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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는 농업사회 및 산업사회를 거쳐 지식과

정보를 통한 가치창출이 중시되는 지식사회로 변

모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들은.

각기 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해 조직이 보유한 지식

자원의 관리와 전략적 활용에 관심을 쏟아 왔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년대 후반부터 지식경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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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과 학습조직 구현을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서 지식경영시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

을 도입해 왔다 그러나tems: KMS) . 지식경영시스

템은 전사자원관리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

과 같은 하나의 독립적인 시스템으로ning: ERP)

자리를 잡지 못하고 대부분 인트라넷이나 그룹웨,

어의 일부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 통합되어 사용

되어 오고 있다 서창교신성호 또한 지식경( , 2005).

영시스템의 활용도와 만족도는 낮으며 심지어는

지식경영시스템의 도입 타당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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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manage organizational knowledge efficiently, Knowledge Management System(KMS) is

considered as mandatory. 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a KMS performance model to predict user

satisfaction as well as KMS usage, considering the unique features of KMS. By analyzing 261 surveys with

LISREL, we found that community of practice(CoP) characteristics participation and interactivity among−

users significantly affects KMS user satisfaction. This implies that the development of KMS should focus−

on facilitating users' interactivity and participations such as CoP activity, which differs from the general

information system context. We also found that KMS usage is influenced by CoP interactivity, not by CoP

participation, and that KMS usage as well as user satisfaction leads to user performance. Interpre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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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등(Swan ,

2000 이와 같은 현업의 지식경영시스템에 대한).

회의적 경향은 지식경영이라는 경영패러다임이나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지식경영의

실천방법론 부재나 지식경영시스템의 고유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의 많은 기업들은 지식경영의 실

현과 학습조직 구현을 위하여 지식저장소(know-

나 지식경영시스템과 같은 정보기ledge repository)

술의 도입에서부터 실행공동체(Communities-of-

의 확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략Practice: CoP)

들을 수립하고 적용해 왔다 초기의 지식경영시스.

템은 대부분 지식이나 정보의 등록과 조회라는 게

시판적 기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최근,

에는 실행공동체의 활동이 중요시되면서 이것이

지식경영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

에 따라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성이 강조되었다 이.

러한 시스템의 사회적 특성은 구성주의적(social)

관점에서 해석되곤 한다 강인애 즉 지식이( , 1996). ,

정보기술이나 시스템을 통해서 공유되더라도 인간

의 상호작용적 맥락을 떠나서는 어떠한 의미를 지

닐 수 없다는 철학과 관련된다 특히 지식경영시스.

템은 기존의 일반적인 정보시스템과는 달리 사용,

자에 대한 일방적 정보공급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는 사용자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양방향적 형

태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일반적인 정보.

시스템 성과모형을 그대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

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식경.

영시스템 성과모형에 관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일

반적인 정보시스템과 구별되는 지식경영시스템이

지닌 고유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경영시스템의 고유한

특성을 검토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식경영시,

스템의 성과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의 지식.

경영시스템 도입 및 운영의 실패는 지식경영시스

템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전제

한다면 지식경영시스템이 지닌 고유특성을 이해하,

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정보시스템과 구별되는 지식경영,

시스템의 고유한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지식경영시스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가지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선행연구고찰과 함께 지식경영시스템의 고

유특성에 대한 논의 후 이러한 고유특성을 중심으,

로 연구모형을 개발하여 지식경영시스템의 이용과

만족 그리고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과 연구.

시사점에 대해 토의할 것이다.

이론적 배경II.

지식경영 지식경영시스템 실행공동체1. , ,

지식경영은 조직 구성원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전사적인 지식으로 통합하고 공유하여 조직의 문

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 패러다

임이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은 지식경영을 각 기업.

이 보유한 지식자원의 관리와 전략적 활용을 위한

전사적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기업 내 지식자산이 경쟁우위의 주요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며 점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는 조직지식 자체가 확보Stein and Zwass(1995)

되는 것만으로는 경쟁력 있는 지식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정보기술을 활용한 조직지식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실제 많은 기.

업들은 지식경영을 기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지식

경영시스템이나 지식저장소와 같은 정보기술을 이

용하고 있다 지식경영시스템은 지(Ruggles, 1998).

식경영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 또는 인프라로 인식

된다 지식경영시스템에 대한 연구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Kankanhalli and Tan,

한 가지는 지식저장소 활용방2004; Zack,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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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기업의 모범사례를 문서화하여 공유하기,

위한 사내 게시판 자료공부방 등의 전자적 지식저,

장소를 들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네트워크적.

접근방법으로 조직구성원들 간의 지식교환에 초점,

을 두고 단순한 지식의 저장이 아니라 전문가 중

심의 상호교류를 강조한다 예를 들면 실행공동체. ,

나 전자포럼 등이 있다.

지식경영이 추구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직구성원들의 지식경영시스템에 대한 참여

를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조직차원에서 지.

식마일리지와 같은 보상제도가 활용되기도 하나,

무엇보다도 조직원들에 의한 자발적인 지식공급체

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자생적이고도 끊임없는 지,

식의 갱신구조가 필요하다. Brazelton and Gorry

는 조직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2003)

내는 중요한 전략의 하나로서 지식경영시스템 기

반의 다양한 지식 커뮤니티 즉 실행공동체를 제안,

하였다.

한편 실행공동체는 지식경영시스템과는 별개로,

연구되기도 하였다 는. Wenger and Snyder(2000)

조직 내에서 지식의 효과적 공유 및 창출활동을

위해서는 의도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한

데 지식경영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형태로서 공통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실행공동

체를 제시하였다 실행공동체란 공동의 실무를 공.

유하는 비공식적인 형태로 구성된 사람들의 모임

을 의미한다(Brown and Duguid, 1991; Lave and

는 지식Wenger, 1991). Nonaka and Konno(1998)

경영에서 지식의 공유 및 창조를 위한 장 의 개( )場
념을 강조하면서 지식경영의 개념을 기업에서 구,

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새

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

적 관계 및 상호작용 속에 내재하고 있거나 이를

통하여 형성된 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직 내

에 축적되어 있는 공동의 자원과 실행공동체에 연

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였다(Nonaka and

Takeuchi, 1995; Leonard-Barton, 1995; Wenger

결국 실행공동체란 구성원간and Synder, 2000).

사회적 자본 을 기반으로 상호 공동(social capital)

체 의식을 획득하고 공유하는 하나의 지식조직이

라 할 수 있을 것이다(Lesser and Prusak, 1999;

Scarbrough and Swan, 1999).

최근 기업들의 지식경영 추진동향을 살펴보면

등 실행공동체의 활성화가 강조되(Swan , 2000),

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식경영 추진 기업들은 지식,

경영시스템 내 실행공동체의 활동공간을 제공하면

서 기존의 실행공동체를 지식경영시스템 내로 유

도하여 관리의 일원화를 꾀하고 있다 예를 들면. ,

지식경영시스템 내의 실행공동체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와 포상제도를 제공하기도 하고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실행공동체의 설립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 및 지.

원에 힘입어 지식경영시스템에서 실행공동체가 차

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실행공동체가 활성

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구성원들의 실행공동.

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식경영시스템 활용도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식경영시스템 이전에.

도 부분적으로 실행공동체가 운영되곤 하였는데,

지식경영시스템과 연동되어 지식자원의 통합화와

시너지를 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지.

식경영시스템은 점차 지식의 게시와 조회 중심의

지식저장소 기능으로부터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실행공동체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다 결국 최근 지.

식경영의 주요 관리대상은 지식경영시스템에 등록

된 노하우 경험지 등의 지식에서부터 지식창출 및,

공유 프로세스 또는 지식경영시스템 기반 하에서

활동하는 실행공동체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식경영시스템의 성과2.

일반적인 정보시스템의 성과 관련해서 기업 내

에는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존재하므로 그들의 통,

일된 목표를 가정하고 단일차원의 정보시스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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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정.

보시스템의 성과는 다중의 측정도구로서 제안되어

왔다(DeLone and McLean, 1992).

일반적인 정보시스템 성과모형을 제시한 대표적

연구로서 의 연구가DeLone and McLean(1992)

있다 이들은 기존의 정보시스템 성공과 관련된 연.

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스템 품질, (system

정보 품질 시스템quality), (information quality),

이용 사용자 만족 개인(usage), (user satisfaction),

효과 조직효과(individual impact), (organizational

등의 개념으로 범주화한 정보시스템 성과impact)

모형을제시하였다 그림(< 1>). DeLone and McLean

의 모형은 시스템 이용과 사용자 만족이 서(1992)

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는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만족도가 결정되고 시스

템 만족도가 높아지면 시스템 활용도가 높아지는

순환구조를 의미한다 한편 정보시스템 성과에 대. ,

한 최근의 연구로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의 수정모형과 균형성DeLone and McLean(2003)

과표를 이용한 정보시스템 성과측정모형(Martinsons

등 등 등이 있다, 1999; Kim , 2003) .

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시스템이용

사용자만족

개인효과 조직효과

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시스템이용

사용자만족

개인효과 조직효과

그림< 1 의 정보> DeLone and McLean(1992)

시스템 성과모형

일반적인 정보시스템 성과모형으로서 널리 받아

들여지고 있는 의 연DeLone and McLean(1992)

구모형은 지식경영시스템 성과모형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식경영시스템을 정보시스템의.

일종으로 인식함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지식경영시.

스템은 지식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조직구성원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

보시스템과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단일방향의.

정보제공 관점의 일반적인 정보시스템과 비교해

볼 때 지식경영시스템은 사용자간 상호작용성이라,

는 사회적 맥락을 내포한다 이러한 관점은 시스템.

사용자에 대하여 정보수혜자라는 소극적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역할로

파악한다 특히 실행공동체가 지식경영시스템 내. ,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간 상호작용 특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다.

음의 표 은 기존의 정보시스템과 지식경영시스< 1>

템의 차이점을 정리한 것이다 결국 지식경영시스.

템의 고유특성을 고려한다면, DeLone and McLean

의 모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1992)

따를 수 있다.

표< 1 정보시스템과 지식경영시스템의 비교>

서창교신성호 수정( , 2005 )

분류 기존의 정보시스템 지식경영시스템

목적
대량의 자료처리

중심
문제해결 중심

대상 구조적 정보
비구조적 정보,

노하우 경험지,

사용자

소극적

정보 입출력 및( ,

검색 위주 활용)

능동적

지식창출 공유 등( ,

자발성 기반 참여)

방향성 단방향 양방향

특성
정보공급 기능

위주

활발한 지식교환,

사회맥락성

한편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지식경영시스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을 범주

화하여 표 로 정리해 보았다 이들은 대부분< 2> .

의 연구를 토대로 하DeLone and McLean(1992)

여 추가적 요인을 발굴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

하여 왔다 예를 들면 지식경영시스템 성과에 영. ,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지식품질 특성과 기술적

시스템 특성을 시스템 상황에 맞게 수정하거나( ) ,

사용자 특성 조직 특성 경영적 특성 등을 추가로, ,

도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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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보시스템 성과요인들의 카테고리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앞서의 표 에서. < 1>

제시된 것처럼 지식경영시스템은 사용자를 비단,

정보를 제공받는 수동적 입장이기보다는 자발적

참여의 능동적 주체로 가정하기 때문에 상호작용

성과 양방향성의 기능이 강조된 시스템이다 따라.

서 지식경영시스템의 성과모형에서는 기존의 정보

시스템과는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

이 필요하다.

표< 2 지식경영시스템의 성과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분류 성과요인 관련문헌

지식 특성

지식품질 적합성 완전- ( ,

성 신뢰성 중요성 업, , ,

무관련성 갱신성 등, )

지식의 양과 다양성-

김상수 김용우․
(2000)

김주희 등․
(2001)

기술적

특성

시스템품질 시스템 편- (

의성 속도 안정성 검, , ,

색 및 추출기능 기능,

구현 정도)

기능성 저장 분류 변- ( , ,

경 및 수정)

서창교 신성호․
(2005)

김주희 등․
(2001)

Jennex and․
Olfman (2003)

조직 특성
학습지향 의사소통- , ,

지식공유 의도

유성호(2003)․
이장환(2001)․

사용자

특성

전문성-

시스템의 인지된 가치-

서창교 신성호․
(2005)

Gray(2000)․
경영적

특성

최고경영층 지원 지식- ,

경영 전담팀 활동 평,

가 및 보상

유성호(2003)․
김주희 등․
(2001)

본 연구에서는 지식경영시스템 사용자를 단순히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는 소극적 주체로 인식하기

보다는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적극적 주체로

파악하고 지식경영시스템의 이용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성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특.

히 최근의 지식경영시스템은 실행공동체를 중심으

로 실제적인 활용이 이루어지며 실행공동체가 지

식경영시스템의 상호작용성이라는 고유특성을 가

장 잘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실행공동,

체 참여활동과 상호작용성에 초점을 둔 지식경영

시스템의 성과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모형과 가설III.

연구모형 및 가설1.

성공적인 지식경영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제안

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기술적 콘텐츠 차원 및 조직/

적 경영적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앞의 표/ ( < 2>

참조 우선 기술적 콘텐츠 차원은 지식경영을 지원). /

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지식경영시스템을 주로 고려

하였다 조직적 경영적 차원에서는 경영적 특성 문. / ,

화적 특성 인간적 특성 등을 중심으로 지식경영의,

성공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산.

된 조직의 지식자원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

기 위해서는 지식경영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

다고 보고 이러한 지식경영시스템 토대 위에서 활,

동하는 실행공동체의 특성요인이 시스템 이용과 만

족에 주는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모형을 개발하였

다 다음의 그림 는 연구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 2> .

실행공동체
참여도

실행공동체
상호작용성

시스템 이용

사용자 만족

개인성과

H1

H2

H3

H4

H5

H6

H7

실행공동체
참여도

실행공동체
상호작용성

시스템 이용

사용자 만족

개인성과

H1

H2

H3

H4

H5

H6

H7

그림< 2 연구모형>

는 조직의 다양한 지식 네트워크Wathne(1996)

가 지식이전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으며,

는 지식교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Szulanski(1996)

지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야 함을 강

조하였다 또한 지식이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접.

촉빈도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며 다, ,

양한 채널구성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가치를 증가

시킬 수 있고 채널간의 상승효과를 발생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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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효과적일 수 있다(Gupta and Govin-

등 최근에는 다darajan, 1991; Davenport , 1998).

양한 지식 네트워크와 의사소통 기법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조직구성원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방법론이 강조되고

있다(Davenport and Prusak, 1998). Nonaka and

는 조직구성원이 가진 지식에 대한Takeuchi(1995)

토론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 창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형태

의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결국 사용자의 지식경영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지식공유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들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공간 예 실행공동체 을 마련하( : )

고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식경.

영시스템이 실행공동체와 같은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지원하면서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성과 참여

도를 촉진한다면 지식경영시스템의 이용 및 사용

자 만족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실행공동체 참여도는 지식경영시스템의1:

이용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 .

가설 실행공동체 참여도는 지식경영시스템의2:

사용자 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 .

가설 실행공동체 상호작용성은 지식경영시스템3:

의 이용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 .

가설 4: 실행공동체 상호작용성은 지식경영시스템

의 사용자 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 .

은 정보시스템의 품DeLone and McLean(1992)

질 차원과 성과를 연결하는 매개요인으로서 정보시

스템 이용과 사용자 만족의 관계를 양방향성으로

설정하였다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정보시스템 이용.

과 사용자 만족의 두 개념 간의 관계를 양방향 관

계에서 단일방향의 인과관계로 연구하거나(e.g.

이들 간의 인과관계는Seddon and Kiew, 1994),

고려하지 않고 독립적인 각각의 매개요인 차원으로

연구하였다 등(e.g. Pitt , 1995). Seddon and

는 시스템의 이용을 유용성의 개념으로Kiew(1994)

대치시키고 유용성이 사용자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등 은 시스템 이용. , Pitt (1995)

과 사용자 만족 간의 관계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들 요인이 각각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

품질과 개인성과를 매개하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

구의 대상이 되는 지식경영시스템에서는 만족이란

이용에 따른 심리적 평가라는 개념으로 해석될‘ ’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용경험이 없다면 만족에.

대한 평가가 나타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

론 이용에 따른 만족도가 나타나고 만족도가 다시,

이용에 영향을 주는 순환구조가 가능하나 본 연구,

에서는 차적으로 형성되는 관계에 초점을 두기로1

한다 따라서 지식경영시스템 사용자의 이용이 만.

족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5: 지식경영시스템의 이용은 지식경영시스템

의 사용자 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 .

정보시스템의 성공모형에서 이용수준은 정보시스

템을 통해 작업을 하거나 의사결정에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용이 많을수록 업무,

의 성과도 높을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 서창(

교신성호 또한 최근의 지식경영시스템 성, 2005).

공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지식경영시스템의 성공이

사용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이용에 결정적으

로 의존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한편 사용자 만족. ,

은 정보시스템의 효과측정의 대체적 개념으로 자주

사용되는데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감정적,

태도를 정량화하는 노력으로 측정되고 있다.

의 연구나 의Gatian(1994) Iivari and Ervasti(1994)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 사용자의 만족과 업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만족은 업무성

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지.

식경영시스템의 적극적인 이용과 높은 만족수준은

개인성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지식경영시스템의 이용은 개인성과에 정6:

의 영향을 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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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지식경영시스템의 사용자 만족은 개인성7:

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 .

측정도구2.

본 연구에서는 실행공동체를 공통의 실무를 가“

지고 협업을 위해 지식경영시스템 내에서 지식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커뮤니티 로 정의하고 실행공” ,

동체 특성요인으로 참여도와 상호작용성을 설정하

였다 이들 두 변수의 측정항목은 강명수 의. (2002)

연구와 의 연구를 참조하여 지Ong and Lai(2004)

식경영시스템 내 실행공동체에 맞게 수정하였다.

시스템 이용은 지식경영시스템에 접속하여 실제“

이용하는 정도 로 정의하고” , Kim and Lee(1986),

의 연구에서 이용한 척도를Igbaria and Tan(1997)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사용.

자 만족은 지식경영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사용“

자가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인 감정 으로 정의하며” ,

등 의 측DeLone and McLean(1992), Ives (1983)

정항목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식경영시스템.

의 개인성과는 지식경영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개인에게 발생하는 긍정적인 변화의 상태 로 정의”

하고 공희경, DeLone and McLean(1992), (2004)

의 연구에서 이용한 측정항목을 참조하였다 척도.

는 모든 변수에 대하여 리커트형 점 척도를 사용7

하였다 다음의 표 은 연구변수들에 대한 조작. < 3>

적 정의와 측정항목 관련문헌 등을 정리한 것이,

다 아울러 설문서의 각 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설.

문항목들은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연구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항목 관련 연구

실행공동체

참여도

실행공동체에 대한

관심 및 참여도

실행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정도-

실행공동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도-

실행공동체 활동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정도-

실행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강명수(2002)․
Ong and Lai․
(2004)

실행공동체

상호작용성

실행공동체 내에서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이 활발한 정도

지식경영시스템 내 실행공동체에서 다른 구성원-

과 토론 및 의견교환의 정도

지식경영시스템 내 실행공동체 구성원들과 정보-

공유 정도

지식경영시스템 내 실행공동체에서 구성원과 일-

정을 공유하는 정도

지식경영시스템 내 실행공동체에서 피드백을 받-

는 정도

강명수(2002)․
Ong and Lai․
(2004)

시스템 이용

지식경영시스템에 접

속하여 실제 활용하

는 정도

회 접속시에 이용하는 정도- 1

지식경영시스템에 지식을 등록하는 활동-

- 지식경영시스템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는 정도

Kim and Lee․
(1986)

Igbaria and Tan․
(1997)

사용자 만족

지식경영시스템을 이

용함으로써 사용자가

경험하게 되는 긍정

적 감정

지식경영시스템의 정보에 대한 만족수준-

지식경영시스템의 디자인 제공기능에 대한 만족- ,

의 정도

지식경영시스템의 실행공동체 이용에 대한 만족-

의 정도

DeLone and․
McLean(1992)

등Ives (1983)․
공희경(2004)․

개인성과

지식경영시스템을 이

용함으로써 개인에게

발생하는 긍정적 변

화의 상태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도-

보다 나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도-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정도-

DeLone and․
McLean(1992)

공희경(2004)․

표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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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 및 가설검정IV.

자료수집과 표본1.

우선 선행연구를 토대로 개발된 측정도구들에

대하여 지식경영시스템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성인 명을 대상으로 차 설문지를 가지고 예비50 1

조사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명에 대해서는 면접조. 5

사를 실시 설문지 구성 및 측정방법에 관한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하여 변수의 측정항목들을 개선하

였다 예비조사 및 면접조사로 개선된 측정도구를.

가지고 년 초 약 한달 동안 국내 대기업에 종2005

사하는 총 명의 지식경영시스템 사용자를 대상300

으로 설문서를 배포하였고 이 중에서 부를 회, 270

수하였다 회수된 부 중 응답에서 빠진 항목이. 270

있거나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부의 설문서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부의 설9 261

문서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본특성은 다음의 표 에 나타나 있다 응답자< 4> .

의 가 남성이며 연령은 대 와 대91% , 30 (31%) 40

가 전체 표본의 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식(37%) 68% ,

경영시스템 이용기간은 년 이상 년 미만이 전체1 10

의 를 차지하였다54% .

표< 4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분류 응답자 수 응답자 비율

성별

남 명238 91%

여 명23 9%

계 명261 100%

연령

대20 명39 15%

대30 명81 31%

대40 명97 37%

대 이상50 명44 17%

계 명261 100%

이용기간

년 미만1 명42 16%

년 미만1-10 명141 54%

년 이상10 명78 30%

계 명261 100%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2.

본 연구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측정항목을 사용하였는데 가설검정에,

앞서 척도의 타당성 과 신뢰성 을(validity) (reliability)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항,

목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의 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을 이용하였고 요인의 회전방법은 직교회analysis) ,

전법 을 이용하였다 이 때 고유(Varimax rotation) .

치 가 이상인 요인들이 선정되도록(eigenvalue) 1.0

하였으며 요인적재치 가 이상, (factor loading) 0.5

이면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

에 사용된 항목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각

각 표 표 표 에 제시되어 있다 각< 5>, < 6>, < 7>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종속,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측정항목들이 각 구

성개념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타당성.

은 측정항목의 관련 구성개념(convergent validity)

에 대한 요인적재치로 설명되는데 각 표에 나타난,

것처럼 요인적재치가 각 구성개념별로 을 상회0.8

하였다 따라서 구성개념에 대한 측정항목의 집중타.

당성이 확보되었다 판별타당성. (discriminant vali-

은 구성개념간의 이질성을 의미하는데 각 측dity) ,

정항목들의 관련되지 않은 구성개념에 대한 요인

적재치의 절대값이 대부분 이하였다 따라서0.3 .

각 구성개념들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성개념들 간의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또한.

각 요인의 적재값이 모두 이상으로 높게 나타0.7

나 개념타당성 도 확보되었다(construct validity) .

둘째 요인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각 연구변수별,

측정항목들의 내적 일관성 을(internal consistency)

판단하기 위하여 값을 확인한 결Cronbach's alpha

과 다음의 표 표 표 에 나타난 바, < 5>, < 6>, < 7>

와 같이 모두 이상으로 나타나 각 연구변수들0.9

의 신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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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변수 측정항목 요인1 Cronbach's ⍺

개인성과

per2 0.957

0.933per1 0.943

per3 0.918

고유치

설명분산(%)

2.647

88.232

누적분산

88.232

표 종속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와 신뢰성 계수< 7>

마지막으로 하나의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항목들의 단일차원성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전체 연구변수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한(confirmatory factor analysis)

결과는 표 과 같다 분석결과 측정항목들 모< 8> . ,

두 단일차원성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적합도 지,

수는  자유도=182.37( =109),  자유도 이/ (2.0

하 우수 이하 우수)=1.67, RMR(0.10 )=0.053,

이하 우수 이상RMSEA (0.05 )=0.051, GFI(0.9

우수 이상 우수)=0.92, AGFI(0.8 )=0.89,

이상 우수 이상 우NFI(0.9 ) =0.98, NNFI(0.9

수 이상 우수 등으로 나타)=0.99, CFI(0.9 )=0.99

나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또한 각 연구.

변수에 있어서 개념신뢰도(construct

의 경우 일반적 추천 기준치인 을reliability) 0.7

연구변수 측정항목 요인1 요인2 Cronbach's ⍺

실행공동체

상호작용성

cop5 0.924 0.086

0.928
cop7 0.918 0.095

cop6 0.916 0.057

cop8 0.859 0.036

실행공동체

참여도

cop2 0.061 0.906

0.902
cop3 0.080 0.889

cop1 0.030 0.878

cop4 0.091 0.835

고유치

설명분산(%)

3.231

40.390

3.101

38.767

누적분산

79.157

표 독립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와 신뢰성 계수< 5>

연구변수 측정항목 요인1 요인2 Cronbach's ⍺

사용자 만족

sat2 0.891 0.263

0.914sat3 0.887 0.301

sat1 0.857 0.296

시스템 이용

use2 0.218 0.860

0.933use3 0.360 0.841

use1 0.278 0.840

고유치

설명분산(%)

2.568

42.802

2.400

40.006

누적분산

82.807

표 매개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와 신뢰성 계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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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분산추출값,

의 경우 추천(average variance extracted)

기준치인 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0.5

된 측정항목들이 해당 연구변수들에 대해 대표성

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등(Hair , 1995).

연구모형의 적합도 및 가설검정3.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

기 위해 개별 가설들을 검정하는 대신에 전체적인

구조모형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검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이를 위해 다변량 분석기법인, LISREL

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정하였다.

분석된 최적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자유도=184.98( =111),  자유도/ =1.67,

RMR=0.056, RMSEA=0.051, GFI=0.92,

AGFI=0.89, NFI= 0.99, NNFI=0.99,

등으로 나타나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CFI=0.99

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형의.

분석결과에 의한 경로도형은 그림LISREL < 3>

과 같다.

실행공동체
참여도

실행공동체
상호작용성

시스템 이용

사용자 만족

개인성과

per1

per2

per3

cop1

cop2

cop3

cop4

cop5

cop6

cop7

cop8

0.12 *

0.09

0.61**

0.50**

0.34**

0.19**

0.72**

0.84

0.89

0.85

0.76

0.92

0.90

0.89

0.79

0.92

0.94

0.86

use1 use2 use3

0.80 0.79 0.91

sat1 sat2 sat3

0.85 0.89 0.91

실행공동체
참여도

실행공동체
상호작용성

시스템 이용

사용자 만족

개인성과

per1

per2

per3

cop1

cop2

cop3

cop4

cop5

cop6

cop7

cop8

0.12 *

0.09

0.61**

0.50**

0.34**

0.19**

0.72**

0.84

0.89

0.85

0.76

0.92

0.90

0.89

0.79

0.92

0.94

0.86

use1 use2 use3

0.80 0.79 0.91

sat1 sat2 sat3

0.85 0.89 0.91

주 1)                               : 유의적인 영향관계

:  비유의적인 영향관계

주 2) (*) p<0.05, (**) p<0.01

주 3) 각 경로계수값은 표준화 된 것임

주 1)                               : 유의적인 영향관계

:  비유의적인 영향관계

주 2) (*) p<0.05, (**) p<0.01

주 3) 각 경로계수값은 표준화 된 것임

그림< 3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LISREL

내생변수들에 대한 다중상관자승치(Squared Mu-

ltip 회귀분석의le Correlations: SMC, R2와 유사)

를 살펴보면 개인성과 사용자 만족 시스템 이용, , ,

에 대한 설명력은 각각 를 보였73%, 61%, 41%

다 한편 연구가설 검정결과는 표 에 나타나. , < 9>

연구변수 측정항목 표준부하량 측정오차 값t 개념신뢰도 분산추출값

개인성과

per1 0.92 0.22 21.43

0.900 0.751per2 0.94 0.18 22.12

per3 0.86 0.42 -

사용자 만족

sat1 0.85 0.36 18.55

0.892 0.733sat2 0.89 0.29 -

sat3 0.92 0.21 21.58

시스템

이용

use1 0.80 0.65 13.90

0.793 0.562use2 0.79 0.68 -

use3 0.91 0.30 15.66

실행공동체

참여도

cop1 0.84 0.42 -

0.877 0.641
cop2 0.89 0.25 17.54

cop3 0.85 0.35 16.48

cop4 0.76 0.55 14.09

실행공동체

상호작용성

cop5 0.92 0.25 -

0.890 0.669
cop6 0.90 0.33 22.74

cop7 0.89 0.38 22.30

cop8 0.79 0.56 17.35

표 전체 연구변수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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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실행공동체 참여도가 지식경영시스템의 이용.

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지식경영시,

스템의 사용자 만족에는 수준에서 유의한 영0.05

향을 끼쳤다 따라서 가설 은 기각되었고 가설. 1 , 2

는 채택되었다 또한 실행공동체 상호작용성은 지. ,

식경영시스템의 이용과 사용자 만족에 모두 유의

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p < 0.01),

과 가설 는 채택되었다 지식경영시스템의 이용3 4 .

이 사용자 만족과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는 모두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지식경영시0.01 .

스템의 사용자 만족은 개인성과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가설 가설 가설 은 모두 채. 5, 6, 7

택되었다.

가설 경로 방향
경로

계수
값t 결과

1
실행공동체

참여도
→ 시스템 이용 + 0.09 1.82 기각

2
실행공동체

참여도
→ 사용자 만족 + 0.12 2.09* 채택

3
실행공동체

상호작용성
→ 시스템 이용 + 0.50 7.33** 채택

4
실행공동체

상호작용성
→ 사용자 만족 + 0.61 9.05** 채택

5 시스템 이용 → 사용자 만족 + 0.34 5.05** 채택

6 시스템 이용 → 개인성과 + 0.72 10.86** 채택

7 사용자 만족 → 개인성과 + 0.19 3.21** 채택

표 연구가설의 검정결과< 9>

주) * p < 0.05, ** p < 0.01

토의 및 시사점V.

최근에 각 기업에서는 지식경영을 통한 학습조

직을 구현하고자 주로 지식경영시스템 도입과 실

행공동체의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특히 지식경영.

시스템 내에서 실행공동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

차 높아지는 현황을 감안할 때 지식경영시스템의,

성과측정모형에서 실행공동체의 의미가 강조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지식경영시스템에 관한 연구와 실행공동체 연

구들을 종합하고 이들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실행,

공동체의 특성요인과 지식경영시스템의 성과 간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우선 지식경영시스템이 상호작용성의 고유특성

을 지님을 고려하여 실행공동체 참여도와 상호작

용성이 지식경영시스템의 이용과 사용자 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였다 수집된 개의 설문. 261

서를 분석한 결과 실행공동체 상호작용성은 지식,

경영시스템의 이용과 사용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

을 주었고 실행공동체 참여도는 지식경영시스템의,

사용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 이 결과는.

실행공동체 활동수준이 전반적으로 사용자들의 지

식경영시스템 이용과 만족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실행공동체를. ,

중심으로 하는 인적 네트워크의 품질수준이 높을

수록 지식경영시스템 활용도의 가치가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실행공동체의 참여도가 지. ,

식경영시스템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는데 이는 실행공동체의 활동이나 참여가 대,

부분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정부

분 오프라인 활동으로 대체 또는 흡수됨으로써 시

스템의 이용을 감소시키는 상쇄효과가 함께 나타

났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최근 각 기업들이 실행공.

동체의 오프라인 활동을 강조함으로써 시스템 이

용도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으나 실행공,

동체 내 신뢰가 확보되면 지식경영시스템에서의

지식 전달력은 높아져서 궁극적으로 지식경영시스

템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식경영시스템의 이용이 많을수록 만족도,

와 성과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서창교신성호

(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정보시스템의 지속,

적 사용이 사용자의 행동과 업무의 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Doll and Torkzadeh,

또한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1988).

용자가 긍정적 태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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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과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기업이나 조직에서 지식경영시스템과 실행,

공동체를 분리하여 지식경영을 추진하는 방법보다

는 통합적인 접근을 취하여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실행공동체에서. ,

검증된 지식을 지식경영시스템의 지식으로 이관시

키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실행공.

동체의 활동성과를 지식경영시스템의 적극적인 이

용으로 유도함으로써 지식경영시스템을 포털화하

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지식경영시스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정보,

시스템과는 달리 상호작용성이나 양방향성의 특성

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러한 특성을 촉진시

키는 다양한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

면 실행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벤트를 기획한다거나,

선진 기업의 벤치마킹자료를 공유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여 역동적인 시스템으로 가꾸어 나갈 필요

가 있다 정보 및 지식 품질 시스템 품질 향상에. ,

만 중점을 두기보다는 구성원간 상호작용을 촉진

시키는 다양한 전략이 지식경영시스템의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식경영시스템의 이용은 만족과 성과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고려할 때 우선은 지식경,

영시스템을 많이 이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

요하다 특히 한번도 사용경험이 없는 구성. , 원들을

파악하여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시스템 이용이 개인성과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설명력을 가진 변수로 밝혀

진 분석결과는 우선적으로 시스템 수용(adoption)

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결론 및 한계점VI.

본 연구는 서론에서 제시된 두 가지 연구문제

지식경영시스템의 고유한 특성은 무엇이며 사용( ,

자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에 대해 답)

하고자 문헌고찰 연구모형 개발 실증분석을 차례, ,

로 수행하였다 우선 일반적인 정보시스템과 구별.

되는 지식경영시스템의 고유한 특성과 관련해서는

지식경영시스템이 사용자간의 상호작용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실행공동체가 이러한 상호

작용성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에 따라 지식경영시스템 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로서 이러한 실행공동체 관련 요소들 참(

여도 상호작용성 을 고려하였다, ) .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지식경영시스템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부의 설문서를 수집하여261

분석한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전반적으로 양,

호하였고 실행공동체의 참여도와 상호작용성이 모,

두 지식경영시스템의 사용자 만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자 만족과 시스템 이용.

은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

를 종합해 본다면 실행공동체 관련 요소가 사용자,

성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식경영시스템에 대하여,

단순히 콘텐츠 품질이나 시스템 품질을 향상시키

는 방향으로 개선시키기보다는 상호작용성을 포함

한 하나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장기적 관점에서 사용자의 적극적이고. ,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식공급체계의 선순환

구조가 확보될 때 비로소 사용자 만족과 성과를

이끌어내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실행공동체의 상호작용성이 높을수록 지식경,

영시스템의 이용도는 높으나 실행공동체 참여도가,

이용도의 증진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각 실행공동.

체마다 운영되는 나름의 특성이 있을 것이며 어떠,

한 경우에는 주로 오프라인 상에서 활동이 이루어

지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기업에서.

지식경영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최종 목

표가 아니라 지식경영이 조직에서 가장 효과적으,

로 전개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여 조직의 지적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간 높은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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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성을 내포하는 지식경영시스템에 대하여 실행

공동체라는 대변적 요소를 발견하였고(surrogate) ,

이것이 지식경영시스템 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침을 확인한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겠다.

본 연구는 대기업의 지식경영시스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에 한계점

이 있다 우선 각 기업마다 지식경영시스템의 운영.

형태가 다를 수 있고 시스템 특성상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행공동체에 대한 추진방법이나,

활성화 전략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러. ,

한 여건의 차이에 따라 연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각 변수를 자기응답식 설문으로 측정하.

였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공통방법분산(com-

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mon method variance) .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업종과 기업으로부터 표

본을 수집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공통방법분,

산을 줄이기 위해 지식경영시스템 이용이나 성과

와 같은 변수측정에서는 실질 데이터(actual data)

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와 객.

관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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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공동체란 유사한 업무 또는 협업 활동 등 상호 효과적인 업무공유를 위해 지식경영시스템,

내에서 지역별 업무특성별 상호 지식 및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온라인 정보 공유방(KMS) ,

을 의미합니다.

실행공동체 참여도

나는 내의 실행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1. KMS .

나는 내의 실행공동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2. KMS .

나는 내의 실행공동체 활동에 계속 참여할 것이다3. KMS .

나는 내의 실행공동체에 대하여 소속감을 느낀다4. KMS .

실행공동체 상호작용성

나는 에 접속하여 실행공동체 내의 다른 구성원과 토론 및 의견교환을 한다1. KMS .

나는 에 접속하여 실행공동체 내의 구성원들과 정보를 공유한다2. KMS .

나는 에 접속하여 실행공동체 내의 구성원들과 일정을 공유한다3. KMS .

나는 에 접속하여 실행공동체에서 유용한 피드백을 자주 받는다4. KMS .

시스템 이용

나는 를 회 이용할 때 오랫동안 이용한다1. KMS 1 .

나는 에 나의 지식을 자주 등록한다2. KMS .

나는 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이용한다3. KMS .

사용자 만족

나는 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한다1. KMS .

나는 의 디자인 제공기능에 대하여 만족한다2. KMS , .

나는 내의 실행공동체의 이용에 대하여 만족한다3. KMS .

개인성과

우리 회사의 를 이용하면 더욱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1. KMS .

우리 회사의 를 이용하여 더욱 나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다2. KMS .

우리 회사의 를 이용하여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3. KMS .

부록 설문서 연구변수의 설문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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