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시스템연구｣ 제16권 제4호
한국정보시스템학회
2007년 12월, pp. 1～31

- 1 -

  * 본 논문에 해 건설 인 제안을 해주신 심사 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울산 학교 경 학 경 학부 강사, msheo@ulsan.ac.kr

*** 울산 학교 경 학 경 학부 교수(교신 자), mjcheon@ulsan.ac.kr

로우(Flow)의 구성요인, 조직몰입, 지식공유와 

직무만족과의 계에 한 실증연구*

허명숙**․천면 ***

<목  차>

Ⅰ. 서론

Ⅱ. 문헌연구  가설

  2.1 지식공유에 한 연구

  2.2 로우에 한 연구

  2.3 로우의 구성요인에 한 연구

  2.4 조직몰입과 지식공유, 지식공유를 한 

정보기술활용, 직무만족간의 계

  2.5 지식공유를 한 정보기술활용과 지식

공유, 직무만족간의 계

Ⅲ. 연구모형  

  3.1 연구모형  

  3.2 조사 상  자료수집  

  3.3 변수의 조작  정의

Ⅳ. 연구가설  검증

  4.1 신뢰성  타당성 분석

  4.2 가설검증

Ⅴ. 요약  결론

  5.1 연구결과의 요약  시사

  5.2 연구 한계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 론

  지식공유는 조직으로 하여  축 된 운 능

력과 역량을 개발하게 하고, 기업가치 증 와 

경쟁우 를 지속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날 조직

에 있어 매우 요하다. 특히 신제품개발과 서

비스 개선  조직운 을 리하기 해서 많

은 조직들이 신 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

문에 지식공유는 필연 이다. 이러한 에서 

지 까지 지식공유에 한 많은 연구들은 지식

공유에 미치는 향요인을 규명하 으며, 명확

한 기 은 없으나 주로 구조  요인, 계  요

인, 개인  요인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를 들

어 구조  요인은 조직문화, 조직구조, 리더십, 

정보기술, 평가  보상 등을 요하게 다루었

는데, 그  정보기술에서는 정보기술 그 자체, 

정보기술 사용경험, 정보시스템 성능, 지식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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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유용성과 편리성, 정보기술의 검색기

능, 정보기술의 활용정도 등에 주안 을 두었

다. 오늘날 정보기술이 업무수행에 보편 으로 

활용되는 을 감안하면 지식공유에서 정보기

술을 언 하는 것은 보편타당하다. 반면에 계

 요인은 개인과 조직 그리고 개인과 타인의 

계에서 신뢰와 상호 계수 에 을 두었

고, 개인  요인은 지식 수자와 수혜자의 특성

을 다룸으로써 개인의 성향, 지식공유에 한 

인식, 집단일원으로서의 인식, 기여도 인식, 지

식습득  달능력, 창조성, 력, 개방성, 신

뢰성, 컴퓨터 자아효능감, 소속, 자기존경심 등

을 언 하 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이것 외에 조직구성원의 

정서 ․심리 인 요인이 구성원의 태도와 행

동에 향을 미치고, 이것이 구성원의 성과를 

결정한다고 제안하고 있다(Brief와 Weiss, 

2002). 즉 지식공유가 조직의 사 인 차원에

서 수행되도록 하는 동기요인도 요하지만, 이

는 궁극 으로 지식을 공유하려는 구성원의 정

서 ․심리  상태에 따라 달라지고, 나아가 조

직에 한 태도에도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강소라와 김효근

(2005) 역시 지식경 에 한 선행연구가 개인

보다는 조직에 을 두고 있어 구성원의 어

떠한 심리상태가 지식공유에 향을 미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 하 다. 구성원의 정

서 ․심리  상태는 개인 인 요인에 해당하

며, 지식공유연구에서 개인 인 요인을 다루고 

있는 연구를 살펴보면 이를 직 으로 언 하

고 있는 연구는 재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식공유연구의 개인  요인을 확장

하는 차원에서 첫째, 지식공유를 한 구성원의 

정서 ․심리  상태를 설명하는 로우(Flow)

를 제안한다. 로우는 Csikszentmihalyi(1977)

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는데, 이는 인간이 반

인 여도를 가지고 행동할 때 느끼는 감정 

혹은 완 한 몰입상태에서 느끼는 최 의 정서

․심리  경험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로우

는 개인이 어떤 사건, 사물,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심을 가지고 여하고 몰입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함을 설명하는 것으로 많은 연구가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에서 연구를 하 다. 

를 들면 인간과 컴퓨터간의 상호작용을 기반

으로 한 소비자의 구매, 재방문, 고, 스포츠, 

업무, 쇼핑, 게임, 무선인터넷서비스 등이다(장

정무 등, 2004). 하지만 최근 로우가 이것 외

에 지식공유와도 계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Quinn, 2005). Quinn(2005)은 오늘날 조직에서 

달성되는 지식작업은 매우 높은 수 의 능력을 

요구하는 목표지향 인 활동이며, 지식작업이 

지식근로자의 성과를 한 어떤 명확하고 정량

화된 측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조직의 

리자가 지식근로자의 성과를 이해하는데 도

와주는 개념이 로우라는 것이다. 이는 지식근

로자의 지식작업성과가 비단 조직구성원 간의 

신뢰, 지식공유를 한 조직문화와 조직구조 형

성,   비  보상을 통한 개인역량 

증 에 기반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인 측면 

즉, 지식공유에 한 조직구성원의 정서 ․심

리  몰입상태에 의해서도 향을 받을 수 있

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지식공유에서 로

우를 경험하는 구성원은 그 지 않은 구성원보

다 지식공유에 더 많은 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며, 그 결과 조직의 한 일원으로써 자 심

과 애착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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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지식공유와의 연계가 연구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유재량 이고 자발 인 구성

원의 노력 없이   비  보상에 의

존하는 지식공유는  한편으론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 스를 유발하여 탈진감을 불러오고 

장기 인 측면에서는 이직률 증가, 목표의식 상

실  조직에 한 부정  태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둘째,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

의 정서 ․심리  요인이 미치는 태도변수로

써 조직행동연구에서 용되어온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직몰입과 직무

만족 역시 구성원 개인에 한 요인이며, 지식

공유연구에서 마은경과 김명숙(2005)의 연구만

이 조직몰입을 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한 연구 역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조직몰

입과 직무만족은 조직구성원이 조직과 수행업

무에 해 가지는 정서 ․심리 인 상태를 나

타내는 것으로써, Mowday 등(1982)은 조직몰

입을 근무하고 있는 조직의 목표와 가치추구에 

한 강한 정  믿음에 기 하여, 그 조직을 

해 기꺼이 일하고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

아있으려는 의지로 정의하 다. 그런가 하면 

Locke(1976)는 직무만족을 조직구성원이 자신

의 직무에 해 가지는 정 인 정서상태로 

정의하 다. 조직구성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하나의 과업에 완 히 집 하여 

쏟아 부을 때, 자아실 을 통한 행복과 즐거움

을 느끼고 그 순간 몰입을 경험하게 된다. 윤언

철(2006)은 이러한 개인의 몰입수 에 따라 최

종 성과가 다르다고 하 는데, 조직구성원이 업

무에서 그러한 몰입을 형성할 수 없는 이유를 

개인과 조직문화 인 측면에서 설명하 다. 개

인 인 측면은 구성원의 심리  불안과 스트

스로 인한 탈진감이며, 조직문화 인 측면은 지

시와 통제 심의 문화이다. 그는 조직목표를 달

성하기 해 구성원을 동기부여 시키고 업무에 

몰입하게 해야 하는데, 단기 인 보상에만 의존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래한다고 강조하

다. 이러한 에서 지식공유연구가 그 동안 

조직문화는 매우 요한 요인으로 강조해왔지

만 직무와 조직에 한 개인의 태도에 한 연

구는 간과하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간과

되었던 지식공유에 한 조직구성원의 로우

를 제안하여 이것이 조직에 한 구성원의 태

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구체 으로 본 연구는 인터넷마  분야에

서 용되어온 로우와 조직행동연구에서 

범 하게 용되어온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지식공유연구에 확장하여, 지식공유를 한 조

직구성원의 로우의 구성요인, 조직몰입, 지식

공유, 지식공유를 한 정보기술의 활용, 직무

만족 간에 어떠한 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로우, 조직몰입  직무

만족을 지식공유 연구에 연계시킴으로써, 보다 

실질 인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을 이해하

고, 련연구자와 조직실무자에게 이에 한 

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한다. 

Ⅱ 문헌연구  가설

2.1 지식공유에 한 연구

그동안 많은 연구에 의해 지식공유의 향요

인이 다양하게 밝 졌다. 지식공유의 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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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로 구조  요인, 계  요인, 개인  요인 

등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요인은 지식공유에 직

으로 향을 미치거나 혹은 매개변수인 지

식공유를 통해 신제품 신, 직무만족, 개인성과, 

지식공유성과, 커뮤니티성과 등에 간 으로 

향을 미치고 있다. 지식공유는 사회교환이론, 

사회인지이론, 사회자본이론 등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사회교환이론은 사람은 자신에게 호의

를 베푼 정도만큼 타인에게도 호의를 베푼다고 

주장하고 있다(Blau, 1964). 이 이론은 조직을 

한 개인의 공헌을 호혜 인 조정의 요소로 

간주하는데, 이는 개인이 타인, 그룹, 조직을 

해 어떤 활동을 할 때 발생하며, 일반 으로 그

러한 활동이 보답할 것이라는 어떤 경제 인 

거래 없이 수행된다(Turnley 등, 2003). 하지만 

호혜  활동의 정확한 시기와 본질이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활동을 하는 개인은 그 활동이 

언젠가는 보답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사회교환

계에서 활동의 잠재 인 결과는 계가 과거

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는 개인 

간이나 개인과 조직 간에 존재한다(Tsui 등, 

1995). 그래서 지식공유연구의 계  요인에

서 신뢰수 과 상호 계성이 요하게 다루어

졌으며, 신뢰수 은 다시 조직에 한 신뢰, 상

사와 동료에 한 신뢰(조진  등, 2002), 조직

내 수평 ․수직  신뢰(김경규 등, 2005) 등으

로 연구되었다. 그리고 상호 계성은 의사소통 

개방성(박태호와 정동섭, 2002; 최호진, 2005), 

조직동일시, 역할갈등, 과업상호의존성(마은경

과 김명숙, 2005), 동, 친 감, 개방  의사소

통(오을림과 김구, 2003) 등으로 연구되었다. 

한편 사회인지이론은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

는 모델에 범 하게 용되는데 개인  요인, 

환경  요인, 상호작용행동 요인 등을 포함한다

(Hsu 등, 2007). 이 이론에 입각해 지식공유연

구는 구조  요인, 개인  요인을 다루었고, 구

조  요인은 조직문화, 조직구조, 리더십, 평가 

 보상에 주안 을 두었으며, 개인  요인은 

수자와 수혜자의 특성에 을 두었다(설

도, 2006). 지식공유는 무엇보다 사람에 의존하

기 때문에 지식을 공유하려는 개인의 정서 ․

심리  상태에 향을 받는다. 즉 조직구성원은 

과업에 얼마나 몰입하는가에 따라 성과가 다르

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식공유 역시 이에 얼마

나 많은 심을 가지고 몰입하고 여하느냐에 

따라 최종성과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조직구성원이 지식공유에 해 몰입을 형성

하는 과정 인 측면이 연구되어져야 하고, 이러

한 과정이 조직에 한 개인의 태도에 미치는 

향이 어떠한지가 연구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이 간과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지식공유에 한 구성원의 몰입을 설명

하는 로우와 조직에 한 개인의 태도로써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

자본이론은 개인 혹은 사회네트워크에 의해 보

유된 자원이 개인 간 지식공유에 향을 미친

다고 주장하고 있다(Chiu 등, 2006). 이 이론은 

사람간의 계가 생산 인 자원이라고 강조하

며, 사회자본이 상호간의 성과를 한 조정과 

업을 용이하게 한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사회자본은 개인 혹은 사회  그룹에 의해 보

유된 네트워크 계에서 내재된 실제 이고 잠

재 인 자원의 총체를 의미한다. 최근 지식공유

연구에서도 CoP(지식공동체) 는 가상공동체

에 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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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개념  조작  정의

Csikszentmihalyi(1977)

인간이 반 인 여도를 가지고 행동할 때 느끼는 체 인 감각으로 

로우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활동에 몰두할 때 흔히 겪는 경험에 빠져든다. 

그래서 의식의 이 좁 져 부 한 과 사고가 제거되고 자의식이 

상실되며 목표와 모호한 피드백을 명확히 하는 특징을 보인다.

Privette와 Bundrick(1987)

로우는 본질 으로 즐거운 경험으로 최고의 경험  성과와 유사하다. 이

는 최고경험에 한 가치의 즐거움과 성과에 한 행동을 공유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로우는 그 자체로 최 의 즐거움이나 성취가 아니라 이 둘을 

모두 포함한다. 

C s i k s z e n t m i h a l y i 와 

Csikszentmihalyi(1988)

로우경험은 도 감과 숙련도가 어떤 수 을 능가하고 균형을 이룰 때 시

작된다.

Csikszentmihalyi(1990)
사람은 자신의 행 에 한 통제, 운명에 한 주도자, 흥분과 간 한 즐거

움을 느끼며, 그러한 상태에서 요한 활동에 열정 으로 여한다. 

Ghani 등(1991)

로우의 두 가지 핵심 특성은 행 의 완 한 집 과 행 로부터 도출되는 

하나의 즐거움이다. 로우의 선행조건은 주어진 상황에서 지각된 도 과 

개인이 지니고 있는 숙련도 간의 균형이다. 

Trevino와 Webster(1992)

로우는 컴퓨터를 매개로 한 기술상황에서 지각된 상호작용이 많은 재미와 

탐구를  수도 있고 그 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재미와 탐구경험의 여는 

자기동기화를 일으키는데 이는 즐거움과 반복되는 격려 때문이다. 

Webster 등(1993)

로우상태는 ①사용자가 컴퓨터 상호작용에서 통제를 지각할 경우, ② 사

용자가 자신의 주의가 상호작용에 집 된다고 지각할 경우, ③ 상호작용에

서 사용자의 호기심이 발동될 경우, ④ 사용자가 본질 으로 흥미로운 상호

작용을 찾을 경우 등의 차원으로 특징지어진다.

Ellis 등(1994)
로우는 주어진 상황에서 도 과 숙련에 한 개인의 지각에서 기인하는 

최 의 경험이다. 

Hoffman과 Novak(1996)

로우상태는 ① 기계의 상호작용에 의해 용이해진 지속 인 응답결과, ② 

즐거움, ③ 자아상실 ④ 자기 강화로 특징지어진 네트워크 항해에서 발생

한다. 

<표 1> 로우의 개념  조작  정의에 한 선행연구 

이유에서이다( 수환과 김정수, 2005, Chiu 등, 

2006). 

2.2 로우에 한 연구

로우(Flow)는 Csikszentmihaly(1977)에 의

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이는 사람이 반 인 

여도를 가지고 행동할 때 혹은 완 히 몰입

된 상태에서 행동할 때 느끼는 정서 ․신체  

흥분을 말한다. 로우의 개념은 연구마다 이를 

어떤 으로 간주하느냐에 따라 로우를 경

험하기 한 선행조건, 로우 상태와 가까운 

변인, 로우 경험 후 심리 인 상태 등 다양하

게 정의되고 있다. <표 1>은 로우의 개념을 

직 으로 이해하기 해 선행연구의 정의를 

요약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로우는 최 의 경험과



｢정보시스템연구｣ 제16권 제4호, 2007년 12월

- 6 -

High
두려움

(Anxiety)
격려

(Arousal)
로우

(Flow)

도 감
(Challenge)

불안
(Worry)

통제
(Control)

무 심
(Apathy)

편안함
(Relaxation)

지루함
(Boredom)

Low Low
숙련도
(Skill)

High

<그림 1> 8채 의 로우

정으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에 몰입하고 있을 때의 심리  

상태와 비슷하게 비유된다. Ghani와 Desphande 

(1994)는 로우의 두 가지 핵심특징으로 활동

에 의한 완 한 집 과 활동에서 나타나는 하

나의 즐거움을 지 하면서, 로우는 어떤 숙련

도(skill)수 에 응하는 최 의 도 감

(challenge)수 이라고 하 다. 그래서 기 3채

모델을 기반으로 도 감과 숙련도를 심으

로 두려움, 로우, 지루함을 설명하 다. 두려

움은 높은 도 감과 낮은 숙련도에서, 로우는 

높은 도 감과 숙련도에서, 지루함은 낮은 도

감과 높은 숙련도에서 발생한다. 그 후 도 감

과 숙련도에 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 

무 심이 포함된 4채 의 모델이 제시되었고, 

오늘에 와서는 간정도의 도 감과 숙련도를 

포함한 8채 의 확장모델이 제시되고 있다(그

림 1 참조).

로우는 그 동안 스포츠, 업무, 쇼핑, 게임, 

취미, 컴퓨터 사용 등 많은 분야에 용되었는

데, 특히 인간과 컴퓨터간의 상호작용을 묘사하

는데 유용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Ghani와 

Desphande, 1994). Hoffman과 Novak(1996)은 

인터넷 네트워크 항해에서 발생하는 몰입 상

에 로우 개념을 용함으로써 인터넷의 이용

과 련된 로우를 연구하 다. 그들에 따르면 

로우는 컴퓨터를 매개로 한 환경과의 지속

이고 연속 인 상호작용, 즉 이용자가 인터넷과

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는 즐거움과 자기상실, 

자기강화를 동반하는 최 의 경험과정이다. 이

러한 정의에 입각해 최근 로우는 인터넷 환

경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행 를 설명하는데 

용되고 있다. 이를 테면 인터넷 구매에서 소비

자의 구매의도(김병철과 최수호, 2002; 김소

과 주 , 2001; 두정완, 2003; 한상린과 박천

교, 2000), 모바일 인터넷 특성(유상진 등, 

2006),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수용(장정무 등, 

2004), 인터넷 고(이시훈, 2000; 이철선과 유

승엽, 2004), 인터넷 게임(손 상, 2006), 인터넷 

독( 종석과 김동욱, 2003) 등이다. 이 연구

들은 로우 그 자체를 독립변수나 매개변수 

혹은 종속변수로 두는 가운데 지속 으로 로

우의 연구를 확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것 외에 로우는 지식경 과

도 계있다고 제안하고 있다(Quinn, 2005). 조

직에서 지식작업은 높은 수 의 능력을 요구하

는 목표지향 인 활동이다. 특히 인터넷시 에 

기업의 경쟁우 를 한 차별 인 지식을 창출

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그 이유는 새로운 지

식은 먼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암묵지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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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이를 형식지화해 결합화한 후 다시 조

직의 암묵지로 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창조되는

데, 이 과정은 조직  구성원의 어느 일부분만

이 유효해서는 안되고 체 으로 균형을 이루어

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 과 모험을 장려하

는 조직분 기 형성되어야 한다. Csikszentmihalyi

와 LeFevre(1989)는 한 개인이 활동이나 과제에 

한 도 수 과 능력수 이 모두 어느 정도 

높을 때, 그 개인은 순간을 즐기고 신기술을 학

습하여 자신의 능력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그 결과 로우를 경험한다고 하 다. 

한 로우의 결과로서 인터넷 이용자가 로

우를 경험하게 되면 학습수 이 높아지고, 자기

효능감이 생겨 지각된 행동통제가 가능하여 웹 

사용과 탐색행동이 증가하고, 그 결과 시간왜곡 

상의 주 인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 다. 

이는 지식공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지식공유에 있어 조직구성원의 로우 경험을 

높이기 해서는 지식공유에 한 도 감과 능

력수 이 높아야 하며, 지식을 공유하면서 느끼

는 흥미와 재미가 가미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식을 공유하는 마음이 어떤 목 을 한 도

으로 느껴지고 그 도 을 지원하는 능력을 

지닐 때 최 의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여기서 재미(palyfulness)는 마치 놀이를 하고 

있을 때와 같이 활동자체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는 것인데, 지식공유에서 구성원이 자발

으로 조직과 부서, 타인의 강요 없이 무언가 새

로운 선택과 시도를 하는 것은 창의성이나 독

창성을 발휘하게 한다. 무엇보다 지식공유에서 

조직구성원의 로우 경험이 요한 이유는 지

속 이고 자발 으로 구성원이 지식공유를 하

게 함이다. 기존 로우의 연구들이 웹사이트

의 반복 인 방문이 로우를 용이하게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지식공유에 있어서 구성원의 

로우 경험이 지속 인 지식공유 활동에 정

인 향을 미치게 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2.3 로우의 구성요인에 한 연구

로우는 단일차원의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다차원 구성개념으로써, 부분의 개념

 정의가 직 이고 정확히 조작화 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개념 인 정의로부터 도출해 낼 

수 있는 공통 인 로우의 구성요소는 재미, 

즐거움, 기쁨, 최 경험, 몰입, 주의집 , 기술과 

도 의 균형, 호기심, 시간왜곡 등이다. 하지만 

먼  로우의 개념  모델에 한 이해를 

해 이를 처음 소개한 Csikszentmihalyi(1997)가 

제시하고 있는 8가지 요소를 이해할 필요가 있

다. 로우의 8가지 요소는 목표의 명확성, 피

드백, 도 과 기술의 균형, 주의집 , 통제, 자

의식 상실, 시간왜곡, 자기목 화 등으로, 요소

간의 구조  계가 명확하게 분류되지는 않지

만 목표의 명확성, 도 과 기술의 균형, 주의집

, 피드백 등은 로우의 선행요인으로, 통제,  

자의식 상실, 시간왜곡, 자기목 화 등은 로

우의 결과변인으로 나 어진다. 그런가 하면 김

병철과 최수호(2002)의 연구는 숙련도, 도 감, 

조   통제감, 환기(arousal)는 로우의 1차 

선행변인으로, 주의집 , 원격실제는 2차변인으

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로우의 결과변인은 

인터넷 사용기 , 탐색행동, 시간왜곡으로 분류

하고 있다. 이 듯 로우의 구성요소 역시 연

구마다 다양하게 선행변인과 결과변인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기의 연구에서 상당히 확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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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구성요인 

Csikszentmihalyi(1977) 통제, 주의집 , 상호작용, 여 

C s i k s z e n t m i h a l y i 와 

Csikszentmihalyi(1988)
숙련도, 도 감, 상호작용

Mannell 등(1988) 숙련도, 도 감, 통제, 주의집 , 여, 정  감정

LeFevre(1988) 숙련도, 도 감

Csikszentmihalyi(1990) 통제, 주의집 , 여, 정  감정

Ghani 등(1991) 숙련도, 도 감, 통제, 주의집 , 정  감정

Webster 등(1993) 숙련도, 도 감, 통제, 주의집 , 정  감정

Ellis 등(1994) 숙련도, 도 감, 각성, 여, 정  감정

Ghani와 Deshopande(1994) 숙련도, 도 감, 통제, 주의집 , 정  감정

Lutz와 Guiry(1994) 주의집 , 시간왜곡

Hoffman와 Novak(1996) 숙련도, 도 감, 주의집 , 상호작용, 자극수 , 원격통신, 시간왜곡

Novak 등(1998)
숙련도, 도 감, 각성, 통제, 탐색행동, 주의집 , 상호작용, 여, 환기, 자

극수 , 즐거움, 정  감정, 원격통신, 시간왜곡

Quinn(2005) 도 감과 숙련도의 균형, 명확한 목표, 명확한 피드백, 주의집

이시훈(2000) 숙련도, 도 감

한상린과 박천교(2000) 숙련도, 도 감

두정완(2003) 숙련도, 도 감, 통제, 상호작용, 환기

장정무 등(2004) 숙련도, 도 감, 주의집 , 상호작용

이웅규와 권정일(2005) 숙련도, 도 감, 고양된 즐거움, 호기심, 시간왜곡

손 상(2006) 숙련도, 도 감, 상호작용

유상진 등(2006) 숙련도, 도 감

최낙환 등(2006) 상호작용, 정  감정

<표 2> 로우의 구성요인

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로우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로우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에 한 계가 통일되게 

정의되지는 않고 있다. <표 2>는 그동안 연구

되어져 온 로우의 구성요인을 요약한 것이다. 

본 연구는 지식경 과 로우의 계를 제안

한 Quinn(2005)의 연구를 바탕으로 로우의 

선행요인인 도 감, 숙련도, 주의집 , 명확한 

목표로 제한하고자 한다. 기의 연구는 도 감

과 숙련도 간의 균형을 논하고 있지만 후기의 

많은 연구에서는 이것이 분리되어 연구가 되고 

있어 본 연구도 이를 분리하여 조사하고자 한

다.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로우를 경험하는 것

은 웹서핑에 한 높은 도 감을 가지고 있고 

이를 지원하는 높은 숙련도를 보유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그 지 않으면 소비자는 일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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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웹에서 지루함이나 무 심, 두려움과 같은 

감정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손 상 

(2006)은 인터넷에서 소비자의 로우 경험이 

웹 태도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이를 지식

공유를 한 조직 에서 설명하면 구성원이 

지식공유에서 로우를 경험하는 것은 지식을 

공유하려는 높은 도 감과 이를 지원하는 숙련

된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사실 지식경

에서 가장 어려운 것 의 하나가 지식공유

인데, 이는 조직에서 군가 주도 으로 리하

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 주도 이라는 것은 구성원 스스로 지식을 

공유하려는 도 감에서 오는 정 인 태도라

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식공유는 새로운 지식창

출을 유도함으로써 각종 아이디어의 창출  

실 에 결정 인 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이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이 과정에서 몰입된 구성원은 궁극 으로 조직

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높은 자아효능

감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높은 사람은 도

이고 구체 인 목표를 선택하게 되며 나아가서

는 조직에 한 높은 애착심을 가지게 된다. 최

낙환 등(2006)은 정서  애착의 에서 몰입

을 바라보는 정서  몰입을 집단선호도를 근간

으로 한 집단에의 심리  애착 정도로 설명하

고 있다. 즉 상 방이나 조직 혹은 개인에 한 

정 인 정서  애착에 을 두며 즐거움 

 행복감과 연 된다고 하 다. 그래서 정서  

몰입이 로우 경험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고 로우가 정서  몰입에 직 인 

계가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 감, 

숙련도, 주의집 , 목표의 명확성 등이 조직몰

입과 어떠한 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로우의 구성요인  첫째, 도 감은 컴퓨

터를 매개로 한 환경에서 소비자의 가능한 행 에 

한 기회로 정의될 수 있다. Csikszentmihalyi 

(1975)는 사람은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그들을 

행동하게 하는 제한된 수의 기회를 알고 있다

고 하 으며 어떤 행동도 행  는 도 감에 

한 일단의 기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 다

(Csikszentmihalyi, 1975). 김병철과 최수호(2002)

는 도 감이 호기심이나 기 감과 같은 정서  

환기(arousal)를 측하는 것으로 기 된다고 

하 다. 정서  환기는 무언가에 흥미를 느끼거

나 호기심이 발동될 때 지각되는 심리 인 상

태를 말한다. 지식공유는 조직구성원이 창의성

을 발휘하여 가치를 실 할 수 있는 하나의 수

단이 된다. 창의성 발휘는 구성원이 가지고 있

는 아이디어의 창출이자 실 을 의미하는데, 이 

과정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목표를 설정하고 달

성하기 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

하고 가치를 실 하거나 혹은 기존의 지식을 

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지

식을 창출하고 실 한다. 따라서 지식공유는 어

떤 유형의 창의성 간에 지식공유를 통해 새로

운 지식을 창출하고 이시키는 기회를 제공하

며 이러한 기회는 호기심이나 기 감 같은 환

기를 불러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가 많

을수록 구성원은 호기심과 재미를 느끼게 되고 

자신의 능력으로 지식공유를 잘 수행할 수 있

고 이를 통해 어려운 업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된다(Quinn, 2005). 그러한 감정상태는 결

국 자신감을 불러오고 지식공유에 몰입하게 하

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로우의 경험은 결

국 조직에 한 애착심을 높이게 한다. 

둘째, 숙련도는 어떤 행 에 한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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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달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상린과 박천

교(2000)는 숙련도를 인터넷 사용에 한 숙련

도, 정보탐색의 성과정도, 탐색의 용이함 등으

로 간주하 다. 그런가 하면 온라인게임에 한 

로우 연구에서는 게임에 필요한 기술, 게임을 

이기거나 잘 할 수 있는 게임자 자신의 제반

인 능력이 숙련도라고 하 다(이웅규와 권정일, 

2005). 지식공유를 활성화시키기 해서는 구

성원 스스로 고민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

는 기회를 지속 으로 제공하고, 도 인 신

활동에 참여하게 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최 한 발휘하고 역량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에서 Quinn(2005)은 조직

구성원이 지식을 공유하기 한 정보를 탐색하

고, 자신의 업무능력과 역량이 지식공유에 필요

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정도

를 숙련도라 하 다. 지식공유에 한 구성원의 

높은 숙련도는 구성원의 도 을 실 시키는 가

능성을 높여주고 그 결과 높은 학습의지  실

천력을 발휘하게 해 자신과 조직의 역량을 강

화시키게 한다. 자신과 조직의 역량 강화는 자

신이 조직의 발 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자

심을 가지게 해 궁극 으로는 조직에 해 

정 인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 

셋째, 목표의 명확성은 조직구성원이 지식공

유를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

루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말한

다(Quinn, 2005). 조직에서 지식수혜자들은 지

식수용에 거부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명확한 목표와 의사결정의 결핍은 지식

공유와 활동에 수동 인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

(김효근과 정성휘, 2002). 황인경(2002)은 조직

구성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왜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람직한 결과가 무엇인지

를 악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완수해야 

한다고 하 다. 즉 조직에서 자신의 사명이 무

엇인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업무수행을 해 필

요한 제반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획득할  알

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지식공유가 본질 으로 

사람에 의존하며 새로운 지식창출을 유도함으

로써 아이디어 창출  실 에 결정 인 향

을 미치기 때문이다. 목표의 명확성은 몇몇 가

능성 있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하며, 자신

과 조직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결과와 자신이 

취해야 할 행동을 분명하게 한다. 이러한 결과

는 결국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여기는 

정 인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주의집 은 개인이 여하고 있

는 행 나 과업에 집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

서 개인의 이 제한된 자극의 장으로 좁

지고 그 결과 부 한 과 생각이 제거되

어 자의식을 상실하게 되고 그 행 에 몰입하

게 된다. Csikszentmihalyi(1977)에 의하면 사람

은 집 하거나 몰입할 때 로우를 경험하고, 

이 수 이 증가할수록 자발  흥미를 경험한다

고 한다. Quinn(2005)은 지식공유를 한 주의

집 을 완 히 몰입하는 정도 혹은 주 환경에 

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한 곳에만 집 하는 

정도로 설명하고 있다. 지식공유가 조직의 략

인 차원에서 하나의  다른 과업이 될 수도 

있지만, 이는 정해진 규칙보다 자유재량 인 행

에서 수행될 때 성과가 더 높게 나타난다. 특

히 오늘날과 같이 많은 과업이 타인과의 업

을 통해 이루어질 경우, 구성원은 자신이 가지

고 있는 모든 역량을 그 과업에 쏟아 붓게 되고 

그럴 때 구성원은 보편 으로 자아실 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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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이는 구성원 

자신이 일에 집 하고 몰입하게 됨으로써 지식

공유를 통해 획득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활용하

게 되는 당 성을 인지하게 되고, 가치를 실

하는 등의 정 인 감정상태를 형성하기 때문

이다(김효근과 정성휘, 2002). 권업과 김규정

(2002)은 어떤 환경자극에 해 구성원의 정서

 반응이 정 일 때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고 조직업무를 향상시키기 해 아이

디어를 제안하는 성과를 나타낸다고 하 다. 구

성원의 이러한 태도는 나아가 조직에 해서도 

정 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고자 한다. 

H1-1 : 조직구성원의 도 감은 조직몰입에 유

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1-2 : 조직구성원의 숙련도는 조직몰입에 유

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1-3 : 조직구성원의 목표의 명확성은 조직몰

입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1-4 : 조직구성원의 주의집 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2.4 조직몰입과 지식공유, 지식공유를 

한 정보기술 활용, 직무만족과의 계

조직몰입은 직무만족  성과, 이직의도와 

같은 조직구성원의 업무태도에 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직연구에서 그 동안 많은 

심을 받아왔다(Yousef, 2000). 이러한 조직몰입

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Kelman(1958)과 Buchanan(1974)은 

조직에 한 개인의 정서 ․감정  애착으로 

정의하는 반면에, Scholl(1981)은 개인이 기

하거나 공정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개

인의 행동과 태도에 미치는 향으로 정의하

다. 한편 Mayer와 Allen(1991)은 조직몰입에 

한 정의들을 분석하여 다양한 형태의 몰입이 

있음을 밝혔으며 이를 정서  몰입, 지속  몰

입, 규범  몰입으로 나타내었는데, 그 이유는 

다양한 형태의 몰입이 개인의 행동과 태도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서  몰입은 조직에 

해 구성원이 느끼는 심리  애착으로 조직과

의 일체감을 나타내며, 지속  몰입은 조직과의 

상호작용에서 조직의 보상에 따라 구성원이 조

직과 상호작용을 지속하려는 행 를 의미한다

(Lok와 Crawford, 2001). 반면에 규범  몰입은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써 의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내  가치 을 말한다(Mayer 등, 1993). 

송경수 등(1999)은 구성원의 행동이나 의도 혹

은 태도  계획된 동기부여에 따라 조직몰입

의 이 달라진다고 하 다. 를 들어 규범

 몰입은 경험  연구가 부족하고 개념 타당

성 검증에 있어 일 성이 없으며, 지속  몰입

은 조직에 남을 때 얻는 이득이 떠날 때의 비용

보다 크기 때문에 조직에 계속 남으려는 의도

로 바람직한 조직몰입이 아니라고 하 다. 이러

한 에서 본 연구는 정서  몰입에 을 

두고자 한다. 그 이유는 조직에 해 정서  몰

입을 가지는 구성원은 자신을 조직과 동일시하

게 여기고 깊은 소속감을 가지며 그들의 과업

을 해 노력하고 몰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한 이러한 몰입은 동료, 부서, 조직을 해 자

신의 지식을 기꺼이 공유하게 한다. 즉 조직에 

한 정 인 애착을 가지는 구성원은 지식공

유에서 인정받고 자신의 지식이 실제 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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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용되고 성과를 나타내면 기꺼이 지식을 

공유하려고 한다(Hooff와 Weenen, 2004). 권업

과 김규정(2002)은 조직구성원이 근무환경에 

해 정 인 정서반응을 나타낼 때 구성원간

의 애착행 가 발생하고, 이 행 는 몰입을 통

해 지식공유에 향을 미치며 아울러 지식공유

수 을 높이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 다. 

이처럼 조직구성원의 태도에 한 연구는 조직

몰입에 을 두어 왔으며, 몰입된 구성원은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창조성과 같은 역할

외 활동에 보다 많이 여한다(Buchko 등, 

1998). 특히 조직변화의 속도가 빨라짐으로써 

조직은 끊임없이 구성원의 몰입과 경쟁우 를 

증가시키기 한 방안을 찾아야 하며(Lok와 

Crawford, 2001), 조직몰입이 지식공유에 요

한 이유는 구성원의 지식공유가 조직가치  

경쟁우 를 창출하기 때문이다(Hoof와 

Weenen, 2004). 

한편 조직에 한 구성원의 행동과 태도를 

측정하는데 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직무만족

이다. 직무만족은 일반 으로 조직구성원이 직

무에 해 느끼는 정 혹은 부정 인 감정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특성과 성향, 정 인 감

정, 직무특성, 작업환경 등에 의해 다양하게 나

타난다(Davis, 2004; Kim 등, 2005). 조직몰입과 

마찬가지로 직무만족 역시 연구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이에 한 어떤 공통 인 정

의가 없기 때문에 직무만족은 반 으로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를 인지함으로써 느끼는 

감정의 다차원 인 개념이다(Bernal 등, 2005). 

직무만족은 조직몰입과 같은 태도변수로 선행

연구들은 이들 간에 직 인 계가 있다고 

하 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의 선행변

인으로 직무만족을 부분 고려하고 있으나, 조

직몰입을 행  변인으로 이해하면 조직몰입

이 직무만족이라는 태도를 형성하게 해 직무만

족의 선행변수가 되기도 한다(김형섭, 2005). 

옥원호와 김석용(2001)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은 상호 이거나 피드백을 허용하는 방의 인

과 계가 있다고 하여, 두 변수 모두 선행과 결

과변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 다. 이 같은 

에서 김 근 등(2006)은 직무만족은 조직구

성원이 직무와 조직의 평가에 반 된 애정  

반응 는 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내재 ․외재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

되고 있는가에 한 지각된 반응이라고 설명하

면서 조직몰입이 직무만족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조직몰입은 정보기술과도 계가 있는데 

Shaw와 Edwards(2005)에 따르면 조직몰입은 

정보시스템  정보기술 연구에서도 많이 논의

되어져 왔다. Sabherwal 등(2003)은 정보시스템 

로젝트는 지속 으로 기술, 조직, 경제  장

애요인과 직면하는데 그  조직요인으로 조직

몰입을 지 하 다. 구체 으로 조직몰입은 심

리  측면과 행동  측면으로 나 어지고, 심리

 측면은 행동  측면에 의해 향을 받는데 

행동  측면은 심리  측면보다 그 자체로 

구 이어서 정보시스템 개발 로젝트에 향

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를 들어 정 인 

조직몰입을 형성하는 구성원은 시스템 개발 단

계  구축에 있어 필요한 것과 조직의 문제를 

이해하여 시스템 개발이 그 문제를 해결해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를 지식공유에서 설명하

면 조직에 한 정 인 감정과 애착심을 가

지는 구성원은 구성원간의 지식공유가 개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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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고, 

지식공유의 수 을 높이기 해 정보기술을 활

용하는 데에도 정 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2-1: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은 지식공유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2-2: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2-3: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은 지식공유를 

한 정보기술의 활용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2.5 지식공유를 한 정보기술의 활용과 

지식공유, 직무만족간의 계

조직구성원의 지식공유를 활성화시키기 

해서는 먼  구성원이 지식을 공유하는데 미치

는 향요인을 규명하여 이를 지원하거나 제도

으로 뒷받침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러한 에서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지식공유

에 미치는 향요인을 규명하 고 그 요인 

의 하나로 정보기술을 언 하 다. 설 도

(2006)는 선행연구 분류에서 구조  요인의 하

범주로 정보기술을 언 하고 있는데, 정보기

술의 주된 향요인은 정보기술 사용경험, 정보

기술시스템성능, 지식 리시스템의 유용성과 

편리성, 검색기능, 정보기술활용 등이다. 본 연

구는 지식공유를 해 사용할 수 있는 정보기

술로써 단지 KMS에 의한 기술만이 아닌 일반

인 정보기술의 활용에 을 두고자 한다. 

이를테면 그룹웨어의 자게시 , 자우편, 인

터넷 혹은 인트라넷 이용, 사이버동호회  토

론방, 문서 리시스템, 지식 리시스템, 음성 

 상회의시스템 등의 활용이다. 오을임과 김

구(2003)의 연구에서는 지식공유에 미치는 

향요인  정보기술의 활용요인으로 인터넷 사

용정도, 조직 산망 사용정도, 자우편 사용정

도, 컴퓨터를 통한 업무처리 결과에 따른 만족

감 등으로 언 하 으며, 컴퓨터  인터넷이나 

인트라넷 등과 같은 정보기술을 지식공유를 

해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를 측정하 다. 특

히 정보기술이 업무수행에 보편 으로 활용되

는 환경을 고려하면 정보기술의 활용은 지식공

유를 활성화시키는데 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연구결과에서도 정보기술 활용이 다

른 요인보다 매우 높은 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구(2003)의 연구에서도 지식공유의 

향요인으로 정보기술활용을 언 하고 있는데,  

의사결정트리분석을 통해서 볼 때 이의 향정

도는 다른 요인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편이나 

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이라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하 다. 그런

가 하면 김상진과 박용재(2002)는 지식경 에

서 정보기술활용이 직 으로 경 성과에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 특히 그룹웨어의 사용

은 경쟁우 확보와 조직 신에 정 인 향

을 미친다고 하 다. 

한편 유일 등(2000)은 정보시스템의 사용과 

사용자 만족에 한 상호간의 미치는 향에 

따라 정보기술의 사용과 만족에 한 통합모형

을 제시하 다. 그동안 지식공유연구에서 정보

기술을 요하게 다루어왔으나 보편 으로 지

식공유의 향요인으로만 언 하 을 뿐, 정보

기술의 활용과 직무만족간의 계 혹은 지식공

유의 매개를 통한 직무만족과의 계연구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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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도

목표의
명확성

주의집중

조직몰입

지식공유

직무만족

지식공유
정보기술

활용

플로우의 구성요인

도전감

숙련도

목표의
명확성

주의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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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유
정보기술

활용

플로우의 구성요인

<그림 2> 연구모형

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에서 박태호와 정동

섭(2002)은 지식공유와 지식경 성과와의 계 

규명에서 부분의 연구가 가시 인 재무성과

에만 을 두고 있어 구성원만족의 조직유효

성에 한 연구가 미흡하다고 지 하 다. 그래

서 지식공유와 직무만족간의 직 인 계와 

지식공유 향요인과 직무만족간의 매개  역

할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제안하 다. 지식공유

를 한 정보기술의 활용정도는 지식공유가 원

활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요한 향요인

이 되며, 실제 개인의 업무환경 개선이나 업무

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구성원의 직무만

족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상의 선

행연구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고자 한다. 

H3-1: 지식공유를 한 정보기술의 활용은 지

식공유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3-2: 지식공유를 한 정보기술의 활용은 직

무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4: 지식공유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

칠 것이다.

Ⅲ. 연구모형 

3.1 연구모형

<그림 2>에서 본 연구의 모형은 첫째, 로

우(Flow)의 구성요인과 조직몰입과의 계 둘

째, 조직몰입과 지식공유, 지식공유를 한 정

보기술의 활용과의 계 셋째, 지식공유와 지식

공유를 한 정보기술의 활용 그리고 직무만족

과의 계로 이루어져 있다. 즉 지식공유를 

한 구성원의 로우(Flow)를 결정하는 도 감, 

숙련도, 목표의 명확성, 주의집 이 조직몰입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

리고 이러한 구성원의 조직몰입이 지식공유와 

이를 한 정보기술의 활용, 그리고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며 마지막으로 지식공유

와 지식공유를 한 정보기술의 활용이 조직몰

입과 직무만족 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지 알

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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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구성비율(％) 특성 구분 빈도 구성비율(％)

산업
제조업

비제조업

164

143

53.4

47.6
성별

남

여

254

53

82.7

17.3

소속부서

일반 리

업/ 고

재무/회계

생산

산

연구개발

기타

74

50

24

44

69

17

29

24.1

16.3

7.8

14.3

22.5

5.5

9.4

근무년수

5년미만

5-10년미만

10년-15년미만

15년-20년미만

20년-25년미만

25년-30년미만

30년이상

85

65

65

46

33

12

1

27.7

21.2

21.2

15.0

10.7

3.9

0.3

<표 3> 분석 상 기업 응답자의 일반 인 특징

3.2 조사 상  자료수집

본 연구는 앞서 도출한 가설을 검증하기 

해 문헌고찰을 통해 설문문항을 작성하 고, 경

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기업인을 상으로 

사 조사를 하여 내용타당성을 검증하 다. 이 

과정에서 설문문항을 수정한 후 최종설문지를 

가지고 기업을 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의 분석단 는 조직의 개인이다. 조사기

간은 2006년 6월1에서 7월 31일까지이며 총 

500부를 배부하여 315부를 회수하 고 이 에

서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8부를 제외한 307

부가 연구에 이용되었다. 분석 상 기업응답자

의 일반 인 특징은 <표 3>과 같다.

3.3 변수의 조작  정의 

도 감은 업무수행능력과 역량을 보유한 조

직구성원이 지식공유를 해 자신의 능력을 발

휘하는 기회를 말한다. 본 연구는 Quinn(2005), 

장정무 등(2005) 등의 연구를 기반으로 3개의 

문항을 도출하여 연구에 맞게 수정한 후 Likert 

7  척도로 측정하 다.

숙련도(skill)는 조직구성원이 지식공유를 

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웅규와 권정일(2005)의 연구를 기반

으로 3개의 문항을 도출하여 연구에 맞게 수정

한 후 Likert 7  척도로 측정하 다. 

목표의 명확성은 조직구성원이 암묵지와 형

식지의 목표, 지식공유를 한 활동의 기 이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아는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는 Quinn(2005)의 연구를 기반으로 3개의 

문항을 도출하여 연구에 맞게 수정한 후 Likert 

7  척도로 측정하 다.

주의집 은 지식공유를 해 조직구성원이 

이와 련된 과업에 얼마나 집 하고 노력하는

가를 말한다. 본 연구는 Quinn(2005), 장정무 

등(2005)의 연구를 기반으로 5개의 문항을 도

출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한 후 Likert 7  척

도로 측정하 다.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

을 해 헌신하고자 하는 노력의 정도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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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항목 련연구

도 감

(CH)

 CH1: 지식공유가 어려울 때 나의 업무수행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CH2: 나의 능력은 지식공유의 어려움을 해결할 만큼 이와 등하다

 CH3: 나는 지식공유의 많은 요구를 충족시킬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Quinn, 2005

장정무 등, 

2005

숙련도

(SK)

 SK1: 지식공유를 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SK2: 다른 구성원보다 지식공유를 더 잘 할 수 있다

 SK3: 지식공유를 한 정보검색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웅규 와 

권정일

2005

목표의

명확성

(GC)

 GC1: 지식공유를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

 GC2: 지식공유를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GC3: 지식공유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Quinn, 2005

주의집

(CE)

 CE1: 지식공유를 하는 동안 모든 심을 여기에 집 한다

 CE2: 지식공유를 하는 동안 여기에 몰입한다

 CE3: 지식공유를 하는 동안 이를 한 업무에 완 히 집 한다

 CE4: 지식공유를 하는 동안 다른 생각은 하지 않는 편이다

 CE5: 지식공유를 하는 동안 주  환경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

Quinn, 2005 

장정무 등, 

2005

조직몰입

(OC)

 OC1: 조직의 성장과 발 이 나의 성장과 발 이라고 생각한다

 OC2: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와 나의 가치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OC3: 우리 조직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여긴다

 OC4: 우리 조직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OC5: 우리 조직에 많은 애착을 느끼고 있다

Kwon 등, 

2000, 

Meyer 등, 

1993

지식공유

(KS)

 KS1: 재 조직구성원들과 자주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KS2: 조직구성원들이 요청하면 언제나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KS3: 조직에 도움이 되도록 자주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KS4: 효과 인 업무를 해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조진  등, 

2002

 Bock과 Kim

2002

지식공유

정보기술

활용

(KSIT)

 KSIT1: 지식공유를 해 그룹웨어의 자게시 을 사용하고 있다

 KSIT2: 지식공유를 해 자우편을 사용하고 있다

 KSIT3: 지식공유를 해 인터넷․인트라넷을 사용하고 있다

오을임과 김구

2003

김구, 2003

직무만족

(JS)

 JS1: 업무에서 내가 하는 일이 즐겁다

 JS2: 업무에 싫증을 느껴 본 이 없다

 JS3: 재 업무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

 JS4: 재 업무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JS5: 업무에 항상 열정 으로 임하고 있다

Price와 

Mueller, 1986, 

Brayfield와 

Rothe, 1951

<표 4> 측정변수의 조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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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는 Kwon 등(2000), Meyer 등(1993)

의 연구를 기반으로 5개의 문항을 도출하여 연

구에 맞게 수정한 후 Likert 7  척도로 측정하

다. 

지식공유는 조직구성원이 조직의 다른 구성

원과 지식을 공유하는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

는 조진  등(2002), Bock과 Kim(2002)의 연구

를 기반으로 4개의 문항을 도출하여 연구에 맞

게 수정한 Likert 7  척도로 측정하 다. 

지식공유를 한 정보기술의 활용은 컴퓨터 

 인터넷이나 인트라넷(그룹웨어, 회사 산망)

등과 같은 정보기술을 지식공유를 해 얼마만

큼 사용하고 있는가를 말한다. 본 연구는 김구

(2003), 오을임과 김구(2003) 등의 연구를 기반

으로 그룹웨어의 자게시 , 자우편, 인터넷, 

인트라넷의 홈페이지 등의 사용정도를 Likert 7

 척도로 측정하 다. 

직무만족은 구성원이 자신의 과업에 있어 만

족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본 연

구는 일반 으로 직무자체에서 얼마나 만족하

는지를 측정하 으며 Price와 Mueller(1986), 

Brayfield와 Rothe(1951)의 연구를 기반으로 5

개의 문항을 도출하여 연구에 맞게 수정한 후 7

 척도로 측정하 다. 본 연구를 해 사용된 

변수들의 조작화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표 4>

와 같다. 

Ⅳ. 연구가설  검증

4.1 신뢰성  타당성 분석 

본 연구는 개념타당성을 해 탐색  요인분

석에서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하

고 직교회 방식에 의한 고유값이 1이상인 

요인만을 선택하 는데 요인 재량이 0.5이상

이면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분석결과 모두 

8개의 요인에서 도 감과 숙련도가 하나의 요

인으로 나타나 총 7개의 요인이 하게 재

됨을 알 수 있으며 두 구성개념 간에 재되는 

요인1개를 제거한 이들 요인이 체 분산의 

76%를 설명하고 있어 개념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도 감과 숙련도가 하나의 구성개념으

로 나타나는 결과는 Quinn(2005)의 연구모형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단 들의 

측정항목에 한 내 일 성이 있는지를 알아

보기 해 Ch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

성을 검증하 으며 0.7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

고 평가된다. 분석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

으며 Chronbach's α 계수는 0.725～0.935이다. 

신뢰성과 요인분석에 따른 구성개념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집 타당성과 별타당성을 분

석하 으며 집 타당성은 표 화추정치, 혼합

신뢰성, 평균분산추출 값으로 평가하 다. 표

화추정치와 혼합신뢰성 기 은 0.7이상이고 평

균분산추출 값 기 은 0.5이상이다(Fornell과 

Larcker, 1981; Hair 등, 2006). 그리고 확증요인

분석을 통해 구성개념의 단일차원성을 높여 모

델을 간명하게 하기 해 분석결과에서 나타나

는 수정지수를 통해 항목이 여러 구성개념 간

에 교차하여 연결되는 경우 이를 제거하 다. 

그 이유는 측변수가 여러 잠재변수에 교차하

여 재되는 항목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엄격하

게 항목을 정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모델을 

간명하게 하여 연구의 질을 높여주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Byrn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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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hronbach'a

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주의집
(CE)

(0.931)

CE2
CE3
CE1
CE4
CE5

0.848
0.825
0.793
0.789
0.748

조직몰입
(OC)

(0.908)

OC4
OC5
OC3
OC2
OC1

0.802
0.768
0.766
0.758
0.646

도 감과
숙련도

(CH-SK)
(0.906)

CH3
CH2
CH1
SK1
SK2
SK3

0.828
0.826
0.720
0.702
0.678

지식공유
(KS)

(0.892)

KS3
KS4
KS2
KS1

0.842
0.782
0.749
0.733

직무만족
(JS)

(0.857)

JS3
JS4
JS1
JS5
JS2

0.759
0.724
0.699
0.659
0.659

목표의
명확성
(GC)

(0.935)

GC2
GC3
GC1

0.791
0.740
0.739

지식공유
정보기술

활용
(KSIT)
(0.725)

KSIT3
KSIT5
KSIT1

0.827
0.754
0.745

고유값 4.124 3.869 3.591 3.258 3.144 2.527 2.079

설명분산(%) 13.8 12.9 12.0 10.9 10.5 8.4 6.9

<표 5>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

한 이러한 교차 항목의 존재는 별타당성

을 평가하는데 문제가 된다(Hair 등, 2006). 그

래서 많은 연구들이 모델을 개선하기 한 방

안으로 이를 용하고 있다(Aryee와 Srinivas, 

2005; Bassellier 등, 2003; Deconinck, 2005). 

<표 6>은 확증요인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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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평균 표 편차
표 화
추정치

측정오차
혼합
신뢰성

평균분산
추출값

도 감과 숙련도

(CH-SK)

CH3

SK1

SK2

CH2

4.78

5.00

4.97

4.80

1.079

1.065

1.098

1.069

0.774

0.821

0.847

0.721

0.401

0.326

0.283

0.480

0.870 0.628

목표의 명확성

(GC)

GC1

GC2

GC3

5.05

5.09

5.10

1.039

1.024

1.003

0.927

0.918

0.886

0.141

0.157

0.215

0.936 0.829

주의집

(CE)

CE1

CE4

CE5

4.79

4.68

4.57

1.122

1.142

1.148

0.858

0.822

0.778

0.264

0.324

0.395

0.860 0.672

조직몰입

(OC)

OC2

OC3

OC5

4.93

4.97

5.33

1.152

1.224

1.215

0.809

0.843

0.817

0.346

0.289

0.333

0.863 0.678

지식공유

(KS)

KS4

KS1

KS2

5.40

5.27

5.68

1.038

1.100

1.021

0.744

0.847

0.751

0.446

0.283

0.436

0.825 0.612

지식공유

정보기술활용

(KSIT)

KSIT2

KSIT3

KSIT1

4.61

4.93

4.54

1.612

1.418

1.605

0.628

0.790

0.787

0.606

0.376

0.381

0.781 0.546

직무만족

(JS)

JS3

JS4

JS1

JS5

5.01

5.11

5.08

5.20

1.066

1.109

1.163

1.129

0.861

0.908

0.785

0.760

0.259

0.176

0.384

0.422

0.899 0.690

<표 6> 확증요인분석

는데 표 화추정치는 0.628～0.927, 혼합신뢰성

은 0.781～0.936, 평균분산추출 값은 0.546～

0.829이다. 구조방정식에서 별타당성은 두 구

성개념 간 추정 상 계수의 제곱근과 두 구성

개념의 평균분산추출 값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데 평균분산추출 값의 제곱근은 추정 상 계수 

보다 커야 한다(Fornell과 Larcker, 1981; Hair 

등, 2006). 확증요인분석을 통한 별타당성 분

석결과는 <표 7>과 같으며 각 잠재변수의 평균

분산추출 값의 제곱근이 그 잠재변수와 다른 

잠재변수들과의 추정상 계수 값보다 크게 나

타났다. 확증요인 분석결과는 =352.97, 

=206, =1.713, GFI=0.91, AGFI=0.88, 

NFI=0.93 TLI=0.96, CFI=0.97, RMR=0.05, 

RMSEA=0.04로 나타나 제안하고 있는 기 들

과 비교해 볼 때 모델이 비교  합하다고 할 

수 있다. 구조모델 분석결과는 =416.15, 

=214, =1.945, GFI=0.90, AGFI=0.87, 

NFI=0.92 TLI=0.95, CFI=0.96,  RMR=0.08, 

RMSEA=0.05로 나타나 이 역시 제안하고 있는 

기 들과 비교해 볼 때 모델이 비교  합하



｢정보시스템연구｣ 제16권 제4호, 2007년 12월

- 20 -

<표 7> 별타당성

구분 평균 표 편차 CH-SK GC CE OM KS KSIT JS

CH-SK 4.88 0.941 0.792

GC 5.07 0.961 0.723 0.911

CE 4.67 1.005 0.660 0.676 0.820

OM 5.07 1.060 0.556 0.528 0.575 0.823

KS 5.45 0.905 0.556 0.660 0.542 0.608 0.782

KSIT 4.69 1.243 0.251 0.336 0.332 0.342 0.381 0.739

JS 5.09 0.975 0.487 0.501 0.478 0.747 0.579 0.330 0.831

다고 할 수 있다.       

4.2 가설검증

구조방정식에 의한 분석결과는 <표 8>에 제

시되어 있으며 가설에 의한 구체 인 검증결과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공유를 한 조직구성원의 로우가 

조직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

는데, 구체 으로 살펴보면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도 감과 숙련도(        ), 

목표의 명확성(        ), 

주의집 (        ) 등이 

모두 유의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낙환 등(2006)의 연구결과

와 유사하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사

이트가 매력 이고 흥미로울수록, 한 개인이 구

성원으로서의 느낌이나 사이트와 이용자 간 

계가 소 하며 친근하고 뿌듯하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이를 지식공유에서 설명하면 조직구성

원이 신 인 활동에 참여하고 그 활동에서 

지식을 공유하려는 도 인 태도를 취하거나 

이를 하게 지원해주는 능력을 가질 때, 그 

활동에 몰입하고 재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가지

게 된다. 한 지식공유를 통해 무엇을 해야 하

는지, 이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가 명

확할수록 그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 

결국 일련의 이 모든 심리  태도는 조직의 문

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고, 이를 해결하는데 

극 으로 도와주려고 하며 자신과 조직을 동

일시하는 애착심을 가지게 한다. 따라서 H1-1

과 H1-2가 합하여진 H1-1-2와 H1-3, H1-4가 채

택되었다. 

  둘째,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이 지식공유 

 지식공유 정보기술의 활용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 는데, 분석결과 지식공유에 

조직몰입(        )이 유의

한 향을 미치며 지식공유를 한 정보기술의 활용에

도(        )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몰입은 구

성원의 직무만족(        )

에도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마은경과 김명숙(2005)의 연구결과

와도 유사한데 구성원의 조직몰입이 높을 때 

지식공유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자기범주

화이론(self-categorization theory)은 개인의 정

체성과 사회정체성은 동시에 존재하며 자신의 

개념에 따라 이것이 다르게 인식되는데,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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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가설검증 결과

제안경로 경로계수 t값 SMC 결과

H1-1-2  도 감과 숙련도 →   조직몰입 0.27  2.587***

0.45

채택

H1-3  목표의 명확성 →   조직몰입 0.19  2.202** 채택

H1-4  주의집 →   조직몰입 0.30  3.738*** 채택

H2-1  조직몰입 →   지식공유 0.50  7.839*** 0.44 채택

H2-2  조직몰입 →
  지식공유

정보기술활용
0.52  5.539*** 0.17 채택

H2-3  조직몰입 →   직무만족 0.67  8.567*** 0.60 채택

H3-1
 지식공유

정보기술활용
→   지식공유 0.11  2.305** 0.44 채택

H3-2  정보기술활용 →   직무만족 0.00  0.027
0.60

기각

H4  지식공유 →   직무만족 0.17  2.104** 채택

χ2(df=214)=1.945, p<0.000, GFI=0.90, AGFI=0.87, NFI=0.92, TLI=0.96, RMR=0.08, SRMR=0.05

상황 즉, 개인보다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을 때 

개인의 인지기능은 개인의 정체성보다는 사회

정체성에 의존하여 행동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선, 2003). 이런 에서 볼 때 개인이 어

느 한 조직에 소속되어 있고 그 조직과 동일시

하게 느끼는 정서  몰입이 형성될 경우, 그 개

인은 조직을 한 사회  규범행 에 해 

정 인 감정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감

정은 조직의 업무과정에 참여하려는 순응  동

기를 높일 것이고, 아울러 지식공유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와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수단  

정보기술활용에도 호의 인 태도를 가지게 할 

것이다. 조직행동 연구에서는 조직몰입과 직무

만족 간에 정 인 계가 있음을 밝  왔는

데 본 연구결과도 그러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

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H2-1, H2-2, H2-3 모

두 채택되었다. 

셋째, 지식공유와 지식공유를 한 정보기술

의 활용, 직무만족간의 계에서 먼  지식공유

를 한 정보기술의 활용은 지식공유

(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반면에 직무만족(  

        )에는 비유의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식공유는 직무

만족(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오을임과 김구(200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를테면 지식공유를 한 정보기

술의 활용이 높을수록 지식공유가 보다 더 원

활하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지식공유성과가 직

무만족의 향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한 박태

호와 정동섭(2002)의 연구도 지식공유가 직무

만족과 유의한 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

편 지식공유를 한 정보기술의 활용정도는 직

무만족과 직 인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인 정보기술의 사용과 만족간의 계를 

조사한 유일 등(2000)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



｢정보시스템연구｣ 제16권 제4호, 2007년 12월

- 22 -

도전감
과 숙련도

목표의
명확성

주의집중

조직몰입
R2=0.45

지식공유
R2=0.44

직무만족
R2=0.60

지식공유
정보기술

활용
R2=0.17

0.27***

0.19**

0.30***

0.50***

0.67***

0.52***
0.11**

0.00

0.17**

도전감
과 숙련도

목표의
명확성

주의집중

조직몰입
R2=0.45

지식공유
R2=0.44

직무만족
R2=0.60

지식공유
정보기술

활용
R2=0.17

0.27***

0.19**

0.30***

0.50***

0.67***

0.52***
0.11**

0.00

0.17**

<그림 3> 연구결과1)

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직무만족은 일반 으

로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에 해 느끼는 

정 혹은 부정 인 감정을 말하는 것으로, 개

인특성과 성향, 정 인 감정, 직무특성, 작업

환경 등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Davis, 

2004; Kim 등, 2005), 지식공유를 지원해주는 

정보기술의 활용정도의 한 요인이 직무에 한 

체 감정태도를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H3-1, H4는 채택되고 H3-2는 기

각되었다. 가설검증결과에 한 간단한 요약은 

<표 8>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종합하여 그림

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1)

Ⅴ 요약  결론

5.1 연구결과의 요약  시사

본 연구는 지식공유를 한 조직구성원의 

로우(Flow)의 구성요인과 조직몰입, 지식공유, 

지식공유를 한 정보기술의 활용, 직무만족간

의 계를 실증 으로 분석한 것으로 연구결과

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공유과정에서 조직구성원은 지식

공유에 한 로우를 경험하며 이러한 경험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조직에 한 조직구성원의 정서  몰

입은 실제 지식공유와 직 인 계가 있을 

뿐 아니라 지식공유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지

원해주는 정보기술의 활용에도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서  몰입은 

직무만족에도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식공유를 한 정보기술의 활용은 

실제 지식공유에 많은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느끼는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정보기술의 활용이 직 으로 

직무만족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본 연구의 이론  실무

 시사 은 다음과 같다.

1) **p<0.01, ***p<0.001,



로우(Flow)의 구성요인, 조직몰입, 지식공유와 직무만족과의 계에 한 실증연구

- 23 -

첫째, 지식공유에 한 기존의 연구들은 개

인  요인, 구조  요인, 계  요인에서 다양

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개인  요인은 주로 

지식공유에 한 인식, 개인의 성향, 기여도, 자

아효능감, 창조성, 력, 개방성, 신뢰성, 자존감 

등을 다루었다. 하지만 지식공유과정에서 구성

원이 경험하는 로우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본 연구는 일반 으로 인터넷과의 상

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로우 경험을 지식공유

로 확장하 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로우에 

한 연구들은 지 껏 많은 연구가 인터넷을 

통해 경험하는 소비자의 개인 인 태도는 요

하게 다루고 있지만 구매경험에 한 소비자의 

정신 인 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하 다. 즉 구

매과정에 잘 응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

는 노력에 한 심리 인 경험을 설명하는 변

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로우는 사람이 특정

사건이나 상 는 활동에 깊이 여하어 완

히 몰입할 경우 경험하는 감정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로우의 개념을 지식공유에 용해 볼 

때, 지식공유 역시 조직의 략 인 특정 업무

활동으로서 이 과정에서 는 이 자체에 해 

구성원의 몰입상태에 따라 그 결과가 어떠한지

가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인터넷과의 상호작용에

서 소비자의 로우 수 이 높을수록 인터넷이

용이 단지 필요충족조건이 아니라 하나의 즐거

움과 재미, 새로운 호기심을 유발하는 새로운 

공간이 되듯이, 지식공유에서 경험하는 로우

가 높을수록 구성원 한 즐겁고 행복하며 재

미를 느끼게 된다. 많은 조직구성원이 직무스트

스에 의한 이직률이 증가하는 시 에서 로

우가 조직에서 연구되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업무자체가 즐겁고 재미있으며, 자기의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도 을 형성하게 하고 그 결

과 어떤 성과를 발휘하게 되었을 때 느끼는 만

족감은 신 이고 새로운 과업에 자발 으로 

참여하게 하는 주도성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개

인의 도 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존  받지 못

할 때 구성원은 보편 으로 보람과 재미를 느

끼지 못하며, 그 과정이 반복될수록 조직에 

한 애착심과 일체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조직에 

한 태도 역시 부정 이다. 

둘째, 지식공유연구에서 구조  요인을 다루

었던 기존의 연구에서는 조직문화, 조직구조, 

경 층의 리더십, 지식공유를 한 정보기술, 

평가  보상, 과업의존성, 집단응집성 등에 

을 두는 반면에 조직에 한 개인의 태도연

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단 마은경과 김명숙

(2005)의 연구에서 조직몰입의 매개  역할이 

제안되었으며, 박태호와 정동섭(2002), 오을임

과 김구(2004)의 연구에서는 지식공유와 직무

만족간의 계가 연구되었다. 조직에 한 구성

원의 태도를 측정하는데 요하게 고려되는 것

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이다. 조직연구에서 태

도를 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조직구성원의 직

무태도가 조직성과와 계있고, 구성원의 태도

를 어떻게 정 으로 변화시킬 것인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식공유에서 조직에 한 구성원의 태도를 통

합(조직몰입, 직무만족)하여 살펴보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실무  에서 조직의 유효성과 

활성화 정도는 조직구성원 개인의 목표와 조직

목표간 조화여부에 많은 향을 받기 때문에, 

조직요소와 개인요소의 유기  통합을 한 상

호작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조직활동 성과는 

조직구성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조직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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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직무만족에 한 연구는 요하다. 이러한 

에서 부분의 연구가 지식공유  공유의

도에 한 향요인을 제안하 다면 본 연구는 

향요인 뿐만 아니라, 결과변인에 조직요소와 

개인요소를 통합하여 제시함으로써 지식공유성

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과 조직활동에 참여하는 

여도를 증진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으

며, 정보기술이 업무를 한 지원도구로써 사용

될 수 있더라도 직 인 향변인이 될 수 있

는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5.2 연구의 한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지식공유의 향변인으로 조직구

성원의 로우 결정요인과 조직에 한 개인의 

태도변수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살펴보았으

며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여러 가지 시사 을 

제공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   향후 연구

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자료의 수집에 

있어 주로 특정지역의 기업을 상으로 하 다

는데 한계 이 있다. 특정지역이 산업도시로서 

우리나라 체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 이 

크다고 할지라도,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조직

의 구성원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 즉 제조업 심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

별로(특히 서비스, 유통, 융 등)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조직에 한 

개인의 태도변수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제

안하 으나 조직구성원이 느끼는 정서 ․심리

 상태는 다양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직

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좀 더 세분화하여 이를 

지식공유와 연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

째, 조직구성원 간에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성

별과 나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를 분리하여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표본수집

에 한계 이 있어 이를 향후 연구에 포함시키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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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Antecedents 

of Flow, Organizational Commitment, Knowledge 

Sharing and Job Satisfaction

Myung-Sook Heo․Myun-Joong Cheon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of antecedents of flow, organizational commitment, 

knowledge sharing, information technology usage for knowledge sharing, and job satisfaction of 

organizational employees. This study analyze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states of employees both on 

affective states of them and on knowledge sharing by applying the internet-based flow theory to 

knowledge sharing.

The antecedents of flow are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organizational commitment has a positive effect on knowledge sharing, 

information technology usage for knowledge sharing, and job satisfaction. While it is found that 

knowledge sharing has a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it is found that information technology 

usage for knowledge sharing does not have an effect on job satisfaction, but have a positive effect 

on knowledge sharing. The result of this study would not only provide significant insights to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but also contribute to applying the flow theory 

to knowledge sharing. 

Keywords: Knowledge Sharing, Flow,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 이 논문은 2007년 7월 4일 수하여 1차 수정을 거쳐 2007년 9월 5일 게재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