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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회에서 지식은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인

식되어 가고 있으며 개별 기업들은 지속적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식경영을 도입하였다 지.

식경영이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지식경영의 성과측정에 관한 지식경영 실무

자 및 학계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동안 지식.

경영의 성과측정과 관련한 연구는 지식자산 측정

한인구등( , 2000; Edivinsson, 1997; Sveiby, 1997),

제 저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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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영 역량 프로세스 및 조직성과 간의 실증,

연구유성호( , 2003; Appleyard, 1996; BecerraFer‐ -

nandez & Sabherwal, 2001; Gold et al., 2001;

Hansen, 1999; Lee & Choi, 2003; Simonin,

등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최근에는 지식경1997) .

영 동인이 지식품질 및 지식경영 사용자만족도와

같은 지식활동의 직접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도 시도되고 있다(Yu et al., 2004) .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식활동이 지식활동의 직

접성과에 미치는 영향 및 지식활동의 직접성과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미흡하다 또한 기존의 실증연구.

에서 조직성과는 다양한 차원으로 구분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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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knowledge activity, knowledge activity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By adopting the balanced scorecard perspecti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was measured by product/service, customer and internal performances. Using data collected

from the 36 Korean firms, this study found that knowledge creation activity was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such as product/service performance, customer performance and

internal performance. We also found that knowledge activity performance such as knowledge quality and

user knowledge satisfaction mediated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sharing activity and

intern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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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효과성과 같은 단일 변수로 측정되어 지식활

동성과가 조직성과의 다양한 차원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를 분석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식활동과 지식활동성과, ,

그리고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

고 다양한 지식활동이 조직성과의 어떤 차원과,

유의적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식창출과 지식. ,

공유와 같은 지식활동은 지식활동성과에 영향을

끼치는가 둘째 지식활동성과는 조직성과에 영향? ,

을 끼치는가 셋째 지식활동은 직접적으로 조직? ,

성과에 영향을 끼치는가 아니면 지식활동성과에,

기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조직성과에 영향을 주

는가?

본 연구의 결과는 지식경영을 도입하거나 추진

하는 지식경영 담당자에게 지식활동이 조직성과

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여러 차원으로 측정된 조직성과를. ,

개선하기 위해 어떤 지식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론적 고찰II.

지식활동의 분류1.

지식활동 혹은 지식관리 프로세스는 지식을 객

체 및 자산의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활

동들로 구성된다 지식관리 프로세스는 몇 가지.

단계로 구분되는데 이에 대해 학계 및 컨설팅사,

들은 다양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

는 지식관리 프로세스를Pan & Scarbrough(1998)

지식생성 처리 저장 전파 및 활용 재활용의, , , / 5

단계로 구분하였다 한편 는 지식활. , Wigg(1995)

동을 창출 형상화 사용 전파로 구분하였다, , , .

은 프로세스 역량과 하부구조Gold et al.(2001)

역량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프

로세스 역량을 지식획득 지식전환 지식적용 지, , ,

식보호로 구분하였다 는. Alavi & Leidner(2001)

지식의 창출 저장 전파 적용으로 구분하였다, , , .

이외에도 컨설팅Lee & Yang(2000), KPMG

등 연구자에 따라 지식관리 프로세스를(1998)

나누는 단계는 다양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양.

한 지식활동을 단계로 구분한 지식관리 프로세스

중에서 기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지

식창출 활동 및 지식공유 활동을 주된 분석대상

으로 하였다.

지식경영 성과측정2.

지식경영의 최종적인 목표는 조직의 재무적 경

영성과와 비재무적 경영성과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경영의 성과는 지식의 무형적 특성으,

로 인해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지식경영 성과측정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크게 두 가지 흐

름으로 전개되어 왔다.

하나는 또는 와 같은 전통적인 재무ROA ROE

지표로 분석하려는 움직임이고 다른 하나는 전통,

적인 재무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충적인

측정지표를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는 흐름

이다(Bierly & Chakrabarti, 1996; Simonin, 1997).

전통적 재무지표는 비교적 객관적인 측정결과로

신뢰성은 높으나 지식과 같은 무형자산과 관련된,

활동은 재무지표 만으로 그 성과를 평가하기 어

렵다는 주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Edivinsson,

특히1997; Kaplan & Norton, 1992). Kaplan &

은 재무적 지표와 비재Norton(1992, 1996, 2000)

무적 지표를 포함한 종합적인 성과측정의 도구로

균형성과표 를 제안하였다(Balanced Scorecard) .

균형성과표는 보편적인 측정이 어려워 기업간 비

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지

식경영 성과측정 도구로 제시되기도 하였다(Ar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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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Gooijer, 2000).

는 지식활동에 의해서 직접적Davenport(1999)

으로 나타나는 성과가 지식경영성과를 보다 잘

설명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지식경영활동과 조직. ,

성과 간의 직접적인 관계는 불명확하고 타당성

입증에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조직성과와 구별되,

는 지식활동성과를 정의하고 지식활동성과와 조

직성과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려는 시도이다.

대부분의 기존연구는 지식활동성과를 조직성과의

한 측면으로 간주하였다.

지식경영 성과와 관련된 기존 실증연구3.

지식경영 성과에 관한 기존 실증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지식경영 동인.

과 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흐름이다. Bierly

는 지식경영 전략과 성과와& Chakrabarti(1996)

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이때 성과변수로는,

ROS(Return On Sales), ROA(Return On Asserts)

와 같은 재무적인 지표를 사용하였다 이런 연구.

흐름에 해당하는 것으로 김상수Simonin(1997), ,

김용우 김중현 의 연구 등이 있다(2000), (2000) .

연구모형을 한 단계 더 세분화시켜서 지식경영

동인 지식관리 프로세스 그리고 조직성과와의 통,

합적인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가 최근 많

이 시도되었다민재형 이영찬( , , 2004; BecerraFer‐ -

nandez & Sabherwal, 2001; Gold et al., 2001;

특히 와 김Lee & Choi, 2003). Gold et al.(2001)

상수 김용우 의 연구처럼 조직성과라는 포, (2000)

괄적인 성과변수 대신에 지식활동의 직접적인 성

과로 간주되는 지식품질 지식공유 정도 지식경, ,

영의 사용자 만족도를 측정 지표로 사용한 연구

가 시도되었다 이장환( , 2001; Becerra Fernandez‐
또한& Sabherwal, 2001; Yu et al., 2004). Lee

는 지식창출 프로세스와 조직성과& Choi(2003)

사이에 조직 창의성이란 지식경영 중간성과를‘ ’

매개변수로 넣어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들 중간성.

과 변수는 지식경영의 차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1

있어 지식경영 성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

는 변수이다 그러나 현재까지(Yu et al., 2004).

지식품질 및 지식경영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와

같은 직접성과변수와 조직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식경영 성과와 관련한 여러

실증연구들이 시도되었지만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서 미흡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지식활동. ,

의 직접성과와 조직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 지식경영 동인과 지식관리 프로세스간.

의 관계 지식경영 동인과 지식경영 성과간의 분,

석은 상당수 이루어졌지만 지식활동지식활동성, ‐
과조직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둘째 지식경영 성과변수를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조직성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나의 변수에 다양한 측정항목을 포함

시켜 측정하였다 최근 들어 조직성과를 고객성.

과 고객 만족도 종업원 만족도와 같은 세부적인, ,

차원으로 성정하려는 시도가 생기고 있다 민재형( ,

이영찬 박성섭, 2004; , 2001).

연구설계III.

연구모형1.

지금까지 기술한 지식활동 지식활동성과 그리, ,

고 조직성과 변수로 구성한 연구모형은 아래 그<

림 과 같다 본 연구의 기본모형은 지식활동이1> .

지식활동성과를 가져오며 이를 매개로 조직성과,

에 영향을 끼치는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다 그림 의 실선 화살표 그런데 기본모형의(< 1> ). ,

가설검증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지식활동성과

의 매개변수로서의 효과가 약하게 존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식활동이 조직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연구모형에 추

가하였다 그림 의 점선 화살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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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의 설정2.

은 지식 인프라 능력과 프로Gold et al.(2001)

세스 역량이 조직의 효과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함

을 실증 분석하였다 도 지식창. Lee & Choi(2003)

출 프로세스와 조직 창의성 그리고 조직성과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지식창출과 조직 창

의성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Becerra

‐ 역시 지식창출 활Fernandez & Sabherwal(2001)

동이 지식경영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에 주는 영

향을 실증 분석하였는데 연결화 와(Combination)

표출화 프로세스가 지식경영에 대(Externalization)

한 사용자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식활동 수준이 활발하면 지식활동과

관련된 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지식창출과 지식활동성과의 관계< 1>

가설 지식창출은 조직의 지식품질에 정의< 1 1>‐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지식창출은 지식경영에 대한 사용자< 1 2>‐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지식공유와 지식활동성과의 관계< 2>

가설 지식공유는 조직의 지식품질에 정의< 2 1>‐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지식공유는 지식경영에 대한 사용자< 2 2>‐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지식활동성과도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는. Lee & Choi(2003)

지식창출의 중간성과인 조직 창의성이 조직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분석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지식경영에 대한 사용자 만

족도와 지식품질은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

는지에 대한 기존의 실증연구가 없었다 위의 논.

의를 바탕으로 가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지식활동성과와 제품 서비스 성과의< 3> /

관계

가설 조직의 지식품질은 제품 서비스 성과< 3 1> /‐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지식경영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는 제< 3 2>‐
품 서비스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지식활동성과와 고객성과의 관계< 4>

가설 조직의 지식품질은 고객성과에 정의< 4 1>‐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지식경영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는 고< 4 2>‐
객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지식활동성과와 조직 내부성과의

지식활동

지식활동성과

지식품질

조직성과

제품 서비스/

고객성과

조직 내부성과

지식창출

지식공유

지식경영 사용자 만족도

*

확장된 모형*
그림 연구모형조직수준<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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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가설 조직의 지식품질은 조직 내부성과에< 5 1>‐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2>‐ 지식경영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는 조직

내부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추가적으로 지식활동이 직접적으로 조직성과

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식활동

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대해 다음의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지식창출과 조직성과의 관계< 6>

가설 지식창출은 제품 서비스 성과에 정의< 6 1> /‐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지식창출은 고객성과에 정의 영향을< 6 2>‐
미칠 것이다.

가설 지식창출은 조직 내부성과에 정의 영< 6 3>‐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지식공유와 조직성과의 관계< 7>

가설 지식공유는 제품 서비스 성과에 정의< 7 1> /‐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지식공유는 고객성과에 정의 영향을< 7 2>‐
미칠 것이다.

가설 지식공유는 조직 내부성과에 정의 영< 7 3>‐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변수의 선정3.

지식활동3.1.

지식활동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하는

데 본 연구에서는 이중에서 지식경영을 도입한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지식활동으로 인식하는 지

식창출과 지식공유 를 연구변수로(KMRC, 2004)

선정하였다 이들 기업들은 지식창출과 지식공유.

가 조직성과에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

나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지식창출은 지식의 파악 지식의 획득 지식의, ,

개발 등을 통하여 지식을 만들어 내고 형상화 하

는 활동을 뜻한다 김선아 김영걸( , 2000). Ruggles

와(1998) Wiig(1995), APQC(1997), Alavi &

는 지식창출활동을 다른 지식활동들Leidner(2001)

과 독립적인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지식공유는 학자에 따라 정의에 다소 차이가

있다 는 집단성과에. Nelson & Cooprider(1996) “

영향을 주기 위한 상호 간의 과정 이라고 소개하”

고 있고 는 한 조직 내에서, Bock(2001, 2002) “

한 사람이나 그룹이 다른 사람이나 그룹에게 지

식을 전달하거나 보급하는 활동 이라고 정의했다” .

은 개인의 지식공유 의도를 촉Bock et al.(2005)

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통합모델을 개발

하기 위해서 틀TRA(Theory of Reasoned Act)

과 외재적 동기 사회심리학적 영향력 그리고 조, ,

직분위기를 결합한 연구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실

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식활동성과3.2.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

된 지식품질 지식경영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가,

지식활동성과 변수로 타당한지 살펴보았다. Kogut

는 정확하지 못한 지식의 획득& Zander(1992)

및 흡수는 전략적 혁신을 이끌지 못하므로 높은,

업무 관련성을 갖는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지식

이 지식경영의 직접적인 성과 목표가 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의 지식.

활동의 성과변수로 지식품질을 선정하였다 지식.

품질은 이장환 과 의 실증(2001) Yu et al.(2004)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된 바 있다.

또 하나의 지식활동성과 변수인 지식경영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개념을 확장하여 사용하였다(Bailey & Pearson,

이는 구성원이1983; DeLone & McLean, 1992).

지식을 관리하는 조직의 노력에 대해서 얼마나 만

족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지식활동성과를 직접

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변수는.

와Becerra Fernandez & Sabherwal(2001) Yu et‐
의 실증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되었다al.(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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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성과3.3.

지식경영의 조직성과와 관련한 실증연구를 살

펴 보면 표 과 같이 다양한 측정변수가 사용< 1>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표 에 제시된 조직성과 측정항목을 살펴보< 1>

면 조직성과의 측정은 여러 측정항목을 통해 조‘

직 효과성 또는 지식경영 성공 과 같은 단일’ ‘ ’

변수로 묶는 연구 김상수 김용우( , , 2000; Gold et

와 고객성과 조al., 2001; Lee & Choi, 2003) ‘ ’, ‘

직 구성원 성과 재무성과와 같이 세분화된 변’, ‘ ’

수로 구분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 민재형 이영찬( , ,

박성섭 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2004; , 2001) .

러나 현재까지 조직성과를 균형성과표의 틀로 세

분화하여 지식활동성과와의 관계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없었다 지식활동성과와 여러 차원의 조직.

성과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시도는 실무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성과를 제품 서비스 성과 고/ ,

객성과 내부성과 내부프로세스 및 종업원 성과, ( )

의 가지 종속변수로 구분하여 지식활동 지식활3 ,

동성과 조직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

연구변수의 조작화3.4.

앞서 논의한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을 정리한 것이 다

음의 표 이다< 2> .

지금까지 지식경영 연구분야에서 균형성과표

관점에서 조직성과를 측정하는 실증연구가 부족

표 조직성과의 측정항목< 1>

연구자 조직성과 측정항목

Gold et al.

(2001)

신제품 및 서비스 혁신능력 새로운 사업기회발굴 타 조직의 개발노력의 조정능력 잠재적, , ,
시장기회 예상능력 혁신을 상업화하는 능력 변화에 빠른 적응 위기 예상능력 기업 목표, , , ,
및 목적의 적응 능력 시장반응 시간 감소 새로운 정보에 대한 반응 정도 시장요구에 반응, , ,
하는 능력 중복개발 회피 내부프로세스 합리화, , .

Lee & Choi

(2003)
경쟁 기업 대비 전반적인 성공 정도 높은 시장 점유율 빠른 성장속도 높은 수익성 높은, , , ,
혁신성 보다 큰 규모, .

김상수,

김용우(2000)
경쟁력 향상 예측과 의사결정 능력의 증대 고객 서비스 증대 고객만족 증대 경영혁신에, , , ,
기여 제품과 서비스 향상 업무 프로세스 개선 생산성 증대, , , .

민재형,

이영찬(2004)
고객성과 고객만족도 신규고객 창출 기존 고객유지( , , ),
재무성과 순이익 시장점유율 매출액( , , )

박성섭(2001) 고객 만족도 조직 구성원 만족도, .

표 독립 및 매개변수의 조작적 정의< 2>

변수 조작적 정의 관련 문헌

지식창출
지식의 파악 지식의 획득 지식의 개발 등의 활동을 통하여, ,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는 정도
Alavi & Leidner(2001)
김선아 김영걸, (2000)

지식공유 한 조직 내에서 구성원간 지식을 전수하거나 교환하는 정도
Bock & Kim(2002)
Lee & Kim(2001)
Bock et al.(2005)

지식품질 조직지식의 관련성 포괄성 신뢰성 정확성 정도, , ,

Bailey & Pearson(1983)
Huang et al.(1999)
Lee & Kim(2001)
Yu et al.(2004)

지식경영의
사용자
만족도

지식경영을 위한 조직의 노력과 사용 가능한 지식에 대한
사용자들의 만족 정도

DeLone & McLean(1992)
Fernandez & Sabherwal(2001)

Yu et al.(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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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성과를 제품 서비스. /

성과 고객성과 조직 내부성과 내부 프로세스 성, , (

과 및 종업원 성과 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조직성) .

과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표 과 같다< 3> .

실증분속IV.

자료수집과 표본구성1.

본 연구의 표본은 지식경영 전담부서와 지식관

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기업 및 공공기

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배포 및 회수기간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였으며2004 10 18 11 10 ,

개 조직이 설문 참여를 약속하였으나 최종적으45 ,

로 개 조직으로부터 총 부의 설문서를 회수36 722

하였다 설문은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해 회수되었.

고 자료 확인 후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메,

일 혹은 전화통화를 통해 보충하였다 총 부. 722

의 설문서 중에서 설문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미

기입 항목이 존재하는 부의 설문지를 제외한44

총 부의 설문서가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678 .

조직성과를 가지 차원에서 측정해야 하므로4

설문서가 해당 조직의 마케팅 영업 생산, , , R&D,

인사 등 다양한 부서로부터 회수되도록 안내문

및 전화안내를 통해 요청하였다 그 결과 조직당.

평균 부의 설문서가 회수 되었다 표본조직의16 .

산업별 분포는 표 와 같다 이들 조직의 지식< 4> .

경영 도입기간은 년 년이 전체의 로 가장3 ~4 25%

많았으나 도입기간은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었다.

표 표본조직의 산업별 분포< 4>

산업종류 표본수 구성비

제조

금융

IT

건설

통신

광고

연구소

기타

16

4

5

3

1

2

2

2

44.4%

11.1%

13.9%

8.3%

2.8%

5.6%

5.6%

5.6%

합계 36 100.0%

측정도구의 검증2.

평가자간 동의도2.1

본 연구의 분석수준은 조직이므로 같은 조직의

응답자들의 설문서를 통합하여 측정항목별로 단

일 값으로 가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구.

성원들이 동일한 측정항목에 대해서 평가한 값들

이 일치하는 정도가 높다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 James et al.(1984)

제시한 Rwg를 계산하여 평가자들간의 동의도를

측정하였다 동의도가 미만인 변수를 가진 조. 0.5

직은 분석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각 변수 별로

개 조직의 동의도를 계산한 결과 최소값이36

로 모든 조직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또한 평0.65 .

균동의도가 미만인 변수는 분석에서 제외되어0.7

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식창출 지식(0.902),

공유 지식품질 지식경영 사용자(0.897), (0.918),

만족도 제품 서비스 성과 고객성과(0.907), / (0.911),

변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항목 관련 문헌

제품 서비스/

성과

주요 경쟁기업에 비해 제품군별 시장점유율 신제품 아이디어 창출 제품 인지, ,

도 및 선호도 신제품 성공율 제품에 대한 시장수요 예측능력에서의 우위, ,

Kaplan &

Norton(2000)

Gooijer(2000)

Arora(2002)

고객성과
주요 경쟁기업과 비교한 고객 만족도 대고객 서비스 품질 신규고객 확보 고객, , ,

충성도 낮은 고객 이탈율에서의 우위,

조직내부

성과

내부 프로세스 성과 주요 경쟁기업과 비교한 빠른 업무 프로세스 처리시간( ) ,

낮은 불량률 프로세스 표준화 공유 및 확산 정도에서의 우위, , Best Practice

종업원성과 주요 경쟁기업과 비교한 종업원 업무 생산성 짧은 신규업무 파악( ) ,

시간 업무 전문가 확보 종업원 만족도 업무 전문성에서의 우위, , ,

표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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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내부 성과 로 조건을 모두 충(0.919), (0.951)

족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 변수로. 7

구성된 조직수준의 데이터 개를 모두 사용하여36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측정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분석2.2

아래의 표 는 측정변수의 신뢰성 분석결과< 5>

를 정리한 것이다.

표 측정변수의 신뢰성 분석결과< 5>

변수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Cronbach’s

Alpha

지식창출 5 4.49 0.52 .854

지식공유 5 4.65 0.72 .905

지식품질 5 4.80 0.59 .894

지식경영 사용자
만족도 5(6) 4.37 0.65 .900

제품 서비스 성과/ 5 4.47 0.62 .906

고객성과 5 4.69 0.53 .919

조직내부 성과 9(10) 4.47 0.51 .912

표 연구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6> (N=678)

요인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지식창출1 .176 .260 .149 .186 .080 .645 .041
지식창출2 .236 .267 .138 .201 .092 .662 .064
지식창출3 .196 .193 .013 .139 .146 .749 .135
지식창출4 .145 .093 .070 .153 .124 .759 .127
지식창출5 .115 .155 .148 .049 .064 .752 .192
지식공유1 .107 .738 .152 .250 .025 .207 .136
지식공유2 .093 .788 .158 .198 .072 .194 .092
지식공유3 .179 .768 .129 .197 .144 .197 .220
지식공유4 .220 .709 .110 .212 .148 .247 .250
지식공유5 .223 .637 .096 .200 .190 .236 .261
지식품질1 .133 .256 .215 .678 .098 .177 .229
지식품질2 .152 .308 .181 .591 .166 .165 .328
지식품질3 .236 .260 .148 .723 .142 .146 .185
지식품질4 .271 .158 .111 .755 .127 .177 .112
지식품질5 .239 .221 .091 .707 .212 .174 .148

사용자 만족도1 .144 .304 .198 .421 .155 .143 .582
사용자 만족도2 .306 .176 .155 .411 .142 .233 .447
사용자 만족도3 .238 .290 .157 .344 .165 .138 .665
사용자 만족도4 .232 .222 .151 .145 .133 .196 .738
사용자 만족도5 .238 .304 .162 .265 .186 .193 .694

제품 서비스 성과/ 1 .225 .155 .351 .216 .586 .096 .147
제품 서비스 성과/ 2 .241 .121 .228 .101 .781 .168 .153
제품 서비스 성과/ 3 .204 .153 .470 .223 .616 .119 .072
제품 서비스 성과/ 4 .263 .115 .259 .137 .784 .107 .105
제품 서비스 성과/ 5 .310 .080 .254 .158 .709 .133 .160

고객성과1 .214 .141 .748 .212 .260 .127 .114
고객성과2 .254 .184 .749 .188 .268 .133 .139
고객성과3 .252 .047 .637 .138 .437 .145 .157
고객성과4 .323 .183 .729 .133 .248 .116 .151
고객성과5 .268 .167 .743 .052 .202 .107 .140

조직내부 성과1 .574 .012‐ .205 .046 .118 .136 .362
조직내부 성과2 .560 .020‐ .353 .267 .124 .056 .068
조직내부 성과3 .592 .180 .209 .260 .168 .156 .140
조직내부 성과4 .562 .299 .204 .217 .246 .217 .257
조직내부 성과5 .665 .202 .266 .142 .221 .108 .143
조직내부 성과6 .750 .223 .178 .136 .134 .091 .050
조직내부 성과7 .709 .149 .130 .206 .214 .218 .160
조직내부 성과8 .659 .072 .116 .049 .178 .228 .138
조직내부 성과9 .709 .145 .154 .248 .196 .181 .084

고유값 17.352 3.041 1.801 1.634 1.241 1.088 1.002
설명된 분산 44.493 7.797 4.619 4.189 3.183 2.789 2.570

설명된 누적분산 44.493 52.290 56.909 61.098 64.281 67.070 6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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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측정변수의 계수가Cronbach’s Alpha 0.8

이상이므로 측정변수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뢰성 분석을 수행하는. ,

과정에서 특정항목이 삭제되었을 때의 계Alpha

수의 변화를 통해 개별항목의 제외여부를 결정하

게 되는데 본 연구의 개 변수 모두에서 특정항, 7

목을 삭제하였을 경우의 계수가 전체Alpha

계수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Alpha

서 제외할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은 변수들의 집중타당성, < 6> (conver-

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한 요인분석gent validity)

결과이다 요인회전방법으로 직교회전 방식의 하.

나인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개별요인VARIMAX ,

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고유값이 을 초1.0

과하는 요인만을 추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연구변수들은 개의 요인으로7

구분되었으며 요인 적재량도 대체로 높아 집중타,

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독립변수에. ,

해당하는 사용자만족 항목이 동일 측정개념으로1

묶이지 않아 최종분석에서 제외시켰다 한편으로.

원래의 종속변수는 제품 서비스 성과 항목 고객/ 5 ,

성과 항목 내부프로세스 성과 항목 종업원 성5 , 5 ,

과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나 요인분석 결과 내부5 ,

프로세스 성과와 종업원 성과가 한 요인으로 묶

였고 이 과정에서 내부프로세스 성과 항목이 동1

일 측정개념으로 묶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내부.

프로세스 항목과 종업원 성과 항목을 조직내부4 5

성과 변수로 재정의하였다 개의 조직성과 변수. 3

들은 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각각의 요인3 ,

적재량도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설 검증3.

지식활동이 지식활동성과에 미치는 영향3.1.

지식창출 및 지식공유가 지식활동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과 가설 를< 1> < 2>

검증하기 위해 지식창출과 지식공유를 독립변수로

하고 지식품질 또는 지식경영의 사용자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과 같다< 7> .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공유는 조직의< 8>

지식품질과 지식경영의 사용자 만족도에 모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지식창출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

가설 은 기각되고 가설 는 모두 채택할< 1> < 2>

수 있다 한편 표에서. VIF(Variance Inflation

분산팽창요인 는 다중공선성을 검증하는Factor, )

통계량으로 일반적으로 미만이면 다중공선성10

발생확률이 낮다고 판단하는데(Hair et al., 1998),

여기서는 모두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발생확률10

은 없다고 판단된다.

지식활동성과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3.2

지식활동성과 지식품질 지식경영의 사용자 만( ,

종속변수 독립변수 Adjusted R²
표준화

계수
값t 유의확률 VIF

지식품질
지식창출 0.738

(0.753)†

0.103 0.729 0.471 2.685

지식공유 0.784 5.528 0.000** 2.685

지식경영

사용자 만족도

지식창출 0.758

(0.772)†

0.159 1.170 0.250 2.685

지식공유 0.747 5.480 0.000** 2.685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0.05 , **) 0.01
† 의 값은( ) R²

표 지식활동이 지식활동성과에 미치는 영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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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 가 제품 서비스 성과 고객성과 조직내부 성) / , ,

과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가설 가설< 3>, <

가설 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4>, < 5>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에 정리하였다, < 8> .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식품질만이 유의수준

에서 조직내부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0.05

있을 뿐 지식품질 및 지식경영의 사용자 만족도는,

제품 서비스 성과와 고객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과 가설. , < 3> <

는 기각되고 가설 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4> < 5> .

이런 결과는 지식품질과 지식경영의 사용자 만

족도가 지식활동과 조직성과 사이의 매개변수로

서의 효과를 의문시하게 한다 따라서 이를 검증.

하기 위해 지식활동변수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

다 지식품질과 지식경영의 사용자 만족도가 매개.

변수로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려면 세 가지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Baron & Kenny, 1986).

첫째 독립변수들이 매개변수와 유의적인 상관관,

계를 지녀야 한다 지식품질과 지식경영의 사용자.

만족도는 독립변수인 지식창출 및 지식공유와 모

두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

든 독립변수가 매개효과 분석에 투입된다 둘째. ,

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적

인 영향을 끼쳐야 하는데 분석결과 지식창출만이,

종속변수인 조직내부 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기준,

에서 채택된 지식창출과 매개변수 지식품질 지식( ,

경영의 사용자 만족도 를 독립변수를 둔 회귀분석)

의 가 매개변수를 제외한 회귀분석의Adjusted R²

보다 높아야 매개변수 효과가 있다고Adjusted R²

볼 수 있다. 표 에 제시된 결과처럼 지식품질< 9>

을 포함한 회귀분석의 가 증가Adjusted R² 0.07

하였으나 그 증가 폭이 아주 작아서 지식품질의,

매개효과가 약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식경영의 사용자 만족도의 경우도 Adjusted R²

가 증가에 그쳐 매개효과가 약하게 존재하0.05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지식활동성과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8>

종속변수 독립변수 Adjusted R² 표준화 계수 값t 유의확률 VIF

제품 서비스/

성과

지식품질
0.322

(0.361)†

0.368 1.443 0.159 3.351

지식경영

사용자 만족도
0.258 1.015 0.318 3.351

고객성과

지식품질
0.376

(0.412)†

0.322 1.316 0.197 3.351

지식경영

사용자 만족도
0.348 1.422 0.164 3.351

조직내부

성과

지식품질
0.566

(0.591)†

0.423 2.075 0.046* 3.351

지식경영

사용자 만족도
0.379 1.859 0.072 3.351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0.05 , **) 0.01

† 의 값은( ) R²

표 지식품질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9>

종속변수 독립변수
지식품질 제외한

회귀분석

지식품질 포함한

회귀분석
차이R²

내부성과 지식창출

Adjusted R²:

0.559

(0.572)†

Adjusted R²:

0.629

(0.650)†

0.070

(0.078)†

† 의 값은( ) R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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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활동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3.3

앞서 분석에서 지식활동성과 변수의 매개효과

가 미미하기 때문에 지식활동과 조직성과간의 직

접적인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가설 과 가설< 6> <

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음의 표 은 지7> . < 10>

식창출과 지식공유를 독립변수로 두고 각각 제품/

서비스 성과 고객성과 조직내부 성과를 종속변, ,

수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 지식창출 활동은 고객성과와,

조직내부 성과와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 유의수(

준 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제품 서비스 성0.01) . /

과와도 유의수준 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0.1

고 있다 반면에 지식공유 활동은 가지의 조직성. 3

과 차원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수행한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표 과 같다< 11> .

표 지식활동이 조직성과 미치는 영향< 10>

종속변수 독립변수 Adjusted R²
표준화

계수
값t 유의확률 VIF

제품 서비스/

성과

지식창출 0.311

(0.350)†

0.452 1.967 0.058 2.685

지식공유 0.165 0.719 0.477 2.685

고객성과
지식창출 0.487

(0.516)†

0.641 3.231 0.003** 2.685

지식공유 0.095 0.478 0.636 2.685

조직내부

성과

지식창출 0.556

(0.581)†

0.630 3.414 0.002** 2.685

지식공유 0.159 0.864 0.394 2.685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0.05 , **) 0.01

† 의 값은( ) R²

표 가설검증 결과 요약< 11>

가설 내 용 검정결과

1-1 지식창출과 지식품질 정 의 영향, (+) 기각

1-2 지식창출과 지식경영의 사용자 만족도 정 의 영향, (+) 기각

2-1 지식공유와 지식품질 정 의 영향, (+) 채택**

2-2 지식공유와 지식경영의 사용자 만족도 정 의 영향, (+) 채택**

3-1 지식품질과 제품 서비스 성과 정 의 영향/ , (+) 기각

3-2 지식경영의 사용자 만족도와 제품 서비스 성과 정 의 영향/ , (+) 기각

4-1 지식품질과 고객성과 정 의 영향, (+) 기각

4-2 지식경영의 사용자 만족도와 고객성과 정 의 영향, (+) 기각

5-1 지식품질과 조직내부 성과 정 의 영향, (+) 채택*

5-2 지식경영의 사용자 만족도와 조직내부 성과 정 의 영향, (+) 기각

6-1 지식창출과 제품 서비스 성과 정 의 영향/ , (+) 기각

6-2 지식창출과 고객성과 정 의 영향, (+) 채택**

6-3 지식창출과 조직내부 성과 정 의 영향, (+) 채택**

7-1 지식공유와 제품 서비스 성과 정 의 영향/ , (+) 기각

7-2 지식공유와 고객성과 정 의 영향, (+) 기각

7-3 지식공유와 조직내부 성과 정 의 영향, (+) 기각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0.05 ,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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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의 토의4.

연구모형에서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관계만을

표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그림 로 정리하< 2>

였다.

지식창출 프로세스에 대한 실증연구의 부족으

로 인하여 지식창출이 조직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조직성과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림 에 나타난 바와. < 2>

같이 본 연구의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지식창출

이 지식활동성과 변수로 설정한 지식품질 및 지

식경영의 사용자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

나 고객성과 조직 내부성과 및 제품 서비스 성, , /

과 모두에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는 점이다 이런 결과는 지식창출 프로세스를 통.

해 강화되는 핵심역량 흡수능력 혁신역량 등 과( , )

창출된 새로운 지식의 직접활용이라는 가지 맥2

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김선아 김영걸 은. , (2000)

지식창출을 잠재지식을 형성하는 프로세스 잠재,

지식이 제안단계를 거쳐 후보지식이 되는 프로세

스 후보지식이 검증단계를 거쳐 조직지식으로 저,

장되는 프로세스의 단계로 제안하였다 이중에서3 .

형성프로세스는 실제적으로 지식의 창조가 이루

어지는 단계로서 자체적인 노력이나 내 외부로부

터의 획득을 통해 잠재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형성프로세스에서는 학습능력과 문제해.

결능력을 포함하는 흡수능력(Cohen & Levinthal,

이 요구된다 흡수능력은 관련된 사전 지식1990) .

의 양과 노력의 강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지식창,

출 활동은 문제해결을 위한 조직구성원의 노력의

강도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창출된 지식이 조직지

식으로 저장된다는 측면에서 흡수능력 제고에 기

여한다.

한편 혁신이 지식창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지식활동

지식활동성과

지식품질

조직성과

제품 서비스 성과/

고객성과

조직 내부성과

지식창출

지식공유

지식경영의
사용자 만족도

0.641 **

0.630 **

0 . 7 8 4
**

0.747 **

0 . 423
*

0.452

0.379

*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0.05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0.01
점선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0.1

그림 연구모형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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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지지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 Darroch

는 지식경영이 자원을 역량으로 변환하는(2005)

메커니즘이라는 의 연구Nelson & Winter(1982)

를 바탕으로 지식창출이 혁신역량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침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 Soo et

의 연구에서도 조직성과의 개선은 주로al.(2005)

지식창출의 결과물인 새로운 지식의 적용과 기업

의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 및 관행에서의 혁신을, ,

통해 이를 구현함으로써 달성된다는 실증분석 결

과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가장 중요한 지식경영,

활동인 지식창출은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핵심역

량을 강화하고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지식의 활용,

을 통해 조직성과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반면에 지식공유 활동은 조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기보다 지식활동성과 지식품질 및 지(

식경영의 사용자 만족도 의 증가를 통해 조직 내)

부성과 내부프로세스 성과 및 종업원 성과 에만( )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진다 이런 결과는 지식공유.

활동이 지식품질에 영향을 주며(Bock & Kim,

지식경영의 사용자 만족2002; Yu et al., 2004),

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Nelson & Cooprider,

는 기존연구와1996; Pan & Scarbrough, 1998)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지식품질이 높아지고 지. ,

식경영의 사용자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조직 구성,

원이 공유된 지식을 내재화하고 이를 자신의 업

무에 활용하려는 동기가 증대될 것이므로 종업원

성과와 내부프로세스 성과가 개선되는 것을 기대

할 수 있다 다만 지식공유가 조직성과에 직접적. ,

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은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

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결 론V.

본 연구에서는 중요한 지식활동인 지식창출과

지식공유가 지식활동성과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식활동성과 변수로.

기존 문헌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지식품질과 지식

경영의 사용자 만족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조직성.

과 변수로는 제품 서비스 성과 고객성과 내부/ ， ，
프로세스 성과 종업원성과의 가지 차원으로， ４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나 개념타당성 검증과정에서,

내부 프로세스 성과 항목과 종업원성과 항목4 ５
을 조직 내부성과 변수로 묶어 최종적으로 개의3

종속변수에 대해서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식창출 활동,

은 직접적으로 조직 내부성과와 고객성과 및 제

품 서비스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식공유 활동은 지식품질 및 지. ,

식경영의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매개변수 효과는 그리 높.

은 편은 아니나 지식품질 및 지식경영의 사용자,

만족도는 조직성과 가운데 조직내부 성과에 유의

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과거 지식경영 연구에서 조직성과를

단일변수로 측정한 것과는 달리 성과변수를 개3

로 세분하였고 독립변수가 세분화된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존재함을 밝혀 다차원으로,

구분된 조직성과의 측정이 필요함을 보였다 또.

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지식경영을 도입하거나,

추진하는 지식경영 담당자에게 조직성과에 기여

하는 지식활동이 어떤 활동인지를 식별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

고 있다 먼저 조직단위로 연구가 실행되어 표본. ,

의 확보를 위해 연구모형 상에 표본기업의 규모,

지식경영 도입기간 등 다양한 통제변수를 설정할

수 없었다 표본은 최종적으로 개 조직을 확보. 36

하여 일반적으로 통계분석에서 권장하는 최소표,

본개수인 개는 넘었으나 측정의 의미가 있기에25

는 표본의 증가와 다양한 산업으로부터의 표본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가. ,

설들은 기업규모 산업유형 지식경영 도입기간, ,

등 상황에 따라 영향력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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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부족하

여 좀 더 섬세한 연구설계가 되지 못했다 향후, .

에 다양한 통제변수를 고려한 엄격한 연구 모형

을 보다 많은 표본 수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다

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로 조. ,

직의 성과측정 과정에서 제품 고객 프로세스 종, , ,

업원 등 세부적인 측정이 정확하기 위해서는 해

당분야에 대한 업무 이해도가 높은 사용자로부터

설문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통제가 역시,

부족했다 고객성과는 마케팅 영업 부서로부터 프. / ,

로세스 관련 성과는 생산 및 관련 부서에Ｒ＆Ｄ
서 측정될 때 좀 더 정확한 측정이 되었을 것이

다 비록 설문서 발송을 전후로 유선과 우편으로.

이에 대한 안내를 하였지만 회수과정에서 정확하,

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다 향후.

조직성과를 측정할 때는 각 분야 성과측정은 관

련성이 높은 부서에서 측정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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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항목Appendix.

지식창출 우리회사의 조직 구성원들은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학습기회 예 내부( : /①
외부 세미나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CoP)

있다.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항상 새로운 아②
이디어를 탐색하고 제안한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의 획득 및③
창출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자한다.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사내외 전문가의④
도움 조언을 자주 받는다/ .

업무성과 개선을 위해 외부 벤치마킹을 적극⑤
적으로 수행한다.

지식공유 우리회사의 조직 구성원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작성 또는 입수한 각종①
지식 자료 매뉴얼 문서 을 지식공유시스템( , , )

에 등록하여 공유하고 있다.

업무수행 출장 교육 프로젝트 등 결과로( , , )②
작성한 보고서를 지식공유시스템에 등록하여

공유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학습 또는 연구를 통해 습득한③
업무수행 지식을 지식공유시스템에 등록하여

공유하고 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경험이나 노하우④
를 서로 적극적으로 나누고 사내(know how)‐

에 전파하고 있다.

지식의 원천 이나 지인(know where) (know⑤ ‐ ‐
을 서로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whom) .

지식품질

우리회사의 지식공유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①
식은 우리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내용들이다.

우리회사의 지식공유시스템은 조직 구성원들②
의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지식을 모두 포함하

고 있다.

우리회사의 조직 구성원들 서로간에 배운 지③
식은 모든 구성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다.

우리회사의 사내외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지④
식은 매우 정확한 편이다.

우리회사의 조직구성원들이 창출 공유하는/⑤
지식의 품질은 전반적으로 매우 좋다.

지식경영 사용자 만족도 우리회사의 조직 구성원

들은

조직내에서 필요한 지식을 검색 조회할 수/①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

업무수행 시 얻을 수 있는 다른 동료나 전문②
가의 도움 조언에 만족한다/ .

우리회사 지식공유시스템의 다양한 기능에③
만족한다.

우리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식경영관련④
평가 보상 제도에 만족한다/ .

우리회사가 조직내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⑤
하는 것에 만족한다.

제품 서비스 성과/ 주요 경쟁기업에 비해

우리회사는 더 높은 제품군별 시장 점유율을①
확보하고 있다.

우리회사는 신제품 아이디어를 더 많이 창출②
하고 있다.

우리회사의 제품 인지도 및 제품 선호도가③
더 높다.

우리회사의 신제품 성공율이 더 높다.④
우리회사는 제품에 대한 시장수요 예측능력⑤
이 더 뛰어나다.

고객성과 주요 경쟁기업에 비해

우리회사의 고객 만족도가 더 높다.①
우리회사는 고객에게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②
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회사는 더 많은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③



이 정 호김 영 걸김 민 용․ ․

30 지식경영연구 제 권 제 호7 1

있다.

우리회사의 고객 충성도가 더 높다.④
우리회사의 고객 이탈율이 더 낮다.⑤

조직내부 성과 주요 경쟁기업에 비해

① 우리회사의 업무 프로세스 처리시간이 더

짧다.

우리회사의 불량률이 더 낮다.②
우리회사는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가 더 잘③
되어 있다.

우리회사는 의 공유 및 확산이Best Practice④
더 잘 이루어진다.

우리회사의 종업원 업무생산성이 더 높다.⑤
우리회사는 종업원의 신규업무 파악시간이⑥
더 짧다.

우리회사는 업무 전문가 확보가 더 잘 이루⑦
어지고 있다.

우리회사의 종업원 만족도가 더 높다.⑧
⑨ 우리회사는 종업원들의 업무전문성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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