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dx.doi.org/10.15813/kmr.2015.16.1.008

기업의 내·외부 지식원천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집단 효과 *
The Impact of Internal and External Sources of Knowledge on Innovation
Performance in Independent Firms and Business Group Affiliates
김 지 희 (Ji-Hee Kim)
KAIST 경영대학 (jayjay04@business.kaist.ac.kr)
이 지 환 (Ji-Hwan Lee) **
KAIST 경영대학 (jihwanlee@business.kaist.ac.kr)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how internal knowledge dependency and its interaction with external knowledge
adoption affect innovation performance in Korean companies. We categorize innovation performance
into exploratory innovation and exploitative innovation. Especially, we examine business group effects as
group headquarters and sister subsidiaries holistically form the boundary of the firm. Our empirical results
first suggest that the degree of internal knowledge dependenc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exploitative
innovation, but negatively with exploratory innovation. Second, internal knowledge dependency is more
negatively related to exploratory innovation in independent firms than in business group affiliates. Third,
independent firms’ adoption of external knowledge tends to strengthen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knowledge dependency and exploitative innovation. Finally, exploitative external knowledge search
appears to strengthen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knowledge dependency and exploratory
innovation in both types of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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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적일까? 아니면 외부 지식원천을 활용해서 혁신을 추
구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혁신

내부지식에 의존해서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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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서는 기업이 보유한 내부 지식과 외부 지식이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e.g.,
Helfat and Quinn, 2006; Rosenkopf and Nerkar,
2001). 먼저 조직학습이론(Levitt and March, 1988)
이나 지식기반이론(Kogut and Zander, 1992)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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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내부 지식을 기반으로 한 혁신에 더 많은 비중을

재가공하는 활용적 혁신(exploitative innovation)

두는 경향이 있다. 조직은 내부에 보유한 지식을 기반

과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는 탐색적 혁신(exploratory

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만의

innovation)으로 구분했다(Benner and Tushman,

경쟁력의 원천을 만들게 된다(Nonaka, 1994). 이는

2002; Levinthal and March, 1993). 본 연구에서는

내부지식에 의존해서 지식을 상호 공유하고 습득하는

제한된 내·외부 지식을 활용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요

학습과정이 조직의 지속적인 혁신의 근간이 된다는 관

건 하에서, 두 가지 혁신은 근본적으로 상충적 관계를

점이다(김병수·한인구, 2012; Capron and Michell,

이룬다는 가정 하에 어떤 경우 어떤 혁신이 더 활발

2009; Rosenkorf and Nerkar, 2001).

해 지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한편 내·외부 지식이 두

그러나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는 내부지식 뿐만 아

가지 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적 특성에 따라 다르

니라 외부로부터의 지식유입도 요구된다는 주장도 제

게 나타날 수 있다. 조직구조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기된다(March, 1991). 개방된 사회 시스템 하에서 지

대한 연구(Burns and Wholey, 1993; Jansen et al,

식의 흐름(knowledge flow)은 조직 내부뿐만 아니

2006)는 여러 가지로 시도되었으나, 기업집단과 독립

라 조직 간에 걸쳐서 기술과 시장 관련 지식이 서로

기업을 비교하여 지식원천과 혁신성과를 고찰한 실증

교환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Argote and Ingram,

연구 역시 이런 차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

2000). 따라서 기업은 새로운 지식 창출과 혁신을 위

다. 기업집단 계열사는 그룹 본부를 구심점으로 여러

해 내부지식과 더불어 외부에서 새로운 지식을 탐색

계열사 간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독립기

해서 도입하는 노력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Tsai,

업과는 상이한 지식 기반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에 본

2001). 예컨대, 경쟁기업보다 먼저 새로운 제품을 생

연구에서는 기업집단 계열사와 독립기업의 내부지식

산하기 위해서는 내부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의존도와 외부지식 도입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만(Lerner, 1995), 지식기반 산업에서 변화에 능동적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부지식을 도입하는 것도 중

실증분석 대상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요할 수 있다(허용석·강민영, 2013; Amburgey et al.,

2010년 기술혁신조사(Korea Innovation Survey;

1996). Powell et al.(1996)는 복잡하고 환경 변화가

KIS)에 포함된 1,933개 한국 기업이다. 이들 기업 전체

빠른 산업일수록 외부의 다양한 지식을 활용해서 혁

를 대상으로 한 분석뿐 아니라, 기업집단 계열사와 독

신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립기업으로 나누어 기업유형 특성의 영향도 비교 분

본 연구는 이처럼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지식

석한다. 적은 내부자원으로 출발한 대부분의 한국 기

과 외부지식의 개별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다룬 기

업은 외부로부터 흡수한 기술에 크게 의존하는 활용

존 연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내·외부 지식에 의해

적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지만, 급변하는 환경 속

추구되는 혁신의 종류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

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과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즉, 내부지식을 활용하면서

탐색적 혁신의 중요성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도 적절한 외부지식 원천을 확보해야 한다면, 과연 어

점에서, 내·외부 지식원천이 상이한 유형의 혁신성과

떤 지식을 이용하여 어떤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효

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실무

과적인지를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추구하

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는 혁신성과를 기존에 축적한 지식을 다른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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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고찰 및 이론적 배경

경험, 기술, 지식을 확대 재생산하는 노력의 산물이다.
이에 반해 탐색적 혁신은 조직 내부 지식의 한계를 넘

2.1 내·외부 지식원천과 혁신

어 다양한 외부 원천에서 새로운 것을 찾는 과정을 필

학습 원천으 로서의 내부지식과 외부지식은 상

요로 한다. 물론 활용적 혁신에도 외부 지식원천이 기

호 보완적일 수도, 상호 대체적일 수도 있다(e.g.,

여할 수 있고, 탐색적 혁신에도 외부지식 원천과 더불

Caloghirou et al., 2004; Hagadoorn and Wang,

어 내부의 결합능력(combinative capability)이 필요

2012). 먼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한다는 논리는 내부

하다(Kogut and Zander, 1992). 본 연구는 조직 내부

R&D 활동뿐만 아니라 외부 기술의 습득은 혁신의 보

에 축적된 기존 내부지식을 얼마나 이용하느냐에 따

완적인 활동으로서 기업의 혁신성과를 증진시킨다는

라 활용적 혁신이나 탐색적 혁신 정도가 영향을 받을

연구 결과가 뒷받침한다(Cassiman and Veugelers,

수 있고(Fleming and Sørensen, 2001), 부족한 지식

2006; Schmiedeberg, 2008). 반면 두 경로의 지식원

을 외부에서 도입하여 내부지식과 결합시키는 과정에

천이 대체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Hess

서 지식 간 상호작용이 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and Rothaermel, 2011). 예컨대 기업이 내부 역량에

것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집중하고 있을 때 외부에서 새로운 지식이 도입되면
잠재적 대체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

2.2 기업집단에서의 조직학습

의를 종합하면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은 새로운 가치

지식의 공유와 결합이 일어나는 과정은 조직구조

창출을 위해 내부지식을 활용하는 프로세스의 구축

적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Lavie et al.,

과 더불어 외부지식을 탐색하고 도입하는 활동을 병행

2010). 본 연구에서는 조직적 특성을 한국기업에서 중

해서 추구해야 한다(Chesbrough, 2003). 그리고 외

요한 구분 기준이 되는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인지

부에서 도입되는 지식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내부지

아니면 독립기업인지로 구분해서 그 차이를 규명해 보

식과의 잠재적 대체성을 최소화하고, 보완적 결합을

았다. 기업집단은 다양한 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법적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이상묵, 2009). 본 연구에서는

으로 독립된 기업의 집합이며, 공식적으로 지분관계에

도입되는 외부지식의 원천을 활용기반, 탐색기반으로

의해 연결되어 있거나 비공식적으로 가족 중심의 지

구분하여 이들이 내부지식과 결합하여 혁신성과에 어

배가 이뤄지는 집단적 기업조직 형태다(Granovetter,

떤 작용을 하는지 탐구해 보고자 한다.

1995; Nohria and Eccles, 1992). 기업집단 계열사는

한편 혁신성과 역시 활용적, 탐색적 혁신의 두 영역

재무적, 인적 연계에 의해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추구

으로 구분할 수 있다(Benner and Tushman, 2003;

한다. 기업집단 본부는 내부 계열사 간 활동을 상호 조

March, 1991). 본 연구는 활용적 혁신과 탐색적 혁신

정할 뿐 아니라 계열사에 이사 혹은 감사를 파견하여

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으로 지식특성

경영일선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인적 지배력을 행

에 주목하여, 지식이 축적되고 연결되는 조직학습의

사한다. 개발도상국의 많은 기업집단이 이와 같은 공

과정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조직이 장기적인

식 및 비공식적 제휴에 의해 다소 이완된 기업 네트워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유형의 혁신

크를 구성하고 있다(Khanna and Yafeh, 2007).

에 필요한 지식원천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활

이러한 기업집단이라는 조직구조가 혁신성과에 영

용적 혁신은 많은 경우 내부지식의 활용을 통해 기존

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201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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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첫째, 기업집단은 내부 노동시장을 운영함으로

성하여 내부지식만을 이용하여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써 부족한 경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계열

경향이 나타난다. 즉, 모든 것을 조직 내부에서 해결하

사 간에 인적 자원을 이동시켜 기술을 공유하는 방식

려 하는 NIH syndrome(Katz and Allen, 1982)에 의

(Chang and Hong, 2000)으로 독립기업보다는 높

해 혁신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은 혁신성과를 달성하게 된다. 둘째, 기업집단은 내부

이렇듯 내부지식 의존도가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에 체화된 규범과 가치를 기반으로 전략을 조율하고

은 활용적 혁신성과와 탐색적 혁신성과에 따라 다르

자원을 공유(Granovetter, 1995)하는 과정에서 계열

게 나타난다. 먼저, 내부지식 의존도가 높을수록 기존

사 간 지속적 상호작용과 풍부한 정보공유를 촉진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여 독립기업에 비해 적은 거래비용으로 새로운 사업

으로 기대할 수 있다. 지식은 다양한 조각으로 분할되

을 위한 자금이나 노하우 등 생산요소를 거래할 수

어 조직 내에 분산되어 있다(Henderson and Clark,

있다(e.g., Granovetter, 1995; Guillen, 2000; Leff,

1990). 조직구조가 복잡한 복합단위(multiunit) 조직

1978). 셋째, 규모가 크고 다각화된 기업집단은 규모

일수록 각각의 조직 단위 내에 지식이 분산되어 있다.

및 범위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혁신을 용이하게 하고

따라서 분산된 지식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방식

(Cohen and Klepper, 1996), R&D 프로세스상의 불

으로 조직을 디자인해야 성과를 높일 수 있다(Grant,

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Khanna and Yafeh, 2007).

1996). 분산된 지식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

본 연구에서는 내부지식과 외부지식의 결합이 혁신성

직 내 결합능력이 구축되어, 분할된 지식이 합목적성

과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집단 계열사와 독립기업 간에

을 가지고 재구성되도록 조정해야 한다(Kogut and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Zander, 1992). 조직은 내부에 보유한 친숙하고 오래
된 지식에 많이 의존할수록, 안정되고 불확실성을 감
소시킬 수 있다(Katila, 2002). 따라서 조직 내 존재하

3. 가설

는 기존 지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될수록, 제품개
선이나 공정상의 효율성 증대와 같은 활용적 혁신이

3.1 내부지식 의존도와 혁신성과

잘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조직은 부서 간의 상호 학습과 협력을 통해 내부에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부지식에 의존할수록 관성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연결하고, 이러한 내부지식의

(inertia)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환경적 변화에 둔감하

연결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여 혁신역량을 향상시킬

게 대응할 수도 있다(Hannan and Freeman, 1984).

수 있다. 그런데 조직 내부에 보유한 지식을 활용하는

즉, 내부지식에 많이 의존할수록 현재에 안주하려는

것은 혁신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부정적으

관성에 의해 위험을 수반하는 탐색적 혁신을 회피하게

로 작용할 수도 있다. 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지식

된다. 탐색적 혁신은 기존의 방식을 탈피한 급진적 혁

원천에 많이 의존하면, 조직 내 기 구축된 프로세스와

신으로 신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 등을 추구하는 것이

루틴(routine)의 활용도가 높아지게 된다(Kale and

다(Benner and Tushman, 2003). 따라서 탐색적 혁

Singh, 2007). 이는 기존의 지식역량을 확대재생산하

신은 활용적 혁신에 비해 다양한 지식이 더 많이 요구

여 혁신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내

된다. 예컨대, 새로운 기술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

부조직의존도가 높아지면 조직 내 관성(inertia)을 형

존 기술을 루틴에 의해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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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새롭게 개발된 기술도 또 다른 제품에 적용되기 위

and Hoskisson, 1996). 계열사는 기업집단 내부 관계

해서는 매번 다른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Greve,

구조를 기반으로 경험을 공유하기 쉽고, 정보 및 지

2007). 따라서 신기술 개발과 같은 탐색적 혁신을 위

식을 공유, 활용하기 용이하다(Guillen, 2000). 이렇

해서는 새로운 기술 및 지식이 다양하게 적용되어야

듯 기업집단 내 존재하는 기존 지식은 내부거래 및 협

한다. 결국 탐색적 혁신은 현재의 조직 관행에서 벗어

력을 통해 확대 재생산된다. 계열사의 지식공유는 기

난 활동으로서 새로운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되므로 내

업집단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부지식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탐색적 혁신성과를 저해

기업 간의 협력으로 기존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

할 여지가 있다.

으로 나타나게 된다. 한편 계열사들은 기업집단 내부
상품시장을 형성하여 공급자-구매자 관계를 형성하기

H1 : 내부지식 의존도가 높을수록 활용적 혁신성과에는

도 한다. 이렇게 수직적으로 연결된 계열사들은 안정

긍정적, 탐색적 혁신성과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적인 거래관계를 기반으로 독립기업에 비해 더 효과적
으로 활용적 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결국 기업집단 계

3.2 내부지식 의존도와 기업집단 효과

열사는 재무적, 거래적 관계를 기반으로 독립기업에

내부지식의존도가 활용적, 탐색적 혁신성과에 미치

비해 내부지식을 활용하기에 유리한 구조를 형성할 수

는 영향은 조직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있다. 따라서 내부지식 활용방식이 더 효과적인 계열

내부지식을 활용하는 프로세스와 루틴은 조직의 구조

사가 독립기업 보다 내부지식 의존도가 높을수록 활

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형성될 것이고, 이러한 차이

용적 혁신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 강하게 나

는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게 된다. 여기서

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는 조직의 구조적 특성을 한국기업을 분류하는 중요

내부지식 의존도가 탐색적 혁신성과에 미치는 부정

한 기준인 기업집단 계열사와 독립기업으로 나누어 적

적인 영향도 계열사와 독립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

용했다.

날 수 있다. 기업집단 내 계열사는 그룹 차원의 자본,

기업집단 계열사는 독립기업과는 상이한 조직적 특

기술, 인적자원, 보완적 제품 및 서비스 등에의 접근이

성을 지닌다. 먼저 기업집단은 강력한 지배구조를 기

가능하기 때문에 혁신성이 높아진다는 시각이 제기되

반으로 집단적 의사결정 구조를 형성하여, 계열사 간

어 왔다(e.g., Mahmood and Mitchell 2004). 즉, 기

내부지식을 상호 활용하기에 유리한 구조이다. 예컨대,

업집단 계열사는 연결된 보유 자원의 창조적 조합을

기업집단 계열사는 법률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계

통해 내부지식만으로 탐색적 혁신을 추구하기에 용이

열사 간 주식의 상호보유를 통해 내부 자본시장을 형

한 구조라 할 수 있다. Chang and Hong(2000)은 한

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룹 차원의 통제 메커니즘으

국의 기업집단이 내부 노동시장을 운영함으로써 부족

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재무

한 경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계열기업 간에

자원 연계 이상의 전략적 의미를 지니게 되고, 상호교

주요 인재들은 이동시킴으로써 기술적 자원을 공유한

류를 촉진하여 내부에 축적된 지식을 최대한 효과적

다고 보고 있다. 기업집단 전체의 기술 지식은 무형 자

으로 결합하기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원으로서 계열사의 혁신에 도움을 준다. 예컨대 그룹

집단 계열사는 독립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부지식

내 다른 계열사가 혁신 활동을 활발히 하면 그들의 기

을 상호 활용하는 데 유리한 구조라 할 수 있다(Kim

술적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자사 혁신에 도움이 된다

2015. 03

175

김지희 · 이지환

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 지식의 이동과 활용은 기업집

1996).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과정은 조직이 보유

단 계열사에 빠르게 확산된다(Kim, 1997). 기업집단

한 암묵지와 형식지를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이

의 이러한 특징은 내부지식을 이용한 탐색적 혁신에

루어지지만(Nonaka, 1994), 외부로부터 새로운 지식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 간 협력관계를 형성

을 어떻게 흡수하느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할 때 재무적 자원이 연계될수록 복잡한 커뮤니케이

(Cohen and Levinthal, 1990).

션을 통한 새로운 지식결합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

개인이든 조직이든 일반적으로 외부지식보다는 내

(Anand & Khanna, 2000)에서 보듯, 재무적 자원으

부지식에 기반한 학습에 일차적인 중점을 두는 경향

로 연계된 계열사는 새로운 지식결합에 효과적인 구

이 있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부지

조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독립기업은 독자적

식 의존도가 활용적 혁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외

으로 신규 연구개발 역량을 형성해야 하므로 자체적

부지식 도입이 조절하는 효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외

인 탐색적 혁신을 활발히 이루기 쉽지 않고, 기업집단

부의 지식원천은 활용기반 외부지식과 탐색기반 외부

과 같은 강한 재무적 자원연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외

지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Rothaermal and Deeds,

부적으로도 재무적 연결을 수반한 협력관계를 형성

2004). 먼저 활용기반 외부지식은 기업이 이미 보유하

하는데도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논리에 의해 기업집

고 있는 기술 내지는 지식을 강화하는데 사용되는 지

단 계열사는 내부지식 의존도가 높을수록 탐색적 혁

식(Koza and Lewin, 1998; Lavie and Rosenkorf,

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독립기업보다 약하

2006)으로, 현재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제품의 보완

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다른 조건이 동

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Teece, 1992).

일할 때, 기업집단 계열사는 독립기업에 비해 상대적

이에 반해 탐색기반 외부지식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으로 더 다양한 내부지식을 보유한 구조이고, 따라서

기술의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지식을 찾는 것으로

내부지식 의존도가 높더라도 독립기업보다 상대적으

암묵적이고 불확실한 가치(uncertainty value)를 지

로 탐색적 혁신이 줄어드는 정도가 약하게 나타날 가

니는 경향이 있다(Lavie and Rosenkorf, 2006). 예컨

능성이 높다.

대, 외부 연구소나 대학과 같이 조직이 기존에 활용하
고 있던 지식과는 다른 차원의 지식원천이다(Faems

H2: 독립기업에 비해 기업집단 계열사에서는 내부지식 의

et al., 2005). 탐색기반 외부지식이 전략적 가치를 가

존도가 활용적 혁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강화되고, 내

지기 위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내부지식과 적절

부지식 의존도가 탐색적 혁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약

한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속성을 지닌 탐

화될 것이다.

색기반 외부지식이 도입되면, 조직은 집중해서 해결해
야 할 관심영역이 분산되는 문제(attention allocation

3.3 외부지식 원천과 혁신성과

problem)에 당면하기도 한다(Ocasio 1997).

기업이 외부지식에 얼마나 개방되어 있느냐는 혁신

그러면 내부지식 의존도가 활용적 혁신에 미치는 긍

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Chesbrough, 2003).

정적 영향이 활용기반 외부지식의 도입에 의해 강화되

특히 기술변화가 빠른 산업 환경에서는 외부지식을

고, 탐색기반 외부지식의 도입에 따라 약화되는 조절

내부지식과 얼마나 잘 결합하느냐가 경쟁우위를 유

효과는 기업집단 계열사와 독립기업 중 어느 쪽에서

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Amburgey et al.,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인가? 예컨대 기업집단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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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므로 정보기술(information

반인 경우 내부지식과 통합되어 기존의 기술과 지식을

technology) 자원을 그룹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조

강화하는 보완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기술

정, 관리하여 전반적인 지식경영 능력을 제고할 수 있

을 추구하는 탐색적 혁신성과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

다(Tanriverdi, 2005). 또한 다각화된 상황에서 상호

의사결정자는 목표하는 전략적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보완적 자원, 유통에 대한 접근, 위험분산, 규모 및 범

서 한정된 이슈에 그들의 노력을 집중하는데(Ocasio,

위의 경제를 집단공통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

1997), 신제품 개발이나 신시장 개척과 같은 탐색적 혁

(Kim and Hoskisson, 1996). 기업집단 계열사는 독

신을 위해서는 경영자의 관심이 새로운 시도에 집중적

립기업에 비해 계열사 간 교류라는 통로가 있어 태생

으로 할당(allocation)되어야 한다. 그러나 활용기반

적으로 내부지식의 구성에 있어 규모의 경제와 다양

외부지식의 도입은 기존의 내부지식공유에 집중된 경

성을 동시에 지니게 된다. 따라서 활용기반 외부지식

영자의 관심이 새로운 탐색적 활동으로 전환되는 것을

이 도입되어 내부지식 의존도가 활용적 혁신에 미치

저해할 수 있다. 내부지식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학습

는 긍정적 영향을 강화시키는 효과는 내부 지식이 상

에 의해 동질적 모습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

대적으로 부족한 독립기업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

다(March, 1991). 내부의 동질적 지식을 활용하면서

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계열사는 기업집단 내 자원공유

외부로부터도 유사한 활용기반 지식을 많이 도입하면

라는 통로를 지니고 있어 내부지식으로도 활용적 혁

탐색적 혁신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워지고,

신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독립기업보다 충실하다고

이는 내부지식 의존도가 탐색적 혁신성과에 미치는 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탐색기반 외부지식이 도입되어

정적 영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내부지식공유가 활용적 혁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이와 반대로, 탐색기반 외부지식은 내부지식과 대체

약화시키는 효과 또한 내부 지식의 다양성이 상대적

적 관계를 이루어 탐색적 혁신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

으로 부족한 독립기업이 계열사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할 가능성이 높다. 외부로부터 도입하는 지식의 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내부에 다양한 지식을

성은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영역에 대한 관심

보유한 계열사에 비해, 독립기업의 경우에는 탐색기반

을 이끌어내는 작용을 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시장을

외부지식을 내부지식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창조하려는 탐색적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수 있다. 따라서 탐색기반 외부지식을 많이 도입할수
록 내부지식 의존도가 탐색적 혁신성과에 부정적으로

H3a : 내부지식 의존도가 활용적 혁신성과에 미치는 긍정

작용하는 관계를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적 영향은 활용기반 외부지식 도입수준이 높을수록 강화

한편 기업집단 계열사는 집단 내부에 탐색적 혁신에

되고, 탐색기반 외부지식 도입수준이 높을수록 약화될 것

필요한 다양한 지식 기반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독립

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절효과는 기업집단 계열사에 비해
독립기업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부지식에 대한 의존도가 낮
을 수 있다. 지식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탐색적 혁신이
촉진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내부지식의 다양성

새로운 지식의 창조를 수반하는 탐색적 혁신은 개방

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집단 계열사에 비해 독립기업

적으로 다양한 지식을 흡수하여 결합할수록 높아진

에서 도입되는 외부지식의 조절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

다(Foray, 1997). 그런데 도입되는 외부지식이 활용기

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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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어 온 제품 혁신별 매출 기
H3b : 내부지식 의존도가 탐색적 혁신성과에 미치는 부정

여도의 세 가지 항목을 수정해서 사용했다(Faems et

적 영향은 활용기반 외부지식 도입수준이 높을수록 강화

al., 2005; Laursen and Salter, 2006). 즉, ‘지난 3년

되고, 탐색기반 외부지식 도입수준이 높을수록 약화될 것

사이 출시된 시장 최초 제품혁신’과 ‘지난 3년 사이 출

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절효과는 기업집단 계열사에 비해
독립기업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시된 시장최초는 아니나 귀사최초 제품혁신’의 두 가
지 항목을 새로운 기술에 의해 신제품을 창출한 것으
로 파악하여 급진적(radical) 속성을 갖는 탐색적 혁
신성과로 측정했다. 한편 점진적(incremental) 속성을

4. 연구 방법

갖는 활용적 혁신성과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기존 제
품의 경우에도 시장 경쟁력 유지를 위한 개선적 보완

4.1 표본 및 자료

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 성과 유지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를 유한 ‘기존 제품을 포함한 그 외 제품’의 매출 기여

(STEPI)이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기술혁신동향조사

도로 측정했다.

(Korean Innovation Survey)의 2010년 자료를 이
용했다. KIS는 한국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을 파악하

2) 독립변수

기 위하여 Community Innovation Survey를 기반

내부지식 의존도는 STEPI 설문문항에 있는 12개 지

으로 구성했다. CIS 자료는 혁신 분야의 학술 및 정

식원천의 활용여부와 중요도 평가항목으로 측정했다.

책 연구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e.g., Cassiman and

12개 항목은 (1) 귀사내부, (2) 그룹계열사, (3) 공급업

Veugeler, 2002; Faems et al., 2005; Leiponen and

체, (4) 수요기업 및 고객, (5) 동일산업 내 경쟁사 및

Helfat, 2010). 2010년 기술혁신조사 자료는 2007년

타 기업, (6) 협회, 조합 등 외부모임, (7) 신규고용인력,

부터 2009년 국내 제조업 분야 4,001개 기업(표준산

(8) 민간서비스업체, (9) 대학, (10) 정부출연연 및 국공

업코드 KSIC 10~33)의 기술혁신 활동에 관한 데이터

립연구소, (11) 컨퍼런스, 박람회, 전시회 (12) 전문저널

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표본은 표준산업 분류

및 서적이다. 여기서 (1), (2) 항목으로 내부지식을 측

기준을 기준으로 혁신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KSIC

정하고, (3)~(12) 항목의 평균값으로 외부지식을 측정

20~33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택했다. 나머지

했다. 내부지식 의존도는 외부지식 대비 내부지식 공

산업의 경우 제품기반의 혁신활동이 일어나기 어려운

유의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하기 위해 Giarratana and

구조이기 때문에 제외했다. 이렇게 산업을 통제하고

Mariani(2014)가 제시한 표준화 방식을 사용했다. 이

결측값이 있는 샘플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1,933

측정 방법은 응답자가 높은 점수 내지는 낮은 점수로

개 (독립기업 1,601 개, 계열사 332개) 기업이 분석 자

모든 평가를 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자기평가 오류를

료로 사용되었다.

완화시킬 수 있다.

4.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탐색적, 활용적 혁신 성과 또는 효과성을 측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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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지식원천+1) - (외부지식원천+1)
내부지식 의존도 = ━━━━━━━━━━━━━━━━━━
(내부지식원천+1) + (외부지식원천+1)

3) 조절변수

지식경영연구 제16권 제1호

기업의 내·외부 지식원천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집단 효과

[표 1] 요인분석 결과
Component
공급업체
수요기업 및 고객
동종산업 내 경쟁사
민간연구소 및 컨설팅업체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및 국공립연구소

탐색 기반 원천
.241
.185
.283
.781
.859
.850

활용 기반 원천
.770
.838
.789
.245
.203
.205

추출방법: 주성분분석

계열사 vs. 독립기업 : 기업집단 계열사와 독립기업

본 연구에서는 기업연령, 기업규모, 기업형태, R&D

간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국내, 해외 계열사인 경우

집중도, 환경의 역동성(Environmental Dynamism),

1, 독립기업인 경우 0의 더미변수를 만들어 측정했다.

지리적 인접성, 산업을 통제변수로 사용했다.

외부지식 원천 : 기존 연구에서는 외부지식 원천

기업연령 : 오래된 기업은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어려

을 다양하게 구분하여 측정했다. 예컨대, 원천의 깊이

움, 구조적 관성 등의 요인이 혁신을 저해하는 방향으

와 폭(Laursen and Salter, 2006), 산업 내(공급업체,

로 작용할 수도 있다(Hannan and Freeman, 1984).

경쟁자, 고객) 또는 산업 외(연구소, 대학, 컨설팅)으

이에 따라 설립 후 현재까지의 기간으로 기업연령을

로 구분(Klevorick et al., 1995) 하기도 하며 탐색 기

측정하여 통제했다.

반 또는 활용 기반의 외부지식 원천으로 구분해서 측

기업규모 : 기업의 규모와 혁신과의 관계는 기존 연

정하기도 한다(Faems et al., 2005). 본 논문에서는

구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지만(Mazzucato,

Faems et al.(2005)이 사용한 방식에 따라 외부지식

2000),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의 원천을 탐색기반과 활용기반으로 구분했다. 활용기

고 있다(e.g., Beckman et al., 2004; Rothaermel

반 외부지식은 주로 가치사슬 상에서 거래관계에서 발

and Deeds, 2004). 본 연구에서는 기업규모의 효과

생하는 협력관계다(Tripsas, 1997). 예컨대 공급업체

를 통제하기 위해 3년 간 매출 평균에 로그를 취하여

와의 협력은 생산프로세스에서 운영상의 효율성을 증

통제변수로 사용했다.

대시키고(Faems et al., 2005), 고객과의 협력을 통해

R&D 집중도 : 연구개발투자는 혁신 성과에 직접적

서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혁신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

인 영향을 미치므로 통제 변수에 포함시켰다. 일반적

(Von Hippel, 1988). 반면 탐색기반 외부지식은 주로

으로 혁신에 대한 투자의 증가는 기업의 혁신 기회를

외부 연구소, 대학 등과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확보하

높여 준다(Kim et al., 2013). R&D 집중도는 매출액

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상업적 제품을 개발하는

대비 R&D 투자비용의 로그를 취한 후 측정했다.

데 사용가능하다(George et al., 2002). 변수 생성을

환경 역동성 : 역동적인 환경에서는 현존하는 제품

위한 요인 분석 실시 결과, 예상대로 활용기반 원천은

이나 서비스가 쉽게 진부화된다(Jansen et al., 2006).

공급업체, 수요기업 및 고객, 동종산업 내 경쟁사, 탐

역동적인 환경일수록 혁신활동에 사용된 지식의 가치

색기반 원천은 민간연구소 및 컨설팅업체, 대학, 정부

가 소멸하는 기간이 짧아지므로, 혁신에 활용되는 지

출연연구소 및 국공립연구소로 묶였다(<표 1>).

식의 평균 수명에 대한 설문 응답 값으로 환경 역동성

4) 통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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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인접성 : 지리적으로 같은 지역에 있는 부서

존 연구에서 사용했던 방식을 원용하여 탐색적/활용

(unit)는 상호 교류 활동과 지식 공유를 활발히 한다

적 혁신성과 = ln(1+탐색적/활용적 혁신 매출 기여도)

(Tsai, 2001). 이는 지식의 이전이 잘 일어나 혁신에 긍

로 각각 변환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했다(Faems et al.,

정적인 영향을 준다. 지리적 인접성을 통제하기 위해

2005; Laursen and Salter, 2006).

본사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생산시설이나 연구소 소재
지의 일치 여부를 비율로 측정했다.
기업형태 :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으로 구분되는 기

5. 실증분석 결과

업형태는 한국의 경우 종업원 수에 따라 법률적으로
결정된다. 기업형태에 따라 상이한 규제적, 지원적 정

5.1 상관관계 분석

부정책이 적용되는데, 규제완화(deregulation)와 같

<표 2>는 종속변수인 활용적 혁신성과와 탐색적 혁

은 정책적 변화도 혁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Meyer

신성과, 독립변수인 내부지식 의존도, 조절변수인 활용

et al., 1990). 따라서 기업형태를 통제하기 위해 대기

기반 외부지식과 탐색기반 외부지식, 그리고 제반 통

업, 중기업, 소기업을 구분하여 더미변수를 추가했다.

제변수의 기초통계량과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산업분류 : 산업의 특성으로 인한 효과를 통제하기

종속변수인 탐색적 혁신성과와 활용적 혁신성과는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표(KSIC)의 두 자리를 기준으

상관관계가 -0.74로 다소 높았다. 이는 매출에 대한 기

로 더미변수를 추가했다.

여도라는 단일요인에 의한 평가에 상당 부분 기인하
는 것으로, 각각의 회귀식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되므

4.3 분석 방법

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는 없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회귀분석 모형의 종속변수가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중 내부지식 의존도와 활용기

혁신성과의 매출 기여도이기 때문에 0에서 100 사이

반, 탐색기반 외부지식의 상관관계가 각각 –0.67 수준

의 범위를 갖는다. 양쪽의 범위가 정해진 변수이기 때

으로 높았고, 활용기반 외부지식과 탐색기반 외부지식

문에 토빗(Tobit) 분석을 시행했다(Green, 2000). 토

의 상관관계가 0.5로 높았다. 이처럼 독립변수 간 높

빗 분석은 정규분포를 가정하는데, 기업의 혁신성과의

은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가 있어, 다중공선성을 검사

비선형적 특성을 반영하여 로그 변환 후 측정했다. 기

하기 위해 사용되는 허용도(tolerance)와 분산팽창요

[표 2] 기초 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변수
1. 탐색적 혁신
2. 활용적 혁신
3. 내부지식 의존도
4. 활용기반 외부지식
5. 탐색기반 외부지식
6. 기업연령
7. R&D 집중도
8. 기업규모
9. 환경의 역동성
10. 지리적 인접성

평균
5.145
4.033
0.385
2.421
1.327
2.65
0.029
9.383
6.033
0.919

표준편차
0.557
1.068
0.233
1.376
1.324
0.672
0.137
1.897
6.739
0.182

1

2

3

4

5

-0.741
0.055 -0.049
-0.068* 0.077* -0.671*
-0.068* 0.044 -0.672* 0.508*
0.081* -0.096* -0.106* 0.094* 0.166*
-0.127* 0.052 -0.018 0.003
0.047
0.080* -0.099* -0.171* 0.193*
0.313*
-0.017
0.018
-0.021 -0.034 0.052
-0.021 0.038
0.104* -0.088* -0.176*

6

7

8

9

-0.091*
0.449*
0.041
-0.189*

-0.173*
0.007
0.012

-0.02
-0.341*

0.049

주: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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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사용하여 검증

하여 이를 활용하기 용이하지만(Guillen, 2000), 다른

했다. 일반적으로 허용도 값이 0.1 이하이거나, 분산팽

계열사 지식을 이용해서 활용적 혁신은 이루기 위해서

창요인이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판단하나,

는 다양한 조정 및 통제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 둘째,

다중공선성에 대한 분석 결과 10가지 독립변수 모두

독립기업의 경우 제한된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허용도 값이 0.3이상이며 분산팽창요인 값이 3을 넘

해 노력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집단 계열

지 않았다.

사는 그룹 본부 및 자매 계열사와의 연계로 독립기업
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식을 보유하는 경우가

5.2 토빗 분석 결과

많다. 상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된 독립

1) 활용적 혁신성과

기업은 이러한 불리함을 보완하고자 내부에 보유한 지

내부지식 의존도가 활용적 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

식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표 3>의 모델 2과 모델 3에서 보듯이 p<0.01 유의수

내부지식 의존도가 활용적 혁신성과에 미치는 긍정

준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1에서 내

적 영향에 대한 외부지식의 조절효과(가설 H3a)는 부

부지식 의존도가 높을수록 활용적 혁신이 높아진다는

분적으로만 지지됐다. 먼저, 기업집단 계열사의 경우,

부분은 지지되었다. 내부지식에 많이 의존할수록 내부

내부지식 의존도가 외부지식과 상호작용하여 활용적

에 보유한 친숙하고 오래된 지식에 의해 조직은 안정

혁신성과에 미치는 조절효과는 활용기반, 탐색기반 외

되고 불확실성이 적어져(Katila, 2002), 안정적인 지식

부지식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모델 4, 6).

결합이 요구되는 활용적 혁신성과가 증진되는 것으로

내부지식이 외부지식과 결합하여 활용적 혁신성과를

나타났다. 그러나 모델 5, 6, 7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높이지 못한다는 결과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식을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내부지식의존도가 활용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의 내부지식이 외부지식 도입과

적 혁신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외부지식이 도입

보완적으로 작용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는 계열사의

되면 상호작용에 의해 그 효과가 일부 상쇄되는 것으

경우 혁신을 추구함에 있어 외부지식보다는 내부지식

로 해석할 수 있다.

의 중요성이 더 크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모델 3에서 보듯이 기업유형의 조절효과는

독립기업의 경우 내부지식이 활용적 혁신성과에 미

유의하지 않아, 내부지식 의존도가 활용적 혁신성과

치는 영향에 대한 활용기반 외부지식의 조절효과(β

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집단 계열사와 독립기업에서 차

=0.127, 모델 5)는 p<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2에서 활

났으나, 탐색기반 외부지식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

용적 혁신 부분, 즉 계열사나 독립기업 모두 내부지식

게 나타났다(모델 7). 이는 독립기업의 경우 활용적 혁

의존도가 높을수록 활용적 혁신이 촉진되지만, 계열

신을 추구함에 있어 내부지식뿐만 아니라 도입되는 활

사가 독립기업에 비해 그 정도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

용기반 외부지식의 중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독

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둘 간의 차이가 나지 않은

립기업에서는 내부의 제한된 지식과 도입되는 활용기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추론할 수 있다. 첫째, 기업집

반 외부지식이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활용적 혁신에 긍

단 계열사의 경우 조정과 통제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으

정적으로 작용한다. 한편 탐색기반 외부지식의 조절효

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계열사는 기업집단 내부적 관

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탐색기반 외부지식이 도입되

계구조로 경험을 공유하기 쉽고, 정보 및 지식을 공유

면 내부지식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탐색에 역

201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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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활용적 혁신성과의 토빗 분석 결과
변수
Constant
산업(dummy)
기업형태(dummy)
기업연령
R&D 집중도
기업규모
환경 역동성
지리적 인접성

Model 1
통제변수
4.494***
(0.501)
Included
Included
-0.006
(0.033)
-0.792***
(0.268)
0.009
(0.019)
0.002
(0.003)
0.015
(0.112)

내부지식 의존도

Model 2
H1
4.964***
(0.296)
Included
Included
-0.004
(0.033)
-0.745***
(0.267)
0.013
(0.019)
0.002
(0.003)
0.016
(0.112)
0.272***
(0.090)

기업 유형
(계열사=1, 독립기업=0)
활용기반 외부지식

Model 3
H2
4.963***
(0.297)
Included
Included
-0.001
(0.033)
-0.749***
(0.267)
0.009
(0.020)
0.002
(0.003)
0.016
(0.112)
0.289***
(0.097)
0.094
(0.098)

Model 4
H3a
4.906***
(0.602)
Included
Included
-0.051
(0.057)
1.620
(1.120)
(0.002)
(0.036)
0.004
(0.005)
0.038
(0.176)
0.690*
(0.413)

Model 5
H3a
5.149***
(0.357)
Included
Included
0.193
(0.039)
(0.840)
(0.282)
0.013
(0.023)
0.002
(0.003)
0.050
(0.136)
(0.118)
(0.199)

0.106
(0.068)

-0.090**
(0.036)

탐색기반 외부지식
내부지식 의존도
X 기업 유형
내부지식 의존도
X 활용기반 외부지식
(계열사)
내부지식 의존도
X 활용기반 외부지식
(독립기업)
내부지식 의존도
X 탐색기반 외부지식
(계열사)
내부지식 의존도
X 탐색기반 외부지식
(독립기업)
Log likelihood
Chi-square
Pseudo-R²

Model 6
H3a
5.127***
(0.599)
Included
Included
-0.048
(0.058)
1.963*
(1.115)
(0.001)
(0.036)
0.003
(0.005)
0.023
(0.179)
0.405
(0.372)

Model 7
H3a
5.042***
(0.351)
Included
Included
0.016
(0.039)
-0.777***
(0.284)
0.012
(0.023)
0.002
(0.003)
0.028
(0.136)
0.072
(0.148)

0.049
(0.066)

-0.064*
(0.032)

-0.111
(0.264)
-0.179
(0.170)
0.127*
(0.076)
-0.149
(0.191)
0.102
(0.095)
-854.22
57.88
0.03

-849.70
66.92
0.03

-849.06
68.21
0.03

-100.68
23.48
0.10

-730.82
63.19
0.04

-101.57
21.71
0.09

-732.10
60.62
0.03

주: 1) *p<0.10 **p<0.05 ***p<0.01 2)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

량을 분산시킴으로서 활용적 혁신 성과를 저하시키기

표 4>의 모델 2에서 보듯이 p<0.05 유의수준에서 부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정적으로 나타나, 가설 H1은 탐색적 혁신에서도 지지
되었다. 즉, 급진적 방식으로 구현되어 신제품 개발이

2) 탐색적 혁신성과

나 신시장 개척과 같은 결과(Benner and Tushman,

내부지식 의존도가 탐색적 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

2003)로 나타나는 탐색적 혁신은 내부지식 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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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탐색적 혁신성과의 토빗 분석 결과
변수
Constant
산업(dummy)
기업형태(dummy)
기업연령
R&D 집중도
기업규모
환경 역동성
지리적 인접성

Model 1
통제변수
4.494***
-0.501
Included
Included
-0.042
(0.057)
-0.007
(0.469)
-0.032
(0.033)
-0.001
(0.005)
-0.006
(0.193)

내부지식 의존도

Model 2
H1
4.653***
-0.504
Included
Included
-0.043
(0.057)
-0.074
(0.470)
-0.037
(0.033)
-0.002
(0.005)
-0.007
(0.193)
-0.354**
(0.154)

기업 유형
(계열사=1, 독립기업=0)
활용기반 외부지식

Model 3
H2
4.716***
-0.506
Included
Included
-0.045
(0.057)
-0.094
(0.480)
-0.035
(0.033)
-0.001
(0.005)
-0.014
(0.193)
-0.455***
(0.165)
-0.273
(0.168)

Model 4
H3b
1.533
-1.272
Included
Included
0.158
(0.122)
-1.380
(2.380)
0.072
(0.076)
-0.006
(0.011)
-0.091
(0.375)
1.995**
(0.849)

Model 5
H3b
4.619***
-0.587
Included
Included
-0.077
(0.065)
-0.177
(0.478)
-0.070
(0.038)
0.001
(0.005)
-0.001
(0.224)
0.247
(0.331)

0.367**
(0.147)

0.157***
(0.059)

탐색기반 외부지식
내부지식 의존도
X 기업 유형
내부지식 의존도
X 활용기반 외부지식
(계열사)
내부지식 의존도
X 활용기반 외부지식
(독립기업)
내부지식 의존도
X 탐색기반 외부지식
(계열사)
내부지식 의존도
X 탐색기반 외부지식
(독립기업)
Log likelihood
Chi-square
Pseudo-R²

Model 6
H3b
2.085
-1.264
Included
Included
0.147
(0.124)
-0.620
(2.390)
0.087
(0.077)
-0.008
(0.012)
-0.026
(0.384)
0.645
(0.762)

Model 7
H3b
4.837***
-0.579
Included
Included
-0.072
(0.065)
-0.297
(0.483)
-0.069*
(0.038)
-0.001
(0.005)
0.033
(0.224)
-0.133
(0.245)

0.084
(0.139)

0.090*
(0.053)

0.734*
(0.442)
-0.620*
(0.347)
-0.225*
(0.125)
0.188
(0.400)
-0.073
(0.157)
-1466.42
59.68
0.02

-1460.60
64.32
0.02

-1459.11
67.31
0.02

-229.44
29.75
0.06

-1214.82
62.37
0.02

-231.63
25.37
0.05

-1216.36
59.27
0.02

주: 1) *p<0.10 **p<0.05 ***p<0.01 2)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

가 높을수록 기존 방식을 유지하려는 관성이 작용하

상호작용에 의해 그 효과가 일부 상쇄되는 것으로 볼

여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모델 5, 6, 7에서

수 있다.

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내부지

앞서 내부지식 의존도가 활용적 혁신에 미치는 영

식의존도가 탐색적 혁신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향은 기업유형별로 차이가 없었지만, <표 5>의 모델 3

(활용적 혁신성과와 마찬가지로) 외부지식 도입과의

에서 보듯이 탐색적 혁신에 대해서는 기업유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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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조절효과가 p<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활용기반 외부지

H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즉, 기업집단 계열사의

식이 활용적 혁신을 우선적으로 촉진하는 내부지식

경우 내부지식 의존도가 탐색적 혁신에 미치는 부정

과 결합하게 되면, 다양한 지식에 기반하여 새로운

적 영향이 독립기업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 탐색적 혁신에 부정

집단 내에서 지식과 정보가 계열사 간에 빠르게 확산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런

되는 만큼(Kim, 1997), 기업집단 계열사는 독립기업에

데 활용기반 외부지식의 그와 같은 조절효과가 독립

비해 내부지식의 다양성에 따른 수혜를 더 누릴 수 있

기업(β=-0.225, 모델 5)에서보다 기업집단 계열사(β

어 내부지식에 의존해도 독립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0.620, 모델 4)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은 가설

탐색적 혁신을 더 잘할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H3b과 상반된 결과다. 이는 앞서 가설 H3a의 검증에

수 있다.

서 독립기업에서는 활용기반 외부지식과 내부지식 간

내부지식 의존도가 탐색적 혁신성과에 미치는 부정

의 시너지가 발견되었지만, 계열사에서는 시너지 효과

적 영향에 대한 외부지식의 조절효과(가설 H3b) 역시

가 나타나지 않았던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부분적으로만 지지됐다. 먼저, 내부지식의존도와 탐색

수 있다.

적 혁신간의 부정적인 관계를 활용기반 외부지식 도

한편 탐색기반 외부지식의 조절효과는 기업집단 계

입이 강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계열사(β=-0.620, 모

열사와 독립기업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았다(모델 6,

델 4)와 독립기업(β=-0.225, 모델 5) 모두 p<0.1 수

7). 이는 외부원천에 의해 기존에 익숙하지 않은 형태

[표 5] 가설별 검증 결과
가설

결과

1) 내부지식 의존도가 높을수록 활용적 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 내부지식 의존도가 높을수록 탐색적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 독립기업에 비해 기업집단 계열사에서는 내부지식 의존도가 활용적 혁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강화될 것이다.

기각

2) 독립기업에 비해 기업집단 계열사에서는 내부지식 의존도가 탐색적 혁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약화될 것이다.

채택

H1

H2

1) 내부지식 의존도가 활용적 혁신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활용기반 외부지식 도입수준이 높을수록 강화될 것이다

부분채택
(독립기업)

2) 내부지식 의존도가 활용적 혁신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탐색기반 외부지식 도입수준이 높을수록 약화될 것이다.

기각

H3a 3-1) 내부지식 의존도가 활용적 혁신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활용기반 외부지식 도입이 강화하는 조절효과는
기업집단 계열사에 비해 독립기업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채택

3-2) 내부지식 의존도가 활용적 혁신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탐색기반 외부지식 도입이 강화하는 조절효과는
기업집단 계열사에 비해 독립기업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기각

1) 내부지식 의존도가 탐색적 혁신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활용기반 외부지식 도입수준이 높을수록 강화될 것이다.

채택

2) 내부지식 의존도가 탐색적 혁신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탐색기반 외부지식 도입수준이 높을수록 약화될 것이다.

기각

H3b 3-1) 내부지식 의존도가 탐색적 혁신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활용기반 외부지식 도입이 강화하는 조절효과는
기업집단 계열사에 비해 독립기업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채택

3-2) 내부지식 의존도가 탐색적 혁신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탐색기반 외부지식 도입이 강화하는 조절효과는
기업집단 계열사에 비해 독립기업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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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내·외부 지식원천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집단 효과

의 탐색기반 지식이 도입되면 내부지식과 결합하기 위

관점과 일치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한 관계를 기업집

해 전환비용이 발생하고 범위의 비경제를 유발하기 때

단 계열사와 독립기업으로 나누어 고찰했을 때, 내부

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도입되는 탐색기반 외부

지식 의존도가 활용적 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

원천 자체의 경쟁력이 부족한 데 기인할 수도 있고, 탐

지 않았고, 탐색적 혁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독

색기반 외부지식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받아들일 수

립기업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결국 기업집단 계열사

있는 흡수역량이 계열사와 독립기업 모두 미흡하기 때

는 내부지식에 의존하여 활용적 혁신을 추구하는 과

문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차원에서는 탐색기반 외부지

정에서는 그 장점이 독립기업에 비해 부각되지 않지

식의 경우 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오랜 기간이

만, 내부지식만으로 탐색적 혁신을 추구하는 데 있어

소요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학이나 정부

서는 독립기업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

출연 연구기관에서 도입되는 원천기술의 경우 3년이

다. 이는 독립기업에 비해 기업집단 계열사가 누릴 수

라는 짧은 시간에 혁신성과로 연결되지 못할 가능성

있는 내부지식의 상대적 다양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한편 통제변수 가운데는

있다.

R&D 집중도가 높을수록 활용적 혁신에 부정적으로

둘째, 외부지식 원천이 내부지식 의존도와 혁신성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의 모델 1, 2, 3). 그

과 간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를 보면, 독립기업의 경우

러나 설립한지 오래된 기업일수록 구조적 관성에 따라

활용기반 외부지식이 내부지식과 상호작용하여 활용

혁신성과가 떨어질 가능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기업규

적 혁신성과를 높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활용기

모 효과나 환경적 역동성의 영향도 나타나지 않았다.

반 외부지식이 내부지식과 상호작용하여 탐색적 혁신

혁신이 발생하는 본사와 연구소의 지리적 인접성도 혁

성과를 낮추는 효과는 기업집단 계열사와 독립기업 모

신성과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가설

두에서 유의했다. 주목할 부분은 탐색기반 외부지식이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혁신유형(활용적, 탐색적)이나 조직구조(계열사, 독립
기업)를 불문하고 모두 의미있는 영향을 보이지 않았
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의 흡수역량이 부족하거나, 탐

6. 토의 및 결론

색기반 외부지식이 적합하지 않거나, 짧은 기간에 혁
신성과로 연결되기 어렵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활용적, 탐색적 혁신에 미치는 지식

셋째, 기업집단 계열사와 독립기업에서 외부지식 원

습득 원천을 조직 내·외부로 나누어 살펴보고, 조직

천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에 관해서는, 계

내·외부 경계의 개념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기업집

열사에 비해 독립기업에서 외부지식이 상대적으로 더

단 계열사와 독립기업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여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을 예측했었다. 실증결과, 계열사보

서는 이론적 고찰과 실증분석 결과를 아래와 같이 크

다는 독립기업의 경우 내부지식과 활용기반 외부지식

게 세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이 상호작용하여 활용적 혁신이 더 활발히 촉진되는

첫째,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내부지식 의존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독립기업의 경우 내부지식 원

도가 높아지면 기존 방식에 머무르는 관성이 생기

천만으로 활용적 혁신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활용기반

게 되고 이는 탐색보다는 활용을 촉진한다는 결과는

외부지식을 도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것

March(1991) 이후 제기되어온 조직학습 이론의 다수

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독립기업은 내부에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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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지식의 양(규모)과 질(다양성)이 기업집단 계열사보

첫째,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정확성이 갖는 한

다 부족한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계다. 기업의 학습 및 혁신 활동은 전략 및 조직 등

외부지식(특히 활용기반 외부지식)을 도입해야 함을

여러 특성에 따라서 기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시사한다.

데 설문문항들이 이를 완벽히 측정했다고 단정하기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두 가지 주요 실무적

는 어렵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STEPI 설문자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기업집단 계열사는 탐

료는 OECD의 Oslo Manual을 기반으로 Eurostat

색적 혁신을 위해 내부에 다양한 지식을 축적하는 것

의 Community Innovation Survey(CIS) 표준 설문

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새로운 지식원천을 결합할 수

지와 다수 국가별 설문지를 참고하여 설계된 것으로

있는 역량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연구결과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를 받은 신뢰성이 높은 데이

에서 보듯이 기업집단 계열사는 독립기업보다 내부지

터이며,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식만으로 탐색적 혁신을 더 잘하고 있으나, 내부지식

서(e.g., Cassiman and Veugeler, 2002; Leiponen

과 탐색기반 외부지식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은 결

and Helfat, 2010)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에 사용할

과를 나타냈다. 이는 계열사가 외부로부터 도입하는

수 있는 2차 자료로서의 유용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탐색기반 지식을 공유, 통합하는 역량이 부족한 데 상

둘째, STEPI 설문조사 및 결과공개의 제약으로 인

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집단이 구조적

해 횡단면적(cross-sectional) 분석 방법에 의존하여

강점을 극대화하고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태적인 특성만을 검증할 수밖에 없었다. 활용적, 탐

서는 기업집단 내 기존 역량에 기반한 활용적 혁신뿐

색적 혁신성과에 관한 보다 동태적이고 깊이있는 모습

만 아니라 새로운 역량을 창출하는 탐색적 혁신을 보

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패널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

다 효과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

다. 아울러 내·외부 지식원천 활용이 혁신에 미치는 영

다 적극적으로 탐색기반 외부지식을 발굴하고 이를 내

향과 독립기업과 계열기업의 차이를 더 명확하게 규명

부지식과 결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표본에 기반한 통계적 연구와

둘째, 독립기업에서 활용기반 외부지식이 내부지식

더불어 심층적인 사례연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의존도와 활용적 혁신성과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강화

셋째, 조직구조적 특성을 독립기업과 기업집단 계열

한다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독립기업에서 실

사로 대별해 고찰했으나, 각각의 유형에 속하는 기업

무적으로 다양한 외부 원천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개

들 내에서도 조직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특성

방적 혁신 체제를 가일층 구축,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이 존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기업별 국제화 혹은 사

시사한다. 또한 독립기업의 경우 내부지식만으로 탐색

업다각화의 수준이나 전략 등 여타 기준에 따른 차이

적 혁신을 추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역시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서도 외부지식 습득원천을 적극 개발하고, 외부지식을

내·외부 지식원천의 구분과 관련한 기업구조적 특징

흡수하여 내부지식과 결합하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

을 가장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변수 가운데 하나가 기

가 있다. 또한 탐색기반 외부지식 원천을 기업과 연결

업집단 소속여부라는 관점을 취한 것으로, 후속 연구

시키는 연결고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어야 할 것이

에서는 추가적인 기준에 따른 이론적, 실증적 고찰을

다.

시도하는 것 또한 의미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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