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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ㄴ

Astheexternalknowledgenetworksoffirmshavebecomemoreandmoreimportanttotheirproduct

andserviceinnovations,manygloballeadingcompaniessuchasP&G,IBM,andSamsungElectronics

haveformulatedandimplementedtheiropeninnovationstrategy.Thisstudyattemptsto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s of CEOs' supports for external knowledge networks, external knowledge

network-orientedculturesandinter-organizationalknowledgemanagementsystemsasthemajorantecedents

toexternalknowledgenetworksbyusingthedatabasedonorganizationalmembers’perceptionsabout

them.Basedon847samplescollectedfrom employeesinthreecompaniesinthemedical,theconstruction

andtheITserviceindustries,thisstudyperformedastructuralequationmodeling(SEM)analysisaboutthe

effectsoftheantecedentstotheexternalknowledgenetworksonproductandserviceinnovationsthrough

PartialLeastSquares(PLS).Theempiricalfindingsofthisstudyshow thatCEOs'supportsforexternal

knowledgenetworkpositivelyinfluenceproductandserviceinnovations,partiallymediatedbyexternal

knowledgenetwork-orientedculturesandinter-organizationalknowledgemanagementsystems.Andthey

also show that externalknowledge network-oriented cultures and inter-organizational knowledge

managementsystemshaveapositiveeffectonproductandserviceinnovations,respectively,partially

mediatedbyexternalknowledgenetworks.Withthesenewfindings,academicandpracticalimplications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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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지식 기반 이론(knowledge-basedtheory)의 에

이 연구는 2013년도 남 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교신 자

논문 수일:2013년 7월 8일;게재확정일:2013년 9월 5일

서 기업의 지식 네트워크는 제품 서비스 신에

요한 역할을 한다.“지식 네트워크란 지식의 획득,

이 ,공유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계로

연결된 개인 는 집단의 집합체 (Phelps,Heidland

Wadhwa,2012,p.1117)”를 가리키는 것으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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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고 유용한 지식이 효과 으로 공유되고 창출되는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은 오늘날과 같

은 지식기반 경제 (knowledge-basedeconomy)에서

보다 많은 제품 서비스 신을 창출 할 수 있다

(Chesbrough,2006a).

기업의 지식 네트워크는 조직의 경계를 심으로

내부 지식 네트워크와 외부 지식 네트워크로 구분되

는데(Chesbrough,2006a),최근 기업의 제품 서비

스 신에 있어서 개방형 신(openinnovation)의

요성이 부각되면서 외부 지식 네트워크에 한 학

계와 실무 경 자들의 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Hau&Kim,2011;윤지 ,민진 ,한세희,이희석,

2011;서리빈,윤 덕,2012).개방형 신(open

innovation)은 기업의 내부 지식 네트워크에만

을 맞추는 폐쇄형 신(closedinnovation)과는 달리

기업의 외부 지식 네트워크까지 신의 원천으로

극 활용 하는 신 패러다임으로 이미 P&G IBM

과 같은 로벌 선도 기업들은 제품 서비스 신

을 한 개방형 신 략을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Chesbrough,2006b;Chesbrough,2007).뿐만 아니

라,삼성 자 한 지난 해 말 실리콘밸리에 open

innovationcenter를 설립하여 외부 지식 네트워크의

략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업의 외부 지식 네트워크는 개방형 신의 주

요 근간을 이룬다 (Chesbrough,2006a;Hustonand

Sakkab,2006).따라서,외부 지식 네트워크 구축의

주요 선행 요인들을 악하고 그 향력을 분석하는

연구는 개방형 신과 련된 연구의 폭과 깊이를 더

하는 데에 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그러므로,본

연구는 개방형 신의 주요 근간이 되는 기업의 외부

지식네트워크 구축의 선행 요인들로 종업원들이 인식

하고 있는 자사의 외부 지식 네트워크 구축에 한

최고 경 자의 지원과 외부 지식 네트워크 지향 문화

조직간 지식 공유 시스템의 구축 정도가 자사의

외부 지식 네트워크의 구축 정도에 미치는 향을 분

† http://www.koreatimes.com/article/784915

석하고 이와 함께 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자사의

외부 지식 네트워크의 구축 정도가 제품 서비스

신의 정도에 미치는 향을 실증 분석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본 논문은 서론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5개 부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첫째,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배경과 연구 목 을 밝히고 둘째,이론 배경

연구 모형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가설들의 이론 기반을 소개한다.셋째,연구 방법에

서는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을 해 수행된 설문조사

분석 방법을 소개한다.넷째,분석 결과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의 실증 분석 결과를 제공하며,다

섯째,연구 결론에서 연구 결과의 요약과 함께 본 연

구의 시사 과 한계 을 제공한다.

Ⅱ.이론 배경 연구 모형

1.최고 경 자의 지원

최고 경 자의 지원은 기업의 신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김병수,허용석,한인구,이

희석,2010).최고 경 자는 조직의 외부 지식 네트워

크의 구축과 이를 통한 개방형 신의 성과를 증진

시키는 데에 매우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Ahnand

Minshall,2012).우선,기업의 최고 경 자는 조직의

외부 지식 네트워크 구축에 한 략 자원 투자

결정을 통해 자사의 외부 지식 네트워크 구축에 요

한 향을 미친다.고객사 공 업체를 비롯한 다

양한 외부 지식 원천들과의 활발한 지식 교류를 해

서는 외부 지식 네트워크 구축에 수반되는 유무형의

자원 인력 투자에 한 조직의 략 지원이 필

수 이며,최고 경 자는 이러한 조직 지원과 같은

기업의 요 략 의사결정에 한 최종 의사결정

권자이다.따라서,최고 경 자의 지원이 없는 경우,

기업의 외부 지식 네트워크 구축은 제한 일 수밖에

없다.이 뿐만 아니라,개방형 신과 폐쇄형 신을

구분하는 가장 요한 차이는 바로 조직의 내부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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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와 외부 지식 네트워크를 구분하는 조직의

내외부 지식네트워크 경계의 개방 여부인데

(Chesbrough,2006a;Huston and Sakkab,2006;

Chesbrough2006b),이러한 경계를 열어 폐쇄형

신에서 개방형 신으로 기업의 제품 서비스 신

의 패러다임을 환시키려는 최고 경 자의 략

지향성 한 조직의 외부 지식 네트워크 구축에 요

한 향을 미친다 (Huston&Skkab,2006).따라서,

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외부 지식 네트워크 구축

에 한 최고 경 자의 지원 정도가 높을수록 종업원

들이 인식하는 자사의 외부 지식네트의 구축 정도는

높아질 것이며,이를 바탕으로 가설 1을 세우면 다음

과 같다.

가설 1: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자사의 외부 지

식네트워크 구축에 한 최고경 자의 지원 정도는

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자사의 외부 지식네트워크

의 구축 정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

효과 인 외부 지식 네트워크의 구축을 해서는

개방형 신을 지향하는 문화가 필수 이다

(Chesbrough, 2006a). 조직 내부에 NIH

(Not-InventedHere)syndrome이 팽배하여 외부로부

터 유입되는 신 인 지식과 정보에 배타 인 문화

를 가진 조직의 경우 외부 지식 네트워크를 효과 으

로 구축하기 어렵다(AhnandMinshall,2012).따라

서,외부 지식네트워크를 지향하는 문화는 조직의 외

부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 요한 선행 요인

으로 작용할 것이다.아울러, 신과 변화를 지향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최고 경 자의 역할과

지원은 매우 요하다 (Fullan,2001).조직 구성원들

이 인식하기에 변화와 신을 두려워하거나 외부 지

식 네트워크 구축의 요성을 간과하는 최고 경 자

가 이끄는 조직이 외부 지식 네트워크 지향 문화를

구축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따라서,이러한

추론을 바탕으로,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 1-1을

도출 하 다.

가설 1-1: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자사의 외부

지식네트워크의 구축 정도와 최고경 자의 지원 사이

의 계는 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자사의 외부 지

식네트워크 지향 문화의 구축 정도에 의해 매개될 것

이다.

조직간 지식 경 시스템(Inter-organizational

KnowledgeManagementSystem)은 외부 조직과의

개방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 요한 역할을

한다 (Carlsson,2003).조직간 지식 공유 시스템은

IT(InformationTechnology)기술을 바탕으로 조직

간의 지식과 정보의 신속하고 원활한 공유를 가능

하게 함으로써 외부 지식 네트워크의 요한 기반

이 된다.아울러,조직간 지식 공유 시스템 구축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략 투자의 성격이 강하

기 때문에 외부 지식 네트워크 구축에 한 최고

경 자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따라서,종업원들이

인식하는 자사의 조직간 지식공유 시스템의 구축

정도는 최고 경 자의 지원과 외부 지식 네트워크

의 구축 정도를 연계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이를

바탕으로 가설 1-2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2: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자사의 외부

지식네트워크 구축 정도와 최고경 자의 지원 사이의

계는 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자사의 조직간 지

식공유 시스템의 구축 정도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2.외부 지식 네트워크 지향 조직 문화

기업의 문화는 조직의 신 지향성에 유의한 향

을 다 (Naranjo-Valencia,Jiménez-Jiménez,and

Sanz-Valle,2011).외부 지식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개방형 신 문화를 구축한 조직의 경우 보다 다양한

외부의 지식 원천으로부터 보다 많은 신을 가능하

게 하는 지식과 정보의 습득이 가능해지면서 제품

서비스 신의 성과가 증진 된다 (Chesbroughand

Appleyard,2007).따라서,종업원들이 인식하는 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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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연구모형

의 외부 지식 네트워크 지향문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제품 서비스 신의 정도도 높아질 것이다. 한

외부 지식 네트워크 지향 문화는 보다 깊고 넓은 외

부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조직의 략 방향

을 유도 하며,이를 통해 구축된 외부의 지식 네트워

크는 기업의 제품 서비스 신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Chesbrough,2007).그러므로,종업원들이 인

식하는 자사의 외부 지식네트워크의 구축 정도는 자

사의 외부 지식네트워크 지향 문화가 제품 서비스

신에 미치는 향을 연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추론들을 바탕으로 가설 2와 가설 2-1를 도출

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2: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자사의 외부 지

식네트워크 지향문화의 구축 정도는 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자사의 제품 서비스 신의 정도에 정

(+)의 향을 미친다.

가설 2-1: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자사의 외부

지식네트워크 지향문화의 구축 정도와 제품 서비

스 신 사이의 계는 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자

사의 외부 지식네트워크의 구축 정도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3.조직간 지식공유 시스템

조직간 지식 공유 시스템은 제품 서비스 신

에 유용한 외부 지식을 효과 으로 식별하고 획득하

는 데에 요한 역할을 한다 (Carlsson,2003).오늘

날 IT에 기반한 조직간 지식 공유 시스템은 시공간의

장벽을 넘어 효과 으로 신에 공헌할 수 있는 외부

지식의 검색,공유 장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따

라서,종업원들이 인식하는 자사의 조직간 지식공유

시스템의 구축 정도가 높을수록 외부 지식네트워크의

구축 정도는 높아질 것이다.아울러,조직간 지식 공

유 시스템은 외부 지식 네트워크상에 지식의 효과

인 공유와 창출을 진 시키며 (Carlsson,2003),기

업의 외부 지식 네트워크는 자사의 제품 서비스

신의 요한 기반이 된다 (Chesbrough,2006a;

Chesbrough,2006b;Chesbrough,2007;Chesbrough



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자사의 외부 지식 네트워크 구축의 선행요인들이 제품 서비스 신에 미치는 향에 한 실증분석

2013.9. 91

andAppleyard,2007).따라서,종업원들이 인식하는

자사의 외부 지식 네트워크의 구축 정도는 자사의 조

직간 지식공유 시스템의 구축 정도가 제품 서비스

신에 미치는 향을 연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추론들을 바탕으로 가설 3과 가설 3-1을 도출

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3: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자사의 조직간

지식공유 시스템의 구축 정도는 조직 구성원들이 인

식하는 자사의 제품 서비스 신의 정도에 정(+)

의 향을 미친다.

가설 3-1: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자사의 조직

간 지식공유 시스템의 구축 정도와 제품 서비스

신 사이의 계는 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자사

의 외부 지식네트워크의 구축 정도에 의해 매개될 것

이다.

이상에서 설명된 연구 모형의 이론 배경을 바탕

으로 도출된 가설들을 요약하면 [그림 1]과 같으며,

자사의 매출규모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이 자사에

신 성과에 해 느끼는 인식의 차이를 통제하기 해

매출액을 통제변수로 사용하 다.

III.연구 방법

1.측정 항목 개발

설문 측정 항목의 타당성 확보를 해 본 연구는

KAIST테크노경 학원 지식경 연구센터 (KMRC)

의 설문진단 보고서 (이희석 &허용석,2009)와 기존

의 제품 서비스 신 련 문헌을 기반으로 설문

항목을 개발하 다.“KMRC는 1997년 말부터 매일경

제 함께 지식경 아카데미,최고지식경 자과정,지식

경 리더과정 등의 다양한 지식경 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 이며,KMRC연구진들은 과학재단

을 비롯한 유수한 국내 기업들과의 산학 동연구와

하와이 시스템과학 국제학술 회에서의 지식경 분과

운 ,한국 지식경 학회의 "지식경 연구"학술지

발간 등을 통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 으로도 지식경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개발된 설문 항목은 4명의 KMRC연구자들의

검을 통해 설문 문항이 포함하고 있는 표 의 모호성

을 제거하여 명확성을 증진 시켰으며,설문 응답자들

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문지의 구조도 수정되

었다.설문 문항의 척도로는 “ 동의 안함(1 )”에

서부터 “ 으로 동의함(7 )”등의 7 척도로 구

성된 리커트 척도(Likertscale)를 사용하 다.본 연

구의 연구 모형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출처 설문

문항은 [부록 A]에 명기하 다.

2.설문조사 리 표본

본 연구는 연구 결과의 외 타당성을 증진시키기

해 2009년 2월 의료,건설,IT서비스 등의 다양한

산업의 3개 회사의 실무 종사자들을 상으로 이메일

을 사용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 다.

본 설문에 한 설문 응답자들의 신뢰성을 높이기

해 온라인 설문의 첫 장에서 본 연구의 취지와 목

을 밝히고 연구자들의 소속 기 과 사진 연락처

를 명기하 다.온라인 설문 시스템에 근할 수 있

는 URL이 입력된 설문요청 이메일이 각 3개사의 지

식경 의 조를 통해 각사의 사내 메일로 배포 되

었다.설문 응답률을 높이기 해 각사의 지식경

이 본 연구의 요성을 상기시키는 설문 독려 공지

메일을 정기 으로 발송하 으며,미응답 항목을 막

기 해 응답하지 않는 항목이 있을 경우 미응답 안

내 문구와 함께 다음 설문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게

온라인 설문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응답을 사 에 제

거하 다.최종 샘 은 3개 사기업 847개이며 산업별

로는 의료 130개(15%),건설 161개(19%),IT서비스

556개(66%)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종분석에 사용된 샘

의 인구 특성 데이터는 [표 1]와 같다.

† http://kmrc.kaist.ac.kr/index.php?mid=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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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크론바

알

합성

신뢰성

평균

추출분산
항목 평균 표 편차

요인

재량
t값

최고 경 자

지원
0.911 0.943 0.848

CEOSup1 5.122 1.335 0.882 62.605

CEOSup2 4.717 1.409 0.939 152.996

CEOSup3 4.702 1.391 0.940 173.168

외부 지식

네트워크

지향문화

0.951 0.965 0.872

Culture1 4.413 1.277 0.926 141.908

Culture2 4.407 1.331 0.947 216.980

Culture3 4.529 1.290 0.945 154.500

Culture4 4.569 1.313 0.917 110.561

외부 지식

네트워크

구축

0.960 0.968 0.856

ExNet1 4.306 1.316 0.934 92.152

ExNet2 4.333 1.313 0.925 66.474

ExNet3 4.035 1.357 0.924 67.840

ExNet4 4.272 1.295 0.901 59.026

ExNet5 4.236 1.296 0.942 90.077

조직간

지식공유

시스템

0.963 0.976 0.931

OrKMS1 3.985 1.399 0.959 230.985

OrKMS2 4.032 1.420 0.967 285.245

OrKMS3 4.006 1.415 0.969 342.010

제품·서비스

신
0.945 0.960 0.858

PSIno1 4.280 1.362 0.932 154.433

PSIno2 4.002 1.406 0.912 98.873

PSIno3 4.018 1.403 0.941 166.738

PSIno4 4.231 1.399 0.920 144.075

[표 2]내 신뢰성 집 타당성

[표 1]표본의 인구 특성 데이터

구분 빈도 (비 )

성별
남자 663(78.3%)

여자 184(21.7%)

직

사원 222(26.2%)

리 232(27.4%)

과장 237(28.0%)

차장 80 (9.4%)

부장 75 (8.9%)

이사 이상 1 (0.1%)

직무

지원 145(17.1%)

제조 316(37.3%)

마 225(26.6%)

업 121(14.3%)

연구개발 40 (4.7%)

나이

20세~30세 201(23.7%)

31세~40세 446(52.7%)

41세~50세 197(23.3%)

51세이상 3 (0.4%)

IV.분석 결과

본 연구는 수집된 표본 분포의 비정규성

(non-normality)과 본 연구의 연구모형이 조형지표

(formativeindicator)를 포함하고 있다는 을 고려하

여 가설 검정을 한 분석 방법으로 PartialLeast

Squares(PLS)그래 버 3.0을 사용하 다.본 연

구를 해 수집된 표본의 정규성 검증 결과 부분의

변수들이 비정규성(non-normality)를 나타내었다.따

라서, 표본 분포의 다변량 정규성

(multivariate-normality)을 분석의 필수요건으로 요구

하는 AMOS나 LISREL보다 표본의 잔차 분포에

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장 을 지닌

PLS(Chin,1998)가 더 합한 분석 방법으로 단되

었다. 한,본 연구의 주요 변수 하나인 ‘외부 지

식 네트워크 구축 정도’를 한 측정지표들은 ‘외부

지식 네트워크 구축 정도’의 독립 인 차원들을 측정

하는 조형지표(formativeindicators)들이다.따라서,

조형지표가 반 된 연구모형의 분석에 보다 유용한

PLS를 분석 방법으로 채택하 다.본 연구는 연구

모형의 검정을 해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분석 차(1단계 :측정 모형 검증,2단

계 구조 모형 검증)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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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경 자

지원

외부 지식

네트워크

지향문화

조직간

지식공유

시스템

외부 지식

네트워크

구축

제품·서비스

신

최고 경 자

지원
0.921

외부 지식

네트워크

지향문화

0.667 0.934

조직간

지식공유

시스템

0.627 0.772 0.965

외부 지식

네트워크

구축

0.679 0.748 0.816 0.925

제품·서비스

신
0.536 0.538 0.580 0.612 0.926

[표 3]변수간 상 계 별타당성

(각선의 굵은 수치는 각 변수의 평균 추출 분산의 제곱근 값들임)

1.측정 모형 검증

본 연구의 측정 모형 검정에서는 측정 지표의 내

신뢰성(internal reliability)과 집 타당성

(convergentvalidity) 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검증하 다.측정 지표의 내 신뢰성은

SPSS 버 19.0을 사용해 도출된 크론바 알

(Cronbach’sα)값을 통해 검증되었다.본 연구의 측

정 지표들의 크론바 알 값은 [표 2]와 같이 모두

0.9를 상회하는 높은 수 의 내 신뢰성을 나타내었

다.측정지표의 집 타당성이 확보되기 해서는,측

정 지표들의 ① 합성 신뢰성(CR)이 0.7이상 (Chin,

1988)② 평균 추출 분산(AVE)이 0.5이상 (Chin,

1988;Formell&Larcker,2005)③ t값이 1.96(Gefen

&Staub,2005)이상이어야 한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본 연구에 사용

된 모든 측정 지표들의 합성 신뢰성,평균 추출분산

t값의 최소값은 각각 0.943,0.848 59.026으로

집 타당성 확보를 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

다.측정 지표의 별 타당성이 확보되기 해서는

각 변수들의 평균 추출 분산(AVE)의 제곱근이 연구

모형에 포함된 각 변수들 간의 상 계수보다 커야한

다 (Fornell&Larcker,1981).[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변수의 평균 추출 분산의 제곱근 값

이 각 변수들 간의 상 계수 보다 크므로, 별 타당

성 확보를 한 요건 한 충족 되었다.

2.구조 모형 검증

부트스트랩 리샘 링 기법(bootstrap resampling

method)으로 400번의 리샘 링을 실시하여 도출한

구조모형 검증 결과,[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연구 모형에서 설정된 모든 변수들 간의 주효

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자사의 최고 경 자의 지원 정도는 외부 지

식네트워크의 구축 정도에 정(+)의 향(β =0.217,t

=6.275)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1이 지지되

었다. 한 종업원들이 인식하는 자사의 최고 경 자

의 지원 정도는 외부 지식 네트워크 지향 문화의 구

축 정도에 정(+)의 향(β =0.667,t=27.432)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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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구조 모형

뿐만 아니라 조직간 지식 공유 시스템의 구축 정도에

도 양(+)의 향((β =0.627,t=25.303)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자사의 외부

지식 네트워크 지향 문화의 구축 정도는 자사의 외부

지식 네트워크의 구축 정도 (β =0.194,t=4.656)와

제품·서비스 신의 정도 (β =0.123,t=2.139)에 모

두 정(+)의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종업원

들이 인식하는 자사의 조직간 지식 공유 시스템의 구

축 정도는 외부 지식 네트워크의 구축 정도 (β =

0.529,t=14.180)와 제품·서비스 신의 정도 (β =

0.179,t=3.372)에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자사의 외부 지식

네트워크의 구축 정도는 제품·서비스 신의 정도에

정(+)의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β =0.372,

t=6.606).

3.매개 모형 검증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기 해서는 회

귀분석을 통한 분석 결과가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

을 충족해야 한다 (Baron&Kenny,1986).

I.독립변수를 매개변수에 해 회귀분석 했을 때,

독립변수의 향력이 유의해야함

II.독립변수만을 종속변수에 해 회귀분석 했을때,

독립변수의 향력이 유의해야함

III.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함께 종속변수에 해

회귀분석 했을 때,매개변수의 향력이 유의

해야 함

IV. 의 요건 II에서의 독립변수의 향력이 III

에서의 독립변수의 향력보다 커야함

본 논문의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4개의 매개모형의

검증으로 해서 본 연구는 SPSS버 19.0을 사용하

여 각 매개 모형에 해 의 4가지 매개효과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증하 다.분석결과 매개모형 1~4은

술한 매개효과 요건 I,II,III을 모두 충족하 다.

아울러,[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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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변수
매개효과 검정을 한 회귀분석 결과로 도출된

독립변수의 회귀 계수값 유의수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포함(A)

매개변수

불포함(B)

회귀 계수값의

차이(A-B)

매개모형1

(가설 1-1)
최고경 자지원

외부 지식네트

워크 지향문화

외부 지식네트

워크 구축

0.317

(0.000)

0.671

(0.000)
−0.354

매개모형2

(가설 1-2)
최고경 자지원

조직간 지식공

유 시스템

외부 지식네트

워크 구축

0.273

(0.000)

0.671

(0.000)
−0.398

매개모형3

(가설 2-1)

외부 지식네트

워크 지향문화

외부 지식네트

워크 구축

제품·서비스

신

0.186

(0.000)

0.537

(0.000)
−0.351

매개모형4

(가설 3-1)

조직간 지식공

유 시스템

외부 지식네트

워크 구축

제품·서비스

신

0.247

(0.000)

0.580

(0.000)
−0.333

[표 4]매개효과 검정

모형에서 매개변수가 포함 을 때의 독립변수의 향

력이 매개변수가 불포함 을 때의 향력보다 작아

매개효과 요건 IV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자사의 외부 지식

네트워크 지향문화의 구축 정도는 최고 경 자의 지

원 정도가 외부 지식 네트워크의 구축 정도에 주는

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이 지지되었

다 (매개모형1).아울러,종업원들이 인식하는 자사의

조직간 지식 공유 시스템의 구축 정도 한 최고 경

자의 지원이 외부 지식 네트워크의 구축 정도에

미치는 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1-2이

지지되었다 (매개모형2). 한,조직 구성원들이 인식

하는 외부 지식 네트워크의 구축 정도는 외부 지식

네트워크 지향문화 조직간 지식공유 시스템의 구

축 정도가 제품 서비스 신의 구축 정도에 미치

는 향을 각각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2-1

(매개모형3)과 가설 3-1(매개모형4)이 지지 되었다.

V.연구 결론

1.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개방형 신의 주요 근간이 되는 기업

의 외부 지식네트워크 구축의 선행 요인들로 종업원

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사의 외부 지식 네트워크 구축

에 한 최고 경 자의 지원과 외부 지식 네트워크

지향 문화 조직간 지식 공유 시스템이 기업의 외

부 지식 네트워크 구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이

와 함께 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자사의 외부 지식

네트워크가 제품 서비스 신에 미치는 향을 실

증 분석 하는 것을 주요 목 으로 하 다.의료,건

설,IT서비스 산업의 실무 종사자 847명을 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자사의 외부 지식 네트워크에

한 최고 경 자의 지원 정도는 외부 지식 네트워크

구축 정도에 유의한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 종업원들이 인식하는 외부 지식 네트워

크 지향 문화와 조직간 지식 공유 시스템의 구축 정

도는 이러한 최고 경 자의 지원과 외부 지식 네트워

크의 구축 정도 사이의 정(+)의 계를 각각 부분 매

개 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아울러,종업원들이 인

식하는 자사의 외부 지식 네트워크 지향 문화와 조직

간 지식 공유 시스템의 구축 정도는 각각 제품

서비스 신의 정도에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외부 지식 네트워크의 구축 정도는

외부 지식 네트워크 지향 문화와 제품 서비스

신 사이의 정(+)의 계를 부분 매개할 뿐만 아니라,

조직간 지식 공유 시스템과 제품 서비스 신 사

이의 정(+)의 계 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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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의 종류 직 효과

간 효과
춍효과

(직 효과+간 효과)외부 지식네트워크

지향 문화를 통한 효과

조직간 지식 공유

시스템을 통한 효과

효과의 크기 0.217 0.129 0.332 0.678

총효과 비 비 32.0% 19.1% 48.9% 100%

[표 5]최고 경 자 지원이 외부 지식 네트워크의 구축에 미치는 효과

2.연구의 시사

2.1이론 시사

외부 지식 네트워크는 개방형 신 패러다임의 핵

심 인 요소로서,개방형 신의 성공여부는 효과

인 외부 지식 네트워크의 구축에 달려 있다

(Chesbrough,2007).따라서,외부 지식 네트워크 구

축의 선행 요인을 실증 으로 악하고 분석하는 것

은 개방형 신과 련된 학문 연구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 데에 매우 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학문 시사 을 제공할 것으로

상된다.

첫째,외부 지식 네트워크 구축에 한 최고 경

자의 지원은 기업의 외부 지식 네트워크 구축에 정

(+)의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외부 지식 네트워크

지향 문화와 조직간 지식 공유 시스템의 구축을 매개

로 외부 지식 네트워크 구축에 양(+)의 향을 다.

특히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최고 경 자

지원이 외부 지식 네트워크 지향 문화 조직간 지

식 공유 시스템을 통해 외부 지식 네트워크 구축에

미치는 간 효과는 총효과의 68%를 차지하여 직

효과보다 더 많은 효과를 미친다는 새로운 실증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제공하지 못한

새로운 시사 을 제공한다.즉,공 업체,고객사,경

쟁사를 비롯하여 외부의 력 기 외부 문가와

의 긴 한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해서는 우선

조직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최고 경 자의 인 ,

재정 지원과 함께 외부 지식 네트워크 구축을 한

활동에 최고 경 자가 극 인 참여와 모범을 보이

는 것이 필요하며,이러한 최고 경 자의 노력이 외

부 지식 네트워크 지향문화의 조성과 조직간 지식 공

유 시스템의 구축으로 연계 될 때 외부 지식 네트워

크 구축에 더 큰 정(+)의 향을 미친다.

둘째,조직의 외부 지식 네트워크 지향 문화는 제

품 서비스 신에 직 인 정의(+)의 향을 미

칠 뿐 만 아니라,외부 지식 네트워크 구축을 매개로

간 인 정(+)의 향 한 미친다.따라서,조직의

외부 지식 네트워크 지향문화는 조직의 신 성과와

외부 지식 네트워크 구축을 해 략 으로 리

조성돼야 되는 요 요소이다.

셋째,조직간 지식 공유 시스템도 제품 서비스

신에 직 으로 정(+)의 향을 뿐만 아니라

외부 지식 네트워크 구축을 매개로 간 으로 정(+)

의 향을 다.그러므로,조직간 지식 공유 시스템

은 조직의 외부 지식 네트워크의 구축과 제품 서

비스 신에 요한 선행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2실무 시사

오늘 날과 같은 mega-competition시 에 제품

서비스 신은 기업의 차별화 략을 통한 지속 인

경쟁우 창출에 핵심 인 요소이다.개방형 신의

에서 기업의 제품 서비스 신에 선행요인을

실증 분석한 본 논문은 경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실무 시사 을 제공한다.

첫째,기업의 제품 서비스 신을 증진시키기

해서는 외부 지식 네트워크 지향 문화의 구축이 필

요하다.조직의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의 가치 과 행

동양식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다.조

직 내에 외부 지식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문화가 견고

히 구축 될수록 새로운 외부 지식과 정보가 조직 내

의 NIHsyndrome과 같은 장애물의 방해를 극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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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에 흡수되어 제품 서비스 신의 거름이

될 수 있다.

둘째,조직간 지식공유 시스템 구축은 기업의 제품

서비스 신에 유의한 정(+)의 향을 다.고객

사 공 업체를 비롯한 외부 지식 트 들과 지식

과 정보를 효과 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공

유 시스템은 외부의 유용한 지식이 조직 내부로 원활

히 유입될 수 있게 하는 요한 연결 통로의 역할을

함으로써 제품 서비스 신을 증진 시키는 데에

도움을 다.

셋째,기업의 외부 지식 네트워크는 제품과 서비스

신에 유의한 양(+)의 향을 다.기업 외부의 공

업체 고객사를 비롯한 다양한 외부 지식 트

들과의 긴 한 지식 네트워크 구축은 제품 서비스

신을 증진 시킨다.

3.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향후 연구의 발 을 해 후속 연구에서

고려돼야할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한계 을 안고 있

다.첫째,기업의 외부 지식 네트워크 측정에 있어서

사회연결망 분석(socialnetworkanalysis)을 활용한다

면 보다 엄 한 기업의 외부 지식 네트워크의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된다.둘째,본 연구는 설문 데이

터를 기반으로 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라 외부 지식 네

트워크 구축의 선행 요인들의 향력이 어떻게 변화하

는 지를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따라서,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시뮬 이션 분석과 같은 분석방법을

통해 선행 요인들의 동태 향력을 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셋째,본 연구를 해 수집

된 데이터는 한국 기업만을 상으로 수집된 데이터이

므로,국가간의 상이한 특성의 차이를 반 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나라의 기업들로부

터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면 국가

간의 상이한 특성의 차이를 반 한 보다 유의미한 결

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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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지식

네트워크

구축에 한

최고 경 자

지원

CEOSup1
우리 회사의 최고 경 자는 외부 지식 네트워크에 한 심

이 많다.

이희석 &

허용석 (2009)
CEOSup2

우리 회사의 최고 경 자는 외부 지식 네트워크의 구축 활

성화에 필요한 인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CEOSup3
우리 회사의 최고 경 자는 외부 지식 네트워크 유지 활동에

직 참여하여 모범을 보이고 있다.

외부 지식

네트워크

지향문화

Culture1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는 조직 외부와의 연계 활동에 합한

열린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이희석 &

허용석 (2009)

Culture2
우리 회사는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 외부와의 연계 활동을 장

려하고 격려한다.

Culture3
우리 회사는 업무 련 조직 외부의 정보 지식 획득 활동에

극 이다.

Culture4
우리 회사의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 외부의 문가로부터 지식

과 기술을 배우는 데 극 이다.

외부 지식

네트워크

구축

ExNet1
우리 회사는 외부의 공 업체와 긴 한 지식 네트워크를 유지

하고 있다.

이희석 &

허용석 (2009)

ExNet2
우리 회사는 외부의 고객사와 긴 한 지식 네트워크를 유지하

고 있다.

ExNet3
우리 회사는 외부의 경쟁사와 긴 한 지식 네트워크를 유지하

고 있다.

ExNet4
우리 회사는 외부의 력 기 ( :기술제휴기 ,컨설 사,

리 내트워크 등)과 긴 한 지식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ExNet5
우리 회사는 외부의 문가와 긴 한 지식 네트워크를 유지하

고 있다.

조직간

지식공유

시스템

OrKMS1
우리 회사의 지식 리 시스템은 외부 지식 트 의 정보시

스템과 긴 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희석 &

허용석 (2009)
OrKMS2

우리 회사의 정보 시스템은 고객이나 력사와의 지식 공유를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

OrKMS3
우리 회사의 정보 시스템은 조직 외부 문가와의 지식 교류

를 극 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품·서비스

신

PSIno1
우리 회사는 시장에서 잘 받아들여지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

스를 자주 개발한다.

Lioa,Feiand

Chen(2007)

PSIno2
우리 회사 매출 이익의 상당부분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

발에 의한 것이다.

PSIno3
우리 회사는 경쟁자들보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자주

출시한다.

PSIno4
우리 회사는 경쟁자들보다 더 우수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연구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부록 A]설문 문항과 련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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