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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 부의 지식 리사례를 분석하여, 지식 리 비 과 추진조직 지식 리활동체계를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정부부문의 성공 인 지식 리를 추진하는데 있어 시사 을 밝 내고자 하 다. 연구 상이 된 문화체육

부의 경우 매년 매일경제신문사와 행정안 부가 공동주 하는 “2018년 지식 상” 평가에서 정부부문 지식 리 활동

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기 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 부의 지식 리 담당자들을 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정부부문의 지식 리에 한 성공요인을 분석하 다. 우선 지식 리 비 담조직의 역할이 매우 요했다.

한 지식 리시스템을 통해 효과 으로 지식을 획득하고 공유, 축 하여 조직구성원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아울러

지식 리활동에 한 한 보상체계 역시 요한 성공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 리 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공공 기 등에서는 지식공유 활동에 한 경제 보상제도 인사가 등의 유인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정부부처, 지식 리, 문화체육 부, 지식 리 담조직, 지식공유

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knowledge management cases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examined knowledge management vision, promotion organiz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activity system. 

This study aims to clarify implications for successful knowledge management in government sector. In the cas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hich was the subject of the study, it was evaluated as having 

performed well in the management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department in the evaluation of "Knowledge Target 

for 2018" jointly hosted by Maeil Economic Daily and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 this 

study, we conducted an in - depth interview with the knowledge management staff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and analyzed the success factors of knowledge management in the government sector. First, the vision of 

knowledge management and the role of dedicated organization were very important. In addition, knowledge 

management system was used to effectively acquire, share, and accumulate knowledge and utilize it. In addition, 

appropriate compensation systems for knowledge management activities are also important success factors. Therefore, 

in order to encourage knowledge management activities, it is necessary for public institutions to establish an 

incentive system such as an economic compensation system for personnel sharing activities and HR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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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 지식은 조직 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합이며, 조직에서의 생산성 향상은 지식축 의 결과이기

도 하다. 이미 많은 학자들이 지식을 조직의 핵심자원

(asset)으로 정의하고 있다[1]. 한 지식은 하나의 자본

으로서 인식되며, 사람을 심으로 하기 때문에 인 자

본이라고 보기도 한다[2]. 공공부문에서도지식이나 지식

리에 한 심은 이미 꽤오래되었다. 1986년 미국 조

직학회에서 K. Wiiig이 지식 리“knowledge management”

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래 민간 기업을 심으로 조

직의 신 략으로서 채용되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에

서는 1990년 말 철도청에서 지식 리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지식 리시스템이 부분의 앙부처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도입하여 활용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공공

부문의 지식 리는이미 역사로 볼때 꽤오랜 시간이 흘

다. 그 다면 과연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지식 리는

일정정도 수 에 도달 했는가 ?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

러나 사실 실에 한 평가는 그리 호의 이지 못하다.

공공부문의 지식 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하고 있는

부처인 행정안 부는 공공부문의 지식 리를 활성화하

기 해 여러 가지 제도 략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

만 여 히 반 으로 공공부문의 지식 리수 은 민간

부문에 비해 질 으로나 양 으로나 아직도부족 하다는

게 일반 인 평가이다[3,4]. 그러나 일부 앙부처 공

공기 은 지식 리가 상당한 수 에 이르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정안 부에서는 2012년부터 매일경제신문

사와 공동주 으로 우리나라 지식행정·경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 한민국 지식 상”을 제정하여 운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 상이 된 문화체육

부는 2014년도 우수상 수상 2018년에는 국무총리 상

을 수상한 기 으로서 그동안 공공부문에서비교 지식

리를 잘 추진해온 부처라는 세간의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문화체육 부는 지식 리시스템인 일명 리시

스템을 훌륭히 운 해오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의 지식

공유를 략 으로 해오고 있으며, 지식 리시스템의 안

정 인 운 을 통해 조직문화도 지식친화 으로 변하

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 리시스템의 안정 인 운 을

통해 조직문화까지 지식 친화 으로 변한 문화체육

부의 사례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이 과연조직문화를 변화

시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이하에서는 먼 지식 리에 한 정의와 지식 리시

스템의 의의 등을 살펴보고, 문화체육 부의 지식 리

활동체계에 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 이를 통

해 지식 리에 한 정책 함의를 도출하여 정부부문

지식 리의 성공 추진에 일조하고자 한다.

2. 지식 리에 대한 문헌적 내용

2.1 지식 리  개

지식 리에서의 지식이란 이론 이고 철학 인 지식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 이고 실천 인 지식을

의미한다[5-7]. 따라서 조직에서 지식을 리한다고 할

때의 지식은 조직구성원들이 의사결정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해 실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8]. 그 다면 지식을 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지

식이 조직 내로 획득하고, 이를 공유하고 축 하고 활용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한 성공 으로 지식을 리

한다는 것은 지식의 획득에서부터 공유, 축 활용하

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성공 으로 유도하

는 략이라고 할 수 있다[9].

본 연구에서의 지식 리란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듯

의사결정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지식을 획득하고 공유

하여 조직 내의 지식으로 체화하여 조직구성원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략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2 지식 리시스템  

지식 리시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은

지식을 획득하고 공유하고 축 , 공유하는 지식 리의

과정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능률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식 리시스템이 없이도

지식 리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물리 으로 지식을

획득하고 공유하고 축 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

식 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우리는 보다 더 수월하게 지식

을 축 하고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10]. 따라

서 지식 리시스템은 지식 리를 좀 더 성공 으로 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례로 살펴본 문화체육 부의

경우 지식 리시스템을 통해 조직을 지식친화 인 문화

로 변화시킨 신 사례이다. 지식 리시스템을 조직에

도입하여 성공 으로 안착시켜 이를 통해 경직 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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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특성을 의사소통이 원활한 조직문화로 변화시킨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문화체육 부

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연  내용  

3.1 연  내용

본 연구 상이 된 문화체육 부의 경우 그동안 지

식 리시스템을 안정 으로 운 해왔으며, 이를 통해 조

직문화를 지식 친화 으로 변화시켰다고 평가를받는 정

부부처이다. 본 연구진들은 문화체육 부의 지식 리

담당자들에 한 심층 인터뷰 자료들을 토 로 그동

안의 지식 리 추진과정을 성공 으로 유도하고있는

향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결론부분에서는 우

리나라 공공부문의 지식 리를 성공 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정책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 다.

3.2 연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 부의 지식 리사례 분석

을 해서 문헌연구, 해당 부처의 지식 리 담당자들을

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 다.

우선 문헌연구는 그동안 문화체육 부의 지식 리

에 한 문헌과 자료들을 분석하 다. 한 인터뷰 내용

을 참조하여 공공부문의 지식 리에 한 시사 등을

분석하 다. 인터뷰는 Table 1에 제시한 로 지식 리의

비 , 목표, 주요 임무, 핵심역량, 지식활동 체계 등에

해 진행하 다. 한 지식 리시스템을 안착시키고 이를

통해 지식친화 인 문화로 유도하기 해서는조직 구성

원들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지식공유를 한 동기부여

가 요한 데 이를 해 어떠한 수단들을 활용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 지식공유는 이타 인 행 이므로 이를

해서 어떠한 지원이 있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 다.

한 지식 리이 과 이후에 어떻게 지식 리에 한 인

식이나 업무성과 등이 변화했는지 그차이를 분석하는데

도 주안 을 두었다. 인터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일반

직원과 간 리자, 상 리자 등 다양한 직 으로 배

치하여 지식 리에 다양한 인식태도에 있어서의 차이

등을 분석하고자 노력하 다.

Vision of knowledge
management

. vision of knowledge management

. A dedicated organization

Knowledge Activity
System

. Knowledge management process

. Knowledge management system

. Compensation for knowledge activities

Table 1. Measurements for in-depth interviews

문화체육 부는 문화· 술· 상· 고·출 ·간행물·

체육· , 국정에 한 홍보 정부발표에 한 사무를

장하는 한민국의 앙행정기 이다. 2008년 2월 29

일 문화 부와 국정홍보처를 통합하여 발족하 다.

총 직원 수는 장 2명의 차 외에 648명의 직원

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 Table 2에 제시한 로 면담에

참여했던 문화체육 부 직원들은 기획조정실 정책기

획 정보화담당 실 과장, 5 사무 등 담당 직원

들 미래문화 략 사무 등이 인터뷰에 참여하 으

며, 인원은 총 7명이었다.

No. sex Division position

1 male Policy Planning Bureau Director

2 male Informationization Officer's Office Chief

3 male Informationization Officer's Office
Administrati
ve officer

4 male Informationization Officer's Office
Technical
Officer

5 female Future Strategy and Culture Team
Administrati
ve officer

6 male Future Strategy and Culture Team official

7 male Department of Arts Policy official

Table 2. Interviewees of Study

4. 문 체  지식 리 사

이하에서는 문화체육 부의 지식 리 비 핵심

역량, 지식 리체계, 지식 리 성과 등을 분석하여 정부

부문의 지식 리를 성공 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요인

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4.1 지식기  조직문  진전략

4.1.1 기  지식 리 비전, 진 조직

문화체육 부는 지식 리시스템을 심으로 지식

리문화 역시 진하고 있다. 2006년에 구축한 지식

리시스템(나루)을 매우 활발히 활용하고 있으며, 나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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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사용인원이 일평균 2,700 여명으로 21개 지식연계

시스템과 100여개 지식 리 기능으로지식창출과 활용을

책임지는 문화체육 부 지식 리시스템을 말한다.

한 지식 리시스템에 한 직원들의 의견을수렴하여 매

년 지식 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며 지식 리시스템

상에서 지식공유 활용 등 지식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

었다. 지식의획득에서부터 공유, 축 활용의 지식

행정 과정을 리하는 시스템을 훌륭하게갖추고 있었다

[9].

“ 희부처는 ‘사람이 있는문화’라는 비 을 세웠습니

다. 이러한 부처의 비 은 지식 리와 연계하여 소통과

치를 강조하여 물리 공간에서의 소통과 공유 뿐 아

니라 지식 리시스템을 통해서도 활발히 의사소통하고

지식 공유하는 것을 희 부처의 지식 리 비 으로 삼

고 있습니다. ”

조직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지식공유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과의 소통도 시하여 국민제안 창구 상설화 등

외부지식의 획득에도 극 임을 알수 있었다[10,11]. 문

화체육 과 련된 장 계자나 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안과제를 추진 시에는 민

자문 원회 등을 활용하고 있다.

“ 재 희 부처는 문화정책을 리집(정책 홍보)에

자동 배포하고, 해당 정책의 국민 의견을 지식 리시스

템(나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마련하 습니다. 국민

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 하여 일종의국민과의 지식공유

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한 이미 퇴직한 공무원들에 한 지식공유에도

극 이었다.

“ 희 부처를 퇴직하신 공무원들 에는 능력이 뛰어

난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분들의 업무 노하우가 사장되

는 것을 막기 해 ‘선배와의 화’같은작은제도를운

하고 있어요. 이제도는 정례화 하여 정기 으로 외부시

각을 공유하고 업무 노하우등도 수받는기회로 활용하

고 있습니다. ”

한 성공 으로 지식 리를 추진하기 해서는 지식

리를 추진하고 있는 담조직이 있어야 한다. 담조

직은 지식 리 최고책임자(Chief Knowledge Officer)를

비롯하여 지식 리담당자 지식 리 매니 등이 존재

해야 한다[9,10]. 문화체육 부는 지식 리최고 책임자

를 비롯해 지식 리 업무를 담당하는 이 4명으로 구성

되어 있었다.

Ttitle Responsibilities Main mission

Chief
Knowledge
Management
Officer

Director, Planning
and Coordination
Division

General management of
knowledge management

Knowledge
Management
Assistant

IT Officer
Knowledge Management and
Knowledge Management System

Knowledge
Management Information Officer

Knowledge management
assistant support

Learning
Organization
Management

Operational
support and staff

Learning plans of Cop

Table 3. A dedicated knowledge management 

organization

특히 지식 리 담 내에서도 지식 리최고책임자

의 역할은 매우 요하다. 재 문화체육 부의 지식

리최고책임자는 정책기획 이 담당하고 있으며, 지식

리 지식 리시스템 운 에 한 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해당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지식이 무엇인지 등

지식 리 업무를 총 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지식 리 최고책임자 뿐 아니라 희 지식 리 담

은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루 시스템

을 만들 때부터 지 까지 담당하던 직원이 지속 으로

지식 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식 리에

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라고 할 수 있습니

다. 지식 리시스템 뿐 아니라 지식 리를 진하기

한 보상체계 등에 해서도 그동안의 시행착오 등을 거

치면서 많이 보완해 오고 있지요”.

4.2 지식 리 동체계

4.2.1 정책 아 디어 

지식 리활동은 크게 지식의획득, 지식의 공유 축

, 지식의 활용으로 나 수 있다[11]. 외부 지식의 획득

을 해서는 다양한 채 을 활용하여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요하다[8,10]. 외부 정책아이디어의 발굴을 해

서는 토론회, 포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체육 분

야에 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었다. 한

국민이 제안할 수 있는 상설창구를 운 하여 정책 아이

디어들을 발굴하고 있었다. ‘문화청책 포럼’을 개최하

고 문화 술인들 약 100여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으며 이를 문화정책에 반 하고 있었다.

한 조직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해서는

수평 소통창구로서 지식 리시스템인 리시스템에



문 체  지식 리 비전과 시사점에 대한 연 33

‘ 신제안’코 를 운 하여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

었다. 한 주요 정책사항 신제안에 해 지식 리

시스템 내에 공지사항, 자설문 코 등을 활용하여 ‘아

이디어 공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수렴을 하는

등 활발하게 조직구성원들의 지식을 획득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4.2.2 지식  공   용

문화체육 부의 지식 리 시스템은 나루라는 별칭

으로 불리고 있다. 아래 Fig. 1에서 보듯이 지식 리시스

템의구성은 크게 1. 지식생산, 축 활용을 해 업무

지식이나 업무메뉴얼 등을제공하고 2. 지식콘텐츠 등을

제공하여 지식 업을 활성화 하고 있으며, 3. 국민문

화정책 제안을 수하는 국민참여 서비스역시 제공하고

있다.

Fig. 1. Knowledge management system (NARU)

지식 리시스템에서의 지식공유 활동 역시 활발하다.

문화체육 련 보도 자료에 해 오류 등에 한 문가

들의 검내용 등을 지식 리 시스템에 공유하고 이를

통해 직원들의 보도자료 작성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

를 가지게 되며 궁극 으로는 외부에 배포되는 보도 자

료의 품질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회 요구 자

료나 답변에 한 응 업무역시 지식 리시스템에서의

지식공유 활동을 통해 개선되었다고 한다. 지식 리시스

템에는 효율 인 국회 업무를수행하도록 지속 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식 리시스템에 국회 업무 련하여 질의내용이

나 응 업무와 련된 업무 노하우가 지속 으로 올라

오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국회 응을 하고 있는 직원들

에게는 정말로 요한 지식이죠.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1년 동안 4,048건의 국회 업무 련 지식들

이 리시스템에 등록되어 공유되고 활용된 지식들입니

다.” 한 결·산 업무 역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요한 업무이다. 결·산 업무 련 지식 역시

지식 리시스템에서 많은 직원들의 지식공유 활용이

매우 활발했던 지식이라고 할수 있다. 이외에도 각실국

이나 소속기 에서 진행하는 주요업무와 련된 상황이

나 업무 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업무수행결과를 지식으로 공유하

고 있었다. 한 지시사항 리 주요 정책 등 주요 업

무에 해 진행 계획과 실 등 황을 리시스템에서

공유하여 우선순 가 높은 과제에 한 실행력을 높이고

부처 반의 업무 공감 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지식 리 시스템은 크게업무지식, 업무 매뉴얼, 지식

나눔, 지식보 소, 발간자료 등의 메뉴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은 업무지식 등록과 공유를 통해 정책결정이

나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지식 리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업무지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2016년부터 문체부가 발간하고 있는 자료, 를 들면 연

구보고서 등 약 2,298건을 자책으로 변환해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지식 리시스템에는 궁 한 질문에 해서

질의 응답코 를 운 하여 지식공유를 유도하고 있었다.

“ 나루 지식인이라고 해서 업무 지식메뉴를 살펴 도

해답을찾을 수없는 문제에 해서는직 물어볼 수있

는 메뉴를 마련했어요. 지식인에 물어보면 군가는 답

을 해주는 거죠.”

4.2.2 지식 리 동에 대한 보상

문화체육 부의 지식활동에 해 우수부서 우수

활동자에 해서는 포상을 정기 으로 하여 지식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지식 리시스템에서의

지식 장에 지식을 등록한 개인 혹은 부서 활동 실 을

반 하여 지식활동을 평가하여 보상하고 있었다. 한

부서 운 평가 항목에 지식활동 기여도를 반 하여 부서

를 반 하고 있으며 우수부서에 해서 포상하는 제도를

운 하고 있었다.

4.3 지식 리  과

4.3.1 정책  질  개  

지식 리 시스템에서의 지식공유는 업무 로세스의

개선에 있어 개선을 가져왔다. 그동안 문화계에 있어서

는 불공정행 를 근 하기 해 노력을 해왔다.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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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있어서는 문화계에 있어 문화인들로하여 표

계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특히나 불

공정 행 에 한 법률상담과 극 인 시정 조치, 표

계약서를 제정하기 해 그동안 지식 리시스템을 통해

공유된 업무 련 지식 내부 직원 외부인들과의 의

사소통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요했다.

“방송작가나 공연 술을 하는 술인들의 경우 소수

를 빼고는 열악한 환경에서 불리한계약조건하에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요. 이들을 한 환경개선이 매우

요합니다. 그동안 지식 리시스템에는 이를 한 여러

가지 개선안들이 올라 왔었구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표

계약서를 제정하고 확산하게 되었습니다. 리시스템

이 매우 요한 창구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식 리 이 에는 계약등의 업무를 주먹구구

식으로 하고 있어 담당자간의 업무 로세스나 의사결정

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면 지식 리시스템을통한 지식공

유를 통해 이러한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차이가 많이

어들었으며, 업무 로세스에 있어서의 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가져오게 되었다.

4.3.2 통  공 문  조

계층제 공공부문의 경직 인 조직문화를 바꾸기

해서는 사실 지식 리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12].

물리 인 공간에서 조직구성원들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

하다. 특히 리계층의 활발한 의사소통 권한 이양과

같은 노력이 매우 요하다[13]. 이 게 물리 공간에서

의 문화가 변화해야 온라인 상 에서도 활발한 의사소통

을 기 할 수 있는 것이다[14]. 이를 해 간 리자 이

상 조직 간부들의 자발성이 매우 필요하다.

“사실 어려운 문제지요. 공무원 사회에서 계층은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식 리 시스템에 계 장 떼

고 이야기할 수있도록 만들어 야지요. 그래야 진정한 의

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서 장 님이

나 차 님이나 실국장님들이 모두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고 평가합니다. ”

지식은 그 속성상 수평 으로 흘러간다[15]. 따라서

지식공유나 활발한 지식활동을 유도하기 해서는 조직

을 수평 으로 넓게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수직

계층제를 완만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요하다. 이러한

에서 볼 때 문화체육 부의 지식 리시스템은 수평

문화를 조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4.3.3 민수  맞  정책  창

문화체육 부의 경우 국민들의 정책제안에도 극

이다. 특히 문화비 2030을 수립하기 해 국민들이

참여하여 제안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정책에 반 하여

비 계획을 수립하 다. 한 이러한 계획을 홈페이지

에 게시하여 국민들의 피드백을 지속 으로받고 있었다.

그동안은 국민들의 의견수렴 정책에의 반 이 어려웠

던 일들이 지식행정을 통해서 정책에 국민들의 의견반

이 훨씬 수월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5. 결

연구 상이 된 문화체육 부의 경우 2018년도 지식

상 평가에서 정부기 국무총리 상을 수상한 기

이다. 기 장 기 구성원들은 지식을 조직의 요한

자원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 이 치한 해당 지역사회와

의 업을 매우 요하게생각하며, 물리 공간 지식

리시스템을 통해 지식의 공유 활용을 매우 활발하

게 하고 있었다. 한 외부지식인 국민들의 지식을 획득

하고 공유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활발하여 다양한 채 을

통해 국민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식 리의 성과로는 다양한 업무 지식 등을

공유 하므로서 정책의 질의 개선을 가져올 뿐 아니라 조

직 반의 소통문화를 확산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

하므로서수요자 심의 맞춤형 정책의 창출로 이어졌다.

물론 이 게 문화체육 부가 지식 리를 성공 으로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의 시 지가 발

휘된 것이라고 간주된다.

우선, 지식 리 담 의 역할이 매우 요하다. 지식

리 최고책임자를 비롯해 지식 리 보좌 , 지식 리

담당자, 학습조직 리자 등의 담 원들은 그들의 역

할이나 임무에 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

히 지식 리최고책임자의 장기 이며 략 인 지식

리 비 설정 등은 매우 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안정 인 지식 리시스템의 운 역시 요했

다. 다른 공공부문 기 들의 경우 지식 리시스템이 매

우 형식 으로 운 하거나 실질 으로 지식공유 채 로

서 운 되는 는 거의 드문 편이다. 문화체육 부 지

식 리 시스템인 ‘ 리’의 경우 메뉴를 수요자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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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개선할 뿐 아니라 지식의 내용 역시 최신의 것으로

업데이트 노력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지식의 질 역시

매우 높았다는 것이다. 이는 곧 조직구성원들로 하여

지식 리시스템이 매우 유용하다는 인식을 가져와 지속

으로 지식 리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져

오는 요한 매제가 되었다는 이다.

셋째, 지식 리활동을 유도하고자 보상체계를 확보하

고 있었다. 지식 리 활동에 해서 개인뿐 아니라 부서

차원에 한 보상도 지속 으로 매년 운 하고 있으며

이를 한 산확보 역시 지식 리 담 의 요한 업

무 다는 것이다. 지식공유 등 지식활동은 사실 매우 이

타 인 활동이기 때문에 보상은 필수 이라는 에서 이

러한 보상제도를 히 운 하고 있는 것은 매우 큰 의

미를 가진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경제 인센티 보다

는 인사특 등 인사상의 혜택이 더 큰 유인이 될 수 있

기 때문에[12, 13] 이러한 비경제 보상제도 역시 고려

해야만 할 것이다[14, 15].

이러한 성공요인들은 우리 공공부문에서의 지식 리

를 성공 으로 유도하기 해서는 매우 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연구는 성공 인 지식 리를 하기 해서특정 부

처의 지식 리 과정을 분석하 다는 요한의미를 가진

다. 그러나본 연구는 질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인터뷰 외에도 서베이 등을 통한

양 근방법을 병행하여 지식활동에의 지원체제, 보상

시스템 등의 변수가 지식공유 지식활용에 어떻게

향을 주는 지를 경험 으로 증명하는후속연구가 필요함

을 명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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