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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is aimed at examining in multilateral ways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echnological orientation, market orientation and product development performance of manufacturing 

companies, which are deemed to be key factors for them to increase absorptive capacities. From the 

study, it was revealed that: First,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orientation and 

absorptive capacities, it was made clear by the analysis that the market orientation sought after by 

manufacturing companies has influence upon their absorptive capacities. Second, with regar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orientation and absorptive capacities of manufacturing companies, the 

analysis found that the technological orientation pursued by them affects their absorptive capacities. 

Third, a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absorptive capacities and product development performance, the 

analysis made it clear that the absorptive capacities of manufacturing companies exerts influence upon 

their product development performance. Fourth, in respec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orientation and product development performance, it was concluded from the analysis that market 

orientation produces effect upon product development performances lik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acquisition of new technologies needed for product development. Finally,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orientation and product development performance of manufacturing companies, it 

became obvious from the analysis that the technological orientation affects the product developmen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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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조기업은 경쟁의 심화, 생산기술 혁신 가속화, 정

보기술의 발전, 고부가가치 제품의 등장 등으로 경쟁력

을 향상시키고 유지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사항이 되었

다. 이런 열악한 경영환경에서 생존 적응력을 높이고자 

제조기업에서는 다양한 특성에 맞는 생산 시스템을 구

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 성과

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조기업들은 시장에

서 고객들의 필요와 요구를 기업의 정책적 전반에 반

영시키는 전략의 방향을 설정을 할 때 시장적인 측면

과 기술적인 측면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는 제조

기업이 고객의 요구에 부흥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서는 제조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지향성을 추구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제조기업이 추구하는 지향성인 시장과 

기술은 경쟁사보다 우월한 제품의 진보를 통하여 고객

을 확보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제조기업이 추구하는 시

장과 기술 지향성이 강화될수록 소비자의 변화 요구에 

부합하는 능력이 우수해짐으로써 제품에 대한 기능 및 

품질 경쟁력이 높아진다. 또한 제조기업이 시장과 기술 

지향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소비자가 기술적으로 우수

한 제품을 선호할 것이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최신의 

제품개발에 투자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즉, 제조기업이 

시장과 기술지향성을 추구하는 기업은 제품개발이 집

약적이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 적극적이며, 제품

개발에 최신의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다. 제조기업은 

이러한 시장과 기술의 지향성을 통하여 제품 개발 시 

기업의 내부와 외부에서 제공하는 지식, 기술 및 정보

를 흡수하는 역량도 중요하다. 제조기업의 흡수역량은 

제품개발과 혁신을 통하여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제조기업이 제품개

발 시 숙련된 인적자원, 투자 가능한 연구개발비, 기술

개발 관리 역량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외부 지식의 흡

수역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필요하다. 이를 보

완할 목적으로 제조기업은 제품개발이 어려울수록 외

부와의 흡수역량에 의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러

한 현실은 제조기업에서 흡수역량이 얼마나 높은 성과

를 내는지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계를 강

화하기 위해 제조기업의 역량 중 하나인 흡수역량이 

어떤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해 분석하도록 요구하고 있

다. 특히, 흡수역량이 부족한 제조기업에 이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 외부의 지식 및 기술을 흡수하고 축적

할 필요성이 있음을 검증함으로서 흡수역량의 중요성

을 제안하는 것은 제조기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

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조기업의 경쟁력에 

결정적 영향요인으로 흡수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술지향성, 시장지향성 및 제품개발성과의 상호인과 

관계를 분석하고, 또한 시장과 기술을 추구하는 기업은 

제품개발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시장지향성

  시장지향성은 기업이 시장과 지속적 연계를 갖는 가

운데 시장에서 새로운 변화를 발견하고 제품이나 서비

스 차원에서 고객에게 경쟁기업 대비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문화이다[5][17]. 이런 시장지향성의 목

적은 고객이나 경쟁자 등과 같은 외부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우수한 고객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핵심기능을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있다[6]. 시장지향성

은 행동적 관점과 문화적 관점으로 구분되어 진다. 첫

째, 행동적 관점은 현재와 미래의 소비자 욕구를 반영

한 시장정보를 전사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문화적 관점에서는 시장지향성은 소비자의 

가치 창출을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창조하고 결과적으로 성과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주

는 것이다[12]. 또한 시장지향성의 하부구성요소로써 

고객 지향성과 경쟁자 지향성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고객지향성은 고객의 욕구에 맞춰 고객에게 가치를 제

공하는 것을 말하여, 경쟁자 지향성은 경쟁자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경쟁자의 위협에 대응하는 기업

의 성향을 말한다[24]. 결국, 시장지향성은 기업으로 

하여금 다양한 환경의 변화를 신속히 이해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한다[17].

  시장지향성의 차원은 고객지향성, 경쟁자 지향성, 부

서 간 협력등 3가지 행동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들에게 우수한 가치를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

로 가능하도록 하는 기업의 문화이다[24]. 이러한 시

장지향성의 기업문화는 결과적으로 우수한 가치를 제

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직구성원들의 행위를 유발 

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2][24]. 따라서 이러한 

시장지향성이 갖는 특성은 지식의 흡수능력 간의 관계

가 있다[11]. 이는 제조기업의 경쟁전략과 부합하는 

흡수능력은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려는 기

업문화인 시장지향성에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의미한

다[6]. 구체적으로, 시장지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흡

수 능력과 관계가 시장지향성이 낮은 기업에 비해 더

욱 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5]. 이는 시장 지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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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업은 시장지향성이 낮은 기업과 비교에서 시장에 

관한 정보를 풍부하게 받아들이고 시장의 빠른 변화와 

고객의 새로운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와 협력을 더욱 촉진할 것이기 때문이다[5]. 또한 

시장지향성이 높을수록 시장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바

탕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가격에 적응하기 위한 기업내

부의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과 관련한 흡수능력의 긴

밀성을 더욱 높일 것이다[8]. 즉, 시장지향성이 높을수

록 시장지향성이 낮은 기업에 비교하여 흡수능력과의 

관계는 더 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조기업은 

지속적인 경쟁우위와 뛰어난 수익성을 누리기 위하여 

시장의 요구에 경쟁자들보다도 더 잘 대응해야 할뿐만 

아니라 시장의 요구변화를 잘 예측하여 기업의 성과를 

제고하는데 이러한 기업의 실행노력이 근간을 이룬다

[10].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시장지향성은 

제조기업의 성과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

을 하였고, 시장지향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성공

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13]. 또한 제

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시장지향성이 전반

적인 브랜드 성과에 대한 지각과 시장점유율, 매출액의 

브랜드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

다[14]. 최고경영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시장지향

성이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장지향성은 전자상거래에서도 시장지향

성을 추구할수록 경영성과가 높아진다고 하면서 전자

상거래에 따른 성과증대에 있어서 시장지향성이 중요

한 선행요인임을 강조하였다[11].

2.2 기술지향성

  시장에서 고객들의 필요와 요구를 기업의 경영정책 

전반에서 반영시키는 전략적 방향을 설정할 때 고객적

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도 동시에 고려를 

해야 한다[1]. 따라서 기술지향성이란 기업이 제품 또

는 서비스 개발 시 경쟁업체에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

기 위한 기업의 기술집약적인 성향을 의미한다. 기술지

향성은 제품개발에 사용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

하는 역량으로 정의된다[4][31]. 기술지향성의 요소는 

제품개발에 있어서 정교한 기술사용, 기술의 통합 속

도, 신기술개발의 지향성, 신제품 아이디어 창출 등이 

있다[8]. 또한 기술지향성 요소를 연구개발활동 요소와 

연구개발환경요소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연구개발활동

에 포함되는 요소로는 기업의 신기술 창출과 기존기술

의 활용의 연계성, 개발기술의 정교성 및 첨단성, 기업

의 기술교육 여부, 경쟁사와 비교한 신기술의 공급정

도, 신기술 수용과 기회인식정도, 기술혁신 전략에 관

한 정기적인 회의 개최여부, 기업의 이전기술 도입 및 

수용정도 등이 있고[31], 연구개발환경에 포함되는 요

소로는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전략적 비전제시, 경영자

의 기술개발 후원 정도, 기술개발에 대한 기업의 역량, 

아이디어 모색정도, 기술개발을 위한 회의 정도, 개발 

중 문제 및 아이디어에 대한 문서화 정도이다[4][9].

  기술지향성이 높은 기업은 고객의 새로운 요구를 충

족시키고, 부흥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적 해결안을 구

축하는데 기술지식을 활용한다[11]. 또한 기술지향성

이 높은 기업은 기술이 뛰어난 재품들을 개발하기 위

해 기업의 다양한 기술자원을 사용하여 시장에서 혁신

적이고, 보다 뛰어난 제품을 제공하는데, 이는 경경쟁

사에 의해 쉽게 복재될 수 없는 기술적 요소이이서 경

쟁우위를 누리는 잠재적 원천이 된다[13]. 따라서 제

조기업의 기술지향성은 기업의 성장을 결정하는 중요

한 경쟁 환경요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기업

이 기술변화에 적응하거나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변화

를 주도 하거나, 신기술을 경쟁기업보다 먼저 습득하면 

기업의 경쟁력 또한 상승하게 됨을 의미한다[22][31]. 

기술지향성적인 기업 일수록 획기적인 제품 개발을 채

택할 가능성이 높고, 기술지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획

기적인 공정과정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26]. 이는 

기술지향성을 추구하는 제조기업은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사적인 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기업에서 기술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차원의 문화가 필요함을 의미한

다[31]. 따라서 기술지향성은 제조기업의 흡수능력 선

행변수로 간주 할 수 있고, 흡수능력의 전제조건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25]. 또한 기술지향

성은 제품개발을 결정하는 중요한 경쟁요인의 하나로 

제품을 변화 시키며, 새로운 제품의 출현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23]. 따라서 제조기업이 기술지향성을 통해

서 기술변화에 적응하거나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변화

를 주도하거나 또한 신기술을 습득하면, 기업의 제품개

발성과가 향상된다[25][31]. 기술혁신지향적인 기업은 

신기술 습득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한 새로

운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신제품, 신서비스 개발을 통한 

높은 제품개발성과가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29]. 기술

지향적인 기업은 연구개발에 기초한 기술혁신을 신속

하게 수용하고 제품개발 시 최신의 기술을 지향하기 

때문에 동종 산업의 타 업체에 비하여 가격대비 품질 

및 성능이 높고 신기술이나 신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을 보유할 확률이 높아 제품개발성과가 상대적으로 

타 기업에 비하여 높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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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흡수역량

  제조기업의 흡수역량은 신지식의 가치를 인지하고 

이를 습득하여 사업 목적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기

업의 능력이다. 기업의 흡수역량은 두 가지의 하부구조

로 구성되는데, 첫째, 잠재적 흡수역량으로 외부에서 

창출된 지식을 식별하고 습득, 획득된 정보를 분석, 가

공, 정보해석을 포함한다[2][26]. 둘째, 실행적 흡수역

량으로 지식을 통합, 삭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기존 

지식과 획득·동화된 지식을 통합하는 것이다[3]. 또한 

흡수역량은 일련의 학습과정으로 첫째, 잠재적 가치가 

있는 외부의 신지식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탐색적 학습, 

둘째, 지식을 체계화하는 전환적 학습, 셋째, 체계화된 

지식을 상업적 성과물이나 신지식을 창출하는데 사용

하는 활용적 학습으로 구분하고 있다[15].

  또한 흡수역량은 외부의 지식을 인지하여 내부의 지

식으로 소화하고 체득하는 능력을 뜻하며 이는 기업의 

혁신을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이다[16][26]. 흡수역량

은 지식의 활용 속도, 집중도, 정확도, 방향성을 향상시

켜 그 효율성을 높여주며 조직에 새로운 시각과 이해

를 제공한다[27]. 흡수역량은 외부의 지식을 찾아내고 

인식하여 내부의 지식으로 소화하고 체득하는 행위를 

흡수역량이라 정의하였으며[19], 이를 통해 기업은 제

품개발과 프로세스의 개선을 가져오는 혁신을 발생시

킨다. 이는 새로운 획득한 지식을 기존 기업의 핵심역

량에 어떻게 조화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

력이 기업의 성과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26].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 간 지식교류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요인들로는 지

식 흡수역량, 보유한 자원의 종류, 파트너의 능력, 상호

간의 조화, 협력관계의 질, 관리 역량, 네트워킹 역량, 

신뢰, 몰입 등을 들 수 있다[27][30]. 이 중에서 기술

혁신의 중심에 있는 외부 지식의 획득 및 활용의 관점

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는 외부의 지

식을 흡수하는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2][20]. 또한 

흡수역량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기업과 관련된 내․외
부적 지식과 기술을 확인하여 기업의 목적에 융합하고 

새로운 정보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흡수하고 소화

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제시

하고 있다[8][20][29]. 흡수역량 관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실증연구들은 제품혁신 집중도와 제품

개발을 대용변수로 활용하고 있다[14]. 이는 흡수역량

의 개념이 기술개발 활동 및 제품혁신과 높은 관련성

이 있음을 의미한다[20]. 실제로 흡수역량은 제품혁신 

및 개발의 성공에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학문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9]. 흡수역량이 지식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벤처기업의 제품혁신 및 개발과 같은 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16]. 또한 흡수

역량이 신제품 또는 개량제품의 혁신을 제고하고, 제품 

개발 과정에서 흡수역량은 관련 지식을 획득하고 활용

하여 독특한 편익을 보유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기여하여 제품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8]. 일

련의 흡수역량 실행 과정에는 자원과 지식의 새로운 

결합을 시도하고, 제품개발에 창의적 측면뿐만 아니라 

상업적인측면을 통합하는 지식관리 및 조직학습의 중

요한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14].

2.4 제품개발성과

  제품개발성과란 좁은 의미로는 다른 제품이 아직까

지 수행할 수 없었던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을 개발하

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6][21]. 이는 제품개발로 인해

서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혹은 동일한 용도를 

가지고 있지만,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생산되는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을 의미한다[8]. 또한 제품의 개발정도 

측면에서 보면, 개발정도가 높은 기존 제품이나 경쟁업

자의 제품을 모방하여 새로이 생산된 제품, 혹은 다른 

회사로부터 제품이나 제품계열을 인수하여 새로이 생

산하게 되는 제품과 같이 제조기업에서 처음으로 생산

하게 되는 모든 제품을 포함한다[8]. 제품개발은 새로

운 시장개척, 제품혁신, 관리기법의 도입, 제품도입, 공

정도입 등으로 볼 수 있다. 제품개발에 대한 이러한 이

해를 바탕으로 볼 때, 제품개발은 신기술에 의한 새로

운 제품, 장치, 시스템, 과정, 프로그램, 서비스 등이 

기업에 적용되어 기업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 정의

할 수 있다[8][28]. 제품개발은 수명주기의 도입기와 

성장기의 단계에서 새로운 또는 다양한 기술의 결합을 

통하여 시장에서 지배적 제품으로 정착하기까지 집중

적으로 이루어진다[9]. 제품개발은 기술의 개발 또는 

도입을 통하여 기존제품과 구별될 수 있는 새로운 제

품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1][9][23]. 따라서 

이러한 제품개발을 성공시키기 위한 요인 중 하나는 

제조기업의 흡수능력이다[2][18].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환경, 그리고 가속화되는 기술 진보의 흐름 

속에서 많은 기업들은 그들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제

품개발을 위한 시장에서의 지배력과 경쟁력을 강화하

기 위해 과거 폐쇄형 혁신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외부

의 흡수능력이 활발히 일어나는 개방형 혁신시스템으

로 진화가 필요하다[6][10][26]. 이는 제조기업은 흡

수능력을 통하여 많은 다양한 외부 기관으로부터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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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지식과 기술을 접목하여 제품개발을 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3][19]. 특히, 제조기업에서 흡수능력은 

연구개발 비용의 증가, 연구 개발 인력의 부족 등 내부 

역량만으로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

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흡수능력은 연구 개발에 따

른 위험 및 비용을 분담하고 시장 변화에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다[1][8][26]. 따라서 제품개발성

과에 영향을 주는 제조기업 흡수능력 자체의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3. 연구모형 설정 및 변수 설계

3.1 연구모형 설정

  본 연구에서는 앞의 선행연구의 논의를 종합하여 

<Figure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는 제조기업의 흡수역량 향상에 관건이 되는 기술지향

성, 시장지향성, 제품개발성과의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관계를 다각도로 밝혀보고자 하는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첫째, 시장지향성과 제조기업의 흡수능력과의 관계이다.

  제조기업의 시장지향성 추구는 제조기업의 흡수능력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고객의 요구 다양화,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 기술을 

통한 고객의 정보습득 능력의 향상 등은 제조기업에서 

제품생산의 지식흡수를 촉진 하도록 한다[21]. 따라서 

제조기업이 시장지향성을 추구하게 되면 제조기업은 

이를 대처하기 위해 흡수능력이 증가된다.

  둘째, 제조기업의 기술지향성과 흡수능력과의 관계이다.

기술지향성은 제품설계 및 개발에 사용되는 기술을 지

속적으로 확보하는 역량으로 정의된다. 기술지향성이 

높은 기업은 제품설계 및 개발 시 새로운 욕구를 충족

[Figure 1] Research Model

시키고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혁신을 구축하는 기

술을 활용한다[1][21]. 따라서 기술지향성이 높은 제

조기업은 기술적으로 뛰어난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해 

외부와의 다양한 지식의 흡수활동을 사용하여 시장에 

혁신적이고 보다 뛰어난 제품을 제공한다[26][31]. 따

라서 제조기업의 기술지향성은 다차원적인 요소로 구

성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요소는 제조기업의 지식흡수 

능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제조기업의 흡수능력과 제품개발성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흡수역량은 기업과 관련된 지식과 기

술을 확인하여 기업의 목적에 융합하고 새로운 정보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다[23]. 제조기업은 흡수능력이 

증가할수록 흡수능력의 관리방식에 차이가 있어야 한

다. 그러나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에 관해 여전히 활

발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19].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는 흡수능력의 바람직한 관리방식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장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기업마다 다양

한 흡수능력의 관리방식 채택 및 운용이 필요하다

[16]. 특히, 혁신적인 제품개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조기업의 흡수능력을 기업의 특성에 적합하게 적용

하면서 제품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흡

수능력의 관리방식에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며, 특히 

해당 제조기업의 제품개발성과에 흡수능력이 매우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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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시장지향성과 제품개발성과의 관계이다.

  시장지향성은 시장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하여 기업

의 부서가 정보를 공유하여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12]. 또한 시장지향성은 기업의 모든 구성원들

에게 목표를 제시하여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

원하여 제품혁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17].

  이와 같이 시장지향성은 기업의 제품혁신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시장정보를 알아내

고 정보를 공유하여 제품개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조기업의 시장

지향성이 제품개발성과에 직접적인 상호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섯째, 기술지향성과 제품개발성과의 관계이다.

  제조기업의 기술지향성은 고객이 표현할 수 없는 욕

구와 잠재적인 욕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하며, 기술

지향성은 새로운 기술획득과 활용으로 기술적 유연성

과 경쟁우위를 가진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한다

[1][11]. 따라서 기술지향성은 기술개발과 새로운 기

술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새로운 생산기술을 활용하

려는 노력은 고객의 욕구에 부합하는 진보된 제품의 

개발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제품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3.2 변수 설계

3.2.1 시장지향성

  시장지향적인 제조기업은 현재와 미래의 소비자 욕

구를 반영하는 시장정보를 전사적인 차원에서 창출하

여 조직전체에 확산하고, 전사적으로 반응한다. 제조기

업은 시장지향성을 소비자를 위한 가치창조를 위해 필

요한 행동을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창조하여 그에 따

라 기업에 우월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는 기

업문화이다[5][17]. 따라서 제조기업은 시장지향성을 

확보함으로써 경쟁자들의 제품, 가격, 전략 등의 정보

를 획득하고, 이를 통해 경쟁기업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특정세분시장에 적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장지향

성을 고객지향성, 기회포착의 선점성, 고객과 정보 공

유로 측정을 하였다.

3.2.2 기술지향성

  기술지향성은 제품 설계 및 개발에 사용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역량으로 정의된다. 기술지향성이 

높은 기업은 제품설계 및 개발 시 새로운 욕구를 충족

시키고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혁신을 구축하는 기

술을 활용한다[21]. 또한 기술지향성이 높은 제조기업

은 기술적으로 뛰어난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해 기업의 

다양한 기술자원을 사용하여 시장에 혁신적이고 보다 

뛰어난 제품을 제공한다[31]. 따라서 기술지향성의 변

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기술적 우위 

강조, 신속한 기술혁신 수용, 혁신적인 신기술 추구로 

측정을 하였다. 

3.2.3 흡수역량

  제조기업의 흡수역량은 새로운 정보의 가치를 인식

하고, 그것을 흡수하고 소화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활

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주고 이를 학습하는 기업

들의 필수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29]. 따라서 흡수

역량을 프로세스 관점에서 보았으며, 흡수역량의 개념

을 순차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지식을 이해하고 탐색하

여 학습을 통해 조직에 맞게 변형시키며 적용시키는 

과정으로 해석하였다[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흡수역량을 고객과 협력업체

와의 정보 교류, 외부지식에 대한 신속한 학습능력, 내

외부지식 결합능력, 흡수된 지식의 개선 및 확장 능력

으로 측정을 하였다.

3.2.4 제품개발성과

  제품개발성과는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제품의 새로움 

정도 또한 개선된 정도를 의미한다. 제품개발성과는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술 우수성이나 사용형태의 변화, 

제품 혜택이라는 차원에서 판단 될 수 있다[13][17]. 

따라서 제품개발성과는 품질 향상 효과, 성공적 제품 

상용화, 제품의 생산성 향상, 매출 증대 효과 등 4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4. 분석결과

4.1. 표본설계

  본 연구는 제조기업들의 시장지향성, 기술지향성, 흡

수능력, 제품개발성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

대상의 5인 이하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기업의 규모나 

매출액 측면에서 매우 영세하고 사업주의 개인기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업차원의 경영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이나 특성에 대한 연구대상으로 적합하지 않

기 때문에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

사 응답 대상자는 기업의 경영관리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관리자 또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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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설문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설문 발송 후에 담

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설문작성에 대한 협조를 거듭 

요청하였다. 설문조사와 병행하여 다수의 제조기업을 

선정하여 경영 관련 부서 담당자 및 관리자들과 인터

뷰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제조기업들이 경영

관리 시 특별한 변수가 존재하였는지와 이러한 특수한 

변수가 설문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

하여 분석과정에 반영하였다. 설문지는 2014년 3월~7

월에 걸쳐 배포 회수되었다. 배포 방법은 우편, Fax, 

이메일을 이용하였다. 회수결과, 350부의 유효설문지

를 거두었다. 이중 성실하지 못한 설문을 제외한 결과, 

최종적으로 293개의 설문자료가 유효표본으로 인정되

어 분석대상이 되었다. 이중 업종별로는 섬유제조업 

35(11.9%)개, 제1차 금속산업 24(8.2%)개, 조립금속

제조업 36(12.3%)개,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56(19.1%)개,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제조업 

25(8.6%)개, 기계장비 제조업 23(7.8%)개, 식품제조

업 94(32.1%)개 업체로 나타났다. 종업원 규모별로는 

30명 미만 57(19.5%)개, 30〜50명 미만 79(26.9%)

개, 50명〜100명 미만 68(23.2%)개, 100명〜150명 

미만 39(13.3%)개, 150명〜300명 미만 35(11.9%)

개,  300명 이상은 15(5.2%)개 업체로 나타났다. 산

업별로는 소비재 157(53.5%)개, 산업재 136(46.5%)

개 업체로 나타났다.

4.2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은 단계적 접근법에 

의해 분석을 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측정모형을 

개별적 측정모형과 이론모형을 동시에 분석하는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요인 분석은 특정가설을 

설정하고 자료에서 관찰되는 관계를 어느 정도 설명하

고 있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개념의 단일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먼저 각 관

측변수의 신뢰도를 파악하고, 다음으로 전체 구성개념

들 간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관측변수 및 전체 적합도 

수준에 대한 타당성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모형에 나타난 요인을 서로 연결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확인요인분석 단계에서 

연구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확인요인분석을 통하여 변수와 요인간의 

사전지식이나 이론적인 배경이 있는 상황하에서 연구

모형의 구조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확인요

인과 연구모형의 분석은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는 최

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ML)을 이용하였

고, 구성개념과 변수구성의 최적상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적합도 평가결과는 <Table 1>과 같다. 측정모형의 

적합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적합수준을 파

악하였다. Chi-square의 p값(0.000)은 유의하게 기각

되어야 하지만, /df=2.927로 나타나 기준 3이하를 

충족하고 있으며, 이 외에 모든 지수들이 <Table 1>에

서처럼 적합한 결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개념들 간의 상관을 고려한 확인요인분석 모델은 적합

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개념의 단일요인분석을 통해 먼

저 각 관측변수의 신뢰도를 파악하고, 다음으로 전체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관측변수 및 전

체 적합도 수준에 대한 타당성을 파악하였다. 특히, 기

술지향성에서는 정교한 기술사용, 시장시향성에서는 경

쟁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 고객가치의 추구 노력, 흡

수역량에서는 새로운 지식의 추구와 정보의 유용성 판

단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각각의 해당요인

으로 적합하지 않아 설문조사는 하였으나, 최종 확인요

인 분석에는 제외를 하였다. 확인요인분석 결과에 따른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결과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각 요인의 개념신뢰도는 0.870∼

0.909로서 모두 0.7 이상이기 때문에 개념타당성이 확

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렴 타당성은 0.537∼

0.599로서 모두 0.5 이상이어서 수렴 타당성도 확보되

었다고 할 수 있다.

4.3 연구모형검증

  본 연구는 공분산 구조분석을 하기 위해 AMOS 

19.0을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공분산구조

분석은 최대우도법(ML)을 이용하였으며, 자료는 

SPSS상의 원자료의 공분산행렬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연구모형의 적합성 

평가를 하였다. 일반적으로 모형의 적합성 평가는 공분

산구조모형의 가정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살펴보는 절차

라고 할 수 있다. 평가결과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최적모형의 

적합도 지수에서 절대적합지수: =206.314, df=71, 

P=0.000, /df=2.906, RMR=0.035, GFI=0.912, 

AGFI=0.869, PGFI=0.616, 증분적합지수: IFI=0.933, 

RFI=0.873, CFI=0.932, 적합지수: PCFI=0.727, 

PNFI=0.703, PRATIO=0.780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을 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모형이 적합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모형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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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구성개념 변 수 표 준
적재치 오 차 개념

신뢰도
평균분산
추출지수

시장지향성

고객지향성 0.829 0.205

0.873 0.599기회포착의 선점성 0.653 0.366

고객과 정보공유 0.828 0.216

기술지향성

기술적 우위 강조 0.782 0.277

0.870 0.614신속한 기술혁신 수용 0.829 0.219

혁신적 기술 추구 0.739 0.329

흡수역량

협력업체와 정보 교류 0.841 0.215

0.909 0.605
외부지식의 신속한 학습능력 0.808 0.238

내외부 지식의 결합능력 0.777 0.298

흡수된 지식 개선 및 확장 능력 0.679 0.429

제품개발성과

품질향상 효과 0.602 0.485

0.847 0.537
성공적 제품 상용화 0.708 0.426

제품 생산성 향상 0.799 0.331

매출액 증대 효과 0.806 0.283

절대적합지수: =140.516, df=48, P=0.000,  /df=2.927, RMR=0.032, GFI=0.928, AGFI=0.883, 

PGFI=0.571, 증분적합지수: IFI=0.943, RFI=0.885, CFI=0.942, 적합지수: PCFI=0.685, PNFI=0.666,  

PRATIO=0.727

  연구모형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지향성과 흡수역량의 관계이다. 시장시향

성이 흡수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시장지향성의 변수를  고객지향성, 기

회포착의 선점성, 고객과 정보 공유 노력으로 설정을 

하였고, 흡수능력의 변수를 고객 및 협력업체와의 정보 

교류, 외부지식의 신속한 학습능력, 내외부지식 결합능

력, 흡수된 지식의 개선 및 확장 능력으로 설정하여 관

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장지향성(표준화 계수

=0.397, C.R=5.642)은 흡수역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는 제조기업에서 시장지향성을 추구

하면 흡수역량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기술지향성과 흡수역량과의 관계이다. 기술지

향성이 흡수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

로 분석하기 위해서 기술지향성의 변수를 기술적 우위 

강조, 신속한 기술혁신 수용, 혁신적인 신기술 추구로 

설정하여 흡수역량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술지향성은 흡수역량(표준화 계수=0.550, 

C.R=6.776)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제조기업에서 기술지향성을 추구하면 흡수역량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흡수역량과 제품개발성과의 관계이다.

  제조기업의 흡수역량이 제품개발성과에 어떠한 영향

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제품개발성

과 변수를 품질 향상 효과, 성공적 제품 상용화, 제품

의 생산성향상, 매출 증대 효과로 설정하여 관계를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 흡수역량은(표준화 계수=0.187, 

C.R=1.848)은 제품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제조기업에서 흡수역량이 높으면 제

품개발 성과가 향상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시장지향성과 제품개발성과의 관계이다.

시장지향성이 제품개발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장지향성은 제품

개발성과(표준화 계수=0.214, C.R=2.429)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제조기업이 추구하는 

시장시향성은 제품개발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기술지향성과 제품개발성과의 관계이다.

  제조기업이 추구하는 기술지향성이 제품개발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술지

향성은 제품개발성과(표준화 계수=0.358, 

C.R=3.374)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는 기술지향성을 추구하는 제조기업들은 제품개발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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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sis results of structural model

경   로 표준화 계수 S.E C.R P

시장지향성과 흡수역량 시장지향성→흡수역량 0.397 .070 5.642 .000

기술지향성과 흡수역량 기술지향성→흡수역량 0.550 .081 6.776 .000

흡수역량과 제품개발성과 흡수역량→제품개발성과 0.187 .101 1.848 .065

시장지향성과 제품개발성과 시장지향성→제품개발성과 0.214 .088 2.429 .015

기술지향성과 제품개발성과 기술지향성→제품개발성과 0.358 .106 3.374 .000

절대적합지수: =206.314, df=71, P=0.000,  /df=2,906, RMR=0.035, GFI=0.912, AGFI=0.869, PGFI=0.616, 증
분적합지수: IFI=0.933, RFI=0.873, CFI=0.932, 적합지수: PCFI=0.727, PNFI=0.703, PRATIO=0.780

[Figure 2] Final Structural Model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제조기업의 흡수능력에 대한 연구가 빈약

할 뿐만 아니라 소수의 연구들마저도 흡수능력에 대한 

일반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제조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흡수능력의 관리

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조기업의 시장지향성과 기술지향성이 흡수능력에 관

계가 있음을 기초로 흡수능력의 선행요인인 시장지향성, 

기술지향성, 제품개발성과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조기업 흡수능력의 영

향요인을 파악하고, 시장지향성과 흡수능력, 기술지향성

과 흡수능력, 흡수능력과 제품개발성과 및 시장지향성

과 기술지향성에 따른 제품개발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지향성과 흡수능력과의 관계이다.

  분석결과, 제조기업이 추구하는 시장지향성은 흡수능

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시장지향성

을 추구하는 제조기업은 변화하는 고객의 선호도를 지

속적으로 감지하여 제조기업의 흡수능력에 영향을 주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시장지향성이 제조기업의 흡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근거는 시장지향성이 강화될수

록 기업은 고객이 표현하는 욕구에 부응하려고 할 것

이며, 또한 외부지식의 흡수를 통해 경쟁사보다 우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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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의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

  둘째, 제조기업의 기술지향성과 흡수능력과의 관계이다.

  분석결과, 제조기업이 추구하는 기술지향성은 흡수능

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술지향성

이 제조기업의 흡수능력 향상에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제조기업들은 외부환경에 대응하여 기술, 제품혁신, 그

리고 경쟁자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기술 지향

적인 기업이 뛰어난 흡수능력을 보유한 다는 것이다.

  셋째, 흡수능력과 제품개발성과의 관계이다.

  분석결과, 제조기업의 흡수능력은 제품개발성과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제조기업은 단순

히 지식을 획득하는 것으로 지식에 정통할 수 없기 때

문에 외부에서 획득한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그 

지식을 이해해야 하며, 제조기업의 제품개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 지식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제품개발에 필요함을 의미한다.

  넷째, 제조기업의 시장지향성과 제품개발성과와의 관

계이다.

  분석결과, 시장지향성은 제품개발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지향성은 현재 및 미래 소비자

의 욕구를 반영하는 시장지식을 전사적 차원에서 적극

적으로 수집, 확산, 반응하려는 기업문화이다. 따라서 

시장지향성은 기업이 소비자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용

하려는 기업문화로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 획득 및 기술

혁신 등과 같은 제품개발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섯째, 제조기업의 기술지향성과 제품개발성과와의 

관계이다.

  분석결과, 기술지향성은 제품개발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술지향적인 기업은 연구개발 중

심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 결과에 따른 기술혁신을 신

속하게 수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의 선도적 지위

를 확보 유지하려고 한다. 또한 산업 내에서의 경쟁자

들과의 제품 및 서비스 경쟁에 있어서 그러한 선도적 

지위를 점하기 위해서 경쟁자의 주요 제품개발에 신속

히 대응한다.

  기술지향적인 제조기업은 안정화된 제품 및 서비스 

시장에 안주하려기보다는 제품혁신을 통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을 개척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기술지향

적인 제조기업은 기존의 기술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에 초점을 맞추는 보수적인 기업보다 새로운 기술 및 

아이디어에 중점을 둬 경쟁시장에서 제품혁신의 주도적 

역할을 추구하여 제품개발성과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제조기업의 흡수능력 향상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첫째, 제조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흡수역량요인을 반

영한 실증분석결과에서 시장지향성과 기술지향성의 각 

구성요소와 흡수역량, 흡수역량과 제품개발성과, 시장

지향성과 기술지향성에 따른 제품개발성과간의 전반적

인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시장지향성, 기술지향성 및 제

품개발성과의 각 구성요소별로 흡수역량요인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기업에서는 흡수역량에 대

한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 중심의 운영과 관리가 필

요함과 경영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됨을 시사한다.

  셋째, 시장지향성과 기술지향성이 높으면, 제조기업

의 제품개발 성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제조기업의 시장지향성과 기술지향성이 제품개

발성과를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제조기업들은 시장지향성과 기술지향성을 제조기업의 

제품개발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해 제조기업들은 단순이 

제품개발성과를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시장지향성과 

기술지향성의 주요 요인인 시장과 기술 정보를 정확하

게 파악하여, 제조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보다 적

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제조기업에 관련된 기

업을 표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제

조기업으로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

구는 흡수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의 역동성 

등 기업환경 변수를 비롯한 다양한 외부요인을 고려하

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외부

환경요인의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제

품개발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성과의 결과로 측정할 수 

있는 제품혁신 건수나 특허 등의 다양한 변수를 반영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다양한 지역 

및 산업 분야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제품혁신의 성과

를 나타내는 여러 변수를 포함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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