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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지식경 시스템을 활용하는 조직의 이용자를 상으로 정보기술 집단효능감, 조직시민행동, 흡

수역량과 과업-기술 합, 그리고 지식경 시스템 성과간의 인과 계를 규명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이들 간

의 계를 살펴보고자 하 다. 구체 인 연구목표로는 첫째, 정보기술 집단효능감, 조직시민행동, 흡수역량

과 과업-기술 합에 한 개념을 선행연구를 심으로 개념 ･조작 으로 정의하 다. 둘째, 선행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정보기술 집단효능감, 조직시민행동, 흡수역량과 과업-기술 합, 그리고 지식경 시스템 성

과가 상호 어떠한 향 계를 가지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증하 다. 연구결과, 과업기술 합은 지식경 시스템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보기술 집단효능감과 흡수역량 한 과업기술 합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기술 

집단효능감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KMS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직에 실무  시사 과 략  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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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This study conceptually and artificially defines 

concepts of OCB, absorptive capacity, IT group-efficacy, and TTF. Second, this study confirms 

the relationship among the KMS performance, the result of using KMS, and the result drawn 

from OCB, absorptive capacity, group-efficacy, and TTF by the preceding researches, suggesting 

the research model and verifying through empirical study.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e 

practical and strategic advices to the groups wanting to get on the edge through KMS.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showed that TTF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KMS 

performance. IT group-efficacy and absorptive capacity were also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TF. And  IT group-efficacy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OCB. The findings 

are discussed and further research topics are suggested as well.

■ keyword :∣Knowledge Management System(KMS)∣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OCB)∣Absorptive 
Capacity∣Group-Efficacy∣Task-Technology Fit(TTF)∣

    

수번호 : #121015-007

수일자 : 2012년 10월 15일 

심사완료일 : 2012년 11월 05일 

교신 자 : 유일, e-mail : iryu@scnu.ac.kr 



지식경영시스템 성과 영향요인 -개인적 특성과 과업 ․기술적합을 중심으로- 377

Ⅰ. 서 론

지식경 시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s: 

KMS)은 조직 내의 지식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한 

시스템으로 조직의 지식을 창출, 수집, 조직화하여 확산

하고 활용하는데 을 둔 정보시스템의 한 분야이다

[1]. 재 부분의 국내 기업  공공기 에서도 조직

의 가치창출을 해 지식경 시스템을 도입·운 하고 

있으며, 이에 한 다양한 논의가 개되고 있다. 하지

만 지식경 에 있어서 정보기술, 특히 KMS가 차지하

는 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논의는 상 으로 

미흡한 실정이다[2]. 한 지식경 시스템은 ERP나 

CRM시스템과 같이 하나의 독립된 기간시스템으로 자

리잡지 못하고, 사내의 인트라넷이나 그룹웨어, 자결

재와 같은 소규모의 정보시스템들과 통합되어 개발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3]. 기존 지식 리에 한 연구

는 사례 심의 연구에 주로 이 맞추어져 있고, 성

과측정과 KMS성공의 향요인에 한 연구들은 부족

한 실정이다[2-6]. 이에 효율 인 지식경 을 한 하

나의 실천  도구로써 KMS의 성과는 무엇이고, 이의 

선행요인은 무엇인지에 해 논의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단된다.

지식이 효과 으로 달되기 해서는 지식제공자의 

공유의도, 학습자의 극 인 공유의도, 학습자의 극

인 지식수용의도, 지식특성에 맞는 지식 달 채 의 

존재, 학습자의 흡수역량(absorptive capacity) 등의 여

건이 갖추어져야 된다[7]. 본 연구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KMS를 구축하여 운 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KMS역

할과 조직구성원들의 역할이 요하다고 단하 다.

조직시민행동(Orge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은 학문 으로 조직행동분야뿐만 아니라, 인 자

원 리, 마 , 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로 확 되고 

있는 추세이다[8][9]. 이 듯 다양한 분야에서 조직시민

행동이 주요 변수로 사용되는 이유는 공식  직무행동

과 직 인 련이 없는 직무이외 행동이 오히려 장기

으로 볼 때는 직무성과나 조직의 유효성에 향을 미

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10][11]. 

한편 사회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새로운 지식을 

조직이 빠르게 흡수하여 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

느냐가 요한 건으로 두되고 있다. 기업의 신에

는 과거의 축 된 경험과 지식이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새로운 지식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

인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역량을 흡수역량

(absorptive capacity)이라 하며, Lane 등[12]은 흡수역

량을 개발하고 발 시키는 것이 기업의 지식창조를 구

체화시킬 수 있으며 장기  경쟁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고 지 하고 있다.

Bandura[13][14]는 “개인들이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성공 가능성에 한 개인

의 신념”으로 정의되는 자기효능감(self efficacy)이 개

인행동의 선택, 수행, 지속성에 향을 미친다고 제안한

다. 나아가서 자기효능감의 집단수  확장개념인 집단

효능감(group efficacy)도 비슷한 인지  과정을 통하

여 작용한다고 하 다. 최근 집단효능감이 조직경 에 

있어서  단  조직이나 소집단 활용의 증가와 함께 

많은 학자들의 심을 받고 있다[15].  Bandura[13][14]

는 효능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문제상황에 뛰어들고자 

하는 도 인 성향을 띄며, 자신이 원하는 로 상황

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더 큰 성공을 거둔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보시스템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집단

효능감의 향력을 규명하는 것은 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한 정보기술이 과업수행을 잘 지원해 수

록 지식경 시스템의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과업사항과 

기술의 지원능력간의 조화를 설명하는 과업-기술 합

[16][17] 변수는 지식경 시스템의 성과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식경 시스템을 활용

하는 조직의 이용자를 상으로 정보기술 집단효능감, 

조직시민행동, 흡수역량과 과업-기술 합, 그리고 지식

경 시스템 성과간의 인과 계를 규명하는 모형을 제

시하고, 이들 간의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 인 

연구목표로는 첫째, 정보기술 집단효능감, 조직시민행

동, 흡수역량과 과업-기술 합에 한 개념을 선행연구

를 심으로 개념 ･조작 으로 정의한다. 둘째, 선행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정보기술 집단효능감, 조직시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 Vol. 13 No. 1378

행동, 흡수역량과 과업-기술 합, 그리고 지식경 시스

템 성과가 상호 어떠한 향 계를 가지게 되는지를 확

인하기 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실증분석을 통하

여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KMS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

하고자 하는 조직에 실무  시사 과 략  방안을 제

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정보기술 집단효능감에 관한 연구
Bandura[13]는 사회  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에서 집단효능감 개념을 소개하면서, 사회가 

발 하기 해서는 개인의 효능감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해있는 집단에 한 효능감도 요함을 강조했다. 

Bandura[13][14]에 의하면, 집단효능감은 특수한 과업

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한 개인의 믿음을 

뜻하는 자기효능감 개념을 집단수 으로 확장한 것으

로서, 자기효능감과 집단효능감은 행 자의 수 이라

는 측면에서는 서로 다르지만, 유사한 원천에서 생겨나

고 유사한 기능을 하며 비슷한 인지  과정을 통하여 

작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하 다. 즉, 개인

(집단)이 주어진 상황 하에서 특정과업을 성공 으로 

완수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행동이나 인지  자원을 효

율 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에 한 개인(집단)의 확

신인 것이다[18].

집단효능감의 실체에 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다

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집단효능감을 집단의 

능력이나 역량에 한 집단구성원간의 공유된 신념

[19], 혹은 효과 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집단  

신념 등과 같이 구성원들간의 ‘공유’된 개념으로 보는 

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다르게 집단효능감을 집단

구성원들이 자기가 속한 집단이 특정한 과업을 수행할 

만한 능력과 잠재력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개인의 지각

으로 보는 [19], 혹은 집단에 한 개인들의 단이

라는 [20]이 있다. Bandura[18]의 주장에 따르면 집

단효능감 지각은 사람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과업을 수

행하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선택하여야 하며, 어느 정도

의 노력을 투여할 것이고, 설령 집단의 노력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그 일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에 한 지각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집단효능감은 집단의 목표설정과 설정된 목표

에의 몰입정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집단효능감은 조직행 의 측면에서 비교  새로운 

개념이지만, 최근 조직경 에 있어  단  조직이나 

소집단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학자들의 심이 높

아지고 있다. 이처럼 집단효능감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조직 구성원의 태도, 지각, 가치  등과 같

은 개인 수 의 요인들만으로는 조직의 성과를 설명하

는데 한계가 있으며, 집단효능감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한 변수라는 사실

을 검증한 많은 실증연구결과들을 통해서 집단효능감

의 측타당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21-24]. 하지만 

정보시스템의 사용이 개인 수 에서 집단 수 으로 확

되어 용되고 있는 시 에서 지식경 시스템 등 정

보시스템 수용분야에서 집단효능감 개념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성과나 조직유효성을 실증 으로 분석한 연

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 집단효능감을 “KMS 

활용에 있어서 요구되는 조직구성원들의 정보기술 활

용능력에 한 조직수 의 자신감 혹은 확신”으로 정의

하고, KMS 성과에 한 정보기술 집단효능감의 역할

과 다른 변수들과의 향력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연구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행동은 각 구성원들이 자신들

에게 공식 으로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는데 직 으

로 요구되는 직무상 행동(in-job behavior)과 각 구성원

들이 직무수행에 직 이고 공식 으로 요구되지는 

않지만 자신이 스스로 취하는 직무 외 행동(extra-job 

behavior)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 어진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  직무상 행동만으로는 직무성과나 조직 효

과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직무 외 행동에 심을 가지기 시작하 다(Organ, 

1988). 직무 외 행동을 표 하는데 리 사용되는 개념

은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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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B)이다. 즉 OCB는 조직구성원들이 징계나 공식  

보상에 한 부담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일련의 비공

식  공헌들을 설명하기 해 만들어진 개념으로서, 직

무성과  조직효과성에 기여하는 모든 자유재량  행

동들을 총칭한다[25]. Organ[25]은 조직시민행동을 “조

직의 공식 인 보상체계와 직 인 련이 없이 종업

원들이 자율 으로 하는 행동으로서 조직이 효과 으

로 기능하는데 도움을 주는 행동” 이라고 정의했으며, 

조직시민행동을 조직구성원의 자발 이고 보상을 바라

지 않는 “역할 외 행동(extra role behavior)”으로 개념

을 발 시켰다.

Organ[25]은 조직시민행동이 다섯 가지 차원으로 구

성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타주의(altruism), 양심

성(conscientiousness), 시민정신(civic virtue), 스포츠

맨십(Sportsmanship)  의성(courtesy)이 여기에 해

당한다. 이타주의(altruism)이란 조직 내 련 과제 

는 문제에 해 특정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효과를 

가지는 자유 재량  행 로 연구자가 컴퓨터 소 트웨

어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보자인 동료에게 알려

주는 행 를 로 들 수 있다. 양심성(conscientiousness)

이란 조직 내에서 요구하는 역할행동을 최소한 요구되

는 수  이상으로 자발 으로 수행하는 행 로 병이나 

나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요구되는 이상의 출석을 한다

든지, 직장 청결을 자발 으로 지킨다든지 하는 행 를 

로 들 수 있다. 시민정신(civic virtue)이란 조직 내 활

동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개인의 행 로 사내

모임의 참가, 토론에의 참여 등을 로 들 수 있다. 

성(courtesy)이란 의사결정이나 몰입에 향을 주는 

당사자들의 행동과 조직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문제들

을 사 에 막으려는 행동이다. 를 들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과 일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차를 지키는 행동을 의미한

다. 스포츠맨십(sportsmanship)이란 상호 의존  계

에 해가 될 수 있는 사소한 문제에 하여 인내하는 미

덕을 보이는 것으로 공기 청정기의 고장, 는 건물에

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해야만 하는 경우의 발생시 

불평을 삼가는 행  등을 로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로부터 조직효과성에 조직시

민행동의 역할이 요함을 확인하 으며, 이에 기 하

여 조직시민행동을 지식경 시스템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에 포함시켰다.

 

3. 흡수역량에 관한 연구
흡수역량은 새로운 지식자원(Knowledge Resources)

을 인식하고, 동화하고, 변형하여 상업  목 을 달성하

기 해 이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26][27].

Cohen과 Levinthal[26]은 조직이 보유한 흡수역량은 

과업과 련된 사 지식 축 정도와 노력의 강도에 따

라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즉 축 된 사 지식은 새로운 

지식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소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

력을 증 시키며, 집단역학과 조직문화 형성 등의 노력

은 지식의 내재화  활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28]. 이

를 검증하기 하여 Lane과 Lubatkin[29]은 “사 지식”

을 기본지식(basic knowledge)과 문지식(specialized 

knowledge)으로 구분하여 학습성과와의 련성을 실

증분석하 는데, 기본지식과 학습성과 간에는 유의한 

계가 나타난 반면, 문지식과 학습성과 간에는 련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30]. 한편 “노력강도” 개념

은 후속연구들에 의해 지식 제공기업과의 계측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Dyer와 Singh[32]은 흡

수역량에 한 기존연구가 지식을 제공하는 기업과의 

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 하고, 트 -특화된 

흡수역량(partner-specific absorptive capacity)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한다. 트 -특화된 흡수역량은 1)

트  공동의 지식기반 형성과 2)사회기술 인 상호

작용의 빈도와 심도를 최 화하기 한 상호작용 루틴

개발과 련된다. 

Zahra와 George[27]는 Cohen와 Levinthal[26]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흡수역량의 개념을 제시하

다. 흡수역량은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하여 지식창출과 활용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지식창출

과 활용을 하는 역동  능력(dynamic capability)으로 

개념화하 다.  Zahra와 George[27]는 흡수역량 개념을 

잠재  흡수역량(potential absorptive capacity)과 구

된 흡수역량(realized absorptive capacity)으로 구분하

고, 잠재  흡수역량은 획득(acquisition)과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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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milation)의 개념을 그리고 구 된 흡수역량은 변

형(transformation)과 활용(exploitation)의 개념을 포함

하고 있다. 획득과 동화는 획득하고자 하는 지식을 찾

아내고 내부 으로 체화하도록 하는 활동인 반면에 변

형과 활용은 창조 인 활동으로 지식을 목 에 맞게 변

형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31]. Zahra와 George[27])

의 정의에 의하면, 잠재  흡수역량은 외부지식을 평가

하고 획득하는 역량으로서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 역량

인 반면[26], 구 된 흡수역량이란 흡수된 지식을 활용

하여 성과로 연결하는 역량이다. 즉 외부의 지식을 유

입하여 흡수하는 역량과 활용하는 역량은 구분될 수 있

다는 주장이다.

흡수역량과 련한 국내연구에서도 흡수역량이 기업

성과에 정  향을 미침을 밝히고 있다. 서 주, 김

효근[30]은 ERP 패키지 도입업체의 흡수역량 에서 

흡수역량이 외부지식 획득성과에 정 인 향을 미

친다는 을 밝히고 있다. 구철모, 최정일[31]도 조직의 

흡수역량이 기업성과에 정  향을 미침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지식경 시스템의 성과

결정 요인으로서 흡수역량의 향을 실증 으로 검증

하고자 한다.

4. 과업-기술적합에 관한 연구
과업-기술 합은 정보기술의 역량을 설명하는 이론

으로써 개인이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업무요구사항

과 기술지원능력간의 조화정도를 의미한다[16][17]. 즉 

과업과 기술의 합은 과업을 수행할 때 기술이 과업수

행에 필요한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이 최

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결과 으로 높은 

성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업-기술 합에서 

과업은 개인에 의해 수행되는 정보처리 행 이고, 기술

은 개인이 업무를 수행하기 해 사용되는 도구로써 과

업을 지원하기 해 제공되는 유형, 무형의 도구, 사용

자 지원 서비스 등을 의미한다[32]. 

Goodhue[16]는 과업-기술 합이 정보시스템 평가의 

리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 다. 그는 과업-기술

합의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이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후속연구에서 검증하 다. Goodhue[16]는 업무에 필요

한 정보와 이를 지원해주는 기술과의 합성을 시스템

가치 사슬(system-to-value chain)이라 칭하고, 합성

에 한 개인  평가(태도)가 성과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과업-기술 합을 “개인

이 과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과업요구사항과 기술지원 

능력간의 조화정도” 로 개념화하고, 지식경 시스템 성

과와의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지식경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업의 정보

기술 집단효능감, 조직시민행동, 흡수역량  과업-기

술 합 그리고 KMS성과간의 계를 확인하기 하여 

집단효능감[13][14], 조직시민행동 련연구[25], 흡수

역량 련연구[26][27] 과업-기술 합 련연구[16] 등

을 심으로 연구모형을 설계하 다.  

본 연구에서 조직시민행동을 포함한 이유는 개인의 

성향(이타주의, 양심성, 의성, 스포츠맨십, 시민정신 

등)에 따라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하려는 의지가 다를 

것이라는 가정, 즉 시민정신이 높은 사람(자발 이고 

극 인 사람)이 더 KMS를 극 으로 사용하려고 

할 것으로 상되기 때문이다. 한 흡수역량이 조직과 

기업성과에 정 인 향을 주고 흡수역량이 활발하

면 운 의 효율성이 증 된다는 과 조직경 에서 집

단효능감에 한 심이 증가되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

과를 토 로 지식경 시스템의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흡수역량과 집단효능감을 포함하고 있다. 

Goodhue[16]는 KMS의 활성화와 이용  성과에 향

을  수 있는 정보시스템 평가도구로 과업-기술 합 

변수를 제시하 으며, 과업과 기술의 합도가 높을수

록 성과가 향상된다고 하 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지식경 시스템의 성

과를 제고하기 하여 조직시민행동, 흡수역량, 집단효

능감이론을 도입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과업-기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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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을 증가시키고, 결과 으로 KMS성과의 증가에도 기여

하는지를 악하고자 한다. 이를 해 과업-기술 합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집단효능감, 

조직시민행동, 흡수역량 등을 설정하 으며, KMS성과

의 선행요인으로 과업-기술 합을 포함시켰다. 한 과

업-기술 합의 결정요인인 정보기술 집단효능감은 조

직시민행동에, 조직시민행동은 흡수역량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가정하 다. 본 연구의 개념  모형은 [그

림 1]에 나타난 것과 같다.

2. 연구가설
2.1 과업-기술적합과 KMS성과에 관한 가설
과업-기술 합은 정보기술의 역량을 설명하는 이론

으로써 개인이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업무요구사항

과 기술지원능력간의 조화정도를 의미한다[16][17]. 즉 

과업과 기술의 합은 과업을 수행할 때 기술이 과업수

행에 필요한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이 최

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결과 으로 높은 

성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업-기술 합에서 

과업은 개인에 의해 수행되는 정보처리 행 이고, 기술

은 개인이 업무를 수행하기 해 사용되는 도구로써 과

업을 지원하기 해 제공되는 유형, 무형의 도구, 사용

자 지원 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Goodhue[16]는 과업-기술 합이 정보시스템 평가의 

리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 다. 그는 과업-기술

합의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이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후속연구에서 검증하 다. Goodhue[16]는 업무에 필요

한 정보와 이를 지원해주는 기술과의 합성을 시스템

가치 사슬(system-to-value chain)이라 칭하고, 합성

에 한 개인  평가(태도)가 성과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지식경 시스템 연구에서도 개인  과업 변수인 과

업-기술 합 개념이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장정주 등[33]의 연구에서는 “ 합”이라는 개

념을 활용하여 "업무와 KMS가 합하면 KMS 성과는 

매우 높아질 것이다." 라는 KMS의 평가척도의 유용성

을 검증하 다. 

과업-기술 합 이론에 의하면 과업과 매체의 높은 

합도는 매체에 한 사용자의 평가를 정 으로 만

들고 더 나아가 높은 성과를 이끌 것이다. 즉, 고객센터 

사용자들은 자신의 과업을 해 선택한 매체가 합하

다고 느끼면 그 매체가 자신의 과업 수행에 유용하다고 

지각할 것이다. 한 고객센터 사용자들은 과업-매체

합을 통해 커뮤니 이션 매체가 자신의 과업을 어떻게 

지원하는 가에 한 이해가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른 

경험과 지식이 축 되어, 과업 수행시 선택한 커뮤니

이션 매체의 이용이 편리하다고 지각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추론할 수 있다. 

가설 1: 과업기술 합은 KMS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2.2 과업-기술적합 영향요인에 관한 가설
2.2.1 정보기술 집단효능감 련 가설

본 연구에서는 Gibson 등[19]의 을 용하여 정

보기술 집단효능감을 조직구성원들이 자기가 속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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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KMS를 활용하여 특정한 과업을 수행할 만한 능

력과 잠재력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개인의 지각으로 정

의한다. Goodhue[16]의 연구에 의하면 과업-기술 합

은 과업특성, 기술특성, 개인특성에 의해 향을 받는

다. 장정주․고일상[33]은 업무-KMS 합이 KMS 성

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개인특성요인인 

KMS자기효능감이 업무-KMS 합에 유의한 향을 

미침을 발견하 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추론할 

수 있다.

가설 2(a): 정보기술 집단효능감은 과업기술 합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정보기술 집단효능감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

한 향을 미칠 것이다.

2.2.2 조직시민행동 련 가설

조직시민행동은 직무성과  조직유효성과 서로 

련 있는 직무 외 행동을 의미한다[10][11]. Podsakoff 등

[9]은 조직시민행동이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조

직의 능력을 강력하게 하며, 조직의 성과에 정 인 

향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 다. Bateman과 Organ[10]

은 조직성과에 향을 주는 새로운 요인으로서 공식  

직무행동 외에 조직시민행동을 요한 변수로 제시함

으로써 조직유효성에 한 설명력을 높이려고 시도하

다. 

길진호 등[35]은 조직시민행동과 흡수능력이 조직구

성원의 ERP시스템 사용성과에 향을 미침을 실증분

석 하 다. 이처럼 조직시민행동과 조직성과에 해서

는 많은 선행연구자들에 의해 규명되었으나, KMS환경

에서 조직시민행동을 조직의 직무성과  유효성과 

련하여 실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식창출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지식기반

과 지식들이 결합되고 변환되는 역동 인 상호 계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지식의 흡수와 창출에는 조직

구성원들의 공식 인 상호작용보다는 비공식 인 인 

간 상호작용이 무엇보다도 요하다. 한 Kankanhalli 

등[36]의 연구에 의하면 지식경  분야에서는 지식에 

한 자기효능감과 도움행 로 얻는 즐거움과 같은 내

부  이익이 지식제공의 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국내

의 연구에서 길진호, 곽기 [34]은 ERP 환경에서 조직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이 흡수역량에 정(+)의 유의한 

향을 미침을 발견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MS

활용의도에 자발 인 참여로 공헌을 할 것이라 가정한 

조직시민행동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2(b): 조직시민행동은 과업기술 합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조직시민행동은 흡수역량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2.2.3 흡수역량 련 가설

Cohen과 Levinthal[26]은 흡수역량은 외부의 지식을 

찾아내고 인식하여 내부의 지식으로 소화하고 체득하

는 행 이며, 흡수역량을 개발하고 발 시킴으로써 기

업의 지식창조를 구체화 시킬 수 있으며 장기  경쟁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지 하고 있다.

김병수 등[37]은 지식경  성과 선행요인이 조직원 

흡수역량에 미치는 향에서 조직원들의 지식경  만

족과 공유지식품질이 조직원들의 지식흡수 능력을 향

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발견하 다. 이건창 등

[38]의 연구에서도 개인의 흡수역량 역시 직무몰입, 업

무성과, 그리고 의사결정의 질에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추론할 수 있다.

가설 2(c) : 흡수역량은 과업기술 합에 유의한 향

을 미칠 것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척도와 척도
본 연구에서 측정된 구성개념들은 기존의 선행연구

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측정항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으며, 그 로 용하기에 합하지 

않은 항목과 비조사에서 단일차원성을 해하는 항

목은 불가피하게 제거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조작  정의와 측정항목은 다

음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설문항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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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빈 도 비율(%)  내  용 빈 도 비율(%)

나이
25-30세 18 9.9

소속부서

기획 20 11.0
30-40세 80 44.2 마케팅/판매 13 7.2
41-50세 66 36.5 재무/회계 12 6.6
51-60세 16 8.8 총무/인사 44 24.3

성별 남 151 83.4 생산 36 19.9
여 29 16.0 정보/전산 3 1.7

학력
고졸 22 12.2 연구개발 4 2.2

전문대졸 28 15.5 기타 47 26.0
대졸 102 56.4

업종
제조업 97 53.6

대학원졸 이상 29 16.0 물류/서비스업 39 21.5

직급

사원 62 34.3 건설업 3 1.7
대리 24 13.3 기타 38 21.0
과장 36 19.9

KMS
운영시기

1년 미만 9 5.0
차장 32 17.7 1년-3년 미만 11 6.1
부장 23 12.7 3년-5년 미만 23 12.7
임원 2 1.1 5년 이상 126 69.6

표 2. 표본특성

연구변수 조작  정의 (문항수) 련연구

조직
시민
행동

이타주의 조직내 업무와 관련하여 조직구성원을 돕는 행동(5)
ㆍOrgan[25]
ㆍPodsakoff 등[9]
ㆍBell and Menguc[8]
ㆍSmith 등[11]

예의성 조직내에서 최소한 회사의 관련 절차를 준수하는 행동(3)
양심성 동료나 업무에 관련된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는 행동(5)
시민의식 조직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행동(5)
스포츠맨십 문제들에 대해 불평불만을 하지 않으려는 행동(4)

흡수역량 외부의 지식을 찾아내고 인식하여 내부의 지식으로 소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
력(4) ㆍCohen and Levinthal[26]

과업기술적합 개인이 과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과업요구사항과 기술지원 능력간의 조화정도(4) ㆍGoodhue and Thompson[17]
ㆍ장정주 등[33]

집단효능감 KMS 활용에 있어서 요구되는 조직구성원들의 정보기술 활용능력에 대한 조직수
준의 자신감 혹은 확신(5)

ㆍ유일 등[33]
ㆍBandura[14]

KMS 성과 KMS의 이용으로 얻어지는 업무성과의 정도(5) ㆍDeLone and McLean [39]

표 1.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응답은  그 지 않다(1)부터 매우 그 다(5)에 이

르는 리커트형 5  척도 하에서 이루어졌으며, 높은 

수에 응답할수록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평가하 다. 

Ⅳ. 실증분석

1. 자료수집 및 표본특성
본 연구는 KMS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조직구성

원을 조사 상으로 하 으며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

부하여 192부를 회수하고, 그 에서 불성실하게 응답

한 설문지 11부를 제외한 181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181명이 응답한 표본특성  응답자의 평균연령

은 40.1세, 성별분포는 남성이 83.4%(n=151), 여성이 

16.0%(n=29)이며, 졸 이상인 응답자가 72.4%(n=131)

를 차지하 다. 한편 KMS시스템 운  시기는 1년 미만

이 5.0%, 1년-3년 미만이 6.0%, 3년-5년 미만이 12.7%

로 부분을 차지하 고, 5년 이상이 69.6%,로 나타났다.  

수집된 자료는 사회과학통계패키지인 SPSS 19.0과 

LISREL 8.54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각 설문 문항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한 신뢰성 검증(reliability)

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SPSS를 이용하 으며, 

가설 검정을 한 변수간의 인과 계 분석은 LISREL

을 사용하 다.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측정항목에 하여 

탐색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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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변수
설문
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Cronbach's α 

스포츠맨십
spo2 .889 .012 -.004 -.080 -.073

.877spo3 .861 -.121 -.065 -.218 .002
spo1 .857 -.098 -.105 -.040 -.115
spo4 .738 -.206 -.125 -.031 -.040

시민정신
cv4 -.079 .827 .084 .182 .153

.831cv1 .003 .757 .272 .070 .098
cv3 -.267 .680 .074 .211 .142
cv5 -.246 .678 .194 .422 .072

이타주의
alt1 -.101 -.019 .847 .121 .072

.845alt2 -.165 .103 .830 .232 .070
alt3 .042 .316 .726 .089 .184
alt5 -.111 .376 .681 .214 .149

양심성
con2 -.125 .265 .170 .818 .170

.849con3 -.130 .139 .197 .762 .236
con1 -.096 .299 .232 .756 .166

예의성
cou2 -.148 .212 .157 .175 .836

.826cou3 -.069 .316 .148 .068 .815
cou1 -.013 -.092 .099 .426 .759

고유값 3.071 2.829 2.729 2.477 2.195 누적분산(%)
73.899설명분산(%) 17.059 15.719 15.164 13.761 12.196

표 3. 조직시민행동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결과

연구변수
설문
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Cronbach's α 

흡수역량
ac3 .995 -.022 .060

.997ac2 .994 -.024 .064
ac4 .994 -.005 .060
ac1 .991 -.044 .078

정보기술
집단효능감

ge2 -.025 .904 .106
.780ge1 .019 .898 .199

ge3 -.069 .889 .152

조직시민행동
con_a .026 .134 .831

.900cv_a .082 .085 .781
alt_a -.028 .179 .728
cou_a .138 .075 .719

고유값 4.091 3.184 1.625 누적분산(%)
80.908설명분산(%) 37.191 28.947 14.770

표 4. 독립변수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결과

다. 요인의 추출 방법으로는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 고, 요인의 회 방식은 요인간의 독립성을 유

지한 상태에서 해를 개선하는 배리맥스(varimax) 방법

에 따른 직각회 (orthogonal rotation)방식을 사용하 다. 

본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독립변수 요인은 조직시민

행동, 정보기술 집단효능감, 흡수역량 요인 등 총 3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조직시민행동 변수

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

며, 요인분석결과 시민정신 1개항목(cv2), 이타주의 1개

항목(alt4)이 제거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

어 있다. 다음으로 조직시민행동의 다섯요인을 평균값

으로 변환한 항목들과 나머지 독립변수인 정보기술 집

단효능감, 흡수역량 항목을 포함하여 요인분석을 실시

하 다. 요인분석의 결과 조직시민행동에서는 스포츠

맨십 항목이 제거되었으며,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인 재치가 각 구성개념별로 0.7을 상회하 다. 매개

변수와 종속변수의 요인분석결과도 개념 으로 도출한 

2개의 요인이 명확히 구분되었으며 묶여진 요인들의 

재량이 0.7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들의 타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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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변수 설문
항목 요인1 요인2 Cronbach's α 

KMS성과

kmsp3 .855 .411

.978
kmsp4 .845 .463
kmsp5 .821 .492
kmsp2 .815 .518
kmsp1 .812 .518

과업기술적합
ttf3 .376 .852

.948ttf4 .485 .802
ttf1 .545 .734
ttf2 .609 .696

고유값 4.486 3.554 누적분산(%)
89.334설명분산(%) 49.839 39.494

표 5.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결과

합도지수 바람직한 수  수치 합도지수 바람직한 수 수치

 - 257.94 d.f.:164
(p=0.00<0.05) NFI 0.9이상 0.95

RMSEA 90%신뢰구간
0.044;0.070 0.057 NNFI 0.9이상 0.98

RMR 0.10이하 0.054 PNFI 0.6이상 0.82
GFI 0.9이상 0.87 CFI 0.9이상 0.98
AGFI 0.8이상 0.83 IFI 0.9이상 0.98
PGFI 0.6이상 0.68 RFI 0.9이상 0.94

표 6.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결과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  요인분석 결과를 토 로 단일 

차원으로 구성된 개념 내에서 신뢰성 분석을 수행하

으며, Cronbach's α 계수에 의한 내  일 성(internal 

consistency)분석을 실시하 다. [표 3][표 4][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변수의 신뢰성계수가 0.8을 상회

하여 상당히 높은 수 의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모형과 가설 검증
3.1 연구모형의 적합도평가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간의 유기 인 인과 계를 살

펴보기 해 개별 가설들을 각각 검정하는 신에 체

인 구조모형을 기반으로 종합 으로 검정하는 방법

을 선택하 으며, 이를 해 다변량 분석기법 의 하

나인 LISREL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정하 다. 본 연구

에서 분석된 최  연구모형의 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χ2/df =1.57로서 기 치인 2.0 이하이며, GFI = 0.87, 

AGFI = 0.83, RMR= 0.054, NFI = 0.95, NNFI = 0.98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형은 반 으로 

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2 연구가설의 분석
과업기술 합과 KMS성과간의 계를 규명하기 

해 설정된 가설 1은 과업기술 합이 KMS성과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하 는데, 분석결과  과

업기술 합과  KMS성과간의  계는 t=9.27(p<0.01)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보기술집

단효능감, 조직시민행동, 흡수역량 등이 과업기술 합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한 가설 2를 분석

한 결과, 가설 2b인 조직시민행동과 과업기술 합의 

계는 t=1.28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가설 2a

인 정보기술집단효능감과 과업기술 합의 계와 가설 

2c인 흡수역량과 과업기술 합의 계는 각각 

t=6.70(p<0.01), t=3.51(p<0.01)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2는 부분 으로 채택되었다. 

정보기술집단효능감이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계

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 3은 t=4.06(p<0.01)으로 채택되

었으며, 조직시민행동과 흡수역량의 정(+)의 향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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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방향)
가설경로

추정치 표 오차 t값 결과
 From To

H1(+) 과업기술적합 KMS성과 0.92 0.099 9.27** 채택
H2a(+) 정보기술집단효능감

과업기술적합
0.58 0.086 6.70** 채택

H2b(+) 조직시민행동 0.097 0.075 1.28 기각
H2c(+) 흡수역량 0.22 0.063 3.51** 채택
H3(+) 정보기술집단효능감 조직시민행동 0.37 0.092 4.06** 채택
H4(+) 조직시민행동 흡수역량 0.13 0.085 1.50 기각

 주) *: p<0.05; **: p<0.01

표 7. 연구가설 검증결과

를 설정한 가설 4는 t=1.50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체 6개의 가설에 한 검

정 결과를 요약하면 [표 7]과 같다. 

Ⅴ. 논의 및 결 론

본 연구는 KMS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는 기업을 

상으로 KMS 성과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기 한 연구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

증분석을 함으로써, KMS 사용자의 성과 향요인들을 

체계 으로 분석하여, KMS가 기업을 한 략  경

쟁도구로서 보다 빨리 확산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이를 해 KMS를 사

용하고 있는 기업의 사용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자

료를 수집하 다. KMS 활용성과에 한 이론 인 모

형을 산출하기 해 기존의 KMS에 한 선행연구, 조

직시민행동, 집단효능감이론, 흡수역량, 과업기술 합

이론 등에서 변수들을 추출하여 연구의 개념 인 모형

을 설계하 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결과 과업기술 합은 KMS성과에 매우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업기술 합은 

정보기술의 역량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써 개인이 업무

를 수행할 때 필요한 업무 요구사항과 기술의 지원능력

간의 조화정도를 의미한다[16][17]. 즉, 과업과 기술의 

합은 과업을 수행할 때 기술이 과업수행에 필요한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이 최 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결과 으로 높은 성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업기술 합에서 과업은 개인에 의

해 수행되는 정보처리 행 이고, 기술은 개인이 업무를 

수행하기 해 사용되는 도구로써 과업을 지원하기 

해 제공되는 유형, 무형의 도구, 사용자 지원 서비스 등

을 의미한다. 

Goodhue[16]는 과업-기술 합이 정보시스템 평가의 

리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 다. 그는 과업기술

합의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이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후

속연구에서 검증하 다. 본 연구에서도 과업기술 합

이 KMS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기업의 

KMS가 성과를 거두기 해서는 과업과 련된 지식의 

공유와 활용이 성과를 결정하는 요한 요인임을 시사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정보기술 집단효능감과 흡수역량이 과업기술

합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ndura[14]의 자기효능감 개념을 집단의 수 으로 확

장시킨 개념인 집단효능감(group efficacy)은 조직경

에 있어서  단  조직이나 소집단 활용의 증가와 함

께 많은 학자들의 심을 받고 있다[15].  집단효능감의 

수 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보다 도 인 

목표를 선택하고, 그에 해 많은 노력을 집 하며 오

랫동안 지속된다[14].

한편 흡수역량은 외부의 지식을 찾아내고 인식하여 

내부의 지식으로 소화하고 체득하는 행 이며, 흡수역

량을 개발하고 발 시킴으로써 기업의 지식창조를 구

체화시킬 수 있으며 장기  경쟁의 원천이 될 수 있다

[12][26]. KMS의 경우는 지식을 리하는 시스템이므

로 흡수역량이 더더욱 요구된다. 

셋째, 정보기술 집단효능감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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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향은 유의 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직시민행동

이 흡수역량에 미치는 향은 유의 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시민행동은 직무성과  조직유효성과 

서로 련 있는 직무 외 행동을 의미한다[10]. 

Podsakoff 등[9]은 조직시민행동이 업무의 생산성을 향

상시키며, 조직의 능력을 강력하게 하며, 조직의 성과에 

정 인 향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 다. Bateman과 

Organ[10]은 조직성과에 향을 주는 새로운 요인으로

서 공식  직무행동 외에 조직시민행동을 요한 변수

로 제시함으로써 조직유효성에 한 설명력을 높이려

고 시도하 다. 

조직시민행동은 측하지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

도록 유연성을 제공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동을 이끌

어 내며, 조직이 투여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자원을 이끌

어내고, 공식 인 방식으로는 많은 비용이 들것을 비공

식 인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비용을 감

하게 해주고, 조직이 지니고 있는 자원의 변화, 신 등

에 기여함으로써 조직의 효과성에 기여하는 행 이다. 

정보기술 집단효능감이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 조직의 효과성을 추구하

고자 하는 모든 조직은 조직원들의 정보기술 집단효능

감에 심을 가져야 하는 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

었다. 

한편, 흡수역량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했

던 조직시민행동은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보기술 성과와 련하여 그동안 개별

으로 검증되었던 조직시민행동, 흡수역량, 과업-기술

합, 정보기술 집단효능감 요인을 통합하여 조직성과간

의 직 인 계를 실증 으로 검증하 다는데 요

한 의의가 있다. 한 집단효능감을 용한 연구가 많

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의 정보기술 수용 에서 집단

효능감의 새로운 개념 정립을 제시하 다는 에서도 

의미가 있다. 여기에 KMS 성과를 개인의 만족도가 아

닌 조직의 만족도로 측정한 측면도 타 연구와 비교하여 

차별화된 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심으로 KMS를 

도입한 조직은 조직구성원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 인 략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연구의 한계 과 향후 연구

에 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KMS시스템 성과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

수들을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이다. 조직의 소속부서, 

조직의 KMS 운 시기, 조직 구성원의 학력 등 정보시

스템의 수용  성과는 조직의 여러 요인들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 인 변수를 포함

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성과 

차원의 변수들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일정 시 에서의 단한번의 설문조사

를 가지고 결과를 분석한 횡단 인 데이터를 가지고 수

행되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변수들의 계

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악할 수 없었다. 즉 KMS시

스템 사용자의 성과에 한 향요인들이 시간의 흐름

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할 수 없었다. 따

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 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들을 보다 엄격하게 통제하고, 시간지연 효과를 충

분히 감안한 종단  연구(longitudinal study)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따라 KMS 역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다 정 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충분한 분석을 하기 한 표본 크기로 데이터 

수집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지식경 시스템

이 그 고유의 목 에 맞게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한 

핵심 략이 될 수 있도록, 지식경 의 성공요인과 지식

경 시스템의 수용요인들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기업체들로

부터 충분한 설문을 받아야 하고 KMS 효과에 한 자

료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구하는 것이 연구 결과의 신뢰

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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