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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연구개발 직군의 실행공동체 향요인이 공동체 활동 만족도와 조직 내 학습문화 활성화에 

미치는 계를 분석하고, 실행공동체의 성숙도에 따른 성숙 집단과 미성숙 집단의 비교를 통해 기업의 실

행공동체 담당자들에게 연구개발 직군의 실행공동체 활성화를 한 시사 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해 

선행연구를 토 로 실행공동체 향요인을 개인요인, 상호작용요인, 지원요인, 환경요인으로 구성하고, 수

집된 총 371개의 설문을 기반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연구 개발 직군의 실행공동체 활동에 있어 

개인요인, 상호작용요인, 지원요인은 만족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으나 환경요인은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실행공동체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습문화 활성화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연구개발 직군의 실행공동체 활동 강화가 조직문화 개선에 도움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연구개발 직군의 경우 성숙도에 따른 집단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성숙도 보다는 실행공동체 내 

상호작용 요인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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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CoP(Community of Practice) influence factors on satisfaction 

and learning culture activation in R&D groups.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is designed the 

relationship the effect factors for CoP which are consist of personal factor, interacting factor, 

support factor and environmental factor and satisfaction and the learning culture activation 

focused on comparing between maturity and immaturity CoP member group. It conducted an 

analysis based on 371 survey responses significantly. Hence, interacting, supporting and personal 

factor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atisfaction but environmental factor was negative 

effect to it. CoP Satisfac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learning culture activation. However 

average between two groups has no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of the factors. 

At the result, interacting between members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the successful CoP 

development of R&D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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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 개요

IT와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은 세계를 연결 사회로 

만들었고, 새로운 지식의 양은 기하 수 으로 증가하

여 실시간으로 공유,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이 게 공

유되는 지식은 다시 새로운 지식의 창출로 이어져 지식

의 융합 시 가 만들어지고 있다. 일반 으로 기업은 

경쟁우 를 확보하기 해 끊임없이 자사만의 원천 기

술 확보를 해 자원을 집 해 왔다. 그러나 시  환경 

변화에 따라 기술과 지식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빠르게 창조해 나가는 융합형 지식과 기술이 기업 경쟁

력에 더욱 요하게 작용하면서 기업의 원천기술에 

한 다양한 융합 활동 확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1][2].

결국 이러한 니즈는 외부 기술과 지식에 한 탐색과 

수용을 한 노력과 더불어 조직 내부의 다양한 공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연구개발 인력 간의 교류와 업을 

통한 활동  학습문화 강화로 이어진다. 연구 개발 조

직에 있어 실행공동체는 심 있는 주제에 해 자발  

지식 공유와 기술 습득을 통해 단순한 학습공동체의 개

념을 넘어 기업의 핵심역량 강화와 경쟁우  선 을 

한 략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32]. 한 기업은 새

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기 해 내부의 자원을 효과

으로 활용한다는 측면, 연구개발 인력 개개인의 다양

한 학습욕구를 충족시켜 다는 측면, 그리고 지속 으

로 학습하고 발 하는 학습문화를 조성한다는 측면에

서 실행공동체의 요성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다. 

경 학에서 실행공동체 활동에 한 국내 연구들은 

지속 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지식공유 활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의 악과 실행공동체 활동이 성과, 조직몰

입, 직무만족 등에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들이 

부분이었다[4]. 이러한 연구들은 지식경  시스템  

에서 연구되어 왔다는 한계를 가지는데, 재 국내 

실행공동체의 활동은 온라인과 오 라인, 문  비

문 커뮤니티 등 활동의 방식과 주제가 다양해졌고 활동

의 기간과 참여도면에서도 성숙도가 다른 실행공동체

들이 운 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근에서의 발 된 연

구가 필요한 실정이다[3]. 

이에 본 연구는 실행공동체의 학습문화 활성화에 

향을 미치는 향요인으로 개인요인, 상호작용요인, 지

원요인, 환경요인을 연구개발 직군의 실행공동체 활동

의 향요인으로 정의하고, 그에 따른 실행공동체 활동 

만족도와 학습문화 활성화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

자 했다. 한 성숙도에 따라 집단 간 비교분석을 통해 

주요 향요인 차이를 분석하여 연구직군 실행공동체 

활동에 한 고려 요인  근법에 한 략  시사

을 제시하고자 했다.  

오늘날 기업 내 실행 공동체는 단순히 조직 문화 개

선이나 조직원의 학습 문화 조성을 넘어 조직 내 역량 

강화를 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 집

단에 있어 극 인 실행공동체 활동을 통한 기업의 핵

심 역량 강화가 요하게 부각되는 만큼 본 연구는 기

업의 실행공동체에 한 성공 인 정책  략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연구개발 직군의 실행공동체 활동 
실행공동체는 Lave & Wenger에 의해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통 인 도제 방식에 의해 보자가 문가

의 기술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공동체의 멤버십을 형성

하는 학습 과정으로 정의되었다[5]. 이후 Wenger & 

Snyder는 실행공동체를 특정 역에 심있는 사람들

의 커뮤니티, 과제와 문제해결을 해 암묵  지식을 

공유하고 생성하는 실천 활동이라 설명했다[6]. 

실행공동체의 성과에 향을 미치는 성공요인은 실

행공동체 멤버 간 상호작용 수 , 신뢰  정체성, 성과

에 한 보상, 업무와의 련성, 수평 이고 개방 인 

조직 풍토, 리자의 지원, 활동 참여의 극성, 정서

인 유 감, 자신의 향력에 한 인식 수 , 인 라의 

지원 등이다[4]. 그러나 무엇보다 실행공동체가 멤버 간 

지식활동을 진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해서는 도메

인, 커뮤니티, 실천 등 각 요소들이 상호 결합하여 학습 

활동이 극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업무 장에서 지

식을 공유, 창출, 활용하는 략  활동으로 연결되어야 

한다[7][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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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공동체를 통한 조직문화는 조직의 문제를 해결

할 때 작동하는 공유된 기본 목표가 존재하며 기업을 

해 올바른 것으로 인지, 생각, 느끼게끔 가르치고, 

달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회사가 모방하

기 어려운 가치, 리더십, 업무스타일 등이 고려된 기업

의 핵심역량이 될 수 있다[9][10]. 실행 공동체 활동을 

통한 학습문화는 조직 내 문화로서 형성된 학습에 한 

가치 , 신념, 습 , 제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불확

실성이 높은 시 에 기업이 지속 으로 경쟁우 를 유

지하기 한 성공요소가 된다[11]. 더욱이 기업 내 연구

개발 조직의 경우 경쟁 시장 내 지속 인 경쟁우  확

보를 필요로 하는데, 연구개발 인력의 자율 인 지속 

학습 욕구를 기반으로 한 창의 인 학습조직 문화는 지

식공유 네트워크로 창의 인 기술지식의 확장을 해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14].

Cameron & Quinn은 가치경쟁모형에서 조직문화를 

계지향, 계지향, 시장지향, 신지향으로 나 었으

며, 연구개발 조직은 지나치게 계지향 이고, 경쟁지

향 인 문화 보다는 새로운 시도를 장려하고, 실패를 

격려하는 문화가 합하다고 주장했다[13]. 연구개발 

인력은 연 , 인센티 , 진  등 조직 내 외재  보상의 

욕구와 함께 자신이 원하는 연구주제에 한 자발  참

여와 학습 기회, 연구 활동에 한 칭찬과 인정 등 내재

 보상에 한 욕구를 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개발 직군의 실행공동체 활성

화는 자발  비공식 조직으로 연구원들에게 보다 자유

로운 심리  문화  보상 시스템으로 작용할 수 있으

며, 조직 내 자발 인 역량 강화 조직구조와 학습문화

를 형성할 수 있다[3]. 한 이 게 형성된 학습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의 심리 , 주  만족도를 넘어 직무만

족과 조직몰입 그리고 조직유효성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12]. 

2. 실행공동체 만족도와 학습문화 활성화
실행공동체는 학습을 한 조직으로서 보자가 

문가로부터 커뮤니티 내에서 개인의 경험, 암묵  지식, 

노하우를 수받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

습조직이다[5][15]. 학습조직 활동에서 만족도는 개인

의 학습에 한 태도와 연 되며, 인지, 정서, 행 의 복

합체로서 개인이 속해있는 실행공동체의 만족의 정도

는 실행공동체의 성과에 향을 미친다[19][20]. 더욱이 

실행공동체는 역동 인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개

인, , 조직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습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학습의 결과는 개인과 조직의 발   성과로 

연결됨으로써 변화와 신을 진할 수 있다[12][16]. 

이에 많은 학자들이 실행공동체 만족도 향상  활성

화를 이끄는 요인에 해서 언 했는데, Agarwal & 

Karajanna은 인지  몰입(Cognitive Absorption)의 개

념을 강조하며 몰입 상태에 빠지면 시간에 한 인식이 

모호해지며, 활동 자체에 해 즐거움과 만족도를 느낀

다고 주장했다[17]. 몰입의 상태는 어떤 일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데 매우 요한 역할을 하며, 몰입은 학습 문

화 활성화  지식공유 활동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

친다는 것이다[18]. 

Dutton & Dukerich은 사회  정체성(social 

identification)을 다루면서 조직에 속해있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에 한 이미지와 정체성은 개인이 조

직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며, 몰입하는가에 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31]. 결국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의

지는 학습의 성과에 직 인 향을 미치며[28], 결국 

학습 만족도와 연결된다. 한 학습 만족이 높을수록 

실행 공동체 내에 이루어지는 습득된 지식의 직  

용과 실행이 발 됨으로써 학습 문화 활성화와 조직 문

화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7].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나 과 강정은은 기

의 지원과 학습자의 참여 동기는 만족도에 향을 미

치고, 다시 만족도는 지식의 공유, 습득의 학습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며, 학습동기와 학습성과를 매개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23]. 이는 곧 학습자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습 조직의 동기화나 지식공유가 활성화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26], 이에 해 이종훈과 김성환

은 실행공동체의 지식창출, 지식공유, 지식활용이 학습

만족도와 학습동기에 향을 미침으로써 조직 내 학습

활성화에 정  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바 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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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행공동체 만족도와 학습문화에 관한 선행연구
선행연구 주요 변수 연구결과

김나영과 강정은
(2010)

평생교육, 만족도, 
학습성과

참여동기와 기관의 지원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만족도는 참여동기와 학습성과를 
매개함.

임숙경과 조용하
(2008)

학습자특성, 
교육기관특성

(만족), 
학습참여도

학습자 특성과 교육기관의 
만족도는 참여성과에 영향을 

미침.

이종훈과 김성환
(2014)

조직학습, 
학습참여동기, 
학습만족도

조직학습은 학습만족도와 
참여동기에 영향을 

미치며,참여동기는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침 

 Agarwal & 
Karajanna 
(2000)

김인학과 고준 
(2001)

학습동기,
몰입,

학습만족도,
학습문화,
지식공유

학습동기는 몰입에 영향을 미쳐 
학습만족도가 높아지면 
학습문화와 지식공유가 

활성화됨.
Dutton & 

Dukerich (1991)
Brown & Duguid

(1991)

학습동기,
학습 성과,
학습만족도,

조직문화 활성화

학습동기는 성과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조직 

문화활성화에 영향을 미침

Ⅲ. 연구 설계

1. 연구 모형 및 가설 설계
선행연구를 통해 실행공동체 향요인과 만족도 그

리고 학습문화 활성화 간의 구조  계에 한 연구모

형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 다[그림 1]. 

그림 1. 연구모형

실행공동체에 한 실증연구에 활용된 다양한 독립

변수들  김인학 외[22], 김 순[42], 정의상[43], 이홍

재 외[30], 박문수와 문형구[44], 윤태인[38] 의 연구에

서 공통 으로 제시한 개인요인, 상호작용요인, 지원요

인, 환경요인을 본 연구의 실행공동체 향요인으로 정

의하여 활용하 다. 

실행공동체의 주요 향요인들이 실행공동체 만족도

에 향을 주고, 다시 만족도는 학습문화 활성화에 연

쇄 인 향력이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한 실행공동

체의 성숙도에 따라 성숙집단과 미성숙집단을 나 어 

실행공동체 련 변수의 차이분석을 이루고자 했다.  

실행공동체 만족도는 실행공동체 활동에 한 태도

로 실행공동체의 성과에 향을 미치며 다양한 요인들

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다[19][20]. 무엇보다 참여하

는 개인 인 측면에서 참여동기, 호혜성, 자기효능감 등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실행공동체에 참여하는 

태도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

에서 이러한 개인요인들이 실행공동체의 지식공유, 참

여, 몰입, 만족,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제시

하고 있다[25][30].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멤버간 신뢰, 친 감, 커뮤니

이션 등의 요인이 실행공동체의 멤버간 네트워킹, 

력과 지식 교류를 강화시켜 실행공동체 참여 에 가졌

던 기 감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성과 

신뢰는 몰입, 지식공유 의도, 지식통합에 정 인 향

을 미친다[24][29]. 

지원 요인  측면에서는 리더의 지원, 보상제도, 조직

의 후원 등의 요인들이 제시될 수 있다. 실행공동체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분 기를 조성하며, 실행공동체 

활동의 참여도를 높이게 되므로 만족도에 향을 미치

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33][40]. 한, 조직 

내 학습지향 풍토, 변화에 한 개방성, 새로운 방식의 

직무 용을 장려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면 자율

으로 학습하고, 학습에서 습득한 새로운 방식을 용함

으로써 얻는 성취감과 학습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력성, 신성, 공정성 등의 요인이 

환경 요인으로 정의되며, 지식공유와 네트워킹 활동에 

정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행공동체의 이러한 네 가지 측

면의 향요인과 실행공동체의 만족도와의 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H1: 실행공동체 활동에 향 요인은 실행공동체 만

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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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_1: 실행공동체 활동에 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은 

실행공동체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H1_2: 실행공동체 활동에 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요

인은 실행공동체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H1_3 : 실행공동체 활동에 향을 미치는 지원요인

은 실행공동체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H1_4 : 실행공동체 활동에 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은 실행공동체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실행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의 특성과 상호작

용, 조직의 지원, 조직의 환경요인은 실행공동체의 성과

에 향을 미치며, 조직구성원들이 심리 , 주 인 만

족도인 직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12]. 그리

고 결국 실행공동체의 만족도는 멤버 간 네트워킹, 개

인의 발 , 조직성과의 창출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결

과물 창출로 이어짐으로써 지속 인 공동체 활동을 가

능하게 하며, 이는 곧 조직 학습문화 활성화에 정  

향을 미치게 된다[17][25][39]. 

H2 : 실행공동체 만족도가 높을수록 조직 내 학습문

화 활성화가 강화될 것이다.

실행공동체는 자생 으로 발달하여 잠재, 병합, 성숙, 

유지, 환의 진화의 과정을 거치며, 이러한 단계에 따

라 실행공동체의 활동성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학습 

성취, 만족의 정도는 다르다[1]. 실행공동체에 한 만

족도는 개인의 참여 기간과 높은 상 계가 있으며

[36], 참여 기간은 동기, 보상과 지식공유활동간 조 효

과가 있다[22]. 실행공동체가 성숙기에 이르면 학습조

직으로 발달하게 되고[41], 성숙된 실행공동체에서는 

지식공유와 창출이 활발하게 일어난다[45].

H3 : 실행공동체 집단 성숙도에 따라 향요인과 만

족도, 학습문화 활성화 요인별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2. 조작적 변수 정의
2.1 실행공동체 영향요인
실행공동체의 향요인  개인요인, 상호작용요인, 

지원요인, 환경요인을 독립변수로 사용하 으며, 이홍

재 외, 고윤정 외의 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요인은 ‘참여

자의 개인특성’으로 정의하 으며, 이를 측정하기 해 

선행연구에서 이용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참여 동기, 

호혜성, 자기효능감 7개 문항을 활용하 다[30][25]. 상

호작용요인은  고윤정 외, 정의상, 김 순의 연구를 바

탕으로 ‘멤버들 상호간 계 강화 요인’으로 정의하 으

며, 이를 측정하기 해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멤버간 신뢰, 친 감, 커뮤니 이션 8개 

문항을 활용하 다[25][42][43]. 

지원요인은 박문수와 문형구, 정의상, 이홍재 외의 연

구를 바탕으로 ‘조직의 지원 활동’으로 정의하 으며, 

이를 측정하기 해 선행연구에서 이용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리더의 지원, 보상제도, 문  지원 5개 문항

을 활용하 다[30][43][44]. 환경요인은 윤태인의 연구

를 바탕으로 ‘실행공동체가 속해 있는 조직의 학습풍토’

로 정의하 으며, 이를 측정하기 해 선행연구에서 이

용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학습지원풍토, 변화 개방

성, 새로운 시도에 한 동료 지지 6개 문항을 활용하

다[38].

2.2 실행공동체 만족도
실행공동체의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사용하 으며, 

이기환과 윤태인의 연구를 바탕으로 실행공동체의 만

족도를 ‘실행공동체에 참여한 후 참가자가 느끼는 정서

 느낌’으로 정의한다[37][38]. 이를 측정하기 해 선

행연구에서 이용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  기 에 

한 충족, 반  만족도, 추천의도 3개 문항을 활용하

다.

2.3 학습문화 활성화
실행공동체의 종속변수로서 실행공동체의 학습문화 

활성화를 사용하 다. 학습문화가 활성화된 실행공동

체는 멤버들이 학습 활동을 할 때 높은 몰입도를 보이

며, 멤버 간 지식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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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Agarwal & Karajanna과 Nonaka 

& Takeuchid의 연구를 심으로 학습문화 활성화를 

‘학습 활동에 한 몰입과 지식 제공/활용 활동’으로 조

작 으로 정의하 으며, 이를 측정하기 해 선행연구

에서 이용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몰입과 지식공유의 

5개 문항을 활용하 다[17][25][39].

표 2. 구성개념별 조작적 정의 
연구변수 조작  정의 측정항목 문항의 출처

실행
공동체 
영향 
요인

개인
요인

참여자의 개인 
특성

참여동기,
호혜성,

자기효능감
김인학 외(2010)
이홍재 외(2013)
정의상(2005)

박문수와 문형구(2004)
윤태인(2012)

고윤정 외(2014)
깅영순(2005)

상호
작용
요인

멤버들 상호간 
관계 강화 요인

멤버간 신뢰,
친밀감,

커뮤니케이션

지원
요인 조직의 지원 활동

리더의 지원,
보상제도,

전문적 지원

환경
요인

실행공동체가 
속해있는 조직의 

학습풍토

학습지향풍토,
변화 개방성,
새로운 시도에 
대한 동료 지지

만족도 참여자가 느끼는 
정서적 느낌

사전 기대 충족,
전반적 만족도,

추천의도
이기환(2003)
윤태인(2012)

학습문화 
활성화

학습 활동에 대한 
몰입과 지식 

제공/활용 활동
몰입,

지식공유

Agarwal & 
Karahanna(2000)
고윤정 외(2014)

Nonaka & 
Takeuchi(1995)

3. 자료수집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목 에 맞게 수정하여 개발한 

설문 항목들에 하여 실행공동체를 실제 지원하고 있

는 지원조직의 책임자 3명에게 설문 항목  내용의 타

당성을 검증받았다. 이후 실행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멤버 10명을 상으로 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설문

지 문항 내용  구성에 한 의견 수렴을 통해 설문지 

내용과 항목들을 개선하 다. 

설문 수집은 L 자의 사내 온라인 설문 시스템을 통

해서 연구개발 직군 내 실행공동체 경험자들을 상으

로 약 2주간 1차 총 800부, 2차 총 119부를 배포하 으

며, 총 회수된 426부  불성실하게 응답하여 분석에 사

용하기 어렵다고 단한 55부를 제외한 371부를 SPSS 

22.0 로그램을 이용하여 설문분석을 실시하 다. 

실행공동체의 성숙집단의 구분에 한 기존 선행연

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 을 마련하기 해 실행

공동체 경험자  련 문가 10명의 인터뷰를 실시하

다. 이 결과 실행공동체는 자율 으로 운 되기 때문

에 개설 기에는 활발한 활동을 하지만, 기간이 길어

질수록 활동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특성을 악

하 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자발 으로 월 1회 정도

의 활동을 2년 이상 지속하는 실행공동체는 지속화 가

능성이 높은 성숙단계에 어든 집단으로 단될 수 있

다고 다수 의견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소 2년 이상 

운 되는 실행 공동체  연간 10회 이상 자율 으로 

활동을 개한 실 이 있는지에 따라 성숙집단과 미성

숙집단을 분류하 다. 이를 기 으로 성숙 실행공동체 

119부, 미성숙 실행공동체 152부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

행하 다.

Ⅳ. 실증 분석

1. 표본 특성 
표본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응답자의 94.8%가 남성

이며, 25세～34세가 68.3%이고, 학사와 석사가 95.2%, 

HW, SW, 기타 연구개발 직군이 고르게 참여하 다. 

참여주기는 월1회 참여가 42.1%를 차지하 고, 응답자

들은 3개월 이내에서  5년 이상의 활동기간으로 실행공

동체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2.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평가를 실시하 으며,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독립변수에 한 탐색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요인을 추

출하 고, 요인의 회 방법은 베리맥스법을 이용하

으며, 고유값이 1.0 이상인 요인들이 선정되도록 하

다. 요인 재치가 0.5이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단하 다.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개인요인 7개 문항  3개 

문항, 상호작용요인 8개 문항  4개 문항, 지원요인 5

개 문항  5개 문항, 환경요인 6개 문항  4개 문항, 

실행 공동체 만족도 3개 문항  3개 문항, 학습문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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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257 94.8

참여
주기

주1회 83 30.6
여성 14 5.2 격주1회 40 14.8

합계 271 100 월1회 114 42.1

연령

25세~29세 79 29.2 분기1회 7 2.6
30세~34세 106 39.1 반기1회 11 4.1
35세~39세 48 17.7 년1회 16 5.9
40세~44세 18 6.6 합계 271 100
45세~49세 16 5.9 성숙도 미성숙 152 52.6
50세~55세 4 1.5 성숙 119 47.4

합계 271 100 합계 271 100

학력
전문대졸 7 2.6

활동
기간

3개월 이내 102 37.6
대졸 178 65.7 6개월 이내 57 21

대학원졸(석사) 80 29.5 1년 이내 34 12.5
대학원졸(박사) 6 2.2 2년 이내 52 19.2

합계 271 100 3년 이내 14 5.2

직군
HW 103 38 4년 이내 4 1.5
SW 77 28.4 5년 이내 3 1.1
기타 91 33.6 5년 이상 5 1.8

합계 271 100 합계 271 100

표 3. 표본 특성

구분 측정항목 요인 재량 Cronbach's⍺ 고유치 분산설명

실행
공동체
영향
요인

개인
요인

개인6 지식/노하우 제공 역량 보유 0.814
0.720 1.076 12.825개인7 관련 경험, 정보, 지식을   보유 0.805

개인4 조직의 인정과 칭찬 0.600

상호
작용
요인

상호2 회원들의 운영 기준 준수 신뢰 0.776
0.888 1.522 21.209상호4 회원들간 친숙한 관계 유지 0.709

상호3 회원들간 아이디어 보호에 대한 신뢰 0.702
상호1 회원들의 지식과 노하우에 대한 신뢰 0.680

지원
요인

지원3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보상제도 0.828

0.902 8.037 21.510
지원4 활동에 대한 인정과 칭찬 0.788
지원1 경영자의 관심과 지원 0.730
지원2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노력 0.706
지원5 전담부서의 체계적인 운영 0.659

환경
요인

환경3 새로운 방식에 대한 동료들의 개방성 0.788
0.885 1.338 19.286환경2 상호학습에 대한 동료들의 익숙함 0.782

환경5 동료들간 유익한 정보 제공 0.728
환경4 변화와 혁신에 대한 동료의 긍정적 평가 0.714

실행공동체
만족도

만족1 전반적인 활동 만족도 0.945
0.913 2.561 85.365만족2 활동 전 기대사항 충족 정도 0.929

만족3 타인의 활동 참여 추천 0.897

학습문화
활성화

활성3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낌 0.876

0.907 3.641 72.829
활성1 활동 자체에 집중함 0.858
활성5 즐거움을 느낌 0.855
활성4 지식과 노하우의 제공 0.845
활성2 공유된 지식과 노하우의 활용 0.832

표 4.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성화 5개 문항  5개 문항을 분석에 활용하 다. 설문

조사에 활용된 측정항목은 Likert 5  척도를 이용하 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으며,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에 한 요인분석 결과는 

측정항목들이 각 구성개념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요인분석의 결과를 토 로 연구변수의 내  일

성을 확인하기 해 Cronbach's ⍺값을 확인하 으며, 

독립변수는 지원요인 0.902, 상호작용요인 0.888,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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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회귀계수 t F
공선성 통계량 가설

채택여부공차 VIF

만족도 실행공동체
영향요인 0.675 14.990 224.699*** 1.000 1.000 채택

만족도
개인요인 0.156 3.013***

64.129***
0.714 1.401 채택

상호작용요인 0.462 7.100*** 0.452 2.212 채택
지원요인 0.136 2.146** 0.480 2.084 채택
환경요인 0.064 1.002 0.471 2.123 기각

모형요약 : R = .701 / R2 = .491
학습문화 활성화 만족도 0.759 19.111*** 365.244*** 채택

모형요약 : R = .759 / R2 = .576
주) * p < 0.1, ** p < 0.05, *** p < 0.01

표 6. 가설검정 회귀분석 결과

연구변수 개인요인 상호작용요인 지원요인 환경요인
실행공동체
만족도

학습문화 활성화

개인요인 1
상호작용요인 .512** 1
지원요인 .445** .638** 1
환경요인 .400** .656** .660** 1

실행공동체 만족도 .478** .670** .542** .519** 1
학습문화 활성화 .638** .776** .612** .665** .759** 1

주) * p < 0.1, ** p < 0.05, *** p < 0.01

표 5. 상관관계 분석 결과 

요인 0.885, 개인요인 0.720, 매개변수인 실행공동체 만

족도는 0.913, 종속변수인 학습문화 활성화는 0.913으로 

모두 0.7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내  일 성을 확보하

다[35].

한 상 계 분석을 통해 각 잠재변수들의 기 통

계량과 상 계를 분석한 결과 P<0.05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계에 있음을 확인하 다. 매개변

수인 만족도는 독립변수  상호작용요인과 가장 높은 

상 성을 가지며, 종속변수인 학습문화 활성화와도 유

의한 정의 상 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3. 연구 가설의 검증 및 결과 분석
3.1 가설 검증 결과
연구모형  가설검증을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

하 다[표 6]. 다 회귀분석 결과 모델의 설명력은 

49.1%(R2 =.491)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의 F값은 

64.129(p<0.01))으로 통계 으로 타당한 것을 확인하

다. 다 공선성을 확인하기 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

요인(VIF)를 확인하 으며, 공차한계는 0.452 ～ 0.714, 

분산팽창요인(VIF)은 1.401～2.212로 다 공선성에 문

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 다. 각 독립변인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개인요인은 다른 세 변수(상호작용요인, 

지원요인, 환경요인)가 회귀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유의하며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

호작용요인과 지원요인 역시 통계 으로 유의하며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행공동체 향요인은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행공동체 향요인  ‘환경

요인’이 실행공동체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채택된 세 요인 에서는 상호작용 요인이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요인, 지원요인, 

환경요인의 순으로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행

공동체 만족도와 학습문화 활성화에 한 회귀분석 결

과 57.6%(R2 =.576)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의 F값은 

365.244(p<0.01)으로 통계 으로 타당한 것을 확인되어 

결과 으로 실행공동체 만족도가 높으면 학습문화 활

성화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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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집단 N 평균 표 편차 t 평균차이

실행공동체 영향요인 미성숙집단 152 3.43 0.67 -3.590*** -0.28성숙집단 119 3.71 0.60
개인요인 미성숙집단 152 3.21 0.76 -2.624*** -0.25성숙집단 119 3.47 0.81

상호작용요인 미성숙집단 152 3.79 0.79 -3.812*** -0.32성숙집단 119 4.11 0.61
지원요인 미성숙집단 152 3.12 0.90 -2.871*** -0.31성숙집단 119 3.43 0.85
환경요인 미성숙집단 152 3.56 0.78 -2.035** -0.20성숙집단 119 3.76 0.80

실행공동체 만족도 미성숙집단 152 3.43 1.00 -5.063*** -0.56성숙집단 119 3.99 0.83
학습문화 활성화 미성숙집단 152 3.68 0.85 -3.390*** -0.32성숙집단 119 4.00 0.71

주) * p < 0.1, ** p < 0.05, *** p < 0.01

표 7. 성숙집단과 미성숙집단의 통계량 및 독립표본 T-test 결과

3.2 실행공동체의 성숙도에 따른 요인별 평균 차이 
    분석
실행공동체의 성숙도에 해 보다 상세한 사항을 

악함으로써 기업과 실행공동체 지원조직에게 실행공동

체 운 을 한 유용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해 실행공동체와 련하여 좀 더 세부 인 요인

을 이해하기 해 실행공동체를 성숙집단과 미성숙집

단으로 나 어 집단 간 변수의 차이를 분석하 다. [표

7]은 성숙도에 따른 변수들의 통계량  집단 간 T-test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실행공동체 향요인은 t값 –3.590, p<0.01, 개인요

인은 t값 -2.624, P<0.01, 상호작용요인은 t값 -3.812, 

p<0.01, 지원요인은 t값 -2.871, p<0.01, 환경요인은 t값

이 -2.035, p<0.05로 나타나 실행공동체의 각각의 향

요인은 미성숙집단과 성숙 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있다

고 할 수 있다. 매개변수인 만족도의 t값이 -5.063, 

p<0.01이고, 종속변수인 학습문화 활성화의 t값이 

-3.390, p<0.01이므로 각 요인별로 미성숙집단과 성숙 

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있다고 할 수 있다.

미성숙집단과 성숙집단 간 평균차이는 상호작용요인

(-0.32), 지원요인(-0.31), 개인요인(-0.25), 환경요인

(-0.20)의 순서로 크게 나타났다. 실행공동체 활동이 오

래되지 못한 미성숙집단의 경우 모든 요인 측면에서 성

숙집단 보다 낮은 평균 수를 보여 체 인 실행공동

체 활동에 한 만족도나 활성화가 성숙집단에 비해 낮

을 수 밖에 없다는 기존 가정을 그 로 보여주었다. 그

러나 미성숙집단과 성숙집단 모두 상호작용요인, 환경

요인, 개인요인, 지원요인의 순으로 향도를 평가함으

로써 특별히 요인별 집단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결

과 으로 실행공동체 활동에 있어 멤버간의 상호작용

이 가장 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실히 보여

주고 있으며, 결국 환경이나 지원  요인보다 실행 공

동체 활동의 상호 작용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리 는 지원하는 것이 기업 내 연구개발 집단들

의 실행공동체를 성공 으로 이끄는데 무엇보다 요

할 수 있음을 보여 다.

Ⅴ. 결 론

1. 요약과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인력들에 있어서 실행공동

체의 개인요인, 상호작용요인, 지원요인, 환경요인이 실

행공동체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과 만족도가 학습문

화 활성화에 미치는 향 계를 알아보았다. 특히 실

행공동체를 성숙집단과 미성숙집단으로 구분하고 요인

별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개인요인, 상호작용요인, 지원요인은 실행

공동체 만족도에 향을 주지만, 환경요인은 향을 주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실행공동체 만족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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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문화 활성화에 향을 주며, 실행공동체 향요인

과 학습문화 활성화 간의 계를 매개함으로써 실행공

동체 활동의 만족도가 형성될 때 학습문화 활성화로 이

어질 수 있음을 증명했다. 체 집단에서 평균이 가장 

높은 요인은 상호작용 요인이었으며, 상 으로 개인

요인과 지원요인의 요도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

숙집단과 미성숙집단의 집단 구분에서 특별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집단 차이 분석 결과에서는 요인별 

차이보다는 미성숙집단이 성숙집단보다 모든 요인 면

에서 낮은 결과를 보여 결국 실행공동체 활동의 경우 

성숙도가 높아질수록 향요인의 향도도 커지고, 만

족도나 활성화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결과 으로 본 연구의 학문  의의는 두가지 측면에

서 강조될 수 있다. 우선 실행공동체에 한 기존연구 

 성숙도와 련한 연구는 동기와 지식공유 활동 간 

개인 참여기간의 조 효과에 한 연구로서 개인  차

원의 활동 참여 성숙도에 한 연구[22], 기업단 의 실

행공동체 운  수 을 성숙단계를 구분하여 비교한 연

구[3]로서 개인과 기업에 이 맞추어 진행하 지만, 

본 연구는 실행공동체의 실제 주체인 공동체 집단을 

상으로 만족도와 활성화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정의하 고, 특히 실행공동체 활성화가 많이 이

루어지는 연구개발군을 상으로 실행공동체의 향요

인과 만족도  활성화에 한 계성을 밝혔다는 측면

에서 학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더욱이 실행공동

체 집단의 성숙도에 한 근을 시도하여 성숙집단과 

미성숙집단간의 요인별 차이 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실형공동체 집단의 보다 발 인 연구 방향에 한 시

간과 지속가능성에 한 을 제시하 다.   

한 본 연구를 기반으로 연구개발 인력의 실행공동

체를 활성화하기 해서는 실무 으로 다음과 같은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연구개발 직군의 실행공동

체를 활성화하기 해서는 실행공동체 향요인을 종

합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실행공동체 향요인  멤

버 간 신뢰와 친숙한 계 등 상호작용요인의 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실행공동체 내 상호작용성은 실행

공동체의 리더와 멤버간의 계나 노력에 의해 단시간

에 형성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호작용성이 

형성되지 않거나 어들 수 있다. 

신뢰와 친 감 등 상호작용성이 높은 실행공동체는 

오 라인 활동을 주기 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실행

공동체를 지원하는 조직은 실행공동체의 자발성을 훼

손하지 않으면서도 오 라인 활동을 진시켜 상호작

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 개

인요인과 지원요인 역시 유의한 향요인이므로 개인

의 동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조직과 리더의 심과 지

원이 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실행공동체의 활동

에 한 평가와 보상 등 외재  보상과 아울러 인정과 

칭찬 등의 내재  보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둘째, 실행공동체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실행공동체 

활성화 활동을 개해야 한다. 연구 결과와 같이 연구

개발 직군의 경우 성숙된 만큼 높은 만족도와 활성화를 

기 할 수 있는 만큼 실행공동체의 지속화와 성숙화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성숙된 실행공동체에서도 개인

별 참여의 기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별 참여 시기에 

따라 다른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 기 1~2년 동안 

문가로서 지식을 공 하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

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지식의 고갈이 되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시기로 들어가면 활동의 참여도가 낮

아질 수 있다. 한 기 자발성을 토 로 개된 활동

이 어느 정도 개인과 실행공동체가 성숙기로 어들게 

되면 실행공동체 활동에 한 기 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다. 활동의 성숙도에 따라서 개인과 집단의 지원 내

용, 평가와 보상, 결과물의 조직  인정 등 활동 진 

로그램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실행공동체의 자발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  내

에서 지원조직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실행공

동체 구성 기 단계에서는 리더와 멤버가 실행공동체

를 어떻게 운 해야 할 지 몰라서 기 시행착오를 많

이 겪을 수 있다. 지원조직은 실행공동체 운  매뉴얼

을 만들어 제공하여 기 정착을 지원해야 하며, 운  

매뉴얼에는 운  기  수립 차, 리더와 멤버의 역할, 

학습 주제와 학습방식 등에 한 기본 인 내용이 담겨

야 한다. 

한 실행공동체 리더에게는 별도로 실행공동체 운

상 나타날 수 있는 상 문제 과 갈등 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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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등에 한 코칭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 온라인 

미 과 오 라인 미  활동 주기를 찰하고, 상호작용

성을 높일 수 있는 진 로그램을 설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실행공동체 학습결과물의 출 , 교육자원

화, 아이디어의 사업화 검토 등과 연계하여 평가와 보

상제도를 설계하고, 조직 내 리더들이 실행공동체 활동

을 조장하고 지원하는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다양한 에서 문 인 지원조직의 역할을 수

행해야 한다.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연구개발 조직에 있어 실행공동체의 향

요인이 만족도와 학습문화 활성화에 미치는 향에 

한 실증 연구를 시도했지만, 연구 상 선정  조사방

법 면에서 연구의 한계 을 가진다. 

첫째, 연구개발조직의 실행공동체를 연구 상으로 

했지만 표본의 수집이 L 자에 한정되어 있어 본 논문

의 연구결과를 연구개발 조직 체에 일반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 둘째, 실행공동체의 성숙도에 따른 요인

별 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하 지만, 실행공동체의 잠재

(Potential), 병합(Coalescing), 성숙(Maturing), 유지

(Stewardship), 환(Transforming)의 성숙단계별 

향요인이 어떻게 바 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실

행공동체의 성숙도를 진행단계에 따라 객 으로 집

단을 구분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설문응답은 자기보고로 측정

되었다. 이에 따라 한 사람에게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를 모두 측정하 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동일방법편의 발생가능성을 확인하는 가장 표

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Harman’s single factor 

test[34]를 통해 탐색  요인분석을 이룬 결과 고유값 1 

이상의 요인이 5개 도출되었으나 제 1 요인(first 

factor)의 총 변량의 50.190%으로 결국 인지  측정과 

선행 연구 자료들을 비교하여 편향성을 확인하는 방법

이 부족했다는 연구의 한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향

후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실행공동체 활동 상자들의 

공동체 학습활동에 한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보다 

경험 이고 구체 인 요인으로 악하고 세 한 분석 

방법을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한 이러한 연구 결과의 한계 을 바탕으로 향후 연

구개발조직의 실행공동체의 활동 결과가 실제 업무 

장에서 학습 이  새로운 지식의 창출로 연결되는 지

에 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실행공동체의 

향요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만족도, 학습문화 활

성화 등 실행공동체의 성과변수에 어떻게 향을 미치

는지에 한 종단  연구가 진행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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