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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융복합 환경에서 기업의 협업프로세스와 역량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를 분석하여 가설을 세우고 PLS를 사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5개 기업(한국 4개, 미국
1개)의 16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의 협업프로세스는 학습역량과 생산역량을 통하여 기업의 혁신성과에 유
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업 내부의 협업프로세스와 혁신성과 간의 관계에서 학습역량
과 생산역량이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협업프로세스가 각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정보공유,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루틴이라 정의할 때, 학습역량과 생산역량을 거쳐 
기업의 혁신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협업프로세스, 융복합 환경, 학습역량, 생산역량, 혁신성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understand collaborative process and the capabilities of the firm impact 
on innovation performance in convergence environment. To achieve the purpose, research model was 
empirically tested with a survey from 162 employees from 4 Korea manufacturing companies and 1 USA 
company. The data obtained from the survey were analyzed using Partial Least Squares (PLS). As a result, 
collaboration process, learning capability and operation capability have significant and positive impact on 
innovation performance. It is a meaningful result that the collaboration process improve the innovation 
performance of firms through the operation capability and the learning capability.

Key Words :  Collaboration Process, Convergence Environment, Learning Capability, Production Capability, Innovati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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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변하는 환경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은 작은 차

이로 시장에서의 성과가 달라진다. 공 사슬 리와 같은 

다른 기업 간의 업(Collaboration)도 요하지만, 기업 

내부 업도 무척 요하다. 특히 내부 조직 구성원들 간

의 긴 한 업은 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가장 기

이며 요한 요소이다. 즉, 업을 통해 기업의 성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업은 매우 매력 으로 들리며, 많

은 사람들은 이를 통해 높은 성과를 이루어왔다. 업은 

큰 장 을 지닌 작업이며 다수의 사람들은 업이 좋은 

것이라고 정 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업의 

목 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업의 진정한 목 이 단

순히 조직 내부의 벽을 허물고 조직원 혹은 구성원들이 

공동의 작업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다. 업이 가치

가 있으려면 업 결과가 개별 활동의 결과보다 성과가 

더 높아야 한다. 잘 훈련되고 조직된 업시스템은 조직

의 성과를 더 크게 증폭시킨다[1]. 반면에 목 이 불분명

하고 불완 한 업은 오히려 업을  하지 않는 것

보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를 해 조직 반

에 걸친 업 기회를 평가하고 이를 토 로  업 방해 

요소를 악하고 그것들에 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한 업의 선택은 이익이나 성장, 성취보장과 

아울러 가치요소들과 련되는 비용이나 효과에 의해 결

정되며, 업이란 부정 인 면보다 정 인 면이 많을 

때 이루어지기 쉽다. 그러나 업이란 아무리 쉬운 경우

라도 개인 혼자서는 불가능하므로, 상호간의 업동기와 

능력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노력과 

상  조정이라는 상호작용이 성공 으로 이루어질 때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신뢰 계가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업에 한 조건과 련된 상요소가 먼  해결되어야 

한다. 즉, 업방법에 한 체 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해서는 커뮤니 이션을 통한 조정이 필요하

다. 이처럼 업을 통해 성과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가

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 로세스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2]. 한 업 로세스 그 자체로부터 편익을 얻을 수 있

는 것은 아니며, 외부 기술지식의 활용과 용을 통해서 

구체  성과를 실 할 수 있다. 즉 실제 업을 통한 지

식 체계의 연계는 기업의 역량에 요한 향을 미친다

는 것이다[3].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기업 내부의 

업 로세스가 기업 역량을 거쳐 신성과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즉, 업 로세스가 직 으로 

신성과에 직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역량

을 통해 향을 미친다는 기업 역량의 매개효과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본 연구는 기업의 업 로세스

를 정의하고,  혹은 원들의 업이 기업의 역량을 통

해 기업의 신성과에 정 인 향을  것이라는 연

구모형을 제시하 다.

2. 이론적 배경과 연구모형

2.1 협업프로세스와 역량 간의 관계

업이란 구성원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 공동

으로 함께 일하는 조직의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4]. 

Van den Bulte와 Moenaert(1998)는 성공 인 신이 이

루어지기 해서는 R&D부문의 역할도 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R&D부문, 마 부문, 생산부문 등과 같은 기

업 내부 부서의 유기 인 연계가 필수 이라고 주장하

다[5]. 기업이 효과 으로 신을 이루기 해서는 기술

인 측면, 운 인 측면, 조직 인 측면, 재무 인 측면

의 4개 역 모두에서 부서 간의 업이 강화되어야 하

며, 이러한 업은 학습, 비용의 감, 자원의 공유, 신 

등과 한 련이 있다[6]. 한 다양한 기술이 하나로 

융합되거나 보다 나은 기술로 발 되는 융복합 환경에서 

업은 매우 요한 변수이다.

업 로세스 혹은 업시스템이란 사람과 사람이 활

용하는 정보기술의 결합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정보기

술은 사람 간의 는 소 트웨어 에이 트 간의 상호작

용과 지식공유에 활용되며, 이들 간의 시 지 효과를 유

지하는 자원으로 사용된다[7, 8]. Wasserstoff와 Bentley 

(1997)는 업시스템이 최종사용자의 작업 자유도를 높

이고, 업 방법을 개선시킨다고 설명하 다[9].

이를 토 로 업 로세스를 기업 내부의 정보공유, 

커뮤니 이션과 같은 활동이 일상 으로 이루어지는 루

틴이라 정의할 수 있다.

Deutsch(1949)의 업이론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개인

의 목표뿐만 아니라 집단의 목표 달성을 하여 업하

고 합리 인 의사결정의 결과로 업을 선택한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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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부는 다른 선택 안과 비교하여 업의 결과가 얼

마나 바람직하며 한 업의 당사자들에게 공정한 혜택

이 돌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10]. 부서 차원에서의 

업은 솔직한 커뮤니 이션이 이루어지고, 참여자들은 공

통 인 이해 계에 보다 민감하고 다른 참여자들의 의견

을 잘 수용한다. 나아가 상호신뢰하고 유호 인 태도를 

가지며 자원 공유, 분업, 조정 등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

고, 신성과를 향상시킨다.

Tidd 등(2001)은 업이 지식창출, 확산, 활용, 학습을 

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 다. Grant 등(1995)은 

기업이 자사 조직의 내․외부에 산재한 기술, 사업 로

세스 등과 련된 다양한 분야의 지식에 근, 공유, 통합

할 수 있는 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고 

강조하 다[11, 12]. 

흡수역량은 기업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가치를 인

지하고, 그 지식을 체화시켜서, 실제 상품화할 수 있도록 

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13]. 업을 추구하는 

기업은 기술 업 원천  방식의 설계와 더불어 이를 효

과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 인 흡수역량을 구축하여 

리해야만 한다[14]. 기업 흡수역량은 잠재 인 흡수역

량(potential absorptive capacity)과 실 된 흡수역량

(realized absorptive capacity)으로 나  수 있다. 잠재

인 흡수역량은 지식의 획득과 체득과정이며, 실 된 흡

수역량은 변화와 이용과정이다. 이를 각각 학습역량과 

생산역량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업 로세스는 조직 구성원들 간의 

계를 더욱 강화하고 조직의 잠재력을 향상시킨다. 동

시에 조직에 몰입하는 과정을 증진시킨다[15]. 본 연구에

서는 잠재 인 흡수역량을 학습역량으로, 실 된 흡수역

량을 생산역량으로 각각 구분하고, 에서 살펴본 이론

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1 업 로세스는 학습역량에 정(+)의 향을 다.  

가설2 업 로세스는 생산역량에 정(+)의 향을 다.

2.2 역량과 혁신성과 간의 관계

자원 기반  에 따르면, 조직의 학습역량은 기업

의 성과에 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며[16], Huber(1991)

는 학습을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는 활용 과정이라고 

정의하 다[17]. DiBella 등(1996)은 학습 활동을 경험에 

기반을 둔 성과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조직의 역량과 

로세스로 정의하고 있다[18]. Guan과 Ma(2003)는 학습역

량을 기업에 필요한 외부의 새로운 지식을 인식하고 이

를 조직에 체화시켜 활용하는 역량으로 정의하 다[19]. 

조직의 학습역량은 새로운 지식을 활용하여 조직의 성과

를 향상시키는 활동을 포함한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

업 경험은 학습 과정을 거쳐 조직 내부에 특유의 숙련성

으로 변환되어 내재되는데, 이러한 숙련성 획득에 필요

한 학습역량과 학습과정은 지식습득, 신유도, 성과향상

으로 이어지게 된다[20, 21].

생산역량은 기업의 목표 달성을 해 필요한 투입  

산출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변화

에 잘 응할 수 있는 생산운  능력을 의미한다. 

Westphal 등(1984)은 생산역량을 생산설비를 가동시키

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 능력으로 정의하

고, 설치된 설비를 운   감독하는 생산 리 역량과 정

기 인 일정  요구에 따른 물  자본의 보수  유지 

역량으로 분류하 다[22]. 조직의 신과 성과 향상을 

해서 생산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며[23], Schroeder 등

(2002)은 효과성과 유연성이 높은 생산 로세스의 개발

과 제품으로 환하는 생산역량의 설계가 기업의 효율성

을 높여 다고 설명하 다[24]. 국내 연구로는 김병수 등

(2010)은 지식경  연구 분야에서 학습역량이 지식 경

활동과 기업 성과 간의 계에서 매개역할을 한다고 주

장하 다[25]. Schroeder 등(1989)은 생산 부문에서의 

신을 강조하고, 신을 통하여 얻는 성과로 생산 성과와 

기업의 반  성과를 제시하 다[26]. 이를 정리하면, 

신을 통한 기업의 성과는 매출액의 향상, 신기술 개발, 신

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공정 개발  개선, 서비스 개

발  개선, 리드타임 감소, 품질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에서 살펴본 이론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 다.

가설3 학습역량은 생산역량에 정(+)의 향을 다.

가설4 학습역량은 신성과에 정(+)의 향을 다.

가설5 학습역량과 생산역량은 신성과에 정(+)의 

향을 다.

2.3 연구모형

이론  배경에서 제시된 가설을 근거로 작성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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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은 [Fig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을 간단히 살펴보면 

업 로세스는 기업이 보유한 학습역량과 생산역량을 통

하여 기업의 신성과 향상에 향을 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모형은 SPSS 19를 사용해 기 분석을 하

고, WarpPLS 3.0을 사용하여 신뢰성 분석  확인요인 

분석, 경로분석을 각각 수행하 다.

[Fig. 1] The research model

3. 실증분석

3.1 표본자료의 특성

본 연구의 표본은 한국(4개)과 미국(1개)의 제조기업

을 상으로 사 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지를 완성하 다. 

상기업은 매출액 500억 이상, 근무자 1,000명 이상으로, 

제과 1개, 에 지 1개, IT솔루션 1개, 화학 2개 기업들이

다. 5월에 장 혹은 부문장 등을 통해 기업 내부 업에 

한 의견을 듣고,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우편 

 e-mail을 발송하여 직원들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총 162명이 설문에 참여하 다. 이  101명이 자신

이 다니는 기업이 비교  업이 잘 이루어진다고 답하

고, 42명은 보통이라고, 19명은 답하지 않았다. 근무부서

를 살펴보면, 마  20명, 생산 65명, 인사 36명, 재무 9

명, 연구  개발 21명, 무응답이 10명이었다. 근무 연수

는 1년 미만 12명, 1년 이상 – 3년 미만 48명, 3년 이상 

– 5년 미만 56명, 5년 이상 – 7년 미만 29명, 7년 이상이 

12명, 무응답이 5명이었다.

3.2 조작적 정의 및 측정모형

본 연구에서는 설정된 가설의 검증을 해 PLS를 이

용하 다. PLS는 이론 인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에 한 

최 의 실증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통계  기법이며, 

일반 구조방정식 로그램보다 표본의 제약을 덜 받는 

장 이 있다. PLS는 각 구성개념에 한 척도의 재치

를 먼  추정한 후 구성개념 간 인과 계를 추정한다

[27].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별항목의 재치가 모두 0.6이

상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p-value를 가지고 있다. 한 

복합신뢰도가 모두 0.7이상이며, 평균분산추출값도 기

치인 0.5이상[27]을 상회하고 있어 측정모형에 한 구성

개념 간 수렴타당성에 이상 없음이 명되었다. 한 각

각의 측정변수가 해당 잠재요인에 하여 갖는 재값이 

다른 잠재요인에 한 재값보다 높았으며, 두 잠재요

인 각각의 AVE값과 두 잠재요인간의 상 계의 제곱

을 비교해보았을 때, AVE값이 더 커서 별타당성 역시 

기 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계  별타

당성에 한 내용을 <Table 1>에 정리하 다.

본 연구에서 측정하려는 업 로세스, 학습역량, 생

산역량, 신성과에 한 조작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업 로세스는 조직의 이해 계자들이 공동의 목표

를 달성하기 해 기업 내부의 정보공유, 커뮤니 이션

과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루틴을 의미한다. 기업 역량

은 학습역량과 생산역량으로 구분하 다. 학습역량은 잠

재 인 흡수역량으로 경험에 기반을 둔 지식의 획득에 

목 을 둔 역량이며, 생산역량은 실 된 흡수역량으로 

획득한 지식과 정보를 실제 이용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신성과는 기업이 업 로세스와 기업 역

량을 통해 얻은 성과를 의미한다.

각각의 측정항목과 확인요인분석에 한 내용을 

<Table 2>에 정리하 다.

3.3 가설검정

PLS방식에서 구조모형의 검증은 경로계수의 크기와 

방향성, 통계  유의성, 최종 종속변수의 결정계수값을 

통해 이루어지며, 부트스트랩 재표본방법을 사용하여 경

로 유의성을 검증하 다. 

[Fig. 2]에 나타난 것처럼 총 5개의 가설 모두 유의수

 0.01에서 채택되었으며, 설명력은 업 로세스 0.535, 

학습역량 0.443, 생산역량 0.345, 신성과 0.504로 나타나 

Fornell과 Larcker(1981)가 제시한 정검정력 0.1을 모

두 상회하고 있어[27], 모형의 검증에는 문제가 없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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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items

CFA
Supporting 

literatureCFA
Supporting 

literature

Collaboration

process

Factor Loading P-value < 0.001

[1]

[6]

[28]

The number of collaborative with other team 0.879 < 0.001

The degree of sharing your ideas and resources with 

other team
0.907 < 0.001

Various communications with other team 0.821 < 0.001

Compensation level for collaboration 0.916 < 0.001

collaborative strategies plan and execution 0.820 < 0.001

Learning

capability

Degree of learning opportunities 0.711 < 0.001

[19]

[24]

using Knowledge management system 0.819 < 0.001

Degree of learning from experience 0.823 < 0.001

Degree of studies for a variety knowledge and trends 0.862 < 0.001

Sharing of the acquired knowledge 0.824 < 0.001

production 

capability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production system 0.867 < 0.001

[23]

[24]

Utilization and retention of the latest production 

capabilities
0.859 < 0.001

Meet various requirements of the production 0.816 < 0.001

Strict quality control 0.836 < 0.001

Continued investment 0.790 < 0.001

Innovation

performance

Reduction of the cost 0.708 < 0.001

[29]

[30]

Improvement of the quality 0.669 < 0.001

Reduction of the production time 0.740 < 0.001

Reduction of delivery time 0.851 < 0.001

Improvement of the Flexibility 0.760 < 0.001

<Table 2> Construct measurement

　
Collaboration

process

Learning

capability

production 

capability

Innovation

performance

Collaboration process 0.872#

Learning capability 0.644 0.738#

production capability 0.417 0.363 0.723
#

Innovation performance 0.649 0.498 0.469 0.677#

Composite Reliability 0.940 0.902 0.890 0.890

Cronbach’s α 0.937 0.873 0.860 0.830

AVE 0.759 0.702 0.742 0.727

p< 0.001

# Root of AVE

<Table 1> Correlation and reliability test

[Fig. 2] Estimated structural equation model

경로계수의 직 효과 분석을 통한 가설검정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업 로세스가 학습역량에 정(+)

의 향을 미친다는 H1은 경로계수 0.640 (p<0.001)로 채

택됨으로써 업 로세스가 학습역량에 강한 향을 미

친다는 을 확인해 주었다. 업 로세스가 생산역량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H2는 경로계수 0.275 (p<0.001)

로 역시 채택되었다. 일반 으로 기업의 업 로세스가 

구축되고 업이 잘 이루어지는 분 기가 형성될 경우에 

기업의 학습역량과 생산역량에 정 인 향을 미친다

고 설명할 수 있다.

학습역량이 생산역량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H3

은 경로계수 0.545 ( p=0.001) 역시 채택되어, 학습역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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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역량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잘 구축된 업 로세스와 이를 활용한 조직 구

성원들의 학습을 통해 생산역량에 정 인 향을 미친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역량이 신성과에 향을 미친다는 H4는 경로

계수 0.207 (p=0.001), 생산역량이 신성과에 향을 미

친다는 H5는 경로계수 0.459 (p=0.001) 로 각각 채택되었

다. 가설 검정 결과를 <Table 3>에 정리하 다.

S,C p value
out 

come

H1
Collaboration process

-> Learning capability
0.640 < 0.001 support

H2
Collaboration process

-> production capability
0.275 < 0.001 support

H3
Learning capability

-> production capability
0.545 = 0.001 support

H4
Learning capability

-> Innovation performance
0.207 = 0.001 support

H5
production capability 

-> Innovation performance
0.459 = 0.001 support

<Table 3> Results of hypotheses 1–5 tests using 
SEM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기업의 업 로세스가 기업 역량과 신

성과에 미치는 향을 실증 분석하 다. 이를 분석한 결

과, 업 로세스는 학습역량과 생산역량을 통하여 기업

의 신성과에 유의 인 향을 미치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업 내부의 업 로세스와 신성과 간

의 계에서 학습역량과 생산역량이 매개역할을 수행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업 로세스가 각 이해 계

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정보공유, 커뮤니

이션과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루틴이라 정의할 때, 

학습역량과 생산역량을 거쳐 기업의 신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 최근 

상 으로 소홀한 기업 내부 력의 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내부의 

업 로세스를 정의하고 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신성

과와의 계를 밝히는 데 공헌하 다. 업 로세스는 

기업의 경  활동에 있어 기본 인 요소이다. 따라서 그 

요도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높다. 하지만, 긴 한 

업 계를 형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이러한 

업 로세스는 일종의 루틴과 같다. 체계화된 업 로세

스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여 기업의 

신성과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는 성과 향상을 한 

업 로세스가 필요하다는 Lemmens(2004)의 연구결과

[2]와 실제 업을 통한 지식 체계의 연계는 기업의 역량

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Tidd 등(1995)의 연구결과[3]

를 지지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업 로세스가 역량을 

통해 기업의 신성과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 둘째, 기업의 학습역량과 생산역량 간의 계를 밝

히고, 학습역량, 생산역량과 기업의 신성과 간의 계

를 연구하 다. 학습역량은 신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생산역량에도 향을 미친다. 이는 기

존의 흡수역량을 보다 세분하고 이들 간의 계를 실증 

분석하여 증명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결론 으로 

기업의 업 로세스는 단순한 기업 내부의 업 그 자

체가 목 이 아니라, 기업의 성과 향상에 기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학습역량과 생산역량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와 같은 시사 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 과 제약사항으로 인하여 그 

용에 신 을 기해야 한다. 첫째, 실증 데이터 분석이란 

에 의해 나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다양한 

연구에 근거하여 척도를 개발했지만, 이러한 척도는 다

양한 업종에서 설문의 정제  타당성이 시험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부 기업을 상으로 수행하

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 내부의  간 업 는 기업 규

모 혹은 산업별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본 연구가 가진 한계는 기업이 가진 역량을 

생산역량과 학습역량만으로 제한한 이다. 기업은 다양

한 인 , 로세스 역량과 같은 다양한 역량들은 보유하

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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