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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소 제조 서비스업체를 상으로 하여 KMS의 경 성과에 미치는 향요인을 지식정보요인과 리

요인으로 설정하여 이들 요인들이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고, 평가와 보상을 조 변수로 설정하여 평가와 보상

이 지식정보요인 리요인과 경 성과 간에 미치는 조 효과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지식 합성, 지식정보의 신뢰

성, 지식 리 로세스 지원으로 설정된 지식정보 요인은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리요인 에

서는 학습의 조직화와 력 요인은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와 보상이 지식정보요인

리요인과 경 성과 간에 조 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에서는 지식정보요인의 지식 합성, 지식정보의 신

뢰성, 지식 리 로세스지원, 리요인의 지식공유활동, 력은 경 성과에 조 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 지식 리시스템, 지식정보요인, 리요인, 평가와 보상, 경 성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 on 

the performance of KMS by setting the factors affecting KMS 's management performance as knowledge information 

factor and management factor.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valuation and compensation on knowledge information 

factor, management factor and management performan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the 

knowledge information factor set by the knowledge adaptability, the reliability of knowledge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process affects the definition of management performance. Among the management factors, 

organizationalization and cooperation factors influence definition Respectively. 

In the results of verifying whether assessment and compensation play a moderating role, it is found that knowledge 

compatibility of knowledge information factor, reliability of knowledge information, support of knowledge 

management process, knowledge sharing activity of management factor, cooperation has played a moderating role 

in business performance. 

Key Words : KMS, Knowledge information factor, Management factor, Evaluation and compens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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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경 환경의 로벌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2000

년 반부터 국내 기업과 정부기 등에서는 지식경

에 한 심과 도입이 속하게 확산되기 시작하 다.

고객요구에 한 신속한 응, 제품수명의 단축, 고품질

의 서비스 제공 등의 요구는조직으로부터 지식 리시스

템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게 하 다. 최근 지식경

은 조직의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조직의 부가가치를 창

출시키는 부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

은 종 의 개념과 달리 자본과 노동에 의해서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 가지고 있는지식의양과질에 의

해서 결정될 수 있다. 지식경 은 경 능력의 향상, 경쟁

우 확보 유지, 비즈니스의우월성 등과 같은 측면에

서 경 성과에 큰 향을 미치고 있어, 지식경 의 필요

성이 더욱강조되고 있다[1]. 지식 리시스템은 구성원들

에 의해 새로운 지식의 창출, 업, 학습, 활용 등이 이루

어지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자발 인 참여와의지가 매우

요하다. 그간 지식정보 시스템 도입과 련한 연구들

은 다양한 각도에서 수행되어 왔으나 부분의 연구들이

기업을 상으로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실을 고려하여지식 리 활동에

서 구성원들의 자발 인 참여와 의지에 을 맞추어

지식 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한 평가와

보상의 조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 다. 특별히 본 연구

에서는 연구 상을 기업에 비해자본력이나 기술력에

서 상 으로 열악한 소 제조 서비스업종을 상

으로 하여 수행하 으며, 정보시스템의 성과는 도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성과가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참조하여지식 리시스템을 도입하여 5년 이상

운 인 소기업을 상으로 연구를 하 다.

2. 론적 경  행연

2.1 지식 리 시스  개념

지식 리시스템은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해 조

직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를 리하기를 해 구축한

정보시스템이다. 경 환경의 로벌화와 정보자산의 디

지털화 등으로 체계 인 지식 리시스템은 기업경 에

략 인 잠재능력을 제공할 수 있기때문에 경 자원으

로서 그 가치가 커지고 있다[2].

지식 리시스템의 개념을 설명하기 에 지식에 한

정의를 살펴보면, 지식은 사용자의 인식, 해석, 분석, 이

해 등과 같은 인지 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경험이나 상

황 등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가치 있는 정보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은 기술, 경험, 지능 등과 함께

의사결정과 행동에 필요한 능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3].

지식 리시스템은 정보기술 인 라를 이용해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지식자원을 효율 으로 리하면서

지식 리 활동을 반 으로 지원해 주는 정보시스템으

로 정의할 수 있다[4]. Alavi and Leidner[5]는 지식 리

시스템을 경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

식자원을 리하기 하여 지식의 획득과 통합 그리고

분배 등을 통합 인 에서 지원해 주는 정보시스템으

로 정의하 고, Nonaka and Konno [6]는 지식 리시스

템을 효율 인 지식정보를 지원해 주는 IT기반의정보시

스템으로 정의하면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

의 지식자원을 리하기 한 그룹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이 갖추어진 소 트웨어라고 설명하 다.

2.2 지식 리시스  도 경과 역할

인터넷 환경에서 경 환경의 로벌화와 무한경쟁 시

, 고객요구의 다양화, 제품수명의 단축, 정보기술의

속한 발달 등과 같은 조직 환경의 격한 변화는 조직으

로 하여 지식정보에 하여 체계 인 리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요하게 인식하게 되었다[7]. 변상우

등[8]은 조직에서 지식 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는 배경

을 고객요구에 한 신속한 응, 고객에 한 고품질 서

비스 제공, 다양한 고객요구에 한 능동 인 응, 고객

의 비즈니스 문제 등을 해결하기 해서는 문 인 지

식과 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는 획득할 수 있는 정보를 체계 으로 리할수 있는정

보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 다. 한편, 탁주익[4]

은 지식 리시스템의 역할을 지식의 통합 리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조직 구성원의

암묵 지식의 공유, 지식의 체계화/분류/논리화를 통한

지식의질 인수 향상, 지식의 손쉬운검색, 지식의 상

호교환과 조직학습을 통한 새로운 지식의 창출 등과 같

은 역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 다.

2.3 KMS 도  에 한 행연  

지식 리시스템의 도입에 미치는 향요인에 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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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연구 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Nevo and Chan[9]는 지식 리시스템의 도입에 미치는

향요인을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과 근성, 최고경 자

의 심과 지원, 지식정보의 가치와 정보품질, 사용자의

시스템에 한 몰입, 시스템 통합성 등으로 설명하 고,

Bock et al.[10]은 조직의 지식공유를 한 환경조성,

리자 지원, 평가와 보상의 활성화, 지식정보시스템의 활

용성과에 한 측정기 , 화면 네비게이션의 편리성, 비

공식 인 지식정보의 공유, 시스템 근성과 이용의 편

리성 등과 같은 요인들은 지식 리시스템도입에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 다.

2.3.1 지식정보   

탁주익[4]은 지식 리시스템 도입과 련한 연구에서

지식 리 시스템에 미치는 향요인을 지식특성, 경 특

성, 조직특성 등의 에서 근하 는데, 하 변수로

지식특성요인에서는 지식 리 로세스 지원, 지식의

합성, 지식 완 성, 지식 신뢰성 등으로 연구하 다. 조

렬[11]은 지식정보요인을 지식정보의 신뢰성, 지식정보

의 품질과 이용편리성 등으로 연구하 는데, 특히 지식

정보의 신뢰성은 매우 요한 향 변수라고 하 다.

2.3.2 리  

지식공유 활동은 선행 으로 조직의 지원에 의해

향을 받는데, 조직지원에 의해 강화된 지식 공유 활동은

경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12]. 유성호

[13]는 지식의 공유의지, 학습의 조직화 지향성을 지

식 리시스템 도입요인으로 제시하 고, 이배 [14]은

지식 리시스템의 도입요인으로 리운 요인 에서

학습의 조직화, 력과 동을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

다. 이정호 등[15]도 지식활동에 미치는 향변수를 지식

의 공유 창출활동 등으로 제시하 으며, 조 렬[11]은

조직의 리측면에서 리요인을 학습의 조직화, 평가와

보상체계, 지식의 공유 활동 등으로 제시하 다. 한편,

Lee and Choi[16]는 지식 리시스템 도입에미치는 향

요인을 조직 에서 새로운 지식창출 로세스의 제공

능력, 조직 창조성, 업, 학습, 정보의 신뢰성, 조직의 집

화 업무의 공식화 수 등으로 설명하 다.

2.4 경 과

김주희 등[17]은 지식 리시스템이 경 에 미치는 성

과요인을 지식 리시스템의 이용과 이용자 만족도로 측

정하 고, 김성호[18]는 신제품개발능력향상, 기술의차

별화, 비용 감 등을 경 성과로 제시하 다. 유성호[13]

는 경 성과를 지식정보의 품질, 비즈니스 로세스 향

상, 사용자 만족도로 측정하 고, 김경규 등[19]은 지식

리 시스템의 사용수 으로 경 성과를 연구하 다.

2.5 평가  보상

Lee and Ahn[20]은 지식 리시스템의 활용성과를 구

성원들에 한 평가와 보상 에서 연구하 다. 이들은

구성원들에 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그룹과 개인으로 구

분하여 연구를 하 는데, 연구결과 개인에 한 평가와

보상이 그룹에 한 평가와 보상 보다 더 많은 활용성과

를 보이고 있었으며, 요한 지식정보를 가지고 있는 개

인들은지식공유에부정 인시각을가지고있다고하 다.

조직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성원들은

보상보다는 업무자체로부터 보상받기를 원한다[21]. 조

직 구성원들은 개인 인 성취, 업무 인 성취, 운 상의

자율성, 등의 요인에 의해 동기유발이 되는데, 이러

한 요인들 가운데 개인 성취는 지속 인 동기 유발요

인이다[21]. Lank[2]는 동기유발 요인으로 보상보

다는 업무에 한 문성인정, 희망업무의수행 기회 부

여 등을 요한 동기유발요인으로 제시하 다.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거나 경험한 지식에 해

서는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하기를 원치 않는다. 때문에

조직은 구성원들의 요한 지식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기

해서는 평가와 보상 등과 같은 동기 유발요인을 제시

하여지식정보의축 과공유활동을활성화시켜야한다[23].

3. 연  계  

3.1 연  형 

지식 리시스템의 도입요인과 성과에 한 연구는 연

구자의 의도와 목 에 따라 각기 다른 측면에서 연구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 리시스템의 도입요인은 지식

정보요인과 리요인으로 설정하고, 성과요인은 경 성

과로 설정하 다. 아울러 평가와 보상을 Lank[22]와 김

승수[23]의 연구를 참조하여 조 변수로 설정하여 평가

와 보상요인이 지식 리시스템의 도입요인과 성과요인

간의 조 역할을 분석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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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요인은 Nevo and Chan[9], Bock et al.[10], Lee

and Choi[16]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지식정보요인은 하

변수로 지식 합성, 지식정보의 신뢰성, 지식 리

로세스 지원으로 설정하 고, 리요인은 학습의 조직화,

지식 공유활동, 력으로 설정하 다.

지식 리시스템 도입요인을 Nevo and Chan [9]는 시

스템 사용의 편리성과 근성, 최고경 자의 심과 지

원, 지식정보의 가치와 정보품질, 사용자의 시스템에

한 몰입, 시스템 통합성으로 제시하 고, Bock et al.[10]

은 조직의 지식공유를 한 환경조성, 리자 지원, 평가

와 보상의 활성화, 화면 네비게이션의 편리성, 비공식

인 지식정보의 공유, 시스템 근성과 이용의 편리성으

로 제시하 다. Lee and Choi[16]는 새로운 지식창출

로세스의 제공 능력, 조직창조성, 업, 학습, 정보의 신

뢰성, 조직의 집 화 업무의 공식화 수 을 KMS 도

입요인으로 제시하 다.

Management factor

· Organization of
learning
·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 Cooperation

Business
performance

Knowledge
information factor

· Knowledge suitability
· Reliability of
knowledge information
· Knowledge Management
Process Support

Evaluation &
Compensation

H1

H2

H3

H4

Fig. 1. Research Model 

3.2 가  정 

3.2.1 지식정보

지식 리활동은 지식의 창출·축 ·공유·활용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지식 리 활동들은 지식 리 로

세스를 지원해 주는 활동으로 궁극 으로경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24]. 탁주익[4]은 지식의 합성과

지식 리 로세스에 한 지원은 도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고, 조 렬[11]은 지식정보에 한

신뢰성은 조직성과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으며, 구병 [25]은 지식의 합성은 KMS 활용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선행연

구 결과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지식정보요인이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연

구가설을 설정하 다.

H1: 지식정보요인은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1: 지식 합성은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H1-2: 지식정보의 신뢰성은 경 성과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H1-3: 지식 리 로세스지원은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2 리  

지식 리시스템에서 구성원들의 지식 공유 활동은 조

직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12]. Law and Ngai[26]

은 지식의 공유와 학습은 비즈니스 로세스에 한 향

상과 제품의 품질, 서비스 향상 등에 향을 미쳐 고객만

족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요인들은 궁

극 으로 조직의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 고, Davenport and Klahr[27]는 지식 리시스템을

이용한 지식의 공유 활동은 비용 감과 함께 조직의 효

율성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지식의 공

유 활동은 조직의 경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데

[28], 이러한 연구 에서 조 렬[11]도 조직에서 학습

의 조직화, 지식의 공유 활동은 조직성과에 향을 미친

다고 하 다. 선행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리요인이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H2: 리요인은경 성과에정(+)의 향을미칠것이다.

H2-1: 학습의 조직화는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2: 지식공유활동은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H2-3: 력은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3 평가  보상

Lee and Ahn[20]은 지식 리시스템의 활용성과를 구

성원들에 한 평가와 보상 에서 연구하 다. 평가

보상요인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지식 리시스템의 사

용동기를 진시킨다[29]. 정 채 등[30]은 보상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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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있는 조직은 지식 리시스템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 고, 유성호[13]은 보상

수 이 높을수록 지식 리시스템에 한 사용자 만족도

증가한다고 하 다. 선행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평가와

보상요인이 지식정보요인 리요인과 경 성과 간의

조 계를 분석하기 하여 다음과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H3: 평가와 보상은 지식정보요인과 경 성과에 조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3-1: 평가와 보상은 지식 합성과 경 성과 간에 조

인 역할을 할 것이다.

H3-2: 평가와 보상은 지식정보의 신뢰성과 경 성과

간에 조 인 역할을 할 것이다.

H3-3: 평가와 보상은 지식 리 로세스 지원과 경

성과 간에 조 인 역할을 할 것이다.

H4: 평가와 보상은 리요인과 경 성과에 조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4-1: 평가와 보상은 학습의 조직화와 경 성과 간에

조 인 역할을 할 것이다.

H4-2: 평가와 보상은 지식공유활동과 경 성과 간에

조 인 역할을 할 것이다.

H4-3: 평가와 보상은 력과 경 성과 간에 조 인

역할을 할 것이다.

3.3 변수 정   

3.3.1 지식정보  

본 연구에서는 지식정보 요인의 세부 변수를 지식

합성, 지식정보의 신뢰성, 지식 리 로세스지원으로정

의하 다.

지식 합성을 측정하기 하여 탁주익[4], 서용 [3]

등은 측정변수를 업무와의 성, 업무수행의 도움, 자

료 활용성, 문제해결을 한 용성, 지식 분류의 합성

등으로 설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참조하

여 지식 합성을 업무 지원성, 업무와의 성, 필요지

식의 축 정도 등 3개 항목으로 설정하 다.

지식정보의 신뢰성을측정하기 하여 탁주익[4]은 측

정변수를 KMS에서 제공되는 지식에 한 믿음, 제공된

지식으로 업무를 수행해도 실패하지 않는정도로 설정하

고, 조 렬 등[31]은 지식정보를 믿을 수 있는 정도, 지

식정보의 활용수 , 지식정보의 원천자료에 한 신뢰성,

정보의 최신성 등으로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지식정보의 신뢰성을 제공되는 지식정

보에 한 믿음, 제공되는 정보의 최신성 등 2개 항목으

로 설정하 다.

지식 리 로세스는 지식의 창출·축 ·공유·활용으

로 구분되는데, 이배 [14]은 지식 리 로세스 지원 정

도를 지식의 창출노력, 신지식의 창출, 암묵지의 형식

지화, 지식의 체계화, 업무와 련된 지식의 공유, 업무

수행시 발생한 지식 활용, 지식 리시스템에 등록된 지

식을 실제업무에 용 등으로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

도 이배 [14] 등의 연구를참조하여 지식의 체계 인 분

류 축 , 새로운 지식의 체계화, 지식 리시스템의 활

용도, 지식 리시스템의 지속 인 갱신과공유 등 4개 항

목으로 지식 리 로세스 지원정도를 측정하 다. 측정

방법은 5 리커트 척도로 하 다.

3.3.2 리

본 연구에서는 리요인의 세부변수를 학습의조직화,

지식의 공유활동, 력으로 정의하 다.

학습의 조직화를 측정하기 하여 이홍재[24]는 측정

변수를 정보 수집활동, 실험정신, 학습 기회제공, 실행공

동체의 조직화, 교육훈련의 기회 등으로 설정하 고, 이

선규[32]는 교육훈련 기회제공, 정보수집 활동, 문제해결

을 한 활성화 정도 등으로 학습의 조직화를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와 같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학습

의 조직화를 정보 수집활동, 실험정신, 학습기회 제공 등

3개 항목으로 설정하 다.

지식공유활동을 측정하기 하여 탁주익[4], 김승수

[23]는 업무 노하우를 동료에게 알려주는 정도. 새로운

지식의 공개, 지식자료의 수용, 업무 련 지식의 지식공

유시스템의 활용 등으로 설정하 다. 본 연구에서도 탁

주익[4], 김승수[23]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업무처리노하

우를 동료에게 알려주는 정도, 새로운 지식의 공개, 지식

자료의 수용 등 3개 항목으로 지식공유활동을 측정하 다.

력을 측정하기 하여 공희경[33]은 조직목표 참여,

동료와의 력, 조직의 조 분 기 등으로 설정하

고, 구병 [25]은 동료에게 요청하는 정도, 구성원의

조, 부서간 조 분 기 등으로 설정하 다. 본 연구에서

도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력을 동료간 조, 부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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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조직목표 참여 등 3개 항목으로 설정하 다. 측정방

법은 5 리커트 척도로 하 다.

3.3.3 평가  보상

공희경[33], 탁주익[4]은 평가와보상을 지식공유의 보

상, 지식공유에 한 보상, 지식공유의 인사고과

반 , 평가의 객 성, 보상의 공정성, 보상의다양성 등으

로 측정하 다.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평가와 보상을 인

사고과 승진 반 , 문가 인정, 보상의 다양성, 평가

기 의객 성, 보상의공평성 등 5개항목으로 설정하

다. 측정방법은 5 리커트 척도로 하 다.

3.3.4 경 과

이홍재[24], 김승수[23]는 경 성과를 고객만족 측면

에서 업무처리 시간의 단축, 업무처리 차의 간소화, 업

무수행 능력의 향상, 문제해결능력 향상, 제품 서비스

만족도, 제품 서비스의품질로연구하 고, 비용 측면

에서 Yli-renko et al[34]은 신제품의 개발 비용 감, 운

비용의 감을 경 성과로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경 성과를 업무처리시간 단축, 업

무수행능력 증진, 운 비용의 감 등 3개 항목으로측정

하 다. 측정방법은 5 리커트 척도로 하 다.

4. 실   

4.1 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표본자료를 지식 리시스템을 도입하

여운 한지 5년이상의 수도권에 소재하고있는 소제

조 서비스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상으로

하여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에 걸쳐 설문지 기법을

이용하여 수집하 다. 체 165부를 수집하 으나 부

한 설문자료는 제외하고 유효 설문 153부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하 다. 통계분석은 SPSS 20.0 패키지를 이

용하여 처리하 다.

4.2 타당   신뢰  

4.2.1 타당  

타당성 검증은 요인분석을 이용하 다.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여 요인을 추출

하 고, 요인회 방식은 베리맥스(varimax rotation)방

식으로 하 다. 고유값(eigen value)은 최소 고유값을 1

로 하여 요인수를 결정하 고, 요인 재 값은 0.6 이상으

로 하여 요인을 추출하 다. 분석결과는 Table 1, Table

2, Table 3,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variable No. factor A factor B factor C

Knowledge
suitability

I-1-2 .873 .247 .291

I-1-1 .869 .151 .183

I-1-3 .721 .351 .271

Reliability of
knowledge
information

I-2-1 .293 .813 .321

I-2-2 .397 .851 .284

Knowledge
Management
Process Support

I-3-2 .412 .391 .793

I-3-1 .321 .384 .762

I-3-4 .193 .481 .861

I-3-3 .204 .293 .792

eigen value 2.856 3.432 2.381

Table 1. Factor analysis of Knowledge information 

factor

variable No. factor A factor B factor C

Organization of
learning

II-1-3 .753 .310 .263

II-1-2 .782 .235 .251

II-1-1 .814 .275 .367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II-3-1 .531 .784 .431

II-3-2 .381 .725 .341

II-3-3 .362 .690 .387

Cooperation

II-2-1 .290 .361 .731

II-2-3 .313 .376 .859

II-2-2 .219 .411 .887

eigenvalue 2.47 2.824 2.691

Table 2. Factor analysis of Management factor

variable No. factor 1

Evaluation &
Compensation

III-2 .828

III-3 .872

III-1 .801

III-4 .782

III-5 .762

eigen value 3.754

Table 3. Factor analysis of Evaluation & Compensation

variable No. factor 1

Business
performance

IV-1-1 .943

IV-1-2 .968

IV-1-3 .873

eigen value 4.991

Table 4. Factor analysis of Business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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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신뢰  

내 일 성법의 크론바하 알 (Cronbach α) 값을 이

용하여 측정도구의 신뢰성 분석하 다. 분석결과 다음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론바하 알 값이 모두

0.6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item No. of item
Cronbach's
Alpha

Knowledge suitability 3 0.811

Reliability of knowledge
information

2 0.878

Knowledge Management
Process Support

4 0.782

Organization of learning 3 0.823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3 0.873

Cooperation 3 0.892

Evaluation & Compensation 5 0.813

Business performance 3 0.874

Table 5. Reliability analysis

4.3 가 검

4.3.1 지식정보  가 검

지식정보요인과 경 성과에 한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회귀분석을 하 다.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variable B t p R²

Knowledge suitability .051 3.567 .000

0.37
Reliability of knowledge

information
.045 2.872 .021

Knowledge Management
Process Support

.037 3.482
.000

R²= 0.37 F= 6.231 P= .000

Table 6.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 Knowledge

information factor

H1-1: 지식 합성은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H1-2: 지식정보의 신뢰성은 경 성과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H1-3: 지식 리 로세스지원은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지식정보요인은 모두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지식 합성: t= 3.567, p=.000

<.05, 지식정보의 신뢰성: t=2.872, p=.021<.05, 지식 리

로세스지원: t=3.482, p= .000<.05). 따라서 H1-1, 1-2,

1-3은 채택되었다.

4.3.2 리  가 검

리요인과 경 성과에 한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회귀분석을 하 다.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variable B t p R²

Organization of learning .032 2.562 .004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062 .069 .079

Cooperation .047 2.651 .026

R²= 0.47 F= 8.256 P= .000

Table 7.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 Management

factor

H2-1: 학습의 조직화는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2: 지식공유활동은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H2-3: 력은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리요인 학습의 조직화, 력은 경 성과에 정(+)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학습의 조직화:

t=2.562, p=.004<.05, 력: t=2.651, p=.026<.05 ). 그러나

지식공유활동은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지식공유활동: t=.069, p=.079<.05).

따라서 H2-1, 2-3은 채택되었으나 H2-2는 기각되었다.

4.3.3 지식정보   경 과 간 조절효과 

지식정보요인과 경 성과 간의 조 효과를 분석하기

하여 조 회귀분석을 하 다.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Model B t p

(constant) 35.352 .000

Knowledge suitability .191 2.842 .000

Reliability of knowledge
information

.031 2.413 .341

Knowledge Management
Process Support

.092 3.214 .003

Evaluation & compensation .421 6.531 .000

Table 8. Results of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 Knowledge information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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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1: 평가와 보상은 지식 합성과 경 성과 간에 조

인 역할을 할 것이다.

H3-2: 평가와 보상은 지식정보의 신뢰성과 경 성과

간에 조 인 역할을 할 것이다.

H3-3: 평가와 보상은 지식 리 로세스 지원과 경

성과 간에 조 인 역할을 할 것이다.

분석결과, 평가와 보상은 지식정보요인과 경 성과 간

에 조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분석되었다(지식 합성

* 평가와 보상: t=2.761, p= .001<.05), (지식정보의 신뢰

성 * 평가와 보상: t=4.312, p=.000<.05), (지식 리 로세

스지원 * 평가와 보상: t=3.485, p=.013<.05). 따라서 H

3-1, 3-2, 3-3은 채택되었다.

4.3.4 리   경 과 간 조절효과

리요인과 경 성과 간의 조 효과를 분석하기 하

여 조 회귀분석을 하 다.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9에

서 보는 바와 같다.

Model B t p

(constant) 45.642 .000

Organization of learning .211 4.821 .000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362 2.351 .001

Cooperation .536 3.891 .005

Evaluation & compensation .481 7.569 .000

Organization of learning * Evaluation
& Compensation

.370 3.324 .062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
Evaluation & Compensation

.285 2.572 .010

Cooperation * Evaluation &
Compensation

.341 3.691 .002

R²=0.423
R²= 0.423 F= 11.235 P= .000

Table 9. Results of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 Management factor

H4-1: 평가와 보상은 학습의 조직화와 경 성과 간에

조 인 역할을 할 것이다.

H4-2: 평가와 보상은 지식공유활동과 경 성과 간에

조 인 역할을 할 것이다.

H4-3: 평가와 보상은 력과 경 성과 간에 조 인

역할을 할 것이다.

분석결과, 평가와 보상은 리요인 조직공유활동요

인 력요인과 경 성과 간에 조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지식공유활동 * 평가와보상: t=2.572,

p=.010<.05), ( 력 * 평가와 보상: t=3.691, p=.002<.05).

그러나 학습의 조직화 요인은 조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학습의 조직화 * 평가와 보상:

t=3.324, p=.062<.05). 따라서 H4-2, 4-3은 채택되었고

H4-1은 기각되었다.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

H1-1 Accept H3-1 Accept

H1-2 Accept H3-2 Accept

H1-3 Accept H3-3 Accept

H2-1 Accept H4-1 Reject

H2-2 Reject H4-2 Accept

H2-3 Accept H4-3 Accept

Table 10.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식 리시스템을 5년 이상 활용하고

있는 소 제조 서비스 업체를 상으로 지식정보요

인 리요인과 평가와 보상이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지식 합성, 지식정보의 신뢰성, 지식 리 로세스지

원으로 설정된 지식정보 요인은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리요인 에서는 학

습의 조직화와 력 요인은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지식공유활동은 경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와 보상이 지식정보요인 리요인과 경 성과

간에 조 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에서는

지식정보요인으로 설정한 지식 합성, 지식정보의 신뢰

성, 지식 리 로세스지원, 리요인으로 설정한 지식공

유활동, 력은 경 성과에 조 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학습의 조직화는 조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Knowledge suitability * Evaluation &
Compensation

.371 2.761 .001

Reliability of knowledge
information * Evaluation &

Compensation
.198 4.312 .000

Knowledge Management
Process Support * Evaluation &

compensation
.438 3.485 .013

R²= 0.621 F= 8.266 P=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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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에 따라 실무 인 측면에서 지식 리시스템

을 활용하고자 할 때, 기업은 기업경 에 합한 지식과

지식정보시스템에 한 구성원들의 신뢰, 지식정보시스

템에 탑재되어 있는 지식정보를 이용하여새로운 지식정

보를 생성할 수 있는 로세스 지원 등에 극 인 심

을 가져야 할 것으로 단되었다. 특히 구성원들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암묵지를 포함한 다양한 지식정보를 수

집· 장·공유·배포를 효과 으로 할 수 있게 하기 해서

는 구성원들에 한 한 평가와 공평하고 공정한 보

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는 지식 리시스템을 도입하여 5년 이상

운 인 소 제조 서비스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구

성원들을 상으로 한 연구로, 그간 부분 기업 주

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본 연구는 지식 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한 평가와보상요인의 조

효과를 소제조 서비스 업체를 상으로 하여 실

증 으로 분석하 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제시할 수 있었다. 첫째, 학문 인

면에서 평가와 보상은 지식 리시스템의 도입요인과 성

과변수 간에서 조 인 역할을 하는변수임을 검증하

다는 을 제시할수 있었다. 이러한연구 결과는 구병

[25]의 연구결과와 같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실무 인

면에서는 구성원들에 한 공정한 평가와보상은

인 보상이 아닌 인사고과 승진, 문가 인정, 보상의

다양성, 공평성, 평가 기 의 객 성 등과 같은 업무 인

측면의 배려가 요한 요인임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Lank[22]의 연구결과와도 동일

하게 나타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식 리시스템의 도입이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을 지

식정보요인과 리요인으로 한정하여 이들 2요인이 경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는 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히

고자 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을 이

용하여 지식 리시스템의 도입과 경 성과에 한 연구

가 수행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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