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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경쟁에서 살아남기 해서 기업들은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용 달하며 수많은 지식경 활동을 축 해

오고있다. 그러므로효과 인지식경 을도입 홀용을 해서는효율 인지식경 시스템의구축과운 이 요한요인

으로볼수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목 은지식경 에서주요한결과로나타나는조직의학습지향성과지식경 과의 계

를확인하는데있다. 즉, 본 연구는 기업의지식경 시스템이기업구성원의학습지향성에어떠한 향을미치는지를살펴

으로써향후기업의지식경 의방향설정에기 가되고자연구하 다. 본 연구는 이론 선행연구를종합하고가설과

연구모형을 개발하고설문지조사를통해 실증분석을실시하 다. 본 연구는 지식경 시스템은학습성장의지에유이한

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한지식경 시스템은내부개선의지에통계 으로유의한 계에있는것으로확인되었

다. 그러므로지지경 시스템의성공 인운 과 리를 해서는조직의 략 이고 합한학습모형과조직구성원의역

할에 을맞출수있는시스템의유지 리가 요한변수로볼수있다. 본연구의결과는향후실무분야에서뿐만아니

라 조직의 지식경 시스템의 연구에도 유의한 지침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주제어 : 경쟁, 지식경 , 지식경 시스템, 학습지향성, 미래지향

Abstract  In order to survive the competition, companies are developing new knowledge, applying and communicating,

and accumulating numerous knowledge management activiti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d operate an 

effective knowledge management system to introduce and utilize effective knowledge management.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relation between the learning orientation of the organization and the knowledge 

management which are the main results in the knowledge management. In other words,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knowledge management system of a company affects the learning orientation of the corporate members, so as 

to be a basis for establishing the direction of knowledge management in the future. This study synthesized theory 

and previous studies, developed hypotheses and research models, and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through 

questionnaire surveys. This study is analyzed that knowledge management system has a positive effect on learning 

growth will.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knowledge management system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intention of internal improvement. Therefore,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support management system, maintenance of the system that can focus on the strategic and appropriate learning 

model of the organization and the role of the organization member is an important variabl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meaningful guidance not only in the practical field but also in the study of the organization 

's knowledge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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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21세기기업이생존하기 해서는 변하는시장경제

환경에서경쟁우 를확보하기 해끊임없는노력을해

야한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 두되고있는것이 ‘지

식경 ’이다. 경쟁에서살아남기 해서기업들은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이러한 지식을 달하고 수많은 지식

경 활동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지속 인 경 활동이

축 됨으로써기업은경쟁력을높이고우월한지 를차

지할 수 있었다. 이런 지식경 이 두된 후 극 으로

기업에서활용할수있기 해서는무엇보다도효율 인

지식경 시스템의구축이이루어져야한다. 효율 인지

식경 시스템의 구축이 이우러짐으로써 기업의 최고경

층은 물론 각 기업구성원은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수행함으로써기업은지속 인성장과발 을이

루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업

의 지식경 시스템이 기업구성원의 학습지향성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 으로써 향후 기업의 지식

경 의 방향설정에 기 가 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

는기업의지시경 시스템의운 과효율 인 리를

한조직의학습과조직구성원의학습지향성을 심으로

지식경 의 계정도를 분석하 다. 본 분석을 해

통계팩키지 SPSS 2.1을 통해상 분석과 회귀분석을 통

해 가설을 검증하 다.

2. 론적 고찰

2.1 지식경 시스

미래지향 기업은내부에서창조성을 진하고지원

하기 한우수한콘텐츠를충분히보유한지식경 시스

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조직구성원의 이용편의를

도모함으로써구성원의학습증진 조직의성과에기여

할 수 있다.

지식경 시스템(Knowledge Managment System :

KMS)은 지식을이용한창조 신과가치창출을 지원

하는기능을가지고있으며, 다양한형태로조직내에산

재해 있는정보와데이터 뿐만 아니라각종자료와지식

을 일 되고 효과 으로 장하고 리하여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 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

다[1,12,13].

기업의지식경 시스템운 목 은기업내에산재되

어있는기존지식을좀더체계 으로운 , 리하고, 개

인의 잠재 지식을 효율 으로 리하는 한편, 개인의

잠재 지식을 조직창조성으로 이끌어내고 이 게 축

된 지식을 구성원이 요구하는 심과 필요에 맞추어 활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2].

지식경 시스템은 로벌 경쟁 환경에서 기업경쟁력

을 강화하기 한 창조 신을 이루는데 있어 필수

요소 하나이다. 이런 지식경 시스템은 기업 내·외부

의 지식을 유기 으로 결합하고 정보, 지식의 이용편의

와 업무활용도를 극 화하여 조직구성원들의 창조 지

식수 을높이고이를통해조직의창조성을확 시키고

진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기업의 성과창출

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2.2 학습지향

학습지향성이란 ‘개인경험의결과로나타나는행동의

변화에 스스로가 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로 설명

된다.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변화시키려 노력

할 때 그것을 학습이라고 일컫는다. 한 각 조직구성원

들이 인식하는 개인 는 집단에 내재되어 있는 학습에

기 한성향으로서학습은조직변화를야기하고열린사

고로시장을 볼수 있는 요소를학습지향성이라 한다[4].

학습지향성은기업내의직무를원활하게이끌어가기

하여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고 지식과 정보

그리고기술을학습하기 하여개개인이 심과노력을

기울이는 정도를 의미한다[3].

학습지향성은 일반 으로 개인학습과 조직학습이 있

다. 개인학습지향성은개개인이 가지고있는속성으로서

개개인이자신의역량개선을 해새로운기술을습득하

고, 새로운상황에 해빠른 응과 처를 한토력으

로 악하고있다[4]. 한노력과개선에가치를두고자

신의 역량을 개선하기 하여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도 하는 정신을 말한다[5].

이상에서설명된학습지향성의개념을 심으로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습지향성을 개인의 학습의지와 조직에

서의내부개선의지로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3 지식경 시스 과 학습지향

본 연구에서는 지식경 시스템과 학습지향성의 향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Ruggles(1997)의 연구에서는

지식경 시스템을조직 체로 확산, 발 시키기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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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 자의 극 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 으며[6],

정은수(2000)는 조직 인 라와 정보기술 인 라, 그리

고휴먼인 라가모두갖춰진상황에서기술지식이획득

되고창출되며, 지식축 공유가이루어지는데, 이 모

든 로세스의 기반은 결국 시스템의 구축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 다[7]. 김세 (2013)은 지식경 의 성공요인

하나인 지식경 시스템이 지식창출과 지식활용에

정 향을미치며, 체계 인지식 시스템은지식경

에있어매우 요한요소이며, 반드시갖춰져야할요

인이다라고하 다[8]. 한 미래지향 인기업은기회를

포착했을 때 경쟁사보다 신속히 응하기 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경험 인 학습을 권

장하는 성향이 아주 강하다[9,10]. 한 기업의 최고경

자가진취 인성향이높으면조직내․외부환경으로부

터 지식자원을 습득하는 수 이 높아진다[11,13-15]. 이

처럼미래지향 이고진취 인성향을가지고있는최고

경 층이경 하는 기업은 신기술․신시장․경 방식으

로부터감지되는기회를포착하기 해진취 으로학습

하는성향을가지고있다[9]. 따라서기업의지속 성장

발 을 해서는미래지향 기업경 은물론그기반이

지식경 시스템이구축되어야하며이를기반으로한학

습지향성이 요한요인이될수있다. 본 연구에서는그

향 계를 살펴보고자 아래와 같이 가설과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가설 1. 지식경 시스템은학습의지에 향을미칠것

이다.

가설 2. 지식경 시스템은 내부개선의지에 향을 미

칠 것이다.

이상의 가설을 토 로 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3. 실 분

3.1 조사 계  분 내용

본 연구는 기존연구의 고찰을 통해 가설을 도출하

고, 가설검증을 해 설문지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을 행

하 다. 조사지역은 경남지역에 치한 기업을 상으

로 하 으며, 조시기간은 2018년 6월 18일부터 6월 30일

까지실시하 다. 총 설문지는 291부가회수되었으며 통

계처리가 불가능한 13부를 제외한 278부를 분석에 활용

하 다. 수집된자료의분석을 해서통계패키지(SPSS

23.0 windows)를 이용하 다. 분석기법으로는기 분석

을 통하여 인구통계학 특성을 악하 으며, 내 일

성 확인을 해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 고, 합성 검

증을 해타당성을검증하 다. 마지막으로가설검증을

해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2 기초분

본 연구에 활용한 기 자료에 한 인구 통계 특성

은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item person %

Category

Manufacturer 158 56.8

Services 88 31.7

Wholesalers retailers 14 5.0

Construction 2 0.7

etc 16 5.8

Years of
establishme

nt

5 year below 88 31.7

6 - 10 year 38 13.7

11 - 15 year 28 10.1

16 - 20 year 34 12.2

20 year more than 90 32.4

Sales
(month)

10,000,000 won below 8 2.9

10,000,001-20,000,000 14 5.0

20,000,001,-30,000,000 10 3.6

30,000,001,-50,000,000 10 3.6

50,000,001,-100,000,000 52 18.7

100,000,001-200,000,000 36 12.9

200,000,001-300,000,000 12 4.3

300,000,001-500,000,000 14 5.0

500,000,001 more than 122 43.9

Employees

50 below 168 60.4

51 -100 26 9.4

101 - 200 22 7.9

201 - 300 2 0.7

301 more than 60 21.6

Table 1. Analysis of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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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뢰 , 타당 분

variables 1 Cronbach's �

K. M. S. 4 .899

.920

K. M. S. 3 .866

K. M. S. 2 .840

K. M. S. 6 .930

K. M. S. 5 .814

K. M. S. 7 .781

K. M. S. 1 .764

K. M. S. 8 .620

Eigen 5.194

% 64.927

Table 2. Factor, Reliability analysis of Entrepreneurship

본 연구는 내 일 성 기 에 따라 Cronbach's �계

수를 이용하여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 고, Cronbach's

�계수는일반 으로 0.7이상이면신뢰성이높다고보고

있다. 검증결과 신뢰성계수는 모두 0.7이상으로 나타나

양호한 결과를 나타났다. 따라서 신뢰성은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타당성검증을 해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요

인분석을실시하 다. 요인이 1개 이상의 분산을 설명할

수있는아이겐값(Eigen value) 1 이상을기 으로하여

각 요인을 추출하 으며, 항목의 축소와 각 요인을 쉽게

설명하기 한방법으로직각회 방식을활용하 다. 그

검증결과는 양호하게 나타나 타당성도 검증되었다.

variables 1 Cronbach's �

learning orientation3 .917

.931
learning orientation2 .915

learning orientation4 .912

learning orientation1 .900

Eigen 3.317

% 82.923

Table 3. Factor, Reliability analysis of study directivity

variables 1 Cronbach's �

Internal improvement3 .945

.935
Internal improvement4 .925

Internal improvement2 .910

Internal improvement1 .883

Eigen 3.357

% 83.928

Table 4. Factor, Reliability analysis of study directivity 

3.4 가 검

3.4.1 가 1  검  

가설1의 검증을 해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지식경

시스템과 학습의지의 향 계를 살펴보았다.

Independent
variables

Non-standar
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Beta

Constant 2.051 10.731 .000

K. M. S. .455 .416 7.599 .000***

R²=0.173, F=57.744(p=0.000)

* p<0.05, **p<0.01, *** p<0.001

Table 5. Verification of Hypothesis 1

R²값이 0.17.3로 나타나 체분산 17.3%를 설명하

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F값이 57.744(p<0.001)로 나타

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가설1의 지식경 시스템은 t값 7.599(p=0.000)로 유의

수 p<0.001 수 에서 채택되었다. 즉 지식경 시스템

은학습의지에직 향 계가있다는것을보여주고

있다.

3.4.2 가 2  검  

가설2의 검증을 해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지식경

시스템과 내부개선의지의 향 계를 살펴보았다.

Independent
variables

Non-standar
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Beta

Constant 1.589 6.589 .000

K. M. S. .517 .381 6.846 .000***

R²=0.145, F=46.868(p=0.000)

* p<0.05, **p<0.01, *** p<0.001

Table 6. Verification of Hypothesis 2

R²값이 0.145로 나타나 체분산 14.5%를 설명하

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F값이 46.868(p<0.001)로 나타

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가설2의 지식경 시스템은 t값은 6.846(p=0.000)으로

유의수 p<0.001 수 에서 채택되었다. 즉 지식경 시

스템은 내부개선의지에 직 향 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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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해 이론연구와 선행연구를 통

해 가설과 연구모형을 개발하고 본 연구에 맞게 설문을

구성하 다. 한 기업의지식경 환경과운 상황을분

석하기 해기업의 리자와종업원을 심으로설문조

사를 통해 실무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식경 의 차와

운 략의자료를수집 분석하 다. 본 연구의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경 시스템은 학습 성장의지에 유의 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기업 내에 신제품

서비스 개발을 한 각종 자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이를 업무에 효율 으로

활용하고, 지식공유문화가 조성되어있으면학습성장의

지가 증 되며 기업의 성장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식경 시스템은 효율 인 내부통제시스템과

내부 업무 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선의지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나타났다. 즉, 기업이신제품 아이템획득을 해

기업외부신기술 지 재산을활용하고외부인력유입

과원천기술도입에과감한투자를하고, 외부교육 행

사를 통한 교육훈련에 극 이면 내부개선의지가 향상

되어 기업의 성장, 발 을 유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효율 인 지식경 을 운 하

거나 도입 용하는 많으기업에 유용한 지침을제공

할수있을것이다. 즉, 지식경 의이해와더불어 반

인운 략에 한 략 안을제시할수있을것이

다. 한 미래지향 인 환경변화에 응을 해 지식경

에 한 명확한 이해와 체계 인 도입과 운 이 요

한요인으로평가받아야할것이다. 즉, 의사결정과효과

인업무 로세스를 해 응의 시성과명확한분석

을통해 한방향설정과더불어능동 인 략수립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차는 기업의 지속 인 지식경

시스템의 구축과 각 기업구성원들의 지식정보를 공유

하고 이를 통한 학습의지 내부개선의지를 통해 획일

화된 방향을 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유의미한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지식경

시스템을연구하기 한여러통제변수와유의한변수를

측정하는데 투입된 변수와 분석에 고유한 한계 요인과

더불어분석 한계 을가지고있을수있다. 따라서향

후 연구에서는 변수의 통제와 다양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 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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