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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사회는 지식 사회이기도 하다. 많은 조직들이 KMS(지식 리시스템)을 도입하 고 군도 외가 

아니다. 본 연구는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KMS 활용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그 향 요인에 해서 

분석하 다. 이를 해서 특히 공군의 KMS 실태를 조사하고 진단하여 문제 을 살펴보고 군 조직의 특성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지식공유에 향을 미치는 군 조직의 특성으로 군 조직 업무특성의 

공식화, 조직문화상의 동료간의 신뢰, 지식공유에 한 지휘부의 의지를 도출하 으며, 실증분석으로 지휘부가 

지식공유에 해 의지가 있다고 인식하는 사용자가 지식공유에 한 인식도 높으며, KMS 활용도 많이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 다. 이를 통해서 특히 군 조직에서는 지휘부가 솔선수범하여 지식공유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요함을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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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는 지식사회로 어들고 있다. 문 인 지

식을 처리하는 지식근로자가 활약하는 이른바 지

식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조직

은 지식사회에 맞추어 변화와 신이 필요한 때이

다. Nonaka는 지식이 창출되는 과정에 한 연구

를 통해서 네 가지 지식 환과정(사회화, 외부화, 

종합화, 내면화)을 순환하며 개인과 조직 상호간

의 암묵지와 형식지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변환 

과정을 거쳐 조직의 신이 이루어진다고 하 다

(Nonaka, 1991, 1994). 이러한 지식경 을 조직에

서 도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IT 심과 사

람 심이다(Davenport, 1994; Krogh, 1998). 일반

으로 지식경 을 도입하려고 하는 조직은 먼  

지식경 을 한 정보시스템인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하고, 조직의 문화  

측면에서의 변화를 장기 으로 모색하게 된다(채

수운, 1999). 그러나, KMS 구축만이 지식경 의 만

능 해결책은 아니다(Ruggles, 1998; 황복주, 2000). 

지 까지 연구된 지식경  성공요인들에 한 연

구들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KMS가 성공하려면 

정보시스템 외에도 지식경 활동에 한 한 

평가  보상(김 과 김 걸, 2001), 지식공유 

문화(O'dell and Grayson, 1998), 창의성과 개방 인 

조직문화(김찬 , 2003), 최고경 층의 의지(Lyles 

and Schwenk, 1992),분권화되고 수평 인 조직구

조(김찬 , 2003) 등 활성화 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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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국 군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바람에 따라 

조직의 변화와 신을 도모하기 하여 2002년부

터 인트라넷과 연동하여 KMS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이용과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한계 과 문제 들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와 련 군 이라는 특이성을 고려한 연

구는(정 수와 지승연, 2004) 등의 조직문화와 정

보기술 요인에 한 탐색  연구에 불가하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 

조직의 KMS활용 활성화 방안을 실증 분석을 통

해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해 문헌 분석을 통

한 지식경 과 련한 군 조직의 특성을 분석하

고, 공군 ‘A’부 의 KMS을 사용하는 구성원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 분석을 실시하 다. 

본 논문에서는 먼  제 2장에서 연구 상인 군 

조직의 특성과 지식경 에 한 이론 인 배경을 

살펴보고, 제 3장에서 군 조직의 특성에 따른 KMS 

활용 향요인을 도출한다. 제 4장에서는 공군 KMS 

활용실태에 해서 분석한 후 제 5장에서 연구모

형과 방법을 제시한다. 제 6장에서는 실증분석 결

과를, 그리고, 제 7장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향후 

연구방향에 해서 기술한다.

2. 군 조직과 지식경

2.1 군 조직의 특성과 변화 

군 조직은 통 으로 계층구조를 갖는 피라미

드 조직이다. 어느 정부 부ㆍ처  기업보다도 더 

보수주의 , 권 주의 이며 폐쇄 이다. 그 이유

는 군 조직의 목표가 국가의 최후보루인 국가안보

이기 때문이다. 이 목표는 한번의 실패도 용납되

지 않는다. 군 조직의 구조는 계 에 따른 수직  

구조로서 상 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1) 이러

한 수직  상하 계는 의사결정권한이 상부에 집

되어 있고, 구성원들은 수동 으로 되기 쉽다. 

한 기왕성한 은이를 주축으로 규모의 동

료집단을 형성하여 집단주의, 단결성, 통일성, 획

일성의 조직문화를 이룬다. 과업의 특성은 반복 , 

일상 , 구조 이다(임채호, 1999).

과학기술의 격한 진보에 따라 군 도 변화하

고 있다. 첫째, 쟁양상의 변화이다. 정보자산과 

정 공격무기가 결합되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사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걸 , 이라

크 에서 보듯이 필요한 곳만 공격하여 효과를 달

성하는 쟁으로 변하고 있다. 정보자산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조직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둘째, 군 조직에서 리더가 갖는 권 의 변화이

다. 무기  장비의 기술  복잡성은 리더가 과거

처럼 모든 것을 지시ㆍ명령하고, 주입하는 방식

의 한계를 가져온다. 조직의 리더는 다양한 분야

를 습득하고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필

요하다.

셋째, 국제정세의 변화이다. 국제사회는 국방재

원을 이고, 군 구조도 축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도 군 를 재배치하는 GPR(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지구  방 태세 검토)을 추진

하고 있다2). 우리 군도 ｢국방개  2020｣을 통해서 

군 구조와 력의 변화의지를 보여주고 있다3).

1) 통령령 제17158호(2001. 3. 27), 《군인복무규율》 제
3장 제2 .

2) 미국 Whitehouse(2003), “Statement by the Presiden”,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3/11/20031
125-11.html(검색일 : 2006. 9. 25)

3) 국방부 홈페이지(2005). “정책포커스 -국방개 2020”, 
http://www.mnd.go.kr/policyFocus/mndReform/epitome/i
ndex.jsp(검색일 : 200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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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군 조직에서의 지식경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군의 경우도 다음 3가지 측

면에서 지식경 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첫째, 조직의 변화 리 측면이다. 지 은 군 조

직의 변화와 신을 요구하는 시기이다. 새로운 

쟁양상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 조

직의 변화는 일부 경 층의 변화나 담당부서의 변

화만으로는 달성되지 않는다. 체 인 공감 를 

형성하고 학습능력을 개발하여 조직 체가 유기

으로 처해야 한다.

둘째, 지식자산의 리측면이다. 군 조직의 리

더는 1～3년 주기로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지식

이 되기 어렵다. 보직기간 동안 된 개인

의 노하우와 같은 암묵지는 유실되고 있다. 

셋째, 인 자원의 효율  활용측면이다. ｢국방

개  2020｣에 따라 군은 병력을 18만명 이상 감소

할 정이다. 인 자원의 감소는 재충   교육

훈련의 기회를 감소시킨다. 한 창의 으로 새로

운 시도를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인 자원의 

공백을 해소할 방법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 증 와 지식경 이 필요하다.

지식경 의 도입은 군 조직을 일반 기업처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기존 일반 기업의 사례

에서 볼 수 있는 조직구조의 변화, 리더의 권한

임  의사결정과정의 공개에는 군 조직이 따르기 

힘든 한계가 있다. 

신은 험이 따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질

으로 조직의 특성에 맞아야 한다. Peter Drucker 

(2001)도 성공 인 신을 해서는 조직의 강

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군 조직의 특

성에 합한 지식경 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한 것

이다. 이러한 들에 유의하여 3장에서 군 조직의 

특성에 따른 KMS활용 향 요인들을 기존문헌의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3. 군 조직 특성에 따른 KMS 활용

향요인

군 조직은 KMS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

군은 2005년 7월에 본격 으로 도입하 다. 본 연

구에서는 군 조직의 특성에 따른 KMS 활용 향

요인들을 기존의 지식경  활용에 미치는 향요

인으로 많이 연구되었던 특성 에서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특성, 문화특성 그리고 최고

경 층의 특성의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1 군 조직의 업무특성 : 업무의 공식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성과를 달성하지 못

하는 경우는 조직의 업무특성과 같은 상황요인을 

반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직의 환경 , 업무

 특성이 정보시스템의 활용에 미치는 향을 연

구한 결과로는 공식화 특성이 가장 큰 유의한 

계를 보이고 있다(문태수와 조세형, 1999). 업무에

서 공식화 특성이란, 어떤 일을 가, 언제, 어떻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공식 으로 규정

하느냐에 한 것으로서, 업무 련 규정이나 차 

등의 문서화 정도를 말한다. 공식화된 조직일수록 

업무처리의 명확성, 일 된 방향 제시 등의 특성

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의 가공  활용에 

유리하기 때문에 정보공유의 가능성을 증가시킨

다(강재정, 2001).

군 조직은 사회조직과 비교하여 과업특성 측면

에서 반복 , 일상 , 구조 이며 구조 인 과업을 

수행한다. 군 조직의 가장 부각되는 특징은 법, 규정, 

교리  교범에 따라 업무가 매우 공식화되어 있다

는 것이다. 공군은 2005년도에 335건에 달하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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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정비하여 재 163건을 보유하고 있다. 군 조

직에서는 규칙을 지키는 것이 요하고, 일과시간에 

할 일, 주간 업무계획 등이 잘 짜여져 있으며 업무

차에 따라 많은 양의 문서와 자료를 만들어낸다.

3.2 군 조직의 문화특성 : 동료에 한 신뢰

군 조직은 공공기 이다. 최근 (마은경과 김명

숙, 2005)의 실증 연구에 의하면 공공기 내 구성

원 간의 신뢰가 지식공유에 정 인 계가 있으

며, 조직에서 동료에 한 수평  신뢰는 지식을 

공유하려는 의도와 KMS 활용에 향을 다(김

경규 외, 2005).

군 조직은 은이들로 구성된 규모의 동료집

단이며 단결성, 우애가 요시 된다. 생명을 담

보로 하는 조직의 특성 때문에 조직 구성원간 신

뢰는 필수 이다. 실제로 2005년 외부 컨설 업체

에서 3군을 상으로 조직의 문화  특성을 조사

한 사례에서도 ‘신뢰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3 군 조직의 최고경 층 특성 : 지휘부의 

의지

조직에 변화와 신을 가져오기 한 지식경

의 실천에는 최고경 층의 의지가 필요하다. KMS

에 한 경 층의 인식과 지원은 KMS사용에 직

인 향을 다(김경규 외, 2005).

군 조직에서 최고경 층이 가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 조직은 엄격한 계 사회이다. 상

자가 하 자에게 가지는 권 는 이다. 군 

조직은 계 사회로서 다른 부서의 하 자에게도 

지시ㆍ명령이 가능하다. 군 조직의 이러한 특성은 

장이라는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투력의 단결

을 유지하기 해서 필요하다(유제승, 1998).

둘째, 군 조직은 공공조직으로서 최고경 층은 

2～3년 주기로 순환보직 된다. 한, 군인사법에 

따라 리된다. 이는 민간기업의 CEO가 조직에 

발휘하는 향력에 비교하여, 최고경 층의 권

가 상 으로 거나 발휘되는 속도가 느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군 조직에서는 솔선수범이 강조된다. 군 

조직은 국가안보를 해서 군사력을 리하고 

쟁을 비한다. 쟁에서는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최고경 층(지휘부)이 선의 선두에서 앞

장을 서는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4. 공군 KMS 활용실태 

4.1 추진경과  담조직 

공군은 2003년 9월 ‘제안 리시스템’을 개발하

는데 제안은 기술 ,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

는 것으로 공군의 정보화 인 라를 기반으로 기존의 

수기식 업무를 정보시스템화 한 것이었다. 2005년

도에 국방부에서 범정부 인 신과제로 지식 리

를 추진하면서, 2005년 7월 재의 ‘지식 리시스

템’으로 발 하 다. 

공군은 KMS을 한 업무 담조직이 별도로 있

다. 투발 단에 공군 지식 리담당 이 지정되어 

있으며, 모든 부 에 해당분야 지식 리 담당 을 

편성하고 있다. 지식 리 담조직은 반기 1회 지식

리 원회를 개최하여 우수지식인 선발심의와 함

께 지식 리 업무추진 련 안건을 토의하고 있다. 

4.2 지식 리 로세스 

공군 KMS을 통하여 지식이 리되는 차는 

①지식등록, ②지식검증, ③평가  보상, ④공유 

 활용의 4단계이다. 

먼  지식등록에 한 련 컨텐츠를 살펴보면 



공군 KMS 활용실태 실증분석을 통한 군 조직에서의 KMS 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논문지 제14권 제1호 2008년 3월   89

｢직무편람｣, ｢업무보고｣  ｢주요문서｣, ｢지식자

료실｣, ｢업무노하우｣, ｢제안 장｣으로 이루어져 있

다. ｢직무편람｣은 업무담당자가 의무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업무 련 규정, 차  경험사례와 

함께 노하우를 기록한다. ｢업무보고, 주요문서｣ 코

는 부장 이상이 결재한 문서를 자결재와 함께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등록한다. 이러한 문서는 

부분 장기 인 정책결정과 련된 경우가 많고 조

직 체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 지식으로서 공

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식자료실｣은 분야

별 군내 발행 간행물, 세미나 자료, 복무결과 소견

서, 해외출장결과 보고서 등 다양한 지식자료를 

등록하는 곳이다. ｢업무노하우｣는 경험사례를 

심으로 개인이 가진 암묵지를 등록하는 곳이다. ｢제

안 장｣은 업무효율 개선  정책, 제도발 을 

한 안건을 등록한다. 

｢업무노하우｣와 ｢제안 장｣ 코 에 등록된 지

식은 지식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지식으로의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즉, 최  등록된 지식은 업무분

야별로 지정된 지식 리담당 이 평가하여 지식

으로의 채택여부를 평가한다. 

평가와 보상제도는 다음과 같다. 월간단 로 최

다 지식등록자를 1명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권과 

함께 KMS에 1개월간 신상을 게재한다. 반기단

로는 지식 리 원회에서 업무노하우와 제안분야

에서 우수지식인 6명을 선정하여 표창장과 상

을 수여한다. 표창장은 개인에게 진 심사와 각종 

선발심사에서 가 으로 작용한다. 

지식공유  활용측면에서는 KMS에 등록된 지식

은 공군인이라면 구나 속하여 활용이 가능하다. 

4.3 공군 KMS 활용실태 

KMS 활용은 KMS에 지식을 등록하는 극

이고 능동 인 행 와 등록된 지식을 활용하는 소

극 이고 수동 인 행 로 구분할 수 있다. 

먼 , 지식등록 측면을 살펴보자. ｢직무편람｣은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업무 차, 련 규정과 함

께 노하우를 축 하는 곳이다. 그러나, A부 의 

경우 체 등록 상 인원 에서 2005년 11월 30

일 기  10%만이 등록하 으며, 1년이 경과한 

2006년 6월 30일 재 57%가 등록하 다. 특히, 

개인의 실패와 성공경험을 통해서 얻은 자기만의

｢업무노하우｣는 등록실 이 거의 없다. ｢제안 장｣

은 실 이 많으나 고충처리 정도의 제안이 많고 

채택되어 활용되는 경우는 다. 지식등록 측면에

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암묵지가 거의 등록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참고).

다음으로 지식활용 측면을 살펴보면 산소 담

당자에 따르면 공군 KMS에는 월평균 4,000건(회) 

속이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이러한 속건수

는 공군 A부  인트라넷에서 운 되는 167개 홈

페이지 에서 20 를 차지하는 것으로 상  12%

에 해당되어 비교  양호하다.

5. 연구 모형과 방법

5.1 연구모형 

제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공군은 시스템은 구축

하 으나 KMS를 통한 지식등록, 지식활용은 아

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 KMS가 정착되기 해서

는 조직에서 지식을 공유하려는 분 기가 조성되

어야 한다. 

제 3장에서 도출한 군 조직 특성에 따른 KMS 

활용 향요인인 업무의 공식화 특성, 동료에 

한 신뢰, 최고경 층의 의지에 해서 군 조직에

서 사용자가 이러한 3가지 요소에 하여 지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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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05년 11월 등록건수는 2005년 7월부터 계된 것임.

[그림 1] 공군 KMS 컨텐츠별 지식등록 황

유와 련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KMS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정해 으로써 KMS 

활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론  고찰결과

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1 : 군의 업무의 공식화 특성은 지식공

유에 한 인식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2 : 군의 동료에 한 신뢰성은 지식공

유에 한 인식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3 : 군의 최고경 층의 의지는 지식공유

에 한 인식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지식공유에 한 인식은 KMS 활용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 지식공유에 한 인식은 KMS 

지식등록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4-2 : 지식공유에 한 인식은 KMS 

지식활용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이에 한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5.2 연구 상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모집단은 공군 A부 의 근무자를 

상으로 하 다. 최고경 층은 ‘지휘부’라는 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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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역
변수명 / 

설문번호(문항
수)

설문내용

조직의 특성

업무특성의
공식화

1-1～4(4)

1. 업무와 구성원간의 계가 부분 규정과 차화 되어있다.
2. 업무수행시 규정에 얽매이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3. 업무수행시 규정이나 지침의 수가 특히 강조된다.
4. 업무수행시 불필요한 보고나 서류가 많다.

동료에 한 
신뢰

2-1～4(4)

1.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은 동료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2.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은 동료가 업무수행에 자신이 가진 정보가 필요할 경

우 기꺼이 제공할 수 있다.
3.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은 조직내 다른 구성원이 자신이 제공한 정보를 자신

에게 불리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먼  정보를 제공하면 동료도 역시 자신에

게 정보를 제공해  것 이라고 믿는다.

지휘부 의지
3-1～4(4)

1. 우리 조직의 지휘부는 부서간 지식공유가 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 우리 조직의 지휘부는 지식경 에 하여 잘 알고 있다.
3. 우리 조직의 지휘부는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려는 사람들을 극 으로 지원

해 주고 있다.
4. 우리 조직의 지휘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혹은 정보를 조직의 다른 구성

원에게 직  공유  하고 있다.

지식공유
인식정도

지식공유에
한 인식

4-1～5(5)

1. 우리조직의 구성원들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입수한 각종 지식(자료, 문서 등)
을 지식 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공유하고 있다.

2. 우리조직의 구성원들은 업무수행결과로 작성한 보고서(출장, 로젝트 등)를 
지식 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공유하고 있다.

3. 우리조직의 구성원들은 개인 으로 학습 는 연구를 통해 습득한 업무수행 
지식을 지식 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공유하고 있다.

4. 우리조직의 구성원들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얻은 경험이나 노하우(Know-How)
를 서로 극 으로 나 고 조직내에서 하고 있다.

5. 우리조직의 구성원들은 지식의 원천(Know-Where)이나 지인(Know-Whom)을 
서로 극 으로 공유하고 있다.

KMS
이용실태

KMS
등록/활용
5-1～2(2)

1. 지식 리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귀하의 1주 평균 지식등록건수는 어느 정도 
입니까?
① 0번 ② 1번 ③ 2번 ④ 3번 ⑤ 4번이상

2. 지식 리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귀하의 1주 평균 지식활용건수는 어느정도 
입니까?
① 0번 ② 1～2번 ③ 3～4번 ④ 4～5번 ⑤ 6번이상

인구사회학  
변인

6-1～6(6) 성별, 연령, 복무년수, 계 , 학력, 업무담당 분야

<표 1> 측정문항

사용하 다. 이는 군 조직에서 사용하는 언어로서 

설문자의 이해를 돕기 한 것이다. KMS 담부

서인 투발 단과 분야별 지식 리 담당 은 모

집단에서 제외하 다. 이 집단의 경우는 KMS에 

한 문지식을 가지고 있어 외생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한 자료는 2006년 8월 16일부터 8

월 25일까지 인트라넷 이메일을 통해 총 450부를 

발송하여 119부를 회수하 다. 이  일부 문항의 

답변이 락된 5부를 제외한 114부가 분석에 이용

되었다. 측정항목들의 척도는 Likert 5  척도(1 :  

 그 지 않다～5 : 매우 그 다)를 이용하 다. 

5.3 변수의 조작  정의와 측정문항 

본 연구의 설문지는 <표 1>과 같이 업무특성의 

공식화, 동료에 한 신뢰, 지휘부(최고경 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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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  지식공유에 한 총 17개 문항과 KMS활

용에 한 2개 문항  인구통계학  항목 6개로 

구성되었다. 

업무 특성의 공식화는 “조직내의 업무와 련된 

법규와 차, 규정의 요도”로 정의하고, Frederickson 

(1984), 나태 (2002)의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측

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업무의 규정, 차화 정도    

② 규정의 제약 정도 

③ 규정, 지침 수의 강조 정도

④ 업무수행 시 생산되는 문서, 보고서 정도

동료에 한 신뢰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조

직의 동료에 한 믿음”으로 정의하고, Ross and 

Wieland(1996), 박태호(2002)의 구성원간의 신뢰

도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타인에 한 믿음의 정도 

② 경쟁기회의 손실에 한 감수 정도 

③ 정보손실의 험성에 한 감수 정도

④ 정보의 우선 상실에 한 극성 

최고경 층의 의지는 “지휘부가 지식공유에 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식공유를 하여 지원하고 참여

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 지휘부라는 용어는 군

용어로서 설문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해 사용하

다. 측정도구는 Thong et, al.(1996), 박태호(2002)

의 연구를 참고하 다.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지휘부의 지식공유의 요성 강조 

② 지휘부의 지식공유에 한 지식 

③ 지휘부의 지식공유 지원

④ 지휘부의 지식공유 참여 

지식공유에 한 인식은 “한 조직 내에서 구성

원간 지식을 수하거나 교환하는 정도”라고 정의

하고, Lee and Kim(2001)와 이정호 외(2006)의 측

정도구를 사용하 다.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업무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공유 정도 

 ② 업무수행결과로 습득한 지식공유 정도 

 ③ 개인 으로 학습, 연구한 지식공유 정도 

 ④ 노하우(Know-How) 공유 정도 

 ⑤ 지식원천(Know-Where), 지식인(Know-Whom) 

공유 정도 

KMS 활용은 ‘지식등록’ 빈도와 ‘지식활용’ 빈도

로 구분하 다. 이는 강황선(2002)의 측정도구를 참

고하여 공군 A 부 의 실정에 맞게 부분 수정한 

것이다. 지식등록 빈도는 ‘KMS 도입 이후 1주 평

균 지식등록 건수’로 하고, 지식활용 빈도는 ‘KMS 

도입 이후 1주 평균 지식활용 건수’로 측정하 다.

6. 실증 분석 

6.1 표본의 특성 

설문응답에 한 인구통계 분석결과는 <표 2>

와 같다. 계   업무분야는 비교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학력은 졸이상이 89.5%, 나이는 36세 이

상이 74.6%, 복무연수는 11년 이상이 84.2%를 차

지하 고, 성별로는 남자가 96.5%를 차지하 다.

6.2 요인 분석 

타당성 분석은 측정하려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

하게 측정하 는가를 검증하는 것으로, 주성분분

석법과 베리멕스 회 법을 사용하 다. 요인분석

에서 요인 재량이 0.5이하로, 단일차원성을 해

하는 설문항목(업무의 공식화 1, 지식공유인식정

도 4, 5)은 제거하 으며, 추출된 요인 재량은 

<표 3>과 같이 0.662∼0.934으로 나타났다.



공군 KMS 활용실태 실증분석을 통한 군 조직에서의 KMS 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논문지 제14권 제1호 2008년 3월   93

구    분
성    분

1 2 3 4

업무의 공식화 2 4.152E-03 3.711E-02 -.117 .862

업무의 공식화 3 -8.768E-02 9.857E-02 .216 .769

업무의 공식화 4 -.150 -7.904E-02 -1.935E-02 .736

동료에 한 신뢰 1 .259 -3.210E-04 .745 3.173E-02

동료에 한 신뢰 2 .186 -3.012E-03 .753 -2.929E-02

동료에 한 신뢰 3 -2.070E-02 8.077E-03 .786 -1.743E-02

동료에 한 신뢰 4 1.173E-02 -1.961E-02 .850 7.911E-02

지휘부의 의지 1 .662 .159 .212 -.174

지휘부의 의지 2 .805 .189 -3.040E-02 -.109

지휘부의 의지 3 .857 5.976E-02 .176 -.124

지휘부의 의지 4 .789 .165 8.721E-02 8.357E-02

지식공유 인식정도 1 .144 .934 1.138E-02 7.779E-02

지식공유 인식정도 2 .216 .904 -2.932E-02 -8.492E-03

지식공유 인식정도 3 .158 .909 -4.132E-04 -2.058E-02

 요인추출 방법 : 주성분 분석. 
 회  방법 :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a 5 반복계산에서 요인회 이 수렴되었습니다. 

<표 3> 요인분석

구    분  빈 도  퍼센트 구    분  빈 도  퍼센트

계

 군무원  12  10.5

학력

 고졸  12  10.5

 부사  12  10.5  졸  42  36.8

 사  2  1.8  석사  57  50.0

 소  6  5.3  박사  3  2.6

  17  14.9

업무분야

 기획 리  23  20.2

 소령  29  25.4  인사  19  16.7

 령  36  31.6  군수  31  27.2

나이

 25세 미만  1  0.9  정보작  9  7.9

 26～30세  8  7.0  감찰  3  2.6

 31～35세  20  17.5  지휘통신  7  6.1

 36～40세  24  21.1  시설  2  1.8

 41세 이상  61  53.5  교육훈련  6  5.3

복무
연수

 3년 미만  6  5.3  정훈홍보  8  7.0

 3～6년  4  3.5  의무  1  0.9

 7～10년  8  7.0  법무  1  0.9

 11～15년  26  22.8  군종  1  0.9

 15년 이상  70  61.4  비서  3  2.6

성별
 남  110  96.5

 여  4  3.5

<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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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무특성의 
공식화

동료에 
한 신뢰

지휘부 
의지

지식공유에 
한 인식

KMS
이용실태

업무특성의 공식화

Pearson 상 계수 1.000

유의확률(양쪽) ․

N 114

동료에 한 신뢰

Pearson 상 계수 .025 1.000

유의확률(양쪽) .791 ․

N 114 114

지휘부 의지

Pearson 상 계수 -.183 .256(
**
) 1.000

유의확률(양쪽) .052 .006 ․

N 114 114 114

지식공유에 한 
인식

Pearson 상 계수 .020 .015 .349(
**
) 1.000

유의확률(양쪽) .835 .874 .000 ․

N 114 114 114 114

KMS 이용실태

Pearson 상 계수 -.144 .125 .291(
**
) .343(

**
) 1.000

유의확률(양쪽) .127 .185 .002 .000 ․

N 114 114 114 114 114

** 상 계수는 0.01수 (양쪽)에서 유의합니다. 

<표 5> 상 계 분석

6.3 신뢰성 분석

신뢰성 분석은 측정항목들의 내  일 성을 

Cronbach’s Alpha값을 이용하여 확인하 다. 신

뢰성 분석결과 모든 항목의 Cronbach’s Alpha값

이 0.7이상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신뢰성이 있

음을 보여 다. 신뢰성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신뢰성 분석 

변 수 측정항목수 Cronbach’s Alpha

업무특성의 공식화 3 0.7120

동료에 한 신뢰 4 0.8038

지휘부 의지 4 0.8176

지식공유 인식 3 0.9257

6.4 상 계 분석

변수의 상호 련성을 악하기 하여 Pearson 

상 계분석을 <표 5>과 같이 실시하 다. 부

분의 변수들간에는 상 계가 없었으며, 지휘부

의 의지와 지식공유에 한 인식, 지식공유에 

한 인식과 KMS 이용실태 변수 사이에 상 계수 

1%의 통계  유의수 에서 약간의 상 계가 있

음을 보 다.

6.5 가설검정 

1) 설문의 기 통계 분석

설문 문항에 한 기 통계 분석은 <표 6>과 같

다. 업무의 공식화 특성과 동료에 한 신뢰측면

에서는 모든 항목이 평균이상으로 나왔다. 

지휘부의 의지측면에서는 ‘지식공유의 요성 강

조’ 정도는 평균 이상이지만, ‘지식공유 참여’에서

는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구성원들이 지휘부에 

해서 지식공유에 해 강조는 하지만 실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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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측정 내용 평균

군 조직의
특성

업무의
공식화 특성

규정의 제약정도 3.4211

규정, 지침 수의 강조정도 3.8772

업무수행시 생산되는 문서, 보고서 정도 3.6404

동료에 한
신뢰

타인에 한 믿음의 정도 3.8421

경쟁기회의 손실에 한 감수 정도 3.9561

정보손실의 험성에 한 감수 정도 3.7281

정보의 우선 상실에 한 극성 3.6491

지휘부(최고경 층)
의지

지휘부의 지식공유의 요성 강조 3.5439

지휘부의 지식공유에 한 지식 3.0965

지휘부의 지식공유 지원 3.1754

지휘부의 지식공유 참여 2.9386

지식
공유
인식

지식공유 인식

업무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공유 정도 2.3772

업무수행결과로 습득한 지식공유 정도 2.3421

개인 으로 학습, 연구한 지식공유 정도 2.3772

KMS 활용
지식등록 지식등록 정도 1.1842

지식활용 지식활용 정도 1.7368

<표 6> 설문문항의 기 통계 분석

구 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B에 한 95% 신뢰구간

B 표 오차 베타 하한값 상한값

(상수) .977 .536 1.822 .071 -.086 2.040

업무특성의 
공식화

5.855E-02 .107 .048 .546 .586 -.154 .271

동료에 한 신뢰 3.035E-02 .103 .027 .296 .768 -.173 .234

지휘부 의지 .401 .084 .426 4.767 .000 .235 .568
 * 종속변수 : 지식공유에 한 인식 평균값

<표 7> 회귀분석(지식공유에 한 인식)

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다. 

한편, 지식공유에 한 항목에서는 모든 항목에

서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

면 업무에 따라 생산되는 문서는 많고, 이를 공유

할 의도도 있으나 실제 지식공유는 안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1차 가설검정 

독립변수를 업무특성의 공식화, 동료에 한 신

뢰, 지휘부 의지로 하고, 종속변수를 지식공유에 

한 인식으로 하여 <표 7>과 같이 회귀분석 하

다. 즉, 가설 1과 가설 2는 기각되고, 가설 3만 

채택되어 지휘부 의지(최고경 층 의지)가 지식공

유에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조직의 집권화 특성이 KMS의 정착  확산

단계에서 정 인 향을 다(최종인 외, 2003)

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업무특성의 공식화와 동료에 한 신뢰 요인이 

유의한 계를 보이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이 설

명될 수 있다. 즉, 이 두 가지 요인에 한 개인간의 

인지는 군 조직의 특성상 차이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나타나므로 이에 따른 지식공유와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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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상수) .676 .284 2.385 .019

지식공유에 한 인식 .411 .106 .343 3.859 .000

a 종속변수 : 지식활용

<표 11> 회귀분석(지식활용) 

구 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상수) .940 .164 5.735 .000

지식공유에 한 인식 9.453E-02 .062 .144 1.535 .128
a 종속변수 : 지식등록

<표 10> 회귀분석(지식등록)

구 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상수) .808 .175 4.630 .000

지식공유에 한 인식 .253 .066 .342 3.855 .000
a
 종속변수 : KMS 활용

<표 9> 회귀분석(KMS 활용)

구  분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지식등록 1.00 3.00 1.1842 .4324

지식활용 1.00 5.00 1.7368 .7877

KMS 활용
(평균값)

1.00 3.00 1.4605 .4849

<표 8> KMS 활용 : 기술통계하여 개인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1차 분석결과는 군 조직에서의 KMS 활용자는 

지식공유에 해 지휘부의 의지가 높다고 인식할

수록 지식공유도 많이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려 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가 실제 사실에 어떤 

향을 주는지를 2차 분석을 통해 검정하 다.

3) 2차 가설검정

<표 8>는 설문 응답자들의 KMS 활용 정도에 

한 5  척도 결과이다. 조사 결과 부분의 응

답자가 일주일에 한번도 KMS에 지식등록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 일 주일에 한 두번 이

상은 KMS에 속하여 등록된 지식을 검색하고 

필요한 지식을 활용하고 있었다.

독립변수를 지식공유에 한 인식으로 하고, 종

속변수를 KMS 활용으로 하여<표 9>과 같이 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가설 4를 기각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KMS 활용의 지식등록과 지식활용 

등의 세부요인을 상으로 회귀분석을 하 다. 그 

결과는 각각<표 10>, <표 11>과 같다.

분석 결과 ‘지식등록’은 독립변수에 향을 받

지 않음을 보여주며 ‘지식 활용’에는 향을 미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가설검정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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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가설 4 : 지식공유에 한 인식은 KMS 활용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 채택

∙가설 4-1 : 지식공유에 한 인식은 KMS 

지식등록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 기각

∙가설 4-2 : 지식공유에 한 인식은 KMS 

지식활용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 채택

1, 2차 분석결과 지휘부의 의지는 KMS를 통한 

지식활용에는 유의한 계를 보인반면에, 지식등

록에는 유의한 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KMS 

‘지식등록’은 극 인 활동으로서 개인의 자발

인 행 를 요구한다. 반면, ‘지식활용’은 타인이 등

록한 지식을 KMS에 속하여 다운받는 소극 인 

행 이고 피동 인 행 이다. 군 조직에서 최고경

층(지휘부)은 일반기업이나 공기업과 비교하여 

솔선수범이 강조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지휘

부의 의지에 한 <표 6> 설문의 기 통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들은 지휘부가 지식공유에 

해 강조는 하지만 실제 참여는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본 연구결과는 지휘부가 지

식공유에 한 강조만 하고 실제 참여는 안 할 경

우 KMS의 소극 인 활용에만 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군 조직에서 KMS 활용 활성

화를 해서는 무엇보다도 지휘부가 솔선수범해

야 함을 의미한다. 

7.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군 조직에서의 KMS 활용에 미

치는 향요인을 도출하기 하여, 먼  이론  

고찰을 통해 군 조직의 특성 에서 지식공유에 

강 인 요소를 도출하 다. 군 조직의 특성을 반

한 지식공유를 한 필수 요소로서 업무의 공식

화 특성, 동료에 한 신뢰, 그리고 최고경 층(지

휘부)의 의지를 도출하 다.

 1차 실증분석으로, 이론  고찰을 통해 도출된 

세 가지 요소를 독립변수로 하고 지식공유에 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회귀분석한 결과 최고경 층 

(지휘부)의 의지만이 유의한 것으로 밝 졌다. 이

는 최고경 층(지휘부)의 지식공유에 한 의지를 

인식하는 사용자는 지식공유도 많이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구성원들은 지

휘부가 지식공유에 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참여에는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2차 실증분석으로 지식공유에 한 인

식과 KMS 활용간의 회귀분석을 통해, 지식공유

를 많이 한다고 인식하는 사용자는 실제 KMS를 

많이 활용한다는 것을 입증하 다. KMS 활용을 

‘지식등록’이라는 극 인 KMS 활용과 ‘지식활

용’이라는 소극 인 KMS 활용으로 구분하여 분

석한 결과에서는 ‘지식활용’에만 유의한 계를 보

여, 지휘부가 지식공유에 한 강조만 하고 실제 

참여는 안 할 경우에는 KMS의 소극 인 활용에

만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 조직의 특성 에서 지식공유에 강 인 세 가

지 요소를 식별하 다. 둘째, 군 조직에서는 최고

경 층 (지휘부)의 의지가 지식공유에 한 인식

에, 지식공유에 한 인식은 KMS 활용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하 다. 특히, 군 조

직에서는 지휘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군의 KMS 담당자에게  수 

있는 실천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KMS 활성화를 해서는 최고경 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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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부)에서 지식공유에 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각종 회의, 연설이나 업무보고에 한 결재의견 

등을 통해 지식공유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KMS 활용에서 지식등록에 극 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해서는 최고경 층(지휘부)에

서 지식공유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해서 KMS에 별도의 컨텐츠를 마련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즉, ‘최고경 층(지휘

부) 추천자료’ 등의 코 를 마련하여, 정신훈화  

문지식 자료를 게재하는 방안 등이다. 

본 연구는 군 조직의 지식경  련 실증연구

가 많지 않은 실에서 지식경 이 추진 인 군 

조직에 해서 실태  실증 연구를 시도한데 의

의가 있다. 한, 지식공유  KMS 이용활성화를 

해 기존 연구사례들은 조직의 문제 을 개선하

려는 시도를 했으나, 본 연구는 조직의 강 에서 

지식공유와 KMS 이용에 향을 주는 요소를 도

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조직의 강 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 을 개선하는 것보다 실천으로 연결하

기 쉽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다른 조직의 경우도 

조직의 특성과 강 에서 발 요소를 찾는 것도 가

능하리라 본다. 그래서, 군 조직에서 최고경 층

(지휘부)의 향이 크게 작용한 것처럼, 경찰·소방

공무원에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향후, 최고경 층(지휘부)의 군 조직의 리더십

과 연계한 추가 연구를 통해 심층 이며 실 인 

KMS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 

군 조직에 CKO(Chief Knowledge Manager, 지식

담당 역)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순환보직을 용하는 군 조직에서

는 지휘부의 의지가 지속되지 못하는 단 이 있

다. 2～3년 주기로 지휘부가 교체되더라도, 지식

경 과 변화 리 업무를 지속하기 해서는 그 업

무만을 담당하는 CKO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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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KMS Utilization in Military 
Organizations by analyzing current use of KMS in Korea Air Force

4)Gyoo Gun Lim*
․Young Jong Lee**

The digital economy era is a knowledge-based society. Many organizations have been establishing 
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 and there are no exceptions in military ones.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influencing factors for KMS utilization in a military organization, which is a 
specialized one.  For this purpose, we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KMS of ROKAF (Republic 
Of Korea Air Force), derive problems and issues, and try to find out solutions for the KMS utilization 
in military organizations by analyzing a survey. At first, we derive three characteristics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that affect the knowledge sharing : formalization of organization, trust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top management’s will. And we verified that the users, who recognize that the top 
management has the will for the knowledge sharing, have high recognition for the knowledge sharing 
and utilize KMS more than others. This study shows that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top management 
to participate in the knowledge sharing voluntarily especially in the military organization.

Key Words :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 Knowledge Sharing, Military Organization, Air 
Force, KMS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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