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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공동가치창  업 내·  원  용하여 신  달 하는 한 근  다. 본 연  목  

고객  경험에 한 공동가치창  참여에 향  미치는  내는 것 다.  해 공동가치창  경험

 는 고객  상  사  실시하여 수  181개   타   하 다. 다 귀 과 

귀  용하여, 내재  동  재  동 가 공동가치창  참여에 미치는 향과    과  

하 다. 그 결과 내재  동 는 공동가치창  참여에  향  미쳤 나, 재  동 는 공동가치창  참

여에 미한 향  미치지 않는 것  나타났다. 과 결과 공동가치창    내재  동  

참여에 과  보 지 않았 나, 재  동  참여 계에 는  과  가지고 었다. 본 연  결

과는 업에  공동가치창  참여 동  에 근거하여 고객  참여  진시키고  할 수 는 실질  

안  모색하는  용  수  것 다. 향후 여러 계층에  답  보하여 한다면 연 결과  객

  수  것 다.

주 어 : 공동가치창 , 참여, 내재  동 , 재  동 ,  , 귀   

Abstract Co-creation is an important approach to innovation that uses internal and external sources for value 

creation. This study identified the effects of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activation factors using multiple regression and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To this end, 181 usable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result of analysis showed that intrinsic motivation had the 
significant meaning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activation facto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xtrinsic 
motivation and co-creation participation exist. Companies may use this result to activate the co-creation 
participation of the customer. The future study analyzed by survey responses in multiple layers will improve 
the generalization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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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사회 반에서나타나고 있는 여러문제를 해

결하기 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와 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동가치창출이 각 받고 있다[1]. 실

례로 해외에서는 일반인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직 제

품화할 수있는 소셜 기반아이디어 랫폼인 ‘쿼키’가 집

단 지성을 통해 아이디어 제안, 평가, 제품화, 시장조사

출시에 이르는 각 과정에서 참여자의아이디어에 수를

매기고, 이를 통해 매 수익의일부를 보상해 주는 모델

을 제시하 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이버 상에 다양한

련 주체가 참여하여 자유롭게 아이디어를제안하고 발

시켜 나감으로써 창조경제를 실 하는 아이디어구

랫폼인 창조경제타운이 활발히 운 에 있으며, 삼성

자는 아이디어 공유 랫폼 '모자이크(MOSAIC)'을

통해 기업 내부 고객들의 아이디어를 연결해 회사의 새

동력을 찾고 있다[2,3].

정보기술의발달이 제품 서비스 내용, 가격 등모든

정보를 쉽게 가질 수 있는 한 고객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즉, 구나 손쉽게 데이터를생산하고인터넷 모

바일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웹 2.0 세계에서의 고객은

기업의 로세스에 참여하고 자신의 경험을제공하며 상

호 소통할 수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가치창출과정은 기

업 심에서 개인화된 고객의 경험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4], 기업은 지속 인 경쟁우 를 가지기 해 개방

신의 기반 에 고객들을 가치 창출의 기본 요소로 인식

하고 있다[5].

공동가치창출 활용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와

련된 연구는 보단계 이며[6], 특히 고객들이 공동가

치창출에 참여하는 동기 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요인

에 한 연구는 미흡하다. 기업에서는 무엇이 고객들을

공동가치창출에 참여 하게 하는 가에 한 분석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홍순구 외(2014)[7]는 공동가치창

출 개념 고찰 연구에서 성공 실행을 해서는 이해

계자들의 참여 동기 요인에 한 연구가 필요함을 주

장하 다. 고객 심의 공동가치창출에서 기업의 가치사

슬 활동에 더 많은 고객의 참여 유도는 공동가치창출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

다.

동기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내재 동기와 외재 동

기에 의해 특정 행 를 한다[8]. Ryan & Deci(2000)[9]

한 동기는 내재 외재 으로 향을 미치는 힘과

계가 있다고 하 다. 이에 김나랑 외(2016)[10]는뷰티

넷이라는 랫폼에서 공동가치창출경험이 있는 소비자

를 상으로 인터뷰한 데이타를 근거이론으로 분석하

다. 분석결과 고객의 공동가치창출 형태를 제시하고 내

재 외재 동기요인 조 요인을 제시하 지만,

질 연구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연구 과정 연구 결과

해석에서 객 성의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하 다. 본 연

구는 그들의 연구를 확장하여 실증 분석을 통해 고객의

공동가치창출에 향을 미치는 내재 외재 동기요

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세부 으로 이들의 계에서 공

동가치창출 참여 활성화 요인이 조 역할을 하는지 분

석하여, 동기요인과 참여간의 공동가치창출 활성화 정책

들의 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2.  경 

2.1 공동가치창

공동가치창출은 Prahalad와 Ramaswamy(2000)[11]에

의해 2000년 ‘Co-Opting Customer Competence’라는 논

문에 처음으로 소개된 이후 2004년 ‘The Future of

Competition’에서 알려지기 시작했다[12].

공동가치창출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해 기존의

기업 내부의 폐쇄된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을 포함하여

가치사슬의 체에 연결된 여러 이해 계자들과 함께

력하여 만들어 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Williamson

and De Meye(2012)[13]는 공동가치창출은 다양한 분야

에서 여러 이해 계자들이 참여하여 공동의 목표하에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력의 패러다임이라고도 하 으

며, Ramaswamy and Gouilart(2010)[14]는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에 연결된 여러 이해 계자들이 참여하여 력

함으로써참여자모두가질 높은 경험을 할 수있도록만

드는 것이라고 하 다.

이런 공동가치창출이 기업 사회 반에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배경에는, 공동가치창출이 기업을

둘러싼 네트워크 참여자와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기반으

로 얻어진다는 주장과 계가있다[15]. 즉, 정보통신기술

의 발 으로 인하여 고객 여러 이해 계자들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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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어 내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편리해

졌기 때문이다.

2.2 내재  동  재  동

성공 인 공동가치창출에 있어서 먼 고려야할 사항

은 공동가치창출의 참여과정에서 가장 요한고객을 어

떻게 공동가치창출 랫폼에 참여를 유도 하는가 이다.

이를 해 어떤 이유로 고객들이 기업의 공동가치창출

랫폼에 참여하는 지 동기이론을 통해 풀어 보고자 한다.

Amabile et al.(1994)[8]에 의하면 인간은 내재 동기

와 외재 동기에의해 특정 행 를 한다고한다. 내재

동기는 자기결정감, 역량감, 호기심, 과제에 한 몰입,

즐거움 흥미 등의 향을 받는다고하 다[16, 17]. 즉,

인간은 외부의 자극에 수동 으로 반응하는존재가 아닌

내 과정을 통해 능동 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내재

동기이론에서 인간은 어떤 행 후 이루어지는 보상

등이 목 이 아니고 행 자체가 목 이 된다.

외재 동기에서 개인의 행 는 보상이나 처벌을 피

하기 한 특정 목 을 이루기 한 수단으로 본다[18].

즉 외재 인 동기로 인해 행 를 하는 사람들은경쟁, 평

가, 타인의 인정 보상을 해 행 를 하는 것이다[8].

이 게 비자율 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내재 동기화

된 사람과 다르게 규제 통제에 순응하기도 한다.

이런 내·외재 동기로 참여가 이루어졌다면 공동가

치창출 략을 통한 지속 인 경쟁우 확보를 해서 참

여한 고객들이 랫폼을 이탈하지 않고 충성도 높은

트 로 선순환 인 가치활동을 한 활성화정책이 필요

하다. 특정행동을 지속 으로 하게하는 지속 참여 의

도란 행 자가 특정 시스템을 처음 시도해 본 이후에 지

속 으로 참여할 의도가 있는지를 의미하며, 유용성, 이

용성, 유희성 등의 요인이 제시 되고 있다[19].

3. 연  

3.1 연 모

본 연구의 목 은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가 공동

가치창출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 밝 내는것과 공동

가치창출 활성화 요인들이 각 동기들과 참여에 어떤 조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선행연구

의 이론 배경을 근거로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

정하 다[10].

[Fig. 1] Research Model

3.2 연 가  

3.2.1 내재  동   재  동  공동가치창

참여

내재 동기에 의하여 사람들은 호기심, 과제에 한

몰입, 즐거움 흥미등에 향을받으며, 외재 동기에

의하여 사람들은 보상과 같이 의도된 결과를 얻거나 처

벌과 같은 부정 결과를 피하기 해 행동한다[8].

Freida(2014)[20]는 공동가치창출에 고객의 참여에

향을 미치는내재 동기로소속감, 문성, 표출성 경

험, 인정감을, 외재 요인으로 커뮤니티, 물리 보상을

도출하 다. 김나랑 외(2016)[10]은 뷰티넷 이용자들의

심층인터뷰 자료를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여 공동가치창

출형태모형을 제시하고 고객의 참여에 향을 미치는 내

재 동기 요인과 외재 동기 요인을 도출하 다. 하지

만 질 연구의한계에서 기인하는 연구 과정 연구결

과 해석에서 객 성의 문제가있을 수 있다.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와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해 본 연구에서는

김나랑 외(2016)[10]의 연구를 확장하여 공동가치창출에

내재 인 동기인 흥미, 즐거움, 성격, 호기심의 발 으로

공동가치창출에 처음 참여하는지, 는 보상 타인의

인정 등 행 후에 벌어지는 요인들의 기 감에 의해 공

동가치창출이라는행동을하는지에 해살펴보고자한다.

이를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1 내재 동기는 공동가치창출 참여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외재 동기는 공동가치창출 참여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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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Operational

definition
Items Source

Intrinsic

Motivation

Personal factors

such as the

needs, interests,

curiosity,

pleasure

Pleasure Of Helping Amabile et

al.(1994)[8],

Kim(2010)[21],

Freida 2014)[20],

Kim et al.(2016)[9]

Ostentatiousness

Character

Curiosity

Habit

<Table 1> Set of Variables

Extrinsic

Motivation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rewards,

reputation,

recognition

Business

Compensation
Amabile et

al.(1994)[8],

Han(1984)[185],

Freida(2014)[20],

Kim et al.(2016)[9]

Business

Recognition

Reputation

Among Others

Co-Creation

Activation

Factors

Business

policies and

business

platform

Businesses' Fair

Evaluation

Kim(2010)[21],

Park & Lee

(2006)[22],

Kim et

al.(2016)[10],

Hong et

al.(2010)[23]

Businesses'

Co-Creation

Policies

Convenience Of

Company

Platform

Openness Of

Company

Platform

Participation Participation Participation

Kim et

al.(2016)[10],

Freida(2014)[20]

3.2.2 내재  동   재  동  공동가치창

 

Prahalad and Ramaswamys(2004)[4]는 공동가치창출

활동의 활성화를 해 랫폼과 네트워크의 요성, 참

여자들과의 신뢰형성, 정보 공유를 강조하 다. 김나랑

외(2016)[10]도 지속 으로참여에 향을 끼치는 활성화

정책요인으로 공동가치창출 랫폼, 기업의 정책 등을

제시하면서 이런 공동가치창출활성화 요인들이 공동가

치창출참여의 정도를 조 한다고 하 다. 이는 기업이

공동가치창출 랫폼을 마련하여도 지속 인 참여자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므로 고객들의 랫폼 진입 지

속 이용을 해서는 기업의 지원 정책이 필요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활성화 정책들인 기업의 공동가치

창출 정책 보상, 랫폼의 편리성 는 개방성 등의

특성에 의해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가 어떤 조 효

과를 받고 있는지살펴보고, 각참여 동기에 따른 활성화

정책에 해 고민하고자 한다.

이를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3 공동가치창출활성화 요인은 내재 동기와 공동

가치 참여 계에서 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4 공동가치창출활성화 요인은 외재 동기와 공동

가치 참여 계에서 조 효과가 있을 것이다.

3.3 변수    측

변수들의 개념 정의만으로 변수를 측정할 수 없다.

이에 설문 항목을 기반으로 연구모형에 포함된 각각의

변수들을 통계 으로 검증하기 해 공동가치창출을 종

속변수로,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를 독립변수로, 공

동가치창출참여조 요인을 조 변수로 사용하 으며 사

용된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항목과 련연구는

<Table 1>과 같다.

3.4 료수집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설문조사기법을 사용

하 다. 공동가치창출참여를 고객의 구매 로세스인

AISAS(Attention-Interest-Search-Action-Share)의 5

단계 로슈머 성향의 고객들이 활동하는 마지막 단

계인 정보 공유(share) 단계로 한정하고[10,24,25], 자료

수집은 정보 공유인 구 과 같은 공동가치창출 경험이

있는 학생과 시민을 상으로 2014년 11월 22일에서

2015년 1월 16일까지 비조사를 실시하 고, 편의 표집

을 통해 2015년 11월 3일까지온라인 오 라인을 통해

189부의설문 데이터를 수집하 다. 이 불성실한 응답

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81부의 설문지를 실증분석

에 사용하 다.

Ⅵ. 

4.1 표본   특

설문 상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

이 남성 42%, 여성 58%이고, 연령은 20 85.6%, 30 가

9.9%이며, 직업은 학생이 83%, 직장인이 11.%로 나타났

다.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20 에서 온라인 랫폼에

서의 정보 공유 활동이 가장 높기 때문에 표본에서의 분

석결과는 의미가 있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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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Freq. %

Sex
Male 76 42
Female 105 58

Age

10-19 1 0.6
20-29 155 85.6
30-39 18 9.9
More than 40 7 3.9

Academic

history

High School Graduation 5 2.8

Be in college 149 82.3

College Graduation 18 9.9

Be in Graduate School 6 3.3

Graduate School Graduation 3 1.7

Job

Student 151 83.4

Housewife 4 2.2

Office workers 20 11.0

Personal Business 1 0.6

Etc 5 2.8

Sum 181 100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4.2 타당   신뢰  

각 변수들의 타당성 신뢰성을 검증하기 하여 요

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 다. 타당성은 주성분 분

석의 VARIMAX 회 을 이용하 으며, 각 요인별 재

량이 0.5 이상이기 때문에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27,28].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내 일

성의 신뢰도 값은 Nunnally(1978)[29]에 의해 제안된 기

0.6을 충족시켰다. 즉, 각 변수의 내 일치도인

Chronbach’s Alpha 신뢰성 계수는 각각 0.867, 0.787,

0.701로 비교 높았다.

Variable Item
Factor Chronbach’s

Alpha1 2 3

Co-Creat

ion

Activate

d factor

Businesses' Fair Evaluation .834 .082 .116

.867

Openness Of Company

Platform
.825 .124 .174

Convenience Of Company

Platform
.819 .074 .189

Businesses'

Co-Creation Policies
.789 .162 .166

Intrinsic

Motivati

on

Habit .022 .775 .089

.787

Ostentatiousness .242 .733 .246

Character -.102 .702 .162

Curiosity .177 .677 .073

Pleasure Of Helping .403 .655 .091

Extrinsic

Motivati

on

Business Compensation .116 .109 .854

.701Business Recognition .192 .184 .785

Reputation Among Others .357 .238 .535

Eigenvalues 3.11 2.67 1.85

Cumulative variance 25.92 48.19 63.60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4.3 상 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선형 계를 가지고 있는

가를 분석하기 해 Pearson 상 계 분석을실시한 결

과는 다양한 변수들 간의 상 계가 존재하나,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를 가지고 있는 변수들의 상 계수

0.3<｜ｒ｜<0.5 수 으로 거의 상 계가 없거나, 0.4

<｜ｒ｜<0.6 수 으로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Co-Creation

Activated

factor

Intrinsic Motivation 1

Extrinsic Motivation .428(**) 1

Co-Creation

Activated Factor
.336(**) .455(**) 1

* : p<.05, ** : p<.01

<Table 4> Analysis of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4.4 가  검

연구모형을 통하여 설정된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하

여 다 회귀분석 조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참여동

기가 공동가치창출참여에 어떤 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동가치창출활성화 요인의 조 효과를 검정하기 한

가설 검정 결과는 <Table 5>, <Table 6>, <Table 7>과

같다.

4.4.1 내재   재  동 가 공동가치창 참여에

미치는 향

연구에서 내재 동기(가설 1)와 외재 동기(가설 2)

는 공동가치창출참여와 정의 계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을 설정하 다. 분석결과 내재 동기의 Beta크기가

.293(p<.01)으로 내재 동기가 강할수록 공동가치창출

참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량

R
2
=.146으로 약 14.6%의 설명력을 갖는다.

따라서 가설 1만 지지 되었다. 이는 김나랑 외[10]의

질 연구에서 내재 ·외재 동기 모두 공동가치창출에

향을 다는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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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on-sta.

Coeff.

Sta.

Coeff. t P

B S.E. Beta

Independ

ent

Variable

(Constant) 1.118 .402 2.783 .006

Intrinsic

Motivation
.439 .116 .293 3.788 .000**

Extrinsic

Motivation
.205 .105 .151 1.953 .052

R .382

R2 .146

F 14.889

p .000

Durbin-Watson 2.002

* : p<.05, ** : p<.01

<Table 5> Multiple regression Results

4.4.2 공동가치창    공동가치창  

참여에 한  과

공동가치창출 활성화 요인의 조 효과 검증을 해 3

단계 조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외재 동

기에서 상호작용변수와 조 변수인 ‘공동가치창출 활성

화 요인’에서 R
2
값이 1단계 6.5%, 2단계 10.8%, 3단계

12.3%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 3단

계의 유의확률은 .047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외재 동기와 공동가치참여 계에서 ‘공동

가치창출 활성화 요인’은 조 변수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밝 졌다. 즉, 외재 동기 요인으로 공동가치창출

에 직 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기업의 정책 랫

폼 리 정책이 참여 동기에 향을 주어 고객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Model

1
R R

2
Adju

sted

R
2

Std.

err of

the

estim

ate

Statistics change

R
2

-cha

nge

F

-chan

ge

df1 df2 P

1
.357

(a)
.128 .123 .907 .128 25.760 1 176 .000

2
.412

(b)
.170 .160 .887 .042 8.817 1 175 .003

3
.420

(c)
.177 .162 .886 .007 1.481 1 174 .225

* : p<.05, ** : p<.01

a predicted value: (constant), intrinsic motivation

b predictive value: (constant), intrinsic motivation, Co-creation activation

factors

c predictive value: (constant), intrinsic motivation, Co-creation activation

factors, intrinsic motivation *Co-creation activation factors

d dependent variables:Co-creation activation factors

<Table 6>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on Intrinsic Motivation

그러나 내재 동기에 한 공동가치창출 참여 지속

요인의 조 효과는 없는 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

는 지지된 반면, 가설3은 기각되었다.

Model

1
R R

2

Adju

sted

R
2

Std. err

of the

estimate

Statistics change

R
2

-cha

nge

F

-change
df1 df2 P

1
.264

(a)
.070 .065 .935 .070 13.281 1 177 .000

2
.343

(b)
.118 .108 .914 .048 9.544 1 176 .002

3
.371

(c)
.137 .123 .906 .020 4.014 1 175 .047*

* : p<.05, ** : p<.01

a predicted value: (constant), extrinsic motivation

b predictive value: (constant), extrinsic motivation,  Co-creation

activation factors

c predictive value: (constant), extrinsic motivation, Co-creation activation

factors, extrinsic motivation * Co-creation activation factors

d dependent variables: Co-creation activation factors

<Table 7>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on  Extrinsic Motivation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Table 8>과 같다. 내재

동기가 강할수록 공동가치창출에 참여하며, 내·외재

동기와 공동가치창출 참여에 한 기업의 정책 랫

폼의 조 효과는 내재 동기에는 없고 외재 동기에

만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Hypothesis P Support

H1
Intrinsic motivation will affect participation

of co-creation
0.000** Accept

H2
Extrinsic motivation will affect participation

of co-creation
0.052 Reject

H3

Co-creation activated factors will have a

moderating effect on intrinsic motivation and

participation of co-creation

0.225 Reject

H4

Co-creation activated factors will have a

moderating effect on extrinsic motivation and

participation of co-creation

0.047* Accept

<Table 8> Results

4.5 시사

본 연구에서는 공동가치창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상으로 내재 동기요인과 외재 동기요인을 알아보

고 공동가치창출 참여 활성화 요인의 조 효과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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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내재 동기는 공동가치창출 참여에 향을 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 P<0.05). 세부 으로 살

펴보면 고객은 참여 자체가 목표가 되는 돕는즐거움, 과

시욕, 성격, 호기심 등 내재 동기로 인해 공동가치창출

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나랑 외[10]의 연구에

서도 공동가치창출 참여에 향일 미치는내재 동기요

인으로 돕는 즐거움, 과시욕, 호기심, 습 등을 제시하

는데, 이와 동일한 결과이다.

들의 힘으로 마이크로소트 의 MSN 인카르타를

앞선 키피디아도 자기 만족 등 참여자들의 내재 동

기를 강조하 다. 종민[3]은 키피디아처럼 창의성을

필요로 하며, 사람의 행동을 유발하는 데는 각 개인의 내

재 동기가 큰 향력을 미친다고 하 다.

이에 기업은 직 인 참여에 한 보상 평가 등

행 후 이루어지는 정책을 통한 고객의 참여도 필요하

지만 공동가치창출 참여 그 자체가 즐겁고 자신의 욕구

를 만족을 할 수 있도록 행 가 목 이 되게 노력하여야

한다. 한의견을 자유롭게 표 할 수있는 개방된 문화

즐겁고, 자연스럽게 공동가치창출을 경험할 수 있는

랫폼 등 내재 동기를 고취 시키는 활성화 정책을 마

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실증분석결과외재 동기는 공동가치창출 참여

에 향을 끼치지 않는것으로나타났다(P=0.052, P<0.05).

이는 고객은 공동가치창출 참여시 타인의 평가 기업

의 보상을 얻기 해 직 으로 참여하지는 않음을 시

사한다. 이는 외재 동기를 공동가치창출을 발생시키

는 인과 조건으로 제시한 김나랑 외[10]의 질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다.

외재 동기는 특정 행동이 외재 이고 실체 인 보

상을이끌어낼 수있다고기 될 때발생하는동기이며,

보상은 참여시 제공한 시간, 노력 등에 한 가로 주어

지는 교환 개념이다[22]. 기존의 기업 가치창출 로세

스에서는 기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있는 동기부여는

이런 외재 인 동기부여 지만, 자발 참여, 창의성, 소

통을 요시 하는 공동가치창출에서는 기업의보상과 인

정, 타인의 평 같은 외재 동기요인이 큰 향을 끼치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추후김나랑 외[10]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해서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공동가치창출 활성화 요인은 내재 동기와 참

여에 조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225,

P<0.05). 즉, 내재 동기로 인해 공동가치창출에는 참여

하지만, 기업의 활성화 정책에 향을 받아서 내재 동

기가 변화하여 지속 으로 참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

되어 질 수 있다.

이는 기존의 활성화 정책들이 인 보상 랫

폼 기술 등으로 외재 보상을 강조하고 있어 자신의 경

험을 자유롭게 소통하는 것을 즐기는 등의 내재 동기

로 인해 행동하는 고객에게는 큰 유인책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에기업은 기업의공정한 평가 정책, 랫폼의편

리성 개방성 이외에 공동가치창출 활동 자체로부터

얻는 보람이나 즐거움, 흥 거리, 고객 스스로 느끼는 성

취감, 사회 기여에 한 자기만족 등의 내재 동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공동가치창출 활성화 요인은 외재 동기와 참

여에 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P=0.047, P<0.05),

외재 동기에 의해 행동하는 사람은 내재 동기에 의

해 행동하는 사람에 비해 정책 규제에 순응한다는 연

구 결과와 동일하게나타났다[8]. 즉. 외재 동기 요인으

로 공동가치창출에 직 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기업

의 공동가치창출 참여를 한 기업의 정책 랫폼

리 정책이 외재 동기를 높이고, 고객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외재 동기의 성향이 높은

고객들을 공동가치창출 활동에 참여시키기 해서는

련된 랫폼 기술 등의 랫폼 정책과 극 인 보상

평가, 투명한 정책 등의 외재 보상에 한 고려가 필

요하다[30, 31].

5. 결  

기업들은 고객들의 지속 이고 활발한 공동가치창출

활동을 해 참여 동기에 해 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재 외재 동기와 참여에 한

향 공동가치창출 참여 활성화 요인에 한조 효과

를 연구모형으로 제시한 질 연구인 김나랑 외[10]의 연

구결과를 확장하여, 이를 검증하기 해 공동가치창출

경험을 가진 고객을 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내재 동기가 공동가치창출 참여에 직 인

연 을 가지며, 특정 행 후 보상 인정 등을 목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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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외재 동기는 향이 없는 것으로나타났다. 그

러나 공동가치창출 정책으로 변될 수 있는 활성화 요

인은 내재 동기에는 그 향을 미치지 않고, 외재 동

기에만 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 될

수 있다. 학문 으로 첫째, 공동가치창출이론 연구에서

고객 참여 조 효과에 하여 실증 으로 연구한 첫

학문 시도이다. 둘째, 질 연구인 근거이론을 통한 연

구의 확장으로 실증연구 결과와의 상이함을 밝 , 공동

가치창출 참여에 한 내재 ·외재 요인 활성화 요

인을 검증하고 제시하 다. 실무 으로는 첫째, 기업입장

에서 유용한 고객 참여를 한 략이 무엇인가에 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둘째, 공동가치창출 참여 동기

요인에 근거하여 고객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실질 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본연구에서는 학생 20 주라는 샘 편차와 변

수들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다양한 변수와 여러

계층에서의 설문응답을 확보하여 분석한다면 연구결과

의 객 성을 높일수 있을 것이다. 한 근거이론의 외재

동기에 한 연구 결과와 상이 하여 이에 한 세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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