 소유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이것은 약한 

관계 자체의 장점이라기 보다는 약한 관계가 다

양한 정보나 자원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기 

쉽다는 가정에 의한 것이다[Burt, 1992; McEvily 

and Zaheer, 1999]. 

정리하면, 강한 연결을 선호하는 입장은 긴 한 

1대 1 관계 및 개인 수준의 관계망이 촉진하는 

‘구성원 상호 간의 신뢰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

며, 약한 연결을 선호하는 입장은 약한 연결 자체보

다 약한 연결을 통해서 형성하는 개인 수준의 관

계망이 주는 ‘다양한 자원에 대한 접근’을 강조한

다. 일부 연구는 지식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연결

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두 관점을 포괄하려고 시

도하기도 했다[Hansen, 1999; Cross and Sproull, 

2004].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사회연결망 이론에 

기반한 기존의 지식이전 연구들 및 연구에 활용

된 연결망 변수들의 유형을 정리해 보면 <표 2>

와 같다.

Ⅲ. 연구 모형  가설

3.1 연구 모형

본 논문의 연구 모형은 개인 간 지식이전 및 관

련 영향 변수들로 구성된 다차원 모형이다. 사회

연결망 이론에 따르면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관

계는 개인 수준과 1대 1 관계 수준을 포괄하는 다

차원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구모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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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강도 지식이전

지식수용자의사회적자본지식제공자의사회적자본

(1:1 관계 수준)

중심도

지식제공자와수용자간의 관계의 질

(개인 수준)

H1

H9H4 H7H2

신뢰 근무기간 중심도 신뢰 근무기간

H6 H5H3

H8

<그림 2> 연구모형

도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그림 2>와 같이 구

성하였다. 우선, 1대 1 관계 수준에서 지식 제공

자와 수용자 간 관계의 강도(strength of ties)를 

지식이전의 영향요인으로 설정하였다(H1). 이와 

더불어, 개인 수준에서 사회적 자본의 세 가지 차

원[Nahapiet and Ghoshal, 1998]을 대표하는 네

트워크 중심도(H2, H3), 신뢰(H4, H5), 근무기간

(H6, H7)을 지식 제공자와 지식 수용자 각각의 

관점에서 영향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지식 제공자와 수용자 사이의 1대

1 관계와 개인 수준의 사회적 자본 간의 상호작용

을 분석하기 위해 관계의 강도가 가지는 영향력에 

대한 네트워크 중심도의 조절효과도 살펴보고자 

한다(H8, H9).

3.2 변수의 조작  정의

대부분의 변수들은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개인 수준의 속성에 대한 질문은 리

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개인간의 1대 1 

관계에 대한 질문은 5점 척도의 네트워크 설문을 

사용하였다. <표 3>는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 

및 측정도구의 출처를 나타낸다. 분석의 단위는 

개인 및 1대 1 관계 수준으로 다차원 분석의 형

태를 띄고 있다.

3.2.1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지식 제공자와 수용자 각각의 사회

적 자본이며, 사회적 자본은 구조적 차원, 관계적 

차원, 인지적 차원으로 구분된다. 구조적 차원을 대

표하는 변수로 네트워크 중심도를 사용하였는데, 

네트워크 중심도는 문헌연구(<표 2> 참조)에 요

약되어 있듯이 ‘다양한 지식에 접근’하게 하는 사

회적 관계의 효과를 대표하는 변수이다[Sparrowe 

et al., 2001; Tsai, 2001; Cross and Cummings, 

2004]. 개인 수준의 네트워크 중심도는 직원 간의 

감정적 친 도 관계망과 업무적 접촉도 관계망

을 조사한 뒤 각각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네트워

크 중심도를 구하고, 이를 평균하여 계산하였다.

관계적 차원을 대표하는 개념으로는 선행연구

(<표 1> 참조)에서 많이 언급된 신뢰를 사용하였으

며[Nahapiet and Ghoshal, 1998; Tsai and Gho-

shal, 1998; Inkpen and Tsang, 2005; Chiu et al., 

2006; Chow and Chan, 2008], 인지적 차원에는 

회사 근무기간을 사용하였다. 회사 근무기간이 길

수록 직원간에 공유되는 언어나 가치 등에 대해

서 잘 알게 되기 때문에 회사 근무기간을 사용하

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Wasko and 

Faraj[2005]가 전문가 집단에서의 인지적 차원을 

측정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근무기간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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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변수와 측정 항목

변수 측정 항목 관련 연구

보상I

1. 다른 직원들에게 내 지식을 제공하면 회사로부터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것이다.

2. 내 지식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면 승진 시 유리할 것이다.

3. 다른 직원들에게 내 지식을 제공하면 회사에서 내 입지가 보다 

공고해질 것이다.

4. 다른 직원들에게 내 지식을 제공하면 내게 보다 많은 교육기회가 

돌아 올 것이다.

Bock et al.[2005]

Kankanhalli et al. 

[2005]

신뢰I

1. 나는 부서 동료들과 업무상의 어려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

2. 내가 부서 동료들에게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털어놓으면, 그들은 

건설적인 제안과 격려를 해줄 것이다.

3. 나는 부서 동료들에게 조직생활의 고민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4. 우리 부서 직원들은 자신들의 일을 책임지고 헌신적으로 수행한다.

5. 나는 부서 동료들 덕분에 내 일이 더 수월해 진다고 생각한다.

McAllister[1995]

근무 경력I 현재 회사의 근무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개월수)

감정적 

친 도D 귀하는 ( )와 개인적으로 얼마나 가깝다고(친하다고) 느끼십니까?
Hansen[1999]

Levin and Cross[2004]

업무접촉 

빈도D

귀하는 최근 3개월간 ( )와 업무 관련된 일로 얼마나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셨습니까?

Hansen[1999]

Levin and Cross[2004]

지식이전D ( )은 귀하가 업무상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지식을 제공해 

줍니까?

Szulanski[1996]

Argote and Ingram 

[2000]

주) I: 개인(Individual) 수준의 질문, D: 1대 1 관계(Dyadic) 수준의 질문.

것과 같은 맥락이다.

추가적으로 1대 1 관계 차원에서 관계의 강도

(strength of ties)를 고려하였다. 문헌연구(<표 2> 

참조)에서 밝힌 것처럼, 관계의 강도는 사회적 관

계의 ‘신뢰와 협력’ 효과를 대표하는 변수로 이전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다[Hansen, 1999; Rea-

gans and McEvily, 2003; Cross and Sproull, 2004; 

Levin and Cross, 2004; Ko et al., 2005]. 감정적 

친 도 관계와 업무적 접촉도 관계에 대해 지식 제

공자와 수용자가 각각 평가한 1점에서 5점 사이

의 값을 평균하여 각 관계의 강도로 사용하고, 감

정적 관계의 강도와 업무적 관계의 강도를 다시 평

균[Marsden and Campbell, 1984; Hansen, 1999]

하여 최종적인 관계의 강도를 구하였다. 

3.2.2 종속변수

지식 제공자와 수용자간에 일어난 지식이전이 

본 논문의 종속변수이다. 지식이전은 단순히 지식

이 제공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수용자 입장에

서 흡수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Argote and Ingram, 2000], 지식 수용자가 지식 

제공자의 지식이전 행위를 1대 1 관계 수준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3.2.3 통제변수

개인이 지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동기

요인으로 보상이 있다[Huber, 1991; Daven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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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1998; O'Dell and Grayson, 1998]. 지식 제

공자에 대한 조직차원의 보상은 지식 제공을 통한 

혜택이 지식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시간, 노

력 등)을 초과하도록 하여 지식이전을 활성화시

킨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순수한 영향력

을 고려하기 위하여 금전적 보상의 영향력을 사

전에 통제하기로 한다. 또한, 응답 대상이 8개 부

서이기 때문에 개인 수준 및 1대 1 관계 수준의 

영향력 이외에 부서 수준의 특징이 지식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후 

분석에서는 7개의 더미 통제변수를 사용하였다.

3.3 연구 가설의 설정

1대 1 관계 수준에서 지식 제공자와 수용자 간

의 긴 한 관계는 상호 간에 유대감을 형성하여 지

식 제공자가 자발적으로 지식을 이전하도록 동기

를 부여한다[Reagans and McEvily, 2003].또한 수

용자에 대한 신뢰를 형성해 자신의 지식이 악용

되지 않고[McEvily et al., 2003] 미래에 보답을 

받을 것이라는[Granovetter, 1973] 믿음을 준다. 

한편, 지식 수용자 입장에서는 제공자의 전문성에 

대한 믿음 및 자신의 약점이 제 3자에게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Borgatti and Cross, 2003]이 

생겨서 제공자에게 적극적으로 지식을 요청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므로 지식 제공자와 수용

자 간의 긴 한 관계는 둘 사이의 지식이전을 활

성화할 것이다.

가설 1: 지식 제공자와 수용자간의 관계 강도는 

둘 사이의 지식이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트워크 중심도는 특정인이 네트워크 상에서 

얼마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보여

주는 지표이다. 부서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위치

를 차지하는 직원은 다양한 동료들과 관계를 보

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면서 부서의 규

범과 기대에 대해서 학습할 기회를 많이 갖게 되고, 

이를 준수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Rogers and 

Kincaid, 1981]. 그러므로 부서 동료들에 대한 지

식이전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

다. 또한, 다양한 관점을 가진 동료들과의 의사소

통 경험은 지식 제공자가 지식을 효과적으로 표

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킨다[Reagans and 

McEvily, 2003]. 즉, 지식이전 과정에서 지식 제공

자의 지식 표현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네트

워크 중심도가 높은 지식제공자는 좀 더 적극적

으로 지식이전에 참여할 것이다.

가설 2: 지식 제공자의 네트워크 중심도는 수용

자에 대한 지식이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트워크 중심도는 지식 수용자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트워크 중심도가 높은 직원은 자

신이 원하는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더 많

이 보유한 셈이기 때문에, 원하는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많다[Brass, 1984; Tsai, 2001]. 또

한 지식 수용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다양한 관점

을 가진 동료들과의 의사소통 경험은 지식 수용

자가 제공된 지식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킨다[Reagans and McEvily, 2003]. 

그러므로, 지식 수용자 입장에서도 높은 네트워

크 중심도를 보유한 경우에 지식이전이 더 잘 이

루어질 것이다. 

가설 3: 지식 수용자의 네트워크 중심도는 제공

자로부터의 지식이전에 양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사회적 자본의 관계적 차원을 대표하는 개념은 

신뢰이다[Fukuyama, 1995; Nahapiet and Gho-

shal, 1998]. 자신이 소속된 집단 전체에 대한 일

반적인 신뢰는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한 

경험 없이도 지식이전과 같은 협력적인 행동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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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할 수 있다[Adler, 2001; Kankanhalli et al., 2005]. 

예를 들어, 회사 직원 전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

어 있다면, 자신이 잘 모르는 동료 직원의 요청에

도 주저함 없이 자신의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자신의 지식이 예상치 못한 방식

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 즉, 신뢰할 수 없

는 상황에서 지식 제공자는 자신의 지식을 공개

하는 데 주저하게 된다[Andrews and Delahaye, 

2000].

가설 4: 지식 제공자의 직원들에 대한 신뢰는 수

용자에 대한 지식이전에 양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지식 수용자 입장에서도, 지식을 요청하기 위

해서는 우선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위험을 감

수해야 하기 때문에 동료들에 대한 신뢰가 중요

하다[Mayer et al., 1995]. 특히, 동료들에 대한 전

반적인 신뢰가 없다면 지식을 요청할 수 있는 대

상은 자신이 아는 일부 직원으로 한정될 것이고, 

이는 원하는 지식을 얻을 확률을 감소시킬 것이다. 

또한, 동료들에 대한 신뢰는 그들의 선의에 대한 

믿음 뿐 아니라 그들이 가진 전문성에 대한 믿음

을 포함하기 때문에[McAllister, 1995], 잘 모르는 

동료가 제공하는 지식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받

아들이게 된다. 즉, 신뢰는 지식 수용자와 제공자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없애고, 지식을 검증하기 위

해 낭비되는 시간을 줄여서 원활한 지식이전을 촉

진한다[Zaheer et al., 1998].

가설 5: 지식 수용자의 직원들에 대한 신뢰는 제공

자로부터의 지식이전에 양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차원은 조직원 간에 공유되

는 용어(language)나 이야기(narratives) 등이며, 이

들은 조직원 상호간의 원활한 소통 및 효과적인 

협업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업무 상 접하게 되는 

특정 상황에서의 전문 용어나 과거 조직에서 발

생했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조직원간의 단결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

다. 이러한 조직 내의 공통 용어나 공유되는 이야

기들은 회사 내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므로, 

개인의 경우에는 근무 경력이 오래 될수록 공통 

용어나 공유되는 이야기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다. 즉, 지식 제공자와 수용자의 근무 경력은 

지식이전을 활성화할 것이다.

가설 6: 지식 제공자의 근무경력은 수용자에 대한 

지식이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지식 수용자의 근무경력은 제공자로부터

의 지식이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 자본과 사회연결망 이론에서 상충되는 

두 관점이 존재하는 이유는 1대 1 수준의 강한 관

계와 개인 수준의 넓고 다양한 관계망이 공존하지 

않는다는 가정[Granovetter, 1973]에 기반을 둔 것

이다. 1대 1 관계 수준에서 강한 관계와 약한 관계

를 대립시키거나, 개인 수준에서 넓고 다양한 관

계망과 좁고 촘촘한 관계망을 대립시키는 연구

들은 모두 이 가정을 따르고 있다. 본 연구는 1대

1 관계 수준과 개인 수준을 아우르는 연구 모델

을 통해서 강한 관계와 넓고 다양한 관계망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성원과의 다양한 

관계망을 가진 지식 제공자는 집단의 규범과 기

대에 잘 부응하며, 효과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능

력을 지닌다. 이러한 지식 제공자가 특정 지식 수

용자와 긴 한 관계를 가진다면 더 효과적인 지

식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지식 수용자의 관점에

서는, 다양한 구성원과의 관계망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지식 제공자를 잘 찾아낼 수 있는 경우에 

해당 제공자와의 긴 한 관계를 통해 효과적으

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8: 지식 제공자의 네트워크중심도에 따라 

지식 제공자와 수용자간의 관계 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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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사이의 지식이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것이다

가설 9: 지식 수용자의 네트워크중심도에 따라 

지식 제공자와 수용자간의 관계 강도가 

둘 사이의 지식이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것이다

Ⅳ. 분석  결과

4.1 표본 선택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해 지식이전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R&D 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을 수행하였으며, 그 중 직원들의 사회적 관계망

에 관한 내용은 네트워크 설문 방식으로 수집하

였다. 질문 하나당 5점 혹은 7점 척도로 응답하는 

일반 설문과 달리 네트워크 설문은 질문에 언급

된 관계의 상대방 개개인에 대하여 응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예를 들어, “당

신은 ( )와 업무적으로 자주 만나십니까?”라는 질

문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업무적으로 접촉이 있는 

상대방 모두에 대하여 각각 응답을 해야 한다. 이

러한 방식은 기존 설문과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응

답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설문 조사 전에 연구자가 직접 설문 참여에 

관심을 보인 부서를 방문하여 네트워크 설문에 

관련된 소개 세션을 진행하고, 설문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이후에 한번 더 참여 부서를 방문하

여 응답자들을 모아놓고 응답방법에 관하여 설

명한 뒤, 그 자리에서 직접 수거하여 최대한 설문

의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참여한 

부서는 5개 회사 8개 R&D 부서이며, 응답자는 

총 337명이다(<표 4> 참조). 이 중 일부 변수의 응

답이 누락된 경우를 고려한 최종 샘플 수는 지식

제공자 330명, 지식 수용자 329명이다. 이들 사이

에 가능한 1대 1 관계는 107,912개이지만 실제 존

재하는 지식이전 관계는 8,593개이기 때문에, 1대

1 관계 수준의 샘플 사이즈는 8,593개이다. 

<표 4> 설문 응답 조직  응답자 로 일

회사/팀 산업 부서 규모 응답자 수 응답률

A 전자 101 92 91%

B 전자 50 41 82%

C1 자동차 38 31 82%

C2 자동차 28 25 89%

C3 자동차 50 48 96%

C4 자동차 26 24 92%

D IT 59 50 85%

F 금융 33 26 79%

Total 385 337 88%

4.2 측정지표의 검증

4.2.1 신뢰성 분석

신뢰성은 연구변수 별로 측정항목들의 내적 일

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보여주는 Cronbach’s 

alpha 값을 통해서 확인한다. 연구변수들의 Cron-

bach’s alpha 값은 0.697～0.892사이의 높은 값을 

보여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Nunnally, 1978] 

(<표 5> 참조).

<표 5> 연구변수들의 기  통계량  신뢰성 분석 

결과

변수 평균 표준편차 항목수 Cronbachs’α

보상 3.82 (1.32) 4 0.892

중심도 70.57 (15.35) 2 0.799

신뢰 5.36 (1.05) 5 0.879

근무경력 51.52 (51.54) 1 N/A

관계강도 3.20 (1.09) 2 0.697

지식이전 3.65 (1.17) 1 N/A

4.2.2 타당성 분석

타당성은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 집중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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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구변수들의 요인 분석 결과

변수 측정항목 1 2 3 4 5

보상

RWD1 0.833 0.130 -0.006 -0.102 -0.119 

RWD2 0.913 -0.003 0.058 -0.007 -0.077 

RWD3 0.841 -0.026 0.088 0.105 0.106 

RWD4 0.871 0.009 0.144 -0.027 0.041 

중심도
INCLOSE 0.013 0.904 0.020 0.028 -0.120 

INFREQ 0.071 0.889 0.043 0.120 0.057 

신뢰

TRST1 -0.016 0.080 0.833 0.008 0.127 

TRST2 0.068 0.072 0.807 0.016 0.146 

TRST3 0.073 0.149 0.860 -0.098 0.079 

TRST4 0.152 -0.135 0.752 0.100 0.065 

TRST5 0.050 -0.069 0.825 0.149 0.004 

근무경력 CMPTNR -0.028 0.149 0.107 0.959 0.087 

관계강도
CLSAVG -0.039 0.028 0.174 -0.021 0.887 

FRQAVG 0.000 -0.093 0.115 0.118 0.885 

당성(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성(discrimi-

nant validity)으로 구성된다. 우선 내용타당성은 측

정지표들이 원하는 연구변수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

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부분

의 측정지표를 이미 검증된 기존 지표에서 많이 활

용하였으며, 파일럿 설문을 통해서 측정지표들의 

유효성을 검토함으로써 내용타당성을 검증하였

다. 파일럿 설문은 각각 98명, 31명으로 구성된 

두 개의 R&D 부서에 대해서 수행하였으며, 파일

럿 설문 결과를 토대로 일부 측정항목의 표현을 

보완하였다.

측정항목들이 연구변수 단위로 뭉치는 집중타당

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탐색적 요인분석(Explo-

ratory Factor Analysis)를 수행하였다. 요인 추출

방법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

sis)을 이용하였으며, 요인 회전방법은 직교회전법

(Varimax Rotation)을 사용하였다. 선행변수와 관

련된 14개 측정항목들은 연구변수와 일치하는 5

개의 요인에 대해서 0.752～0.959사이의 높은 적

재값(loading)을 보여주었다(<표 6> 참조).

마지막으로 판별타당성은 연구변수들간의 차별

성을 나타낸다. 의도하지 않은 연구변수들에 대해 

측정지표들의 요인분석 적재값이 -0.135～0.174정

도로 낮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판별타당성을 검

증하였다(<표 6> 참조).

추가적으로, 지식이전과 관계 강도(strength of 

ties) 사이에 존재하는 높은 상관관계(0.591) 때문

에 변수들간에 존재하는 다중공선성(Multicolli-

nearity)을 확인해 보았다(<표 7> 참조). 모든 변수

들의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는 2.827 이하여서 다중공선성 문제가 심각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 연구변수들의 상 계 분석 결과

변수　 보상 중심도 신뢰 근무경력 관계강도

보상 　

중심도 .087a 　

신뢰 .154** .075 　

근무경력 -.019  .203** .155** 　

관계강도 -.025 -.057 .250** .152** 　

지식이전 -.095 -.003 .195** .131*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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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모형의 검증

개인 수준과 1대 1 수준의 다차원으로 구성된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선형 모델

(HLM, Hierarchical Linear Modeling)을 활용하

였다. HLM은 종속변수의 분산을 다차원으로 분

리하여[Hofmann, 1997], 각 수준의 독립변수가 

갖는 영향력을 측정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수준

의 독립변수 간에 존재하는 조절효과까지 검증

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본 논문의 연구 모형은 단순히 개인 수준 

변수와 1대 1 수준 변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 

수준에서 지식 제공자의 사회적 자본과 지식 수

용자의 사회적 자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

문에 HLM에서 지원되는 여러 다차원 모델 중에

서도 ‘교차 분류된 임의 효과 모형[cross-classified 

random effect model, Raudenbush and Bryk, 

2002]’을 사용하였다. 교차 분류된 임의 효과 모

형에서는 하위 수준의 샘플이 복수의 상위 수준 샘

플에 소속된다. 지식 제공자와 수용자 간의 1대 1 

관계가 지식 제공자와 지식 수용자 모두에게 소속

되는 지식이전 관계도 교차 분류된 임의 효과 모

형에 적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지식이전 뿐 아니

라 방향성이 있는 개인 간의 모든 사회적 관계 자

료는 교차 분류된 임의 효과 모형에 적합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Snijders and Bosker, 1999].

일반적인 HLM 분석 절차에 따라 연구 모형은 

총 여섯 단계에 걸쳐서 분석되었다. 각 차원 별로 

변수를 구분하여 대입하는 것만 제외하면 일반

적인 위계적 회귀 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의 

경우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아무런 변

수도 포함하지 않는 기초 모델(null model)에 대

한 분석을 통해서 지식이전 변수에 존재하는 분

산을 1대 1 관계 간, 지식 수용자 간, 지식 제공자 

간의 분산으로 분리하였다. 이 과정은 연구 모델

의 각 수준이 유의한 분산을 보유하는지 확인하

는 절차이다. 기초 모델(Model 1)의 분석 결과, 

지식이전 변수가 가진 분산의 54.4%는 1대 1 관계 

수준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2.4%

의 분산은 지식 수용자 간의 차이에, 3.2%는 지

식 제공자 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였으며, 모두 

유의한 수준의 분산을 보여주었다(p < 0.01). 

다음으로 통제변수만 포함된 모형(Model 2)를 

분석해 보았다. 8개 R&D 부서의 부서 단위 특성

을 통제하기 위한 7개의 더미변수와, 사회적 자본

의 영향력을 고려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고려되

어야 할 외재적 보상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통제변수들은 지식이전 전체 분산의 

3.2%를 설명하는데 그쳤다. 다른 변수가 포함되

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은 지식이전에 대하여 유

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세 번째로 1대 1 관계 수준의 독립변수를 포함

하는 모형(Model 3)을 분석해 보았다. 1대 1 관계 

수준의 변수로 고려된 지식 제공자와 수용자 간 

관계의 강도(strength of ties)는 지식이전에 유의

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로계수: 

0.561, p < 0.01). 즉, 가설 1이 지지되었다. 한편, 

관계의 강도를 고려하자, 이전 모델에서 유의하

지 않았던 보상도 음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경로계수: -0.040, p < 0.01). 1대 1 관계 수

준의 변수가 포함된 모델에 의해서 설명되는 지

식이전의 분산은 31.7%로 증가되었다.

네 번째는 지식 제공자가 보유한 사회적 자본을 

포함하는 연구 모형(Model 4)이다.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차원을 대표하는 네트워크 중심도, 관계

적 차원을 대표하는 신뢰, 인지적 차원을 대표하

는 근무경력 중 네트워크 중심도만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경로계수: 0.005, p < 0.01). 즉, 가설 

2만 지지되었으며, 가설 4와 가설 6은 기각되었

다. 연구 모형에 의해서 설명되는 분산의 비중은 

증가하지 않았다.

다섯 번째로 지식 수용자가 보유한 사회적 자

본을 포함하는 연구모형(Model 5)를 검토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세 가지 변수 중 신뢰는 양의 영향

력을(경로계수: 0.129, p < 0.01), 근무경력은 음의 

영향력(경로계수: -0.002, p < 0.01)을 갖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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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계  선형 모형(HLM) 분석 결과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1대 1 수준

절편(intercept)
 3.731**

(0.045)

 3.655**

(0.130)

 3.660**

(0.114)

 3.651**

(0.115)

 3.744**

(0.115)

 3.752**

(0.115)

관계 강도
 0.561**

(0.008)

 0.558**

(0.008)

 0.558**

(0.008)

 0.560**

(0.008)

 개인 수준

보상S -0.018

(0.012)

 -0.040**

(0.010)

-0.037**

(0.010)

-0.037**

(0.010)

-0.038**

(0.010)

중심도S  0.005**

(0.001)

 0.005**

(0.001)

 0.004**

(0.001)

신뢰S -0.006

 (0.013)

-0.006

 (0.013)

-0.008

 (0.013)

근무 경력S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중심도R -0.008

 (0.004)

-0.008

 (0.004)

신뢰R  0.129**

(0.035)

 0.127**

(0.035)

근무 경력R -0.002*

(0.001)

-0.002*

(0.001)

 교차 수준

관계 강도×중심도S 0.00

(0.00)

관계 강도×중심도R  0.01**

(0.00)

R2
dyadic-level 0.000 0.359 0.359 0.359 0.365

R
2

between-sources 0.028 0.220 0.265 0.264 0.256

R
2

between-recipients 0.073 0.270 0.267 0.327 0.329

R2
total 0.032 0.317 0.317 0.342 0.346

주) S : 지식 제공자(source) 응답.
R : 지식 수용자(recipient) 응답.
* p < .05, ** p < .01.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 편차이며, 부서에 대한 통제 변수 부분은 생략하였음.

나타났다. 즉, 가설 5가 지지되었으며, 유의한 영

향력을 보이지 못한 가설 3과 음의 영향력을 보

인 가설 7은 기각되었다. 연구 모형에 의해서 설

명되는 지식이전의 분산은 34.2%로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 수준의 사회적 자본과 1대 1 

관계 수준의 관계 강도 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

았다(Model 6). 지식 제공자와 수용자가 각각 보

유한 사회적 자본이 둘 사이의 관계 강도에 미치

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지식 수용자의 사회적 

자본만 관계 강도에 양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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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가설검증 결과 요약

가설 제안된 경로 결과

가설 1 지식 제공자와 수용자간의 관계 강도는 둘 사이의 지식이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2 지식 제공자의 네트워크 중심도는 수용자와의 지식이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3 지식 수용자의 네트워크 중심도는 제공자와의 지식이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4 지식 제공자의 직원들에 대한 신뢰는 수용자와의 지식이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5 지식 수용자의 직원들에 대한 신뢰는 제공자와의 지식이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6 지식 제공자의 근무경력은 수용자와의 지식이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7 지식 수용자의 근무경력은 제공자와의 지식이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반대)

가설 8
지식 제공자의 네트워크 중심도에 따라 지식 제공자와 수용자간의 관계 강도가 둘 
사이의 지식이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것이다.

기각

가설 9
지식 수용자의 네트워크 중심도에 따라 지식 제공자와 수용자간의 관계 강도가 둘 
사이의 지식이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것이다.

지지

로 나타났다(경로계수: 0.006, p < 0.01). 즉, 지식 

수용자의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을 때 관계 강도

의 지식이전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게 되므로 가

설 9가 지지된다. 최종적으로 연구 모형이 설명

한 지식이전의 분산은 34.6%이다. 

Ⅴ. 토의  결론

본 논문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지식 제공자와 수용자 각각의 입장에서 사

회적 자본이 지식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았다. 기존의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지식이전에 

미치는 영향력을 지식 제공자의 관점(“사회적 자

본은 협력적인 행위를 유발한다”) 혹은 지식 수

용자의 관점(“사회적 자본을 통해 원하는 지식에 

접근한다”)에서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1

대 1 관계 속에서 각각의 사회적 자본이 미치는 영

향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기존 사회 연

결망 연구에서 각각 다루었던 개인 수준의 네트

워크 중심도와 1대 1 관계 수준의 관계 강도가 지

식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 분석을 통해서 

동시에 살펴보았으며, 둘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

해서도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식 제공자의 사회적 자

본 중 지식이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 것은 네

트워크 중심도였다. 즉, 조직 내에서 다양한 사람

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키

워서 동료들에게 협력적인 행위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이전 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

하는 것이다[Wasko and Faraj, 2005]. 반면에 신

뢰나 근무경력은 지식이전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

타내지 못했다. 1대 1 수준에서 지식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동료들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보다 

지식 수용자와의 끈끈한 관계에 기반한 1대 1 신

뢰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

반적인 신뢰는 본 연구의 대상인 1대 1 수준의 지

식이전보다는 지식경영시스템 등을 활용한 대규

모 지식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Kankanhalli et al., 2005]. 근무경력의 경우, 

회사에서 경력이 쌓일수록 동료들과 공유하는 경

험, 의미 등이 늘어나 의사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분석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높은 전문성을 보유한 R&D 부서의 경우

에는 회사 입사 전부터 전공 분야와 관련된 전문 

용어나 프레임워크 등에 관한 이해가 이미 갖춰

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무경력의 영향력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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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지 않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지식 수용자의 경우, 보유한 사회적 자본 중 네

트워크 중심도를 제외한 신뢰 및 근무경력이 유

의한 결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네트워크 

중심도가 유의한 영향력을 갖지 못한 것은 Han-

sen[1999]의 논의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

에 따르면, 네트워크 중심도는 원하는 지식을 찾

는 데는 유용하지만 막상 그 지식을 전달받기 위

해서는 높은 관계 강도가 필요하다. 즉, 네트워크 

중심도 자체로는 지식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지식 수용자의 네트워

크 중심도가 1대 1 수준의 관계 강도에 미치는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네

트워크 중심도를 가진 지식 수용자는 지식 제공

자와의 관계가 끈끈할수록 더 많은 지식을 제공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다양한 동료들과

의 관계를 가진 지식 수용자가 동료들이 가진 지

식을 넓게 살펴보고 가장 적합한 상대방에게 지

식을 요청하기 때문에 지식 제공자와의 끈끈한 

관계가 효과적으로 지식이전으로 연결될 수 있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소수의 동료들과만 

관계망을 유지하는 직원이라면 비록 그들과의 관

계가 끈끈하더라도 원하는 지식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이고, 한정된 지식 제공자에게

서 제대로 지식을 제공받지 못할 것이다. 즉, 지

식 수용자 입장에서는 네트워크 중심도와 관계 

강도를 모두 갖춰야 하는 셈이다. 

수용자의 동료들에 대한 신뢰는 지식이전에 대

해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동료들에 대

한 전반적인 신뢰를 축적한 경우, 개별적인 친

도와 별도로 지식을 수용하는 경향성이 높아진

다는 의미이다. 지식 수용자는 지식이전 과정에

서 지식 제공자에게 자신의 약점을 공개하는 셈

이기 때문에 신뢰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

히 일부 친한 동료들로 지식 제공자가 한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성원 전체에 대한 신뢰가 중요

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식 수용자

의 근무경력은 지식이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으나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것은 근무경

력이 동료들과의 인지적 유사성을 축적하는 밑

거름이 된다기 보다는, 근무경력이 쌓일수록 다

른 사람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줄어든다

는 의미이다. 즉, 입사 초기에는 선배들로부터의 

지식을 잘 받아들이지만, 근무경력이 쌓여갈수록 

스스로의 지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다음

과 같은 이론적인 기여점을 제공한다. 첫째, 네트

워크 중심도가 지식이전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

식 제공자 관점의 직접 효과와 수용자 관점의 조

절효과로 각각 다르게 작용한다. 이러한 네트워

크 중심도의 다중적 기능은 기존에 단일 차원에

서만 이루어졌던 네트워크 중심도와 지식이전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에서 발견할 수 없

었던 기여점이다. 

둘째, 지식 수용자의 근무경력이 지식습득에 미

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밝혔다. 근무경력은 초기 

가설에서처럼 동료들과의 인지적인 유사성을 키

워서 지식이전을 원활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

신의 노하우에 안주하고 다른 사람의 지식을 쉽

게 받아들지 않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이것은 위계적인 조직문화를 갖는[Hofs-

tede, 1984] 한국에서 회사 경력이 쌓일수록 아랫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으려는 문화적 특징이 드

러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본 논문은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몇 가지 시사

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원활한 지식이전을 위

해서는 우선 직원간의 관계망을 활발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중심도는 지식 제공자와 

수용자 모두의 경우에서 직접, 간접의 차이는 있

었지만 지식이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식 제공자의 경우는 네트워크 중

심도만으로도 지식이전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었

으며, 지식 수용자의 경우는 네트워크 중심도가 

관계 강도의 지식이전에 대한 영향력을 높여주는 

간접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가까운 동료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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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1 지식이전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다양한 동료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워크

샵, 동아리 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

한 지식 수용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지식이전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강한 

관계와 폭넓은 관계망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므

로, 둘 다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직원 간의 양방향 지식이전에 대해 관심

을 가져야 한다. 근무 경력과 지식이전 간의 관계

가 부정적으로 나온 것은 신입 직원일수록 지식

을 잘 제공받는, 수직적 지식이전이 활발함을 의

미한다. 이 경우 지식의 흐름이 고참 직원에서 신

입 직원으로의 일방향에 한정되어, 기존 지식을 

‘전수’하는 데에만 그칠 위험이 있다. 신입 직원

들은 조직에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March, 1991], 이들의 다양한 

의견이 조직에 흡수될 수 있도록 양방향 지식이

전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공식 조직으로 연결되

지는 않지만 담당 업무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의 비공식적 모임인 실행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가 그러한 수평적 지식이전을 활성화하

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Brown 

and Duguid, 1991]. 장기적으로는 조직 문화 자

체가 수평적으로 변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이

기도 하다[Bhagat et al., 2002].

본 논문은 몇 가지 한계점도 가지고 있어, 향

후 연구를 통해 발전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 첫째, 

자료 수집 대상이 R&D 부서로 한정되었다. 효과

적 연구를 위해 지식이전의 니즈가 높은 R&D 부

서를 선택하였지만, 본 연구 결과를 영업이나 제

조 부서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영업부서는 금전적인 보상에 좀더 민

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제조 부서의 경우는 집단

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1대 1 관계의 영향력보다

는 전체적인 신뢰나 네트워크 중심도 등이 중요

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 모

형을 다양한 부서에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비교

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지식이전의 다차원 구조

를 100% 고려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1대 1 수준과 개인 수준 외에도 부서 수준의 변수 

및 조직 수준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즉, 4단계

의 다차원 모델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가용한 

분석 방법 및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해서 부서 

및 조직 수준의 특성은 더미변수를 통해 통제하

는 수준에서 마무리 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부

서, 조직까지 포함한 4단계 다차원분석을 도입한

다면, 좀 더 설득력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차원분석 방법은 지식경영분야뿐

만 아니라 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경영학 전

반에 활용 잠재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사회적 자본을 부서 내

부의 관계에 한정하였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조직 내부의 관계는 조직원간의 단합을 유지하

는데 효과적이며, 조직 외부와의 관계는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는 데 유리하다[Tsai, 2001; Hansen, 

2002; Cross and Cummings, 2004]. 향후 연구는 

부서 내의 관계뿐 아니라 부서 간, 조직 외부와의 

관계까지 포함하여 분석한다면 좀 더 풍부한 연

구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Adler, P.S., "Market, Hierarchy, and Trust: 

The Knowledge Economy and the Future 

of Capitalism," Organization Science, Vol. 12, 

No. 2, 2001, pp. 215-234.

[2] Adler, P.S. and Kwon, S.-W., "Social Capi-

tal: Prospects for a New Concep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7, No. 1, 2002, 

pp. 17-40.

[3] Andrews, K.M. and Delahaye, B.L., "Infl-

uences on Knowledge Processes in Organi-



Multi-level Analysis of the Antecedents of Knowledge Transfer

Vol. 22, No. 3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93

zational Learning: The Psychosocial Filter,"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Vol. 37, No. 6, 

2000, pp. 797-810.

[4] Argote, L. and Ingram, P., "Knowledge Tran-

sfer: A Basis for Competitive Advantage in 

Firm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 82, No. 1, 2000, pp. 

150-169.

[5] Baker, W.E., "Market Networks and Cor-

porate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Socio-

logy, Vol. 96, No. 3, 1990, pp. 589-625.

[6] Barnes, J.A., "Class and Committees in a 

Norwegian Island Parish," Human Relations, 

Vol. 7, 1954, pp. 39-58.

[7] Bhagat, R.S., Kedia, B.L., Harveston, P.D., 

and Triandis, H.C., "Cultural Variations in 

the Cross-Border Transfer of Organizatio-

nal Knowledge: An Integrative Frame-

work,"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7, No. 2, 2002, pp. 204-221.

[8] Bock, G.-W., Zmud, R.W., Kim, Y.-G., and 

Lee, J.-N., "Behavioral Intention Formation 

in Knowledge Sharing: Examining the Ro-

les of Extrinsic Motivators, Social-Psycho-

logical Forces, and Organizational Climate," 

MIS Quarterly, Vol. 29, No. 1, 2005, pp. 

87-111.

[9] Borgatti, S.P. and Cross, R., "A Relational 

View of Information Seeking and Learning 

in Social Networks," Management Science, 

Vol. 49, No. 4, 2003, pp. 432-445.

[10] Borgatti, S.P., Jones, C., and Everett, M.G., 

"Network Measures of Social Capital," Con-

nections, Vol. 21, No. 2, 1998, pp. 36-45.

[11] Bourdieu, P., The Forms of Capital, In 

Richardson, J.G.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1986.

[12] Brass, D., "Being in the Right Place: A 

Structural Analysis of Individual Influence 

in an Organiz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29, No. 4, 1984, pp. 518-539.

[13] Brown, J.S. and Duguid, P., "Organizatio-

nal Learning and Communities-of-Practice: 

Toward a Unified View of Working, Lear-

ning, and Innovation," Organization Science, 

Vol. 2, No. 1, 1991, pp. 40-57.

[14] Burt, R.,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

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Massachu-

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15] Burt, R.S., Structural Holes Versus Net-

work Closure as Social Capital, In Lin, N., 

Cook, K., and Burt, R.S. (Eds.), Social Capi-

tal: Theory and Research,New York, Aldine 

De Gruyter, 2001.

[16] Chiu, C.M., Hsu, M.H., and Wang, E.T.G., 

"Understanding Knowledge Sharing in 

Virtual Communities: An Integration of So-

cial Capital and Social Cognitive Theories," 

Decision Support Systems, Vol. 42, No. 3, 

2006, pp. 1872-1888.

[17] Chow, W.S. and Chan, L.S., "Social Net-

work, Social Trust and Shared Goals in 

Organizational Knowledge Sharing," Infor-

mation and Management, Vol. 45, No. 7, 2008, 

pp. 458-465.

[18] Coleman, J.S., "Social Capital in the Crea-

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 No. Supplement: Organi-

zations and institutions: Sociological and 

economic approaches to the analysis of so-

cial structure, 1988, pp. S95-S120.

[19] Cross, R. and Cummings, J.N., "Tie and 

Network Correlates of Individual Perfor-

mance in Knowledge-Intensive Work," Aca-

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47, No. 6, 



Multi-level Analysis of the Antecedents of Knowledge Transfer

94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 22, No. 3

2004, pp. 928-937.

[20] Cross, R. and Sproull, L., "More Than an 

Answer: Information Relationships for Ac-

tionable Knowledge," Organization Science, 

Vol. 15, No. 4, 2004, pp. 446-462.

[21] Davenport, T., De Long, D., and Beers, M., 

"Successful Knowledge Management," Sloan 

Management Review, Vol. 39, No. 2, 1998, 

pp. 43-57.

[22] Davenport, T.H. and Prusak, L., Working 

Knowledge: How Organizations Manage What 

They Know, Boston, Harvard Business Sch-

ool Press, 1998.

[23] Fukuyama, F.,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The 

Free Press, 1995.

[24] Gargiulo, M. and Benassi, M., "Trapped in 

Your Own Net? Network Cohesion, Struc-

tural Holes, and the Adaptation of Social 

Capital," Organization Science, Vol. 11, No. 

2, 2000, pp. 183-196.

[25] Gooderham, P., Minbaeva, D.B., and Pe-

dersen, T., "Governance Mechanisms for the 

Promotion of Social Capital for Knowledge 

Transfer in Multinational Corporations," Jo-

urnal of Management Studies, Vol. 48, No. 1, 

2011, pp. 123-150.

[26] Granovetter, M., "Economic Action and So-

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

ness,"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1, No. 3, 1985, pp. 481-510.

[27] Granovetter, M.S.,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78, 

No. 6, 1973, pp. 1360-1380.

[28] Grant, R.M., "Toward a Knowledge-Based 

Theory of the Firm,"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17, 1996, pp. 109-122.

[29] Gupta, A. and Govindarajan, V., "Knowle-

dge Flows within Multinational Corpora-

tion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21, 

No. 4, 2000, pp. 473-496.

[30] Hansen, M.T., "The Search-Transfer Pro-

blem: The Role of Weak Ties in Sharing 

Knowledge across Organization Subunit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44, No. 

1, 1999, pp. 82-111.

[31] Hansen, M.T., "Knowledge Networks: Ex-

plaining Effective Knowledge Sharing in 

Multiunit Companies," Organization Science, 

Vol. 13, No. 3, 2002, pp. 232-248.

[32] Hofmann, D.A., "An Overview of the Lo-

gic and Rationale of Hierarchical Linear 

Models," Journal of Management, Vol. 23, No. 

6, 1997, pp. 723-744.

[33] Hofstede, G.H., Culture's Consequences: In-

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Inc., 1984.

[34] Huber, G., "Organizational Learning: The 

Contributing Processes and the Literatures," 

Organization Science, Vol. 2, No. 1, 1991, pp. 

88-115.

[35] Inkpen, A.C. and Tsang, E.W.K., "Social 

Capital, Networks, and Knowledge Trans-

fe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30, No. 1, 2005, pp. 146-165.

[36] Kankanhalli, A., Tan, B.C.Y., and Wei, 

K.-K., "Contributing Knowledge to Electro-

nic Knowledge Repositories: An Empirical 

Investigation1," MIS Quarterly, Vol. 29, No. 

1, 2005, pp. 113-143.

[37] Ko, D.-G., Kirsch, L.J., and King, W.R., 

"Antecedents of Knowledge Transfer from 

Consultants to Clients in Enterprise System 

Implementations," MIS Quarterly, Vol. 29, 

No. 1, 2005, pp. 59-85.

[38] Krackhardt, D., The Strength of Strong Ties: 



Multi-level Analysis of the Antecedents of Knowledge Transfer

Vol. 22, No. 3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95

The Importance of Philos in Organizations, 

In Nohria, N. and Eccles, R. (Eds), Networks 

and Organizations,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2.

[39] Lesser, E.L., Knowledge and Social Capital, 

Woburn, MA, Butterworth-Heinemann, 2000.

[40] Levin, D.Z. and Cross, R., "The Strength of 

Weak Ties You Can Trust: The Mediating 

Role of Trust in Effective Knowledge Tran-

sfer," Management Science, Vol. 50, No. 11, 

2004, pp. 1477-1490.

[41] March, J.G.,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in Organizational Learning," Organization 

Science, Vol. 2, No. 1, 1991, pp. 71-87.

[42] Marsden, P.V. and Campbell, K.E., "Mea-

suring Tie Strength," Social Forces, Vol. 63, 

No. 2, 1984, pp. 482-501.

[43] Mayer, R.C., Davis, J. H., and Schoorman, 

F.D., "An Integration Model of Organiza-

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

view, Vol. 20, No. 3, 1995, pp. 709.

[44] Mcallister, D.J., "Affect- and Cognition- 

Based Trust as Foundations for Interp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38, No. 

1, 1995, p. 24.

[45] Mcevily, B., Perrone, V., and Zaheer, A., 

"Trust as an Organizing Principle," Organi-

zation Science, Vol. 14, No. 1, 2003, pp. 91- 

103.

[46] Mcevily, B. and Zaheer, A., "Bridging Ties: 

A Source of Firm Heterogeneity in Compe-

titive Capabilities," Strategic Management Jo-

urnal, Vol. 20, No. 12, 1999, pp. 1133-1156.

[47] Milgram, S., "The Small World Problem," 

Psychology today, Vol. 1, No. 1, 1967, pp. 

61-67.

[48] Miller, D. and Shamsie, J., "The Resource- 

Based View of the Firm in Two Environ-

ments: The Hollywood Film Studios from 

1936 to 1965," Academy of Management Jour-

nal, Vol. 39, No. 3, 1996, pp. 519-543.

[49] Nahapiet, J. and Ghoshal, S., "Social Capi-

tal, Intellectual Capital, and the Organiza-

tional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3, No. 2, 1998, pp. 242-266.

[50] Nunnally, J.C.,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1978.

[51] O'dell, C. and Grayson, C.J., "If Only We 

Knew What We Know: Identification and 

Transfer of Internal Best Practices," Califor-

nia Management Review, Vol. 40, No. 3, 1998, 

pp. 154-174.

[52] Oh, H., Chung, M., and Labianca, G., "Group 

Social Capital and Group Effectiveness: 

The Role of Informal Socializing Ties," Aca-

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47, No. 6, 

2004, pp. 860-875.

[53] Presutti, M., Boari, C., and Fratocchi, L., 

"Knowledge Acquisition and the Foreign 

Development of High-Tech Start-Ups: A 

Social Capital Approach," International Busi-

ness Review, Vol. 16, No. 1, 2007, pp. 23-46.

[54] Putnam, R.D.,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American 

Prospect, Vol. 13, 1993, pp. 35-42.

[55] Quigley, N.R., Tesluk, P.E., Locke, E.A., 

and Bartol, K.M., "A Multilevel Investiga-

tion of the Motivational Mechanisms Un-

derlying Knowledge Sharing and Perfor-

mance," Organization Science, Vol. 18, No. 

1, 2007, pp. 71-88.

[56] Raudenbush, S.W. and Bryk, A.S., Hierarch-

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

alysis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02.

[57] Reagans, R. and Mcevily, B., "Network St-



Multi-level Analysis of the Antecedents of Knowledge Transfer

96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 22, No. 3

ructure and Knowledge Transfer: The Ef-

fects of Cohesion and Range," Administra-

tive Science Quarterly, Vol. 48, No. 2, 2003, 

pp. 240-267.

[58] Rogers, E.M. and Kincaid, D.L., Communi-

cation Networks: Toward a New Paradigm for 

Research, New York, The Free Press, 1981.

[59] Snijders, T.A.B. and Bosker, R., Multilevel 

Analysis: An Introduction to Basic and Ad-

vanced Multilevel Modeling, London, Sage 

Publications Inc, 1999.

[60] Sparrowe, R.T., Liden, R.C., Wayne, S.J., 

and Kraimer, M.L., "Social Networks and 

the Performance of Individuals and Gro-

up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44, No. 2, 2001, pp. 316-325.

[61] Szulanski, G., "Exploring Internal Sticki-

ness: Impediments to the Transfer of Best 

Practice within the Firm," Strategic Manage-

ment Journal, Vol. 17(Winter Special Issue), 

1996, pp. 27-43.

[62] Tichy, N.M., Tushman, M. L., and Fom-

brun, C., "Social Network Analysis for Or-

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4, No. 4, 1979, pp. 507-519.

[63] Tsai, W., "Knowledge Transfer in Intra or-

ganizational Networks: Effects of Network 

Position and Absorptive Capacity on Busi-

ness Unit Innovation and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44, No. 

5, 2001, pp. 996-1004.

[64] Tsai, W. and Ghoshal, S., "Social Capital 

and Value Creation: The Role of Intrafirm 

Network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41, No. 4, 1998, pp. 464-476.

[65] Uzzi, B. and Lancaster, R., "Relational Em-

beddedness and Learning: The Case of 

Bank Loan Managers and Their Clients," 

Management Science, Vol. 49, No. 4, 2003, 

pp. 383-299.

[66] Wasko, M.M. and Faraj, S., "Why Should I 

Share? Examining Social Capital and Know-

ledge Contribution in Electronic Networks 

of Practice," MIS Quarterly, Vol. 29, No. 1, 

2005, pp. 35-57.

[67] Wasserman, S. and Faust, K.,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68] Wei, J., Zheng, W., and Zhang, M., "Social 

Capital and Knowledge Transfer: A Multi- 

Level Analysis," Human Relations, Vol. 64, 

No. 11, 2011, pp. 1401-1423.

[69] Wenger, E., Communities of Practice: Learn-

ing, Meaning, and Identity, Cambridge Uni-

versity Press, 1999.

[70] Wong, S.-S., Ho, V.T., and Lee, C.H., "A 

Power Perspective to Interunit Knowledge 

Transfer: Linking Knowledge Attributes to 

Unit Power and the Transfer of Knowle-

dge," Journal of Management, Vol. 34, No. 1, 

2008, pp. 127-150.

[71] Yli-Renko, H., Autio, E., and Sapienza, H. 

J., "Social Capital, Knowledge Acquisition, 

and Knowledge Exploitation in Young Te-

chnology-Based Firms," Strategic Manage-

ment Journal, Vol. 22, No. 6/7, 2001, pp. 

587-613.

[72] Zaheer, A., Mcevily, B., and Perrone, V., 

"Does Trust Matter? Exploring the Effects 

of Interorganizational and Interpersonal 

Trust on Performance," Organization Science, 

Vol. 9, No. 2, 1998, pp. 141-159.



Multi-level Analysis of the Antecedents of Knowledge Transfer

Vol. 22, No. 3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97

◆ About the Authors ◆

Minhyung Kang

Minhyung Kang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Venture Technology and 

Management Department at Konkuk University in Seoul, Korea. He re-

ceived his B.E in mechanical engineering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M.S. and Ph.D. in MIS from KAIST Business School. His research inter-

ests include knowledge management, collective intelligence, social net-

work analysi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He has professional ex-

perience as a researcher at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and 

consultant at i2 Technologies.

Yong Sauk Hau

Yong Sauk Hau is a research fellow at the Industry and Strategy De-

partment I in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He received his 

Ph.D. in MIS from KAIST Business School and MBA from Seoul Natio-

nal University. His main research areas are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knowledge management, open innovation, and user inno-

vation. His research has been published i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and International Journal of Mobile Communications. He has professional 

research experience a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and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KISDI).

Submitted：April 28, 2012 Accepted：September 27, 2012 

1st revision： September 11, 2012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