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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많은 연구자들이 리더십이 지식관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리더십에 초점을 두어 
지식관리와의 관계를 논의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관리를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다고 평가받는 
2개의 지방자치 직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 기관장의 리더십이 지식관리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밝혀내고
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 유형 중 지식관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참여적 리더십사례
를 통해 리더십이 성공적 지식관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적 리더십은 조직구성
원들의 조직 내의 의사결정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조직 내 성공적인 지식관리
를 담보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리더십이 지식관리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임을 밝혀냈으며, 향후에는 
양적접근방법을 병행하여 리더십 변수와 지식관리와의 상관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 역시 의미 있으리라 본다. 

주제어 : 지방자치단체, 기관장,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 지식관리

Abstract  Many researchers in the knowledge management area pointed out  that leadership is a important 
factor affected knowledge management. But, research focused on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management 
and leadership was very rare. This study analyzes, by qualitative approach of in-depth interviews for employees 
and CEO of 2 rolled-rated municipalities,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of CEO in local government and 
knowledge management. The results show that participatory leadership expand opportunity of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of employees in local government, and enable successful knowledge management through free 
communication among employees. Participatory leadership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high levels of employee 
knowledge management activities. Future research may want to focus on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and 
knowledge management through a quantitative approach. 

Key Words : Local Government, Chief Executive Manager, Leadership, Participatory Leadership, Knowledg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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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조선 역사에서 질  성장에 성공했던 임 으로서 세

종과 정조가 꼽힌다. 두 임 의 공통 은 신을 해 인

재와 지식이 만나는 공간을 먼  만든 이다. 세종은 집

을, 정조는 규장각을 세워 고 지식을 그곳에 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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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의 다양한 인재를 불러 모았다. 그 결과 집 과 

규장각은 지식과 아이디어가 마르지 않는 샘물 역할을 

했다(우병 의 동서남북, 조선일보 2013년 12월 2일자 기사). 

조직이 성과를 제고하기 해서 리더십이 요한 역

할을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지식 리를 성공 으로 수

행하기 해서도 리더의 역할은 매우 요하며 리더십의 

유형에 따라 조직의 지식 리의 성패가 나뉘기도 한다. 

우리나라 공공기  지식 리의 출발 은 김  통

령이라고 할 수 있다. IMF직후 통령에 취임한 김  

통령은 무엇보다도 공공부문의 문제해결능력을 제고

하고 성과제고를 강조하면서 공공 부문 내에 지식의 양

이 많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를 공유하지도 않는 다는 

을 강조하게 된다. 이로서 김  통령은 지식 리

시스템(KMS)의 구축을 통해 공무원들 간의 지식공유를 

통한 성과제고를 강조하게 되었다. 통령의 지식 리에 

한 주문은  공공부문으로 확산되었고 많은 기 장들

이 지식 리를 요한 조직성과 략으로서 인식하게 됨

은 물론이었다. 김  통령 이후 참여정부 역시 지식

리의 요성에 한 인식이 컸으며 노무  통령은 

IT에 많은 심을 가지면서 공공부문의 지식 리 략은 

계속 으로 유지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를 거

치면서 지식 리 련 정책 이 많은 축소를 가지고 오면

서 통령이 심을 덜 가지게 되자, 많은 공공기 의 장

들도 지식 리에 한 심  인식이 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기 장들의 경우 지식이 조직의 요한 자

원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계속 으로 지식 리를 

성공 으로 해내고 있다.  

그동안 지식 리 연구에 있어서 리더가 조직 내의 정

보나 지식을 리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한 연구가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일부 연구들

이 지식 리 향요인으로서 리더 는 리더십의 역할에 

해서 검증한 연구들이 있었으나, 그것은 다양한 향

요인들  하나로서 다 지는 것이 부분이었다. 본 연

구에서는 지식 리를 성공 으로 하고 있는 2개 기 의 

기 장과 지식 리와의 계를 분석해내고자 한다. 한 

지식 리에 있어서는 으로 요한 리더십 변수에 

한 시사 을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2개 기 의 

기 장을 포함한 직원들을 상으로 한 심층면담 방법을 

사용하 으며,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식

리  리더십에 한 이론  검토를 하 다. 둘째, 지식

리를 성공 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 의 기 장  직

원들을 상으로 한 심층면담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끝

으로 리더십유형이 지식 리활동에 어떻게 향을 미치

는 지에 한 함의를 논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2.1 지식관리의 개관

Karl Wiig은 1986년 UN이 개최한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Conference의 기조연설에서 처음 사용하게 

되고, 1990년  이후 Stewart나 Nonaka등의 등장으로 지

식 리는 하나의 학문분야로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조

직의 성과향상을 한 하나의 략으로써 이해되기에 이

르 다. 지식 리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이란 철학 인 지

식, 이론 이거나 과학 이며 학문 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 이며, 실천 인 지식을 의미한다. 따

라서 실에서의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맥락상의 정보

(contextual information)여야만 지식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1]. 한 지식이란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의 그 유용함을 믿을 수 있을 

만큼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2]. 

지식 리(knowledge management)란 이러한 유용한 

지식을 조직 내에서 잘 보유하고 이를 조직구성원들에게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궁극 으로는 지식활용을 통해 조

직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일종의 조직 리기법이라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직 내의 지식 리는 필요로 하

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시(right time)에 제

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3],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4]. 즉 지식을 리하는데 있어서 

요한 것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역량이 

필요하면 그 역량을 충족시켜  수 있는 지식, 경험, 문

성에 근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근이 수월해야 한

다는 이다. 따라서 지식 리에 있어서 조직 내로 지식

을 보유하고 장하는 것 못지않게 요시 되는 것은 바

로 지식공유라고 할 수 있다. 지식공유는 조직 내 구성원

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에 해 자유롭게 근하고 지

식을 이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식을 공유

하고 활용하는 행 가 매우 부자연스러운 행

(unnatural acts)라는 이다[5]. 따라서 조직 내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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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하여  지식공유와 지식활용을 독려하기 해서는 

조직차원의 매우 극 인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지식

리가 성공할 수 있다. 즉 조직구성원들의 지식친화 인 

노력  지식문화 형성이 가장 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때 가장 요한 조직구성원은 바로 조직의 리더 라고 

볼 수 있다. 

2.2 지식관리와 리더십

그동안 지식 리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성공 인 

지식 리의 요인의 하나로서 리더십을 지 해 왔다

[6][7][8]. 그러나 부분의 지식 리 연구들에서 리더십

은 향요인들의 하나로서 지 되며 다른 향요인들  

하나로서의 치를 하고 있을 뿐 그 요성에 비해 다

소 과소평가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사실 리더십은 지

식 리의 성공을 담보하기 해서 가장 요한 핵심 인 

향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6]. 일반 으로 조직구성원들

은 능동 이기 쉽지 않으며(조선일보, 2011. 5. 7일자), 리

더의 지시나 의지에 따라 수동 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한 정부조직이나 민간 기업을 막론하고 지식 리에 있

어 리더십이 요한 더 큰 이유는 리더십의 심여하에 

따라 지식 리에 한 경제 인 는 인  자원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기술했듯이 조직 내에서 지

식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행 는 인 인 노력이 수반되

어야 한다. 를 들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

식공유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보상제도 등을 수립하고자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때 리

더의 폭 인 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6]. 경제

인 지원 뿐 아니라 리더가 지식 리에 심을 가지고 지

식 리에 한 비 이나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다든지 직  지식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는 것을 부하

직원들이 인식할 때 직원들은 매우 큰 동기부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6]. 

리더십이란 집단의 활동을 하나의 공동목표를 향해 

이끌어 나가는 한 개인의 행동[9]으로써, 목표달성을 

해 집단의 활동에 향을 주는 과정이다[10]. 즉, 리더십

은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하나 이상의 명시된 목표의 달

성을 해 한 상황속에 행사되는 인간 향이라고 볼 

수 있다[11].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

에서는 리더십을 리더가 부하직원들에게 의도 으로 

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어떤 한 조직의 지식 리 략을 행함에 있어서도 조

직리더십의 부하직원들에 한 역할은 으로 보인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 이론  상황  근방법 

 House & Mitchell(1974)[12]의 경로-목표이론의 네가

지 리더십 유형  참여  리더십에 주목하여 이러한 리

더십이 지식 리에 어떻게 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자 

하 다. 경로-목표이론은 리더의 행 , 상황  요인, 구

성원의 지각에 따라 조직의 성과와 효과성이 달라진다는 

이론으로서, House & Mitchell(1974)[12]은 리더십 유형

을 네 가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우선, 지시

(directive) 리더십은 부하에게 기 하고 있는 것을 자세

히 지시하고 알려주며 부하의 제안이나 의견 제시를 바

라지 않는다. 둘째, 후원 (supportive) 리더십에서 리더

는 부하들에 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그러한 후

원자 인 분 기를 통해 조직성과향상을 꾀하고자 노력

하는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참여

(participatory) 리더십은 부하직원들로 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부하직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리더십이다. 즉, 부하들로 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

보나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독려하게 된다. 그 게 공

유된 정보나 아이디어가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한 

것임은 물론이다. 넷째, 성과 지향 (achievement 

oriented) 리더십은 도 인 목표를 정해놓고, 개선이나 

신을 모색하여 최고의 성과를 내도록 독려하는 리더십

이다. 이러한 네 가지 리더십 유형  조직 내 지식을 효

과 으로 공유하여 활용하도록 조직구성원들을 리할 

수 있는 리더십은 참여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다.  지

식의 자유로운 유통에 있어 요한 것은 조직내에서 지

식의 흐름이 원활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지식의 흐름

은 곧 그 조직에서 리더가 부하직원들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지 매우 큰 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참여  

리더는 조직구성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활발하게 참여

하도록 유도하고 독려하므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의 흐름 역시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13][15]. 반면, 지시  리더는 지식의 원활한 흐름을 가

장 방해하는 리더십으로 이해될 수 있다. 지시에 해서

는 토론보다는 보고 등의 수직  의사소통이 일반 인 

응방식이라고 보여진다. 한 후원  리더쉽이나 성과

지향  리더쉽은 성과나 목표를 강조하므로서 자칫 부하

직원들과의 교감이나 참여 등 지식 리에서 강조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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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들이 참여  리더십보다는 다소 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그러한 참여  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직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들의 지식을 조직의 지

식으로 변화시키고 이를 잘 활용하여 궁극 으로는 지식

조직으로 변모하게 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하고

자 한다. 

3. 리더십과 지식관리사례연구

3.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지식 리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

로 명된 리더십 변수와 지식 리와의 계에 을 

두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출발하 다. 

따라서 리더십과 지식 리와의 계를 논의함에 있어 양

인 연구방법 보다는 질  연구방법이 당하다. 리더

십이 어떻게 지식 리에 향을 미치는지에 한 자세한 

메커니즘을 악하기에는 양 인 근방법을 통해서는 

어려울 뿐 아니라 리더십과 지식 리와의 상 계를 깊

이있게 이해하기 해서도 하다고 보여 진다. 

사례연구는 질  연구방법으로서 계량 인 측정방법

이 가능하지 않으며, 세심한 부분까지 심도 있게 분석하

기에 유리한 연구방법이다. 본 연구의 사례들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를 연구하기 해서는 직  방문하여 인터

뷰 등의 방법을 사용하 다. 본 연구 상으로 선정된 지

방자치단체의 경우 그동안 지식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험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로서 지식행정을 성공 으

로 수행내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고 있는 기 들이

라고 할 수 있다. 리더십과 지식 리와의 상 계를 측

정하기 해 지식 리 목표의 공유, 지식 리 지원  지

식활동에 한 보상과 련된 항목들로 측정하 다. 

measurements

Shared goals for 

knowledge 

management

. Awareness about the background and objectives 

of the knowledge management

. Sharing with employees about knowledge  

management strategy and objectives

knowledge 

management support

. Interest in knowledge management systems

. Support for a reward system for knowledge 

activities

<Table 1> measurements for in-depth interviews

3.2 참여적 리더십과 지식관리사례 1: J 구청장

J구청은 경북 소재 D시에 지방자치단체이다. J구의 면

은 체 D시의 0.8%를 차지하는 7.06㎢로서 인구는 

76,246명이다. J구청은 3국, 2실, 1단, 15과, 보건소, 1개 

사업소, 12동의 조직으로 구성되며, 체 공무원은 582명

이다. 면담에 참여했던 직원들은 구청장  CKO를 담당

하고 있는 부구청장, 그리고 지식 리 담부서 직원들 

 일반직원들로서 총 11명의 인원을 면담하 다

<Appendix 1>.

재 J구청은 별도의 지식 리시스템을 운  에 있

으며, 부구청장을 CKO(지식 리최고책임자)로 지정하

여 지식 리를 총 하고 있다. J구청의 경우 다른 공공기

과 달리 지식 리총 이라는 직책을 기획 산실장

에게 맡김으로서 지식 리에 한 산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한 각 부서별로 지식행정 실무자를 1

인씩 지정하여 운 하여 부서별 지식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지식모니터라는 명칭을 부여한 

부서별 지식 리담당자들의 경우 소 부서에서 등록한 

지식을 필터링하여 지식의 품질을 향상하고 있을 뿐 아

니라, 지식 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식의 분야별 우수지식

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처음부처 J구청

이 지식 리에 한 심이 높았던 것은 아니었다. Y구

청장은 재 3선 청장으로서 지역주민뿐 아니라 조직구

성원들에게도 신망이 높았다. 인터뷰를 했던 직원들 역

시 구청장에 한 높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었다. 

J구청의 구청장은 구청장으로 당선되고 나서부터 부

하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을 매우 시하며, 안이나 난제

들을 직  장에서 확인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부임

당시 J구청내에 지식 리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었지만 

매우 유명무실하게 운 이 되어있었고, 구청장은 이 지

식 리시스템을 의사소통의 채 로 이용하고자 하게 되

었다. 물론 구청장으로 당선 부터 IT에 매우 심을 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SNS 등을 통한 의사소통에 이미 많

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매우 큰 도움을  수 있

었다. 지식 리 연구자들에 의하면, 조직의 목표와 연계

된 지식 리의 비 과 목표를 인식하고 이를 조직구성원

들과 소통하는데 활발한 참여  리더십의 경우, 지식

리에 매우 정 인 상 계를 가지며, 한 이러한 ㄹ

리더십의 경우 지식 리에 한 제반 경제 , 인  지원

에 있어서도 매우 극 인 것으로 나타났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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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지식관리 목표공유

“제가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다는 직원들

이 해당 분야의 문가들이고 그들의 의견이나 장에서

의 의견을 존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때마침 

지식행정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고, 사실 도 부임해 오

던 첫해에는 이 시스템에 들락날락하면서 모르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때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올려

놓아서 공유하게 했습니다”.  J구청장은 무엇보다도 직원

들과의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있었다. 

민간 기업처럼 공공부문은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

문에 기 의 목표와 연계된 지식 리의 목표 역시 모호

하게 설정되거나 는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J구청장

의 경우 부임하던 첫해에 기 의 목표와 연계된 지식

리의 목표를 비교  구체 으로 잡았다. ‘주민이 행복한 

J구’라는 기 의 목표와 연계하여 ‘지식활동과 성과창출

을 통한 주민행복’을 기 의 지식 리의 비 으로 삼았

다. 한 이를 좀더 구체화한 지식 리 략 등을 설정하

다. 

“ 희 구청장께서는 조회나 회의시간에 지식 리 

략이나 목표에 해서 매번 강조하고 계세요”. 면담했던 

직원들은 구청장의 지식 리 목표공유 노력에 해서 높

은 평가를 하고 있었다. 

이로서 구청장의 지식 리 략이나 목표에 한 깊

은 심을 가늠할 수 있었다. 일반 직원들의 지식 리에 

한 이해도를 높이기 해서는 리더의 지식 리에 한 

이해도가 우선이며[14], J구청장의 경우 조직구성원들의 

지식 리에 한 심이나 인식을 넓히기 해서 구청장

이 조회나 별도의 ‘일반직원들과의 화’시간을 많이 이

용하는 것도 알 수 있었다. J구청장의 경우 지식공유의 

수단으로써 멘토링 제도가 가지는 우수성을 인식하고, 7

 이상의 10년차 이상의 선배공무원들(멘토)과 신규공

무원들(멘티)을 연계하여 신규직원들이 조직 내의 다양

한 지식을 획득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

었다. 한 외부지식의 획득에도 극 이어서 해당지역

의 주민들과도 다양한 의사소통 채 을 가지고 있었다. 

“구청 내에만 있으면 밖의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는 가능하면 주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합니

다. 트 터나 SNS를 활용하고 있고요. 다양한 원회도 

역시 활용하고 있는데, 원들의 구성은 다양하게 구성

하고자 노력하지요. 교수나 문가들만 고집하지 않습니

다. 때로는 주부들이 더 번득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

습니다.” 이처럼 J구청장은 조직 내 지식이나 정보의 양

을 늘리기 해 다양한 의사소통 채 을 보유하고 있었

으며, 획득된 지식을 조직의 지식으로 활용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한 직원들에 해서는 가능

하면 지시하기보다는 권한 임을 통해 많은 권한을 부

여해주고, 부하직원들이 자유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화의 장을 마련하기 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

다. 

“구청장님은 매주 한번 씩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심

을 먹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이야기 안하고 밥만 먹었지

요. 아주 불편했어요.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이야

기를 해도 불쾌해 하거나 묵살하거나 하시지 않으시고 

이야기하는 직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이것을 반

해 주시는 거 요.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해도 되는구

나 했죠”.   이러한 에피소드를 통해 구청장이 얼마나 부

하직원들의 의견이나 제안에 해서 호의 인지 알 수 

있었고, 극 으로 직원들이 지식 리에 참여할 수 있

도록 독려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조직구성원들이 

극 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러한 의견이 구정활

동에 반 이 되니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에의 열의 역시 

높아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에는 윗분들끼리 회의하고 나서 결정된 사안에 

해서 지시를 하면 희 같은 말단 직원들이야 그냥 따

르는 분 기 죠. 뭐, 다른 기 들도 비슷한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그런데 지  구청장님은 다르셨어요. 부하직원

들의 의견을 경청하시고, 때로 본인의 생각과 다르더라

도 존 해주시는 것이 보이더군요.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더군요”. 이 게 부하들의 조직의 의사결정에의 참여

를 독려하는 리더십을 통해 많은 조직구성원들은 조직에 

한 충성심(royalty)이 늘어났으며, 성과에의 열정이 

에 비해 늘어났다고 이야기 하 다. 한 지식 리에 

한 기 장의 심은 지식 리활동에 한 지원체제에 

있어서도 고스란히 반 되었다. 즉, 기 장의 지식 리에 

한 높은 심은 자연히 지식 리 담조직에 한 인

력지원이나 지식 리시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등에 한 운 지원, 지식활동에 한 경제  인

센티 의 확  등의 지원으로 이어졌다. 이하에서는 이

에 한 구체 인 면담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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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지식관리에 대한 지원

“ 희 구청장님은 수시로 KMS에 들어와서 댓 도 남

기시고, 우수한 지식에 해서는 칭찬도 해주시고, 본인

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시기도 하고요”.

이로서 구청장이 오 라인에서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도 직원들의 극 인 구정참여를 독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청장님이 오시기 에는 사실 지식 리 담조직이 

없었어요. 지식 리 담당자가 혼자서 지식 리 련 업무

를 다 했지요. 말이 담당자이지 사실 지식 리 업무비

은 매우 낮았어요”. 

그러나 재는 J구청의 경우 지식 리최고책임자를 

정 으로 각 부서별 지식 리모니터까지 지정하여 지식

공유  활용에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구청장님이 지식 리에 한 심이 하도 많으시니

까 지식활동에 한 보상제도와 인사가 제도가 생겨났

어요. 그래서 더 직원들이 열심히 하게 되었지요”.

이로서 참여  리더인 J구청장의 경우, 지식 리에 

한 명확한 비 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 리에 

한 많은 심은 자연스럽게 지식 리활동에 한 경제  

보상 등에 한 지원, 담조직과 같은 인  지원과 같이 

매우 극 인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즉, J구청장의 

경우 형 인 참여  리더십 유형으로써 이러한 참여리

더십이 직원들의 지식 리활동에 매우 정 인 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었다. 

3.3 참여적 리더십과 지식관리사례 2: C 도지사

C도청은 역자치단체로서, 면 은 8,204,71㎢로서 인

구는 2,043,056명이다. C도청은 24읍, 137면, 46동으로 12

동의 조직으로 구성되며, 체 공무원은 1,197명이다. C

도청의 경우 도지사를 먼  면담하고 나 에 직원들을 

분리하여 면담하여 자유로운 인터뷰 분 기를 만들었다. 

C도청 직원들 역시 도지사에 한 신뢰가 높았다. 비교

 은 나이인 C도지사에 한 리더십 평가에 있어서 

매우 후한 수를 주고 있었다. 면담에 참여했던 직원들

은 도지사  CKO를 담당하고 있는 신 리담당   

지식 리 담부서 직원들  일반직원들로서 총 7명의 

인원을 면담하 다<Appendix 2>.

C도청은 2000년  반 지식 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 하고 있었으며, 지식 리 담조직으로 신 리담

당 실을 지정하여 운 하고 있었다. 지식 리 최고책임

자(CKO)로서 신 리담당 이 지정되어있었으며, 모

든 실·과에 지식행정의 극 인 시행을 독려하고 있었다.

 

3.3.1 지식관리 목표공유

C도청의 경우 도청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연계하

여 지식 리의 비 과 략을 수립하고, ‘참여와 소통을 

한 지식행정체계 구축’이라는 지식행정의 목표를 정하

고 있다. 특히 C도청의 경우 도지사께서 부임 부터 지

식 리에 한 요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 따라

서 도지사로 부임하자마다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성과제

고를 강조하 다고 한다.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난제가 

여러 공공기 이 얽 있어 이해 계가 복잡했던 문제들

의 경우 해당직원들 뿐 아니라 외부기 의 담당자들을 

모두 모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열린 토론회 등을 통해

서 아이디어를 획득했다고 한다. C도지사의 경우 한 

지식 리가 왜 요한지에 한 공감  형성을 해 직

원들에게 조회나 SNS, 트 터 등을 채 로 활용하고 있

었다. 한 지식 리 략이나 목표에 해서는 직원들

의 아이디어를 구하고 이를 반 하여 목표를 설정하므로

써 직원들 간에 지식 리 비 이나 목표에 한 인식 뿐 

아니라 요성에 한 공감 가 매우 커졌다고 한다. 조

직  지식 리의 목표를 공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목표

의식을 공유하고 조직의 목표에 한 공감 를 형성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성공 인 지식 리를 해 

으로 필요한 략이라고 볼수 있다[5]. C도의 경우 

“투명하고 유능한 지방정부 구 ”이라고 하는 도청의 

체 목표와 연계하여 “참여와 소통을 한 지식행정”이라

고 하는 지식 리 목표를 세우고 이를 한 실천 략들

을 제시하고 있었다. 

“도지사께서는 지식이 왜 요한지, 정보가 왜 요한

지에 해서 단히 강조하셨어요. 많은 직원들과 허심

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셨고요. 물론 무기명토

론방 같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이야기 하길 좋아하셨지

요”. 

“심지어 어떤 때는 희가 민망한 도 많아요. 무 

격식이 없으셔서 말이지요. 편한 복장으로 오셔서 말

도 굉장히 부드럽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다소 부담스러

웠는데, 지 은 매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들을 주고 받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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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에피소드들을 통해 C도지사는 조직구성원들

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청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며, 

참여  리더십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 희 도청에서는 재 디지털회의시스템도 구축해 

놓았는데요. 이는 유사하고 복되고 형식 인 회의를 

이자는 취지로 시작은 되었는데, 지 은 디지털회의시

스템을 통해 참석하지 못한 회의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

어서 매우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애 에 디

지털회의시스템은 회의 간소화를 목 으로 구축되었으

나, 결국은 회의시스템을 통해 회의자료  내용 그리고 

회의 상을 공개하고 공유하므로서 직원들사이의 지식

공유가 확 되었으며, 직원들은 훨씬 더 의사 달이 원

활해졌다고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사실 에는 회의

내용이나 자료가 공유되지 못하므로서 희의결과가 왜곡

되기도 하고 의사 달이 잘 되지 못했는데, 이러한 왜곡

상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했다. 

한 C도청의 경우 수직  소통 뿐 아니라 수평  소

통을 역시 강조하여 부서  부서간의 업무소통을 한 

다양한 채 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도지사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업의 요성을 강조

하시면서 부서  부서간의 업을 강조하고 의사소통채

을 단순히 회의정도가 아니라 극 이고 다양하게 만

들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C도청에서는 수평  의사소통 채 로서 지식

리시스템을 극 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한 

에는 주로 해당부서의 지식들만을 참조하 으나 이

제는 체 도청 직원들 뿐 아니라, 다른 시도  앙부

처의 공무원들의 지식을 통합 리하는 범정부지식 리

시스템(GKMS)에서도 활발하게 지식을 획득하여 활용

하고 있다고 하 다. 성공 으로 지식 리를 하고 있

는 조직들은 부분 수평 인 의사소통 채 을 확장하기 

해 노력하고 있으며[15], C도청의 경우 수직  의사소

통보다는 수평 인 의사소통의 장을 만들기 해 노력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3.2 지식관리에 대한 지원

C도청 도지사는 지식 리 담조직이나 지식활동에 

한 보상에 해서도 극 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면담

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지식 리에 있어서 담조직과 같

은 인  지원  경제  보상제도와 같은 산지원이 필

수 이다[5]. 

“지식공유나 활용정도가 높은 직원들에 해서는 연

말에 해외 연수를 보내주기고 하고요. 지식명장으로서 

자 심을 가질수 있는 제도를 운 하고 있습니다. 지식

명장이 된 공무원은 많은 다른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이

게 도는 치라서 계속 으로 훌륭한 지식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C도청의 경우 도지사는 KMS에의 참여가 매우 활발

하 다. 따라서 일반직원들 역시 KMS에 활발하게 참여

할 수 있어 도지사 부임이 과 비교할 때 KMS활용정도

가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사실 에는 지식 리활동과 련된 인센티  

산이 거의 없었어요. 지식 리 담당자인 제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독려할 방법이 별로 없었고요. CKO인 국장님

께서도 직원들을 독려할 수 없다며 지식 리를 거의 포

기하다 시피 했지요. 그런데 도지사께서 부임하고 난 후

에는 인센티 에 먼  심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는 획기 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 면담에 참

여했던 지식 리 담당자는 인센티  제도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해 강조하 다. 특히 경제  인

센티  못지 않게 ‘지식명장’ 제도와 같은 비 경제  인센

티  역시 지식 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좋은 인센티

가 될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 다. 

“사실 공무원들에게는 승진이나 명 욕구가 더 크다

고 니다. 따라서 연말에 해외연수나 상품권 같은 인센

티 도 요했지만 본인이 해당분야에서는 문가라고 

하는 ‘지식명장’의 타이틀은 희 직원들에게는 단한 

거 었습니다. ” 이로서 공공부문에서는 경제  인센티

 외에 공무원들의 명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비경제

인 심리  인센티  제도를 개발하는 것 역시 매우 

요함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연구 상이 된 지방자치단체 2개 기 은 지식 리를 

성공 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 들로

서 특히 많은 직원들은 리더십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 즉, 리더십이 바 면서 조직분 기나 문화가 서서히 

바 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지식 리활동 역시 활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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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는 분석이 가능해졌다. 지식 리 추진에 있어서 리

더의 역할이 이라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심층면

담 연구를 통해 실증 으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기 해 많은 리기법들

을 추진함에 있어서 리더가 얼마나 극 으로 드라이

를 거느냐가 요하다. 그러나 특히 지식 리의 경우 리

더가 단순히 요함을 강조하고 드라이 를 극 으로 

추인하느냐 뿐 아니라 조직문화를 어떻게 조성하느냐가 

더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조직의 지식은 사람에게서 나

오기 때문이다. 즉, 부하들이 활발하게 자기 의견을 내놓

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참여  리더십

이 지식 리에는 이상 인 리더십 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House의 경로-목표이론을 토 로 리

더십 유형  참여  리더십이 지식 리를 성공 으로 

유도하고 있음을 분석하 다. 물론 참여  리더십 외에 

후원  리더십이나 성과지향  리더십 역시 지시

(directive)리더십 보다는 정 인 향을 미칠수 있다. 

그러나 지식 리를 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의 활발한 의

사소통이 매우 요하므로(Gold, Malhotra, & Segards, 

2001), 부하직원들에게 조직 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

록 하고 무엇보다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나 의견

을 활발하게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따라

서 후원자  입장이나 성과 지향  리더보다는 참여를 

독려하는 리더가 지식 리를 성공 으로 수행하는데 

하다고 보여진다. 

한 본 연구를 통해 참여  리더십의 리더는 부하직

원들의 의견제시 아이디어를 소 하게 인식하고 이를 획

득하기 한 다양한 지원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지식 리활동을 유도하기 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

한데, 지식활동에 한 제도  지원은 리더의 인식에 따

라 달라지게 된다. 참여  리더십은 좀더 극 인 지식

활동을 독려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본 연

구 상기 의 기 장들은 지식활동에 한 보상이나 인

사가  제도등을 극 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물론 본

인들이 지식 리시스템이나 SNS 등에 극 으로 참여

하므로써 부하직원들과의 온라인상에서의 의사소통에도 

활발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리더십은 지식 리에 인 

향을  뿐 아니라 리더십 유형에 따라 조직의 지식

리에 매우 많은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참여  리더십을 통해 지식 리를 

훌륭하게 운 하고 있는 지자체만을 연구 상으로 삼았

으나, 지시  리더십을 통해 지식 리를 성공 으로 유

도해내지 못하는 지자체의 사례 역시 분석하는 것이 매

우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한 실패사례와 성공사례를 

비교 분석 하므로서 리더십이 지식 리의 요한 향요

인으로서 요한 치를 차지하는 변수임을 분명하게 확

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 단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성공

사례와 실패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식 리에 있어서 

리더십이 매우 요한 향변수임을 증명해내는 것 역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단된다.  한 본 연구

에서는 질 인 근방법을 통해 리더십과 지식 리와의 

상 계를 밝 냈지만, 향후 양  근방법을 통해 리

더십 유형에 따라 지식 리활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밝 내는 후속 연구 역시 매우 의미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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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ex Department position

1 male Chief

2 male vice Chief  

3 male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6

4 male Tax Administration 8

5 fema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8

6 female Public Service Center 7

7 male Public Relations 8

8 female Public Relations 7

9 ma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5

10 male Public Service Center 4

11 male Planning 9

Appendix 1. Interviewees of J borough

No. sex Department position

1 male Governor 

2 ma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8

3 female Planning 7

4 female Public Service Center 5

5 male Civi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7

6 male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4

7 male Planning 5

Appendix 2. Interviewees of C provi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