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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정보 공유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소유감의 구성 요소와 소유감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정보 

소유감이 정보를 주고 받는 환경과 대상의 

어떠한 측면에 영향을 받고, 정보 공유를 통한 

업무 성과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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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1세기 정보사회 또는 지식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이 부를 산출하는 국가의 주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평가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지식중심 사회에서는 권력이 자본 

소유자보다는 지식 소유자에게 있으며, 기업의 

부가가치는 토지, 자본, 노동과 같은 전통적 

생산요소보다는 정보와 지식이라는 새로운 

요소로부터 창출된다. 

인터넷의 발전을 통해 정보 유통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경제적 

자원으로 등장하고 결정적인 경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고,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이 커짐에 따라서 정보공유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웹 블로그 

형태의 개인 미디어의 관심이 높아 짐에 

따라서 미니홈피, 블로그, 웹하드, 등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의 공유와 전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 조직 등은 웹 

상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생활에서도 정보와 

지식의 교환을 통해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습득한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식사회는 

매우 복잡다단하여서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므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사회 및 조직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사회 및 조직 

전체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지식과 정보의 공유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가치 있는 정보의 제공이 매우 

중요한 기본 요소이다. 

 현재까지 정보, 지식 공유에 관한 연구 

대부분이 조직간, 조직 내 그리고 조직 내의 

개인 차원에서의 관점에서 이루어졌고, 

성공적인 지식공유를 위한 요인으로 여러 

요인들을 다루고 있지만 공유 하고자 하는 

개개인의 마인드 향상을 위한 방법, 개개인이 

자신의 가진 정보에 대한 소유감등은 연구가 

되지 않은 실정이다.   

 정보 공유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유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공유하고자 하는 의식의 

부족에 있다고 생각하고, 본 연구에서는 정보 

공유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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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감의 구성 요소와 소유감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또한 

정보 소유감이 정보를 주고 받는 환경과 

대상의 어떠한 측면에 영향을 받고, 정보 

공유를 통한 업무 성과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분석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지식공유 

 

지식공유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으며, 지식공유에 대한 개념 역시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기존 문헌에서 제시된 지식공유의 개념을 보면, 

지식공유를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관점(Nelson & 

Cooprider, 1996; Szulanski, 1996; Hansen, 

1999), 지식에 대한 접근과정으로 이해하는 

관점(Chakravarthy et al. 1999; 

최병석․이희석, 1999; 조진현 외, 2002), 

지식의 이전 및 교환을 강조하는 

관점(Ruggles, 1998; Bock & Kim, 2002; 

이향수, 2005; 최호진, 2005)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홍재․차용진, 2006).  

먼저 지식공유를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관점으로Nelson & 

Cooprider(1996)는 지식공유를 집단성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상호간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Szulanski(1996)는 전수부서와 

수혜부서간의 조직 내 지식의 

상호교환과정으로, 그리고 Hansen(1999)은 타 

부서 사람들과의 견고한 상호관계(네트워크 

연결)를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정 의하고 

있다.  

지식공유를 지식에 대한 접근과정으로 

이해하는 관점으로 Chakravarthy et 

al.(1999)은 지식공유를 조직 내 한 

부서(unit)가 타 부서의 특출한 역량이 되는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최병석, 이희석(1999)과 

조진현 외(2002) 역시 지식공유를 기술적, 

조직적 기반을 제공하여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까지의 제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지식공유를 지식의 이전 및 교환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Bock & Kim(2002)은 

지식공유를 조직 내에서 개인 간 지식의 이전 

또는 배포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Ruggles(1998: 81)와 이향수(2005:276)는 

개인 또는 조직의 지식을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이전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호진(2005: 174) 

역시 조직의 한 부분 이 확보한 지식을 다른 

부분으로 전파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지식공유에 관한 여러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지식공유란 인적․기술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신의 지식을 다른 조직구성원과 기꺼이 

교환하는 상호작용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2.2 사회적 교환 이론 

 

Constant 등은 개인들은 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공유하려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상호의존 이론(interdependence 

theory)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의존 이론은 사회적 교환 

이론(social exchange theory)으로도 불린다. 

사회적 교환 이론은 개인들 간의 정보공유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형성한다. 

Blau에 의하면 상호의존 이론에서는 개인들이 

무형(intangible)의 비용 대비 

이득(benefic/cost) 차원의 경제적/사회적 

교환 관점에서 상호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사회적 교환 관점에서 

개인들은 존경심, 명예심, 우정, 책임감 등과 

같은 무형의 이득과 보상에 대한 지각으로 

인해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형의 이득들로 인해 개인들은 명시적 규범과 

규칙에 의한 상호작용보다 자발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려는 의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2.3 심리학적 소유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내 공”,  “내 것” 과 

같은 소유의 감각을 경험한다. 또한 “나 

의(my)” 와 “내 것(mine)” 이라는 표현은 

사물과의 관계를 묘사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다(Furby, 1980). 이러한 특별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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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대상(자연상의 물질 혹은 비물질)이 

심리적으로 자리 잡았을 때 발전된다. 사물이 

개인에게 “내 것(mine)” 이 되는 것이 바 

이러한 단계이며, 개인은 그 사물 내에 

존재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Kline.L.W, 1899).  

Kurt T. Dirk et al (1996) 는 심리학적 소유를 

“개인이 소유의 대상이나 대상의 일부가 

자신의 것이라고 느끼는 상태” 로 정의 했다. 

다시 말하자면 심리학적 소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어떠한 사물과 

연관되어 있고, 그 사물을 소유하려는 

정서(feelings of possessiveness)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개인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물 사이에 특별한 정신적 관계(special 

bond)에 대해 논의해 왔다. (Allport, 1968; 

Beggan, 1992; James, 1890).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개인들은 무엇이 “나 (자신)” 이고 

무엇이 “나의 것 (소유물)” 인지를 구별하지 

않는다. Belk(1988)에 의하면, 소유는 개인의 

“확장된 자아(extended self)” 의 한 부분이 

된다. 또한 Wilpert(1991)는 “심리학적 소유는 

개인과 물질 혹은 비물질간의 경험된 관계를 

반영한다” 고 하였다. James(1980)은 소유는 

tool, workplace, subordinates, 그리고 

computer와 같은 객체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와 

발명 그리고 학술에 대해서도 같은 감성을 

느낀다고 했다. 

 

2.4 정보 소유감 

 

소유를 심리학적으로 정의 하면, 특정한 

대상을 향한 ‘나의 것이다.’ 라는 소유감을 

말하고, 대상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가까운 

관계가 형성되어 확장된 자아의 일부가 된다. 

또한 소유의 대상에 대한 개인의 인식, 생각 

등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와 지식 

등에 대해서 느끼는 소유감에 대해서 정보 

소유감 이라고 정의 한다.  

정보 소유감이란 경제적인 효과를 얻는 

절대적인 정보, 지식뿐만 아니라 어떠한 

영역에서도 자신이 특별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  

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정보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에 대한 느낌이다.   

정보 소유감은 우리 주위에 많은 사례를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다. 온라인 게임에서의 

노하우, 조용하고 한적한 낚시터, 자신만의 

독특한 분재 법 등 에서 볼 수 있는 금전적 

가치는 없지만 타인이 모르는 정보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소유감등을 볼 수 있다. 

 

3.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3.1 Cost 

 

H1. 정보획득의 시간적 비용은 정보 소유감 

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정보획득의 노력적 비용은 정보 소유감 

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정보획득의 금전적 비용은 정보 

소유감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획득 비용(Acquisition Cost)은 대상을 획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금전, 시간, 노력 등)을 

말한다. 지식을 획득하는데 비용이 소요되면 

지식을 얻는 데 소유감과 성취감이 높아져 

그만큼 개인은 소유한 지식에 대한 소유감이 

높아질 것이다. 반면 정보를 획득하는데 

비용이 소요되면 그만큼 개인은 정보 소유감이 

커질 것이므로 타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유하고 자 하는 

의지가 떨어질 것이다. 

 

3.2 Power 

 

H4. 승진등에 있어서 유리한 정보는 정보 

소유감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5. 조직내 파워형성에 유리한 정보는 정보 

소유감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6. 금전적인 이익을 주는 정보는 정보 

소유감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Gray(2001)는 지식공유자가 자신의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한다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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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그러므로 지식의 공유는 조직 내에서 개인 의 

위치와 파워에 감소의 영향을 준다고 했다. 

(Atreyi Kankanhalli, 2005) 조직 내에서 

승진과 파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일수록 

더욱 정보 소유감이 커질 것이고,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에 관련된 정보 또한 정보 

소유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3.3 Information 

 

H7. 전문성이 있는 정보 일수록 정보 

소유감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8. 새로운 정보 일수록 정보 소유감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9. 관심분야의 정보 일수록 정보 소유감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전문적인 지식,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정보와 

정보작성자의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를 정보 

소유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보았다. 

일반적인 정보와는 다르게 보다 전문성이 

필요한 정보와 지식일수록 더욱 개인에게 정보 

소유감이 있다고 보았다. 정보 탐색자들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러한 정보 탐색자가 많이 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정보에 대한 

소유감이 크다고 본다. 관심분야에 관한 

정보는 지극히 주관적 이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정보 소유감에 정의 영향을 준다고 예상하였다. 

 

3.4 Information Ownership 

 

Schultz (1989)는 애착(attachment)을 물질적 

객체 소유의 다면적 속성이라고 정의 하였는데, 

다면적 속성이란 개인이 자신과 특정 사물간의 

인지된 연결 정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러한 애착은 심리적 소유를 잘 보여주는 

것이며, 특정한 물질적 대상간의 다면적인 

소유를 물질적 소유 애착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아홉 가지의 특성이 있다. 1) 특정한 

물질적 대상의 대한 애착의 형태(제품 

카테고리, 브랜드의 대상이 아님) 2)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소유할 필요는 없고 단지 

심리학적으로 저것이 나의 것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3) 애착은 자아의 확장이며, 4) 

일상화되지 않고 독특한 소유, 5)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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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간의 개인적인 역사 6) 상대적으로 강하고 

약한 ‘정도’의 문제이다. 7) 애착은 다면적이고 

8) 정서적으로 복잡하고 9) 정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동적으로 변한다(Susan 

S.K.Stacey M.B.2004) 일반적으로 애착을 덜 

갖는 소유는 거의 정서적으로 중요성을 갖지 

않고, 높은 애착을 가진 소유는 정서적 

중요성을 갖게 된다(Ball 2001).  

조직에서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할 때, 

그들은 그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그러한 자신감의 획득은 보다 많은 자기효용의 

이익을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자기 지식 파워의 손실 느낌 

요인은 사회적 교환 이론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지식수여자 들은 미래 성과의 확실한 

기대 없이도 그들의 지식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지식공유자들이 지식을 이동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조직 안에서 자기 지식 파워의 

손실을 인식하는 것은 정보 소유감의 한 

요인으로 본다. 

 

3.5 Reward 

 

H13. 보상은 정보의 공유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정보수여자에 대한 보상이 중요한 이유는 

지식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구성원들은 자신의 정보와 

지식을 기꺼이 제공하려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 정보 

소유감을 가지는 경우에는 공유를 위해서는 

더욱더 중요하다. 

정보공유활동은 참여자의 시간, 노력비용 등을 

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적인 면과 정보 

소유감을 능가하는 혜택이 예상될 때 비로서 

정보수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객관적인 평가와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 

조직구성원은 자신의 지식이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하게 되고 공유 활동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Marshall, 2001; Huber, 1991). 

물물교환(bater) 방식의 보상은 자신의 

생각하는 정보의 가치와 비슷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야구나 축구 

등의 스포츠 팀에서 하는 트레이드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Tmpoe는 지식근로자들에 대한 금전적 혹은 

비금전적 보상의 형태를 제시하고 금전적인 

보상을 강조 하였다. 금전적인 보상은 

정보수여자에게 정보의 금전적인 보상을 

지불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반면 O’Dell & Grayson 는 내적인 금전적 

보상보다 업무자체로부터 보상을 강조하였다. 

즉, 지식과 정보가 기여되어질 때 각각의 

개인들은 그들 스스로를 위한 어떤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기대되어질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신의 공헌에 대해 더 가치 

있는 노력을 들일 것이며 새로운 가치가 창조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 정보 

공유가 이루어짐에 있어 정보수여자가 공유에 

기여하여 기대되어지는 보상은 정보 전달과 

공유 활동에 있어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 

 

3.6 Valuation 

 

H14. 평가는 정보의 공유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조직, 집단 내에서 정보 기여자의 명성은 정보 

공유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정보 

기여자는 개인의 명성 유지 혹은 상승을 

위해서 더욱더 정보 공유 활동을 활발하게 

하게 된다. 

제어권은 대상에 대해 제공자 또는 소유자가 

제어(control)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공공(public)의 공간에 정보 등을 제공한 

이후에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제어권이 보장되면 

정보 제공자는 정보 제공자는 여전히 자신이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공유활동에 대해서 거부감이 낮아 질 것이다. 

공유의지(willing to share)는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의사가 있는 정도를 말한다. 

정보공유에 대해서 특별한 가치를 원하지 않고 

이타심, 봉사심 에 의해서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타심은 비록 

자신에게 해가 되더라도 남에게 이득을 주는 

행동이다(Hoffman, M.L., 1981). 이러한 

이타심은 합리성과 반대되는 것으로 합리성은 

자신은 해를 입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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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심은 해를 입더라도 남에게 이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4. Literature review 

 

본 연구에서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소유감의 구성 요소와 

소유감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정보 소유감이 정보를 

주고 받는 환경과 대상의 어떠한 측면에 

영향을 받고, 정보 공유를 통한 업무 성과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활발한 정보공유와 교환이 

이루어 지는 방안을 제시 함으로써 지식 

기반사회와 지식경영을 위한 기업문화 형성 

전략수립에 공헌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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