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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  략과 정보기술 역량 간의 합 계가 제조기업 

신에 미치는 향: 신의 공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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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제조기업 혁신은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필수

적이다(Siqueira & Cosh, 2008). 제조기업 혁신

에는 지식이 필요한데 이는 기업 혁신에서 새

로운 기술, 제품과 생산 방식을 탐색, 개발 및 

구현하는 과정들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지식들

이 투입되기 때문이다(Esterhuizen et al., 

2012). 그리고 지식 창출, 이전 및 공유와 활용

을 위한 일련의 활동들인 기업의 지식경영은 

혁신에서 요구하는 지식을 공급하는 수단이다

(Chen & Huang, 2007). 또한, 지식경영 전략은 

제조기업의 지식경영과 이에 대한 의사결정에

서 적절한 방향과 지침 등을 제시하는 총괄 계

획 또는 책략이다(Saito et al., 2007).   

많은 선행 연구들이 기업의 지식경영 전략과 

기업 혁신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Alwis & 

Hartmann, 2008; Esterhuizen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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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ra et al., 2013). Alwis & Hartmann(2008)은 

암묵적 지식을 중시하는 전략이 혁신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Esterhuizen et 

al.(2012)은 혁신 단계별로 각기 다른 지식경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프레임웍 개발을 통해 

보여주었다. Mura et al.(2013) 역시 지식 공유 

전략이 혁신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어떤 

형태의 지식경영 전략이 제품혁신 또는 과정혁

신에 영향을 미치는지 지식경영 전략의 형태와 

혁신 유형 간의 세부적인 관계가 규명된 것은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보유한 정보기술 역량은 

기업의 지식경영 전략을 지원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Joshi et al., 2010). 기업의 정보기술 

역량은 지식의 창출, 전파와 활용을 촉진하며 

지식경영 전략 수행을 전적으로 뒷받침하게 된

다. 정교한 검색, 저장 및 통신 시스템들은 지식 

활용, 획득과 지식 공유나 이전과 관련된 지식

경영 전략 실행을 지원한다(Joshi et al., 2010). 

Park et al.(2015)은 정보기술에 기반을 둔 학습 

체제와 지식경영 전략 간의 상호작용이 지식경

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Cui et al.(2015)은 정보기술의 유연성이 폭넓은 

외부 지식의 공유를 지원하며, 정보기술의 통합

성은 깊이 있는 외부 지식의 획득을 지원한다

고 주장하였다. 

제조기업 혁신은 크게 제품혁신과 과정혁신

으로 나누어진다(Park et al., 1999). 그러나 지

금까지, 지식경영 전략과 이를 지원하는 정보기

술 역량이 어떻게 제품 또는 과정 혁신에 함께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된 바가 없다. 그리고 특

정 형태의 지식경영 전략을 특히 잘 지원하는 

정보기술 역량 유형으로 무엇이 있는지 규명한 

경우도 없다. 특정 형태의 지식경영 전략에 적

합한 유형의 정보기술 역량을 밝히면 이를 이

용해 해당 형태의 지식경영 전략 구현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 또한, 특정 형태의 지식경영 전

략과 해당 유형의 정보기술 역량 간의 적합 관

계가 어떤 기업 혁신(제품혁신 또는 과정혁신)

을 지원하게 되는지 입증할 경우 제품 또는 과

정 혁신을 촉진, 유발하기 위해 적절히 갖추어

야 할 지식경영 전략 형태와 정보기술 역량 유

형을 제시할 수 있다. 

최근에 들어, 기업 혁신에서 중요 고려 사항

으로 취급되는 것이 혁신의 공개성(openness)

이다(Leiponen & Helfat, 2010). 혁신의 공개성

은 기업 혁신에서 요구되는 지식을 기업 내부 

지식 원천뿐 아니라 광범위한 외부 원천들로부

터 획득하는 정도이다(Lichtenthaler, 2009). 혁

신의 공개성이 높은 경우 기업은 공급 및 구매 

기업은 물론이고 경쟁자들과도 필요한 지식을 

교환하고 정부기관, 연구소와 교육기관 등으로

부터도 다양한 지식을 획득하여 혁신을 실행하

게 된다. Leiponen & Helfat(2010)는 혁신의 공

개성이 신 기술과 제품의 개발(혁신)에 양의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Cui et al.(2015) 역시 혁신의 공개성과 혁신의 

규모 또는 신속성 간의 관련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혁신의 공개성이 기업 혁

신에 미치는 영향도 입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될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식경영 전략 형태에 적합한 정보기술 

역량 유형이 무엇인지 밝힌다. 두 번째로, 지식

경영 전략 형태와 정보기술 역량 유형 간의 적

합 관계에 따라 어떤 종류의 혁신(제품혁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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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혁신)이 더욱 촉진, 유발되는지 규명한

다. 세 번째, 혁신의 공개성이 제품 및 과정 혁

신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마

지막으로, 기업 혁신이 기업 성과 제고에 기여

하는지 파악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가설 설정

2.1 혁신의 공개성 이론과 자원 의존 이론

혁신의 공개성 이론은 제품 및 과정 혁신에 

필요한 많은 지식을 여러 외부 원천들로부터 

획득, 이전받는 것이 혁신 성과의 증진과 함께 

성공 확률 또한 제고시킨다는 것이다(Wang et 

al., 2014). 외부 지식의 조달은 기업 혁신 성과

의 핵심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기업이 다양한 

기술적 및 지리적 영역들로부터 좀 더 폭넓게 

지식을 탐색하고 공급받는 것이 성공적인 혁신

을 보장한다고 본다(Leiponen & Helfat, 2010). 

Keupp & Gassmann(2009)은 기업이 공개 혁신

을 추진하는 이유를 기업 내부에서 찾았다. 기

업 내부의 약점, 즉, 혁신에 걸림돌이나 어려움

이 있는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개 혁신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자원 기반 이론(resource-based theory)에서 

자원 의존 이론이 도출되었다. 자원 기반 이론

은 기업의 전체 경쟁력과 성과는 기업이 소유

하고 이용하는 기업 특유의 자원들에 전적으로 

따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생존 및 경쟁

에서 요구되는 모든 자원들을 갖추고 있지 못

하다. 따라서 부족한 부분의 자원을 외부 조직

들의 공급에 의존해야 된다는 것이 자원 의존 

이론이다(Vachon & Klassen, 2008). 자원 의존 

이론에서는 기업의 독자적 생존은 상당히 어려

우며 기업은 일정 부분 외부 조직들의 자원과 

능력에 항상 의존해 있다고 본다(Cai & Yang, 

2008). 

2.2 지식경영 전략과 정보기술 역량 간의 

적합 관계

2.2.1 지식경영 전략

지식경영 전략은 경쟁적 이점 획득을 목적으

로 필요한 지식의 유형과 원천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이끌어나갈 논리적, 체계적 계획 또

는 방향을 의미한다(Kim et al., 2014). 기본적

인 지식경영 전략은 명문화 전략과 개인화 전

략으로 구분된다(Greiner et al., 2007). 명문화 

전략은 사후적으로 활용, 이전 및 공유하기 위

해 주로 명시적 형태의 지식을 획득, 저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반면에, 개인화 전

략은 개인적인 접촉과 상호작용 등을 통해 암

묵적 형태의 지식을 서로 간에 교환, 공유하는 

것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명시적 지식은 단어나 

수치로 표현할 수 있고 자료, 공식 또는 명세로

서 이전과 공유가 쉽다(Nonaka, 1994). 그러나 

암묵적 지식은 개인적인 기술, 경험과 개인의 

가치와 신념 속에 내재해 있는 지극히 개인적

인 것으로서 이전과 공유가 쉽지 않다.  

이러한 명시적 지식 및 암묵적 지식 지향이

라는 두 차원들을 근거로 4가지 형태의 지식경

영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Choi & Lee, 2003). 

4가지 형태는 시스템 지향, 인간 중심, 동적 지

향과 소극적 지식경영 전략으로 구분된다. 시스

템 지향은 명시적 지식의 경영에 초점을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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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인간 중심 지식경영 전략은 암묵적 지

식 중심이다. 그리고 동적 지식경영 전략은 명

시적 및 암묵적 지식 모두를 중시하는 전략이

며, 소극적 지식경영 전략은 명시적 또는 암묵

적 지식 중 어느 것도 강조하지 않는 전략이다. 

Choi & Lee(2003)의 지식경영 전략 구분 틀을 

제시한 것이 <그림 1>이다.

    

2.2.2 정보기술 역량

정보기술 역량은 모듈화, 적응성과 연결성으

로 구분할 수 있다(Fink & Neumann, 2009). 모

듈화는 일반화로서 변경이 쉬우며 따라서 다양

한 상황들 하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적응성은 

상황이 변화하여도 변화된 상황에 쉽게 부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연결성은 공급 또는 구매 기

업들의 시스템과 용이하게 연결, 접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Rai & Tang(2010)은 정보기술 역량

으로 통합도와 재구성 능력을 제시하였다. 정보

기술 통합 도는 다른 기업들의 시스템과 연결, 

통합될 수 있는 기능이며 재구성 능력은 모듈

화와 적응성을 지칭한다. Chen et al.(2015)도 

통합도와 정보기술 유연성 같은 유사 기능들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기능들이 다른 기업들과

의 정보 교환과 의사소통을 촉진시킨다고 주장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보기술의 통합도와 

유연성을 대표적인 두 가지 정보기술 역량으로 

간주하여 정보기술 역량 측정치로 사용하기로 

한다.

2.2.3 적합 관계

기업의 지식경영 전략 실행은 정보기술 역량

의 지원을 받으며, 따라서 특정 형태의 지식경

영 전략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해당 정보기

술 역량이 존재한다고 본다(Joshi et al., 2010). 

정보기술의 통합 도는 정보기술을 통해 상대방 

조직들(기업들)과 인적, 물적으로 공고히 연결

되어 있는 양상이다(Grover & Saeed, 2007). 정

보기술의 통합도에 따른 긴밀한 연결이나 시스

템을 통한 빈번한 상호작용은 관련 기업들 구

성원들 간의 사회적 통합을 가져오며 이는 신

뢰, 협력과 의사소통 같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

으로 연결된다(Joshi et al., 2010). 상대방 기업

과의 정보기술 통합도 수준이 높으면 깊이 있

는 암묵적 형태의 지식을 획득, 이전 및 공유할 

수 있는데 높은 정보기술 통합도에 의해 형성

된 사회적 자본이 암묵적 지식의 공유를 촉진

하는 것이다(Cui et al., 2015; 최경선, 안현철, 

2019). Chen et al.(2014)은 사회적 자본이 지식 

이전과 공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

다. 따라서 기업이 암묵적 지식을 중시하는 인

암묵적 지향

낮다 높다

명시적 지향 
높다

시스템 지향 

지식경영 전략
동적 지식경영 전략

낮다 소극적 지식경영 전략
인간 중심 

지식경영 전략

<그림 1> 지식경  략 구분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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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중심 지식경영 전략을 채택할 경우 이러한 

전략의 실행은 정보기술 통합 도에 의해 강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정보기술의 유연성은 기업에게 새로운 시스

템 요구를 쉽게 수용할 수 있게 하며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기업의 적응성을 높여준다(Rai & 

Tang, 2010; 오세환 등, 2016). 정보기술의 유

연성을 통해 기업은 시스템들을 신속히 재구성

하여 광범위한 외부 지식 원천들로부터 필요한 

지식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획득할 수 있다(Cui 

et al., 2015). 그리고 획득된 다양하면서도 광범

위한 지식들은 재규합되어 새로운 명시적 지식

을 형성하게 된다. 결국, 정보기술의 유연성이 

높으면 기업은 다양한 명시적 지식들을 외부 

원천들로부터 찾고, 획득하여 활용하는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Cui et al., 2015). 따라서 기업이 

명시적 지식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 지향 지식

경영 전략을 선호하면 정보기술의 유연성이 전

략 실행을 강하게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과 같은 가설 1, 2, 3과 4를 제시할 수 있다.

  

H1: 인간 중심 지식경영 전략을 채택한 기업

에서 정보기술의 통합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H2: 시스템 지향 지식경영 전략을 채택한 기

업에서 정보기술의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H3: 동적 지식경영 전략을 채택한 기업에서 

정보기술의 통합도와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높

다.

H4: 소극적 지식경영 전략을 채택한 기업에

서 정보기술의 통합도와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2.3 적합 관계의 제품 및 과정 혁신에 대

한 영향

2.3.1 제품혁신에 대한 영향  

제품혁신은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변화를 지

칭하며, 기존 제품과는 기능이나 성과가 전혀 

다른 신제품이면 주요 제품혁신이고 기존 제품

의 기능이 일부 바뀌면서 성과가 다소 나아지

면 일부 제품혁신이다(Park et al., 1999). 그러

나 기업이 달성하려는 혁신 유형에 따라 적합

한 지식이 공급되어야 하며 해당 혁신 유형이 

요구하는 지식 종류가 별도로 존재한다. 제품혁

신은 외부지향의 명시적 지식을 요구한다

(Abou-zeid & Cheng, 2004). 대체로, 경쟁기업 

제품의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를 통해 획

득한 명시적 지식이 제품혁신에 주로 사용된다. 

외부로부터 획득, 공급받은 명시적 지식들(예: 

고객 기호, 경쟁기업 제품설계와 출시된 신제품 

설계 등)이 제품혁신의 근거가 되며, 이러한 외

부 원천의 명시적 지식 없이 신제품 개발의 방

향과 설계 등을 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

다(Rijsdijk & Ende, 2011; 최종민, 2018). 

제품혁신에서 요구되는 지식은 관찰 가능하

며 이해가 쉽고 독창적이기 보다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명시적 지식일 경우가 많다. 이는 제

품혁신에서 고객의 요구 사항들이 제품에 반영

되고 혁신 결과가 신제품의 형태로서 구체적 

확인이 가능한 때문이다(Gopalakrishnan et al., 

1999). 또한, 제품혁신에 필요한 지식은 기존의 

여러 명시적 지식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명시적 

지식 체계로 재구성한 것일 수 있다. 결국, 제품

혁신을 위해서 새로운 명시적 지식을 획득하고 

기존 명시적 지식을 축적, 재형성하는 것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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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Brockman & Morgan, 2003). 따라서 제

품혁신에 필요한 명시적 지식을 충분히 공급,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시스템 지향 지식경

영 전략을 선택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보기술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리 전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 5를 제시할 수 있

다.

H5: 시스템 지향 지식경영 전략을 채택한 기

업에서 정보기술의 유연성이 높은 경우  제품

혁신 정도도 상대적으로 높다. 

2.3.2 과정혁신에 대한 영향 

과정혁신은 제품이 생산되는 방법에 대한 변

화를 지칭하며, 전혀 다른 생산 방법이면 주요 

과정혁신이고 기존 생산 방법의 점진적 변경은 

일부 과정혁신이다(Ettlie & Reza, 1992). 과정

혁신에서는 내부 지향의 암묵적 지식이 요구된

다(Abou-zeid & Cheng, 2004). 과정혁신에서 

요구되는 생산 방법 및 과정에 대한 지식은 기

업의 문화, 신념, 가치와 조직구조 속에 녹아 있

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 해당 기

업의 구성원들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암묵

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이들의 언어로만 해

석 가능하다(Gopalakrishnan et al., 1999). 

과정혁신은 조직 내 여타 부문들 또는 시스

템들과 얽혀있으므로 이용되는 지식이 더욱 복

잡하고 인과 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은 특성

을 지니고 있다. 과정혁신에서 이용되는 지식의 

암묵적 성격 때문에 경쟁기업들이 용이하게 모

방하기 어려우며, 지식을 획득, 이해하려면 실

제 상황에서 적용해 보고 경험해 보아야 한다

(Alwis & Hartmann, 2008). 과정혁신에서 사용

되는 암묵적 지식은 명문화가 쉽지 않고 해당 

기업(집단)을 벗어나면 지식공유가 어려우며, 

지식 창출과 이전을 위해 물리적 접촉과 상호

작용이 필요하고 문화적 또는 조직적 요인들을 

반영하여야 한다(Bedford, 2015). 따라서 과정

혁신에서 요구되는 암묵적 지식이 창출, 공급되

려면 기업은 인간 중심 지식경영 전략을 채택

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기술의 통합도

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상의 논리 전개에 따라 

다음의 가설 6을 제안할 수 있다.

H6: 인간 중심 지식경영 전략을 채택한 기업

에서 정보기술의 통합도가 높은 경우 과정혁신 

정도도 상대적으로 높다. 

2.3.3 제품혁신 및 과정혁신에 대한 영향

동적 지식경영 전략을 채택한 기업은 명시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 모두를 중시하며 이들 지

식들을 획득, 공급하려고 노력한다(Choi & 

Lee, 2003). 획득된 명시적 지식은 제품혁신에 

투입되어 혁신 성과를 높일 것이며 창출된 암

묵적 지식은 과정혁신에 사용되어 혁신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동적 지식경

영 전략을 채택한 기업이 높은 정보기술 통합

도와 유연성을 확보할 경우 이는 더 높은 제품 

및 과정 혁신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즉, 명시적 

지식 중시를 정보기술의 유연성이 지원하면서 

높은 제품혁신 성과가 나타날 것이고 암묵적 

지식 선호는 정보기술 통합도의 지원을 받아 

과정혁신을 제고시킬 것이다. 이러한 논리 전개

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 7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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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7: 동적 지식경영 전략을 채택한 기업에서 

정보기술의 통합도와 유연성이 높은 경우 과정

혁신 정도와 제품혁신 정도도 상대적으로 높다. 

2.4 혁신의 공개성의 기업 혁신에 대한 

영향

   

혁신의 공개성은 혁신에서 요구되는 지식을 

기업 내부뿐 아니라 광범위하며 다양한 외부 

원천들로부터 공급받아 활용하는 정도를 지칭

한다(Matthias & Gassmann, 2009). 혁신의 공

개성이 높을 경우 경쟁 기업들로부터도 필요한 

지식을 찾을 수 있으며, 공급기업, 구매기업, 교

육기관과 특정 학회 등으로부터도 지식을 공급

받게 된다. 전혀 다른 새로운 혁신은 특이하며 

기존에 알지 못했던 색다른 지식에 의존하는데 

그러한 지식은 여러 외부 원천들로부터 공급받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Holmes & Smart, 2009). 

외부 원천들로부터 색다른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은 혁신 성과를 좌우하는 주

요 요인으로서 새로운 혁신은 그러한 기업의 

역량에 전적으로 의존한다(Cui et al., 2015). 

Laursen & Salter(2006)는 외부 원천 지식들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으며 혁신의 

공개성이 신속한 혁신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상의 이론적, 

실증적 근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 8과 9를 

제시할 수 있다. 

H8: 혁신의 공개성 정도는 제품혁신 정도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H9: 혁신의 공개성 정도는 과정혁신 정도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2.5 기업 혁신의 기업 성과에 대한 영향

기업 혁신에 의해 많은 재무 또는 비재무 이

점들이 실현된다. 제품혁신에 따른 고객 만족, 

시장점유율 제고와 이익 증진 등을 들 수 있으

며, 과정혁신의 결과로서 품질개선, 효율성 증

대와 원가절감 등이 대표적이다(Lopez-Nicolas 

& Merono-Cerdan, 2011). Autry & Griffis 

(2008)는 지식 창출과 획득이 혁신을 고무, 자

극하며 혁신에 의해 기업 성과가 증진된다고 

주장하였다. Lopez-Nicolas & Merono-Cerdan 

(2011)은 기업 혁신은 전략적 지식경영에 의해 

제고되며 이는 결국 기업 성과 개선을 가져온

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Chen et 

al.(2015) 역시 제품혁신에 따른 여러 성과 이점

들을 제시하였는데 시장점유율, 매출액이익률, 

투자수익율과 이익 증진이다. 이러한 논리적, 

실증적 근거에 의해 다음의 가설 10과 11을 제

안할 수 있다. 

H10: 제품혁신 정도는 기업 성과에 양의 영

향을 미친다.

H11: 과정혁신 정도는 기업 성과에 양의 영

향을 미친다.

2.6 통제변수들

기업 혁신에 대한 통제변수로서 기업 규모, 

기업 업력, 지식흡수 능력과 산업의 첨단화 수

준을 들 수 있다. 기업 규모가 크고 업력이 많은 

조직일수록 조직적 관성(inertia)이 강하며 이는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기업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식흡수 능력이 있다. 지식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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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능력은 획득된 지식의 완전한 이해와 적용

을 돕고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기업이 속한 산업의 첨단화 수준에 따라 혁신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고도로 첨단화된 산

업에서 혁신이 빈번한 것으로 본다.

2.7 본 연구의 연구모형

   

지식경영 전략 형태와 정보기술 역량 유형 

간의 적합 관계, 이러한 적합 관계의 제품 및 

과정 혁신에 대한 영향 및 기업 혁신에 대한 혁

신의 공개성이 미치는 영향과 기업 혁신의 기

업 성과에 대한 영향 등을 연구모형으로 제시

한 것이 <그림 2>이다.

Ⅲ. 연구 방법 및 자료 수집

3.1 표본 추출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제품 및 과정 혁신이 연구 대상이

므로 제조 기업을 표본으로 결정하였다. 표본 

모집단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에 등록

된 제조업체들로서 1,000여개의 모집단 제조 

기업들로부터 500개를 무작위 추출하여 전체 

표본으로 삼았다. 설문지를 이용한 자료 수집을 

위해 표본 추출된 제조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

편조사가 이루어졌다. 제조 기업에서는 대부분 

기업 활동들이 제품 생산을 중심으로 실행되므

로 설문지 응답자는 기업의 생산 업무와 경영

업무 전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임원

급인 생산담당 부서의 부서장 또는 공장장이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100일간이다. 발송된 전체 500부의 설문지들 

중 111부가 회수되었다. 그러나 응답이 불성실

하거나 누락된 응답이 있는 경우와 응답자가 

부서장이 아닌 7부를 제외한 104부의 설문지가 

최종적으로 연구에 사용되었다. 업종과 규모에 

따른 표본 기업들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 <표 

1>이다.

<그림 2> 본 연구의 연구모형

적합

혁신의 공개성 지식경영 

전략

제품 및 

과정 혁신
기업 성과

기업 규모

기업 업력
기업 규모

기업 업력

지식흡수 능력

산업의 첨단화

정보기술 

역량

가설1
가설2
가설3
가설4

가설5, 가설6, 가설7

가설8
가설9

가설11가설10,

통제변수통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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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3.2.1 지식경영 전략

본 연구에서의 지식경영 전략은 중점을 두는 

지식 유형의 창출, 이전 및 공유와 활용에 대한 

기업의 접근법 내지는 방향이다(Choi & Lee, 

2003). Choi & Lee(2003)가 개발한 명시적 지

식 지향을 측정하기 위한 4가지 설문 문항들과 

암묵적 지식 지향을 측정하는 또 다른 4가지 문

항들을 이용하여 기업이 채택한 지식경영 전략 

형태를 측정, 구분하였다. 명시적 지향 측정 문

항들은 ‘명문화’, ‘공식 문서’, ‘문서화’와 ‘서로 

공유’이다. 암묵적 지향 측정 문항들은 ‘전문

가’, ‘직접 접촉’, ‘비공식 접촉’과 ‘일대일 멘토

링’의 4가지이다. 각각의 문항들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명시적 지향 문항들의 값만 

높고 암묵적 지향 문항들의 측정치는 낮으면 

시스템 지향 지식경영 전략에 해당되고, 반대

로, 암묵적 지향 문항들 값만 높으면 인간 중심 

지식경영 전략이다. 양쪽 측정치들이 모두 높으

면 동적 지식경영 전략이다. 

3.2.2 정보기술의 통합도와 유연성

정보기술 통합도는 해당 기업의 정보기술 시

스템이 여타 기업의 정보기술 기반 시스템과 

용이하게 통합, 연결되는 정도이다. 그리고 정

보기술의 유연성은 정보기술 관련 시스템이 여

건 변화에 쉽게 적응하고 부합될 수 있는 능력

이다(Chen et al., 2015). 본 연구는 Rai & 

Tang(2010)이 제시하는 설문 항목들을 사용하

여 통합도와 유연성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하였다. 정보기술 통합도를 측정하는 4가지 문

항들은 ‘공급 기업들 관련 시스템 내 자료에 접

근’, ‘공급 기업들 관련 시스템과 연결’, ‘공급 

기업들과 실시간으로 정보교환’과 ‘공급 기업

들 데이타 베이스로부터 정보수집’이다. 정보

기술의 유연성을 측정하는 4가지 항목들은  ‘새

로운 공급기업 용이하게 수용’, ‘새로운 기능들 

용이하게 반영’, ‘표준화 시스템’과 ‘소프트웨

어 모듈화’이다.

3.2.3 제품혁신과 과정혁신

제품혁신은 새로운 제품 출시와 기존 제품에 

업종 음식료 섬유
나무, 
종이

화학,
석유

비 속
1차
속

기계, 
속

기, 
자

자동차 합계

표본의 수 9 4 6 19 15 10 9 12 20 104

종업원의 수 100명 미만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00명이상-

500명 미만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합  계

표본의 수 8 24 19 28 25 104

총 매출액 5000억 미만
5000억 이상-

1조 미만

1조 이상-

5조 미만

5조 이상-

10조 미만
10조 이상 합계

표본의 수 24 28 23 20 9 104

당기순이익 500억 미만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5000억 미만

5000억 이상-

1조 미만

1조

이상
합계

표본의 수 27 22 23 20 12 104

<표 1> 표본기업의 업종별  규모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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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발생하는 정도이며, 과정혁신은 신 생산

기술 개발과 기존 기술 변화가 달성되는 정도

이다(Siqueria & Cosh, 2008). 본 연구는 Bisbe 

& Otley(2004)가 제시한 4가지 설문 항목들을 

이용하여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제품

혁신은 3년간 새로운 제품 출시, 3년간 기존 제

품 변화, 신제품 최초 출시와 신제품들의 비중

이라는 4 항목들이다. 과정혁신은 3년간 새로

운 기술 도입, 3년간 기존 기술 변화, 신기술 최

초 도입과 신기술들의 비중이라는 4 항목들이

다.

3.2.4 혁신의 공개성

혁신의 공개성은 혁신에서 요구되는 정보와 

지식을 외부 원천들로부터 입수하는 정도이다. 

Cui et al.(2015)과 Laursen & Salter(2006)가 

제안한 12가지 항목들을 사용하였으며, 7점 리

커트 척도가 이용되었다. 12가지 항목들은 공

급기업, 고객사, 경쟁기업, 자문회사, 사설 연구

기관, 교육기관, 공공 연구소, 정부기관, 각종 

협회, 전문 학술회의, 전시회와 전문 학회이다.

3.2.5 기업 성과

기업 성과는 최근 5년 동안 경쟁 기업들과 비

교하여 성과가 증대되었는지 여부를 측정하였

다(Iyer et al., 2009). 기업 성과는 Iyer et 

al.(2009)이 구성한 5가지 설문 항목들을 이용

하여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5가지 항

목들은 판매량 증가, 순이익 증대, 재무성과 개

선, 명성 강화와 투자수익률 제고이다. 

3.2.6 통제변수들

지식흡수 능력은 해당 제조 기업이 관련 지

식을 파악, 소화 및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흡수 능력의 측정에 Pilav- 

Velic & Marjanovic(2016)이 구성한 객관적 측

정치를 사용하였다. 제조기업 내 연구개발 인력

의 학력을 대졸이하, 대졸, 석사와 박사로 나눈 

다음 학력에 따라 1, 2, 3, 4의 가중치를 부여하

고 학력별 인원수에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값이 지식흡수 능력에 대한 측정치이다. 기업 

규모는 종업원 수로 측정하였고 기업 업력은 

설립이후 경과연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식

료 산업, 섬유, 나무와 종이와 기타 산업이 낮은 

첨단화 수준에 해당되며, 비금속 산업, 1차 금

속과 기계장비 산업이 중간 정도의 첨단화 수

준이고 화학 및 석유, 전기전자와 자동차 산업

을 높은 수준의 첨단화 산업으로 나누고 있다

(Park et al., 1999). 이러한 Park et al.(1999)의 

분류에 따라 산업의 첨단화 수준을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Ⅳ. 통계 분석결과

4.1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연구변수들을 측정하는 설문 항목들의 신뢰

도 입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test를 실행하

였다. 알파 테스트 결과, 개별 연구변수에 대한 

신뢰도 값은 0.68이상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의 공개성은 세 번째(경쟁사) 항목이 삭제

된 후 신뢰도 값이 0.855로 증가하였다. 본 연

구의 복수 설문 항목들 척도에 대한 구성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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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입증을 위해 변수 측정 설문 항목들에 대해 

배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 기법으로 요

인분석을 실행하였다. 요인분석을 실행하기 위

해서는 전체 설문 항목들 수의 4~5배에 해당하

는 표본 수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6 가지 연

구변수들을 위한 측정 설문 항목들 수가 전체 

41개로서 총 표본 수 104개로는 전체 항목들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행하기에 표본 수가 모

자란다. 따라서 설문 항목들 수에 대한 표본 수

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집단들을 구분한 다음 

개별 집단에 대해서 요인분석을 실행할 수 있

다. 요인분석을 위해 영향 관계에서 앞뒤 관계

이거나 비슷한 범위 개념들을 중심으로 설문 

항목들을 크게 2개 집단들로 구분하였다. 지식

경영 전략과 정보기술 역량 측정 항목들을 1개 

집단으로 하고, 나머지, 혁신의 공개성, 제품혁

신, 과정혁신과 기업 성과 측정 항목들을 또 다

른 집단으로 하였다. 

문항들 요인 문항들 요인

명시적 지향 1 2 3 4 제품혁신 1 2 3 4 5 6

1(명문화) 0.83 0.24 0.06 0.05 1(신제품 출시) 0.36 0.04 0.36 0.85 0.14 0.19

2(공식문서) 0.82 0.10 0.12 0.15 2(기존제품 변화) 0.39 0.09 0.39 0.71 -0.05 0.19

3(문서화) 0.81 0.13 0.01 0.07 3(최초 출시) 0.13 -0.03 0.38 0.83 0.24 0.11

4(서로 공유) 0.87 0.14 0.11 0.17 4(신제품들 비중) 0.26 0.03 0.31 0.88 0.20 0.11

5(전문가) 0.71 0.34 0.08 0.31 과정혁신

암묵적 지향 1(신기술 도입) 0.11 0.10 0.88 0.34 -0.01 -0.05

1(직접 접촉) 0.35 0.13 0.01 0.72 2(기존기술 변화) 0.20 0.17 0.83 0.39 0.02 0.01

2(비공식 접촉) 0.15 -0.04 0.11 0.92 3(최초 도입) 0.08 0.13 0.87 0.35 0.04 0.01

3(멘토링) 0.32 0.22 -0.04 0.84 4(신기술들 비중) 0.25 0.20 0.79 0.39 0.14 0.04

통합도 혁신 공개성

1(자료 접근) -0.06 0.09 0.91 0.01 1(공급기업) -0.07 0.20 0.13 0.04 0.01 0.75

2(시스템 연결) 0.15 0.34 0.84 0.10 2(고객사) 0.10 0.06 0.08 -0.07 0.28 0.80

3(정보교환) 0.17 0.39 0.76 -0.00 4(자문회사) -0.04 0.71 -0.00 0.17 -0.04 -0.05

4(정보수집) 0.09 0.29 0.85 0.01 5(사설 연구기관) 0.15 0.82 0.03 -0.00 0.14 0.20

유연성 6(교육기관) -0.02 0.86 0.10 -0.02 0.15 0.15

1(쉽게 수용) 0.14 0.88 0.29 0.02 7(공공 연구소) -0.05 0.85 0.18 0.03 0.16 0.06

2(쉽게 반영) 0.18 0.88 0.32 0.12 8(정부기관) -0.02 0.73 0.24 0.25 0.37 -0.07

3(표준화) 0.35 0.78 0.33 0.05 9(각종 협회) 0.04 0.38 0.07 0.11 0.76 0.05

4(모듈화) 0.28 0.83 0.22 0.11 10(학술회의) 0.13 0.37 0.16 -0.25 0.76 0.09

11(전시회) 0.23 0.01 0.11 0.22 073 0.22

12(전문 학회) 0.14 0.14 0.08 -0.10 0.84 0.05

기업 성과

1(판매량) 0.86 0.15 0.21 0.11 0.06 0.11

2(순이익) 0.91 -0.01 0.25 0.24 0.11 0.02

3(재무성과) 0.93 -0.09 0.21 0.22 0.16 -0.01

4(명성 강화) 0.90 0.05 0.20 0.01 0.07 -0.04

5(투자수익률) 0.88 -0.05 0.26 0.06 0.17 -0.01

Eigen value 4.1 3.5 3.2 2.1 - 3.8 3.6 2.9 2.6 2.2 1.2

% of var. 21.7 18.8 17.3 11.0 - 19.7 19.0 13.8 13.5 12.5 4.1

<표 2> 탐색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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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 결과, 암묵적 지향 측정 항목들 중 

첫 번째 항목(전문가)이 명시적 지향 측정 요인

에 적재되어 명시적 지향 측정 항목들은 5개가 

되었다. 이것은 암묵적 지식과 명시적 지식 간

의 높은 상관성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판단

된다. 명시적 지향 측정 항목들과 암묵적 지향 

측정 항목들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0.911과 

0.817이었다. 혁신의 공개성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변수들 측정 항목들은 하나의 요인을 형성

하여 해당 연구변수를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혁신의 공개성의 경우 3개 요인들로 나누어

졌다. 첫 번째 요인은 자문회사, 사설 연구기관, 

교육기관, 공공 연구소와 정부기관이 적재되어 

‘연구기관과의 공개성’이다. 두 번째 요인은 각

종 협회, 전문 학술회의, 전시회와 전문 학회가 

적재되어 ‘학술단체와의 공개성’이며, 마지막 

요인은 공급기업과 고객사가 적재되어 ‘주요 

기업들과의 공개성’이다. 주요 기업들과의 공

개성, 연구기관과의 공개성과 학술단체와의 공

개성 각각의 신뢰도 계수는 0.686, 0.873과 

0.861이었다. 최종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표 3>은 본 연구의 연구

변수들에 대한 기술 통계량과 신뢰도 값(알파 

계수)을 보여준다.

4.2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주요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가 <표 4>에 나타나 있다. <표 4>에서 명시

적 지식 지향, 즉, 시스템 지향 지식경영 전략이 

정보기술의 유연성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

이고 있다. 그리고 암묵적 지식 지향인 인간 중

항목  평균 표 편차 최소 값 최  값 신뢰도 계수

.명시적 지식 지향 5.2 1.04 2.6 7.0 0.91

.암묵적 지식 지향 4.5 1.22 1.0 7.0 0.81

.정보기술 통합도 3.0 1.45 1.0 6.0 0.92

.정보기술 유연성 3.5 1.45 1.0 7.0 0.95

.제품혁신 3.8 1.22 1.0 6.75 0.92

.과정혁신 3.9 1.31 1.0 7.0 0.94

.주요 기업들과의 공개성 4.6 1.16 1.0 7.0 0.68

.연구기관과의 공개성 3.1 1.17 1.0 6.2 0.87

.학술단체와의 공개성 3.7 1.19 1.0 6.0 0.86

.지식흡수 능력 168 481 0.0 3,300 -

.기업 성과 4.3 1.41 1.0 7.0 0.96

<표 3> 연구변수들의 기술 통계치

변수 명 암묵  지향 IT 통합도 IT 유연성 제품 신 과정 신

명시적 지향 0.44a 0.26b 0.49a 0.36a 0.54a

암묵적 지향 - 0.30a 0.14 0.22b 0.31a

IT 통합도 - - 0.49a 0.30a 0.46a

IT 유연성 - - - 0.36a 0.55a

제품혁신 - - - - 0.54a

<표 4> 연구변수들 간의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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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지식경영 전략은 정보기술의 통합도와 더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명시적 지식 지

향과 암묵적 지식 지향으로 표현된 지식경영 

전략과 정보기술 통합도 및 유연성은 제품 및 

과정 혁신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4.3 적합 관계 검증 

지식경영 전략 형태에 따라 적합한 정보기술 

역량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며 지식경영 전략 

형태와 정보기술 역량 유형 간의 적합 관계가 

어떤 제조기업 혁신 차이를 가져오는지 입증하

기 위해 표본 기업들에 대해 집락 분석을 실행

하였다. 명시적 지향과 암묵적 지향 그리고 이

들과 적합 관계를 형성할 정보기술의 통합도와 

유연성을 이용한 집락 분석을 실행하여 이들 

변수들에 있어서 서로 유사한 기업 군들을 추

출하여 가설을 뒷받침하는 현상이 일어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지식경영 전략 

형태에 적합(fit)하게 정보기술 역량 유형이 갖

추어질 경우, 그에 따른 명시적 또는 암묵적 지

식의 활성화가 제품 또는 과정 혁신으로 이어

진다는 선행 연구의 논리에 근거한 것이다

(Abou-zeid & Cheng, 2004). 

   

4.3.1 집락 분석과 거리 계수 

4가지 기준 변수들을 근거로 집락 분석이 실

행되었다. 본 집락 분석에서는 계층적 응집법이 

사용되고 표본 간 거리는 유크리디안 제곱거리

(squared euclidean distance)로 측정하며, 와드 

방법(Ward's method)을 이용하여 집단 내 분산

이 최소화되었다. 집락 분석에서 어려운 문제가 

집단의 최적 숫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거리 계

수를 가지고 집단의 수를 결정하지만 연구자의 

판단에 따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표 5>에 제

시된 거리 계수를 보면, 9%정도씩 증가하던 계

수가 6 단계, 5 단계와 3 단계에서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한다(계수가 12.1%, 14.9%와 

18.5% 증가). 따라서 집단의 수를 4개, 6개와 

7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4개로는 다양한 경우

를 보기 어려우며 7개 집단을 사용하면 여러 경

우를 볼 수 있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4.3.2 적합 관계

7 집단들 간에 명시적 지향, 암묵적 지향, 정

보기술의 통합도와 유연성에 있어서 유의한 차

이가 있는지 여부를 Kruskal-Wallis test로 검증

하였으며, <표 6>에서 χ2값을 보면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표

본 크기는 104개이므로 중간 순위가 52정도다. 

중간 순위 52이하는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으며 

52이상은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집단 A는 

명시적 지향만 등수 1위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

므로 ‘시스템 지향 지식경영 전략’을 채택한 집

단이다. 집단 F는 암묵적 지향만 중간 순위 이

단계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거리 계수 85.9 94.3 102.8 112.6 126.3 145.2 165.3 195.9 259.2 425.5
 계수의 증가율(%) - 9.7% 9.0 9.5 12.1 14.9 13.8 18.5 32.3 64.1

집단의 수 10 9 8 7 6 5 4 3 2 1

<표 5> 집락 분석과 거리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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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높으므로 ‘인간 중심 지식경영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집단 D와 G는 명시적 지향과 

암묵적 지향 모두가 높으므로 ‘동적 지식경영 

전략’을 채택한 군이다. 그리고 나머지 집단 B, 

C와 E는 순위가 모두 낮아서 ‘소극적 지식경영 

전략’을 채택한 집단들이다. 

시스템 지향인 집단 A를 보면 상대적으로 정

보기술의 유연성이 매우(유의적으로) 높다(윌

콕슨 부호 검증 결과, Z=-1.84, p=0.06). 이는 

시스템 지향 지식경영 전략을 채택한 기업에서 

정보기술의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가설 

2를 지지하는 현상이다. 동적 지식경영 전략인 

집단 D에서 정보기술의 통합도와 유연성 모두

가 등수 1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동

적 지식경영 전략을 채택한 기업에서 정보기술

의 통합도와 유연성 모두가 높다는 가설 3을 지

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소극적 지식경영 

전략에 해당되는 집단 B와 C를 보면 정보기술

의 통합도와 유연성 모두가 평균 순위 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극적 지

식경영 전략을 채택한 기업에서는 정보기술의 

통합도와 유연성 모두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가

설 4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 중심 지

식경영 전략인 집단 F에서 정보기술의 통합도

와 유연성 모두가 낮게 나타나, 인간 중심 지식

경영 전략을 채택한 기업은 정보기술의 통합도

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가설 1이 지지되지 않는

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따라 가설 1은 기각되

며, 가설 2, 3과 4는 지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4.3.3 기업 혁신 차이

7 집단들 간에 제품혁신, 과정혁신, 주요 기

업과의 공개성, 연구기관과 공개성과 학술단체

와의 공개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Kruskal-Wallis test로 검증하였다. <표 

7>의 χ2값을 보면, 학술단체와의 공개성을 제

외하고 나머지 변수들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에서 시스

템 지향 지식경영 전략을 채택한 집단 A의 경

우 정보기술의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제

품혁신이 과정혁신에 비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윌콕슨 부호 검증 결과, 

Z=-1.68, p=0.09). 이것은 명시적 지식을 획득, 

공유하려는 시스템 지향 지식경영 전략 하에서 

정보기술의 유연성을 통해 명시적 지식의 축척

을 지원받는 경우 명시적 지식을 주로 필요로 

하는 제품혁신이 더욱 활성화된다는 가설 5를 

지지하는 현상이다. 집단 F는 암묵적 지식을 중

시하는 인간 중심 지식경영 전략을 채택하고 

항목
집단 A (n=7) 
시스템 지향

집단 B 
(n=20)
소극

집단 C 
(n=13)
소극

집단 D 
(n=16)
동

집단 E 
(n=20)
소극

집단 F
(n=21)
인간 심

집단 G 
(n=6)
동

χ2

명시적 지향 70.6(1) 19.1(7) 30.8(6) 51.7(3) 43.7(5) 48.1(4) 57.3(2) 38.2a

암묵적 지향 37.5(5) 25.6(6) 16.6(7) 58.6(2) 43.6(4) 54.2(3) 59.8(1) 43.3a

정보기술 통합도 54.3(3) 30.3(5) 37.0(4) 67.1(1) 55.2(2) 26.4(6) 21.8(7) 46.9a

정보기술 유연성 65.1(2) 23.1(7) 43.8(5) 66.2(1) 45.0(4) 25.1(6) 57.1(3) 50.9a

- 수치는 mean rank이며, (  )속의 수치 값은 상대적 등수임. a: p<0.01   

<표 6> 7 집단들 간 기  변수들 차이(Kruskal-Wallis test)



지식경영 전략과 정보기술 역량 간의 적합 관계가 제조기업 혁신에 미치는 영향: 혁신의 공개성

- 15 -

있지만 암묵적 지식 획득을 지원하는 정보기술

의 통합도가 저조하며 그에 따라 암묵적 지식

을 요구하는 과정혁신 자체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과정혁신의 활성화와 관

련된 가설 6을 기각한다. 

집단 D는 명시적 및 암묵적 지식 모두에 초

점을 맞춘 동적 지식경영 전략을 채택하고 있

으며 정보기술의 통합도와 유연성 모두가 높은 

수준이고 이에 따라 제품혁신과 과정혁신도 함

께 높은 수준으로 유발되고 있다. 이것은 동적 

지식경영 전략 하에서 높은 수준의 정보기술 

통합도와 유연성의 지원을 받아 명시적 및 암

묵적 지식이 활발히 획득, 공급될 경우 제품 및 

과정 혁신 모두가 활성화된다는 가설 7을 지지

하는 현상이다. 집단 B와 C는 소극적 지식경영 

전략을 채택하고 있고 정보기술의 통합도와 유

연성 모두가 저조한 상황에서 기업 혁신 수준

도 매우 저조하다. 집단 G는 동적 지식경영 전

략을 채택하고 있지만 정보기술의 유연성만 조

금 높은 상황에서 제품혁신 수준도 중간 정도

이다.

집단 G의 경우, 동적 지식경영 전략을 채택

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기술 역량은 

유연성만 확보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의 유

연성과 동적 지식경영 전략으로 인한 명시적 

지향이 서로 적합 관계를 형성하면서 중간 수

준의 제품혁신을 가져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그러나 동적 지식경영 전략에 따른 암묵적 

지향에 대해 정보기술 통합도는 현저히 낮으며 

따라서 과정혁신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집단 

D와 G를 비교해 보면 명시적 지향과 암묵적 지

향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Mann- 

Whitney test 결과, U값이 14.5와 19로서 유의

수준이 0.43과 0.88임). 그러나 집단 D와 G 간

에 정보기술 통합도와 유연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Mann-Whitney test 결과, U값이 0.00과 

4.0으로서 유의수준이 0.00과 0.02임). 그리고 

제품혁신과 과정혁신에 있어서 집단 D와 G 간

의 차이를 보면, 제품혁신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과정혁신은 집단 D가 유의하게 높았

다(Mann-Whitney test 결과, U값이 16.5와 7.0

으로서 유의수준이 0.61과 0.06임).  

 

항목
집단 A (n=7) 

시스템 지향

집단 B 

(n=20)

소극적

집단 C 

(n=13)

소극적

집단 D 

(n=16)

동적

집단 E 

(n=20)

소극적

집단 F 

(n=21)

인간 중심

집단 G 

(n=6)

동적

χ2

정보기술 통합도 54.3(3) 30.3(5) 37.0(4) 67.1(1) 55.2(2) 26.4(6) 21.8(7) 46.9a

정보기술 유연성 65.1(2) 23.1(7) 43.8(5) 66.2(1) 45.0(4) 25.1(6) 57.1(3) 50.9a

제품혁신 62.3(1) 31.7(7) 33.9(6) 54.3(2) 43.6(4) 36.7(5) 51.5(3) 13.2b

과정혁신 49.1(2) 26.4(7) 32.6(6) 65.0(1) 47.0(4) 34.0(5) 47.1(3) 25.1a

주요 기업 공개성 54.5(1) 32.7(7) 46.2(4) 46.9(3) 33.6(6) 49.0(2) 41.7(5) 10.3c

연구기관 공개성 28.0(7) 36.5(5) 31.7(6) 66.0(1) 38.5(4) 39.0(3) 51.8(2) 13.5b

학술단체 공개성 35.6(7) 37.9(5) 37.7(6) 59.9(1) 40.1(3) 40.0(4) 52.2(2) 6.1

- 수치는 mean rank이며, (  )속의 수치 값은 상대적 등수임. a: p<0.01, b: p<0.05, c: p<0.1   

<표 7> 7 집단들 간 기업 신 차이(Kruskal-Walli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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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혁신의 공개성의 기업 혁신에 대한 

영향

혁신의 공개성이 기업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

중 회귀분석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8>에서 보면, 제품혁신과 과정혁신에 학술

단체와의 공개성과 기업 규모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회, 학술기

관과 학술회의 등을 통한 외부 지식 공급이 제

조기업의 제품 및 과정 혁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 규모의 영향은, 혁신에는 

많은 자원이 소모되며 기업 규모는 기업의 자

원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양의 영향이 나타

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혁신의 공개성의 

제품 및 과정 혁신에 대한 영향을 나타낸 가설 

8과 9는 부분 지지된다. 

<표 8> 신 공개성의 기업 신에 한 향분석(다  회귀분석1))

독립변수

종속변수

주요 기업 
공개성

연구기  
공개성

학술단체 
공개성

지식 흡수 능력 기업 규모 기업 업력

β계수 t값 β계수 t값 β계수 t값 β계수 t값 β계수 t값 β계수 t값

제품혁신 0.09 0.66 -0.06 -0.44 0.37 2.35b 0.03 0.20 0.32 2.16b -0.00 -0.03

과정혁신 0.08 0.52 0.11 0.66 0.20 1.70c -0.13 -0.78 0.32 2.17b 0.00 0.00   

낮은 첨단화 간 첨단화 높은 첨단화 

(F값)β계수 t값 β계수 t값 β계수 t값

-0.01 -0.08 -0.16 -1.14 0.00 0.00
0.30

(2.39b)

0.01 0.07 -0.08 -0.58 0.00 0.00
0.25

(1.85c)
  

 b: p<0.05, c: p<0.1 

   

<표 9> 기업 신의 기업 성과에 한 향분석(다  회귀분석2))

 독립변수

종속변수

제품 신 과정 신 기업 규모 기업 업력 낮은 첨단화 간 첨단화

β계수 t값 β계수 t값 β계수 t값 β계수 t값 β계수 t값 β계수 t값

기업 성과 0.29 1.98c 0.24 1.82c -0.17 -1.40 -0.03 -0.28 0.06 0.48 0.00 0.03   

높은 첨단화 

(F값)β계수 t값

0.00 0.00
0.26

(3.12b)

 b: p<0.05, c: p<0.1

1) VIF는 1.7이하임.
2) VIF는 2.4이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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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기업 성과에 대한 영향

기업 혁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제조기

업 혁신의 기업 성과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결

과가 <표 9>에 나타나 있다. 분석 결과, 제품혁

신과 과정혁신은 기업 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혁신을 통한 공정 

개선, 원가절감, 효율성 증대와 신 시장 개척 등

과 같은 이점 획득이 기업 성과 제고로 연결된

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혁신의 성과에 대한 

양의 영향을 제시한 가설 10과 11은 지지된다.

 

Ⅴ. 연구 결론과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

5.1 연구 결론

본 연구는 지식경영 전략과 이를 지원하는 

정보기술 역량 간의 적합 관계가 제품 또는 과

정 혁신 중 어느 혁신을 활성화시키는지를 구

체적으로 검증하였다. 먼저, 지식경영 전략 형

태를 시스템 지향, 인간 중심, 동적 및 소극적 

지식경영 전략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지원하는 

정보기술 역량을 입증하였다. 집락 분석을 통한 

검증결과, 시스템 지향 지식경영 전략 하에서 

정보기술의 유연성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암묵적 지식에 초점을 맞춘 

인간 중심 지식경영 전략을 채택한 경우 암묵

적 지식 획득을 지원하는 정보기술 통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암묵적 및 명시적 지식 모두를 중시하

는 동적 지식경영 전략의 경우에는 이의 지원

을 위해 정보기술의 통합도와 유연성 모두 수

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집락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시스템 지향 지

식경영 전략 하에서 정보기술의 유연성이 높을 

때 상대적으로 제품혁신 수준이 높은 것이 확

인되었다. 그러나 암묵적 지식을 중시하는 인간 

중심 지식경영 전략의 경우 암묵적 지식 창출

을 돕는 정보기술의 통합도가 낮았으며 제품혁

신과 과정혁신 모두가 저조하였다. 동적 지식경

영 전략을 채택한 경우 높은 정보기술 통합도

와 유연성 하에서 제품 및 과정 혁신의 수준 또

한 높았다. 지식경영 전략과 정보기술 역량을 

통한 명시적 및 암묵적 지식의 획득과 창출이 

활발히 수행되면 이러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제품혁신과 과정혁신 모두가 활성화 된다는 것

이다. 

혁신의 공개성의 기업 혁신에 대한 영향 분

석에서는 학술단체들과의 공개성만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회, 학술

기관과 전문 학술지 등으로부터 공급되는 지식

이 혁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마

지막으로, 기업 혁신의 기업 성과에 대한 영향 

분석은 제품혁신과 과정혁신 모두 유의한 영향

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혁신을 통한 공정 및 

생산 방법 개선이나 신제품을 통한 시장 확대 

등이 바로 기업 성과 제고로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5.2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 결과는 많은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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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들을 제시한다. 먼저,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

은 기여 점들이 있다. 첫째, 특정 형태의 지식경

영 전략에 적합한 정보기술 역량 유형이 무엇

인지 구체적으로 확인, 제안하였다. 기존 연구

들에서 기업의 정보기술 역량이 지식경영 전략

을 지원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주장, 검증되었지

만 본 연구처럼 지식경영 전략 형태별로 이를 

지원할 정보기술 역량 유형이 파악되고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시스템 지향 지식경영 전략은 

정보기술의 유연성에 의해 더욱 뒷받침되며, 동

적 지식경영 전략을 채택할 경우 정보기술의 

통합도와 유연성 모두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다.

두 번째로, 지식경영 전략 형태에 적합한 정

보기술 역량 유형이 갖추어지면 어떤 종류의 

혁신이 더욱 촉진되는지 본 연구가 파악, 입증

한 점이다. 지식경영 관점에서 지식의 공급은 

혁신에 필수적인데 해당 혁신을 유발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지식경영 전략이 채택되고 이를 

지원할 정보기술 역량 유형이 갖추어져야 되는

지 기존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제품혁신에는 시스템 지향 지식경영 전략과 정

보기술의 유연성 확보가 관건임이 입증되었다. 

제품 및 과정 혁신 모두를 위해서는 동적 지식

경영 전략과 함께 정보기술의 통합도와 유연성

이 동시에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도 규명되었다.

마지막으로, 혁신의 공개성 문제는 기존 연

구들에서 많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혁신의 공개성에 대한 실체가 무엇인지 

구체적 파악 시도가 이루어진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에서 실증 분석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우리나라에서의 혁신 공개성은 주요 기업들과

의 공개성, 연구기관과의 공개성과 학술단체와

의 공개성 3가지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의 공개성이 기업 혁신에 실제 영향을 미

치는지 검증한 점도 혁신의 공개성과 기업 혁

신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더욱 공고히 뒷받

침한다고 본다. 즉, 기존 이론을 재확인 시켜준 

것이다.

실무적 시사점들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정보기술 역량을 지식경영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나름대로의 방안들

을 마련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지식경영과 정

보기술 역량을 연결시키기 위해 이를 통합 논

의할 기구인 위원회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세 

번째, 기업의 전략적 방향, 이를 구현하기 위한 

지식경영 전략과 지식경영을 지원하는 정보기

술 체제가 기업의 전사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장기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네 번째, 혁신의 

공개성 관점에서 해당 기업의 효율적인 외부 

지식 원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

가 있다. 마지막으로, 혁신의 공개성을 추진할 

조직 기구의 필요성도 제안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대적으로 작은 표본 수로 인해 분

석에 제한이 가해진 점이다. 이외에, 설문자료 

수집에 따른 근본적 한계점도 있을 수 있다. 정

보기술의 통합도와 유연성을 본 연구에서는 실

제 통합도와 실제 유연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통합도와 유연성의 중요도를 측정할 수

도 있으며, 적합 관계 검증을 위해 중요도를 측

정하지 못한 점도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또한, 

명시적 지향과 암묵적 지향을 측정함에 있어서 

모호한 문항이 존재한 점도 측정의 한계를 드

러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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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the Fit between Forms of KM Strategy and Types 
of IT Capability on the Innovations of Manufacturing Firm: 

Innovation Openness

Choe, Jong-min

Purpose

This study explorator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fit between forms of knowledge 

management(KM) strategy and types of information technology(IT) capability on the kinds of 

innovations such as product and process innovations. In this study, the openness of innovations 

that affects the innovations of a firm is considered. 

Design/methodology/approach

For this empirical study, 104 manufacturing firms’ data were finally collected through field 

survey. For the analysis of the data, cluste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employed.

Findings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when a system-oriented KM strategy is adopted, IT flexibility, 

which supports the implementation of a system-oriented strategy, is highly employed and utilized. 

It was also found that under a dynamic KM strategy, both IT integration and IT flexibility are 

highly employed. For the innovation of a firm, it was found that when a system-oriented strategy 

is employed and the flexibility of IT is highly adopted, the levels of product innovation are 

enhanced. Under a dynamic strategy, when the degrees of IT integration and IT flexibility are high, 

high levels of product and process innovations were empirically found. The impact of innovation 

openness on the innovations of a firm were partially demonstrated. Finally, the positive impact 

of the innovations on the improvement of performance in manufacturing firms were demonstrated.

Keywords: KM Strategy, IT Capability, Openness of Innovations, Fit, Organization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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