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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론

오늘날 지식정보화사회의 큰 특징은 지식의 

창출과 활용이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을 결정하

는데 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이다. 

기존의 제조 심 산업경제에서 차 지식정보 

심의 경제체제로 환이 되면서 지식의 창출

과 활용은 경쟁우 를 지속시켜 주는 원천이 

되고 있다. 최근 첨단기술이 개발되고 시장수요

가 빨리 변화되면서 기업에서 개발한 신제품이 

얼마 지나지 않아 구형제품으로 바 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시장수요에 

맞는 신제품의 개발을 해 조직이 보유한 지

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창출된 

신지식을 조직 체로 확산시켜 신기술의 확산

과 신제품의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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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조직성과를 높이게 된다(Nonaka, 

1994). 신제품 개발은 조직이 보유한 시장  

기술지식을 기반으로 제품  공정기술의 개발

을 통해 만들어지기에 개인의 성과보다는 여

하는 부서의 성과이면서 조직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 부품산업은 국가의 산업 경쟁력과 산

업기술 수 을 알 수 있는 종합  기계 산업으

로써 연  산업에 향을 주는 성장동력 산업

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동차는 2만여 개의 부품

들이 조립되어 만들어지므로 자동차부품산업

은 철강, 기계, 기, 자, 라스틱, 유리, 고

무, 섬유 등 모든 소재분야 산업과 한 련

성을 가지고 있다. 한 자동차산업의 신제품 

개발은 산업간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높고, 기술

개발의 결과에 한 효과가 크며, 부품 국

산화에 따른 산업 유발효과가 크게 일어난다. 

자동차부품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에 부분 개발  조직을 만들어 

유 부서의 필요 인원들과 유기 인 계를 형

성하게 된다. 이때 신제품 개발 의 구성원들은 

속, 기계, 자 등의 소재 지식과 개발  조

립공정의 로세스 지식을 가진 교류기억체계

(Transactive Memory Systems, TMS)를 형성

하게 된다. 신제품 개발 의 구성원 각각은 신

제품 개발에 필요한 과업과 문제해결을 한 

지식을 획득하고, 활용하며, 각 개인들의 지식

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지식으로 환하여 

개인지식을 집단지식으로 부호화하고(encode), 

장하고(store), 그리고 불러오는(retrieve) 교

류기억체계를 가지게 된다(Wegner, 1987; 

Lewis, 2003).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신차종을 개발하기 

해서는 다양한 부품조립의 지원과 함께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신 인 아이디어를 교류하여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단계를 통해 시장에서 수

익을 낼 수 있는 제품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요하다. 신제품 개발에 있어 효율 으로 단계별 

과업을 완성하기 해서는 조직의 내부 구성원

뿐만 아니라 외부조직의  구성원들이 가진 

다양한 정보나 지식이 요구되기도 한다. 

완성차 업체들은 신차 개발을 한 연구개발 

인력과 설계인력 등을 잘 활용하고 있지만, 부

품을 생산하는 력업체 혹은 하청업체 직원들

의 극 인 력과 지식을 기반으로 완성차 

생산을 한 지식공유, 확산, 통합의 과정을 통

해 지식을 창출하고 이러한 지식을 명확한 제

품으로 환함으로써 신제품 차종을 개발한다

(Madhavan & Grover, 1998; Nonaka, 1994). 

자동차부품산업에서 신제품 개발에 있어 원활

한 정보  지식의 공유를 해서는 개인 인 

지식보다 을 형성하여 원들의 지식공유  

지식활용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

다 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신제품 개발을 

더 효율 으로 추진할 수 있고,  신제품 개발

의 성과를 향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에 

속한 기업을 상으로 신제품개발 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교류기억체계의 활용과 성과 

간의 향 계를 실증 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연구모형 개발에 있어서 자동

차부품산업의 신제품개발과 련하여 교류기

억체계의 형성에 향을 주는  특성의 변수

로 커뮤니 이션, 친숙성, 근 성을 향요인으

로 도출하 으며, 교류기억체계( 문성, 신뢰

성, 조정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고,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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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체계를 기반으로  성과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하 다. 한 추가분석으로 교

류기억체계의 하 변수들이 성과에 직

인 향 계를 주는지 분석하 으며, 신제품 개

발 로젝트 기간에 따른 다 집단분석(MGA 

: Multi Group Analysis)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 다. 

Ⅱ. 행연

2.1 자동차 품산업의 신제품 개발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완성차기업과 자동차

부품을 공 하는 력업체들의 꾸 한 노력을 

통해 품질  기술수 을 향상시켜 왔다. 기술

과 품질 수 은 여 히 선진국에 비해 다소 격

차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가격 경쟁력은 

비교  높은 수 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자동

차 부품산업은 선진국과 후발국의 사이에서 새

로운 도약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품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종 에

는 완성차 업계의 구매정책에 의하여 부품회사

들도 수직계열화가 되는 구조 으나 로벌 구

매정책으로 변화되면서 경쟁력만 있으면 다수

의 완성차 업체에 공 이 가능한 구조로 변화

되고 있다(강성배․문태수, 2008; 이재은 등, 

2012). 

Cooper(1993)는 기업이 제품 략 인 측면

에서 새로운 방식의 생산제품은 물론 상당한 정

도로 개선된 기존제품이나 경쟁업체의 제품을 

모방하여 새로이 생산한 제품, 혹은 다른 회사

로부터 제품품목이나 제품계열을 인수하여 새

로이 생산하게 되는 제품 등도 신제품으로 정의

하고 있다. 신제품 개발의 성과를 정의하기 

해 신제품에 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단히 요하다. 일반 으로 신제품은 다른 제

품이 수행할 수 없었던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을 

뜻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의 신과 발 으로 

신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혹은 동일한 기능을 가

지고 있지만, 기존의 것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생산되는 신제품을 말한다. 기업 에서 신제

품 정의를 해보면, 그 제품이 기업에 새로운 시

장이나 기술, 는 새로운 생산공정의 필요 여

부에 따라 신제품을 정의한다. 즉, 신제품이 고

객에게 편의(benefit)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신제

품을 결정하는 요한 기 이 된다. 한 자동

차 부품기업의 다양한 신제품개발은 완성차 업

체와의 상력이나 의존성에 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제품의 다양화는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 성과를 높이는 요한 요인이 된다(이재은 

등, 2012; Sambharya & Banergi, 2006).

2.2  특 에 한 연

신제품 개발과 련한 자동차 부품기업의 

련부서는 주로 개발 , 설계 , 구매 , 생산 , 

품질  등의 유 부서와 조를 거쳐 신차 부

품을 개발하게 된다. 신제품 개발과 련한 교

류기억체계를 형성하는  특성 요인으로는  

근속, 친숙성, 응집력, 과업 복잡성, 커뮤니 이

션, 상호의존도, 트 십 등이 있다(Tang et 

al., 2015; Hollinshead, 1998; Moreland & 

Myaskovsky, 2000; Tompson & Fine, 1999; 

Stasser et al., 1995; Faraj & Lee, 2000; 장활

식․김재정, 2012). 형식  혹은 비형식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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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이션은 개인의  분산기억에 가 어떤 

분야의 문지식을 지니고 있는지 기억할 뿐 

아니라(Tompson & Fine, 1999), 다양한 형태

의 커뮤니 이션은 문지식에 한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여 사용가능한 지식의 총량을 증

가시킨다(Daft & Lengel, 1986).

교류기억체계는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 이션 

교류에 의해 형성이 되어 가 어떤 지식을 가

지고 있는지에 한 메타 지식을 제공하며, 이

런 메타 지식을 기반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필요한 정보, 지식을 갖고 있는 구성원과 력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와 지식 용(knowledge 

application)을 가능하게 한다(Choi et al., 2010).

Akgun et al.(2005)은  수 의 교류기억체

계와  효과성에 한 연구를 통해 이 가지

는 특성으로 안 성, 구성원의 친숙성, 커뮤니

이션, 구성원의 근 성이 요한 요인으로 제

안하고 있으며, 신제품개발  원을 상으로 

실증  연구를 진행하 다. 

Levine and Moreland(1999)는 교류기억체계

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근속성,  구성

원간 친숙성, 이 에 일한 경험을 제안하 다. 

임희정과 강혜련(2006)의 연구는 신제품 개발 

의 효과성에 있어서  분산기억의 역할에 

한 연구에서  특성을  근속, 과업상호의

존성, 집단응집력으로 제시하고, 이들이  분

산기억에 향을 미친다고 제안하 다. 신경식

과 서아 (2010)은 가상 을 주제로 교류기억

체계에 한 연구에서 가상 의 특성으로 지

각된 매체 풍부성, 네트워크 연결강도, 공유된 

규범, 지리  거리를 제안하고, 교류기억체계를 

통한 성과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2.3 기억체계에 한 연

기업은 신제품개발과정에서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인력들로 을 구성하고 원들의 행동

을 상하고, 정보를 처리하고 구조화하는 과정

을 용하는 교류기억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Wegner(1987)는 자신의 불완 한 기억구조를 

타인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 시스템에 한 지

식에 향을 받거나, 다양한 외부  자원을 통

해 보충하는 것을 교류기억체계로 정의하고 있

다. 즉, 교류기억체계는 지속 인 계에 있는 

개인 간에 정보를 장하고, 회상하는 과정에서 

제한되거나, 부족한 기억을 복원하기 해 타인

을 활용하여 타인의 기억 혹은 외부기억을 보

조도구로 정보를 입력, 장, 재생시킬 수 있다. 

Lewis(2003)의 연구에서는 Moreland and 

Myaskovsky(2000)의 연구를 기 하여  교류

기억체계의 하 요소로 문성(specialization), 

신뢰성(credibility), 조정성(coordination)을 구

분하여 제시하 다(김동희 등, 2015). 첫째, 

문성은 지식공유  활용의 핵심 요인으로 간

주된다. 문성이란  구성원들이 서로 다르면

서 각자가 잘 알고 있는 지식  정보 분야를 

의미한다. 한  구성원들은 고유한 정보와 

지식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몇몇 연구자들

은 이러한 집단구성원의 문성이  교류기억

체계의 다른 요소에 비해 가장 요한 요소라

고 주장한다(Choi et al., 2010). 둘째는 신뢰성

이다. Hosmer(1995)는 신뢰의 요성은 일반

으로 잘 이해되고 있으나 정확한 신뢰의 정의

에 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 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조직 내 신뢰의 요

성에 하여 지속 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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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의 신

뢰성은  구성원들의 능력과 책임감, 그리고 

문성에 해 신뢰하고 구성원들이  교류기

억체계를 통해 알게 된 지식들을 사용하여 업

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셋째는 

조정성이다. 조정성이란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

어서  구성원들  가 어떤 지식이 필요한

지 악하고 연결하는 조정능력을 말한다. 과업

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구성원과 오해와 갈

등이 없이 상호 력하여 업무를 수행해 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양한 지식을 조합하

고 력하는 조정능력이 요하다.

2.4  과에 한 연

 성과에 한 정의를 보면, 이 설정한 목

과 목표를 달성하기 해 다양한 자원을 투

입하고 그것의 결과로 나오는 산출량, 혹은 

의 능동 인 로세스의 결과를 말한다. 에 

한 선행연구를 보면, 성과(team performance)

에 한 기 을 제시하고 있으며, 부분의 연

구가 이 달성하는 성과 향상에 을 맞추

고 있다. 기업에서는  단 의 성과를 내기 

해 경쟁우 의 증가와 고객요구에 맞는 높은 

수 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

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공유와 노

하우  경험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

게 응하는 것도 요구되어 진다(Kozlowski & 

Bell, 2003; 문윤지․강소라, 2011; 김동희 등, 

2015).

 성과에 한 정의는 연구자들 간에 차이

가 존재하지만,  성과의 차원을 정리해보면, 

Tushman and Katz(1980)은 계획, 산, 투자

비성과, 신성, 응성, 타분야와 동능력 등

의 지표들을 가지고 로젝트의 성과를 측정하

다. Nelson(1995)은  성과를  효과성으로 

보고  내 의사소통, 원 간 갈등 여부, 개방

형 지원 문화, 분명한 목표 존재 유무 등을 통해 

 성과를 명확하게 악할 수 있다고 하 다. 

 성과는 측정 가능한 부분과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재무  자료와 고객

만족과 같은 정성 인 자료를 산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일정한 과정과 규칙에 의해 측정할 

수 있다(이 정 등, 2012). 한 의 정성 인 

비재무  목표달성과  산출물의 품질, 다른 

과 비교를 통한 상  우  등은  구성원

들이 느끼는 상황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기에 

복합 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 학을 연구하는 

연구자과 조직의 업 실무자들은 기업의 성공

을 해 의 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Cohen 

& Bailey, 1997). 

Ⅲ. 연 모  및 가

3.1 연 모

본 연구는 자동차 부품산업에 속한 기업들을 

상으로 신제품 개발에 있어서  특성요인과 

교류기억체계, 그리고  성과간의 련성을 규

명하고자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안하

다. 이를 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신제품 

개발에 련된  특성 변수로 커뮤니 이션, 

친숙성, 근 성을 도출하 으며, 이러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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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성이 교류기억체계를 통해  성과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한 신제품 개발

을 한 교류기억체계의 형성은 문성, 신뢰성, 

조정성으로 구성되어  성과에 향을 주게 된다

(Lewis, 2003; Moreland & Myaskovsky, 2000).

본 연구가 연구모형을 구상하는 데에 있어 

기존 연구와 달리 고민한 것은 자동차부품기업

들의 신제품 개발에 있어 교류기억체계의 구성

과 활용에 한 것이다. 즉 자동차부품기업들은 

완성차기업의 신차 개발계획에 따라 부품조달 

 생산을 해 2년정도의 개발기간을 가지면

서 기업내 설계 , 개발 , 구매 , 생산 , 품

질  등의 부서와 긴 한 조체제를 구축하면

서 교류기억체계를 형성한다. 즉, 부서간의 커

뮤니 이션, 원간의 친숙성, 그리고 가까운 

치에 있는 근 성이 향을 주게 된다. 그리

고 신제품개발 은  구성원간 혹은 타 부서

와의 문성을 신뢰하며 개발업무를 조정하여 

임무를 완성하려고 노력한다. <그림 1>은 자동

차부품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성과의 향 계

를 연구모형으로 표 하고 있다. 

3.2 연 가

3.2.1 커뮤니 이션과 교류기억체계

이 가지는 특성은  구성원들 간의 교류기

억을 활성화하는데 요한 요인이 된다. Tang et 

al.(2015)은 커뮤니 이션 방식과 유형이 TMS 

형성에 정 인 향을 주어 신제품 개발의 성

과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Akgun et al.(2005)은 교류기억체계의 

향요인들로  안 성,  구성원간의 친숙

성, 커뮤니 이션,  구성원의 근 성을 제

시하 으며, 자, 화학 등 150여개 산업의 

신제품 개발 의 원을 상으로  효과성

에 해 연구하 다. 그들은 의 커뮤니 이

션이 교류기억체계에 정 인 향을 미친

다고 제시하 다.

신경식과 서아 (2010)은 정보기술을 통해 

주로 의사소통을 하는 특성을 지닌 가상 을 

상으로 교류기억체계와  성과에 한 연구

를 수행하 다. 가상 이 지닌  특성의 요인

으로 지각된 매체 풍부성, 네트워크 연결강도, 

공유된 규범, 지리  거리를 용하 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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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는 교류기억체계의 2차 요인으로 

문성 악, 인지기반 신뢰, 업무조정으로 구

분하며 매개변수로 사용하 다. 연구결과, 지각

된 매체 풍부성은 인지기반 신뢰에, 네트워크 

연결강도는 업무조정과 인지기반 신뢰에, 공유

된 규범은 문성 악, 업무조정, 인지기반 신

뢰에 향을 미치며, 인지기반 신뢰는 업무조정

과  성과에, 문성 악과 업무조정은  성

과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신제품 개발과정에서의 커뮤니 이션은 

교류기억체계의 형성에 정 인 향을  것

으로 단하여 연구가설 1을 설정하 다

H1: 신제품 개발과정의 커뮤니 이션은 교류기

억체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2 친숙성과 교류기억체계

신제품 개발을 한 교류기억체계의 형성에 

있어  구성원들 간의 친숙성은 요하다. 

원 간의 정보나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고, 서로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친

숙성은 교류기억체계를 형성하는 요한 요인

이 될 수 있다. Akgun et al.(2005)은 교류기억

체계의 향요인으로  구성원의 친숙성을 도

출하 으며, 신제품개발  원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구성원의 친숙성이 교류기억체계

에 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다. 임희정과 

강혜련(2006)의 신제품 개발  연구에서  근

속, 과업 상호의존성, 집단 응집력이 교류기억

체계를 통하여  성과,  신행동 그리고  

학습 효과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따라서 신제품 개발과정에서의 친

숙성은 교류기억체계와 정 인 계가 있을 

것으로 상하여 연구가설 2를 설정하 다.

H2: 신제품 개발과정의 친숙성은 교류기억체계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3 근 성과 교류기억체계

신제품 개발 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원들 간의 근 성을 통해 다양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언제든지 정보와 의견을 교류할 

수 있다. Akgun et al.(2005)은  구성원들의 

근 성이 교류기업체계에 향을 미치고, 이는 

 효과성에 향을 미친다고 제시하 다. 신경

식과 서아 (2010)은 정보기술을 통해 주로 의

사소통을 하는 특성을 지닌 가상 을 상으로 

교류기억체계와  성과를 연구하여 지리  거

리가 교류기억체계에 부의 향을 미친다고 제

안하고 연구를 진행하 으나, 유의한 결과를 얻

지 못하 다. 그 이유는 가상 을 상으로 한 

연구로 지리  거리보다는 기술  요인에 의해 

달라진다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제조업 주인 자동차부품기업의 경우에는 가

상  공간보다는 오 라인의 공간에서 력하

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원간의 근 성은 서

로간의 문성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조정하는 

교류기업체계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신제품 개발과정에서의 근 성은 교류기억체

계에 정 인 향을  것으로 상하여 연

구가설 3을 설정하 다.

H3: 신제품 개발과정의 근 성은 교류기억체계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4 교류기억체계와  성과

교류기억체계를 구성하는 문성, 신뢰성, 

조정성은  구성원 간의 커뮤니 이션을 제 

조건으로 한다. Lewis(2003)는 Morelan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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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askovsky(2000)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교

류기억체계 구성요인 연구에서 교류기억체계

가 문성, 신뢰성, 조정성 등의 3가지 요인으

로 구성되었다고 제안하 다. Jassawalla and 

Sashittal(1998)의 연구는 신제품개발 과정에서 

높은 신뢰수 은 상호간의 정보공유와 새롭고 

창조 인 아이디어에 한 험을 감수하게 되

어 공동으로 창조 인 작업을 수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 다.

임희정과 강혜련(2006)의 연구에서는 신제

품 개발 에 한 연구를 진행하 으며,  근

속, 과업 상호의존성, 집단 응집력이 교류기억

체계를 통하여  성과,  신행동 그리고  

학습 효과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이처럼 의 교류기억체계는 다양

한 향을 바탕으로  성과에 정 인 향

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왔다. 따라서 

 구성원들 간의 교류기억체계는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하여 연구가

설 4를 설정하 다.

H4: 신제품개발 과정의 교류기억체계는  성

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Ⅳ. 연 조사 계

4.1 변수의 측정항목 개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특성

에 한 연구변수를 분류하고, 교류기억체계에 

한 하 변수( 문성, 신뢰성, 조정성)를 구성

하고,  성과를 종속변수로 선정하 다. 본 연

구는 자동차부품산업에 속한 기업을 상으로 

신제품 개발과정에서 교류기억체계를 통한  

성과간의 향 계를 실증 으로 분석해보고

자  특성의 변수로 커뮤니 이션, 친숙성, 근

성을 도출하 고, 교류기억체계의 반 지표

로 문성, 신뢰성, 조정성을 도출하 다. 한 

종속변수로 신제품 개발의  성과를 도출하여 

조작  정의를 내리고 <표 1>과 같이 변수의 

측정항목을 개발하 다. 각 연구변수는 선행연

구를 기반으로 5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1)

 그 지 않다 ~ (5)매우 그 다 등의 등간

척도로 측정하 다.

4.2 조사 방법

본 연구는 연구변수의 측정항목을 기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2014년 2월부터 4월까

지 약 3개월의 조사기간을 설정하여 자료를 수

집하 다. 본 연구는 연구목 의 달성을 해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에 속한 80개 기업을 도

출하여 기업내 신제품 개발 련 을 선정하

고 방문 면담에 따른 직  회수 방법을 통해 설

문지를 회수하 다. 설문지는 자동차부품기업

의 신제품 개발 과 련부서에 직  방문하여 

가능하면 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거나 경우에 

따라 주임  원과 면담을 거쳐 총 80개 기업 

171 의 설문지를 회수하 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해 Smart PLS 3.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 으며, 통계 분석으로 

첫째, 일반사항 항목에 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표본의 특성을 도출하 고, 둘째, 연

구변수들의 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내 일 성(internal validity)을 검증하기 해 

Smart PLS 3.0의 요인 재값과 Cronbach's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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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조합신뢰성 분석을 수행하여 검증하 다. 

셋째, 각 변수들 간의 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검증하기 한 방법으로 연구변수 

간의 상 계 계수와 평균분산추출값(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분석하여 그 제

연구변수 측정항목 참고문헌

커뮤니 이션

로젝트 진행시  구성원 간 여러 번 공식 인  미 을 통해 커뮤니 이션 한다. 신경식과 

서아

(2010)

Akgun et al.

(2005)

로젝트 진행시  구성원들이 서로 메모남기는 방식을 활용해서 커뮤니 이션 한다.

원들은 업무 련 화 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결론을 도출한다. 

원들은 업무와 련된 화 할 때에 상호간에 충분히 이해를 한다.

친숙성

새로운 로젝트 이 구성되었을 때 구성원들과 원활한 상호작용을 한다.

Akgun et al.

(2005)

다음에도 로젝트를 할 때 이번에 같이 한 구성원들과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원들 간에 정보와 자료의 교환이 자유롭고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원들은 차상의 의견이나 제의를 편하게 받는 편이다.

원들은 자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내부의 구에게도 쉽게 조언을 요청한다.

근 성

로젝트 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소속부서는 가까운 곳에 치하고 있다.

Akgun et al.

(2005)

로젝트 에 참여하는 구성원들과 의사소통하기 해 면할 수 있는 치에 있다.

로젝트의 제품생산 엔지니어와 업 마  담당자의 사무실이 근 한 치에 있다.

로젝트 문제 발생 시 핵심 엔지니어와 업 담당자는 근무시간 외에도 직  만날 수 있다.

교류

기억

체계

문성

 구성원들은 업무수행을 한 문  지식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Akgun et al.

(2005)

Lewis(2003)

Choi et al.

(2010)

 구성원은 각 담당분야의 문성에 책임을 지고 있다.

 구성원들이 가 어떠한 문지식과 노하우가 있는지 알고 있다.

로젝트 성공을 해  구성원의 문지식과 노하우가 꼭 필요하다.

신뢰성

 구성원들이 제안하는 의견을 편안하게 받고 있다.

 업무수행에 한  구성원들의 지식을 신뢰한다.

 구성원이 토론 에 제시하는 정보나 지식을 믿는다.

 구성원들의 문지식과 노하우에 하여 믿음이 있다.

조정성

원들은 상호간에 잘 조정되는 방식으로 함께 일한다. 

원들은 해야 할 업무에 해 거의 오해가 없이 일한다.

과업을 달성하는 방법에서  내 갈등이나 혼란이 없다.

원들은 서로 력하면서 업무를 수행한다.

원들은 서로를 끊임없이 도와 다.

 성과

이 완성한 제품은 로젝트 계획과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임희정과 

강혜련

(2006)

Akgun et al

(2005)

은 시간 리를 잘할 뿐만 아니라 일정 리를 잘 한다.

은  고과에서 비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은 주어진 목표를 잘 달성해 온 편이다.

원들은  성과에 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표 1> 연구변수의 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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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근 값을 비교하 다. 마지막으로 교류기억체계

과  성과간의 구조모형을 분석하기 해 2차 요

인의 계층  성분 근법(hierarchical component 

approach) 분석을 이용한 구조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검증을 실시하 다.

Ⅴ. 실증

5.1 표본 특

본 연구에서 수집된 80개 자동차부품기업의 

171개 의 유효 표본은 부분이 신제품 개발

과 련된 을 상으로 한 것이며, 이들의 표

본 특성은 응답자의 직 , 소속 부서,  인원, 

신제품 개발 로젝트 참여기간, 구성인원 등으

로 설문을 구성하 으며, 설문 결과는 <표 2>

에 제시되어 있다. 체 응답자의 직 를 보면 

원 (42.1%)이 가장 많은 응답을 하 으며, 

소속부서에 해서는 품질 리 (35.1%)이 가

장 많았으며,  인원에 한 설문에서 1명~5명

(31%), 6명~10명(30.4%)으로 구성되어있다고 

응답한 설문이 61%로 나타났다. 신제품 개발 

로젝트 참여기간에 한 설문에서는 6개월~1

년(39.2%)이 가장 많이 응답하 으며, 신제품 

개발 로젝트  구성인원에 한 설문에서는 

5명 이하(35.1%), 6~10명 이하(33.9%)의 순으

로 나타났다.

5.2 타당 과 신뢰

본 연구에서는 각 측정항목에 해 측정모형

의 수 을 평가하기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각 측정항목들의 교차요인 재값

(cross loading value)과 조합신뢰성(composite 

reliability)을 통해 측정모형의 합도를 검증하

으며, 교차요인 재값은 0.6이상, 조합신뢰성

은 0.7이상, 평균분산추출값 0.5이상으로 분석

되어 측정모형이 합하다고 단할 수 있다. 

도출된 각 변수들의 측정항목에 한 내  일

구분 항목 빈도 비율(%)

직

원 72 42.1

 주임 54 31.6

장/부장 42 24.6

최고경 자 3 1.8

소속부서

경 기획 11 6.4

업 리  20 11.7

생산 리 37 21.6

품질 리 60 35.1

기술개발/설계 34 19.9

기타 9 5.3

소속  

인원

5명 이하 53 31

6~10명 52 30.4

10~20명 31 18.1

20~50명 25 14.6

50명 이상 10 5.8

신제품개발 

로젝트 

참여기간

3~6개월 33 19.3

6개월~1년 67 39.2

1~2년 35 20.5

2~3년 22 12.9

3년 이상 14 8.2

신제품개발 

로젝트 

구성인원

5명 이하 60 35.1

6~10명 58 33.9

10~20명 38 22.2

20~30명 9 5.3

30명이상 6 3.5

<표 2> 표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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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알아보기 해 크론바하 알 계수를 사

용하여 측정항목의 신뢰성을 검증하 다. 본 연

구의 타당성  신뢰성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연구변수 항목 요인 재량 조합신뢰성 Cronbach’s α AVE

커뮤니 이션

Com 1 0.749

0.863 0.791 0.613
Com 2 0.740

Com 3 0.823

Com 4 0.815

친숙성

Fam 1 0.738

0.867 0.809 0.566

Fam 2 0.755

Fam 3 0.744

Fam 4 0.770

Fam 5 0.756

근 성

Con 1 0.718

0.852 0.767 0.590
Con 2 0.820

Con 3 0.785

Con 4 0.747

교류

기억

체계

문성

SP 1 0.756

0.824 0.717 0.541
SP 2 0.765

SP 3 0.739

SP 4 0.677

신뢰성

CR 1 0.791

0.882 0.821 0.651
CR 2 0.849

CR 3 0.780

CR 4 0.807

조정성

CO 1 0.709

0.886 0.838 0.609

CO 2 0.816

CO 3 0.742

CO 4 0.808

CO 5 0.820

 성과

TP 1 0.731

0.879 0.827 0.593

TP 2 0.732

TP 3 0.762

TP 4 0.833

TP 5 0.787

<표 3> 연구변수의 타당성 신뢰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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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항목

2차 요인 1차 요인

변수
교차
요인값

1차 요인
교차
요인값

SP 1

문성

0.756

교류

기억

체계

0.640

SP 2 0.765 0.651

SP 3 0.739 0.611

SP 4 0.677 0.532

CR 1

신뢰성

0.791 0.660

CR 2 0.849 0.690

CR 3 0.780 0.578

CR 4 0.807 0.605

CO 1

조정성

0.709 0.601

CO 2 0.816 0.637

CO 3 0.742 0.650

CO 4 0.808 0.684

CO 5 0.820 0.625

<표4>교류기억체계의2차확인 요인분석검증 본 연구에서 교류기억체계는 문성, 신뢰성, 

조정성을 반 한 2차 요인으로 설정하여 2차 

요인 모형에 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 다. 2

차 요인 모형의 타당성 검증은 1차 요인모형과 

2차 요인모형의 요인 재량의 차이를 통해 모

형의 합성을 단할 수 있다(Wetzels et al., 

2009). 그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1차 요인모

형의 요인 재량 보다 2차 요인모형의 요인

재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류기억체계의 2

차 요인모형을 통해 가설검증을 실시하 다.

한 연구변수들 간의 별타당성을 검증하

기 해 각 잠재요인의 평균분산추출값을 도출

하고 이를 제곱근한 값과 변수간의 상 계수를 

비교하 으며, 평균분산추출값의 제곱근 값이 

상 계수 보다 높으면 별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 <표 5>에서 

연구변수들 간의 상 계수 보다 평균분산추출

값의 제곱근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5> 별타당성 분석 결과

연구변수 Mean S.D
커뮤니
이션

친숙성 근 성
교류기억체계

성과
문성 신뢰성 조정성

커뮤니 이션 3.56 0.65 0.783

친숙성 3.58 0.55 0.682 0.752

근 성 3.36 0.67 0.472 0.477 0.768

TMS

문성 3.63 0.53 0.497 0.536 0.455 0.735

신뢰성 3.68 0.55 0.464 0.624 0.482 0.602 0.807

조정성 3.54 0.58 0.639 0.618 0.518 0.549 0.619 0.780

 성과 3.58 0.58 0.522 0.583 0.412 0.600 0.570 0.683 0.770

주) 각선 값은 평균분산추출값(AVE)의 제곱근(Square Root of AVE)임.

**. 상 계수는 0.01 수 (양쪽)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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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연 가  검증

본 연구에서 연구가설의 검증을 하여 각 

요인들 간의 향 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구조

방정식 모형을 이용하 다. SmartPLS 3.0을 이

용하여 경로계수를 분석하 으며, 경로계수 추

정은 붓스트랩(bootstrap resampling method) 

기법을 사용하 다. 붓스트랩 기법은 표본 자료

로부터 복원 추출에 의해 동일한 분포를 갖는 

측정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PLS 경로모형에

서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Tenenhaus et al., 2005). 본 연구는 기 171개

의 샘 을 500개의 붓스트랩 표본으로 구성하

여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 다. 그 결과는 <표 

6>과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특성인 커

뮤니 이션(H1), 친숙성(H2), 근 성(H3)과 교

류기억체계 간의 경로분석 결과, 모든 연구가설

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향 계가 가장 큰 

것은 친숙성(0.420)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부품

의 신제품 개발에 있어 교류기억체계의 형성에 

가장 큰 향을 주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근

성이 요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1, H2, 

H3은 채택되었다. 그리고 교류기억체계와  성

과간의 경로분석(H4)에서 교류기억체계(0.729)

는  성과에 99% 유의수 에서 정 인 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모형 경로계수 t-value p-value 가설검증 

H1 커뮤니 이션 → 교류기억체계 0.223 3.379 0.001*** 채택

0.589H2 친숙성 → 교류기억체계 0.420 6.410 0.000*** 채택

H3 근 성 → 교류기억체계 0.267 4.569 0.000*** 채택

H4 교류기억체계 →  성과 0.729 19.726 0.000*** 채택 0.532

*** p<0.01

<표 6> 경로계수 분석 결과

*** p<0.01

<그림 2> 구조방정식 경로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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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1, ** p<0.05, *** p<0.01

<그림 3> 추가분석 결과

5.4 가

5.4.1 교류기억체계 추가분석

본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교류기억체계를 구

성하는 문성과 신뢰성, 그리고 조정성의 2차 

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자 

추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그림 3>과 같으며  특성인 커

뮤니 이션과 친숙성, 근 성은 교류기억체계

를 구성하는 문성, 신뢰성, 조정성에 부분 

유의한 향을 미치지만 커뮤니 이션이 신뢰

성에는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

류기억체계와 성과 간의 향 계에서 문

성과 조정성은 99%유의수 에서 유의하고, 조

정성이 가장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뢰성은 90%수 에서 유의하지만,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신제품 개발 역에 있

어 교류기억체계의 조정성과 문성, 그리고 신

뢰성의 순서로 성과에 향을 주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5.4.2 다 집단분석(Multi Group Analysis)

다 집단분석은 PLS-SEM bootstrapping 결

과를 이용하여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에 해 

유의수 을 측정하는 것이다. PLS를 이용한 다

집단분석에서의 유의수 은 5% 수 이며, 

경로계수의 P값이 0.05(**)보다 작거나 0.95(#)

보다 클 경우 차이가 있다고 단할 수 있다

(Henseler et al., 2009, Sarstedt et al., 2011).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우, 신제품 개발 로젝

트는 부분 1년의 수행기간을 기 으로 실행

된다. 따라서 1년 미만인 기업과 1년 이상인 기

업을 분류하고 집단별 경로계수의 차이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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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분석

신제품 개발 로젝트 기간
경로계수
차이

( 값 용)
p-value 결과

1년 미만
(N=100)

1년 이상
(N=71)

Path S.E. Path S.E.

커뮤니 이션 → TMS 0.077 0.099 0.397 0.086 0.320 0.992# 채택

친숙성 → TMS 0.557 0.088 0.216 0.089 0.341 0.005*** 채택

근 성 → TMS 0.230 0.090 0.394 0.064 0.164 0.933 기각

TMS →  성과 0.709 0.050 0.747 0.063 0.038 0.699 기각

* p<0.1, ** p<0.05, *** p<0.01, # p>0.950

<표 7> 신제품 개발 로젝트 기간에 따른 다 집단분석 결과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을 보면, 두 

집단 간의 커뮤니 이션과 교류기억체계 간 경

로계수의 차이가 0.320으로 나타나 99% 유의 

수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숙성과 교류기억체계 간 경로계수의 

차이가 0.341로 나타나 99% 유의수 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

성과 교류기억체계, 교류기억체계와  성과

간의 집단별 경로계수 차이검증에서는 기각 되

어 로젝트 기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Ⅵ. 결 론

6.1 연 결과

본 연구는 자동차 부품산업에 속한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정에 있어서  특성 변수를 커

뮤니 이션, 친숙성, 근 성으로 도출하고, 교

류기억체계를 통해  성과에 향을 미치는 

향 계를 규명하 다. 연구결과, 신제품 개발 

 구성원간의 커뮤니 이션과 친숙성, 근 성

은 교류기억체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그   구성원들 간의 친숙성

이 가장 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한 신

제품 개발에 있어서 교류기억체계를 통한  

성과간의 계에서  성과를 높이기 해서는 

구성원들이 교류기억체계를 구성하고, 문  

지식을 가지며, 서로를 신뢰하고, 업무를 조정

해나가는 것이 요하다.

6.2 시사점

본 연구는 원들 간의 커뮤니 이션, 친숙

성, 근 성이 교류기억체계를 통해  성과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한 선행연구를 기반

으로 연구모형을 도출하고, 실증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통한 학문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으로 정의된 커뮤니 이션, 친

숙성, 근 성은 교류기억체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경식과 서아 (2010), 

Akgun et al.(200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

여 다. 이 결과는 신제품 개발 역에 있어서도 

원들 간의 커뮤니 이션 정도와 친근함, 근

성이 교류기억체계에 요한 향요인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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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둘째, 교류기억체계는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Jassawalla 

and Sashittal (1998), 임희정과 강혜련(2006), 

Sivadas and Dwyer(2000)등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다. 이 결과는 기존의 연구보다 

신제품 개발에 있어 자동차부품기업의 교류기

억체계는  성과를 달성하는데 더 높은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신제품 개발의 

성과를 높이는데 교류기억체계의 요성을 제

안하는 요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성과에 한  수 의 연구를 진행

하는 연구자들은 자동차 신제품 개발 의 특성

으로 커뮤니 이션, 친숙성, 근 성 등의 변수

를 고려한 향요인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그 

결과, 친숙성, 근 성, 커뮤니 이션 등의 순서

로 교류기억체계 형성에 향을 주고 있으며, 

신제품 개발 에 미치는 향요인을 고려하여 

교류기억체계의 도입과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

을 의미하고 있다.

넷째, 2차 요인에 의한 추가분석의 결과, 교

류기억체계를 반 하는 문성, 신뢰성, 조정성

이 직 으로  성과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그 에서도 조정성이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성, 신뢰성 등의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해나 갈등이 없이 문성을 가지고 

원들의 문지식과 노하우를 신뢰하는 기반에

서 교류기억체계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연

구주제와 역에 따라 다양한 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동차부품산업에 속한 기업을 

심으로 신제품 개발의  성과 향상을 한  

특성과 교류기억체계의 활용에 한 연구를 수

행함으로써, 기업들에게 신제품 개발 성과나 

로젝트 의 성과를 높이기 한 방안을 제시

하는 실무  시사 을 가진다. 첫째,  특성으

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정보와 

자료를 자유롭게 교류하고, 내부 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친숙함이 

원들의 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업무의 조정

을 더욱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을 설명

하고 있다. 

둘째,  구성원들이 가지는 문성과 신뢰

성, 조정성으로 구성된 교류기억체계는 신제품 

개발과정을 수행하면서  성과에 요한 향

을 주고 있으며,  체 으로 계획과 목표, 일

정 이외에 결과물 품질 성과에도 요한 향

을 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경 자의 에서 로젝트 을 구

성할 때,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원들 간의 의

사소통이 잘되고, 친근한 계를 유지하며, 가

까운 거리에 치해 언제나 상호교류가 가능하

도록 신제품 개발과 련된 로젝트 을 구

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신제품 개발과 

련된 상호교류 과정을 통해 구성원들의 문성

을 확보하고, 서로가 신뢰하면서 업무를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교류기억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신

제품 개발의  성과를 향상할 수 있다.

6.3 한계점 및 향후연 방향

본 연구의 한계 은 첫째, 표본의 선정에 있

어서 자동차부품산업에 속한 기업을 상으로 

선정하 으며, 80여개 기업 171개의  수  설

문을 수집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 다.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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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응답 자료는 원의 응답률이 42%로 

표성에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한 본 연구결과

의 일반화에 한계 이 있다. 둘째는 교류기억체

계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교류기억체계의 

설명변수로 볼 수 있는  가상성, 과업의 복잡

성 등과 같은 다양한 선행요인에 한 고려가 

없었다는 이다. 셋째는  수 의 연구를 수

행함에 있어 의 유형이나  구성인원  규

모, 기업 유형 등의 통제변수를 활용하여  성

과의 차이분석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 

한계 으로 지 된다. 

향후 연구방향으로 첫째, 자동차부품산업에

서 표성을 가질 수 있는 부품기업들을 심

으로 범 한 자료 수집과  수 의 표성

을 가지는 장들의 추가  설문을 통해 일반

화가 가능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둘

째, 기존 연구에서 고려하 던 설명요인에 한 

연구를 통해 교류기억체계의 요한 향요인

에 한 연구변수의 채택과 향 계를 분석하

는 것이다. 셋째, 체계 인 교류기억체계와  

성과간의 계 분석을 해 매개효과와 조 효

과에 한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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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tilization of Transactive Memory Systems for New Product 

Development and its Influence on Team Performance:  Focus on 

Automobile Parts Firm 

Sangmin Choi․Taesoo Moon

Purpose

The development of new products in automobile parts industry plays an important role. 

Nowadays, automobile industr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dustries in the world, because 

automobile industry includes the industries of steel, machinery, electronic, etc. As a result, 

automobile industry embodies a country's level of development and competitive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eam characteristics such as communication, 

familiarity, and contiguity, and team performance through TMS in the process of new products 

development in automobile parts industry.

Design/Methodology/Approach

Based on real phenomenon of Korean automobile parts industry, this study tried to figure out 

the influence of TMS between team members for new product development on team performance. 

Thus, this study adopts communication, familiarity and contiguity as antecedents, and TMS with 

specialty, credibility and coordination as a mediating variable, and adopts team performance as a 

dependent variable. The data of questionnaire were collected from team managers who belong to 

new product development team in automobile parts firms. 171 questionnaires as data unit of group 

level from 80 Korean automobile parts firms were collected using face-to-face interview methods.

Findings

This study proved empirically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antecedents and TMS has a positive 

influence, and TMS also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eam performance. This study provides the 

managers an insight that automobile parts companie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set up TMS 

in order to improve higher performance between their team members for new product development 

of automobile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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