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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oP(Community of Practices)란 구성원간 새로운 정보  지식의 상호학습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

기 해 활동하는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통상 학습공동체 는 실천공동체 등으로 지칭된다. 연
구개발조직은 통상 내부 구성원간의 상호학습은 물론 외부 문가와의 정보교류  상호학습을 진

하는 CoP 활성화를 토 로 구성원의 역량개발은 물론 해당 조직의 연구개발 성과를 향상시키려고 노

력한다. 
  본 연구는 에 소재한 4개 국가연구개발조직의 151명 연구원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

탕으로 응답자들이 참여한 CoP 운 특성과 해당 CoP 창출 성과와의 계를 실증 으로 연구하고 있

다. 실증연구 결과, 신규멤버 증 , 외부연계 도  풍토, 다양성지향 자율  풍토와 같은 실질 인 

CoP 운 특성이 CoP 성과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참가자수나 모임횟수
와 같은 외형  운 특성의 향력은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는 참여한 구성원의 역량개발은 물론 해당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CoP를 활성화
하기 해 CoP의 수, 참가자 규모, 운 횟수와 같은 외형  특성에만 치 하기보다, CoP의 운 내실화

를 기하고, 창의  조직풍토를 강화하는 노력이 보다 효과 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1. 서론

  CoP(Community of Practices)란 구성원간 새로운 

정보  지식의 상호학습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기 

해 활동하는 공동체(community)를 지칭하는 것으로, 

통상 학습공동체, 실천공동체 등으로 지칭된다. 

  당  CoP 개념은 지식경 에 련된 조직구조라기 

보다 학습이 발생하는 상황 는 과정을 지칭하는 

개념이었다(Lave & Wenger, 1991). 그러나 이후 “공

통의 직무나 심사에 해 열정에 의해 비공식 으로 

결합된 사람들의 모임”으로 정의되면서(Wenger & 

Snyder, 2000), 조직의 발   구성원의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비공식 조직구조로서 인정되고 있다. 

  CoP는 비록 공식  하부조직은 아니지만, 조직내 

CoP 활성화 는 내부 구성원의 CoP 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조직성과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많은 조직에서 인 으로 조직

내 CoP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00년  반부터는 지식경 의 

일환으로, 2004년  반 이후로는 조직 신 활성화

의 일환으로 CoP를 주요한 조직개발 수단으로 극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정부  공공부문 

실에서 조직내 CoP 활성화정도를 기 단  평가제도

의 주요 평가지표로 포함시킴에 따라 CoP 본연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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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화보다는 조직내 CoP의 개수, CoP에 참여하

는 인원수, CoP 개최횟수 등 외형  실 에만 치

하는 결과가 래되고 있다. 물론 의도 인 CoP 활

성화 노력을 통해 특허청과 같은 탁월한 성공사례가 

창출되기도 하 지만(최종인·권상순, 2007), 보다 많은 

조직에서 CoP의 실효성에 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CoP의 성과창

출을 진하는 CoP의 운 특성이 무엇인지를 기존 

연구 검토와 실증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그간 

CoP에 한 개념  연구나 사례연구는 상 으로 

많으나, 이를 상으로 한 실증연구를 행한 경우는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조직에 참여한 

연구원들을 상으로 참여한 CoP의 운 특성과 해당 

CoP의 성과간의 계를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실증

으로 밝히고자 한다.

2. CoP 운 성과와 CoP 운 특성 

2.1. CoP 운 성과

  CoP는 조직 창의성을 발하며, 동시에 새로운 지

식이나 정보 습득을 발해 참여한 구성원의 문성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Wenger et.al. 

(2002)은 CoP가 기여할 수 있는 단기  가치와 장기

 가치의 구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수용․조용국

(2004)은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면서, 기 효과를 조직과 

개인, 단기  가치와 장기  가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 기 해 볼 때, CoP 성과는 참여한 구

성원이 인지하는 개인  참여성과와 해당 CoP가 창

출한 성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P의 

운 특성과 CoP 성과와의 계에 을 두고 있음

에 따라, 우선 CoP 차원에서의 창출 성과에 주안

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 상으로 삼는 

CoP 차원의 창출 성과는 CoP 운 을 통해 창출되는 

산출물, CoP에 참여한 구성원의 역량개발, CoP 내외

부 인 목표달성 등을 포함한다.

2.2. CoP 성과에 향을 미치는 CoP 운 특성

  CoP의 운 이 활성화될수록 해당 CoP의 창출성과

가 클 것이라는 가정은 매우 자연스럽다. 통상 CoP

의 운  활성화를 보여주는 지표는 해당 CoP에 참여

하는 구성원 규모  CoP의 운  횟수라 할 수 있

다. 참여인원이 많을수록, 개최횟수가 많을수록 해당 

CoP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CoP 성과도 향상될 것이라 측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의 실에서 CoP에의 참여인원  개

최횟수 등의 외형  운 특성이 해당 CoP의 운  활

성화정도를 표하기 힘들다는 이다. 특히 본 연구

에서 상으로 삼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조직은 지난 

수년간 공공부문 경 평가  신평가의 상이었

다. 이들 국가연구개발조직 상 평가제도에서 CoP 

활성화 정도를 주요 평가지표의 하나로 포함시킴에 

따라, 좀 더 좋은 평가 수를 얻고자 CoP의 운 실

을 인 으로 확 하려는 노력이 벌어졌다. 따라

서 한국의 실에서는 CoP 참여인원  개최횟수 등

과 같은 외형  운  활성화 특성만으로 CoP 성과를 

측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참여인원  개최횟수 등의 외형  운 특성을 벗

어나 실질 으로 CoP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특성은 

신규멤버 입 활성화 정도나 운 재원의 자체조달 

노력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CoP가 활성화되기 

해서는 기존 멤버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속 으

로 신규멤버 유입을 통해 다양성과 활력을 불어 넣

을 필요가 있다. 한 CoP 운 재원을 구성원 참가

비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 그 지 않고 외부에 의존

하는 경우에 비해 자발  참여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신규멤버 입 활성화 정도나 운

재원의 자체조달 노력은 CoP의 내용  운 활성화 

특성을 구성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CoP 운 특성의 하나로 CoP의 

창의  조직풍토를 추가 으로 연구하고 있다. 통상 

창의  조직운 은 해당 조직의 창의  성과를 진한

다. 그간 창의성에 한 연구는 주로 개인 특성 

에서 이루어져 왔지만(Drazin, Glynn & Kazanjian, 

1999), Amabile(1988) 연구 이후 개인 차원을 넘어선 

집단과 조직 차원의 창의성 연구로 확장되고 있다. 

CoP에 있어서도 해당 CoP의 창의  성과창출을 해 

집단수 에서의 창의  조직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창의  풍토와 련해 그간 많은 연구들이 조직 반

에 용될 수 있는 조직 요건을 제시했다. Robinson & 

Stern(1997)은 창의  조직운  특성으로 정렬성

(alignment), 자기주도 활동, 비공식  활동, 뜻밖의 발견

(serendipity), 다양한 자극, 조직내 커뮤니 이션을 제시

했다. Nonaka & Takeuchi(1995)는 지식창조의 조건을 논

의하면서, 그 특성으로 의도, 자율성, 창조  혼란, 잉여

성, 필요다양성 등을 제시했다. 손태원 외(2002)는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면서, 다양성, 자율성, 잉여성, 연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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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을 조직차원의 창의성 경  차원으로 제시했다. 

  본 연구는 비공식집단으로서 CoP를 상으로 함에 

따라 일반 공식조직 반 으로 용되는 창의  조

직요건을 그 로 용하기 어렵다. 특히 잉여성이나 

정렬성과 같은 특성은 비공식집단으로서 CoP에 용

하기 힘든 것으로 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다양성, 자율성, 개방성, 연결성, 도 성을 CoP

차원의 창의  조직풍토 요건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3. 연구설계

3.1. 가설설정

  CoP 운 특성과 련해 CoP의 외형  활성화 특

성, 즉 참여인원 수  개최 횟수를 조사하 다. 통

상 으로 참여인원이 많을수록, 개최횟수가 많을수록 

해당 CoP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가설 1-1] CoP 참여인원이 많을수록 CoP 성과가 

높을 것이다. 

 [가설 1-2] CoP 개최횟수가 많을수록 CoP 성과가 

높을 것이다.

  CoP의 외형  활성화 특성이 CoP 창출성과에 

정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지만, 설명력

은 높지 않을 것이다. CoP 창출성과를 설명하기 

해서는 외형  활성화 특성과 함께 운  활성화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P의 운  활성화 특성과 련해 신규멤버의 증

와 필요재원 자체조달 정도를 조사했다. 

  [가설 2-1] CoP 신규멤버 증 가 활성화될수록 

CoP 성과가 높을 것이다. 

  [가설 2-2] CoP 필요재원을 자체조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CoP 성과가 높을 것이다.

 

  CoP 운 특성과 련해 CoP의 5가지 차원의 창의

 조직풍토를 조사하 다. 다양성, 자율성, 개방성, 

연결성, 도 성 등 CoP의 창의  조직풍토가 강할수

록 CoP의 창의  성과가 높을 것이다.

  [가설 3] 다양성, 자율성, 개방성, 연결성, 도 성 

등 CoP의 창의  조직풍토가 강할수록 

CoP 성과가 높을 것이다. 

3.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실에서 참가자수나 모임

횟수와 같은 외형 인 CoP 운 활성화 특성만으로는 

CoP가 창출하는 성과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을 것이

라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 각종 평가제도로 인해 

CoP 활동이 일부 왜곡되고, 기형 으로 운 되는 상

황에서는 참여자의 수나 모임횟수와 같은 외형  운

활성화 특성만으로 CoP 창출성과를 설명하는데 한계

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로 계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3.3. 설문조사 설계

  본 연구는 에 소재한 4개 국가연구개발조직의 

151명 연구원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연구원 본인이 참여한 CoP 특성과 해당 CoP의 

연구개발 성과와의 계를 실증 으로 연구하고 있

다. 설문조사 기간은 2008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

되었다. 응답연구원 분포는 성별 남성 126명(83.4%), 

여성 25명(16.6%), 연령별로는 20  17명(11.3%), 30  

66명(43.7%), 40  51명(33.8%), 50 이상 17명(11.3%), 

학력별로는 학사 37명(24.5%), 석사 47명(31.1%), 박사 

67명(44.4%) 등으로 일반 인 국책연구소 인력분포와 

유사하다. 

[그림 1] 연구모형  계  분석 략

  응답자의 CoP 참여 황을 살펴보면, 1개 CoP에 참

여하고 있는 경우가 38%, 2개 이상의 CoP에 참여하

고 있는 경우가 62%로 나타났다. 60%를 넘는 국책

연구소 연구원들은 1개 이상의 CoP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본 설문은 이  표 인 CoP 한 개를 선

택해 해당 CoP 특성  CoP 운 성과에 해 응답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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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논의

4.1. 주요 변인 분석결과

  CoP의 창의성 풍토와 련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참조해 5개 변인 10개 항목을 조사했다. 요인

분석 결과, 최종 2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CoP의 

창의성 풍토와 련해 다양성, 자율성, 개방성이 하

나의 요인(다양성지향 자율  픙토)으로, 연결성과 

도 성이  다른 요인(외부연계 도  풍토)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CoP 창출성과 측정항목을 

상으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 당  상과 달리 3개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단일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합지표화를 한 신뢰성 검증을 추가로 실시하 다. 

[표 1] CoP의 창의  풍토 련 조사항목의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결과

설문항목 요인 1 요인 2
신뢰성 

분석
변수명

 창의_다양성1_

다양한 의견
0.7085 0.2737 

Cronbach 

α

0.820

다양성지향

자율  

풍토

(DA)

 창의_다양성2_

구성원 구성
0.6591 0.0674 

 창의_자율성1_

자율 결정
0.6624 0.1931 

 창의_자율성2_

자율  성향
0.7275 0.0644 

 창의_개방성1_

새로운 주제 논의
0.7736 0.0756 

 창의_개방성2_

새로운 주제 선호
0.7388 0.3056 

 창의_연결성1_

외부와의 교류
0.0611 0.7565 

Cronbach 

α

0.749

외부연계

도  

풍토

(NC)

 창의_연결성2_

인  네트워크
0.2514 0.6787 

 창의_도 성1_

도  목표
0.0503 0.7418 

 창의_도 성2_

창발성 성향
0.2994 0.7623 

  CoP의 외형  활성화 특성과 련해 참여인원 수 

 개최 횟수를 조사하 다. 참여인원 수 평균은 

19.3명이었지만, 표 편차가 38.97로 CoP별 참여인원 

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최횟수는 Category 

변수로 측정하 다. 주1회 43개(28.9%), 월2회 31개

(20.8%), 월1회 26개(17.4%), 년5-6회 21개(14.1%), 년

2-3회 28개(18.8%)로 나타났다. 

  CoP의 운  활성화 특성과 련해 신규멤버의 

증 정도와 필요재원 자체조달 정도를 각각 2개 항

목으로 조사하 다. 요인분석 결과, 측한 로 2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표 2] CoP의 운  활성화 특성 련 조사항목의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결과

설문항목 요인 1 요인 2 신뢰성 분석 변수명

운 특성1_참여인원 

증
0.8481 0.0649 

Cronbach α

0.694

신규멤버 

증운 특성2_신규멤버 

탐색
0.8699 -0.0872 

운 특성3_운 비 

외부지원
0.3063 -0.8011 

Cronbach α

0.968

재원 

자체조달운 특성4_운 비 

자체조달
0.2569 0.8247 

4.2. 주요 변인간 상 계 분석결과

  변인간 단순 상 계 측면에서 CoP 성과와 각 

향요인과의 계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를 통해 보

듯, 참가자수를 제외하고 가설에 포함된 향요인 변

인과 최종 CoP 성과와의 상 성은 통계 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원 자체조달의 경우, 당

 설정한 가설과 달리 통계 으로 유의하지만, 그 

방향성은 측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다.

4.3. CoP 창출성과에 한 향요인 분석결과

  변인간 단순 상 계만을 갖고, CoP의 운 특성과 

CoP 성과와의 계를 기술한 여러 가설을 검증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향요인 변인간의 공선성 문

제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함은 물론 향요인들의 설명

력 차이를 체계 으로 밝히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모형 1은 참여자수, 모임횟수 등 CoP 성

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외형  운 특성만 포함한

다. 모형 2는 신규멤버 증 나 재원 자체조달과 같은 

내용  운 특성을 추가로 고려했다. 마지막으로 모형 

3은 CoP의 창의  풍토를 추가 으로 포함하고 있다.

  CoP 성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외형  운 특성

만을 반 한 모형 1의 합성보다, 신규멤버 증 나 

재원 자체조달과 같은 내용  운 특성을 추가로 고

려한 모형 2의 합성이 보다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한 CoP의 창의  풍토를 추가 으로 반 한 

모형 3의 합성은 모형 1이나 모형 2에 비해 개선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Adjusted R2도 0.44로 통계  

설명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에 근거한 최종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

규멤버 증 , 외부연계 도  풍토가 p < 0.01 수

에서 CoP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운 특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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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으며, 다양성지향 자율  풍토도 p < 0.1 

수 에서 약하나마 CoP 성과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재원 자체조달은 p < 0.1 수 에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방향성은 당  가설과 

달리 (-)방향이었다. 참가자수나 모임횟수와 같은 외

형  운 특성은 최종모형에서 유의 이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3] CoP 창출성과에 한 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CoP 창출 성과

모형 모형 1 모형 2 모형 3

항목

β

(표

오차)

t 

(유의

확률)

β

(표

오차)

t 

(유의

확률)

β

(표

오차)

t 

(유의

확률)

(상수)
3.43

(0.10) 

33.05*

** 

(0.00)

2.55 

(0.23)

10.96*** 

(0.00)

1.55 

(0.29)

5.34*** 

(0.00)

참가자수
0.00

(0.00) 

1.38 

(0.17)

0.00

(0.00) 

-0.55

(0.59) 

0.00 

(0.00)

-0.39

(0.69) 

모임횟수
0.08

(0.03) 

2.23** 

(0.03)

0.03 

(0.03)

1.02 

(0.31)

0.02

(0.03) 

0.55

(0.58) 

신규멤버 

증

0.40 

(0.05)

7.80*** 

(0.00)

0.26 

(0.06)

4.72*** 

(0.00)

재원 

자체조달

-0.09 

(0.04)

-2.08** 

(0.04)

-0.07

(0.04) 

-1.75* 

(0.08)

다양성지향

자율 풍토

0.12

(0.07) 

1.72* 

(0.09)

외부연계

도  풍토

0.28 

(0.06)

4.37***

(0.00) 

Adjusted 

R2
0.24* 0.34** 0.44** 

F Value 0.064 0.00 0.00 

 * p < 0.1, ** p < 0.05, *** p < 0.01 

5. 시사   향후 연구과제

  실증연구 결과, 실질 인 운  활성화 특성을 고려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임횟수와 같은 외형  운  

특성이 CoP의 창출성과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

만, 신규멤버 유입 증 나 재원 자체조달 노력과 같

은 내용  운 활성화 특성이나 창의  조직풍토 등

을 추가 으로 고려할 경우에는 이러한 외형  운  

특성의 설명력이 크게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종 종합분석모형에 따른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신규멤버 유입 증 와 같은 내용  운 활성

화 특성, 외부연계 도  풍토나 다양성지향 자율  

풍토가 CoP 창출성과에 정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당  외부지원 비 자체조달 CoP 운 정도가 

CoP 성과에 정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했지만, 

실증분석 결과 강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반  방향의 

결과가 나왔다는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는 CoP 운 재원을 구성원 참가비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 그 지 않고 외부에 의존하는 경우에 비해 자

발  참여정도가 높다고 가정하고, 이를 내용  운

활성화 특성으로 잡았다. 그러나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운 재원 조달을 해 외부 지원을 는 것과 구성

원이 자발 으로 참가비를 내는 것과는 상호 배타

이기보다 실 으로 보완 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

능하다. 따라서 CoP를 활성화하기 해 CoP에 해 

물리  지원을 해주는 조직후원은 CoP 활성화  이

를 통한 CoP 성과향상에 정 으로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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