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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경제는 치열한 경쟁, 군살 없는 조직, 범 한 기술의 발  등으로 요약될 수 있고, 이러한 역동 인 환경 속에

서 리스크와 불확실성은 조직 지식 리의 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건설 산업도 외일 수 없으므로 생존  

도약을 한 다양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고 지식경 을 통한 효율성  효과성의 향상과 업무 자체의 신에 한 필요

성은 모든 건설기업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며 시 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경 이 일정 부분 정착

된  시 에서 기업들은 지식경  도입에 따른 성과에 해 의구심을 가지고, 평가 도구 개발에 심을 가지기 시작

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지식경  성과측정 모델을 검토  분석하여 그것을 토 로 성과측정 방법론을 제시하고

자 한다.

키워드 : 지식경 , 지식 리시스템, 성과측정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목

의 경제는 치열한 경쟁, 군살 없는 조직, 상품과 

서비스의 결합, 범 한 기술의 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Davenport and Prusak, 1998). 이러한 역동 인 환

경 속에서 리스크와 불확실성은 조직 지식 리의 요성

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Paiva et al, 2002). 기업 조직에

서의 지식이란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와 정보를 유의 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 기업의 역량은 자산, 자본, 역사, 설비, 

종업원 수 등의 물리 인 자원보다는 기술이나 경  노

하우  지식 인 라와 같은 지  자본(intellectual 

capital)에 의해 결정되기에 이르러 지식경 의 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이강세 외, 2006)

건설 분야에서도 지식자산의 가치를 요하게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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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90년  반부터 형 건설기업을 심으로 지식경

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났고, 지식경 에 한 많은 투

자가 이루어진 상태이다(백종건 외, 2003).

그러나 지식경 과 같은 정보화 사업은 기업의 장기

인 정보화 략을 바탕으로 진행될 때에 투자의 타당

성과 효율성을 획득할 수 있으며, 주기 인 평가를 통한 

검활동을 필요로 한다.

국내 건설 산업의 지식경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지

식경  조류를 크게 지식의 창출/축 /공유/활용을 한 

‘조직 구성’에 한 것과 지 자본을 분류  평가하는 

‘성과측정(Performance Measurement)’으로  나 었을 때 

자에 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성  외, 

2001).

하지만 최근 지식경 을 실시하고 있는 건설기업들  

응기에 들어간 부분의 기업들은 지식경  도입에 따

른 성과에 한 의구심을 가지고, 평가 도구 개발에 심

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에서 볼 때  시 에서 지식경 을 용하

고 있는 기업들은 지식경 에 해 간 검을 실시하고, 

행 장기 략의 정성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 작업은 향후 보다 효과 인 정보화 추진의 거름이 

될 것으로 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차원의 효율 인 지식 리를 한 

지식 리 성과 측정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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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   방법

본 연구의 진행방법으로는 먼 , 국내의 지식경  성과

측정여부에 해 알아본다. 그리고 기존 지식 리 성과측

정에 한 연구들을 검토하여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식경 의 성과측정 방법론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 한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지식경 의 성과측정 황

기존 연구  방법론 고찰

지식경  성과 측정 방법론 제시

향후 연구 방향 설정

그림1 . 연구흐름도

2. 지식경  성과측정 황

지식경 의 성과측정을 실시하는 기업들은 백종건

(2003)의 연구에 따르면 40% 로 아직까지는 성과에 

한 측정을 하지 않는 기업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명확한 지식경  성과측정 도구를 찾지 못

했고, 이것은 실제 지식경 의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 기

업들도 부분 지식경 이 기업성과에 향을 미친다고

는 생각하고 있으나 기업의 성과를 과연 지식경 의 성

과로 볼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의 성과를 지식경 의 성과

로 볼 수 있는지에 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2는 지식경 의 성과측정 여부에 

한 인터뷰 결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2 .  지식경 의 성과측정 여부

3. 기존 연구  방법론 고찰

3.1 김태균과 최경 의 연구

김태균과 최경 (2002)은 지식경  도입 후 실제 활용

한 결과가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해 

BSC(Balanced Scorecard)와 가치사슬을 이용한 정보시스

템의 성과평가 모델을 그림3과 같이 제안하 다. BSC의 

4가지 평가 역과 가치사슬에 의한 6개의 핵심 업무 역

을 두 가지 축으로 하여 정보시스템 도입이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이 연구에서는 경 성과에 미

친 향을 주요 성과측정지표(KPI) 수와 KPI 향도 

수를 통해 객 화된 수치로 표 하 다. 정보기술  정

보시스템의 성과평가를 KPI 향도와 KPI 수에 한 

원인을 제시하고 수가 낮아지거나 인과 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그러나 이 성과평가 모델은 각 기업들이 KPI를 리하

고 있다는 제 하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업에서 구체

으로 KPI를 리하고 있지 않을 경우 실제 용이 불

가능하다. 한 KPI 수 산정을 해서는 평가기 을 

마련해야 하지만 기 설정에 한 안이 명확하지 못해 

객 인 기 을 설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 평가결과 분

석에서도 평가 수가 낮은 경우 그 구체 인 원인을 찾

기 해서는 별도의 분석과정이 요구된다.

그림3 . 평가 임워 크 (김태균 외, 2 002 )

3.2 Stewart와 Mohamed의 연구

Stewart와 Mohamed(2003)는 건설 로젝트의 특성을 

반 하여 건설 로젝트 지식 리 로세스상의 IT의 가

치를 평가하기 해 BSC에 근거한 5가지 의 

Framework를 제시하 다.(그림4) 5가지의 IT 성과측정 

은 업무 (Operational perspective), 사용자 

(User orientation perspective), 이익 (Benefit 

perspective), 략  경쟁력 (Strategic 

competitiveness perspective), 기술/시스템 

(Technology/System perspective)으로 크게 효과성, 효율

성, 기술성 평가로 구분된다. ‘Construct-IT' BSC에 근거

한 지표를 설문조사하여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PMPF 

Matrix(performance Measurement Process Framework, 

의 독립성과 지표의 상호의존도 분석)로 분석하 다. 

최종 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에 따라 IT의 성

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제시함으로써 건설 로

젝트의 정보 리 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IT 

가치 요소들을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림4.  5가지 성과 의 ‘Construct-IT'BSC

 (Stewart et al, 2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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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한국 산원의 연구

한국 산원(1999)은 정보화 사업을 평가하기 한 

과 평가기 , 평가항목을 제시함으로써, 각 사업의 특성

을 고려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 다.

정보화 사업의 평가범 를 기본 으로는 정보화 사업 

평가편람을 용하되, 정보화사업에 있어 정보시스템이 

갖는 요성을 감안하여 크게 사업의 집행과정 평가, 사

업의 효과성 평가, 정보시스템의 기술성 평가로 구분하여 

각각의 주요 평가측면과 평가기   평가항목을 제시하

다. 한 평가 상사업의 추진단계가 각각 다름을 감

안, 평가시기에 따라 사 평가, 과정평가, 사후평가로 구

분하여 각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여 평가

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 다.

평가목 을 효율 으로 달성하기 해서는 평가범 를 

정하고, 합한 평가유형을 선정하여 이를 근거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정보화사업 평가유형별 주요 

평가측면, 평가기 ,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실제 평가계획 

수립  평가 수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평가측면 주요내용 평가기준

고    객
일반국민이나 타기관의 입장에서 
사업목표가 달성되면 어떤 서비
스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확인

-서비스 시간
-서비스 품질
-서비스 이용

내부업무
내부업무에 대한 사업의 효과는 
무엇인가 확인

-내부업무 생산성 향상
-내부직원의 만족도
-정보의 품질 및 정보량
-업무수행 비용절감

조직혁신
조직문화 및 업무혁신에 대한 사
업의 효과와 조직의 환경 대응능
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확인

-업무혁신 및 구조개혁
-조직문화의 변화관리
-인적자원개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

그림5.  정보화사업 효과성 측면별 평가기
(한국 산원, 1 999)

3.3.1 정보화사업의 효과성 평가계획 수립

효과성 평가는 정보화사업이 당  계획수립시 의도한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사업의 목표달성 여

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사 에 정의된 정보화 효과가 실

제로 구 되고 있는지를 악하고, 추가 으로 발생될 수 

있는 효과에 해서도 정성 , 정량 으로 평가를 수행한

다. 효과성평가는 우선 사업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따라 사업 목표가 어떻게 조직 목표의 달

성에 기여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

를 결정하게 된다.

3.3.2 정보화사업의 기술성 평가계획 수립

정보화사업의 목표 달성에 있어 정보시스템이 가지는 

요도에 비추어 볼 때, 정보화사업의 목표 달성을 해 

시스템이 필요한 기능을 지속 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 에 계획되고 실제로 사후에도 지원하는지를 평가하

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4. 지식경  성과측정 모델

건설 지식경 의 지속 인 발 을 해서는 기존 시스

템의 정기 인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시스템 사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킴과 더불어 

시스템의 지속  성능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시스템의 활용을 업무처리 과정에 융화시킴으로

써 궁극 으로는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사용 인 시스템의 평가를 해서는 우선 정한 평가

분야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 수 외(2005)

의 연구내용  ‘PMIS 평가 방법론’을 기 로 하여 기존 

시스템의 평가에 을 맞추었다. 주요 평가 내용은 시

스템이 최 의 개발 목 을 달성하고 있는지(효과성), 시

스템의 사용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얼마나 기여

하고 있는지(효율성), 시스템은 사용하기에 얼마나 편리

한지(사용성), 그리고 시스템은 회사의 략목표 리에 

얼마나 기여하며 략목표 리를 해 어떠한 기능을 

제공하는지( 략상 성) 등을 선정하 다. 각각에 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효과성 평가

효과성 평가는 지식경 이 당  계획수립시 의도한 효

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사업의 목표달성 여부

를 평가하는 것으로, 사 에 정의된 정보화 효과가 실제

로 구 되고 있는지를 악하고, 추가 으로 발생될 수 

있는 효과에 해서도 정성 ⋅정량 으로 평가를 수행

한다(한국 산원, 1999).

(2) 사용성 평가

본 연구에서의 시스템 사용성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정

의할 수 있다. “시스템의 사용성 평가는 사용자가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시스템 사용과정에서 사용자가 느끼는 편의성  실용성

과 련된 여러 측면을 평가하는 것이다.”

(3) 효율성 평가

효율성 향상은 지식경 의 용으로 얻고자 하는 주요 

효과 의 하나이다. 효율성은 조직의 목 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능력, 즉 ‘일을 바르게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효율성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시스템의 업무 효율성 기여도 평가는 사용자가 시스

템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서 얼마나 업무의 효율성

이 직⋅간 으로 향상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4) 략상 성 평가

경쟁우  확보를 해 지식경 을 개발⋅활용할 경우 

이를 략정보시스템이라고 하며, 이러한 정보시스템이 

성공을 거두기 해서는 기업의 략과 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시스템의 략상 성 평가는 크게 

두 가지-개별 시스템의 략목표 리기여도  개별 시

스템의 략목표 리기능-로 구성된다.

이상 네 가지 평가내용에 한 평가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각 평가내용에 한 평가는 각각의 세부평

가항목별로 사용자의 설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

서는 평가내용  방법을 제시하고 세부평가항목은 추후 

연구과제로 하 다. 측정의 객 성과 정확성을 해서는 

이 세부평가항목 설정이 가장 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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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 economy is summarized by increasing business competitiveness and leaner organizations, and the 

risk and uncertainties inherent in such dynamic environments have increased the importance of managing 

organizational knowledge. Like the preceding,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required to make an effort for survival 

and takeoff, and most construction companies recognize that knowledge management improve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nd the necessity on the innovation of business itself and it is the current of the times. But at this 

point in time, companies have doubts about performance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KM, and set to show interest 

in developing a measurement method. So, This study analyzes the existing model for performance measurement and 

based on results derived, presents the method for performance measurement.

Keywords : Knowledge management, Knowledge management system, Performance measurement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항목

효과성 기대 대비 인지 효과 측정

추후 설정
사용성 인지 효과 측정

효율성 각 업무 대비 업무모듈 측정

전략상관성 각 업무 대비 전략목표 측정

표1 .  측정 평가내용  방 법

5. 결   론

최근 건설 환경의 격한 변화는 산업의 주축을 이루

고 있는 건설 회사들로 하여  변화에 응하고 더 나아

가 새로운 환경을 선도하기 한 다양한 노력을 요구하

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  하나로 기업을 심으

로 지식경 을 도입하여 용 에 있으며 응기를 지

난  시 에서 지식경 의 지속 인 발 을 해서는 

성과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 차원

의 지식경  성과측정을 한 방법론을 제시하 다. 하지

만 세부평가항목의 제시 없이 방법론 제시에 그쳤고, 검

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개념의 발 과 함께 세부평가항

목의 작성과 성과측정 Framework를 만들고, 지식경 을 

용하고 있는 기업을 상 로 검증을 실시하여 모델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기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식경 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 측면에서 기존 지

식 리 시스템 성과측정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

(2) 리 항목을 발견하여 기업조직의 발 에 기여

할 수 있다.

(3) 효율 인 지식 리에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 지식

경 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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