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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기업들은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1, 2]. 이러한 정보시스템 구

축 및 운영은 주로 아웃소싱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아웃소싱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된

다. 특히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조직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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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의 직무성과와 관련된 생산성 향상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서 조직에서는 지식경영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경영혁신을 위한 전략 중의 하나로 선정된 지식

경영은 초창기 실무적 관점에서 지식창출, 지식공유 

및 지식이전을 위한 인프라 확보관점에서 정보시스

템 구축이 주를 이루어졌다. 한편 학문적으로도 지

식경영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성공 요인을 알고자 하

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접근으로 인

해 조직구성원의 내재적 동기와 관련된 실무적 관점

의 연구는 미진한 편이었다[3]. 이러한 한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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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자 최근에 조직구성원의 지식이전 활성화를 위

한 방안으로서 조직구성원의 태도 및 행동과 관련된 

사회적 자본관점, 소셜네트워크 분석 관점의 접근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4, 5, 6, 7, 8]. 그러나 다

양한 소셜네트워크에서 구조적공백 효과, 지식이전

행동, 및 직무성과와 관련된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환경

에서 조직구성원들의 구조적공백 위치, 지식이전행

동 및 직무성과간의 구조적관계를 검증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Ⅱ. 문헌연구
2.1 구조적공백

Burt[9]는 구조적공백 위치는 새로운 정보에 접근

을 쉽게 하며, 이러한 정보의 활용을 통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구조적 공백 위

치에 있는 구성원은 그렇지 않은 구성원에 비해 성

과가 높다[9, 10, 11]. 이와 같이 구조적 공백 위치로 

인해 얻어지는 효과는 사회적 자본 중의 하나가 된

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소셜네트워크에서 특정 

조직구성원의 성과가 다른 조직구성원보다 더 좋음

을 설명함에 있어서, 조직구성원의 네트워크의 위치

로 발생하는 사회적 자본 크기에 따라 좌우된다고 

설명된다. 즉 사회자본이론은 성과달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개인이 포함된 네트워크 안에서 만들어진 사

회적 자본을 의미한다[12].

사회적 자본은 구조적 자본(Structural capital),

관계적 자본(Relational capital), 그리고  인지적 자

본(Cognitive capital)으로 분류된다. 소셜네트워크

에서 구성원간에 상호작용으로 만들어 지는 연결은 

구조적 자본이며, 지속적인 관계와 연관된 개인적 

관계의 집합은 관계적 자본이고, 지식을 이해하는 

역량을 의미하는 것은 인지적 자본이라 한다[13].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소셜네트워크 관련연구

는 호텔 산업 환경[14], 정보시스템 환경[15], 하이테

크 제조산업 환경[16], 통신장비 제조산업 환경[17],

다국적기업 환경[18] 하에서 밀도, 구조적 공백, 중

심성, 네트워크 폐쇄성, 클러스터링, 도달률 등의 요

인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다양하게 수행되었다[11].

문헌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자본 이론과 태도 이

론을 함께 적용한 연구[6, 7, 8]가 다수 진행 되었다.

김창식ㆍ곽기영[11]은 골프리조트 기업의 제휴네트

워크 특성(구조적공백 효과)이 기업성과(골프장 내

장객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김창

식ㆍ곽기영[7]은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조직구성원의 

친밀도와 전문성 네트워크로 구분하여 측정한 연결

정도 중심성 변수가 성과 변수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침을 검증하였다. 또한 김창식ㆍ곽기영ㆍ김학준

[19]은 리조트고객서비스센터 조직구성원의 친밀도 

및 조력도 네트워크 중심성이 성과 변수에 서로 다

른 영향을 미침도 확인하였다. 한편 구조적공백 효

과 관점으로 볼 때, 친밀도 네트워크와 전문성 네트

워크 내에서는 성과변수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김창식ㆍ곽기영[7]의 결과를 토대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2 지식이전행동 및 직무성과
인간의 행동과 태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과 더

불어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20, 21]. 한편  복

합적인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Triandis

의 인간상호간 행위이론(Theory of 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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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al Behavior)이 사용되고 있다[22, 23, 24].

지식이전행동의 성과변수인 직무성과는  직무에 

있어서 자신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

[6, 7, 12, 24]로 정의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Triandis 모델 등을 기반으로 지식이전행동과 유사

한 개념의 지식공유행동이 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6, 7, 12, 24]들이 수행되었다.

Ⅲ. 연구모델 및 가설
3.1 연구모델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의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지식이전행동을 선정하였다. 또한 지

식이전행동의 선행요인으로 구조적공백이론을 기반

으로 친밀도 구조적공백, 전문성 구조적공백 요인

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모델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3.2 연구가설
본 연구는 문헌연구[6-19]를 기반으로 친밀도 및 

전문성 네트워크 내에서 구조적공백 요인은 지식이

전행동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가정 하에 다음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친밀도 네트워크에서 조직구성원간의 구조적

공백은 지식이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전문성 네트워크에서 조직구성원간의 구조적

공백은 지식이전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또한 문헌연구[6, 7, 20-24]를 바탕으로 

지식이전행동이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

다는 가정 하에 다음 가설을 설정하였다.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조직구성원간의 지식이전행동은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V.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모델의 검정을 위해서 설문조사 

기법을 적용하였고, 소셜네트워크 변수인 구조적공

백 값은 UCINET 6[25]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측

정모델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

해 확인하였고, 경로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정하였

다. 검정 툴로는 SmartPLS 2.0[26]을 이용하였으며,

Anderson and Gerbing[27]의 2단계 접근법을 준수

하였다. 가설검증은 부트스트래핑 Sampling 500회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4.1 측정도구의 개발
측정도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설

문항목을 연구 환경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거나 추가

하였다. 또한 동일방법편의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설문척도의 차이를 두었다. 지식이전행동과 직무성

과 변수들은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복수개의 설문항목으로 측정하였고, 구조

<그림 1> 연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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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공백을 측정하기 위한 네트워크 변수를 제외하고

는 모든 설문항목이 7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다.

소셜네트워크 변수는 친밀도와 전문성 네트워크에

서 측정하였다. 친밀도는 개인적인 가까움의 정도를 

전문성은 업무적인 노하우나 전문지식의 보유정도

를 측정하였다. 네트워크 변수는 전체 구성원 리스

트를 제공받아 리스트를 만들고, 본인을 제외하고 

리스트에 있는 구성원들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를 

적용하여 답변을 하게 하였다. 설문에서 친밀도 네

트워크에서 구성원간에 개인적으로 가깝다고 느끼

는 정도를 측정하는 질문과, 전문성 네트워크에서는 

구성원간에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노하우 또는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였다[8, 28,

29-31]. 개인의 지식이전행동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식을 동료들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정도로 정의하

고[7, 30] 5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직무성과는 직

무에 있어서 자신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하고[12, 32] 5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4.2 자료 수집 및 표본 특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델의 검정하기 위해서 IT

아웃소싱을 조직 하나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2013년 

3월 8일부터 9일까지 총 42부의 설문을 회수 하였

다. 응답자의 인구통계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

성이 36명, 여성이 6명 이였으며, 나이는 30세 이하

가 11명, 31세 - 40세가 22명, 41세 이상이 9명이었

다. 응답자의 직장경력은 5년 이하가 16명, 6년 ~ 10

년이 10명, 11년 이상이 16명로 나타났다. 현 회사근

무기간은 5년 이하가 24명, 6년 ~ 10년이 8명, 10년 

이상이 10명으로 확인되었으며 담당업무경력은 5년 

이하 29명, 6년 ~ 10년이 7명, 11년 이상이 6명로 나

타났다.

V. 분석결과
5.1 신뢰성과 집중타당성

연구모델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관

측변수의 경로계수 값은 0.6 기준[33], 복합신뢰도는 

0.7 기준[34] 으로 적용하였고, 평균분산추출은 0.5

기준, 크론바흐 알파값은 0.7을 기준으로 검정하였

다. 추가적으로 판별타당성은 평균분산추출의 제곱

근 값과 상관관계 값을 비교하여 확인 하였다[35].

다음 <표 1>과 같이 경로계수 값은 모두 0.6 기준

을 만족하고, 복합신뢰도 및 크론바흐 알파값은 모

두 0.7 기준을 만족함을 알 수 있다. 평균분산추출 

분산 값도 모두 0.5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항목들은 전반적으로 신뢰성과 집중

타당성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신뢰성과 집중타당성 분석결과

변수 항목 요인
적재값

복합
신뢰도

평균
분산 
추출

크론
바흐 
알파

CSH
(친밀도 

구조적공백)
CSH1 1.000 1.000 1.000 1.000

PSH
(전문성

구조적공백)
PSH1 1.000 1.000 1.000 1.000

KSB
(지식이전행동)

KSB1 0.679 0.894 0.630 0.847

KSB2 0.779

KSB3 0.937

KSB4 0.858

KSB5 0.685

JOP
(직무성과)

JOP1 0.904 0.947 0.782 0.930

JOP2 0.910

JOP3 0.892

JOP4 0.890

JOP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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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타당성 분석 결과인 다음 <표 2>에서 보듯이 

모든 상관계수 값이 분산추출지수의 제곱근 값보다 

작기에 판별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5.2 구조모델 및 가설검증
본 연구는 PLS(Partial Least Squared)기법을 적

용하여 가설의 검증을 수행하였다. 다음 <표 3>과 

<그림 2>에서 보듯이, 본 연구의 가설 H1, H2, H3

은 모두 채택되었다. 친밀도 구조적공백은 지식이전

행동(ß=0.477, t-value=2.70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고, 전문성 구조적공백은 지식이전행동(ß=-0.472,

t-value=2.821)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식이전

행동(ß=0.356, t-value=2.488) 또한 직무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종

속변수인 직무성과의 설명력은 지식이전행동에 의

해 12.7% 확인 되었고, 지식이전행동의 설명력은 친

밀도 구조적공백, 전문성 구조적공백 요인에 의해서 

15.6%로 나타났다.

Ⅵ.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생성되는 구

조적공백의 효과를 지식이전행동과 직무성과간의 

구조적관계를 검정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직무성

과에 지식이전행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친밀

도 네트워크 구조적공백의 위치에 있는 구성원은 지

식이전행동에 정의 영향을 주었고, 전문성 네트워크

상에서 높은 구조적공백의 위치에 있는 구성원은 지

식이전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 되었다.

구조적공백 위치의 서로 단절된 관계에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면서 이득을 취한다. 이러한 위치에 

처한 구성원일지라도 친밀도 네트워크와 전문성 네

<표 3> 가설검증결과
가설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t-value 결과
H1(+) 친밀도 구조적공백 → 지식이전행동 0.477 0.177 2.701** 채택

H2(+) 전문성 구조적공백 → 지식이전행동 -0.472 0.167 2.821** 채택

H3(+) 지식이전행동 → 직무성과 0.356 0.143 2.488* 채택

주: 검증기준 : *p<0.05 (t>1.96), **p<0.01 (t>2.58), ***p<0.001 (t>3.30)

<표 2> 판별타당성 분석결과
변수 CSH PSH KTB JOP

CSH(친밀도 구조적공백) NA*

PSH(전문성 구조적공백) 0.655 NA*

KTB(지식이전행동) 0.168 -0.160 0.794

JOP(직무성과) 0.205 -0.034 0.356 0.884

주 : 대각선 값은 각 변수에 대한 AVE 값의 제곱근을 의미. 대각선 아래 

값들은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값을 나타냄. *NA: Not Applicable.

<그림 2>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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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에서 행태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론적 관점에서는 지식이전

행동과 구조적공백 효과 간에 더 깊은 이해가 가능

하게 하며, 실무적인 성과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이

다. 즉 기업의 실무자들에게 조직구성원의 지식이

전행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통찰력을 제시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론적 관점에서는 첫째, 본 연구의 흥미

로운 부분은 동등한 구조적공백에 위치하더라도 네

트워크의 성격에 따라서 지식이전행동에 긍정적 또

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검증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지식이전행동은 직무성과에 유의한 선행요인

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다수의 문헌연구

[6, 7, 12, 24]와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환경에서 조직구성원의 지식이전행동의 촉진을 위

해서는 조직구성원의 구조적공백 위치에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식이전행동은 직무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은 조직구성원의 지식이전행동을 더욱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샘플의 한계로 일반화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통해 다양한 산업에서 다

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면 더욱 더 흥미

로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조적

공백 효과를 그룹으로 나누어서 성과와의 차이를 본

다면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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