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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대학생 무역캠프 시행
‘2018 대학생 무역캠프’가 7월 24일~8월
31일, 전국 4개 지역(부산, 대전, 서울,
대구) 206명의 대학생이 교육수료를 마치
고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본 재단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
하는 대학생 무역캠프는 무역에 대한 대학
생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마련된
무역체험형 실습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실제 중소기업 CEO 강의와 가상
무역전시회 등을 통해, 학생들이 수출아이

<대학생 무역캠프 시행 결과>

템 선정부터, 무역계약까지 전 진행과정을

연번

지역

일정

장소

교육생

1

부산

7/24(화) ~ 7/27(금)

부산무역회관

37명
(1개반)

다. 교육 참가자 전원에게는 산학재단 이
사장/무역협회 회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

2

대전

7/31(화) ~ 8/3(금)

대전무역회관

27명
(1개반)

3

서울

8/20(월) ~ 8/23(목)

무역아카데미

122명
(2개반)

대구무역회관

20명
(1개반)

4

대구

8/28(화) ~ 8/31(금)

기획하고 체험할 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
어 학생들의 전반적인 교육 만족도가 높았

하였고, 교육수료 후, 성적이 우수한 10개
팀을 선발하여 우수상을 수여하였다.

2. 2018년도 2학기 장학금 지급
본 재단은 2018년도 장학생 중, 졸업예정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2개교 2명의 기존 장학생을 다른 학생으로 교체

<신규 장학생 명단>
학교명

학과

성명

추천 받아, 총 38명의 2학기 장학생을 확정하였다. 2학기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김영탁

장학금 96백만원은 각 소속대학교 앞으로 송금하였으며,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정수경

교체 선발된 신규 장학생 명단은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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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도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공모
본 재단은 2018년도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공모 결과, 총 4개 연구기관(학회)을 지원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재단은 지난 8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新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② 지속가능한 수출증진과 일자리 창출 방안 ③ 대학의 현장맞춤형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설계 지원방안 ④ 4차 산업혁명 기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성숙도와 산업과

연계 타당성 연구 등, 총 4개 연구주제에 대하여 연구 수행할 기관(학회)을 공모하였다.
지원규모는 과제당 30백만원씩, 총 120백만원이며, 9월 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연구수행될 예정
이다.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4차 산업혁명 시대의 新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사)한국디지털정책학회

지속가능한 수출증진과 일자리 창출 방안

(사)한국경영컨설팅학회

대학의 현장맞춤형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설계 지원방안

(사)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4차 산업혁명 기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성숙도와 산업과 연계 타당성 연구

(사)한국컴퓨터정보학회

4. 2018년도『기초산업 분야 기능인력양성 지원사업』수료식
2018년도 『기초산업 분야 기능인력양성 지원사업
수료식』이 지난 8월, 목포대와 대구대에서 각각 개최
되었다. 재단은 산업현장의 실무역량을 갖춘 뿌리
기술 전문 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난 3월 용접교육
기관으로 목포대, 금형교육 기관으로 대구대 등 총 2개
대학을 선정,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뿌리기술 교육 및
현장실습, 채용연계 등을 지원하였다.
산업체와의 교육생 채용약정, 맞춤 기술교육과정
개발 등 최선의 교육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노력 결과,
목포대는 총 18명 중 5명, 대구대는 총 23명 중 14명의
교육생이 수료식 이전에 조기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
다. 사업수행 기관인 대학 관계자는 “남은 사업기간에
도 인근 산업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대학의 우수한 인
프라를 활용하여 교육생 모두가 취업할 수 있도록 힘쓰
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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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공계 대학생 경진대회 지원사업 소식
▶ 주력산업기술 분야
대회명

주최기관

대회장소

개최일

I.E(Intelligent Electronics) 경진대회

전력전자학회

웰리힐리파크(횡성)

7. 3.

제16회 I.E(Intelligent Electronics) 경진대회가 7월 3일(화)
강원도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개최되었다. 본 대회는 매년
전력전자학회가 전력전자 분야에 중요한 화두 주제를 제시

하여, 대학(원)생들이 산업현장과 밀착된 기술 작품 제작 및
전시하는 대회로, 지정작품 종목(태양광, 풍력 등)과 자유작품
종목(모바일 로봇, 스마트센서 등) 2개 종목에 총 50팀, 약
200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다.

▶ 미래전략산업기술 분야
대회명

주최기관

대회장소

개최일

미니드론 자율비행 경진대회

대한전기학회

용평리조트(평창)

7. 12.

대한전기학회가 주관하고 본 재단이 후원하는 2018 미니드
론 자율비행 경진대회가 7월 12일(목) 전국 각 대학의 IT(전기,
전자)계열 대학생으로 구성된 19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대회 당일 개최된 본선 경기는 참가자들이 사전
에 무상 제공된 표준 하드웨어를 이용해 미니드론의 각종
센서 동작, 기본동작, 자율비행 등 경연을 펼쳤으며, 총 12개

팀에게 대상(산학협동재단 이사장상), 금상 등이 시상되었다.

대회명

주최기관

대회장소

개최일

월드로봇 올림피아드 한국대회

ITC로봇문화협회

송도컨벤시아(인천)

8.11.~8.12.

ITC로봇문화협회가 주관하는 월드로봇 올림피아드 한국대회가
8월 11일부터 이틀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총 10개 종목에
1,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미션수행, 로봇축구, 컬링 등 대회 종목별 상위 수상팀에게는
오는 11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되는 월드 로봇 올림피아드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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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학재단 소식

『2013~2017 이공계 대학생 경진대회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발간

본 재단은 지난 7월, 최근 5개년(2013~2017년) 이공계 대학생
경진대회 지원사업의 사업실적 및 성과사례를 담은 우수사례
집을 발간하였다.

재단은 전공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우수 이공계 전문인력
양성 및 경진대회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2013년도부터 2017
년까지 총 50개 경진대회에 8억 9,800만원의 개최경비를 지원
하였다. 본 서에는 총 22개 우수 경진대회 소개 및 주요 성과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관련 대학 및 유관기관에 배포할 계획
이다.

7. 장학생의 편지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재학중인 임가현
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산학협동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

되어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지원
해주신 소중한 장학금으로 학교생활에 더욱더 충실히 임하
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식품산업 성장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식품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식품은 사람의 삶에서 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식품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였으면
하는 저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또한 누군가에게 소중한 추억의 일부분에 식품이 자리
잡는 모습을 상상하며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하는 제 마음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 식품영양학부 임가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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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논단
중소 수출기업의 개방형 정보 혁신, 전략적 제휴,
수출성과의 관계에서 조직문화의 조절효과
*본 연구는 2016년도 산학협동재단 연구비 지원으로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조연성 교수가 수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융합정보논문지(중소기업융합학회 발간, Vol.8 no. 2. 2018. 4.)에 게재 되었음.

본 연구의 목적은 개방형 정보 혁신을 기술 흡수형 혁신과 기술 활용형 혁신으로 나누어 전략적 제휴 요인과 통합
하여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의 PLS(Partial Least Square)를 사용
하여 개방형 정보 혁신과 전략적 제휴, 수출성과의 관계에서 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설정한 6개의 가설을 201개
표본으로 실증분석 했다. 분석 결과 개방형 정보 혁신 중 기술 흡수형 혁신은 전략적 제휴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 기술활용형 혁신은 전략적 제휴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전략적 제휴는 또한 수출성과에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 분석 결과 조직문화와 기술 흡수형 혁신의 상호작용은 전략적 제휴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또한, 조직문화와 기술 활용형 혁신의 조절효과도 전략적 제휴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그러나
조직문화와 전략적 제휴의 조절효과는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점에서 기여도가 있다. 향후에는 개방형 정보 혁신과 외부요인의 통합분석이 필요하다.

1. 서 론
최근 국제 경제 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이론을 기반으로 해당 요인

며, FTA를 포함한 기업 활동 지형이 복잡성이 증가

간의 통합 모형을 구축하고 실증분석 한다는 점에서

하고 있다. 한국은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에 따른 파급

다음의 차별성이 있다.

효과가 큰 국가이다. 중소기업의 수출 분야에서 가장

첫째, 본 연구는 개방형 정보 혁신의 논의 과정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곳은 제조 산업이다.

최근에 나타난 기술 흡수형 혁신과 활용형 혁신의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 산업 환경을 고려하여 한국

역할을 동시에 탐구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한 점에서

중소 제조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영향을 주는

기존 연구의 논의를 확대한 차별성이 있다. 둘째,

요인, 즉 수출성과 선행요인을 탐구하려한다. 기존

본 연구는 조직문화 특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려는

연구에서는 수출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조직

점에서 기존 연구과 차별성이 있다. 조직문화가 기업

문화, 조직혁신, 전략적 제휴 등을 지적하였다. 본 연

전반의 활동에 배태한 무형 자원임을 고려할 때 이를

구는 동 요인을 다룬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이론적

선행요인으로만 다룬 점에서 기존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확대하여 통합적 모형을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논의에 따른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정보 습득을 개방형 정보 혁신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를 기술 흡수형 혁신과 기술 활용형 혁신

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둘째, 본 연구는 중소 제조기업

2. 이론적 배경과 가설설정
2.1 개방형 정보 혁신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적 제휴 요인을 개방형 정보 혁

개방형 정보 혁신은 시장 활동에 이르는 경로에 외부

신과 통합하여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자원을 내부 자원처럼 활용하려는 성향을 말한다.

셋째, 기업 활동에 배태하는 무형자원으로 중소기업

예컨대, Lichtenthaler은 개방형 정보 혁신을 기업의

의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는데 영향을 주는 조직문화의

주요 기술 과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기업의 내적,

조절효과를 탐구한다.

외적 동적역량이라고 말한다. 개방형 정보 혁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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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개념은 한 기업이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 것의

하기 어렵다. 무형자원으로 조직문화가 경영전략과

한계를 지적하는데서 출발한다.

적합할 때 전략 실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아진다.

이후 개방형 정보 혁신 개념은 지식흡수 개념을 포함

무형자원으로 조직문화를 탐구하던 연구는 경쟁우위

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활동의 구체성을 탐구

원천으로 해당 요인을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의 자원

하는 방향으로 진전했다. 이에 Hung and Chou은 기존

제약과 맞물려 이러한 관점은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논의를 확대하여 외부 기술정보 흡수형 혁신(external

조직문화 유형의 탐구 이후 연구자들은 해당 문화와

technology acquisition)과 외부 기술정보 활용형 혁신

혁신성과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Deshpandé

(external technology exploitation)으로 나누었다. 외부

and Farley는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혁신적이고 시장

기술정보 흡수형 혁신은 기업이 이미 보유한 기술자원

지향적 문화가 해외진출 기업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준다고 주장했다.

말한다. 기술정보 활용형 혁신은 보유 기술을 외부로

또한, 혁신적이며, 시장지향적인 조직문화는 외부 기

유포하여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활동

술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려는 전략적 제휴 활

을 의미한다. 또한, 개방형 정보 혁신 연구에서는 해당

동의 관계에도 긍정적 조절효과를 보일 수 있다. 전

활동이 외부지식과 경험 습득에 도움을 주는 전략적

략적 제휴와 수출성과 사이에도 이러한 조직문화가

제휴 활동을 독려한다고 보았다.

강할수록 긍정적 관계가 높아질 것으로 추정한다.

2.2 전략적 제휴
중소기업의 자원 제한은 새로운 경영혁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제공한다. 개방형

3. 연구설계
3.1 가설설정

혁신 논의에서 살펴본 바처럼 혁신에는 지속적 자원

앞선 이론적 배경 논의에 따라 개방형 정보 혁신과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략적 제휴 연구는 자원

전략적 제휴 그리고 수출성과 사이에 아래 [Figure 1 ]

기반관점 연구의 연장으로 사회적 자본으로 관계자

처럼 분석모형과 6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여기에는

산에 주목하였다.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 전략적 제휴

혁신성과 시장지향성을 갖춘 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는 파트너를 통한 자원 보완을 의미한다.

포함한다.

전략적 제휴는 중소기업에 부족한 역량과 자원을
보완하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준다.
첫째, 자원기반관점으로 보면 전략적 제휴는 연구개
발 역량의 부족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전략
적 제휴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존 자원과 역량의 활
용 정도를 높여준다. 셋째, 자원기반관점에서 볼 때
중소기업은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해외시장 정보,
경험, 지식 등이 부족하다. 기존 연구는 전략적 제휴

Figure 1.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가 현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특성을 학습하고
H1 : 기술 흡수형 혁신은 전략적 제휴활동에 긍정적

현지 상황을 고려한 적응활동을 전개하는데 도움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어 중소기업 수출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H2 : 기술 활용형 혁신은 기술 제휴활동에 긍정적

주장한다.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조직문화

H3 : 전략적 제휴는 수출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직문화 연구는 자원기반관점에서 제시한 특유자원
성격에 부합하는 점을 탐구한 측면에서 출발하였다.

H4 : 기술 흡수형 혁신이 전략적 제휴에 미치는 영향

특유자원 성격 중 하나가 모방 블가능성(In-imitable)

은 조직문화가 혁신적이며, 시장지향적일수록

인데, 무형자원으로 조직문화는 경쟁기업이 쉽게 모방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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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 : 기술 활용형 혁신이 전략적 제휴에 미치는 영향

반영하여 지난 3년간 성과에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한

은 조직문화가 혁신적이며, 시장지향적일수록

경우가 있다. 본 연구도 지난 3년간 매출액, 성장속도,

더욱 커질 것이다.

수익률, 시장 점유율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5개 문항

H6 : 전략적 제휴가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

을 7점 척도로 측정했다.

문화가 혁신적이며, 시장지향적일수록 더욱 커
질 것이다.

3.3 표본수집
본 연구는 주요 대상은 한국 제조기업 중 수출활동

3.2 변수측정

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표본 기업 기준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 흡수형 혁신, 기술 활용형 혁신,

맞추어 다음 과정으로 표본을 수집했다. 첫째, 대한

전략적 제휴, 조직문화, 수출성과를 측정하는데 21

상공회의소(KCCI),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문항을 사용했다.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첫째, 개방

중심으로 조사대상 기업을 선정하였다.

형 정보 혁신 중 기술 흡수형 혁신은 외부기술을 습

둘째, 조사대상 기업의 응답자는 수출업무 부서의

득하고 활용하려는 조직적 활동이다. 본 연구는 외부

중간 관리자급 이상으로 하였다. 관리자급 이상 응답

기술 습득정도, 외부 아이디어 조사 정도, 외부기술

자가 수출 현황을 잘 파악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습득에 필요한 조직구조 활성화 정도, 기술지식 탐색

셋째, 조사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의 적극성 정도의 4개 문항을 7점 척도로 측정했다.

4개월 간 진행하였다. 조사시간에 표본 수집이 가능

둘째, 기술 활용형 혁신은 내부 기술을 외부화하는

하도록 조사 후 회수한 설문지는 212부(16.0%)였다.

데 적극적 성향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술

이후 무응답과 불성실 응답이 높은 설문지 11부를

지식 등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조직구조 형성 정도,

제외한 201부(15.2%)를 최종 분석 표본으로 하였다.

기술지식 상업화 담당부서 활성화 정도, 기술지식
구매에 대한 태도, 외부조직과 공동 기술활용 정도의
4개 항목을 7점 척도로 측정했다.
셋째, 전략적 제휴는 공급자 고객과 판로개척, 기술

4. 실증분석
4.1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협력 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도이며,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 중 PLS(Partial Least Square)

면 경쟁자와도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려는 적극성을

방법을 사용하였다. 동 방법은 표본의 정규성를 전제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제휴를 경쟁 기업과의

로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신뢰성 타당성 분석에

공동판매 활동 적극성, 공급자, 고객과의 마케팅

앞서 실시한 잠재변인 각 상관계수는 아래 Table 1과

중심의 합작 사업 참여 정도, 경쟁기업과 공동기술

같다.

개발 정도, 공급자, 고객과 기술정보 제공 및 기술이

Table 1. Latent variable correlation

전 참여 정도의 4개 항목을 7점 척도로 측정했다.
넷째, 조직문화 중 혁신성은 새로운 자원과 역량을

TA

발굴하고 기존 자원을 융합하는 활동에 적극성 정도
를 말한다. 시장지향적 문화는 외부지향적이며, 통제
가능한 범위의 조직운용 문화를 말한다. 본 연구는
두 개념을 병합하여 조직 전반의 혁신문화 정도,

TE

SA

IC

TA

1.000

TE

.667

1.000

SA

.712

.750

1.000

IC

.695

.675

.815

1.000

EP

.773

.764

.788

.751

EP

1.000

TA=External technology acquisition , TE=External technology exploitation,

새로운 기회 발굴에 대한 적극성 정도, 공격적이고,

SA=Strategic alliance, IC=Organization culture, EP=Export performance,

시장 결과 중심적인 문화의 정도, 시장에서의 리더십
을 강조하는 정도의 4개 항목을 7점 척도로 측정

PLS 분석에서 측정문항의 신뢰성, 타당성 분석을 위한

했다.

확인적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확인적요인분석 결과

다섯째, 중소기업 성과는 객관적 재무자료를 확인

는 요인적재 값과 집중 타당성을 보여주는 평균분산

하기 어려우며, 상황 특성에 따라 계량 자료로 성과를

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 수렴타당성을 보여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존 연구도 이러한 점을

주는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값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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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Table 2>처럼 21개 측정문항의 요인적재 값

이상의 논의에 따른 본 연구의 경로분석 결과는 아래

이 모두 ‘0.5’이상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

<Table 4>와 같다.

다. 분산추출지수, 합성신뢰도, 내적일관성 계수 역시

Table 4. Path analysis

모두 권고 기준치를 만족하는 결과를 보였다.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ath

β

S.E

t-value

TA1

->

TA

.946

.009

105.331***

TA2

->

TA

.972

.005

188.259***

TA3

->

TA

.964

.007

148.259***

TA4

->

TA

.940

.014

69.325***

TE1

->

TE

.920

.014

65.523***

TE2

->

TE

.945

.009

109.541***

TE3

->

TE

.947

.008

112.452***

TE4

->

TE

.937

.010

94.788***

SA1

->

ML

.928

.014

67.732***

SA2

->

ML

.939

.013

73.185***

SA3

->

ML

.946

.011

88.497***

SA4

->

ML

.929

.013

69.970***

IC1

->

MC

.912

.016

57.529***

IC2

->

MC

.797

.040

20.169***

IC3

->

MC

.922

.014

64.397***

IC4

->

MC

.945

.009

100.487***

EP1

->

EP

.928

.011

84.521***

EP2

->

EP

.939

.010

98.452***

EP3

->

EP

.918

.014

65.585***

EP4

->

EP

.928

.012

78.868***

EP5

->

EP

.924

.013

69.286***

AVE

.914

CR

.977

Cronba
ch's α

.968

H

Path

β

S.E

t-value

Assesment

H1

TA -> SA

.039

.080

.487

H3

TE -> SA

.389

.081

4.899***

S

H3

SA -> EP

.414

.132

3.133***

S

H4

IC*TA->SA

.164

.069

2.389**

S

H5

IC*TE->SA

.468

.075

6.264***

S

H6

IC*SA->EP

.160

.094

1.693

N/S

N/S

***=p<0.001, **=p<0.01, *=p<0.05

분석 결과 기술흡수형 혁신이 전략적 제휴에 미치는
.879

.967

.954

영 향 은 경 로 계 수 값 이 0.039(t=0.487, p>0.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했다. 이에 가설 1을

.875

.965

기각했다. 기술활용형 혁신의 경우 전략적 제휴

.952

에 0.389(t=4.899, p<0.001)의 결과를 보였다.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결과이므로 가설 2를 채택했다. 전략적
.803

.942

제휴가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 값은

.917

0.414(t=3.133, p<0.001)로 나타났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여서 가설 3을 채택했다. 조절효과 분석
.860

.969

결과 조직문화와 기술 흡수형 혁신의 상호작용이 전

.959

략적 제휴에 미치는 경로계수 값은 0.164(t=2.389,
p<0.01)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에 가설 4을

***=p<0.001, **=p<0.01, *=p<0.05

다음으로 판별타당성을 확인하였다. 판별타당성 분석

채택하였다. 조직문화와 기술 활용형 혁신의 조절효

은 Fornell and Larcker가 제시한 분산추출지수와 상관

과 역시 전략적 제휴에 0.468(t=6.264, p<0.001)의

계수 비교 방법을 사용하였다. 잠재변인의 분산추출지

유의한 경로계수 값을 보여 가설 5를 채택했다. 조직

수 제곱근 값과 각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를 비교하여

문화와 전략적 제휴의 조절효과가 수출성에 미치는

전자가 큰 경우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아래

경로계수 값은 0.160(t=1.693, p>0.05)로 나타났다.

<Table 3>는 이러한 논리에 따른 판별타당성 결과를

이에 가설 6을 기각했다.

보여준다.

5. 결론

Table 3. Discriminant validity
TA

TE

SA

IC

TA

.956

TE

.667

.937

SA

.712

.750

.935

IC

.695

.675

.815

.896

EP

.733

.764

.788

.715

본 연구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EP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에서
중소기업 수출활동 연구에 시사점을 제시한다.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른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928

이론적 시사점으로 첫째, 본 연구는 수출중소기업의

4.2 가설검정

성과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문헌을 고찰한 결과 분석

구 조 방 정 식 모 형 의 가 설 검 정 은 경 로 분 석 (path

모형에서 설정한 복수 요인 간에 복합적 상관성이

analysis)으로 시행한다. 경로분석 결과는 개별 잠재변

있음을 확인하였다. 무형자원으로 개방형 정보 혁신

인 간 회귀계수인 경로계수 값과 표준오차 그리고 t-값

과 외적 네트워크로 전략적 제휴 그리고 이에 영향을

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잠재변인 간 경로의 통계적

주는 조직문화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한 점에서 기존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어 가설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의 이론적 논의를 확대한 시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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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는 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둘째, 본 연구는 중소 제조기업 수출성과에 영향을

중소기업 문화가 기업 활동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외부요인의 통합 효과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혁신성과 시장지향적 조직

있다. 외부효과의 통합 분석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문화의 조절효과는 개방정 정보혁신 활동과 전략적

상황을 반영한 연구에 해당한다. 앞으로 연구는 중소

제휴 사이에 긍정적 조절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기업의 현지 시장 특성을 제도, 비제도 측면에서 통합

조직문화 양태에 따른 제반 활동의 영향력 차이를

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실증분석 했고 이를 세부적으로 다루려는 앞으로
연구에 이론적 논의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수출 중심의 중소 제조
기업에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실증분석
결과 기술 활용형 개방형 정보 혁신은 전략적 제휴에
그리고 전략적 제휴는 다시 중소기업 수출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
했다. 한국 수출 중소기업이 외부 지식을 기존 자원
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활용형 개방형 정보 혁신과
현지 네트워크를 통한 전략적 제휴에 적극적이어야
함을 실무적으로 시사한다.
둘째, 조절효과 분석 결과는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한국 중소 제조기업의 개방형 혁신과 전략적 제휴
활동에 실무적 시사점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 전략적
제휴와 수출성과 사이에는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중소기업의 조직문화가
전략적 제휴와 상관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는 혁신
과 시장중심 활동의 조직문화가 전략적 제휴라는 외연
확대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한국 중소 수출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한다. 이에 한국
중소기업은 수출시장을 목적으로 보유 기술을 활용
하는 활동에 시장지향적 태도로 접근하여 풍부한 마케
팅 네크워크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실무적으로
시사한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에도 본 연구에는 다음
의 한계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연구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했지만 수출활동 이외의 현지성과를 고려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앞으로 연구는 중소 제조기
업의 해외시장 성과를 수출성과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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