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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금융업 종사자의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요인과 성과요인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업 종사자의 특성변수는 개인적 차원의 신뢰성향, 주관적 규범, 지식공유 의지를, 조직
적 차원의  팀원 간 신뢰, 경영층 지원을 설정하였다. 성과변수는 직무만족과 기업혁신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모델을 
제시하였다. 연구모델은 금융업 종사자 185명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개인적 차원 중에서 
신뢰성향은 지식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조직적 차원의 팀원 간 신뢰 그리고 경영층 지원
은 지식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성요인 중에서 팀원 간 신뢰가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
째, 금융업 종사자의 지식공유는 직무만족과 기업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금융업 종사자, 지식경영, 직무만족, 기업혁신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antecedents and performance factors that 
affect the knowledge-sharing of financial professionals. In order to accomplish the objective, antecedents were 
established as 'disposition to trust', 'subjective norm', and 'knowledge-sharing willingness' in the personal aspect, 
and 'trust in peers' and 'management support' in the organizational aspect. As performance factors, 'job 
satisfaction' and 'firm innovation' were established, and a research model was presented. Empirical analysis was 
done on the research model using collected questionnaires from 185 financial professionals.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disposition to trust of financial professional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ir 
knowledge-sharing. Second, trust in peers and management support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ir 
knowledge-sharing. Among the antecedents, trust in peers has the strongest effect on their knowledge-sharing. 
Third, knowledge-sharing of financial professional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ir job satisfaction and firm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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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식과 정보에 기반을 둔 신 경제시스템을 지식기반 

경제 는 디지털 경제라고 한다. 지식과 정보의 생산, 유

통, 활용에 심을 갖고, 이를 경제활동의 심에 두는 경

제를 말한다. 디지털 경제하에서 지식은 경제 ·사회  

발 을 해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획득·유포·활용 된다

[1]. 

지식정보화 사회로 심화됨에 따라 경 학뿐만 아니라 

실 경  속에서도 새로운 경 기법이나 경 조직 등이 

지속 으로 등장하고 있다. 기존 경 시스템의 약 을 

보완하는 새로운 개념, 조직형태에서 경쟁력을 갖춘 새

로운 모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 은 지식과 

정보를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이다[2]. 

최근 정보기술의 발  속도가 빠르고, 처리해야할 업

무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듯 업무  조직원간에 상

호의존성은 높아지는 추세이다. 선도 인 로벌 기업들

은 지식의 생성과 공유에 한 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구 하기 한 지식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지식경 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노력을 집 하고 있다. 그리고 지식

경 은 많은 계자들이 상했던 것보다 더 지속 으로 

발 하는 것으로 밝 졌다[3]. 지식경 은 경 학  

련 학문분야를 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련 연구들은 기업 경 성과측면에서 효과 인 지식경

을 구 하기 한 필요 요소를 찾고, 이를 통해 다양한 

략  유형을 소개하고 있다[4]. 

한편, 융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높은 경제성장으로 

융업은 정 이자 마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자산만 증

가하면 이익은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 다. 그러나 최

근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해 경제성장세가 둔화되고, 

리 기조의 장기화로 경 수지는 악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자본시장통합법1)의 시행으로 융업권간에 업무 

역이 무 져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융감독원

이 2013년 5월 발표한 국내 은행의 2013년 1분기 당기순

이익(잠정)은 1.8조원으로 년 동기(3.3조원) 비 약 

1) 자본시장규제,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대형화 촉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시장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고 금융상
품에 대한 사전적 제약을 철폐하여 모든 금융회사가 대부분
의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2007년 8월3일 
제정되어 2009년 2월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6]

4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5][6]. 

융업계는 신성장 동력을 찾기 한 략의 일환으

로 비용·고효율의 생산 인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해 

략을 모색하고 있다. 융업은 상품의 차별화가 어렵

고 고객의 구매결정에 직원들의 문 인 지식과 경험이 

요한 향을 미치므로, 타산업과 비교하여 인 매 

의존도가 높다. 직원이 소유한 지 자산은 기업의 주요

한 무형자산이며, 불확실한 융환경 속에서 성장과 경

쟁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융업 종사자의 

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융업에서 성공

인 지식 리를 해서는 선행 으로 조직 구성원의 개인

·조직  특성과 기업성과 간의 향 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요한 문제이며, 지식경  연구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융업에서 지식경  련 연구는 정보화, 지

식경 시스템 도입후의 재무  성과, 고객만족도 등의 

변화에 을 두고 진행되었다[7][8][[9][10]. 특히, 기존

의 기술 지향  근방식은 지식의 주체인 인간이 소외

되는 상을 야기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는 단기 인 

성과에 치 한 결과이며, 장기 이고 지속가능성을 지향

하는 지식경 에 한 이해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7]. 지식경 에서 지식과 사람은 주체가 되며 정보

기술은 이를 지원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조직이 지식

경 을 성공 으로 이끌기 해서는 정보기술도 요하

지만 개인과 조직 차원에서 지식경 에 한 올바른 이

해도 요하다. 이를 통해서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극

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11].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융업의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식과 정보 생산의 핵심인 인간을 심으로 

연구를 수행 한다. 본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융업 종사자의 개인 ·조직  특성과 지식공유 간의 

향 계를 분석한다. 둘째, 지식공유와 조직성과로서 

직무만족과 기업 신 간의 향 계를 분석한다. 끝으

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학계와 련 산

업에 성공 인 지식경 을 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 으로 융 산업에서 지식경

을 활성화하기 한 토 를 마련 하고자 한다.



Study on Effect of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Professionals on Knowledge Sharing, Job Satisfaction, and Firm Innovation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27

2. 이론적 배경

2.1 지식경영과 지식공유

21세기 들어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지속 인 

신을 창출하고 습득하는 능력이다. 과거 산업자본주의 

시 에는 자본·인력·생산시설 기반 등이 경쟁력의 핵심

요소 다면, 디지털경제의 확산으로 지식은 기업과 국가

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되었다[12]. 따라서 개

별 구성원의 지식을 어떻게 하면 조직의 지식으로 환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경 분야에서 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13][14].

지식경 에 한 정의는 학자나 연구자에 따라 다양

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Jager는“지식경 이란 개별 근로

자의 경험, 분명하지 않은 문지식뿐만 아니라 데이터

베이스, 정책, 차 등을 포함하는 조직의 정보자산 공유

와 리, 확인을 한 통합 인 근을 증 하기 한 원

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15].

 Kimiz는 오늘날 지식경 에 한 심과 도입이 증

된 원인을 네 가지로 정리하 는데 첫째, 비즈니스의 

로벌화이다. 많은 조직들이 다지 , 다국어, 다문화로 

더욱 로벌화 되어 가고 있다. 둘째, 고효율의 조직을 지

향한다. 기업의 구성원은 더 많은 일을 더 빨리하고 있지

만, 업무의 속도와 일의 양이 증 되고 있다. 셋째, 조직 

건망증이다. 조직 인력의 이동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끊임없는 학습을 필요로 하고 있다. 넷째, 기술  

진보이다. 정보기술의 발 으로 사람들은 더 많은 연결 

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응답을 받는 데도 불과 몇 분이

면 족하기 때문이다[16].

지식경 을 기업에 성공 으로 도입하기 해서는 지

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기업 문화를 창출하고, 지식을 효

율 으로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조직이 요구

된다. 그리고 기업의 끊임없는 변화를 한 조직 구성원

들의 의식 환이 제되어야 한다[17]. 때문에 융업에

서 성공 인 지식경 을 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의 극

인 지식공유 활동과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가 실히 요구된다.

지식경 에서 필수 인 지식공유는 학자나 연구자의 

에 따라 다소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 Ruggles는 

지식공유란 개인 는 조직이 소유한 지식을 다른 사람

이나 조직 내 구성원들과 나 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

하 으며[18], Chakravartiry et al.은 조직의 한 부서가 

타부서의 특출한 역량이 되는 지식에 근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하 다[19]. Martinez는 개인이 갖고 있

는 지식을 공유하게 하는 방법을 발견한 회사는 성공할 

것이며, 지식을 공유하는 직원들은 요한 사람으로 인

정받는다고 하 다[20]. Davenport et al.은 지식경 을 

지식의 획득· 장·공유·사용으로 나 어 과정을 설명하

고, 지식공유는 개인  차원이 아닌 조직  차원의 활동

이라고 설명하 다[21]. 지식공유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기 때문에 조직의 효율화에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원활한 지식공유를 해 정보시스템에 

을 맞추기 보다는 지식경 의 주체를 조직의 구성원으

로 보고 이들의 요성을 강조하는 추세이다[22].

 

2.2 금융업과 지식경영

융업에서 지식경 과 련하여 은행과 보험사를 

상으로 일부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내 은행과 보험사에

서 지식경 을 도입한 후 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 살펴본 연구가 있다. 박희종·김민수는 융기

의 지식경  도입에 따른 개선효과를 BSC (Balanced 

Score Card)모델에 용하여 검증하 다[8]. 그는 지식경

 도입 후에 나타난 개선효과를 학습과 성장, 내부 로

세스, 고객 으로 구분하여 변수를 선정하고 이를 실

증분석 하 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융업 종사자의 자

기능력개발이 높아질수록 업무 효율성에 정 인 향

을 미치며, 업무의 효율성 증 는 회사 이미지 제고에 기

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무의 효율성 증 는 고

객만족도에 정 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

국은 국내 은행 등을 상으로 지식경  도입이 고객신

뢰도와 이용자 만족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다. 그는 지식경  도입에 한 측정을 BSC  에

서 고객만족도에 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 다. 특히, 

고객만족의 결정요소로서 신뢰성·수익성·안정성·편리성

을 설정하고 고객신뢰도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 지식경 의 도입으로 은행의 신뢰

성·수익성·안정성·편리성이 높아지면 고객신뢰도에 정

인 향을 미치며, 고객신뢰도가 높아지면 고객만족도

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한편, 융사의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에 

한 투자( 융정보화투자)를 지식경 시스템 도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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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고, IT투자와 성과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상 은 증권사의 IT투자를 통한 지식경  성과연구를 수

행하 다. 그는 증권사별 융정보화와 재무제표를 사용

하여 산 산비율, 자본 산비율과 같은 IT투자가 수익

률 리변수로서 ROA(Return On Assets, 총자산수익

률), ROE(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수익률), 업수익

순이익율에 미치는 향 계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IT투자 변수가 총자산순이익율에 가장 강력한 양

(+)의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증권사보다는 

형증권사 그리고 도매증권사보다는 소매증권사에서 

IT투자가 수익률에 더욱 강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10]. 탁동일·윤차 은 국내 은행들의 융IT 략과  

지식경  운 황을 분석하 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부분의 융기 들은 IT투자와 지식경  략의 연계

를 한 투자가 없으며, 2005년 이후에는 지식경  략

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 다. 부분 시  은행들

의 투자 핵심은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 )시스템, BIS(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비율 리 등으

로 반 으로 소극 인 투자를 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하 다. 그는 은행들의 이러한 경 략 추세는 지식을 

리의 상으로 보고 기술 심 인 근방법에 치 하

여 지식의 주체가 되는 인간을 소외하고, 장기 이며 지

속가능한 지식경 의 이해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하 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지식통합과 

창의 인 커뮤니 이션, 정보 활용 능력 증  등을 제시

하 다[7]. 

이외에도 박노경은 국내은행의 지식경  운 황, 문

제  그리고 개선방안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그가 

제시한 지식경  운 상의 문제 으로는 계속 인 지식

창출과 효율 인 지식검색을 한 방안 부재, 활용도 높

은 지식이 확 되지 못하는 문제, 보수 인 기업문화를 

형성하여 창의성과 극성이 요구되는 지식경 이 제

로 뿌리내리기 어려운 조직문화 등을 그 로 들었다. 이

를 개선하기 한 방안으로는 기존의 지식 재활용 심

에서 신지식 창조  신 심으로의 변화, 제안된 지식

을 검증하고 품질을 제고하기 해 지식 문가 양성, 지

식경 활동에 심이 낮은 직원들에게 지속 인 교육과 

홍보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 하 다[23].

2.3 직무만족과 기업혁신 

본 연구에서는 지식공유에 따른 성과요인으로 개인  

차원의 직무만족과 조직 차원의 기업 신을 규정하 다. 

직무만족은 직무와 련된 태도로서 조직 리 분야에서 

요한 연구 분야로 간주되고 있다. 조직 구성원이 직무

에 해 지각하는 태도는 일에 한 만족도를 좌우하는 

요소로써 개인  근로생활의 질 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

과를 좌우하는 요한 요소이다[24]. 구성원이 직무에 

해 만족을 느끼면 직무환경에 정 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어 조직의 목표 달성이나 성과 향상을 기 할 수 있는 

반면에, 불만족 상태에서는 부정  태도를 형성하여 조

직이나 성과에 부정  향을 미칠 수 있다. 조직에서 직

무만족은 개인 ·조직  차원에서 요한 향력을 갖는

다. 개인  차원으로 직장에 한 가치기 , 정신 ·신체

 건강 등을 들 수 있으며, 조직  차원으로 이직률, 결

근율 등이 그 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직무만족은 조직

의 효과성과 한 련이 있으며, 조직을 구성하는 개

인  차원에서도 요하기 때문에 조직 평가의 요한 

기 으로 인정된다[25]. 따라서 지식공유에 따른 경 성

과 평가요인으로 직무만족을 상정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기업 신은 기업이 지속 인 경쟁우 를 리게 하는 

요한 필수  요인으로 간주된다. 기업의 성장과 생존

은 새로운 기술과 업무 신을 통한 시장의 선  여부에 

달려있다.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서비스의 모방이 

용이해짐에 따라 새로운 신 창출이 요구된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이 신의 창출로 이어진다면 생산

성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신장될 것이다[26]. 김 진·김태성은 기업이 생존과 성장

을 해서는 미래를 측하기 보다는 미래를 창조할 것

을 강조하고 있다. 물리 ·논리  공간이 확 됨에 따라 

신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이 성공

인 신을 추진하기 해서는 경 층의 심과 참여, 

시스템  요소, 조직  요소 이외에 기본 인 사항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신을 추진한다. 둘째, 조직원 모두가 신을 일상 인 업

무로써 이해하고 실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셋째, 신

방향에 한 일 성을 유지해야 한다[27]. 기업에서 신

은 제조업 기반의 근 방식이 주류 으나, 1990년  고

객지향 개념이 확산되면서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상호작용에 무게 심을 두는 으로 이동하 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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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비스가 제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 되는 모습이

다[28]. 이와 같은 에서 융서비스업 종사자의 지식

공유가 기업 신에 미치는 향 계 분석은 시의 한 

것으로 단된다.  

3. 연구모델 및 가설

3.1 연구모델

본 연구는 융업 종사자들이 지식공유를 한 선행

요인과 향 계를 규명하고 조직의 성과에는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목 을 수행

하기 해 지식공유의 선행요인으로서 융업 종사자의 

특성, 지식공유, 조직성과 등 3가지 개념을 심으로 연

구모델을 구성하 다. 특성요인은 개인 ·조직  차원으

로 구분하 다. 개인  차원은 신뢰성향, 주  규범, 지

식공유 의지를, 조직  차원은 원 간 신뢰, 경 층 지원

을 설정하 다. 그리고 직무만족과 기업 신을 조직성과 

요인으로 설정하 다. 연구모델을 도식화하면 <그림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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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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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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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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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

H2

H4

Knowledge 

Sharing

[Fig 1] Research model

3.2 가설

3.2.1 개인적 특성과 지식공유

기업조직 내에서 지식공유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해

서는 개인  차원의 특성이 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지

식 수자가 희생을 감수하고 지식을 이 하려는 극

인 참여가 필요하다[29]. 특히, Grant는 기업 내 지식생성

과 련하여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 다. 그는 기업 내에

서 지식의 창조는 개인차원의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며, 

기업의 주된 역할은 존재하는 지식을 제품이나 서비스에 

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 다[30].

한편 McKnight and Chervany은 개인의 신뢰 성향은 

제도  기반 신뢰, 신뢰성 믿음, 신뢰의도 등에 향을 주

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31]. 구매자의 신뢰성향은 인터

넷 상거래에서 매자에 한 신뢰의 기 가 되는 매

자의 배려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32]. 

이상의 이론과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신뢰성향을 기업 내 

지식공유에 응용하면 신뢰성향이 강한 지식 수자는 지

식 이 에 따른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지식 수혜자를 

한 배려를 해 극 으로 지식을 공유할 것이다. 이

상의 이론과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융업 종사자의 신뢰

성향은 지식공유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을 설정한다.

합리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은 인간

의 행 를 이해하고 측하기 한 모델이다. 이 모델은 

인간의 행동 의도는 행동에 한 태도와 주  규범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을  정

보기술 수용에 용하여 주  규범(Subjective Norm)

이 정보기술 사용에 있어서 요한 결정요인으로 연구되

고 있다[33][34][35]. 지식정보화 사회로 심화 될수록 기

업이 보유하는 지식과 정보는 경쟁력이다. 따라서 지식

공유는 개인이나 조직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한 필수조

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더 나아가 사회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의 이론과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융업 종사자의 주  규범은 지식공유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최근 지식공유에 한 연구에서 개인 의지를 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지식 수혜자의 동기보다는 수

자가 본인의 희생을 불구하고 극 으로 지식을 이 하

려는 의지가 요하다. 따라서 성공 인 지식경  활동

을 해서는 타의에 의해서가 아닌 자의  참여의지가 

강조된다.  천덕희 외의 연구에 따르면 여행업 종사자의 

지식공유 의지가 지식공유 활동에 정(+)의 향을 미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9]. 이상의 이론과 실증연구를 바

탕으로 융업 종사자의 지식공유 의지는 지식공유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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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 융업 종사자의 신뢰성향은 지식공유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 : 융업 종사자의 주  규범은 지식공유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3 : 융업 종사자의 지식공유 의지는 지식공유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2 조직적 특성과 지식공유

오늘날 기업환경에서 지속 인 성장과 발 을 해서

는 기업 내 조직 구성원 간에 감정 인 믿음 즉, 원 간 

신뢰는 필수 이다[36]. Zand의 연구에 따르면 신뢰가 낮

은 그룹은 구성원 간에 계를 방해하고, 문제 인식을 왜

곡한다. 그리고 종합 이며 실 인 문제해결에서 주의

를 흩트리고 조직원들은 문제를 자신의 약 을 최소화하

는 도구로 사용한다고 하 다. 반면에 신뢰가 높은 그룹

은 불확실성과 문제를 보다 효과 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7]. 강명희 외는  구성원이 인식하는  특

성이 지식공유 정도에 미치는 연구를 통해 원 간의 신

뢰가 지식공유정도와  성과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 다[36].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융업 종

사자의 원 간 신뢰는 지식공유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기업 조직차원에서 경 층의 이해와 심은 구성원들

이 보다 극 으로 지식공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매제라 할 수 있다. 박문수·문형구는 집단 간 지식공유에 

한 연구를 통해 경 진의 지식공유에 한 태도는 구

성원의 지식공유 행동 유발에 향을 다고 하 다. 그

리고 지식공유의 확산을 해 보상 등의 제도화를 제안

하 다[38]. Davenport et al.은 성공 인 지식경  로

젝트 수행을 해 경 진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

은 경 진이 강력하게 지식 지향 이기 보다는 단지 도

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 다. 즉, 지식공유를 

한 환경 조성의 역할을 강조하 다.  를 들면, 지식공

유 기반 제공을 한 보상이나 다른 자원의 제공, 평가제

도의 변경 등 조직구조 변화에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고 하 다[39]. 천덕희 외는 여행사 직원들을 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 지식공유에 한 경 층의 지원은 지식

공유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29]. 

한, Eisenberger et al은 지각된 조직 지원은 직무를 성

실히 수행하고, 직 인 보상과 무 하게 기업 신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하 다

[40]. Oldham and Cummings은 도 인 직무, 경 층의 

지원이 있을 때 가장 창의 인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

다[41]. 따라서 경 층이 극 으로 자신을 지원하고 배

려한다고 인식하면 조직의 성과 향상과 경쟁력 증 를 

해 새로운 업무추진 방식이나 아이디어 제안에 극

일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융업 종사자

의 경 층 지원은 지식공유와 기업 신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H4 : 융업 종사자의 원 간 신뢰는 지식공유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5 : 융업 종사자의 경 층 지원은 지식공유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6 : 융업 종사자의 경 층 지원은 기업 신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3 지식공유와 조직성과

지식공유와 조직성과 간의 연구를 살펴보면, 박태호·

정동섭은 지식공유가 직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

다고 하 다[42]. 이러한 결과는 Kaplan & Norton의 연

구 결과를 지지한다. 한편, 일반 으로 직무만족에 향

을 주는 요인을 내  요인과 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

다. 내  요인은 과업에 한 성취감이나 성장기회 등이

며, 외  요인은 임 인상, 작업조건 등이 있다. 이러한 

에서 조직 구성원은 활발한 지식공유를 통해 직무 

 과업에서 더 많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나아가 

조직 내에서 다양한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성과향상을 

통한  보상 등 직무만족이 기 된다[43]. 이상의 

연구 결과와 논리를 바탕으로 융업 종사자의 지식공유

는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

정한다.

Harlow는 암묵지(tacit knowledge)가 기업성과에 미

치는 향연구에서 신과 재무  성과는 높은 수 의 

암묵지에서 강화된다고 하 다. 그는 기업의 반 인 

신 성과는 기업이 생산한 모든 지식의 사용 그리고 이 

지식을 가치창출 활동에 용하는 정도에 달려있다고 하

다[44]. Hardy et al.은 조직간 업을 통해 요한 자

원을 공유하고 지식이 이 가능하다고 하 다. 업은 

조직 내에 존재하는 지식의 단순한 이 뿐만 아니라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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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Operation Definition Item Resource

Disposition to 
Trust

A disposition that indicates 

personal characteristics of 

relying on or believing in a 

person or thing

I tend to trust other people. 

[32][47]I strongly believe in the warm hearts of other people.

I trust people, unless there is a reason for not being able to do so. 

Subjective 

Norm

Thinking that a personally 

influential  group or other 

people should engage in 

knowledge -sharing 

People around me (co-workers, school acquaintances, family, friends) 

probably think it is wise for me to share knowledge. 

[33][48]
People around me probably think it is necessary for me to share knowledge. 

People around me probably think it is valuable for me to share knowledge. 

People around me probably think I should engage in knowledge-sharing. 

Knowledge

-Sharing 

Willingness

Willingness to continuously 

share knowledge with 

organizational members

I have an intention to offer or receive knowledge needed for performing 

tasks from my co-workers.
[49][50]

I have an intention to share knowledge or experience with co-workers.

I try to obtain new knowledge. 

Trust in peers

Degree of recognizing and 

emotionally believing in the 

capabilities of team members

I can speak freely about difficulties of tasks to co-workers.

[36][51]
I deliver my new information to co-workers who might find it useful.

I help co-workers with heavy workload, even if it is not my duty.

I help peers with difficult tasks, even when I am not asked for help. 

Management 

Support

Degree of understanding and 

supporting the knowledge

-sharing of the management 

My company management offers long-term vision on knowledge-sharing.

[29][46]

My company management is well-aware of knowledge-sharing .

My company management tends to actively support knowledge-sharing.

My company management tends to make effort to establish an environment 

for knowledge-sharing

Knowledge 

Sharing

Activity to spread knowledge to 

other organizational members

I share data, documents, and manuals necessary for performing tasks

[50]

I share knowledge I obtained from business trip and education by creating 

a report.

I share knowledge I personally studied, which is related to work

I spread experience and know-how I personally accumulated, which is 

related to work. 

Job Satisfaction

Positive impression of 

employees based on 

self-assessment of their 

performance

I am generally satisfied with my work. 

[52][53]
I am happy to do this work. 

I think my company offers fair promotion opportunities. 

I am satisfied with my co-workers. 

Firm

Innovation

Gradual or radical changes in 

products, services, or 

procedures

My company tends to try new approach in every task.  

[29][54]

[55]

My company tries to use new solutions to past issues. 

My company tries to find more efficient ways of handling work. 

My company tries to improve its methods of handling work 

<Table 1> Measures for the research model

로운 지식과 제품의 시 지 효과를 진하며, 략  

에서 향상된 경쟁우 를 통해 성과 향상에 기여한다고 

한다[45]. Brachos et al.은 문헌연구를 통해서 “조직 내

에서 지식의 창조와 이 은 기업의 경쟁우 를 한 기

본을 제공한다.”고 하 다. 넓은 의미로는 지식지향 인 

경쟁력은 산업 내에서 지속 인 성과와 성장을 해 결

정 이라고 하 다[46]. 천덕희 외는 지식공유는 기업

신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하

다[29]. 이상의 연구 결과와 논리를 바탕으로 융업 

종사자의 지식공유는 기업 신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H7 : 융업 종사자의 지식공유는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8 : 융업 종사자의 지식공유는 기업 신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문항

<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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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증 분석

4.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실증분석을 한 본 조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설문의 

내용과 구성 등을 검토하기 해 융업 종사자 30명을 

상으로 비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이 과정을 통해 

설문내용이 모호하거나 복되는 개념은 수정  삭제하

다. 설문은 단일 개념을 3～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설문에 한 응답은 리커드 5  척도로 측정하 다.

본 설문 조사는 재 융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을 

상으로 하 다. 국내 일반은행을 비롯하여 신용보증기 , 

농 , 증권사 등에서 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를 상

으로 2013년 6월 10일부터 22일까지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설문지는 총 188부를 회수하 으며 불성실한 답으

로 추정되는 3부를 제외한 185부를 분석하 다. 통계분

석은 IBM SPSS Statistics 20과 IBM SPSS AMOS 20을 

기반으로 응답자의 일반  특성,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 으며, 연구의 가설은 구조방정식모델 

을 이용하여 검정하 다.

4.2 표본의 특성

표본의 일반  특성은 <표 2>와 같다. 응답자의 성비는 

남성 69.3%, 여성 30.7%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유율을 

나타냈다. 연령층은 40  41.8%, 50  22.3%, 30  21.7% 

순이었으며, 학력은 졸 73.8%, 고졸 10.4% 등으로 조사

되었다. 직 은 차장이 39.7%로 가장 높은 유율 보 으

며, 다음으로 장 16.3%, 사원 13.0%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Respondents profile

Categories Frequency Ratio(%)

Sex
Male 124 69.3
Female 55 30.7

Age

20s 26 14.1
30s 40 21.7
40s 77 41.8
50s 41 22.3

Education

(Graduating)

High school 19 10.4
2-year college 13 7.1
4-year college 135 73.8
graduate 16 8.7

Position

Clerk 24 13.0
Assistant manager 15 8.2

Manager 18 9.8
Assistant general 

manager
73 39.7

Team Head 30 16.3
General manager 14 7.6
Director 1 0.5
Etc. 9 4.9

4.3 신뢰도 분석

신뢰도(Reliability)는 측정한 변수 사이의 일 된 정

도를 알아보는데 을 두고 있다. 동일한 개념에 해

서 반복 으로 측정했을 때 나타나는 측정값들의 분산을 

의미한다. 측정항목에 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서는 

일반 으로 Cronbach's ɑ값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Table 3> Reliability analysis  

Variable # of item Cronbach's ɑ
Disposition to Trust 3 0.834

Subjective Norm 4 0.932

Knowledge-Sharing 

Willingness
3 0.755

Trust in peers 4 0.839

Management Support 4 0.914

Knowledge Sharing 4 0.849

Job Satisfaction 4 0.801

Firm Innovation 4 0.889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이 값이 0.7이상이며 신뢰도가 

있다고 간주한다[56]. 본 연구는 총 8개의 개념을 측정하

으며, Cronbach's ɑ값은 ‘지식공유 의지’가 0.755로 가
장 낮고, ‘주  규범’이 0.9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

라서 측정개념은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되다. 

세부 인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다음으로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신뢰도를 분석하

다. 요인추출은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 으며 요인회 은 

직각회  방법으로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회

방식을 선택하 다. 탐색  요인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따라서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4.4 타당도 분석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 다. 먼 , 구성개념의 측정항목을 정제하는 과정

을 거쳤다. 표 화 요인 재량이 0.7미만이거나, 측변

수의 SMC가 하게 낮으면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측변수에서 제거 할 수 있다[58]. 최종 측정항목

은 신뢰도, SMC, 측정모델의 합도를 고려하여 지식공

유 의지 1문항(지식공유 의지3), 직무만족 1문항(직무만

족4), 기업 신 1문항(기업 신1)을 제거하 다.

구성개념에 한 단일차원성 검증을 해 타당도 평

가를 실시하 다. 구성개념  타당도는 구성개념과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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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Components

1 2 3 4 5 6 7 8

MS3 .864 .099 .192 .068 .125 .164 .132 .061

MS4 .848 .107 .278 .082 .066 .132 .133 .055

MS2 .782 .030 .286 .139 .127 .152 .024 .038

MS1 .702 .032 .331 .186 .109 .182 -.063 .045

SN3 .027 .871 .054 .125 .191 .085 .188 .161

SN4 .070 .850 .078 .121 .177 .137 .218 .133

SN2 .090 .841 .055 .169 .119 .131 .176 .014

SN1 .098 .801 .049 .064 .225 .130 .116 .241

IV2 .318 .126 .767 .108 .186 .174 .099 .137

IV3 .391 .033 .764 .055 .173 .161 .078 .145

IV4 .411 .001 .733 .080 .170 .170 .024 .185

IV1 .167 .072 .712 .304 -.003 .111 .155 -.166

KS2 .115 .116 .198 .799 .139 .059 .165 -.027

KS3 .136 .147 .095 .753 .186 .213 .086 .168

KS4 .172 .120 .166 .717 .237 .246 .185 .220

KS1 .384 .280 .043 .402 .391 .134 .168 .205

TP3 .143 .184 .166 .308 .733 .090 .125 .113

TP2 .150 .197 .059 .169 .728 .083 .215 .265

TP1 .200 .256 .245 -.044 .674 .204 .145 .118

TP4 .030 .198 .091 .475 .618 .058 .130 .058

JS2 .222 .159 .208 .145 .077 .824 .126 .091

JS1 .253 .124 .137 .149 .171 .803 .123 .132

JS3 .171 .182 .411 .172 .076 .572 .132 .010

JS4 .348 .181 .037 .173 .249 .355 .200 .185

DT1 .041 .239 .101 .122 .202 .147 .770 .132

DT3 .174 .265 .093 .152 .150 -.018 .760 .224

DT2 .045 .206 .115 .202 .146 .265 .759 .030

WK2 .149 .240 .053 .119 .241 .120 .079 .799

WK1 -.032 .142 .097 .077 .246 .178 .220 .785

WK3 .256 .358 .088 .387 -.105 -.109 .126 .509

<Table 4> Exploratory factor analysis

을 측정하는 변수 사이의 단일차원성에 한 것으로 구

성개념이  측변수에 의해서 측정이 잘 되었는지를 나

타내는 것이다. 구성개념의 타당도는 집 타당성

(convergent validity), 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법칙타당성(nomological validity) 등으로 분류한다. 

집 타당성은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측변수들의 일

치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표 화 요인 재량이 0.5

이상(이상 으로 0.7이상)이며 통계 으로 유의 (C.R = 

1.965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AVE(평균분산추출) 0.5

이상, 개념신뢰도는 0.7이상 이어야 한다[57][58][59]. 본 

연구의 구성개념은 <표 5>와 같이 권고수 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집 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별타당성을 검증하 다. 검증방법은 잠재

변수의 AVE가 잠재변수간 상 계수의 제곱보다 크면 

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상 계표 <표 6>

과 같이 ‘지식공유’와 ‘ 원 간 신뢰’의 상 계수가 0.706

으로 가장 높으며, 이 계수의 제곱 값은 0.491이다. 최  

AVE 값 0.718( 원 간 신뢰)은 상 계수 최고값의 제곱

값보다 크다. 그러므로 별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법칙타당성은 잠재변수간의 방향성에 한 것으로 연

구 가설과 변수 간에 방향이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여 단할 수 있다. 측정개념은 <표 6>과 같이 가

설과 실제 측정 자료의 방향이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법칙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의 타당성은 문

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금융업 종사자의 특성이 지식공유, 직무만족, 기업혁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234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 Oct; 11(10): 225-240

Variable item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Critical Ratio AVE

Composite 

Reliability

Disposition to Trust

DT1 0.809 -

0.759 0.905DT2 0.778 10.644

DT3 0.787 10.762

Subjective Norm

SN1 0.837 -

0.891 0.970
SN2 0.837 14.119

SN3 0.926 16.772

SN4 0.924 16.696

Knowledge-Sharing 

Willingness

WK1 0.818 -
0.849 0.918

WK2 0.846 9.354

Trust in peers

TP1 0.698 -

0.718 0.910
TP2 0.788 9.592

TP3 0.823 9.942

TP4 0.723 8.880

Management Support

MS1 0.762 -

0.809 0.944
MS2 0.832 11.999

MS3 0.900 13.170

MS4 0.917 13.430

Knowledge Sharing

KS1 0.689 -

0.730 0.914
KS2 0.692 8.516

KS3 0.823 10.009

KS4 0.895 10.617

Job Satisfaction

JS1 0.865 -

0.741 0.894JS2 0.902 14.243

JS3 0.667 9.934

Innovation

IV2 0.827 -

0.853 0.945IV3 0.941 16.372

IV4 0.905 15.585

<Table 5>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Variable
Correlations

(1) (2) (3) (4) (5) (6) (7) (8)

(1)Disposition to Trust 1

(2)Subjective Norm 0.615 1

(3)Knowledge-Sharing Willingness 0.530 0.523 1

(4)Trust in peers 0.619 0.576 0.622 1

(5)Management Support 0.348 0.268 0.304 0.439 1

(6)Knowledge Sharing 0.579 0.484 0.522 0.706 0.473 1

(7)Job Satisfaction 0.488 0.408 0.414 0.498 0.547 0.555 1

(8)Firm Innovation 0.353 0.248 0.342 0.476 0.701 0.475 0.553 1

Mean 3.72 3.94 4.32 3.71 3.33 3.60 3.50 3.36

S.D 0.63 0.60 0.58 0.60 0.72 0.62 0.69 0.77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4.5 가설 검정 결과

가설 검정을 해 구조방정식모델을 구축하고 AMOS 

로그램을 기반으로 분석하 다. 연구모델  가설검정 

결과는 <그림 2>, <표 7>과 같다.

연구모델 분석결과는 Chi-square=578.819, d.f=309, 

Chi-square/d.f=1.892, GFI=0.815, SRMR=0.0772, 

IFI=0.925, TLI=0.913, CFI=0.924, RMSEA=0.070으로 나

타났다( 합도 수용 권고수  Chi-square/d.f=3.0미만, 

GFI=0.9이상, SRMR=0.08이하, IFI=0.9이상, TLI=0.9이

상, CFI=0.9이상, RMSEA=0.1이하). 합도 평가기 에 



Study on Effect of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Professionals on Knowledge Sharing, Job Satisfaction, and Firm Innovation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35

Hypotheses Path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Standard 

Error

Critical

Ratio
P-value Results

H1
Disposition to Trust 

-> Knowledge Sharing
0.188 0.104 1.973 0.05 Supported

H2
Subjective Norm

-> Knowledge Sharing
0.032 0.096 0.389 - Rejected

H3
Knowledge-Sharing Willingness

-> Knowledge Sharing
0.077 0.116 0.857 - Rejected

H4
Trust in peers 

-> Knowledge Sharing
0.454 0.131 4.142 0.001 Supported

H5
Management Support 

-> Knowledge Sharing
0.210 0.072 3.095 0.005 Supported

H6
Management Support 

       -> Firm Innovation
0.592 0.092 7.055 0.001 Supported

H7
Knowledge Sharing 

-> Job Satisfaction
0.602 0.074 7.710 0.001 Supported

H8
Knowledge Sharing 

-> Firm Innovation
0.216 0.074 3.003 0.005 Supported

<Table 7>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따르면 GFI가 수용 가능한 권고수  0.9를 하회하지만 

그 외의 지수들이 권고 기 치를 상회하고 있어 연구모

델은 우수하거나 반 으로 수용 가능한 수 으로 단 

할 수 있다.

Chi-square=578.819, d.f=309, Chi-square/d.f=1.892, GFI=0.815, 

SRMR=0.0772, IFI=0.925, TLI=0.913, CFI=0.924, RMSEA=0.070

채택 :       기각 :       *p < 0.05, **p < 0.005, ***p<0.001

[Fig. 2] Path analysis of the research model

연구모델에서 제시한 가설경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

다. 개인  차원 에서 신뢰성향이 유의수  0.05로 지

식공유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규범과 지식공유 의지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은 채택이 되었으며 가설2와 

가설3은 기각되었다. 조직  차원 에서 원 간 신뢰와 

경 층 지원은 유의수  각 0.001, 0.005로 지식공유에 정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4와 

가설5는 채택되었다. 경 층 지원은 유의수  0.001로 기

업 신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6은 

채택되었다. 경 층 지원이 기업 신에 미치는 향력은 

간 효과 0.045(유의수  0.005), 총효과 0.637(유의수  

0.005)로 나타났다.  

지식공유는 직무만족과 기업 신에 유의수  0.005, 

0.001에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가설7과 가설8은 채택되었다. 한편, 잠재변수가 측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R² 값은 지식공

유 0.610, 직무만족 0.363, 기업 신 0.527 로 나타났다.

4.6 토의

가설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개인  차원의 신뢰

성향은 지식공유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신뢰성향이란 남을 배려하는 개인  성향이다. 

신뢰성향이 강하다는 것은 특별히 상 방을 신뢰하지 못

할 이유가 없다면, 극 으로 상 방을 믿고 의지 하려

는 성질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조직에서 지식

공유는 남을 배려하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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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이  강한 구성원은 동료들의 업무를 돕고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를 기꺼

이 제공하며,  극 인 지식 수용 의지를 바탕으로 활발

히 지식공유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주

 규범과 지식공유 의지는 지식공유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규범은 자신에게 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자신도 기꺼이 사용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기

존 연구에서 주  규범이 정보기술의 수용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융업 종

사자의 지식공유에는 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반된 결과는 지식공유 행 의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시스템을 수

용한다는 것은 라이 스타일, 업무처리 차 등에서 외

인 변화를 수반한다. 즉, 기술수용에 따른 변화를 외

으로 표출함으로서 시선이나 기 에 부응할 수 있다. 반

면에 지식공유는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비

속 이고 자신의 의지에 좌우된다. 지식공유에 한 

주변사람들의 시선이나 기 가 인지되어도 차나 형식 

등 외 으로 표출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

 규범이 지식공유에 양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단

된다. 마지막으로 지식공유 의지가 지식공유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국내 융업의 지식경  실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실 으로 지식경 은 보상제도

나 리자의 압력 등으로 등록건수만을 채우는 형식 인 

활동에 머물고 있다. 지식경 시스템에는 등록된 지식에 

한 한 검증이나 분석 차가 없어 고부가가치 지식

의 생성이나 유포가 어려우며 등록된 지식도 제 로 활

용되지 않아 업무의 비효율성만 래하고 있다[7]. 기업

과 조직 구성원 에서 보면, 지식경 은 하나의 경  

트 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지식경 의 성과는 자

신의 의지와는 련에 없다는 인식이 가능하다. 이와 같

은 상황인식이 반 되어 지식공유에 한 개인  의지가 

지식공유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조직  차원 에서 원 간 신뢰 그리고 경 층 지원

은 지식공유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구성원 간 믿음이나 신뢰가 높은 집단은 

문제 해결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원 간 

신뢰는 지식공유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련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지식공유 활성화를 해 경

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경 층은 직 으

로 지식경 에 참여하기보다는 활성화를 한 환경조성

이 강조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성공 인 지식경  가이

드라인과 련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공유는 성과변수로서 직무만족과 기업 신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구성원 간에 지식을 

공유함으로서 업무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험을 

미리 견하고 처할 수 있으며,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험을 낮출 수 있다. 궁극 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

되고 효율 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식공유

는 직무만족에 강한 향을 주는 것으로 단된다.

기업 신이란 이 과 차별되는 제품, 서비스, 진행방

법에서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는 불확실한 기업

경 환경에서 지속 으로 성장하기 한 략  경쟁요

소이다. 이를 해 구성원 간에 지식의 생성·유포·활용은 

필수 이다. 즉, 조직 내 활발한 지식공유를 기반으로 한 

지식친화 인 문화는 지속 인 경쟁우 를 해 반드시 

요구된다. 따라서 지식공유는 기업 신에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5. 결론

몇 해 부터 융업권간에 업무 역이 무 졌다. 최

근 세계경제의 침체는 리 기조의 장기화를 래하고 

있다. 내외 인 상황을 고려하면 융업에서 과거와 

같은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기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융업계는 신성장 동력을 찾기 한 일환으로 

비용·고효율 인 조직으로의 탈바꿈이 실히 요구된

다. 융산업은 타산업과 비교하여 직원의 문  지식

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시  상황과 업무특성을 고려

하면 융업에서의 지식경  도입은 필수 이다. 따라서 

련 연구는 실무 ·학문 으로 많은 시사 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갖고 본 연구는 융업 종사

자를 상으로 지식경  활동의 인과 계를 살펴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효율 인 지식경  활동을 

한 조직  구성원의 특성과 조직의 성과요인 간의 향

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국내의 융업 종사자(은행, 신용보증기 , 증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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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명을 상을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AMOS기반의 

구조방정식모델 이용하여 가설검증 차를 거쳤다.

본 연구의 학문  시 을 살펴보면, 첫째. 융업에서 

지식경 을 개인과 조직차원을 심으로 연구가 이루어

졌다. 융업에서 지식경 이 성공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개인들의 자발 인 참여가 무엇보다 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다수의 연구는 지식경 시스템

을 심으로 진행되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융업을 포함하여 문  업무역량이 강조되는 

기업에서 지식경  연구에 기 가 될 것이다. 한, 지식

경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

하는 기업을 연구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단된

다. 둘째. 융업권의 지식경  도입에 따른 성과변수를 

설정하고 향 계를 규명하 다. 기존 연구는 지식경

의 선행요인을 규명하는데 을 두거나, 는 일부 연

구에서 재무  수익률, 인력, 고객만족 등을 제한 으로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지식경 의 성과변수로서 구성

원의 직무만족과 기업 신을 다루었다. 향후 융업에서 

직무만족과 지속 인 경쟁우  확보를 한 기업 신 연

구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단된다.

실무  시사 을 살펴보면, 첫째. 융업에서 지식공

유 활성화를 해 개인의 신뢰성향이 요하다. 상호의

존성이 높은 경 환경에서 조직의 목표달성을 해 구성

원을 배려하고 도우려는 태도가 실히 요구된다. 때문

에 기업은 지식경  활성화를 해 신뢰성향이 강한 인

재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용과정에서 기업과 

조직, 그리고 구성원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향이 강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식공유 활성화를 해 기업  조직차원의 지원이 무

엇보다 강조된다. 지식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주체는 인

간이다. 그러나 자발 인 행동에는 한계가 있다. 기업 경

층은 지식의 생산과 활용 등을 동기 부여할 수 있는 

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지식공유는 직무만족

과 기업 신에도 향을 미친다. 활발한 지식공유를 통

해 직무만족도를 높여 이직률을 낮추고 기업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 이직에 따른 재교육이나 채용과정 등의 비

용을 감할 수 있으므로 효율 인 인사정책이 가능하다. 

한, 지식공유는 기업 신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부서와 구성원만으로 신  아이디어를 

지속 으로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조직구성원 모두가 

창의 인 지식과 아이디어를 생산·공유할 때 비로소 가

능하다. 아울러 생산 인 지식공유를 해 지식의 가치

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제도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기업

신에 기여하는 지식을 지속 으로 찰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지식공유는 활성화되고, 더욱 창의 인 지식

이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시사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갖고 있다. 첫째, 실증분석에서 

융업간 구분을 하지 않았다. 실질 으로 융업간에 직

무특성에서 차이가 없는지 실증분석이나 업무분석 차

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융업권간에 업무 역이 무

지고 있는 실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에 한 과학 인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지식공유의 

성과변수는 조사 상자가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하 다. 

지식경 을 지속 으로 활성화하기 해서는 성과변수

를 재무  지표와 같이 수치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직무만족에 따른 이직률 감소, 근태실 의 

변화, 인 자원 역량 강화, 지식을 활용한 기업 신 등이 

그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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