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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정보탐색이 신제품개발 과정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5개 기업의 82개 신제품개발과제에 대

한 실증조사를 진행하였다. 정보탐색은 일반정보, 내부정보와 외부정보에 대한 탐색으로 구분하였고, 신제품개발과제의

성과는 기술성과와 시장성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부정보 탐색은 신제품개발과제의 기술

지식을 증가시키고, 외부정보 탐색은 신제품개발과제의 시장지식을 증가시켰다. 신제품개발과제의 기술지식과 시장지식

은 각각 기술성과를 향상시키고, 시장지식만이 시장성과를 향상시켰다. 전체적으로 신제품개발과제의 기술지식은 내부정

보 탐색과 기술성과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신제품개발과제의 시장지식은 외부정보 탐색과 기술성과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고, 외부정보 탐색과 시장성과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기술지식 혹은 시장지식은 여기 언급된 조합 이

외에 정보 탐색과 신제품개발 성과간의 어떤 관계도 매개하지 않았다.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정보탐색, 기술지식, 시장지식, 기술성과, 시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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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신제품개발 역량은 기업의 경쟁력과 장기적인 생존

에 필수적인 요소로 알려져 왔고, 이에 따라 신제품개

발은 실무자뿐만 아니라 학계의 깊은 관심을 받아왔

다(우정, 한수진, 강민희, 2008; 설현도, 2004; Shim & 

Kim, 2018; Howell & Shea, 2006; Clark & Fujimoto, 

1991, 1990). 그럼에도 신제품개발의 실패 확률은 여

전히 높으며, 기업들은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담보

하기 위해 신제품개발 과정을 관리, 개선하기 위한 방

안을 모색해 왔다(Leiponen & Helfat, 2010; Zahay et 

al., 2004). 

정보처리관점(information processing perspective)은 

신제품개발과 같은 지식 집약적 과정을 연구하는 데

에 중요한 접근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는데, 이 관점에

서 신제품개발은 무형의 신제품 아이디어와 시장 및 

기술에 대한 자료가 상업적 생산을 위한 새로운 지식

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Emmanuelides, 1993). 정보처

리관점 연구자들은 불확실성을 “과업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정보의 양과 조직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

보의 양의 차이”로 정의한다. 신제품개발은 ‘불확실성

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다(Avlonitis et al., 2001). 신제

품개발의 단계별 관문 혹은 진행/중단 결정(go/no go 

decision)은 신제품개발 과정 곳곳에 위치해 있으며, 

특정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어야만 하며(Cooper, 1990; 

Griffin, 1997), 각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활동들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팀 내부 

및 외부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포함하

고 있다(Daft & Lengel, 1986). 

특히, 기술과 시장 측면의 불확실성을 다루려는 노

력이 요구되고 있다(Leifer et al., 2001). 신제품개발 프

로젝트가 목표로 했던 기술적, 상업적 성과를 달성하

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에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이 

먼저 해결되어야만 한다(Song & Parry, 1996). 전통적

으로 기술 및 시장 불확실성은 기술혁신에 필연적인 

요소이며(Song & Montoya-Weiss, 2001; Veryzer, Jr., 

1998), 기술 및 시장 지식의 결여는 신제품의 주요 실

패 원인으로 간주되어 왔다(Zirger & Maidique, 1990). 

기술 불확실성은 어떻게 기술을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시장 불확

실성은 제품의 목표시장, 제품에 대한 기존 혹은 잠재

고객의 욕구 등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Leifer 

et al., 2001). 이들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기술적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술 정보와 함께 고객, 

공급업체, 경쟁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시장 정보들이 

신제품개발 과정에서 수집되고 활용되어야 한다(Katz 

& Tushman, 1981; Meyers & Marquis, 1969). 

기업이 혁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 대내외적으

로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Bommer & Jalajas, 2004). 정보의 원천들로는 기업 내

부 측면에서 연구개발 부문, 마케팅 부문, 생산 부문 

등이 대표적이며, 기업 외부 측면에서는 일반정보 매

체나 고객, 공급업자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기술 및 

시장 환경이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추세에 따라 단순

한 내부 연구개발만으로는 혁신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개방형 혁신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기업 

외부의 정보원과의 협력을 통해 외부의 기술과 정보

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기업들은 

정보 및 지식이 가치 창출 및 경쟁우위 확보에 중요하

다는 점을 인식하고 외부 정보원천을 탐색하고 정보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그렇지만, 기술

혁신 혹은 신제품개발에 관한 실증연구들은 대학, 연

구기관, 고객, 공급업체 등 소수의 정보원천이 기업의 

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왔고, 다양한 정보

원천이 혁신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을 통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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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지 않았다(이모성, 엄기용, 2017). 

기존 연구들은 정보원천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검증해 왔지만, 이들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메

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Shu et al., 

2005). 신제품개발 연구들은 성과지표로 기술적 성과

와 함께 상업적 성과를 사용해 왔다(Griffin & Page, 

1993; Myers & Marquis, 1969; Souder, 1987). 신제품의 

기술적 혹은 상업적 성과가 중요한 지표이지만, 개별 

프로젝트 수준에서 신제품개발의 성패는 성공에 기여

하는 일련의 과정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Emmanuelides, 1993). 본 연구는 신제품개발과정에 대

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 최종 성과와 함께 기술, 시

장 측면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과정 측면을 포함

하고자 한다(Griffin & Page, 1993). 신제품개발팀이 획

득한 기술지식 및 시장지식을 정보원천과 신제품 성

과 간의 매개변수로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기업의 신제품개발팀을 대상으로 

정보원천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탐색이 신제품개

발 과정, 그리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신제품개발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신

제품개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

하고자 한다. 첫째, 정보원천의 탐색이 개발팀의 기술

지식 및 시장지식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개

발팀의 기술지식 및 시장지식이 신제품개발 기술성과 

및 시장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마지막으로 기술지

식 및 시장지식이 정보원천 탐색과 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배경 및 연구가설

자원기반관점(resource-based view, RBV)은 조직은 

이용가능한 자원의 집합체로, 조직 간 성과 차이는 보

유하고 있는 자원과 이들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에 달려있으며, 이들 성과 차이는 차별화된 자원이 상

대적으로 희소하고 쉽게 모방되거나 획득 혹은 대체

될 수 없을 때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arney, 1991). 특히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은 기업 특

유의 학습역량과 같은 무형자원에서 비롯되며, 이는 

이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독특한 과정이나 

방법에 근거하는 탓에 모방이 쉽지 않다는 데에 기인

한다(Powell & Dent-Micallef, 1997; Slater & Narver, 

1994). 신제품개발 환경에서 정보는 신제품개발팀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팀 혹은 다양한 팀으로 구성된 기

업이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가는 쉽게 모방할 수 없

는 자원으로 경쟁우위를 만들어 낼 수 있다(Zahay et 

al., 2004). 자원기반관점의 연구자들은 정보의 도입 

및 활용과 관련된 경영 역량이 신제품 성과에 중요하

다는 것을 제시해 왔다(Mata et al., 1995)

다양한 정보원천에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은 혁신 기

회를 도출하고 개발하는 데 보다 나은 위치를 점할 수 

있다(Amara & Landry, 2005; Leiponen & Helfat, 2010; 

Venkataraman, 1997). 혁신 혹은 신제품개발 기회는 연

구개발 활동의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기초연구

나 개발연구는 새로운 제품이나 혁신의 원천이 될 수 

있다(Amera & Landry, 2005). 기업 내부의 연구개발 

활동은 기업에 의한 지식 창출에 기여할 수 있고, 학

습역량을 키우며, 외부지식의 흡수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Cohen & Leventhal, 1989, 1990). 

개발팀과 다른 조직 부서들 사이의 정보교환의 필

요성은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Ancona 

& Caldwell, 1987; Burgleman, 1983). R&D 연구들은 팀

과 다른 부서 사이의 정보교환 혹은 커뮤니케이션 정

도는 개발팀의 성과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높은 성

과를 내는 팀은 낮은 성과를 보이는 팀에 비해 조직 

내 타 부문과의 높은 수준의 조정 및 협의를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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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발견해 왔다(Allen, 1984; Ancona & Caldwell, 

1992; Ebadi & Utterback, 1984; Gladstein, 1984). 연구자

들은 마케팅과 생산, R&D 등 기업 내 기능 부문 간 

정보의 공유 및 협력이 혁신과정 내 불확실성을 줄이

는 메커니즘으로 신제품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하였다(김종주, 김보원, 2007; Gupta et al., 1986). 

Ancona & Caldwell(1992)도 타 부서와의 과업조정활

동이 팀 성과에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한편, 연구자들은 경쟁자와의 전략적 제휴 및 협력

적 R&D 컨소시엄 등에 관심을 보여 왔었고, 기술네트

워크 이론가들(Amabile et al., 1997)은 혁신시스템

(systems of innovation) 개념을 통해 보다 다양한 정보

원천을 포함시켜 왔다. 이들은 혁신기업이 기술적 협

력네트워크와 정보 교환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조직

과 연계하고 있으며, 특히 고객, 공급업체, 컨설턴트, 

정부당국, 민간 및 공공 연구기관 등 기업 외부 정보

원천을 강조해 왔다. 

조직은 개방시스템(open system)으로써 생존을 위

해 외부에서 다양한 투입요소를 획득해야만 하며, 환

경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선응적으로 외부 환경을 규

정하고 이들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Astley & Van 

de Ven, 1983). 조직이론의 외부 관점은 팀에도 적용되

며, 팀은 자신의 경계를 넘어 존재하는 사람들과의 복

잡한 상호작용을 요하는 개방시스템으로 고려되어야

만 한다(Ancona & Caldwell, 1990). 개방시스템 모델

(Katz & Kahn, 1978)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연구

자들은 환경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고, 특히 지식기

반 조직에서 경계관리활동(boundary spanning activity)

은 조직이나 팀이 외부로부터의 유용한 정보와 자원

을 탐색하는 활동으로 신제품개발 성과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고유미, 김지영, 정명호, 2013; 

Ancona & Caldwell, 1992). 기업과 외부 원천과의 본질

적이고 밀접한 상호작용으로 인한 기술 및 시장 지식

은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주

장해 왔다(Amera & Landry, 2005).  

혁신 연구자들은 제조업 분야에서 혁신의 결정요인

으로 외부원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Von 

Hippel, 1976). 특히, 신제품개발과정에서 정보원천으

로 고객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Rothwell(1994)은 

고객이나 사용자는 보완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고객

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수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출시 후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제품개발 및 개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사용자 혹

은 고객은 특히 개발 중인 제품이 점진적인 변화보다

는 상당한 수준의 독창성을 보일 때 기업에 의해 보다 

많이 활용되리라 추론하였다. 공급업체는 신제품개발

에 활용되는 정보의 원천으로 고객이나 사용자에 의

해 도출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정보의 원천이다. 90

년대 이후 대규모 기업들이 다운사이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자신의 핵심역량에 보다 집중하는 경향으로 인

해 기업의 혁신과정에 공급업체의 역할이 보다 증대

되어 왔다(Amara & Landry, 2005). 

커뮤니케이션 연구들(Allen, 1984; Katz & Tushman, 

1981; Tushman, 1979)은 신제품개발 노력에 있어 팀과 

팀 외부환경 사이의 외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제시해오고 있다. 이들 연구자들은 외부와의 커뮤니

케이션이 신제품개발 성과에 매우 중요하며, 특히 활

용 가능한 정보 흐름의 양과 다양성을 늘려 신제품개

발과정, 그리고 성과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전제로 하

고 있다. 타 부문, 공급업체, 고객,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과의 긴밀한 접촉과 같은 외부 커뮤니케이션 혹은 

협력은 혁신 노력을 이끌며, 혁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into & Pinto, 1990; von Hippel, 1988). 

연구자들은 팀과 환경을 연계하는 다양한 역할들을 

도출해 왔으며, 팀 외부로부터 기술 정보를 들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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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스타 혹은 정보소식통이 팀 성과에 중

요하다는 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Allen, 1984; Katz & 

Tushman, 1981; Tushman, 1977, 1979). 개발팀은 적절

한 기술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환경을 탐색해야 하며, 

외부의 고객이나 공급업체와도 밀접한 커뮤니케이션

을 보이고 있다(Ancona & Caldwell, 1992). 예로, Imai 

et al.(1985)은 일본기업의 신제품개발 사례 7개를 연

구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제품개발에 적합한 경영관리

기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공급업체와의 공식적

인 연계가 신제품개발에 매우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이들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은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

적 역량을 제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고객의 갑작스

러운 요구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Zahay et al.(2004)은 인터뷰를 통해 신제품개발과정

에서 주로 활용되는 8개 정보 유형을 제시해주고 있

는데, 이는 내부적으로 개발된 정보로부터 기업 외부

원천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포괄하고 있다. Shu et 

al.(2005)는 외부연계를 수직적 연계(고객, 공급업체)

와 수평적 연계(협력업체, 산업 연구기관, 대학)로 구

분하고 있으며, Amara & Landry(2005)는 다양한 정보

원천을 크게 내부원천(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사업 

부문), 시장원천(공급업체, 고객, 경쟁사), 연구원천(대

학, 정부 및 지자체 연구기관), 일반원천(출판물, 박람

회/전시회)으로 구분한다. 기업이 도입한 혁신의 신규

성이 높을수록 보다 다양한 내부 및 외부 정보원천을 

이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모성, 엄기용(2017)은 

2014년 한국기업혁신조사(Korea Innovation Survey, 

KIS) 자료를 활용해 11개 정보원천들의 상대적 중요

도를 분석한 결과 기업 내부 정보, 수요기업, 공급업

체 등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으며, 상대적으로 대학 및 

연구기관, 컨퍼런스/박람회, 전문 저널 및 서적의 이용 

빈도는 낮은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들 연구에서 

제품혁신에는 기업 내부 정보가 유의하며, 공정혁신

에는 공급업체 등 외부원천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반

면에 상대적으로 공공/민간 연구소, 컨퍼런스, 전문 저

널 및 서적 등은 혁신성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신제품개발 팀장과의 예비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전문서적, 저널/잡지/뉴스레터, 

학회/세미나/박람회/전시회, 연구개발, 생산/마케팅/사

업 부문, 공급업체, 고객 등 7개의 정보원천을 도출하

였으나, 후속단계에서 Amara & Landry(2005), Zahay et 

al.(2004)의 분류와 정보원천 측정항목에 대한 요인분

석에 기초해 정보원천을 크게 내부원천(연구개발, 생

산/마케팅/사업 부문), 외부원천(공급업체, 고객), 일반

원천(보고서/전문서적, 저널/잡지/뉴스레터, 학회/세미

나/박람회/전시회)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

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정보탐색은 기술지식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1-1. 일반정보는 기술지식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1-2. 내부정보는 기술지식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1-3. 외부정보는 기술지식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2. 정보탐색은 시장지식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2-1. 일반정보는 시장지식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2-2. 내부정보는 시장지식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2-3. 외부정보는 시장지식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신제품개발 과정은 정보처리과정으로 볼 수 있으

며, 기술정보와 시장정보를 획득하는 활동은 성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Shim & Kim, 2018; Howell & 

Shea, 2006; Emmanuellides, 1993). 제품을 개발하는 과

정에서 다양한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

팀이 가지지 않은 기술정보를 외부로부터 획득해야 

한다. 외부로부터 제품개발에 결정적인 기술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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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은 기술적 문제의 해결을 가능케 하므로 기술적 

성과를 높일 수 있다(Ancoan & Caldwell, 1990). 또한, 

시장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활동은 고객의 욕구에 부

합하며 경쟁제품을 능가할 수 있는 성공적 제품개발

에 필수적이다. 고객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

한 시장조사, 경쟁제품 분석, 목표시장 내 경쟁상황 

분석 등 다양하다(Brown & Eigenhardt, 1995; Clark & 

Fujimoto, 1990, 1991). 신제품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 개발과정은 상당한 차이를 보

인다(Song & Parry, 1997; Zirgir & Maidique, 1990). 신

제품개발은 개발과정에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겪으

며,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팀은 보다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필요로 한다(Olson et al., 1995). 

신제품개발팀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은 프로젝트 자체, 

내부 환경, 외부 환경으로부터 기인하며(Avlonitis et 

al., 2001; Emmanuelides, 1993), 이들 불확실성에 대처

하기 위해 기술적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술 

정보와 함께 고객, 공급업체, 경쟁기업 등에 대한 다

양한 시장 정보들이 신제품개발 과정에서 수집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신제품개발팀은 외부 원천으로부터의 적절한 기술 

기반 및 기술 진보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고 처리해야

만 한다(Katz & Tushman, 1981; Meyers & Marquis, 

1969). 정보통(gatekeeper)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문제 

해결 차원에서 적절한 과학 및 기술 정보의 흐름을 신

제품개발성과에 특히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

(Rubenstein et al., 1976; Tushman, 1979). Lee & 

Na(1994)는 국내 신제품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획

득한 정보의 양이 신제품개발의 기술적 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줌을 보였다. 

시장에 대한 이해는 신제품개발의 성공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신제품에 관한 문헌들은 차

별화된 제품과 함께 고객의 욕구 및 선호, 경쟁 상황 

및 시장 환경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반영하는 강한 시

장 지향성을 핵심적인 성공요인으로 도출하고 있다

(Adams et al., 1998; Bacon et al., 1994). 경쟁환경을 포

함한 시장지식은 신제품 선정, 그리고 ‘진행 혹은 중

단’ 결정에 영향을 준다. 이 지식을 가진 기업은 잠재

력이 적은 제품개발을 포기하고 제품의 잠재력이 높

은 제품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제품의 실패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시장 정보지식은 마케팅 활동의 효율성을 제

고할 수 있다(Calantone & di Benedetto, 1988). 시장 개

발은 고객의 욕구, 취향, 선호, 가격 민감성 정도, 구매 

행위패턴 등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Song & 

Parry(1997)는 신제품 사례 788개를 바탕으로 경쟁 환

경과 시장 정보는 신제품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됨을 

발견하였다. Montoya-Weiss & Calantone(1994)는 기술 

측면의 지식과 시장 측면의 지식이 신제품개발 성과

에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시장 측면은 제품의 목표

시장, 고객 욕구나 선호, 취향 등에 관한 것이고, 기술 

측면은 제품의 사양 및 요구사항 등을 말한다. 개발팀

은 고객, 경쟁업체, 시장, 기술로부터의 정보를 통해 

시장의 요구에 대처하고 고객 문제를 해결하며, 제품

개발의 미비점을 보완한다(Lynn et al., 2000).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기술지식은 신제품개발 성과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
이다.

  가설 3-1. 기술지식은 기술성과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3-2. 기술지식은 시장성과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4. 시장지식은 신제품개발 성과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
이다.

  가설 4-1. 시장지식은 기술성과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4-2. 시장지식은 시장성과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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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식 및 시장지식은 정보원천과 혁신성과 사이

를 연계하는 중요한 매개변수로 고려될 수 있다. 다양

한 정보원천과의 연계가 가져다주는 이점은 그 결과

로 기업이 얻는 실제 지식이다. 지식의 획득과 관련되

지 않는 한 정보원천 자체만으로는 신제품개발 노력

에 영향을 줄 수 없다(Shim & Kim, 2018; Shu et al., 

2005). 기존 연구들은 신제품개발과정에서 외부와의 

협력은 보완적인 기술 및 제품 지식의 획득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해 왔다(Teece, 1986). 기업이 지식획득으

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품 노하우와 신제품이 필요

로 하는 노하우 사이의 기술적인 간격을 줄일 수 있다

면, 기업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

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보완적

인 기술 혹은 기술적 지식만으로는 보다 혁신적인 제

품개발이나 상업화에 충분하지 않으며, 프로젝트의 

상업적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이해와 시장 지식을 얻고, 통합할 수 있어야만 한다. 

고객, 경쟁업체, 유통채널, 시장 동향과 같은 지식은 

신제품개발 계획 및 평가, 출하 전략과 마케팅 프로그

램을 이끄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

술적 지식 이외에 새로운 시장 지식의 획득 혹은 창출

은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있다. 

Shu et al.(2005)는 대만 정보기술업체들의 신제품개

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부와의 연계

는 신제품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특히 기

술 및 시장에 대한 지식획득이 외부 연계와 신제품 혁

신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1. 기술지식은 정보탐색과 신제품개발 기술성과 간
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5-2. 기술지식은 정보탐색과 신제품개발 시장성과 간
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6-1. 시장지식은 정보탐색과 신제품개발 기술성과 간
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6-2. 시장지식은 정보탐색과 신제품개발 시장성과 간
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신제품개발 성패는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신제품

개발에 달려있다(Utterback et al., 1976). 독특함, 높은 

품질 등 신제품의 경쟁우위는 신제품개발 프로젝트의 

성패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Cooper & 

Kleinschmidt, 1987; Maidique & Zirgir, 1984; Zirgir & 

Maidique, 1990). Song & Parry(1996)도 제품의 경쟁우

위가 높을수록 제품의 시장성과가 높음을 보였다. 이

상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7. 기술성과는 시장성과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 표본 및 절차

본 연구는 기업 연구관리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5개 기업 112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연구팀은 연구내용을 설명한 안내서신과 함께 신제품

개발팀의 팀장을 대상으로 설문서를 발송하였고, 수

거된 설문서 중 설문 응답이 미비한 4부를 제외하고 

82개 팀장 설문자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 

1>과 같이 팀장들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살펴보면, 

전원이 남성이며, 평균적으로 나이 41.6세, 근무기간 

13.94년을 가지고 있으며, 학력별 분포는 전문대졸

(2.4%), 대졸(26.8%), 석사(25.6%), 박사(45.1%)로 나타

났다. 직급별로는 선임급(14.6%), 책임급(53.7%), 임원

급(31.7%) 분포를 보이고 있다. 

82개 프로젝트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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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프로젝트특성으로 산업분야는 화학 23개(28.0%), 

전기/전자 25개(30.5%), 기계 18개(22.0%), 컴퓨터/정보

통신 16개(19.5%)로 나타났다. 프로젝트가 목표로 했

던 신제품유형을 살펴보면, 기존 제품의 점진적인 개

선/기존 제품 라인에 새로운 품목 확대(11.0%), 제품 

자체는 혁신적이지 않지만 기업 내 새로운 제품라인의 

제품개발(67.1%), 그리고 기업에도 새롭고 제품 자체

도 혁신적인 제품개발이나 세계최초 제품 개발(22.0%)

로 전반적으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많이 포함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의 제안 원천으로는 연

구개발(53.7%), 영업/마케팅(14.6%), 경영/관리(12.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프로젝트는 평균적으로 17.0명

의 연구인력과 29.6억원의 연구개발예산(상업화 이전

단계), 29.68개월의 연구개발기간을 가지고 있다.

3.2. 연구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정보원천은 신제품개발팀이 개발과정에서 활용한 

총 7개의 정보원천과의 커뮤니케이션 빈도를 각각 7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정보원천 7개는 기존 연구들과 

신제품개발팀장과의 예비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다. 

Amara & Landry(2005), Zahay et al.(2004)의 분류와 정

보원천 설문항목에 대한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크게 

일반정보, 내부정보와 외부정보로 구분하였다. 일반

정보는 보고서/전문서적, 저널/잡지/뉴스레터, 학회/세

미나/박람회/전시회 즉, 설문항목 3개의 값을 평균하

였다. 내부정보는 연구개발, 생산/마케팅/사업부문 즉, 

설문항목 2개의 값을 평균하였다. 외부정보는 공급업

체와 고객의 값을 평균하였다.  

<표 1> 표본의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82 100 %

과제 
산업분야

화학 23 28.0 %

여자 0 0 % 전자 25 30.5 %

연령별

35세 미만 9 11.0 % 기계 18 22.0 %

35-40세 21 25.6 % 컴퓨터/통신 16 19.5 %

40-45세 36 43.9 %

과제
예산

5억원 미만 25 30.5 %

45세 이상 16 19.5 % 5-10억원 17 20.7 %

학력별

학사(2년제) 2 2.4 % 10-30억원 21 25.6 %

학사(4년제) 22 26.8 % 30억원 이상 19 23.2 %

석사 21 25.6 %
과제
인력

10명 미만 27 32.9 %

박사 37 45.1 % 10-20명 30 36.6 %

근무기간별

5년 미만 10 12.2 % 20명 이상 25 30.5 %

5-10년 11 13.4 %

과제
제안원천

R&D 44 53.7 %

10-15년 23 28.1 % 생산 2 2.4 %

15-20년 30 36.5 % 영업/마케팅 12 14.6 %

20년 이상 8 9.8 % 관리 10 12.2 %

직급

선임급 12 14.6 % 고객 3 3.7 %

책임금 44 53.7 % 공급자 4 4.9 %

임원급 26 31.7 % 대학/연구소 2 2.4 %

과제
기간

1년 미만 13 15.9 % 기타 5 6.1 %

1-2년 29 35.3 %

과제 혁신성

하 9 11.0 %

2-3년 24 29.3 % 중 55 67.1 %

3-4년 7 8.5 % 상 18 22.0 %

4년 이상 9 11.0 % 합계 82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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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식(technological information or intelligence)은 

기업이 신제품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신제품의 사양, 관련된 기술뿐만 아니라 생

산공정에서 요구되는 기술, 장비 등에 대한 이해를 포

함한다. Song & Parry(1996)의 4개 항목으로 측정하였

다. 시장지식(market information or intelligence)은 기업

이 신제품의 목표시장을 이해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기업의 시장규모, 소비자 욕구, 경쟁기업 등을 포함한

다. Song & Parry(1996)의 4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성과지표로 상업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 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의 기대가 충족되었는가를 측정

하였다(Myers & Marquis, 1969; Souder, 1987). 신제품

의 기술성과(technical performance)는 경쟁제품과 비교

한 제품의 우월성을 의미하며, 제품의 독특성과 함께 

상대적 품질, 성능, 비용 우월성 등이다. Song & 

Montoya-Weiss(2001)의 5개 항목을 이용하였다. 시장

성과(commercial performance)는 신제품이 기업이 목표

하는 매출액, 시장점유율, 수익성을 달성하는데 얼마

나 기여하였는지를 말하는데 3개 항목으로 측정하였

다(최원일, 김상조, 1998; Markham, 2000; Song & 

Parry, 1996). 기존 연구들은 신제품개발의 성과를 측

정하기 위해 주관적인 척도를 널리 사용해 왔으며, 객

관적인 성과 척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최원일, 

김상조, 1998; Song & Parry, 1997). 

본 연구는 프로젝트 특성으로 목표로 했던 신제품 

유형, 아이디어 원천, 프로젝트의 규모(참여인력 및 

연구예산)를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목표로 했던 신

제품 유형은 혁신성에 따라 기존제품의 점진적인 개

선/기존 제품라인에 새로운 품목 확대, 제품 자체는 

혁신적이지 않지만 새로운 제품라인의 제품개발, 그

리고 혁신적인 제품라인 제품개발이나 세계최초 제품 

개발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아이디어 원천은 연구개

발이 제안한 경우 1로, 기타 부문은 0으로 더미변수로 

전환하였다. 프로젝트 참여 인력과 연구개발 예산은 

기업의 내부 자료를 통해 측정되었다(Green, 1995). 실

제 수치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프로젝트 리

더가 프로젝트의 연구개발단계에 참여한 연구인력 및 

소요된 연구개발 예산에 관해 추정치를 응답하도록 

요구되었다. 이와 함께 산업 및 기업 내 다른 프로젝

트와 비교하여 연구 예산, 인력, 기간 측면에서 어떻

게 평가할 수 있는가를 프로젝트 리더 및 프로젝트 팀

원에게 측정하였다(3개 항목, Green, 1995; Markham, 

Green & Basu, 1991; Scott, 1997). 이는 산업별, 기업별

로 수행하는 프로젝트 특성을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실제 수치와 동일한 결과를 보

여주고 있어 후속 분석에서는 내부 자료를 이용하였

다. 연구에서 산업분야는 화학, 전기/전자, 기계, 컴퓨

터/정보통신로 구분되었고, 산업별 더미변수로 전환

해 분석하였으나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나 후속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2> 요인분석

　N=82 기술성과 시장성과 시장지식 기술지식

기술성과5
기술성과1
기술성과2
기술성과3
기술성과4

.89

.82

.80

.77

.76

.02

.13

.12

.39

.25

.10

.26

.34

.27
-.08

.20

.16

.15

.17

.04

시장성과2
시장성과1
시장성과3

.23

.14

.20

.88

.83

.80

.18

.33
-.05

-.05
-.03
.26

시장지식2
시장지식3
시장지식1
시장지식4

.14

.09

.35

.15

.36
-.10
.33
.14

.79

.77

.69

.61

.00

.23

.00

.35

기술지식4
기술지식3
기술지식2

.17

.15

.11

.00
-.09
.28

.19

.00

.18

.87

.87

.66

고유값 6.3 2.1 1.7 1.3

분산설명력(%) 41.8 14.3 11.2 8.8

누적분산설명력(%) 41.8 56.1 67.3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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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변수들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연구에서 사용된 다항목척도 변수들의 신뢰도 분석

을 위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를 사용하였

다. 분석결과 모든 변수들의 신뢰도계수가 모두 0.6 

이상으로 Van de Ven & Ferry(1980)가 제시하는 기준

치를 충족시키며 신뢰할만한 척도로 나타났다.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주요인분석에 의한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회전방식은 직각행

렬(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2>가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술지식 측정항목 중 

한 항목이 제거된 후 고유치가 1이상인 4개 요인이 도

출되었고, 전체 분산의 76.1%를 설명하고 있다. 측정

한 항목들은 의도되었던 요인에 요인적재량 0.6 이상

으로 적재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변수들은 모두 한 명의 응답자로부

터 측정되었기 때문에 단일응답자 편차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후통계적 방법으로 연구

에 사용된 모든 측정항목들을 대상으로 주성분분석을 

진행하는 Harman의 일원검증법을 적용하였다. <표 2>

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설명력이 큰 요인이 전체 분

산의 41.8%로 단일요인이 추출되거나 전체 분산의 대

부분을 설명하는 한 개의 보편요인이 추출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 단일응답자 편차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4. 연구결과

가설검증에 앞서 전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을 실시하였다. <표 3>은 연구에서 조사되었던 변수

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분산팽창지수가 10 이상이면, 고유값이 0.01보다 작으

면, 조건지표가 100 이상이면, 허용치가 0.1보다 작으

면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회귀분석 

결과에서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다중공선성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하여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의 분석결과와 같이, 일반정보(β= 

.33, p<.005), 내부정보(β=.43, p<.005), 외부정보(β

=.32, p<.005)는 모두 기술지식에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동시에 투입

<표 3>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예산(로그) 3.18  .78

2.참여인력 17.0 10.5 .09

3.제안원천  .54  .50 -.13 .09

4.혁신성 2.11  .56 .11 .08 .05

5.일반정보 4.44 1.30 -.08 .00 .10 .00

6.내부정보 4.35 1.44 .05 -.03 -.17 -.07 .44

7.외부정보 4.61 1.59 .01 .09 -.14 -.06 .21 .41

8.기술지식 4.48 1.22 -.02 -.13 .08 -.03 .33 .41 .28 (.78)

9.시장지식 5.64  .90 .07 -.11 .00 -.09 -.01 .13 .28 .29 (.80)

10.기술성과 5.79  .97 .16 .00 .00 .07 .28 .33 .14 .39 .50 (.92)

11.시장성과 5.13 1.20 -.02 -.05 .06 -.17 .19 .07 .20 .18 .45 .44 (.87)

주) Italic : p<.05, Italic and Bold : p<.01; 대각항은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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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귀분석에서는 내부정보만이 한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또한 정보원천별 시장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 외부정보(β=.36, p<.005)가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내부정보(β=.19, p<.10)는 한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반면 일반정보(β=.06, n.s.)는 유의

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동시에 투입한 회귀분석에

서도 외부정보(β=.33, p<.005)만이 유의한 영향을 주

었다. 전체적으로, 내부정보가 기술지식에 보다 중요

한 정보원으로, 외부정보가 시장지식에 중요한 정보

원으로 나타났다.

<표 4> 회귀분석: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

1단계 기술지식 시장지식

예산 .03 -.01 .01 .00 .10 .09 .10 .09

인력 -.14 -.13 -.18 -.15 -.16 -.16 -.20+ -.20+

제안원천 .07 .17+ .15 .16 .06 .09 .12 .13

혁신성 -.03 .00 -.00 .00 -.07 -.06 -.05 -.04

일반정보 .33*** .15 .06 -.05

내부정보 .43*** .29+ .19+ .08

외부정보 .32*** .17 .36*** .33***

R2 .13 .21 .13 .25 .04 .07 .16 .17

F 2.4* 4.1** 2.3+ 3.7*** .7 1.3 3.0* 2.2*

ΔR2 .10 .18 .10 .22 .00 .04 .13 .13

F 9.5*** 17.7*** 8.9*** 7.5*** .3 3.0+ 11.4*** 3.9*

주) + : p<.1; * : p<.05; ** : p<.01; *** : p< .001

분석결과 <표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기술지식

(β=.41, p<.005)과 시장지식(β=.53, p<.005)은 모두 기

술성과에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었다. 이들을 

동시에 투입한 회귀분석에서도 모두 유의하였다. 시

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시장지식(β

=.44, p<.005)만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었다. 전체적

으로, 시장지식이 기술지식에 비해 기술성과 및 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2단계는 <표 6>에 제시되었다. 내부정

보(β=.25, p<.1)만이 한계적으로 기술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었다. 1단계는 <표 4>에 제시되었는

데 다양한 원천 중에서 내부정보만이 기술지식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이 있다.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기

술지식은  기술성과(β=.18, p<.1)에만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었다. 이를 통해 ‘내부정보-기술지식-기술성

과’로 연결되는 매개효과가 유의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5> 회귀분석: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기술성과 시장성과

예산 .16 .11 .11 .00 -.03 -.03

인력 .03 .06 .07 -.02 .02 .02

제안원천 -.01 -.01 -.02 .05 .04 .04

혁신성 .07 .09 .09 -.16 -.14 -.14

기술지식 .41*** .24* .16 .00

시장지식 .53*** .44*** .44*** .44***

R2 .19 .30 .35 .06 .22 .22

F 3.7*** 6.8*** 7.0*** 1.1 4.4*** 3.6***

ΔR2 .16 .27 .32 .02 .18 .18

F 15.5*** 30.5*** 19.1*** 2.2 18.5*** 9.1***

주) + : p<.1; * : p<.05; ** : p<.01; *** : p< .001

<표 6> 회귀분석: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영향

기술성과 시장성과

2단계 3단계 2단계 3단계

예산 .16 .16 .11 .12 .03 .02 -.01 -.01

인력 -.02 .02 .05 .07 -.07 -.05 .00 .00

제안원천 .05 .00 .00 -.02 .07 .05 .03 .03

혁신성 .07 .07 .11 .11 -.17 -.17 -.13 -.13

일반정보 .17 .13 .23* .20+ .19 .18 .24* .24*

내부정보 .25+ .16 .22* .16 -.10 -.14 -.13 -.13

외부정보 .01 -.04 -.14 -.16 .21* .19 .07 .07

기술지식 .31* .18+ .10 .00

시장지식 .53** .49*** .44*** .44***

R2 .17 .24 .41 .44 .11 .11 .28 .28

F 2.2* 2.3** 6.5*** 6.9*** 1.3 1.2 3.6*** 3.2***

ΔR2 .13 .07 .24 .27 .07 .01 .17 .17

F 4.1*** 6.9*** 30.7*** 17.4*** 2.1 .7 17.6*** 8.7***

주) + : p<.1; * : p<.05; ** : p<.01; *** : p< .001

다시 2단계에서 외부정보(β=.21, p<.05)만이 시장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었다. 1단계에서 다

양한 원천 중에서 외부정보만 시장지식에 유의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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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이 있었다.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시장지식

은 기술성과(β=.49, p<.001)와 시장성과(β=.44, p<.001)

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었다. 이를 통해 ‘외

부정보-시장지식-기술성과’로 연결되는 매개효과와 

‘외부정보-시장지식-시장성과’로 연결되는 매개효과

가 유의할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

다. 매개효과는 부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검증하

였다(Preacher & Hayes, 2004). 검증결과는 95% 신뢰구

간 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유의미하다. ‘내부정

보-기술지식-기술성과’의 매개효과 크기는 .095이며 

95% 하한 값은 .0309, 상한 값은 .2043로 나타나서 

9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기술지식은 이들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내부정보만이 기술지식을 통해 기술성과

에 영향을 주었다(가설 5-1 부분채택). 

‘외부정보-시장지식-기술성과’의 매개효과 크기는 

.122이며 95% 하한 값은 .0465, 상한 값은 .2292로 나

타나서 95%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직접효과는 유의하

지 않았다. 시장지식은 이들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

였다. 외부정보만이 시장지식을 통해 기술성과에 영

향을 주었다(가설 6-1 부분채택). 

‘외부정보-시장지식-시장성과’의 매개효과 크기는 

.115이며 95% 하한 값은 .0369, 상한 값은 .2359로 나

타나서 95%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직접효과는 유의하

지 않아서, 시장지식은 이들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

였다. 외부정보만이 시장지식을 통해 시장성과에 영

향을 주었다(가설 6-2 부분채택). 나머지 언급되지 않

 

<그림 1> 분석결과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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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9개 매개경로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5. 토의

본 연구는 국내 기업 신제품개발팀을 대상으로 정

보탐색이 신제품개발 과정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신제품개발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와 함께 신제품개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실무적 지

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몇 가

지 사실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정보, 내부정보, 외부정보 모두 기술지식

에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

면, 동시에 투입한 회귀분석에서는 내부정보만이 한계

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외부정보

만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

로, 각 정보원천들은 신제품개발팀의 지식획득에 영향

을 주고 있지만, 기술지식에는 내부정보가, 시장지식에

는 외부정보가 보다 중요한 정보원천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제품개발팀의 기술지식과 시장지식은 모두 

기술성과에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시장지식은 시장성과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주었으나, 기술지식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시장지식이 기술

지식에 비해 기술성과 및 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분석결과는 기술지식은 내부

정보와 기술성과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과는 달리 내부정보와 시장성과, 외부

정보와 기술성과, 외부정보와 시장성과 간의 관계에

서 기술지식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시장지식은 외부정보와 기술성과, 외부

정보와 시장성과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설과는 달리 내부정보와 기

술성과, 내부정보와 시장성과 간의 관계에 시장지식

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이론적 측면에서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다르게 다양한 정보원천이 신

제품개발 과정, 그리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

으로 고려해 상대적인 중요도를 실증하였다. 정보원

천과 프로젝트 성과 간의 관계를 연계하는 기술지식 

및 시장지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신제품개발 

정보관리 연구를 확장하였다. 

본 연구는 실무적 측면에서 국내 신제품개발 과정

에서 각각의 정보원천이 수행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신제품개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

다. 연구결과는 혁신적 조직 설계를 위해서는 정보관

리의 중요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

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국내 

일부 기업의 신제품개발팀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탐색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각 정보

원천의 활용 정도가 프로젝트 과정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요인이 개입될 수 있다. 

향후 프로젝트 특성, 기업 특성, 산업 특성이 다양한 

표본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하여 일반화할 수 있다. 또

한 연구변수들은 모두 프로젝트 팀장 한 명의 응답으

로부터 측정되었기 때문에 단일응답자 편차의 문제점

이 제기될 수 있고, 횡단적 연구설계로 인해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제시하는 데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향후 연구는 신제품개발팀의 정보관리에 대한 포괄적

인 연구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종단적인 연구설계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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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Effects of Information Search on New 

Product Development Process and Performance

 1)

Shim, Duksup*, Ha, Seongwook**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information search on new product development (NPD) process and 
performance with a sample of 82 NPD projects in 5 firms. The information search is consisted of general sources, internal 
sources, and external sources. The performance is consisted of technological and market performance. Findings show that 
information search from internal sources increases the technological knowledge of the NPD team, and information search 
from external sources increases the market knowledge of the NPD team. The technological and market knowledge of the 
NPD team increases its technical performance respectively. Only the market knowledge of the NPD team increases its market 
performance. Overall, the technological knowledge of the NPD team ful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ormation 
search from internal sources and its technical performance. The market knowledge of the NPD team ful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ormation search from external sources and its technical performan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ormation search from external sources and its market performance. There is no other significant mediation relationships 
between the information searches and the performances.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findings are discussed, and 
recommendation for future research are provided.

Key Words: Information Search, Technical Knowledge, Market Knowledge, Technical Performance, Marke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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