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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국내에서도 스마트워크가 확산되고 있는 바, 스마트워크의 도입이 직무성과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스마트워크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
으로 다수의 설문지를 통한 실증분석 즉 빈도, 요인,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분석의 도구인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워크 도입기업의 IT자원은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스마트워크 도입기업의 IT자원은 집단지성과 독립적으로는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집단지성 중 개방과 협업이 IT자원과 업무개선 간을 매개하고, 집단지성 중 참여, 개방 및 협업이 IT자원과 업무협조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동일 산업군내에서 스마트워크 도입 기업과 미도입 기업간 재무성과를 비교하거나 
동일 기업 내에서 스마트워크 도입 전후의 재무성과를 동태적으로 비교하는 정량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주제어 : 스마트워크, IT자원, 자원기반관점, 집단지성, 직무성과
Abstract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mart-Work IT resources on job performance. The 
survey was conducted amongst the business workers who are currently engaged in domestic major companies as 
well as small businesses, and analyzed based on the frequency, factor and reliability. 
Using PROCESS Macro, we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T resources and job 
performance, treating collective intelligence as a mediating parameter.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T resources of the companies were found to have a meaningful effect on job performance. Second, 
the IT resources were found to have no effect on employee productivity except through their effect on the 
collective intelligence. Finally, while openness and cooperation were found to be the aspects of collective 
intelligence which mediated between IT resources and workflow improvement, participation, openness and 
cooperation were found to be the aspects of collective intelligence which mediated between IT resources and 
workflow coordination,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mpare quantitatively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Smart-Work adopters and others in the same industry or to compare the financial performance before and after 
introducing Smart-Work dynamically within the same company.

Key Words : Smart-Work, IT resources, resource-based view(RBV), collective intelligence, job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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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스마트기기의 급속한

보급으로인해전통적인업무방식에서벗어나시공간의

제약없이일할수있는스마트워크에대한관심이높아

지고 있다.

스마트워크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

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방식을의미한다[1]. 스마트워크는종래의사무실

개념을 탈피한 미래지향적인 업무방식으로 정보통신기

술을기반으로하여비즈니스프로세스의혁신을수반하

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스마트워크유형을근무장소나형

태에따라재택근무(홈오피스), 스마트워크센터근무(원

격사무실), 모바일 근무(모바일오피스), 스마트 오피스

(원격회의, 원격협업)로 구분하고있다 [2], 미래창조과학

부등정부부처에서는모두이구분방식을따르고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진국에서는이미 1980년대이후원격근무를중심으

로 한 스마트워크를 추진하여 왔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에서는 1980년대후반일부기업에서원격근무가도입되

었다. 그러나면대면커뮤니케이션을중시하는조직문화

와 원격근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

지 못하였다. 이후 2000년대 후반 스마트폰의 보급 및

스마트워크에 대한 인식 개선 등에 힘입어 IT기업과 대

기업을중심으로스마트워크가도입되고있는 실정이다.

정부 조사에 의하면 2015년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스

마트워크의 이용률은 14.2%로 <Table 1>과 같이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Year 2012 2013 2014 2015

Usage Rate (%) 10.4 12.9 13.4 14.2

<Table 1> Usage Rate

스마트워크의확산과함께스마트워크를활용하는업

무방식도 고도화되었다. 초기의 스마트워크(스마트워크

1.0)는 속도와생산성위주에그쳤지만, 이제는참여와소

통의 창조경영인 스마트워크2.0으로 진화하였다. 스마트

워크2.0은 기존의 스마트워크 개념에 높은 연결성, 집단

지성, 빠른 피드백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소셜 매체

기술을 추가하여, 고객 지향적 업무를 혁신적으로 신속

하게 수행하여 고객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무방식을 말한다[4].

이처럼단기간에스마트워크의보급과고도화가진행

되다보니 그에 대한 연구는 아직 스마트워크1.0의 단계

에 머물러 있거나 산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스마크워크와 관련한 국내의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이공계 전공분야에서 행해진 것이 대부분이었

고, 인문사회분야에서의연구는 2007년에시작되었다. 이

공계의 연구주제는 주로 IT/ICT 기술과 관련한 정책적

제언이나관련기술활용내지는스마트워크에필요한신

기술개발에 관한 글들이었다. 인문사회분야에서의 연구

는처음에는스마트워크동향, 도입필요성및도입방안

에 관한 글들이 대부분이었다.

스마트워크의도입효과와관련한연구는원격근무자

를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박계관(2007)은 원격근무와 직

무효과의 관계분석을 위해 원격근무제도에 대한 이해,

조직특성, 업무특성및원격근무의사소통체계를접목시

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고[5], 박동진∙김인환∙이

윤재(2011)는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집단지성 등을 활용

한지식경영의활성화방안을제시하였다[6]. 박성택∙정

흥교∙김태웅(2012)은 스마트워크와관련된탐험적활동

과 활용적 활동이 스마트워크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스마트워크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IT를잘활용할수있어야한다고하였고[7], 조미형∙최

재성(2012)은 사회복지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IT

자원이업무효율성및조직성과에영향을미친다고설명

하였다[8].

최근에는 스마트워크 환경에 자원기반이론을 적용하

여 스마트워크를 기업의 내부자원으로 인식하는 연구도

나오고 있다. 이민우(2015)는 스마트워크 유형중 모바일

오피스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마트워크를 기업내부

의 IT자원으로인식하는자원기반관점에기초하여, 모바

일 스마트워크 환경이 업무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9], 이민우∙김승철(2015)은 서비스산

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마트워크 IT자원 중 IT인

프라와 개인의 IT스킬이 개인 업무 효율성에 유의한 영

향을 준다고 하였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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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수현∙노유성∙김유경(2011)은 스마트워크2.0

에는기존스마트워크에서의변수인공간적자유와시간

적 자율에 더하여 소셜 컴퓨팅 기반의 집단지성이 추가

된다고하였는데[4], 스마트워크를통한집단지성의발현

에대한연구도이루어지고있다. 김현철(2015)은 스마트

워크 품질이 집단지성에정(正)의 효과를 미치고 집단지

성의 매개효과로 직무만족과 업무성과가 향상된다고 주

장하였다[11].

정부나 기업으로서는 적지 않은 투자규모를 고려할

때기존근무방식의파괴를수반하는스마트워크시스템

의 투자효과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어 정책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에 비해 스마트워크의 도

입효과에관한논의는서비스산업만을대상으로하거나

[10], 모바일오피스만을대상으로연구를진행하는[9] 등

아직스마트워크전반에걸친체계적인연구가이루어지

지않고있다. 또한, 김현철의연구에서는스마트워크시

스템을 업무 수행시 활용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 자체에

한정함으로써[11] 인적 자원의 개념은 제외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업종이나 스마트워크의

유형에상관없이전반적인측면에서, 그리고스마트워크

환경을 기업내부자원으로 인식하는 관점으로 스마트워

크가기업의직무성과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김현철(2015)의 연구에서 집단지

성이스마트워크품질과업무성과를매개하는것에착안

하여[11] 스마트워크2.0 환경에서 집단지성의 발현이 IT

자원과 직무성과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스마트워크 업무환경을 새로이 도입하거

나 기존의 스마트워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나

기업의 정책결정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스마트워크 IT자원
지난수십년동안많은기업들은 IT가조직의생존과

성장에중요한역할을한다는믿음으로정보화에비용을

투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IT에 대한 투자

가조직의핵심적성공요인이라는증거를제시하는데어

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다가 기 수행된 관련 연구들

의방법론에대한문제가지적되기도하였다. Brynjolfsson

& Hitt(1996)는투자와성과측정간의시차존재, 성과측

정을 위한 부적절한 데이터 사용, 조사대상의 선택 문제

등으로 인해 IT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1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론적모형의필요성이부각되었고, 최근에는 ‘자원기반

관점(Resource-Based View)’에서 조직의 IT를 분석하

고, 이를토대로조직성과에미친영향에대한논의가활

발하게 이뤄지기 시작하였다.

자원기반관점(Resource-Based View)이란 기업의 지

속적인경쟁우위는다른기업들이모방하기어려운조직

내부의고유한자원이나능력에기반하고있다는이론이

다. 여기서자원(resource)이란희소성, 대체불가능성, 모

방불가능성 등의 특성을 보유한 조직내부의 경영자원으

로 재무자산, 설비, 인력, 기술, 마케팅 노하우, 조직문화

등과 같은 유·무형자산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특히

능력(capabilities)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합하

여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확장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기

업들은 이러한 유형·무형적 자원이나 능력을 지니기 때

문에시장에서경쟁자를능가하고많은이익을확보하게

된다.

자원기반관점에서 IT를다루는학자들은기업이보유

한 IT를조직내부의자원으로보는것은동일하나, IT자

원의 범주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Mata, Fuerst & Barney (1995)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IT자원의 속성을 자본조달능

력, 독점기술, 기술적 IT스킬및관리적 IT스킬이라고하

였다[13]. Bharadwaj (2000)는 조직역량으로서 IT의 개

념을 IT인프라, 인적 IT자원, IT-enabled 무형자산으로

구분하였다[14]. Teo & Ranganathan (2003)는 IT자원

및 역량을 IT자원(기술, 어플리케이션), 인적 자원(IT에

대한 경영층의 실행력, 관리적 IT지식, IT훈련), 비즈니

스자원(비즈니스 성과를 위한 IT활용능력)으로 구분하

였다[15]. 그리고Melville, Kraemer & Gurbaxani (2004)

는 IT자원을 기술적 IT자원과 인적 IT자원으로 구분한

후, 기술적 IT자원은다시 IT인프라와업무어플리케이션

으로 구성되고, 인적 IT자원은 다시 기술적 스킬과 관리

적 스킬로 구성된다고 하였다[16].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자원기반관점에서

IT자원은크게 IT인프라와 인적 IT자원으로 구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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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각각의구성요소에대해서는학자마다견해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집단지성
집단지성은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 혹은 경쟁을

통하여 얻게 된 집단의 지적 능력을 의미한다. 집단지성

의 개념은 미국 하버드대 교수이자 곤충학자인Wheeler

가 개미의 사회적 행동을 관찰하면서 처음 제시되었다.

Wheeler는 개미들이 집단을 이루어 협업을 하였을 때,

공동체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효율적인 집단관리를 시도

할때시너지효과를불러일으켜큰힘을발휘하게되며,

이것을 집단의 힘, 다수의 능력으로 정의하였다[17].

이후 집단지성의 개념은 사회학, 경영학, 컴퓨터공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연구 및 적용되었는데, 사이버 공

간에서의 집단지성을 주장한 학자는 Pierre Lévy이다.

Lévy는 지금까지 문명이 발달해오면서 지식이 교류된

것과 지금과는 다르다고 하면서 지금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지식과정보가쌍방향으로상호교환되고그속에서

다양한 개인들이 정체성을 갖고 주체가 되어서 각각의

역량을발휘한결과집단지성이가능해졌다고하였다[18].

이렇게 집단지성은 20세기 초반부터 사용해 오던 용

어지만 웹2.0의 등장과 함께 그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최초의 웹2.0 컨퍼런스에서 O'Reilly와 Battelle는

웹2.0의특징을정리하면서웹2.0은 집단지성을활용한다

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웹2.0은 특정 IT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웹의 사용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다

양한 정보를 개방-공유하는 가상의 공간을 지칭하는 용

어이다[19]. 웹2.0의 개념적핵심은플랫폼으로기능하면

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정보 활용을 통해 이용자들

의 경험이 풍부해질 뿐 아니라 오픈소스로 새로운 인터

넷 세계를 열어간다는 점이다[19].

스마트워크또한다양한의사소통을지원하는스마트

기기와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간 수평적 네트워

킹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웹2.0과 마찬가지로 집단

지성을 활용하게 되는데, 남수현∙노규성∙김유경(2011)

은 스마트워크 2.0의 창의적 가치를 [Fig. 1]과 같은 함

수관계로표현하면서집단지성이스마트워크 2.0의핵심

요소임을 주장하였다[4].

Creative Value = F (Spacial Freedom, Time Autonomy,
Collective Intelligence)

[Fig. 1] Smart-Work2.0 function

집단지성의구성요소에대한연구를보면,Wheeler(1910)

는 협업을 통하여 집단지성이 발휘된다고 하였고[17],

Lévy(1994)는 구성원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강

조하였다[18]. Leadbeater(2008)는 참여, 공유, 개방, 협력

을 집단지성의 필수요소라고 하면서 집단지성이 구축되

기위해서는협업적창의성(collective creativity)이 발휘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20].

국내에서는 이유나∙이상수(2009)가 웹2.0의 속성인

참여, 협력, 개방및공유가집단지성의속성과동일한요

소라고하였고[21], 윤호성∙이기동(2011)은 집단의성과

에 상호작용과 피드백 및 집단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

가 집단지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22]. 또한 노규성

∙최성(2011)은 스마트워크 2.0시대의 스마트워커가 갖

추어야 할 소셜역량으로서 집단지성과 함께 협업역량을

강조하면서 집단지성의 구축 비결은 참여, 인식, 협업의

세 요소의 균형에 있다고 하였다[23].

본 연구에서는 집단지성의 요소 중 참여, 공유, 개방,

협업을 하위변수로 포함시켰다.

2.3 직무성과
직무성과(job performance)란 자신이 맡은 직무를 어

떻게, 얼마나성공적으로수행하였느냐하는실무자들이

조직의 목표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여준 노력의

결과를 말한다[24].

직무성과는 조직과 조직관리자에 있어 매우 중요한

관리 요소인데, 조직구성원의 직무성과는 곧 조직의 성

과와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업원의 개인적 성

과가결국조직전체의성과로직결된다는신념은오랫동

안이론가및실무자들에게지배적으로받아들여져왔다.

또한, 개인의 성과는 시간의 흐름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통해 변화한다고 한다[25].

일반적으로직무성과의측정방법은크게양적인측면

과 질적인 측면으로 구분된다. 양적인 분석은 주로 재무

적성과를측정하는데수익성, 생산성, 매출액등의수치

를 통해 계량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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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 질적인 분석은 양적인 분석과 함께 사용하거나 재

무적 지표를 획득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되고 있으며,

경영자의편견이나왜곡이개입될여지가비교적적다는

점에서 유용하다[26]고 알려져 있다.

IT투자의성과가구체적으로발생하기까지에는일정

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단기적 생산성, 효율

성 위주의 성과 평가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

다[27].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정욱∙김혜정(2008)은

정보화 투입요소가 성과로 나타나는 인과적 구조를 Input

Layer, Process Layer, Business Layer, Performance

Layer의 4단계로 구조화하는 KISDI모델을 제시하였다

[27]. 그에따르면 Process Layer에서는업무, 관리, 재무

의 3측면에서 성과측정을 하고, Business Layer에서는

업무, 고객의 2측면에서 성과측정을 하게 되어 있다[27].

이밖에 비재무적 성과평가방법을 보면, 유명희(2007)

는 직무성과를 개인성과와 단체성과로 구분하여 자기평

가방법을 통해 측정하였다[28]. 또한 이기태(2016)는 직

무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평가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동

기와 태도에 영향을 주고 그대로 직무성과에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산출물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 하였다. 그러

면서그측정도구로문제해결의숙련성, 업무조직화, 동

료와의친화, 고객기대부응등을열거하였다[29]. 임정준

(2011)은 업무의질, 업무의양, 노력협동, 업무처리정확

성, 업무개선실적 등과 같이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직

무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30].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비재무적 지표로 업무 개선

요소와업무협력요소를중요시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

어본연구에서는비재무지표인업무개선과업무협력을

직무성과의 하위변수로 설정하였다.

3. 연구 설계
3.1 연구가설
3.1.1 스마트워크 도입기업의 IT자원과 직무성과

와의 관계
기업의 IT자원투자에대한성과 분석연구는 1980년

대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수익성 여부가 검증되지 못함

에따라 IT자원투자에대해많은의문이제기되기에이

르렀다. 이러한 의문이 확산되면서, IT자원 투자에 대한

수익성은존재하지않거나오히려부(－)의 수익성이나

타날수있다는주장이제기되어, 이러한현상을 IT투자

의 생산성 역설이라 부르게 되었다[31].

IT투자에 대한 연구의 초기에는 주로 IT투자와 기업

성과를 직접적인 관계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방식의실증연구들중일부는 IT투자와기업성과사이에

긍정적인관계의증거를제시하였다[32]. 반면, 다른연구

에서는 그 결과가 혼재되거나 부정적인 관계의 증거를

보임으로써[33] IT 생산성 역설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대해, IT는 그자체로서보다는그를통해기업의

특정 역량이 강화됨으로써 기업의 경쟁우위가 창출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IT자원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도 평가되어야 한다. 그래서 IT 생산성 역설의 해결은

전통적인연구에서벗어나프로세스지향적인연구로이

동해야한다[34]는 학자들이 등장하였다. 프로세스관점에

서 IT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일차적인 영향을 통

해 기업의 성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개

념화된다[35].

한편, 1990년대 중반에는 IT투자의 효과 연구에 자원

기반관점을적용하는움직임이시작되었다. 이를적용한

학자들에따르면, IT 투자는경쟁업체가쉽게복제할수

있기때문에 IT 그자체로는어떠한지속적인우위도제

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업은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독특한 IT 자원 및 기술을 창조할 수 있도록 IT에 대한

투자를수행해야한다고주장한다[13, 36]. 그래서모두들

한결같이 IT에투자하지만, IT 자원과기술은기업전반

에걸쳐이질적으로분포되는경향이있기때문에 IT 사

용및효과에대한결과는서로다른형태로나타나는것

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IT투자에대한연구결과를종합하면, IT투

자에 따른독립적 성과측정은 어려우며, IT투자가 효과

적이기 위해서는 IT자원과 결합된 다른 가치 요소가 수

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여러 IT자원중스마트워크에대한투자의성과

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강용식(2014)은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업무성과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IT활용수준 외에도 기업의 조직,

제도 및 분위기를 제시하였다[37]. 그리고 김현철(2015)

은 스마트워크의품질이높을수록직무만족및업무성과

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스마트워크 품질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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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품질, 과업관리품질, 문서관리품질, 지식관리품질,

서비스품질로 구성된다고 하였다[11].

이민우·김승철(2015)은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스마트워크 IT자원을 IT인프라, 업무어플리케이

션, IT스킬로구성하여스마트워크 IT자원이업무효율성

과 기업성과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10]. 이민

우·오민정·김승철(2016)은 모바일 오피스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마트워크가 업무 효율성과 기업성과를 높이

는데 기여한다고 하였다[38].

따라서본연구에서는자원기반관점을적용하여스마

트워크 IT자원이직무성과에미치는영향을밝히고자다

음과 같이 가설 1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스마트워크도입기업의 IT자원은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 스마트워크도입기업의 IT인프라수준은

업무개선에정(+)의 영향을미칠것이다.

가설 1.2 : 스마트워크 도입 기업의 IT 스킬 수준은

업무개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 스마트워크 도입 기업의 IT인프라 수준은

업무협조에정(+)의 영향을미칠것이다.

가설 1.4 : 스마트워크 도입 기업의 IT 스킬 수준은

업무협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2 집단지성의 매개효과
집단지성은스마트워크 2.0의핵심요소이기때문에스

마트워크 IT자원의 수준 향상은 곧 집단지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철(2015)은 스마트워크 품질

이 집단지성에 정(正)의 영향을 미친디고 하였는데[11],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설 2를 설정하였다.

가설 2. 스마트워크도입기업의 IT자원은집단지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 스마트워크도입기업의 IT인프라수준은

집단지성에정(+)의 영향을미칠것이다.

가설 2.2 : 스마트워크 도입 기업의 IT스킬 수준은

집단지성에정(+)의 영향을미칠것이다.

집단지성이 기업측면에서도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데

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콜롬비아대

경영대학월리엄더간교수(Duggan, 2007)는 “혁신은한

명의 천재가 자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창출하기 보다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직간접적인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여[39], 기업의 전략적 직관이 집단

지성과 관련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채승병 외(2010)

는 기업이조직내외부에서집단지성을활용하면제품개

발, 생산, 마케팅, 고객지원등기업활동의모든분야에서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하였다[40]. 윤호성(2010)은 기업

경영게임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집단지성이 기업

의 높은 성과로 나타나는 과정을 검증하였다[41].

집단지성이기업성과에영향을미치는집단지성의발

현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윤호성(2010)은 개인간 연결을

통한지식과정보의공유, 피드백, 집단지성참여를통해

서 집단지성이 나타나고[41], 채승병 외(2010)는 집단지

성이 작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 및 관리, 협력과

개방의 조직문화, 다양한 참여자 확보, 인센티브를 통해

서 집단지성을 올릴 수 있다고 하였다[40].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집단지성은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 집단지성은 업무개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 집단지성은 업무협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집단지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 안나

(2014)는 집단지성이 동료에 대한 신뢰와 집단성과와의

관계를매개한다고하였으며[42], 김현철(2015)은 집단지

성이 스마트워크의 품질과 업무성과의 관계를 완전매개

한다고 하였다[11].

이러한연구결과를바탕으로본연구에서는집단지성

이 스마트워크 IT자원과 직무성과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가설4를 설정하였다.

가설 4. 스마트워크도입기업의 IT자원은집단지성을

매개하여직무성과에영향을미치는간접효과

가 있을 것이다.

가설 4.1 : 스마트워크 도입 기업의 IT인프라 수준

은 집단지성을 매개하여 업무개선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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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4.2 : 스마트워크 도입 기업의 IT스킬 수준은

집단지성을매개하여업무개선에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4.3 : 스마트워크 도입 기업의 IT인프라 수준

은 집단지성을 매개하여 업무협조에 영

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4.4 : 스마트워크 도입 기업의 IT스킬 수준은

집단지성을매개하여업무협조에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3.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스마트워크 도입기업의 IT자원인 IT 인프

라와 IT스킬이직무성과에미치는영향과집단지성의매

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는데,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나타낸 연구모형은 [Fig 2]과 같다.

[Fig. 2] Research Model]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업무에 스마트워크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내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70일간 (2017. 04. 01.

∼ 2017. 06. 09) 2차에걸쳐실시하였다. 1차설문조사에

서는 300부를 배포하여 회수된 54부를 가지고 파일럿테

스트를진행한후연구목적에맞게설문내용을수정하였

다. 본 조사인 2차 설문조사에서는 총 450부를 배부하여

수집된총 327부 중결측값이있는 24부를제외하고 303

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

Ver.22.0와 PROCESS macro v2.16을 이용하였다. SPSS

를 이용하여조사대상의인구사회학적특성을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측정

도구의정확성을파악하기위한타당도를검증하기위하

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변수의 일관성을 파악

하기위한신뢰성의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으로

Cronbach’s a계수를 이용하였다.

끝으로집단지성을경유하여 IT자원이직무성과에미

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PROCESS macro를 이용하

였으며간접효과, 직접효과, 총효과를추정하고추론하였다.

3.4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3.4.1 IT자원
IT자원은 Melville et al. (2004)의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하여 IT인프라와 IT스킬로 구분하였다. IT인프라는

전사적으로 공유하는 IT 및 IT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할

수있는 4개 문항을선정하였으며, IT스킬은스마트워크

종사자가 IT를다루는기술능력및운영능력을측정할

수있는 4개문항을선정하여각각 Likert의 5점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4.2 집단지성
Leadbeater(2008), 이유나·이상수(2009) 및안나(2014)

등의선행연구를참조하여, 집단지성의구성요소를참여,

공유, 개방, 협업의 네 가지로 보았다.

이중, 참여는자신의의견을쉽게표현하고다른구성

원의의견을쉽게얻을수있는지를측정하기위하여 3개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공유는 개인의 참여된 의식이 다

른개체와관련경험및지식을나누고있는상태를측정

할 수 있는 2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개방은 참여와 공유

가이루어지기위한개방적환경에관한것으로 3개항목

을 선정하였으며, 협업은 공통의 목적을 향해 개체들이

서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활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3개

항목을선정하여, 각각에대하여 Likert의 5점척도(1=전

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4.3 직무성과
직무성과의 측정은 비재무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KISDI 성과평가 모델의 Process Layer 및 Business

Layer차원의 측정지표(문정욱∙김혜정, 2008)를 연구목

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업무 개선은 스마트워크 시스

템의 도입으로 인한 사용자의 업무편의 증대 및 업무절

차의 개선을 측정할 수 있는 4개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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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협조는 스마트워크 사용으로 부서간 및 직원간 의

사소통및 업무 협력의증대를 측정할 수 있는 4개 문항

을선정하여각각 Likert의 5점척도(1=전혀그렇지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5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으로 표집한 303명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의 결과는<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Categories N(%)

Gender
Male 176(59.1)
Female 127(41.9)

Age

20s 52(17.2)
30s 58(19.1)
40s 82(27.1)
50s 91(30.0)
over 60 20(6.6)

Education

high school 42(13.9)
college 49(16.2)
university 157(51.8)
graduate 55(18.2)

Occupational
category

marketing 47(15.5)
administration 109(36.0)
engineering 51(16.8)
sales 14(4.6)
service 59(19.5)
CS 19(6.3)
manufacturing 4(1.3)

Number of
employees

less than 50 136(44..9)
50-less than 100 57(18.8)
100-less than 200 12(4.0)
200-less than 500 35(11.6)
500 and more 63(20.8)

Work period

less than 5 years 94(31.0)
5-less than 10 57(18.8)
10-less than 15 42(13.9)
15-less than 20 36(11.9)
20 and more 74(24.4)

Duration of use

less than 3 years 92(30.4)
3-less than 5 74(24.4)
5-less than 7 46(15.2)
7-less than 9 26(8.6)
9 and more 65(21.5)

Annual
Revenue

less than 5 billion 119(39.3)
5-less than 10 44(14.5)
10-less than 20 32(10.6)
20-less than 50 31(10.2)
50and more 77(25.4)

Region

Seoul 155(51.2)
Metropolitan city 81(28.7)
Sejong city 13(4.3)
Province 50(16.5)
Jeju province 4(1.3)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표에서보면, 응답자의분포가성별, 연령별등대부분

의 항목에서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학력은 전문대 졸업 이상이 80% 이상으로 나타나 고학

력자가 많았고, 서울지역의 거주자가 과반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6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가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을

적절하게측정하였는가를검증하기위해요인분석을실

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여측정하고자

하는변수의구성요인을추출하였으며, Varimax직각회

전방식을 채택하여 요인구조를 단순화하고 변수를 해석

하기 쉽게 하였다. 고유치가 1이상, 요인적재량 0.5이상,

공통성 0.5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충족시키는 요인

을 추출 하였다.

먼저변수들간의상관관계가다른변수에의해잘설

명되는지검증하기위해, Kaiser-Meyer-Olkim(KMO)검

정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모두 KMO

값(0.963)이 0.9이상으로매우우수하게나타남으로써요

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

단되었다. 이와 함께, 선정된 변수들로 Barlett - 구형성

검정에서 p=0.000<0.05이므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

하다고 판단되었다. <Table 3>에요인분석결과가제시

되어 있다.

아이겐값(고유치)이 1보다큰요인이 9개추출되었고,

요인모델의총설명변량은 79.095 %로나타났고이를가

설검증에 사용하였다.

신뢰도를 검증할 목적으로 항목분석 방법 중

Cronbach's Alpha계수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이 계

수가 0.6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

는데, 본연구에서는 <Table 2>에서와같이모든변수의

Cronbach's Alpha계수가 0.7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4. 연구결과
4.1 상관관계
상관관계분석은연구에서사용되는주요변수들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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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관계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 값을 통해서 변수 사이의 관계

가어느정도밀접한지를파악할수있다. 상관계수의범

위는 -1.0에서 1.0 사이의 값이며, 이 값이 1.0∼0.8(-1.0

∼-0.8)의범위이면다중공선성이존재할수있기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가설검증에앞서 IT 자원의 IT 인프라, IT 스킬, 집단

지성의 참여, 공유, 개방, 협업, 지각된 유용성, 직무성과

의 업무개선, 업무협조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inf sk part sha open co wfi wfc
inf 1
sk .674*** 1
part .633*** .742*** 1
sha .622*** .665*** .678*** 1
open .674*** .715*** .730*** .687*** 1
co .548*** .644*** .631*** .508*** .599*** 1
wfi .590*** .637*** .631*** .587*** .673*** .617*** 1
wfc .571*** .663*** .691*** .612*** .729*** .645*** .768*** 1
*p<.05, **p<.01, ***p<.001
Note: inf= IT infra; sk=IT skill; part=participation; sha=sharing;
open=openness; co=cooperation; wfi=workflow improvement;
wfc=workflow cordination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

Factor
IT Infra WFI IT Skill WFC CO PART Openness Sharing

IT Infra 3 .820 .156 .170 .106 .137 .106 .104 .200
IT Infra 1 .785 .170 .187 .137 .139 .085 .236 .151
IT Infra 4 .753 .143 .248 .173 .158 .186 .129 .037
IT Infra 2 .713 .213 .226 .169 .183 .272 .143 .105
WFI 3 .139 .756 .195 .274 .151 .067 .125 .078
WFI 1 .150 .730 .153 .173 .147 .183 .190 .192
WFI 4 .244 .678 .201 .313 .202 .017 .121 .119
WFI 2 .243 .646 .172 .303 .260 .304 .140 .047
IT Skill 3 .256 .243 .760 .231 .147 .208 .169 .128
IT Skill 2 .237 .192 .743 .165 .241 .157 .151 .159
IT Skill 1 .241 .215 .712 .133 .285 .192 .177 .153
IT Skill 4 .361 .163 .613 .275 .152 .257 .168 .146
WFC 2 .197 .278 .185 .726 .222 .183 .236 .128
WFC 4 .153 .398 .217 .715 .182 .173 .146 .020
WFC 1 .195 .245 .166 .707 .219 .196 .148 .245
WFC 3 .169 .384 .240 .668 .228 .187 .236 .124
CO 3 .276 .261 .161 .178 .744 .114 .120 .107
CO 1 .208 .117 .158 .246 .723 .221 .063 .131
CO 2 .074 .222 .294 .168 .714 .116 .191 .010
PART 2 .263 .129 .227 .282 .198 .729 .190 .141
PART 3 .234 .152 .325 .206 .281 .621 .173 .157
PART 1 .255 .295 .326 .204 .169 .572 .254 .194
Openness 4 .349 .216 .179 .225 .178 .192 .721 .124
Openness 3 .244 .305 .256 .269 .155 .228 .648 .219
Openness 2 .208 .190 .339 .323 .198 .211 .583 .186
Sharing 1 .359 .131 .287 .207 .171 .081 .209 .696
Sharing 2 .187 .286 .207 .176 .082 .364 .182 .674
Eigen Value 3.664 3.244 3.224 3.127 2.480 2.158 1.998 1.460
% of Variance 13.571 12.016 11.940 11.581 9.187 7.994 7.398 5.407
Cumulative % 13.571 25.588 37.528 49.109 58.295 66.289 73.688 79.095

<Table 3> Factor Analysis  

Reliability .904 .876 .915 .923 .819 .865 .879 .758
KMO Measure=0.945
Barlett x2= 6517.974, degree of freedom=351, p=0.000
Note: WFI = Workflow Improvement, WFC = Workflow Cooperation, CO = Coordination, PART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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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설검증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Andrew F. Hayes의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

과를 포함한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스마트워크 도입 기업의 IT자원인 IT인프라 수준과

IT스킬수준의독립변수가직무성과에미치는영향을추

론하기위해하위변수인업무개선, 업무협조를종속변수

로 각각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스마트워크 도입 기업의 IT자원이 매개변수인

집단지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회귀분석을실시하였고,

스마트워크 도입 기업의 IT자원과 집단지성(독립변수)

이 직무성과(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기 위해

각각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는 독립성이 가정이 존재한다.

자기상관을 측정하기 위해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

하여 Durbin-Watson검정을하였다. Durbin-Watson 지

수 d가 du와 4-du사이에 있는 경우 독립적으로 판정한

다. 모든 회귀분석에서 d값이 4-du보다 작은 것으로 나

타나 자기상관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독립변수 간의 관계인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한결과 10보다작으므로

(1.830 이하) 다중공선성은존재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4.2.1 스마트워크 도입기업의 IT자원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Table 5>에 제시된 것과 같이 독립변수 IT 인프라

와 IT 스킬이업무개선에미치는영향은각각 (비표준화

계수=.244, p=.000), (비표준화 계수=.382, p=.000)로 모두

유의적으로나타났다. 또한독립변수 IT 인프라와 IT 스

킬이 업무협조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비표준화 계수

=.184, p=.000), (비표준화계수=.429, p=.000)로 모두유의

적으로 나타났다.

DV IV Coeff t value

WFI
(Constant) 1.512 10.352***

R² =.453
F=124.327 ***IT Infra .244 5.083***

IT Skill .382 7.610***

WFC
(Constant) 1.598 11.425*** R² =.467

F=131.561 ***IT Infra .184 3.994***

IT Skill .429 8.930***

*p<.05, **p<.01, ***p<.001
Note: DV=Dependent Variable, IV=Indedendent Variable, Coeff=Coefficient,
WFI = Workflow Improvement, WFC = Workflow Cooperation

<Table 5> Effect of IT Resources on Job Performance 

이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총효과가 모두

유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1.1, 가설1.2,

가설1.3 및 가설 1.4는 모두 채택되었다.

4.2.2 IT 자원이 집단지성에 미치는 영향
IT 자원을독립변수로집단지성을종속변수로설정하

여다중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Table 6>에 결과가제

시되어있다. IT자원이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IT infra;

B=.217, p=.000), (IT skill; B=.535, p=.000) 으로 유의적

으로나타났다. IT 자원이공유와개방 및협력에미치는

영향은 각각 (IT infra; B=.292, p=.000), (IT skill; B=.431,

p=.000), (IT infra; B=.319, p=.000), (IT skill; B=.452,

p=.000), (IT infra; B=.163, p=.000), (IT skill; B=.408,

p=.000)으로 나타나 모두 유의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IT infra IT skill
coeff t value coeff t value

Participation
.217 4.856*** .535 11.441 ***

R² =.583 F=209.871 ***

Sharing
.292 5.751*** .431 8.133***

R² =.497 F=148.474 ***

Openness
.319 6.940*** .452 9.429***

R² =.579 F=206.129 ***

Cooperation
.163 3.575*** .408 8.583***

R² =.438 F=116.939 ***
*p<.05, **p<.01, ***p<.001

<Table 6> Effects of IT Resources on Collective 
Intelligence 

4.2.3 집단지성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매개변수집단지성과독립적으로 IT 자원이업무개선

에미치는 영향은 모두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IT

인프라가 업무개선에 미치는 직접효과, IT 스킬이 업무

개선에 미치는 직접효과, IT 인프라가 업무협조에 미치

는 직접효과 및 IT 스킬이 업무협조에 미치는 직접효과

가 모두 비유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7>에 제시된 것과 같이 집단지성 중 개방

(B=.239, p=.000)와 협업(B=.253, p=.000)만이 업무개선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

설 3.1은 부분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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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icient t value
(Constant) .663 3.804***

R² =.558
F=62.199***

IT infra ..083 1.497
IT skill .088 1.714
Participation .080 1.270
Sharing .092 1.717
Openness .239 3.925***

Cooperation .253 4.380***
*p<.05, **p<.01, ***p<.001

<Table 7> Effects of IT Resources & Collective 
Intelligence on Workflow Improvement

매개변수집단지성과독립적으로 IT 자원이업무협조

에 미치는 영향은모두 비유의적으로나타났다. 이는 IT

인프라가 업무개선에 미치는 직접효과, IT 스킬이 업무

개선에 미치는 직접효과, IT 인프라가 업무협조에 미치

는 직접효과 및 IT 스킬이 업무협조에 미치는 직접효과

가 모두 비유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8>에 제시된 것과 같이 집단지성 중 참여

(B=160 p=.005)와 개방(B=.314, p=.000)및 협업(B=.245,

p=.000)만이 업무협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2는 부분 채택되었다.

coefficient t value
(Constant) .637 4.112***

R² =.630

F=83.455***

IT infra .-013 -.309
IT skill .069 1.313
Participation .160 2.855**

Sharing .077 1.607
Openness .314 5,789***

Cooperation .245 4.777***
*p<.05, **p<.01, ***p<.001

<Table 8> Effect of IT Resources & Collective 
Intelligence on Workflow Coordination 

4.2.4 간접효과 분석결과
특정 간접효과들을 추론하기 위하여 다중병렬모형을

기반으로 10,000개의 Bootstrap 표본들에 관한 편의수정

95%. Bootstrap 신뢰구간을사용하였다.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있지않으면간접효과가유의적이라고결론내

린다.

또한 한 간접효과가 다른 간접효과와 통계적으로 차

이가나는지를검정하는 Bootstrap 신뢰구간을이용하여

특정간접효과들의 대응별 비교를 실시하였다.

가. 업무개선에 대한 IT 인프라의 간접효과

<Table 9>에서와같이특정간접효과중 IT 인프라→

개방→업무개선의 크기가 .076이고 95% Bootstrap 신뢰

구간 [.029, .140]이 0을 포함하고있지않으므로 양의 간

접효과가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큰 IT 인프라가

더큰개방을가져오고이는더큰업무개선으로이어지

는결과로인하여 한단위 더큰 IT 인프라의 기업이한

단위더작은기업보다업무개선이 .076단위만큼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IT 인프라→협업→업무개선의간접효과또한 Bootstrap

신뢰구간 [.014, ..084]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

의간접효과가유의적이고크기는 0.41로 나타났다. 이는

더큰 IT 인프라가더큰협조를가져오고이는더큰업

무개선으로이어지는결과로인하여한단위더큰 IT 인

프라의 기업이 한 단위 더 작은 기업보다 업무개선이

.041단위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 간접효과의 크기는 .162이고 95% Bootstrap 신뢰

구간 [.094, .244]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1은 부분채택 되었다.

특정간접효과들의 한쌍씩대응별차이가 <Table 9>

에 (매개변수i-매개변수j)형태로 제시되어있다. 차이 값

을 95% Bootstrap 신뢰구간 검정으로 실시하였다. 모든

경로간의 간접효과의 차이는 신뢰구간 모두가 0을 포함

하므로 통계적으로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effect BootLLCI BootULCI
Total .162 .094 .244
PART .017 -.009 .054
SH .027 -.005 .074
OP .076 .029 .140
CO .041 .014 .084
C1=PART - SH -.010 -.066 -039
C2=PART - OP -.059 -.130 .074
C3=PART - CO -.024 -.076 .018
C4=SH - OP -.494 -.127 .019
C5=SH - CO -.014 -.067 .038
C6=OP - CO .035 -.307 .103
NOTE: PART=Participation, SH=Sharing, OP=Openness,
CO=Cooperation

<Table 9> Indirect Effect of IT Infra on Workflow 
Improvement 

나. 업무개선에 대한 IT 스킬의 간접효과

<Table 10>에서와 같이 특정간접효과 중 IT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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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업무개선의 크기가 .108이고 95% Bootstrap 신뢰

구간 [.045, .183]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양의 간

접효과가유의적으로나타났다. 한 단위더큰 IT 스킬의

기업이 더 큰 개방을 가져와 한 단위 더 작은 기업보다

업무개선이 .108단위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IT스킬→협업→업무개선의 간접효과 또한

Bootstrap 신뢰구간 [.055, .163]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

으므로양의간접효과가유의적이고 크기는 .103으로 나

타났다. 이는 더 큰 IT 스킬이 더 큰 협업을 가져오고

이는더큰업무개선으로이어지는결과로인하여한단

위 더큰 IT 인프라의 기업이 한단위더 작은기업보다

업무개선이 .103단위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 간접효과의 크기는 .293이고 95% Bootstrap 신뢰

구간 [.204 .388]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2는 부분채택 되었다.

특정간접효과들의 한 쌍씩 대응별 차이가 <Table

10>에 (매개변수i-매개변수j)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차

이 값을 95% Bootstrap 신뢰구간 검정으로 실시하였다.

모든 경로간의 간접효과의 차이는 신뢰구간 모두가 0을

포함하므로 통계적으로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effect BootLLCI BootULCI
Total .293 204 .388
PART .043 -.027 .114
SH .040 -.011 .095
OP .108 .045 .183
CO .103 .055 .163
C1=PART - SH .003 -.093 -096
C2=PART - OP -.065 -.175 .037
C3=PART - CO -.060 -.160 .033
C4=SH - OP -.068 -.172 .027
C5=SH - CO -.063 -.136 .003
C6=OP - CO .005 -.089 .102
NOTE: PART=Participation, SH=Sharing, OP=Openness,
CO=Cooperation

<Table 10> Indirect Effect of IT Skill on Workflow 
Improvement 

다. 업무협조에 대한 IT infra의 간접효과

<Table 11>에서와 같이 특정간접효과 중 IT 인프라

→참여→업무협조의 크기가 .035이고 95% Bootstrap 신

뢰구간 [.009, .075]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의

간접효과가유의적으로나타났다. 한단위더큰 IT 인프

라 기업이 더 큰 참여를 가져와 한 단위 더 작은 기업보

다 업무협조가 .035단위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IT 인프라→개방→업무협조의간접효과또한 Bootstrap

신뢰구간 [.057, .160]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

의 간접효과가 유의적이고 크기는 0.100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 큰 IT 인프라가 더 큰 개방을 가져오고 이는

더큰업무협조로이어지는결과로인하여한단위더큰

IT 인프라의기업이한단위더작은기업보다업무협조

가 .100단위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IT 인프라→협업→업무협조의간접효과또한 Bootstrap

신뢰구간 [.014, .079]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

의간접효과가유의적이고크기는 0.40으로나타났다. 이

는 더 큰 IT 인프라가 더 큰 협업을 가져오고 이는 더

큰업무협조로이어지는결과로인하여한단위더큰 IT

인프라의 기업이 한 단위 더 작은 기업보다 업무개선이

.040단위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 간접효과의 크기는 .197이고 95% Bootstrap 신뢰

구간 [.127, .271]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3은 부분채택 되었다.

특정간접효과들의 한쌍씩대응별차이가 <Table 8>

에제시되어있다. 차이값을 95% Bootstrap 신뢰구간검

정으로 실시하였다. C1, C3 및 C5의 Bootstrap 신뢰구간

은 0을 포함하고 C2, C4 및 C6의 Bootstrap 신뢰구간은

0을포함하지않으므로 C2, C4 및 C6는 유의적으로나타

났다.

effect BootLLCI BootULCI
Total .197 .127 .271
PART .035 .009 .075
SH .022 -.002 .052
OP .100 .057 .160
CO .040 .014 .079
C1=PART - SH .012 -.023 059
C2=PART - OP -.065 -.134 -.007
C3=PART - CO -.005 -.054 .041
C4=SH - OP -.078 -.146 -.026
C5=SH - CO -.017 -.067 .021
C6=OP - CO .060 .007 .122
NOTE: PART=Participation, SH=Sharing, OP=Openness,
CO=Cooperation

<Table 11> Indirect Effect of IT Infra on Workflow 
Coordination 

IT 인프라가 참여를 거쳐 업무협조에 미치는 영향보

다 IT 인프라가 개방을 거쳐 업무협조에 미치는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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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단위 만큼유의하게더크게나타났다. IT 인프라가

공유를 거쳐 업무협조에 미치는 영향보다 IT 인프라가

개방을거쳐업무협조에미치는영향이 .078단위만큼유

의하게더크게나타났다. IT 인프라가개방을거쳐업무

협조에 미치는 영향은 IT 인프라가 협업을 거쳐 업무협

조에 미치는 영향보다 .060단위 만큼 유의하게 더 크게

나타났다.

라. 업무협조에 대한 IT 스킬의 간접효과

<Table 12>에서와 같이 특정간접효과 중 IT 스킬→

참여→업무협조의 크기가 .086이고 95% Bootstrap 신뢰

구간 [.019, .158]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양의 간

접효과가유의적으로나타났다. 한 단위더큰 IT 인프라

기업이 더 큰 참여를 가져와 한 단위 더 작은 기업보다

업무협조가 .086단위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IT스킬→개방→업무개선의 간접효과 또한

Bootstrap 신뢰구간 [.081, .219]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

으므로양의간접효과가유의적이고 크기는 .142로 나타

났다. 이는더큰 IT 스킬이더큰개방을가져오고이는

더큰업무협조로이어지는결과로인하여한단위더큰

IT 스킬의기업이한단위더작은기업보다업무협조가

.142단위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IT스킬→협업→업무개선의 간접효과 또한

Bootstrap 신뢰구간 [.053, .161]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

으므로양의간접효과가유의적이고 크기는 .100으로 나

타났다. 이는 더 큰 IT 스킬이 더 큰 협업을 가져오고

이는더큰업무개선으로이어지는결과로인하여한단

위더큰 IT 스킬의기업이한단위더작은기업보다업

무협조가 .100단위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 간접효과의 크기는 .360이고 95% Bootstrap 신뢰

구간 [.265, .464]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4는 부분채택 되었다.

특정간접효과들의 한 쌍씩 대응별 차이가 <Table

12>에 제시되어 있다. 차이 값을 95% Bootstrap 신뢰구

간 검정으로 실시하였다. C1, C2, C3 및 C6의 Bootstrap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고 C4 와 C5의 Bootstrap 신뢰구

간은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C4 와 C5는 유의적으로 나

타났다[2].

IT 스킬이공유를거쳐업무협조에미치는영향이 IT

스킬이개방을 거쳐업무협조에미치는 영향보다 .109단

위 만큼 유의하게 더 작게 나타났다. IT 스킬이 공유를

거쳐 업무협조에 미치는 영향이 IT 스킬이 협업을 거쳐

업무협조에 미치는 영향보다 .067단위 만큼유의하게 더

작게 나타났다.

effect BootLLCI BootULCI
Total .360 .265 .464
PART .086 .019 .158
SH .033 -.005 .078
OP .142 .081 .219
CO .100 .053 .161
C1=PART - SH .053 -.026 .137
C2=PART - OP -.056 -.166 .044
C3=PART - CO -.014 -.112 .077
C4=SH - OP -.109 -.197 -.035
C5=SH - CO -.067 -.141 -002
C6=OP - CO .042 -.045 .137
NOTE: PART=Participation, SH=Sharing, OP=Openness,
CO=Cooperation

<Table 12> Indirect Effect of IT Skill on Workflow 
Coordination 

4.3 논의
가설 1에 대한 검증 결과는 이민우·김승철(2015) 및

이민우·오민정·김승철(2016)의 선행연구를 스마트워크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스마트워

크의 도입효과에 대하여 이민우·김승철(2015)은 서비스

산업에서 스마트워크를 도입한다면 업무 효율성과 기업

성과에 긍정적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 이민우·오

민정·김승철(2016)은 모바일스마트워크환경이 업무효

율성과 기업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

다. 본연구에의하면, 스마트워크의도입은기업의업종

이나스마트워크의유형에제한되지않고직무성과를높

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 가설 3, 가설 4에 대한 검증 결과는 집단지성

이스마트워크도입기업의 IT자원과직무성과간관계를

매개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 집단지성이스마트워

크 품질과 직무성과간 관계를 매개한다고 하는 김현철

(2015)의 선행연구와맥락을같이하는결과이다. 김현철

의연구에서는스마트워크환경을 IT시스템자체에만한

정하고 있는데, 집단지성의 개념이 대중의 지혜임을 고

려한다면, 본연구에서처럼스마트워크 IT시스템에직원

들의 관리 능력까지를 포함한 개념으로 확장하는 것도

의미 있는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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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분석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 세 가지의 가설을 검증한 주요 분석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워크 도입 기업의 IT자원은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마트워크 도입 기업의 IT자원은 집단지성과

는 독립적으로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집단지성중개방과협업이 IT 자원과업무개선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집단지성 중 참여와 개방 및 협업이 IT 자원과

업무협조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연구 시사점
본 연구는 스마트워크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기존의

스마트워크체제를개선하고자하는기업에게다음과같

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스마트워크 도입기업의 IT자원이 우수할수록

조직원의 집단지성 발현 수준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업

무성과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기업들은 직원의 집단지성

발현을 위해 IT자원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둘째, 스마트워크 IT자원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에서 집단지성의 매개를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매우 중

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단순히 스마트워크 도입에

만그칠경우에는기업이당초계획했던목표를얻지못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스마트워크 도입을 통하여

직무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집단지성

수준을높이는것이필수적이므로기업들은단순히스마

트워크도입에만그치지않고, 직원들의참여, 개방, 협업

수준을높이기위한지속적이고체계적인노력을경주해

야할 것으로 보여 진다.

향후연구에서는동일산업군내에서스마트워크도입

기업과미도입기업간재무성과를비교하거나동일기업

내에서 스마트워크 도입 전후의 재무성과를 동태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정량적인 분석을 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워크 도입 규모를 인적, 설비적, 업무적 기준으로

분류하여연구한다면보다세분화된결과가도출될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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