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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다국적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확보한 지식에 대한 가치가 점차 중요해지

고 있다. 다국적기업이 해외자회사를 통하여 확보한 지식을 효율적으로 

내부화하여 활용하는 정보의 흐름을 역지식이전(Reverse Knowledge 

Transfer)이라고 하는데 최근 다양한 의미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역지식이전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지식의 암묵성으로 인

해 주로 개념적으로 논의되는 수준에 그쳐 그 실증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자회사에서 모기업으로의 역지식이전을 복귀한 해

외주재원의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해보았다. 국내 다국적기업 내 복

귀한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주재원의 현지 

지식습득 역량이 높을수록, (2)본사 업무파트너의 학습의지가 높을수록 

역지식이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복귀주재원 및 본사 업무

파트너 양자간의 대인관계가 본사 업무파트너의 의지를 부분매개하여 역

지식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역지식이전, 복귀주재원의 현지 지식습득 역량 및 이전의지, 

본사 업무파트너의 학습역량 및 학습의지, 양자 간의 대인관계 

 

학  번 : 2016-20563 

 

 

 

 

 

 



 

 iv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 2 

제 3 절 연구의 구성 .................................................................... 3 
 

 

제 2 장 다국적기업 역지식이전에 관한 선행연구   .................... 4 

제 1 절 다국적기업 해외자회사의 역지식이전 ............................. 4 

제 2 절 역지식이전에 관한 선행연구 ........................................... 5 

 
 

제 3 장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 7 

제 1 절 연구모형 ......................................................................... 7 

제 2 절 가설설정 ......................................................................... 8 
 

 

제 4 장 연구방법 .................................................................... 12 

제 1 절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 12 

제 2 절 변수정의 및 측정.......................................................... 13 
 

 

제 5 장 실증분석 .................................................................... 16 

제 1 절 조사대상 기업 및 응답자 특성 ..................................... 16 

제 2 절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 17 

제 3 절 상관관계분석 ................................................................ 19 

제 4 절 가설검증 ....................................................................... 20 
 

 

제 6 장 결론 및 토의 .............................................................. 25 

 

 

참고문헌 .................................................................................. 27 

 
 

Abstract ................................................................................. 33 

 

 

 

 



 

 v 

표 목차 
 

 

[표 1] 조사대상 기업 및 응답자 특성 ..................................... 16 

[표 2] 독립변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결과 ........................... 18 

[표 3] 종속변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결과 ........................... 18 

[표 4] 상관관계 분석결과 ....................................................... 19 

[표 5] 통제변수 및 독립변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 23 

[표 6] 양자간 대인관계의 매개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24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모형 ..................................................................... 7 



 

 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지난 십 여년간 기업의 최고 전략적 자원으로서 지식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Grant, 1996).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다국적기업들은 본

국과의 지리적거리를 극복하고 기업의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현지에 

수많은 해외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이 해외에서 확

보된 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Gupta & Govindarajan, 2000; Lazarova & Tarique, 

2005; Rabbiosi & Santangelo, 2013). Paterson & Brook(2002)은 해

외자회사의 역할과 관련해 초기 해외자회사는 본사 지식을 이전 받아 활

용하는 수동적인 존재였으나, 최근 해외자회사는 현지시장에 맞는 역량

을 개발하여 다국적기업의 성과에 큰 도움을 주는 존재로 성장하고 있다

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자회사가 현지에서 습득한 새로운 지식이 

복귀한 해외주재원에 의해 다국적기업 내 본사 업무파트너로 이전되어 

활용되는 현상을 다국적기업 내 역지식이전(Mudambi & Navarra, 

2004)이라고 보았다.  

기존 다국적기업 역지식이전의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해외자회사와 본

사와의 관계(Hakanson & Nobel, 2001), 본사와 자회사간의 지식통합 

메커니즘의 다양성(Gupta & Govindarajan, 2000), 현지국 지식획득을 

위한 현지체화의 중요성, 해외자회사와 본사사이의 지식연관성(Schultz, 

2001; Schultz, 2003) 등 지식이전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이는 역지식이전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전

제로 한다(Gupta & Govidarajan, 2000; Minbeava, 2007). 그러나 해외

자회사에서 모기업으로의 역지식이전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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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Kostava, 1999; Gupta & Govindarajan, 2000; Zhou & Frost 

2003).  

해외자회사에서 습득한 지식은 대부분 암묵지 형태로 문서화 가능성이 

낮고 복잡성은 높아 모기업으로의 정보이전에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

(Zander & Kogut, 1995). 실제 이러한 지식은 복귀한 주재원에 의해서

만 효율적으로 이전될 수 있다(Eden, 2009, Oddou et al., 2009). 이전

되는 지식 상당부분 문서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개자가 없이는 스

스로 습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역지식이전 관점에서 해외주재원이라는 

인적자원의 이전을 통한 주재원의 역할은 지식이전 및 활용의 촉진자 또

는 대리인에 해당한다(Kane, Argote & Levine, 2005; Caligiuri & 

Santo, 2001; McCall & Hollenbeck, 2002).  

 

 

제 2 절 연구의 목적 
 

이에 본 연구는 복귀한 해외주재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응답을 통해 역

지식이전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역지식이전을 그 핵심주체인 해외주재원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

다. 관련 연구들은 해외파견자의 현지 지식축적 정도나 해외 파견국에서

의 생활경험 유무 등 일반적인 경험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으나

(Barkema & Vermeulen, 1998; Bettis & Prahalad, 1986; Delios & 

Bjorkman, 2000), 본 연구는 복귀한 해외주재원의 특성 및 지식이전의 

대상인 모기업의 업무파트너와 관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역지식이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식의 암묵성으로 인해 실증분석이 곤란한 역지식이전 문

제를 설문을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지

식이전 과정에 관여하는 복귀주재원과 본사파트너 양자간의 대인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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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식이전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발견하였다는 데 관련 학문적 연구에 

기여한 바 있다고 볼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역지식이전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이론적 배경 아래에서 가설을 도출한다. 4장

에서는 연구가설의 검증에 사용된 표본과 변수의 정의를 설명한다. 5장

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함께 시사점 및 연구한계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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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다국적기업 역지식이전에 관한 선행연구 
 

 

제 1 절 다국적기업 해외자회사의 역지식이전 
 

지식이전 관점에서 다국적기업이란 국경을 넘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

고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업(Fang et al., 2010)을 말하

며, 확보된 지식은 국경을 넘어 활용된다(Gupta & Govindarajan, 

2000).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은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

해 본사가 보유한 지식을 해외자회사에 이전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Sumelius & Sarala(2008)가 지적하였듯이 다국적기업 본사 자체가 보

유한 지식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는 기업의 역량 및 경쟁우위는 한계

가 있다. 

이후 해외자회사는 단순히 다국적기업의 본사 지식을 이전 받는 수동

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현지의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이 새로운 지식을 다국적기업 본사 및 다른 조직들에 이전시켜 그들이 

활용하게 만드는 역할로 진화하였다(Rabbiosi, 2011; Ambros et al., 

2006). 또한 해외자회사가 현지국에서 습득하고 체화한 지식은 경영관

리, 마케팅, 구매, 연구개발 및 설계, 생산 등과 같은 다국적기업의 경영

활동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으로써 이 지식이 다국적기업 본사

로 올바로 이전될 때 다국적기업의 역량은 향상될 수 있다(Gupta & 

Govindarajan, 2000)고 하였다. Mudambi & Navarra(2004)는 이와 같

이 해외자회사가 현지에서 창출한 새로운 지식이 다국적기업 내 본사 등

으로 이전되어 다국적기업이 활용하는 활동을 다국적기업 내 역지식이전

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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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다국적기업 역지식이전에 관한 선행연구 
 

초기 연구들은 역지식이전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중요성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하게 해외자회사에서 본사와 기타 자회사로의 지식이전이 당

연하게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Kostava, 1999; 

Gupta & Govindarajan, 2000; Zhou & Frost, 2003). Gupta & 

Govindarajan(2000)은 해외자회사의 지식이 다국적기업 내부로 확산되

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창출된 지식의 크기, 지식이전을 촉진시키는 동기

부여, 원할한 지식이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제안하였다. 또한 

Hakanson & Nobel(2001)은 역지식이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인 요인으로 해외자회사의 지식창출을 강조하면서, 현지에서 확보한 지

식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한편 Zhou & Frost(2003)는 의약 다국

적기업의 경쟁우위 창출에 있어 해외자회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해외자회사가 창출한 지식이 다국적기업으로 이전되어 다국적기업 

내 새로운 가치창출을 이룬다고 하였다. Schultz(2003)은 해외자회사가 

보유한 지식이 본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관련이 높을 때 자회사 지식

이 다국적기업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Foss & 

Pederson(2007)은 해외자회사의 자주성, 상호관계 등이 지식이전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다국적기업 해외자

회사들의 지식획득 활동에 있어 본사와 해외자회사간 경영환경의 맥락에

서 논의된 것이지 역지식이전 자체에 초점을 두지는 않았다(Almeida & 

Phene, 2004)는 한계가 있다. 

역지식이전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는 다국적기업 해외자회사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해외자회사의 지식이 본사로 이전하는 활동과 함께 

해외자회사들간 지식이전 활동에 관한 연구로 범위를 확대되었다

(Bjorkman et al., 2004; Hakanson & Nobel, 2001; Frost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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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 et al., 2008). 이 연구들도 주로 지식이전 메커니즘, 해외자회사의 

전략적 활동, 본사의 흡수능력, 다국적기업의 네트워크, 지리ㆍ문화ㆍ언

어차이 등과 같이 역지식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거시적인 관점

에서 연구하였다(Adenfelt & Lagerstrom, 2008; Ambros et al., 2006; 

Li, Barner-Rasmussen & Bjorkman, 2007; Rabbiosi, 2011; Yang et 

al., 2008). 또한 이러한 역지식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역지식

이전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로 자회사 진출지역, 진출시기 등을 제시

한 연구들도 있다(Li et al., 2007; Mudambi et al., 2014). 

최근에는 역지식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역지식이전의 관계를 

새롭게 보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혁신성과 역지식이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자회사의 혁신성이 일정 

수준까지는 역지식이전이 활성화되지만,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역지식이

전은 낮아진다고 하였다(Mudambi, Piscitello & Rabbiosi, 2014).  최근 

국내에서도 다국적기업 내 역지식이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역지

식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물론 매개 또는 조절효과의 요

인들을 확인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사와 해외자회사간의 지식이전이 해외주재원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많은 지적들이 있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려는 

노력은 많지 않았다(Doz et al., 2001; Delios & Bjorkman, 2000). 이는 

그동안의 연구들이 해외주재원 개별적인 성품이나 지식이전에 관여하는 

인간관계에 관심 갖기 보다는 주재원이 갖고 있는 배경적 특성 즉, 산업

경험(Hebert, Very & Beamish, 2005)이나 국가경험(Barkema & 

Vermeulen 1998), 파견경험(Very & Schwieger, 2001)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식이전의 문제는 사람을 중심으

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과정이기에 지식교환의 직접적 매개자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지식교환 참여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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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양자간의 대인관계에 대한 요인도 체계적 분석을 요하는 분야

이다.  

 

 

 

 

제 3 장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역지식이전에 있어 복귀한 해외주

재원에 의한 모기업 업무파트너로의 역지식이전이 이루어지는데 고려해

야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역지식이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는 복귀한 해외주재원을 대상으로 지식제공자인 해외주재원의 현지 

지식습득 역량 및 의지, 수용자인 본사 업무파트너의 학습역량 및 학습

의지가 역지식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양

자간 대인관계가 역지식이전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추가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변수들 이외에 역지식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통제변수로 해외자회사의 진출국가 및 존속년수를 추가하였다. 

 

[그림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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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설설정 
 

3.2.1 복귀한 해외주재원의 현지 지식습득 역량과 역지식이전 
 

주재원에 의해 이전되는 암묵지 형태의 지식은 대부분 문서화 가능성

이 낮고 복잡성은 높으며 상당한 이전노력이 요구된다(Zander & Kogut, 

1995). 실제 이러한 지식은 주재원에 의해서만 효율적으로 이전될 수 

있다. 우선 상당부분 문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개자가 없이는 스

스로 습득하기 어려운 지식들이다. Reagans & McEvily(2003)는 효율

적인 지식이전 또는 공유를 위해서는 지식제공자의 지식이전 능력이 보

다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지식제공자의 능력은 습득한 지식에 

대한 해박함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해외자회사로의 지식이전의 연구이긴 하나, Wang et al.(2004)에서는 

제조활동을 하는 자회사로 이전되는 지식은 주재원에게 높은 기술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데 역량이 부족한 주재원의 경우 지식이전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역지식이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식제공자의 현지 지식습득 역량이 모기업으로의 지식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복귀한 해외주재원의 현지 지식습득 역량이 높을수록 모기업

으로의 역지식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복귀한 해외주재원의 현지 지식습득 역량과 역지식이전 

 

지식이전은 지식공여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수혜자에게 이전하는 

것인데, 이때 지식전수자의 의지는 지식이전을 위해 시간과 자원을 헌신

하려는 의지를 뜻한다(최순권, 2007). 또한 지식제공자의 지식이전 의지

는 지식에 대한 소유권, 우월감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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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지식 수혜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Szulanski, 

1996). 이러한 의미에서 모기업으로의 역지식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지식전수자의 열정, 개방성 등과 같은 의지가 필요하다

(Yan & Zhang, 2003). 또한 Badaracco(1991)는 조직이 적극적으로 

지식을 이전할 의지가 없다면 올바르게 지식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고 하였다. Grant(1996) 역시 지식에 대한 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그 지식을 보유한 조직의 지속적인 이전의지와 노력이 필

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지식제공자의 지식이전 의지가 모기업으로

의 지식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복귀한 해외주재원의 지식이전의지가 높을수록 모기업으로의 

역지식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모기업 업무파트너의 학습능력과 역지식이전  

 

다국적기업 본사가 해외자회사의 지식을 이전 받기 위해서는 본사 내

부적으로 이러한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학습능력(흡수능력)이 필요하

다(Zahra & George, 2002). 흡수능력은 기업이 새로운 외부지식의 가

치를 인정하고 이러한 지식을 흡수하여 상업적인 목적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Cohen & Levinthal, 1990). Lyles & Salk(1997)은 헝가리에 

설립된 국제합작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해외파트너의 흡수능력

이 높을수록 더욱 성공적으로 해외파트너로부터 지식을 이전 받는 경향

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Minbaeva et al.(2003)은 다국적기업 조직들의 학습능력이 높을

수록 다국적기업 내 지식이전이 촉진됨을 발견하였다. Murray & 

Chao(2005)는 다국적기업 조직의 학습능력이 다국적 기업내 지식이전

성과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즉, 다국적기업 본사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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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회사로부터 이전되는 지식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을 보유할 때 해외자회사의 특유의 지식을 더욱 잘 이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기업의 업무파트너의 학습능력은 모기업으로의 역지식

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업무파트너의 학습능력은 모기업으로의 역지식이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업무파트너의 학습의지와 역지식이전 

 

지식이전에서 조직 구성원의 학습의지가 있어야만 조직학습과 지식이

전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Goodman & Darr, 1998). 지식 수혜자의 

외부지식에 대한 학습의지의 부족은 지식이전을 어렵게 만들며, 이는 지

식 수혜자가 외부로부터 지식을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현상으로 나타

나게 된다(Szulanski, 1996). 이처럼 학습의지를 중요한 변수로 보는 이

유는 지식을 채택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결국 지식이전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Lahtl & Beyerlein, 2000). 

Goodman & Darr(1998)에 의하면 외부의 지식을 검색하여 채택하려

는 지식 수혜자의 의사결정이 있을 때 비로소 조직학습과 그 성과가 나

타날 수 있다. 또한 Czinkota, Ronkainen & Moffett(1999)는 새로운 

지식을 이전 받고자 하는 기업의 학습의지가 지식획득의 근본적인 필요

조건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지식 수혜자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많을 때 실제로 지식이전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지식의 

내부화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Szulanski, 1996). 따라서 모기업 업무파

트너의 학습의지는 모기업으로의 역지식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보았다. 

가설4. 업무파트너의 학습의지는 모기업으로의 역지식이전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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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5 복귀 주재원과 업무파트너와의 관계 및 역지식이전의 기회 

 

O'Dell & Grayson(1998)은 성공적인 지식이전을 위해서는 지식 전수

자와 수혜자가 직접 만나 접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해외에서 경

험적으로 습득한 정보의 경우는 암묵적인 지식이 대부분으로 개인적인 

접촉과 교환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개인적인 접촉과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복귀주재원과 업무파트너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야 하며 수평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양자 간의 우호적인 대인관계는 지식이전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요소

이다. 정보교환자간의 인간적인 관계는 이전되는 정보의 양과는 직접적

인 연관을 없을지라도 정보의 질면에서 상대방이 이해하기 충분한 설명

의 기회를 박탈하므로서 지식이전되는 정보의 노이즈를 발생할 여지가 

있다. Minbaeva et al.(2003)은 정보 제공자와 수혜자간의 가까운 관계

유지가 지식이전에 중요한 조건임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양자간의 수

평적인 소통 역시 효율적 정보이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Szulanski(1996)는 이전되는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호 정보교환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또한 Gupta & 

Govindarajan(2000)은 해외주재원과 업무파트너간 수평적인 정보교류

는 명시적 정보 뿐만 아니라 암묵적 정보까지 교환이 쉽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양자간 대인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질 수록 모기업으로의 

지식이전이 더 수월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복귀주재원 및 본사 업무파트너 양자간 대인관계 형성은 가

설1~4의 역지식이전 효과에 대하여 매개효과를 갖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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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방법 
 

 

제 1 절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위에서 도출한 연구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국

내 다국적기업내 복귀한 해외주재원의 본사 업무파트너로의 역지식이전

을 지식제공자인 해외주재원의 입장에서 파악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국

내 다국적기업에서 복귀한 해외주재원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에 필요한 표

본을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고 설문은 기존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구

성하였다. 

표본대상은 국내 다국적기업 중 조선,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건설장비, 

전기전자, 기타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8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연구자 본인의 인맥과 기업 인사담당자의 협조를 얻어 해외주재근무 경

험이 있는 종업원을 선정하였고, E-mail 및 전화응답을 통해 조사가 이

루어졌다.  

1차 조사기간은 2017년 9월 21일부터 30일까지였으나 추석연휴로 

인해 충분한 응답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석연휴이후 10월 10

일부터 13일까지 추가요청을 통해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04부

의 응답지를 확보하였다. 회수된 응답지를 검토한 결과 실증분석에 사용

이 곤란한 응답은 없어 회수된 설문 전부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통계패키지인 SPSS 18.0을 통해 검증하였고, 시점차

이에 따른 응답편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차와 2차에 회수된 설문을 

독립표본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설문응답 간에는 유의미한 차

이는 없는 것(t-value: -.059, p-value: .532)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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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는 복귀한 해외주재원의 설문응답을 통해 복귀한 해외주재

원의 현지 지식습득 역량 및 이전의지, 상대방인 본사 업무파트너의 학

습역량 및 학습의지, 양자간의  대인관계 및 역지식이전의 발생을 측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변수와 

측정항목은 관련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개발하였으며, 모든 변수는 5점 

리커트 척도(‘전혀 아니다’ 1점, ‘보통이다’ 3점, ‘매우 그렇다’ 

5점)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4.2.1 종속변수 

 

역지식이전은 해외자회사에서 다국적기업 본사로 지식이 이전되는 정

도를 의미하여, 이전된 지식을 활용하는 정도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지식이전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측정방

식이다(Minbaeva et al., 2003). Ambos et al.(2006)은 역지식이전을 

선정된 해외자회사의 지식이 본사로 유입되었는지 여부와 이렇게 이전된 

지식들이 본사 운영에 영향을 미친 정도로 측정하였다. Rabbiosi(2011)

는 역지식이전을 해외자회사가 창출한 기술적 혁신역량, 제조 노하우, 

마케팅 지식, 브랜드, 연구개발을 위한 재무자원 그리고 경영역량 등에 

이전된 지식을 다국적 기업 본사가 사용한 정도로 측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역지식이전을 해외자회사에서 창출되어 이전된 지식을 

다국적기업 본사의 업무파트너가 활용한 정도로 규정하였다. 이를 측정

하기 위해 Ambros et al.(2006)과 Rabbiosi(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을 수정하여 2개의 항목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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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독립변수 

 

4.2.2.1 복귀한 해외주재원의 현지 지식습득 역량 

 

해외주재원은 현지에서 체험 습득한 정보의 보유자로서 그들이 보유하

고 있는 역량은 모기업으로의 역지식이전에 핵심요소이다. 복귀주재원에 

의해 이전되는 암묵지 형태의 지식은 대부분 문서화 가능성이 낮고 복잡

성은 높아 주재원의 해박한 습득지식을 기반으로 한 역량을 필요로 하며 

이전에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Zander & Kogut, 1995). 이를 측정하

기 위해 Minbaeva et al.(2003)연구를 참고하여 3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4.2.2.2 본사 업무파트너의 학습능력 

 

기업의 흡수능력은 Cohen & Levinthal(1990)에 의해 최초로 개념화

되었는데 외부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동화시켜 

이를 기업의 목적에 맞도록 적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또한 이와 유사하

게 Lane et al.(2001)은 흡수능력을 외부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소화하

는 능력, 그리고 적용하는 능력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문

헌들을 바탕으로 총 3개의 항목을 사용하였다. 

 

4.2.2.3 본사 업무파트너의 학습의지 

 

기업의 학습의지는 조직구성원이 직무를 원할하게 수행하고, 문제해결

을 위해 다른 구성원의 지식을 검색하고 학습하려는 정도라고 할 수 있

다(Goodman & Darr, 1998). Szulanski(1996)은 지식수혜자가 자사의 

성과향상을 위해 지식전수자로부터 이전되는 지식을 검색하고 채택하려

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oodman & Darr(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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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Szulanski(1996)의 항목을 수정하여 4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4.2.3 매개변수 

 

4.2.3.1 복귀주재원과 본사 업무파트너 양자간의 대인관계 

 

해외에서 경험적으로 습득한 정보의 경우는 암묵적인 지식이 대부분으

로 개인적인 접촉과 교환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개인적인 접촉과 교환

을 위해서는 복귀 주재원과 업무파트너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수평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Minbaeva, 2003). 또

한 Szulanski(1996)은 지식이전에는 다양한 상호 정보교환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를 측정하기 위해 Minbaeva(2003)와 

Szulanski(1996)의 항목을 수정하여 3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4.2.4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선행연구를 통해 2개의 통제변수를 선정하였다. 첫째는 해

외자회사의 존속기간이다. 해외자회사의 존속기간이 길수록 오랜 협력경

험을 통해 역지식이전에 다양한 경험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Foss & 

Pedersen, 2002). 둘째는 해외자회사가 소재한 지역구분이다. Li et 

al.(2007)는 다국적기업 내 지식이전 연구에서 선진국에 소재한 해외자

회사가 개발도상국에 소재한 해외자회사에 비해 지식이전이 더 활발하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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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증분석 
 

 

제 1 절 조사대상 기업 및 응답자 특성 
 

연구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수집된 조사대상 기업 및 설문응답자의 

특성에 대한 요약내용은 아래 [표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1] 조사대상 기업 및 응답자 특성 

항목 빈도수(%) 항목 빈도수(%) 

대상 

기업업종별 

조선 11 10.6% 

연간 

매출액 

5 조원 ~ 2 25.0% 

해양플랜트 13 12.5% 1 조원~5 조원  4 50.0% 

엔진기계 11 10.6% 1 천억~1 조원  1 12.5% 

건설장비 29 27.9% 5 백억~1 천억  1 12.5% 

전기전자 32 30.8% 소계 8 100.0% 

기타 제조업 8 7.7% 
- 

소계 104 100.0% 

항목 빈도수(%) 항목 빈도수(%) 

해외자회사 

소재지역 

북미 19 18.3% 

주재 

당시 

직위 

사원급 3 2.9% 

남미 5 4.8% 대리급 6 5.8% 

유럽 39 37.5% 과장급 33 31.7% 

일본 4 3.8% 차장급 41 39.4% 

중국 21 20.2% 부장급 20 19.2% 

기타 아시아 16 15.4% 임원급 1 1.0% 

소계 104 100.0% 소계 104 100.0% 

항목 빈도수(%) 항목 빈도수(%) 

수행 

업무분야 

경영관리 3 2.9% 

파견 

기간 

5 년 30 28.8% 

재무/구매 29 27.9% 4 년 38 36.5% 

영업/마케팅 36 34.6% 3 년 26 25.0% 

연구/설계 23 22.1% 2 년 10 9.6% 

생산/품질 13 12.50% 소계 104 100.0% 

소계 104 100.0% 평균주재기간 3.85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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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표2]는 독립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을 직각회전방식(Varimax Rotation Method)을 적용하였다. 먼저 독립

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표2]를 보면 각각의 요인적재량이 0.5이상으로 

본사 업무파트너의 학습역량과 의지를 측정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각 측

정항목이 개별요인으로 묶이고 있다. 또한 신뢰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값은 모두 0.814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실증분석에

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표3]은 종속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결과인데 타당성은 물론 

Cronbach’s alpha는 0.821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어 결과를 분석에 

그대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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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독립변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결과 

항목 
요인 

Cronbach's α 
1 2 3 4 

TC 

MC1 .110 .313 .043 .610 

0.814 MC2 .146 -.012 .081 .888 

MC3 -.064 .424 .061 .703 

TW 

MW1 .325 .173 .647 -.135 

0.818 MW2 .045 .194 .884 .172 

MW3 .123 .100 .908 .106 

LC 

PC1 .818 .165 .115 .017 

0.890 PC2 .806 .133 .177 -.119 

PC3 .789 -.008 .296 -.138 

LW 

PW1 .854 .121 .065 .073 

0.887 
PW2 .784 .440 .069 .082 

PW3 .835 .261 .037 .249 

PW4 .772 .340 .074 .223 

HR 

HR1 .357 .587 .226 .109 

0.813 HR2 .314 .774 .217 -.082 

HR3 .177 .858 .134 .073 

아이겐 값 4.996 2.747 2.301 1.622 

- 
공통변량(%) 31.223 17.172 14.383 10.136 

누적변량(%) 31.223 48.394 62.778 72.913 

KMO= 0.824, Bartlett's χ2=1103.2(p<.001) 

TC: 복귀주재원의 현지 지식습득역량, TW: 복귀주재원의 이전의지, LC: 본사 

업무파트너의 학습역량,  LW: 본사 업무파트너의 학습의지, HR: 복귀주재원 및 

본사 업무파트너 양자간 대인관계  

 

[표3] 종속변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결과 

항목 요인적재량 Cronbach's α 

RKT 
RKT1 0.922 

0.821 
RKT2 0.922 

아이겐 값 1.700 - 

KMO=0.500, Bartlett's χ2=68.396(p<.001) 

RKT: 역지식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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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상관관계분석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표4],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 간 상관

관계는 일부 독립변수에서 다소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추

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상적으로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

팽창요인)값이 10 이하이면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

는데 본 연구에서는 VIF의 최대가 2.760(최소 1.187)으로 문제되지 않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4] 상관관계 분석결과 

항 목 Mean S/D Min Max Year Region TC TW LC LW HR 

Year 13.34 11.56 0 39 1 
      

Region 0.60 0.50 0 1 
.339*** 

(.000) 
1 

     

TC 4.17 0.53 2.67 5.00 
.213* 

(.030) 

.102 

(0.301) 
1 

    

TW 4.23 0.67 2.33 5.00 
.238* 

(.015) 

-.064 

(.521) 

.277* 

(.004) 
1 

   

LC 3.50 0.83 1.00 5.00 
.058 

(.557) 

.060 

(.547) 

.121 

(.219) 

.228* 

(.020) 
1 

  

LW 3.66 0.83 1.25 5.00 
.158 

(.109) 

.101 

(.306) 

.269+ 

(.006) 

.280* 

(.004) 

.727*** 

(.000) 
1 

 

HR 4.01 0.74 1.00 5.00 
.183+ 

(.063) 

.027 

(.786) 

.434*** 

(.000) 

.420*** 

(.000) 

.484** 

(.000) 

.601*** 

(.000) 
1 

RKT 3.76 0.73 1.00 5.00 
.210* 

(.033) 

.139 

(.160) 

.350*** 

(.000) 

.203* 

(.039) 

.408*** 

(.000) 

.545*** 

(.000) 

.481*** 

(.000) 

+p<.1, *p<.05, **p<.01, ***p<.001 

Year: 해외자회사 존속년수, Region: 해외자회사 소재지역, TC: 복귀주재원의 

현지 지식습득역량, TW: 복귀주재원의 이전의지, LC: 본사 업무파트너의 학습

역량, LW: 본사 업무파트너의 학습의지, HR: 복귀주재원 및 본사 업무파트너 

양자간 대인관계, RKT: 역지식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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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가설검증 
 

본 연구는 역지식이전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요인들은 

물론 복귀주재원과 본사 업무파트너간 대인관계가 앞서 확인된 독립변수

들의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하 모든 통계모형의 F값은 모두 유의미하였다. 

먼저 [표5]를 보면 모형 1-1은 통제변수만 투입한 분석결과이다. 통

제변수 중에서는 해외자회사의 존속기간이 역지식이전에 5% 유의수준

에서 정(+)의 영향(t-value: 2.139, p-value: .03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해외자회사의 소재지역이 선진국인지 개발도상국인지 여부에 따른 

역지식이전의 검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t-

value: .279, p-value: .781)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1-2는 통제변수에 독립변수 4개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가설1에서 복귀주재원이 보유한 현지 지식습득 역량이 역지식이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은 5% 유의수준에서 채택(t-

value: .293, p-value: .021)되었다. 해외주재원에 의해 확보되어야 할 

지식은 특성상 암묵성이 높고 복잡성이 높아 이를 정확히 해석하고 전달

하는 주체인 지식보유자의 현지 습득 역량이 모기업 업무파트너로의 역

지식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복귀주재원이 현지에서 확보한 지식에 관하여 심층인터

뷰를 진행하였는데, 먼저 유럽소재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고 복귀한 주

재원은 다수의 선진업체들이 포진한 유럽현지에서 확보한 지식이 본사로

의 기술개발에 유용한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유럽에서는 선진업체들

이 수시로 경쟁적인 신기술개발 시연회를 개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국

내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산업 내 최신 제품기술 동향을 Q&A세션을 통



 

 21 

해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현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들

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커뮤니티가 국내에 비해 잘 형성되

어 있어 본사의 기술수준을 보다 냉정하게 평가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나아가 제품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뿐만 

아니라 주재당시 산업내 화두가 되었던 직류송전 방식의 기반기술에 대

한 관심이 높아서 기술성숙도에 따라 초고압·직류송전 변압기가 다양한 

제품으로 상용화되는 과정을 근거리에서 체감할 수 있었고 일부 기술은 

자사 제품개발에 반영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미국에서 제품 영업 및 마케팅을 담당하였던 주재원은 미국은 주정부

마다 서로 다른 공공입찰방식을 시행하고 있어 각 지방정부 공사에 입찰

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였다고 하였다. 발주사마다 다

른 입찰규약은 물론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계약 내 규정이 있어 현

지 키맨들을 파악해야 했고 이들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중요했었다고 하

였다. 제품 기술력은 기본이고 현지에서만 확보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

를 통해 관련 법규정을 검토하고 본 계약을 조율하면서 본사의 의사결정

에 반영하여 대규모입찰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고 하였다. 나아가 현지 

광고마케팅 전략수립시 보편성에 기반하면서도 특정종교가 우세하거나 

특정인종이 밀집해 있는 각 지역의 미묘한 특수성을 잘 확인하여 반영하

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특정 단어 및 문구, 제스쳐 및 이미지 선택에서 

현지 도덕적 가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현지 잠재고객들과의 접점이 원만하

게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외 유럽의 생산법인에서 근무하였던 한 주재원은 법규정상 유럽은 

국내보다 엄격한 글로벌 생산표준을 따르고 있어 근무환경 및 종업원 안

전에 민감하고 그로 인하여 인명·재산상 사고빈도가 본사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을 습득하여 후에 본사 복귀 후 안전환경개선을 이루

었다고 하였다. 또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한 유럽 현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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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원의 개선의견은 본국과는 다른 관점에서 수시로 의견개진이 이루어진

다는 점에서 해외생산법인에서 근무하며 습득한 지식이 본국에서도 충분

히 활용되었다고 하였다. 

가설2에서 복귀주재원의 지식이전 의지가 역지식이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은 기각(t-value: .486, p-value: .628)되었다. 

정보제공자의 이전의지가 역지식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지 못한 것

이다. 본 결과는 해외자회사관점에서 역지식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연구한 정갑연(2014)의 결과와 배치된다. 본 설문의 응답대상인 복

귀주재원들은 지식제공자로서 기존에 조직 내 독점적으로 보유하던 지식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 있다고 보이며 그에 따라 다소 

보수적인 관점에서 응답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설3에서 본사 업무파트너의 학습역량이 역지식이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역시 기각(t-value: -.581, p-value: .563)되

었다. 다만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3이 기각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충분한 경험을 갖춘 중간급 관리자를 주로 주재원으

로 선발하게 된다. 확인결과 본사의 업무파트너는 역시 복귀주재원에 비

해 근무경험이 짧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사의 업무파트너의 

학습역량을 복귀한 해외주재원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 다소 저평가될 여

지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가설4에서 본사 업무파트너의 학습의지가 역지식이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은 채택(t-value: 4,493, p-value: .000)되었

다. 또한 표준화계수를 살펴볼 때, 업무파트너의 학습의지는 본 연구에

서 역지식이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정보

를 수용하는 업무파트너가 새로운 지식습득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일수록 

본사로의 역지식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결과이다. 외부경험을 

복귀주재원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습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업무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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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야 하는 본사 업무파트너의 입장에서 볼 때, 해외주재원으로부터 획

득한 새로운 정보는 업무파트너 본인의 성과를 위해서도 활용할 필요성

이 높을 수 있다.  

[표5] 통제변수 및 독립변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구 분 

모형 1-1 모형 1-2 

비표준화계수 
(t-value) VIF 비표준화계수 

(t-value) VIF 

통제변수 

Year .015* 
(2.139) 1.187 .006 

(1.059) 1.333 

Region .046 
(.279) 1.187 .061 

(.460) 1.257 

독립변수 

TC 

- 

.293* 
(2.340) 1.256 

TW .049 
(.486) 1.310 

LC -.064 
(-.581) 2.387 

LW .508*** 
(4.493) 2.526 

모형평가 

R2 .057 .425 

Adj R2 .038 .389 

△R2 .057 .425 

F 3.044* 11.927*** 

*p<.05, **p<.01, ***p<.001 

Year: 해외자회사 존속년수, Region: 해외자회사 소재지역, TC: 복귀주재원의 

현지 지식습득역량, TW: 복귀주재원의 이전의지, LC: 본사 업무파트너의 학습

역량, LW: 본사 업무파트너의 학습의지, HR: 복귀주재원 및 본사 업무파트너 

양자간 대인관계, RKT: 역지식이전  

 

[표6]은 앞서 살펴본 가설1~4에 대한 양자간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

에 따라 복귀주재원과 모기업 업무파트너와의 대인관계가 기존 독립변수

의 매개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모형 2-1에서는 양자간 대인관계를 

종속변수로 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으며, 복귀주재원

의 현지 지식습득 역량 및 의지, 본사 업무파트너의 의지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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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2-2에서는 역지식이전을 종속변수로 보고 앞선 모형 1-2을 표준

화계수를 통해 재확인한 결과이다. 모형 2-3에서는 역지식이전을 종속

변수로 양자간 대인관계가 본사 업무파트너의 의지를 부분매개하여 역지

식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어 가설5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표6] 양자간 대인관계의 매개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 분 

모형 2-1 모형 2-2 모형 2-3 

종속변수: HR 종속변수: RKT 종속변수: RKT 

표준화계수 
(t-value) VIF 표준화계수 

(t-value) VIF 표준화계수 
(t-value) VIF 

통제변수 

Year -.037 
(-.420) 1.333 .094 

(1.059) 1.333 .104 
(1.195) 1.335 

Region .019 
(.223) 1.257 .040 

(.460) 1.257 .035 
(.415) 1.257 

독립변수 

TC 0.253** 
(2.957) 1.256 0.202* 

(2.340) 1.256 .138 
(1.575) 1.369 

TW 0.217* 
(2.481) 1.310 .043 

(.486) 1.310 -.012 
(-.135) 1.393 

LC .073 
(.616) 2.387 -.069 

(-.581) 2.387 -.087 
(-.754) 2.397 

LW 0.364** 
(3.000) 2.526 0.550*** 

(4.493) 2.526 0.458*** 
(3.679) 2.760 

매개변수 HR - - 0.252* 
(2.533) 1.766 

모형평가 

R2 .434 .425 .461 

Adj R2 .399 .389 .421 

△R2 .434 .425 .036 

F 12.385*** 11.927*** 11.710*** 

+p<.1, *p<.05, **p<.01, ***p<.001 

Year: 해외자회사 존속년수, Region: 해외자회사 소재지역, TC: 복귀주재원의 

현지 지식습득역량, TW: 복귀주재원의 이전의지, LC: 본사 업무파트너의 학습

역량, LW: 본사 업무파트너의 학습의지, HR: 복귀주재원 및 본사 업무파트너 

양자간 대인관계, RKT: 역지식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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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 다국적기업의 역지식이전을 복귀한 해외주재원의 

관점에서 정보제공자인 복귀주재원의 현지 지식습득 역량 및 이전의지, 

정보수용자인 업무파트너의 학습역량 및 의지를 살펴보았고, 양자간 대

인관계가 역지식이전에 해당 변수들을 매개하는지 검토하였다. 역지식이

전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 대부분이 조직 차원이나 배경적 특성 요인을 

주로 검토하고 있는 반면에, 본 연구는 역지식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지식이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개인차원에서 검토하여 이를 객관

화하였다는데서 역지식이전에 관한 학문적 논의를 보다 심화하였다는 연

구가치가 있다. 

실증분석 결과 복귀한 주재원의 현지 지식습득 역량 및 본사 업무파트

너의 의지가 지식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가설1 및 가설4 채

택)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양자간의 대인관계는 본사 업무파트너의 의지

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효과(가설 5 부분채택)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모기업으로의 역지식이전에 관해 여러가지 시사

점을 제공한다. 

성공적인 역지식이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해외주재원의 현지 

지식습득 역량이 충분히 갖추어져서 새로운 현지정보 및 지식에 접근하

여 이를 체화하고 이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해외에서 취득하는 

정보의 1차 수용자인 해외주재원의 역량은 역지식이전이 성공적으로 발

생하기 위한 초기의 필요조건이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보수용자인 

본사 업무파트너의 의지는 모기업으로의 역지식이전이 발생하기 위해 가

장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실제로 본사에서 직무에 적용하고 활용

할 수 있는 업무파트너의 학습의지야 말로 역지식이전이 성공적으로 발

생하기 위한 궁극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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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본 연구는 복귀해외주재원과 본사 업무파트너간의 대인관계가 

업무파트너의 의지(가설4의 독립변수)와 역지식이전(종속변수)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업무파트너의 학습의지가 높을수록 

역지식이전이 높아지지만, 양자간의 대인관계가 부분매개로 작용하기 때

문에 역지식이전을 보다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이전에 관여

하는 복귀주재원과 본사 업무파트너와의 관계형성이 우호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인 것 이다.  

이와 같은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

다. 첫째는 다양한 기업들에서 충분히 많은 숫자의 표본을 확보하지 못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활용가능한 자원의 한계 및 표본수집 기간의 

한계로 인하여 일부 대기업의 주재원경험을 갖춘 종사자들로부터 제한적

인 수준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둘째는 측정의 문제이다. 본 연구가 복귀한 주재원 뿐만 아니라 본사

의 업무파트너의 역량과 의지를 주요변수로 하는데 진행한 설문은 복귀

한 해외주재원의 주관적인 판단만에 의한 점이다. 앞서 결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업무파트너의 역량 및 의지에 대한 판단은 평가자인 복귀주재

원의 관점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향후 관련 연구에서는 업

무파트너의 입장에서도 평가를 요구하여 dyadic 수준에서의 연구가 진

행되어야 보다 정확한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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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the Reverse Knowledge 

Transfer in Korean MNC: The Perspective of 

Returned Expatr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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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lue of knowledge acquired by foreign subsidiari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in these 

days. Reverse knowledge transfer refers to the foreign 

subsidiaries’ knowledge flows to parent company for knowledge 

internalization and utilization in MNC. However, most previous 

studies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reverse knowledge 

transfer in MNC but the empirical researches are very limited due 

to tacitness of transferring knowledge.  

Therefore, in this study, we empirically investigate reverse 

knowledge transfer in Korean MNC as the point of view of the 

expatriates who returned to parent company from foreign 

subsidiary.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returned expatriates 

show that (1)the higher the local knowledge acquisition capability of 

expatriates and (2)the higher the learning willingness of business 

partners in parent company, higher reverse knowledge transfer 

occurs. And we can also find the (3)interpersonal relationship 

positively influences the reverse knowledge transfer by partially 

mediating the learning willingness of business partners in 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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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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