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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과 목적1.

년 초부터 창의적 벤처 기업이 많이 등장하2000

면서 국가경제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으며

코스닥에 등록된 벤처회사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

다 또한 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경박단소의.

체질에 적합한 기업체제 즉 규모가 작은 기술집약,

적 중소기업의 등장이 불가피해졌다 (Rayn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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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객들의 요구가 보다 다양해지는 등1987).

수요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의사결

정의 관료화 인간소외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기업보다는 수요구조의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벤처기업이 적응력 면에서 보다 유리하게

되었다.

벤처기업이란 연구개발을 강조하거나 기술적으‘

로 새로운 지식을 이용하는데 중점을 둔 회사를’

말한다 즉 높은 기술적 지식을(Raynolds, 1987). ,

바탕으로 설립운영되고 신기술의 개발 신기술의,‧
도입 그리고 기존기술의 변형을 통한 새로운 제

품의 개발에 주력하는 기업이라는 뜻이다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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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Korean economy is boosted by the active introduction of many venture businesses full of

entrepreneurship. It has been widely accepted implicitly that success of the venture business originates from

unique style of knowledge management. This assumption looks natural when we consider the fact that

success of the venture business heavily depends on differentiated intelligent asset or knowledge. However,

such implicit belief has never been tested empirically. To fill the research void like this, this paper

proposes an empirical derivation of key success factors from the venture businesses listed in KOSDAQ. To

add rigor to our results, we performed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the derived key success factors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introducing organization efficiency, job satisfaction, and accomplishment

motivation as dependent variables. Regression results showed that our approach is justified from the

statistic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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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외에도“Venture Business” HTSF(High

Technology Small Firm), Risky Business, High

Technology Business, NTBF(New Technology

등 다양한 용어로 호칭되고 있으며Based Firm)

일본에서는 벤처비즈니스라는 원어의 음역이외에

연구개발형 기업 기술집약적 기업 등의 호칭을 사,

용하고 있는 바 이들 명칭에는 공통적으로 핵심적,

인 지식의 개념을 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 1999).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태동기는 년대 초부터80

시작해서 년 코스닥이 생기기 전까지로 볼 수96

있다 벤처심포지엄 년을 기점으로 코스( , 2004). 96

닥과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제도

적 기반이 활발하게 구축되기 시작했다 년에. 99

접어들자 벤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스핀오프

된 벤처기업이 활성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

서는 실험실 벤처 랩 벤처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

작했다 그리고 코스닥을 비롯하여 합병시장이 서.

서히 형성되고 해외 벤처캐피털이나 벤처펀드가,

들어오고 엔젤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투자조합이

많이 늘어났다 전반적으로 벤처캐피털이 양적으로.

증가하였고 투자도 증대되었으며 특히 유능한 인

재가 벤처로 대거 이동하였다 년대 초반에는. 2000

이러한 벤처들이 질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되었

는데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이 있는 벤처들은 코스

닥에 상장을 하고 그렇지 못한 벤처들은 파산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처럼 벤처기업의 수가 증가하.

고 이들의 중요성이 높아져가면서 이들에 대한 연

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 핵심.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지식경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식창출의 이론을 통해서 향후 벤처기업

의 지식경영 핵심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벤.

처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경영이 어떻

게 이해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는Hsanali (2002) 1) leadership; 2) culture; 3)

structure, roles, and responsibilities; 4) informa-

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and 5) measure-

ment 등 개 지식경영 성공요인을 제시하였다 이5 .

장우와 장덕수 등이 벤처기업과 일반기업의(1998)

차이를 창업자 특성 전략 조직특성 등을 중심으, ,

로 연구하면서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벤처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지.

식경영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벤처

기업의 지식경영 성공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

으로 지식경영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이.

결과를 토대로 성공적인 지식경영전략을 제시하고

자 한다 기업의 실무자들은 본 연구에서 실증적으.

로 분석된 지식경영의 성공요인을 중점적으로 관

리함으로써 지식경영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실패

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통.

하여 기업들은 지식경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2.

본 연구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첫째 기존문헌을 연구하여 벤처기업의 지식경영,

의 이론적인 모형과 성공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

을 비교 분석하여 지식경영의 이론적 연구모형을/

개발하고 몇 가지 요인을 도출한다.

둘째 실제 코스닥에 상장된 벤처기업을 대상으,

로 인터뷰와 설문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계적인 방법의 하나인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지

식경영 성공요인을 추출한다 또한 추출한 성공요.

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기업의 지식경영 성과를 측

정한 문항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이론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성공요인들이 실제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에도 해당

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증한다.

셋째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다 나은 지식경영을,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한다 이는 벤처기업들이 경.



벤처기업의 지식경영 성공요인 도출에 관한 연구

2006. 6. 67

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론인6 1

장에서는 연구 동기와 연구목적 연구방법 및 연,

구의 구성 장에서는 기존 문헌을 통해 지식경영, 2

연구모형과 성공요인에 대한 기존연구를 살펴본

다 장에서는 벤처기업의 국내외 현황을 분석하. 3

고 이들의 유형을 분류한다 장에서는 본 연구에. 4

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지식경영 성공요인을 도

출하기 위해서 벤처기업에 종사하는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통계적

인 분석을 실시한다 장에서는 분석결과 및 이에. 5

대한 토의를 하며 마지막으로 장에서는 결론을6

제시한다.

지식경영의 이론적 연구II.

벤처기업에서의 지식경영에 대한 기존연구를 살

펴보기에 앞서 먼저 지식 및 지식경영이란 개념에,

대하여 정의를 내린 연구를 살펴보자 지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기존에 많은 연구가 있다

(Aaker, 1989; Drucker, 1988; Itami, 1989;

Kaplan & Norton, 1992; Krogh, 1998; Ludvall

and Johnson, 1994; Machup, 1984; Nonaka &

Takeguchi, 1995; Quinn et al, 1996; Saint-Onge,

특히1998; Smith, 1998; Sveiby, 1987). Krogh

는 현존하는 지식에 대한 개념의 본질을 이(1998)

해하기 위하여 지식에 대한 정의를 인지적인 관점

과 구조적인 관점(cognitivist perspective) (con-

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structionist perspective)

다 와 는 지식의 형태. Nonaka Takeguchi (1995)

를 암묵지 와 형태지(Tacit Knowledge) (Explicit

로 나누고 이를 가치창조의 개념과 연Knowledge) ,

결시켰다 암묵지란 내면화되어 있고 유형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성공한 기업이 가지는 노하우나 그들만

의 기업문화는 존재는 하지만 말이나 글로써 전달

하기가 매우 어렵다 반면에 형태지식은 임의의 형.

태로 전달이 가능한 지식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연구보고서 책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분명하게, ,

기술되어 있는 지식을 말한다 와. Leonardo Sen-

는 지식이란 적어도 부분적으로 경험siper (1998)

에 근거하며 적절한 의사결정에 사용될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면서 복잡한 환경 속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암묵지를 활용한 조직의

혁신을 주장하였다 과 은. Ludvall Johnson (1994)

지식을 노훳 노화이(Know-What), (Know-Why),

노하우 노후 등 네 가지(Know-How), (Know-Who)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등 은. Quinn (1996)

지식을 전문가의 지식으로 한정하였는데 이 같은,

전문가지식은 과 이 제안한Ludvall Johnson(1994)

네 가지 유형의 지식에 의해서 생성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밖에 는 기업의 다양. Documarest (1997)

한 활동 중에서 창조되고 구체화되어 기업의 시장

가치를 향상시켜주는 명령 패턴 규칙과 이를 관, ,

리하는 네트워크를 총칭해서 상업적 지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최근에 등 은 이러한 지식이. Ko (2005)

이를 사용하는 개인들의 동기 및 커뮤니케이션 방

법들에 의하여 조직에 전이됨을 설명하였다 지금.

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지식을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은 개인 또는 조직의 사고와 경험을,

통하여 갖게 되는 핵심개념이다.

둘째 지식은 특정한 입장 견해 혹은 의도를 반, ,

영하고 있다.

셋째 지식은 정보와는 달리 목적을 가지고 있,

는 행위와 연결이 된다 즉 지식은 신제품을 만‘ ’ . ,

들어 낸다든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업의 가치증진 지식사회 구‘ ’, ‘

현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개인 또는 조직의’

신념으로부터 생겨나는 능력을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Bock, et al., 2005; Ko, et al., 2005).

이 지식은 현대경영의 복잡계 내에서 기업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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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원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으며 기업이 갖,

고 있는 경쟁력과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간주되고

있다 동시에 기업경영 환경이 세계화 분산화 되. ,

면서 기업의 인수 및 합병 그리고 다운사이징 등

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업은 기존의

전통적 경영에만 의존하는 전략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구체적

인 방법론의 하나가 바로 지식경영이다 지식경영.

에 대한 연구 또한 다양한 방면에 걸쳐서 이루어

지고 있는데 경영정보공학자인 미국의, O'Leary

교수는 지식경영을 지식과 연계되는 사람과 조직

을 원천으로 하여 지식을 사용가능 하도록 변환해

내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O'Leary, 1998a,b).

는 지식경영을 개인의 지식을 인식Prusak (1997)

하고 조직의 지식으로 확대하여 조직원들의 의사

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 일련의 프로세스로 정의하

였다 반면에 와 는 지식경. Nonaka Konno (1998)

영을 기업에서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

를 공유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도록 장 을( )場
만들어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Ruggels

는 지식경영을 조직내부 및 조직외부에서(1998)

발생하는 노하우 경험 판단을 통하여 가치를 창, ,

출하거나 향상시키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은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Wiig (1997)

지적자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의 모든

프로세스 시스템 문화 역할을 통합하여 지식경영, , ,

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지식 및 지식경영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벤처기업에서의 지식경영에 관한,

연구는 최고경영자 창업자 의 특성을 중심으로 이( )

루어졌다 는 벤처기업에서의 창업. Gartner (1985)

자 특성으로는 성취동기 통제의 위치 위험감수성, ,

향 등을 꼽았으며 이러한 창업자의 특성에 개인의,

배경이나 경험 등이 바탕이 되어 성공적인 지식경

영이 이루어짐을 설명하고 있다 와. Roure Madique

는 최고경영자의 성공에 대한 경험과 업무(1987)

에 대한 전문성이 높을수록 경영이 성공할 가능성

이 높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창업팀의 역할을 강조.

하여 이들의 완성도가 높으며 공동작업에 대한 숙

련도가 높을 때 차별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

인 지식경영을 이룰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와 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Roure Keely (1990)

로 완성된 제품의 우수성은 고객 집중도를 향상시

켜 높은 성과를 가져다준다고 설명하였다. Cooper

등은 최고경영자가 교육을 통하여 얻어지(1990)

는 전문적인 지식과 업무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얻

어지는 지식이 잘 조회되어야 성공적인 경영이 이

루어짐을 주장하였다.

한편 벤처기업에서 고려해야할 전략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연구자로써. Covin

과 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Slevin (1990)

벤처기업이 고려해야할 전략적인 유형과 성과변수

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외부환경이 불리.

할 경우 장기적인 자본투자와 고가격 정책을 통한

장기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였으

며 유리한 환경에서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

자와 재무 관리를 통하여 단기적인 수익을 향상시

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와. Naman Slevin (1993)

은 특정한 경영환경에 대응하는 조직구조와 전략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으며, Randolph (1991)

등은 조직구조에 적합한 기술혁신 전략이 뒷받침

되어야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

다 또한 와 는 조직차원에. Chandler Hanks (1994)

서의 협동심과 최고경영자의 전문가적인 지식의

상호작용은 기업의 성장에 양의 상관관계를 미침

을 증명하였다 반면에 단순한 비용우위전략을 통.

하여 성공적인 지식경영을 이루지 못함을 주장하

면서 전문적인 지식에 기반을 둔 인적자원 기반의

혁신전략만이 성공적인 지식경영을 이루어냄을 주

장하였다 는 전문적인 기술능력에. Robert (1995)

바탕을 둔 혁신 및 생산능력을 통한 개별적인 마

케팅 전략이 벤처기업의 성공과 양의 상관관계임

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하여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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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와 장덕수 는 창업자의 특성 전략(1998) , ,

자원능력 등에 대하여 성공벤처기업과 일반벤처기

업을 나누어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들의 연구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업자 특성으로는 학력 전공, ,

과의 관련성 경영경험과 이전직장 경험 등이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략에 있어서는 기술,

혁신 차별화 전략과 외부자원 활용 전략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

원능력으로는 기술능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환경특성으로는 적대성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

고 주장하였다.

국내외 현황 및 유형III.

벤처기업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사업체나 기업을

뜻한다 그러나 최근 벤처비즈니스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대기업들이 참여하

고 다양한 종류의 자본투자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

라 여러 유형의 벤처기업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

으로 벤처기업의 유형에는 파생된 독립적 벤처비

즈니스 합작 벤처 벤처머징 내부벤처 벤처캐피, , , ,

털 벤처비즈니스 육성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삼, (

성경제연구소 이에 본 절에서는 이처럼 다, 2005).

양한 벤처기업의 국내외 분포 및 현황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국내 현황1.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수는 여개 사가 넘는6,000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짧은 기간에 적은 투자와,

소수의 인력으로 고성장을 거듭하여 많은 부가가

치를 올리고 있다 즉 증권시장의 침체에도 불구. ,

하고 장외시장에 등록되어 있던 벤처기업들이 성

장된 후 주가가 폭등하여 투자자금의 배가 넘는10

차익을 거두는 벤처캐피털들이 늘고 있다 금융저(

널 월호 국내 벤처의 분포 및 현황을 분석해보5 ).

면 테헤란 밸리 대덕연구단지 구로단지 춘천단지, , ,

의 네 곳을 중심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다 벤처심(

포지엄 삼성경제연구소 증권거래소, 2004; , 2005; ,

2005).

국내 벤처의 집산지는 테헤란 밸리이다 특히.

이후 벤처기업들이 급속히 유입되기 시작하IMF

였는데 이는 이후 금융 빌딩 광통신망 등이IMF , ,

완비된 테헤란 밸리가 타 지역에 비하여 입지 조

건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벤처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금융 사무공간 광통신망을 기반으로 자, ,

연발생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대학 및 연구소가.

멀리 떨어져 있고 기초 연구개발 기능은 다소 미

흡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 하나의 벤처기업 발생지로는 대덕단지가 있

다 이곳은 국내 최고의 연구개발단지로써 카이스.

트라는 교육연구기관이 존재하여 기술중심 벤처․
들을 배출하고 있다 또한 스핀오프 인큐베이팅. ,

등으로 기술중심 벤처의 핵심부분이다 대학과 출.

연연구소 이들의 인큐베이터가 벤처기업을 배출했,

다는 점에서 실리콘밸리와 유사한 모습이다 이들.

은 보유 기술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외부의 간섭

자본참여 합작 등 에 대하여 배타적이며( , , M&A ) ,

창업자중 엔지니어 출신이 대부분이어서 기술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경영노하우는 부족한 편이다.

춘천지구는 지역발전 목적으로 설립된 벤처기업

단지이다 이곳은 지역발전 첨단산업 유치를 목적. ,

으로 테크노파크 입주업체에 대해 창업 기술이전,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사이.

언스파크 등과 같은 지자체 중심의 벤처 육성 사

례를 벤치마킹 하였다 하지만 기술력 수준 및 시.

장접근성에서 어려움이 있으며 차별화된 기술을,

갖춘 벤처기업이 많지 않으며 최고수준의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은 성공기업이 많지 않

은 상태이다.

구로지구는 기존 산업의 구조전환을 벤처창업과

연계하여 발전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의 특징은 기.

존 공단의 첨단화 및 활성화를 벤처산업으로 발전

시켜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공.

단이 경쟁력을 상실한 구로공단의 재활성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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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벤처육성을 시도하고 있다 이곳의 한계점으로.

는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으나 금융 인,

력 연구개발능력 시장 등이 취약하고 벤처빌딩, , ,

건축으로 벤처입지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벤처기업은 일반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비해 매출․
고용이익수출 등의 증가율이 월등히 우수하다 우.․ ․
리나라에서 이러한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곳이 코스닥시장이다 코스닥 시장은. 99

년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경제의 불확실성,

감소 금리하락에 따른 유동성 증가 등 경제적 요,

인과 등록요건 완화 세제혜택 제공 등을 주요 골,

자로 하는 년 월 일 제 차 코스닥시장 활성99 5 4 3

화 방안의 발표로 인해 급성장하였다 이후 등록.

및 퇴출 요건을 강화하고 시장감시 기능을 제고하

는 등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제도들이 채택되면

서 코스닥 증권시장은 내실을 갖추게 되었다 증(

권거래소 물론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이, 2005).

미국의 나스닥 시장과 높은 연계관계를 가지고 있

으므로 자생력이 낮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

만 코스닥 시장이 경쟁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자금

원천으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국외현황2.

벤처기업으로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벤처기업의 사업 분야가 주로 사업화 초기의 첨단

기술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술력이 이

나라를 경제대국으로 이끌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

는 미국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의 벤처 현황에 대

하여 살펴보자 벤처심포지엄 삼성경제연구( , 2004;

소 증권거래소, 2005; , 2005).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년 스탠포드 대학의1938

터먼 교수가 제자인 휴렛과 패커드에게 설계도면

과 현금 달러를 주고 창업토록 한데서 시작하538

였는데 차 세계대전 이후 스탠포드 대학이 스탠, 2

포드 산업단지를 설립하여 산학협동을 본격화하였

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으로 효율적인 인력공급. ,

모험자본의 발달 기술재창출능력 활발한 네트워, ,

크교류 자유로운 창업문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

중에서 인력은 주변의 유수한 대학에서 제공받으

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모험자본과 자본시장,

이 발달되어 있다.

대만의 신주단지는 년 대만 정부가 첨단산1976

업의 집적화와 실리콘밸리 내 대만출신 인력의 활

용을 위해서 건설을 시작한 곳으로 아시아판 실리

콘밸리로 부상하고 있다 초기에는 중앙정부 주도.

로 단지를 개발한 이후 현재는 민간 주도로 운영

되면서 자율적인 벤처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인도의 방갈로르는 년대 이후 인도의 소프트80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첨단과학단지이다 풍부한 인적자원과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세계적인 업체들이 진출해

있는 상태이다 이곳의 특징은 풍부한 인력공급. ,

연구시설 등의 조건은 갖추어져 있으나 교통통신․
인프라 시설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는 민관이 협력하여 사막

위에 벤처강국을 건설한 대표적인 예이다 텔아비.

브를 중심으로 여개 벤처기업이 몰려있고 이2,000

중 이상이 하이테크기업이다 이처럼 이스라50% .

엘에서 벤처가 발달한 이유는 풍부한 기술인력 때

문이며 연구개발 종사자가 세계최고 수준이고 질,

적으로도 우수하기 때문이다.

연구방법론IV.

지식경영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추진하기 위해

서는 지식경영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실천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모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지식경영에서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중심으로 벤처기업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그림 과 같은 연구모< 3>

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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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쳐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을 실시하기 위한

기존문헌 연구, 자료수집, 설문문항 작성

벤쳐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을 실시하기 위한

기존문헌 연구, 자료수집, 설문문항 작성

벤쳐기업의 지식경영 영향요인을
추출하기위한 요인분석 실시

벤쳐기업의 지식경영 영향요인을
추출하기위한 요인분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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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본 연구 모형< 3>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측정문항 개발 및 자료수집1.

벤처기업의 지식경영의 성공요인을 측정하기 위

한 변수들은 크게 두 가지 과정을 통하여 확정되

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문학술지를 중심으로.

지식경영의 이론적인 연구모형에서 언급한 요인을

대상으로 개의 지식경영 성공요인을 추출하였다7 .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개발된 측정도구를 실

제 설문에 사용하기에 앞서 세 번에 걸친 예비조

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첫 단계는 지식경영 성과측정에 대

한 내용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

내의 교수 명 박사과정 명 지식경영 전문가2 , 4 , 2

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우리.

가 제시한 지식경영 성과측정 모형이 현상을 설명

하기에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와 기존의 문헌에서 강조된 내용과 사례를 통

해서 나타난 성공업체의 특성을 정리하고 인터뷰,

에 대한 내용과 저자의 지식경영에 대한 업무 경

험을 바탕으로 하여 지식경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개개의 문항에50 .

대해서는 각 기업의 지식경영정도를 측정할 수 있

도록 구간척도인 리커트 점 척도 매우 그렇지7 (1: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를 사용하였다, 4: , 7: ) .

두 번째 예비조사에서는 설문문항에 대한 내적타

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두 번째.

예비조사에서는 국내의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18

여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에는 기업

의 임원과 최고경영자 지식경영 책임자들이 포함, ,

되어 있었다 마지막 예비조사에서는 수집된 자료.

에 대한 판별타당성 및 집중타당성을 검증하기 위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회전방법은 베.

리멕스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Varimex) .

과 최초 개발된 측정항목 개중에서 요인적재량50

값이 이하인 개 항목을 최종(factor loading) 0.5 16

설문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

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Cronbach

값을 측정하였는데 모두 이상으로 측정Alpah) , 0.7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경영 성과측정을 위하여

년 월 일 현재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2004 4 31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의 응답률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문하여 설

문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서울.

근교인 경우에는 실제 각 사업소재지에 직접 방문

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인 경우에는 지역,

적인 한계점 때문에 우편을 통하여 설문을 실시하

였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기업이므로 기업.

의 최고경영자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절.

차에 의하여 설문한 결과 코스닥 명부에서 개300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에서 개 기업의 최고경영자로부터 설문을 획득250

하여 의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이처럼 높은83% .

회수율을 기록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 직접 방문하

여 설문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이중에서 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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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 개와 설문응답 내10

용이 충실하지 않은 설문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개 벤처기업을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적231 .

인 설문대상을 매출액과 종업원수에 대하여 분류

하면 다음 표 과 같다< 1> .

본 연구의 설문지는 두 단계를 거쳐 작성되었다.

첫째 본 설문지는 이미 일반적인 기업의 지식경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로

그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둘째 하지만 벤처기업과. ,

일반기업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기존문헌을 통하

여 벤처기업의 지식경영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헌.․
연구를 통해 지식경영을 측정하기위한 개의 문34

항과 앞의 기존문헌에서 제시한 지식경영성과를

측정하는 변수로 개 문항을 선정하였다3 .

설문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

으로 기초적인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먼저 일반.

적인 벤처기업에서의 지식경영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에서 지식의 중요성 및

지식경영에 대한 이해도 흥미성 필요성에 대하여, ,

조사하였는데 각 항목에 대하여 가 지식경85.8%

영에 대하여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마지,

막으로 가 지식경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95.2% .

또한 소속된 기업에서 지식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가 꼭 실시" 18.4%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는 실시하는 것, 65.2%

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응답자.

의 가 지식경영시스템 도입에 긍정적인 태83.6%

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는 본 연구. < 2>

에 사용된 개의 변수를 평균의 크기별로 정렬한34

것이다.

표 지식경영 영향요인 측정 변수< 2>

순위 지식경영영향변수 평균 표준편차

1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식이나 노하우의 공유정도 5.897 1.509

2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개인의 수용 및 활용정도 5.687 1.151

3 필요한 정보에 대한 다른부서의 협조 및 활용정도 5.532 1.279

4 필요한 업무에 대한 기록상태 5.461 1.327

5 개인 업무에 대한 업무흐름도 작성 능력의 정도 5.321 1.243

6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학습의 결과의 기록 및 보관정도 5.120 1.463

7 현재 담당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정도 5.036 1.370

8 해당업무에 필요한 핵심지식의 이해 및 파악 4.987 1.143

9 업무시필요한 정보의 색인 및 검색을 통한 활용기능 4.896 1.247

10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및 활용능력 4.725 1.700

11 업무처리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활용능력 4.682 1.245

12 새로운 업무에 대처하는 지식의 습득정도 4.602 1.227

13 필요한 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저장 능력 4.563 1.429

14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위한 인터넷 사용정도 4.549 1.573

15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식을 동유할 수 있는 조직내 분위기 4.544 1.316

16 현재 담당업무에 대한 자신만의 독특한 노하우 보유정도 4.510 1.302

17 전문적인 지식(고객지식, 수요예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4.481 1.192

18 조직전체의 정보자원의 표준화가 이루어졌는가? 4.461 1.208

19 조직전체의 정보의 공유와 팀워크의 활성화 정도 4.447 1.312

20 지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산학연계,부서간 학습기회부여 4.437 1.326

21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향상 4.408 1.181

22 조직전체차원에서 지식 및 정보의 지속적인 갱신 및 유지 4.383 1.345

23 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의 지식 및 노하우 공유정도 4.379 1.373

24 새로운 업무에 대한 개발 및 기획의 노하우 축적정도 4.374 1.177

25 정보시스템(인트라넷,게시판, ERP)의 개발 및 확충 4.369 1.530

26 업무지식(관련법규, 정책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4.320 1.251

27 필요한 지식을 얻기위한 사내 고객DB, 업무DB 활용정도 4.291 1.556

28 아이디어회의를 통하여 시간과 능률면에서 효율적인 제안정도 4.210 1.223

29 게시판을 활용하여 업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정도 4.136 1.500

30 선진우수사례의 도입과 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업무처리능력 4.025 1.409

31 업무시 필요한 연구교류활동과 교육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3.889 1.287

32 새로운 업무에 대한 지구언의 능력향상등의 교육기회제공 3.845 1.420

33 업무시 전자문서교화 및 결재시스템의 효율성 정도 3.785 1.667

34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하한 인센티브와 보상체계 정도 3.655 1.659

요인분석 실시2.

본 연구에서는 지식경영 측정 항목에 대한 공통

요인을 파악하고 변수구성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은 요인.

매출액 규모

단위 백만원( : )
기업 수 비율 종업원 수 기업 수 비율

이하1,000 32 13.9% 명이하20 31 13.4%

1,000-10,000 73 31.6% 명 명20 -50 97 42.0%

10,000-100,000 114 49.4% 명 명50 -100 73 31.6%

이상100,000 12 5.1% 명이상100 30 13%

합 계 231 100% 합 계 231 100%

표 응답기업들의 매출액 및 종업원수 요약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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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를 최소화하고 이들의 정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총. 34

개의 문항 중에서 알파계수와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문항의 차원성을 확인하였다 분석방법은 탐색적 요.

인분석 방법을 사용하(Exploratory Factor Analysis)

였고 회전은 직교방식 을 사용하였다, (Orthogonal) .

각 항목들의 내적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알파계수 값의 분석에서는 일반적인 수용기준인 0.7

을 모두 상회하여 각 차원을 구성하는 문항들이 차

원 내에서 내적 일관성을 갖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최초의 요인분석에서는 고유값 이 이상(Eigenvalue) 1

을 갖는 요인이 개로 나타났으며 분산의 설명력은7

이었다 그 결과 요인적재량 은65.2% . (factor loading)

이상인 요인을 중심으로 고유값 이0.5 (Eigenvalue)

이상을 갖는 개 요인이 선정되었다2 7 2) 이상의 분.

석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과 같다< 3> .

표 최종 요인분석 결과< 3>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FACTOR6 FACTOR7
4.1307 4.1092 3.2388 2.4825 2.3504 2.3379 2.0096

A33 0.8002 0.2064 0.0456 0.0761 0.1305 0.2476 -0.0422
A32 0.6437 0.4095 -0.0054 0.1620 0.1603 0.0992 0.1005
A31 0.6179 0.4484 0.0633 0.1292 0.1834 0.0741 0.0155
A34 0.5327 0.4145 0.2886 0.2291 0.0455 0.2590 -0.0839
A23 0.5199 0.3574 0.1531 0.1724 0.1701 0.1013 0.1214
A11 0.5095 0.0954 0.2991 0.3785 0.1227 -0.0028 0.2822
A5 0.4965 0.1312 0.2381 0.0525 0.2491 0.4277 0.2391
A30 0.0522 0.7164 0.0569 0.1789 0.3255 0.0780 0.0610
A27 0.3220 0.6817 0.1305 0.0333 0.0834 0.1610 0.1525
A28 0.2869 0.6729 0.2404 0.0965 -0.0062 0.0922 0.0675
A21 -0.0106 0.5687 0.2461 0.3968 0.0574 0.2557 -0.0911
A29 0.3291 0.5524 0.0690 0.1372 -0.0547 0.2797 0.1551
A24 0.2642 0.5400 0.2091 0.2164 0.3108 -0.2082 0.1115
A26 0.4199 0.5081 0.3115 -0.0389 0.3488 0.0586 0.0588
A17 0.0885 0.1778 0.7134 0.3639 0.0306 0.0308 0.0908
A18 0.1577 0.0921 0.6444 0.0949 -0.0445 0.2289 0.0722
A19 0.2791 0.1137 0.6211 0.0218 0.1650 0.2144 0.2068
A20 0.3412 0.0912 0.5957 0.3379 -0.0118 0.1692 -0.1258
A16 -0.1494 0.1281 0.5695 -0.0485 0.0899 0.1045 0.0875
A25 0.2227 0.3707 0.5036 -0.1131 0.3797 -0.2062 0.1516
A22 0.2777 0.3420 0.3552 0.2117 0.0360 0.2200 0.1210
A13 0.1203 0.3097 0.0466 0.6997 0.1761 0.2095 0.1420
A14 0.2124 0.2475 0.1062 0.6527 0.1472 0.1903 0.1551
A12 0.5327 0.0478 0.2568 0.5633 0.1698 0.1061 0.1964
A2 0.1635 0.2641 -0.0188 0.0822 0.7751 0.1314 0.0083
A3 0.2225 0.1531 0.0894 0.1732 0.7178 -0.0027 0.2108
A1 0.0848 -0.1166 0.1475 0.2129 0.5422 0.4439 0.0583
A7 0.1475 0.2366 0.2206 0.1463 0.0649 0.6434 0.0085
A6 0.1896 0.0925 0.1812 0.0445 0.0587 0.6246 0.2646
A8 0.2265 0.2695 0.1648 0.3053 0.1390 0.4991 0.2227
A9 0.1213 0.1229 0.0154 0.0606 0.0679 0.2721 0.7505
A4 -0.1620 0.1532 0.1247 0.0562 0.3409 0.1589 0.5628
A15 0.1211 0.0125 0.1974 0.3959 0.0431 -0.1693 0.5482
A10 0.4235 0.0300 0.2322 0.1658 -0.0581 0.2317 0.4991

Eigenvalue

표 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총 개의< 3> , 34

변수 중에서 문항을 제외한 개의 변수들은A22 33

개의 요인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 있다 이상의7 .

2) 이때 변수의 경우 요인적재량이 를 넘지 않A5, A8, A10 0.5

으나 그 값이 거의 에 근접함으로 요인으로 사용하였다0.5 .

분석된 요인분석 결과에 대한 요인별 명칭을 부여

하면 다음 표 와 같다< 4> .

표 요인분석 결과< 4>

요인묵음 요인별 구성항목 요인설명
업무시 필요한 연구교류활동과 교육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조직전체의 정보의 공유와 팀워크의 활성화 정도

업무시 전자문서교화 및 결재시스템의 효율성 정도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하한 인센티브와 보상체계 정도 지식의활용 및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향상 조직문화요인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식을 동유할 수 있는 조직내 분위기

개인 업무에 대한 업무흐름도 작성 능력의 정도

업무처리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활용능력

새로운 업무에 대한 개발 및 기획의 노하우 축적정도

업무지식(관련법규, 정책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식의
필요한 지식을 얻기위한 사내 고객DB, 업무DB 활용정도 축적 요인
필요한 업무에 대한 기록상태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학습의 결과의 기록 및 보관정도

필요한 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저장 능력

현재 담당업무에 대한 자신만의 독특한 노하우 보유정도

전문적인 지식(고객지식, 수요예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조직전체의 정보자원의 표준화가 이루어졌는가? 지식인프라 및
새로운 업무에 대한 지구언의 능력향상등의 교육기회제공 교육기회요인
지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산학연계,부서간 학습기회부여

정보시스템(인트라넷,게시판, ERP)의 개발 및 확충

새로운 업무에 대처하는 지식의 습득정도

선진우수사례의 도입과 이를 분석하고 학습하는 업무처리능력 지식학습요인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위한 인터넷 사용정도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식이나 노하우의 공유정도 지식 및 정보
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의 지식 및 노하우 공유정도 공유요인
필요한 정보에 대한 다른부서의 협조 및 활용정도

게시판을 활용하여 업무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정도

현재 담당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정도 업무이해요인
해당업무에 필요한 핵심지식의 이해 및 파악

아이디어회의를 통하여 시간과 능률면에서 효율적인 제안정도

업무시필요한 정보의 색인 및 검색을 통한 활용기능 지식 및 정보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및 활용능력 이해요인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개인의 수용 및 활용정도

요인 7

요인 5

요인 6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분석된 개 요7

인에 대한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위

하여 신뢰도를 나타내는 값 문항수Cronbach's , ,α
집중타당성 등을 요약하면 다음 표 와 같다< 5> .

표 요인분석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의 검증< 5>

차원 요인( ) 문항 수Cronbach α 집중타당성

Factor 1 7 0.86
0.86, 0.68, 0.72, 0.67,
0.71, 0.68, 0.62

Factor 2 7 0.83
0.65, 0.69, 0.66, 0.81,
0.65, 0.85, 0.72

Factor 3 6 0.77
0.60, 0.71, 0.66,
0.75, 0.70, 0.63

Factor 4 3 0.78 0.62, 0.69, 0.64

Factor 5 3 0.75 0.73, 0.71, 0.61

Factor 6 3 0.72 0.62, 0.64, 0.66

Factor 7 4 0.70 0.63, 0.67, 0.64, 0.71

위 표 에서 값은 각 요인에< 5> Cronbach's α
묶인 변수들의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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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 값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문헌에 따라α
또는 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0.7 0.6

아니며 연구에 따라 이하의 값을 보고하는 경, 0.6

우도 있다 김지대 채서일(Hactcher; , 1994; , 1992).

본 연구에서는 이상이므로 비교적 신뢰할 수0.6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즉 계수가 이상이면. , 0.7α
각 요인에 속한 변수들을 하나의 척도로 종합 분

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요인이 이상으로 신뢰할 수 있다 집중타0.7 .

당성의 경우 모든 값이 이상으로 나왔으므로0.6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들이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

내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분석결과 및 토의V.

회귀분석을 이용한 성공요인의 도출1.

지금까지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벤처기업의 지식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본 절.

에서는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 지식경영 성과에 영

향을 미치는 성공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다중회귀모형의.

기본 식은 다음과 같다.

      

지식경영 성과변수 조직의 업무효율 증대Y : ( ,

업무만족도 증대 업무에 대한 성취동기, )

지식의 활용 및 조직문화 지식의 축F1 : , F2 :

적 지식 인프라 및 교육기회 지식의, F3 : , F4 :

학습 지식 및 정보 공유 업무이해, F5 : , F6 : , F7

지식 및 정보이해 요인:

회귀분석의 가정 중에서도 독립변수들간의 선형

관계를 나타내는 다중공선성 이(Multicollinearity)

높으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진정한 관계를

알아내기가 어렵다 즉 독립변수간에 높은 상관관. ,

계가 존재한다면 독립변수들간에 상호작용이 발생

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정확한 관계를 파

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회귀식의 계수는 중요한. ,

의미를 갖지 못한다 즉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 ,

가 높은 경우 이로 인하여 모형이 적절하게 예측

된 것처럼 R2값이 높게 나타나고 또한 각 변수에,

대한 모수 추정치가 각 모수추정치에 대한 값으0( t

로 판단 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들) .

간의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VIF(Variance

를 이용하였는데 가 보다Inflation Factor) VIF 10

작으면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가 정도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토VIF 1

한 결과 허용치 한도 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변수의 선택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높은

변수 순으로 순차적으로 회귀식에 포함시키다가

설명력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변수는 자동으로 탈락시키고 분석을 종결

하게 되는 단계분석법 을 활용하(Stepwise Method)

였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다중공선성이 우려되는.

여러 개의 변수 중에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

하나만 모형에 포함하게 된다 단계분석법을 활용.

한 지식경영의 성공요인과 성과변수간의 가설을

세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지식경영의 성공요인과 조직의 업무효율1.1

지식경영의 영향요인 개를 독립변수로 놓고 지7

식경영의 성과변수인 조직의 업무효율을 종속변수

로 하여 단계분석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단계에 걸쳐5 p < 수준에서 개의0.05 5

변수가 유의한 변수로 진입하였다 진입순서를 보.

면 제 단계에서 선택된 변수는 지식의 활용 및, 1

정보를 공유하고 보상체계가 있는 조직문화 요인

이었으며 순차적으로 지식의 축적 요인 지식 학습,

요인 지식 및 정보의 공유 요인 해당업무에 대한, ,

이해 요인이다 마지막 단계에서의 값은. F 70.342,

유의도는 p < 이므로0.0001 R2가 또는 기울기가0

모두 이라는 귀무가설은 기각된다 이때의 종속변0 .

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전체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은 이다 따라서 단계분석법에 의해 도63.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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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최종단계에서의 회귀식은 다음과 같으며 각

독립변수의 계수는 신뢰할 수 있다.β
조직의 업무 효율 = 4.466+0.735F1+0.555F2

+0.196F4+0.240F5+0.103F6

이는 지식경영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중에

서 조직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주요한 요인

에는 지식의 활용 및 정보를 공유하고 보상체계가

있는 조직문화요인 생성된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지식의 축적 요인 지식학습 요인 지식 및 정보의, ,

공유 요인 해당업무에 대한 이해 요인 등이 중요,

한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표 지식경영의 성공요인과 조직의 업무효율< 6>

진입변수 계수β 값p 값F R2

상수 4.466 0.0001

70.34 63.75%

지식의 활용 및

조직문화요인(F1)
0.735 0.0001

지식의 축적요인(F2) 0.555 0.0001

지식의 학습요인(F4) 0.196 0.0002

지식 및 정보의

공유요인(F5)
0.240 0.0001

업무의 이해요인(F6) 0.103 0.0005

지식경영의 성공요인과 업무만족도 향상1.2

지식경영의 영향요인과 지식경영의 성과변수인

업무만족도 향상에 대한 단계분석법에 의한 회귀

분석 결과는 조직의 업무효율과 거의 비슷한 변수

들인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변수들의 단계적 진입 순서에는 약간 차이가 있었

는데 즉 제 단계에서는 지식의 활용 및 조직문, 1

화 요인이었으며 순차적으로 지식 및 정보의 공유

요인 해당업무에 대한 이해 요인 지식의 학습요, ,

인 지식의 축적 요인 순으로 진입되었다 마지막, .

단계에서의 값은 유의도는 이므F 73.68, p<0.0001

로 R2가 또는 기울기가 모두 이라는 귀무가설0 0

은 기각된다 이때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전체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은 이다 따라64.81% .

서 단계분석법에 의해 도출된 최종단계에서의 회,

귀식은 다음과 같으며 각 독립변수의 계수는 신β
뢰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식으로 도출하면 다.

음과 같다.

업무 만족도 향상 = 4.374+0.757F1+0.504F2+

0.243F4+0.221F5+0.119F6

이는 지식경영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중에

서 효과적인 업무 만족도 향상을 제공하는 주요한

요인들이 조직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주요

한 요인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표 지식경영의 성공요인과 업무 만족도 향상< 7>

진입변수 계수β 값p 값F R2

상수 4.374 0.0001

73.68 64.81%

지식의 활용 및

조직문화요인(F1)
0.757 0.0001

지식의 축적요인(F2) 0.504 0.0001

지식의 학습요인(F4) 0.243 0.0001

지식 및 정보의

공유요인(F5)
0.221 0.0001

업무의 이해요인(F6) 0.119 0.0001

지식경영의 성공요인과 업무에 대한 성취동1.3

기 향상

끝으로 지식경영의 마지막 성과 변수인 업무에

대한 성취동기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선정되었다 먼저. , 1

단계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지식 활용 및 조직문화

요인이 선택되었으나 새로운 변수인 지식 인프라,

및 교육기회요인이 진입되었다 이는 업무에 대한.

성취동기 향상은 교육기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는 순차적으로 지식 학.

습 요인 지식 및 정보 요인 업무이해 요인이 진, ,

입되었다 마지막 단계에서의 값은 유의. F 100.15,

도는 p < 이므로0.0001 R2가 또는 기울기가 모0



권 순 재이 건 창최 봉․ ․

76 지식경영연구 제 권 제 호7 1

두 이라는 귀무가설은 기각된다 이때의 종속변수0 .

에 대한 독립변수의 전체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은 이다 따라서 단계분석법에 의해 도출71.46% . ,

된 최종단계에서의 회귀식은 다음과 같으며 각 독

립변수의 계수는 신뢰할 수 있다.β
업무 성취동기 향상 = 4.442+0.923F1+0.269F3+

0.133F4+0.149F5+0.312F6

이는 지식경영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중에

서 지식 활용 및 조직문화 요인 교육 기회 요인, ,

지식의 학습 요인 지식 및 정보 요인 업무이해, ,

요인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단 이전의 업무에. ,

대한 만족도 향상이나 조직의 업무효율성을 증대

시키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지식의 축적요인

이 제외된 점은 유의 있게 볼 필요가 있다.

표< 8> 지식경영의성공요인과업무에대한성취동기향상

진입변수 계수β 값p 값F R2

상수 4.442 0.0001

100.1571.46%

지식의 활용 및

조직문화요인(F1)
0.923 0.0001

지식 인프라 및

교육기회 요인(F3)
0.269 0.0001

지식 학습 요인(F4) 0.133 0.0043

지식 및 정보의

공유요인(F5)
0.149 0.0014

업무의 이해요인(F6) 0.312 0.0001

토의2.

현재의 사회는 인터넷의 발달로 예전과는 달리

지식과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지리적인 그리고

시간적인 거리가 많이 좁혀진 상태이다 또한 현재.

고객들은 단순한 서비스보다는 나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경주하여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벤처산업에서는 만족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다.

양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경영의 도입이

필수불가결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벤처산업을.

대상으로 지식경영활동이 지식경영효율성을 향상

시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식경영활동을 구성하는 지.

식의 생성 지식축적 지식공유 지식활용이 모두, , ,

벤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들에게 업무의 효

율성을 향상시켜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함을 증명하

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재 학계에서 점차적으.

로 시도되고 있는 지식경영관련 연구에 많은 시사

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

는 벤처기업의 성공요인 도출을 위하여 전통적인

방법론인 회귀분석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지식경영 성과변수 조직의 업무효율 증대 업무만( ,

족도 증대 업무에 대한 성취동기 에 대하여 지식, )

의 활용 및 조직문화(F1 지식의 축적), (F2 지식),

인프라 및 교육기회(F3 지식의 학습), (F4 지식 및),

정보 공유(F5 업무이해), (F6 그리고 지식 및 정보)

이해 요인(F7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

다 특히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이와 유사한 변수.

들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결 론VI.

지식경영 지식기반조직 지식기반경영은 더 이, ,

상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유수의 기업과 선진

국들이 이것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하고 변

화의 축으로 형성시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에서도 전환기의 새로운 패러다임

을 구상하고 그에 맞추어 변화를 시도해야 함은

시대적 요청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헌.

연구를 통해 일반기업에서의 성공적인 지식경영

전략을 살펴본 후 실증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

시하여 벤처기업의 지식경영전략을 귀납적으로 유

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지식.

경영전략 도출을 위한 실증적 접근의 일환으로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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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닥 명부에 올라있는 개 회사 중에서 개300 231

의 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중

에서 개 이상의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을200

실시하여 표본을 선정하였다 분석과정을 요약하.

면 먼저 지식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을 요인분석을 통하여 도출하였으며 이를 성과변

수와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지식경영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 및 시행하려는 활발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벤처기업의

지식경영을 진단하여 벤처기업의 발전적 지식경영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의 공헌점이라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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