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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자유/공개 소프트웨어(Free/Open Source Software, 이하 F/OSS)는 그 소

스 코드가 공개되고 누구나 이를 자유롭게 수정 및 재배포 할 권리를 갖는 라

이선스 하에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로, 특정 개인 혹은 단체에게 지적 재산권이 

귀속되어 소스 코드가 비공개에 부쳐지는 사유 소프트웨어(proprietary 

software)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지금까지 F/OSS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제

작에 참여하는 동기나 그 개발 구조, 경제적 특성, 시장 균형 등에 집중해 왔

다. 그러나 기업이 F/OSS를 활용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지식을 

창조하고 축적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조직 창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F/OSS가 

조직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이는 것을 목표로, 지식 

경영 관점에서 이론적 근거와 계량 분석을 통한 실증적 근거를 함께 제시할 

것이다. 

 

주요어 : 자유/공개 소프트웨어, F/OSS, 조직 창의성, 지식 경영, SECI 지식 

창조 과정, 조직 기억 

학  번 : 2013-2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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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F/OSS의 소개 

1.1.1 F/OSS의 정의 

 

자유/공개 소프트웨어(Free/Open Source Software; 이하 F/OSS)의 정의

는 그 명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공개(Open Source)”는 그 소프트

웨어의 소스 코드를 공개한다는 의미로, F/OSS는 누구나 소스 코드에 접근할 

권한을 제공한다. 소스 코드는 C++이나 java와 같이 고차원 언어(High-

Level Language)에 해당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가리키는데, 

이는 0와 1로 구성되어 있는 바이너리 코드(Binary Code; 혹은 오브젝트 코

드 Object Code)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바이너리 코드는 0과 1로만 구성되어 

있기에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래머라고 해도 바이너리 코드를 통해 소프트웨어

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소스 코드는 인간의 자연 

언어와 닮아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되어 있기에, 해당 언어를 습득한 

프로그래머라면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작동 원리를 전부 파악하는 것이 가

능하다. (Chopra & Dexter, 2008) 이처럼 소스 코드는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요소로, 이러한 소스 코드의 특성은 후술할 분석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자유(Free)”는 소스 코드를 공개한다는 현상보다는 그 소스 코드를 다

룰 권리와 관련이 있는 명칭이다. 소스 코드를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그 

소스 코드를 고치고 다시 공유할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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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후술할 F/OSS의 역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명칭으로, 리처드 스톨만을 

중심으로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이끈 이들의 철학이 담겨 있다. 그들은 소

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다룰 권리가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게 종속되어 지식

이 독점될 것을 우려했으며, 따라서 소스 코드를 개방하고 이를 누구나 ‘자

유롭게’ 다룰 권리를 중시하였다. (Chopra & Dexter, 2008) 따라서 “공개”

가 소스 코드의 공개라는 의미를 갖는다면, “자유”는 이러한 소스 코드를 

다룰 권리를 규정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자유/공개 소프트웨어(F/OSS)” 외에도 이러한 종

류의 소프트웨어를 지칭하는 다른 용어들이 존재한다. “자유”라는 용어가 

갖는 중의적 성격으로 인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무료로 오인되는 경우를 방

지하기 위한 “F/LOSS(Free/Libre Open Source Software)”라는 용어가 

있고, (Crowston et al., 2012; Gonzalez-Barahona et al., 2008; Lee, 2006; 

Wei et al., 2014) 소스 코드의 공개를 더욱 강조하는 “OSS(Open Source 

Software)”와 같은 용어가 다른 예시이다. (Ajila & Wu, 2007; Bitzer, 2004; 

Comino & Manenti, 2005; Mockus, 2002; Osterloh & Rota, 2007; Peng et 

al., 2013; Sarrab & Rehman, 2014; Schmidt & Schnitzer, 2003; von Krogh 

et al., 2003) 하지만 이러한 용어들은 결국 같은 대상을 지칭하므로, 본 논문

에서는 소스 코드의 공개(공개/Open Source)와 소스 코드를 활용할 권리(자

유/Free)를 동시에 강조하는 간결한 용어인 F/OSS를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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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F/OSS의 역사 

 

F/OSS의 개념과 특성을 주도 면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F/OSS의 역사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F/OSS의 역사는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Lerner & Tirole, 2002; Campbell-Kelly & Garcia-Swartz, 2009; Lerner 

& Schankerman, 2013) 이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첫 번째 시기는 현대적인 컴퓨터가 처음으로 등장한 1950년대부터 시

작된다. 이 시기에는 아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개념적으로 분리되지 않

았으며, 이는 소프트웨어가 독자적인 상품으로서 인식되지 않고 하나의 산업

을 이루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당시에는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연구원들끼리 주고 받는 것이 일상적이었으며, 서로 다른 조직에 속한 연구원

들끼리도 지금은 ‘기업 기밀’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시기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개념적으로 분리되며 하나의 상품

으로 인식되며 시작되었다. 80년대 초반에 AT&T가 연구자들 사이에서 자유

롭게 공유되던 유닉스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주장하며 소송 위협을 가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시이다. (Lerner & Schankerman, 2013) 해당 시기에는 소프

트웨어가 대학 및 기업의 지적 재산으로 인식되며 소스 코드의 공개 및 소스 

코드의 자유로운 개작과 재배포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와 발

맞춰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식을 독점하는 것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등장했는데, 

MIT 인공지능 연구소에 재직 중이던 리처드 스톨먼이 앞장선 자유 소프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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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운동(Free Software Movement)과 그 결과물인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Free Software Foundation)이 핵심적인 세력이다. 스톨먼과 그의 지지자들

은 소프트웨어의 독점으로 인해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자유롭게 개작할 권

리를 제공할 것을 주장했다. (Chopra & Dexter, 2008)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는 세 번째 시기는 두 가지 특성을 갖는다. 첫째는 

자유 소프트웨어 진영에서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등장했다

는 것이다. 지금도 자유 소프트웨어 진영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대

중적인 인지도도 높은 컴퓨터 운영체제인 리눅스 커널(Linux Kernel)이 그 

주인공이다. Bitzer(2004)가 정리한 리눅스의 역사에 따르면 리눅스 커널은 

1991년 8월, 리눅스 토발즈라는 21세의 헬싱키 대학의 대학생이 리눅스 커

널 0.01 버전을 인터넷에 GPL 라이선스로 공개하면서 탄생하였다. 이 때 그

의 목적은 그의 AT-386 PC에서 작동할 수 있는 유닉스(Unix) 계열의 운영 

체제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초기작이었던 0.01 버전을 개량하여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0.12버전을 1992년 1월에 발표하였고, 1994년 3월에 

정식 버전이 리눅스 커널 1.0이 발표되었다. 이후 리눅스는 발전을 거듭하여 

웹 서버 OS, 모바일 OS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기의 두 번째 특징은 사용자들이 F/OSS와 사유 소프트웨어를 대비되

는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함께 활용하여 서로가 서로를 절충하는 것으로 인

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기업은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

라, 두 종류의 소프트웨어가 갖는 장단점을 고려한 뒤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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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절히 취사 선택하게 되었다. (Bessen, 2005; 

Bonaccorsi, Giannangeli, & Rossi, 2006; Comino & Manenti, 2011; Lerner 

& Schankerman, 2013) 따라서 첫 번째 시기는 소프트웨어 태동기, 두 번째 

시기는 사유 소프트웨어와 F/OSS가 대립하던 시기라고 한다면 세 번째 시기

는 두 소프트웨어가 공생하는 시기라고 정리할 수 있다.  

 

1.1.3 F/OSS의 개발 과정 

 

F/OSS는 사용자 중심 혁신(von Hippel, 2005) 이라 불리는데, 이는 

F/OSS가 특정 기업이나 기관에 종속되어 개발되기 보다는 수많은 사용자들

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개발되기 때문이다. Bonaccorsi & Rossi(2003)은 

F/OSS의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다룬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F/OSS 프로젝트는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부딪치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할 동료를 찾고, 이들과 

함께 비공식적인 모임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F/OSS 프로젝트의 기반이 점차 견고해지며, 참여자가 점차 늘어나며 공식적

인 모임으로 자리잡게 된다. F/OSS 프로젝트는 주로 SourceForge나 github

와 같은 F/OSS 프로젝트 커뮤니티에 업로드되는데, 누구든 자유롭게 원하는 

프로젝트에 등록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Linux나 R과 같은 거대 F/OSS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독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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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갖고 있으며, 참가자의 수도 훨씬 많은 편이다.  

F/OSS 프로젝트가 점차 규모가 커지고 기반이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변해

가는 과정에서 일종의 지배 구조가 자리잡게 된다. 가장 기층에는 오직 

F/OSS를 사용하며 기여는 거의 하지 않는 집단이 있고, 그 위에는 주말과 남

는 시간에 취미로 F/OSS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기여하는 사람들이, 가장 상층

부에는 F/OSS의 핵심 기능을 개발하고 공식적인 버전을 배포하는 리더들이 

있다. 이러한 구조는 한편으로는 위계질서를 갖춘 조직처럼 보이기도 하나, 

이 위계질서 내의 역할은 사유 소프트웨어 개발과는 명백하게 다르다. 상층부

의 리더들은 핵심 기능을 개발하고 F/OSS 프로젝트의 진화를 이끌며 기저의 

개발자들이 주로 작은 기능이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지만, 핵심 개발자들이 

이러한 업무 역할을 하나하나 지시하지는 않는다. (Bonaccorsi & Rossi, 2003) 

F/OSS 프로젝트는 근본적으로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을 둔 것이며, 따라서 리

더들에게도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F/OSS의 지배 구조는 “선물 

경제(Gift Economy)”라 불리며 연구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아 왔다. 

(Bergquist & Ljungberg, 2001) 

 

1.1.4 F/OSS의 현황 

 

F/OSS의 대표적인 예시는 리눅스 커널(Linux Kernel)로, 1994년 3월에 

정식 버전을 출시한 이후 리눅스 커널 기반의 운영체제는 급격하게 성장하여 

현재 서버 및 스마트폰 등 다양한 부문에서 1위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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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계 조사 기관인 StatCounter(gs.statcounter.com)에 따르면 리눅

스 커널 기반의 안드로이드(Android) 운영체제는 2014년 11월 기준으로 모

바일 및 타블렛 운영체제 부문에서 54.4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Top 8 Mobile & Tablet Operating Systems”, 2014) 웹 기술 조사 기관 

W3Techs(w3techs.com)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2월 1일 기준으로 웹 

사이트에서 리눅스 기반 운영체제의 점유율은 약 36%로 1위의 점유율을 보

여주고 있다. (“Usage statistics and market share”, 2014) 

이로 인해 각국의 정부는 F/OSS가 가진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Bouras et al., 2014) 특

히 개발도상국에서는 F/OSS를 이용하여 자국 ICT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는 주장이 주목을 받으며 브라질, 중국 등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F/OSS에 대

한 지원 정책을 아끼지 않고 있다. (Camara & Fonseca, 2007) 

 

1.2 조직 창의성의 소개 

1.2.1 조직 창의성의 정의 

 

창의성의 개념이 누구에게나 익숙한데 비해, 조직 창의성이란 개념은 다소 

생소할 수 있다. 조직 창의성은 혁신의 부분 집합으로,“복잡한 사회 시스템 

내에서 함께 일하는 개인들에 의해 가치 있고 유용하며 새로운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 절차, 공정이 창조되는 것”(Woodman, Sawyer, & Griffin, 1993, 

p. 293)으로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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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조직 창의성의 중요성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출시하고 공정을 개선해야 하

는 지식기반 경제에서 조직 창의성의 개념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의 

단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윤, 매출과 같은 전통적인 경제 변수들을 증가시

키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생존과 효율성 향상을 위

해서는 조직 창의성을 증대시키지 않을 수 없다. (Woodman, Sawyer, & 

Griffin, 1993) 가령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대의 경영 환경에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않을 경우 현재 진입해 있는 

상품의 시장 상황이 악화될 경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혹은 계속 도전해

오는 경쟁 기업의 압력에 맞서 생산 공정 및 절차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결국 

시장에서 밀려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조직 창의성의 증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업에게 선택을 넘어선 필수라고 볼 수 있으며, 따

라서 조직 창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1.3 연구 목적 

 

기존의 F/OSS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개발 동기나 구조, 시장 균형 등에 주목

하였다. (von Krogh & von Hippel, 2006) 기존 연구들의 특성은 대개 F/OSS

를 사용하는 기업보다는 개인에 집중했으며, 기업에 집중하는 연구들도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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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F/OSS를 단순히 재화의 일종으로 바라보고 경제적 관점에서만 분석하였

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의 단점은 기업이 F/OSS를 활용할 때 내부에

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 부족하였다는 점

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기업이 F/OSS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 부족했기에 F/OSS의 경제적 특성에만 의존하여 시장 균형이나 가격 

결정 원리와 같은 분석을 수행하는데 그쳤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지

식 경영의 관점을 도입하여 앞서 언급한 미시적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F/OSS 활용이 조직 창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Nonaka(1994)와 Walsh & Ungson(1991)의 지식 경

영 이론을 활용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며, 기업 설문 자료를 통한 실

증 분석을 통해 이러한 이론적 근거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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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조사 

2.1 정보재로서의 F/OSS 

 

F/OSS의 특성에 관하여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프트웨어가 갖는 특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특성은 정보재

(Information Goods)라는 것이다. 지식정보화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정보재의 출현은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무엇보

다도 정보재의 비경합성에서 기인하는 ‘영(0)에 가까운 한계 비용’으로 인한 

것이다.  (Casadesus-Masanell & Ghemawat, 2006) 소프트웨어는 복잡한 

지식의 집약체이기에 고정 비용인 R&D 비용은 큰 반면, 일단 소프트웨어가 

완성이 되고 나면 추가적인 생산을 위한 한계 비용은 사실상 영에 가깝다. 따

라서 ‘가격=한계 비용’이라는 완전경쟁시장의 가격 결정식이 적용되기 힘

들며, 이로 인해 사회에서 요구되는 만큼 소프트웨어가 생산되지 않을 경우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F/OSS도 소프트웨어의 일종이므로 앞서 언급한 소프트웨어의 특성이 그대

로 적용된다. 그러나 한계 비용이 영에 가깝다는 점 외에도 F/OSS가 사유 소

프트웨어와 구별되는 특성이 존재한다. F/OSS는 고정 비용도 영에 가까울 정

도로 낮다는 것이다. F/OSS는 전세계의 수많은 개발자들에 의해 보상 없이 

제작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 직원을 F/OSS에 직접 투입하여 개발에 적

극 기여하지 않는 이상 F/OSS를 개발하는 R&D 비용을 직접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개발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은 F/OSS를 기업에서 전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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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Bonaccorsi, Giannangeli, & Rossi, 2006; 

Casadesus-Masanell & Ghemawat, 2006) 

 

2.2 F/OSS와 네트워크 외부성 

 

또한 소프트웨어 시장의 특성 중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것은 네트워크 외

부성(Network Externality)이다. (Bonaccorsi & Rossi, 2003; Bonaccorsi, 

Giannangeli, & Rossi, 2006, Dalle & Jullien, 2003; Lin, 2008; Mustonen, 

2005) Katz & Shapiro(1985)에서 “사용자가 상품의 소비를 통해 얻는 효용

이 그 상품을 구매한 다른 행위자들의 수에 따라 증가하는 상품”(Katz & 

Shapiro, 1985, p. 424)에 대해 발생하는 네트워크 외부성을 제시한 이후, 이

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정보재를 분석할 때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소

프트웨어 시장에서 네트워크 외부성은 사용자가 많은 소프트웨어일수록 기술

적 지원을 받기 용이하며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완적 소프트웨어를 찾기 편

하다는 이유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erner & 

Schankerman, 2013)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한 소프트웨어가 일

정 수준 이상의 점유율을 달성할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

여 독점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잦다.  

이러한 네트워크 외부성을 고려할 때, 소프트웨어를 선택한 소비자들이 해

당 소프트웨어에 고착(Lock-In)되고, 이로 인해 전환 비용(Switching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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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주목하여야 한다. (Bonaccorsi, Giannangeli, & Rossi, 

2006) 그러므로 F/OSS를 활용하여 개발 비용을 대규모로 감소시켰다고 하

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던 사유 소프트웨어의 네트워크 외부성이 높고 사용자

들의 전환 비용이 크다면 오히려 기업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2.3 F/OSS와 무임 승차 문제 

 

F/OSS 개발자들은 일반적으로 보상을 받지 않고 F/OSS 개발에 기여하는

데, 이로 인해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무임 승차(Free Riding)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어떤 보상도 없이 자발적으로 F/OSS 개발에 기여하는 개발자들의 

동기는 오랫동안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아 왔다. (Lerner & Tirole, 

2002; 2005; Bagozzi & Dholakia, 2006)  

이에 대한 한 가지 입장은 개발자들의 내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를 

강조하는 것이다. 내적 동기는 주로 개발자들이 개발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개발자들이 프로그래밍을 

일종의 예술의 한 형태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Bonaccorsi & Rossi, 

2003)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독창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보다 효율적

이고 독창적인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개발자에게는 큰 기쁨이며, 이는 

곧 F/OSS에 참여하는 내적 동기로 이어진다.  

또한 압력에서 벗어나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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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SS 참여의 중요한 내적 동기이다. (Anderson, 2005) 일반적으로 기업에 

소속되어 사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경우 개발자들은 제작 기한에 맞춰 소프

트웨어를 개발하는 압력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은 즐거운 취

미 생활이 아니라 일 그 자체가 되며, 따라서 개발자들은 F/OSS 개발에서 외

적인 압력에 시달리지 않으며 개발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적 동기뿐만 아니라 외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의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한다. Lerner & Tirole(2002; 2005)이 이러한 의견을 정립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F/OSS 참여는 외적 동기인 경제적 동기가 가장 강하게 

작용한다. 개발자들은 F/OSS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유명한 프로그래

머들이 작성한 소스 코드를 참조하고 이를 개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

신의 프로그래밍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개발자들은 더욱 훌륭한 

인적 자본(Human Capital)로 거듭날 수 있고, 기업으로부터 더 높은 임금을 

제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유명 F/OSS 프로젝트에서 핵심 개발자로 활동하

고 있다는 것은 기업에게 자신의 훌륭한 프로그래밍 실력을 보여주는 신호

(Signal)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기업의 높은 임금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발자들의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는 독립

된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동기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F/OSS 개발 참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분석된 바 있다. 

(Roberts, Hann, & Slaughter, 2006) 

F/OSS의 무임 승차 문제에 관해 다룬 또 다른 입장은 금융 이론의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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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F/OSS 코드의 구조가 잘 모듈화되어 

있고, “옵션 가치(Option Value)”가 높다면 개발자들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

할 동기가 부여되고 무임 승차가 감소한다. (Baldwin & Clark, 2006) 따라서 

F/OSS 프로젝트의 지배 구조에 따라 무임 승차의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2.4 F/OSS와 시장 균형 

 

이처럼 F/OSS와 사유 소프트웨어가 공존하는 시장에서 균형이 어떻게 성

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Bessen, 2005; 

Bitzer, 2004; Casadesus-Masanell & Ghemawat, 2006; Comino & Manenti, 

2005; Kuan, 2001; Mustonen, 2003; Schmidt & Schnitzer, 2003)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F/OSS가 무료라는 이유로 인해 과다 사용이 발생한다는 부

정적 의견이 있는 반면(Schmidt & Schnitzer, 2003), 정부가 F/OSS의 인지

도를 높임으로써 사회의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며, 

(Comino & Manenti, 2005) 두 종류의 소프트웨어가 공존하며 서로 보완한다

는 의견도 있다. (Bessen, 2005) 하지만 이론적 분석이 다양한 데 비해 실증

적 분석은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소프트웨어를 일종의 플랫폼으로 바라볼 때 소프트웨어 시장이 양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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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Sided Market)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사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은 최종 사용자를 고려하는 동시에 소프트웨

어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기업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가격 결정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시장에서는 플랫폼 간의 경쟁으로 인해 효율적

인 가격 결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에 양면 플랫폼 가격 결정(Two-

Sided Platform Pricing)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Rochet & Tirole, 2002; 

2003) 가령 콘솔 게임 개발 기업은 최종 사용자들을 위한 게임 가격을 결정

하는 동시에 게임 개발사들을 위한 로열티의 가격을 동시에 결정해야 한다. 

이에 관하여 Economides & Katsamakas(2006)는 사유 소프트웨어 플랫폼

과 F/OSS 플랫폼이 공존할 때 네트워크 효과와 전환 비용을 동시에 고려하

여 양면 시장의 가격 균형이 어떻게 성립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어느 한 쪽이 항상 유리한 경우는 없으며, 외부적 환경에 

따라서 사유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유리하기도, F/OSS 플랫폼이 유리하기도 

하다.  

 

2.5 F/OSS와 소프트웨어 재사용 

 

F/OSS를 활용함으로써 기업이 얻는 결정적인 이득은 소프트웨어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Ajila & Wu, 2007) 소스 코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F/OSS에서 원하는 기능만을 취사선택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자들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위한 모든 기능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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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부터 끝까지 설계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함으로써 기

업은 개발 비용을 낮추고 개발 기간을 줄일 수 있으며, 더 나은 질의 소프트

웨어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Bonaccorsi & Rossie, 2003) 

그러나 소프트웨어 재사용이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는데, 기

존의 소스 코드 구조에만 얽매여서 이를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전체적인 구조

에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Madanmohan and De, 

2004) 따라서 성공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개발진이 잘 구

조화된 기존의 소스 코드를 선택하여 이 구조를 면밀하게 파악한 후 새로운 

소프트웨어 디자인에 잘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Ajila & Wu,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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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적 배경 및 연구 가설 

 

지금까지 F/OSS에 관한 기존의 문헌들을 조사하였다. 최근 F/OSS에 대한 

연구는 단순한 참여 동기를 연구하는 주제에서 벗어나서 시장 균형이나 기업

의 활용 전략을 다루는 주제까지 확장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F/OSS를 재화로 간주하고 경제학 및 경영학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에 치중

하여, 실제로 기업이 F/OSS를 활용함으로써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한 미시

적인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식 경영

(Knowledge Management)의 관점에서 Nonaka(1994)의 지식 창조 과정과 

Walsh & Ungson(1991)의 조직 기억을 통해 실제 기업의 개발자가 F/OSS

를 통해 어떻게 조직 창의성을 만들어 내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지식 경영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암묵지(Tacit knowledge)를 형식지

(Explicit knowledge)로, 그리고 형식지를 다시 암묵지로 전환하여 조직 내에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다. (Nonaka, 1994) 지식을 암묵지와 형식지로 구분하

는 것은 Polanyi(1966)이 시초로, 암묵지는 개인이 경험을 통해 체화시킨 지

식인 반면 형식지는 문서와 같이 언어 등의 수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을 가리킨다. 가령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를 타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은 형식지에 해당한다. 그러나 매뉴얼만 보고 자전거를 타는 일은 

쉽지 않다. 개인이 직접 자전거를 타며 학습을 통해 자전거 운전에 대한 암묵

지를 체화시킬 때 비로소 자전거를 능숙하게 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암묵지는 형식지로서는 전할 수 없는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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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요한데, 암묵지는 개인의 경험을 통해 체화한 지식이기에 겉으로 표현

되지 않고 타인에게 전달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조직은 조직 내 

구성원들이 갖는 암묵지를 형식지로 전환하여 다른 구성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조직은 형식지를 구성원에게 습득시켜 이를 암묵지로 전환할 필

요가 있다. 그 이유는 조직 입장에서 개인의 노하우에만 의존하는 것은 장기

적으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Walsh & Ungson, 1991; Nonaka, 1994) 

특정 분야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구성원이 떠날 경우 해당 분야에서 다시 암

묵지를 체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자금이 들게 되고, 그렇기에 조직은 

미리 암묵지를 형식지로 전환시켜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형식화된 지식을 다른 구성원들이 학습하여 다시 암묵지로 전환시킴으

로써 기업은 조직 내에 지식을 축적하여 개인이 아닌 시스템을 통해 기업 활

동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축적된 지식은 조직의 자산으로 이어지고, 이

는 조직의 창의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3.1 F/OSS와 지식 경영: Nonaka(1994)의 SECI 

지식 창조 과정을 중심으로 

 

조직에게는 암묵지를 형식지로, 형식지를 암묵지로 지속적으로 전환하는 과

정이 매우 중요한데, Nonaka(1994)는 공동화(Socialization)와 표출화

(Externalization), 연결화(Combination), 내면화(Internalization)의 과정을 

통해 지식을 창출하는 SECI 지식 창조 과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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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SS의 활용이 어떻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식을 창조하고 조직 창의성을 

달성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1.1 공동화 

 

공동화는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암묵지를 공유하는 과정

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언어를 통한 것이 아니라 경

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Nonaka, 1994) 개발자들은 

함께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경험을 하게 되고, 이 과정

에서 서로 간의 노하우가 공유된다. 하루 종일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동료

들끼리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맥락 속의 지식

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F/OSS가 아닌 사유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공동화가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의 차이가 존재한다. 

 

3.1.2 표출화 

 

표출화는 연결화와 함께 F/OSS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앞서 언급

했듯 개인들이 비언어적 교류만을 통해 암묵지를 교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보유한 암묵지를 언어를 통해 정리하는 표출화의 과

정이 필수적인데, (Nonaka, 1994) F/OSS에서는 소스 코드가 이에 해당한다. 

소스 코드를 직접 보고 수정할 수 없는 사유 소프트웨어 환경에서는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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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지를 온전히 전달하기 보다는 단순한 기술(Skill)만 전달될 가능성이 높

다.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을 소스 코드를 통해 그대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

이다. 그러나 F/OSS를 활용할 경우 개발자가 본인의 암묵지를 소스 코드라는 

‘언어’를 통해 명시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스 코드는 표출화 과

정에서 제시하는 형식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개발자는 조직 내 다른 개발자가 

전달한 소스 코드를 토대로 그 개발자의 암묵지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명

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출화 과정에서 소스 코드라는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소프

트웨어의 실체는 0와 1로 작성된 바이너리 코드이지만, 실제로 개발자들이 소

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은 C++이나 java와 같은 고차원 언어를 활용한 소

스 코드를 통해 이루어진다. 소스 코드는 소프트웨어의 작동 원리 그 자체이

며, 따라서 소스 코드를 파악한다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을 전부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Chopra & Dexter, 2008) 개발자에게 체화된 지식

은 공동화 과정만을 통해서는 온전히 전수되기 어려우나, 소스 코드라는 고차

원 언어를 통해 명시화되었을 경우 그 노하우가 잘 반영될 수 있다. 소스 코

드를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또

한 해당 기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현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3.1.3 연결화 

 

연결화 역시 지식 창조를 위해 핵심적인 단계이다. 소스 코드라는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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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출된 지식을 조직 내 개발자들 간에 공유함으로써 이를 타인의 과정에서 살

펴보고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Nonaka, 1994) 특정 기능을 구현

화할 때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방식은 유일하지 않다. 개발자들의 등급을 가

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보다 효율적인 코드의 작성이다. 

(Chopra & Dexter, 2008) 따라서 소스 코드의 형태로 표출된 형식지를 공유

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다른 개발자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보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더 효율적인 

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 소스 코드를 직접 보며 개발하기 힘든 사유 소프트웨

어 환경에서는 이러한 의견 교환이 쉽지 않을 것인데, 소프트웨어의 작동 원

리를 문자화시켜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추상적인 형태로 제시해야 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결화 단계는 표출화 단계에서 제시된 소스 코드라는 

형식지가 교환되며 새로운 형식지를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1.4 내면화 

 

마지막 단계인 내면화는 소스 코드라는 형식지를 학습하여 내면화시킴으로

써 이를 자신의 암묵지로 전환시키는 단계이다. (Nonaka, 1994) 이 단계 역

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이 소스 코드라는 형태로 형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가능해진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무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비슷한 제품군에 존재하는 기존의 소스 코드를 토대로 하여 이를 보며 

학습함으로써 새로운 기능을 창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이는 앞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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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소프트웨어 재활용의 일종이다. (Ajila & Wu, 2007) 마찬가지로, 조직 내 

구성원에게 전달 받은 소스 코드를 통해 개발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주도면

밀한 학습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소스 코드에 담긴 개발자의 지식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네 단계를 통해 세로운 지식이 창조되며, 이러한 과정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됨으로써 지속적인 지식 창조를 이끌어낸다. 

내면화를 통해 체화한 암묵지는 다시 공동화 과정을 통해 구성원들 간에 공유

된 경험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지식이 다시 소스 코드를 통해 표출화되고 연

결화됨으로써 꾸준히 지식이 창조될 수 있는 것이다. Nonaka(1994)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나선형(Spiral)의 지식 창조 과정으로 묘사한 바 있다. SECI 

지식 창조 과정을 F/OSS의 활용에 적용했을 때의 양상을 그림으로 묘사하자

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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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F/OSS를 통한 조직 창의성 증대 과정: Nonaka(1994)의 SECI 지식 창조 

과정을 F/OSS 활용에 적용한 것 

 

3.1.5 SECI 지식 창조 과정을 통한 조직 창의성 증대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때 이러한 SECI 지식 창조 과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적인 요소는 소스 코드이다. 소스 코드를 통해 암묵지가 표출되지 

않으면 개인적인 지식을 명시적으로 전달할 수 없어지고, 따라서 조직 내에서 

공동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
면서 암묵지를 공유

표출화

•공유된 경험을 통해
획득한 암묵지를 소스
코드라는 형식지로 표

현

연결화

•획득한 형식지(소스
코드)를 사용자의 관
점에서 전달/보급

내면화

•소스 코드 학습을 통
한 지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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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화 단계만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의 폭이 극히 좁아지기 때문이다.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라는 단계의 핵심에는 소스 코드가 있고, 따라서 

F/OSS의 활용은 지속적으로 지식이 창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F/OSS를 활용하여 SECI 지식 창조 과정을 통해 창조되는 지식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이라는 조직 창의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스 

코드를 통해 창조된 새로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혹은 기존의 소프트웨어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그 예이다. 개발하고 

싶은 기능이 있을 때 사유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제한적인 환경을 벗어나

서 소스 코드라는 형식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때 F/OSS의 가장 큰 이점이다. 

 

3.2 F/OSS와 지식 경영: Walsh & Ungson(1991)의 

조직 기억을 중심으로 

 

Walsh & Ungson(1991)은 조직 기억(Organizational Memory)이란 개념

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조직 기억은 “현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의 역사에서 기인한 축적된 정보”(Walsh & Ungson 1991, p. 

61)이다. 이에 따르면 조직 기억의 핵심은 획득(Acquisition), 보유

(Retention), 회수(Retrieval)의 세 단계를 거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조직 기억 과정을 F/OSS를 통한 지식 축적에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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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획득 

 

획득은 조직에게 특정한 사건이나 자극이 발생했을 때 일어난다. 사건이 발

생할 경우 조직은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고, 자동적으로 이에 관한 지식을 획

득하게 된다. (Walsh & Ungson, 1991)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의 기억 획

득 과정도 이와 비슷하다. 특정한 프로그래밍 문제에 직면했을 때 조직은 이

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기억을 획득하게 된

다. 이러한 획득 과정은 F/OSS와 사유 소프트웨어 환경 양측에서 모두 발생

하지만, 이후의 보유 과정에서는 중요한 차이가 발생한다. 

 

3.2.2 보유 

 

보유는 획득된 정보가 조직 내에 저장되는 단계이다. 저자들은 다섯 개의 

‘저장 창고’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개인과 문화, 변형(Transformation), 구

조, 생태(Ecology)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다섯 개의 창고 외에도 추가적으로 

외부 기록 보관소(External Archives)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Walsh & 

Ungson, 1991) 앞서 언급한 다섯 개의 저장소가 중요한 지식의 창고 역할을 

수행하긴 하지만,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조직 내의 개인이다. 하지만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는 만큼 개인이 기억을 보유하고 유지하는데 실패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직의 행위를 인간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억하고 저장

할 수 있는 저장소가 필요한데, Walsh & Ungson(1991)은 과거 조직에서 일

하던 직원, 정부의 요청으로 인해 저장된 정보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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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F/OSS에 적용할 때, 소스 코드가 바로 조직에 의해 저장되는 지식에 

해당한다. 사유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개발이 이루어질 때, 이를 수행한 개인

은 지식을 획득하고 보유하지만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망각되기에 조직 내에 

기억을 축적하기 힘들다. 하지만 F/OSS를 통해 개발이 이루어질 때, 개인의 

기억은 소스 코드로 전환되어 인간에 의존하지 않는 객관적인 형태로 기업의 

기억으로 저장되고 보유된다. 이는 조직의 개발 과정 및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조직 창의성에 기여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보유 이후의 단계인 회수 단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2.3 회수 

 

단순히 지식과 정보가 축적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축적된 지식은 저

장소에서 추출되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데에 활용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가

질 것이다. 회수 단계는 이러한 특성을 갖는 단계이다. (Walsh & Ungson, 

1991) 조직이 직면하는 문제들은 서로 다르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대개 공통

점을 갖는다. 가령 A라는 스마트폰과 B라는 타블렛을 개발하는 것은 조직에

게는 다른 문제로 인식될지도 모르나, 기기 내에 삽입되는 칩셋이 비슷하다는 

점이나 둘 다 스마트미디어의 일종이라는 측면에서는 개발 및 마케팅 측면에

서 공통점을 갖는다. 따라서 A라는 스마트폰을 개발했던 조직이 B라는 타블

렛을 새롭게 개발할 경우, 과거 A를 개발했을 때 획득하여 보유한 기억을 다

시 회수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F/OSS를 활용하여 획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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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의 과정을 통한 조직 창의성 증대를 달성하는 과정을 정리하자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F/OSS를 통한 조직 창의성 증대 과정: Walsh & Ungson(1991)의 조직 기

억 단계를 F/OSS 활용에 적용한 것 

 

 

 

획득

•개발 과정에서 특정한 문제
를 해결할 때 해당 문제 및
의사 결정에 대한 지식 획득

보유

•획득한 지식을 소스 코드라
는 형식지로 조직의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

회수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 때 보
유한 소스 코드를 활용하여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문

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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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조직 기억을 통한 조직 창의성 증대 

 

F/OSS를 활용함으로써 얻는 공정 개선 측면의 이득은 여기에 기인한다. 

F/OSS를 통한 개발함으로써 조직은 소스 코드라는 형태로 지식을 획득 및 

보유하기 때문에 이후 비슷한 개발 문제에 직면할 때 축적된 지식인 소스 코

드를 회수하여 활용할 수 있다. 만일 사유 소프트웨어를 통해 개발 공정에서

의 기억을 저장할 경우, 해당 개발을 담당했던 개발자가 아니면 그때 당시의 

기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저장소’를 찾기 힘들다. 또한 해당 개발자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의 기억을 잊어버릴 것이고, 따라서 과거와 비슷한 

개발 문제에 직면했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이다. 그러나 소스 코드 형태로 저장된 지식이 있을 경우 꼭 해당 개발자가 

아니라고 해도 능숙한 개발자라면 소스 코드를 통해 과거와 유사한 문제를 효

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처럼 획득-보유-회수로 이어지는 조직 기억의 

단계는 F/OSS 조직이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과거의 소스 코드를 활용

할 수 있게 하여 개발 공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3.3 연구 가설 

 

이와 같이 조직은 Nonaka(1994)의 SECI 지식 창조 과정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 혁신 측면에서의 조직 창의성을 이루어내고, Walsh & Ungson(1991)

의 조직 기억을 통해 업무 처리 과정 측면에서의 조직 창의성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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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주장을 본 논문의 핵심적인 가설로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1. F/OSS의 활용은 SECI 지식 창조 과정을 통해 기업이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할 확률을 높임으로써 조직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가설 2. F/OSS의 활용은 조직 기억 과정을 통해 기업이 업무 처리 과정을 

개선할 확률을 높임으로써 조직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가설 3과 가설 4는 앞의 두 가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가령 가설 1은 

F/OSS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출시 측면에서 조직 창의성에 미치는 긍정

적 영향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F/OSS는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중에서도 

ICT에 관한 신규 제품 및 서비스 출시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

측 가능하다. 그러므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살펴볼 때, F/OSS를 사용하는 경우 ICT를 통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가 더 

많이 출시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을 보완하기 위한 가설 3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기업이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했을 때, F/OSS의 활용은 

ICT를 통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할 확률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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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는 가설 2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가설 3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업

이 업무 처리 과정을 개선했을 때, F/OSS를 활용한 기업은 ICT를 통한 업무 

처리 과정을 개선했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가설 4는 다음과 같다. 

 

가설 4. 기업이 업무 처리 과정을 개선했을 때, F/OSS의 활용은 ICT를 통

한 업무 처리 과정을 개선할 확률을 높인다. 

 

지금까지 제시된 네 가지의 연구 가설을 정리하자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가설 

번호 내용 

가설 1 F/OSS의 활용은 SECI 지식 창조 과정을 통해 기업이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를 출시할 확률을 높임으로써 조직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가설 2 F/OSS의 활용은 조직 기억 과정을 통해 기업이 업무 처리 과정을 개선할 확

률을 높임으로써 조직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가설 3 기업이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했을 때, F/OSS의 활용은 ICT를 통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할 확률을 높인다. 

가설 4 기업이 업무 처리 과정을 개선했을 때, F/OSS의 활용은 ICT를 통한 업무 처

리 과정을 개선할 확률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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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및 방법론 

4.1 자료 설명 

 

본 장에서부터는 앞서 제안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실증 분석을 제시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실시한 “2012년, 

2013년 정보화통계조사” Raw Data 일부를 재가공하여 활용하였다. 본 조사

는 매년 대한민국의 기업의 일부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시행되는데, F/OSS의 

활용 여부를 설문 문항 내에 포함하고 있기에 본 논문의 주장을 입증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2012년 조사는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

로, 2013년 조사는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시행되었으며, 

2012년 조사는 12,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조사는 12,9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자세한 설문 문항은 [부록 1]에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2년 간의 조사에 포함된 25,001개의 기업을 모두 분석에 포함시키

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데, 이는 표본 편향(Bias)의 문제로 인한 것이다. 해당 

기업들 중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지 않는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모두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

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더라도 F/OSS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F/OSS를 알고 있는 집단과 분포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F/OSS 활용 여부를 묻는 문항(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

진흥원, 2012, 문22,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문21)에 대

해 F/OSS를 활용하지도 않으며 F/OSS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기업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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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한다. F/OSS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기업들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지 않

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을 제외할 경우 2012

년 조사에서는 3,098개 기업이, 2013년 조사에서는 3,405개 기업이 남으며, 

총 6,503개 기업이 가설 1과 가설 2를 입증하기 위한 실증 분석의 표본이 될 

것이다. 

또한 가설 3과 가설 4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표본 추출 작업이 필

요하다. 가설 3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했던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

기 있으므로, 실증 분석에서도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출시 여부를 묻는 문항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문20,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

보화진흥원, 2013, 문19)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한 113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가설 4 역시 업무 처리 과정 개선을 묻는 문항(미래창조과학부 & 한국

정보화진흥원, 2012, 문21,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문20)

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한 1179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4.2 변수 설명 

4.2.1 독립 변수 

 

본 분석에 사용된 독립 변수는 정보화통계조사에서 1년 간의 F/OSS 사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자료이다. 해당 문항에 대해서는 F/OSS를 사

용하거나, 사용하진 않지만 F/OSS에 대해 알고 있거나, 사용하지도 않으며 

F/OSS도 알지 못한다는 세 가지 답변이 준비되어 있었으나, 앞서 언급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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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답변을 선택한 기업은 제외하였기에 실제 분석에서 기업의 답변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답변만 고려되었다. 따라서 이 변수 역시 0 또는 1의 값을 갖

는 이항 확률변수이며, F/OSS를 사용하던 기업에는 1의 값을, 사용하지 않으

나 F/OSS를 알고 있는 기업에는 0의 값을 부과하였다. 

 

4.2.2 종속 변수 

 

앞서 언급한 네 개의 가설에 맞춰서 종속 변수도 네 개로 분류된다. 첫 번

째는 최근 1년간 출시한 신규 제품 및 서비스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문20,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문19) 이는 가설 1에 대응하는 이항 변수이다. 

두 번째는 최근 1년간 업무 처리 과정을 개선한지가 있는 질문에 대한 응답

이다.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문21,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문20) 이는 가설 2에 대응하는 이항 변수에 해당한

다. 세 번째는 앞서 언급한 신규 제품 및 서비스 출시가 ICT에 의해 가능한 

것이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응답이다.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문20-1,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문19-1) 이는 가설 3에 대응하는 이항 변수이다. 네 번째는 앞서 언

급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개선이 ICT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응답이다. (미

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문 21-1,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

정보화진흥원, 2013, 문20-1) 이는 가설 4에 대응하는 이항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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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통제 변수 

 

통제 변수는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은 아니지만 종속 변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며, 역시 정보화통계조사에서 기업이 응답한 문항들로 구성

되었다. 해당 설문 조사 내에 많은 통제 변수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문항의 

내용에 따라 조직 창의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각각 다르다. 가령 그린 

ICT에 대한 문항에서는 컴퓨터 절전 모드를 설정하거나 화면보호기를 삭제했

는지의 여부를 묻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자원 절약을 통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긴 하나 그 영향력이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처럼 

영향력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변수들은 여러 개의 문항을 하나의 분류로 묶

은 뒤, 분류 내 문항들에 대해 과반 이상 ‘예’로 응답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1의 값을,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0의 값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조정

하였다. 

우선 ICT 활용에 관한 통제 변수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변수는 

단위 업무 정보화 채택 여부로, 인사나 회계 시스템과 같은 조직의 단위 업무

에서 ICT를 활용했는지에 대한 응답이다.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

원, 2012, 문5의 문항 2번,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문4

의 문항 2번) 두 번째 변수는 조직업무통합 정보화 채택 여부로, ERP, EAI 

등의 활용 여부에 관한 응답이다.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문5의 문항 3번,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문4의 문항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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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변수는 사업체/기관 간 업무협업 정보화 채택 여부로, SCM 등의 활

용 여부에 대한 응답이다.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문5의 

문항 4번,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문4의 문항 4번) 이외

에도 개인 정보화 채택 여부에 대한 문항이 있으나(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

보화진흥원, 2012, 문5의 문항 1번,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문4의 문항 1번) 이 문항은 컴퓨터를 활용하는 모든 기업에서 채택하

였다는 대답을 했기에 제외하였다. 

또한 모바일 기기 이용 활동을 두 개의 분류로 나누어 통제 변수에 포함시

키고자 한다. 첫 번째 분류는 비거래 활동에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응답으로, 이메일 송수신이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 검색 혹은 수

집, 인터넷 접속, 전자결재, 인력 채용(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문7의 문항 1, 2, 3, 10, 11번,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문5의 문항 1, 2, 3, 10, 11번)과 같은 5개의 문항에서 과반인 3개 이

상을 선택한 기업에는 1의 값을, 아닌 기업에는 0의 값을 부과하였다.  

모바일 기기 이용 활동의 두 번째 분류는 거래 활동에 관한 문항들을 포함

하였다. 제품 및 서비스의 발주, 수주, 뱅킹 또는 기타 금융 서비스 접근, 정

부 및 공공기관과의 업무 처리, 고객 서비스 제공, 모바일 기기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문7의 문항 4, 5, 

6, 7, 8, 9번,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문5의 문항 4, 5, 6, 

7, 8, 9번) 과 같은 6개 문항에서 과반인 3개 이상을 선택한 기업에는 1의 값

을, 아닌 기업에는 0의 값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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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통제 변수군은 정보화 투자에 관한 것이다. 첫째 변수는 정보화를 위

해 하드웨어 관련 비용을 투자했는지에 대한 응답이며, (미래창조과학부 & 한

국정보화진흥원, 2012, 문18 1번,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문17 1번) 두 번째 변수는 소프트웨어 관련 비용에 대한 투자 여부(미래창조

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문18 2번,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

진흥원, 2013, 문17 2번), 세 번째 변수는 네트워크 운영 비용에 대한 투자 

여부(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문18 3번,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문17 3번)이다. 세 변수 모두 투자 여부에 따라 

0 또는 1의 값을 부과하는 이항 확률변수이다. 네 번째 변수는 둘 다 인적 자

본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두 개의 문항을 하나의 분류로 포함시킨 

것인데, 정보 서비스 관련 투자(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문18 4번,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문17 4번)와 인건비 

관련 투자(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문18 5번, 미래창조과

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문17 5번) 중에서 하나 이상 시행했을 경우 

1의 값을, 아닐 경우 0의 값을 부과하였다. 

특정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통제 변수들도 존재한다. 첫째 변수는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전파식별) 기술에 관한 것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0 또는 1의 값을 부과한다. (미래창조과

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문17,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문14) 둘째 변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0 또는 1의 값을 부과한다.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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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문22) 

앞서 언급한 녹색정보화(그린 ICT) 활동 여부도 통제 변수에 포함된다. 해

당 활동들은 두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첫째 분류는 원격근무(스마트워크)나 

원격회의에 대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문25, 

1, 2번;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문24, 1,2번) 원격 근무

나 원격 회의는 서로 먼 거리에서 직접 만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자

원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기에 하나의 분류 내

에 포함하였으며, 둘 중 한 가지 이상을 채택했을 경우 1의 값을, 아니면 0의 

값을 부과하였다. 둘째 분류는 기타 녹색정보화 활동들로, 근무 외 시간에 전

산자원의 전원을 끄는 것, 화면보호기를 삭제하는 것, 컴퓨터의 절전모드를 

설정하는 것, 멀티탭을 사용하는 것, 전산자원을 감축하는 것, 종이 사용을 절

감하는 것, 컴퓨터나 주변장치를 재활용하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

정보화진흥원, 2012, 문25, 3, 4, 5, 6, 7, 8, 9번;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

화진흥원, 2013, 문24, 3, 4, 5, 6, 7, 8, 9번) 해당 7개 문항 중에서 과반 이상

인 4개 이상을 선택한 기업에는 1의 값을, 이외에는 0의 값을 부과하였다. 

나머지 통제 변수들은 규모 변수와 연도에 관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기

업들은 규모 측면에서 1~4명, 5~9명, 10~49명, 50~249명, 250명 이상의 기

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1~4명을 기준으로 놓고 나머지 규모의 기업들에 대

한 이항 확률변수 4개를 추가하였다. 또한 본 자료는 2012년 조사(2011년 

1~12월 기준)와 2013년 조사(2012년 1~12월 기준)에서 선택된 기업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거시 경제적 상황에 따른 영향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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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2013년 조사의 대상 기업에는 1의 값을, 2012년 조사의 기업에는 

0의 값을 부과하는 이항 확률변수를 추가하였다. 

 

4.3 방법론 

4.3.1 프로빗 모형 

 

본 논문에서는 회귀 분석의 종속 변수(Dependent Variable)가 0 또는 1의 

값을 갖는 이항 확률변수(Binary Random Variable)인 관계로 이산 선택 모

형(Discrete Choice Model)의 일종인 프로빗(Probit)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

하고자 한다.  

조직 창의성을 종속 변수로 놓을 때, 이는 독립 변수와 기타 통제 변수들, 

그리고 오차항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 때의 회귀식을 나

타내자면 다음과 같다. (Greene, 2008, p. 726) 

 

𝑦∗ = 𝑥′𝛽 + 𝜀    − − − − − (Eq. 1) 

 

이 때 𝑦∗는 조직 창의성의 발현 여부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로, 𝑦∗ > 0일 경

우 조직 창의성이 발생한 것으로, 𝑦∗ ≤ 0일 경우 조직 창의성이 발현되지 않

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𝑥′은 독립 변수와 통제 변수를, 𝛽는 각각의 

영향을 나타내는 계수이며 𝜀는 오차항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𝑦∗의 정확한 값을 관측할 수 없으며, 조직 창의성이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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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결과만 관측할 수 있는 경우의 실제 관

측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Greene, 2008, p. 726) 

 

y = 1  if  𝑦∗ > 0,                                        

y = 0  if  𝑦∗ ≤ 0    − − − − − (Eq. 2)  

 

(Eq.1)에 의해 𝑦∗ = 𝑥′𝛽 + 𝜀이므로, 𝑦∗ > 0의 식은 𝑥′𝛽 + 𝜀 > 0와 같고, 따라

서 𝜀 > −𝑥′𝛽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𝑦∗ > 0일 조건부 확률은 다음과 같다. 

(Greene, 2008, p. 726) 

 

Prob(𝑦∗ > 0 | 𝑥 ) = Prob(𝜀 > −𝑥′𝛽 | 𝑥)     − − − − − (Eq. 3) 

 

따라서 조직 창의성이 발현될 가능성(Prob(𝑦∗ > 0 | 𝑥 ))은 오차항인 𝜀의 분

포에 의존하게 된다. 이 때 오차항의 분포가 정규 분포나 로지스틱 분포처럼 

대칭(Symmetric) 분포라면, Prob(𝜀 > −𝑥′𝛽 | 𝑥) =  Prob(𝜀 < 𝑥′𝛽 | 𝑥)임을 이용

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하다. (Greene, 2008, p. 726) 

 

Prob(𝑦∗ > 0 | 𝑥 ) = Prob(𝜀 < 𝑥′𝛽 | 𝑥) = 𝐹(𝑥′𝛽)    − − − − − (Eq. 4) 

단, 𝐹(𝑡)는  𝜀의 누적밀도함수(𝑐𝑢𝑚𝑢𝑙𝑎𝑡𝑖𝑣𝑒 𝑑𝑒𝑛𝑠𝑖𝑡𝑦 𝑑𝑖𝑠𝑡𝑟𝑖𝑏𝑢𝑡𝑖𝑜𝑛) 

 

이 때 (Eq.2)을 참조하여 관측할 수 없는 𝑦∗를 관측 가능한 𝑦로 대체할 때, 

조직 창의성이 실현되거나(Y = 1) 실현되지 않을(Y = 0) 조건부 확률을 구하

면 다음과 같다. (Greene, 2008, p.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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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Y = 1 | x) = F(x′β)                                                

Prob(Y = 0 | x) = 1 − F(x′β)     − − − − − (Eq. 5) 

 

이러한 조건 하의 추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우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활용할 수 있다. 각각의 종속 변수 관측치는 조직 

창의성 발현 유무에 따라 0 또는 1의 값을 가지며(𝑦𝑖 = 0 𝑜𝑟 1), 이들의 오차

항 분포가 같으며 독립적일 경우(Identically and Independently Distributed; 

i.i.d.) 종속 변수의 관측치들에 대한 결합 조건부 확률(Joint Conditional 

Probability)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Greene, 2008, p. 730) 

 

Prob(𝑌1 = 𝑦1, 𝑌2 = 𝑦2, … , 𝑌𝑛 = 𝑦𝑛 | 𝑋) = ∏[1 − 𝐹(𝑥𝑖
′𝛽)]

𝑦𝑖=0

∏ 𝐹(𝑥𝑖
′𝛽)

𝑦𝑖=1

− − − (Eq. 6) 

단, X 는 [𝑥𝑖]𝑖=1,…,𝑛 

 

따라서 (Eq.6)을 𝛽의 함수로 바라볼 경우 n개의 관측치에 대한 우도 함수

(Likelihood Function)는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하다. (Greene, 2008, p. 730) 

 

𝐿(β | data) = ∏[𝐹(𝑥𝑖
′𝛽)]𝑦𝑖

𝑛

𝑖=1

[1 − 𝐹(𝑥𝑖
′𝛽)]1−𝑦𝑖     − − − − − (Eq. 7) 

 

계산의 편의를 위해 양변에 자연 로그를 취할 경우, 로그-우도 함수(Log-

Likelihood Function)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Greene, 2008, p.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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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𝐿 = ∑{𝑦𝑖 ln𝐹(𝑥𝑖
′𝛽) + (1 − 𝑦𝑖) ln[1 − 𝐹(𝑥𝑖

′𝛽)]}

𝑛

𝑖=1

    − − − − − (Eq. 8) 

 

(Eq.8)의 로그-우도 함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해당 함수의 계수 벡터 𝛽

에 대한 제1계 조건(First Order Condition)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Greene, 

2008, p. 731) 

 

∂ln𝐿

∂β
= ∑ [

𝑦𝑖𝑓𝑖

𝐹𝑖

+ (1 − 𝑦𝑖)
−𝑓𝑖

(1 − 𝐹𝑖)
] 𝑥𝑖

𝑛

𝑖=1

= 0    − − − − − (Eq. 9) 

단, 𝑓𝑖 =
𝑑𝐹𝑖

𝑑(𝑥𝑖
′𝛽)

 

 

따라서 (Eq.9)를 만족시키는 값이 최우 추정량(Maximum Likelihood 

Estimator; MLE)이다. 그런데 최우 추정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오차항의 분포

인 𝐹𝑖를 구체적으로 가정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 분포로 가정한 프로빗 모형을 통해 MLE(�̂�𝑀𝐿𝐸)를 구한 

뒤 각각의 표준 오차(Standard Error), z-값과 p-값을 제시하고자 한다. 

 

4.3.2 한계 효과 

 

일반적인 선형 모형과는 다르게, 이산 선택 모형에서는 계수 벡터인 𝛽가 한

계 효과(Marginal Effect)를 직접 나타내지 않는다. 즉, 선형 모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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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 |𝑥] = 𝑥′𝛽이 성립하기에 
∂E[y |𝑥]

∂x
= β이고, 따라서 β는 독립 변수 및 통제 변

수가 변화할 때 종속 변수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한계 효과에 해당한다. 그러

나 이산 선택 모형에서는 E[y |𝑥] = 𝐹(𝑥′𝛽)이기에 한계 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

타난다. (Greene, 2008, p. 729) 

 

∂E[y |𝑥]

∂x
= [

𝑑𝐹(𝑥′𝛽)

𝑑(𝑥′𝛽)
] ∗ β = 𝑓(x′β) ∗ β    − − − − − (Eq. 10) 

 

(Eq.10)를 통해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더 이상 β가 한계 

효과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𝑓(x′β) 값이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기 때

문에 β의 부호나 벡터 내 값들의 순서 관계를 비교하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겠지만, β가 한계 효과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Eq.10)을 고려

하여 새롭게 한계 효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한계 효과가 x의 값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어떤 x값에서 평

가(Evaluate)되느냐에 따라서 한계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기에 어떤 

x를 사용하여 한계 효과를 측정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본 분석을 위해 한 가지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첫째

는 한계 효과를 구하고자 하는 독립 변수 역시 이항 선택 변수라는 것이다. 2

절에서 서술하였듯 본 분석에서 활용되는 독립 변수는 F/OSS를 활용했는지

에 따라서 기업에 0 또는 1의 값을 부여하는 이항 변수이다. 이 경우 x가 연

속 변수가 아니기에 (Eq.10)에서처럼 x로 편미분한다는 발상(
∂E[y |𝑥]

∂x
)을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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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용하기 힘들다. 그렇기에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한계 효과

를 구하는 방법론이 제안되며,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한계 효과

를 도출하고자 한다. (Greene, 2008, p. 730) 

 

Marginal effect = Prob[Y = 1 | �̅�(𝑑), 𝑑 = 1] − Prob[Y = 1 |  �̅�(𝑑), 𝑑 = 0] − − (Eq. 11) 

단, 𝑑는 이항 독립 변수, �̅�(𝑑)는 이를 제외한 모든 통제 변수들의 평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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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5.1 가설 1 검증 

 

가설 1은 F/OSS가 신규 제품 및 서비스 출시라는 측면에서 조직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것이었다. 이에 맞춰 프로빗 모형 분석을 통해 구한 

MLE와 기타 통계량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프로빗 모형을 통한 가설 1 검증 결과(종속 변수: PROD, *p<0.05, **p<0.01, 

***p<0.001) 

변수명 계수 추정치 표준 오차 z-값 p-값 

상수항*** -1.596658 0.105687 -15.107 < 2e-16 

FOSS*** 0.302398 0.040849 7.403 1.33e-13 

UTIL.a -0.001568 0.054329 -0.029 0.976972 

UTIL.b*** 0.203708 0.048857 4.169 3.05e-05 

UTIL.c** 0.139086 0.047938 2.901 0.003715 

MOBILE.a*** 0.176424 0.046419 3.801 0.000144 

MOBILE.b*** 0.283122 0.074001 3.826 0.000130 

RFID 0.005172 0.043413 0.119 0.905170 

INVEST.a* 0.126706 0.055703 2.275 0.022926 

INVEST.b*** 0.235490 0.053953 4.365 1.27e-05 

INVEST.c* -0.138440 0.069626 -1.988 0.046774 

INVEST.d** 0.122272 0.046191 2.647 0.008119 

CLOUD*** 0.178789 0.041982 4.259 2.06e-05 

GREEN.a*** 0.239979 0.045100 5.321 1.03e-07 

GREEN.b -0.013686 0.039972 -0.342 0.732064 

SIZE.a 0.012311 0.111532 0.110 0.912109 

SIZE.b 0.050576 0.092911 0.544 0.58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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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c 0.008519 0.093788 0.091 0.927627 

SIZE.d 0.024625 0.099856 0.247 0.805214 

LogLikelohood: -2719.511 (df=19) 

AIC: 5477.021 

 

[표 3] 가설 1에서의 한계 효과 추정 결과(*p<0.05, **p<0.01, ***p<0.001) 

변수명 한계 효과 표준 오차 z-값 p-값 

FOSS*** 0.074767 0.010578 7.068 1.573e-12 

UTIL.a -0.000368 0.012758 - 0.029 0.976981 

UTIL.b*** 0.047881 0.011479 4.171 3.029e-05 

UTIL.c** 0.033698 0.011983 2.812 0.004920 

MOBILE.a*** 0.043320 0.011893 3.643 0.000270 

MOBILE.b*** 0.074798 0.021700 3.447 0.000567 

RFID 0.001213 0.010184 0.119 0.905157 

INVEST.a* 0.029186 0.012576 2.321 0.020296 

INVEST.b*** 0.054474 0.012273 4.438 9.063e-06 

INVEST.c - 0.034417 0.018263 - 1.885 0.059490 

INVEST.d** 0.028812 0.010926 2.637 0.008366 

CLOUD*** 0.041953 0.009846 4.261 2.035e-05 

GREEN.a*** 0.059699 0.011851 5.037 4.718e-07 

GREEN.b - 0.003211 0.009377 - 0.342 0.732030 

SIZE.a 0.002904 0.026451 0.110 0.912572 

SIZE.b 0.012017 0.022349 0.538 0.590776 

SIZE.c 0.002002 0.022074 0.091 0.927736 

SIZE.d 0.005813 0.023713 0.245 0.806345 

 

[표 2]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F/OSS항의 계수 추정치가 양수(약 0.30)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이다. P-값이 사실상 0과 다름없는 작은 값이라는 

점에서 추정이 매우 정확하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



46 

 

한 계수 추정치 중에서 가장 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통해 

F/OSS가 신규 제품 및 서비스 출시라는 측면에서 조직 창의성에 미치는 영

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 

평균적인 기업에서의 한계 효과는 약 0.07이다. 이는 F/OSS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여 조직 창의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평균적

인 기업에서 약 7% 정도 증가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5.2 가설 2 검증 

 

F/OSS가 업무 처리 과정의 개선을 통해 조직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

려했던 가설 2에 대한 프로빗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4] 프로빗 모형을 통한 가설 2 검증 결과(종속 변수: PROC, *p<0.05, **p<0.01, 

***p<0.001) 

변수명 계수 추정치 표준 오차 z-값 p-값 

상수항*** - 1.91253 0.11706 -16.339 < 2e-16 

FOSS*** 0.33643 0.04107 8.191 2.59e-16 

UTIL.a 0.06363 0.05611 1.134 0.256803 

UTIL.b 0.06046 0.04928 1.227 0.219894 

UTIL.c** 0.15537 0.04842 3.209 0.001333 

MOBILE.a*** 0.18076 0.04703 3.844 0.000121 

MOBILE.b*** 0.27588 0.07532 3.663 0.000249 

RFID - 0.02681 0.04412 - 0.608 0.543366 

INVEST.a*** 0.35339 0.05823 6.068 1.29e-09 

INVEST.b*** 0.18671 0.05462 3.419 0.0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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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c*** - 0.28225 0.06883 - 4.101 4.12e-05 

INVEST.d*** 0.25247 0.04673 5.403 6.55e-08 

CLOUD*** 0.17817 0.04270 4.173 3.01e-05 

GREEN.a*** 0.26453 0.04499 5.879 4.12e-09 

GREEN.b*** 0.14397 0.04052 3.554 0.000380 

SIZE.a 0.20264 0.12382 1.637 0.101732 

SIZE.b 0.17943 0.10627 1.688 0.091329 

SIZE.c* 0.20843 0.10619 1.963 0.049658 

SIZE.d* 0.27752 0.11126 2.494 0.012622 

LogLikelihood: -2646.955 (df=19)) 

AIC: 5331.909 

 

[표 5] 가설 2에서의 한계 효과 추정 결과(*p<0.05, **p<0.01, ***p<0.001) 

변수명 계수 추정치 표준 오차 z-값 p-값 

FOSS*** 0.081286 0.010472 7.763 8.326e-15 

UTIL.a 0.014258 0.012369 1.153 0.249022 

UTIL.b 0.013766 0.011223 1.227 0.219973 

UTIL.c** 0.036681 0.011854 3.095 0.001972 

MOBILE.a*** 0.043153 0.011746 3.674 0.000239 

MOBILE.b*** 0.070746 0.021466 3.296 0.000982 

RFID -0.006106 0.010054 - 0.607 0.543626 

INVEST.a*** 0.076270 0.011784 6.472 9.660e-11 

INVEST.b*** 0.042000 0.012123 3.465 0.000531 

INVEST.c*** - 0.072235 0.019469 - 3.710 0.000207 

INVEST.d*** 0.057981 0.010818 5.360 8.329e-08 

CLOUD*** 0.040546 0.009714 4.174 2.992e-05 

GREEN.a*** 0.064318 0.011656 5.518 3.430e-08 

GREEN.b*** 0.032807 0.009238 3.552 0.000383 

SIZE.a 0.050304 0.033236 1.514 0.130141 

SIZE.b 0.042719 0.026364 1.620 0.105160 

SIZE.c 0.049262 0.025964 1.897 0.05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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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d* 0.067568 0.028774 2.348 0.018863 

 

 

[표 4]에서 볼 수 있듯 F/OSS항의 계수 추정치가 양수(약 0.33)이며 통계

적으로 유의하다. 가설 1의 경우처럼 F/OSS항의 계수 추정치가 다른 계수 추

정치에 비해 가장 큰 값은 아니지만, INVEST.a항(하드웨어 투자)의 계수(약 

0.35)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는 점을 통해 F/OSS가 공정 개선을 통해 조직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 역시 충분히 지지된다. 

또한 하드웨어 투자와 F/OSS 활용의 계수 추정치가 각각 첫 번째와 두 번

째로 크다는 점은 기업이 두 가지 행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기업이 하드웨어에 투자할 때는 이에 상응하는 소프트

웨어가 필요하다. 이 때 기업이 F/OSS를 활용할 경우 매우 높은 확률로 업무 

처리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표 5]에 제시된 한계 효과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평균적인 기업에서 

F/OSS의 활용은 공정 처리 개선을 이루어낼 확률을 약 8% 정도, 하드웨어 

투자는 약 7% 정도 높인다. 따라서 하드웨어에 투자하고 F/OSS를 활용할 경

우 공정 처리를 개선할 확률을 약 15% 정도까지 높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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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가설 3 검증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F/OSS가 ICT를 통한 

신규 제품 및 서비스 출시 가능성을 높이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았던 가설 

3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6] 프로빗 모형을 통한 가설 3 검증 결과(종속 변수: PROD.ICT, *p<0.05, 

**p<0.01, ***p<0.001) 

변수명 한계 효과 표준 오차 z-값 p-값 

상수항*** - 0.94545 0.24486 - 3.861 0.000113 

FOSS*** 0.47561 0.08341 5.702 1.18e-08 

UTIL.a 0.22940 0.12420 1.847 0.064749 

UTIL.b - 0.02224 0.10964 - 0.203 0.839221 

UTIL.c - 0.09676 0.09664 - 1.001 0.316694 

MOBILE.a* 0.19122 0.09367 2.041 0.041217 

MOBILE.b** 0.39520 0.13844 2.855 0.004308 

RFID** 0.27901 0.08984 3.106 0.001899 

INVEST.a 0.17474 0.12832 1.362 0.173254 

INVEST.b - 0.06608 0.12233 - 0.540 0.589078 

INVEST.c - 0.08149 0.15028 - 0.542 0.587642 

INVEST.d*** 0.57279 0.10152 5.642 1.68e-08 

CLOUD*** 0.32979 0.08736 3.775 0.000160 

GREEN.a** 0.25075 0.09027 2.778 0.005472 

GREEN.b 0.15256 0.08336 1.830 0.067216 

SIZE.a - 0.26766 0.25653 - 1.043 0.296772 

SIZE.b - 0.40428 0.21400 - 1.889 0.058866 

SIZE.c** - 0.59788 0.21658 - 2.761 0.005770 

SIZE.d - 0.34812 0.22620 - 1.539 0.123802 



50 

 

LogLikelihood: -657.6877 (df=19) 

AIC: 1353.375 

 

[표 7] 가설 3에서의 한계 효과 추정 결과(*p<0.05, **p<0.01, ***p<0.001) 

변수명 한계 효과 표준 오차 z-값 p-값 

FOSS*** 0.187958 0.032347 5.811 6.219e-09 

UTIL.a 0.091010 0.048756 1.867 0.061949 

UTIL.b - 0.008874 0.043736 - 0.203 0.839217 

UTIL.c - 0.038583 0.038499 - 1.002 0.316253 

MOBILE.a* 0.076156 0.037177 2.049 0.040512 

MOBILE.b** 0.155144 0.052536 2.953 0.003146 

RFID** 0.110858 0.035418 3.130 0.001748 

INVEST.a 0.069496 0.050737 1.370 0.170776 

INVEST.b - 0.026356 0.048767 - 0.540 0.588887 

INVEST.c - 0.032490 0.059830 - 0.543 0.587111 

INVEST.d*** 0.224616 0.038470 5.839 5.261e-09 

CLOUD*** 0.130893 0.034307 3.815 0.000136 

GREEN.a** 0.099765 0.035718 2.793 0.005220 

GREEN.b 0.060796 0.033150 1.834 0.066657 

SIZE.a - 0.105615 0.099108 - 1.066 0.286577 

SIZE.b - 0.158968 0.081803 - 1.943 0.051979 

SIZE.c** - 0.233491 0.081081 - 2.880 0.003980 

SIZE.d - 0.137989 0.088543 - 1.558 0.119127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경우 계수 추정치가 양수(약 0.47)이며, 통

계적으로도 유의하다. 따라서 기업이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출시라는 측면에

서 조직 창의성을 개선했을 경우, F/OSS를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이 조직 창

의성이 ICT를 통한 것이거나 직접적인 관련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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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표 7]에서 한계 효과를 살펴볼 때, 가능성의 

증가 폭은 약 18%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는 가설 3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5.4 가설 4 검증 

 

마지막으로 F/OSS가 ICT를 통한 공정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조직 창

의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던 가설 4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8] 프로빗 모형을 통한 가설 4 검증 결과(종속 변수: PROC.ICT, *p<0.05, 

**p<0.01, ***p<0.001) 

변수명 계수 추정치 표준 오차 z-값 p-값 

상수항* -0.591882 0.280772 -2.108 0.035026 

FOSS*** 0.302927 0.089715 3.377 0.000734 

UTIL.a** 0.339493 0.122743 2.766 0.005677 

UTIL.b -0.115937 0.109378 -1.060 0.289160 

UTIL.c 0.149789 0.105272 1.423 0.154774 

MOBILE.a -0.055785 0.102727 -0.543 0.587100 

MOBILE.b 0.166086 0.155658 1.067 0.285974 

RFID*** 0.333763 0.094482 3.533 0.000412 

INVEST.a 0.413435 0.131711 3.139 0.001695 

INVEST.b 0.038941 0.120112 0.324 0.745783 

INVEST.c 0.166603 0.141401 1.178 0.238707 

INVEST.d* 0.237425 0.104850 2.264 0.023548 

CLOUD 0.151289 0.095712 1.581 0.113955 

GREEN.a** 0.290664 0.097515 2.981 0.002876 

GREEN.b 0.036404 0.090029 0.404 0.68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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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a -0.134474 0.300088 -0.448 0.654070 

SIZE.b -0.152318 0.261185 -0.583 0.559774 

SIZE.c -0.212118 0.259482 -0.817 0.413661 

SIZE.d -0.009018 0.270962 -0.033 0.973450 

LogLikelihood: -548.7441 (df=19) 

AIC: 1135.488 

 

[표 9] 가설 4에서의 한계 효과 추정 결과(*p<0.05, **p<0.01, ***p<0.001) 

변수명 한계 효과 표준 오차 z-값 p-값 

FOSS*** 0.083765 0.024794 3.378 0.000729 

UTIL.a* 0.102508 0.040165 2.552 0.010706 

UTIL.b -0.031376 0.029091 - 1.0789 0.280791 

UTIL.c 0.040807 0.028362 1.439 0.150220 

MOBILE.a -0.015440 0.028603 - 0.540 0.589324 

MOBILE.b 0.043209 0.038119 1.134 0.257002 

RFID*** 0.095296 0.027855 3.421 0.000624 

INVEST.a** 0.127585 0.044660 2.857 0.004279 

INVEST.b 0.010816 0.033680 0.321 0.748116 

INVEST.c 0.048447 0.043279 1.119 0.262963 

INVEST.d* 0.067871 0.031052 2.186 0.028838 

CLOUD 0.040939 0.025435 1.610 0.107489 

GREEN.a** 0.078875 0.025964 3.038 0.002383 

GREEN.b 0.010048 0.024927 0.403 0.686897 

SIZE.a -0.038878 0.090878 - 0.428 0.668790 

SIZE.b - 0.043599 0.077607 - 0.562 0.574259 

SIZE.c - 0.060142 0.075682 - 0.795 0.426803 

SIZE.d - 0.002482 0.074641 - 0.033 0.97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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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에서 볼 수 있듯 역시 계수 추정치가 양수(약 0.30)이며, 통계적으

로 유의하다. 또한 공정 처리 개선을 달성한 기업들을 살펴볼 때, F/OSS를 사

용하는 기업에서는 이 개선이 ICT를 통한 개선일 가능성이 약 8% 정도 높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4 역시 충분히 지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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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6.1 연구의 의의 

 

지금까지 지식 경영의 관점에서 F/OSS가 조직 창의성에 미치는 이론적인 

영향을, 그리고 자료 분석을 통해 이를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을 살펴보았

다. 이에 따르면 F/OSS는 신규 제품 및 서비스의 출시라는 제품 혁신 측면과 

업무 처리 과정의 개선이라는 공정 혁신의 측면에서 조직 창의성에 상당히 기

여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를 즉시 확대 해석하여 모든 컴퓨터 이용

자들이 리눅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본 연구에서 주

목한 F/OSS의 중요한 특성은 소스 코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소스 코드는 해당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룰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Lin, 

2008)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 사용자가 아닌 조직에 초점을 맞추어 분

석을 진행한 것이며, 따라서 본 연구가 강조하는 F/OSS의 장점은 개인이 아

닌 조직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의의는 기업 운영에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기업의 경

우 해당분야의 F/OSS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F/OSS는 

초기 도입 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지식을 꾸준히 창조하고 

축적함으로써 조직 창의성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F/OSS를 도입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점은 해당 F/OSS의 소스 코드를 

작성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룰 수 있는 개발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F/OSS

는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소스 코드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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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없이 부주의하게 F/OSS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F/OSS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F/OSS를 정부 차원에서 후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렇지 않

은지에 대해서는 현재도 많은 논쟁이 진행 중에 있다. (Bouras et al., 2014) 

본 연구는 F/OSS의 활용이 조직 창의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암시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정부가 F/OSS 정책을 검토할 때 이러한 점을 적극 고려할 

수 있다. 

 

6.2 연구의 한계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 역시 지적되어야 하는데, 우선 표본 편향의 문제

를 언급하고자 한다. 자료의 기업 내에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을 

제외하기 위해 F/OSS를 알지 못하는 기업을 제거하였으나, 이 중에는 소프트

웨어를 활용하더라도 F/OSS는 알지 못하는 기업이 존재할 수 있다. 물론 소

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는 F/OSS의 인지도가 매우 높지만, 기업 경영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F/OSS의 도입을 고려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한계로 남아 있다. 

두 번째 한계점은 본 연구의 설문 문항들이 대부분 ‘예’와 ‘아니오’로

만 대답하는 이항 설문이었기에 발생한다. 기업이 F/OSS를 활용하더라도 이

를 얼마나 활용하는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혁신이라는 조직 창의성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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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했을 때 이 창의성이 얼마나 급진적(Radical)인 것인지 점진적

(Incremental)인 것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은 

F/OSS나 조직 창의성의 질적 차이를 반영하는 설문을 통해 추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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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변수 설명  

설문 문항은 2012년 정보화통계조사와 2013년 정보화통계조사에 의한 것

이며, 두 조사에서의 설문 문항은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준 연도 외에는 거의 

동일하기에 2012년 조사의 문항만 포함한다. 단, 2013년 조사에서의 문항 번

호를 함께 표기한다. 

 

[1] 독립변수 

변수명 문항 

FOSS (2012년 문22 / 2013년 문21) “귀 사업장은 최근 1년간(2011년 1~12월)  

공개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2] 종속변수 

변수명 문항 

PROD (2012년 문20 / 2013년 문19) “귀 사업장에서는 최근 1년간(2011년 

1월~12월) 제품 및 서비스를 신규 출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에 없던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출시뿐만 아니라  

기존 시장에 있던 제품․서비스이지만 귀사/귀 기관에서  

신규 출시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PROC (2012년 문 21 / 2013년 문20) “귀 사업장에서는 최근 1년간(2011년 

1월~12월)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공급과 관련하여 내부 업무 처리

과정을 크게 개선하신 적이 있습니까?” 

PROD.ICT (2012년 문20-1 / 2013년 문19-1) “그럼, 귀 사업장에서 출시한 제

품 및 서비스는 ICT(정보통신기술)에 의해 가능했거나 직접적인 관

련이 있었습니까?” 

PROC.ICT (2012년 문21-1 / 2013년 문20-1) “귀 사업장의 업무 처리 혁신은 

ICT(정보통신기술)에 의해 가능했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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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 변수 

변수명 문항 

UTIL.a (2012년 문5 / 2013년 문4) “귀 사업장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다음의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해 

“② 단위 업무 정보화 (인사, 회계시스템 등 조직의 단위 업무에 

ICT 활용)”를 선택한 경우 

UTIL.b UTIL.a의 경우와 문항은 동일하며, 

“③ 조직업무통합 정보화  

(ERP, EAI 등 조직 업무 전반에 ICT 활용)”를 선택한 경우 

UTIL.c. UTIL.a의 경우와 문항은 동일하며  

“④ 사업체/기관 간 업무협업 정보화(SCM 등 조직 간 업무협업에 ICT 활

용)”를 선택한 경우 

MOBILE.a (2012년 문7 / 2013년 문5) “귀 사업장은 최근 1년간 (2011년 1월

~12월) 일상 업무에서 모바일 기기(이동전화, 스마트폰, PDA, 네비

게이션, 태블릿PC 등)를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아래의 모바

일 이용 활동 중 귀 사업장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수행한 활동

은 무엇인지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해 

“① 이메일 송․수신  

② 제품․서비스에 관한 정보 검색 및 수집  

③ 인터넷 접속  

⑩ 모바일기기를 통한 전자결재(기안작성, 결재 등)  

⑪ 인력 채용” 중에서 3개 이상을 선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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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 변수(계속) 

변수명 문항 

MOBILE.b MOBILE.a의 경우와 문항은 동일하며  

“④ 제품․서비스 구매(발주)(주문에는 결제가 모바일기기를 통해 이루어지

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주문을 모두 포함)  

⑤ 제품․서비스 판매(수주)(주문에는 결제가 모바일기기를 통해 이루어지

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바일기기로 받은 주문을 모두 포함)  

⑥ 뱅킹 또는 기타 금융 서비스 접근(납부, 이체 등의 업무 또는 계좌정보 

확인을 위한 은행과 전자 거래 포함)  

⑦ 정부/공공기관과의 업무처리(정보 검색, 전자민원, 세금신고서 다운로드 

및 제출, 온라인 결제, 온라인 송금 등)  

⑧ 고객 서비스 제공(단문문자서비스(SMS)를 통한 가격 및 상품 정보, 

사용가능한 계정정보, 상품 설명 제공 등 포함)  

⑨ 모바일기기를 통한 상품․서비스 제공(전송)(디지털화된 제품 및 서비

스가 모바일기기로 전송되는 것으로 벨소리, 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게임 

등이 해당)” 중에서 3개 이상을 선택한 경우 

RFID (2012년 문17 / 2013년 문14) “귀 사업장에서는 2011년 12월 31일  

현재, RFID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 ”  

INVEST.a (2012년 문18 / 2013년 문17) “귀 사업장에서는 최근 1년간 (2011년  

1월~12월) 정보화를 위해 예산을 투자(비용 지출)한 바가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체의 정보화를 위해 하드웨어(ICT 장비), 소프트웨어, 네트워크(통신장

비)의 구입․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과 관련 인건비, 정보통신 이용료 등을 포

함합니다)”에 대해 

“①하드웨어 관련 비용(구입/구축/임대 등) 

컴퓨터 관련 부품 및 주변장치 등 ICT 장비 

CPU, 메인보드, 메모리, 그래픽카드, 프린터 등”을 선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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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 변수(계속) 

 

변수명 문항 

INVEST.b INVEST.a의 경우와 문항은 동일하며, 

“② 소프트웨어 관련 비용(구입/구축/임대 등) 

운영체제, 오피스, 그래픽, 보안, 개발제품 등 한글, 엑셀, 워드, 포토샵, 바

이러스백신, 윈도우즈/리눅스, 자바, C++등 소프트웨어 비용”을 선택한 경우 

INVEST.c INVEST.a의 경우와 문항은 동일하며, 

“③ 네트워크 관련 비용(구입/구축/임대 등) 

랜카드, 허브, 스위치, 라우터 등 통신 장비 구입, 유무선 통신 회선 사용

료, 인터넷 등 정보통신 이용료 등 통신회선 비용”을 선택한 경우 

INVEST.d INVEST.a의 경우와 문항은 동일하며, 

“④ 정보 서비스 관련 투자(비용 지출) 

운용, 유지보수 위탁 비용, 교육/훈련 비용, 외부 파견 직원 인건비 등 

⑤ 인건비 관련 투자(비용 지출) 

 정보시스템 부문 등의 사내 직원 인건비” 중 1개 이상을 선택한 경우 

CLOUD (2012년 문23 / 2013년 문22) “귀 사업장은 최근 1년간(2011년 1~12

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GREEN.a (2012년 문25 / 2013년 문24) “그럼, 귀 사업장에서 2011년 12월 31일 

현재 도입 또는 활용하고 있는 녹색정보화 활동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해당되

는 것에 모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녹색정보화 활동 중 

2012년 12월말까지 신규 도입 또는 지속 추진 의지가 있으시다면 해당란에 

모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해 

“① 원격근무(스마트워크) 

② 영상회의, 화상회의, 원격회의” 중 1개 이상을 선택한 경우 

(해당 연도 도입 여부만 고려하며, 다음 연도 도입 여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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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 변수(계속) 

 

변수명 문항 

GREEN.b GREEN.b의 경우와 문항은 동일하며, 

“③ 근무 외 시간 전산자원 전원 끄기  

④ 화면보호기(스크린세이버) 삭제 

⑤ 컴퓨터 절전모드 설정 

⑥ 대기전력 차단을 위한 멀티탭 사용  

⑦ 전산자원(PC/노트북/서버/프린터) 감축 

⑧ 종이사용 절감 정책 (Paperless) 

⑨ 컴퓨터, 주변장치 재활용(폐기처리 감축)” 중 4개 이상을 선택한 경우 

(해당 연도 도입 여부만 고려하며, 다음 연도 도입 여부는 제외) 

SIZE.a 기업의 규모가 5~9명인 경우 

SIZE.b 기업의 규모가 10~49명인 경우 

SIZE.c 기업의 규모가 50~249명인 경우 

SIZE.d 기업의 규모가 250명 이상인 경우 

 

  



62 

 

부록 2: 기초 통계량 

[1] 평균 및 표준 오차  

 가설 1, 가설 2 

(n=6503) 

가설 3(n=1133) 가설 4(n=1179) 

 평균 표준 

오차 

평균 표준 

오차 

평균 표준 

오차 

PROD 0.17 0.38     

PROC 0.18 0.39     

PROD.ICT   0.50 0.50   

PROC.ICT     0.78 0.42 

FOSS 0.33 0.47 0.50 0.50 0.52 0.50 

UTIL.a 0.73 0.44 0.83 0.38 0.85 0.36 

UTIL.b 0.49 0.50 0.67 0.47 0.66 0.47 

UTIL.c 0.27 0.45 0.42 0.49 0.43 0.49 

MOBILE.a 0.24 0.43 0.37 0.48 0.37 0.48 

MOBILE.b 0.07 0.25 0.13 0.33 0.13 0.33 

RFID 0.52 0.50 0.62 0.49 0.64 0.48 

INVEST.a 0.64 0.48 0.80 0.40 0.86 0.34 

INVEST.b 0.56 0.50 0.75 0.43 0.79 0.41 

INVEST.c 0.92 0.28 0.91 0.28 0.91 0.29 

INVEST.d 0.47 0.50 0.64 0.48 0.70 0.46 

CLOUD 0.25 0.45 0.37 0.48 0.38 0.48 

GREEN.a 0.26 0.44 0.42 0.49 0.45 0.50 

GREEN.b 0.49 0.50 0.55 0.50 0.61 0.49 

SIZE.a 0.08 0.27 0.06 0.23 0.05 0.22 

SIZE.b 0.26 0.44 0.21 0.41 0.19 0.39 

SIZE.c 0.33 0.47 0.32 0.47 0.33 0.47 

SIZE.d 0.26 0.44 0.37 0.48 0.41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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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 변수 및 통제 변수들의 상관관계 

(가설 1, 2 분석에 사용되는 6503개 표본 대상) 

 

 FOSS UTIL.a UTIL.b UTIL.c MOBILE.a 

FOSS      

UTIL.a 0.09     

UTIL.b 0.12 0.45    

UTIL.c 0.10 0.32 0.51   

MOBILE.a 0.13 0.06 0.11 0.13  

MOBILE.b 0.10 0.02 0.07 0.09 0.38 

RFID 0.12 0.24 0.22 0.17 0.05 

INVEST.a 0.20 0.21 0.22 0.15 0.09 

INVEST.b 0.20 0.25 0.26 0.18 0.10 

INVEST.c -0.03 0.07 0.06 0.07 0.05 

INVEST.d 0.18 0.27 0.27 0.21 0.11 

CLOUD 0.22 0.05 0.07 0.09 0.12 

GREEN.a 0.15 0.22 0.26 0.26 0.14 

GREEN.b 0.04 0.20 0.19 0.17 0.03 

SIZE,a -0.02 -0.11 -0.13 -0.08 0.01 

SIZE.b -0.06 -0.10 -0.14 -0.08 -0.02 

SIZE.c -0.02 0.09 0.07 0.03 -0.05 

SIZE.d 0.13 0.22 0.26 0.17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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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BILE.b RFID INVEST.a INVEST.b INVEST.c 

RFID 0.02     

INVEST.a 0.04 0.21    

INVEST.b 0.04 0.22 0.62   

INVEST.c 0.01 0.02 -0.06 0.03  

INVEST.d 0.06 0.23 0.39 0.46 0.14 

CLOUD 0.08 0.08 0.12 0.12 -0.005 

GREEN.a 0.09 0.23 0.21 0.24 0.002 

GREEN.b 0.03 0.15 0.12 0.13 0.06 

SIZE,a 0.01 -0.16 -0.13 -0.13 -0.006 

SIZE.b -0.003 -0.11 -0.14 -0.16 -0.05 

SIZE.c -0.03 0.01 0.09 0.06 -0.01 

SIZE.d 0.02 0.34 0.25 0.29 0.08 

 INVEST.d CLOUD GREEN.a GREEN.b SIZE.a 

CLOUD 0.09     

GREEN.a 0.24 0.11    

GREEN.b 0.15 0.05 0.16   

SIZE.a -0.12 -0.02 -0.11 -0.05  

SIZE.b -0.18 -0.08 -0.14 -0.05 -0.17 

SIZE.c 0.05 -0.008 -0.02 0.04 -0.20 

SIZE.d 0.31 0.10 0.30 0.10 -0.17 

 SIZE.b SIZE.c    

SIZE.c -0.41     

SIZE.d -0.35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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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 변수 및 통제 변수들의 상관관계  

(가설 3 분석에 사용되는 1133개 표본 대상) 

 

 FOSS UTIL.a UTIL.b UTIL.c MOBILE.a 

FOSS      

UTIL.a 0.07     

UTIL.b 0.07 0.45    

UTIL.c 0.08 0.31 0.50   

MOBILE.a 0.11 0.06 0.12 0.17  

MOBILE.b 0.06 0.001 0.05 0.12 0.43 

RFID 0.06 0.19 0.20 0.15 0.10 

INVEST.a 0.11 0.13 0.13 0.12 0.07 

INVEST.b 0.16 0.17 0.20 0.17 0.11 

INVEST.c 0.03 0.16 0.11 0.09 0.05 

INVEST.d 0.12 0.25 0.30 0.23 0.15 

CLOUD 0.29 0.02 0.03 0.11 0.11 

GREEN.a 0.09 0.23 0.26 0.28 0.21 

GREEN.b 0.04 0.16 0.19 0.20 0.04 

SIZE,a 0.04 -0.11 -0.14 -0.07 0.02 

SIZE.b -0.07 -0.16 -0.21 -0.10 -0.06 

SIZE.c -0.06 0.03 0.06 -0.04 -0.11 

SIZE.d 0.10 0.25 0.28 0.21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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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BILE.b RFID INVEST.a INVEST.b INVEST.c 

RFID 0.07     

INVEST.a -0.003 0.10    

INVEST.b 0.02 0.16 0.58   

INVEST.c 0.004 0.08 0.04 0.11  

INVEST.d 0.06 0.18 0.37 0.46 0.24 

CLOUD 0.07 0.06 0.11 0.12 0.06 

GREEN.a 0.15 0.21 0.22 0.22 0.03 

GREEN.b -0.006 0.11 0.09 0.09 0.09 

SIZE,a 0.03 -0.13 -0.06 -0.07 0.006 

SIZE.b 0.004 -0.14 -0.20 -0.19 -0.14 

SIZE.c -0.05 -0.08 0.007 -0.02 -0.01 

SIZE.d 0.03 0.35 0.25 0.27 0.15 

 INVEST.d CLOUD GREEN.a GREEN.b SIZE.a 

CLOUD 0.08     

GREEN.a 0.24 0.14    

GREEN.b 0.13 0.08 0.16   

SIZE.a -0.08 0.03 -0.09 -0.03  

SIZE.b -0.25 -0.06 -0.17 -0.06 -0.13 

SIZE.c -0.03 -0.08 -0.10 -0.02 -0.17 

SIZE.d 0.35 0.09 0.33 0.11 -0.19 

 SIZE.b SIZE.c    

SIZE.c -0.35     

SIZE.d -0.40 -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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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립 변수 및 통제 변수들의 상관관계  

(가설 4 분석에 사용되는 1179개 표본 대상) 

 

 FOSS UTIL.a UTIL.b UTIL.c MOBILE.a 

FOSS      

UTIL.a 0.03     

UTIL.b 0.06 0.36    

UTIL.c 0.08 0.31 0.48   

MOBILE.a 0.13 0.06 0.09 0.17  

MOBILE.b 0.07 0.02 0.05 0.10 0.41 

RFID 0.10 0.19 0.15 0.14 0.06 

INVEST.a 0.07 0.09 0.08 0.09 0.05 

INVEST.b 0.11 0.17 0.17 0.15 0.10 

INVEST.c 0.02 0.17 0.14 0.14 0.08 

INVEST.d 0.11 0.26 0.26 0.22 0.11 

CLOUD 0.22 0.06 0.08 0.14 0.14 

GREEN.a 0.10 0.20 0.24 0.26 0.17 

GREEN.b 0.04 0.15 0.16 0.16 0.02 

SIZE,a 0.04 -0.09 -0.11 -0.05 0.03 

SIZE.b -0.03 -0.09 -0.18 -0.09 -0.04 

SIZE.c -0.07 -0.06 0.01 -0.05 -0.13 

SIZE.d 0.09 0.21 0.24 0.16 0.13 

 

  



68 

 

 

 MOBILE.b RFID INVEST.a INVEST.b INVEST.c 

RFID 0.08     

INVEST.a 0.02 0.09    

INVEST.b 0.04 0.14 0.48   

INVEST.c 0.03 0.08 0.08 0.20  

INVEST.d 0.07 0.20 0.29 0.40 0.31 

CLOUD 0.07 0.09 0.06 0.07 0.05 

GREEN.a 0.12 0.16 0.13 0.18 0.08 

GREEN.b 0.02 0.10 0.06 0.05 0.12 

SIZE,a 0.06 -0.13 -0.06 -0.11 -0.02 

SIZE.b 0.02 -0.15 -0.13 -0.19 -0.13 

SIZE.c -0.07 -0.14 0.03 0.03 -0.02 

SIZE.d 0.03 0.37 0.14 0.20 0.14 

 INVEST.d CLOUD GREEN.a GREEN.b SIZE.a 

CLOUD 0.04     

GREEN.a 0.22 0.15    

GREEN.b 0.13 0.06 0.14   

SIZE.a -0.08 0.05 -0.08 -0.01  

SIZE.b -0.21 -0.07 -0.18 -0.08 -0.11 

SIZE.c -0.05 -0.07 -0.10 0.008 -0.16 

SIZE.d 0.30 0.10 0.30 0.08 -0.20 

 SIZE.b SIZE.c    

SIZE.c -0.33     

SIZE.d -0.40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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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ee/Open Source Software (F/OSS) is software that source code is 

revealed to anyone with the right to be modified and re-distributed. Until 

now, previous researches of F/OSS have mainly focused on the developers’ 

motivation, governance, economic property, and the market equilibrium. 

However, they have seldom dealt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F/OSS and 

organizational creativity with the specific process that firm creates and 

accumulates new knowledge by using F/OSS. Therefore, this paper shows 

how F/OSS affects organizational creativity in the perspective of 

knowledge management. It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to prove above-

mentioned theore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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