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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과거에는 노동력과 자본력이 부의 원천이 되었으나 21세기에는 지식이라는 자원이 부
의 원천이 되며, 지식사회가 개인 및 기업 간 경쟁력의 기본이 되고 있다. 오늘날 급변하
는 기업 환경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개개인이 보
유하고 있는 지식을 정보화․체계화하여 서로 공유 및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지식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도록 하는 경영기법인 지식경영과 이를 전체적으로 구
축한 지식경영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서현숙, 2006).
IMF이후 정보기술을 활용한 경영혁신활동이 국내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지식
경영과 관련된 정보화 추진에도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지식정보화 강국’ 표방으로
국가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중심으로 지식경영시스템의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하지만 중소 제조기업 분야는 특성상 다른 산업에 비해서 지식경영을 도입하는 기업
들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경남지역의 경우 창원공단에 위치한 몇몇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제조
업체는 지식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E-Mail, 전자게시판, 그룹웨어, 인트라넷 등 기반 인프
라는 구축되어 있으나, 전 직원의 지식을 한 곳에 모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이 없어, 그룹웨어를 통해 전자결재와 메일 정도를 이용하거나 게시판 기능을 통해 지식
을 공유하는 정도가 지식경영의 전부인 상황이다. 이 결과로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
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정보를 여러 곳(예: 그룹웨어, 홈페이지 등)
에 이중으로 각각 입력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제 업무에 필요한 정보도
적시에 얻기 힘들기 때문에 조직의 경쟁력 향상이 어려워진다.
지식경영시스템을 사용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상이한 조직의 경우 예컨대
공기업과 사기업의 경우, 지식경영시스템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서로 다를 것
으로 생각된다. 사기업의 경우 공기업과 여러 경영의 특성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식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용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선
행연구에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이는 조직을 경영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 조직들에게 지식경영시스템의 도입 및 사용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이
들 간의 차이를 잘 알고 있어야만 성공적으로 조직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요소들
을 인식하고 지식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정보를 올바로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경남지역 내 창원공단에 있는 공기업과 사기업인 중소 제조기업들 각각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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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지식경영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식공유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소들을 확인하고, 지식공유 의사가 지식경영시스템 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비교ㆍ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이러한 공기업과 사기업의 비교ㆍ분석을 통해서 조직의 유형에 따라
지식공유 의사와 지식경영시스템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경영자
의 입장에서 이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영향효인들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
한 조직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경우에도 조직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지식경영시
스템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올바른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지식의 정의와 지식공유 의사
2.1.1 지식의 정의
의미 없는 단순한 사실의 집합인 데이터가 조직의 목적에 맞게 유용한 형태로 가공되
어 해석할 수 있는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되면 정보가 되며, 타당한 행동 기준으로 전환
되어 의미 있게 구조화되는 것이 지식이며, 지식의 창출․접근 및 통합 방법이 암묵적으
로 갖추어지면 지혜(wiseness)가 된다(Huber, 1991).
지식의 정의에 대해서 Nonaka와 Konno(1998)는 “정당화된 참된 믿음”으로 정의하였
는데 이는 1) 명제가 참이고, 2) 그 명제가 사람에 의해 믿어져야 하며, 3) 그 믿음이 정
당화되어야 지식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공희경(2004)은 정보가 인간의 경험과 상
황, 인간의 인지적 활동과 의사 결합하여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
는 고부가가치 정보가 지식이며, 공개되지 않은 암묵적 지식은 다른 사람이 쉽게 모방할
수 없으므로 경쟁 우위 창출의 근원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지식의 특성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
람의 내부에 존재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활용되는 지식의 질에 따라 의사
결정의 성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조직 내에 존재하는 지식 자원을 체계
적으로 관리하고 지식과 관련된 업무에 효과적으로 전달 및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공유되어야 한다.
2.1.2 지식공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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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유의 개념에 대해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지식공유는 인적ㆍ기술적 네트워크
를 기반으로 자신의 지식을 다른 조직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교환하는 상호작용 활동이
라고 한다(이홍재 등, 2006). 이상연(2006)에 의하면, 조직에서 지식창조는 지식공유의 토
대 위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경쟁우위확보를 위해서는 지식창조와 동시에 조직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공유가 중요하다.
지식공유는 정보를 단순히 공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조직의 생산성과 효
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둔 수단적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식정보사회에서 조직
은 지식과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유통시켜 조직목표 달성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박성근, 2008).
지식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지식 제공자의 적극적인 공유의사, 학습자의 적
극적인 지식 수용의사, 지식 특성에 맞는 지식 전달 채널의 존재, 학습자의 수용능력 등
의 여건이 갖추어져야 된다. 김경규 등(2005)에 의하면, 최고 경영층의 지원, 지식 공유를
장려하는 조직의 보상 및 평가제도 등이 지식공유 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식 제공자의 개인적 성장 가능성, 운용의 자율성, 업무 성취
및 만족도, 금전적 보상 등이 지식공유의 동기가 될 수 있으며, 지식공유에 대한 질적 평
가와 보상이 기대되고 이루어질 때, 조직원들은 비로소 자신의 지식이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하고 지식 활동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지식공유 활동에 대한 조직의 적절한 평가와 보상은 각 조직원들이 조직 내 지식공유
에 참여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이며 조직원들에게 조직이 지식경영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음을 나타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정섭 등(2005)은 기업이 지
식경영을 실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요인들에 대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식경영 준비정도 측정요인들을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전략적 차원에
서는 핵심지식에 대한 인지도와 가치공유, 최고 경영자의 지식경영 인지도를 측정하였고,
프로세스 차원은 의사소통 채널과 관계의 다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문서관리체계, 보
상체계, 지식접근도 등을 활용하였다. 문화적 차원에서는 창의성, 협력도, 신뢰성, 개방성,
구성원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측정하였고, 기술적 차원에서는 정보기술 인프라와 정보
기술 이용도, 지식축적 도구, 지식공유 도구 등을 사용하였다.
반면, Bock 등(2002)은 지식공유를 선택한 개인들이 조직 내에서 자신의 독특한 가치
를 잃을 뿐만 아니라 공유된 지식이 그 후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들의 명성이 손상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개인들에게 지식공유 비용을 배상하기위한 충분한 외적․
내적 보상의 부족은 지시공유의 장벽이 될 수 있다(Huber, 2001). 또한 이정섭(2005)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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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 지식공유의 방해요소로 하드웨어 의존적 사고에 의한 장애, 대화부족에 따른 문
제, 보안상의 문제를 들었다. 이중 대화부족의 문제는 매우 치명적이라고 하며 이는 지식
공유기업의 핵심인 조직원 서로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하였다.
<표 1> 지식공유의 개념
연구자
지식공유의 개념
Nelson과 Cooprider(1998) 집단성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상호간의 과정
지식자산을 조직 내에 공유함으로써 지식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Grant(1996)
조직역량을 강화하려는 활동
Szulanski(1996)
전수부서와 수혜부서간의 조직 내 지식의 상호교환과정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동적이고,
O'Dell과 Grayson (1998) 조직구성원간의
동태적인 현상
개인 또는 조직의 지식을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할 수
Ruggles(1998)
있도록 이전하는 활동
한 부서가 타부서의 특출한 역량이 되는 지식에 접근할
Chakravarthy 등. (1999) 수조직내
있도록 하는 과정
타부서
사람들과의 견고한 상호관계(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Hansen(1999)
이루어지는 과정
Gupta와 Govindarajan(1991) 지식구분, 전수, 이동, 흡수 등을 포괄하는 과정
Bock과 Kim(2002)
조직 내에서 개인 간 지식이전 또는 배포 활동
한 조직내에서 한 사람이나 그룹이 다른 사람이나 그룹에게
박기우(2001)
지식을 전달하거나 보급하는 모든 활동
최병구ㆍ이희석 (1999), 기술적ㆍ조직적 기반을 제공하여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조진현 등(2002)
확보하기까지의 제반 과정
지식을 조직의 지식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서로 주고받
마은경ㆍ김명숙(2005) 는개인의
관계
김 구(2005)
지식을 유통, 교환, 배포, 이전, 확산, 흡수하는 활동
최호진(2005)
조직의 한 부분이 확보한 지식을 다른 부분으로 전파하는 정도
자료: 이홍재ㆍ차용진, 2006, 517쪽.
한편 많은 연구자들이 신뢰가 지식공유에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
연(2006)은 상호 간 신뢰와 영향력을 독립변수로 공유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의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상호 간의 신뢰에 대한 높은 인식이 집단 간의 공유지식
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정범구(2007)는 집단이나 조직을 집단지식의 개발, 전파에 목적
을 둔 공동체로 규정하고, 조직 내의 신뢰수준이 높을 때, 개인은 위험부담이나 의심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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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식,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였다.
2.2 지식경영시스템 사용
2.2.1 지식경영시스템의 정의
지식경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지식경영시스템(KMS)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른데, Davenport와 Prusak(1998)은 ‘지식경영의 실천도구로서 지식의
창출, 공유, 활용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하였다. Alavi와
Leidner(2002)은 지식경영 프로세스들을 향상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정보기술 기
반의 시스템이라 정의하고, 지식생성, 지식저장/검색, 지식이동, 지식활용 등 네 가지로
지식경영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지식경영시스템 사용자들은 단순히 정보를 입력, 조회, 출력하는 소극적인 역할 이외
에도, 자신의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업무지식의 창출 등 지식 생산자의 역할도 함께 수
행하게 된다. 따라서 지식경영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참여문
화와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구교봉, 2000). Tiwana(2000)는 지식경영시스
템의 성공적 활용 요인으로 지식공유 환경의 조성, 성과측정 기준, 인센티브 제도의 활성
화, 접근 및 활용의 편의성, 최고 경영자의 지속적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들은 KMS 활용 및 사용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KMS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고 또한 조직의 형태에 따라서 이러한 영향요인들이 구체적으
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지식공유 의사가 지식경영시스템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
는 지를 공기업과 사기업의 비교를 통해 밝혀 보고자 하는 것이다.
2.2.2 지식경영 프로세스
조직에서 필요한 지식을 적시에 획득, 축적, 활용하는 것은 조직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 지식관리 프로세스는 지식 사용자의 니즈 파악과 새로운 지식의 획득 및
구조화, 새로운 지식의 창조, 지식의 공유 및 활용이라는 네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사용자의 지식 니즈(Knowledge needs)를 파악한다. 환경변화에 의한 새로운 기
회와 위협은 조직으로 하여금 늘 새로운 지식을 획득할 것을 요구하는데, 조직의 비전,
전략, 강․약점 등에 기초하여 지식 니즈를 파악해야 한다. 지식 니즈의 파악이 잘못되면
진정 필요한 지식은 부족하고 쓸모없는 지식의 양만 늘어나게 되어 지식획득 및 유지비
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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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고 구조화한다. 문서화된 형식지는 구매하거나 데이터베이
스 등의 검색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조직 구성원의 체내에 축적된 암묵지는 스카
웃이나 파견, 전략적 제휴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
셋째, 새로운 지식을 창조한다. 지식창조는 개인의 창의성과 경험을 통한 새로운 암묵
지의 창조, 암묵지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형식지화 하거나 형식지를 조합하
여 새로운 형식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조직 내의 모든 지식을 공유하고 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지식공유를 위해
서는 지식의 축적과 교환이 필요하다. 외부에서 획득한 지식과 조직 구성원이 보유한 개
인적 지식들을 지식경영시스템 에 축적하여, 이를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검색을 통해 활
용할 수 있다. 지식경영 프로세스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지식경영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학자
내 용
Anderson(1995)
지식의 생성→ 파악→ 수집→ 체계화→ 공유→ 채택→ 적용
Demarest(1997)
지식의 발견과 구조화→ 구체화→ 분산→ 활용
Wiig(1997)
개념화→ 반영→ 실천→ 재검토
Davenport(1998)
창조→ 수집→ 유포→ 활용
O'Dell & Grayson(1998) 지식을 규명하고 포착하여 효과를 얻는 활동과정
새로운 지식의 창조 → 가치 있는 지식으로 접근 → 의사
결정에 이용 가능한 지식의 활용 → 프로세스․서비스에
Ruggles(1998)
지식삽입 → 서류․데이터베이스․소프트웨어에 지식 표현
→ 조직문화와 보상을 통한 지식성장촉진 → 현존 지식의
조직 내 이전 → 지식경영 효과를 평가
자료 : 공희경, 2004, 15쪽.
2.3 공기업과 사기업에서 지식경영시스템의 사용
지식경영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공기업과 중소제조기업인 사기업과는 차이가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독점적ㆍ절대적 시장지위로 인하여 개인이나
민간 부문에 의해 운영되는 사기업과 비교해 볼 때 그 성격이나 기능의 운용 면에서 상
당히 다르다고 한다(박영희, 2000).
공기업은 그 특성상 정치적인 제약을 비롯하여 조직상, 인사 및 노사관계상, 재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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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의 제약을 받게 되므로 정부부처가 지닐 수 있는 관료적 병폐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며, 경영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이기 쉽다고 한다(노정란 등, 2002).
노정란 등(2002)은 공기업의 지식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최고경영
층의 지원은 중요한 지식경영시스템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나 지나치게 최고경영
층의 의지하는 것은 실패하기 쉽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 직원들의 자기 가치감과 동료들 간의 신뢰를 통한
비효율성의 발견과 개선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을 들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보상제도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공기업은 사기업에 비해서 지식을 공유하는데 최고경영층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덜 중
요하고, 동료들 간의 신뢰가 더 필요하며 보상제도가 상대적으로 더 요구될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지식 공유 의사와 지식경영시스템을 사용하는 영향 요소들에 있어서 공기
업과 사기업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부분이 현실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형의 설계와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창원공단 제조기업의 지식공유 의사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나아
가 지식공유 의사와 지식경영시스템 활용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
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각 변수들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지식공유 의사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최고경영층의
지원, 자기 가치감, 동료 간의 신뢰, 경영진에 대한 신뢰, 보상제도 등 다섯 가지를 제시
하였다.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3.1.1 최고 경영층의 지원
경영혁신이나 정보기술의 도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최
고 경영자의 지원이다. 김경규 등(2005)은 최고 경영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직접적인 개
입보다는 지식공유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평가, 보상제도의 추진 및 조직구조의 개선 등을 통한 변화주도적인 리더십을 강조하였
다. 노성래(2004)는 경영층이 지식경영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에게 알림으
로써 조직 내 기능적, 시간적, 구조적 경계를 넘어서는 지식공유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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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식경영시스템 사용의 연구모형
최고경영층의 지원

H7
H1

자기 가치감

H2

동료 간의 신뢰

H3

경영진에 대한 신뢰

H4

지식공유 의사

H6

지식경영시스템 사용

H5
H8

보상제도

들의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조직 내 성공담을 확산시키
고, 적절한 보상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Best Practice의 공유 및 활용의 중요성을 전파하
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고 경영진의 지원 형태는 다음의 세 가지로 볼 수 있다(Davenport 등, 1998). 첫째,
지식경영과 조직 학습이 회사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메시지의 전달 둘째, 기반구
조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자금과 기타 자원의 지원 셋째, 회사에 가장 중요한 지식의 형태
를 명백하게 정의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지식공유 시 최고경영자의 지원 정도는 지식공유 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 : 최고경영층의 지원은 조직 구성원들의 지식공유 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2 자기 가치감
자기 가치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로, 하호조(2004)는 자신의 지적 능력에 대한 자
신감이 자기 가치의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개인은 기대한 만큼 타인이 응답할 때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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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고와 행동이 옳다고 결론짓고, 역할이론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를 주고자 한다. 이러
한 과정은 능력감에 의해 반영된 자존심 형성에 기여하며, 이는 효과적인 업무수행과 연
결된다. Bock 등(2005)은 지식공유의 과거 사례를 피드백 할 수 있는 종업원은 그러한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업무와 조직의 업무수행 개선에 기여하는지 이해함에 따라
자신감이 증가한다고 주장 하였다.
가설 2 : 자기 가치감은 조직 구성원들의 지식공유 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3 동료 간의 신뢰
조직 내의 대 인간의 신뢰는 지식경영 관련 문헌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져왔고 조
직 구성원들 간의 지식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Nelson과
Cooprider(1996)는 신뢰란 업무협조 관계자들 서로가 공동목표에 대해 몰입해 줄 것이라
는 기대수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높은 신뢰가 형성되면 상호 개방성과 지식공유가 증진된
다고 하였다. Gilber와 Tang(1998)은 수평적 신뢰란 동료 직원들이 양질의 지식을 제공
할 것이라는 믿음과 자신이 제공하는 지식을 악의적으로 활용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자신의 동료들을 불신하게 되면 협동적 참여에 따른 위험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이러
한 근심은 동료의 행동을 감시하며, 자신의 개인적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만 일하기 때문
에 집단성과에 맞춰진 초점을 잃게 된다.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집단목표에 맞출 수 있게 되어 동료에 대한 신뢰가 집단 효율성을 촉진하게 된다. 따라
서 지식공유 시 동료 간의 신뢰는 지식공유 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 동료 간의 신뢰는 조직 구성원들의 지식공유 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4 경영진에 대한 신뢰
수직적 신뢰란 회사 경영진에 대한 신뢰와 경영진의 의사나 행동,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Gilber 등, 1998). 박용대(2004)는 경영진이 구성원들의 이익에 대한 배려를 한
다고 신뢰하는 구성원들은 조직 변화에 대한 위험을 덜 느끼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경영진이 능력이 있다고 신뢰하는 구성원들은 경영진이 성공적으로 변화를 주도하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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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는 조직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고 믿고 변화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갖게
되며, 경영진이 일관성이 있다고 신뢰하는 구성원들은 경영진이 조직 변화와 관련된 약
속이나 공약 등을 일관적으로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변화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김홍민(2000)은 신뢰 대상자가 상관인 경우에는 대상자의 능력, 너그러움, 도덕성이 신
뢰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신뢰대상자가 부하인 경우에는 능력과 도덕성보다도 연령이
나 업무의 상호의존성이 신뢰 정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식공유
시 경영진에 대한 신뢰는 지식공유 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 경영진에 대한 신뢰는 조직 구성원들의 지식공유 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5 보상제도
지식공유 활동에 대한 보상은 지식공유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
되어 왔다(Davenport 등, 1998). 개인적 성장가능성, 운영의 자율성, 업무 성취 및 만족
도, 금전적 보상 등이 지식공유의 동기로서 작용되며, 이러한 지식공유에 대한 질적 평가
와 보상이 기대되고 이루어질 때 조직원들은 비로소 자신의 지식이 노출되는 위험을 감
수하고 동참하게 된다(김경규 등, 2005). Bock 등(2005)은 지식공유는 보상이 비용을 초
과한다고 종업원이 인식할 때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Siemens's Share Net
Project에서 보상은 종업원의 지식공유 동기를 높이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wing 등, 2001).
박병호(2000)는 지식공유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평가 수준 및 보상 수준이 지식
의 공유 활동과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Huber(2001)는 종업원이 지식
공유를 동료와 구별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을 방해할 것이라고 믿으면 보상제도는 지식공
유를 저해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효근 등(2002)은 각자의 노력이 적절히 보상 받지
못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식공유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지식공유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부
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지식공유 활동에 대한 조직의 적절한 보상은 조직원들이 지식공유에 참여함으
로써 얻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이며, 조직원들에게 조직이 지식경영에 많은 가치를 두
고 있음을 나타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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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 : 보상제도는 조직 구성원들의 지식공유 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6 지식공유 의사와 지식경영시스템 사용의 관계
Tiwana(2000)는 지식경영시스템의 성공 요인으로 조직의 문화적 요인이 있고, 그중에
서도 조직의 참여와 공유의 문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지식경영시스템 이 성공적으
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지식공유가 필수적인데, 활발한 지식공유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지식공유 의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식공유 의사는 조직 내에서
본인의 지식을 제공할 의사와 타인의 지식을 받아들일 의사를 포함한다(구교봉, 2000).
자발적 참여와 지식공유 의사에는 지식을 공유하려는 자발적인 의사, 시간과 자원을
헌신하려는 의지, 지식을 공유하려는 성향 및 기회, 지식제공 및 수혜자의 동기 및 의사
등을 들 수 있다(김경규 등, 2005).
이와 같이 지식공유에 참여하려는 지식공유 의사는 조직의 효과적인 지식공유 활동에
중요하며, 지식공유 활동은 지식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지식공
유 의사가 높을수록 실제 지식공유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지식경영시스템의 사용 정도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지식공유 시 지식공유 의사는 지식경영시스템 사용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 지식공유 의사는 지식경영시스템의 사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7 최고경영층의 지원과 지식경영시스템 사용의 관계
지식경영시스템 사용에 대한 최고 경영층의 지원은 시스템 성공에 대한 기대감과 시스
템 활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시스템 활용에 대해 호의적인 분위기를 조장하여 지식
경영시스템의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경규 등, 2005).
지식경영시스템의 활용과 경영층의 지원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최고 경영층의 적
극적 지원과 참여의 부족이 실패의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나 있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지
식경영시스템의 사용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고 한다(Kettinger 등, 1999). 조지현(2003)은
정보기술의 도입은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조직 전체가 관계되는 일이므로 최고 경영진
의 지원이 절대적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지식공유 시 최고경영층의 지원은 지식경영시
스템 사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7 : 최고경영층의 지원은 조직 구성원들의 지식경영시스템 사용에 정(+)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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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것이다.
3.1.8 보상제도와 지식경영시스템의 사용
O'Dell과 Grayson(1998)은 지식경영시스템 의 활용에는 지식을 채택, 검색, 등록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며, 정보기술의 활용에 대
한 거부감이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조직원의 지식공유 및 지식경영시스
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노력에 대한 평가와 보상과 같은 제도가 요구
되고, 지식경영시스템 사용을 촉진하는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김경규 등,
2005). 송세정(2003)은 지식 이전 과정은 상호 작용의 과정이므로 지식의 제공 행위뿐만
아니라 지식경영시스템 사용과 학습, 지식을 이용하여 성과를 올리는 행위에도 보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지식공유 시 보상제도는 지식경영시스템 사용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8 : 보상제도는 조직 구성원들의 지식경영시스템 사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9 공기업과 사기업간에 지식경영시스템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공기업과 사기업은 특성 상 여러 가지 경영에서 차이를 가져
올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9 : 공기업과 사기업에서 지식경영시스템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서로 차이
가 있을 것이다.
3.2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각 개념들을 측정하는 설문 항목은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것을 본 연구의 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 하였다. 모든 변수들은 Likert Scale의 7점 척도로 측정하여 통계 처리에
이용하였다. <표 3>은 변수들의 정의 및 선행연구의 출처이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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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수들의 정의와 선행연구 출처
요인
조작적 정의
최고경영 지식경영시스템 에 대한 경영층의 인식 및
층의 지원 태도, 관심, 지원정도
행위를 함으로써 조직에 가치 있는
자기 지식공유
공헌을
하고
가치감 끼는 정도 있다고 생각하거나 만족감을 느
동료 간의 동료 직원들의 의도, 행동, 능력에 대한 믿음
신뢰
경영진에 경영진의 정직성, 일관성, 공정성, 전문성
대한 신뢰 등에 대한 믿음
보상 제도 지식공유 활동에 대한 보상정도
지식공유 조직 내에서 본인 지식 제공의도와 타인
의사 지식을 받아들일 의도
지식경영
시스템 KMS에 접속하여 실제 이용하는 정도
사용

출처
김경규 등(2005), 노성래(2004)
Bock 등(2005)
Bock et al.(2005),
하호조(2003)
박병호(2000), Nelson &
Cooprider(1996), Gilber
and Tang(1998)
박용대(2004),
Gilber and Tang(1998)
김경규 등(2005), Huber(2001),
Bock et al.(2005), 박병호(2000)
김효근․정성휘(2002)
조현진 등(2002),
Tiwana(2000), 조지현(2003),
김경규 등(2005)
김경규 등(2005), 조지현(2003)
Tiwana(2000)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형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현재, 지식경
영시스템이 구축되어 이용하고 있는 창원공단의 중소 제조기업에 종사하는 개인들을 대
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였다. 창원소재 기업 중 지식경영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은 공기업
으로 경상남도개발공사, 창원 컨벤션 센타, 해양수산부 등이 있다. 사기업으로는 두산중
공업 같은 대기업은 대부분 구축되어 있고, 중소 제조 기업으로 두산중공업과 대우버스
및 현대차 협력업체인 태평공업이 지식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업들은 지식경영시스템을 도입 중이거나, 도입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정도이다.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앞에서 언급되어 선정된 기업들의 관련 부서에 전화로 연구
의 취지를 설명한 후, 이메일이나 직접방문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 하였다. 한
기업에서 여러 명의 응답자가 있었다. 총 360부를 배부하여 320부를 회수하여 본 연구의
데이터로 활용하였다(회수율, 88.9%).
수집된 자료를 통계 처리하기 위해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본의 특성과 신
뢰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및 구조방정
식 모형을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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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4.1 표본의 특성
4.1.1 응답자 현황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4>와 같다. 총 표본 수는 320개로 구조방정식모델에서
가장 보편적인 모수추정법인 ML(Maximun Likelihood) 활용 시 최소표본의 크기인 200
이상이라는 권고안에 충족되었다(Beardon 등, 1982).
<표 4> 표본의 특성
항목
남자
성별
여자
30세합계미만
30～40미만
40～50미만
연령
50～60미만
60이상
합계
고졸이하
전문대졸
최종학력
대졸
대졸이상
합계
실무자
책임자급
직위 단위부서
임원급
합계
1년
미만
1～3년
3～7년
근무 연수
7～10년
10년 이상
합계
50～100인 미만
종업원의 100～200인
이상
수
합계
공공부문
사기업
소유형태
합계

빈도수
260
60
320
56
146
94
231
320
38
63
174
45
320
276
413
320
17
27
81
53
142
320
35
285
320
175
145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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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81.3
18.8
100
17.5
45.6
29.4
7.2
0.3
100
11.9
19.7
54.4
14.1
100
86.3
12.8
0.9
100
5.3
8.4
25.3
16.6
44.4
100
10.9
89.1
100
54.7
45.3
100

<표 4>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설문 응답자의 직위 분포는 실무자 그리고 단위부서 책
임자급이 모두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근무 연수는 3〜7년이 25.3%, 7〜10년이
16.6%, 10년 이상이 44.4%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에서는 남자가 전체의 81%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대는 30〜40 미만이 45.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40〜50 미만
이 29.4%, 30대 미만이 17.5%, 50〜60 미만이 7.2%, 60 이상이 0.3% 순으로 나타났다.
4.1.2 응답자의 지식경영시스템 사용 특성
<표 5>는 지식경영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의 응답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기능이 무엇
인지를 나타낸 것이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공기업과 사기업) 응답자 중에
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지식검색으로 나타났으며, 공기업과 사기업을 구분한 분
석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기능으로 나타났다. 또한 게시판, 메일, 전자결재 등의 기능이
많이 사용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지식경영시스템 사용 현황
전체
KMS 기능
빈도 백분율
개인화 서비스
61 4.1
지식등록
122 8.2
지식검색
210 14.2
지식평가
60 4.1
게시판
164 11.1
워크플로우
24 1.6
전자결재
175 11.8
Cop
45 3.0
문서관리
143 9.7
메일
188 12.7
인스턴트 메시징
16 1.1
온라인 미팅
23 1.6
음성/화상회의
6 0.4
화이트 보드
5 0.3
프로젝트 관리
16 1.1
일정 관리
92 6.2
어플리케이션 공유
23 1.6
자동지식검색, 자동지식제공 75 5.1
기타
32 2.2
합계
1480 100.0

- 16 -

공기업
빈도 백분율
29 3.4
78 9.1
113 13.2
42 4.9
80 9.3
7 0.8
117 13.6
25 2.9
91 10.6
113 13.2
7 0.8
13 1.5
2 0.2
0 0.0
5 0.6
75 8.7
6 0.7
36 4.2
20 2.3
859 100.0

사기업
빈도 백분율
32 5.2
44 7.1
97 15.6
18 2.9
84 13.5
17 2.7
58 9.3
20 3.2
52 8.4
75 12.1
9 1.4
10 1.6
4 0.6
5 0.8
11 1.8
17 2.7
17 2.7
39 6.3
12 1.9
621 100.0

공기업과 사기업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비교분석에서는 공기업에서는 전자결재가, 사기
업에서는 지식검색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능으로 나타났다.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토론이나 회의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창출할 수 있으며, 지식 생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음성ㆍ화상회의, 화이트보드 등의 활용은 의외로 저조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앞
으로 이런 기능의 사용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4.2.1 신뢰성 분석
신뢰성은 동일한 개념에 대하여 비교 가능한 독립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측정을 반복
하였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질문 항목들 간
의 내적 일관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장 널리 활용 되고 있는 크런바하 알
파 Test를 실시하였다. 측정되는 변수의 성질과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이 유동적이기는 하
지만 일반적으로 알파계수가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에서 활용 되어진 요인들에 대한 신뢰성 분석 결과는 <표 6>에 나타나 있다.
<표 6>변수에 대한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명
항목 수 Cronbach's α
최고경영층의 지원 4
.911
자기 가치감
3
.876
동료 간의 신뢰
4
.881
경영진에 대한 신뢰 4
.917
보상제도
2
.844
지식공유 의사
2
.867
KMS 활용
2
.836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모든 요인들의 크런바하 α 계수 값이 0.8
이상 나왔으므로 측정도구들에 대한 내적 일관성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이용될 수 있는 필요조건은 충족시키고 있다.
4.2.2. 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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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의 구성 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측정하고 측정변수의 수렴타당성
(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판단하기 위해 확인적 요
인분석(CFA :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수렴타당성은 하나의 개념
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 한 여러 측정치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판별타당성은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 한 측정치들이 서로
낮은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Amos 4.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최고 경영층의 지
원정도 4 개 항목, 자기 가치감 3개 항목, 동료 간의 신뢰 4개 항목, 경영진에 대한 신뢰
<표 7>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 정 항 목

최고
경영층의 지원정도
: 관심이
우리 조직의
최고 경영진은
1.2. 지식경영시스템
에
대한
높다.
의
도입
목표와
방향을있다.
명확히 하였다.
3.4. 지식경영시스템
지식경영시스템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경영시스템 에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

자기 가치감 : 나의 지식 공유는 조직의
1. 다른 구성원이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2.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한다고 생각한다.
3.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한다.
동료 간의 신뢰 : 우리 조직의 직원들은
1. 내가 업무 수행에서 그들이 가진 정보를 필요로 할 때 먼저 제공해 줄 것이다.
2. 내가 제공한 지식이나 정보를 나에게 불리하게 활용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함
3. 의지 할 수 있다.
4. 완수해야 할 일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경영진에 대한 신뢰 : 우리 조직의 경영진은
1. 직원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한다.
2. 조직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고 믿는다.
3. 매우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다.
4. 그들이 직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보상제도 : 우리 조직에서는 지식공유
1. 에 대한 보상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 정도가 인사평가나 승진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이 된다.
지식공유에 대한 의사 : 나는
1. 우리 조직이나 부서의 업무수준을 높이기 위해 내가 배운 업무지식, 노하우를 동료
들에게 알려줄 의향이 있다.
2.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 조직이나 부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향이 있다.
지식경영시스템의 사용 : 나는
1. 지식경영시스템을 자주 활용 한다.
2. 지식경영시스템에 나의 지식을 자주 등록한다.
Χ2=267.45, df=165, Χ2/df=1.621, p=0.000, GFI=0.926, AGFI=0.896, NFI=0.943, CFI=0.977 RMSEA=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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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S. E.

C. R.

.86
.87
.83
.83
.82
.84
.85
.77
.79
.83
.83
.86
.87
.89
.82

.047
.049
.051
.062
.061
.067
.072
.67
.049
.054
.057

20.26
18.82
18.70
16.64
16.85
14.63
15.53
15.41
20.32
21.04
18.60

.58
.59
.44
.37

.069 14.46
.10- 9.30

계수

.91
.81

.072 .11.68

4개 항목, 보상제도 2개 항목, 지식공유 의사 2개 항목, 지식경영시스템 사용 2개 항목
으로 적재되었으며, p값을 제외하고는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만족스러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한 개념에 다중 측정지표를 활용하는 경우 집중타당도의 평가는 측정지표들 간의 상관
관계로 평가하는데 Amos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의 집중타당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요인 적재량이 지식경영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0.6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3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연구가설 검증에 앞서 연구모형의 전반적인 구조의 적합도를 검증해야 한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절대적합지수, 검증적합지수, 최적적합지수 등을
이용한다. 절대적합지수는 모델의 전반적인 부합도를 평가하는 지수로서, 여기서 대표적
인지표로는 χ2 통계량, 적합도 지수(GFI), 평균잔차 제곱근(RMR), 개략적 평균 오차 제
곱근(RMSEA) 등이 있다. 검증적합지수는 기초모형과 제안모형의 비교를 통해 모형의
개선정도를 파악하는 지수로서, 대표적인 지표로는 기준 적합도 지수(NFI), 상대적 적합
도 지수(RFI), 점증 적합도 지수(IFI), 타커 루이스 지수(TLI/NNFI), 비교 적합도 지수
(CFI) 등이 있다. 카이제곱 통계량(χ2)은 모형의 완전성, 즉 모형이 자료에 완전하게 적
합 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활용 된다. 일반적으로 0.05 미만이면 우수하고, 0.08을 초과
하지 않으면, 적절한 수준이라고 한다.
Amos를 이용하여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GFI, NFI,
RFI, IFI, TLI, CFI 등의 값이 클수록 적합도가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0.9
이상이면 좋은 모형으로 판단한다. 그 값이 크다는 것은 적합도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
하지만, GFI의 경우 수용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다(여운승, 2000).
PGFI, PNFI, PCFI도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그 값이 높을수록 우수한 모형이라고 판단
한다.
반면 RMR과 RMSEA의 경우, 그 값이 작을수록 적합도 수준이 높은 모형으로 제안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는 <표 8>을 보면 χ2=267.45, df=165, χ2/df=1.621 ,
p=0.000, GFI=0.926, AGFI=0.896, NFI=0.943, CFI=0.977, RMSEA=0.044로 χ2 값에 대한
유의수준이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모형의 적합도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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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연구 모형의 적합도 평가
적합도 기준
절대 적합지수
χ2
GFI
RMR
RMSEA
점증 적합지수
NFI
RFI
IFI
TLI
CFI
최적 적합지수
PGFI
PNFI
PCFI

권 고 수 준

연 구 모 형

0~1 : 클수록 양호
< 0.05 ; <0.08 어느 정도 양호
< 0.05 ; <0.08 어느 정도 양호

267.45
0.926
0.048
0.044

>
>
>
>
>

0.9
0.9
0.9
0.9
0.9

0.943
0.928
0.977
0.971
0.977

0~1 : 클수록 양호
0~1 : 클수록 양호
0~1 : 클수록 양호

자료; 여운승, 2000, 839쪽, 김계수, 2004.

0.661
0.741
0.768

4.4 연구가설의 검증
4.4.1 공기업에 대한 분석결과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창원공단의 중소 제조기업을 공기업과 사기업으로 구분하여 각
기업의 지식공유 의사에 따른 지식경영시스템 사용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점에 대해 분
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앞에서 제시된 공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총 200부를 배부하여 175부를 회수(회수율 87.5%)하였으며, 공기업의 사례는 전체 표
본에서 54.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는 공기업에서 제안된 모형의 경로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각 가설에 대
한 경로계수 유의성을 기준으로 가설을 보여주고 있는 <표 9>를 보면 χ2=244.30,
df=163, χ2/df=1.50, p=0.000, GFI=0.887, 검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제안된 모형의 적합도는 AGFI=0.840, NFI=0.916, CFI=0.970, RMSEA=0.054로 χ2 값에
대한 유의수준이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모형의 적합도는 우수하다
고 볼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8개의 가설을 유의수준 p<0.05(C. R.>1.96)에
서 검정을 실시해 본 결과, 자기 가치감, 동료 간의 신뢰 등이 지식공유 의사와의 관계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고 경영층 지원, 경영진에 대한 신뢰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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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공기업에서 모형의 경로계수
CEO1
CEO2
CEO3
CEO4

.93
.77
.85

최고경영층
지원

WOR1
WOR2
WOR3

.73
.83
.87

자기
가치감

.86

COTR1
COTR2
COTR3
COTR4
CEOTR1
CEOTR2
CEOTR3
CEOTR4
AWARD1
AWARD2

.78
.31
.81
.84
.90

-.06

.19

.49*

INT1
.61

동료간의
신뢰

.66*

INT2

지식공유
의사

.61
.78*

지식경영시스템 .51
사용
.43

.14

.37
.89
.83

경영진에
대한 신뢰

.93
.82

보상제도

.15
-.05

모형적합도
χ2=244.30, df=163, χ2/df=1.50, p=0.00, GFI=0.887, AGFI=0.840, NFI=0.916, CFI=0.970, RMSEA=0.054
*p<0.05

<표 9>공기업 측정모형의 가설검증
가설

경 로

경로계수

S. E.

C. R.

결과

H1 최고경영층의 지원→지식공유 의사 -0.061 0.098 -0.376 기각
H2 자기 가치감→지식공유 의사
0.486 0.087 3.85** 채택
H3 동료 간의 신뢰→지식공유 의사
0.659 0.116 3.96
채택
H4 경영진에 대한 신뢰 → 지식공유 의사 0.136 0.103
0.82
기각
H5 보상제도 → 지식공유 의사
-0.047 0.067 -0.37* 기각
H6 지식공유 의사 → KMS 사용
0.783 0.197 3.56
채택
H7 최고경영층의 지원 → KMS 사용
0.185 0.113
0.85
기각
H8 보상제도 → KMS 사용
0.150 0.082
0.82
기각
1)χ2=244.30,
모형 적합도
2
2) *p<0.05df=163,, χ /df=1.50, p=0.00, GFI=0.887, AGFI=0.840, NFI=0.916, CFI=0.970, RMSEA=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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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1
USE2

상제도는 지식공유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공유 의사는 지식
경영시스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최고경영층의 지원과 보상제도는 지식경영시스템의 활용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표 10>은 가설이 유의한 것으로 검증된 변수들 간 영향 관계
의 직․간접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를 보면 최고경영층의 의사와 경영진의 신뢰, 보
상제도는 지식공유 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직․간접적으로 지식경영시스템 사
용 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고 경영층의 지원과 보상제도는 지식경영시스템 활용에 직․간접인 영향을 주
고 있는데, 간접효과의 부(-) 영향으로 전체효과가 감소되고 있는 것을 해석 할 수 있다.
<표 10> 직접간접 효과분석

종속변수 지식공유 지식경영시스템 활용
의사 직접
독립변수
효과 간접
효과 전체
효과
최고경영층의 지원
- 0.094 -0.024 0.070
자기 가치감
0.363 - 0.239 0.239
동료 간의 신뢰
0.491 - 0.323 0.323
경영진에 대한 신뢰 - 0.059 0.059
보상제도
- 0.066 -0.016 0.050
지식공유 의사
- 0.658 - 0.658

4.4.2 사기업인 중소 제조기업의 분석결과
창원공단의 중소 제조기업의 표본은 앞에서 밝힌 회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식공유
의사에 따른 지식경영시스템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60부를 배부하여 145부를 회수(회수율 90.6%)하였으며, 이는 전체 표본에서 45.3%를 차
지한다.
<그림 3>의 모형을 기준으로 가설을 검증하였으며, 각 가설에 대한 경로계수 유의성
을 기준으로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를 보면 총 8개의 가설을 유의수
준 95%(C. R.<1.96)에서 검정을 실시해 본 결과 최고 경영층 지원이 지식공유 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과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지식공유 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은 기각되었다. 공공부문과는 다르게 사기업 부문에서는 보상제도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공유 의사가 지식경영시스템의 활용에 유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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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기업에서 모형의 경로계수
CEO1
CEO2
CEO3
CEO4

.79
.87
.83

최고경영층
지원

WOR1
WOR2
WOR3

.84
.86
.83

자기
가치감

COTR1
COTR2
COTR3
COTR4

.79

.73
.75
.88
.78

CEOTR1
CEOTR2
CEOTR3
CEOTR4

.88
.88
.80

AWARD1
AWARD2

.82

.81

.83

동료간의
신뢰

-.12
.37

.38

*

INT1

INT2

.61

*

.59

지식공유
의사

.60
.67*

지식경영시스
템 사용

.44
.31

USE1
USE2

.14

경영진에
대한 신뢰

.11
.25*

보상제도

모형적합도
χ2=298.38, df=170, χ2/df=1.76, p=0.000, GFI=0.851, AGFI=0.798, NFI=0.857, CFI=0.932, RMSEA=0.072
*p<0.05

<표 11> 사기업 측정모형의 가설 검증
가설

경 로

경로계수

S. E.

C. R.

H1 최고경영층의 지원 → 지식공유 의사 -0.122 0.084
-0.949
H2 자기 가치감 → 지식공유 의사
0.371 0.081
3.354*
H3 동료 간의 신뢰 → 지식공유 의사
0.586 0.112
3.952*
H4 경영진에 대한 신뢰 → 지식공유 의사 0.142 0.087
1.145
H5 보상제도 → 지식공유 의사
0.249 0.063
2.194*
H6 지식공유 의사 → KMS 사용
0.669 0.249
2.592*
H7 최고경영층의 지원 → KMS 사용
0.380 0.156
1.535
H8 보상제도 → KMS 사용
0.105 0.143
0.393
1)χ2=298.38,
모형적합도
df=170, χ2/df=1.76, p=0.000, GFI=0.851, AGFI=0.798, NFI=0.857, CFI=0.932, RMSEA=0.072

2)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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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
채택
채택
기각
채택
채택
기각
기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고 경영층의 지원이나 보상제도는 공공부문에
서의 값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찾지 못했다.
<표 12>는 가설이 유의한 것으로 검증된 변수들 간의 영향 관계의 직․간접 효과를
밝힌 것이다. 표를 보면 자기 가치감과 동료 간의 신뢰, 보상제도가 지식공유의 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지식경영시스템 사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최고 경영영층의 지원과 경영진에 대한 신뢰는 지식공유 의사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지식경영시스템 사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사기업의 직접 간접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최고경영층의 지원
자기 가치감
동료 간의 신뢰
경영진에 대한 신뢰
보상제도
지식공유 의사

지식공유
의사
0.273
0.441
0.137
-

지식경영시스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0.240 -0.052
- 0.176
- 0.285
- 0.065
0.056 0.089
0.646 -

활용
전체
효과
0.188
0.176
0.285
0.065
0.145
0.646

4.4.3 공기업과 사기업의 비교
공기업과 사기업을 비교한 <표 13>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에 의하면 자기 가치감과
동료 간의 신뢰에 있어서는 두 조직의 형태 모두에서 유의적인 관계가 있으나 둘 다 공
기업의 경로계수가 더 크며, 지식공유 의사가 지식경영시스템의 사용에도 두 조직의 형
태에서 모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공기업의 경로계수가 더 크다. 반면에 사기
업의 경우 보상제도가 지식공유 의사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공기업의 경우에는 유의적이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경남지역 내 창원공단에 있는 공기업과 사기업인 중소 제조기업들 각각을
대상으로 지식경영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식공유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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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공기업과 사기업의 비교
가설

H1
H2
H3
H4
H5
H6
H7
H8

경 로

공기업

사기업

최고경영층의 지원 → 지식공유 의사
자기 가치감 → 지식공유 의사
0.486 채택 0.371 채택
동료 간의 신뢰 → 지식공유 의사 0.659 채택 0.586 채택
경영진에 대한 신뢰 → 지식공유 의사
보상제도 → 지식공유 의사
0.249 채택
지식공유 의사 → KMS 사용
0.783 채택 0.669 채택
최고경영층의 지원 → KMS 사용
보상제도 → KMS 사용

요소들을 확인하였고, 지식공유 의사가 지식경영시스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분
석을 통해 비교ㆍ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공유 의사의 영향요인으로 추출하였던
요인 중 최고경영층의 지원은 기존 선행연구와 다르게 지식공유 의사와 지식경영시스템 사
용에서 공기업과 사기업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
과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실무에서 지식경영시스템을 활용하는 분야는 문서공유나
팀별 업무 절차, 분장 등 그룹웨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분야로 지식경영시스템 사용 정
도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2) 최근 기업들이 포털 사이트나 인트라넷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
는데, 현재 지식경영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은 대부분 포털이나 인트라넷의 기능
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최고경영층이 가지고 있던 지식경영시스템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소 제조 기업의 지식공유 의사나 지식경영시스템의 사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지식경영 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
어야 할 것이며, 최고경영층도 단기간의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지
속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는 공히 공기업과 사기업에 모두 해당되는
것이다.
둘째, 자기 가치감은 지식공유 의사에 공기업, 사기업 모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
났다. 조사업체의 종사자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의 업무와 조직의 업무수행 개
선에 기여하는지를 이해하며 자신감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 가치감이 높을수록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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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유하려는 의사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동료 간의 신뢰는 공기업의 경우와 사기업의 경우 모두 지식공유 의사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영진에 대한 신뢰와 지식공유 의사와의 관계는 공기업의
경우와 사기업의 경우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식의
실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신뢰가 지식공유 의사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경영진에
대한 신뢰 보다는 동료 간의 신뢰가 지식 공유 의사에 더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보상제도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가져오
지 않았으나 사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지식공유 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 원인을 분석해 보면 사기업의 경우 성과관리에 따라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보
상이 이루어지지만 공기업의 경우 사기업에 비해서는 이러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의 경우와 사기업의 경우 모두 지식공유 의사가 지식경영시스템의 사용
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공유에 참여하려는 지식공유 의사는 조직
의 효과적인 지식공유 활동에 중요하며, 지식공유 활동은 지식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루
어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원공단의 공기업과 사기업에서 지식공유 의 의
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확인 한 바 공기업에서는 자기 가치감, 동료 간의 신뢰 가 영향
요소이었으나 사기업의 경우는 보상제도까지 영향요소로 확인 된 바 지식공유 의사는 서로
다르므로 경영층의 지식경영시스템 활용에서는 이 점을 인식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두
조직의 유형 공히 지식공유 의사가 지식경영시스템 사용에 매개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기존의 지식경영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달리 중소 제조기업에서 지식경영시스템 사
용과 관련된 연구로 진행한 바, 향후 중소 제조기업의 지식경영 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식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실무자들이나 컨설팅을 해 주는
측면에서 현재 자신들의 지식경영시스템 사용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짚어봄으로써 향후
지식경영시스템을 통한 지식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를 수집함에 있어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수집하여야 하나, 현재 창원공단의 중소 제조기업들 중 지식경영시스템을 구축ㆍ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표본수가 작아서 공기업과 사기업의 지식경영시스템 사용 에 따른 차
이를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차후에는 표본의 범위를 넓혀서 자료를 수집하
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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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는 공기업과 사기업으로 구분해서 지식공유 의사가 지식경영시스템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실제로 어떤 기업은 지식경영시스템이라는 별도의 시스템이 존
재하지만, 어떤 기업에서는 사내 인트라넷이나 게시판처럼 기업포탈시스템의 일부분에 속하
기도 한다. 따라서 지식경영시스템의 범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도 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중소 제조기업의 특색을 반영 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서 대기업, 공
기업과 중소 제조기업에서 지식경영시스템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비교가 이루어지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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