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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지식정보사회의 출현으로 기업은 지식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을 창출, 이전 및 활용하는 지식경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본과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식경영의 활성화를 통해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관리시스템과 지식경영활동의 관계를 실증분석하며, 그러한 관계에서 조직구조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증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은 강원 영서지역에 입지한 227개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의 배부 및 회수를 통해 이루어졌다.     

관리시스템이 지식경영에 미치는 효과 및 조직구조로서 분권화와 공식화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최고경영층지원과 교육훈련은 지식획

득과 지식이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리시스템(최고경영층지원, 보상체계, 교육훈련)과 지식경영의 관계에서 분

권화와 공식화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분권화는 교육훈련이 지식이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화는 

최고경영층지원과 보상체계가 지식획득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감소시키며, 보상체계가 지식이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감소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최고경영층지원과 교육훈련이 지식획득과 지식이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최고경영층은 구성원들의 제안이나 아이디어 창출을 

장려하고, 수평적 의사소통채널을 활성화하여 생성된 지식과 정보가 구성원들에게 폭넓게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훈련

을 업무상 아이디어 창출과 관련된 기법을 습득하도록 하며, 교육훈련 이후의 전파교육을 통해 지식생성과 지식이전을 촉진하도록 설계할 필

요가 있다. 분권화는 관리시스템이 지식경영활동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촉진하는데 반해 공식화는 긍정적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권한위임과 재량권 위양을 통한 분권화를 지향하고, 규정과 절차에 따르기 보다는 조직간소화를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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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

에서 99.9%, 종사자수(고용측면)는 85.8%를 차지하고 있으며

(Park, 2015), 대기업의 성장기반은 중소기업과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통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경영자원 및 핵심역량

의 부족으로 지속적인 경영성과 창출과 사업구조 고도화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적 경쟁력 성장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차이도 지속적

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Ahn et al., 2013).
대기업에 비해 전문인력과 자본부족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 어 산업에

서의 경쟁력이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규모에서 점차 지

식이나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는 지식경제사회로 전이되고 있

다. 과거 자본집약적 산업이 주도하는 사회체제에서는 기업규

모, 즉 자본규모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면 이제는 규모

가 아닌 아이디어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이 주요한 경쟁력

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것

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급격하게 변화하는 무한 경쟁의 기업경영 환경에서 

기업들은 기존의 경영관행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글

로벌 경영환경에 도전 받고 있다. 이러한 경영환경에서 지식 

자산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정보통신 

및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지식기반 경제체제로의 경영 환경

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국

내․외 학계 및 산업계에서 관심을 갖는 주제가 지식경영이다. 
구체적으로 지식 사회에서 기업이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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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영 자원은 지식이며, 이를 축적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적 자원을 바탕으로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처하며 환

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여 경쟁 우위의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기업 경쟁 전략의 초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도 지식경영에 대한 관심과 지식경영의 활성화가 시급하

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식경영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발

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중소기업에서는 경영자가 지식경

영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종업원을 생산과 판매현장에 

투입하여 생산 및 매출 향상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우

리 중소기업의 현주소이다(Park, 2008). 특히, 대부분 국내 중

소기업들에 있어서 지식경영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경영자들이 지식경영의 운용방식과 효과에 대해 제대

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지식을 활용하려는 조직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층

의 인식부족 또한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조직의 

지식 자산의 수준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그

로인해 지식 자산의 수준에 상황 적합성을 갖는 지식경영 전

략의 수립이나 지식경영을 통해 나타나는 성과에 대해 정확

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Lee, 2005; Chang, 2011). 
본 연구에서는 관리시스템과 지식경영활동의 관계를 실증분

석하며, 그러한 관계에서 조직구조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관리시스템이 지식경영에 미치는 효

과가 분권화와 공식화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다른 가를 제시

함으로서 관리적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2.1 지식경영

지식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지식

경영에 대하여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Nonaka & 
Takeuchi(1995)는 지식경영을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여 이를 

전 조직으로 확산시키고 이것을 다시 상품 및 서비스로 구체

화하는 프로세스라고 정의하였다. Wiig(1997)는 지식경영은 

경영활동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지식 자산으로부터 최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식을 창출, 갱신, 적용하는 일

련의 체계적이며 명시적, 의도적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국

내 연구에서 Kim(2006)은 지식경영을 새로운 지식의 생성과 

조직 구성원 간 지식과 경험의 공유, 활용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모든 조직적 노력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지식경영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연구 

분야나 접근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공통된 

견해를 발견할 수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복잡계의 다양한 

경영 환경 속에서 조직 내․외부의 지식을 획득하고 이전하여 

필요한 부문에 적기에 활용함으로써 경쟁우위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지식경영의 본질은 지식을 획득하고 획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전략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모든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지식경영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Arora, 2002). 첫째, 조직 내 지식 

활용도 제고와 둘째, 지식의 창출이나 혁신을 촉진하며 셋째, 
구성원 간의 협력 증진으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Geisler(2007)는 지식경영 활동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지식의 속성에 대한 유형, 지식의 생성, 공유, 전파와 같은 지

식경영 프로세스에 대한 유형, 지식경영 인프라스트럭처를 다

루는 유형이 그것이다. 그는 지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기술, 조직, 경영 이슈와 같은 인프라스트럭처가 중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Malhotra(2001)는 기존 지식 활용의 최적화와 효율지향의 정

보처리 모형, 새로운 지식 생성과 재창조를 위한 상황이해 모

형을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축약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지

식 프로세스를 동시적이고 병행적으로 통합하였을 때 사업 

가치와 고객 가치를 향상시키는 지속적인 혁신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또한 지식경영 활동을 경영전반의 패러다임으로 

조직 구성원 문화 인프라 등 기업을 이루는 모든 구성요소의 

작용 원리를 뜻하며 기술적인 측면과 관리적인 측면을 병합

하는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Abecker, et al. 1998). Kim & 
Choi(2003)은 지식을 저장, 검색, 공유, 활용하는 일련의 지식

관리 과정에 있어서 지식관리시스템이 중요하다며 능동적 학

습객체를 구현하는 지식경영시스템을 제안했다.
Kim(2006)은 지식경영을 ‘효과적 지식관리를 위한 조직적, 

문화적, 기술적 측면을 포함한 제반 활동으로 보는 광의의 지

식경영 프로세스와 지식을 하나의 관리 대상으로 보고 지식

의 창출, 평가, 보관, 활용, 폐기 등 일련의 관리 활동을 협의

의 지식관리 프로세스로 구분하고 협의의 지식관리 프로세스

를 실증 분석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은 지식경영을 지식 흐름의 프로세스 관점에

서 연구하고 있다. 지식을 획득, 이전, 공유, 활용, 학습, 창출

하는 지식관리 프로세스를 하나의 지식경영 활동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Rao, 2004; Alavi & Leidner, 2001; Nonaka & 
Takeuchi, 1995; Park et al., 2013). 이와 같이 지식경영이란 새

로운 지식을 원활하게 창출하고 창출된 지식이나 정보를 구

성원들에게 전파되어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공유하거

나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여 신제품개발이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활용하는 일련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2.2 관리시스템과 지식경영

지식경영을 조직 전체로 확산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Ruggles, 1998), 최고경영

층의 지식경영에 대한 가치인식과 리더십 및 보상은 기술적, 
문화적 요소, 측정 등과 함께 지식경영의 핵심동인이다(O'Dell 
& Grayson, 1998). 또한 Nonaka & Takeuchi(1995)는 최고경영

층의 비전과 구성원의 창조성을 통합하고, 조직 지식으로 변



중소기업의 관리시스템과 지식경영의 관계 및 분권화와 공식화의 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 제10권 제6호 (통권42호) 169

환하는 지식 창출의 리더로서 중간관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 Chua(2004)는 지식관리시스템을 기반서비스, 지식서

비스, 표현서비스의 3개 층으로 구성하였다. 기반 서비스 층

에서는 지식에 대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구와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다. 지식서비스는 지식의 생성, 공유 및 재활용이 이루어지

는 역할을 한다. 표현서비스는 창출되거나 공유된 지식을 개

인화 내지 가시화하는 기능이다.
지식경영을 위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을지라도 지식의 

창출, 공유 및 재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기업의 경쟁력 제

고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

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Wong, 2005; Wakefield, 2006). 지
식경영이 성공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리더십과 

지원, 적절한 보상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유연한 교육훈련 프

로그램의 구축과 같은 적절한 관리시스템이 존재하여야 한다

(Wong, 2005; Scarbrough, 2003; Johannessen & Olsen, 2003; 
Chen & Huang, 2009).  따라서 지식경영에서 조직 구성원을 

통합하고 조직 목표를 달성하려면 최고경영층의 비전 확립과 

지원, 공정한 평가에 따른 성과에 대한 보상, 지속적인 지식

의 획득과 이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및 조직학습의 

고양이 중요하다.
최고경영층은 조직의 상황과 능력에 대한 공유된 관점을 제

공하고 이를 통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Lyles & Schwenk, 1992). 최고경영층의 지원은 일반적

으로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에 조직 구성

원이 지식의 공유와 활용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최고

경영층의 말과 행동은 조직, 문화, 그리고 규범에 영향을 미

치며, 전략적 방침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Carpenter 
& Fredrickson, 2001; Chang, 2011). 최고경영층의 리더십과 적

절한 지원은 지식경영의 성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다. 그 이유는 최고경영층은 지식경영에서 요구되거나 기대

되는 행동을 보여주는 모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

과 태도는 구성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다.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구성원들 간에 

전파 및 공유하며, 실무에 응용하는 모범을 보일 때 구성원들

도 이를 추종함으로서 지식경영의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Wong, 2005). 이러한 근거는 많은 지식경영시스

템의 도입이 실패한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최고경영층의 반

발에서도 나타난다(Wakefield, 2006).       
지식이전과 공유를 촉진하고 조직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하

여 공정한 평가와 보상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조직의 보상과 인센티브 시스템이 조직성과에 대

한 종업원의 노력과 기여를 향상시킨다는 주장을 지지하고

(Wiig, 1997; Zenger & Marshall, 2000; McDermott & O'Dell, 
2001), 보상과 인센티브는 지식경영 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거

나 조직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 

고려된다(O'Dell & Grayson, 1998; Chang, 2011). 평가와 보상

시스템은 인적자원관리의 주요영역 중의 하나로서 구성원들

의 행위를 조직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데 유용하다. 구성

원들이 적절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공유하며, 작업개선

이나 혁신과 같이 기업 조직의 경쟁력 강화에 공헌하는 경우

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식경영은 더욱 활성화

된다는 것이다(Scarbrough, 2003). 보상이 지식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실증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Chen & 
Huang, 2009; Scarbrough, 2003).    
교육훈련은 구성원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며 참여자들 간의 지식이전을 촉진시킨다(Kim et 
al., 2001). March(1991)에 따르면 개인들이 더 나은 다른 사람

들의 지식에 접근할 때, 적어도 성과향상의 두 가지 유형, 지

식의 재사용을 통한 향상된 효율성과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통한 향상된 혁신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훈련에

서 학습한 지식, 기술 등을 자신의 업무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 과정을 ‘교육훈련 이전’이라고 하였

다(Kang & Kim, 2005; Chang, 2011). 교육훈련은 지식경영의 

역량을 제고하는 주요 수단의 하나이다. 지속적인 개발과 교

육훈련은 구성원들의 잠재역량이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새로운 지식생성이나 활용에 대한 

응용력을 높이게 된다는 것이다(Nonaka & Takeuchi, 1995). 결
국 교육훈련은 구성원들에게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지식을 

생성 및 공유하며, 활용하는 능력을 제고함으로서 지식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Chen & Huang, 2009; 
Johannessen & Olsen, 2003). 이처럼 교육훈련은 경영 활동을 

촉진해 나가면서 지식이전과 공유에 매우 중요하며 조직의 

소통과 조직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

서 나타난 바와 같이 최고경영층의 관심과 지원, 적절한 보상

시스템 그리고 교육훈련은 지식경영이 활성화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근거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 관리시스템(최고경영층 지원, 보상시스템, 교육훈련)은 
지식획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관리시스템(최고경영층 지원, 보상시스템, 교육훈련)은 
지식이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관리시스템과 지식경영 관계에서 조직

구조의 역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조직 구성원들을 한 방향으로 집중

시키며 창조적 부가가치 창출의 기본이 되는 지식기반 구조

는 지식경영에 매우 중요하다. Prokesch(1997)는 조직내부나 

부서 간에도 지식을 효과적으로 모방, 학습할 수 있는 조직 

형태를 연구하였으며 지식경영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서는 전통적인 계층구조가 아닌 사업단위의 부서장에게 최대

한 권한을 이양하는 수평적이고 분산된 조직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또한 Nonaka & Takeuchi(1995)는 조직구조를 수직적 

조직의 효율성과 수평적 조직의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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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텍스트 조직구조를 제안하였다. Quinn et al.(1996)의 주

장에 따르면 오늘날의 극심한 경쟁 환경에서 조직의 주요 기

능은 지식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직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조직

구조는 기존의 수평적 조직 및 매트릭스 조직을 포함하는 개

념으로 네트워크조직을 제시하였다(Chang, 2011).
이처럼 조직구조는 동일한 관리시스템을 구현하더라도 지식

경영에 미치는 효과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지식경영을 설계함

에 있어서 관리시스템과의 조합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

이다. 지식경영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조직구조

로서는 분권화와 공식화를 들 수 있다. 분권화는 의사결정 구

조가 상위 계층에 집중되지 않고 중간관리층이나 현장에 많

이 위양된 형태이다. 이와 반대로 상위계층에 집중된 형태를 

집권화 조직이라 칭한다. 일반적으로 의사결정 권한이 상위계

층에 집중되는 경우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저해하며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저해한다는 것이다(Teece, 2000). 그리고 공

식화는 업무처리 절차나 의시결정 과정이 명문화되거나 규정

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공식화가 높은 경

우 이러한 업무처리나 의사결정이 표준화되고 규격화되기 때

문에 다양한 의견이나 아이디어의 생성이 어렵게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공식화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표준화된 형식에 따르기 보다는 자유롭게 이루어

지기 때문에 지식창충과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는 것이다(Jarvenpaa & Staples, 2000).
지식경영의 활성화를 위해 최고경영층이 지원하고 그에 적

절한 보상시스템을 도입하며, 교육훈련이 이루어진다 하다라

도 조직구조가 집권화되고 공식화 정도가 높다면 지식경영에 

미치는 효과는 낮을 것이다. 이에 반해 조직구조가 분권화되

고 공식화의 정도가 낮다면 구성원들의 아이디어 창출과 공

유가 활성화되며, 지식의 활용도 촉진된다는 것이다(Chen & 
Huang, 2007; Lee & Choi, 2000). 이상과 같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3: 분권화 정도가 높을수록 관리시스템이 지식경영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강할 것이다.
가설 4: 공식화 정도가 높을수록 관리시스템이 지식경영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낮아질 것이다.

Ⅲ. 연구설계

3.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의 표본추출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

인 구성요소를 표본으로 선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인 표본추출오차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배부 및 회수는 2015년 4월부터 7월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지역적으로는 강원 영서지역에 입지한 중소기

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1차적으로 우편에 의한 설문의 배부대

상은 지역 상공회의소의 명부를 근거로 100개 기업에 대해 

총 350부의 설문을 발송하였다. 설문지를 우편발송한 후에는 

전화 및 방문으로 설문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을 구하

여 총 248부의 설문을 회수하였다. 이 중 주요 문항에 대한 

응답이 없거나, 전반적으로 누락이 심한 경우, 또는 반복적 

응답이 심한 경우 등을 제외한 나머지 227부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관리시스템으로서 최고경영층 지원, 보상

체계, 교육훈련이 지식경영(지식획득, 지식이전)에 미치는 효

과에 대한 가설 1, 가설 2의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리고 관리시스템과 지식경영의 관계에서 분권화

와 공식화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 3, 가설 4는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Van Dyne et al. 1994). 

3.2 변수의 측정 및 타당성분석

본 연구에서는 구성개념타당성 중 판별타당성의 확보를 위

해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기법인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리고 요인회전 방법으로는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여 회

전하는 방법인 직각교차법을 이용함으로서 연구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각 문항의 선정은 

Price & Mueller(1986)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요인적재량이 

0.5 이상인 것만을 채택하였으며, 신뢰도는 0.6이상을 기준으

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특정 문항 선정시 두 개 이상 성분간

의 차별성을 주기 위해 상위 2개 하위성분의 요인적재치 간

의 차이를 0.2이상인 것으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특정 문항의 

상위 2개 요인적재치간 차이가 적으면 구성성분에 대한 정체

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Van Dyne et al., 1994). 각 요

인의 개수에 대하여는 사전에 구성요인의 수를 제시하기보다

는 아이겐 값 1.0을 기준으로 요인을 구성함으로서 설명력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 기준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많은 문

제를 가져올 수 있는데 요인의 수가 많아지면 의미 있게 나

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의미 없는 요인으로 분리되어 버

릴 위험이 있다(Chang,  2011). 
<표 1> 관리/조직구조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설문문항
최고경영층

지원
분권화

교육
훈련

공식화
보상
체계

지식경영인지도 .787 .245 .181 .288 .186
지식창조 강조도 .817 .155 .222 .256 .247
지식활용 강조 .851 .209 .194 .199 .208
지식이전 중시 .794 .248 .176 .241 .266
지식창출 보상 .258 .251 .351 .139 .757
지식이전 보상 .302 .243 .224 .197 .803
지식활용 보상 .276 .243 .207 .279 .778

교육프로그램 빈도 .161 .105 .838 .184 .178
교육훈련 중시 .206 .194 .834 .090 .215
교육훈련 기회 .182 .210 .804 .088 .183
권한위임 정도 .199 .745 .199 .188 .259
업무 자율성 .256 .855 .192 .173 .157
의사결정 권한 .204 .835 .162 .172 .207
규정의 명문화 .273 .255 .098 .820 .158
업무절차 명문화 .308 .234 .155 .822 .092
업무 표준화 .186 .064 .132 .806 .250
Eigen-value 3.325 2.570 2.563 2.525 2.376
구성비(%) 20.783 16.066 16.021 15.78 14.853

누적구성비(%) 20.783 36.848 52.87 68.65 83.502
Cronbach-α .924 .895 .876 ,824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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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변수 중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Kim et al.(2001), Chang(2011)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문항을 응

용하여 제시하였다. 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로서 최고경영층지

원, 보상체계, 교육훈련에 대해 각각 4개 문항씩 12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조직구조 변수인 분권화와 공식화에 대해

서는 Lee & Choi(2000)와 Chen & Huang(2007)에서 사용된 변

수를 응용하여 제시하였다. 최고경영층지원의 경우 아이겐값

이 3.325이며, 분권화 2.570, 교육훈련 2.563, 공식화 2.525, 보

상체계 2.376로 각각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아이겐값 구성비

는 20.783%∼14.853%로 나타났다. 이처럼 구성비가 특정 성

분으로 집중되지 않았음은 응답자가 동일한데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공동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성분별 신뢰도 Cronbach-
α는 .924∼.802로 나타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지식경영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설문문항 지식획득 지식이전

신지식 효과적 창출 .810 .289

신제품개발 지식획득 .874 .207

지식동아리 활동 장려 .867 .247

제안활동 장려 .756 .300

구성원간 정보교류 장려 .255 .900

부서간 정보교류 장려 .258 .909

지식공유 인트라넷 활용 .307 .821

Eigen-value 2.968 2.588

구성비(%) 42.405 36.973

누적구성비(%) 42.405 79.378

Cronbach-α .915 .907

지식경영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Alavi & Leidner(2001)의 

연구에서 활용된 문항을 근거로 지식획득, 지식이전, 지식활

용에 대해 4개 문항씩 12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지

식이전에 관련된 1개 문항은 요인적재치가 2개 성분에 걸쳐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지식활용에 관한 4개 문항은 지식이전

과 동일한 성분으로 묶이거나 다른 성분과 비슷한 요인적재

치를 나타나게 되어 변수 구성에서는 제외하였다. 최종적인 

요인분석결과 나타난 변수로서 지식획득과 지식이전에 대한 

아이겐값은 각각 2.968, 2,588로 나타났으며, 구성비는 각각 

42.405%, 36.973%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식획득과 지식이전의 

신뢰도인 Cronbach-α도 .915와 .907로 나타나 동질성이 비교

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Ⅳ. 조사결과의 분석

4.1 관리시스템과 지식경영의 관계

관리시스템(최고경영층지원, 보상체계, 교육훈련)과 지식경영

(지식획득, 지식이전)의 관계에 대한 가설 1, 가설 2를 검증하

기 위해 지식획득, 지식이전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결

과는 <표 3>과 같다. 통제변수인 업력, 종업원수 및 독립변수

인 지식획득과 지식활용을 예측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의 지식획득에 대

한 설명력(R2)은 0.424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최고경영층(β
=.349, p<.01)과 교육훈련(β=.266, p<.01)은 모두 지식획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상체계는 

지식획득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관리시스템과 지식획득의 관계에 대한 가설 1은 p=.05 
수준에서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표 3> 관리시스템과 지식경영의 관계

종속변수    
예측변수

지식획득 지식이전

업력 -.021 -.066

종업원수 .029 .041

최고경영층지원 .349** .311**

보상체계 .100 .119

교육훈련 .266** .328**

R2 .424 .475

F 56.230** 63.946**

* p < .05, ** p <.01

다음으로 관리시스템과 지식이전의 관계에 대한 가설 2의 

분석결과 최고경영층(β=.311, p<.01)과 교육훈련(β=.328, 
p<.01)은 모두 지식이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보상체계는 지식이전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시스템과 지식이전의 관계에 대한 

가설 2도 p=.05 수준에서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4.2 관리시스템과 지식경영의 관계에서 조

직구조의 조절효과

관리시스템과 지식경영활동(지식획득, 지식이전)의 관계에서 

조직구조인 분권화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 3, 공식화의 조절

효과에 대한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먼저 관리시스템과 지식경영의 관계에서 분권화의 조절효과

에 대한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형 1에서 조절효과, 즉 독립

변수와 조절변수가 상호작용하여 지식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검증하기 위해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업력, 종업원수)와 

독립변수(최고경영층지원, 보상체계, 교육훈련)를 예측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예측변수에 의한 종속

변수인 지식획득에 대한 설명력(R2)은 .424로 나타났다. 다음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투입된 예측변수에 조절변수인 분권

화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분

권화는 지식획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208, p<.01). 다음으로 3단계에서는 분권화의 조절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상호작

용항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

시한 결과 상호작용항인 최고경영층*분권화, 보상체계*분권

화, 교육훈련*분권화 항의 표준화회귀계수가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리시스템과 지식획득의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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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의 조절효과는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모형2에서는 관리시스템과 지식이전의 관계에서 

분권화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형 1에서와 같이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외 

독립변수를 예측변수로 하며, 지식이전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

중회귀분석결과이다. 예측변수에 의한 지식이전에 대한 설명

력(R2)은 .475로 나타났다. 다음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투입

된 예측변수에 조절변수인 분권화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분권화는 지식이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15, p<.01). 다음으로 3단
계에서는 분권화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

절변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상호작용항을 추가적으로 투입하

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시한 결과 3개 상호작용 항 

중에서 교육훈련×분권화 항의 표준화회귀계수가 유의적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β=.803, p<.05), 다른 항은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훈련과 지식이전의 관계에서 분

권화의 조절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표 4> 관리시스템과 지식경영의 관계에서 분권화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예측변수 

단계

지식획득(모형 1) 지식이전(모형 2)

1 단계 2 단계 3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업력 -.021 -.018 -.019 -.066 -.063 -.059
종업원수 .029 .034 .044 .041 .045 .043

최고경영층지원 .349** .274** .556** .311** .238** -.096
보상체계 .100 .086 .167 .119 .100 .262
교육훈련 .266** .205** .092 .328** .266** .681**

분권화 .208** .613** .215** .500**
최고경영층지원*분권화 .612 .571

보상체계*분권화 .178 .245

교육훈련*분권화 .188 .803*
R2 .424 .449 .459 .475 .502 .516
△R2 .025 .009 .027 .014

F 56.230** 51.718** 35.516** 63.946** 63.789** 44.585**
* p < .05, ** p <.01

관리시스템과 지식경영의 관계에서 공식화의 조절효과에 대

한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모형 1은 관리시스템과 지식획득의 

관계에서 공식화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1단계에서

는 통제변수(업력, 종업원수)와 독립변수(최고경영층지원, 보

상체계, 교육훈련)를 예측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이들 예측변수에 의한 종속변수인 지식획득에 대한 설

명력(R2)은 .424로 나타났다. 다음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투

입된 예측변수에 조절변수인 공식화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공식화는 지식획득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단계에서는 

공식화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상호작용항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시한 결과 상호작용항 중 최고경영층

*공식화(β=-.815, p<.01), 보상체계*공식화(β=-.693, p<.05) 항

의 표준화회귀계수가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며, 교육훈련*공식

화 항의 표준화회귀계수는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리시스템과 지식획득의 관계에서 공식화는 부분적

으로 조절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표 5> 관리시스템과 지식경영의 관계에서 공식화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예측변수

단계

지식획득(모형 1) 지식이전(모형 2)

1 단계 2 단계 3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업력 -.021 -.024 -.037 -.066 -.062 -.061

종업원수 .029 .031 .034 .041 .044 .044

최고경영층지원 .349** .320** .733** .311** .308** .421**

보상체계 .100 .122 -.241 .119 .121 -.256

교육훈련 .266** .262** .110 .328** .335** .585**

공식화 .021 -.066 -.012 -.039

최고경영층지원*공식화 -.815** -.214

보상체계*공식화 -.693* -.739*

교육훈련*공식화 .311 -.487

R2 .424 .425 .447 .475 .472 .478

△R2 .001 .017 .000 .006

F 56.230** 47.470** 33.629** 63.946** 56.528** 38.370**

* p < .05,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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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2는 관리시스템과 지식이전의 관계에서 공식화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

다.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에서 조

절변수인 공식화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

식화는 지식이전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3단계에서는 공식화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상호작용항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시한 결

과 상호작용항 중 보상체계*공식화(β=-.739, p<.05) 항의 표

준화회귀계수가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상호작용항의 

표준화회귀계수는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리시스템과 지식이전의 관계에서 공식화는 부분적으로 조

절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최근 지식경영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관심사로 떠오

르고 있는 이유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생산 및 관리활동에 따

른 높은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고 고객서비스 질을 향상시키

며 기업의 경쟁력 확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

엇보다도 지식경영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기술이 매우 빠르게 

진보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인터넷 출현으로 각 개인

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시공간을 초월하여 습득할 수 있

도록 했으며, 이전까지 불가능해 보였던 신속한 정보처리, 체

계적인 분류와 축적, 공유 및 관리를 손쉽게 해줌으로써 지식

경영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게 되었다(Chang, 2011). 특히 중

소기업의 경우 많은 자본과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혁신을 추

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식경영을 통한 혁신은 바람직할 

것이다.  
분석결과 관리시스템 중 최고경영층지원과 교육훈련은 지식

획득과 지식이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수집이나 아이디어 창출과 같은 

지식획득활동은 최고경영층지원과 교육훈련에 의해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최고경영층지원은 상대

적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소

유경영자의 개인적 경영능력에 의해 경영성과가 좌우되는 특

징이 있다. 따라서 최고경영층의 지원은 지식획득과 같은 지

식경영 활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지식획득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이

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양한 소프

트웨어를 구비하고 구성원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을 구비하여야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업무처리 전산화에 

필요한 종업원들의 교육훈련도 필요하다.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정보교류나 부서간 정보교류와 같은 

지식이전활동은 지식획득과 마찬가지로 최고경영층지원과 교

육훈련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식획득

과 마찬가지로 지식이전 활동의 경우도 최고경영층의 지원과 

배려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식이전 활

동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전문 인력의 확보, 사무처

리의 전산화 등도 지식이전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구성원에 대한 전산관련 교육과 구성원에 대한 업무

적 재량권의 위양 등도 지식이전의 활성화에 필요한 요소라 

하겠다.
분권화 조직구조는 교육훈련에 따른 지식이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식화는 최고경영층지원이 지식획득과 

지식이전에 긍정적 효과를 감소시키며, 보상체계가 지식이전

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지식획득이나 지식이전과 같은 지식경영이 활성화되기 위

해서는 중간관리층이나 업무담당자에게 의사결정권한을 위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을 지나치게 규

정과 절차에 따르기 보다는 소규모 중소기업의 특성인 규정

과 규칙의 간소화, 그리고 의사소통의 단순화를 추진함이 바

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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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ial System and Knowledge

Management,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Decentralization

and Formalization in Smal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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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ial system(CEO support, pay system, education & training) and 
knowledge management,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decentralization and formalization in small business. In order to verify and achieve 
the purposes mentioned above, questionnaire data are gathered and analysed from 227 subjects in Kangwon-do province.

Multiple regression and multipl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applied to test the proposed hypotheses: 1)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ial system and knowledge acquisition, 2)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ial system and knowledge transfer, 3) the 
moderating effects of decentraliz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ial system and knowledge management, 4) the moderating 
effects of formaliz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ial system and knowledge management. Empirical survey'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knowledge acquisition and transfer appeared to be positively related with CEO support and education & training. Second, 
education & training was verified to be more positively related with knowledge transfer in higher decentralization group than in lower 
group. Third,  CEO support and education & training were more positively with  knowledge acquisition in lower formalization group 
than in higher group. Fourth, pay system were more positively with knowledge transfer in lower formalization group than in higher 
group. 

KeyWords: knowledge management, CEO support, pay system, education & training, decentralization, form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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