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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知識管理시스템 使用者들의 知識共有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에 關한 硏究

- 補償을 中心으로 -

經營學 碩士學位 論文, 2013

서울大學校 大學院

經營學科 經營學 專攻

安 瑞 鉉

오늘날 기업이나 조직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

전으로 불확실하고도 역동적인 경쟁 환경 속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을 전략적 자원으로써 인식하여

조직이나 기업 내부의 지식자산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갖

고 있는 지식을 효율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공유, 활용하고자 지식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노하우나 핵심

지식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지식공유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로써 공

공조직에서 사기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조직에서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

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단순히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서 지식공유를 활성화하기는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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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지식은 개인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자산이며, 이를 활용할 때 조

직 내 위상 및 업무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핵심지식을 공유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보상과 같은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적절한 보상은 개인의 불안감 해소 및 지식공유 활동

에 강력한 동기 및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상이 지식공유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 많은 논쟁이 되고 있다. 또한, 보상의

유형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보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유형에 따라

지식공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를

토대로 하여, 보상의 유형을 외재적 보상, 내재적 보상, 관계적 보상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지식관리시스템 사용자들의 지식공유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 때 지식공유는 지식공유 행위의

양과 공유되는 지식의 질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군 조직(공군)을 대상으로 공군 인트라넷 설문조사

시스템 이용 및 연구자 직접 방문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93

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를 토대로

SmartPLS 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재적 보상은 지식관리시스템 상에서 공유되는 지식의 질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사용자들의 지식공유 행위의 양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재적 보상 또한 지식관리시스템 상에서 공유되는 지식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사용자들의 지식공유 행위의 양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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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관계적 보상은 지식공유 행위의 양과 공유되는 지식의 질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지식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이나 기업에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먼저 조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를 형성토록 노력하여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서로 간

에 필요한 지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호혜적인 문화를 조성해주어야

한다. 또한, 업무 성과 및 개선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공유한 구성원들에

게 공정하고도 확실한 보너스, 인사점수 반영, 위상 제고 등의 물리적,

심리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상의 유형을 변수로 제한하여 연구하였으나, 시스템

사용 환경, 집단 간 문화 차이, 구성원 성향 등의 변수를 추가하여 연구

를 수행한다면 더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

불어, 본 연구에서는 지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한 개 조직(공군)

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좀 더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종단 연구를 통

해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보상의 영향력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면

더욱 의미 있고 발전된 연구가 될 것이다.

주요어 : 관계적 보상, 내재적 보상, 외재적 보상, 지식공유,

지식관리, 지식관리시스템

학 번 : 2011-2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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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오늘날 우리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의 급속한 발전은 개인 간 직접적인 접촉 없이

가상의 공간에서 지식공유가 가능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하고 있

다. Drucker(1993)는 조직 기반이 되는 자원은 기술, 자본, 금전적인 부

분이 아니라 지식이 유일한 경제 자원이라고 설명하며,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오늘날 불확실하고, 역동적이며 치열한 경쟁 환

경 속에서 지식은 조직의 경쟁 우위의 원천이자, 기업 및 조직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Grant, 1996; Miller and

Shamsie, 1996).

이러한 지식은 개인에 의해 창출되어 조직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

로써 획득될 수 있다(Nonaka and Takeuchi, 1995). 지식 획득은 평소 업

무를 통해 만들어지는 지식들을 축적하고 공유함으로써 이를 조직 차원

의 지식으로 쉽게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직 구성원이 다른 조직, 부서, 혹은 업무가 상이한 구성원들

의 지식을 활용하고자 할 때 한계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조직의

지식이 보통 그 지식을 창출한 구성원 개인 수준에서 관리되기 때문이다

(Constant et al., 1994).

이에 따라, 실무와 학계 모두 지식공유를 활성화하는 해결책을 찾기 위

해 꾸준히 노력해왔다(Alavi and Leidner, 2001). 일반적으로 지식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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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직 구

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식을 공유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의제로 떠오른

것이다(Zhao and Shen, 2000).

따라서,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지식의 획득, 등록, 공유, 활용의 기능을

가진 지식관리시스템과 같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 구성원 간

의 지식을 교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 및 활용하는

것만이 지식공유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한 판단은 매우 어려

운 일이다. 그 이유는 지식은 개인의 전략적 자산이며, 이를 적절히 활용

하면 개인의 조직 내 위상 및 업무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지식은 곧 권력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Hart and Saunders,

1997). 이와 더불어,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신만 지식을 공유하

게 될 때 조직 내 자신의 위상 및 경쟁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지식공유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개인의 지식을 능동적으로 공유하게 하려면 적절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개인의 지식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공식적, 비공식적 보상에

의해 달라지고(Hargadon, 1998), 보상은 조직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Bandura, 1986).

또한, 지식공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개인의 불안감 해소 및 지식관리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Marshal et

al., 1996).

그러나,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는 정보기술 기반의 시스템 역할 및 사용을 중심으로 한 연구(Gray and

Durchikova, 2005; Kankanhalli et al., 2005; Lin and Huang, 2008),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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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문화, 분위기 등 조직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Chen and

Huang, 2007; Gold et al., 2001; McDermott and O'Dell, 2001) 등으로

수행되어, 개인의 동기요인보다는 주로 조직적, 제도적 관점에서의 영향

요인을 고려하였다. 또한, 보상이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학

자들 간에 많은 논쟁이 되고 있다(e.g., Bock et al., 2005; Lin,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동기부여를 위한 보상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선행연구를 통해 조직 구성원들의 지식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상

의 유형은 무엇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연구하여, 조직 및 기업의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되는 지식을 효과적으로 공유 및 관리할 수 있는 전략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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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지식관리시스템 사용자들의 지식공유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지식관리시스템 사용자들의 지식공

유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존 문헌연구

를 바탕으로 하여, 보상의 유형을 중심으로 요인들을 설정하고, 지식공유

행위를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지식관리시스템 사용자들의 지식공유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보상의 유

형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기존의 문헌연구를 실시하

여,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 지식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군 조직(공군)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선행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자들이 사용했던 측정항목을 수

정 및 보완하여 구성했으며,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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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구성 등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논문의 개요 및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제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였

다. 지식, 지식관리, 지식관리시스템, 지식공유에 관한 연구 및 보상에 관

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공유 행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설정하였다.

제 3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의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을 설정하였다.

제 4장에서는 가설의 검증을 위한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에 관해

기술하였고, 자료의 수집, 표본의 선정, 설문지 구성, 자료의 분석방법 등

의 연구방법을 설명하였다.

제 5장에서는 연구결과 실증분석을 위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

도를 검증하였고, 기 선정된 각 변수들 간의 관계분석을 통하여 연구가

설 검증 및 그 결과를 서술하였다.

제 6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고, 학문적, 실무

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본 후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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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연구

본 장에서는 기존 문헌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지식 및 지식관리, 지식

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본 후 보상에 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지식

관리시스템 사용자들의 지식공유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2.1 지식, 지식관리, 지식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

2.1.1 지식(Knowledge)

지식은 다양성을 수반한 다면적인 개념이기 때문에(Nonaka, 1994), 명

확하게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지식은 무형적이고, 끊임

없이 변동하며, 측정이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이다(Wiig, 1997). 또한, 지

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학자들마다 지식

에 대한 개념 및 정의를 〔표 1〕과 같이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Dretske(1981)는 지식이란 정보에 의해 생산 혹은 유지되

는 믿음이라 하였으며, Huber(1991)는 효과적 행동을 가능케 하는 개인

의 역량을 증가시키는 정당화된 개인의 신념이라 하였다. Nonaka(1994)

도 이와 비슷하게 지식을 개인의 정당화된 믿음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Walczak(2005)은 의사 결정, 분쟁 중재, 문제 해결 등에 탁월하게 도움

이 되는 데이터, 정보 및 기술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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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지식에 관한 정의

연구자 정 의

Leibeskind(1996) 증명을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정보

Harris(1996) 상황, 경험과 정보가 결합된 형태

Beckman(1997)
문제해결, 의사결정, 학습, 교육 등을 가능하게 하

는 정보, 데이터에 대한 추론의 결과

Davenport et al.

(1998)
경험, 상황, 판단 및 사상 등과 결합된 정보

Krogh(1998)

인지적(cognitive) 관점에서의 지식이란 명확하고

쉽게 코드화되어 타인에게 전이가 가능한 것이며,

구성적(constructionist) 관점에서의 지식은 사전 경

험, 기분, 느낌 등을 통하여 축적되며, 타인과 쉽게

공유 및 구체화하기 어려운 것

일반적으로 지식은 데이터(data)나 정보(information)와는 계층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각각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지식을 별

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층적 관점에서 볼 때, 지식

은 상대적으로 고차원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Alavi and Leidner, 2001).

Davenport and Prusak(1998)에 따르면, 지식은 비록 데이터나 정보와

분명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념이라고 하였다. 즉, 데이터는

가공되지 않은 숫자나 사실이고, 정보는 가공된 데이터이며, 지식은 실무

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합하게 만들어진 증명된 정보인 것이다(Dretske,

1981; Machlup, 1983; Vance, 1997).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Beckman(1997)은 성과, 문제해결, 의사결정, 학

습, 교육을 위해 이용되는 정보를 지식이라고 제시하였고, Davenport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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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1998)은 지식이란 경험, 상황, 판단, 사상과 결합된 정보를 뜻한다고

정의하였다. Martz and Shepherd(2003)는 지식이란 데이터나 정보와는

달리 목적 지향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탐색하여 얻은 결과물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더불

어, 많은 학자들이 지식과 데이터, 정보를 구분하기 위하여 〔표 2〕와

같이 설명하였다.

〔표 2〕데이터, 정보, 지식의 구분

연구자 데이터 정 보 지 식

Wiig(1993) -
상황, 상태를

묘사한 사실

신념, 믿음,

인식, 판단,

경험, 노하우

Nonaka and

Takeuchi(1995)
-

유의미한

메시지의 흐름

정보로부터

창출된 신념

Spek and

Spikervet(1997)
미해석된 상징

유의미한

데이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

Davenport and

Prusak(1997)
단순한 관찰

관련성,

목적성을

내포한 데이터

인간내면에서

기인한 가치

있는 정보

Vance(1997)
가공되지 않은

사실
가공된 데이터 증명된 정보

Zack(1999) 관찰, 사실

의미가 있는

상황에서의

데이터

의미가 있게

조직화되고

축적된 정보

위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지식은 데이터나 정보와 뚜렷하게 구별되며,

자신의 경험, 상황, 학습 등과 결부되어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지식은 정보로부터 생성되지만 정보와

달리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즉시 적용 및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Leonard and Sensipe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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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지식관리(Knowledge Management)

지식관리에 대한 정의 및 개념도 학자들의 지식관리에 대한 관점에 따

라 다양하다.

먼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Wiig(1997)는 조직의 성공을 위해 지식을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지

식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거나 보완 및 응용하는 것으로 설명하였고,

Nonaka(1994)는 조직차원의 지식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

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기업 내부에 축적하고, 이러한 지식을 기업의 경

쟁력 제고를 위해 활용하는 관리활동이라 정의했다.

Grant(1991)는 자원기반이론(resource-based theory)에 기초하여, 지식

은 조직 가치 창출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며, 지식에 대한 관리

능력에 따라 조직의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식관리를 지식관리 활동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 정의하는 관점도 있

다. Davenport and Prusak(1998)은 지식을 획득, 저장, 공유, 활용하는

과정으로, Ruggles(1998)는 지식의 창출, 성문화(codification), 이전 등의

과정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Alavi and Leidner(2001)는 지

식관리란 지식 창출, 축적, 이전, 응용의 과정으로 설명하였고,

Marquardt(1996)는 지식을 획득, 창출, 이전, 활용, 축적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Szulanski(1996)는 지식의 구상, 전이, 이용, 통합의 과정으

로, Holsapple and Joshi(2003)는 지식의 획득, 수집, 내면화

(internalization), 활용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지식관리는 조직의 목표달성 및 경쟁력 창

출을 위해 구성원들의 지식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으로써, 지식을 창출, 축

적, 공유 및 활용하는 일련의 순환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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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관리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는 〔표 3〕과 같다.

〔표 3〕지식관리에 관한 정의

연구자 정 의

O'Dell(1996)
가치의 발견, 이해 및 가치 창출을 위해 지식을 사

용하는 체계적 접근

Petrash(1996)
최선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적합한 지식을

활용하는 과정

Marquardt(1996) 지식을 획득, 창출, 이전, 활용, 축적하는 과정

Prusak(1997)

개인에게 내재화되어 있는 지식자산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용이 가능하도

록 자산화하는 것

Van der Spek

et al.(1997)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식의 통제와 관리

Wiig(1997)

조직의 성공을 위해 지식을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지식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거나 보완 및 응

용하는 것

Quintas et

al.(1997)

획득된 지식자산의 규명, 개발 및 신규 기회 창출

을 위하여 모든 유형의 지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

는 프로세스

Rastogi(2000)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 혹은 집단이 지식을 획

득, 창출, 저장, 공유, 확산 등을 통해 광범위한 조

직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과정

Alavi and Leidner

(2001)
지식 창출, 축적, 이전, 응용의 과정

Holsapple and

Joshi(2003)

지식의 획득, 수집, 내면화(internalization), 활용 등

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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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지식의 전략적 자산으로써의 인식 및 중요

성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지식관리의 성공 요인을 찾기 위하여 많은 학

자들이 연구를 수행해왔다.〔표 4〕는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지식관리

성공요소들에 대한 내용이다.

〔표 4〕지식관리 성공요소에 관한 연구

연구자 지식관리 성공요소

Quinn et al.

(1996)

보상제도, 구성원에 대한 적절한 선발, 구성원 능력

개발, 기술 개발

Skyrme and

Amidon(1997)

지식 리더십, 지식창출 및 공유문화, 적합한 기술

및 인프라,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한 체계적이고 조

직적인 지식프로세스

Davenport and

Prusak(1998)

최고경영진의 지원, 지식관리시스템의 명확한 목표,

경제적 성과와의 연계, 지식공유가 가능한 다양한

채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동기유발, 인프라 구

축, 기술 지원, 기업 내 지식관리에 대한 긍정적 문

화 및 조직 구조

Liebowitz(1999)

최고경영진 및 최고지식관리책임자(CKO)의 리더십

을 통한 지원, 지식관리 인프라, 지식 저장소, 지식

관리시스템, 지식공유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

식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

Holsapple and

Joshi(2000)
리더십, 측정, 통제와 조정, 자원

Wong(2005)

리더십, 지식관리를 지원하는 문화, IT, 전략 및 목

적, 조직적 차원의 인프라, 프로세스 및 실행, 자원,

교육 및 훈련, 인적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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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rme and Amidon(1997)은 지식 리더십, 지식창출 및 공유문화, 적합

한 기술 및 인프라,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식

프로세스 등을 제시하였고, Davenport and Prusak(1998)은 최고경영진의

지원, 지식관리시스템의 명확한 목표 및 목적, 경제적 성과와의 연계, 지

식공유가 가능한 다양한 채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동기유발, 인프라

구축, 기술 지원, 기업 내 지식관리에 대한 긍정적 문화 및 조직 구조 등

을 설명하였다.

Liebowitz(1999)는 최고경영진 및 최고지식관리책임자(CKO)의 리더십

을 통한 지원, 지식관리 인프라, 지식 저장소, 지식관리시스템, 지식공유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식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 등이 지식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Quinn et al.(1996)은 보상제도 및 구성원에 대한 적절한 선발

및 능력 개발, 기술 개발 등을 중요한 요소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Wong(2005)은 리더십, 지식관리를 지원하는 문화, IT, 전략 및 목적, 조

직적 차원의 인프라, 프로세스 및 실행, 자원, 교육 및 훈련, 인적자원개

발 등으로 설명하였다.

위에 제시된 지식관리 성공요소들을 종합해보면, 인적자원, 지식관리에

적합한 구조 및 긍정적 문화, 동기유발을 위한 보상, 기술 및 지식관리시

스템 구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오늘날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해 지식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성공적인 지식관리를 위하여 많은 조직과

기업들, 즉 제조업이나 금융업 등 기존의 산업분야는 물론이고 정부, 공

공기관, 군 조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관리에 대한 관심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Davenport and Volpe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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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지식관리시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 및 지식기반 사회로의 전환으로, 조직이나 기

업은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공적인 지식관리를 위하여 정보기

술에 대한 투자 및 활용 또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즉, 정보시스템

도입 및 활용은 성공적인 지식관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Boisot and Griffiths, 1999), 조직 내 존재하는 지식자산의 가치를 극대

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관심이 고조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배경에 따라 등장한 지식관리시스템은 조직 지식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일종으로, 조직 구성원 간 지식의 창출, 저장, 전이,

적용 등 일련의 순환과정인 지식관리 프로세스를 지원 및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IT기반 시스템이다(Alavi and Leidner, 2001; Wu and Wang,

2006). 지식관리시스템은 조직 구성원들의 지식을 저장, 축적 등의 과정

을 통해 다른 구성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Damodaran and

Olphert, 2000; Haseman et al, 2005). 즉, 업무의 명확한 수행 및 효과적

인 지식 관리를 하기 위해 지식창출, 저장, 활용이 가능한 도구로서의 역

할을 하는 것이다(Davenport et al., 1998).

이처럼, 지식관리시스템은 지식관리를 지원하는 하나의 도구로 인식되

며, 이에 따라 기능 및 유형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정보시스템의 규

모 및 보조기능에 따라 문서관리시스템, 정보관리시스템, 전문가시스템,

통신 및 협업시스템, 지적자산시스템 등으로 구분된다(Jackson, 1999).

Thomas Jr.(2006)의 연구에 따르면, 지식관리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기

능에 따라 협업시스템, 그룹의사결정시스템, 인트라넷, 전자게시판,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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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knowledge repository), 데이터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점은 효과적인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지식을 적시에 정확하고 신속하

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Gray and Durcikova, 2005). 또한, 이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Tiwana and Bush, 2005). 이와 더불어, 지식관리시스템의 기본적인 목

표는 과거의 지식을 현재 활동에 적용함으로써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있다(Lewin and Minton, 1998; Stein and Zwass, 1995).

지식을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지식창조, 획득 및 결합

(Davenport and Prusak, 1998)이며, 지식관리시스템의 도입은 지식공유

의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발생하는

현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주제가 바로 지식공유이며

(Nelson and Cooprider, 1996), 이미 많은 학자들이 정보기술시스템이 지

식 생성, 축적, 공유, 활용 등을 포함하는 지식관리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Boland et al, 1994; Boisot and Griffiths, 1999).

이제까지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볼 때, 지식관리시스템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개인 수준이나 조직 내에 머물렀던 지식을 시스템 환경 속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변환 및 통합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지

식의 양과 질 등 지식수준을 높이고, 더 많은 가치 창출이 가능해지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소유한 지식의 가치가 높아지

기 위해서는 개인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유되어야만 그 유용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식관리시

스템의 핵심은 지식공유인 것이다(Alavi and Leidner, 2001; Ear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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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에 관한 연구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식공유는 지식관리 프로세스의 한 영역으로서

조직의 지속적인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기초가 되는 핵심 프로세스로 인

식되어져 왔다(Kogut and Zander, 1992). 또한, 조직 경쟁력 향상을 위

한 중요한 전략적 지식활동으로도 간주되고 있다(Grant, 1996).

이에 따라, 많은 학자들이 지식공유에 대해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

으며, 이에 따라 그 개념과 관련하여 〔표 5〕와 같이 다양하게 정의하

고 있다. 먼저, 지식공유란 조직의 구성원이 체득하거나 창출해낸 지식을

다른 구성원과 공유하려는 의지(Gibbert and Krause, 2002)이며, 자신이

습득한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확산시키는 행동을 뜻한다(Ryu et al.,

2003). 또한, 개인들이 상대방의 경험에 서로 영향을 받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Argote and Ingram, 2000).

Nonaka and Takeuchi(1995)는 지식을 암묵적(tacit) 지식과 명시적

(explicit) 지식으로 구별하고 두 지식간의 전환과정을 통해 공유 및 창

출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Grant(1996)는 조직이 보유한 지식을 조직

내 공유를 통해 활용을 극대화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으로 정의

하였으며, Chakravarthy et al.(1999)은 조직 내 차별화된 역량을 지닌

그룹들이 필요시 상호간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Bock and Kim(2002)은 조직 내 개인들이 서로 지식을 이전하거나 배

포하는 활동으로, Hansen(1999)은 조직 내 한 구성원들이 다른 부서의

구성원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Henderson and Clark(1990)은 서로 관계가 있는 조직구성원들 간 공유

하는 지식으로서 상호간의 이해 정도로 정의하였다. 즉, 지식공유는 조직

내에서 자신의 경험이나 기술, 지식 등을 상호간에 교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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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지식공유에 관한 정의

연구자 정 의

Henderson and

Clark(1990)

조직 내 서로 관계가 있는 구성원 간 공유하는 지

식으로서 상호간의 이해 정도

Nonaka and

Takeuchi(1995)

암묵적(tacit) 지식과 명시적(explicit) 지식 간의 전

환과정을 통해 공유 및 창출되는 것

Grant(1996)
조직이 보유한 지식을 조직 내 공유를 통해 활용을

극대화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활동

O'Dell and
Grayson(1998)

조직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동적이고 동태적인 현상

Ruggles(1998)
개인수준 혹은 조직차원의 지식을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이전하는 활동

Hansen(1999)
조직 내 한 구성원들이 다른 부서의 구성원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

Argote and

Ingram(2000)
개인들이 상대방의 경험에 서로 영향을 받는 과정

Chakravarthy et

al.(1999)

조직 내 차별화된 역량을 지닌 부서 간에 상대방의

지식이 필요할 때 서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과정

Nelson and

Cooprider(1996)

정보시스템 관리자와 일선관리자 간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

Gupta and

Govindarajan(2000)
지식의 교환, 이전, 확산, 흡수 등을 포함하는 활동

Liebowitz(2001)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지식을 조직 내 다른 구성원

에게 전파하는 활동

Bock and

Kim(2002)

조직 내 개인들이 서로 지식을 이전하거나 배포하

는 활동

Gibbert and

Krause(2002)

조직 내 한 구성원이 소지하거나 창출한 지식을 다

른 구성원과 공유하려는 의지

Ryu et al.(2003)
한 개인이 습득한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확산시키

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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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ed-Ikhsan and Rowland(2004)에 따르면, 개인 또는 그룹, 조직 간

지식 공유를 통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조직 내

지식이 교환 및 활용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려

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Verkasalo and Lappalainen, 1998), 또한, 조직

내 구성원 간 혹은 조직 간에 지식을 가진 사람과 수용하는 사람간의 관

계가 존재할 때 지식공유가 일어난다(Hendricks, 1999).

Van den Hoff and de Leeuw Van Weenen(2004)에 따르면, 개인이나

그룹의 지식이 조직차원에서의 지식으로 전환되면 조직은 자원을 효율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는 조직 내 개인 간,

부서 간의 지식공유가 지식관리 프로세스의 핵심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O'Dell and Grayson, 1998; Osterloh and Frey, 2000).

지식은 기업의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이고(Alavi and Leidner, 2001;

Grant, 1996), 핵심역량을 증대시키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Cohen

and Levinthal, 1990; Gold et al., 2001). 또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갖

는데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에(Miller and Shamsie, 1996), 지식공유가 원

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직의 지식관리에 커다란 장애가 생긴다

(Davenport and Prusak, 1998).

지금까지 지식공유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지식공유는 인적, 기

술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지식의 교환, 이전, 확산 등의 개념을 포

함한 활동이며(Ruggles, 1998), 조직구성원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O'Dell and Grayson, 1998).

또한, 개인이나 조직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을 탐색 및 활용하기 위한 기반이 되며, 조직의 성공과 지속적인 경쟁우

위를 갖는데 기초가 되는 핵심적인 프로세스이다(Kogut and Zander,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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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상(Reward)에 관한 연구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은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가져와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키고, 경영진의 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

는 도구로서 전략적인 역할을 하지만(Kettinger et al., 1994; King and

Sabherwal, 1992), 구성원들은 이러한 정보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

향이 있다(Davis, 1989).

이에 따라 조직은 구성원들의 정보기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상은 조직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Bandura, 1986). 또한, 지

식이 조직의 전략적 자산이며, 이러한 지식을 관리하는 것이 조직의 경

쟁우위를 창출하는데 핵심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Grant, 1996), 지

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지식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동기유발

요인으로서 보상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Davenport and Prusak,

1998; Gold et al., 2001; Leonard and Senspier, 1998; Liebowitz and

Wright, 1999; O'Dell and Grayson, 1998; Ruggles, 1998). 조직 내 지식

공유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공식적, 비공식적 보상에 의해 달라지기 때

문이다(Hargadon, 1998). 다시 말하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의 지식이 노출됨에 따라 예상되는 특권 상실 등의 위험

을 감수하면서도 지식을 공유하는데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Marshall et

al., 1996).

보상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로는 먼저, Kankanhalli et al.(2005)은 전자

지식 저장소에 지식을 기여하는 행동에 조직에서 제공하는 물리적인 보

상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Huber(1991)는 보상이 구성원들

간 지식 전이 및 공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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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ell and Grayson(1998)은 조직 구성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전

적 보상보다는 업무 자체에서 보상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Tampoe(1993)는 지식 근로자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개인의

성장, 운영에 대한 자율성, 업무에 대한 성취감, 금전 등을 제시하였고,

특히 개인적 성취감이 지속적인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하

였다. Ruggles(1998)도 보상시스템의 구축이 지식공유를 활성화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견해를 종합하면, 개인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공유

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상과 같은 강력한 동기유발 요인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Syed-Ikhsan and Rowland, 2004). 왜냐하면, 조직 내 한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과 상호 경쟁관계에 놓여 있어서,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지

식을 다른 사람과 공유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Cabrera and

Cabrera, 2002; Constant et al., 1994). 그리고, 지식공유 활동에 참가하

는 사람들 중 지식을 이전하는 사람이나 지식을 구하려는 사람 모두에게

보상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지식공유 활동 그 자체에 비용, 시간 및 노

력이 소비되기 때문이다(Constant et al., 1996; Davenport et al., 1998;

O'Dell and Grayson, 1998). 예를 들어, 한 개인이 지식공유를 위해 지식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식을 입력하거나 각종 자료를 만드는 등 시간

과 노력이라는 자원이 소모되는데, 이러한 시간에 차라리 다른 분야나

업무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다면 더 나은 보상과 이익을 얻을 수 있었

을 것이다(Ba et al., 2001). 또한, 조직 내 힘 혹은 권력의 근원이 되는

지식을 공유할 경우 개인의 권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식공

유를 꺼리게 된다(Fench and Raven, 1959; Bartol and Srivastava,

2002). 다시 말하면, 자신의 핵심지식을 제공해줌으로써 그 동안 조직에

서 쌓아온 자신만의 노하우나 고유한 가치, 특권 등을 상실할지도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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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지식공유를 주저하게 되는 것이다(Davenport and Prusak,

1998; Gray, 2001). 이 밖에도 많은 학자들이 조직 구성원 간의 경쟁

(Quinn et al., 1996), 지식소유자들의 가치, 특권 상실에 대한 불안감 및

우려(Szulanski, 1996), 정보기술 사용에 대한 거부감(Lank, 1997) 등의

이유로 지식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한 개인이 조직 내에서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할 때, 합

당한 대가 없이 지식을 공유하고 전파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이를 유도해낼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

요한 것이다(Davenport et al., 1998; McDermott and O'Dell, 2001;

Sinclair, 2006; Wiig, 2000).

따라서, 지식공유를 촉진시키는 동기유발 요인으로써 보상이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기(Motivation)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인간의 행동을 발생, 유지 및 방향성을 정해주는 심리상태로 정의할 수

있으며(Mitchell, 1973; Reeve, 2001), 인간의 목표 지향적 행동을 일으키

고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Landy and Becker, 1987).

이에 따라, 동기는 일반 행동(Deci and Ryan, 1987), 정보기술 수용 행

동(Davis et al., 1992; Moon and Kim, 2001; Teo et al., 1999;

Venkatesh and Speier, 1999), 업무 관련 행동(George and Brief, 1996;

Lu, 1999) 지식 이전 활동(Osterloh and Frey, 2000) 모두에 핵심결정요

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요인은 크게 외재적

(Extrinsic) 동기와 내재적(Intrinsic) 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Maslow,

1970; Deci and Ryan, 1987; Vallerand, 2000; Lin, 2007). 외재적 동기는

업무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닌 업무 환경이나 구조로부터 기인하는 급

여, 보너스, 승진, 진급과 같은 외재적인 보상에 의해 발생하는 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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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것이며(Deci and Ryan, 1985; Tampoe, 1993; Wiig, 1998), 내재

적 동기란 외재적 보상과 같이 물리적인 것이 아닌 업무, 과업에 대한

성취감, 즐거움, 자신감과 같은 심리적이고 무형적인 내재적 보상에 의해

발생하는 동기를 뜻한다(Deci, 1975; Ryan and Deci, 2000).

그 동안 많은 학자들이 지식이전, 기여, 탐색 등을 포함하는 지식공유

활동을 촉진하는 외재적 동기요인으로 급여인상, 보너스 등의 금전적, 물

질적 보상 및 평판, 명성 및 조직 내 인지도 상승 등 무형의 외재적 보

상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였고(Donath, 1999; Lakhani and von Hippel,

2003; Malhotra and Galletta, 1999), 내재적 동기요인으로는 자기만족감,

즐거움과 같은 내재적 보상이 지식공유 및 이전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

다고 설명하였다(Bock et al., 2005; Choi et al., 2008; Wasko and Faraj,

2000; 2005). von Krogh et al.(2012)은 외재적 동기를 다시 급여인상, 경

력의 도움 등의 순수한 외재적 동기와 학습에 대한 욕구, 명성, 상호호혜

성(Reciprocity) 등의 내면화된(Internalized) 외재적 동기로 구분하였다.

그 중, 상호호혜성은 Blau(1964)의 사회 교환 이론(Social Exchange

Theory)에 바탕을 두고, 상대방으로부터 혜택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보

상을 해야 하고, 반대로 개인이 상대방에게 혜택을 주었을 때 언젠가는

대가, 보상이 되돌아올 것이라는 상호간의 이익, 혜택 등을 기대하는 관

계적인(Relational) 보상 및 혜택의 개념으로 사용되어(Deci and Ryan,

1985; Bergquist and Ljungberg, 2001; David and Shapiro, 2008;

Lakhani and von Hippel, 2003, Lakhani and Wolf, 2005; Yu et al.,

2007), 많은 학자들이 지식공유 및 기여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Chiu et al., 2006; Davenport and Prusak, 1998; Lin, 2007; Wasko and

Faraj, 2005).

결국, 보상은 경제적, 물질적 보상뿐만 아니라 평판, 명성, 사회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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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 기쁨, 상호호혜적 관계 등 심리적이거나 사회적인 보상까지 포함

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많은 분야에서 인간행동의 중요한 동기유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고, 특히 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식공유에서도 주요

한 영향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Osterloh and Frey, 2000).

이와 같이 기존 문헌들을 참고해볼 때, 지식공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동기유발 요인으로써 보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를 〔표 6〕과 같이

외재적 보상, 내재적 보상, 관계적 보상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표 6〕보상과 지식공유 영향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구분 하부요인 연구자

외재적

보상

* 금전적 보상

임금 인상, 보너스

및 인센티브 제공

Davenport and Prusak(1998)

Hall(2001)

Kankanhalli et al.(2005)

Hung et al.(2011)

* 비금전적 보상

명성의 상승,

개인 위상 제고,

고용 안정

Constant et al.(1996),

Donath(1999),

Malhotra and Galletta(1999),

Lakhani and von Hippel(2003),

Hung et al.(2011)

내재적

보상

타인을 돕는

즐거움, 기쁨

Bartol and Srivastava(2002),

Widén-Wulff and Ginman(2004),

Choi et al.(2008),

Wasko and Faraj(2005), Lin(2007),

Kankanhalli et al.(2005),

He and wei(2011)

관계적

보상

상호호혜성,

상호 간 보상관계,

상호혜택

Connolly and Thorn(1990),

Bock et al.(2005),

Wasko and Faraj(2005),

Chiu et al.(2006), Lin(2007)

Lu and Yang(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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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본 장에서는 2장에서 알아본 기존의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조직구성원들

의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연구모형 설계

기존의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본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보상의 유형으로는 외재적 보상, 내재적 보상, 관계적 보상을 주요 요인

으로 고려하고 있다(e.g., Bock et al., 2005; Choi et al., 2008; Chiu et

al., 2006; Kankanhalli et al., 2005; Lin et al., 2007; Wasko and Faraj,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재적 보상, 내재적 보상, 관계적 보상이 지식

공유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

정하였다.

〔그림 1〕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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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설의 설정

3.2.1 외재적 보상과 지식공유 간의 관계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으로 외재적 보상을 들 수 있

다. 외재적 보상은 개인의 행동과 보상 간에 내재하는 연결고리가 없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으로(Murray, 1964), 조직 구성원들이 지식을 공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외인적이고, 물질적인 보상이라 할 수 있다(Bartol

and Srivastava, 2002; Bock et al, 2005; Jauch, 1976; Malhotra and

Galletta, 1999).

사회경제학적(Socio-Economic) 관점에서 살펴보면, 한 개인의 행동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선호도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행된다(Smelser and Swedberg, 1994). 또한, 지식공

유 행위도 조직 구성원들이 인센티브나 별도의 비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

을 때 잘 이루어진다(Bock et al; Kelley and Thibaut, 1978). Hall(2001)

도 조직 차원의 외재적 보상이 구성원들의 태도 형성에 효과적이라고 설

명하였다.

외재적 동기관점에서 살펴보면, 개인의 행동은 그 행동으로부터 기인한

인지된 가치나 보상 및 혜택에 의해 이루어진다(Lin et al, 2007). 즉, 외

재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의 목표는 근본적으로 조직적 보상을 받기 위함

이다(Vallerand, 2000). 조직 차원의 보상은 개인에게 기대하는 행동의

수행을 유도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Bartol and Locke, 2000).

이러한 조직적 보상은 봉급 인상, 보너스 등의 금전적인 보상과 승진,

인지도 상승, 명성, 고용 안정, 사회적 지위 등의 비금전적 보상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Ba et al., 2001; Beer and Nohria,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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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enport and Prusak, 1998; Hargadon, 1998; He and Wei, 2008).

금전 등의 외재적 보상은 조직이 원하는 개인의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적합한 보상책이라 할 수 있는데(Hung et al. 2011), Carrillo et al.(2004)

은 영국의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직 구성원들의 보상에

대한 인식이 금전적 부분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관점에서 IS 분야의 연구를 살펴보면, Davenport and Prusak(1998)

과 Kankanhalli et al.(2005)은 금전 등의 외재적 보상은 지식 기여자들

이 전자 정보 저장소에 지식을 기여하는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지식을 기여함으로써 금전적, 경제적

보상을 받을 때 지식공유 행위가 더 활성화되고 이는 더 독특하고, 창조

적이며, 유용한 지식을 산출하게 된다(Hung et al., 2011). 왜냐하면, 구

성원들은 금전과 같은 외재적 보상이 그들의 지식공유 행위에 대한 가장

공정한 보상책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Bartol and Srivastava, 2002;

Hall, 2001).

그리고, 명성, 승진과 같은 비금전적인 외재적 보상은 조직 구성원의 적

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강력한 동기요인으로서(Donath, 1999),

Constant et al.(1996)은 한 개인이 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

면, 다른 구성원들에게 유용한 지식을 제공하는 동기가 발생한다고 설명

하였다.

또한, Wasko and Faraj(2005)는 평판, 명성과 같은 무형의 외재적 보상

이 구성원들의 지식기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고, Lakhani

and von Hippel(2003)은 온라인 전자 네트워크 상에서 개인이 유용한 지

식과 적절한 답변을 자주 제공해줌으로써 자기 위상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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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Hendricks(1999)는 지식 소유자들이 지식공유를 하게 되

는 주요 영향요인으로 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위의 견해를 종합해볼 때, 금전, 보너스, 명성, 평판의 상승 등을 포함하

는 외재적 보상은 구성원들의 지식공유 행위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요

인이 될 것이다(Bock and Kim, 2002; Ko et al,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재적 보상을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한 개인의 지식

공유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a: 외재적 보상은 지식공유의 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b: 외재적 보상은 공유되는 지식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내재적 보상과 지식공유 간의 관계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으로 내재적 보상을 들 수 있

다. 구성원 간 지식공유에 대한 외재적 보상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도 있지만, 외재적 보상 단독으로는 구성원 간 지식공유에 동기

유발을 할 수 없으며, 내재적 보상이 외재적 보상보다 지식공유에 더 중

요한 요인이라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Bartol and Srivastava, 2002;

Widén-Wulff and Ginman, 2004).

내재적 보상이란 개인이 어떤 활동을 할 때, 그 활동 자체에 대한 흥미

나 재미, 즐거움 등을 얻는 만족을 말하며(Murray, 1964; Ryan and

Decy, 2000), 지식 공유를 했을 때 개인이 느끼는 만족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즐거움 등을 뜻한다(Wasko and Faraj,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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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erloh and Frey(2000)는 관리자들이 조직 구성원들이 지식 이전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식 이전에 대해 전적으

로 그들의 내재적 동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O'Dell and Grayson(1998)은 업무 관련 지식이전에 내재적

동기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며, 지식관리에 대한 보상에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은 금전적인 혜택보다 업무 그 자체에 대한

보상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Kankanhalli et al.(2005)은 조직에서 제공하는 금전적, 물리적 보

상 및 평판과 더불어, 남을 돕는 즐거움과 같은 내재적 보상이 지식 공

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타인을 돕는 즐거움은 이타성에서 비

롯된 것으로, 이타성이란 남을 도울 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로

지 개인의 내재화된 즐거움이 발생할 때 존재하는 것이다(Krebs, 1975;

Smith, 1981). Constant et al.(1994)에 따르면, 지식근로자들은 남을 돕고

자 하는 마음 때문에 내재적으로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식 기여자들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흥미를 느끼거나 남을 돕

는 것에 즐거움을 느낄 때 지식을 기여하게 된다(Wasko and Faraj,

2000). He and Wei(2008)도 지식근로자들이 지식관리시스템에 자신의

지식을 제공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즐겁고 기쁘기 때문이

라고 주장하였다.

장기적 관점에서, 흥미, 자기만족감, 성취감, 즐거움 등 개인의 내재화된

동기는 행동의 지속성 측면에서 볼 때, 그 어떤 외재화된 동기보다도 월

등하다(Bandura, 1986).

따라서, 지식기여자는 문제 해결 그 자체에 흥미나 재미를 느끼거나, 다

른 사람을 돕는 일이 즐거운 것만으로도 지식공유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Bock et al., 2005; L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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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보상을 지식관리시스템

을 통한 개인의 지식공유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하여, 다

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a: 내재적 보상은 지식공유의 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b: 내재적 보상은 공유되는 지식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관계적 보상과 지식공유 간의 관계

관계적 보상이란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얻은 혜택이나 이익을 다시

보상한다는 개념으로, 상호간 호혜적이고 보완적인 교류가 지속되게끔

역할을 하는 것이다(Shumaker and Brownell, 1984).

Dyer and Nobeoka(2000)는 기업과 같은 조직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과 손해를 고려하여 관계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Blau(1964)는 조직행동의 효과성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경제

적 교환과 사회적 교환을 구분하였는데, 한 개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보상

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한 보답을 미래에 반드시 할 것이라는 상호간의

혜택 관계를 사회적 교환이라 설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때, 자신에게 돌아올 이해득실을 고려하여 관계

를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Connolly and Thorn(1990)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여행

동을 통해 미래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자기재량으로 지식을 제공하게 되는 동기요인으

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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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Kollock(1999)은 상호호혜적인 행동이 상호간 부채의 개념으로 인

식되어, 다른 사람에게 미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로 인해, 사람

들로 하여금 지식 기여 행위를 지속시킨다고 하였다.

그리고, Wellman and Gulia(1999)는 온라인 상에서 서로 잘 모르는 상

대라 할지라도 상호간 약간의 유대감 및 상호 호혜적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지식교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Wasko and Faraj(2000, 2005)도 온라인 상에서 지식공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상호호혜성과 같은 관계적 보상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Kankanhalli et al.(2005)도 관계적 보상이 지식공유의 핵심요소라고 하

였으며, Rheingold(2000)는 다른 사람들을 자주 도와주었던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이나 요청을 했을 때 더 빨리 도움을 받는다고 설명

하였다.

이와 더불어, 여러 학자들이 관계적 보상이 지식공유를 촉진하는데 효

과적이며 장기적으로 상호협력을 지속시키는 동기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였다(Bock et al, 2005; Lin, 2007). 따라서, 상호간 호혜적 관계를

뜻하는 관계적 보상은 지식공유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

다(Chiu et al., 2006).

위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관계적 보상이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식공

유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 3a: 관계적 보상은 지식공유의 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b: 관계적 보상은 공유되는 지식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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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4.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절에서는 실증연구를 위하여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된

연구모형의 각 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4.1.1 외재적 보상

외재적 보상이란 사용자들이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식공유 행위를

할 때 외부로부터 얻게 되는 보상을 말한다(Bock et al, 2005; Koning,

1993). 다시 말하면, 조직 구성원들이 지식 공유를 했을 때 얻게 되는 물

리적, 금전적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다(Ba et al, 2001; Bartol and

Srivastava, 2002; Malhotra and Galletta, 1999).

Choi et al.(2008)은 인센티브, 보너스와 같은 금전적 가치에 의해 측정

되는 보상으로 정의하고, 시스템 상에 지식을 공유할 때 얻게 되는 합당

한 금전, 포인트와 마일리지, 승진의 기회 획득, 포상 등의 결합으로 설

명하였다.

Wasko and Faraj(2005)는 지식기여를 통해 얻게 되는 존경심, 평판, 조

직 내 지위의 상승 등으로 설명하였다. Bock et al.(2005)은 한 개인이

지식공유를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금전적인 보상과 인사점수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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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등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관리시스템 사용자가 지식관리시스템에 지식공

유를 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승진 및 급여 인상, 보너스와 같은 인지

된 외인적 보상의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 변수는 Hall(2001), Hargadon(1998), Kankanhalli et al.(2005),

Lin(2007) 등이 사용한 설문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Likert

7점 척도 방식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4.1.2 내재적 보상

내재적 보상이란 개인이 어떤 활동 그 자체를 통해 흥미나 재미, 즐거

움 등을 얻는 만족을 말하며(Ryan and Decy, 2000), 나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의 정도를 뜻한다

(Davenport and Prusak, 1998; Wasko and Faraj, 2005).

Kankanhalli et al.(2005)은 지식공유를 통해 남을 도와줄 수 있을 때

느끼는 만족감에 대한 지각으로 정의하여, 지식공유 행위 자체에 대한

즐거움, 지식공유를 통해 남을 돕는 것에 대한 기쁨 등으로 설명하였다.

He and Wei(2009)도 지식기여를 통하여 타인을 도움으로써 얻게 되는

기쁨에 대한 인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식공유 그 자체를 좋아하

는 것 또는 지식공유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인지된 즐거움

의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설문내용은 Constant et al.(1996), Wasko and Faraj(2005) 등의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 후 Likert 7점 척도 방식을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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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관계적 보상

지식을 쉽게 공유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 만족할 만한 교환관계가 성립

해야 한다(Blau, 1964). 그리고 사람들은 지식공유를 할 때 상호 간의 호

혜적인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 노력 및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다(Thibaut and Kelly, 1959).

즉, 관계적 보상은 지식공유자가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는데 있어 동기

유발의 요인이 되는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Connolly

and Thorn, 1990).

결국 관계적 보상이란 내가 지식공유를 하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라 할 수 있다(Davenport and

Prusak 1998; Kankanhalli et al., 2005).

Hung et al.(2011)은 관계적 보상에 대해 지속적인 지식공유를 통하여,

미래의 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이라는 상호간의 혜택을 고려한

믿음으로 설명하였고, Chiu et al.(2006)은 구성원 간 지속적인 지식공유

를 통해, 내가 남을 도와주면 남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 알고 있는 것 또

는 믿음으로 묘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관리시스템 상에서 지식공유를 통해 내가 다른

구성원을 도와주면, 미래에 구성원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인지된 믿

음의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설문내용은 Lu and Yang(2011), Wasko and Faraj(2005), Yamagishi

and Cook(1993) 등의 설문조사 문항을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해서 사용

했으며, Likert 7점 척도 방식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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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지식공유 행위

지식공유는 생성, 공유, 활용 등의 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지식관리활동의

핵심적인 한 영역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 지식을 교환하는 상호관

계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며(Hansen, 1999), 한 개인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지식을 다른 이들과 실제로 공유하려는 정도(Bock and Kim, 2002)

를 말한다.

지식공유 행위는 지식기여(Contribution) 혹은 지식기부(Donating)행위

와 지식수집(Collecting) 행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Chen and Hung,

2010; Liao et al., 2007; Van den Hoof and Van Weenen, 2004). 또한,

지식공유 행위는 지식을 제공하는 행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공유

되는 지식의 질은 어떠한지로 구분할 수 있다(Chang and Chuang, 2011;

Wasko and Faraj, 2005). Hung et al.(2011)은 지식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아이디어의 숫자와 등록된 아이디어의 유용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He and Wei(2009)는 지식 기여(Contribution)와 지식 탐색(Seeking) 등

두 가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Lu and Yang(2011)은 정보가 포스팅된 숫자를 정보의 양으로 측정하

고, 정보의 신뢰성, 정확성, 적시성, 업무 관련성 등을 공유된 정보의 질

로 측정하였다. 또한, Chiu et al.(2006)은 월별 포스팅 횟수를 지식공유

행위의 양으로, 주제 관련성, 명료성,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등을 공유

되는 지식의 질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식을 제공하고 수집하는

일체의 행위의 인지된 양과 질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식공유 행

위를 측정하기 위해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식공유 행위의 양

(Quantity)과 공유된 지식의 질(Quality)로 구분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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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공유 행위의 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식기여 행동과 지식수집 행동으

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설문내용은 Chen and Hung(2010), Chiu et al.(2006), Easton et

al.(2003), Hung et al.(2011)의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수정 및 보완 후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각 개념에 대한 세부 측정항목은 〔표 7〕,

〔표 8〕에 기술하였다.

〔표 7〕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 수 조작적 정의 참고문헌

외재적 보상

지식관리시스템 상에서 지식

공유를 통해 얻게 되는 인지

된 외인적 보상의 정도

Choi et al.(2008),

Wasko and Faraj(2005),

Bock et al.(2005)

내재적 보상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식

공유 자체를 좋아하는 것 또

는 지식공유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인지된

즐거움의 정도

Davenport and Prusak(1998),

Kankanhalli et al.(2005)

관계적 보상

지식관리시스템 상에서 지식

공유를 통해 내가 다른 구성

원을 도와주면, 미래에 구성

원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

는 인지된 믿음의 정도

Chiu et al.(2006),

Hung et al.(2011)

지식공유 행위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식

을 제공하고 수집하는 일체

의 행위의 인지된 양과 질

Chen and Hung(2010),

He and Wei(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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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세부 측정항목

변 수 항목 세부측정항목 관련문헌

외재적 보상

EXR1

나는 나의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보너스나 포상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Hall(2001),

Hargadon(1998),

Kankanhalli

et al.(2005),

Lin(2007)

EXR2

나는 나의지식을공유함으로써

명성이 올라갈 것이라 생각

한다.

EXR3

나는 나의지식을공유함으로써

평판이 좋아질 것이라 생각

한다.

EXR4

나는나의지식을공유함으로써

진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

각한다.

내재적 보상

INR1

나는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즐겁

다. Constant et al.

(1996),

Wasko and

Faraj(2005)

INR2

나는 나의지식을공유함으로써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을 돕는

것이 즐겁다.

INR3

나는나의지식을통해다른구

성원들을 도와줄 수 있을 때

기분이 좋다.

관계적 보상

RCR1

우리 조직의 동료들이 나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동료들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
Lu and Yang

(2011),

Wasko and

Faraj(2005),

Yamagishi and

Cook(1993)

RCR2

내가 다른 동료들의 지식이

필요할 때 그들이 나와 지

식을 공유할 것이라 믿는

다.

RCR3

나는 지식공유를 통해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해 다른 동

료들이 답변해 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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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항목 세부측정항목 관련문헌

지식

공유

행위

지식공유

행위의 양

KQN1 지식을 제공하는 횟수

Chen and

Hung(2010),

Chiu et al.

(2006),

Easton et al.

(2003),

Hung et al.

(2011)

KQN2 지식을 수집하는 횟수

공유된

지식의 질

KQL1

지식관리시스템에서 공유되는

지식은 업무와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KQL2
지식관리시스템에서 공유되는

지식은 이해하기 쉽다.

KQL3
지식관리시스템에서 공유되는

지식은 정확한 편이다.

KQL4
지식관리시스템에서 공유되는

지식은 신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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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료 수집

본 연구는 군 조직 내 지식관리시스템 사용자들의 지식공유 행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외재적, 내재적, 관

계적 보상 요인을 선정하였고, 해당 요인들이 지식공유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설문의

대상은 대한민국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식관리시스템 사용자들을 대

상으로 하였다. 공군 지식관리시스템은 공군 구성원들의 형식적, 암묵적

지식자원들을 종합, 축적,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보시스템이며, 설문

조사는 2012년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주일 간 공군 인트라넷

설문조사 시스템 이용 및 연구자가 직접 방문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총 500부를 배포하여 207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답변 및 일부 문항의 답변이 누락된 14부를 제외하고 193부의 설문지를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 38 -

4.3 표본의 특성

설문 응답자에 대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설문에 대한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86.5%, 여성이 13.5%를

차지하고 있다. 군 조직 특성 을 고려해 볼 때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

났다고 판단된다.

신분의 경우 장교가 36.8%, 부사관이 51.3%, 군무원은 11.9%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연령의 경우, 20대가 전체 응답자의 37.3%, 30대가 36.3%,

40대 이상이 26.4%를 차지하고 있어 대략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식관리시스템 사용기간은 3년 미만이 38.3%, 3년 이상이

6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군 조직 특성 상 남녀 비율을 제

외하고 신분, 연령, 지식관리시스템 사용기간 등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고

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설문응답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 도(명) 백분율(%)

성 별

남 성 167 86.5

여 성 26 13.5

신 분

장 교 71 36.8

부사관 99 51.3

군무원 23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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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 도(명) 백분율(%)

연 령

20 ～ 25세 30 15.5

26 ～ 30세 42 21.8

31 ～ 35세 38 19.7

36 ～ 40세 32 16.6

41세 이상 51 26.4

지식관리시스템

사용기간

1년 미만 16 8.3

1 ～ 3년 58 30

3 ～ 5년 59 30.6

6 ～ 10년 34 17.6

10년 이상 26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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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은 자기 보고식 측정 방법을 사용하였으

며, 설문 문항의 구성은〔표 10〕과 같다. 척도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제외한 모든 문항을 7점 Likert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 7점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각 변수별 설문 문항의 수는 외재적 보상 요인 변수 4개, 내재적 보상

요인 변수 3개, 관계적 보상 요인 변수 3개, 지식공유 행위 요인 변수(지

식공유행위의 양, 공유된 지식의 질) 6개, 인구통계변수 4개 등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10〕설문지 구성

구 분 문 항 문항수

인구통계변수 6-(1)～(4) 4

외재적 보상 2-(1)～(4) 4

내재적 보상 3-(1)～(3) 3

관계적 보상 4-(1)～(3) 3

지식공유행위

지식공유행위의 양 5-(1)～(2) 2

공유된 지식의 질 1-(1)～(4) 4

총 계 20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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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통계처리 수단으로써 SPSS 19.0을 사

용하고 연구모형과 가설검증을 위하여 SmartPLS(Partial Least

Squares)2.0(Ringle et al., 2005)을 사용하였다.

먼저,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SPSS를 사용하여 인구통계변수 처리 및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PLS를 통해

서는 구조방정식 모형(SEM : Structure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여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공분산 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또는 잠재변수 모델

(Latent Variable Model)이라고도 일컫는 구조방정식 모형은 이론적 구

성개념에 대한 측정항목들의 신뢰도 및 타당성 측정과 각 구성개념들 간

의 관계를 동시에 측정하는 통계기술이며(Gefen et al., 2000; Urbach

and Ahlemann, 2010), 다양한 측정변수를 가지고 있는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있다(Wold, 1982). PLS는 LISREL이나 AMOS를

통한 분석과 비교해볼 때, 잔차 분포(residual distribution)의 영향을 적

게 받는 장점이 있으며, 적은 표본으로도 분석이 가능하다(Chin et al.,

2003; Chin and Newsted, 1999). 또한, 다항목으로 이루어진 구성개념

간의 직접적, 간접적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하는 측정모형과 구조

모형을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이에 따라 경영정보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

고 있다(Ahuja et al. 2003; Chin and Todd 1995; Sambamurthy and

Chin 1994; Wasko and Faraj, 2005). PLS 모델은 측정 모형과 구조 모

형을 함께 분석하지만,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성 평가, 구조 모형에

대한 평가 등 두 단계에 걸쳐 분석된다(Wasko and Faraj,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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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증연구 및 결과분석

5.1 측정모형의 평가

측정모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고려된 개념들의 신뢰도

(reliability),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검증하였다. 또한,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영

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Harman's single-factor test를 수행하

였다.

5.1.1 신뢰도 분석

신뢰도란 반복되는 측정에서 어느 정도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는가를

뜻하며, 유사하거나 동일한 측정도구 사용을 통하여 측정도구가 측정하

고자 하는 개념을 일관되게 측정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결과의 일관성

을 뜻하는 것이다.

Wasko and Faraj(2005)에 따르면, 하나의 구성개념을 이루는 각각의

측정항목들은 문항 내적 신뢰도(inter-item reliability)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Fornell and Larcker(1981)가 제안한 합성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과 평균 분산 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바탕으로 신뢰도를 판단하였다. 합성신뢰도가 0.7이상의 값을 가졌고, 평

균분산추출이 0.5이상의 값을 가졌을 때, 측정된 변수들은 신뢰도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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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Chin et al., 1997; Fornell and Larcker, 1981).

또한, Cronbach's Alpha계수를 통해서도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데,

Cronbach's Alpha란 측정항목들의 일관성을 나타내는 계수로, 일반적으

로 Cronbach's Alpha가 0.7이상이면 구성개념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Hair et al., 1998).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고려된 변수들의 합성신

뢰도(composite reliability)는 0.91이상의 값을 가졌고, 평균 분산 추출

(AVE)은 0.75이상의 값을 가졌다. 또한, Cronbach's Alpha계수는 0.85이

상의 값을 가졌다. 그러므로 신뢰도 확보에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1〕각 변수의 신뢰도, 평균분산추출, Cronbach's Alpha계수

변 수 문항수
Composite

Reliability
AVE

Cronbach's

Alpha

외재적 보상 EXR 4 0.92 0.75 0.89

내재적 보상 INR 3 0.94 0.85 0.91

공유된 지식의 질 KQL 4 0.92 0.77 0.90

지식공유 행위의 양 KQN 2 0.96 0.92 0.92

관계적 보상 RCR 3 0.91 0.77 0.85

Cut-off Value CR>0.7 AVE>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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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타당성 분석

타당성이란 측정도구가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가 하는 것과 그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가라는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즉, 측정의 정확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측정모형의 타당성은 수렴 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 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의 측정을 통해 평가된다(Hair et al., 1998).

수렴 타당성이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과 관계있는 문항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지

를 의미한다(Straub et al, 2004).

수렴 타당성은 평균분산추출(AVE)을 통해 평가될 수 있는데, 각 변수

의 AVE값이 0.5이상이면 수렴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Gefen et al., 2000; Wasko and Faraj, 2005).

또한, 개별 측정항목의 수렴 타당성은 측정항목의 요인 적재값(factor

loadings)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Henseler et al., 2009; Hulland 1999).

수렴 타당성은 하나의 구성개념과 관련된 측정항목들의 요인 적재값이

다른 요인에서의 적재값보다 크면서, 0.7이상의 값을 가질 때 만족하게

된다(Wasko and Faraj, 2005). 이와 더불어 각 요인 적재값의 t검증값

(t-value)이 0.05수준에서 유의해야 한다(Gefen and Straub, 2005).

〔표 12〕에 제시되어 있듯이 각 변수의 모든 요인 적재값은 0.7이상을

만족시키고 있고, AVE값은 0.75에서 0.92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 적재값

의 t검증값이 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을 볼 때 수렴 타당성을 만족시킨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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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요인 적재값

EXR INR KQL KQN RCR

EXR1 0.838 0.053 0.202 0.148 0.047

EXR2 0.890 0.168 0.220 0.140 0.158

EXR3 0.843 0.219 0.183 0.159 0.283

EXR4 0.890 0.135 0.191 0.201 0.180

INR1 0.157 0.910 0.368 0.339 0.602

INR2 0.165 0.946 0.392 0.338 0.618

INR3 0.134 0.903 0.368 0.352 0.631

KQL1 0.259 0.338 0.845 0.500 0.341

KQL2 0.179 0.346 0.872 0.477 0.350

KQL3 0.115 0.366 0.878 0.494 0.373

KQL4 0.243 0.379 0.906 0.511 0.388

KQN1 0.178 0.351 0.556 0.961 0.417

KQN2 0.183 0.365 0.532 0.960 0.400

RCR1 0.091 0.606 0.297 0.369 0.855

RCR2 0.199 0.632 0.431 0.390 0.909

RCR3 0.206 0.524 0.352 0.359 0.865

※ 모든 요인 적재값의 t검증값(t-value)은 0.01수준에서 유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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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 타당성으로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측정방법

을 사용하더라도 그 측정값들 간의 차별화가 나타나야 한다. 즉, 상이한

이론적 구성개념들을 나타내는 측정항목들 간의 상관관계가 낮을 경우

그 측정항목의 타당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별타당성은 각 요인에서 추출된 평균분산추출(AVE)의 제곱

근 값을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Fornell and Larcker, 1981).

즉, 평균분산추출 제곱근 값과 각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비교하면 되

는데(Chin, 1998), 이 때 평균분산추출 제곱근 값이 각 변수들의 상관계

수보다 크다면 판별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Bagozzi, 1991;

Bhattacherjee and Premkumar, 2004; Fornell and Larcker, 1981).

〔표 13〕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각 구성개념들의 평균분산추출 제곱

근 값이 다른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관계보다 높게 나타났으므로 각 변수

들의 판별 타당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3〕AVE 제곱근 값과 각 변수 간의 상관계수

변 수 EXR INR KQL KQN RCR

EXR 0.866

INR 0.165 0.920

KQL 0.229 0.408 0.876

KQN 0.188 0.372 0.566 0.961

RCR 0.192 0.670 0.415 0.425 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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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평균추출분산 제곱근 최소값(0.866)이 상관관계 최대값(0.670)보

다 0.1이상 높게 나타나 판별 타당성을 확보하였다(Bhattacherjee and

Premkumar, 2004; Garrity et al., 2005).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PLS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측정모

형을 평가한 결과 신뢰도와 수렴 타당성, 판별 타당성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1.3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문제는 동일한 응답자로부터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변수를 자기보고자료(Self-reported data)로 얻었

을 때 발생할 수 있다(Podsakoff et al., 2003).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동일방법편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Harman's single-factor test

를 수행하였고(Podsakoff and Organ, 1986),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를 비

교하여 확인하였다(Pavlou et al., 2007).

Harman's single-factor test에 따르면, 수집된 자료에 동일방법편의가

일정 부분 있다면, 1) 모든 변수를 한꺼번에 입력하였을 때 하나의 요인

이 요인분석의 결과로 도출되거나, 2) 하나의 일반적인 요인이 변수들

간 총분산의 대부분을 설명하게 된다는 것이다(Yun et al., 201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 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결과, 회전하지 않은 고유값(eigenvalue) 1 이상인 4개의 요인

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요인이 총분산의 39.512%를 설명하였고, 두 번

째, 세 번째, 네 번째 요인은 각각 16.952%, 12.776%, 6.328%를 설명하여



- 48 -

총분산의 75.568%를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하나의 요인이

총분산의 대부분을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Harman, 1976;

Podsakoff et al., 2003; Pavlou et al., 2007), 첫 번째 요인이 전체 분산

의 5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Turel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동일

방법편의에 대한 문제가 없음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가 0.9 이상일 때 동일방법편의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Pavlou et al., 2007), 〔표 13〕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의 변수 간 상관계수는 최대 0.670이므로 문

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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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구조모형의 평가 및 가설 검증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측정모형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

성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각 구성개념들 간

의 경로 및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martPLS(Ringle et al., 2005)를 사

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실시하였다.

PLS에서의 연구 모형에 대한 평가는 경로계수의 크기 및 부호, 통계적

유의성, 선행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종속변수의 분산 값( ) 등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트스트랩 리샘플링 방법(bootstrap resampling method)으

로 리샘플링 후 연구모형의 경로를 분석하였다.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

수준에 대한 기준은 t값을 통해 가설 검증에 이용하였다.

구조모형을 통한 가설의 채택여부를 검증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연구모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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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개의 가설 중 4개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나

머지 두 개는 유의하지 않았다. 외재적 보상, 내재적 보상, 관계적 보상

에 의해 설명되는 지식공유행위의 양과 공유된 지식의 질의  가 각각

0.205, 0.22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6개의 가설을 검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a: 외재적 보상은 지식공유의 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식관리시스템 사용자들이 느끼는 외재적 보상과 지식공유의 양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 1a의 경로계수 값이 0.105(t=1.467)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1a를 기각하였다.

가설 1b: 외재적 보상은 공유되는 지식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식관리시스템 사용자들이 느끼는 외재적 보상과 공유되는 지식의 질

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 1b의 경로계수 값이 0.147(t=2.071)

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가설 1b를 채택하였다.

가설 2a: 내재적 보상은 지식공유의 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식관리시스템 사용자들이 느끼는 내재적 보상과 지식공유의 양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 2a의 경로계수 값이 0.152(t=1.680)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2a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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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b: 내재적 보상은 공유되는 지식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식관리시스템 사용자들이 느끼는 내재적 보상과 공유되는 지식의 질

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 2b의 경로계수 값이 0.227(t=2.701)

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가설 2b를 채택하였다.

가설 3a: 관계적 보상은 지식공유의 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식관리시스템 사용자들이 느끼는 관계적 보상과 지식공유의 양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 3a의 경로계수 값이 0.303(t=3.771)로 유

의수준 0.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가설 3a를 채택하였다.

가설 3b: 관계적 보상은 공유되는 지식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식관리시스템 사용자들이 느끼는 관계적 보상과 공유되는 지식의 질

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 3b의 경로계수 값이 0.235(t=2.688)

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가설 3b를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가설 1a∼3b에 대한 검증결과는 〔표 14〕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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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가설검증 결과

구 분 경 로 경로계수 유의수준 t값 검증결과

가설1a EXR→KQN 0.105 - 1.467 기각

가설1b EXR→KQL 0.147 p<0.05 2.071 채택

가설2a INR→KQN 0.152 - 1.680 기각

가설2b INR→KQL 0.227 p<0.01 2.701 채택

가설3a RCR→KQN 0.303 p<0.001 3.771 채택

가설3b RCR→KQL 0.235 p<0.01 2.688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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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6.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지식관리시스템 사용자들의 지식공유 활동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지식공유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

하여 개념적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6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증 연구

를 수행하였다. 먼저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의 동기요인 중 보상을 외재적, 내재적, 관계적 보상으로 나누었고,

지식공유를 지식공유행위의 양과 공유된 지식의 질로 구분하여 분석하였

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두기 위하여 지식공유 측정 시

지식기여뿐만 아니라 지식수집 행동까지 포함하여 다루었다.

그리고 2주일 간(2012년 2012년 10월 17일∼10월 31일) 공군 인트라넷

설문조사 시스템 이용 및 연구자 직접 방문을 통하여 공군에서 운용중인

지식관리시스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93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martPLS2.0(Ringle et al., 2005)을 사용하여 각 구성개

념에 대한 신뢰도, 수렴 타당성, 판별 타당성 검증을 통해 측정모형을 평

가하였고,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하여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각 구성개념

들 간의 경로 및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먼저 외재적 보상이 지식공유 행위의 양과 공유된 지식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외재적 보상은 공유된 지식의 질에는 유의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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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만 지식공유 행위의 양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명성의 상승, 보너스 등의 외재적 보상은 지식공유 행

위의 양에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나타낸다(Chang and Chuang, 2011).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인 군 조직 특성 상 많은 양의 지식을 공유하는데

중점을 두기 보다는 자신의 핵심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지식의 질을 높아

는 것이 개인의 위상이나 평판을 높이고 마일리지, 인사 점수 반영 등의

보너스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내재적 보상 또한 공유된 지식의 질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지식공유 행

위의 양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나타났다. 즉, 남을 도울 때 느끼는

즐거움이나 기쁨을 느낄 때, 조직 구성원들은 지식의 양에 치우치기 보

다는 핵심지식을 공유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Wasko and

Faraj(2005) 연구에서도 남을 돕는 즐거움, 기쁨과 같은 내재적 보상이

지식공유의 양보다는 질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덧붙여, 지식관리시스템의 비익명성(non-anonymous) 환경의 영향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익명성(anonymous) 환경에서는 내재적 동기요인

을 줄어들게 하는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타인을 돕는 즐거움 등의 내재

적 보상을 통하여 지식공유 활동이 가능하지만(Wasko and Faraj, 2005),

공군 지식관리시스템은 지식을 등록하거나 찾고자 할 때 실명이 기록되

는 비익명성 환경이기 때문에 지식공유 행위의 양이 감소되는 것이라 생

각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볼 때, 외재적 보상과 내재적 보상은 공유

된 지식의 질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지식공유 행위의 양에는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관계적 보상은 지식공유 행위의 양과 공유되는 지식의 질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적 보상이 지식공유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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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huang, 2011). 즉, 조직 구성원들 간에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문제해결이나 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서로 교환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

어 있을 때, 지식공유 행위의 양과 공유된 지식의 질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Triandis(1983)는 서양문화를 개인주의적 문화로, 동양문화를 집

단중심적 문화로 보았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은 집단주의적 특성

이 강한 나라라고 인식되고 있다(Calhoun et al., 2002). 이런 집단주의적

문화는 관계지향적(relation-oriented) 문화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관계

지향적 문화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그 수혜자는 반드시 호

의를 갚으려는 상호호혜적인 관계가 존재한다(Ho, 1993).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한민국 공군은 구성원들의 소속감 및 상호신뢰관계가

강하고 개인보다는 조직을 우선시 하는 집단주의문화를 대표하는 조직이

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문화적 특성이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주

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문화 간 비교연구를 통하여 지식공유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이 문화적 요인에서 오는 것인지에 대한 추가검증이 필

요하다.



- 56 -

6.2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학문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보상의 유형을 중심으로

지식관리시스템 사용자들의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분석

을 통해 검증하였다는 점이다. 기존 지식공유 연구에서는 정보기술 기반

의 시스템 역할 및 사용을 중심으로 한 연구나 조직구조, 문화, 분위기

등 조직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 등의 조직적, 제도적 관점에서의 영

향요인을 고려하였다. 또한, 보상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도 주로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 조직적, 개인적 보상 등을 고려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외

재적 보상이 구성원들의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학자들 간

의 많은 논쟁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보상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외재적 보상, 내재적 보상, 관계적 보상으로 세분화하여 지

식공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지식공유 행위를 지식공유의 양과 공유된 지식의 질로 구분하여

측정하였고 지식공유의 양을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위하여 지식 기여

행위와 지식 수집 행위를 모두 고려했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지식을 기여하는 행위에 중점을 두었으나, 공군 지식관리시스템은 사용

자들의 참여를 강제하지 않으며, 특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나

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구성원들도 많기 때문에 지식

기여뿐만 아니라 지식 수집도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식 기여 및 지식 수집 등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다음은 실무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이다. 먼저, 본 연구를 통하여 관계적

보상이 지식공유 행위의 양을 증가시키는 선행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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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는 조직 구성원들 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호혜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지식공유 행위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오늘날 기업이나 조직들은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의 핵심지식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

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지식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

이나 조직은 이러한 관계적 보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성원들 간에 자

발적으로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 지식관리시스

템을 통해 서로 간에 필요한 지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호혜적인 문

화를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시사점으로는 공유된 지식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외재적, 내재적, 관계적 보상 모두가 지식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늘날 조직이나 기업들은 공유

되는 지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또한, 구성원

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핵심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평판이나 위상

을 제고하고 승진이나 보너스 등을 기대하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의 관계 증진도 기대한다. 따라서, 기업이나 조직 관리자들은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문화 형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함께 해당 조

직의 업무 프로세스 및 성과 개선에 혁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식을 공

유한 사람에 대하여 공정하고도 확실한 물리적, 심리적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시사점을 통해 기업이나 조직

에서 필요한 핵심지식을 효과적으로 창출, 공유,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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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상의 유형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몇 가지 학문적, 실무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이와 동시에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군 조직 업무와 관련되어 있거나 문제 해결을 위

한 지식을 공유하는 대한민국 공군 지식관리시스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군 조직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갖는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있기에 본 연구를 일반화시키기

에는 다소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다른 공공조직 및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을 다양화하여 연구를

수행한다면 일반화 및 더욱 발전된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는 보상의 유형이 지식공유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지식을 실제로 활용하는 등의 전반적인

지식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지식관리

프로세스의 개선은 개인이나 조직의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오는 동인이기

때문에(Shani et al., 2000; Sawhney and Prandelli, 2000), 향후 연구에서

지식활용 및 업무성과 단계까지 확대하여 연구한다면 더욱 좋은 연구결

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cross-sectional)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선행 요인

으로 제시된 다양한 보상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지식관리 활동의 시기 및 단계에 따라서 기업이나 조직에서 제공

하는 보상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Kim and Lee, 2001).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각 유형별 보상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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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longitudinal) 분석을 통해 외재적 보

상, 내재적 보상, 관계적 보상과 지식관리시스템 사용자들의 지식공유 행

위와의 영향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보면 더욱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보상의 유형을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지식관리시스템 사용 환경, 집단 간 문화 차이, 조직 구성원들의 성향 등

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추후 지식관리시스템 사용 환경의

익명성(anonymity)과 비익명성(non-anonymity), 조직 구성원들의 개인

주의(individualism) 성향 및 집단주의(collectivism) 성향, 구성원들 간의

동질성(homogeneity) 및 이질성(heterogeneity) 등의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추가로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한다면 학문

적, 실무적으로 더 의미가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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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질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식관리시스템에서 공유되는 지식은 

   업무와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지식관리시스템에서 공유되는 지식은

   이해하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지식관리시스템에서 공유되는 지식은

   정확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지식관리시스템에서 공유되는 지식은

   신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평소 귀하께서 사용하는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식공유에 대하여 각각의 질문을 

읽으시고, 예)와 같이 귀하께서 느끼는 부분에 대한 각각의 숫자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적인 운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다음은 귀하께서 사용하고 있는 지식관리시스템에서 공유되는 지식의  

   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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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귀하께서 지식공유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외재적 보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외재적 보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보너스나
   포상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나의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명성이
   올라갈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나의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평판이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나의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진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다음은 귀하께서 지식공유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내재적 보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내재적 보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나의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을 돕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나의 지식을 통해 다른 구성원들을 
   도와줄 수 있을 때 기분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다음은 귀하께서 지식공유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관계적 보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관계적 보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조직의 동료들이 나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동료들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내가 다른 동료들의 지식이 필요할 
   때 그들이 나와 지식을 공유할 것
   이라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지식공유를 통해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해 다른 동료들이 답변해
   줄 것이라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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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귀하께서 사용하고 있는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한 귀하의       

   지식공유 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지식을 제공하는 

횟수

① 없음  ② 1년에 1~2회  ③ 월평균 1회 미만  ④ 월평균 약 1회

⑤ 월평균 2~3회    ⑥ 1주 당 1회    ⑦ 1주 당 2회 이상

(2) 지식을 수집하는 

횟수

① 없음  ② 1년에 1~2회  ③ 월평균 1회 미만  ④ 월평균 약 1회

⑤ 월평균 2~3회    ⑥ 1주 당 1회    ⑦ 1주 당 2회 이상

6. 다음은 연구분석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작성하신 자료들은    

   통계적인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연령은?
 ① 19~25세     ② 26~30세     ③ 31~35세

 ④ 36세~40세   ⑤ 41세 이상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3) 귀하의 신분은?  ① 장교       ② 부사관       ③ 군무원

(4) 귀하의 지식관리시스템 

    사용기간은?

 ① 1년 미만     ② 1~2년     ③ 3~5년

 ④ 6~10년      ⑤ 10년 이상

빠짐없이 기입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귀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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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Users' Knowledge Sharing on the

Knowledge Management System

Ahn, Seo Hyun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se days, companies and organizations are working hard to secure

competitive advantage against the uncertain and dynamic environment

of competition due to the emergence of the knowledge-based society

and the rapid advancement of the information and technology.

Accordingly, they are implementing knowledge management after

recognizing knowledge as a strategic resource, by effectively

disclosing the knowledge asset that exists in an organization or

company, as well as the knowledge that the members 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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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ly in order to share and utilize the knowledge. In order for

this knowledge management to be conducted effectively, numerous

organizations, both public and private are adopting knowledge

management system for operating as a mean for vitalizing knowledge

sharing that enables individuals to exchange their know-how or core

knowledge. However, it is not easy to vitalize knowledge sharing

merely by adopting the system. Because knowledge is an important

asset from the individual's point of view as well, and use of this

knowledge significantly affects their position or status in the

organization and their work perform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otivate individuals to share their core

knowledge with reward and so forth. Because adequate reward serves

as powerful motivation and an element for alleviating individuals'

anxiety and increasing knowledge sharing behavior. However, many

scholars dispute about the effect of reward when it comes to

knowledge sharing. And, there are little studies conducted on reward

types.

This study realizes the importance of reward and sought to examine

its effect on knowledge sharing depending on the types of reward.

Existing studies were leveraged to classify reward types into

extrinsic, intrinsic, and relational(reciprocal) reward, and this study

examined how these factors affect users’ knowledge sharing behavior

when it comes to knowledge management system. At this time,

knowledge sharing was analyzed by dividing into the amount of

knowledge sharing behavior and the quality of knowledge tha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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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d. For this study, military organization (Air Force) was targeted,

and survey was conducted by using the Air Force’s Intranet survey

system and with the researcher paying a visit directly. 193 survey

questionnaires were gathered and used for analysis. PLS 2.0 program

was used based on collected survey questionnaire, and measurement

model and structural model verification was conducted.

The results gained through this study were as following. First,

extrinsic reward exerts significant effect on the quality of knowledge

that is shared on the knowledge management system, but it did not

affect the amount of users’ knowledge sharing behavior. Second,

intrinsic reward also exerts significant effect on the quality of

knowledge that is shared on the knowledge management system.

However, it did not affect amount of users’ knowledge sharing

behavior. Third, relational reward exerts significant effect on both the

amount of knowledge sharing behavior and the quality of knowledge

that is shared.

As for the implication that can be presented to the organization or

company that operates knowledge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is

type of result, it will be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form a

relationship that enables the creation of mutually favorable culture

that enables organization members to exchange information that they

can use to share knowledge through knowledge management system.

Moreover, it would be necessary to fact or in the measures for

providing physical and psychological measures that are provided to

the members who shared the information that help work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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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mprovement such as fair and concrete bonus, factoring in this

behavior into HR evaluation, and increasing their position in the

organiz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by restricting the reward types as the

variables. However, it may be possible to obtain increasingly in-depth

study result if study is conducted by adding on the variables such as

the environment for system utilization, cultural difference among

groups, and members’ tendency. Along with this, the study conducted

targeting one organization (Air Force) that is operating knowledge

management system. Thus, it would be necessary to conduct study in

a diverse set of areas to generalize the results. Moreover, study on

the change of reward’s effect following time lapse by leveraging

longitudinal study will produce even more meaningful and advanced

study.

Keywords : knowledge, knowledge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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