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23號                                                 병원의 지식경  도입방안에 한 연구  75

  Ⅰ. 서론

  Ⅱ. 이론  배경 

     1. 지식경

     2. 병원지식경

  Ⅲ. 지식경  단계모델과 성공요인

     1. 지식경  단계모델

     2. 지식경  성공요인

Ⅳ. 병원 지식경 단계 모델 구축

    1. 병원 지식경  성공요인과 단계모델

    2. 병원 지식경  도입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병원의 지식경  도입방안에 한 연구*

-병원 지식경  단계모델 구축-

                                               1) 장익선** ･ 나정미***

Ⅰ. 서   론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지식은 모든 조직에 있어 가장 

요한 생산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지식은 개인은 물론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무형자산으로, 모든 조직들은 

지식을 창출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조직가치를 극 화할 수 

있다.

로벌화된 조직 환경은 지구 을 단일시장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으며, 그 동안 

제도 으로 안정  환경을 부여받아오던 병원조직도 고객들의 욕구변화, 제도변

화, 경쟁심화, 시장개방 등의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 게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되는 환경 아래에서 병원조직은 총체 이고 지속

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병원경 의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는 

것이 요한 과제로 등장하 다.

*** 이 논문은 원광보건대학 2007년도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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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고객들은 다른 경쟁병원의 서비스와 비교하고, 정부는 병원평가를 통하

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병원들로 하여  경쟁력 강화를 한 노력을 경

주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의 변화는 병원조직으로 하여  병원의 외부고객과 

내부고객의 만족은 물론 사회  만족을 구 하기 한 방안으로 지식경 의 필요

성을 피부로 느끼게 하고 있다.

병원조직은 다양한 문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 직종 간의 갈등이 유발

될 수 있고, 업무가 환자들의 민감한 부분을 다루는 까닭으로 지식경 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조직의 자원 활용과 진료주체가 인 자원들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

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합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2장에서 지식경 과 병원지식경 에 한 이론  배경을 고찰을 한 

뒤, 3장에서 지식경 의 단계모델과 지식경 의 성공요인을 고찰하고, 4장에서는 

2장의 이론  배경과 3장의 지식경 의 단계모델과 지식경 의 성공요인을 토

로 하여 병원의 지식경  성공요인과 단계모델을 구축하고, 나아가 병원의 지식경

 도입방안을 모색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지식경영

지식경 의 주체인 지식은 일반 으로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거나 개발하여 부

가가치를 높이는 것”, “국가 간, 기업 간 우 를 하기 한 정보”, “특허, 로세

스, 종업원 능력, 기술, 고객정보, 공 자 정보와 신이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

는 개인의 축 된 노하우, 다른 조직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조직 내의 역량” 등을 

의미한다.

한 지식은 기억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개념, 법칙이론, 가치 , 세계 에 이르

기까지 추상 인 것들을 포함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지식이란 “특정 가치를 창출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정보, 내지

는 가공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가공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은 존재형태에 따라 형식지식 암묵지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창조 인 지

식은 암묵지식과 형식지식의 상호보완작용을 통하여 형성되고 확장되며, 이를 지



第23號                                                 병원의 지식경  도입방안에 한 연구  77

식변환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식의 습득  변환은 사회화, 외부화, 연결화, 내면

화를 통한 순차 인 나선형으로 진행된다.

지식활동의 주체에 따른 분류는 조직구성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지식과 조

직 내부에 축 되어 있는 조직지식으로 나  수 있으며, 지식의 치에 따른 분류

는 지 자본이 치하고 있는 장소에 따라 시장에서 이익을 얻는데 필요한 모든 

자산을 말하는 시장자본, 조직 구성원에 의해서 구 되는 집단  문기술능력인 

인간 심자본, 법 으로 보호를 받는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의 지 소유자본, 조직

체가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기술, 방법, 차 등을 말하는 인 라 자본으로 

나  수 있다.

지식경 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조직의 가장 요한 자산인 지식 등의 무형자산

을 효율 으로 리하여 경쟁우 를 차지하기 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경 은 새로이 도입된 개념으로 정의가 통일되어 있지는 않으나, 지식경

은 지식이라는 개념에 경 이라는 개념을 결합시킨 개념을 의미한다.

지식경 에 한 정의로는 지식경 이란 조직  개인 차원의 지식을 발굴하여 

기업 내부에 축 하고, 공유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활용하는 경 략, 조직의 무

형자산인 지식으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가는 기술이다.

한 지식경 은 기업의 지식 련 경 활동의 효과성을 극 화하고, 지식자산

으로부터 최 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해 지식을 창출, 갱신, 용하는 일련의 

체계 이고 명시 이며 의도 인 활동이라고 하 고, 새로운 조직  역량을 창출

하고, 구성원의 높은 업무성과를 가능하게 하며, 신  활동을 진시키는 동시

에, 고객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구성원의 경험과 지식, 문성을 공식화시키

는 것이며, 아울러 지식에 보다 자유롭게 근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

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고찰해 본 바와 같이 지식경 은 어떤 에서 근하느냐에 따라 약

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 인 은 주변에 산재해 있는 지식 는 새로이 창

출해야 할 지식의 역을 규명하고 창출하여, 이러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할 때 활용함으로써, 미시 으로는 업무성과를 극 화시키고, 

거시 으로는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리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지식경 은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필요한 핵심지식 역을 규명하고, 이러한 지식을 조직구성원들의 지  창의력을 

통해 더욱 더 새로운 지식으로 창출하여 지식고유시스템에 축 함으로써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지식을 필요한 장에서 기에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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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활동인 것이다.

21세기 조직들의 핵심  자산이 될 지식의 효율 이고 체계 인 기반을 구축하

는데 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지식경 은 조직의 지식을 효율 으로 리하고 

보유할 수 있게 하여 조직이 무한경쟁시장상황에 잘 처할 수 있게 해 다.

지식경 은 고객과의 계를 요시하여 조직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잘 

응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즉 조직은 지식경 을 통하여 고객과의 계 형성, 

특히 학습 계의 형성과 증진을 통하여 고객에 한 지식을 축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기존의 마  활동과 다르게 1 : 1 마 을 구 함으로써 고객들의 만족도

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지식경 의 바람직한 요건으로는 실제 조직에서 지식을 경 하고, 더욱 더 효과

으로 사용하기 해서는 실제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이 필요하다.

실질 으로 지식경 분야의 조직들은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결정하기 

해서는 낮은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먼  찾아내는 것처럼, 지식의 가치를 측

정하기 해서는 먼  무지의 비용을 측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효과 인 지식경

은 사람과 기술을 활용하는 혼합 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지식을 이해하고 범

한 문맥 속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다른 형태의 정보와 결합시키며, 구조화되지 

않은 다양한 지식의 형태를 종합하는 일을 사람만큼 잘할 수 있는 도구는 재까

지 없다. 반면에 빠르게 변화하는 고도로 구조화된 지식을 획득하고, 변형시키고, 

보 하는데 있어서는 사람보다 컴퓨터가 훨씬 더 효율 이다. 그러므로 사람과 기

술을 상호보완 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혼합 지식경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지식경 을 하려면 먼  지식경 자가 필요하다. 지식 리자들이 모든 지식을 

모으고 통제하는 역할을 추구하게 되면 조직 내 구성원들의 심을 유도할 수 있

을 것이고, 보다 더 나은 지식경 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식경 자들은 조직이 지식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자신들의 역할이 종료되었

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식을 경 하는 활동은 끝이 없는 것으로, 지식

경 은 인류가 인류로 존재하는 한 지속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정택은, 2004).

2. 병원지식경영

병원은 환자를 수용하여 진료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방, 진단, 치

료, 재활 등의 완 한 의료를 제공하고, 의료 인력이 교육훈련과 의학연구를 동시

에 수행하는 공식 인 사회조직으로서의 업무를 분담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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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조직은 통 으로 의료목 과 경 목 이 불일치하는 상충성을 가지고 있

으며, 따라서 의료체계와 경 체계에 있어 명령계통의 상충성을 가진 이원  조직

구조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병원조직은 목 달성에 필요한 과업과 과업을 수행하는 권한과 책임을 

조직구성원들이 체계 으로 분담하고, 동체계와 체목 에 통합기 을 형성한 

결과로 이루어진 직능분담 계이다.

오늘날에는 교육수 과 경제수 의 향상으로 인하여 의료의 공 인 측면보다 

수요 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과거의 의료가 시혜 개념에서 계약 개념

으로 변화됨을 의미하며, 의사에 한 무조건 인 복종  태도에서 의사에 한 

비  내지는 회의  태도로 바 었으며, 진료의  과정을 의사에게 임하던 입

장에서 함께 참여하는 입장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유승흠, 1990).

이러한 병원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양 인 발 과 성장에 정 인 것만은 아니

기 때문에 성장 심에서 고객 심으로 조직을 변화시켜야 하며, 지속 으로 성장

하기 해서는 효율 이고 성과지향 인 조직으로 환되어야 할 것이다.

서 수(1987)에 따르면 미국병원의 경우에는 80% 이상이 문경 자에 의해서 

운 되고 있으며, 마  문부서가 운 되어 퇴원환자나 입원환자를 상으로 

정기 인 설문조사를 통해 환자들의 불만사항을 여나가고 있다.

병원지식경 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병원 내에 산재하는 모든 유용한 지식을 

체계 으로 수집하고, 장하고, 공유하고, 확산시키고 보상하는 문화와 시스템을 구

축하고 이를 통하여 지식을 효율 으로 활용하여 병원의 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경 의 효율성과 수익성 제고를 달성할 수 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병원조직에서 지식경 을 도입하는 이유는 다른 일반 기업조직과 마찬가지로 

지식의 생성이나 축 , 그리고 경쟁우  확보나 성과증 , 부가가치 창출, 내부와 

외부고객만족 등을 제고시키기 한 것이다.

지식경 은 일반 기업조직에서도 새로운 경 방식이므로 병원조직에서 지식경

을 도입할 경우에는 보다 신 하고, 철 한 비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즉 지식경 의 성공요인인 조직구조  정보기술에 한 확인작업을 통하여 자

체조직에 한 정확한 평가와 그에 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지식경

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구성요소들의 수 과 정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할 때에

는 자본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일반 으로 병원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유형으로는 독창 인 의료기술개

발, 지식  특허 등의 지 자산, 진료  검사과정, 교육, 연구 등에서 얻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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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병원조직이 환경을 인식하고 정보를 획득, 처리, 의사결정을 하는 지 기반

으로서의 지식, 업무와 련된 미래 측 능력, 병원경  분야의 다양한 업무지식 

등이 포함된다.

나아가 고객과의 지식공유로 인한 새로운 지식, 병원 간 제휴에 의하여 공유된 

지식, 의료업계로부터 공동 창출되는 새로운 지식 등 의료서비스업에서는 서비스 

행  그 자체가 인간을 상으로 한 지식으로 뒷받침된 범 한 지식과 노하우

의 집합체이다.

병원은 다양한 문직종이 모여 종합 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공익  성격의 기 이면서, 한편으로는 의료서비스의 제공

에 한 가로 수익을 발생시켜 조직을 유지하고 성장시켜야 하는 경  성격

도 동시에 갖춘 특수기 이다.

따라서 병원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고의 경 효율성을 달성하기 

하여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내부시스템의 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

러나 실제로는 의료직, 간호직, 기술직, 행정직 등 고유 문 업무에 종사하는 직

원들이 자기 업무에만 념하고 다른 분야의 업무에는 무 심하거나 비 조 인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병원의 부서 간, 직종 간 의사소통의 경로가 단 되어 있거나 지식을 공유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은 병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조직에서 지식경 을 성공 으로 실 하기 해서는 병원내부의 지

식창조와 지식공유  확산을 원활하게 하는 문화와 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를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성원들의 능력이 갖

추어져야 한다.

Ⅲ. 지식경영 단계모델과 성공요인

1. 지식경영 단계모델

지식경 의 단계모델은 지식경 의 조직역량을 구축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수명

주기이론의 을 제공한다. 모든 단계의 진 은 과정으로써 그 자체의 진보와 

조직행동의 변화를 설명하는 발견 인 도구로써 조직성장에 용되는 수명주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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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단계 확산단계 통합단계 네트워킹 단계

목표

 지식경  노력을 조직

에 확산시키기 한 

비

 지식활동의 인 라구

축과 활성화

지식경  노력의 균

형과 통합

 외부 트 와 지식

경  연계, 지식경  

역량

조직

행동

① 지식경 의 

필요성을 보

① 기지식경  

로세스 비

① 지식의 유효성 

평가

① 내부와 외부의 

지식경  효율성 

분석

② 지식경 의 재 

문제  평가

② 보상시스템 구축 ② 환경요구의 변화 

찰

② 트 와 

제휴하여 지식 창출

③ 지식경 의 비 과 

목표를 만들고 공유

③ 교육, 경력통로, 

모집 등 인 자원 리 

로그램 개발

③ 지식경 활동을 

모니터하고 통제

③ 트 와 함께 

지식경 의 비 과 

목표 공유

④ 장기 인 

지식경 계획 작성

④ 지식유형 개발 ④ 핵심지식 역의 

과 정의

④ 트 와 

지식경  연계

⑤ 사 계획과 

학습 리

 ⑤ 지식기반 

지식경 시스템 구축

⑤ 지식경 의 

베스트 실제 보

 ⑥ 지식활동 활성화 

를 한 사례 리

론에 기 를 두고 있다. 각각의 단계는 객  에서 정의되어진다. 객  

근방법은 조직의 학습을 제로 한 조직목표의 공식화, 과업수행, 성과평가  그

에 바탕하여 다음 목표를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Van de Van & Poole, 1995).

이러한 에서 지식경 의 조직역량은 도입, 확산, 통합, 네트워킹의 네 단계

를 통하여 성장한다. 수명주기이론의 단계는 단계  진보와 연속되는 속성을 가진

다(Quinn & Cameron, 1983 ; Van de Van Poole, 1995). 한 지식경 은 조직행

동과 개인의 모든 변화를 요구하는 경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모델의 각 단

계는 성공 인 단계들의 필수 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객  은 기본 으로 조직 내 개인들 사이의 한 사회  구조를 바탕

으로 하고 있다(Van de Van & Poole, 1995). 조직성장의 이론(Quinn & Cameron, 

1983 ; Rajagopalan & Spreitzer, 1996)에 근거하면, 경 목 과 경 행동은 도입

단계에서 네트워킹 단계로 변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조직의 지식경 목

표는 창조의 비로부터 지식경 으로 변화되고, 확산으로 변화되고, 조직 내 으

로 외 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경 목표를 달성하는 경 활동은 그림에 요약되

어 있다. 결과 으로 S커 의 지식경  성장을 한 조직역량은 놀란의 단계모델

과 같다(Gibson & Nolan, 1974).

<그림 1> 지식경  단계의 목표와 조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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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입단계
도입단계는 지식경  노력을 조직에 확산시키기 한 비와 조직의 지식경

의 요성을 인지하는 단계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경제  요인, 기술  요인, 

지구 으로 확 된 경쟁, 지식이 강조된 상품과 서비스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변

화 같은 환경  압력은 지식경  수행을 강요하고 있다(Demarst, 1997 ; Myers, 

1996 ; Prusak, 1996).

이 단계에서 요한 략경 의 이슈는 지식경 도입의 조직 확산을 한 조직

의 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이다. 조직의 략  변화는 일반 으로 조직I

인 조와 모든 조직 구성원들의 강력한 헌신이 얻어질 때 비로소 실 될 수 있다

(Ichijo et al., 1998 ; Kanter, 1984). 특히 지식경 은 구성원들의 자발  몰입이 

요구되는 사회  활동이다(Nonaka, 1994 ; Ichijo et al., 1998). 조직 구성원들의 

강력한 참여와 자발  몰입은 그들이 같은 비 과 목표를 공유할 때 얻어질 수 있

다(Kanter, 1984). 결론 으로 조직은 지식경 의 비 과 목표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사소통 채 을 통하여 보 시키는 것을 확실하게 명시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 듯이 지식경 은 인  워, 자본, 경 노력 등의 요한 조직의 자원들과 

장기 인 노력이 요구되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Prusak, 1996). 그러므로 조직은 

략 이고 계통 인 지식경  패러다임으로 조직을 변화시키기 한 장기 인 

계획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경 을 도입하기 한 특별한 을 구축하고, 

필요한 인 자원과 산을 확보하는 일은 필수 인 활동이다. 요한 정보와 경험

을 수집하기 한 사 계획을 수립하고 학습을 하는 것 한 조직에 확산 노력을 

시작하기 인 이 단계에서 권장된다.

1.2 확산단계
확산단계는 조직이 지식을 창조하고, 획득하고, 공유하고, 축 하고, 활용 등과 

같은 지식활동을 자극하고, 지식기반을 구축하는데 투자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조직은 이 단계에서 지식경 의 도입을 한 비를 이미 하 기 때문에 지식경

을 한 실제 조직 차원의 노력은 여기에서 시작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조직 경 자들의 주요 심은 어떻게 지식기반을 효율 으로 구축

하고, 어떻게 지식활동을 확산시키느냐이다. 이 단계의 기에 조직은 조직 이고 

기술 인 하부구조를 구축한다. 조직의 하부구조는 훈련, 교육, 진, 모집 정책, 

유연한 조직구조, 바람직한 리더십 지침 등과 같은 인 자원 리, 보상 시스템, 측

정방법 등이다(Senge, 1990). 부가 으로 완 한 지식경  로세스는 이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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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업차원으로 확산되고 정의되어지고, 경  의 구축과 같은 정책과 련된 

룰이 포함된다.

기술 인 하부구조의 구축은 지식경  활동을 지지하고 진하기 한 정보기

술, 특히 의사소통과 자료기술의 사용을 의미한다(Earl, 1994). 가장 이고 

일반 인 근방식은 지식자원을 조직에 확산시켜서 조직을 돕기 한 지식경

시스템과 지식 장시스템을 실행하는 것이다(Ruggles, 1998).

1.3 통합단계
통합단계는 조직 반에 걸쳐서 매일 매일의 활동으로써 제도화된 조직의 지식

활동단계이다. 경  은 조직의 지식과 지식활동을 통합하는데 두어진다. 조직

의 모든 구성원들은 지식활동과 지식축  수 이 더욱 더 높아질 것이고, 지식활

동에 익숙해지게 된다.

이 단계의 경 련 핵심은 조직의 상품과 용역, 과정의 균형과 다양하고 분산

된 조직의 지식을 어떻게 통합하느냐이다. 조직의 최종 산물인 상품, 용역은 일반

으로 체 조직에 걸친 다양한 지식으로 인하여 생산되어지고, 다양하고 분산되

어 있는 조직지식의 통합은 한 경  이슈이다(Grant, 1996). 가장 일반 으로 

권장되어지는 방법 의 하나는 핵심지식 역과 구성원들과 경 과정의 핵심을 

연결을 정의하는 것이다. 조직 지식의과 련된 질과 가치는 이 단계의 비 을 높

이는 방향으로 이동되어진다. 한 조직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만큼 지식의 변화도 

요구되어지고, 조직은 시장의 요구에 따른 상품과 용역을 유지하기 하여 련된 

활동들을 지속 으로 모니터하고, 조직의 지식을 리해야 할 것이다.

통합되어진 지식의 유효성과 지식활동은 조직 구성원들에 의하여 증진되어지

고, 조직은 내부와 외부의 문가들로 구성된 특별한 문가 그룹을 만들 필요성

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가들의 지원으로 인하여 조직은 지식가치를 

더욱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조직지식의 질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1.4 네트워킹 단계
마지막 단계는 조직지식이 조직 안에서 뿐만 아니라 공 자, 소비자, 리서치 기

업, 학들과 같은 외부 실체들과 네트워크 되는 외부 통합단계이다. 지식경 으

로 인한 경쟁우 를 지속하려는 더 많은 조직들의 지식경  노력의 도입은 목

을 달성하는 것이 더욱 더 힘들어지게 된다. 일반 으로 보다 격심한 경쟁 하에서 

조직들은 통상 조직의 자원과 역들의 노력, 세계 최고수 을 수행할 수 있는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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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활동에 집 하게 된다(Quinn et al., 1996). 한 조직들은 이 단계에서 그들의 

조직 노력을 특별한 핵심 지식과 외부로부터의 다른 필요한 지식을 발굴하는데 

을 맞추게 된다.

략  제휴의 요한 동기의 하나로 지식의 획득과 학습이 강조된다(Baker, 

1996 ; Mowery & Silverman, 1997 ; Pucik, 1988). 한 생명과학기술과 제약 산

업 같은 첨단산업에서 략  제휴를 통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의 요한 부

분을 이미 획득한 몇 가지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Almeida, 1996 ; Appleyard, 

1996 ; Hargadon, 1998 ; Powell, 1998). 그러나 다른 조직 간에  지식의 이 은 쉬

운 과업이 아니다. 지식은, 특히 암묵지는 서로 다른 문화, 구조, 목표를 가진 조직 

사이에서는 쉽게 창조되고 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단계의 핵심 경  이슈는 

어떻게 외부와의 제휴를 통하여 지식이 을 진시킬 것인가이다.

성공 인 지식 제휴는 명확한 비 , 목표, 가능한 한 범 한 제휴, 력활동, 

공유된 목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인간 계 등등의 경  제가 요구된다. 조직

에 의한 첫 번째 활동은 인간 계의 형성을 도모하고 상 방을 평가하고 확인하

는 것이다. 지식을 공유하기 한 제휴를 통한 동반자 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인간 계에 바탕하여야만 한다. 부가 으로 제휴와 구체 인 계약의 명확하고 통

상 인 비 과 목표는 성공 인 인간 계를 한 핵심요소이다. 그것은 한 지식

경 의 하부구조의 용범 와 경 인 확장을 한 제휴 사이에서 지식의 공유

를 보다 향상시킬 것이다. 를 들면 그들은 그들의 상  조직의 구성원들을 상호

교환근무하게 하고 보상 시스템을 확 함으로써 서로 서로를 동기유발시킬 수 있

을 것이다.

지식경 의 객  특성들은 다른 단계를 거쳐 변화되어 간다. 각 단계의 지식

경  형태는 지식의 존재로부터 내부 으로 통합과 외부 으로 네트워크된 지식

으로 변화될 것이다. 지식은 본질 으로 개인들에 의하여 창조되고 존재하는 것이

며, 조직들의 필요는 개인에게 존재하는 지식들을 조직의 지식으로 수집하려는 노

력으로 시작되어진다. 수집한 후에는 그들 조직들이 새로운 지식을 수집하기 하

여 상 으로 긴 시간 간격을 가진다. 지식은 추론, 분석, 심사숙고와 같은 인지 

활동과 개인 인 경험들의 축 을 통하여 창조되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지식근로자들의 역할 한 지식의 흡수자로부터 지식의 조정자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반면에 지식 문가는 문 인 역에서 깊은 지식을 가진 지식근로자이

며, 지식 조정자는 범 한 지식 인간 계를 가진 지식 로커이다. 조직구성원

들은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지식활동에 익숙해지게 되고, 그들의 지식역량과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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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비공식 인 인간 계는 확 될 것이고, 최종 으로 그들 의 다수는 지식 

로커로 변형될 것이다.

부가 으로 활동의 은 부분 인 지식획득으로부터 지식 트 들과 함께 

세계 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변화될 것이며, 지식경  로세스의 실행은  세계

으로 확산될 것이다. 조직들은 그들의 지식경  시스템을 개발하고 발 시키려

고 노력함으로써 폐쇄 시스템으로부터 그룹웨어, EDMS, 작업흐름 시스템, 기업 

확산 지식 공유 시스템으로 변화될 것이고 최종 으로는  세계  시스템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세계  지식 공유시스템은 지식 트 로써 모든 자격 있는 

개인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근하는 것을 허락하게 될 것이다(이장환, 2001).

2. 지식경영의 성공요인

지식경 의 성공요인으로는 최고경 자의 의지와 조직문화, 평가와 보상, 지식

리 시스템, 조직구조의 5가지를 들고 있다.

2.1 최고경영자의 의지
지식경 략의 일 인 추진과 사원의 지속 인 참여와 인식 환을 해서

는 최고경 자의 지식경 에 한 강력한 의지가 필수 으로, 이를 바탕으로  

사원들의 참여를 유도해내는 것이 리더십이다.

지식경 이 최고경 층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략의 단계로부터 완

히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식경 에 한 최고경 층의 활동은 지식경 이 조직의 성공을 한 필수

인 요소라는 메시지를 지속 으로 보내는 것, 기술 , 조직  인 라에 한 요구

를 악하여 자원을 투자하는 것, 어떤 지식이 조직에게 가장 요한 것인지를 명

확히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즉 최고경 층은 환경  상황과 조직의 능력에 

한 공유된 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에 강력한 향을 미

친다(Lyles & Schwenk, 1992).

한 최고경 층은 조직구성원들이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하며, 조직구성원이 

지속 인 변화 로세스를 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통해 실수를 

경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Spende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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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평가와 보상
평가와 보상은 조직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활동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조직 구

성원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쉬운 수단이다.

지식에 기 한 질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질 때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의 지식

이 노출되는 험을 감수하게 되며 지식활동에 동참하게 된다.

지식경 의 평가는 지식자체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지식자산 가치평가, 지식경

에 기여한 사람의 기여정도와 기여능력을 평가하는 지식기여도 평가, 지식경

을 통해 기업이 얻은 효과를 평가하는 지식경  성과평가로 분류할 수 있다

(APQC, 1997).

지식자산 가치평가는 재는 물론 미래의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지닌 지식 

혹은 그 자체만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식자산 가치의 평가는 요한 문제로, 이는 한 번 사장된 지식이 나 에 가치

를 창출할 것으로 단되면 조직으로서는 큰 손실이 되며, 나 에 이용되지 않을, 

즉 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지식은 오히려 지식경 에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기여자를 평가하는 것은 지식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식경 의 참

여도를 높이고자 하는 제도로 지식경 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요한 제도이다.

지식기여자 평가를 통하여 지식공유 활동이 구성원 개개인의 평가와 연계됨으

로 인하여 구성원 개개인의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지식기여자에게 보상과 

인센티 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3 조직문화
모든 조직은 구성원들에 의하여 공유된 믿음, 가치, 규범 등을 기반으로 하여 

창조된 독특한 조직문화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으로 오랜 시간과 조직 

고유의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다.

조직문화는 다양한 상황에서 주직 구성원들의 행동에 지침을 제공해 주는 비공

식 인 신념, 원칙, 습, 가치체계, 행동규범으로, 보다 사회화된 구성원들이 형성

하고 있는 조직문화는 정보교환과 행동 조장을 진하므로 조직의 효율성을 증진

시킨다.

특히 암묵지는 조직 구성원들의 행 , 경험과 그들의 사고, 이상, 가치  등이 

깊게 여되어 있으므로 조직의 문화  배경은 지식창출과 공유에 큰 향을 미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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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가 강하고 정 이면 정 인 업무수행에 기여하고, 조직문화를 구

축하고 리하고 변화시켜 나간다면 재 문화에 한 평가와 변화에 한 행동

계획은 한 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려면 기꺼이 

변화해야 하고, 변화하려는 마음과 변화에 한 근본 인 이유를 구성원들에게 알

릴 수 있어야 한다.

2.4 지식관리 시스템
지식 리 시스템은 하드웨어 인 요인과 소 트웨어 인 인 자원, 조직문화, 

략 등이 히 결합될 때 성과의 극 화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효과 인 지식 리를 한 략  도구로써의 지식 리 시스템은 조직

의 내부와 외부의 정보시스템의 자료와 정보에서 지식에 이르기까지 인터페이스, 

지식의 장  리를 한 지식베이스와 지식스키마, 사용자의 지식검색을 지원

하기 한 지식 맵, 개인 간 는 조직 간의 지식교류를 한 다양한 통신채 , 사

용자의 자식활용을 한 각종 분석  리젠테이션의 도구들과의 통합, 사용자의 

시스템 활용성을 제고하기 한 Graphical user interface 기능 등과 같은 기술

인 요소가 필요하다.

지식생성에 있어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기술  도구는 효과를 가지며, 

한 사용방법은 지식의 축 과 공유를 한 지식 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

한 정보기술을 구성원간의 계를 맺고 유지시키는 요한 도구로써 사용하

는 간 리자들이 신 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지식 리시스템을 구축, 운 하는 것은 지식경 을 구 함에 있어서 가장 가시

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활용하는 것은 업무 수행활동과 직결된다.

따라서 조직의 요구를 제 로 반 하지 못한 시스템은 오히려 조직의 정보과다 

상을 부추기고 업무 외  활동을 가 시킴으로써 조직의 비효율성을 안겨  수 

있는 문제 을 가져올 수도 있다(Mann et al., 1991).

2.5 조직구조
극심한 경쟁환경에서 조직의 주요기능은 지식을 효과 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직의 주요기능을 수행하기에 합한 조직구조로 

수평  조직구조  매트릭스 조직을 포함한 개념으로 네트워크 조직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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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nn et al., 1996).

수평  네트워크 조직은 조직의 생산, 업 장과 한 계를 유지하게 해

으로써 기존의 수직  조직에서보다 조직의 속성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새로

운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기에 합하다고 할 수 있다.

지식경 을 성공 으로 실 하기 해서는 통 인 계층구조가 아닌 사업단  

부서장들에게 최 한 권한을 이양하는 수평 이고 분산된 조직이 합하다.

앙집권화가 높은 수직구조를 가진 조직일수록 지식의 창조  신이 일어나

기 어렵고, 통 인 계층구조를 통한 지식배분이 지식공유를 한 구성원 간 상

호작용을 오히려 억제시킬 수 있으므로 권한 양과 개방정책을 바탕으로 한 수평

구조가 지식경 에 가장 합하다.

Ⅳ. 병원 지식경영단계 모델 구축

1. 병원 지식경영 성공요인과 단계모델

병원 지식경  성공요인과 단계모델을 구축하기 하여 먼  병원지식경 의 

성패를 좌우하는 5가지 요인들에 하여 단계별 특성요인들을 추출하고자 하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성공요인과 단계별 특성

         단계별특성

성공요인
도입단계 확산단계 통합단계 네트워크단계

최고경 자의 의지 필요성 인식 권장 극  강조 로벌화

조직문화 비 형성 공유 로벌화

평가보상 비 시혜․온정 제도화 제도화

지식 리시스템 비 구축 공유 로벌화

조직구조 수직  구조
 수직  구조+

수평  구조
수평  구조 네트워크 구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가지 요인들에 한 단계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도입단계에서는 최고경 자 내지는 병원장이 지식경 에 한 지식을 가지고 



第23號                                                 병원의 지식경  도입방안에 한 연구  89

지식경 의 필요성을 느끼고, 조직문화는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평가보상 

시스템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식 리 시스템은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

며, 조직구조는 아직 수직  조직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확산단계에서는 최고경 자 내지는 병원장이 지식경 의 필요성을 느끼는 단계

를 넘어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권장하고, 조직문화는 구성원들의 창의성이 발휘되

기는 하지만 융화가 되지 않고, 평가보상 시스템은 최고경 자 내지는 병원장의 

시혜와 온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지식 리 시스템은 부문별로 도입

되고 있는 상태이고, 조직구조는 수직  조직구조를 유지하면서 각 부문에 약간의 

권한이 이양되어진 상태이다.

통합단계에서는 최고경 자 내지는 병원장이 조직 반에 걸쳐 극 으로 지

식경 을 강조하고, 조직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이 지식경 에 익숙해져 조직 내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평가보상 시스템은 제도화되어진 상태이며, 지식 리 시스

템은 조직 반에 걸쳐서 구축되어진 상태이며, 조직구조는 수평  조직으로 환

되어진 상태이다.

네트워크 단계에서는 최고경 자 내지는 병원장의 인식과 활동이 로벌화 되

어지고, 조직문화는 지역 조직의 범 를 넘어서서 로벌 문화를 수용하여 익숙해

진 상태이고, 평가보상 시스템은 통합단계와 마찬가지로 제도화되어진 상태이며, 

지식 리 시스템은  세계 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유하는 상태이며, 조직

구조는 수평  조직구조를 넘어서서  세계 으로 활용하는 상태이다.

의 5가지 요인들과 단계별 특성은 <그림 2>와 같다.

조직문화

지식경영

조직구조

최고경영
자의 의지

지식관리
시스템

평가보상

도입단계

통합단계

확산단계

네트워크단계

         성공요인                                단계별 특성

           <그림 2> 병원 지식경  성공요인과 단계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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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원의 지식경  단계는 <표 1> 성공요인과 단

계별 특성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5가지 요인들의 특성에 따라 도입단계에서 확산

단계로, 확산단계에서 통합단계로, 통합단계에서 네트워크 단계로 발 하여 나아

간다.

2. 병원 지식경영 도입 방안

자본과 노동이 결합된 산업사회에서 인간의 창의력과 정보기술이 결합된 지식

사회로 세계경제의 구조가 재편됨에 따라 지식은 지식사회의 가장 요한 자원이

자 경쟁력의 원천으로, 지식이 없는 국가나 조직은 경쟁력 확보는 물론 생존까지

도 어렵게 되었다.

지식사회에서는 지식을 요한 자원으로 활용해야 하므로 조직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체계 으로 창출하여 조직 내부의 보편  지식으로 발 시키는 경

활동이 필요하게 되었다.

병원조직의 경쟁력 확보와 가치극 화를 하여 지식을 축 하고 이를 체계

으로 공유하여 활용하는 경 활동을 지식경 이라고 한다.

병원조직에 있어서의 지식경 은 “지식”이라는 병원의 무형자산을 극 화하기 

하여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며, 활용함으로써 병원 종사자들과 병원의 경쟁력

을 향상시키기 한 의료기 의 경 신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병원조직에서는 무엇보다도 략 으로 의료의 질이 요하고, 인 자원이 다

양한 문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성원들이 가진 지 자산의 부가가치가 크기 때

문에 다른 조직들보다 지식경 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높고, 도입할 수 있는 가

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박주희 등, 2006).

병원조직에서 지식경 을 효율 이고 유효 으로 도입하기 해서는 다음 사항

들이 제되어야 하겠다.

최고경 자 내지는 병원장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이 지식과 지식경 의 특

성과 성공요인을 숙지해야 한다.

지식경 의 단계별 특성을 이해하여 해당 병원이 어느 단계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한 비를 

성공 으로 수행해야 한다.

최고경 자 내지는 병원장이 지식경 을 변화되는 환경에서 경쟁우 를 차지할 

수 있는 략  요소로 인식하고, 지식경 을 병원에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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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야 한다.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지속 인 지식경 에 한 교육,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지

식경 에 한 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궁극 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지식경 에 한 자발 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과에 한 객 인 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객 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신속하고 복잡하게 변화되는 환경에 능동 으로 응할 수 있도록 지식 리 시

스템을 단계 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상 인 조직구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병원조직의 특성으로 볼 때 담당 

업무에 하여 구성원 자신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수평

 조직의 일종인 자율 리 으로의 환이 필요하다.

 

Ⅴ. 결   론

우리나라의 병원조직은 그 동안 제도 으로 안정  환경에서 그 사명을 수행해 

왔으나 고객들의 욕구변화, 제도변화, 경쟁심화, 시장개방 등의 새로운 환경에 직

면하고 있다.

이 게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되는 환경 아래에서 병원조직은 다른 일반조직들

과 마찬가지로 총체 이고 지속 으로 지식경 을 도입하여 지식을 창출하고, 축

하고, 활용함으로써,  경쟁우  확보나 성과증 , 부가가치 창출, 내부와 외부고

객만족 등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식경 의 조직역량은 도입, 확산, 통합, 네트워킹의 네 단계를 통하여 

성장하고, 조직과 개인의 모든 변화를 요구하는 경 과정을 의미한다.

지식경 의 성공요인으로는 최고경 자의 의지와 조직문화, 평가와 보상, 지식

리 시스템, 조직구조의 5가지로 각 단계별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병원조직에서 지식경 을 도입하여 성공하기 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제되어

야 한다.

최고경 자 내지는 병원장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이 지식과 지식경 의 특

성과 성공요인을 숙지해야 한다.

지식경 의 단계별 특성을 이해하여 해당 병원이 어느 단계의 특성을 지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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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한 비를 

성공 으로 수행해야 한다.

최고경 자 내지는 병원장이 지식경 을 변화되는 환경에서 경쟁우 를 차지할 

수 있는 략  요소로 인식하고, 지식경 을 병원에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

고해야 한다.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지속 인 지식경 에 한 교육,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지

식경 에 한 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궁극 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지식경 에 한 자발 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과에 한 객 인 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객 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신속하고 복잡하게 변화되는 환경에 능동 으로 응할 수 있도록 지식 리 시

스템을 단계 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상 인 조직구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병원조직의 특성으로 볼 때 담당 

업무에 하여 구성원 자신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수평

 조직의 일종인 자율 리 으로의 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는 탐색  연구로, 후속 연구로 병원 지식경 의 성공요인과 단

계별 특성에 한 실증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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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Knowledge Management in Hospital

                                       2)Jang, Ik-sun*ㆍNa, Jeong-mi**

In the meantime hospital system of Korea has institutionally performed its 

errand in stable circumstance, however the system now faces with new 

environment of  change of customer's satisfaction, of regime, deepening of 

competition, and opening market.

Under the rapidly and complicatedly changing circumstance, the hospital 

system is required to promote getting a dominant position in the competition, 

enhancing outcome, creating value added, and customer satisfaction in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likewise other organizations, as they continuously 

introduce a knowledge management and originate, accumulate, and put the 

knowledge to practical use.

This organization capacity of knowledge management involves a process of 

management that requires great change of all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and 

it is brought up through four steps which are Initiation, Propagation, 

Integration, and Networking. 

The main factors of successful knowledge management are intension of the 

chief executive officer(CEO), organizational culture, appraisal and compensation 

of work, knowledge controlling system,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each 

of these five stage has got different characteristic. 

To be successful by introducing knowledge management, hospital 

organization should be based on these premises.

Not only CEO or the director of a hospital, but also the constituent members 

should be fully aware of knowledge, the characteristic of knowledge 

management, and successful factors of this operation.

 * Professor,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Wonkwang Health  Science College

** Professor, Department of Management Information, Wonkwang Health Science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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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understand step-by-step characteristic of knowledge management, 

therefore able to analyse a situation of specific hospital and see which step 

corresponds to that hospital. By analysing, constituents should make up for the 

weak points and ready to move on to next step.

CEO or the director of a hospital should be aware of knowledge management 

as a strategic factor which is able to get a dominant position in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and also it should be firm in the director's intention to 

introduce the knowledge management into the hospital.

By continuously carrying out education and training constituent members, 

the director of a hospital should promote their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knowledge management, and build an organization culture that ultimately 

creates, accumulates, shares, and put the knowledge to practical use.

The hospital organization needs to systematize an institution of objective 

compensation that corresponds to objective appraisal of knowledge manage- 

ment outcome.

The hospital ought to build knowledge controlling system in stages, in order 

to take the initiative in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hospital system, it is required to change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into self-managing team which is a sort of 

horizontal structure that allows members to make decisions and take the 

responsibility by themselves.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experimental study. Positive investigation 

about successful factors of hospital knowledge management and characteristic 

of each steps is expected with following study.

Key Words : Knowledge Management, Stage of Knowledge Management in  

               Hospi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