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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지식공유의 효과와 지식공유의 요성 때문에 MIS 분야에는 지식공유연구에 한 심이 높
아지고 있으나, 지식교환 웹사이트에서의 지식공유의 향과 련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
는 지식교환 웹사이트에서 개인특성변수인 정보기술에 한 개인의 신성, 컴퓨터 자기효능감, 
컴퓨터 불안감  사용자 여와 지식공유행 간의 계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자들은 지식교환 
웹사이트 내에서 지식공유경험이 있는 사용자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효표본 총 
241개를 수집하 다. 한 연구모형 검증을 해 연구분석방법으로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통
해 자료를 분석하 다. 자료분석 결과 지식공유행 는 개인의 신성, 컴퓨터 자기효능감, 컴퓨터 
불안감  사용자 여에 의해 직간 으로 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개인의 
신성과 지식공유에 한 연구의 역을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유에 한 실질 인 사례

를 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지식공유를 진하는 지식공유 애 리 이션의 설계와 지식교환 웹
사이트의 성공간의 련성을 밝히고자 하 다. 

ABSTRACT

The effect of knowledge sharing and its importance have been reported in the information 
systems literature. However, little has been learned about the impact of knowledge‐
exchange web sites. This study explores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personal innovativeness in the domain of information technology (PIIT), computer self‐
efficacy (CSE), and computer anxiety (CA), user involvement (UI), and knowledge sharing in 
a knowledge‐exchange website. In order to examine our research model, we adopted a 
survey research design based o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ethod. By analyzing 241 
samples collected, we conclude that UI and CA are valuable to discuss in terms of their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is study not only extends the research on personal 
innovativeness and knowledge sharing, but also suggests a need for focused research efforts 
to investigate real practices on knowledge sharing. This study initiates this kind of efforts to 
make a relevant tie between design of knowledge sharing applications and the success case 
in the commercial field to encourage users to share their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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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교류를 목 으로 하는 공동체는 면

면 을 통해 참여자들이 상호의사를 교환

하는 활동에 을 둔 개념 이었지만, 정보

기술의 발달로 실감이 증 되면서 온라인

상에서도 상호 력 활동들이 가능하게 되었

다[6, 27]. 이와 같이 정보기술의 발 에 따라 

가상공간을 매개로 한 새로운 형태의 집합  

학습과 지식공유 상이 차 발 하고 있으

며 이를 지식교환 웹사이트라고 할 수 있다[43]. 

지식교환 웹사이트에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이

에 따르는 지식의 순환이 이루어져야 그 효

과를 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공유행 를 

신활동으로 간주한다[14].

개인들의 자유로운 지식공유를 통해 인터

넷 상에는 키피디아(www.wikipedia.com), 

론니 래닛(www.lonelyplanet.com), 지식iN 

(kin.naver. com)등 다양한 형태의 성공한 지

식교환 웹사이트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기존

의 지식교환 웹사이트 연구가 조직내의 구성

원들에 의한 지식공유에 을 맞추었다면

[15, 16, 46, 47], 본 연구는 조직에 속하지 않

는 개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비 조직화되고 

자발 인 지식교환 웹사이트를 상으로 한 

연구에 을 둔다. 키피디아나 지식iN과 

같은 성공 인 지식교환 웹사이트가 개인들

의 자발  참여로 유지되고 성공했다는 에

서 볼 때 지식을 공유하는 지식교환 웹사이

트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기 해서는 지식

공유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의 특성을 연구하

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6]. 

지식공유 웹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정보기술

을 매개로 지식을 달한다는 은 정보기술

과 련된 개인  특성의 차이가 지식교환 

웹사이트의 지식공유활동에 향을  것이

라는 측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개인특성들을 지식공유의 향요인들

로 고려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온라인이

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보기술 역에서

의 개인의 신성(Personal Innovativeness in 

IT：이하 ‘개인의 신성’으로 사용함)[2, 29, 

38, 40], 컴퓨터 자기효능감(Computer Self- 

Efficacy)[2], 컴퓨터 불안감(Computer Anxi-

ety)[1, 38, 40], 정보시스템에 한 사용자 

여(User Involvement)[10, 11, 23]는 정보기술 

연구분야 에서 개인과 련하여 가장 자주 

사용되는 개념들이다. 

이들 개념  개인의 신성은 개인이 자발

으로 정보기술의 가능성을 탐구하도록 하

며[42], 보다 다양한 지  탐색노력을 이끄는 

동인으로 알려져 왔다[26]. 따라서 지식교환 

웹사이트에서 개인의 신성이 지식공유에 

어떠한 향을 미칠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지식교환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정보공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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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고자 할 때 어떠한 정보기술 략을 

구사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 신성과 더불어 개인차이에 의해 

정보기술 사용에 어떻게 향을 주는지를 연

구하기 해 자주 고려되었던 개념은 컴퓨터 

자기효능감과 컴퓨터 불안감이다. 지식교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식공유 애

리 이션을 사용하는 지식공유행 를 새로

운 정보기술의 수용처럼 신활동으로 간주

할 경우, 컴퓨터 자기효능감과 컴퓨터 불안감 

두 개념은 지식교환 웹사이트에서 지식공유

활동에 상당한 향을  가능성이 있다. 

한 지식교환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각종 애

리 이션을 사용하는 것을 정보시스템사용으

로 간주할 경우, 지식교환 웹사이트 사용자의 

웹사이트 요성에 한 사용자 인식은 지식

공유행 에 향을  것이다. 특정 정보시스

템에 한 사용자 여는 이미 조직내의 정

보시스템의 성공 인 도입에 핵심 인 요인

으로 고려되어 왔으며[10], 최근에는 사용자 

여가 성공 인 정보시스템도입 이후 사용

행 에도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36].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비 조직화된 지

식교환 웹사이트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개

인특성(즉, 개인의 신성, 컴퓨터 자기효능

감, 컴퓨터 불안감)과 지식교환 웹사이트에 

한 개인의 태도(즉, 사용자 여)가 지식공

유행 에 어떻게 향을 주는지를 악하기 

해 연구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

이다. 연구목  달성을 해 연구문제는 첫

째, 지식교환 웹사이트에서 지식공유 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향

요인들이 어떻게 지식공유 행 에 향을 주

는가?로 정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제 2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정보기술

과 련된 개인의 신성, 컴퓨터 자기효능

감, 컴퓨터 불안감, 사용자 여 개념들을 정

리하고, 이들 개념들과 지식공유행 간의 

계와 련한 기존연구결과를 자세히 설명한

다. 제 3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토 로 연구모

형  연구가설을 제안하고, 제 4장에서는 구

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해 가설을 검증한다. 제 

5장에서는 자료분석을 통해 측정모형  구조

모형에 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제 6장에

서는 연구결과를 토 로 본 연구의 학술 , 

실무  성과를 설명한다. 제 7장에서는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   향후 연

구과제를 제시하면서 을 맺는다.

2. 이론  배경

2.1 개인특성-개인의 신성, 컴퓨터 

자기효능감, 컴퓨터 불안감

개인의 신성, 컴퓨터 자기효능감, 컴퓨터 

불안감은 개인이 본래부터 갖고 있어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 성격을 나타내거나 특정한 상

황과 특별한 자극에 반응하여 심리  상태를 

표출하는 표 인 개인특성들이다[1]. 이러

한 개념들은 모두 정보기술 연구분야에서 비

교  많이 다루어진 개인특질변수이다. 

정보시스템 사용에 보다 열성 인(enthu-

siastic) 사용자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  정

보시스템 사용환경에 응하도록 돕거나 변

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주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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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6]. 지식교환을 한 정보시스템 사용에 

있어서도 변화 수용자들은 정보기술을 활용

하여 다른 사람과 지식을 공유하려고 하는 

극 인 태도를 취하는 동시에 자신이 필요

로 하는 지식을 얻기 해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 사용자 간에는 개인  특성의 차이 때

문에 동일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식공유의 

성과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42]. 따라서 

연구자들은 지식교환 웹사이트에서의 지식공

유에 한 원인을 정보기술이나 컴퓨터사용

과 련된 개인의 특성들에서 찾으려는 연구

를 시도하고 있다[2, 41, 42]. 

Rogers의 신확산이론을 기반으로 Agar-

wal and Prasad[2]는 개인들이 다양한 미디

어로부터 정보를 통합하는 신기술에 한 

정  믿음 혹은 신념을 발 시켜 나간다고 

주장하 다. 여러 유형의 미디어에 한  

같은 노출에도 불구하고 신성이 높은 사람

들이 목표 기술에 해 더 정 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을 밝혔다. 그들은 새로운 정보기

술을 받아들이는 신행 에 향을 주는 개

인 인 성향을 정보기술 역에서 개인의 

신성으로 이름 지었다. 개인의 신성은 ‘새

로운 정보기술을 사용해 보려는 개인의 의지’

로 정의한다[2]. Agarwal et al.[3]의 기술수

용연구에서 개인특성인 개인의 신성과 컴

퓨터 유희성이 이성  정보기술수용의 요

한 결정요인들이라고 제안했다. 이들의 검증

결과, 개인의 신성과 유희성이 이성  정보

기술수용에 해 변량의 42%를 설명하고 있

지만, 개인의 신성과 유희성은 지각된 유용

성과 지각된 용이성에 해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선행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

다. 이처럼 신확산 연구분야에서는 신성

이 높은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한 

능동  정보 탐구자로 인식되어오고 있다[29]. 

따라서 신성이 높은 사람들은 불확실성 수

이 높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새로운 정

보기술에 해 보다 정 인 사용의도를 가

질 수 있다. Lewis et al.[28]은 교수들을 

상으로 정보기술과 상호작용하는 개인수 의 

요인, 사회수 의 요인, 제도수 의 요인들로

부터의 향을 악하 다. 특히, 기존의 기

술수용모형(TAM)에 개인수 의 요인들로 개

인의 신성과 컴퓨터 자기효능감을 추가하

여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에 한 개

인의 신성의 향을 모형화하고 가설을 설

정하 다. 연구결과 개인의 신성과 컴퓨터 

자기효능감이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

성과 유의한 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 다.

Thatcher and Perrewé[40]는 선행 연구들

을 종합하여 개인의 신성, 컴퓨터 자기효능

감, 컴퓨터 불안감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개

인 신성 이론(Individual Trait Innovative-

ness Model)을 제안하 다. 개인 신성 이

론은 정보기술사용환경에서 정보기술과 련

된 개인특성들간의 계를 규명하고자 하

다. Spielberger[37]의 변수정의에 따라, 개인 

신성 이론에서는 개인의 신성을 상황에 

크게 향을 받지 않고 지속되는 특질변수로, 

컴퓨터 자기효능감과 컴퓨터 불안감은 특정 

자극에 변화하는 상태변수로 설정하고 서로

간의 계를 규명하 다. Thatcher and Per-

rewé[4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성이 높

은 사람은 정보기술사용에 있어서 자신감은 

높고 불안감은 낮은 반면, 신성이 낮은 사

람은 정보기술 사용에 한 자신감이 낮고 

불안감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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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연구자들은 개인의 신성이 컴퓨터 자

기효능감과 컴퓨터 불안감에 향을 주는 요

인이며, 개인의 신성과 컴퓨터 자기효능감

간의 계는 양의 계이고, 개인의 신성과 

컴퓨터 불안감간의 계는 음의 계임을 증

명하 다.

Lu et al.[30]은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사용자 수용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설명하기 한 연구모형을 개발하

다. Lu는 앞서 설명한 Agarwal and Prasad 

[2]의 연구처럼, 개인의 신성이 유용성과 

용이성에 강한 향을  것으로 기 했다.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신성은 다른 요인들

과 함께 사용자의 지각된 장단기 유용성과 

용이성에 향을 주고, 이러한 요인들은 다시 

사용의도와 무선인터넷 서비스 수용태도에 

정 인 향을 다는 것을 검증하 다. 무

선인터넷 서비스와 같은 신 인 기술의 수

용에 있어서, 부분의 사람들은 지각된 신뢰

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수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다. 신성이 

높은 개인들은 더 험을 감수하는 경향 때

문에,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같은 신  기술

의 사용에 해 보다 더 정 인 의도를 발

시킴으로써 개인의 신성은 정보기술의 

수용에 한 최우선 이고 직 인 향요

인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9].

기존 신연구에서는 개인들의 컴퓨터 사용

이나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업무의 성과에 

향을 주는 구성개념으로써 컴퓨터 자기효

능감과 컴퓨터 불안감의 역할에 해 연구하

고 있다[9]. 사용자는 컴퓨터와의 상호작용 

환경에서 컴퓨터 사용에 한 자신감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자신감을 컴퓨터 자기

효능감이라 한다. 컴퓨터 불안감은 실제 험

과는 계없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동안의 두

려움과 걱정’으로 정의한다[1, 40]. 컴퓨터 불

안감은 컴퓨터 사용과 련된 일반 인 걱정

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웹에서 제공되는 

이메일, 메신 ,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게시

, 정보교환 소 트웨어 등 다양한 애 리

이션의 사용을 방해한다. 따라서 컴퓨터 자기

효능감과 컴퓨터 불안감은 개인의 신성에 

비해 특정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개인

특성변수로 설명할 수 있다.

1990년  말 정보기술, 마 ,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내재  동기를 자극으로 하는 신

활동과 련된 연구가 수행되었다[2, 13]. 그

러나 수년 동안에 걸쳐 수행된 신연구는 

주로 동기부여의 원인으로 인한 새로운 정보

기술수용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지식

공유행 와 개인특성간의 계와 련된 연

구는 충분히 수행되지 못하 다.

2.2 웹사이트에 한 사용자 태도-사용

자 여

정보기술분야에서 사용자 여를 정립한 

Barki and Hartwick[10]의 연구에 따르면, 사

용자들이 제공된 시스템에 애착심을 갖게 되

는 것은 ‘ 요성’과 ‘개인  련성’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이후 사용자 여 개념에서 ‘개

인  련성’에 해 연구자들간에 이견이 존

재한다. 몇몇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이 개인

으로 련되어 있건 없건 간에 개인 으로 

요하게 여기면 사용자 여가 커진다고 주

장하고 있다[36].

Barki and Hartwick[11]은 사용자 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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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신념(cognitive belief)으로 개념화 하

다. 새로운 정보기술을 사용해 보려고 하는 

개인의 성향은 일반 으로 정보기술이 사용

자들에게 있어서 개인 으로 얼마나 요한

가에 한 인식을 형성한다.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Sørebø et al.[36]은 개인의 신성과 

더불어 사용자 여는 정보기술의 사용 이후 

행 에 향을 주는 변수임을 증명하 다.

Sørebø et al.[36]은 정보기술에 열정 인 

사용자 악, 열정  사용자의 변화 리자 

는 일선 도움 제공자로서의 역할 수행 가

능성 분석, 열정  사용자의 개인특성 악을 

주요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 다. 그들은 두 

가지 요인을 제안했다. 하나는 앞서 언 한 

개인의 신성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자 여

이다. 이들은 사용자 여, 개인의 신성, 기

술수용 이후의 사용자 행 간의 계를 토

로 연구모형을 제안하 다. 분석결과, 정보기

술을 열정 으로 이용하는 사용자를 악하

고, 이들을 변화 에이 트로서 활용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 사용자 여는 개인의 

신성과 더불어 정보기술 수용 이후의 행 에

도 정 인 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을 보

여 주었다. 

2.3 신행 -지식공유(지식제공, 지식 

기부)

지식공유는 지식을 주는 주체와 지식을 받

는 주체 사이에 발생되는 상호교환 계이다. 

지식공유행 는 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

유자들의 외부화(externalization) 행 를 통

해 직  행 로 들어나서 로 볼 수 있거나, 

지식에 련된 사항들을 이해할 수 있을 정

도로 설명이 되거나, 혹은 정해진 형태의 코

딩과정을 통해 지식을 얻으려는 사람이 자신

의 지식체계에 이를 부분으로 통합할 수 있

도록 정제되어 드러난다[15]. 일단 지식이 외

부화되고 나면 지식을 습득하려는 주체는 지

식 습득활동인 내재화(internalization)을 통해 

지식을 얻는다[15].

지식공유과정을 고려할 경우, 지식을 제공

하는 행 는 개념 으로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질 수 있다[20, 34, 44]. Weenen[44]는 

이를 능동  지식공유와 수동  지식공유로 

구분하 고, Rijt[34]는 지식기부행 와 지식

수령 행 로 나 기도 하 다. 좀더 최근에는 

Hooff and Weenen[20]는 지식공유를 지식기

부행 (knowledge donating) 와 지식수집행

(knowledge collecting)로 구분하고 검증 하

다.

Hooff and Weenen[20]는 기존의 이론을 종

합하여 지식공유를 타인의 요청 없이도 지식

을 자발 으로 공여하는 지식기부와 타인의 

요청 시 능동 으로 지식을 제공하는 지식수

집으로 분류하 다. 이들에 따르면, 지식기부

행 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  자본을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행 를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  자본을 공유하려

는 목 으로 어떤 개인이 특정 지식을 요청

하 을 경우 이를 제공해 주는 행 를 지식

수집행 라고 일컫는다. 지식기부와 지식수

집은 모두 극 인 태도와 능동 인 행동을 

필요로 한다. 우선 지식기부의 입장에 있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지식을 정리하는 것은 

극 인 태도이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능동

인 행 라고 할 수 있다. 지식수집의 상황

에서는, 수집한 지식에 한 요청을 받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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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이를 받아들이고 지식을 탐색하는 것은 

극 인 태도이며, 수집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능동  행동이다[20]. 본 연구에서도 지

식공유개념의 2단계 인과 계 개념화 추세에 

따라 선행행 를 지식제공으로 후행행 를 

지식기여로 구분하여 재 개념화 한다.

3. 연구모형  가설

3.1 연구 모형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연구모형이 설

명하고자 하는 것은 지식교환 웹사이트에서 

정보기술사용과 련된 개인특성들과 웹사이

트에 한 사용자 여가 어떻게 지식공유행

에 향을 주는지를 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개인특성들은 특질변수와 

상태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 특질변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도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는 변수를 일

컫는다. 를 들면, 웹 상에서 보여지는 각종 

정보기술은 사용자의 의도와는 달리 업데이

트되거나 다른 것으로 체되어 새로운 정보

기술을 사용해야만 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보기술사용에 한 개인의 

신성은 잘 변화되지 않는다. 반 로 상태변수

는 특정한 상황과 특별한 자극에 반응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37]. 를 들어, 감정

으로 어떤 사람이 시험을 치를 때 매우 큰 스

트 스와 불안감을 느끼다가도 시험이 끝나

고 나면 그 불안감은 사라진다. 즉, 앞서 특

질변수의 로 제시된 신성과는 달리 불안

감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

므로 개인의 일 성과는 차이가 있다. 본 연

구모형은 지식교환 웹사이트에 참여하는 개

인의 특성  개인의 신성은 특질변수로 

간주하고, 컴퓨터 자기효능감과 컴퓨터 불안

감은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상태변수로 보았

다. 여기에 개인특성이라기 보다는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특정 정보시스템에 애착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사용자 여인 태도변수를 

추가하 다. 이러한 변수들이 지식제공과 지

식기부로 구분되어 표 된 지식공유에 하

여 어떻게 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연구가설

3.2.1 개인의 신성과 컴퓨터 자기효능감

Hurt et al.[21]은 개인의 신성을 변화에 

한 개인의 의지  험에 한 개인의 감

수라고 정의하 다. 이를 토 로 Agarwal and 

Prasad[2]은 만약 개인들이 더 많은 험을 

감수할 의지를 갖고 있다면, 개인들이 신

인 행동에 더 쉽게 나설 수 있다고 주장하여 

‘새로운 정보기술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개인

의 의지’를 정보기술에 한 개인의 신성으

로 정의하 다. Thatcher and Perrewé[40]의 

개인 신성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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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정보기술 사용상황에서 다른 변수들에 

해 안정 으로 향을 주는 특질변수로 개

념화 될 수 있다. 특질변수들은 개인들의 능

력에 한 지각을 형성하기 때문에 개인 

신성 이론에서는 개인의 신성은 컴퓨터 자

기효능감과 컴퓨터 불안감에 향을 주는 원

인변수로 역할을 규명하 다. 한 Kegerreis 

et al.[25]은 신 인 조직 구성원이 새로운 

업무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그 지 못한 조직 

구성원에 비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개인 신성 이론이 지식교환 웹사이트 환

경에서 용될 경우에도 인터넷  웹애 리

이션 사용은 일반 으로 컴퓨터의 사용과 

하게 련되어 있다. 만약 컴퓨터 사용에 

높은 수 의 자신감을 보인다면 지식교환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웹애 리 이션의 사용

과 같은 인터넷 사용에 한 어려움이 다

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지식교환 웹사이트환

경에서도 개인의 신성이 컴퓨터 자기효능

감에 정 인 향을  것으로 측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1：지식교환 웹사이트환경에서, 정보기

술 에 한 높은 신성을 갖고 있

는 사용자일수록 컴퓨터 사용에 

해 높은 자신감을 나타낼 것이다.

3.2.2 컴퓨터 자기효능감과 사용자 여

개인의 신성이 높고, 컴퓨터에 한 자

신감이 높은 사람이 반드시 정보기술 수용이

나 지식공유와 같은 사용자행 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Sørebø et 

al.[36]에 따르면, 정보기술사용과 련한 행

의지는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이 개인 으로 

얼마나 요하게 인식되느냐에 의해서도 

향을 받을 수 있다. 사용자 여는 ‘사용자가 

자신이 사용 인 정보시스템을 요하게 인

식하여 정보시스템 사용에 해 애착하게 되

는 정도’로 정의한다[36]. 컴퓨터사용을 통해 

얻어진 자신감으로 인해 사용자는 특정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강한 애착심을 보일 

수 있으므로 컴퓨터 자기효능감은 사용자 

여에 정 인 향을  것이다[11]. 

기 확증이론(Expectation-Conformation 

Theory) 측면에서 지식교환 웹사이트환경을 

고려해 보면, 사용자는 정보공유를 한 정보

기술의 이용에 해 애 리 이션 사용에 

한 기 를 갖고 있다. 정보교환 애 리 이션

의 사용 후 이러한 기 에 의해 향을 받는 

의도된 결과가 나타난다[1]. 결국 컴퓨터 사

용에 한 자신감이 있는 사용자는 사용하고 

있는 지식교환 웹사이트에 해 태도가 정

이 되어 지식교환 웹사이트에 해 애착하

게 되고, 지식교환 웹사이트에서 지속 으로 

사용자의 정보제공행 가 이루어지게 될 것

이다. 따라서 컴퓨터 자기효능감과 사용자 

여간에는 다음과 같은 가설이 가능하다.

가설 2：지식교환 웹사이트환경에서, 컴퓨터 

사용에 한 높은 자신감을 갖고 있

는 사용자일수록 지식교환 웹사이트

에 해 높은 애착심을 보일 것이다. 

3.2.3 개인의 신성과 컴퓨터 불안감

특질변수인 개인의 신성과 상태변수인 

컴퓨터 불안감간의 계도 개인의 신성과 

컴퓨터 자기효능감과의 계와 같은 맥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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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근할 수 있을 것이다. Thatcher and Per-

rewé[40]은 개인의 신성이 컴퓨터 불안감

과 부정 인 련성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개인의 신성 수 이 높은 

정보시스템 사용자는 그 지 않은 사용자에 

비해 상되는 불안감에 해 보다 극 인 

응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3]. 개인 

신성 이론에서 사용된 개념들은 지식교환 웹

사이트를 특정 정보시스템으로 간주할 경우

에도 이를 반 하여 이해 가능한 연구개념으

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교환 웹사이트에서도 낮은 수 의 개

인의 신성을 가진 사용자는 컴퓨터 사용에 

한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이는 지식공유를 

해 제공되는 애 리 이션의 변화에 하

여 그 지 않은 사용자 보다 불안한 행동을 

보여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기반할 때 개

인의 신성과 컴퓨터 불안감 사이에는 서로 

부정 인 계를 상할 수 있어 두 개념의 

계를 가설 2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가설 3：지식교환 웹사이트환경에서, 정보기

술 에 한 낮은 신성을 갖고 있

는 사용자일수록 컴퓨터사용에 한 

불안감수 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3.2.4 사용자 여와 지식제공

사용자 여의 정도는 새로운 정보시스템

이 조직에 도입되었을 때 성공 인 도입에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져 왔다

[12]. 앞서 언 한 것처럼 사용자 여는 컴

퓨터 사용을 요하게 인식하는 개인의 지각

과 연 된다[36]. Sørebø et al.[36]은 정보기

술 수용 이후의 행 와 개인의 신성  사

용자 여간의 계를 규명하기 해 정보기

술 수용 후 행 를 종속변수로 하고 개인의 

신성과 사용자 여를 원인변수로 하는 연

구모형을 개발하여 인과 계를 정립하 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보기술에 한 높은 

신성뿐만 아니라 높은 사용자 여는 정보기

술수용 후 행 에 정 인 향을 주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Hooff and Weenen[20]의 연구 시사 은 컴

퓨터 매개 통신(Computer-Mediated Commu-

nication：CMC)환경에서 사용자의 조직에 

한 여가 지식공유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 이러한 연구업 은 지식공유의 패턴이 개

별 인 개념으로 연구에 반 될 필요성을 상

기 시켰으며 동시에 정보시스템 사용에 있어

서 특정 그룹 혹은 조직에 한 여가 지식

공유와 련되어 있다는 을 강조하 다. 기

존의 연구에서도 사용자 여는 정보시스템 

도입과 련하여 경 자의 목 을 달성하는

데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12, 23].  사용자 여는 최종사용자 

컴퓨 의 성공, 정보기술 사용의도, 정보기술 

수용 후 행 와 같은 사용자의 신행 에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36].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정보기술을 매개로 

정보를 교환한다는 에서 지식교환 웹사이

트는 일종의 지식 리를 한 정보시스템으

로 간주 할 수 있다.  지식공유 행 는 지식

교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식공

유 애 리 이션의 사용과 한 계가 있

으므로 신행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

와 정보시스템 사용 성과와 련된 기존의 

이론  근거를 통해 지식교환 웹사이트에서 

사용자 여와 지식제공행  사이에 가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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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인과 계가 성립할 것으로 상된다. 

가설 4：지식교환 웹사이트환경에서, 지식교

환 웹사이트의 요성에 한 높은 

인식을 갖고 있는 사용자일수록 타

인들의 지식요청에 해 더 극

으로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3.2.5 컴퓨터 불안감과 지식제공

정보공유를 목 으로 정보시스템 사용자가 

지식교환 웹사이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기술은 서비스 제공 업체의 정책에 따라 수

시로 바뀔 수 있다. 각종 부가 기능이 추가되

거나 아이콘이 바 는 등 정보기술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지각하는 환경의 변화는 얼마든

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일반 으로 사

용자들은 환경  변화에 수동 으로 행동하

는 경향이 있다. 컴퓨  기술에 해 부정  

반응을 보이는 학습자들은 정  반응을 보

이는 학습자들에 비해 학습성과가 좋지 않다

는 연구결과가 있다[33, 45]. 한 컴퓨터 사

용에 한 불안감이 높을수록 정보시스템 활

용에 한 태도는 부정 인 방향으로 형성되

기 쉽다[4, 24]. 정보기기를 사용할 때 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후에 유사한 상황에

서 정보기기를 사용하려는 의도가 감소한다

[19, 22]. 이와 같이 컴퓨터 불안감과 정보시

스템 활용에 한 사용자의 행  사이에는 

일반 으로 역의 계가 존재한다[13]. 

Hooff and Weenen[20]의 연구결과와 이상과 

같은 이론  검토를 토 로 지식교환 웹사이

트에 용한다면 컴퓨터 불안감과 지식제공

간의 계를 가설 5와 같이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5：지식교환 웹사이트환경에서, 컴퓨터 

사용에 해 불안감수 이 낮은 사용

자일수록 타인들의 지식요청에 해 

더 극 으로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3.2.6 지식제공과 지식기부

앞서 언 한 것처럼 내재화를 제로 한 지

식공유행 는 개념 으로 볼 때 능동  지식

공유와 수동  지식공유[44], 지식기부와 지

식수령[34], 지식기부와 지식수집[20]과 같이 

한 가지 구성개념이 아닌 두 가지 행 들로 

구성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지식공

유 연구가 지식 기여자나 원천에 을 맞

추는 지식기부행 에 해 주로 연구해온 반

면, 몇몇 연구자들[20, 34, 44]은 지식공유 행

가 단계 으로 설명이 가능한 두 가지 다

른 행 로 구분된다는 것을 증명하 다. 

특히 Hooff and Weenen[20]은 지식제공과 

지식기부 사이에 어떠한 련성이 있는지를 

탐색 으로 조사하 다. 이들 연구자들은 일

으로 지식제공이 지식기부를 견인하지만 

그 역의 경우는 성립하지 않음을 밝혔으며, 

그 이유를 개인들의 여가 가지는 특징에서 

찾았다. 비록 Hooff and Weenen[20]의 연구

가 기업조직을 상으로 하 으나, 지식교환 

웹사이트에서의 지식공유의 하 변수들도 이

와 유사한 련성을 가질 것으로 단되어 다

음과 같이 가설을 수립하 다.

가설 6：지식교환 웹사이트환경에서, 타인들

의 지식요청에 해 높은 지식제공

행 를 하는 사용자들은 타인의 요

청이 없어도 지식을 더 자발 으로 

공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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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

4.1 구성개념의 조작  정의  측정도구 

개발

개인의 신성은 ‘웹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환경 하에서 특정 정보기술을 시험하고 그 효

과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개인의 지속 이고 

일 된 의지의 정도’로 정의한다. Thatcher 

and Perrewé[40]의 개인 신성 이론을 토

로 컴퓨터 자기효능감을 ‘인터넷 속환경에

서 컴퓨터 이용에 한 자신감 정도’로 정의

한다. 컴퓨터 불안감은 인간이 컴퓨터를 기반

으로 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환경하에서 느

끼는 불안감, 두려움, 무력감 등의 부정  감

정으로 통용되어 온 개념이다. 따라서 컴퓨터 

불안감은 ‘인터넷 속환경이라는 특수한 환

경에서 컴퓨터사용에 해 개인이 느끼는 불

안감, 두려움, 무력감을 포함한 부정  감정

의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지식교환 웹사이

트라는 환경  특성에 향을 받는 개인수

의 변수로 사용자 여를 추가하 다. 사용자 

여는 정보시스템 성공의 핵심요인  하나

로, 참여(participation)와 혼용하여 쓰여지기

도 했다[11]. 이러한 개념  혼동은 정보기술

분야에서 용될 때 비자발  참여와 자발  

여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 못했기 때

문이다. 몇몇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이 개인

으로 련되어 있건 없건 간에 개인 인 

요성에 한 지각으로 정의하기도 한다[3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여를 ‘지식교

환 웹사이트의 개인  요성에 한 이용자

의 인식수 ’으로 정의하 다. 마지막으로 지

식공유는 기존연구들에서 사용된 개념을 차

용하여 지식제공과 지식기부로 구분하여 정

의한다[20, 44]. 따라서 지식제공을 ‘지식교환 

웹사이트환경에서 타인의 요청에 의해 타인에

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정도’로 정의하고, 지

식기부는 ‘지식교환 웹사이트환경에서 불특

정 다수에 한 자발 인 정보제공의 수 ’로 

정의하 다. 

측정도구는 구성개념의 조작  정의를 기

반으로 기존연구에서 신뢰성  타당성이 입

증된 측정변수들을 수정  보완하여 개발하

다. 를 들면, 개인의 신성을 측정하기 

해 Agarwal and Prasad[2]에 의해 개발된 4

개의 측정항목을 수정  보완하여 측정변수

로 사용한다. 수집된 측정변수들은 변수의 선

별과 정교화를 해 학술  측면과 실무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자  문가들 7명에 

의해 검토되었다. 측정변수  의미가 모호하

거나 어려운 용어를 수정하 고, 비조사

(Pilot Test)를 실시하여 최종 측정도구를 개

발하 다(<표 1> 참조).

4.2 표본  자료수집

표본은 2009년을 기 으로 한민국에서 가

장 활발한 지식교환 웹사이트로 평가 받고 있

는 웹사이트에서 지식공유 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사용자들을 상으로 

하 다. 표본의 출처가 된 기업은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각종 디지털 컨텐트를 하나로 묶어

서 보여주고 있다. 지식교환활동에 참여하는 

총 가입자수는 2천만 명을 넘는다. 질문을 올

린 회원이 답변에 한 가 치를  수 있고 

유사한 다른 질문과 답변이 하이퍼링크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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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구성개념  조작  정의

구 분 조작  정의 문항수 련연구

개인의

신성

인터넷 속환경에서 새로운 정보기술을 

사용해 보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 정도
3

Agarwal and Prasad[2]; 

Thatcher and Perrewé[40]

컴퓨터 

자기효능감

인터넷 속환경에서 컴퓨터 이용에 한 

자신감 정도
6

Agarwal and Prasad[2]; 

Bandura [8]

컴퓨터

불안감

인터넷 속환경에서 컴퓨터 이용에 한 

두려움, 무력감과 같은 부정  감정의 정도
4

성기문 외[1]; 

Thatcher and Perrewé[40]

사용자 

여

지식교환 웹사이트의 개인  요성에 한 

이용자의 인식수
3

Barki and Hartwick[10]; 

Sørebø et al.[36]

지식제공
지식교환 웹사이트환경에서 타인의 요청에 

해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정도
3 Hooff and Weenen[20]

지식기부
지식교환 웹사이트환경에서 불특정 다수에 

한 자발 인 정보제공의 수
3 Hooff and Weenen[20]

계 22

리되어 함께 참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본 

웹사이트는 지식공유활동을 하는 사용자들의 

지식공유수 에 따라 여러 등 으로 사용자

들을 나 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등 별로 

일정 규모의 표본집단을 구성하 고 동시에 

등  내에서는 조사 상을 무작 로 선정하

다. 

자료는 2009년 6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메일  웹 설문지를 사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총 964명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고, 상자  응답자는 262명으로 응답률은 

약 24%이다. 결측치, 특이값(outlier), 정규성 

검증을 통해 응답자료의 유효성을 확인하

다. 결측치 검사는 검정력 테스트를 통해 실

시하 고 허용 기 치에서 요구되는 최소표

본까지만 사용하 다[31]. 특이값은 Tabach-

nick and Fidell[39]이 제시한 기 에 따라 처

리 하 다. 정규성 검증은 Kolmogorov-Smir 

nov 테스트와 Shapiro-Wilk 테스트를 실시하

여 일변량정규성을 확인하 다[32]. 이상의 자

료검증 차를 통해 262개의 설문들  21개

를 제외한 241개의 데이터를 상으로 자료

를 분석하 다.

응답자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상

으로 높았다. 연령의 구성은 10 가 24%, 20

가 42%로 반 이상이 30  미만임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사용시간은 하루 6시간 이상

이 가장 많은 32%를 차지하 고, 4시간에서 

6시간 사이가 22%로 조사되어 표본의 반 

이상이 인터넷을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미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사람들을 상으로 표본이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설문의 응답은 1(  아니다)에서 7(매우 

그 다)까지 일곱 가지로 구분된 7  척도를 

사용하 다. 지식교환 웹사이트에서 지식공

유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개인의 신

성에 해 평균 5.31 으로 응답하여 평균이

상으로 높은 수 의 신성을 갖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컴퓨터 사용에 한 자신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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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응답표본의 인구통계자료

구 분 수 표본수 백분율 계

성별
남성 202 84%

241
여성  39 16%

연령

10  57 24%

241

20 102 42%

30  48 20%

40  17  7%

50  이상  17  7%

인터넷 

이용시간

2시간 미만  40 17%

241
2～4시간  72 30%

4～6시간  52 22%

6시간 이상  77 32%

<표 3> 분석자료의 평균  표 편차

구성개념 최소 최 평균
표

편차

개인의 신성 2.0 7.0 5.31 1.1074

컴퓨터 

자기효능감
1.0 7.0 5.88 1.1435

컴퓨터 불안감 1.0 6.0 2.16 1.2657

사용자 여 2.0 7.0 5.67 1.0992

지식제공 2.0 7.0 5.03 1.0848

지식기여 2.0 7.0 5.65 0.9461

<표 4> 구성개념의 신뢰성 검증결과

구성개념
크론바 

알
AVE

합성

신뢰도

개인의 신성 0.731 0.645 0.844

컴퓨터 

자기효능감
0.848 0.630 0.894

사용자 여 0.800 0.724 0.887

컴퓨터 불안감 0.849 0.695 0.900

지식제공 0.773 0.687 0.868

지식기부 0.726 0.647 0.845

구성개념  가장 높은 응답수 (평균 5.88)

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응답자들은 컴퓨터 사

용에 해 상당수 의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측할 수 있다. 반면에 컴퓨터 사용에 

한 불안감은 매우 낮아(평균 2.16) 이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해 거의 부담을 갖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한 지식교

환 웹사이트가 자신에게 요하다고 단하

고 있으며, 지식제공  지식기여 측면에서도 

체로 정 인 응답수 을 나타내고 있다 

(<표 3> 참조).

5. 결과분석

5.1 측정도구의 신뢰성  타당성

신뢰성은 동일한 개념에 하여 반복 측정

을 가정했을 때 얼마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개연성을 뜻한다. 신뢰성 분

석을 해 각 측정항목들에 하여 크론바 

알 (Cronbach’s Alpha) 값, 합성신뢰도(com-

posite reliability), 평균분산추출(AVE：Ave-

rage Variance Extracted) 값을 함께 제시한

다. 구성개념의 크론바 알  값이 모두 0.7을 

넘고, AVE도 0.5 이상이며, 합성신뢰도가 0.7 

이상이므로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한 것

으로 단된다[18]. 

타당성을 확인하기 해 우선 PLS(Partial 

Least Square)를 활용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사용된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이며, 요

인들의 재치가 요인을 결정하기에 한 

수 인지를 가늠하 다. 요인분석을 통해 개

념을 나타내는 개별 측정항목의 변수가 

한 수 에서 각 요인으로 수렴됨을 확인할 

수 있다(<부록 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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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측정모형 검증결과

구성

개념

측정

변수

표

추정치

구성

개념

측정

변수

표

추정치

개인의 

신성

PI1 0.784(**)

컴퓨터 

불안감

CA1 0.708(**)

PI2 0.876(**) CA2 0.853(**)

PI3 0.742(**) CA3 0.902(**)

컴퓨터 

자기

효능감

CSE1 0.844(**) CA4 0.858(**)

CSE2 0.789(**)
지식

제공

KS_C1 0.838(**)

CSE3 0.777(**) KS_C2 0.816(**)

CSE4 0.747(**) KS_C3 0.831(**)

CSE5 0.807(**)
지식

기부

KS_D1 0.860(**)

사용자

여

INV1 0.811(**) KS_D2 0.782(**)

INV2 0.877(**) KS_D3 0.767(**)

INV3 0.862(**)  **：P < 0.001

   <표 5> 상 계 값과 AVE 제곱근 값 

비교

구성

개념
PI CSE INV CA KSC KSD

PI 0.803

CSE 0.335 0.794

INV 0.162 0.295 0.851

CA -0.425 -0.178 -0.155 0.834

KSC 0.450 0.160 0.301 -0.238 0.829

KSD 0.445 0.222 0.223 -0.213 0.427 0.804

별 타당성을 확인하는 방법 가운데 평균

분산추출은 개념간의 동일성을 검토하거나 카

이제곱값의 차이를 검정하여 알아보는 방법

들에 비해 간편하고 엄 하게 결과를 알아볼 

수 있다[5, 7, 18]. 본 연구에서 채택한 방법은 

잠재변수로 표 된 연구개념들의 내  상

계 값을 평균분산추출 제곱근 값과 비교하

는 것이다. 만약 평균분산추출 제곱근 값이 

상 계수 값 보다 크다면 별타당성이 확보

된다고 말할 수 있다[18]. <표 5>와 같이 평

균분산추출 제곱근 값이 모두 상 계수 값보

다 커서 기 을 만족시킨다. 검토결과 본 연

구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는 신뢰성과 타당성

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2 가설검정

5.2.1 측정모형분석

Anderson and Gerbing[5]이 제시한 검정

차에 따라 2단계 모형을 용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첫 번째 단계는 각 구성개념과 

측정변수들간의 계를 검증하는 것이며, 두 

번째 단계는 구성개념들 사이의 계에 기

한 가설들을 검증하는 것이다. 구조방정식모

형(Structural Equation Model：SEM)은 한

번의 분석으로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동시

에 분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선

택이다.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되었던 바를 토

로 개연성 있는 인과 계 모형을 검증하므

로 성분기반 구조방정식모형(Component-Ba-

sed SEM)을 수립하 다. 이와 같은 모형에

서 각 측변수와 잠재변수와의 계가 유의

하면 한 개념을 다 지표로 측정한 것이 의

미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7]. 검토결

과 모든 구성개념의 측정변수들이 유의수  

0.05에서 유의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참조).

가설검정에 앞서 잘못된 모델을 기각할 확

률을 통계  검정력(statistical power)으로 

확인하 다 [35]. 유의수 을 0.05로 설정했을 

경우, 모형의 검정력은 0.94로 나타나 한 

수 인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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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구조모형분석

2단계에서는 구조모형을 통해 본 연구모형

에서 설정한 구성개념간의 계와 설명력이 

타당한지 PLS를 활용한 가설검정을 통해 확

인하 다. 이러한 결과가 <그림 2>에 요약되

어 있다. 가설 1은 개인의 신성과 컴퓨터 자

기효능감의 정  계를 측하 고, 분석

결과 이 가설은 유의한 것으로 명되었다(경

로계수 = 0.335, t = 5.045, p < 0.01). 정보기술

에 한 신성이 높은 사용자는 컴퓨터 사

용에 해서도 자신감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설 2 역시 컴퓨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한 사용자 여정도

가 높을 것으로 가정하 고, 두 구성개념간에

도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경

로계수 = 0.295, t = 3.962, p < 0.001). 반면에 

가설 3은 개인의 신성과 컴퓨터 불안감간의 

부정  계를 측하 으며, 경로계수와 t값

이 음수이므로 부정 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

다(경로계수 = -0.425, t = -8.409, p < 0.01). 

개인의 신성과 컴퓨터 자기효능감간 계

와 반 로 신성이 높은 사용자가 컴퓨터사

용에 해서 두려움을 덜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컴퓨터사용에 한 자신감은 정보기

술 사용에 한 자신감의 원인이 될 수 있으

며, 이는 다양한 애 리 이션을 사용해 지식

을 교환하거나 공유하는 웹사이트에 한 개

인 인 애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

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가설 4는 사용자 

여가 높은 사용자가 지식제공을 더 잘 할 것

으로 측하 으며 두 계가 통계 으로 유

의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경로계수 = 0.289, t 

= 4.061, p < 0.001). 특정 정보시스템에 해 

요하게 생각하는 사용자는 그 정보시스템의 

사용목 에 맞게 극 으로 사용할 가능성

이 있으며, 이는 지식교환 웹사이트를 특정 정

보시스템으로 간주할 경우 지식교환이라는 

목 에 맞게 극 으로 지식을 공유할 수 있

음을 암시한다. 가설 5에서는 컴퓨터 불안감

과 지식제공간의 계를 부정  계로 설정

하 으며, 경로계수와 t값이 음으로 부정 으

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경로계수 = -0.223, t 

= -3.250, p < 0.001). 컴퓨터 불안감은 컴퓨

터와의 상호작용상황에서 일시 으로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상태변수로서 지식교환 

웹사이트에서의 소극  행동을 야기시켜 지

식제공행 를 축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

지막으로 가설 6에서는 타인의 요청에 의한 

지식공유가 활발하면 자발 으로 지식을 제

공하는 지식기부행 에 정  향을  것

으로 보았으며 두 구성개념의 계가 통계

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다(경로계수 = 

0.427, t = 8.246, p < 0.001). Hooff and Wee-

nen(2004)의 조직내에서 CMC를 이용한 지식

공유연구 결과처럼, 지식교환 웹사이트에서

도 타인들의 요청에 의한 극 인 지식제공

자가 자발 으로 지식을 타인들에게 제공하

는 지식 기부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 다. 

주) 유의수 ：p < 0.05(t > 1.96).

<그림 2> 가설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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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검증을 통해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6가

지 연구가설은 모두 유의수  0.05에서 지지

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  개인특성변수와 

사용자 여는 종속변수인 지식제공행 를 

24% 설명하고 있으며, 지식제공행 는 지식

기부개념을 약 28% 설명하고 있어, Falk and 

Miler[17]이 주장한 유의한 설명력 10%를 상

회함을 알 수 있다.

6. 연구성과

본 연구는 지식교환 웹사이트에서 개인의 

신성을 심으로 개인특성, 사용자 여, 

지식공유간의 계를 규명하고자 하 다. 즉, 

지식교환 웹사이트에서 개인특성 변수인 개

인의 신성, 컴퓨터 자기효능감, 컴퓨터 불

안감과 태도변수인 사용자 여가 지식제공 

 지식기부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실증

하 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학문

 측면과 실무  측면에서 몇 가지 연구성

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학문  측면에서는 첫째, 지식교환 웹사이

트에서 지식공유행 를 신행 로 보고 연

구모형을 제안하 다. 특히 지식교환 웹사이

트에 참여하는 지식공유자는 특정 조직에 속

하지 않는 참여자로 보고 정보기술사용과 

련성이 높은 개인수 의 개념들과 지식공유

와의 계를 규명하고자 하 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성이 높은 사용자는 컴퓨터사용

에 한 자신감을 통해 지식교환 웹사이트에 

한 사용자의 애착심이 증가하여 지식공유

행 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신성이 높은 사용자는 컴퓨터사용에 한 

불안감이 감소하여 지식공유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밝 졌다. 기존 연구가 주

로 조직내에 속하는 조직 구성원들과 조직내

의 사회  계에 을 맞추고 신행 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면, 본 연구는 조직내

의 사용자가 아닌 개별 사용자와 정보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계를 다루었다. 둘째, 본 연

구는 지식교환 웹사이트에서 지식공유행 에 

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요인에 하여 연

구하 다. 기존 연구가 조직특성, 조직과 

련된 개인수 의 요인, 조직내의 특정 정보시

스템 같이 주로 조직 에서 지식공유와 

련하여 연구하 다면 본 연구는 지식공유의 

주체를 특정조직과 련이 없는 자발  참여

자를 상으로 하여 지식공유에 정보기술 사

용과 련된 변수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실

증하 다. 셋째, 본 연구는 지식교환 웹사이

트에서의 자발 인 지식공유행 는 1단계로 

이루어지는 행 구조가 아니라 지식제공행

가 먼  일어나고 지식기부행 가 최종 으

로 발생하는 2단계의 개념임을 밝혔다. 이러

한 결과는 조직내의 CMC를 통한 지식공유

연구에서 Hooff and Weenen[20]가 주장했던 

연구결과와 일 되며 이를 통해 지식공유연구

의 범 를 지식교환 웹사이트 역으로 확장

하 다. 한 지식기부행 는 지식수집행

에 의해 향을 받는다는 Hooff and Weenen

의 연구결과를 지식교환 웹사이트환경에서도 

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사용

자 여, 컴퓨터 불안감, 지식제공행 , 지식

기부행 간의 계를 확인하 다. 결과 으

로 사용자 여와 컴퓨터 불안감은 지식제공

행 에 ․부정  향을 주지만, 지식기부

행 와는 직 인 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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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었다.

실무  측면에서는 첫째, 본 연구에서 제

시한 연구모형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자발  

참여로 성공하는 지식교환 웹사이트 리자

에게 참여자 리에 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개인의 신성 수 은 컴퓨터 불안

감이나 사용자 여와 같은 상태변수를 매개

하여 지식공유활동에 향을 다. 이는 지식

공유활동을 활성화시키기 해 지식교환 웹

사이트의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을 보여 다. 를 들면, 지식교환 

웹사이트 리자는 ‘정보기술에 있어 다른 사

람들에 비해 보다 열정 이고 신 인 사용

자를 악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는 을 

인식하여 신 인 지식공유자를 악해야 

한다. 이들에게 일정한 지 와 특권  지식

공유에 유용한 애 리 이션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다른 지식공유자의 변화 에이 트로

서 활동 할 수 있다. 한 이들은 일반 사용

자들로 하여  지식공유활동으로 축 된 다

양한 지식을 극 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

으로써 지식교환 웹사이트의 활성화를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신성이 높고 컴퓨터 사용에 능숙한 사람들이 

지식교환 웹사이트에서 정보공유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 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 신성이 높은 사람들이 신

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지속 으로 증명된 

사실이지만 지식교환 웹사이트에서의 지식공

유활동과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기술의 사용

환경과의 계를 제로 증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지식교환 웹사이트 조직이 참여자의 개인특

성을 악하고 이에 맞는 응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다고 할 수 있다. 셋

째, 특정 정보시스템에 한 사용자의 여수

을 높이는 것은 참여자의 지식공유행 를 

자극하는 매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알

려주었다. 지식교환 웹사이트와 같은 정보시

스템을 참여자가 필요로 하고 요하게 여긴

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웹사이트가 발

하길 바라고 목 에 맞게 운 되길 기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용자 여수 이 높

은 참여자는 자발 으로 지식공유활동에 나

서게 되고 다른 참여자들의 변화 에이 트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다. 넷째, 지

식제공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궁극 으로 자

발 인 지식기여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

견했다. 지식교환 웹사이트 리조직의 입장

에서 보면 타인의 요청에 의해 지식을 달

해 주는 지식제공활동도 자발 이고 능동

인 지식공유활동이지만 자신만이 갖고 있는 

새롭거나 창의 이거나 문 인 지식을 타

인의 요청 없이도 공유할 수 있다면 지식교

환 웹사이트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7. 결론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지식교환 웹사이트에서 지식공

유의 주체인 개인들의 특성과 웹사이트에 

한 개인의 태도가 지식공유행 에 어떻게 

향을 주는지를 신행 측면에서 밝히고자 

시도하 다. 본 연구에서 컴퓨터 사용과 련

하여 선정한 개인특성변수는 정보기술에 

한 개인의 신성, 컴퓨터 사용에 한 자기

효능감, 컴퓨터 사용에 한 불안감이다. 



246  한국 자거래학회지 제14권 제4호

한 특정 정보시스템의 성공요인으로 많이 사

용되었던 개념인 사용자 여를 추가하여 개

인특성, 사용자 여, 지식공유행 간의 계

를 규명하기 해 연구모형을 개발하 다. 연

구모형의 증명을 해, 국내에서 가장 지식교

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형 지식교

환 웹사이트  하나를 상으로 선정하여 

웹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지식 제공자를 연구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분석결과 특질

변수인 개인의 신성은 상태변수인 컴퓨터 

자기효능감, 컴퓨터 불안감에 향을 주는 원

인변수임을 확인하 고, 컴퓨터 자기효능감

은 사용자 여에 향을 주고 이를 통해 지

식제공행 에 향을 주는 것으로 밝 졌다. 

컴퓨터 불안감 역시 지식제공행 에 향을 

주는 핵심 요인임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결

국 본 연구는 지식공유행 를 신행 로 간

주하고 정보기술과 련된 신연구의 범

를 확장시켰고, 실무 으로도 지식교환 웹사

이트를 운 하는 조직에게 다양한 가능성과 

통찰력을 제공하는 연구결과를 제안하 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한계 을 가지고 

있어 한계 과 이에 한 몇 가지 후속연구

과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가 지

식교환 웹사이트에서 지식공유행 에 향을 

주는 개인특성요인을 찾고자 하 으며 이를 

실증하기 해 선택한 연구 상이 특정한 지

식교환 웹사이트 하나이다. 다양한 지식교환 

웹사이트가 존재하고 이 웹사이트에서 활동

하는 개별 참여자의 추구하는 목 과 비 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처한 다양

한 환경  특성에 의해서도 지식공유행 가 

많은 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측면은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선택한 구성개념들은 컴퓨터사용과 히 

련이 있는 정보기술분야에서 매우 보편

으로 사용하는 개인특성변수들을 선정하여 

하나의 특정 웹사이트를 상으로 하는 연구

의 한계 을 극복하려 하 다. 둘째, 본 연구

는 오직 지식공유행 에 향을 주는 원인변

수들로 개인수 의 요인들을 고려하 다. 그

러나 본 연구의 목 이 ‘지식교환 웹사이트에 

참여하는 비 조직화된 참여자들의 개인특성

과 개인의 태도가 지식공유행 에 어떻게 

향을 주는지를 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

인 웹사이트 운 을 가능하게 하는 개별요

인측면만을 고려하 다. 마지막으로, 실증연

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식교환 웹사이트

에서 사용자가 지식제공자 계층과 지식기부

자 계층으로 나뉘어질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

가 있었지만 이를 검증하지 못했다. 연구자들

의 상보다 높지 않은 설명력(약 28%) 때문

에, 본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지식제공행 가 

지식기부행 의 의미 있는 유일한 선행변수

가 될 수 있을지에 한 의문이 남을 수 있

다. 이에 해 후속연구를 통해 지식기부행

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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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구성개념  측정항목

개인의 신성

•주변 사람들에 비해 새로운 정보기술을 먼  경험하는 편이다.

•일반 으로, 나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꺼린다.

•나는 새로운 정보기술이 출 하면 사용해보고 싶다. 

컴퓨터 자기효능감

•비록 이 에 사용한 경험이 없어도 컴퓨터를 사용할 자신이 있다.

•사용자 매뉴얼이 있다면 지식-iN 애 리 이션을 이용할 자신이 있다. 

•다른 사용자의 이용장면을 한번 본다면 지식-iN 애 리 이션을 이용할 자신이 있다.

•다른 사용자가 한번 이용에 도움을 다면 지식-iN 애 리 이션을 이용할 자신이 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지식-iN 애 리 이션을 이용할 자신이 있다.

•만약 에 이용한 웹사이트와 비슷하다면 지식-iN 애 리 이션을 이용할 자신이 있다.

컴퓨터 불안감

•나는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못해 걱정하는 편이다.

•나는 컴퓨터 로그램을 잘못 사용하여 요한 데이터가 손실될 것이 두렵다.

•나는 컴퓨터를 사용할 때 큰 실수를 지를 까  사용을 주 하는 경우가 많다

•컴퓨터는 어느 정도 나에게 겁나는 일이다.

사용자 여

•지식-iN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나에게 매우 필요한 일이다.

•지식-iN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나에게 매우 요한 일이다.

•지식-iN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나에게 매우 쓸모 있는 일이다.

지식제공

•지식-iN 웹사이트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가진 정보를 요청하면 제공하려고 한다

•지식-iN 웹사이트는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지식을 알려주기에 합한 곳이다

•지식-iN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새로운 질문에 가능한 답을 하려고 한다

지식기부

•나에게 있어서 심분야 정보를 지식-iN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나는 지식-iN 웹사이트에 스스로 정보를 등록하여 다른 사람들과 나 는 편이다

•나는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면 지식-iN 웹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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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잠재변수의 측정항목과 크로스 로딩 값 비교

항목
개인의

신성

컴퓨터 

자기효능감

사용자

 여

컴퓨터 

불안감

지식

수집

지식

기부

PI1 0.787 0.244 0.126 -0.333 0.395 0.445

PI2 0.880 0.313 0.107 -0.453 0.355 0.317

PI3 0.745 0.242 0.190 -0.162 0.354 0.336

CSE1 0.285 0.848 0.315 -0.031 0.225 0.215

CSE2 0.218 0.792 0.292 0.006 0.074 0.206

CSE3 0.215 0.780 0.260 0.056 0.153 0.173

CSE4 0.303 0.750 0.156 -0.192 0.132 0.216

CSE5 0.315 0.810 0.125 -0.168 0.027 0.057

INV1 0.035 0.134 0.814 -0.008 0.274 0.199

INV2 0.161 0.287 0.881 -0.020 0.244 0.235

INV3 0.192 0.306 0.866 -0.100 0.259 0.142

CA1 -0.260 -0.122 -0.008 0.711 -0.110 -0.221

CA2 -0.348 -0.028 -0.042 0.856 -0.175 -0.192

CA3 -0.447 -0.104 -0.077 0.906 -0.291 -0.154

CA4 -0.323 -0.007 -0.034 0.862 -0.171 -0.176

KC1 0.528 0.194 0.224 -0.215 0.842 0.427

KC2 0.276 0.096 0.244 -0.135 0.820 0.267

KC3 0.288 0.097 0.283 -0.229 0.834 0.348

KD1 0.425 0.150 0.108 -0.162 0.414 0.863

KD2 0.338 0.118 0.208 -0.162 0.287 0.785

KD3 0.298 0.275 0.251 -0.198 0.313 0.770

Note) PI：personal innovativeness, CSE：computer self-efficacy, INV：user involvement, CA：computer 

anxiety, KC：knowledge collecting, KD：knowledge don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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