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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의 기업환경은  경쟁이 심화되고 핵

심자산에 한 비교우 가 없어짐으로써 변하

는 시 의 흐름에 발맞춰 신 이고 다양한 

에서 기업의 역량을 악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기업 간 거래(Business to 

Business, 이하 BtoB)에서는 경쟁업체 보다 경쟁

우 를 하기 해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업은 변하는 환경에 응하기 

해 필요한 자원을 어떤 상과 력하여 확보하

고 활용할 것인가에 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

요한 실정이다(안나 ․박상선, 2016). 

BtoB시장에서 기업의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기술  자원, 자본투자 그리고 공 업

체와의 원가 감, 품질개선  리드타임 등이 성

과에 향을 미친다(Krause et al, 2007). 한 

공 자의 입장에서는 비용, 유연성, 품질, 배송의 

정확성 등이며 구매자 측면에서는 주문, 불평, 

배송속도 등에 한 빠른 처리 등을 들 수 있다

(Paulrah and Chen, 2007). 하지만 기존 선행연

구에서 언 한 기업성과에 정 인 향을 미

치는 요인들은 경쟁업체에서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다. 즉 단기에 얼마든지 향상 시

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과 개인 계

에서도 장기간의 좋은 계를 유지하면서 형성

된 자산은 다른 사람이 쉽게 근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이 BtoB 시장에서 공 자와 구매자간의 

형성된 사회  자본은 경쟁업체에서 함부로 다

룰 수 없는 두 기업만의 엄청난 자산이 된다. 

사회  네트워크 이론(Social Network 

Theory)은 과업수행이나 심리  만족을 얻기 

해 개인 혹은 집단과 맺고 있는 계망으로 설

명된다(이 민 ․ 문성애, 2009). 즉, BtoB시장에서 

네트워크는 유통, 물류기업을 비롯한 원자재 공

업자, 최종 생산자  유통업자들간의  상호작

용을 통해 자원의 투입  산출의 순환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순환과정은 각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 게 

각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것이 사

회  자본(Social Capital)이다. 이 듯 사회  네

트워크 에서 각 객체들 간의 계를 규명하

고 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악하는 것은 요하다(Carter, Ellram, Tate, 

2007, Min, Kim, and Chen, 2008, Ozkul and 

Barut, 2009). Autry와 Griffis(2008)의 연구에서

도 사회 네트워크 이론을 계  구조  사회 

자본과 기업성과와 계를 설명하 다. 

앞에서 언 한 선행연구들을 요약하면 사회  

자본은 각 주체들 간의 정보공유, 정보교환, 자

원의 교환, 업을 용이하게 해주는 기본 인 요

소라고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  자본

을 계 , 구조 , 인지  자본으로 구분한다

(Autry, Griffis, 2008; Min, Kim, and Chen, 

2008, 임병학, 2012). 

본 연구에서는 먼  사회  자본이 기업의 성

과에 미치는 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

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는 언 하고 있는바 사회

 자본이 기업성과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지식흡수역량(Knowledge Absorptive Capability)

의 매개된 조 효과 검증을 통해 지식흡수역량

의 요성을 검증하 다. 지식흡수역량은 기업이 

경쟁우 를 창출하기 해서 기술  지식을 효

과 으로 획득하고 활용함으로써 경쟁에서 우

를 하는데 요한 요소가 된다. 기업의 핵심자

원은 기업자체에서 는 경쟁업체에서 유출된 

경우 그리고 연구개발에 의해 축 된다(Cohen 

and Levonthal, 1989). 기업과 같이 자 력이 

좋은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기업들이 연구

개발을 통한 핵심자원 축 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외부에서 형성된 사회  자본이나 유출된 자

원을 어떻게 흡수 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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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명차이가 있을 것이고 효과 한 클 것이

다. 치열해지는 경 환경에서 더욱 경쟁우 를 

획득하기 해서는 기 인 역량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환경

에서 외부의 요한 정보, 자원을 기업이 어떻게 

흡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내는가가 더욱 

요한 시기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하 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이란 네트워크 내에

서 개인 혹은 조직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

진 계를 기 로 하여 만들어 지고, 그러한 

계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원의 집합으로 표 할 

수 있다 (Inkpen and Tsang, 2005). 즉, 네트워

크상의 계는 개인이나 조직에게 유용한 무형

의 자원이 된다. 연구자에 따라 사회  자본의 

범 를 다르게 구분하고 있는데, 상호간의 계

를 사회  자본으로 규정짓는 연구자도 있고

(Burt, 1992, Bourdieu, 1993), 조  더 포 으

로 상호간의 사회  계뿐만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된 규범이나 가치까지도 사회  자본으로 

정의하고 있는 연구도 있다 (Coleman, 1990; 

Putnam, 1995). 

본 연구에서도 사회  자본을 구조  차원, 인

지  차원, 계  차원으로 구성하 다

(Nahapiet and Ghoshal,1998, Autry, Griffis, 

2008; Min, Kim, and Chen, 2008, 임병학, 2012).  

먼  사회  자본의 구조  차원은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 연결 형태나 구성을 의미하며, 연

결망과 연결구조를 담고 있는 개념이다

(Nahapoet and Ghoshal, 1998). BtoB거래에는 

특히 상호간의 트 쉽을 형성하기 해 신뢰

성이 높고 긴 한 정보교환이 가능한 다 채  

형태의 연결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가 하다

(Capaldo, 2007; Koka와 Prescott, 2002). 

Burt(1992)의 연구에 의하면 상호작용의 강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 정보에 해 신속하고 빠르게 

근할 수 있게 되고 정보획득 속도 한 빠르

게 된다고 하 다. 즉, 상호간의 작용 빈도가 높

으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게 형성됨을 의미한

다. 한 트  계가 형성된 기업은 새로운 

정보를 단할 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사정

보와 비교함으로써 그 정보에 한 신뢰성도 강

화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다 연결을 활용하는 

트  계에 있는 기업들은 새로운  수요

와 특성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정보의 다양성 보다는  리를 더

욱 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  자본의 계  차원은 구성원간의 양

자  계에 한 배태성을 의미한다(Nahapoet 

and Ghoshal,1988). 계  차원은 신뢰, 규범, 

의무  기  등이 있다(Coleman, 1990; 

Fukuyama, 1995; Inkpen과 Tsang, 2005). 신뢰

는 두 당사자 간의 믿음으로 상 방의 행동이 

자신의 행동이나 신념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상 방에 해서 

정 이고 낙 인 측면을 의미한다. BtoB 기업 

간 반복 인 거래를 통해 신뢰가 구축이 되면 

거래 상 방에 한 부정 인 면에 해 덜 민

감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Blau, 1964; Jarillo, 

1988). 소통과 정보 교환과정에서도 열린 마음으

로 근하게 되고 더욱 투명한 행동 성향도 보

이게 된다.

다음으로 인지  차원은 사회연결망에서 공동

된 의미와 목표를 상호간에 공유하고 소통하는 

인지체계를 말한다(Tsai와 Ghoshal, 1998). 

Inkpen과 Tsang(2005)은 두 거래 기업 간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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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는 문화와 공유된 목표를 사회  자본 구

성요소 에서 인지  차원의 주요한 요소라고 

강조하 다. 즉, BtoB 기업 간 공유된 문화와 공

유된 목표 등에 한 인식으로 실명할 수 있다.

Coleman(1988)의 연구에 의하면 공유된 문화

는 구성원들이 공동의 이익에 기여하게 하는 행

동을 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 다. 이는 바람

직하지 못한 행동을 제한하는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toB시장에서 두 기업 간에 형

성된 사회  자본이 요성을 확인하고 사회  

자본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을 검증하고, 사회  

자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을 검증 하 다. 

2. 지식흡수역량(Knowledge Absorption  

   Capacity)

지식흡수역량에 한 기본 인 개념은 외부에

서부터 어떠한 자원이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역량 혹은 학습을 통해 습득된 역량을 의미한다. 

지식흡수역량은 외부의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고 

그것을 바로 인식하여 내부의 지식으로 소화하

여 체득하는 행 를 의미하고 그 결과 공정개선

과 로세스 개선 그리고 제품 개발 등으로 이

어지는 활동이라고 정의된다(Cohen and 

Levinthal, 1990). 

변하는 시 에 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서 무작 의 정보 흐름이나 확실하지 않은 정보

들을 모으고 해석하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

다(조근식, 구철모, 2008). 이 듯 기업의 사  

지식이나 학습역량에 따라 기업의 성과에는 확

연한 차이가 있다. 기업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지식을 이용하여 새롭고 발 된 지식을 찾아내

는 능력을 기울이고 내재화 하여 용할 필요가 

있다(Cohen and Levinthal, 1989). 

지식흡수역량은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

지하기 하여 지속 으로 창출하고 활용해야할 

필요가 있다. 즉 기업의 본원  자원과 지식흡수

역량과의 상 계는 기업의 성과를 이끌어 내

는데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 다. 한 

오래된 기업일수록 그리고 규모가 큰 기업일수

록 높은 지식흡수역량을 가진다. 그 이유는 오래

된 기업과 규모가 큰 기업은 축 된 지식과 

신을 일으킬 수 있는 로세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Lane et al, 2006). 이 듯 지식흡수역

량이 성과에 요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은 선

행연구에서 이미 확인되었다(Boynton et al, 

1994). 즉, 지식흡수역량과 기업성과는 상호 련

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내용을 보다 명확

하게 하고 사회  자본에서 요하게 다루어지

고 있는 지식흡수역량을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

여 제시하 다. 

3. 기업성과

기업은 경쟁우 를 유지하기 해서 많은 자

원들을 발 시키고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향후 환경변화에 처하

기 해서 많은 자원을 획득하고 리하는 것이 

요하다(Hamel and Prahalad, 1993). 

새로운 지식을 동화하고 활용하여 투자를 집

하는 기업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회를 포

착할 수 있으며 기업의 성과에도 큰 향을 미

친다(Chen and Huang, 2009; Linhtenthaler, 

2009). 즉 지식흡수역량을 개발하고 발 시키는 

것이 기업의 지식창출과 기업의 장기 인 경쟁

우 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Lane er 

al., 2006). 한 기업이 높은 수 의 지식흡수역

량을 가지고 있을 때 외부의 환경변화에 맞춰 

기존의 역량을 히 변화시키고 창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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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변하는 시장상황에서 기업의 성과 창출

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흡수역량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해 검증을 실시하 다. 

Ⅲ.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1. 연구가설의 설정

1.1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 을 보완하

기 해 사회  자본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에 

한 검증을 실시하 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각 차원간의 상호작용에 한 연구는 미비한 실

정이다. 이는 각 구성요소에 한 검증에 의미를 

두지 않고 사회  자본에 을 둔 연구가 많

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  자본을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각각의 구성원들이 연결된 연결망 혹은 네트워

크를 통해 정보 교환, 공동의 심사 등을 통해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신뢰나 규범이 올

바르게 형성되어야 공동의 목표달성  공동의 

가치 창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다면 각 차원

의 구성요소들의 계를 유기 으로 검증해 으

로써 사회  자본의 효과에 해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한 사회  자본의 각 차원들은 개념 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들 차원은 서로 련이 있

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Nahapiet and 

Ghoshal,1998). 

먼  구조  차원은 계  차원에 행을 미

친다(Granovetter,1985). 즉 신뢰 계는 사회  

상호작용을 통해 발 하고 진화하고 빈도는 

정서  신뢰에 향을 미친다(McAllister,1985). 

한 구조  차원은 인지  차원에 정 인 

향을 미친다. Castro and Roldan(2013)은 개인의 

인지  자본은 기술과 지식, 공통 인 행동방식

을 학습하도록 해주는 동일한 행을 공유하는 

빈번한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하 다. 

한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통해 구성원들

로 하여  조직의 비 과 목표를 공유하게 하고, 

조직의 언어 등을 공유하게 하면 인지  차원의 

사회  자본이 형성된다(장용선․김재구, 2006).

인지  차원은 계  차원을 진하는 역할

을 한다. 즉, 공유비 과 가치, 목표는 신뢰 계

를 진하는 역할을 한다(Nahapiet and 

Ghoshal, 1998). 즉,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 혹

은 공동의 가치를 해 일할 때 개인의 욕심이

나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 상호간의 이익을 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구조  차원은 계  차원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계  차원은 인지  차원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구조  차원은 인지  차원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Burt(1993)는 사회  자본이라는 것이 각 구성

요소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 다.

BtoB 기업 간에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으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여 사회  

자본을 축척하고 있다. 이런 계에서는 상호간

의 비용, 납기 등과 련하여 지속 으로 개선하

고 발 시켜야 할 공동의 목표이자 가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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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동일한 목표 달성을 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유된 정보 혹은 지식을 흡수하는 능력이 필요

하게 된다(Krause et al,, 2007).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두 기업 간에는 사회  자본이 지

속 으로 축 되어지게 되며 지식흡수역량에 따

라 두 기업의 성과는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한 

두 기업 간의 빈번한 교류와  등은 정보지

식의 달을 진하며(Inkpen and Tsang, 2005)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제공한다(Dyer 

and Singh, 1998). 즉, 축 된 사회  자본을 통

해 기업간 정보공유  달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사회  자본의 구성요소인 구조  차원, 계

 차원, 인지  차원을 기업의 지식흡수역량에 

정 인 향을 미친다(Upadhyayula and 

Kumar, 2004)고 하 다. 한 Nutt(1984)는 많은 

네트워크를 가진 은 단일 네트워크 구조를 가

진  보다 더 많은 지식을 획득한다고 하 다. 

한 직원간의 신뢰도 높다고 하 다. 즉, 흡수

능력의 차이에 따라 성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Tasi(2001)은 네트워크 심이 높을수록 흡수능

력도 높다가 하 다. Gupta and Govindarajan 

(2000)은 조직의 상호 신뢰는 지식공유에 한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

다. 

가설 4. 구조  차원은 지식흡수역량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계  차원은 지식흡수역량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인지  차원은 지식흡수역량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1.2 지식흡수역량과 기업성과와의 관계

기업은 치열한 경  환경 속에서 지속 인 경

쟁우 를 유지하고 발 시키기 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효율성을 극 화할 수 있

는 방안에 해 모색하고 있고, 필요한 자원의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Hamel and 

Prahalad, 1993). 이 듯 기업의 목표달성을 해

서 자원은 요한 요소 의 하나이다. 

BtoB 기업간 거래에서 형성된 사회  자본을 

어떻게 각 기업들이 활용하고 공유하는가에 따

라 그 기업의 성과는 달라지게 마련이다. Lane 

et al.(2006)에 의하면 지식흡수역량을 개발하고 

발 시키는 것이 기업의 지식 창조를 구체화 시

킬 수 있고, 장기 인 경쟁우 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하 다. 한 기업이 높은 수 의 지식흡

수역량이 구축되어 있을 때, 그 조직은 환경변화

에 맞춰 기본의 역량을 히 변화시키고 재창

출하여 조직의 역동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한 Cross R. and Prusak L.(2004)는 지식흡

수역량이 사회  자본과 기업성과 사이에서 매

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 다. Cohen and 

Levinthal(1990)은 흡수역량이 기업의 핵심자산

과 성과에서 조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는 기

업이 사회  자본과 성과에도 조 인 역할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7. 지식흡수역량은 기업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지식흡수역량은 사회  자본과 기업

성과의 계를 매개된 조 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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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실제 유통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리자  종업원을 상으로 조사하여 사회  자

본, 지식흡수역량 그리고 기업성과간의 계를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한 어려운 경제

여건과 환경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

량이  경쟁업체와 차이가 없어지는 상황에

서 사회  자본의 요성에 해 많이 언 되고 

있다. BtoB기업간의 거래에서 특히 지식능력에 

한 흡수가 기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

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

은 연구 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유통기업에서  

(1) 사회  자본간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2) 사회  자본이 기업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3) 지식흡수역량의 매개된 조

효과는 기업성과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가? 

이런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해 개발된 개념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개념  임웍

Ⅳ. 연구방법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1.1 사회적 자본

사회  자본은 BtoB기업간 거래에서 형성된 

서로에 한 신뢰  네트워크로 정의한다. 한 

사회  자본의 구성요소는 사회  자본 분야에

서 가장 표  연구인 Nahapiet and 

Ghoshal(1998)의 연구를 바탕으로 구조  차원, 

계  차원 그리고 인지  차원으로 구분하

다. 

1.1.1 구조적 차원

사회  자본 에서 구조  차원은 두 당사자 

간에 존재하는 연결망 혹은 체 으로 연결된 

구조를 말하는데, 구조 으로 연결된 자본의 

체 가치를 의미한다. 즉, 거래 당사자 간의 사회

 상호작용의 결속 정도를 구조  차원으로 정

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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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관계적 차원

사회  자본의 계  차원은 기업 간 거래 

당사자간의 계 특성이 이익이나 가치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을 두고 있으며, 사회  

자본의 구조  차원인 사회  연결망을 통해 구

성원들은 조직 내 역할 수행하고 그 속에서 자

신들이 필요한 지식이 구에게 있는지 악하

여 그에게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으며, 한 자

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 혹은 지식을 다른 사람

과 공유하는 과정도 거치게 되는데 , 타인과 지

식 공유를 해서는 신뢰와 규범이 필수 이며 

이때의 신뢰와 규범이 사회  자본의 계  차

원을 의미한다. 

1.1.3 인지적 차원

사회  자본의 인지  차원은 사회  연결망 

내의 구성원끼리 의사 달이나 정보 달 과정에

서 서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서로 교환하는 과

정으로 보는 측면과 조직이 필요로 하는 핵심가

치와 핵심역량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상호간 공

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 역할을 다하면서 목

표나 비 을 공유하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즉, 상호 유 계를 가지고 있는 구성원간의 공

유된 언어와 코드, 시스템의 공유 등을 의미한다. 

2.1 지식흡수역량

 지식흡수역량은 외부로부터 얻게 되는 새로

운 정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용해 으로써 새로운 것을 

창출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본 연구에

서는 Zahra and Geroge(2002)의 연구를 바탕으

로 변수를 정의 하 다. 

3.1 기업성과

기업은 경쟁우 를 지속 으로 확보하고 꾸

히 발 시키기 해 자원의 효율성을 극 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야 할 뿐 아니라, 미래의 

환경변화에 응하기 해 필요한 자원과 능력

의 확보 한 요하다(Hamel and Prahalad, 

1993). 의 내용을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변수의 조작  정의

2.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해 국 유

통업체를 상으로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 

(2016. 10. 1~2016. 12. 31)하 으며, 이 에서 

총 334부가 회수되었으며 성실하게 답하지 않은 

17부를 제외한 317부의 설문이 최종 연구모형 

검증을 해 이용되었다. 

응답자의 일반 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국 

유통업체  고속도로 휴게소와 련된 업체 

변수 문항수 척도 출     처

구조  차원 3

Likert 7  

척도

Autry and Griffis(2008); Kim and Chen(2008), 

Nahapiet and Ghoshal(1998)

계  차원 3
Autry and Griffis(2008); Kim and Chen(2008), 

Nahapiet and Ghoshal(1998)

인지  차원 3
Autry and Griffis(2008); Kim and Chen(2008), 

Nahapiet and Ghoshal(1998)

지식흡수역량 7 Zahra and Geroge(2002),  Lane et al(2006)

기업성과 7 Ganesan(1994), Chen and Huang,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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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1.2%), KT&G 련 유통업체 51(16.1%), 음식

련 유통업체 49(15.5%) 그리고 홈 러스 련 

유통업체 118(37.2%)로 기업 련 유통업체, 

소기업 련 유통업체를 선정하 다.

Ⅴ. 가설검증 및 결과 분석

1.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 모형은 모두 리커트형 7 척도를 이

용하여 변수들 간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실

시하 으며, 분석에 통계패키지 Smart PLS 

2.0(Ringle et al. 2005)을 이용하여 모형을 분석

하 다. PLS모형은 구조방정식의 한 방법으로서 

다층  구조로 된 다수의 변수를 포함한 이론

인 이론모델과 측정모델의 합성을 함께 분석

할수 있는 방법이기에 본 연구에서 활용하 다. 

측정모형에 한 평가를 해 본 연구 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될수 있는 문항을 제

거하여 변수를 정제하 다 내용은 <표 2>와 같

다.

<표 2> 각 변수의 신뢰성 검증

AVE CR R2 α

계 0.774 0.911 0.530 0.854

구조 0.713 0.881 - 0.794

인지 0.788 0.917 0.451 0.865

지식흡수 0.710 0.936 0.562 0.918

기업성과 0.715 0.926 0.899 0.899

측정모형의 신뢰성 평가는 변수들 간 상

계에 기반을 둔 크롬바하 알 (Cronbach α)값과 

모형의 재값을 고려한 복합 신뢰성(composite 

reliability, CR)과 AVE값으로 단하는 것이 일

반 이고(Nunnally,1978;Henseler et al., 2009), 

개념 신뢰성을 단하기 해서는 복합신뢰성

(CR)값이 0.7 이상(Nunnally, 1978), AVE값이 

0.5이상(Fornell and Larket, 1981)이면 개념 신

뢰성이 있는 것이다. 신뢰성 검증 <표 2>에 제

시된 결과 Cronbach α값을 보고 단 할 수 있

는데, 모든 변수 값들이 이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복합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와 AVE값

이 모두 합하여 내 일 성이 있다고 단할 

수 있다. 

<표 3> 잠재변수들 간 상 계

계 구조 기업성과 인지 지식흡수

계 0.88

구조 0.73 0.84

인지 0.43 0.35 0.84

지식흡수 0.63 0.62 0.45 0.88

기업성과 0.66 0.60 0.51 0.6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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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nell과 Larcker(1981)의 연구에 의하면 추출

된 요인들의 AVE값의 제곱근값을 다른 요인과 

비교하여 값이 상 계수들보다 크다면, PLS측정 

모형의 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단 할 수 

있다. 

즉, AVE 값의 진하게 표시된 제곱근 값을 

조하여 비교해보면, 각 변수의 평균분산의 제곱

근 값이 상 으로 다른 값들 보다 크다면 해

당 변수의 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표 3>은 변수들 간의 상 계와 AVE

값을 비교하여 별타당성을 분석한 것을 정리

한 표이다.

<표 4> 교차 재값

계 구조 기업성과 인지 지식흡수

계 1 0.870 0.694 0.300 0.516 0.549

계 2 0.899 0.627 0.421 0.522 0.562

계 3 0.871 0.603 0.403 0.617 0.617

구조 1 0.662 0.883 0.290 0.539 0.520

구조 2 0.671 0.908 0.321 0.559 0.528

구조 3 0.500 0.731 0.289 0.468 0.477

기업성과1 0.370 0.311 0.843 0.375 0.399

기업성과2 0.339 0.285 0.892 0.386 0.436

기업성과3 0.375 0.343 0.805 0.311 0.408

기업성과4 0.412 0.300 0.889 0.409 0.470

기업성과5 0.305 0.267 0.795 0.421 0.455

인지 1 0.589 0.578 0.433 0.899 0.611

인지 2 0.580 0.553 0.372 0.900 0.572

인지 3 0.504 0.518 0.397 0.863 0.651

지식흡수1 0.580 0.541 0.354 0.623 0.817

지식흡수2 0.527 0.466 0.418 0.569 0.852

지식흡수3 0.580 0.508 0.439 0.568 0.833

지식흡수4 0.513 0.453 0.421 0.596 0.849

지식흡수5 0.540 0.526 0.473 0.566 0.878

지식흡수6 0.572 0.544 0.493 0.563 0.827

PLS를 활용하여 집 타당성 검증을 실행하

는데, PLS에서는 각 측정 항목들과 련변수 간

의 교차 재값과 크로스로딩값을 가지고 집 타

당성 분석을 할 수 있는데(Wixcom et al., 2001), 

각각의 변수에 한 측정항목의 로딩값이 크로

스로딩값보다 커야하며, 그 값들이 모두 0.7 이

상이어야 측정항목이 개념 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에서 제시하고 있는 크로스로딩값은 

잠재변수들과 측정항목들 간의 재잢을 나타낸 

것으로, 음 처리된 재값들을 보면 모든 측정

항목들이 0.7 이상의 재값을 가지고 있기에 이

는 측정도구가 잠재변수를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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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잠재 구성개념들 간의 경로계

수에 한 설명뿐만 아니라 내생구성까지 분산

을 제공해 주는 PLS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각각의 구성이 반  측정으로 이루어진 

PLS모형은 측정항목별로 재값들을 제공해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PLS모형은 제시된 연구

모형의 각각의 경로계수에 해서 직 으로 

유의성 검정과 계수 구간 추정을 제공해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해야만 한다. 부스트래핑

(bootstrapping) 분석기법은 표본 자료들로부터 

복원 추출에 의해 동일한 분포를 갖는 측정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써 PLS경로모형에서는 경로계

수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해 사용되는 일반

인 방법이다(Tenenhaus et al., 2005; Temme et 

al., 2006).

PLS 경로구조모형에 한 평균 인 합도 평

가는 먼  각각의 내생변수별로 경로모형에 

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서 내생(종속)변수의 R2 

값의 효과 정도로 단할 수 있는데, R2값의 기

은 상(0.26 이상), (0.13 ~ 0.26), 하(0.02 ~  

0.13)으로 구분하고 있다. Tenenhaus 등(2005)의 

연구에서는 PLS모형의 로벌 합지수로 

GoF(Goodness-of-Fit) 사용을 제안하고 있는데, 

GoF
*
값은 아래 공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Wetzels et al. 2009).

 GoF값은 내생변수에 하여 평균 공통성

(communality)과 평균 R2의 기하평균을 이용하

여 구할 수 있으며, PLS모형에서 평균 공통성을 

구하는 것은 AVE값과 동일하기 때문에 공통성

에 해서도 임계치(cut-off value) 0.5을 동일하

게 용할 수 있다 (Fornell and Larcker, 1981).  

*  ×   ×

Chin(1988)가 PLS모형의 합도 평가로 제안

한R2의 측정기 값 0.67(강함), 0.33( 간), 0.19

(약함)와 동일선상에서 GoF값의 평가 기 을 

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소 평균 AVE값 0.5

와 강, , 약 기 으로 GoF값을 0.31(소), 0.41

( ), 0.58( ) 기 에 의해 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모형에 한 GoF의 값은 0.579으로 

R2의 평가기 으로 최  임계치 0.58에 근 하고 

있기에 본 연구모형이 제시한 기 값과 비교해 

보면 한 수 임을 알 수 있다.

   × 

3. 연구가설의 검정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해 PLS모형을 사용

하여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은 결과를 얻었

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  자본이 기업성과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기 해서 

지식흡수역량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인과 계

를 살펴보기 한 연구모형을 도출하 다. 이를 

토 로 가설을 검증한 결과 모든 가설이 채택되

었다. 연구결과는 <표 5>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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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가설검정 결과

제안된 경로
표 화된 

경로계수(β)
t 값 채택여부

H-1 구조  -> 계 0.73 28.81*** 채택

H-2 계  -> 인지 0.39  7.49*** 채택

H-3 구조  -> 인지 0.62  7.17*** 채택

H-4 구조  -> 지식흡수 0.61 2.54** 채택

H-5 계  -> 지식흡수 0.46  5.57*** 채택

H-6 인지  -> 지식흡수 0.43  8.84*** 채택

H-7 지식흡수 -> 기업성과 0.52 14.40*** 채택

*p<.001, **p<.05,  ***p<.01>

                   (    )은 t값, *** p<.01, ** p<.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

  <그림 2>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4. 추가분석

본 연구는 BtoB기업간의 거래에서 획득한 사

회  자본이 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 추가분석으로 사회

 자본과 기업성과와의 계에서 지식흡수역량

의 매개  조  효과를 process를 활용해 검증하

다. 

이를 해 process Model 4을 용해 사회  

자본과 기업성과와의 계에서 지식흡수역량의 

매개  조 효과에 해 검증하 다. Process 

Model 4는 SPSS나 SAS 등 보다 간 효과 추론

검증이 가능하며 공변량 도입을 통한 간 효과 

검증도 가능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사용하

다. 

BtoB 거래에서 사회  자본의 요성에 해

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많이 언 되고 있다.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형성된 사회  자본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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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미치는 과정에서  지식흡수역량이 어느 

정도 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 다. 매개

된 조 효과검증은 단순매개모형의 간 효과를 

검증하는 차와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 Process 

Model 4를 활용한 이유는 간 효과에 한 추론

검증을 SPSS로 불가능하게 때문이다. 

 사회  자본  구조  차원*지식흡수역량과 

기업성과와의 매개된 조 효과검증을 한 모형

의 통계  유의성은 R-sq=.251, F= 105.83, 

P=.00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Bootstrapping을 통한 매개된 조 효과 검

증 결과(β= .388, 95% confidence interval [CI] 

= .314, .462)으로 나타나 지식흡수역량의 매개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재로 계  차원*지식흡수역량과 기업성

과와의 검증모형의 통계  유의성은 R-sq=.427, 

F= 235.35, P=.00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모형임

을 알 수 있다. Bootstrapping을 통한 매개된 조

효과 검증 결과(β= .586, 95% confidence 

interval [CI] = .511, .662)으로 나타나 지식흡수

역량의 매개된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인지  차원*지식흡수역량과 기업성

과와의 검증모형의 통계  유의성은 R-sq=.475, 

F= 284.97, P=.00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모형임

을 알 수 있다. Bootstrapping을 통한 매개된 조

효과 검증 결과(β= .640., 95% confidence 

interval [CI] = .565, .714)으로 나타나 지식흡수

역량의 매개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6> 매개된 조 효과 검증결과

R2 F  CI

구조 *지식흡수역량 .251 105.83 .388 .314 ∼.462

계 *지식흡수역량 .427 235.35 .586 .511 ∼ 662

인지 *지식흡수역량 .475 284.97 .640 .565 ∼ .714

인지 *지식흡수역량 .475 284.97 .640 .565 ∼ .714

Ⅵ.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BtoB 기업 간 형성된 사회  자본

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고, 지식흡

수역량에 따라 그 향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다.  치열해지는 경 환경과 기업간 핵심

역량의 차이가 없어짐에 따라 사회  자본의 

요성에 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실증에서 사

회  자본이 두 기업 간의 성과에 많은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 다. 실

증분석결과를 토 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  자본에 한 심

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BtoB거래에서 사회

 자본의 요성과 사회  자본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에 한 가설(H1, H2, H3)을 검증하

다. 이는 사회  자본 구성요소간 요한 상호작

용이 있음을 확인했다. 즉, 사회  자본 간에 

한 련이 있고 구성요소간 상호작용을 통해

서 사회  자본의 효과가 극 한 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BtoB거래에서 기업간 성과를 높이기 

해서는 기업들이 정보공유, 지식공유에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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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그 정보나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

을 갖추는가에 따라 그 기업의 성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검증하 다. 이는 가설 (H4,H5,H6)을 

통해 검증하 다. 즉, 넘치는 정보와 지식의 홍

수 시 에서 그 기업의 지식흡수역량이 높고 낮

음에 따라 그 기업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많은 기업들이 BtoB거래는 단순히 

일어나는 단편 인 거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

다. 이는 BtoC거래에서처럼 많은 소비자가 존재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BtoB 거래

에서는 더욱 단단한 연결고리가 필요함을 의미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두 기업의 성과

를 높이기 해서 업을 하는 경우에도 거래 

기업들의 지식흡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목표달성이 쉬워진다는 것이다. 기업 간 거래에

서 기업의 성과에 요한 매개역할뿐만 아니라 

조  역할을 하는 지식흡수역량에 해 다각

도로 검증하 다(H7,H8). 즉, 지식흡수역량을 단

순히 매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  

역할을 함으로써 두 기업 간 성과에 정 인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기업 간 거래에서 두 기업의 지식흡수역량의 

수 에 따라 기업성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

함과 동시에 단순히 기업 간 사회  자본이 축

되었다고 하더라도 두 기업의 지식흡수역량이 

낮다면 두 기업의 성과는  다른 결과가 나

타 날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먼  사회  

자본의 요성은 선행연구에서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  자본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상호

작용의 요성에 해 언 한 논문은 많지 않다. 

사회  자본의 구성요소는 각각의 다른 차원으

로 분류되지만 각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은 기

업의 사회  자본 능력에 요한 요소가 된다. 

각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다면 그 기업의 사회  자본은 경쟁 기업의 사

회  자본과는 다를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사

회  자본에 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기업은 사회  자본을 독립 으로 활용할 때도 

기업성과에 정 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사

회  자본의 각각의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을 

높인다면 기업성과 더욱 큰 효과가 난다는 것이

다.  한 지식흡수능력이 사회  자본의 가치를 

극 화하는데 요한 요소가 된다. 이를 다양한 

각도로 검증하 다. 마지막으로 치열한 경쟁과 

기술발 으로 경쟁 기업 간 핵심자산의 별 차이

를 느끼지 못하는 게 재의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  자본을 어떻게 형성하고 발

시키느냐는 기업의 성공과 직 인 연결고리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은 사회  자본에 더 

많은 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의  

   제시

본 연구는 앞서 밝힌 시사 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한계 이 존재하며, 이에 따른 향후 연구방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BtoB 거래기업간 형성

된 사회  자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언 한 것처럼 사

회  자본의 요성에 한 검증을 실시하 지

만 사회  자본외 감성자본 등과의 비교나 차이

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기존선행연구에서 언 되고 있는 핵심자

본과 사회  자본의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BtoB

거래에서 어떠한 자본이 더 큰 향을 미치는지

를 악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런 을 보완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는 좋은 연구 주제가 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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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업이 축 하고 있는 다양한 자본의 종

류를 구분하고 이 자본 간의 상호작용에 한 

검증과 자본 간의 달라지는 기업성과에 한 연

구도 의미 있는 주제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샘 을 유통기업으

로 한정한 것이다. 이는 반 인 경 환경에서

도 사회  자본의 요한 역할을 검증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향

후 연구에서는 기업샘 을 좀 더 다양하게 함으

로써 업종  업태간 비교를 통해 조  더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얻을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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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on the Firm’s Performance

- Focusing on the Mediated moderation effect of Knowledge Absorption Capacity -

Eum, Seong-Won
*
․ Leem, Byung-Hak

**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formed on B to B inter - firm transactions on 

firm’s performance through a research model developed around the mediating effect of knowledge 

absorption capacity. In other words, we examined how each level of social capital affects firm 

performance. by examining the dimensions of social capital that are not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we have identified how each element of social capital affects corporate performance. in 

addition, the effects of knowledge absorption on firm performance are analyzed and presented in 

various way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ocial capital is divided into three 

dimensions. In other words, the relationship between structural elements, relational dimensions, and 

cognitive dimensions was verified. First, the structural dimension influenced the relational 

dimension, and the relational dimens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ognitive dimension. this is 

meaningful in that it solved what is pointed out as a limit in previous studies. this is meaningful 

in that it verified what was pointed out as a limit in previous studies. secondly, the structural 

dimension influenced the cognitive dimension. Second, each component of social capital has a 

positive impact on knowledge absorption capacity. Finally, it was found that knowledge absorption 

capacit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orporate culture, and it was confirmed that knowledge 

absorption capacity was important. the extent to which social capital is absorbed in BtoB 

transactions means that the performance of the two companies can be quite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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