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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becomes norm rather than exception in today's business, and accordingly firms are working on how to 

make their employees to work smarter using information systems and technologies. Smart work demands virtual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among team members in different places and different time. Sharing of knowledge among 

team members in these innovative activities are critical in every sense for the successful performance. This study 

explores the antecedents of knowledge sharing among team members in team-based innovation activities. Five factors 

(pleasure of knowledge sharing, self-efficacy, management support, rewards, and system usage) are identified  

through extant review of literature and an instrument is adopted and validated from previous studies. The instrument 

is adminitered against 138 individuals in and across 54 teams in a telecommunication firm. Except self efficacy, all 

the paths in the proposed research model is confirmed with different levels of relational coefficients towards the levels 

of knowledge sharing and innovation activities in teams. Surprisingly, findings indicate that intrinsic pleasure of sharing 

is most critical than management support, organizational rewards or system usage. This study fills the research gap 

in team management. Findings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managing teams in coming virtual and smar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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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식 기반 사회로 어들면서 정부, 기업, 공공

조직, 교육기  등 사회 각계각층을 막론하고 지

식경 에 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

히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격한 변화

는 사회 각 부문에 빠른 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

로 인해 조직에 내재화된 지식이 경제 활동에서 

차별  경쟁우 를 창출하게 만드는 핵심역량으로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신의 한 모습으로 스마트워크 

는 워크스마트의 추세가 기업의 근로자들 사이

에서 나타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을 심으로 

리를 해오던 근무의 형태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

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근무를 해나가는 모

습을 가리키는 말이 스마트워크다[17]. 이 의 텔

워크나 유연근무와는 근본 으로 다른 형태의 

신으로 기업들에게 그리고 개인들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이러한 근무 방식의 신은 의 활동에 

향을 미쳐  내 지식 공유의 방식에도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15].

일반 으로 조직에 내재화된 지식이란 조직 내 

구성원이 보유한 지식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으로 

구성원들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창

출, 장, 공유,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조직 

내부에 내재화하게 된다[33]. 따라서 개인이 보유

한 지식이 조직의 성과와 연결된다는 의미는 개인

과 개인, 조직과 조직, 개인과 조직 간의 지식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이를 형상화한 

것이 지식공유라고 할 수 있다[8, 12].

지식공유는 기업의 차별  경쟁력을 만들어 내

기 한 솔루션으로 기업의 성과를 창출하는 역량

을 극 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는 기본

인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67]. 즉 지식공유는 단

순히 지식교환, 지식배포, 지식 이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 혹은 조직 간 지식 환을 

통해 업무를 향상시키는데 향을 미치고, 조직성

과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된다. 특히 IT

로젝트 에서의 활발한 지식 공유는 사회  자

본과 같이 의 성과에 직 으로 향을 미친다

[16, 65]. 이와 같이 지식공유가 가능하게 만드는 

향 요인으로 정보시스템  정보 기술, 조직 구

조, 조직 문화, 조직 보상, 학습역량, 개인의 만족

과 자기 효능감등 다양한 요소들이 제시되고 있다

[11, 29, 50, 53, 71].

신활동에 있어 지식공유는 신활동 과정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일차 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신활동을 하는 동안 사회화(Sociali-

zation)하는 과정과 학습(Learning)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게 되고, 부가 으로 경

력 리  경력을 향상 할 수 있는 기본 인 동기

가 지식공유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32]. 

한 지식공유는 신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조직분 기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체 조직 

신을 확산시키는 선순환을 이루는 요한 요인이

기 때문이다[55]. 그러므로 조직의 신활동을 

진하고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지식공유가 

어떤 향을 주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공유와 신활동에 련한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신활동을 실제로 수행하

는 의 지식공유 향요인과 신활동의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해서 먼 , 지식공유 

로세스와 향요인을 악하고  신활동과 지

식공유에 한 연구 모형을 설정 하 다. 그 다음 

지식공유 향요인과  신활동의 계를 악

하기 해 설문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설을 검증한

다. 마지막으로 검증결과에 한 토의와 함께 시

사 을 도출하고 연구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에 

해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지식공유 로세스

지식은 일반 으로 자료(data)  정보(Infor-

mation)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자료는 원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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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보는 가공된 자료, 그리고 지식은 증명된 

정보로 정의 할 수 있다[47]. 지식을 보다 개념  

의미로 ‘검증된 참된 믿음’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61]. Alavi and Leidner(2001)는 지식을 에 따

라 계층 으로 ‘지식, 정보 그리고 자료’, 아는 것

과 이해하는 것에 한 ‘사고의 상태’, 장되거나 

가공할 수 있는 ‘객체’, 문지식을 용하는 ‘ 로

세스’,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서 ‘정보에 한 

근’, 행 에 향을 주는 ‘역량’으로 구분해서 정

의하고 있다[22]. 

Nonaka(1994)는 4가지 지식변환 형태를 제시하

고 있는데, 즉 암묵지를 통해 암묵지를, 암묵지를 

통해 형식지를, 형식지를 통해 암묵지를, 형식지를 

통해 형식지를 획득한다는 것이 그것이다[61]. 이

러한 4가지 지식 변환 과정은 각각 독립 으로 진

행되는 것이 아니라 순환 인 상승작용으로 발생

하며, 사회화(Socialization), 외재화(Externaliza-

tion), 내재화(Internalization), 조합화(Combina-

tion)라고 명명되어 지식경  로세스 연구에 많

이 활용되고 있다[42]. 

지식경  로세스는 일반 으로 지식을 획득하

고, 장하며, 공유하고 활용하는 단계[33] 는 지

식창출(Knowledge Creation), 조직화와 축 , 공

유, 활용의 4단계로 구분 할 수 있다[68]. 이러한 

로세스는 동시 다발 으로 발생 할 수도 있으

나 일반 으로 최  지식의 생성  존재 유무와 

학습 로세스 등 합리  타당성에 따르면 새로

운 지식의 생성, 축 , 학습, 공유, 활용 등의 순서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60]. Gilbert and Cordey- 

Hayes(1996)는 외부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이 

조직 내부로 유입되는 과정인 지식이 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의 지식이 획득되고(Acquisition), 획

득된 지식은 조직내부로 공유되며(Communica-

tion), 공유된 지식은 조직내부에서 활용 가능한 지

식으로 변환되고(Implementation), 최종 으로 조

직에 내재화 되는 (Internalization) 과정을 거쳐 조

직의 핵심 역량을 형성하게 된다는 지식이 이라

는 에서 지식경  로세스를 제시하 다[37]. 

즉, 지식경  로세스는 최 에 지식을 창출하는 

것에서부터 그 게 창출된 지식을 다른 조직 구성

원과 공유하며 조직 내에 장하고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한다[21]. 이

와 같이 지식경  로세스에 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분 지식경  로세스를 지식 창출, 

지식 장, 지식 공유, 지식 활용의 단계로 정리 

할 수 있다. 

지식경  로세스를 구성하는 요소 에서도 지

식의 창출과 공유의 요성을 강조한다[21, 33, 62, 

70]. 왜냐하면 지식기반사회에서 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의 창출 없이는 지식경 의 목 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아가 아무리 새로운 지식이 창

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을 구성원이 공유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의 증 나 핵심역량의 제고를 

통한 경쟁력 향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20]. 

한, 효과 인 지식 활용을 한 여러 활동은 지식

공유를 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13].

2.2 지식공유의 향요인

지식공유는 창출, 공유, 활용으로 이루어지는 지

식경  로세스에서 가장 심에 자리하고 있는 

역이다. 지식경  로세스 에서 보면 창출

된 지식을 통해 조직에 기여하는 가치란 조직 내

에서 지식공유를 통해 조직구성원들 사이에 질 높

은 지식을 얼마나 범 하면서도 신속하게 확산

하여 조직의 문제 해결과 경쟁력에 기여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지식경 에 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 하려면 각 기업의 내재  환경요인으

로서 지식경 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변

수가 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지식경  

로세스  핵심 으로 고려되는 지식공유에 미

치는 향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조직의 성공 인 

지식경 을 해서는 필수 이다[11].

최근 까지 지식공유의 향 요인에 한 연구들

을 분류해보면 크게 지식공유의 주체인 사람과 

련된 개인  요인과 조직의 구조와 문화, 략,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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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특성 그리고 성과 등으로 정리되는 조직  요인, 

지식공유를 지원하는 툴인 기술  요인으로 분류

할 수 있다[11, 29, 53, 71]

먼  지식의 창출, 활동의 주체가 되는 사람에게 

향을 주는 개인  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은 지식

공유에 극 으로 참여하기 해서 자신이 가진 

지식에 해 개방 이고 력 인 자세를 가지게 

되고 지식을 공유하는 것에 해 자기 효능감을 

가지는 것이 개인의 지식공유 요인으로 간주된다. 

Krogh(1998)는 구성원들의 자발성 정도를 지식공

유의 요한 요인으로 지 하고 있다[49]. 즉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에 해 심과 신뢰, 개방성, 네

트워크 능력을 지닐수록 지식공유는 더욱 확산된

다는 것이다. Rajagopalan et al(1993)은 지식공

유에 있어서 개인  요인으로 개인성향, 경험유무, 

가치, 동기, 확신 등이 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시

하고 있다[66]. Wasko and Faraj(2005)는 개인  

동기가 구성원 지식공유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74]. 구성원들 지식공유가 다

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가치 있다고 여길 때 동

기 부여되며 개인  이익에 한 기 가 구성원의 

지식공유를 제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식공유란 기업이 보유한 지식 자산을 조직 내

에 공유시킴으로써 지식의 활용을 극 화하여 조

직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38]. 

이런 에서 조직  요인은 지식공유의 요한 

향요인이 된다. Bukowitz(1997)은 지식공유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조직문화가 구성원의 가치와 신

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했다[25]. Nonaka 

(1995)는 암묵지가 조직구성원의 행 와 경험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고, 이상, 가치  등과 깊이 연

되어 있음을 지 하면서, 조직의 문화  배경이 지

식창출과 공유에 향을 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

다[62]. 김민정(2007)은 지식공유에 미치는 조직  

특성으로 조직의 유연성과 보상제도 그리고 경

진의 지원으로 제시하고 실제로는 조직의 지식공

유  지식활용에 향력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

다[1]. 반면에 신선진 외(2008)은 조직  요인으로 

교육훈련, 보상제도, 최고경 자의 지원을 제시하

고 교육훈련과 보상제도가 지식공유에 향을 주

는 요인임을 실증하고 있다[11].

은 비용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식을 생

성,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의 략  

사용은 지식경 의 핵심요소가 된다[22]. 송충근

(2005)은 지식 리시스템이 가진 서비스 안정성, 

이용 편의성, 응답속도. 이용가능성 등의 이용특성

을 제시하며 지식 리시스템이 지식공유에 요한 

있어 유의한 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10].

2.3 신활동

기업은 태생 으로 신을 해야 하는 조직이다. 

Drucker(1985)는 역사 으로 여타의 사회조직들

이 모두 변화보다는 상을 지속하는 것을 과제로 

삼아 왔음을 언 하면서, 기업은 변화를 창출하도

록 설계되어 있다는 에서 특이한 형태라고 설명

하고 있다[34]. 기업은 끊임없이 시장의 검증을 받

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을 추구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기업은 신을 통해서 정태

 균형을 깨고, 부를 창출하며 국가 경제를 지탱

하고 성장시킨다. 일반 으로 신은 제도 인 질

서 속에서 다른 사람등과 상호 작용을 하는 개인

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라고 정의한다[73]. West and Farr(1989)에 따르

면 신활동을 새로운 아이디어, 차, 제품을 

상이 되는 역할이나 집단  조직 내에 의도 으

로 도입하고 용하는 것으로 성과를 고양시키는

데 유의미한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75]. 한편  

Damanpour(1991)는 신을 구성원 들이 어느 정

도로 신활동을 수용하는가와 신활동을 수행하

는가를 통해 정의될 수 있다고 했다[31]. 이처럼 

학자마다 신의 개념을 조 씩 달리 정의하고 있

지만, 다수 연구자들은 신은 새로운 아이디어

를 유용한 제품, 서비스, 공정 등으로 변화하는 과

정이며 아이디어의 실천과 확산과 련이 있다고 

보았다[6, 31,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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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활동은 조직수  신활동과 개인수  신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5]. 개인수  신활동은 

개별 구성원이 담당하고 있는 과업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을 맞추어져 있다는 에서 조직수  

신활동과 구분된다. 특히 개인의 신활동은 모든 

신의 출발 으로 개인의 신활동은 매우 요한 

신의 측정요소이다. 개인의 신활동은 문제인식

과 아이디어 도출 는 해결안 발굴에서 시작하여 

아이디어를 후원해  방법을 찾고, 아이디어 실 을 

한 후원자를 연합하여 아이디어를 제품이나 서비

스 혹은 공정 등으로 구체화 하는 과정이다[45].

신활동에 향을 주는 요인도 개인수 과 조

직수 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먼 , 개인수  

신요인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구성원 개개

인이 자신의 업무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

 능력이 있다[23]. 개인이 보유한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문제 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리더의 특성으로 리더의 근무연수, 교

육 배경, 직무 연  경험 등이 신에 향을 다

[46]. 리더는 구성원들의 신 인 아이디어를 개

발하고 실행하는데 지 한 향을 주며 신활동

을 추진하는데 리더가 보유한 비 과 추진력 등을 

어떻게 효과 으로 조화시키는가가 매우 요하다

[44]. Kohn(1993)은 경 진과 신과의 계에 

한 연구에서 경 진이 문지식을 갖고 정보획득

을 한 노력이 클수록 신을 진하며, 경 진

이 극 인 리더십을 가진 경우 신을 진한다

고 주장했다[48]. 이와 같이 개인차원에서 지식은 

신활동의 요한 동기가 된다. 

한편 조직  차원에서 신에 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조직의 구조, 문화, 규모등과 같은 특성이 

고려된다. 조직구조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은 

유기 인 조직[31]으로 구성되고, 조직이 소유한 자

원이 풍부하면 신은 쉽게 일어 날 수 있으며 신

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역기능 혹은 험요소도 잘 완

충될 수 있다[39]. 신은 아이디어가 창출되는 조

직문화와 연 성이 높은데[5], 이러한 유용한 아이

디어를 얻기 해서는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조직 

외부와의 커뮤니 이션이 활성화된 문화를 가져야 

한다[7]. 한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신념, 규범, 

행이 조직구성원들의 의사결정이나 행동방향을 

결정하므로 신활동에도 향을 다[3, 45].

요약하면 신 활동에 몰입하기 한 방안으로 

의사결정과정에서 구성원 참여, 신에 한 별도

의 보상, 신을 한 사  교육, 정보와 아이디어

를 공유하는 풍토, 신활동을 수행하는데 경 진

의 극 이고 지속 인 개입, 새로운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조직분 기, 부서간의 

장벽 완화  커뮤니 이션의 활성화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60].

3. 연구 모형  가설 설정

3.1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목 은 지식공유 향요인 과 지식공

유 그리고 의 신활동 사이에 존재하는 향

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해 기존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제시하 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지식공유의 개인  향요인

본 연구에서는 조직 의 정보공유 활동을 진

하는 개인  향 요인을 먼  고려하고자 했다. 지

식공유를 결정짓는 개인  요소로 다른 사람을 도와

주는 즐거움과 지식 자기효능감이 있다.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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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와주는 즐거움은 이타주의 개념에서 비롯된다. 

Organ(1988)은 이타주의를 조직에서 자신과 련

된 업무를 하는 특정한 타인을 도와주는 자율 인 

행동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64]. 지식 노동자

에게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계  이타주의

에 의해 서로간의 지식공유가 원할하게 되도록 자

극제 역할을 한다[33]. Wasko and Faraj (2005)는 

구성원들이 본질 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도

과 즐거움을 통한 지  탐구를 추구하게 된다는 

에서 지  탐구를 해 자신이 보유한 지식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74]. 정재훤 외(2009)는 개인  동기

요인으로서 돕는 즐거움이 지식기여활동에 정  

역할을 한다는 을 제시하고 있다[19]. 장기  

에서 흥미, 호기심, 자기만족감, 성취감등 인간 내

부로부터 우러나오는 동기는 물질  보상과 같은 외

부  동기요인보다 그 행동의 지속성이 뛰어나다

[24]. 즉, 다른 사람을 돕는 즐거움은 지식공유에 

한 내재  요인으로서 지식공유에 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했다.

가설 1 : 타인을 돕는 즐거움은 지식공유 활동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자기 효능감은 어떤 상황에서 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 와 신념이다[24]. 자기 효능감은 구

성원들이 지식을 동료와 나 는 것에 하여 강한 

동기를 부여한다[74]. 자기 효능감이 높은 구성원

이 가치 있는 지식을 제공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상 으로 쉽게 과업을 달성한다[30]. 

지식 자기 효능감은 업무 련 문제 을 해결하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으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진다[57]. 

지식공유가 조직 성과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

음이 존재한다면 지식을 주고받는 활동이 더욱 

진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

음의 가설을 제시했다. 

가설 2 : 지식에 한 자기효능감은 지식공유 활

동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3 지식공유의 조직  향요인

지식공유에서 조직 문화  환경은 매우 요한 

요인이다[25]. Davenport(1998)은 최고경 자가 지

식경 의 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여 조직의 지식

경  비 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인 , 물  자원

을 극 으로 지원함으로써 성공 인 지식경 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했다[33]. MacNeil(2001)은 

조직의 지식공유 문화는 경 진의 심이 지속 으

로 나타날 때 가능하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58]. 

한 Lin and Lee(2004)는 조직 구성원이 지식공

유를 해야 하는 목 을 재고하는 경 진의 극

인 시각이 지속 인 지식공유 문화를 창출하는데 

필수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55].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했다.

가설 3 : 경 진의 지원은 지식공유 활동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조직 차원의 보상은 구성원 행동에 한 조직 차

원의 가치부여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McDermott 

and O’Dell(2001)은 지식공유를 진하기 해서 

평가  보상시스템의 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직 

구성원들은  보상보다는 업무자체로부터 보상

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 다[59]. 신선진 외(2008)는 

조직  요인으로 교육훈련, 보상제도, 최고경 자

의 지원을 제시하고 교육훈련과 보상제도가 지식

공유에 향을 주는 요인임을 실증하고 있다[11]. 

이상훈과 이호근(2007)은 평가보상체계가 지식공유

에 향을 다는 을 확인하고 충분한 인센티

와 평가보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13].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4 : 조직 차원의 보상이 지식공유 활동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4 지식공유의 기술  향 요인

정보기술은 지식의 빠른 검색, 근을 가능하게 하

며 실시간으로 구성원들 간의 력을 가능하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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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102 74%

여성 36 26%

연령

30  이하 45 33%

30 47 34%

40 36 26%

50 10 7%

구분

기획/ 리 25 18%

마 33 24%

업 38 27%

네트워크 28 20%

R&D 6 4%

정보시스템 8 6%

<표 1> 기술통계량

때문에 정보기술의 사용과 지식공유는 하게 연

결된다. 신선진 외(2008)은 지식 리시스템의 사용

을 통해 지식공유와 개인의 성과간의 향 계를 실

증했다. 특히 지식 리시스템의 지각된 유용성과 의

사소통채 이 지식공유에 향을 다는 을 제시

하고 있다[11]. 김민정(2007)의 연구에서도 기업 정보

포털(EIP, Enterprise Information Portal)과 같은 

정보기술이 지식공유에 향을 다는 에서 정보

기술의 효과 인 활용을 강조했다[1]. 이와 같이 정보

기술의 사용은 지식공유를 진하고 지식경  체

의 성과를 높이는데 요한 향을 한다[12].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5 : 정보시스템의 지원은 지식공유 활동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5 지식공유와 신활동

지식을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지식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치를 창조시키는 기업의 능력은 신속한 

문제해결 능력과 새로운 정보에 한 빠른 반응이 가

능하도록 하여 조직의 신 수 을 결정한다[52]. 

많은 연구자들은 신활동을 강화하기 하여 지식

공유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Davenport (1998)

에 따르면 지식은 개인 이기 때문에 조직에서 구성원

들이 서로 간에 력하며 일을 함으로서 조직에 지

식을 공유함으로써 기여하게 된다고 한다[33]. 조직 

구성원의 극 인 참여가 지식공유의 요한 략

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상이 표 인 

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14]. Hansen (1999)은 지

식공유 상은 특히 신 인 로젝트를 많이 수

행하는 조직에서 로젝트의 핵심 성공 요소로서 

나타난다고 한다[41]. 즉, 지식을 리하고 공유하

는 로세스는 기업의 차별  역량으로 쉽게 모방

하거나 경쟁자들이 흉내 내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

인 신활동을 진하는 요소가 된다[53].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6 : 구성원의 지식공유 활동은 의 신활동

에 정 인 향을  것이다. 

4. 연구방법  연구결과

4.1 측정도구개발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신활동이 활발한 기업 조직 환경에

서 신활동에 향을 미치는 지식공유 향요인

을 분석하기 한 것으로 국내 최 의 통신회사인 

A사를 상으로 하 다. 설문 상은 업무 기능에 

따라 구분된 에서 각 3명씩 총 162명에게 설문

을 배포하 다. 통계 데이터의 객 성을 확보하기 

하여 응답자의 익명성을 최 한 보장하 으며, 

회수된 설문지  설문항목에 응답을 락하 거

나 연속 으로 같은 응답을 하는 등의 불성실하고 

일 성이 없다고 단되는 설문지 18부를 제외하

고 총 138부의 유효설문을 확보하여 분석에 이용

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설문 상자의 기술통계량은 

<표 1>과 같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성별 비 은 남자가 74%(102명)이고, 여자가 26% 

(36명)로 기업 구성인원과 유사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본의 연령분포는 30 가 34%(37명) 비 으

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30  이하의 비 이 33% 

(45명)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의 직군은 기획/

리직 18%(25명), 마  24%(33명), 업직 27% 

(33명), 생산직 20%(28명), R&D 4%(6명), 정보시

스템 6%(8명) 등의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수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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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조작  정의 측정항목 련연구

지식
공유의
즐거움

타인에게 자기의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느끼는 
심리 인 즐거움

H1 나는 나의 지식을 동료와 공유하는 것이 즐겁다.

[53, 74]
H2 나는 나의 지식으로 동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즐겁다.

H3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H4 동료에게 나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기쁘다.

지식
자기
효능감

지식을 제공하는 자가 
지식을 제공하는 데에 
하여 스스로의 만족감

S1 나는 우리 에 유용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30, 53]S2 나는 우리 에 유용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문성을 가지고 있다.

S3 나는 다른 원보다 더 유용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경 진
지원

지식공유에 한 
경 진의 인식  태도, 

심과 지원 정도

T1 경 진은 원들의 지식공유를 고양시키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11, 53, 
58]

T2 경 진은 항상 원들이 지식을 공유하도록 지원한다.

T3 경 진은 원들의 지식공유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T4
경 진은 원들이 동료와 지식을 공유하는데 즐거워하는 여부에 심을 
가지고 있다.

조직
보상

지식공유 활동에 한 
조직 차원의 보상 정도

R1
나의 지식을 동료와 공유하면, 향후 더 높은 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11, 33, 
53] 

R2 나의 지식을 동료와 공유하면, 향후 보 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R3 나의 지식을 동료와 공유하면, 향후 승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한다.

R4
나의 지식을 동료와 공유하면, 향후 더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한다. 

R5
나의 지식을 동료와 공유하면, 향후 좋은 업무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한다.

시스템의
사용

지식 공유를 해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태도  상의 정도

K1 나는 업무지식에 근하기 해 지식공유시스템을 사용한다.

[1, 11, 
27, 53]

K2
원들은 동료들과 의사소통하기 해서 지식공유를 한 시스템(그룹웨어, 

인트라넷, P2P 등)을 사용한다.

K3
우리 은  내부의 원 간 지식 공유를 하여 시스템(그룹웨어, 인트라넷, 
P2P, 블러그 등)을 사용한다.

K4
우리 은  외부의 구성원 간 지식 공유를 하여 시스템(그룹웨어, 인트라
넷, P2P, 블로그 등)을 사용한다.

지식
공유
활동

원이 가진 지식과 
스킬을 동료와 

공유하려는 태도의 정도

R1 동료들이 업무지식에 해 물어볼 때 내가 가진 업무지식을 공유한다.
[1, 27, 
56]

R2 동료들은 내가 업무 지식에 해 물어볼 때 나에게 그들의 정보를 공유한다.

R3 동료들은 내가 업무 정보를 물어볼 때 나에게 그들의 업무를 공유한다.

신
활동

 체의 새로운 
업무방식  신에 한 

태도의 정도

I1 우리 은 자주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하고자 한다.

[51, 69]
I2 우리 은 새롭게 일하는 방법을 찾는다.

I3 우리 은 업무 방식이 창의 이다.

I4 우리 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른 보다 먼  경험한다.

<표 2> 변수의 조작  정의와 측정항목

자료는 SPSS 15.0과 연구모형의 합성을 검증하기 

해 PLS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평가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조작  정의와 측

정항목은 <표 2>와 같다. 변수들의 설문 항목은 

부분 기존의 련연구에서 사용되었던 항목들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의 상황에 합하게 수정되

었다. 1차로 작성된 측정지표에 하여, 지식 역 

문가  정보시스템 문가와 인터뷰를 통해 설

문의 구성과 측정방법에 해 사  의견을 수집하

다. 이러한 사  조사과정을 통해 부 한 문항

이나 모호한 항목을 제거 혹은 수정하여 설문지를 

완성했다. 설문구성은 7  리커트(Likert) 등간 척

도를 사용하 다. 

4.2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는 연구 가설에 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 의 하나인 PLS 경로 

모형을 이용하여 검증을 실시하 다. 우선 SPSS

를 통한 탐색  요인분석을 통하여 설문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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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추출된평균분산(AVE) 조합신뢰도 R Square Cronbach’s Alpha Communality Redundancy

돕는 즐거움 0.886 0.969 0.957 0.886

자기 효능감 0.664 0.854 　 0.792 0.664 　

경 진지원 0.836 0.953 　 0.935 0.836 　

조직보상 0.680 0.914 　 0.901 0.680 　

시스템사용 0.554 0.830 　 0.742 0.554 　

지식공유 0.835 0.938 0.581 0.902 0.835 0.322 

신활동 0.745 0.921 0.224 0.884 0.745 0.165 

모형 체의 합도
(Goodness-of-Fit)

0.547

<표 3> PLS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결과

을 검토하여 설문을 혼선과 에러요인을 제거하고 

설문의 정성을 확보하 다. 신뢰성 분석  타

당성 분석과 구조 모형의 분석은 PLS 경로 모형

을 이용하여 검증하기로 하 다. 

PLS 경로 모형은 기존의 LISREL, EQS, AMOS 

등의 구조방정식 모형과 달리 총 분산인 주성분

(Principal Component)을 기반으로 한 구조방정식 

모형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통

요인(Common Factor)을 기반으로 한 구조방정식

모형과는 달리 크기와 변수  잔차의 정규분포에 

한 제약조건이 없으며[35], 이론 검증보다는 인과

계 측에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분석도구로 알

려져 있다. 이러한 PLS의 특성은 최근 몇 년 동안 

경 정보학  정보시스템 연구자들 사이에서 심

을 증 시켜왔다고 한다. 본 연구의 경우 표본의 크

기가 상 으로 작고 지식공유 로세스 내에서 

유효요인을 분석하여 신 능력이라는 결과와의 경

로를 측한다는 에서 PLS 경로 모형이 본 연

구의 인과 계 측에 더 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LS 경로 모형을 이용

하여 이 연구의 제반 가설들을 검증하 다.

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한 PLS 경로 모형을 

용하기에 앞서서 연구모형의 각 변수(요인)에 

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사  탐색  요인분

석을 실시하 다. 요인분석에 있어 요인추출은 주

성분 분석법을 이용하 으며 요인회 에 있어서는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검정하는데 유용한 직

교회 (Varimax)법을 이용하여 재량이 0.5 이

상인 변수들을 고려하 다.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각 요인에 한 신뢰성

분석인 Cronbach’s alpha의 측정 결과는 모든 요

인이 0.7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의 각 항목들도 각 요인들의 신뢰성이 검증되었

다고 볼 수 있다(<표 3> 참조).

Hair et al.(1998)에 의하면 측정모형의 타당성은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와 별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40]. 

본 연구에서는 Fornell and Larcker(1981)의 견해에 

따라서 수렴타당성은 구성요인의 조합신뢰성(Com-

posite Reliability)  AVE(Average Variance Ex-

tracted)에 의해 평가하고, 별타당성은 구성요인

간의 상 계를 AVE와 비교하여 평가한다[36].

수렴타당성을 평가하기 한 기 으로써, 조합신

뢰성은 0.8 이상의 값을 AVE은 0.5 이상의 값을 

제안하고 있다[35, 40, 63]. <표 3>에 보면, 조합

신뢰성은 모두 기  값을 만족하 고, AVE에 

해서는 모든 요소가 기  값인 0.5 이상으로 도출

되었다. 이와 같은 평과 결과를 종합하여 단했

을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연구모형은 

한 수렴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표 3>의 Communality 값은 측정모형에 한 

통계량으로써 측정모형의 합성(Quality)을 나타

내며 기  값은 최소 0.5 이상이어야 한다. 본 연

구에서 조사된 Communality 값은 모두 0.5 이상

으로써 측정모형의 합성을 만족시키고 있다.

PLS 측정모형의 별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은 

각 요인의 AVE의 제곱근 값이 해당 요인과 다른 

요인간의 상 계수보다 크면 별타당성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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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돕는 즐거움 자기 효능감 경 진지원 조직보상 시스템사용 지식공유 신활동

돕는 즐거움 (0.941) 　 　 　 　 　 　

자기 효능감 0.271 (0.815) 　 　 　 　 　

경 진지원 0.559 0.300 (0.914) 　 　 　 　

조직보상 0.317 0.208 0.413 (0.824) 　 　 　

시스템사용 0.415 0.206 0.422 0.187 (0.744) 　 　

지식공유 0.676 0.258 0.637 0.409 0.448 (0.914) 　

신활동 0.417 0.259 0.437 0.357 0.385 0.474 (0.863)

<표 4> 변수간 상 계 분석결과

주) ( )는 AVE의 제곱근 값.

　 돕는 즐거움 자기효능감 경 진지원 조직보상 시스템사용 지식공유 신활동

H1 0.927 0.245 0.561 0.262 0.414 0.664 0.391 

H2 0.949 0.197 0.551 0.335 0.385 0.618 0.412 

H3 0.942 0.284 0.498 0.295 0.384 0.606 0.383 

H4 0.947 0.294 0.494 0.304 0.377 0.653 0.384 

S1 0.190 0.847 0.187 0.064 0.207 0.188 0.235 

S2 0.144 0.707 0.169 0.014 0.146 0.064 0.219 

S3 0.277 0.879 0.319 0.290 0.160 0.276 0.210 

T1 0.547 0.267 0.906 0.332 0.418 0.620 0.343 

T2 0.513 0.301 0.907 0.436 0.391 0.559 0.466 

T3 0.436 0.243 0.909 0.421 0.357 0.526 0.437 

T4 0.539 0.284 0.934 0.334 0.371 0.615 0.363 

R1 0.139 0.178 0.254 0.825 0.165 0.202 0.242 

R2 0.159 0.179 0.256 0.802 0.152 0.214 0.218 

R3 0.016 0.079 0.167 0.774 -0.020 0.130 0.104 

R4 0.187 0.130 0.301 0.887 0.183 0.296 0.287 

R5 0.460 0.217 0.481 0.829 0.182 0.523 0.404 

K1 0.215 0.210 0.209 0.082 0.728 0.307 0.327 

K2 0.326 0.146 0.339 0.104 0.835 0.378 0.250 

K3 0.430 0.189 0.443 0.220 0.800 0.412 0.346 

K4 0.198 -0.023 0.181 0.171 0.590 0.128 0.200 

KS1 0.685 0.238 0.628 0.339 0.413 0.911 0.467 

KS2 0.635 0.194 0.589 0.352 0.434 0.918 0.379 

KS3 0.523 0.277 0.523 0.436 0.381 0.913 0.450 

I1 0.391 0.198 0.431 0.272 0.345 0.437 0.891 

I2 0.376 0.253 0.365 0.341 0.338 0.477 0.932 

I3 0.338 0.275 0.406 0.300 0.330 0.390 0.887 

I4 0.337 0.161 0.302 0.333 0.324 0.305 0.730 

<표 5> PLS 측정모형(확인  요인분석)의 결과

는 것으로 간주한다. <표 4>를 살펴보면, 각 구성

요인의 AVE의 제곱근 값이 다른 요인간의 상

계수보다 높은 값을 나타냄으로 별타당성을 가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탐색  요인분석에 의해서 

추출된 각 요인들을 기 로 PLS에 의한 확인  요

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를 수행하

다. 이는 PLS 측정모형(Measurement or Outer 

Model)에 한 검증결과로서 설명된다. 

<표 5>는 PLS 확인  요인 분석 결과로써 각 

요인 별로 요인 재 값과 교차 요인 재 값을 보

여주고 있다. 이는 각 요인의 수렴타당성과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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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을 단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이 표에서는 

모든 요인 재 값이 0.5 이상이며, 각 측정변수 별 

요인 재 값이 교차요인 재 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를 통하여 에서 수행한 

분석결과와 같이 각 요인에 한 수렴타당성과 

별타당성이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3 구조모형의 분석결과

본 연구에 한 가설에 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구조 방정식 모형  하나인 PLS 경로 모형

을 사용하 다. 이에 한 검증결과는 PLS 모델

의 경로계수를 통해 분석되었으며, 경로계수를 측

정하기 해 붓스트랩(Bootstrap) 방식을 사용하

다. 붓스트랩 기법은 표본자료로부터 복원추출

에 의해 동일한 분포를 갖는 측정치를 추정하는 

기법으로 PLS 경로 모형에서 주로 경로계수의 유

의성을 평가하기 해 일반 으로 사용되는 방법

이다[7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붓스트랩 기법을 

사용하여 기 표본의 크기를 무작  복원추출을 

통해 136개의 표본을 500개의 붓스트랩 표본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 다. 

이에 한 구체 인 경로계수에 한 통계 검증결

과는 <표 6>과 같다.

구조모형 체의 합도 지표로는 Stone-Geisser 

Q
2 test 통계량인 교차검증된 Redundancy 지표

가 있다. 이 지표는 구조모형의 통계추정량으로서 

구조모형의 합성(Quality)을 나타내며, 그 값이 

양수이어야 한다[26, 72]. 

가설 경로
경로 
추정치

t값.
채택
여부

H1 돕는 즐거움→지식공유 0.415 11.589 채택

H2 자기 효능감→지식공유 0.003 0.102 기각

H3 경 진 지원→지식공유 0.297 8.450 채택

H4 조직 보상→지식공유 0.131 4.501 채택

H5 시스템사용→지식공유 0.126 3.897 채택

H6 지식공유→ 신활동 0.474 12.436 채택

<표 6>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도출된 Redundancy 값 모두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조모형의 측 합성이 존재한다고 

분석되었다(<표 3> 참조). 그 밖에 PLS 경로 모

형의 구조모형에 한 평균 인 합도 평가는 

내생(종속)변수의 R
2 값에 따라 평가된다. Cohen 

(1988)에 따르면 R2 값의 효과 정도는 상(0.26 이

상), (0.13～0.26), 하(0.02～0.13)로 구분하고 있

다[28]. 본 연구의 결과는 모든 내생변수에서 R
2

값으로 확인결과 높은 합성이 존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PLS 경로모형 체의 합도(Good-

ness-of-Fit)은 <표 3>의 모든 내생변수의 R
2의 

평균값과 Communality의 평균값을 곱한 후, 이

를 다시 제곱근 한 값으로 정의된다[72]. 이 합

도는 최소 0.1 이상이어야 하며, 그 크기에 따라

서 상(0.36 이상), (0.25～0.36), 하(0.1～0.25)로 

구분된다. 본 연구의 PLS 경로모형의 체 합

도는 0.547로서 모델의 체 합도가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지 까지 PLS 경로모형에 한 

체 인 모형 합도를 토 로 구조모형의 각 

경로계수에 한 유의성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구조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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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 지식공유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

면 지식공유의 즐거움은 정 인 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t = 11.589, p < 0.001), 경 진의 

지원도 지식공유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 = 8.450, p < 0.001). 한 조직의 보

상(t = 4.501. p < 0.001)과 시스템 사용(t = 3.897, 

p < 0.01)도 지식공유에 정 인 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 지식공유 활동은 의 신활동

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t = 12.436, p < 0.001)

으로 분석되었다.

요약하면 지식공유에 향을 미치는 요소는 자

기 효능감을 제외한 모든 요소가 지식공유에 향

을 주었으며 지식공유 활동은 신활동에 높은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설검증 

결과를 <표 6>에서 정리하여 제시하 다. 

5. 결  론

5.1 토의와 결론 

본 연구의 목 은 격하게 변해가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의 활동은 더욱 요하여 지고 있으며 

아울러 스마트하게 변화되어 가는 근무 환경에 있

어서 의 신활동과 지식공유, 그리고 이에 

향을 미치는 사  변수들을 인지하고 그 향을 

살펴보는 데 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다섯 가지의 잠재선행요인들이  내의 지식공유

에 얼마나 향을 미치고, 이 게 향을 받은 지

식공유가  신활동의 수 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 지 서베이 방법으로 분석해 보았다. 설문

에 의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  타인을 돕는 즐거움이 지식공유에 향을 

제일 강력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을 

돕는 즐거움이 지식공유에 요한 요소이라는 사

실은 선행연구인 정재훤 외(2009), Davenport and 

Prusak(1998), Wasko and Faraj(2005)에서 냈던 

결과와 동일하다[19, 33, 74]. 이는 지식공유에 있

어 조직이나 기술 인 개인 외 인 요인보다는, 

개인이 가지는 태도와 바라보는 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지식공유를 진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이다[53]. 

한편 지식에 한 자기효능감은 지식공유에 미

치는 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

기 효능의 이론  요성을 강조한 Luthans(2002)

와 Lin(2007)의 결과와는 조  다르게 나타났다

[57]. 연구 상인 정보통신 기업의 특성이 구성원 

혼자서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로젝트나 Task-

force와 같은 임시조직으로 문제 해결을 많이 한

다는 을 볼 때, 지식에 한 자기 효능감의 향

보다는 상 방의 지식에 한 의존성을 더 요하

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심의 문

제해결이 심이 되는 조직유형에서는  수 의 

효능감이나 상호 의존성을 지식공유의 주요 선행

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 인 요인에서 최고경 자나 주요 경 진의 

심은 지식공유에 있어서 매우 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도 경 진의 심은 지식공유 활동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차원에서 

지식공유를 가능하게 만드는 문화는 경 진의 참

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기존연구[58]와 맥을 같

이한다. 조직차원의 보상도 지식공유 활동에 정

 향을 다는 결과는 기존연구[11, 53, 59]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존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지

식 리시스템이나 지식공유 활동 자체의 성과에 

따라 인센티 나 보상이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공유 활동을 통해  체의 성과가 향상됨으

로써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포함된다.

시스템 사용도 지식공유에 미약하지만 정  

향을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1, 11]에

서 나타내는 정보시스템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한 견해와 동일하다. 정보시스템은 실제로 지식공

유를 가능하게 만드는 체계라는 에서 지식공유

가 가능하게 만드는 효과 인 도구이다. 한 최

근의 지식공유 방안으로서 블로그나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가 각 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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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에서 시스템의 사용은 지식공유에 있어 

요한 고려요인이다[2]. 

지식공유 활동이 의 신활동에 향을 다

는 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조직의 신수 을 

정한다[54]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개인에게 

한정되어 있는 지식을 원 상호간의 공유를 조직 

체에 기여하게 되고 이러한 상이 신의 선행

요인이 된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지식공

유는 의 지속 인 차별 인 경쟁력이 될 수 있

다는 [53]에서 성공 인 성과를 창출하려는 

이라면 지식공유를 진해야 한다.

본 연구의 이론  실무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의 지식공유와 신활동과의 계를 설

명하려고 시도했던 기존연구의 경우 부분 기업

의 성과로서 신을 상으로 하거나, 기업 간 

계에서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큰 비 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내 서로 다른  간의 지식공

유가 의 신활동에 어떤 향을 주는지를 살펴

봤다는 에서 새롭게 시도하 다는 이론  기여

도가 있다. 둘째, 지식공유에 향을 주는 요인을 

개인 , 조직 , 기술  요소의 3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을 변수로 제시하 다. 지식공유의 선행요인

들이 개인, 조직, 기술의 측면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지 살펴본 것이다. 셋째, 의 신활동

에 향을 주는 지식공유, 그리고 이에 미치는 

향 요인들 간의 상호 가 치를 도출함으로써  

신활동을 한 세부 인 략과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하고 있다. 를 들면, 개인에

게 지식공유가 매우 즐거운 행동이 되도록 조직문

화를 활성화 시키고, 한 보상체계를 수립함으

로써 의 지식공유를 진할 수 있다는 이다. 

특히, 규모 조직차원에서 지식공유를 추진하거

나 혹은 개인단 로 지식공유를 추진함으로써 실

패를 경험한 조직일수록 개별 을 기반으로 효과

인 지식공유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는 에서 

실무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넷째, 의 신활동

을 강화시키기 해서는 원들 간의 지식공유가 

매우 요한 필요조건이다. 부분 기업의 신활

동은 주로 업무 신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구성원

이 련 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고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 이외는 심을 

가지지 않으므로 신이 일부의 구성원을 한 행

사가 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의 신활동을 

진하려 한다면 다양한 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수

에서 활동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이 성숙화하면서 이제는 근

무의 성격과 근무를 감독하는 메카니즘이 바 어

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식정보사회

에서 산업생산시 의 패러다임에 근거한 근무형태

를 강요할 수 없다는 스마트워크에 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 게 변화하는 미래의 근무형태와 

환경을 정확하게 측하기는 어렵겠지만  내의 

지식공유가 더욱 요해지고  수 에서의 신

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은 자명해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미래형 스마트워크 환경에 

있어서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한 기본 인 

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어 지식 공유와 실제 성과

간의 후속 연구들로 이어질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5.2 연구의 한계

본 연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연구의 한계

으로 인해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신 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보다 면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편이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 표본은 국내 최 의 통신업체의 정

보통신 사업부를 상으로 하 다. 그러므로 조직 

체의 문화, 조직운  방향, 시스템 환경 등이 개

별 에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

에서는 제조업  서비스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

의 을 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

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에 이외에 지식

공유에 향을 미치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 향후

에는 이들 변수들에 한 추가 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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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매개변수로서 지식공유의 개념을 더 명확하

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식공유는 지식이 , 지

식기여, 지식수집 등 다양한 개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식공유를 이루는 세부 활동을 검토하여 

지식공유의 어떤 단계에서 신활동이 향을 받

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

활동의 결과물인 신성과를 고려한 연구로 확

하여 지식공유와 신성과를 종합 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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