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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와 네트워크 접근성의 조절효과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년

여수경

이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성과, 사회적 네트워크(크기, 강도)의 관

계에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와 네트워크 접근성의 조절효과를 구명하는데 있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소기업근로자의 

직무성과, 사회적 네트워크 및 지식공유의 관계를 구명한다. 둘째, 중소기업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에서 지식공유가 나타내는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셋째, 중소기업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에서 네트워크 접근성의 

조절효과를 구명한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 전체이나 기업 근로자 개인에 대한 정

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목표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에 대한 접근의 한계로 인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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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비확률표집방법 중 유의표집방법을 활용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400명을 표집하였다.

조사도구는 질문지 형태를 사용하였으며. 크게 사회적 네트워크, 직무성과, 지식공유, 

네트워크 접근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총 5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된 조사도구는 전문가 검토과정과 예비조사를 통해 타당

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먼저 각 변인에 맞는 도구를 선정하고, 이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하여 질문지를 개발한 후 인적자원개발을 전공 교수1인과 박사과정생 1인

의 검토를 받아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부 문항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다. 또한 예비조사는 이 연구의 목표 모집단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자료를 문항의 내적일치도 계수를 산출하

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자료의 배포 및 수집은 2012년 4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루어졌고, 예비조사

는 2012년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본 조사는 2012년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총 400부를 배포하여 355부(회수율 

88.8%)가 회수되었고, 이 중 설문에 성실히 답변하지 않은 47부를 제외한 308부

(유효응답률 86.7%)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Windows SPSS 19.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백

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로부터 얻어진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직무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영

향력은 25.9%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근로자들의 조직 내 네트워크의 크기가 클

수록,  친밀도가 높을수록, 정보교환 횟수가 많을수록 직무성과가 향상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로서 조직 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

날 수 있는 조직 환경이 형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지식공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영

향력은 23.6%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근로자들의 조직 내 네트워크의 크기가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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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친밀도가 높을수록, 정보교환 횟수가 많을수록 지식공유 수준이  높아지는 경

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직 내에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업무에 필요한 지

식이 공유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 창출될 수 있는 다양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셋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직무성과의 관계에서 지식공유는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조직 내 네트워크활동을 통한 지식공유활동이 활발해 질

수록 개인의 직무성과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서는 이러한 지식공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함으로써 조직학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인의 직무성과 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과로 이어지는 지식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직무성과의 관계에서 네트워크 접근성

은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네트워크 접근성이 낮은 근로자는 네트워크 접근성이 높은 

근로자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의 크기, 강도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이 더  강하다. 따라서 네트워크 접근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직무성과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을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이 연구에서 설정되

지 않은 변인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직 내 다양한 사회적 자본의 흐름과 지식공유활동을 보다 깊이있게 분석하

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팀단위나 조직단위의 완전 네트워크분석을 통하여 조직 내 

지식공유와 전달, 창출과정까지 연구될 필요가 있다. 

셋째, 네트워크 접근성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 다양한 관점에서 조직 

내 개인의 네트워크 접근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어 개인의 직무성과에 

네트워크 접근성의 효과를 구명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대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기관 등 다양한 연구대상에 본 연구모형을 적용하

여 비교분석을 통한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소기업내에 전반적인 학습조직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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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외부교육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터에서 직원들 간

에 무형식 학습이 이루어짐으로 교육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조직 내 핵심

인재를 사내강사로 선정하여 활용하고, 이를 중심으로 전체 직원이 자유롭게 지식을 

공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 내 학습문화를 구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네트워크접근성향상에 대한 조직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네트워크접근성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력에 기반

하여 HRD담당자들이 인재를 선발 및 배치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접근성에 대한 부

분을 평가하거나 직원교육 시 네트워크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

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네트워크접근성을 향상시켜 직무성과향상으로 이

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근로자의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네트워

크, 지식공유, 네트워크 접근성의 영향력 및 매개효과,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이

후에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중소기업근로자들의 네트워크활

동을 통한 지식공유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수행될 필

요가 있다. 

주요어: 중소기업 근로자, 직무성과, 사회적 네트워크, 지식공유, 네트워크 접근성

학  번: 2010-2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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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와 함께 기업환경 역시 치열한 경쟁환경이 되어

가고 있으며, 많은 조직들이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다각도의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정홍인, 2008). 특히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한 오늘날의 기업들은 기업 경

쟁력의 원천을 자본, 토지, 기업규모 등 외형보다는 점차 지식생산의 주체인 인적자원

(Human Resources)으로 보게 되었다(이찬, 최영준, 문예원 2011). 갈수록 지식의 

생애 주기가 짧아지는 글로벌 무한경쟁체제에서 절대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각 기업들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 개발에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국가는 기업의 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갖춘 인

력을 사회에 공급하기 위한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직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가치와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인적자본의 향상을 위

한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이 개인 및 조직의 성과향상

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조영복, 김경원, 2008).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사회

적 관계 안에서 존재하고 있으며(김용학, 2003), 관계는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 사회적 네트워크이고, 사회

적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주 & 유태용, 

2009; Brass, Galaskiewicz, Greve, & Tsai, 2004; Seibert, Kraimer, & Liden, 

2001).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대나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적 차원과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된 관계의 유형을 나타내는 관계적 차원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Nahapiet & Ghoshal, 1998), 이 중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인 차원은 

사회적 네트워크 형태로 나타난다.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

하기 위한 핵심정보를 얻고, 경쟁력 있는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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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Allred, 1996), 이러한 이

유로 많은 기업들이 조직 내의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활성

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기업들이 점점 더 조직 구성원들의 사회적 자본이나 사회적 네트워크에 관

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조직 구성원들의 학습과정을 원활하게 촉진시키고 기업 내의 지식자산의 질과 양을 

향상시켜 기업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주기 때문이다(이영찬, 

2007). 따라서 이러한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 및 유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

성이 강화됨과 동시에 지식의 생성, 축적, 공유, 활용을 위한 학습과정이 중요해짐에 

따라 기업은 요소투입의 확대나 효율화 경쟁이 아니라, 지식을 핵심역량으로 활용하

여 경쟁력을 창출. 유지해야 한다(이창엽, 2000).

조직 내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의 공유활동과 함께 개인의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 중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네트워크 내에서 중요한 정보 및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접근성이다(Hatala, 2009).  Lin(2001)은 사회적 자본을 성공적으로 

획득하고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개인이 특정한 네트워크에 접근하여 네트워크에 배

태되어 있는 자원을 획득하고 나아가 상이한 네트워크에 접근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가치 있는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네트워크 접근성은 목적지

향적 행위를 하여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높은 가치를 지닌 자원을 

소유하거나 그러한 자원을 가진 사람에 접근할 수 있는 행위자에 접근할 수 있는 능

력을 의미한다(이형우, 2011). 

이러한 적극적인 지식확보의 방법으로 네트워크 내에서의 개인의 접근성과 지식공

유활동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내에서의 개인의 

활동을 분석하는 것은 조직이나 집단에 속해있는 구성원들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파

악하여 어떠한 유형의 정보가 교류되고 의사소통 되는 지 알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조직 내 네트워크를 파악함으로써 구성원의 관계정도와 성과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며 조직에서 공유되는 지식, 정보, 자원의 흐름이나 전이와의 관계에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 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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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기업의 99%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인적자원개발에 어려움

을 겪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업무공백의 우려와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부재

인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청, 2009). 이는 중소기업근로자들이 적은 인원으로 많

은 일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공백에 따른 우려가 크며 따라서 형식화된 교육

을 받기보다 조직 내 네트워크상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공유활동을 통

해 업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공유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직무성과향상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조직 내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

기, 강도 등의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 직무성과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검증하고, 

사회적 네트워크와 직무성과간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와 네트워크 접근성이 미치는 영

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특성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만을 제시해왔던 그동안의 연구결과에서 나아가 네트워크 내

의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공유활동과 개인의 네트워크 접근능력이 직

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단순히 

네트워크의 양적인 부분 보다, 네트워크의 질적 영역 및 네트워크 내에서의 위치의 

중요성을 밝힘으로써 조직 내 네트워크의 활용목적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영자 및 인적자원개발 담당자들에게 조직구성원들의 지식공유

활동과 네트워크 접근성의 수준향상을 통한 직무성과 향상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성과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식공

유의 영향력을 밝히고 직무성과와 사회적 네트워크 간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와 네트

워크 접근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구명하는 데 있다.  연구의 목적에 따른 구

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근로자의 직무성과, 사회적 네트워크 및 지식공유의 관계를 구명한다. 



- 4 -

둘째, 중소기업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의 매개

효과를 구명한다. 

셋째, 중소기업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에서 네트워크 접근성

의 조절효과를 구명한다. 

3. 연구의 가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이 연구의 가설

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중소기업근로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직무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중소기업근로자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는 직무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중소기업근로자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도는 직무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중소기업근로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지식공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중소기업근로자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는 지식공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중소기업근로자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도는 지식공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중소기업근로자의 지식공유는 직무성과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를 매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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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 중소기업근로자의 네트워크 접근성은 직무성과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

를 조절할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가.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이란 상시 종업원수,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

은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업종별 기준에 준하는 기업이다. 이 연구에서

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중소기업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나.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네트워크는 조직구성원이 직업수행이나 심리적 만족을 얻기 위해 개인 혹

은 집단과 맺고 있는 관계망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현재 수

행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조직 내 관계망의 크기, 범

위, 강도, 지위의 수준이며 이 연구에서는 자아기술방식으로 서술하는 측정도구 외에 

척도에 의해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와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영주와 유태용

(2009)이 개발한 8개의 문항에 중소기업근로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다. 직무성과

직무성과(Job Performance)는 ‘기업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수행을 통해 기대하는 

결과 및 바람직한 수행이나 조직 맥락적인 활동’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Sparrowe, Liden, Wayne 및 Kraimer(2001)가 활용한 과업성과 측정도구와  

Borman과 Motowidlo(1983)가 개발한 문항과 김도영과 유태용(2002)이 개발한 맥

락성과 측정도구에 중소기업근로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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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식공유

지식공유는 조직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의 교환, 이전, 확산, 흡수 등을 

포함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김경선(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

구에 중소기업근로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마. 네트워크 접근성

사회적 네트워크접근성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직내,외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

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Hatala(2009)가 개발하고 이형우(2011)가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에 중소기업근로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5. 연구의 제한

이 연구는 대상이 중소기업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모집단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에 어려움이 있고, 자료 수집을 위한 접근성이 제한적임으로 인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로 목표모집단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실제 모집단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연구의 

결과를 중소기업 근로자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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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직무성과

가. 직무성과의 개념

직무성과(Job Performance)는 인적자원관리 및 조직행동 분야에서 가장 널리 연

구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Bommer, Johnson, Rich, Podsakoff, & MacKenzie, 

1995). 이것은 시대와 분야를 막론하고 직무성과에 대한 개인을 비롯한 조직의 관심

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직무성과의 영향요인 및 결과변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직무성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무성과(Job Performance)는‘Performance’를 ‘성과’또는‘수행’중 어떤 

것으로 정의할 것인지에 따라 개념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Performance’를 ‘성과’로 정의하면, ‘직무성과’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이

루어낸 결실 즉, 자신의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기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

며, 수행’으로 정의하면 ‘직무수행’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계획한 대로 일을 

해내는 것, 즉 자신의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생각한 대로 혹은 계획한 대로 잘 이루

어내는 것을 의미한다(장현진, 2012). 즉, 직무성과는 ‘Performance’에 대한 해

석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결과에 초점을 두는 ‘직무성과’와 행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직무수행’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최근의 개인 및 조직의 성과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들에서는 ‘수행’과 ‘성과’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강조하며 과

정 및 결과의 개념을 모두 포함해야 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장현진, 2012). 

특히 기업현장에서는 개인이 조직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에 대한 결과로

서 ‘성과’의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식공유활동이 근로자들의 맡은 바 업무에 미치는 기

대결과로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성과’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직무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과를 크게 업무 내 성과와 업무 외 성과 

두 가지로 그 개념을 분류할 수 있다(Borman & Motowidlo, 1993; Motowidl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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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 Scotter, 1994). 직무성과의 개념을 위의 두 가지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첫 번째는 업무의 양(quantity), 질(quality), 주도성(initiative) 등과 같은 

업무 내 행동과 관련된 일반적인 지표를 나타내주는 과업성과(task performance)적 

측면이다. 

직무성과를 과업성과(task performance)적인 측면에서 설명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전수진, 박경규(2007)는 직무성과에 대해 누구를 채용하고 승진이나 해고, 

또는 보상할 것인지 등의 인적자원관리 활동의 기본 틀을 제공하며, 기업 내 근로자 

개발과 조직 전체의 성과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개인 또는 집단이 담당한 직무에 대

한 성취도나 달성도라고 설정하였으며, Miller(1990)는 조직구성원들이 조직 목표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보여준 노력의 결과로 정의하고 실무자의 행동을 나타내는 개

념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과업성과적인 측면은 조직 내에서 개인의 업무관련 행동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인한 결과적인 측면, 즉 매출액, 생산성 등과 같이 업무실적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Cravens, Ingram, LaForge, and Young, 1993). 

Kirkman 과 Rosen(1999)은 직무성과를 집단 수준에서의 생산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으며, Cravens 등 (1993) 또한 직무성과를 행위 및 결과적 차원

의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Law 등(2001)은 영업사원의 직무성

과를 보았는데 행위적 차원에서 고객과의 접촉 및 관계 유지를 보았고 결과적 차원

에서 최종적인 영업실적을 함께 고려하였다. Pincus(1986)는 직무성과를 생산성의 

의미와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며 결과적인 측면의 직무성과를 강조하였다.  

두 번째는 구성원의 직무수행에 공식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지만 조직의 역할기대를 

넘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말하는 맥락성과(contextual 

performance)이다(Borman & Motowidlo, 1993). 맥락성과는 개인의 행동적인 측

면이 강조되므로 ‘맥락수행’이라고도 칭하며, Borman & Motowidlo(1993)는 맥

락수행의 5가지 차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자신의 직무에 공식적으로 규

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행동, 둘째, 자신의 과업을 성공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노력을 하고 과업수행을 열정적으로 하는 행동, 셋

째,  타인을 돕거나 타인과 협조하는 행동, 넷째, 조직의 규정과 절차를 따라는 행동, 

다섯째, 조직의 목표에 동의하고 지지하며 수호하는 행동이다(김영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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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 Scotter & Motowidlo(1996)는 맥락성과의 구성요소로서 대인적 지원

(Interpersonal Facilitation)과 직무헌신(Job Dedication)의 2가지로 구분하여 제시

하였다. 대인적 지원은 동료들에게 자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거나, 동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협동을 촉진하는 등의 동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을 말한

다. 직무헌신은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과도 유사한 

개념으로서 조직규칙을 준수하고 열심히 일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기 수양적 행위를 뜻한다. 맥락수행의 요소 및 측정항목은 다음 <표 Ⅱ-1>과 같다. 

구성요소 측정항목

대인적 지원

(Interpersonal 

Facilitation)

1. 동료가 성공했을 때 칭찬한다.

2. 개인적 문제가 있는 동료를 격려하거나 지원한다.

3. 동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수행하기 전에 이에 대해 먼저 대

화한다.

4. 동료가 그 자신이나 팀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말을 한다.

5.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완수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6. 공정히 대한다.

7. 부탁받지 않아도 동료를 돕는다.

직무 헌신

(Job Dedication)

1. 기한을 엄수하여 업무를 끝낼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한다.

2. 중요한 사항에 대해 집중한다.

3. 필요보다 더욱 열심히 일한다.

4. 도전적인 업무를 요구한다.

5. 개인수양과 자기절제를 연습한다.

6.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솔선수범한다.

7. 업무를 완수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8.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한다.

자료: Van Scotter, J. R. & Motowidlo, S. J. (1996). Interpersonal facilitation and job dedication as 
separate facets of contextual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1(5), 527.

<표 Ⅱ-1> Van scotter와 Motowidlo의 맥락성과의 구성요소와 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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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무성과의 측정

직무성과의 측정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 또는 측정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 내용과 

측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분류해 보면, 개인 

및 조직의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생산량, 매출액 등과 같은 재무적 성과를 비

롯하여(Cureton & Katzell, 1977) 업무의 질, 업무의 양, 혁신행동, 업무개선도 등

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지표(Porter, Lawler, 1976; Holly et al., 1976).

와 직무만족, 직무애착, 조직몰입, 이직의도 등과 같이 직무성과를 간접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것(Porter 외, 1974)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직무성과의 측정내용의 근

거가 되는 여러 연구자들의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 <표 Ⅱ-2>와 같다. 

연구자 측정 내용

Holly et al. (1976)
의존성, 업무의 질, 의사소통능력, 호의적 직무태도, 작업의 정확도, 

대인관계, 학습의욕, 작업시간

Porter & Lawler(1976) 업무의 질, 업무의 양, 업무에 대한 지각, 의존성, 전체적인 성과 

Cureton & Katzell (1977) 생산량, 품질, 이윤, 생산가치, 이직률

Page & Thomas (1977) 개인 또는 집단의 활동, 성취도

Lieberman et al. (1977) 직무수행의 전체 양, 효율성, 의존성, 책임감, 협동성, 

McComic & Ilen(1980) 물리적 생산량, 조직의 업무와 목표달성을 지향하는 모든 활동 

Charles & Woodruff(1980)
작업의 양, 작업의 질, 직무지식 및 기술, 판단력, 직무자발성, 

적응성, 협조성, 혁신성

Inkson(1980) 업무의 질, 업무의 노력, 협동

<표 Ⅱ-2> 연구자 별 직무성과 측정 내용 

개인의 직무성과측정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왜냐하면 기업은 

조직구성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능력발휘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인의 직무성과를 조

직적으로 측정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정수진, 고종식, 2004). 직무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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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ly et al. (1976)은 직무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의존성, 업무의 질, 

의사소통능력, 호의적 직무태도, 작업의 정확도, 대인관계, 학습의욕, 작업시간 등 8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Porter & Lawler(1976)는 직무성과의 하위요

인으로 업무의 질, 업무의 양, 업무에 대한 지각, 의존성, 전체적인 성과에 대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여 직무성과를 측정하였다. 또한, 

Charles와 Woodruff(1980)은 직무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영역을 작업의 양, 작업의 

질, 직무지식 및 기술, 판단력, 직무자발성, 적응성, 협조성, 혁신성 등 8개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Inkson(1980)은 업무의 질, 업무의 노력, 협동을 직무성과 측정기준으

로 활용하였다. 

Welbourne, Johnson, & Erez (1998)는 직무와 관련된 성과만을 측정했던 기존

의 연구에서 나아가 근로자들의 역할에 기반한 직무성과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의 차이점을 나타낸다. 이는 역할이론(role theory)과 정체성 

이론(identity theory)에 기반한 것으로 6개의 기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인식하는 성과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주로 개발되어

온 직무(Job)와 조직(Organization) 영역에서 더 나아가 근로자들의 경력(Career), 

혁신(Innovator), 팀(Team)까지 총 5개의 영역에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고, 영역별 문항 수는 직무(Job) 4문항, 경력(Career)4문항, 혁신(Innovator) 4

문항, 팀(Team), 4문항, 조직(Organization) 4문항이다. 응답범위는 5점 리커트 척

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파일럿테스트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쳐 내적일치도 .8

6～.96의 최종 도구가 개발이 되었다. 

Sparrow, Linden, Wayne, & Kraimer(2001)은 기업 종사자의 사회 네트워크와 개인 

및 조직의 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개인의 직무성과를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과를 크게 과업 내 성과(In-role performance)와 과업 외 성과(Extra-role 

performance)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는데,  과업 내 성과는 William & Anderson(1991)

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내용은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업무의 

질, 업무의 양, 주도성, 타 구성원과의 협력, 납기준수, 전반적인 성과 등이다. 과업 외 성

과는 Smith, Organ & Near(1983)에 의해 개발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총 문항은 12

문항이었으며, 근로자 자신의 인식에 기반한 평가가 아니라 그룹의 리더가 구성원을 측정



- 12 -

한다는 점에서 보다 객관적인 직무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사회적 네트워크

가. 사회적 네트워크의 개념

사회적 네트워크이론은 다양한 인접학문과의 교류를 통해 영향을 받아 탄생하게 된 

분야로서 1930년대 초반 대인접촉 관계의 유형을 밝혀 낸 하버드대학의 심리학 연구

학자들, 소시오메트리(sociometry)를 분석하는 수학자, 그리고 이 두 가지 학문의 흐

름속에서 부족사회 공동체 관계구조를 연구한 맨체스터대학의 인류학자들 이렇게 심

리학, 수학, 인류학의 3개의 학문에서 출발하였다(Hatala, 2006). 이 중  

Moreno(1932)는 사회구조의 형식을 ᄑ현하는 방법으로서, 점으로 표현된 개인이 선

으로 연결된 관계망을 보여주는 소시오그램(Sociogram)을 처음 개발하여 네트워크 

내에서 정보가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흘러가는 경로를 시각화하였다. 또한, 

Cartwright와 Harrary(1956)은 점과 선간의 연결을 수학적으로 측정하는 그래프 이

론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 이론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 이론은 사회적 구조를 양적으로도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집단의 

연결 속에 내재되어 있는 맥락적 효과까지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발전하게 되었다

(Hatala, 2006). 

 사회적 네트워크 이론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며 사회적 네트워크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일련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연결된 

결점의 집합체(Lauman, Marsen, Galaskiewica, 1978) 로서, 일정한 사람들 사이의 

특정한 연계(linkages) 전체의 특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Mitchell,1969). 즉,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생산 또는 재생산되고 유지되는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사람들이 확보

하여 활용하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원천이 된다(김용학, 2003; Nahapiet & 

Ghoshal, 1998). 

사회적 네트워크 이론은 네트워크의 위치와 형태가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고, 관계

의 패턴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개인의 행동과 사회적 구조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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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한다(위영은, 2010).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개별 행동에 대한 구조적 제한

성에 의해 네트워크 내 개인의 위치가 그의 행동에 미치는 것을 강조한 동시에, 개인

은 능동적으로 그들의 관계구조를 형성, 유지, 변형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함으로써, 

사회적 네트워크는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

는 구조를 의미한다(공민영, 2012).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구성원간의 관계적 특성에 따라 공식 네트워크와 비공

식 네트워크로 분류할 수 있다. 공식 네트워크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

인 집단으로 목적을 수행하기 하여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네트워크 내에서 구성원의 

행동이 예측이 가능한 반면, 비공식 네트워크는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

성원간의 자발적으로 형성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비체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비공식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내에서 구성원들이 언제든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네트워크로 강화되면서 모든 직능부

문을 뛰어넘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Cross & 

Prusak, 2002). 

Krackhardt & Hanson(1993)은 비공식네트워크를 의사소통 네트워크, 조언 네트

워크, 신뢰네트워크 의 3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조직에서 효

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최근의 사회적 네트워크 연구 경

향을 살펴보면 비공식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Krackhardt & Hanson(1993)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컴퓨터 회사

의 신뢰 네트워크와 조언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비공식 네트워크 내에서 도출할 수 

있는 업무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업무추진에 필요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

였다. 최창현(2006)은 대학 행정조직의 비공식 연결망의 특성을 파악하여 공식적 연

결망의 관계를 제시하고, 조직 내 영향력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조직 관리 차원에서 

의사소통 왜곡이나 정보전달의 한계, 혁신 확산 등의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구성원이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조직 내 비공식 네트워크라고 정의하고 개인네트워크의 관점에

서 분석하였다. 



- 14 -

나. 사회적 네트워크 유형

사회적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분석초점에 따라,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그리

고 네트워크 내의 관계모양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1) 분석초점에 따른 분류

사회적 네트워크는 먼저 분석의 초점에 따라서 ‘자아중심적 네트워크(egocentric 

network 혹은 personal network)’, ‘양자 네트워크(dyadic network)’, ‘전체 

네트워크 complete network 혹은 organization network’로 구분 할 수 있다(손동

원, 2005). 먼저 자아중심적 네트워크는 한 행위자가 그 행위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맺고 있는 관계 속에 속한 사람들로만 구성되는 네트워크이다. 자아중심적 네트

워크에서는 행위자의 사회적 위치의 차이를 설명하거나 그러한 위치가 야기할 수 있

는 결과 즉, 사회적 지원, 힘, 진급, 인식, 태도와 같은 개인 수준의 분석에서의 변수

와 관련되는 지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분석 방법이다(Morrison, 2002). 

두 번째는 양자 네트워크인데, 두 사람의 쌍(pair)을 분석단위로 한다. 예를 들어, 두 

친구 사이의 관계, 한 부품업체와 그 업체가 납품하는 완제품업체와의 관계, 한 중소기

업과 그 중소기업의 주거래 대기업의 거래관계 등이 양자 네트워크의 예이다(손동원, 

2002). 

세 번째는 전체 네트워크로 완전네트워크라고도 칭한다. 전체네트워크는 한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조직의 전반적인 관계흐름, 중심성, 

지식 및 자원의 흐름 등을 분석하기에 용이하며, 실명의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다. 

2) 내용에 따른 분류

사회적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환되는 내용(content)에 따라 도구적 네

트워크(instrumental network)와 표현적 네트워크(expressive network)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Ibarra, 1992). 먼저 도구적 네트워크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 15 -

발생되는 연결을 의미하며, 업무에 관한 조언, 정보, 자원 등을 교환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표현적 네트워크는 친교, 사회적 및 정서적인 지원을 주고받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Ibarra & Andrew, 1993). 

도구적 네트워크와 표현적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내용이 다르

기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력 또한 서로 다르다. 먼저 도구적 네트워크는 업무에 관련

된 정보 및 자원을 주고받는 네트워크로서 개인 특성이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표현적 네트워크보다 약한 연결을 갖는 경향이 있고, 표현적 네트워

크는 정서적, 심리적 친밀함을 기반으로 형성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도구적 네트워

크보다 유대정도가 더 강하고, 더 빈번하게 상호작용 한다(Marsden, 1988; 

Krackhardt, 1992). 

도구적 네트워크는 연구자에 따라 정보 네트워크(information network; 

Morrision, 2002), 업무흐름 네트워크(workflow network: Brass, 1984), 권고 네

트워크(advice network: Sparrowe et al., 2001), 업무 네트워크(전수진, 2005) 

등으로 사용되고, 표현적 네트워크는 우정 네트워크(friendship network: Morrision, 

2002),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communication network, Brass, 1995), 업무 외 

네트워크(전수진, 2005) 등으로 사용된다.

3) 관계 모양에 따른 분류

사회적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의 행위자 사이의 연결모양에 따라 스타형, Y형, 체인

형, 서클형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 1940년대 미국 MIT 대학의 Bavelas와 

Leavitt의 실험에서 도출된 이 유형은 5명을 한 팀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상황을 주고, 각 행위자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하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구축하는지를 관

찰하였다. 실험의 결과, 스타형, Y형, 체인형, 서클형 4가지 형태의 유형이 도출되었

는데, 이렇게 나타난 각 유형별로 문제해결방식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스타형과 Y형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체인형과 서클형보다 

빨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스타형과 Y형이 가장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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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메시지를 교환하고, 체인형이 그 다음이며, 서클형이 가장 많은 메시지를 사용

한다. 셋째, 서클형에 참여한 사람들이 가장 즐겁고 만족하며, 체인형, Y형, 스타형 

순으로 만족한다. 넷째, 스타형, Y형, 체인형은 적은 에러를 발생시키는 반면, 서클형

은 많은 에러를 발생시킨다. 다섯째, 자발적 리더가 발생할 확률은 서클형, 체인형, Y

형, 스타형의 순서였다. 여섯째, 성과향상 측면에서는 서클형 사람들이 좀 더 효율적

이었다. 

[그림 Ⅱ-1] 관계 모양에 따른 네트워크 유형   

앞서 본 네트워크의 3가지 분류를 종합하면 아래 <표 Ⅱ-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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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내용

분석초점

‣자아중심적 네트워크

‣양자 네트워크

‣전체 네트워크

내용
‣도구적 네트워크

‣표현적 네트워크

관계모양

‣스타형

‣Y형

‣체인형

‣서클형

<표 Ⅱ-3> 사회적 네트워크의 유형 

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측정

1) 크기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size)는 조직 내 행위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

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네트워크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개인의 네트워크 내에서 

직접적인 연결을 맺고 있는 사람들의 수로 측정된다(Morrison, 2002).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를 측정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Morrison(2002)의 연구에

서는 글로벌 회계법인의 신입감사 154명을 대상으로  조직 내 정보네트워크의 크기가 

조직의 지식수준과 업무역할의 숙달정도 및 역할의 명료성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 내 

우정네트워크의 크기가 조직에 대한 사회적 동화와 조직 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였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정보네트워크의 크기는 조직의 지식 및 업무역할의 숙

달정도 및 역할의 명료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정 네트워크

의 크기는 조직에 대한 사회적 동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derson(2002)은 미네소타 대학 MBA 과정 학생 77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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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가 정보습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사회 네트워크의 크기는 다양한 정보습득과 효과적인 정보검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연구에서는 김영주(2009)가 조직 내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가 직무수

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네트워크의 크기가 클수록, 과

업수행, 맥락수행, 정적수행을 더 잘 한다고 나타나 직무수행의 수준이 향상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2) 범위

사회적 네트워크의 범위(range)는 네트워크 내에서 행위자와 연결된 사람들의 다

양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연결 및 접촉하고 있는 사람이 같은 회사

의 동료만 5명인 경우와, B라는 사람이 연결 및 접촉하고 있는 사람이 회사의 동료 

1명, 학교 선배 2명, 동호회 회원 1명인 경우를 비교 해 보면 A가 네트워크의 크기

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네트워크의 범위에 있어서는 A는 ‘1’이고, B는 ‘3’

으로, A보다 B의 네트워크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범

위가 넓을 경우에는 다양한 그룹의 원천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범위를 측정하여 다양한 결과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Ibarra(1995)의 연구에서는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에 속

한 4개 회사의 중간관리자 63명을 대상으로 사업부 외, 회사 외의 네트워크 범위가 

관리자의 직무유용성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에서, 네트

워크의 범위가 정보 및 자원으로의 접근과 같은 직무유용성의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전수진(2005)의 연구에서는 업무네트워크의 범위가 넓을수록,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접근성이 높아지며, 직무성과의 수준이 높아지고, 더 많은 혁신행동을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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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밀도

사회적 네트워크의 밀도(density)는 네트워크상에서 사람들이 서로 알거나 혹은 연

결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Brass, 1995; Burt, 1997; Krackhardt, 1992), 개인

수준에서는 두 사람간의 관계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강한가를 나타내주고, 조직수준에

서는 조직구성원 전체간의 관계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강한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 밀도는 조직의 구성원이 얼마나 자주 접촉하는지, 관계를 얼마나 지속하는지 

등 사회적 네트워크의 양을 반영하는 중요한 특성이다(현영섭, 조대연, 2009). 

네트워크 밀도는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들 간 관계의 연결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

지를 나타내 주며, 한 네트워크에 속한 행위자들이 서로 관계가 많을 때, 밀도가 높다

고 한다. 따라서 밀도가 높은 네트워크에 속한다는 자체는 서로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진 집단에 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동료들로부터 협력과 지원을 받을 가증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네트워크 밀도의 측정은 네트워크에서 가능한 모든 관계의 수와 실제 존재하는 연결 

관계의 수의 비율을 말한다(Ibarra, 1995). 따라서 네트워크의 밀도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이상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에 비해 실제로 존재하는 관계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김용학, 2003). 밀도측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Ⅱ-2] 네트워크 밀도 측정을 위한 수식

 위 수식에서 k는 네트워크 내에서 실제로 행위자간의 연결 수를 말하며 g는 네트

워크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네트워크 수의 최대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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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네트워크의 밀도를 측정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전자부품회사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의 크기, 밀도가 승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를 조사한 Burt(1997)의 연구에서 네트워크의 크기가 클수록 밀도가 낮을수록 빠른 

승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경선(2005)은 국내 15개 대기업의 조

직 구성원의 네트워크의 밀도가 지식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연구결과에 

의하면 네트워크의 밀도가 높을수록 지식전이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강도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도(strength)는 관계를 구성하는 행위자간의 연결(ties)의 정

도를 말한다(김경선, 2005). 즉 네트워크 내 행위자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나

타내 주는 개념이며, 만남의 빈도, 관계의 지속성, 감정적 친밀도, 상호호혜 등의 조

합으로 나타낸다(장원섭, 1997; Granovetter, 1973). 네트워크 내의 행위자들이 서

로 친밀하게 느끼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이 네트워크의 강도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네트워크 강도의 측정은 접촉 빈도, 가까움의 정도, 상호작용 기간을 통해 측정하거나

(Marden, 1990)고, 가까움과 접촉 빈도 등을 활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Granovetter, 1973). 

접촉 빈도(frequency)는 행위자가 네트워크상의 구성원들(alters)과 얼마나 자주 접

촉하는가를 의미하며, 친밀감(intimacy)은 네트워크 구성원에게 느끼는 유대의 정도

를 의미한다(Morrison, 2002). 만남 혹은 커뮤니케이션의 빈도가 잦거나 친밀감이 

높으면 네트워크 강도를 강해지며, 빈도가 낮거나 친밀감이 낮으면 네트워크 강도는 

약해진다고 본다. 

네트워크 강도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강한 연결(strong tie)

와 약한 연결(weak tie)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강한 연결은 네트워크 내에서 

구성원간의 유사성이 높고, 상호작용의 빈도수가 높으며 활발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높은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 즉, 서로 자주 연락을 취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가까운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말한다. 강한연결을 가진 네트워크 내에서는 구성원들이 서로간

의 관계를 중시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자원을 투자한다. 강한 연결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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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람들로 

구성된다(Granovetter, 1973). 

강한연결을 가진 네트워크는 도움과 지원요청이 약한 연결을 가진 네트워크보다 

수월하다. 강한 연결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은 서로간의 친밀함이 높고 빈번한 상호작

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 내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자발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Krackhardt, 1992). 

반면 약한 연결은 네트워크가 연결은 되어 있지만 네트워크 구성원들에게 연결이 

주는 의미가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이거나 제한적인 것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헌

신도가 낮은 경우이다. 즉 구성원 간의 유사성보다 이질성이 다소 높고 상호작용의 

횟수도 높지 않고, 친밀감이 낮은 연결을 말한다. 강한 연결에 비해 약한 연결은 낮

은 유지비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범위가 넓고 다양한 사람들 간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김경선, 2005). 따라서 약한 연결을 가진 네트워크에서는 정보획득이 용이하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유사성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어 정보

의 원천이 다양하며, 중복되지 않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Granovetter, 1973).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거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약한 연결을 가진 네트워크 내에서 그 목적을 달성할 확률

이 높아진다. 이러한 약한 연결이 가진 이점을 Granovetter(1973)은‘약한 연결의 

힘(the strength of weak ties)’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강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네트워크 연결강도가 구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Granovetter(1973)는 만남의 횟수가 

높고 정서적으로도 친밀한 사람보다 가끔 만나거나 그저 아는 사이인 사람들과의 관

계가 구직을 위한 정보접근에 더 유리하다고 밝히며, 약한 연결이 구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강한 연결 내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확

실성이 높지만, 유사한 사회적 환경에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간에 형성되

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중복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Podolny

와 Baron(1997)은 조직의 전략적 정보에 있어서는 약한 연결이 더 유리하지만, 사

회적 지지나 역할 학습과 같은 부분에서는 강한 연결이 더 유리하다고 하였다. 종합

하여보면, 새로운 정보나 다양한 자원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약한 연결이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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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핵심적인 도움이나 자원을 얻기 위해서는 강한 

연결이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5) 구조적 공백

구조적 공백(structured hole)이란 네트워크 상에서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

은 행위자나 집단들 사이에서 존재하며, 각자와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대적 위

치를 말한다(Burt, 1992).  예를 들어 A, B, C의 3자가 있다고 가정 해 보면, A와 

B,그리고 A와 C는 각각 관계를 맺고 있지만 B와 C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 

때 B와 C는 A를 통해서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A는 A, B, C로 연결된 네트워크

에서 구조적 공백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Burt(1992)는 구조적 공백의 위치를 차지

고 있는 행위자는 다양하고 중복되지 않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한 서로 

다른 집단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각각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

에 두 집단 또는 개인을 연결시킬 필요가 없어서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

아도 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구조적 공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Gabbay(1997)은 구조적 공백에 위치한 

판매원의 유대관계를 통한 승진이 다른 판매원보다 더 빠르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프랑스 기업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Burt, Hogarth & Michaud(2000)의 연

구에서는 구조적 공백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관리자일수록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구조적공백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직무성과 및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구태회 외, 2006; 

Dyer, Singh & Kale, 2008). 

 

6) 지위

네트워크 지위(status)는 네트워크 안에서 행위자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공식

적인 위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의미한다(Lin, 1982). Cross와 Cummings(2004), 

Morrison(2002) 등은 네트워크 지위가 높을수록 낮은 위치에 있는 개인들보다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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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조직 

내 높은 위치를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세운 계획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였다. 네트워크 지위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의 공식적 직급의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다(Ibarra, 1995)

7) 유유상종

유유상종(homophily)은 네트워크 내의 행위자가 자신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사람

들과 상호 작용하는 경향을 의미한다(McPherson & Smith-Lovin, 1987; Ibarra, 

1997). Ibarra(1997)는 통신회사, 제약회사, 자동차회사, 광고회사 등 총 4개 회사

에 종사하고 있는 중간관리자 63명의 성별에 따른 정보와 경력 지원 네트워크를 분

석하여 그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성은 같은 남성에게서 정보

와 사회적 지원을 얻는 반면 여성은 같은 여성으로부터는 사회적 지원을 남성들과의 

네트워크로부터는 업무상 정보를 얻는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성별에 따라 네트워크의 

특성이 달랐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여성은 업무상 정보를 얻기 위한 도구적 네트워

크에서 남성들과 유유상종을 추구하기 어려워 했으며,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유유상종

을 잘 이루는 남성들이 네트워크의 이익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승진가능

성이 높은 여성 관리자는 승진가능성이 낮은 여성관리자에 비해 유유상종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연구에서는 장덕진과 황영미(2003)가 국내 다섯 개기업의 조직 내 네트워크

를 분석하여 남성과 여성의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차이를 밝혔는데, 여성이 유유상종

의 경향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 중심성

네트워크 중심성(centrality)은 전체 네트워크 속에서 한 개인이 얼마나 중심에 위

치하는가를 보여주는 개념이다(박찬응, 1999). 한 네트워크 내에서 어느 한 개인을 

중심으로 방사형 또는 스타형으로 연결이 이루어질 경우 중심성의 정도가 높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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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정명호·오홍석, 2007; Scott, 1991). 이는 어느 한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는 관계가 네트워크 내에서 중심이 되는 관계가 되고, 다른 개인들이 이루고 있

는 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한 개인의 중심성이 높을수

록 그 집단은 어느 한 개인에게 모든 연결이 집중되고 있고, 그 개인은 집단 내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정보 및 기타 자원들에 대한 지배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Brass & Burkhardt, 1993; Scott, 1991). 

아래 [그림 Ⅱ-3]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집중형의 경우 네트워크 중심화의 정도

가 가장 높고, 반면 분산형은 중심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렇

게 네트워크 상에서 어떤 한 개인의 중심성이 높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경우, 중심성

의 전체 네트워크의 중심성 수준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Ⅱ-3] 네트워크 중심성에 따른 유형 

네트워크 중심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내향중심성(in-degree centrality)와 외향

중심성(out-degree centrality)를 활용할 수 있다. 내향중심성은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서 핵심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이 지목하는 정도

를 의미한다. 반면 외향중심성은 네트워크내에서 중심의 위치가 있는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을 얼마나 지목하는 지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내향중심성을 주로 활용하여 

네트워크 중심성을 측정하며(김용학, 2003; 정명호·오홍석, 2007), 측정절차는 다

음과 같다. 먼저 각 구성원의 중심성 수치를 구한다. 그리고 각 개인의 내향중심성 

수치의 차이의 합을 가능한 차이 합의 최대치로 나눈다. 즉, 각 개인들이 갖고 있는 

내향중심성 정도의 차이를 합하고 이를 이상적으로 존재가능한 차이의 합으로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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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한 집단의 중심성을 계산할 수 있다(김용학, 2003). 

이러한 네트워크 중심성에 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중심성이 높을수록 직무만

족, 정보접근, 소속감, 조직몰입 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Ibarra & Andrew, 1993). 

3. 지식공유

가. 지식

지식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

확한 인식이나 이해’(표준국어대사전, 2011)이나 그 의미가 매우 다면적인 개념으

로 구성되어 있고, 사용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실제 지식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 문헌을 살펴보면 지식은 정보, 데이터라는 용어와 혼재되어 사용되어 오고 있

었다(김경선, 2005). 그러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함께 기업 내 지식이 핵심경쟁력

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자들은 지식의 의미를 정보, 데이터와는 구분하여 정의하

고자 하였고(박문수, 문형구, 2001) 이에 학자들은 다양한 속성을 가진 지식과 데이

터, 정보의 개념을 다층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정보는 인간의 지(知)의 흐름을 

말하고, 지식은 그러한 정보들이 축적된 형태를 가리킨다. 그래서 정보는 무엇인가를 

전달하고자 할 때,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것인 반면, 지식은 그러한 내용이 축적되어 형

성된 의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보는 지식을 창조하는 매개로서 작용

하면서 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지식은 정보를 매개로 가치를 창출하는 동적

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구분하였다(Nonaka & Tacheuchi, 1995). 

Daventport(1998)는 <표 Ⅱ-4>와 같이 데이터(data), 정보(information), 지식

(knowledge)의 개념을 비교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데이터에서 지식으로 이동할수록 

암묵적 속성이 강해져서 전이가 어려워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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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정보 지식

개념
§ 세계에 대한 단순한 관찰

들(Facts), 사실의 집합

§ 관련성과 목적성을 가진 

데이터(data)

§ 인간의 사고(성찰, 통합, 

상황을 포함)에서 나오는 

가치 있는 정보

특성

§ 구조화 용이

§ 기계에 저장

§ 계수화 용이

§ 전이 용이

§ 분석단위 요구됨

§ 의미에 대한 공감대 필요

§ 사람의 개입이 필요

§ 구조화가 어려움

§ 기계에 저장 어려움

§ 암묵적 속성이 강함

§ 전이가 어려움

<표 Ⅱ-4> 데이터, 정보, 지식의 구분 

지식에 대한 정의는 <표 Ⅱ-5> 와 같이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

는데 먼저 Nonaka(1994)는 지식을 ‘정당화된 진실한 신념’으로 정의하였고, 

Sveiby(1999)는 지식을 ‘실증주의적 관점’과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분류하여 

파악하였다. 또한 Krogh(1998)은 지식을 분명하고 쉽게 코드화되어 이전이 용이한 

형태의 지식으로 정의되는 인지적 관점과 지식을 이전의 경험, 기분 등을 통해 표현

되는 독창적인 것으로 정의하는 구조적 관점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Daventport & Prusak(1997)은 데이터를 단절되고 객관화된 일련의 사실로 정의

하며, 그 자체로는 사용자에게 어떤 의미도 제공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치화, 

구조화 및 전이가 용이하며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시하였으며, 정보는 관련성과 

목적성을 가진 데이터로서 사용자의 의도와 요구에 맞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

러한 정보가 인간의 개입정도가 높은 지식으로 전환되는데, 지식은 인간의 사고나 경

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암묵적 속성이 강하고 구조화 및 전이가 어렵다.

Saint-Onge(1996)는 의미와 해석의 깊이에 따라 데이터, 정보, 지식의 개념의 차

이를 규명하였다. 데이터는 의미없는 단순한 사실의 집합이다. 이러한 데이터가 특정 

목적에 맞게 유용한 형태로 가공되어 해석할 수 있는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되면 정

보가 된다. 이 정보가 조직구성원의 타당한 행동기준으로 전환되어 의미를 지니게 되

면 지식이 된다. 즉, 어떠한 의도와 요구에 맞는 의미와 가치를 갖는 데이터로 구성

된 것이 정보라면, 이 정보를 읽고 이해하며, 해석함으로써 업무에 적용하면 지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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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Martz & Shepherd(2003)은 데이터와 정보에 비해 지식이 목적 지향적이며, 탐

구를 필요로 함을 지적하였다. Martz & Shepherd에 의하면 데이터란 가공되지 않

은 사실이나 현상에 대한 단순한 기술이다. 데이터는 어떠한 목적이나 사고를 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데이터가 특정 의미나 관점을 갖게 되면 정보가 된다. 정보는 데이터

에 비해 사고가 개입된 것이지만, 지속적인 탐구활동을 요하지 않는다. 필요한 관점

이나 특정 의미를 지니게 되면 더 이상의 사고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에 비해 지

식은 정보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인 사고를 개입한 결과물이다. 지식은 어떠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를 찾기 위해, 그 정보를 지속적으로 탐구한 

결과물을 가리킨다. 

지식은 데이터, 정보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정보나 데이터에 비해 인간의 사고가 

많이 개입되어 있다. 또한 지식으로 갈수록 복잡하고 구조화가 어렵다는 특성을 지니

고 있다. 즉, 지식으로 이동할수록 암묵적 속성이 강해지고, 전이가 어려워짐을 알 수 

있다. 지식은 데이터나 정보처럼 하나의 객체로써 쉽게 저장되고 전이되는 단계에서 

점점 더 구조화하기 어려운 복잡한 프로세스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박문수, 문형

구, 2001; 박문수, 2002). 

한편 국내연구에서 강황선(2002)은 지식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을 

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가치를 창출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의미있는 정보로 정의하

였고 김홍주(2000)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이란 인간이 알고있는 내용으로서 어떤 

사물에 관한 명료한 의식을 의미하며, 학문적으로는 인식에 의해 얻어진 성과로서, 

광의로는 사물에 관한 개개의 단편적인 사실적, 경험적 인식, 협의로는 원리적, 통일

적으로 조직되어 객관적 타당성을 요구할 수 있는 판단의 체계라고 정의하였다.

최미나, 유영만(2003)은 지식을 도처에 무분별하게 산재하는 자료나 정보와는 구

별되고, 사회적 맥락속에서 실천하여 체화된 실행(practice)로 보았다. 즉, 지식은 정

보의 형태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인간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

해서 구성원들의 일상적인 업무노하우나 현장경험들이 공유되는 가운데 조직이 필요

로 하는 지식이 심화 및 발전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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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지식을 살펴보았을 때, 지식이란 개인이나 조직에 체

화되어 있는 사실, 방법론, 노하우 등의 집합이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식이 개인의 단순한 아이디어나 주관적 의견으로 정립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공유되기 위해서는 논리적, 경험적으로 정당화되는 과정

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조직내부에서 이용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정순자, 2001). 따라서 지식은 여러 시험을 거쳐 타당성이 입증되고 지식을 창

출하는 효율적인 행동과 연계될 때 비로소 지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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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지식의 정의 

Turban(1992)
이해할 수 있고,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에 응용될 수 있도록 조직화되고 분

석된 정보

Wiig(1993) 사실과 믿음, 시각과 개념, 판단과 기대, 방법론과 노하우의 구성

Druker(1993)
현장의 지식을 중시하여 일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 개발하거나 혁신

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행위

Nonaka(1995) 정당화된 진실한 신념

Arther Anderson(1995) 가치를 가진 정보로서 조직의 집합적인 경험

Nonaka & Takeuci 

(1995)
정당하고 진실된 체험과 믿음에 의해 획득된 하나의 기술

Leibeskin(1996) 증명과정을 통해 타당성이 입증된 정보

Wiig(1997)
특정한 상황과 문제해결에 적용하기 위해 축적, 구성, 통합되어 오랜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는것

Beckman(1997)
성과, 문제해결, 의사결정, 학습 및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되는 정

보에 관한 추론

Davenport&Prusak

(1998)

새로운 경험과 정보를 평가하고 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는 틀을 

갖춘 경험, 가치, 상황적 정보와 전문가적 통찰력의 유동적 혼합체

김영걸(1998) 검증된 진리이며, 상황에 따른 인간의 인지적 활동이 축적되어 생성된 것

Leonard & 

Sensiper(1998)

당면한 문제와 연관되고,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경험에 근거하며 

준거한 것

강황선(200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을 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가치를 창

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정보

최미나&유영만

(2003)

도처에 무분별하게 산재하는 자료나 정보와는 구별되고, 사회적 맥락속에

서 실천하여 체화된 실행

자료: 박병호. (2000).지식공유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 논문. 재구성

<표 Ⅱ-5> 연구자 별 지식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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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식공유의 개념

조직 내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지식을 조직적 차원에서 저장 및 공유하여 조직

의 모든 활동에 활용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지식경영이라고 한다(김영걸, 1999). 지

식경영의 활동방법 중 지식공유는 지식을 창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새로운 지식창출의 토대가 된다(Kogut & 

Zander, 1992). 이는 지식공유를 통해 조직 내 분산된 개인의 지식과 소집단에 의해 

보유된 지식이 조직내에서 자유롭게 공유되고 확산되므로 새로운 조직적 차원에서의 

지식과 조직유효성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Wasko & Faraj, 2005). 

지식경영의 4단계인 지식의 창출, 공유, 저장, 활용 중 지식의 가치실현은 공유가 얼

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달려있으며, 지식공유를 통하여 조직 내의 새로운 지

식을 창출하고 이를 통한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선행연구에 

제시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통해 지식공유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 

많은 학자들이 지식공유를 다양하게 정의하였는데, 지식공유를 사람들 사이에 공유

되는 지식으로 상호간의 이해이자 (Henderson & Clark,1990), 조직 구성원들끼리 

가지고 있는 암묵적 지식을 명시적으로 표출함에 의해 지식의 가치가 나타나고 노하

우가 공유되는 과정이며(박재린, 박재헌, 2000), 절차나 기술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

(Nelson & Cooprider, 1996)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지식공유는 남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과정이며, 사람 간에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동적이고 동태적인 현상이다(O'Dell& Grayson, 1998). 

또한 Grant(1996)는 조직이 보유한 지식자산을 조직 내에 공유시킴으로써 지식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려는 활동이라 하였고, Chakravarthy(1999)는 

조직 내의 차별적인 역량을 지닌 부서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른 부서가 

필요로 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지식공유에 관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삼성경제연구소(1999)와 강황선

(2002)는 지식공유를 개인 간이나 조직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교환하는 일체

의 활동으로 정의하였고, 박종렬 외(2003)는 지식공유란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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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고 이를 조직 내에 확산 및 저장하고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김구(2003)는 조직구성원 상호 간 자기의 

지식을 타인에게 이전하고 타인의 지식을 흡수하는 상호작용으로서 조직구성원들이 

언제든지 지식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제반과정이라 

하였다. 또한 강여진(2005)은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지식을 학습조직 또는 

정보기술을 통해 조직구성원들 상호간 지식으로 축적해 가는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 

최호진(2005)은 지식공유와 지식전이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조직의 한 부분이 확

보한 지식을 다른 부분으로 전파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또한 강민형(1999)는 지식공유를 지식의 저장, 배포, 습득, 전파 등을 포함하는 개

념이라고 정의하며, 지식의 저장은 다른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상태로 지식 창고에 보

관한다는 점에서 지식공유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지식의 배포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전파의 의미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지식의 습득은 

지식의 전파에 대응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지식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을 

말하며, 이것 또한 지식공유의 일부분으로 정의하였다. 종합하면, 지식공유는 지식의 

보유자와 수혜자간의 이루어지는 지식의 흐름이다. 그러므로 지식공유란 지식 전수자

와 수혜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의 전파, 보급, 저장의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박기우(2001)은 지식공유를 한 조직 내에서 한사람이나 그룹이 다른 사람이나 그

룹에게 지식을 전달하거나 보급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 Kogut & 

Zander(1992, 1995)는 지식공유란 조직 내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지식을 서

로 주고받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Kogut & 

Zander는 지식공유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조직 구성원간의 협력임을 주장하였으며, 

협력을 통해서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바

탕으로 활발한 지식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Hansen(1999)은 지식공유를 조직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을 찾아 습득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통합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Hansen은 지식공유

는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하나는 지식의 탐색(search)과정이다. 

조직 내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을 찾아, 그 소재처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필요한 지식을 탐색한 후, 그 지식을 이전받는(transfer)과정이다. 지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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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전수받아 자신의 지식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상을 종합 해 보면 지식공유는 조직 구성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 

내 지식을 탐색, 전파,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연구자 지식공유의 정의

Henderson & 

Clark(1990)
관계를 가지는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식에 대한 조직상호간의 이해 

Nelson & 

Cooprider(1996)

정보시스템관리자와 일선관리자가 서로의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이해하고 인지하는 정도

Zander & 

Kogut(1995)

새로운 기술이나 역량강화를 위해 조직 내 네트워크구조와 성문화된 공유 스

키마를 가지고 의사소통하는 과정

Grant(1996)
조직이 보유한 지식자산을 조직내에 공유시킴으로써 지식의 활용을 극대화하

여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활동

Szulanski(1996) 전수부서와 수혜부서 사이의 조직 내 지식의 상호간 교환과정

권석균(1996) 개인이나 조직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교환하는 일체의 호라동

O’Dell & 

Grayson(1998)
전수자와 수혜자간의 상호작용이며 동태적인 과정

Chakravarth et 

al.(1999)

조직내의 차별적인 역량을 지닌 부서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른 

부서가 필요로 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과정

Hansen(1999) 타부서 사람들과의 견고한 상호관계를 토해 이루어지는 과정

Kostova(1999) 전이된 지식이 수혜부서의 실행을 위해 재도화되는 과정

윤순봉(1999) 개인이나 조직에 체화된 지식을 교환하는 활동

<표 계속>

<표 Ⅱ-6> 연구자 별 지식공유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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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지식공유의 정의

Gupta & 

Govindarajan

(2000)

지식구분, 전수, 이동, 흡수 모두를 포함하는 과정

박기우(2001
한 조직 내에서 한 사람이나 그룹이 다른 사람이나 그룹에게 그 지식을 전달

하거나 보급하는 모든 활동

박희서 외(2001)
조직에서 한 구성원이나 그룹으로부터 다른 사람이나 그룹으로 지식을 전환하

거나 전파시키는 활동, 또는 보유지식을 교환하는 정도

Bock & Kim(2002) 조직 내에서 개인 간 지식의 이전 또는 배포활동

강황선(2002) 조직 내 구성원 간이나 조직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식을 교환하는 활동

오세윤 외(2002)
조직구성원에게 내재화되어 있는 다양한 지식을 구성원들 상호간에 전달받아 

축적해 가는 과정

김구(2003)
조직구성원 상호 간 자기의 지식을 타인에게 이전하고, 타인의 지식을 흡수하

는 상호작용

김재전 외(2003)
지식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식을 공개하고 타인의 지식을 받아들이

는 행위

박종렬(2003)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지식을 공개하고 이를 조직내에 확산,저장하고 조직구성

원이 자신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강여진(2005)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지식을 학습조직 또는 정보기술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 상호 간 지식으로 축적해 가는 과정

최호진(2005) 조직의 한 부분이 확보한 지식을 다른 부분으로 전파하는 정도

유경한(2011)
개인의 내재된 지식을 정보기술과 학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조직 구성원들간

의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작용

자료: 이경호(2009). 학교조직의 지식공유 선행요인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적 
분석.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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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식공유 영향요인 

조직 내 분산된 개개인의 지식을 저장하고 체계화하여 새로운 조직적 지식을 창출

하고 이를 조직의 역량강화로 이어지게 하는 지식공유를 촉진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개인차원과 조직차원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차원의 지식공유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상호신뢰, 의사소통의 개방성, 협력도, 전수자의 특성, 수혜자의 

특성, 집단 간 경쟁관계 등으로 나타났다. 

박문수와 문형구(2004)는 지식을 전수받고 전수받는 집단 및 조직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그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며, 상호작용의 

주체자인 개인의 신뢰수준, 커뮤니케이션, 친밀감, 상호 영향력, 전수자 특성, 수혜자 

특성 등을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혔다. 박재린과 박재헌(2000)의 연

구에서도 지식공유의 주체인 개인의 창조성, 신뢰성, 협력성, 개방성 등을 지식공유의 

영향요인으로 밝혔으며, 강명희, 권용선(2001)은 개인성향, 지식공유의식, 개인의 지

식습득과 전달능력이 개인적 차원의 지식공유 영향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공희경

(2004)는 개방성과 신뢰성 외에도 자기효능감이 지식공유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김동영과 한인수(2004)는 자기존경심과 기여도 인식이 지식공유의 개인적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한편 지식공유의 조직적 차원에서의 영향요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조직문화이다. 조직문화란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간과 신념, 이념, 규

범과 전통, 그리고 지식과 기술을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개념이며(Schein, 1985), 

조직전체의 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일 주는 요인이다. 공희경(2004)은 지식공유의 조

직적차원의 영향요인으로 교육훈련, 조직 유연성, 보상시스템, 최고경영자 지원을 꼽

았으며, 김진완, 이경진, 김유일(2004)의 연구에서도 최고경영자의 관심, 평가 및 보

상제도, 지식관리 인프라 지원 등을 지식공유에 영향을 주는 조직적 차원요인으로 밝

혔다. 또한 설현도(2006)의 연구에서도 학습지향분위기, 혁신성, 자율성, 부서장의 

지원이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증하였다. 

 위에서 논의한 것 이외에도 지식공유 영향요인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 Ⅱ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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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지식공유 영향요인

Beckman(1997)
최고경영진의 리더십과 지식관리에 대한 관심, 건강한 문화,

전문성, 정보 기술적 기반

Wiig(1997)

고위경영층의 지원, 지식관리활동에 대한 비전 명시, 지식관

리전담팀(CKO)의 구축, 지식관리효과 및 이익 평가기법의 개

발, 동기부여 및 보상, 교육훈련, 정보기술 인프라의 구축

Earl(1994) 지식시스템, 의사소통네트워크, 지식근로자, 학습조직

Krogh(1997) 상호관심, 신뢰, 의사소통의 개방성, 네트워크능력.

Davenport&Prusa

k(1998)

상호신뢰, 기술 및 조직적 기반의 구축, 지식친화적 지식관리,

경제성 기업 가치와 연계, 동기부여방식변화(보상제도의 구축), 

다수의 지식이전채널 확보, 건강한 문화, 최고경영진 지원

Ruggles(1998) 인트라넷 구축, 정보기술요인

O’Dell&Grayson

(1998)

개인적 조직구조, 개인의 기술적 전문성이나 지식창조를 중요

시하는 문화, 인간관계 부족, 보상체계의 미흡(저해요인)

김효근 외

(1998)

정보기술 인프라구축, 지식전담조직의 마련, 지속적 교육, 지식 친화적 문화 조

성,지식관리와 조직의 목표와의 연관성, 평가 및 보상체계구축

박재린,박재헌

(2000)

창조성, 신뢰성, 협력성, 개방성, 조직구조, 조직문화,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정보기술 활용, 정보기술 능력

공희경

(2004)

개방성, 신뢰성, 협력, 컴퓨터 자기 효능감, 교육훈련, 조직 유연성, 

보상시스템, 최고경영자 지원,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검색기능, 의사

소통채널

김재전 외

(2003)

개방성, 신뢰성, 협력, 컴퓨터 자기 효능감, 교육훈련, 조직 유연성, 

보상제도, 최고경영자 지원,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검색기능, 의사소통채널

김진완, 이경진

김유일

(2004)

최고경영자 관심, 평가 및 보상제도, 지식관리 인프라 지원

지식의 의존성, 코딩 가능성, 유용가능성

인지된 KMS 사용 용이성, 인지된 KMS 유용성

문형구,박문수

(2004)

조직문화, 리더십, 조직구조, 정보기술, 보상제도, 신뢰수준, 상호관계, 전수자특

성, 수혜자특성, 지식소유자 정보, 집단 간 경쟁, 지식특성, 

지식유용성, 지식의 가치

설현도

(2006)

학습지향분위기, 혁신성, 자율성, 부서장 지원, 신뢰수준, 의사소통, 

창조적 성향, 지식공유에 대한 인식, 직무특성, 상호의존성

<표 Ⅱ-7> 연구자 별 지식공유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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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트워크 접근성

가. 네트워크 접근성의 개념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통한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조직 

내에서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조영복, 김경원, 

2011). 사회적 자본에 대하여 Coleman(1990)은 개인 간에 형성되어 있는 관계에 

변화가 발생하면 이러한 변화가 사회적 네트워크에 내재되고 창조된다고 설명하며, 

네트워크내의 변화를 통한 사회적자본의 창출을 강조하였다. 또한 Baker(1990)은 

사회적 자본을 공식과 비공식 네트워크의 축적(Stock)이라고 정의하며, 사회적자본

의 구조적인 특성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사회적 자본은 개인 및 집단 간의 네트워크

를 통해 창출되고 형성되는 것으로서, 사람들의 네트워크 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자원

들로 구성되어 있다(Hatala, 2009). 최근 들어 HRD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사회

적 자본의 개념을 인간자본(human resource)의 개발 및 조직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미를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개인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적 자

본에 접근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Burt, 2001; Flap, 1999: Lin, 2001). 이러한 사

회적 자본을 획득하기 위한 네트워크 접근성의 개념을 설명한 학자로 

Ellinger(2005)는 네트워크 접근성에 대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한 사람들이 자신이 알

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대인관계를 통해 지속적인 상호작

용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Lin(2001)은 사회적 자본을 성공적으로 획

득하고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개인이 특정한 네트워크에 접근하여 네트워크에 배태

되어 있는 자원을 획득하고 나아가 상이한 네트워크에 접근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가

치 있는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네트워크 접근성은 목적지향

적 행위를 하여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높은 가치를 지닌 자원을 소

유하거나 그러한 자원을 가진 사람에 접근할 수 있는 행위자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을 의미한다(이형우, 2011). 

사회적 자본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은 개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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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시도를 할 때, 개인별 네트워크의 특성, 패턴, 그리고 네트워크 내의 자원들이 함

유하고 있는 지식이 그들의 성공가능성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Burt, 1992; 

Grandoverttor, 1973; Lin, et al., 1981). 또한 이러한 현상은 개인이 목표를 정하

였을 때 그들이 그러한 것을 의식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Hatala, 2009).  예를 들어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좀 더 높은 연봉을 주는 직장

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진 네트워크의 연결강도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Yakubovic, 2006). 이는 네트워크를 통해 네

트워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제

한된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은 새로운 기회에 대한 노출이 적어 상대적으로 새로운 정

보를 접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Grandovertter, 1973). 이렇듯 개인이 가진 네트

워크와 네트워크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가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능력에 대해 

Hatala(2009)는 개인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가치 있는 정보 및 자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그러한 자원을 가진 사람에 접근할 수 있는 행위자의 능력을 강조하며 네트워

크접근성(Network Accessibility)의 개념을 아래 [그림 Ⅱ-4]와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Ⅱ-4] 네트워크 접근성 개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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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이 자신이 설정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사회적 자원(Social Resource), 연결 

강도(Strength of tie),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s)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활동

(Network Activity)을 함으로써 본인의 네트워크상황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 만약 개인이 자신의 네트워크안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거나, 

활용가능한 자원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급격하

게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2)에 해당하는 중간단계에서 정보와 자원에 접근하는 개

인의 능력을 평가받은 후에 네트워크 내에서 위치가 향상될 수 있다. 일단 평가가 이

루어지면, 네트워크 내에서 개인의 접근능력이 자연스럽게 개방되어 원하는 목표에 이

를 수 있는 더 크고 좋은 기회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Hatala, 2009).  

나. 네트워크 접근성의 측정

네트워크접근성의 개념을 강조한 Hatala(2009)는 조직 내 네트워크 접근성을 측

정하기 위하여 어떠한 개인의 능력이 네트워크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지를 연구하였

다. 그리고 네트워크 접근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미국의 20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접근성 측정도구(Network Accessibility Scale; NAS)를 개발하기 위해 수행된 절

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 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인터뷰 질문을 개발하고, 자발적으로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한 27명

을 대상으로 중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둘째,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요구행동들에 대하여 중복된 행동들은 제거하여 연구의 

목적에 알맞은 문항을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도구에 포함된 영역은 정보수집, 관계

주도성, 네트워크 다양성, 자신감, 자기주장(소신), 유연한사고, 커뮤니케이션 선호도

이며, 최종적으로 개발된 문항들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746명을 대상을 본조사를 실시하여 내적일치도 .90로 적절한 신뢰도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접근성 측정도구 개발은 조직 내 개인이 네트워크 내에서 유리한 위치선점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원과 조직 내 목표달성을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HRD 현장에서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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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무성과, 사회적 네트워크, 지식공유 및 네트워크 접근성의 관계

가. 직무성과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

조직 내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성이 개인 및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

게 인식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수진(2005)은 국내 500명 이상 대기업 중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조직 구성원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직무유효성의 관계를 구명하였는데, 이 때 사회적 네트워크는 업

무 및 업무 외 네트워크의 크기, 강도, 범위의 세 개의 요인으로, 직무유효성은 정보

접근, 직무성과, 혁신행동의 세 개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직무성과에 영

향을 미치는 네트워크의 성격을 업무 및 업무 외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는데, 측정결과 

업무네트워크의 범위, 강도만이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직무성과의 향상을 위해서 네트워크의 크기보다는 업무에 도움이 되는 사

람들과의 교류의 폭을 나타내 주는 네트워크의 범위를 넓히고 그들과의 친밀도를 높

이는 것이 유리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조영복과 김경원(2011)은 국내 기업 근로자들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크기, 범

위, 강도, 지위)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두 변인의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성 중 크기, 강도만이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근로자들이 사회적으로 넓은 관계를 맺는 것과 자주 

소통하는 것이 직무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네트워크 크기와 강도를 제외한 다

른 요인들은 직무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국내 기업에서 혁신지향적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던 조직의 구성원들을 대상으

로 조직의 사회네트워크 특성과 혁신성과와의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를 수행한 강소

라와 문윤지(2010)는 조직의 사회네트워크의 특성을 팀원 상호간의 사회적 관계가 

보여주는 친밀성, 연대감정도를 나타내는 내부결속력과 새로운 외부지식의 가치를 인

지하고 획득하는 외부매개성으로 구성하였고, 성과변수로서 과업성과의 결과로 도출

된 성과물의 혁신적인 변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혁신성과를 설정하였으며 매개변수로 

흡수역량을 설정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네트워크 특성은 흡수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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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궁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흡수역량도 혁신성과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사회네트워크 특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검증하였다. 

Mehra, Kilduff, & Brass(2001)은 하이테크놀로지 회사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 네트워크 내 개인의 위치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업무흐름네트워크(work flow network)에서 개인이 네트워크 내에서 차지

하고 있는 위치를 나타내 주는 중심성(centrality)이 상사가 평가한 개인성과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할수록 타인과

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이를 통해 업무수행에 있어서 높은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조직구성원들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과 직무성과와의 관계를 구명한 Sparrowe, 

Liden, & Kraimer(2001)는 조직의 사회적 네트워크 중 조언네트워크 내 개인의 중

심성이 높을수록 개인의 직무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업무에 방해를 주는 네트

워크의 밀도가 높을수록 조직의 성과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Cross 와 Cummings(2004)는 석유화학회사의 엔지니어와 컨설팅회사의 컨설턴

트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정보 네트워크와 친교네트워크 내 개인의 중심성이 

직무성과와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혔는데 이는 특히 정보네트워크 내 개인의 중심

성은 현재 조직의 이슈들에 관한 전문가집단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며, 친교 

네트워크 내 중심성은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 줌으로써 개인의 성과와 연결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와 직무성과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성들은 직무성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나 효과를 나타내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성을 구성하는 크기, 범위, 강도, 

밀도, 중심성 등 각 요인에 따라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하고자 하는 네트워크의 

특성이 완전연결망이 아니라 자아중심 연결망이므로 완전 연결망에서만 측정이 가능

한 밀도, 구조적 공백, 중심성 등의 요인은 배제하고,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자

아 네트워크 내에서 측정이 가능한 크기, 범위, 강도, 지위의 하위요인 중 직무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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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와 강도를 선택하여 직무성과

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설을 세워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나. 지식공유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축되는 관계구조이다(손동원, 

2002). 지식공유는 이러한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의 제공, 수용, 탐색 등의 일

련의 활동을 말한다. 사회적 네트워크가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alker, Kogut & Shan(1997)은 생명공학분야의 기업들의 네트워크 구조차이를 

통한 정보 및 기술의 공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완결된 네트워크에

서 지식공유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밝혔다. McEvily & Zaheer(1999)는 미

국의 제조회사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특성이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사업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 및 사업 운영방법과 같은 지식을 네트워크

를 통해서 얻고 있음을 밝혔으며, Dyer & Nobeoka(2000)는 도요타의 높은 생산성

이 강한 연결로 맺어진 공급자간의 지식공유로 인한 것임을 밝혔다. 

Hansen(2002)은 다국적 전자기업의 신규프로젝트팀 120개의 지식네트워크 유대

가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팀간의 유대가 없는 경우보다 

직·간접적으로 유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식과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며 이를 통해 

팀의 유익을 촉진시킨다고 보고했다. 

국내연구에서는 이영현과 유한구(2008)가 우리나라 기업 종업원들의 사회적자본

이 지식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업의 사회적 자본의 구

성요소를 신뢰, 네트워크, 비전 및 가치공유로 설정하고 지식공유, 학습, 창출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종업원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지식활동중에서도 지

식공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동아리의 사회적 네트

워크와 지식공유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현영섭과 조대연(2009)는 학습동아리

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관계밀도와 집중화로 구체화하여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이 두 

변수가 어느 수준까지는 지식공유와 정적인 관계를 갖지만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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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공유가 오히려 감소되는 역 U자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별로 살펴

보면 관계밀도는 지식공유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관

계가 많아지고 상호교류가 많아질수록 지식공유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현영섭(2009)은 생명보험사 내 실행공동체의 비공

식네트워크를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 비공식 네트워크가 구성원들의 경력계획을 위

한 정보획득, 경력계획 수립을 위한 지식이나 조언의 확보 및 공유등에 직·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이정수(2010)는 조직내부의 사회네트워크의 구조 

및 특성이 지식공유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네트워크의 강도가 클수록 지식공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네트워크의 중심성도 지식공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조직내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

용은 구성원들의 지식공유활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 완결된 네트워크에서는 지식의 전이가 활발히 일어나고, 열린 네트워크

에서는 필요한 지식의 탐색이 활발히 일어나는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직무성과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조적특성에 따라 직무성과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많은 선행연

구들은 조직 내에서 네트워크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조직 내 

새로운 지식창출과 전파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조직 내 네트워크는 단순히 친목을 위

한 네트워크, 취미활동을 함께하는 네트워크, 업무적으로 지원을 주고받는 네트워크 

등 다양한 성격과 특성을 가진 네트워크들이 형성되어 있다. 점차 지식경영이 강조되

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 내에서 지식공유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이 실시됨에 따라 이러한 활동들이 개인의 직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따른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많은 연구들은 지식공유가 개인 직무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즉, 지식공유가 성공적으로 활성화되면 개인 업무 측면에서 효과가 발

생하게 된다(Ein-Dor & Segev, 1978; Igbaria & Tan,1997). 지식공유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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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업무처리 시간이 단축되는 등의 업무개선이 이루어지고 개인의 업무 생산성이 

향상되며, 업무 성과에 대한 확신이 높아진다(Gueutaletal, 1984; Crawford, 

1982). 즉, 지식공유가 활성화되면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상호업무

에 대한경험과 지식을 교류함으로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업무의 능률을 가져오게 되어 개인 업무성과가 향상된다. 

또한 높은 수준의 지식공유 수준은 구성원의 창의력과 성과에 궁극적인 효과를 나

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식경영의 성공사례로 거론되는 기업들(3M, 마이크

로소프트 등)을 살펴보면, 조직구성원간의 원활한 지식공유가 언급되고 있다(권엽, 

김규정, 2002).이처럼 지식공유는 새로운 지식창출을 유도함으로써 각종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등 종업원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결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어 조직의 구

성원들의 혁신행동에 궁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원무(1998)는 금융,유통서비스,전기전자,화학,의류,건설 등의 23개 기업의 69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조직 내 지식전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중심

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지식전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식관련 특

성, 전수자 관련 특성, 수혜자 관련 특성, 혁신 프로젝트 실행 상황 특성을 설정하여 

연구를 실행한 결과지식전파를 통한 경영혁신을 수행함에 있어 혁신성과 및 지식통

합에 대해서 인과적 모호성, 지식의 가치, 구성원의 흡수 용량 등 지식관련 요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조직 내 자원에 관심을 가지고 

조직의 학습능력을 개발하며, 해당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및 의사소통을 위해 노

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공유는 지식경영의 짧은 역사에 도 불구하고 

선구적 기업을 중심으로 조직 전체적인 측면과 성과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것은 구성원들이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당 조직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하는 

혁신행동의 결과인 것이다. ‘지식과 무관한 어떤 창조적인 행동도 인지하기 어렵

다’는 주장(Stein, 1989)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는 지식의 전파/공유를 통해 창출되

는 것이므로 지식공유는 구성원의 직무성과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진대선,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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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무성과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에서 네트워크 접근성의 조절효과

개인 및 조직의 경쟁력을 가늠 할 때 필요한 정보에 얼마나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가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장세진, 1999). 특히 기업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 및 자원은 누구나 알 수 있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공

개된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하거나 접근이 어려울 경우가 많다. 이는 

조직이나 집단 내에서 구성원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또는 접근 능력에 따라서 획득

할 수 있는 정보 및 자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 및 조직의 목표달성여

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정보 및 자원을 얻기 위해서

는 개인 및 조직의 네트워크 내에서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Hatala(2009)는 조직의 구성원이 각 개인의 네트워크 내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네트워크에 접근하여 네트워크에 배태되어 있는 자원을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의 네트워크 접근성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하

였다. 따라서 목표달성을 위한 정보 및 자원, 또는 이러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네트

워크에 대한 접근성의 수준은 개인의 직무성과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Morrison(2002)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직무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해 개인이 업무

를 수행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숙달을 촉진시키며, 조직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며 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이해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

한 네트워크 접근성은 개인의 특성 및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네

트워크 접근성의 수준에 따라 네트워크 내에서 개인이 차지할 수 있는 위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의 크기, 강도등과 같은 구조적인 특성

에도 영향을 미쳐, 네트워크를 통한 직무성과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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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에서 근로자들의 

지식공유와 네트워크 접근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변인 간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그림 Ⅲ-1] 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변인은 직무성과, 사회적 네트워크, 지식공

유, 네트워크 접근성이며 사회적 네트워크의 하위요인은 크기, 강도이다. 또한 통제변

인으로는 직급과 경력을 설정하였다. 

[그림 Ⅲ-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전체로서, 중소기업중앙회에

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전체 사업체 수는 

3,066,484개(99.9%)이며 근로자수는 11,751,022명(87.7%)이다(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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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그러나 이 보고서에 나타난 중소기업근로자는 전체 수만 있고 사업체리스트

나 개인정보는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모집단을 대상으로 표집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또한 이러한 중소기업 통계는 산업별로 집계가 되어 있어 산업별로 중소기업 사

업체 수 분포의 편차가 심하여 중소기업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였을 경우 비율표집상

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김강호, 2008).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모집단을 개념적으

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목표모집단을 2012년 현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 

sminfo.smba.go.kr)에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였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

스템은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정

보시스템으로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업형태, 대표자명, 상시근로자수, 설립일, 연

락처, 등과 같은 기업정보와 중소기업 최신뉴스등과 같은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확률표집방법(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 중 유의표집방

법(purposive sampling method)을 활용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있

는 중소기업에 종사자 400명을 표집하였다. 

3.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직무성과, 지식공유, 네트워크 

접근성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표 Ⅲ-1>과 같은 측정도구를 구성하여 사용하였

다. 질문지는 사회적 네트워크, 직무성과, 지식공유, 네트워크 접근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다섯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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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 번호
예비조사 신뢰도

(n=32)

본조사 신뢰도

(n=230)

사회적 

네트워크

크기 5 Ⅰ-1,5,7,9,10
0.857 0.837

강도 5 Ⅰ-2,3,4,6,8

직무성과
과업성과 5 Ⅱ-1~5

0.845 0.903
맥락성과 9 Ⅱ-6~14

지식공유

지식제공 6 Ⅲ-1~6

0.870 0.884지식수용 4 Ⅲ-7~10

지식탐색 4 Ⅲ-11~14

네트워크 

접근성

관계주도성 6 Ⅳ-1~6

0.855 0.914자기주장 3 Ⅳ-7~9

유연한 사고 3 Ⅳ-10~12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성별,연령,학력,

직급,직무, 경력
8 Ⅴ-1~8 - -

전체 문항 58

<표 Ⅲ-1> 조사도구 구성

가.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네트워크는 근로자가 직업수행이나 심리적 만족을 얻기 위해 조직 내 개인 

혹은 집단과 맺고 있는 관계망으로 정의하며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는 직무관련접촉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Anderson(2002), 전수진(2005), 위영은(2010)의 연구에 기

초하여 네트워크의 크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가’로 정의하며, 응답

자가 직무와 관련된 정보 또는 사회 심리적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리스트 한 사람의 

수로 측정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문항

으로 김영주(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사회적 네트워크 강도는 ‘응답자가 리스트 한 사람들과의 친밀한 정도’로 정의

하며 Ibarra(1997), 전수진(2005), 위영은(2010)의 연구에 기초하여 접촉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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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와 친밀감(closeness)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접촉빈도는 각 타인과의 

접촉빈도의 평균으로 측정하며, 친밀감은 개인이 타인과 가깝다고 느끼는 정도의 평

균으로 측정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적인 강도측정을 위해 김영주(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3문항을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

나. 직무성과

직무성과(Job Performance)란 기업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수행을 통해 기대하는 결

과 및 바람직한 수행이나 조직 맥락적인 활동을 의미한다(Cravens, Ingram, 

LaForge, and Young, 1993: Law, Cravens, Grant & Moncrief, 2001). 이 연구

에서 직무성과(Job Performance)는 업무 내 행동과 업무 외 행동측면이 모두 고려

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업성과(task performance)과 맥락성과(contextual 

performance)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 측정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직무성과의 측정도구는 과업성과의 경우 William, & Stella(1991)가 개발하고, 

Sparrowe, Liden, Wayne 및 Kraimer(2001)가 활용한 직무성과 측정도구와 맥락

성과는 Borman과 Motowidlo(1983)가 개발한 문항과 김도용과 유태용(2002)이 우

리나라 근로자들의 맥락성과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함께 활용하여 구성한 

장현진(2012)의 도구를 활용하였다. 예비조사에서 측정된 도구의 내적신뢰도는 

0.845로 적절하게 나타났다. 

다. 지식공유

지식공유는 조직구성원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 내 지식을 탐색, 전이,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이 연구에서는 지식제공, 지식수용, 지식탐색의 요인으로 

구성된 김경선(2005)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예비조사에서 측정된 도구의 내적신

뢰도는 0.870으로 적절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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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네트워크 접근성

사회적 네트워크접근성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직내·외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Hatala(2009)가 개발하고 이형우(2011)가 국내중소기업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활용

한 도구 중 다른 변인과 중복되는 요인들을 삭제한 관계주도성 6문항, 자기주장(소

신) 3문항, 유연한 사고 3문항 총 12문항을 활용하였다. 예비조사에서 측정된 도구

의 내적신뢰도는 0.855로 적절하게 나타났다. 

  

4. 자료 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2012년 4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우편조사. 방문

조사, 이메일 설문을 통해 이루어 졌다. 특히 방문조사의 경우 총 6회에 걸쳐 중소기

업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는 교육훈련장에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

하고,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고, 응답이 완료된 설문지들을 일괄적으로 수집하였다. 

총 400부를 배포하여 355부(88.8%)가 회수되었고, 이 중에서 불성실응답, 중복응

답, 미응답자료 47부를 제외하고 30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유효응답률 86.7%). 

5.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Windows SPSS 19.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 적용된 주요 통계기법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위계적회귀분석 등 이다. 연구가설

에 따른 구체적인 통계방법을 연구가설 별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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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통계기법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및 측정변인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상관분석

연구가설 1. 중소기업근로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직무성과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중다회귀분석

 

연구가설 2. 중소기업근로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지식공유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중소기업근로자의 지식공유는 직무성과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와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Baron과 Kenny가

제시한 3단계

중다회귀분석

연구가설 4. 중소기업근로자의 네트워크 접근성은 직무성과와 사회적 네트

워크와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위계적 회귀분석

<표 Ⅲ-2> 연구가설에 따라 적용된 통계기법

먼저 본 연구에 응답한 중소기업근로자의 인구통계학적특성과 그들이 인식한 직무

성과와 사회적 네트워크, 지식공유, 네트워크접근성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또한 변인별 상호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계수에 대한 상관정도를 판단하였다. 

둘째, 지식공유활동이 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사회적 네트워크와의 관계에서 매개변

인으로 작용할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중다회

귀분석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기법을 사용하였다. Baron과 Kenny가 제시한 매개효

과 검증기법의 구체적인 방법은 <표 Ⅲ-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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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식 통계분석방법 조건

① M=β1X1

매개변인을 종속변인으로하고, 선행요인

을 주 독립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

행한다. 

회귀식 ①에서 주 독립변인은 매개변

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야 한다(β1이 유의해야 함).

② Y=β2X1
종속변인에 대한 주 독립변인만의 회귀

분석을 실행한다.

회귀식 ②에서 주 독립변인은 종속변

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야 한다(β2가 유의해야 함).

③ Y=β3X1 + 

β4M

종속변인에 대하여 각각의 주 독립변

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회귀분석한다. 

회귀식 ③에서 매개변인은 종속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

다(β4가 유의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β3은 감소되고 유의하지 않을 때 완

전한 매개효과가 있음. 그러나 β3이 

유의할 때는 불완전한 매개효과가 있

음. 즉, 종속변인에 대한 주 독립변인

의 영향력이  회귀식 ②보다는 회귀식 

③에서 적게 나타나야 하며 위의 식에

서 β2가 β3에 비하여 크다고 판정되

는 경우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음)

주: X1: 주 독립변인, Y: 종속변인, M: 잠정적인 매개변인, β:표준화회귀계수

   β1: 회귀식 ①에서의 X1의 표준화 회귀계수, β2: 회귀식 ②에서의 X1의 표준화 회귀계수

   β3: 회귀식 ③에서의 X1의 표준화 회귀계수, β4: 회귀식 ②에서의 M의 표준화 회귀계수

<표 Ⅲ-3>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기법

위에서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면,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은 회귀식 ②

보다는 회귀식 ③에서 더욱 작아지게 된다(β2>β3). 따라서 회귀식 ③에서 매개변

인이 투입됨으로써 주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이는 매개변인이 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강하게 매개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주 독립변인의 효과가 0에 가까울수록 매개효과가 큰 

것이며, 0이 되면 완전한 매개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박윤희, 2003; 이민

욱,2008;, 서요한, 2009). 또한 매개변인분석에 따르면,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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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김현석, 2007). 다음 [그림 Ⅲ-2]는 위의 매개변인 효

과입증을 위한 유의경로를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Ⅲ-2] 매개변인 효과입증 유의경로 

셋째, 네트워크 접근성이 중소기업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변인의 영향력을 검증

하는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53 -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Ⅳ-1>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을 보면, 남자가 

89.3%(275명), 여자가 10.7%(33명)로 남자 응답자의 비율이 여자 응답자 비율의 

약 8.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대가 7.8%(24명), 30대가 

49.7%(153명), 40대가 33.4%(103명), 50대가 9.1%(28명)로 30대 응답자가 가

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0대, 50대 순이었다. 학력은 대졸이 49.4%(152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대졸 30.5%(94명), 석사이상이 12,0%(37명), 고졸이

하 8.1%(25명) 순이었다. 

직급은 과장이 27.9%(86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임/대리 23.4%(72명), 

부장이상 22.7%(70명), 차장 16.2%(50명), 사원 9.7%(30명) 순이었다. 직무는 인

사‧교육 19.2%(59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획‧총무 16.9%(52명), 기술이 

13.9%(49명), 생산 13.3%(41명), 연구개발 7.8%(24명), 관리 7.8%(24명), 품질, 

혁신 등이 포함된 기타가 6.2%(19명), 구매‧자재 4.2%(13명), 영업·마케팅 

3.2%(10명), 서비스‧고객관리 2.6%(8명), 안전·환경 2.3%(7명), 재무‧회계 

0.6%(2명)순이었다. 

근속년수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47.7%(147명)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1.8%(67명), 20년 이상 18.2%(56명), 1년 이상 5년 미만이 11.0%(34명), 

1년 미만이 1.2%(4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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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비고

성별
남 275 89.3

-

여 33 10.7

연령

20대 24 7.8

30대 153 49.7

40대 103 33.4

50대 28 9.1

학력

고졸이하 25 8.1

-
전문대졸 94 30.5

대졸 152 49.4

석사이상 37 12.0

직급

사원 30 9.7

-

주임/대리 72 23.4

과장 86 27.9

차장 50 16.2

부장이상 70 22.7

직무

기획‧총무 52 16.9

기타:  

품질, 혁신

인사‧교육 59 19.2

재무‧회계 2 0.6

구매‧자재 13 4.2

영업‧마케팅 10 3.2

연구개발 24 7.8

생산 41 13.3

기술 49 15.9

관리 24 7.8

안전·환경 7 2.3

서비스‧고객관리 8 2.6

기타 19 6.2

경력

1년 미만 4 1.2

-

1년 이상 5년 미만 34 11.0

5년 이상 10년 미만 67 21.8

10년 이상 20년 미만 147 47.7

20년 이상 56 18.2

전체 308 100

<표 Ⅳ-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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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찰변인의 기술 통계치 

관찰변인의 기술 통계치를 요약한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수준은 5점 환산평균으로 3.73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인 네트워크 크기는 3.53, 네

트워크 강도는 3.92로 네트워크 크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직무

성과는 5점 환산평균 3.91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인 과업성과는 3.89, 맥락성과 

3.91로 나타났다. 지식공유는 5점 환산평균 3.89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인 지식제공은 

3.99, 지식수용 3.81, 지식탐색 3.80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접근성은 5점 환산평균 

3.41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인 관계주도성은 3.32, 자기주장 3.38, 유연한 사고는 

3.61점으로 나타났다. 

변인
이론적 

구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5점 

환산평균

사회적 네트워크 10~50 37.25 5.52 18 50 3.73

크기 5~25 17.66 3.65 6 25 3.53

강도 5~25 19.59 2.66 6 25 3.92

직무성과 14~70 54.68 6.15 24 70 3.91

과업성과 5~25 19.45 2.62 9 25 3.89

맥락성과 9~45 35.23 4.20 15 45 3.91

지식공유 14~70 54.39 6.15 23 70 3.89

지식제공 6~30 23.93 3.05 10 30 3.99

지식수용 4~20 15.25 1.88 6 20 3.81

지식탐색 4~20 15.21 2.33 7 20 3.80

네트워크 접근성 12~60 40.87 6.79 23 60 3.41

관계주도성 6~30 19.89 4.05 9 30 3.32

자기주장 3~15 10.14 2.05 4 15 3.38

유연한 사고 3~15 10.84 1.73 5 15 3.61

<표 Ⅳ-2> 관찰변인의 기술 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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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사회적 네트워크 및 지식공유의 영향관계

가. 관찰변인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관찰변인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 지식공

유, 및 네트워크 접근성 그리고 통제변인인 성별, 직급, 경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3>과 같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유의수준 0.001에

서 직무성과(r=.520)와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 네트워크의 하위요인인 크기와 

직무성과(r=.474, p<.001), 강도와 직무성과(r=.433, p<.001)로 중간 이상의 유의

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지식공유(r=.488, p<.001)와 중간 

상관을 나타냈으며 사회적 네트워크의 하위요인인 크기와 지식공유(r=.433, p<.001), 

강도와 지식공유(r=.422, p<.001)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지식공유와 직무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유의수준 0.001에서 

r=.743으로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하위요인인 지식제공(r=.665, p<.001) 

지식수용(r= .581, p<.001) 지식탐색(r= .589, p<.001)로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네트워크 접근성도 직무성과(r=.720, p<.001)와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하위요인인 관계주도성은 (r=.601, p<.001), 자기주장(r= .569, p<.001), 유연한 

사고(r= .570, p<.001)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성별, 직급, 경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별은 

다른 변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직급은 직무성과 

(r=.166, p<.05), 네트워크 접근성(r= .136, p<.05)과 낮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경력은 직무성과(r=.190, p<.005) 낮은 상관을 보이고 다른 변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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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사회적 

네트워크
1.000

크기 .910*** 1.000

강도 .833*** .528*** 1.000

직무성과 .520*** .474*** .433*** 1.000

과업성과 .418*** .382*** .347*** .842*** 1.000

맥락성과 .502*** .457*** .418*** .941*** .609*** 1.000

지식공유 .488*** .433*** .422*** .743*** .525*** .763*** 1.000

지식제공 .310*** .260*** .287*** .665*** .475*** .678*** .860*** 1.000

지식수용 .498*** .452*** .416*** .581*** .401*** .603*** .810*** .527*** 1.000

지식탐색 .460*** .417*** .384*** .589*** .417*** .604*** .815*** .493*** .595*** 1.000

네트워크 

접근성
.424*** .358*** .390*** .667*** .554*** .632*** .649*** .533*** .528*** .559*** 1.000

관계주도성 .406*** .336*** .382*** .601*** .507*** .564*** .573*** .472*** .464*** .494*** .946*** 1.000

자기주장 .356*** .304*** .324*** .569*** .434*** .564*** .554*** .444*** .415*** .524*** .845*** .699*** 1.000

유연한 사고 .312*** .276*** .271*** .570*** .500*** .523*** .581*** .488*** .522*** .446*** .755*** .585*** .538*** 1.000

성별 -.096 -.113 -.046 .017 .065 -.016 -.068 -.062 -.072 -.035 -.041 -.044 -.019 -.036 1.000

직급 .041 .063 .000 .166* .168* .138* .040 .104 -.015 -.019 .136* .145* .144 .031 -.173** 1.000

경력 .051 .105 -.037 .190** .152* .184** .041 .147* -.023 -.069 .057 .057 .061 .022 -.195** .607*** 1.000

  *p<0.05, **p<0.01, ***p<0.001

<표 Ⅳ-3>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인, 종속변인, 매개변인, 통제변인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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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중공선성의 진단

직무성과 및 지식공유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의 영향력을 구명하고 직무성과

와 사회적 네트워크간의 관계에서 네트워크 접근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inearity)이 존

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중공선성은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 간에 강한 상관관계

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인 간에 상관이 지나치게 높으면 부분회

귀계수의 표준오차가 커져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개별 변인들의 변량을 해석하는 것이 

모호해지며, 변인의 투입 순서에 따라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변량에 큰 차이가 있다. 

다중공선성을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피어슨 상관계

수를 이용하여 독립변인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판단할 수 있지만, 각 변수의 다중공선

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차한계(tolerance)와 변량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통하여 도출할 수 있다. 공차한계는 특정 변수의 표준오차 크기

를 설명하는 것이며 값이 작을수록 그 독립변수가 다른 독립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가 크다는 의미이므로 다중공선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며, 공차가 1.0에서 중다

상관제곱을 빼주기 때문에 공차가 1.0에 근접할수록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한다. 변량팽창계수는 공차한계치의 역수로서 값이 클수록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

성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독립변인간의 다중공선성 진단 시 공차한계가 0에 가깝고 

변량팽창계수가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양병화, 2006). 이

에 먼저 직무성과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 및 지식공유 그리고 네트워크 접근성, 

직급과 경력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변인 공차한계(Tolerance) 변량팽창계수(VIF)

네트워크 크기 .654 1.530

네트워크 강도 .654 1.530

지식공유 .521 1.920

네트워크 접근성 .548 1.826

직급 .616 1.624

경력 .617 1.620

<표 Ⅳ-4> 직무성과에 대한 다중공선성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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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에서 알 수 있듯이, 공차한계는 0.521~0.654이며, VIF는 1.530~1.920

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식공유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 통제변인인 직급과 경력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였으며, 그 결과

는 <표 Ⅳ-5>와 같다. 

변인 공차한계(Tolerance) 변량팽창계수(VIF)

네트워크 크기 .705 1.418

네트워크 강도 .711 1.405

직급 .630 1.587

경력 .619 1.614

<표 Ⅳ-5> 지식공유에 대한 다중공선성 진단

<표 Ⅳ-5>에서 알 수 있듯이, 공차한계는 0.619~0.711이며, VIF는 1.405~1.614

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 직무성과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의 영향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성과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

하여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급, 경력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직급, 경력을 1단계로 투입

하고, 2단계로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투입하였다. 여기서 1단계 변인 통제 후 2단계에

서 추가 투입한 변인의 증분 ΔR2(ΔRadj2)값은 통제변인들의 효과를 제거한 후의 직

무성과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나타낸다. 이는 통제변인들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제외하고도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 강도가 직무성과의 변량을 유의하

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영주, 유태용, 2009). 측정변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 Ⅳ-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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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직무성과

 R2(Radj2) ΔR2(ΔRadj2)

1 단계 0.040(.032)

직급 .080

경력 .142

2 단계 0.301(0.291)*** 0.261(0.259)***

사회적 네트워크 .511***

  *p<0.05, **p<0.01, ***p<0.001

<표 Ⅳ-6>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단계
직무성과

 R2(Radj2) ΔR2(ΔRadj2)

1 단계 0.040(.032)

직급 .080

경력 .142

2 단계 0.301(0.289)*** 0.261(0.257)***

네트워크 크기 .313***

네트워크 강도 .272***

  *p<0.05, **p<0.01, ***p<0.001

<표 Ⅳ-7>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표 Ⅳ-6>에서 알 수 있듯이 1단계 인구통계학적 통제변인의 효과를 제거한 후,  

직무성과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의 영향력(ΔRadj2)은 25.9%로 나타났다. 이

는 통제변인들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제외하고도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이 직

무성과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하위요인인 네트워크 크기와 네트워크 강도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위하여 사회적 네트워크 하위요인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Ⅳ-7>과 같다. 네트워크 크기(= .313, p<0.001), 네트워

크 강도(= .272, p<0.001) 모두 직무성과에 대한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통제변인효과를 제외하고 25.7%(ΔRadj2)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직무성과에 대한 하위요인 간 상대적인 중요도와 기여도로 보았을 때 

네트워크 크기가 네트워크 강도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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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지식공유

 R2(Radj2) ΔR2(ΔRadj2)

1 단계 0.002(-0.007)

직급 .024

경력 .027

2 단계 0.239(0.229)*** 0.237(0.236)***

사회적 네트워크 .487***

  *p<0.05, **p<0.01, ***p<0.001

<표 Ⅳ-8>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이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위의 결과를 통하여 <가설 1: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직무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라. 지식공유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의 영향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지식공유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직급, 경력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직

급, 경력을 1단계로 투입하고, 2단계로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투입하였다. 여기서 1단

계 변인 통제 후 2단계에서 추가 투입한 변인의 증분 ΔR2(⧍Radj2)값은 통제변인들

의 효과를 제거한 후의 지식공유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그 

결과는 <표 Ⅳ-8>와 같다. 

<표 Ⅳ-8>에서 알 수 있듯이 1단계 인구통계학적 통제변인의 효과를 제외하고 사

회적 네트워크의 영향력(ΔRadj2)은 23.6%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하

위요인인 네트워크 크기와 네트워크 강도가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위하여 

사회적 네트워크 하위요인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Ⅳ-9>와 같다. 네트워크 크기(= .288, p<0.001), 네트워크 강도(=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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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지식공유

 R2(Radj2) ΔR2(ΔRadj2)

1 단계 0.002(-0.007)

직급 .024

경력 .027

2 단계 0.240(0.226)*** 0.238(0.233)***

네트워크 크기 .288***

네트워크 강도 .271***

  *p<0.05, **p<0.01, ***p<0.001

<표 Ⅳ-9>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이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p<0.01) 모두 지식공유에 대한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지식공

유에 대한 하위요인 간 상대적인 중요도와 기여도로 보았을 때 네트워크 크기가 네

트워크 강도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통하여 <가설 2: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지식공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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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에서 지식공유

의 매개효과

중소기업근로자들의 직무성과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에서 지식공유활동이 두 

변인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적 네트워크를 독립변인으로 설

정하고, 지식공유를 매개변인으로, 직무성과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매개효과검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다음 <표 

Ⅳ-10> 과 같다. 

독립변인

(A)

매개변인

(B)

종속변인

(C)

단

계
분석경로 β t p R2

사회적 

네트워크
지식공유 직무성과

1 A → B β1 .488*** 8.450 .000 .238

2 A → C β2 .520*** 9.197 .000 .271

3

A → C β3 .206*** 4.213 .000

.585

B → C β4 .643*** 13.114 .000

 *p<0.05, **p<0.01, ***p<0.001

<표 Ⅳ-10> 직무성과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검증의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먼저 1단

계 회귀식에서 독립변인(A)은 매개변인(B)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

다. 즉, 표준화 회귀계수 β1이 유의해야 하는데 <표 Ⅳ-10>에서 보여주듯이 β1값

이 .488*** 으로 나타나 매개변인인 지식공유에 대해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성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단계 회귀식에서는 독립변인(A)은 종속변인(C)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쳐야 한다. 즉, 표준화 회귀계수 β2가 유의해야 하는데 <표 Ⅳ-10>에서 보여주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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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2값이 .520*** 으로 나타나 종속변인인 직무성과에 대해 사회적 네트워크특성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3단계 회귀식에서는 독립변인(A)과 매개변인(B)을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

변인(C)에 회귀시킬 때 매개변인(C)의 표준화회귀계수 β4는 유의해야 하고, 독립변

인(A)의 표준화회귀계수 β3의 값은 유의하지 않거나 2단계 회귀식의 표준화회귀계수 

β2보다 작아질 때(β2>β3) 매개변인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 조건에 따라 <표 Ⅳ-10>을 살펴보면, β3 β4의 값 모두 유의하

게 나타났기 때문에 매개변인에 의한 완전한 매개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중 β3의 값이 .206*** 으로서 β2 값인 .520***보다 작게 나타나 매개변인인 지식공유

가 사회적 네트워크특성과 직무성과의 관계를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3. 중소기업근로자의 지식공유는 직무성과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

계를 매개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5. 직무성과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에서 네트워크 접근성의 조절효과 

중소기업근로자들의 직무성과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에서 네트워크의 접근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사회적 네트워

크와 조절변인인 네트워크 접근성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 네트

워크 접근성과 함께 사회적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접근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상호작용항은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곱한 값으로, 상호작용항을 만들게 될 경우, 회

귀분석의 특성상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

해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Mean Centering(MC)한 후 분석하였다. Mean 

Centering(MC)를 계산하는 방법은 각 변수의 평균을 구한 다음, 각각의 값에서 평

균을 빼주는 것을 의미한다(Baron & Kenny, 1986). 분석한 결과는 <표 Ⅳ-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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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직무성과

 R2(Radj2) ΔR2(ΔRadj2)

1 단계 0.513(0.509)***

사회적 네트워크 .290***

네트워크 접근성 .544***

2 단계 0.527(0.521)* 0.014(0.012)*

사회적 네트워크 .870***

네트워크 접근성 1.187***

상호작용

(사회적 네트워크 × 

네트워크 접근성)

-1.040*

  *p<0.05, **p<0.01, ***p<0.001

<표 Ⅳ-11> 직무성과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에서 네트워크 접근성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먼저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사회적 네트워크와 조절변인인 네트워크 접

근성을 투입한 후 도출된 R2 은 51.3%였으며, 2단계에서 두 예측변인의 상호작용항

을 투입하여 도출된 R2은 52.7%로서 2단계에서의 R2의 변화량은 1.4%이며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조절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네트워크 접근성이 사회적 네트워크와 직무성과간의 관계를 조절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네트워크 접

근성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상·하 집단으로 구분한 후, 사회적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접근성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는 다음 [그림 Ⅳ-1]과 같다. 그림에

서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중소기업근로자들의 네트워크 접근성이 높을 때보다 낮을 

때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성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즉,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인식하는 네트워크 접근성이 낮은 상태에서는 네트워크 접근

성이 높을 때 보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가 클수록, 친밀도가 높을수록, 정보교환 

횟수가 잦을수록 직무성과에 더 큰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가설 4. 중소기업근로자의 네트워크 접근성은 직무성과와 사

회적 네트워크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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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직무성과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에서 네트워크 접근성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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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논의

가. 중소기업근로자의 직무성과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영향에 관한 논의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를 살펴보면, 두 변인 간에

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502, p<0.001), 사회적 네트워크를 하위요인

인 크기와 강도로 구분하여 직무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크기, 강도 모두 중간 정

적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성과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영향력(ΔRadj2)은 25.9%

이었으며, 회귀계수는 정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제변인인 직급과 경력이 직무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제외하고도 사회적 네트워크가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유의하게 설명한다. 즉, 중소기업근로자들이 조직 내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록, 또한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정보교류를 자주 할수록 직무성과가 높아지는 경

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조직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성이 개인 및 

조직의 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직 내 네트워크 활성화를 강조하는 의견(전

수진, 2005; 조영복, 김경원, 2011; 강소라, 문윤지, 2010; Mehra, Kilduff, & 

Brass, 2001; Sparrowe, Liden, & Kraimer, 2001, Cross 와 Cummings, 2004)

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나. 중소기업근로자의 지식공유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영향에 관한 논의

중소기업 근로자의 지식공유와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두 변인

간에는 중간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488, p<0.001),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성

을 하위요인인 크기와 강도로 구분하여 직무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크기, 강도 

모두 중간 정적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지식공유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의 영향력(ΔRadj2)은 

23.6%이었으며, 회귀계수는 정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제변인인 직급과 경력

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제외하고도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이 지식공유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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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것을 유의하게 설명한다. 즉, 중소기업근로자들이 조직 내에서 많은 사람

들과 관계를 맺을수록, 또한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정보교류를 자주 할수록 지식공

유활동의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조직의 사회

적 네트워크의 특성이 개인의 지식수용, 지식전이, 지식탐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의견을 입증하는 결과이다(Walker, Kogut & Shan, 1997; McEvily & Zaheer, 

1999; Dyer & Nobeoka, 2000; Hansen, 2002; 이영현, 유한구, 2008; 현영섭,  

조대연, 2009)

다. 중소기업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에 관한 논의

중소기업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에서 지식공유가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 내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와 강도수준이 높아

질수록 활발한 지식공유활동이 일어나며, 이는 곧 개인의 직무성과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본 연구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지식공유를 촉

진시키는 다양한 영향변인들이 지식공유를 통해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의견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희서, 임병춘, 2001; 김구, 2002; 강여진, 

2005; 이홍재, 차용진, 2006). 그러나 지식공유의 선행변수로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성과 지식공유의 결과변인인 직무성과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실증연구가 매우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지

속적이고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 중소기업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에서 네트워크 접

근성의 조절효과에 관한 논의 

중소기업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에서 네트워크 접근성이 두 

변인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네트워크 접근성이 낮은 집단은 네

트워크 접근성이 높은 집단보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가 클수록 친밀도가 높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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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정보교환횟수가 많을수록 직무성과에 더 큰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 접근성이 높은 근로자는 네트워크의 크기나 강도가 직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네트워크 접근성이 낮은 근로자보다 약하다는 의미이며, 이미 

가치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접근능력이 높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구

조적인 특성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이형우

(2011)의 연구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무형식학습활동이 학습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네트워크 접근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결과에서 네트워크 접근성이 낮

은 집단에서 네트워크 접근성이 높은 집단보다 다른 사람과의 무형식학습활동의 수

준이 높아질수록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증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결과

에서 나타난 네트워크 접근성의 조절효과와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네

트워크 접근성이 낮은 집단에서 개인간의 상호작용이 학습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

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네트워크 접근성이 낮게 형성된 근로자들에게 

네트워크상에서의 활동이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는 것을 시사하며, 조직에서는 개

인의 네트워크접근성의 수준을 고려하여 네트워크 및 지식공유활동의 활성화를 촉진

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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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성과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식공

유의 영향력을 밝히고 직무성과와 사회적 네트워크 간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와 네트

워크 접근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구명하는 데 있다.  연구의 목적에 따른 구

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근로자의 직무성과, 사회적 네트워크 및 지식공유의 관계를 구명한다. 

둘째, 중소기업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에서 지식공유가 나타내

는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셋째, 중소기업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

계에서 네트워크 접근성의 조절효과를 구명한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이다. 그러나 2009년 중소기업중앙회에

서 발표한 자료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 비중은 산업분류별

로 편차가 심하고, 중소기업의 생성 및 소멸주기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서 

사업체 수가 가변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목표모집단을 2012년 현재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을 설정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에 대한 접

근의 한계로 인해 이 연구에서는 비확률표집방법 중 유의표집방법을 활용하여 중소기

업현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400명을 표집하였다.

조사도구로는 직무성과, 사회적 네트워크, 지식공유, 네트워크 접근성, 일반적 특성 

조사문항의 다섯영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

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내적일치도를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최종적으로 

본조사에 활용된 조사도구는 직무성과 14문항, 사회적 네트워크 10문항, 지식공유 

14문항, 네트워크 접근성 12문항, 일반적 특성 8문항으로 내적일치도는 0.8 이상으

로 적절한 신뢰도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2012년 4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우편조사. 방문

조사, 이메일 설문을 통해 이루어 졌다. 특히 방문조사의 경우 총 6회에 걸쳐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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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는 교육훈련장에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

하고,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고, 응답이 완료된 설문지들을 일괄적으로 수집하였다. 총 

400부를 배포하여 355부(88.8%)가 회수되었고, 이 중에서 불성실응답, 중복응답, 

미응답자료 47부를 제외하고 30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유효응답률 86.7%).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Windows SPSS 19.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 적용된 주요 통계기법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위계적회귀분석 등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근로자의 직무성과에 대하여 사회적 네트워크가 정적인 영향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소기업근로자의 지식공유에 대하여 사회적 네트워크가 정적인 영향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소기업근로자의 지식공유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직무성과의 관계를 부분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소기업근로자의 네트워크 접근성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직무성과와의 관계

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결론

첫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직무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영

향력은 25.9%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근로자들의 조직 내 네트워크의 크기가 클

수록, 친밀도가 높을수록, 정보교환 횟수가 많을수록 직무성과가 향상되는 경향이 있

음을 알 수 있는 결과로서 조직 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조직 환경이 형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지식공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영

향력은 23.6%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근로자들의 조직 내 네트워크의 크기가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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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친밀도가 높을수록, 정보교환 횟수가 많을 수록 지식공유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직 내에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 공유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 창출될 수 있는 다양한 개입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셋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직무성과의 관계에서 지식공유는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수준이 높을 수록 직무성과향상에도 영향

을 미치지만, 조직 내 네트워크활동을 통한 지식공유활동이 활발해 질수록 개인의 직

무성과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업무공백의 우려로 인하여 교육훈

련참여가 어렵고, 또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지식

공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함으로써 조직학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인의 

직무성과 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과로 이어지는 지식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직무성과의 관계에서 네트워크 접근성

은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네트워크 접근성이 낮은 근로자는 네트워크 접근성이 높은 

근로자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의 크기, 강도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이 더  강하다.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 접근성이 높은 근로자들은 가치있는 정보

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음으로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특성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양적인 특성보다 

접근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직무성과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용 시에도 네트워크 접근성과 같은 부분을 고려하여 조직성과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언

첫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이 연구에서 설정되

지 않은 변인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네트워

크의 구조적 특성 중 크기와 강도만을 하위요인으로 하여 직무성과 및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명하였으나, 조직의 사회적 네크워크 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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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즉 네트워크 범위, 밀도, 중심성, 지위, 이질성 등과 같은 변인들이 직무성과와 

지식공유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조직 내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

성들이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 사회적 네트워크의 측정을 각 조직 구성원의 개별적

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네트워크 실제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다

양한 사회적 자본의 흐름과 지식공유활동을 보다 깊이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완전

네트워크를 통하여 개인차원을 넘어 조직차원에서 전체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연결되

어 지식이 공유되고, 네트워크 내의 중심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지를 살펴볼 수 있

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팀단위나 조직단위의 완전 네트워크분석을 통하여 조직 내 

지식공유와 전달, 창출과정까지 연구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의 직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 중 네트워크 접근성의 효과를 구명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네트워크 접근성 측정도구의 경우 

개인적의 성격 및 성향적인 부분이 반영되어 접근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나, 조

직 내 네트워크접근성의 경우 조직환경적인 부분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네트

워크 접근성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 다양한 관점에서 조직 내 개인의 

네트워크 접근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넷째, 대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기관 등 다양한 연구대상에 본 연구모형을 적용하

여 비교분석을 통한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에 

대한 접근의 한계로 일부기업을 목표모집단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중소

기업의 모집단이 방대하고 기업의 특성이 다양하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대상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소기업내에 전반적인 학습조직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외부교육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터에서 직원들 간

에 무형식 학습이 이루어짐으로 교육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조직 내 핵심

인재를 사내강사로 선정하여 활용하고, 이를 중심으로 전체 직원이 자유롭게 지식을 

공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 내 학습문화를 구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네트워크접근성향상에 대한 조직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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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네트워크접근성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력에 기반

하여 HRD담당자들이 인재를 선발 및 배치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접근성에 대한 부

분을 평가하거나 직원교육 시 네트워크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

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네트워크접근성을 향상시켜 직무성과향상으로 이

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근로자의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네트워

크, 지식공유, 네트워크 접근성의 영향력 및 매개효과,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이

후에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중소기업근로자들의 네트워크 활

동을 통한 지식공유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수행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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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측정도구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직무성과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와 네트워크 접근성의 조절효과

안녕하십니까?

바쁘신�중에도�소중한�시간을�내어�주셔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인적자원개발(HRD)을� 전공하고� 있는� 여수경입니다.� 이번에� 저는� 기업체� 근로자인� 여러분들께서� 조직� 내에서� 맺고�

있는�사회적�네트워크와�직무성과의�관계에서�조직�내�지식공유활동과�네트워크�접근성이�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 대하여�연구를�수행하고�있

습니다.� 설문지는� 사회적� 네트워크,� 직무성과,� 지식공유,� 네트워크� 접근성� 및� 일반적� 특성의� 다섯� 영역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파악하는� 문항으

로�구성되어�있습니다.�

설문지는� 총� 5면(표지제외)이며,� 응답하시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약� 8분� 정도입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8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13조� 2항에�의거�특정�개인이나�기업의�특성은�노출되지�않으며,�오직�연구를�위한�자료로만�사용될�것임을�약속드립니다.

또한�응답하지�않은�문항이�하나라도�있으면,�그�설문지는�분석할�수�없으니�한�문항도�빠짐없이�응답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귀하의�솔직

하고�성의�있는�응답은�본�연구를�위해�매우�귀중한�자료가�될�것입니다.

응답과�관련하여�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의�연락처로�연락해�주십시오.

끝으로�늘�건강과�행복이�가득하시길�기원하며,�바쁘신�데도�불구하고�귀중한�시간을�내어주시어서�거듭�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2년� 4월

서울대학교�대학원�농산업교육과

지도교수� :� 이� 찬

석사과정� :� 여수경

[연구자�연락처]�전화:� 02)� 880-4848,�핸드폰� :� 010-9907-5470

e-mail� :� smilesoo3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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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회적 네트워크

다음은�귀하의�직장�내에서�사회적�네트워크�파악을�위한�질문입니다.�직장�내에서�귀하의�업무수행에�필요한�심리적�혹은�정보적인�지원을�해�주는�등의�

도움을�주는�사람(상사,� 부하,� 동료�모두�포함)의�이름�또는�본인만이�알아볼�수�있는� 이니셜을�기입하여�주십시오.� (최소� 1명~최대� 10명).� 또한�각�사람

과�심리적으로�얼마나�친밀하게�느끼는지,�각�사람과�정보를�얼마나�자주�교환하는지에�대해�해당하는�번호를�적어주시기�바랍니다.�

1.�이름 2.�이�사람과의�친밀도는? 3.�이�사람과의�정보교환횟수는?�

①�매우�친밀하지�않다

②�친밀하지�않다

③�보통이다

④�친밀하다

⑤�매우�친밀하다

①�한�달에� 1회�혹은�그�미만

②�한�달에� 2~3회

③�일주일에� 1회

④�일주일에� 2~3회

⑤�거의�매일

예시 홍길동 ④ ④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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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귀하의�직장� 내에서�사회적�네트워크�파악을�위한�질문입니다.� 아래의�각�문항을�잘�읽으시고�평소�귀하의�생각이나�상황과�가장�일치하는�번호에�

✓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4 � 나는�직장�내에서�나에게�도움을�주는�사람들과�깊게�사귀는�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 나는�직장�내에서�나에게�심리적인�지원(예:�조언이나�상담)을�해�주는�사람이�많이�있는�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 나는�직장�내에서�나에게�도움을�주는�사람들과�가족처럼�친하게�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7 � 나는�직장�내에서�나에게�정보적인�지원을�해�주는�사람이�거의�없다.� ① ② ③ ④ ⑤

8 � 나는�직장�내에서�나에게�도움을�주는�사람들과�감정적으로�친밀함을�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9 � 내가�직장�내에서�어려움이�처했을�때�나를�도와주는�사람이�별로�없다.� ① ② ③ ④ ⑤

10 � 나는�직장�내에서�업무수행과�관련하여�편하게�물어볼�수�있는�사람이�많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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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직무성과

다음은�귀하의�느끼는�직무성과에�대한�질문입니다.� � 아래의�각�문항을�잘�읽으시고�평소�귀하의�생각이나�상황과�가장�일치하는�번호에�✓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 � 나는�내게�주어진�업무를�잘�완료해낸다.� ① ② ③ ④ ⑤

2 � 나는�직무명세서에�제시된�책임�업무를�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3 � 나는�조직에서�기대하는�과업을�잘�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업무수행�시�요구되는�목표를�잘�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 나는�인사고과에�영향을�주는�활동을�잘�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6 � 나는�업무수행�시�문제해결을�위해�동료와�잘�협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7 � 나는�필요한�업무를�스스로�찾아서�적극적으로�하는�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 나는�내가�맡은�업무가�아니어도�회사에�도움이�되는�일이라면�한다.� ① ② ③ ④ ⑤

9 � 나는�동료의�업무가�과중할�때�돕고,�함께�협력한다.� � ① ② ③ ④ ⑤

10 � 나는�부서에�보탬이�될�수�있도록�건설적인�제안을�한다.� � ① ② ③ ④ ⑤

11 � 나는�다른�사람에게�미치는�영향을�생각하고�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 나는�상사가�없더라고�많은�업무를�평소대로�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 나는�어려움에�처한�동료를�지원하고�격려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4 � 나는�업무수행�시�문제해결을�위해�능동적으로�대처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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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지식공유 

다음은�귀하의�직장�내에서�동료와의�상호작용을�통해�업무와�관련된�지식이�공유되는�정도를�알아보기�위한�문항입니다.�

아래의�각�문항을�잘�읽으시고�평소�귀하의�생각이나�상황과�가장�일치하는�번호에�✓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 � 나는�동료가�업무지식을�필요로�할�때마다�기꺼이�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2 � 나는�내가�알고�있는�지식이나�노하우가�변경�되었을�때,�동료에게�적극적으로�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3 � 나는�내가�가지고�있는�업무지식을�동료에게�전하는�것이�부담되지�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 나는�새로운�업무지식을�동료와�공유하는�것이�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5 � 나는�동료들에게�어렵거나�힘들게�해결했던�업무경험과�그�해결방법에�대해�자주�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6 � 나는�공유하면�손해라고�생각될�만한�업무경험과�노하우도�동료에게�가르쳐준다. ① ② ③ ④ ⑤

7 � 나에게�전달되는�동료의�지식,�노하우는�정확하고�신뢰성이�높다. ① ② ③ ④ ⑤

8 � 나는�동료가�제공하는�지식을�기꺼이�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9 � 나는�동료부터�제공받는�지식을�신뢰하고�수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 나는�동료로부터�얻은�지식을�재검토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 나는�나의�업무에�중요한�지식을�보유한�동료를�알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 나는�필요한�지식을�동료에게�구하는�것이�부담되지�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 나는�필요한�지식을�찾기�위해�동료에게�쉽게�접근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 나는�회사�내�모임을�통해�알게�된�동료를�통해�새로운�업무지식을�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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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다음은�귀하의�직장�내에서�업무수행을�위하여�조직�내·외인간관계(네트워크)에�참여하고자�접근하는�능력을�알아보기�위한�문항입니다.�

아래의�각�문항을�잘�읽으시고�평소�귀하의�생각이나�상황과�가장�일치하는�번호에�✓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 �나는�새로운�사람들을�만나는�것이�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처음�본�사람에게�쉽게�말을�건넨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새로운�사람과의�첫�대면이�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새로운�사람과의�만남에�자신감이�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새로운�사람들과�이야기�할�때�편안함을�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새로운�사람들을�만날�수�있는�장소를�알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주변사람들에게�도움을�쉽게�얻을�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도움이�필요하면,�잘�모르는�사람에게도�도움을�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다른�사람과�연락이�잘�안되더라도�연락을�계속�시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다른�사람의�부족한�면도�잘�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다른�사람으로�인해�쉽게�좌절하지�않는�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나의�아이디어에�대한�비판에�개방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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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일반적 사항

다음은�귀하의�일반적�사항에�관한�것입니다.�모든�정보는�연구의�목적으로만�사용됩니다.�

해당되는�번호에�ü 표시해�주시거나�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1.�귀하의�성별은?� � �①�남성� � �②�여성

2.�귀하의�연령은?� � �만_________�세

3.�귀하의�학력은?� � �①�고졸�이하� �②�전문대졸� �③� 4년대졸� �④�대학원�이상

4.�귀하의�직급은?� � �①�일반사원� � � � ②�주임/대리� � � � �③�과장� � � � �④�차장� � � � �⑤�부장�이상

5.�귀하가�담당하는�일은?�

�①�기획� ·�총무� � �②�인사� ·�교육� �③�재무� ·�회계� �④�구매� ·�자재� �⑤�영업� ·�마케팅� � �⑥�연구개발

�⑦�생산� � � � � � � � �⑧�기술� � � � � � � �⑨�관리� � � � � � � �⑩�안전/환경� � � �⑪�서비스‧고객관리� �
�⑫�기타� (직접�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6.�귀하의�현재�직장에서의�근무기간은?� �만_________년� ___________개월

7.�귀하의�총�근무경력은?� �만_________년� ___________개월

8.�현재�직장의�근로자�수는?� �

� ①� 100인�미만� �②� 100인�이상∼300인�미만� � � ③� 300인�이상∼500인�미만� � � ④� 500인�이상~1000인�미만� � �⑤� 1000인�이상

♣�긴�설문에�끝까지�응답해�주셔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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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 of Knowledge sharing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Network Accessi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Performance 

and Social Network in Small-Medium Sized Enterprises

by Sookyoung Yeo

Thesis for the Master of Philosophy in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2012

Major Advisor: Chan Lee,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knowledge sharing 

and network accessi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performance and 

social network in small-medium sized enterprises. The specific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set as follow; first,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job 

performance , social network and knowledge sharing in  small-medium sized 

enterprises, second,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knowledge sharing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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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job performance and social network in 

small-medium sized enterprises. Third, to identify the moderating effect of 

network accessibility on the relationship job performance and social network 

in small-medium sized enterprises.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was basically all the employees in 

small-medium sized enterprises, but in this study, employees in 

small-medium sized enterprises defined the employees who work for 

companies listed in the small-medium sized company information system.

Questionnaires consisted of total 58 questions in 5 sections of job 

performance, social network, knowledge sharing, network accessibility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s 

were identified through experts' review and pilot test.

The data were collected by visiting, mail and e-mail from 7th, April to 

15th May. A total of 355 out of 400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of which 

308 were used for analysis after data cleaning.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sis with SPSS 19.0 program for windows and the significance level of 

statistics was set on 0.05.

Based on the finding of the study, major conclus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job performance of employees in small-medium sized companies 

was positively affected by social network. And social network explained 

25.9% of the job performance. 

Second, job performance of employees in small-medium sized companies 

was positively affected by knowledge sharing. And social network explained 

23.6% of the job performance.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performance and social network was 

partially mediated  by knowledge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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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performance and social network was 

moderated negatively by the level of network accessibility. 

Based on the conclusions aforementioned, some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ers were suggested; 

First, it needs to investigate potential variables which affect to job 

performance that were not researched in this study.  

Second, it needs to investigate the flows of social capital and knowledge 

sharing, transfer and creation process through analysis of perfect network in 

the organization. 

Third, it needs to develop network accessibility measurement scale in 

various aspect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network accessibility to the 

individual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Fourth, it needs to compare the results of applying this research model to 

the large corporation, public institutes, and NGO. 

Fifth, it needs to give organizational support in order to improve 

employees’ network accessibility through using various intervention such as 

training programs. 

Sixth, it needs to be further research regarding job performance, social 

network, knowledge sharing and network accessibility to the practice filed. 

Key words: Employees in Small-Medium sized enterprises, Job performance, 

Social Network, Knowledge Sharing, Network Accessibility.  

Student number: 2010-2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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