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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며, CoP는 공통의 직무나 관심사에 대한 열정

에 유용한 온라인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이다.

Ⅰ. 서론1)

핵심요소에 대해 토의될 것이다.

것이다. 전문가 문제해결시스템은 전문가들이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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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이론과 지식경영
개인학습(individual learning)에 대한 연구는 심리
학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져 왔다. 먼저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는 자극-반응 관련 학습이
론들이 주류를 이루는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개인학습
이론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1970년대부터는 기억과
망각에 대한 개인의 학습이론을 주로 다루었으며, 그
이후에는 인지심리학이 발전하였는데, 문제해결과 정
보처리 관점에서 개인학습이론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김인수, 2000).
한편, 조직수준의 학습이론은 1990년대 초에 학습
조직(learning

organization)

또는

조직학습

(organizational learning) 등의 개념으로 활발히 논의
되었다 (Nonaka & Konno, 1998; Nonaka, 1994;
Kim, 1993; Garvin, 1993; Huber, 1991; March, 1991;
Senge, 1990; Cohen & Levinthal, 1990; Stata, 1989).
이 논의는 1991년에 조직이론에 관한 주요학술지의
하나인 ‘Organization Science’가 조직학습에 관한 특
집호를 다루면서 촉발되었고, 이후 조직학습 또는 학
습조직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었다. 이전에는
인지해석학적 접근에서 조직학습을 설명하려는 노력
(Argyris & Schon, 1978)이나 생산현장에서의 학습곡
선에 대한 연구(Arrow, 1962) 등이 있었다.
지금까지의 조직학습 또는 학습조직에 대한 연구
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다섯 가지 분야로 범주화가
될 수 있겠는데, (1) 생산현장에서 경험에 의한 학습
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학습곡선(learning
curve) 연구(Arrow, 1962) (2)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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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직수준의 학습이론은 1990년대 초에 학습
조직(learning

organization)

또는

조직학습

(organizational learning) 등의 개념으로 활발히 논의
되었다 (Nonaka & Konno, 1998; Nonaka, 1994;
Kim, 1993; Garvin, 1993; Huber, 1991; March, 1991;
Senge, 1990; Cohen & Levinthal, 1990; Stata, 1989).
이 논의는 1991년에 조직이론에 관한 주요학술지의
하나인 ‘Organization Science’가 조직학습에 관한 특
집호를 다루면서 촉발되었고, 이후 조직학습 또는 학
습조직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었다. 이전에는
인지해석학적 접근에서 조직학습을 설명하려는 노력
(Argyris & Schon, 1978)이나 생산현장에서의 학습곡
선에 대한 연구(Arrow, 1962) 등이 있었다.
지금까지의 조직학습 또는 학습조직에 대한 연구
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다섯 가지 분야로 범주화가
될 수 있겠는데, (1) 생산현장에서 경험에 의한 학습
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학습곡선(learning
curve) 연구(Arrow, 1962) (2)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지식경영연구 제6권 제2호

온라인 공산에서의 문제해결: 전문가 지식 네트워크에 관한 사례연구

고 준전
․ 성일

2. 지식경영과 문제해결
<표 1> 조직학습에 대한 이론적 분류
구분
학습곡선 이론

지식경영은 조직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
관련 연구
생산현장에서 누적된 경험에 의하여 생산성이 높아 Arrow, 1962; Argote,

지식을 획득하거나 창출하고, 공유하며, 이를 확산시

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에 초점을 둠.
1993
기술혁신 상황에서 조직이 목표, 행동, 결과 등을 중
Van den Ven and
심으로 시행착오와 같은 학습을 통하여 조직의 환경
Poolley, 1992
변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설명함.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에 대하여 인지적 또는 해석학 Argyris and Schon,

킬 수 있는 지식유통의 방법과 전략에 관한 것이다.

적 관점에서 조직학습을 설명하고자 함.
1978
개인학습이 조직학습 또는 조직메모리(organizational
개인학습의 조직학습
Kim, 1993; Senge,
memory)로 변환되는 구조에 초점을 두고 해당방법
변환 관점
1990
론을 제시함.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인 비공식적 집단이 조 Wenger and Snyder,

같이 초보자가 전문가로부터 업무를 배우고 서서히

환경적응 관점

인지적 관점

CoP 관점

따라서 지식경영의 1차적 목적은 현업의 문제해결역
량 강화에 있다. 조직 구성원이 사용하는 문제해결의
채널은 서적, 인터넷, 전문가 등 다양하다. 이 중에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문제해결의 과정은 도제관계와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합법적인 주변적 참여활동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과 유사하다(Lave
& Wenger, 1991). 여기서 합법적이라는 의미는 조직
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활동을 의미하며, 주변적

직의 학습을 도모하며 혁신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2000; Wenger et al.,
봄.

이라는 의미는 인간 관계적 맥락을 통해 학습과 문제

2002

해결이 이루어짐을 뜻한다. 주변적 참여활동의 개념

을 강조하는 환경적응 관점(Van den Ven & Poolley,

learning)’이 나타날 수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문

은 인간적 맥락이 중시되므로 과거 오프라인 활동을

1992) (3)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을 인지적, 해석적 접

제해결구조는 앞서 언급된 조직학습에 관한 연구의

떼어놓고는 설명이 어려웠으나, 정보기술의 발달로

근에서 조직학습을 설명하려는 연구(Argyris &

분류 중 학습곡선이론 연구, 개인학습과 조직학습간

온라인 매체를 통한 정보 풍요성이 오프라인에 버금

Schon, 1978) (4) 개인학습과 조직학습 간의 연결에

의 연결에 관한 연구, CoP 연구 등과 연관이 된다.

갈 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온라인의

초점을 둔 연구(Kim, 1993; Senge, 1990) (5) CoP를

즉, 이 구조는 생산현장의 개인별 학습내용이나 노하

장점(예: 저렴한 비용, 내용의 저장 및 축적가능 등)

통한 지식창출과 혁신에 대한 연구 (Wenger &

우 사항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임시적 CoP 형태로서

이 부각되고 있다.

Snyder, 2000)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김인수,

상호 토론되고 시너지를 발생시켜 집단적인 학습곡선

2000; 김명형, 1995). 다음의 <표 1>은 조직학습에 대

으로 승화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
전문가 집단의 온라인 문제해결 네트워크는 현업
에서 발생한 어떠한 문제해결을 위해 일시적으로 모
인 CoP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구조는 유
사한 실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간에 협동과 사회적 상
호작용을 이루고, 실무적 학습을 활발하게 하여 조직
의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다(Brown & Duguid,
1991). 결국 전문가 집단의 문제해결 네트워크는 구
성주의 관점에서 상황적 학습이 발생하는 사회적 맥
락을 조성하고 조직에 당면한 이슈들과 도전들을 해
결하는 구조가 될 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들이 원하
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규범이나 사회적
관계, 즉 신뢰, 유대감, 협동심 등 지식공유 문화 또
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
(Lesser & Prusak, 1999). 또한 조직의 지식자원에 대
한 효과적 관리를 통해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
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지식경영을 가능하게 하고, 궁
극적으로는 조직의 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3. 사회적 자본과 지식기여

최근에는 조직들이 지식경영을 통한 문제해결의

무임승차가 가능한 온라인 지식 네트워크에서 개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시

인들이 왜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집단적
인 이익을 도모하는지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으로 설

한편, 조직 내 학습과정은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에

켜 조직이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

최근에는 지식경영이라는 개념이 대두되면서 이러

서 해석되기도 한다(강인애, 1996). 구성주의란 우리

록 조직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문제

명이 가능하다(Coleman 1990). Lin(2001)에 따르면,

한 분류에 대한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고, 조직의 지

가 어떻게 지식을 획득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견해로

해결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조직구성원들에 대해서

사회적 자본이란 “의도된 행동으로 결집된 사회적 구

적자산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조직이 당면한 문제해결

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지

는 지식보상제도를 통하여 상금이나 인사가점을 제공

조 속에 내재되어 있는 관계적 자원(resources)"으로

식은 인식의 주체인 개인에 의해 능동적이고 지식이

하기도 한다(김준영, 김영걸, 2001). 이렇듯 지식경영

정의된다. Nahapiet와 Ghoshal(1998)은 조직에서 지

습득된 상황과는 별개로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한다

과 문제해결은 상호 밀접한 관계 속에 있으며, 효과

식창출과 공유를 이해하기 위한 통합적 틀로서 사회

는 관점이다(강인애, 1996). 따라서 전문가 도움에 의

적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지식경영 실행전략에 관심이

적 자본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들은 구조적 자본

한 온라인 문제해결활동과 학습은 조직이 당면한 이

집중되고 있다.

(structural capital), 인지적 자본(cognitive capital),

한 이론적 접근들을 정리한 것이다.

과 구성원들의 학습을 가속화하는 프로세스 개발 등
의 실천적 방법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조직
에서의 개인과 조직의 지식 획득, 창출, 공유,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활동들을 일련의 학습과정으로 파악하
고, 학습이론을 지식경영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다
(Lave & Wenger, 1991). 예를 들어, 지식경영의 실천
적 전략으로서 각 구성원들의 현장의 경험지식이 온
라인 공간을 통해 다른 조직구성원들에게 빠르게 공

슈들을 해결하는 유용한 수단이면서, 이를 지속할 경

특히 인터넷이나 인트라넷과 같은 정보기술을 매

관계적 자본(relational capital) 등의 세 가지 형태의

우 조직구성원들 간의 신뢰, 유대감과 같은 사회적

체로 학습의 방법이나 문제해결의 모드가 변화하고

사회적 자본에 의하여 지식의 교환이 가속화될 수 있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전문가 집단의 온라

음을 주장하였다. 우선 구조적 자본이란 개인 간 구

식경쟁력의 바탕이 된다.

인 문제해결 네트워크이다. 이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조적 연결성(structural connection)과 관련된 개념으

이 온라인을 통하여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설계

로

유된다면, 매우 효율적인 ‘집단적 학습(collective

지식경영연구

3

4

네트워크

밀도(density)

또는

집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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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경영과 문제해결
<표 1> 조직학습에 대한 이론적 분류
구분
학습곡선 이론

지식경영은 조직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
관련 연구
생산현장에서 누적된 경험에 의하여 생산성이 높아 Arrow, 1962; Argote,

지식을 획득하거나 창출하고, 공유하며, 이를 확산시

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에 초점을 둠.
1993
기술혁신 상황에서 조직이 목표, 행동, 결과 등을 중
Van den Ven and
심으로 시행착오와 같은 학습을 통하여 조직의 환경
Poolley, 1992
변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설명함.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에 대하여 인지적 또는 해석학 Argyris and Schon,

킬 수 있는 지식유통의 방법과 전략에 관한 것이다.

적 관점에서 조직학습을 설명하고자 함.
1978
개인학습이 조직학습 또는 조직메모리(organizational
개인학습의 조직학습
Kim, 1993; Senge,
memory)로 변환되는 구조에 초점을 두고 해당방법
변환 관점
1990
론을 제시함.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인 비공식적 집단이 조 Wenger and Snyder,

같이 초보자가 전문가로부터 업무를 배우고 서서히

환경적응 관점

인지적 관점

CoP 관점

따라서 지식경영의 1차적 목적은 현업의 문제해결역
량 강화에 있다. 조직 구성원이 사용하는 문제해결의
채널은 서적, 인터넷, 전문가 등 다양하다. 이 중에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문제해결의 과정은 도제관계와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합법적인 주변적 참여활동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과 유사하다(Lave
& Wenger, 1991). 여기서 합법적이라는 의미는 조직
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활동을 의미하며, 주변적

직의 학습을 도모하며 혁신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2000; Wenger et al.,
봄.

이라는 의미는 인간 관계적 맥락을 통해 학습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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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이 이루어짐을 뜻한다. 주변적 참여활동의 개념

을 강조하는 환경적응 관점(Van den Ven & Poolley,

learning)’이 나타날 수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문

은 인간적 맥락이 중시되므로 과거 오프라인 활동을

1992) (3)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을 인지적, 해석적 접

제해결구조는 앞서 언급된 조직학습에 관한 연구의

떼어놓고는 설명이 어려웠으나, 정보기술의 발달로

근에서 조직학습을 설명하려는 연구(Argyris &

분류 중 학습곡선이론 연구, 개인학습과 조직학습간

온라인 매체를 통한 정보 풍요성이 오프라인에 버금

Schon, 1978) (4) 개인학습과 조직학습 간의 연결에

의 연결에 관한 연구, CoP 연구 등과 연관이 된다.

갈 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온라인의

초점을 둔 연구(Kim, 1993; Senge, 1990) (5) CoP를

즉, 이 구조는 생산현장의 개인별 학습내용이나 노하

장점(예: 저렴한 비용, 내용의 저장 및 축적가능 등)

통한 지식창출과 혁신에 대한 연구 (Wenger &

우 사항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임시적 CoP 형태로서

이 부각되고 있다.

Snyder, 2000)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김인수,

상호 토론되고 시너지를 발생시켜 집단적인 학습곡선

2000; 김명형, 1995). 다음의 <표 1>은 조직학습에 대

으로 승화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
전문가 집단의 온라인 문제해결 네트워크는 현업
에서 발생한 어떠한 문제해결을 위해 일시적으로 모
인 CoP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구조는 유
사한 실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간에 협동과 사회적 상
호작용을 이루고, 실무적 학습을 활발하게 하여 조직
의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다(Brown & Duguid,
1991). 결국 전문가 집단의 문제해결 네트워크는 구
성주의 관점에서 상황적 학습이 발생하는 사회적 맥
락을 조성하고 조직에 당면한 이슈들과 도전들을 해
결하는 구조가 될 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들이 원하
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규범이나 사회적
관계, 즉 신뢰, 유대감, 협동심 등 지식공유 문화 또
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
(Lesser & Prusak, 1999). 또한 조직의 지식자원에 대
한 효과적 관리를 통해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
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지식경영을 가능하게 하고, 궁
극적으로는 조직의 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3. 사회적 자본과 지식기여

최근에는 조직들이 지식경영을 통한 문제해결의

무임승차가 가능한 온라인 지식 네트워크에서 개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시

인들이 왜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집단적
인 이익을 도모하는지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으로 설

한편, 조직 내 학습과정은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에

켜 조직이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

최근에는 지식경영이라는 개념이 대두되면서 이러

서 해석되기도 한다(강인애, 1996). 구성주의란 우리

록 조직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문제

명이 가능하다(Coleman 1990). Lin(2001)에 따르면,

한 분류에 대한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고, 조직의 지

가 어떻게 지식을 획득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견해로

해결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조직구성원들에 대해서

사회적 자본이란 “의도된 행동으로 결집된 사회적 구

적자산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조직이 당면한 문제해결

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지

는 지식보상제도를 통하여 상금이나 인사가점을 제공

조 속에 내재되어 있는 관계적 자원(resources)"으로

식은 인식의 주체인 개인에 의해 능동적이고 지식이

하기도 한다(김준영, 김영걸, 2001). 이렇듯 지식경영

정의된다. Nahapiet와 Ghoshal(1998)은 조직에서 지

습득된 상황과는 별개로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한다

과 문제해결은 상호 밀접한 관계 속에 있으며, 효과

식창출과 공유를 이해하기 위한 통합적 틀로서 사회

는 관점이다(강인애, 1996). 따라서 전문가 도움에 의

적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지식경영 실행전략에 관심이

적 자본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들은 구조적 자본

한 온라인 문제해결활동과 학습은 조직이 당면한 이

집중되고 있다.

(structural capital), 인지적 자본(cognitive capital),

한 이론적 접근들을 정리한 것이다.

과 구성원들의 학습을 가속화하는 프로세스 개발 등
의 실천적 방법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조직
에서의 개인과 조직의 지식 획득, 창출, 공유,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활동들을 일련의 학습과정으로 파악하
고, 학습이론을 지식경영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다
(Lave & Wenger, 1991). 예를 들어, 지식경영의 실천
적 전략으로서 각 구성원들의 현장의 경험지식이 온
라인 공간을 통해 다른 조직구성원들에게 빠르게 공

슈들을 해결하는 유용한 수단이면서, 이를 지속할 경

특히 인터넷이나 인트라넷과 같은 정보기술을 매

관계적 자본(relational capital) 등의 세 가지 형태의

우 조직구성원들 간의 신뢰, 유대감과 같은 사회적

체로 학습의 방법이나 문제해결의 모드가 변화하고

사회적 자본에 의하여 지식의 교환이 가속화될 수 있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전문가 집단의 온라

음을 주장하였다. 우선 구조적 자본이란 개인 간 구

식경쟁력의 바탕이 된다.

인 문제해결 네트워크이다. 이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조적 연결성(structural connection)과 관련된 개념으

이 온라인을 통하여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설계

로

유된다면, 매우 효율적인 ‘집단적 학습(coll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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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준전
․ 성일

(centralization)로 평가된다. 인지적 자본은 지식의 이

적 자본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므로, 신뢰, 유대

등의 개념으로 범주화하였다. 다음의 <그림 1>은

영향을 끼침을 밝혔다. 김준영과 김영걸(2001)은 평가

해능력이나 적용역량과 관련된 개념으로 공통의 언어

감, 공통의 가치관 등의 지식공유 문화나 전문가 확

DeLone과 McLean(1992)의 IS 성공모형을 제시한 것

보상제도가 지식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나 기술, 가치관을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계

보와 연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전체모형 중에서 품질요

을 수행하였는데, 지식경영활동에서 평가보상만족은

적 자본은 집단 내 감성적 연결과 관련되며 해당 조

바탕으로 전문가 지식 네트워크의 이해를 위해 사회

소와 시스템 이용 간의 영향관계에 초점을 둔다. 우

평가보상의 ‘과정’보다는 ‘결과’와 관련된 변수이며,

직에서 강한 정체성과 신뢰를 가질 때 나타난다. 만

적 자본에 대한 관점을 포함하여 분석의 틀을 개발할

선 시스템 품질은 정보를 생산하는 정보시스템 자체

평가보상만족과 참여의지 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

일 모르는 사람들 간에 지식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

것이다.

가 가져야 하는 바람직한 특성을 의미하며, 주요차원

음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지식경영활동에서 보상

으로 사용 용이성, 정확성, 유연성, 신뢰성, 효율성,

은 금전적 보상, 명예적 보상, 심리적 보상 등으로 나

응답시간 등이 제시된다. 정보품질은 시스템의 산출

뉠 수 있다. Constant 등(1996)은 조직의 지식 네트워

물인 정보의 품질을 뜻하며, 중요도, 관련성, 유용성,

크에서 개인의 평판(reputation)을 자극하는 것이 지

가독성, 정확성, 현재성, 적시성 등의 차원을 가진다.

식공유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평

DeLone과 McLean(1992)의 모형은 시스템 이용과 사

판은 개인의 동기요인으로 명예나 심리적 보상과 관

용자 만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임을 나타내

련이 된다. 한편, KMS 환경에서는 시스템 품질, 최고

고 있는데, 이는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만족도가 결정

경영층의 지원이나 보상제도보다도 조직의 지식경영

되고 시스템 만족도가 높아지면 시스템 활용도가 높

분위기 또는 문화가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는 주장이

아지는 순환구조를 의미한다.

제기되고 있다(이장환, 2001). Lesser와 Prusak(1999)

다면 이때의 관계적 자본은 낮을 것이다. 한편,
Nahapiet와 Ghoshal(1998)은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조직 내 그룹수준에서 설명하였지만,

Wasko와

III. 온라인 지식 네트워크: 분석의 틀과
사례

Garaj(2005)는 이것이 조직 밖, 즉 개인과 개인 간에
도 적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개인수준에
서 사회적 자본을 새로 정의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개인의 중심성(centrality, 개인
이 얼마나 해당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는지의 정
도),

업무경험기간

등이

지식기여(knowledge

contribution)에 대한 주요한 영향요인임을 밝힘으로
써 구조적 자본과 인지적 자본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유된 역사나 상호의존성, 명확한 경계가 없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어렵다는
기존의 주장(Nahapiet & Ghoshal, 1998; Brown &
Duguid, 2000)과 달리 온라인 공간에서도 사회적 자
본의 기능이 작용함을 보여준 것이다. 한편, 지식기여
시 타인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
은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지식 네트워크에서 관계적
자본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임을 반증하였다.
결국 사회적 자본은 구조적 자본, 인지적 자본, 관계

1. 분석의 틀과 분석차원
본 연구는 이론적 틀에 의해 도출된 분석차원
(dimensions of analysis)을 중심으로 기업 내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문제해결구조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이론적 틀과
분석차원은 해당사례를 더욱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우선 온라인 문제해결시스템의 활성화와 관련된
사례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일반적인 정보시스템
(Information System; IS) 성공모형을 제시한 DeLone
과 McLean(1992)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이 연구
자들은 IS 성공에 대하여 시스템 품질(system
quality), 정보 품질(information quality), 시스템 이
용(usage), 사용자 만족(user satisfaction), 개인효과
(individual impact), 조직효과(organizational impact)

<그림 1> DeLone and McLean(1992)의 IS 성공모형

한편, Bailey와 Pearson(1983)은 시스템 품질에 대

은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CoP에서 조직

하여 접근 편의성, 시스템 유연성, 시스템들의 통합

내 신뢰, 유대감, 협동심 등을 형성하는 것이 조직이

성, 응답시간 등의 네 가지 차원을 제시하였으며,

당면한 이슈와 도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원천이 됨을

Belardo 등(1982)은 신뢰성, 응답시간, 사용용이성, 학

역설하였다. 최근의 한 연구(Wasko & Faraj, 2005)에

습용이성 등을 제안하였다. Lederer 등(2000)은 검색

따르면, 사회적 자본 이론이 온라인 지식 네트워크에

의 용이성이 시스템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서 개인들의 지식기여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

항목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지식경영과 연관된 시스템

다. 사회적 자본은 조직의 지식공유 문화(인지적, 관

환경에서는 이 항목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

계적 자본)를 촉진하며 전문가 확보(인지적 자본)와

이다. Pitt 등(1995)은 품질의 추가적 개념으로서 정보

연관이 된다.

시스템 부서의 서비스 품질을 고려하였다. 한편, 정보

이상의 연구내용들을 종합한다면, 온라인 공간의

시스템 성과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는 전자상거래의

문제해결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스템

특성을 반영한 DeLone과 McLean(2003)의 수정모형

품질과 정보/지식 품질이 높게 유지되어야 하며, 적

과 균형성과표를 이용한 IS 성과측정모형(Martinsons

절한 평가보상제도가 도입되고, 아울러 지식공유 문

et al., 1999) 등이 있다.

화와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KMS 환경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요소들은 문화
시스템 품질

시스템 이용
개인효과

정보 품질

조직효과

사용자 만족

다음의 <그림 2>는 전문가 문제해결 네트워크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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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보상 등 4가지 범주의 분석차원으로 도식화한 것

로 분류할 수 있다(유성호, 2003). 유성호(2003)는 66

이며, 각 분석차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표 2>에 제시

개 기업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학습지향, 지식공유

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의 틀과 분석차원

문화, 지식보상제도, 지식경영팀 활동, KMS 품질 등

에 기하여 사례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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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준전
․ 성일

(centralization)로 평가된다. 인지적 자본은 지식의 이

적 자본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므로, 신뢰, 유대

등의 개념으로 범주화하였다. 다음의 <그림 1>은

영향을 끼침을 밝혔다. 김준영과 김영걸(2001)은 평가

해능력이나 적용역량과 관련된 개념으로 공통의 언어

감, 공통의 가치관 등의 지식공유 문화나 전문가 확

DeLone과 McLean(1992)의 IS 성공모형을 제시한 것

보상제도가 지식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나 기술, 가치관을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계

보와 연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전체모형 중에서 품질요

을 수행하였는데, 지식경영활동에서 평가보상만족은

적 자본은 집단 내 감성적 연결과 관련되며 해당 조

바탕으로 전문가 지식 네트워크의 이해를 위해 사회

소와 시스템 이용 간의 영향관계에 초점을 둔다. 우

평가보상의 ‘과정’보다는 ‘결과’와 관련된 변수이며,

직에서 강한 정체성과 신뢰를 가질 때 나타난다. 만

적 자본에 대한 관점을 포함하여 분석의 틀을 개발할

선 시스템 품질은 정보를 생산하는 정보시스템 자체

평가보상만족과 참여의지 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

일 모르는 사람들 간에 지식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

것이다.

가 가져야 하는 바람직한 특성을 의미하며, 주요차원

음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지식경영활동에서 보상

으로 사용 용이성, 정확성, 유연성, 신뢰성, 효율성,

은 금전적 보상, 명예적 보상, 심리적 보상 등으로 나

응답시간 등이 제시된다. 정보품질은 시스템의 산출

뉠 수 있다. Constant 등(1996)은 조직의 지식 네트워

물인 정보의 품질을 뜻하며, 중요도, 관련성, 유용성,

크에서 개인의 평판(reputation)을 자극하는 것이 지

가독성, 정확성, 현재성, 적시성 등의 차원을 가진다.

식공유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평

DeLone과 McLean(1992)의 모형은 시스템 이용과 사

판은 개인의 동기요인으로 명예나 심리적 보상과 관

용자 만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임을 나타내

련이 된다. 한편, KMS 환경에서는 시스템 품질, 최고

고 있는데, 이는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만족도가 결정

경영층의 지원이나 보상제도보다도 조직의 지식경영

되고 시스템 만족도가 높아지면 시스템 활용도가 높

분위기 또는 문화가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는 주장이

아지는 순환구조를 의미한다.

제기되고 있다(이장환, 2001). Lesser와 Prusak(1999)

다면 이때의 관계적 자본은 낮을 것이다. 한편,
Nahapiet와 Ghoshal(1998)은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조직 내 그룹수준에서 설명하였지만,

Wasko와

III. 온라인 지식 네트워크: 분석의 틀과
사례

Garaj(2005)는 이것이 조직 밖, 즉 개인과 개인 간에
도 적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개인수준에
서 사회적 자본을 새로 정의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개인의 중심성(centrality, 개인
이 얼마나 해당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는지의 정
도),

업무경험기간

등이

지식기여(knowledge

contribution)에 대한 주요한 영향요인임을 밝힘으로
써 구조적 자본과 인지적 자본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유된 역사나 상호의존성, 명확한 경계가 없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어렵다는
기존의 주장(Nahapiet & Ghoshal, 1998; Brown &
Duguid, 2000)과 달리 온라인 공간에서도 사회적 자
본의 기능이 작용함을 보여준 것이다. 한편, 지식기여
시 타인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
은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지식 네트워크에서 관계적
자본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임을 반증하였다.
결국 사회적 자본은 구조적 자본, 인지적 자본, 관계

1. 분석의 틀과 분석차원
본 연구는 이론적 틀에 의해 도출된 분석차원
(dimensions of analysis)을 중심으로 기업 내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문제해결구조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이론적 틀과
분석차원은 해당사례를 더욱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우선 온라인 문제해결시스템의 활성화와 관련된
사례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일반적인 정보시스템
(Information System; IS) 성공모형을 제시한 DeLone
과 McLean(1992)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이 연구
자들은 IS 성공에 대하여 시스템 품질(system
quality), 정보 품질(information quality), 시스템 이
용(usage), 사용자 만족(user satisfaction), 개인효과
(individual impact), 조직효과(organizational impact)

<그림 1> DeLone and McLean(1992)의 IS 성공모형

한편, Bailey와 Pearson(1983)은 시스템 품질에 대

은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CoP에서 조직

하여 접근 편의성, 시스템 유연성, 시스템들의 통합

내 신뢰, 유대감, 협동심 등을 형성하는 것이 조직이

성, 응답시간 등의 네 가지 차원을 제시하였으며,

당면한 이슈와 도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원천이 됨을

Belardo 등(1982)은 신뢰성, 응답시간, 사용용이성, 학

역설하였다. 최근의 한 연구(Wasko & Faraj, 2005)에

습용이성 등을 제안하였다. Lederer 등(2000)은 검색

따르면, 사회적 자본 이론이 온라인 지식 네트워크에

의 용이성이 시스템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서 개인들의 지식기여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

항목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지식경영과 연관된 시스템

다. 사회적 자본은 조직의 지식공유 문화(인지적, 관

환경에서는 이 항목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

계적 자본)를 촉진하며 전문가 확보(인지적 자본)와

이다. Pitt 등(1995)은 품질의 추가적 개념으로서 정보

연관이 된다.

시스템 부서의 서비스 품질을 고려하였다. 한편, 정보

이상의 연구내용들을 종합한다면, 온라인 공간의

시스템 성과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는 전자상거래의

문제해결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스템

특성을 반영한 DeLone과 McLean(2003)의 수정모형

품질과 정보/지식 품질이 높게 유지되어야 하며, 적

과 균형성과표를 이용한 IS 성과측정모형(Martinsons

절한 평가보상제도가 도입되고, 아울러 지식공유 문

et al., 1999) 등이 있다.

화와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KMS 환경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요소들은 문화
시스템 품질

시스템 이용
개인효과

정보 품질

조직효과

사용자 만족

다음의 <그림 2>는 전문가 문제해결 네트워크 활성

적 요인(학습지향, 의사소통 활성화, 지식공유 문화),

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크게 (1) 시스템

경영적 요인(최고경영층 지원, 지식보상제도, 지식경

/프로세스 (2) 정보/지식 품질 (3) 조직문화/자원 (4)

영팀 활동), 기술적 요인(KMS 품질, KMS 기능) 등으

평가보상 등 4가지 범주의 분석차원으로 도식화한 것

로 분류할 수 있다(유성호, 2003). 유성호(2003)는 66

이며, 각 분석차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표 2>에 제시

개 기업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학습지향, 지식공유

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의 틀과 분석차원

문화, 지식보상제도, 지식경영팀 활동, KMS 품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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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준전
․ 성일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지식 네트워크를 전문가, 시
<그림 2> 분석의 틀

스템, 프로세스, 콘텐츠, 규칙과 룰 등의 구성요소를

서, 전공, 답변영역, 이름 등에 의한 검색이 가능하며
전문가들의 자세한 프로파일을 볼 수 있다.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형성된 온
라인 지식 네트워크로 정의하기로 한다. 또한 온라인

시스템 & 프로세스

문제해결시스템은 온라인 공간에서 전문가들을 중심

• 사용의 편리성
• 접근의 용이성
• 검색 용이성

으로 지식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구조로서 전문가 지
식 네트워크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 토대가 되는 시스

조 직 문 화 /자 원
• 사회적 자본
• 지식공유 문화
• 전문가 자원

온라인
문제해결
네트워크
활성화

템으로 본다. 다음은 이러한 정의를 만족하는 전문가

정 보 /지 식 품 질

지식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 정 보 /지 식 적 시 성
• 정 보 /지 식 유 용 성
• 정 보 /지 식 정 확 성

•현황과 구성

• 심리적 보상
• 명예적 보상
• 금전적 보상

S사는 2002년도에 KMS를 도입하여 지식경영을 적
극 추진하고 있다. 이 기업의 최고경영층에서는 일찍
이 지식경영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6시그마와 더불어
지식경영을 경영혁신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여 지식

<표 2> 전문가 문제해결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차원
내용
관련 연구
문제해결시스템을 이해하고 사용함에 있어 추가적인 노력 DeLone and
사용의 편리성
이 적게 드는 정도
McLean, 1992;
시스템 &
문제해결시스템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속할 수 있는 Davis, 1989;
접근의 용이성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정도
DeLone and
프로세스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돕는 검색 McLean, 2003;
검색 용이성
Lederer et al., 2000
기능 확보의 수준
다른 구성원의 문제해결을 도와줌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심리적 보상
전문가의 보람
김준영과
김영걸,
평가보상
전문지식(expertise) 소유와 나눔에 의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2001;
명예적 보상
얻을 수 있는 존경감(평판)
유성호, 2003;
제도
지식공유나 지식도움활동에 대하여 조직이 부여하는 물질 Constant et al., 1996
금전적 보상
적, 금전적 보상
문제해결시스템 내 정보나 지식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지식 적시성
DeLone
and
시점에 제 때 제공될 수 있는 정도
정보/지식
McLean, 1992;
문제해결시스템 내 정보나 지식이 업무적 성과를 증진시킬
정보/지식 유용성
Larcker and Lessig,
품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
1980
정보/지식 정확성 문제해결시스템 내 정보나 지식에 대해 신뢰할만한 수준
의도적 행동으로 결집된 사회적 구조 속에 내재되어 있는 유성호, 2003; 이장환,
사회적 자본
상호관계적 자원(구조적, 인지적, 관계적 자본)
2001;
조직의 사회적 구조 안에서 내재화되어 조직구성원들이 원 Lesser and Prusak,
조직문화
지식공유 문화 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규범이나 사회적 관 1999;
/자원
계 (신뢰, 유대감, 협동심 등)
Wenger et al., 2002;
문제해결을 위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고, 조직차원에서 관 Wasko and Faraj,
전문가 자원
2005
리가 가능한 사내외 전문가 집단의 풀
지식경영연구

우선 조직 내 구성원들은 기술적 문제에 대해 61
개의 중분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질문할 수 있다. 질
문자가 Expert-Net 사이트에 질문을 등록하게 되면,
해당 영역의 전문가들에게 이메일로 질문내용이 자동
발송된다. 해당 전문가들은 이메일을 수신한 후 이메
일 시스템 내에서 직접 답을 작성할 수 있는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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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전담팀을 발족시켰다. 이 팀을 중심으로 사내에
흩어져 있는 지식자산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수행하
고 있는데, 조직구성원이 업무상 발생하는 기술적인
궁금증을 질문하고 전문가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구성
된 문제해결을 위한 문답(問答)시스템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다. 이러한 전문가 문제해결 네트워크는 현재
조직 내에서 ‘Expert-Net’으로 불리고 있다.
Expert-Net은 질문의 범위를 해당산업인 반도체에
관한 기술적 문제로 한정하고 있다(일반적인 회사생
활이나 복지에 관한 질문은 별도의 시스템에서 가능).
우선 지식의 분류체계를 반도체 및 LCD 기술에 대
하여 11개 대분류, 61개 중분류로 구분하고, 사내 교
수급(박사급) 전문가 1,229명이 각자 61개 중분류(영
역) 중 적어도 1개의 영역을 담당하도록 설계하였다.
각 중분류에 해당하는 기술영역에는 평균 30여 명의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전문가 자원의 구성과 관련해
서는 사내 박사인력과 사내 기술교육 강사가 모두 필
수적으로 포함되며, 부서장 추천이나 본인 희망이 있
을 때 일정한 심사를 거쳐 전문가로 등록될 수 있다.
특히 교수프로파일 검색기능이 갖추어져 있어서 부
8

이 완료되면 내용이 자동으로 Expert-Net에 등록된
다. 따라서 질문을 받은 전문가는 Expert-Net 사이트
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답변을 이메일시스템 환경
에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답변이 등록되면, 질문자
는 이메일로 답변결과를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
용자 위주의 인터페이스로 평가된다. 특히 이 조직의
경우 각종 기간시스템이 150개 이상 존재하므로 조직
구성원들이 해당 사이트로 직접 찾아가기란 쉽지 않
기 때문에 이메일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접근성과
편리성의 증진은 Expert-Net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검색기능을 통하여
한번에(one-stop)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
며, 답변 평가에 의한 ‘추천’ 표시기능이 있어 사용자
로 하여금 여러 답변 중 우수한 답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pert-Net의 프로세스를 정리
하면,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한편, 운영기간이 길어지면서 질문의 숫자와 답변
의 양이 축적되어 비슷한 질문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
나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중복질
문방지장치’를 마련하였다. 이 장치를 통해 질문자는
보다 빨리 답을 얻을 수 있고, 전문가는 이미 답변이
된 질문에 대해 또다시 답변해야 하는 시간이나 노력
의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 중복질문방지장치는 질문
자가 질문등록 전에 먼저 제목검색을 통하여 유사질
문이 있었는지에 대해 필히 확인을 거쳐야 하는 과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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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준전
․ 성일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지식 네트워크를 전문가, 시
<그림 2> 분석의 틀

스템, 프로세스, 콘텐츠, 규칙과 룰 등의 구성요소를

서, 전공, 답변영역, 이름 등에 의한 검색이 가능하며
전문가들의 자세한 프로파일을 볼 수 있다.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형성된 온
라인 지식 네트워크로 정의하기로 한다. 또한 온라인

시스템 & 프로세스

문제해결시스템은 온라인 공간에서 전문가들을 중심

• 사용의 편리성
• 접근의 용이성
• 검색 용이성

으로 지식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구조로서 전문가 지
식 네트워크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 토대가 되는 시스

조 직 문 화 /자 원
• 사회적 자본
• 지식공유 문화
• 전문가 자원

온라인
문제해결
네트워크
활성화

템으로 본다. 다음은 이러한 정의를 만족하는 전문가

정 보 /지 식 품 질

지식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 정 보 /지 식 적 시 성
• 정 보 /지 식 유 용 성
• 정 보 /지 식 정 확 성

•현황과 구성

• 심리적 보상
• 명예적 보상
• 금전적 보상

S사는 2002년도에 KMS를 도입하여 지식경영을 적
극 추진하고 있다. 이 기업의 최고경영층에서는 일찍
이 지식경영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6시그마와 더불어
지식경영을 경영혁신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여 지식

<표 2> 전문가 문제해결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차원
내용
관련 연구
문제해결시스템을 이해하고 사용함에 있어 추가적인 노력 DeLone and
사용의 편리성
이 적게 드는 정도
McLean, 1992;
시스템 &
문제해결시스템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속할 수 있는 Davis, 1989;
접근의 용이성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정도
DeLone and
프로세스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돕는 검색 McLean, 2003;
검색 용이성
Lederer et al., 2000
기능 확보의 수준
다른 구성원의 문제해결을 도와줌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심리적 보상
전문가의 보람
김준영과
김영걸,
평가보상
전문지식(expertise) 소유와 나눔에 의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2001;
명예적 보상
얻을 수 있는 존경감(평판)
유성호, 2003;
제도
지식공유나 지식도움활동에 대하여 조직이 부여하는 물질 Constant et al., 1996
금전적 보상
적, 금전적 보상
문제해결시스템 내 정보나 지식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지식 적시성
DeLone
and
시점에 제 때 제공될 수 있는 정도
정보/지식
McLean, 1992;
문제해결시스템 내 정보나 지식이 업무적 성과를 증진시킬
정보/지식 유용성
Larcker and Lessig,
품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
1980
정보/지식 정확성 문제해결시스템 내 정보나 지식에 대해 신뢰할만한 수준
의도적 행동으로 결집된 사회적 구조 속에 내재되어 있는 유성호, 2003; 이장환,
사회적 자본
상호관계적 자원(구조적, 인지적, 관계적 자본)
2001;
조직의 사회적 구조 안에서 내재화되어 조직구성원들이 원 Lesser and Prusak,
조직문화
지식공유 문화 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규범이나 사회적 관 1999;
/자원
계 (신뢰, 유대감, 협동심 등)
Wenger et al., 2002;
문제해결을 위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고, 조직차원에서 관 Wasko and Faraj,
전문가 자원
2005
리가 가능한 사내외 전문가 집단의 풀
지식경영연구

우선 조직 내 구성원들은 기술적 문제에 대해 61
개의 중분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질문할 수 있다. 질
문자가 Expert-Net 사이트에 질문을 등록하게 되면,
해당 영역의 전문가들에게 이메일로 질문내용이 자동
발송된다. 해당 전문가들은 이메일을 수신한 후 이메
일 시스템 내에서 직접 답을 작성할 수 있는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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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전담팀을 발족시켰다. 이 팀을 중심으로 사내에
흩어져 있는 지식자산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수행하
고 있는데, 조직구성원이 업무상 발생하는 기술적인
궁금증을 질문하고 전문가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구성
된 문제해결을 위한 문답(問答)시스템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다. 이러한 전문가 문제해결 네트워크는 현재
조직 내에서 ‘Expert-Net’으로 불리고 있다.
Expert-Net은 질문의 범위를 해당산업인 반도체에
관한 기술적 문제로 한정하고 있다(일반적인 회사생
활이나 복지에 관한 질문은 별도의 시스템에서 가능).
우선 지식의 분류체계를 반도체 및 LCD 기술에 대
하여 11개 대분류, 61개 중분류로 구분하고, 사내 교
수급(박사급) 전문가 1,229명이 각자 61개 중분류(영
역) 중 적어도 1개의 영역을 담당하도록 설계하였다.
각 중분류에 해당하는 기술영역에는 평균 30여 명의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전문가 자원의 구성과 관련해
서는 사내 박사인력과 사내 기술교육 강사가 모두 필
수적으로 포함되며, 부서장 추천이나 본인 희망이 있
을 때 일정한 심사를 거쳐 전문가로 등록될 수 있다.
특히 교수프로파일 검색기능이 갖추어져 있어서 부
8

이 완료되면 내용이 자동으로 Expert-Net에 등록된
다. 따라서 질문을 받은 전문가는 Expert-Net 사이트
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답변을 이메일시스템 환경
에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답변이 등록되면, 질문자
는 이메일로 답변결과를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
용자 위주의 인터페이스로 평가된다. 특히 이 조직의
경우 각종 기간시스템이 150개 이상 존재하므로 조직
구성원들이 해당 사이트로 직접 찾아가기란 쉽지 않
기 때문에 이메일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접근성과
편리성의 증진은 Expert-Net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검색기능을 통하여
한번에(one-stop)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
며, 답변 평가에 의한 ‘추천’ 표시기능이 있어 사용자
로 하여금 여러 답변 중 우수한 답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pert-Net의 프로세스를 정리
하면,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한편, 운영기간이 길어지면서 질문의 숫자와 답변
의 양이 축적되어 비슷한 질문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
나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중복질
문방지장치’를 마련하였다. 이 장치를 통해 질문자는
보다 빨리 답을 얻을 수 있고, 전문가는 이미 답변이
된 질문에 대해 또다시 답변해야 하는 시간이나 노력
의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 중복질문방지장치는 질문
자가 질문등록 전에 먼저 제목검색을 통하여 유사질
문이 있었는지에 대해 필히 확인을 거쳐야 하는 과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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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사의 전문가 네트워크 프로세스
박사급 전문가 1,229명
명 DB
전문가 찾기 선택

2004년 한 해 동안 Expert-Net에 등록된 전체 질문

고 있다. 미답변 질문목록에 대해서는 이벤트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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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한다. 질문 1개 당 평균 답변 수는 약 1.68개이며,

나,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답변 총 조회 수는 50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답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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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일반 조직구성원들도 자발

문의 수명관리를 통해 3일간 답변이 되지 않은 경우

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답변에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다시 질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만일 2회에 걸쳐서

사내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박사

도 답변이 되지 않는 경우 폐기 처리되므로 답변율이

급 전문가의 답변 대비 일반 사용자들의 답변 비중이

99%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한편, 2004년 기준으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해당분야에

질문이 제시된 이후 최초 답변까지의 평균 소요시간

전문지식이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식

은 2시간 15분으로, 실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거의

공유 문화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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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품질 관점에서 본다면, Expert-Net은 전문

가능하다. 매년 연말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답변한 전

가 입장에서 답을 하고자 할 때, 이메일 환경에서 한

문가에게 최고경영층의 격려와 함께 포상이 지급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질문자 입장에서도 답변이 등

다. 여기에는 인사가점이 포함되기도 한다.

록되면 자신의 메일로 결과를 통보 받기 때문에 사용

Expert-Net은 실명을 원칙으로 운영되므로 질문자

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로 설계되어 있어 시스템의 접

와 답변자(전문가) 모든 참여자가 실명으로 나타난다.

근성과 편리성이 높은 장점을 지니며, 검색기능이 우

이러한 실명제는 질문과 답변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Expert-Net은 등록된

효과가 있으며, 답변자의 명예적인 보상(평판)에 영향

답변들이 분류체계에 따라 실시간으로 정리가 되고

을 주고 있다. 즉, 답변자는 이 제도를 통해 질문자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분류체계로 검색하고자

부터 전문지식과 도움행위에 대한 평판이나 존경심을

할 때는 불편을 느끼는 약점이 있다.

얻을 수 있으며, 전문가로서 조직에 기여하고 있는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인터뷰에 응
한 어떤 전문가는 "Expert-Net에 물질적 보상제도가

•평가보상제도
Expert-Net에서의 조직구성원의 지식공유 활동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으로써 현금 전환이 가능한 마
일리지가 부여되고 있는데, 답변등록시 20점이 지급
되고, 답변평가 점수에 따라 최고 500점까지 제공될
수 있다. 답변평가점수는 조회자에 의해 평가가 이루
어질 때마다 매번 답변자에게 부여된다. 또한 답변에
대한 평가척도는 5점 척도인데, 질문자가 4점 이상
답변만족을 표시하였거나 질문자 이외의 일반 사용자
의 평균 평가점수가 4.5점인 경우 ‘추천’의 표시가 나
타나서 온라인상의 답변자에 대한 명예적인 보상이
지식경영연구

(end-of-life)를 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답변을 유도하

대한 만족도는 2004년 기준으로 5점 만점에 4.1점을

1.질문
1.질문(
질문(등록)
등록)

질문자

고 준전
․ 성일

마련되어 있는지 전혀 몰랐으며, 단지 박사급 전문가
로서 내가 우리 회사에 해야 할 의무로 인식했다"고
밝히고 있다. Constant 등(1996)은 이러한 의무감의
지각이 개인의 지식기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을 주
장하였다. 실제 일괄적으로 보상 마일리지를 2배로
증가시킨 기간이 있었지만, 이 기간 중 답변의 양이
나 답변의 적극성은 그다지 증가되지 않았다. 즉, 평
판이나 의무감 지각에 비하여 금전적 보상에 따른 반
응도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직문화/자원을 사회적 자본 이론 관점(Nahapiet
& Ghoshal, 1998)에서 파악해 본다면, 우선 공식적인

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현황을 종합해 볼 때,

조직도에 따른 합법적 관계가 설정되어 있고 그룹웨

S사의 전문가 네트워크는 충분한 전문가풀을 보유한

어를 통해 개인간 연결성이 높기 때문에 구조적 자본

상태로 시스템 품질과 정보/지식 품질이 높으며, 사

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교육을

회적 자본과 지식공유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적절한

통해 공유된 가치관과 용어를 가지며, 연구/기술 분

지식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활용

야에서 자신의 전문분야가 명확하고, 이직율이 낮기

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인지적 자본이 체화되어 있다. 한편, S사는

사용자들의 인구통계현황을 분석해 보면, 질문자는

연구와 기술 분야의 특성상 부서마다 또는 개인 간에

주로 입사 1~2년차의 사원급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

서로 자주 접촉해야 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조직

며, 답변자는 대부분 입사 10년차 정도의 과장급으로

내

특히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용통계는 결국 Expert-Net

Expert-Net은 단일조직 내에서 작동되므로 당장은 아

이 선임자-후임자 간 멘토링(mentoring)의 기능을 대

관계적

자본도

중요하게

인식된다.

니더라도 향후 구성원간에 오프라인에서 대면으로 상

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이 통계는 현재

호작용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력적이고

Expert-Net의 콘텐츠들이 주로 기초적 내용을 다루고

호혜적 규범이 내재되어 있다. 이것은 지식기여에서

있고, 매우 심도 있는 지식수준까지는 도달하고 있지

관계적 자본의 기능이 작동될 확률이 높음을 암시한

못함을 반증하기도 하는 것이다.

다. 최근에는 S사의 경우 분야별 전문가 파악에 집중

한편, S사의 지식경영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전

하고 있으며 생산현장의 실무적 노하우를 지닌 오랜

문가 네트워크가 지닌 장점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경력의 사원들도 전문가로 정의하여 전문가 자원을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24시간 이내에 내가 알고자

늘려가고 있다.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on-demand and speed).
둘째, 적시에 원하는 지식을 습득하여 업무의 생산성

한편, 미답변 질문을 따로 모아두는 코너를 두어

•지식 품질과 활용도

오랫동안 해결이 되지 않는 질문에 대한 수명관리

9

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즉, 정보/지식의 적시

을 향상시킬 수 있다(on-time and productivity). 셋
째, 다른 구성원에게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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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답변평가점수는 조회자에 의해 평가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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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문(
질문(등록)
등록)

질문자

고 준전
․ 성일

마련되어 있는지 전혀 몰랐으며, 단지 박사급 전문가
로서 내가 우리 회사에 해야 할 의무로 인식했다"고
밝히고 있다. Constant 등(1996)은 이러한 의무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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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답변의 적극성은 그다지 증가되지 않았다. 즉, 평
판이나 의무감 지각에 비하여 금전적 보상에 따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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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자원을 사회적 자본 이론 관점(Nahapiet
& Ghoshal, 1998)에서 파악해 본다면, 우선 공식적인

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현황을 종합해 볼 때,

조직도에 따른 합법적 관계가 설정되어 있고 그룹웨

S사의 전문가 네트워크는 충분한 전문가풀을 보유한

어를 통해 개인간 연결성이 높기 때문에 구조적 자본

상태로 시스템 품질과 정보/지식 품질이 높으며, 사

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교육을

회적 자본과 지식공유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적절한

통해 공유된 가치관과 용어를 가지며, 연구/기술 분

지식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활용

야에서 자신의 전문분야가 명확하고, 이직율이 낮기

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인지적 자본이 체화되어 있다. 한편, S사는

사용자들의 인구통계현황을 분석해 보면, 질문자는

연구와 기술 분야의 특성상 부서마다 또는 개인 간에

주로 입사 1~2년차의 사원급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

서로 자주 접촉해야 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조직

며, 답변자는 대부분 입사 10년차 정도의 과장급으로

내

특히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용통계는 결국 Expert-Net

Expert-Net은 단일조직 내에서 작동되므로 당장은 아

이 선임자-후임자 간 멘토링(mentoring)의 기능을 대

관계적

자본도

중요하게

인식된다.

니더라도 향후 구성원간에 오프라인에서 대면으로 상

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이 통계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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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답변 질문을 따로 모아두는 코너를 두어

•지식 품질과 활용도

오랫동안 해결이 되지 않는 질문에 대한 수명관리

9

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즉, 정보/지식의 적시

을 향상시킬 수 있다(on-time and productivity). 셋
째, 다른 구성원에게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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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해결사례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해결

가를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문제해결이 이루어지고

이 가능하다(re-use and speed). 넷째, 장소이동이 필

있으므로 일종의 전문가 지식 네트워크라 할 수 있을

요한 사내교육 참여로 인한 업무손실을 줄일 수 있다

것이다. NHN사는 2003년부터 지식검색사이트인 네

(substitution for job training).

이버 지식iN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매출과 수익측면

고 준전
․ 성일

<그림 4> 네이버 지식iN의 문제해결 프로세스

우수답 변자 로 선택시

에서 국내의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가 네트워크의 발전

4. 지 식 보 상
(내 공 지 급 )

(한국경제신문, 2005). 특히 네이버는 2005년 4월 현
우선 유사 질문
검색

S사의 경우 Expert-Net은 초기에 지식경영과는 별

재 지식검색 부문에서 약 70%에 달하는 시장점유율

도의 시스템으로 존재하였고, 주로 전문가로 미리 지

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례분석의 대상으로 삼았

정되어 있는 조직구성원이 답변하였다. 이때까지는

다(한국경제신문, 2005). 각 기업들은 이 사례분석을

이 전문가 문제해결시스템이 그다지 활발히 활용되고

통해 사용자간에 서로 알지도 못하고 자발적으로 운

있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KMS와 통

영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 문제해결이 활발한

3. 문 제 해 결

합되고 KMS의 첫 화면에 소개가 되면서 눈에 띄게

Best-Practice에 대한 벤치마킹의 기회를 가질 수 있

(모 바 일 :
답변알림기능)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KMS가 기존에 이미

을 것이다.

답변자 A
2. 답 변 등 록
1. 질 문
(내 공 제 시 )

질문자

2. 답 변 등 록

2. 답 변 등 록

답변자 B

많은 사용자층을 확보하고 있어 Expert-Net이 쉽게
홍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박사급 구

•시스템 및 프로세스

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체계적인 지식뿐 아니라, 생산

네이버 지식iN의 프로세스 관련해서는 질문자가

현장의 노하우를 공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우선 자신이 궁금한 사항과 유사한 질문의 답이 이미

다양한 지식의 확보가 가능해졌다. 향후에는 내부 전

등록되어 있는지를 검색하게 된다. 만일 유사 질문과

문가 외에 외부 전문가까지도 참여하는 개방형 시스

답이 나와 있다면,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다. 만일 만

것이다. 또한 웹사이트의 디자인이 친숙하고 사용에

조직 내에서 지식거래 또는 문제해결이 이루어지는

템으로 발전되어, 조직 내외의 지식자원이 유연하게

족할만한 답이 나와 있지 않으면, 잠재 답변자(전문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고(사용 편리성), 모바일 및 인

방식이 아닌 일반대중 중심의 문제해결형 지식유통공

활용될 수 있는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가)에게 지식보상으로 지급할 마일리지(지식iN에서는

터넷 접속이 가능한 공간 어디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간인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들이 왜 지식iN에 제시

할 것이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대학교수 및 연구

‘내공’으로 불림)를 제시하고 질문시한과 함께 질문을

있으며(접근 용이성), 응답속도가 빠르면서 시스템의

된 질문에 대해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시

원, 더 나아가 선진기업의 글로벌 리더들과의 네트워

상세히 작성한다. 이후 정해진 시한 내에 질문에 대

안정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매우 인기가

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가? 이

크를 구비한다면, 조직이 어떠한 문제에 당면했을 때

한 답이 등록되면, 질문자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때

있다. 지식iN은 무엇보다도 검색기능에서 강점을 지

동기는 결국 지식제공에 대한 물질적 보상인 내공점

상시적으로 그들과 전화나 이메일, 또는 대면으로 지

복수의 답변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가장 우수한 답을

니고 있다. 강력한 검색엔진과 함께 지식분류체계를

수와 심리적인 명예(평판), 그리고 보람에 있다 할 것

식을 교환할 수 있는 지식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을

선택하여 답변자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 만일 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용

이다. 우선 내공점수는 향후 자신이 어떠한 궁금증이

것이다.

문에 대한 만족할만한 답을 얻지 못하였다면 질문을

자들에게 우수한 시스템이라는 인식을 준다. 다음의

있을 때 우수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보상으로 쓰일

다시 제시할 수 있다.

<그림 4>는 네이버 지식iN의 프로세스를 시간의 흐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지식시장에서 일종의 사이버

름에 따른 순서표시와 함께 도식화한 것이다.

화폐의 기능을 한다. 또한 일정한 주기로 지식iN 사

3. 대중적 지식 네트워크: NHN 네이버 사
례
앞서 논의한 전문가 네트워크의 사례는 주로 조직
의 업무과정에서 당면한 문제에 관한 해결활동에 초
점이 있으므로 활용범위가 조직 내로 한정적이었다.
반면에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NHN 네이버의 지식iN의 사례를 분석한다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지식iN도 대중의 전문
지식경영연구

네이버 지식iN의 독특한 특징으로 답변알림기능이

답변자 C

있는데, 이는 누군가에 의해 답변이 등록되면 질문자

이트에 각 분야별 ‘명예지식iN’을 사진과 함께 발표

의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로 답변이 등록된 사실을 알

•평가보상제도

려주는 서비스 기능이다. 만일 질문자가 모바일 환경

지식iN 내에서는 일반인 질문자가 자신의 내공점

에서 즉시 답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해당 이동전화로
모바일 URL 접속을 하여 등록된 답변을 확인할 수
도 있다. 이것은 시스템 품질 측면에서 볼 때 해당
사이트가 모바일과 결합하여 사용자 접근성을 높인

수를 제공하여 지식을 사며, 지식 판매자는 우수한
질문을 통해 내공점수를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
의 지식거래소 또는 지식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앞
서 살펴본 S사의 전문가 네트워크와는 달리, 일정한

11

12

하여 각 분야에서 지식기여를 많이 한 사람들에 대한
명예를 높여주고 있다. 비대면의 온라인 지식 네트워
크에서도 평판에 대한 기대나 구조적 또는 인지적 자
본의 영향으로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음을 밝힌
Constant 등(1996)이나 Wasko와 Faraj(2005)의 연구결
과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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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지식검색 부문에서 약 70%에 달하는 시장점유율

도의 시스템으로 존재하였고, 주로 전문가로 미리 지

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례분석의 대상으로 삼았

정되어 있는 조직구성원이 답변하였다. 이때까지는

다(한국경제신문, 2005). 각 기업들은 이 사례분석을

이 전문가 문제해결시스템이 그다지 활발히 활용되고

통해 사용자간에 서로 알지도 못하고 자발적으로 운

있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KMS와 통

영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 문제해결이 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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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Practice에 대한 벤치마킹의 기회를 가질 수 있

(모 바 일 :
답변알림기능)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KMS가 기존에 이미

을 것이다.

답변자 A
2. 답 변 등 록
1. 질 문
(내 공 제 시 )

질문자

2. 답 변 등 록

2. 답 변 등 록

답변자 B

많은 사용자층을 확보하고 있어 Expert-Net이 쉽게
홍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박사급 구

•시스템 및 프로세스

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체계적인 지식뿐 아니라, 생산

네이버 지식iN의 프로세스 관련해서는 질문자가

현장의 노하우를 공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우선 자신이 궁금한 사항과 유사한 질문의 답이 이미

다양한 지식의 확보가 가능해졌다. 향후에는 내부 전

등록되어 있는지를 검색하게 된다. 만일 유사 질문과

문가 외에 외부 전문가까지도 참여하는 개방형 시스

답이 나와 있다면,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다. 만일 만

것이다. 또한 웹사이트의 디자인이 친숙하고 사용에

조직 내에서 지식거래 또는 문제해결이 이루어지는

템으로 발전되어, 조직 내외의 지식자원이 유연하게

족할만한 답이 나와 있지 않으면, 잠재 답변자(전문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고(사용 편리성), 모바일 및 인

방식이 아닌 일반대중 중심의 문제해결형 지식유통공

활용될 수 있는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가)에게 지식보상으로 지급할 마일리지(지식iN에서는

터넷 접속이 가능한 공간 어디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간인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들이 왜 지식iN에 제시

할 것이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대학교수 및 연구

‘내공’으로 불림)를 제시하고 질문시한과 함께 질문을

있으며(접근 용이성), 응답속도가 빠르면서 시스템의

된 질문에 대해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시

원, 더 나아가 선진기업의 글로벌 리더들과의 네트워

상세히 작성한다. 이후 정해진 시한 내에 질문에 대

안정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매우 인기가

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가? 이

크를 구비한다면, 조직이 어떠한 문제에 당면했을 때

한 답이 등록되면, 질문자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때

있다. 지식iN은 무엇보다도 검색기능에서 강점을 지

동기는 결국 지식제공에 대한 물질적 보상인 내공점

상시적으로 그들과 전화나 이메일, 또는 대면으로 지

복수의 답변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가장 우수한 답을

니고 있다. 강력한 검색엔진과 함께 지식분류체계를

수와 심리적인 명예(평판), 그리고 보람에 있다 할 것

식을 교환할 수 있는 지식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을

선택하여 답변자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 만일 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용

이다. 우선 내공점수는 향후 자신이 어떠한 궁금증이

것이다.

문에 대한 만족할만한 답을 얻지 못하였다면 질문을

자들에게 우수한 시스템이라는 인식을 준다. 다음의

있을 때 우수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보상으로 쓰일

다시 제시할 수 있다.

<그림 4>는 네이버 지식iN의 프로세스를 시간의 흐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지식시장에서 일종의 사이버

름에 따른 순서표시와 함께 도식화한 것이다.

화폐의 기능을 한다. 또한 일정한 주기로 지식iN 사

3. 대중적 지식 네트워크: NHN 네이버 사
례
앞서 논의한 전문가 네트워크의 사례는 주로 조직
의 업무과정에서 당면한 문제에 관한 해결활동에 초
점이 있으므로 활용범위가 조직 내로 한정적이었다.
반면에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NHN 네이버의 지식iN의 사례를 분석한다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지식iN도 대중의 전문
지식경영연구

네이버 지식iN의 독특한 특징으로 답변알림기능이

답변자 C

있는데, 이는 누군가에 의해 답변이 등록되면 질문자

이트에 각 분야별 ‘명예지식iN’을 사진과 함께 발표

의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로 답변이 등록된 사실을 알

•평가보상제도

려주는 서비스 기능이다. 만일 질문자가 모바일 환경

지식iN 내에서는 일반인 질문자가 자신의 내공점

에서 즉시 답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해당 이동전화로
모바일 URL 접속을 하여 등록된 답변을 확인할 수
도 있다. 이것은 시스템 품질 측면에서 볼 때 해당
사이트가 모바일과 결합하여 사용자 접근성을 높인

수를 제공하여 지식을 사며, 지식 판매자는 우수한
질문을 통해 내공점수를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
의 지식거래소 또는 지식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앞
서 살펴본 S사의 전문가 네트워크와는 달리, 일정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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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각 분야에서 지식기여를 많이 한 사람들에 대한
명예를 높여주고 있다. 비대면의 온라인 지식 네트워
크에서도 평판에 대한 기대나 구조적 또는 인지적 자
본의 영향으로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음을 밝힌
Constant 등(1996)이나 Wasko와 Faraj(2005)의 연구결
과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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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제도와 관련해서 지식iN의 독특한 특징은 답

된 상태로, 사용자들 간에 상호 원하는 목표를 성취

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경쟁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암묵적 규범과 신뢰가 잘 형성

이는 하나의 질문에 여러 답변을 유도하고 그 중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 네트워크 활성화가 가능하였

에서 가장 우수한 답변이 채택되어 보상이 주어지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분야별 명예지식iN

는 방식이다. ‘내공’제도의 도입은 답변자들로 하여금

제도는 다양한 전문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우수답변에 대한 강한 동기를 유발시키고 역동적인

고 준전
․ 성일

확보하고 있다.

온라인 지식 네트워크 활용전략 등이 다양하게 제시
•네이버 지식iN의 발전
네이버 지식iN은 사용의 편리성, 접근성, 검색기능
등에서 장점이 있으며, 독특한 보상제도와 함께 비교
적 우수한 품질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활용도

느낌을 주기 때문에 활발한 지식시장의 모습을 갖출

•지식 품질과 활용도

수 있게 하였으며, 기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반적인

네이버 지식iN은 시스템 품질이 우수하고, 특히 검

전문적인 지식을 확보하여 전문지식에 대한 검색

지식마일리지 제도에 비하여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색이 용이하며 유무형의 보상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

이 가능하도록 지식스폰서를 확보해 가고 있다.

평가되고 있다.

는 방법, (2) 지식 커뮤니티 또는 CoP의 활성화, (3)

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 때문에 인기 있는 대중 사이트로 자리 잡았다. 지

현재 병원, 회계, 법률, 여성, 특허 등 해당 분야별

식 품질 측면에서 볼 때, 지식iN에 현재까지 등록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 지식스폰서를 관리

•조직문화/자원

어 있는 답변들은 비교적 정확하고 유용성이 높다고

하여 전문적 지식을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iN은 온라인 지식 네트워크 형태로서

평가되고 있는데, 우수답변에 주어지는 보상제도(내

실제 법률구조공단,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학술정보

사용자간에 공유된 역사(history)가 없고, 오프라인에

공)가 지식iN의 정보 및 지식의 품질향상에 크게 기

(주)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식스폰서를 운영하기

서 서로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여하였다. 또한 모바일 상황에서도 답변알림 기능을

시작하였고, 병원들과 제휴를 맺어 사회에서 공식적

도움을 주고받는 지식기여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통해 빠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으로 인정받고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를 사회적 자본 이론 관점(Wasko & Faraj, 2005)에

있어 점차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일반대중들은 문

전문적 질의에 대한 답변서비스를 제공케 하고 있다.

서 파악해 본다면, 우선 사용자로 하여금 자기소개와

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지식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지식스폰서는 지식iN에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브랜드

관심분야를 등록할 수 있는 코너를 둠으로써 스스로

네이버의 지식iN을 떠올릴 만큼 브랜드 인지도가 높

인지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식스폰서에서 활동하는

전문성에 대한 지각을 통해 인지적 자본을 강화할 수

아졌고, 2005년 4월까지 약 2억 5천만 개의 질의와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평판 획득, 인지적

있게 한다. 예를 들어 관심분야에서 활동점수가 높으

답변이 축적되어 있어서 문제해결에 즉각적인 도움을

자본 확보, 또는 마케팅의 기회가 되므로 이같은 제

면 전문가 지수를 얻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시스템과 콘텐츠의 인프

휴전략은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전문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이 있음을 느끼도록 한다. 또한

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폭넓은 회원층을

지식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네트워크의 형성은 점차

자신의 지식등급이나 순위를 보여줌으로써 지식 네트

보유하고 있으며 활성화 수준이 매우 높다. 특히 사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식iN도 일반적인 지

워크에서 자신의 위치와 영향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용자의 동기요인을 고려한 사이트 설계를 통해 온라

식검색보다는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지식검색이

있게 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중심성(centrality) 지각,

인 상황에서 약점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자본까지 높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이러한 개편방

즉 구조적 자본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네

게 형성시킴으로써 활성화에 더욱 탄력이 생기게 되

향은 결국 지식스폰서를 어떻게 확보하고 관리하며,

이버와 같은 방대한 지식 네트워크의 규모 속에서는

었다.

실제 전문지식을 발굴하는 전문가의 검증 프로세스를

되어 왔다. 본 연구는 온라인에서 전문가와의 질의응
답의 과정을 통해 현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구조에 초
점을 두고, 이 구조의 작동원리를 파악하였다. 우선
전문가 지식 네트워크의 활성화에 대한 주요 요인들
을 범주화한 후, 분석차원에 따라 민간기업과 포털
사이트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전문가 지식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
선 시스템에 대한 사용의 편리성과 접근성이 우수해
야 한다. 아무리 유용한 콘텐츠를 가진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사용에 불편하고 접근이 어렵게 되어 있다
면, 활용도가 높기 어렵다. 시스템 품질은 본래 사용
편리성, 정확성, 유연성, 신뢰성, 효율성, 응답시간, 접
근편의성 등의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제시되어 왔으나
(DeLone & McLean, 1992; Bailey & Pearson, 1983),
온라인 문제해결시스템 환경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품질차원은 사용의 편리성, 접근성, 그리고
검색 용이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용의 편리성
은 IS 기술수용모형(TAM)에서 기술수용의 주요변인
으로 받아들여져 온 ‘이용편리성’의 개념과 연관성이
있으며(Davis, 1989), 검색의 용이성은 KMS와 같이
콘텐츠가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품질
요인으로 작용된다. 한편, 접근성은 조직에서 운영하
고 있는 시스템의 개수가 많거나, 또는 경쟁 사이트
가 많을 경우에 시스템 품질의 중요차원으로 부각되
는데, S사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지식포털 내 화면의
한 중앙에 배치했으며, 네이버 지식iN은 답변내용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

일대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대가 약화될 수밖에

최근 국내 한 일간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5년

없는데(Wasko & Faraj, 2005), 대신 다대다 형태의

1분기에 NHN사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는데, 매

호혜적인 분위기 속에서 누구든 언제든지 질문하면

출액 7백9억원에 영업이익 2백44억을 기록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답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내재되

2004년 동기에 비하여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40% 증

어 있다. 따라서 대중들의 네이버 지식iN에 대한 몰

가하였다(한국경제신문, 2005). 가장 괄목할만한 성장

21세기 들어서서 각 조직은 지식자원의 전략적 활

는 마일리지와 같은 물질적 지식보상보다는 지식기여

입과 충성도가 높은 편이며 이것은 바로 관계적 자본

을 한 분야는 검색부문이며, 이 부문의 매출은 2004

용과 관리를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지식경영

자에 대한 심리적이거나 명예적인 보상을 강화해 주

의 형성과 관련이 된다. 결론적으로 네이버에는 구조

년 동기 대비 118%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2005년

전략을 수립해 오고 있다. 지식경영의 실천방안으로

는 전략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Jones 등(1997)은 조

적 자본, 인지적 자본, 관계적 자본이 모두 높게 내재

4월 현재 네이버는 검색부문에서 시잠점유율 68%를

서는 (1) 지식을 지식저장소에 등록보관하여 활용하

직 내에서의 평판은 개인에게 중요한 자산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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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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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제도와 관련해서 지식iN의 독특한 특징은 답

된 상태로, 사용자들 간에 상호 원하는 목표를 성취

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경쟁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암묵적 규범과 신뢰가 잘 형성

이는 하나의 질문에 여러 답변을 유도하고 그 중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 네트워크 활성화가 가능하였

에서 가장 우수한 답변이 채택되어 보상이 주어지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분야별 명예지식iN

는 방식이다. ‘내공’제도의 도입은 답변자들로 하여금

제도는 다양한 전문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우수답변에 대한 강한 동기를 유발시키고 역동적인

고 준전
․ 성일

확보하고 있다.

온라인 지식 네트워크 활용전략 등이 다양하게 제시
•네이버 지식iN의 발전
네이버 지식iN은 사용의 편리성, 접근성, 검색기능
등에서 장점이 있으며, 독특한 보상제도와 함께 비교
적 우수한 품질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활용도

느낌을 주기 때문에 활발한 지식시장의 모습을 갖출

•지식 품질과 활용도

수 있게 하였으며, 기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반적인

네이버 지식iN은 시스템 품질이 우수하고, 특히 검

전문적인 지식을 확보하여 전문지식에 대한 검색

지식마일리지 제도에 비하여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색이 용이하며 유무형의 보상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

이 가능하도록 지식스폰서를 확보해 가고 있다.

평가되고 있다.

는 방법, (2) 지식 커뮤니티 또는 CoP의 활성화, (3)

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 때문에 인기 있는 대중 사이트로 자리 잡았다. 지

현재 병원, 회계, 법률, 여성, 특허 등 해당 분야별

식 품질 측면에서 볼 때, 지식iN에 현재까지 등록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 지식스폰서를 관리

•조직문화/자원

어 있는 답변들은 비교적 정확하고 유용성이 높다고

하여 전문적 지식을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iN은 온라인 지식 네트워크 형태로서

평가되고 있는데, 우수답변에 주어지는 보상제도(내

실제 법률구조공단,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학술정보

사용자간에 공유된 역사(history)가 없고, 오프라인에

공)가 지식iN의 정보 및 지식의 품질향상에 크게 기

(주)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식스폰서를 운영하기

서 서로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여하였다. 또한 모바일 상황에서도 답변알림 기능을

시작하였고, 병원들과 제휴를 맺어 사회에서 공식적

도움을 주고받는 지식기여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통해 빠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으로 인정받고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를 사회적 자본 이론 관점(Wasko & Faraj, 2005)에

있어 점차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일반대중들은 문

전문적 질의에 대한 답변서비스를 제공케 하고 있다.

서 파악해 본다면, 우선 사용자로 하여금 자기소개와

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지식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지식스폰서는 지식iN에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브랜드

관심분야를 등록할 수 있는 코너를 둠으로써 스스로

네이버의 지식iN을 떠올릴 만큼 브랜드 인지도가 높

인지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식스폰서에서 활동하는

전문성에 대한 지각을 통해 인지적 자본을 강화할 수

아졌고, 2005년 4월까지 약 2억 5천만 개의 질의와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평판 획득, 인지적

있게 한다. 예를 들어 관심분야에서 활동점수가 높으

답변이 축적되어 있어서 문제해결에 즉각적인 도움을

자본 확보, 또는 마케팅의 기회가 되므로 이같은 제

면 전문가 지수를 얻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시스템과 콘텐츠의 인프

휴전략은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전문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이 있음을 느끼도록 한다. 또한

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폭넓은 회원층을

지식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네트워크의 형성은 점차

자신의 지식등급이나 순위를 보여줌으로써 지식 네트

보유하고 있으며 활성화 수준이 매우 높다. 특히 사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식iN도 일반적인 지

워크에서 자신의 위치와 영향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용자의 동기요인을 고려한 사이트 설계를 통해 온라

식검색보다는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지식검색이

있게 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중심성(centrality) 지각,

인 상황에서 약점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자본까지 높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이러한 개편방

즉 구조적 자본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네

게 형성시킴으로써 활성화에 더욱 탄력이 생기게 되

향은 결국 지식스폰서를 어떻게 확보하고 관리하며,

이버와 같은 방대한 지식 네트워크의 규모 속에서는

었다.

실제 전문지식을 발굴하는 전문가의 검증 프로세스를

되어 왔다. 본 연구는 온라인에서 전문가와의 질의응
답의 과정을 통해 현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구조에 초
점을 두고, 이 구조의 작동원리를 파악하였다. 우선
전문가 지식 네트워크의 활성화에 대한 주요 요인들
을 범주화한 후, 분석차원에 따라 민간기업과 포털
사이트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전문가 지식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
선 시스템에 대한 사용의 편리성과 접근성이 우수해
야 한다. 아무리 유용한 콘텐츠를 가진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사용에 불편하고 접근이 어렵게 되어 있다
면, 활용도가 높기 어렵다. 시스템 품질은 본래 사용
편리성, 정확성, 유연성, 신뢰성, 효율성, 응답시간, 접
근편의성 등의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제시되어 왔으나
(DeLone & McLean, 1992; Bailey & Pearson, 1983),
온라인 문제해결시스템 환경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품질차원은 사용의 편리성, 접근성, 그리고
검색 용이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용의 편리성
은 IS 기술수용모형(TAM)에서 기술수용의 주요변인
으로 받아들여져 온 ‘이용편리성’의 개념과 연관성이
있으며(Davis, 1989), 검색의 용이성은 KMS와 같이
콘텐츠가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품질
요인으로 작용된다. 한편, 접근성은 조직에서 운영하
고 있는 시스템의 개수가 많거나, 또는 경쟁 사이트
가 많을 경우에 시스템 품질의 중요차원으로 부각되
는데, S사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지식포털 내 화면의
한 중앙에 배치했으며, 네이버 지식iN은 답변내용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

일대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대가 약화될 수밖에

최근 국내 한 일간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5년

없는데(Wasko & Faraj, 2005), 대신 다대다 형태의

1분기에 NHN사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는데, 매

호혜적인 분위기 속에서 누구든 언제든지 질문하면

출액 7백9억원에 영업이익 2백44억을 기록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답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내재되

2004년 동기에 비하여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40% 증

어 있다. 따라서 대중들의 네이버 지식iN에 대한 몰

가하였다(한국경제신문, 2005). 가장 괄목할만한 성장

21세기 들어서서 각 조직은 지식자원의 전략적 활

는 마일리지와 같은 물질적 지식보상보다는 지식기여

입과 충성도가 높은 편이며 이것은 바로 관계적 자본

을 한 분야는 검색부문이며, 이 부문의 매출은 2004

용과 관리를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지식경영

자에 대한 심리적이거나 명예적인 보상을 강화해 주

의 형성과 관련이 된다. 결론적으로 네이버에는 구조

년 동기 대비 118%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2005년

전략을 수립해 오고 있다. 지식경영의 실천방안으로

는 전략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Jones 등(1997)은 조

적 자본, 인지적 자본, 관계적 자본이 모두 높게 내재

4월 현재 네이버는 검색부문에서 시잠점유율 68%를

서는 (1) 지식을 지식저장소에 등록보관하여 활용하

직 내에서의 평판은 개인에게 중요한 자산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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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준전
․ 성일

공유의도에 역효과를 낼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

분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전

주면서, 보상정책은 구성원들에게 민감한 사안이 될

문가 네트워크가 기술적 노하우나 업무적 문제해결의

<표 3> 사내 전문가 네트워크와 네이버 지식iN의 비교

수 있으므로 주의를 가지고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였

장소로 인식되게 하였기 때문에 등록지식에 대한 품

다. 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층의 시상제도가 상징적인

질관리가 가능하였으며, 구성원들이 실무적 지식을

의미로서 지식공유행위에 중요한 동기부여 역할을 할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구분
사내 전문가 네트워크
네이버 지식iN
지식iN
일반인
질문자 특성 조직구성원(신입사원 중심)
답변자 특성 지정된 전문가 또는 조직구성원
일반인(해당질문에 대해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참여형태 반자발성, 자발성
완전자발성
사용 편리성, 접근성, 검색기능이 비교적 우 사용 편리성과 접근성이 우수하고(모바일가능) 검색
시스템 품질
수함.
기능이 강력함.
기본정보에서 고급지식까지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
정보/
기술지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변
정보/
며, 적시성에 장점이 있고, 내공제도 운영으로 답변
지식 품질 의 유용성, 적시성, 정확성이 높음.
의 품질이 우수함.
-명예적 보상(평판)
-명예(평판)

수 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명예적 보상인 ‘명예지
식iN’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이는 서로

다음의 <표 3>은 각 분석차원을 중심으로 지식 네

전혀 알지 못하는 사용자들 관계에서도 평판은 지식

트워크에 대한 민간기업 사례와 포털 사이트 사례를

기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비교한 것이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참여자

(Wasko & Faraj, 2005). 아울러 물질적 지식보상인

(질문자와 답변자)의 특성과 참여구조가 상이하다. 그

‘내공점수’가 사이버 화폐와 같은 기능을 하면서 우

러나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공통적으로 사용의 용이성

수답변 간 경쟁체제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

이나 접근 및 검색의 용이성 등 시스템의 품질이 우

에 역동성 있는 지식거래시장으로 발전될 수 있었다.

수하고, 등록정보나 지식의 품질이 높아야 하며, 답변

또한 조직적 상황에서는 학습을 지향하고 지식공

자(전문가)의 동기부여방법으로서 적절한 보상제도(명

조직문화

유를 장려하는 조직의 분위기나 문화가 형성되어 있

예적 보상, 금전적 보상)가 마련되어 있을 때 활용도

/자원

을 때 문제해결활동이 활발하며, 사회적 자본이라는

가 높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자본(구조적, 인지적,

개념을 통해 상호 신뢰 등이 증진되어 조직의 지식유

관계적 자본)이 높게 형성되어 있을 때 참여자들의

통이 활성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자본

지식기여 활동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네이버

은 구조적, 인지적, 관계적 자본으로 구성되는데, 각

지식iN은 사용자간에 서로 알지 못하고 대면으로 만

사례마다 세 가지 유형의 자본이 온라인 지식 네트워

날 가능성도 없으며, 완전한 자발성 기반으로 운영됨

크에서 지식기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편, S사

에도 불구하고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는 우수한

의 사례에서는 전문가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의

시스템의 품질, 우수답변에 대한 경쟁제도의 도입, 사

조직구성원들도 자유롭게 답변할 수 있는 문화가 형

회적 자본을 증진시키는 사이트 구성, 대중들의 동기

성되어 답변의 품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파악과 적절한 보상제도 운영 등에 기한 것으로 풀이

특히 이들의 답변은 완전한 자발성에 기한 것이며,

된다. 기업의 지식경영 담당자는 이러한 사례를 벤치

일반 구성원들의 답변은 직접적으로 전문가로 지정된

마킹하여 조직에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활용도

-금전적 보상(마일리지)

-보람

-최고경영층 관심과 시상

-내공(최우수 답변자 선택방식)
-사회적 자본(특히 구조적/인지적 자본)을 극대화하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 형성
-전문가 정의 확대

답변조회 건수가 50만회에 달함.

V.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는 지식경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문가를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문제해결이 활발히 일
어나고 있는 지식 네트워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지
식경영을 도입하거나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의미 있는

들을 살펴보았다. 결국 조직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에서 벗어나 전체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개방형 지식

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내에서 보유하고

네트워크로 거듭 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역사는

있는 전문가 자원 활용의 극대화가 필요한데, 온라인

지식공유의 조직문화가 견고하게 형성되는 계기가 되

매체를 통해 조직구성원들이 전문가와 수시로 상호작

었다.

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

한편, S사의 경우 기술적 이슈와 관련된 전문가 네

을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 결과들을 저장하고 축적할

트워크와 일반적인 문의와 관련된 질의응답시스템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전문가

엄격히 분리하였는데, 이것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사

지식 네트워크는 기존의 일대일(1:1) 도제식 문제해결

내 복지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답변 코너는

방법이나 강사 1명에 대해 수십 명이 일방적으로 교

별도의 시스템으로 마련하여 지식의 특성에 따른 구
15

장으로서 활용도가 매우 높음.
육을 받는 집합적 교육방식에 비해 여러 장점을 지닌
다. 예를 들면 다대다(m:n)의 입체적 구조에서 운영

1. 요약 및 의의

의 틀을 마련하였고, 제시된 분석차원에 의하여 사례

부터 지정된 전문가집단 중심의 임시적 문제해결방식

는 사이트설계

-전문가 확보 전략
업무적 유용성과 적시성이 우수하여 연간 2억 5천만 개의 지식을 보유하여 국내 최대 지식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분석

구성원들에게 커다란 자극이 되었다. 결국 조직으로

지식경영연구

지식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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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참여자간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네트
워크를 통해 질문자-전문가 간에 1차적 관계가 형성
된다면, 질문자가 더 상세한 내용을 필요로 할 때 전
문가에게 전화, 이메일 등의 채널을 이용하여 직접
문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해결이나 암묵
지 획득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온라인
전문가 지식 네트워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우
수한 시스템의 품질(사용 편의성, 접근 용이성, 검색
용이성 등), 적절한 평가보상제도(금전적, 비금전적),
지식공유와 학습을 지향하는 조직문화와 사회적 자
본, 우수한 지식콘텐츠 품질(유용성, 적시성, 정확성)
등이 우선 고려되고 집중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갖추어져 있
지 않다면 전문가 지식 네트워크가 활성화됨에 한계
가 있을 것이다. 특히 조직문화와 평가보상이 중요한
지식경영연구 제6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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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준전
․ 성일

공유의도에 역효과를 낼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

분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전

주면서, 보상정책은 구성원들에게 민감한 사안이 될

문가 네트워크가 기술적 노하우나 업무적 문제해결의

<표 3> 사내 전문가 네트워크와 네이버 지식iN의 비교

수 있으므로 주의를 가지고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였

장소로 인식되게 하였기 때문에 등록지식에 대한 품

다. 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층의 시상제도가 상징적인

질관리가 가능하였으며, 구성원들이 실무적 지식을

의미로서 지식공유행위에 중요한 동기부여 역할을 할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구분
사내 전문가 네트워크
네이버 지식iN
지식iN
일반인
질문자 특성 조직구성원(신입사원 중심)
답변자 특성 지정된 전문가 또는 조직구성원
일반인(해당질문에 대해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참여형태 반자발성, 자발성
완전자발성
사용 편리성, 접근성, 검색기능이 비교적 우 사용 편리성과 접근성이 우수하고(모바일가능) 검색
시스템 품질
수함.
기능이 강력함.
기본정보에서 고급지식까지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
정보/
기술지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변
정보/
며, 적시성에 장점이 있고, 내공제도 운영으로 답변
지식 품질 의 유용성, 적시성, 정확성이 높음.
의 품질이 우수함.
-명예적 보상(평판)
-명예(평판)

수 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명예적 보상인 ‘명예지
식iN’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이는 서로

다음의 <표 3>은 각 분석차원을 중심으로 지식 네

전혀 알지 못하는 사용자들 관계에서도 평판은 지식

트워크에 대한 민간기업 사례와 포털 사이트 사례를

기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비교한 것이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참여자

(Wasko & Faraj, 2005). 아울러 물질적 지식보상인

(질문자와 답변자)의 특성과 참여구조가 상이하다. 그

‘내공점수’가 사이버 화폐와 같은 기능을 하면서 우

러나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공통적으로 사용의 용이성

수답변 간 경쟁체제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

이나 접근 및 검색의 용이성 등 시스템의 품질이 우

에 역동성 있는 지식거래시장으로 발전될 수 있었다.

수하고, 등록정보나 지식의 품질이 높아야 하며, 답변

또한 조직적 상황에서는 학습을 지향하고 지식공

자(전문가)의 동기부여방법으로서 적절한 보상제도(명

조직문화

유를 장려하는 조직의 분위기나 문화가 형성되어 있

예적 보상, 금전적 보상)가 마련되어 있을 때 활용도

/자원

을 때 문제해결활동이 활발하며, 사회적 자본이라는

가 높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자본(구조적, 인지적,

개념을 통해 상호 신뢰 등이 증진되어 조직의 지식유

관계적 자본)이 높게 형성되어 있을 때 참여자들의

통이 활성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자본

지식기여 활동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네이버

은 구조적, 인지적, 관계적 자본으로 구성되는데, 각

지식iN은 사용자간에 서로 알지 못하고 대면으로 만

사례마다 세 가지 유형의 자본이 온라인 지식 네트워

날 가능성도 없으며, 완전한 자발성 기반으로 운영됨

크에서 지식기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편, S사

에도 불구하고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는 우수한

의 사례에서는 전문가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의

시스템의 품질, 우수답변에 대한 경쟁제도의 도입, 사

조직구성원들도 자유롭게 답변할 수 있는 문화가 형

회적 자본을 증진시키는 사이트 구성, 대중들의 동기

성되어 답변의 품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파악과 적절한 보상제도 운영 등에 기한 것으로 풀이

특히 이들의 답변은 완전한 자발성에 기한 것이며,

된다. 기업의 지식경영 담당자는 이러한 사례를 벤치

일반 구성원들의 답변은 직접적으로 전문가로 지정된

마킹하여 조직에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활용도

-금전적 보상(마일리지)

-보람

-최고경영층 관심과 시상

-내공(최우수 답변자 선택방식)
-사회적 자본(특히 구조적/인지적 자본)을 극대화하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 형성
-전문가 정의 확대

답변조회 건수가 50만회에 달함.

V.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는 지식경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문가를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문제해결이 활발히 일
어나고 있는 지식 네트워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지
식경영을 도입하거나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의미 있는

들을 살펴보았다. 결국 조직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에서 벗어나 전체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개방형 지식

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내에서 보유하고

네트워크로 거듭 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역사는

있는 전문가 자원 활용의 극대화가 필요한데, 온라인

지식공유의 조직문화가 견고하게 형성되는 계기가 되

매체를 통해 조직구성원들이 전문가와 수시로 상호작

었다.

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

한편, S사의 경우 기술적 이슈와 관련된 전문가 네

을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 결과들을 저장하고 축적할

트워크와 일반적인 문의와 관련된 질의응답시스템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전문가

엄격히 분리하였는데, 이것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사

지식 네트워크는 기존의 일대일(1:1) 도제식 문제해결

내 복지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답변 코너는

방법이나 강사 1명에 대해 수십 명이 일방적으로 교

별도의 시스템으로 마련하여 지식의 특성에 따른 구
15

장으로서 활용도가 매우 높음.
육을 받는 집합적 교육방식에 비해 여러 장점을 지닌
다. 예를 들면 다대다(m:n)의 입체적 구조에서 운영

1. 요약 및 의의

의 틀을 마련하였고, 제시된 분석차원에 의하여 사례

부터 지정된 전문가집단 중심의 임시적 문제해결방식

는 사이트설계

-전문가 확보 전략
업무적 유용성과 적시성이 우수하여 연간 2억 5천만 개의 지식을 보유하여 국내 최대 지식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분석

구성원들에게 커다란 자극이 되었다. 결국 조직으로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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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되므로 참여자간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네트
워크를 통해 질문자-전문가 간에 1차적 관계가 형성
된다면, 질문자가 더 상세한 내용을 필요로 할 때 전
문가에게 전화, 이메일 등의 채널을 이용하여 직접
문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해결이나 암묵
지 획득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온라인
전문가 지식 네트워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우
수한 시스템의 품질(사용 편의성, 접근 용이성, 검색
용이성 등), 적절한 평가보상제도(금전적, 비금전적),
지식공유와 학습을 지향하는 조직문화와 사회적 자
본, 우수한 지식콘텐츠 품질(유용성, 적시성, 정확성)
등이 우선 고려되고 집중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갖추어져 있
지 않다면 전문가 지식 네트워크가 활성화됨에 한계
가 있을 것이다. 특히 조직문화와 평가보상이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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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모든 산업과 기업에 일
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적용상에서 주
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방향으로서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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