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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공기업의 성공 인 KM 추진 략의 실행도와 요성 인식도가 KM 성과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수

행을 해서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공공기   민간기업의 성공 인 KM 추진 략  KM 성과를 고찰하여 핵심요소를 악하 다. 둘째, 

KM을 실행하고 있는 공기업을 상으로 략의 실행정도, 요성 인식도, 그리고 KM 성과를 측정하 다. 셋째, KM 략의 실행정도와 요

성 인식도 간의 복합 계가 KM 성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하 다. 그 결과, KM 략의 실행뿐만 아니라 요성에 한 종업원의 인식

제고가 KM 성과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KM을 성공 으로 이끌기 해서는 KM 추진 략에 한 종업원들의 이해 

 요성 인식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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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implementation and recognition for KM strategies on KM performances 

in public enterprises. The research identified critical factors of KM strategies and performances through literature review, measured the 

degrees of implementation and significance recognition for the strategies targeting public enterprises, and analyzed the KM performance 

levels based on the combined degrees of the implementation and the recognition for KM strategies. The findings illustrate that not only 

the KM strategies implementation, but also the significance recognition can affect the KM performances. The researchers urge that 

organizations, in advance, should request their employees' understanding and significance recognition for KM strategies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ir knowledg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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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조직 구성원들의 지식 공유  활용으로 조직 역량을 강

화시키는 활동인 지식경 (이하 KM)이 부각되면서(Grant, 

1996), 지식을 략 으로 활용하기 한 기업들의 노력은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 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공기

업의 KM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원하는 장소에서 

시에 활용함으로써 업무성과를 극 화하고 공기업의 경쟁

력을 제고시키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조직의 지식은 

개별 구성원들의 지식에 근원하며, 개별 지식은 개인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 창출, 기록, 용하

는 과정을 통해 발생된다(Davenport & Prusak, 2000).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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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별지식들이 기업의 성과로 연계되기 해서는 개인과 

개인, 조직과 조직, 개인과 조직간 지식의 상호이동이 유연

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근본 으로 개인의 지식공

유 의도에 달려있는 것이다(Bock et al., 2005).

우리의 경우 약 1999년을 시작으로 상당수의 공기업들이 

KM을 도입, 추진해오고 있지만 성공 인 사례로 발견되는 

경우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공기업 KM 추진이 획일

이고 의무 인 성격을 지녀(한세억, 2003), KM 추진자체가 

구성원들의 이해  필요를 시하는 것 보다는 정책 으로 

요구되는 것들에 한 실행여부와 성과에만 을 두고 있

기 때문이라고 유추된다. 공기업의 성공 인 KM을 해서

는 개개인들의 KM 요성에 한 공감  이해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실질 인 사례가 부족하

여 공기업의 KM 운 실태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다양한 업종을 포함한 지

식공유 는 KM 련 연구들이 꾸 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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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상 구분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성공요인

민간기업

지식공유(이정호, 2006), 평가보상(김승수, 2005), 정보기술(Yu et al., 2004) 지식품질(이정호, 2006), 지식창출(이정호, 

2006), 조직문화(권순재 외, 2006), 벤치마킹 략과 지식체계(Hung et al., 2005), 효과 인 지식구조(Hung et al., 

2005), 참여와 교육훈련(Hung et al., 2005), 지식근로자의 업무요인  능력(김상수, 김용우, 2000), 상호신뢰(강여진, 

2005), 최고 리층의 지원(Ruggles, 1998)

공공기

조직신뢰(최호진, 2005; 마은경, 김경숙, 2005), 평가  보상(최호진, 2005; 이향수, 2005), 최고 리자의 지원(최호진, 

2005), 조직몰입(마은경, 김명숙, 2005), 인 네트워크(이향수, 2005), 집권화(이향수, 2005), 정보기술 활용(이향수, 

2005), 정보기술 사용자 지향성(이향수, 2005)

공기업
지식공유(이 규 외, 2006), 평가보상제도(이 규 외, 2006), 학습체계(이 규 외, 2006), 지식 리시스템(이 규 외, 

2006), 조직구조 요인(이 규 외, 2006)

<표 1> 업종별 KM 성공요인

반해 공기업의 지식공유나 KM 연구들은 상 으로 조

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기업들의 성공 인 KM 추진을 해

서는 략의 실행여부 뿐만 아니라 KM 략의 요성에 

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고려해야하고 이에 한 향을 연

구해야 할 필요성이 두된다.

본 연구의 목 은 공기업의 성공 인 KM 추진 략의 실

행도와 요성 인식도간의 복합 계가 KM성과와 어떤 

계를 가지는지를 조사하는데 있다. 주요 목 은 KM추진

략의 실행수 도 높고 요성 인식수 도 높을수록 공기업

의 KM성과가 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수행을 해서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공공기  

 민간기업의 성공 인 KM 추진 략  KM 성과를 고찰

하여 핵심요소를 악하 다. 둘째, KM을 실행하고 있는 

공기업을 상으로 략의 실행정도, 요성 인식도, 그리고 

KM 성과를 측정하 다. 셋째, 각 공기업들을 상으로 측

정한 략의 실행정도와 요성 인식도 간의 복합 계가 

KM 성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하 다. 분석에 사용

된 데이터는 국내 공공기  가운데 KM을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고, SPSS를 사

용하여 분석  검증하 다. 본 논문은 서론, 이론  배경, 

연구모형  가설의 설정, 연구방법, 분석결과, 결론  시사

, 연구의 한계  향후 방안의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이론  배경

2.1 KM 성공에 한 연구

KM은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지식을 자산으로 인식해

야 한다는 것과, 개인, 그룹, 조직의 지식을 자산화 하여 필

요한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는 측면에서(Prusak, 1997) 기존의 경  근법과는 차이

가 있다. KM은 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지

만, 일반 으로 KM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장소에서, 

시에 활용함으로써 업무성과를 극 화하고 기업의 경쟁력

을 제고시키는 경 활동으로 볼 수 있다(이 규 외, 2006). 

통 인 경 기법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성공 인 KM

의 추진과 련된 연구들이 지 까지 상당수 진행되어 왔

다. 선행연구들 부분은 민간 기업과 공공기  상의 KM 

연구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에 반해, 공기업 상의 연

구들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은 민간기업, 공공기 , 공기업 각각의 선행연구에

서 제시하고 있는 성공요인들을 정리한 것이다. 성공요인들

은 KM의 성과에 요한 향을  수 있는 요소로써 KM

을 효과 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 <표 1>의 성공요인들로부터 몇 가지 흥미로운 

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시

된 성공요인들은 민간기업, 공공기 , 공기업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요인들의 개수에 차이가 나는 것 -공기

업과 공공기 의 요인들이 민간기업의 요인들에 비해 개수

가 은 것- 은 련 요인들에 한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

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각각의 성공요인들의 측정

은 각 요인들의 ‘실행 정도‘, 즉 성공 인 KM 추진 략들

이 조직 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수 으로써 측정되고 있었

다. 공공기 과 공기업은 이들이 속해있는 산업 특성상 정

부의 시책에 따라 획일 인 KM 추진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규 외, 2006), KM의 필요성 때문에 KM을 추진하는 민

간 기업에 비해 다소 형식 이거나 의무 이며, 수동 인 태

도를 보인다. 이는 공공기 과 공기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KM성과가 조한 원인 에 하나인 것으로 악된다(민재

형, 2001). 따라서 KM의 필요성보다 자칫 정부시책에서 제

시하는 실행 요건만을 형식 으로 수할 수 있는 공공기

과 공기업의 KM 추진은 실행 수 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요성  필요성에 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고려해  

극 인 KM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2 공기업의 특성과 KM 추진

이번 장에서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기업

의 특성을 고찰해보고, ‘공기업의 성공 인 KM을 해서는 

구성원들의 KM에 한 요성 인식도도 요하게 다루어져

야 한다’는 에서 논의하 다. 환경  측면, 조직과 환경간

의 상호작용 측면, 내부구조와 차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2.2.1 환경  측면

공기업은 민간기업보다 시장에 한 노출정도가 낮아서 

생산성, 효과성에 한 인센티 가 고 시장정보의 유용성

이 낮다. 반면에 법 , 공식 인 제약이 민간 기업에 비해 

크고, 이익집단의 향력과 헌법으로부터의 인 과 같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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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델

(그림 2) 분석 방법의 개념도

치  향력이 높다(Rainey, 1976). 따라서 KM 실행을 한 

정부시책의 실천 정도는 높을 수 있으나 수동 인 도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직구성원들의 KM 실행의 요성에 

한 공감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구성원들의 능동  참여는 KM 성과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므로, 공기업에서는 한층 더 구성원

들이 KM 추진의 요성에 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분 기

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2.2.2 조직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의 측면

공기업은 정부로부터의 압력과 법  허가로 인해 민간기

업보다 더 많은 의무 인 활동을 한다. 한 민간 기업에 비

해 정부 료로 부터의 많은 감사를 받는 조직이다(Rainey, 

1976). 따라서 KM 추진을 해 투자된 산 비 성과를 내

기 해서는, 를 들어, KM의 핵심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공유 행 가 KM 본연의 취지의 달성 보다는 성과를 내

기 한 형식 인 행 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더 많은 의무 인 활동들로 인해 지식공유 활동자체가 부가

인 업무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KM 성과를 하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식공유 뿐만 아니라 KM 효과 향상

과 련된 업무들의 요성  그것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효

과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2.3 내부 구조와 차의 측면

공기업은 민간기업보다 복잡한 기 을 갖고 있고, 최고 

경 층은 정치 인 역할을 우선시하고 선거나 정치  임명

으로 인해 빈번히 교체된다(Rainey, 1976). 최고경 층의 지

속 인 심이나 지지를 얻기 힘든 구조일 수 있기 때문에 

KM 략을 실행하는 단계부터 조직구성원의 KM에 한 

요성 인식의 제고가 요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뒷받침 해 볼 때, 민간 기업에 비해 수동

인 입장을 보이는 공기업의 성공 인 KM 추진을 해서

는 정부의 시책에 따른 략  성공요소들의 실행유무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KM에 한 요성 인식수 도 함께 고

려되어야 할 요소로 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기

업 KM 성과를 높이기 해서는 성공 인 KM 요소들의 실

행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요성 인식도 한 신 히 고려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3. 연구모형  가설의 설정 

3.1 연구 모형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연구 모델을 수립하 다. KM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

는 조건으로 KM 추진 략들의 실행도와 요성 인식도라

는 두 가지 으로 바라보았으며 이 요인의 상호 복합

계에 따라 KM 성과의 차이가 다르다고 보았다. 

모델에서 보여주고 있는 실행도의 개념은 KM 추진 략

들이 실제로 조직 내에서 실천되고 이행되는 정도로 보았

다. 이는 KM 략의 실행수 으로 요약할 수 있고, 조직 내 

구성원들이 실제 조직 내에서 이행되고 실천된다고 인지하

는 정도로써 측정하 다. 요성 인식도의 개념은 KM 략

에 해 구성원들이 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도로 보았

다. 개인을 포함한 조직 내 지식이 성공 으로 공유되고 활

용되기 해서 재 실행되고 있는 략들이 얼마나 요하

게 생각 되는가 라는 에서 측정하 다. 분석을 해 이

용된 KM 략은 선행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평가보상 

제도의 실행,’ ‘지식 리시스템 사용,’ ‘학습 체계,’ KM을 

한 ‘조직구조,’ ‘지식 공유’로 채택하 다. 

실행도와 인식도간의 상호 복합 계는 (그림 2)에서 보여

주고 있듯이 각 략들에 한 실행도와 인식도 차원으로 

보았고, 각 차원, 즉 실행도의 높고 낮은 차원, 인식도의 높

고 낮은 차원으로 재분류하여 최종 으로 2X2 매트릭스를 

만들었다. 그 결과, (그림 2)에서 보여주듯이 4개의 그룹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 모델의 측정에 있어서 각각의 그룹의 

KM성과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구체 으로 각 그룹에서 어

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개념화 하 다. 

3.2 가설의 설정

다수의 연구에서 KM 성공요인들의 측정은 조직 내에서 

그것이 실행되고 있는 수 으로써 측정되고 있다. 즉, 요

성 인식도라는 개념을 고려하지 않고 실행도만을 측정하고 

있다. 를 들어, 평가보상 제도를 잘 실행하고 있느냐, 지식

리시스템이 잘 실행되고 있느냐, 학습 체계, KM을 한 

조직구조 환경이 정비되었느냐, 지식 공유가 잘 이행되고 

있느냐의 개념으로 측정을 하여왔고, 이들이 KM 성과에 

요한 향을 다고 하 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

에서는 략에 한 요성이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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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낮은 실행도를 보인 그룹보다 높은 실행도를 보이는 

그룹이 KM 성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상하 으며 

이에 한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가설 1> KM 략의 요성 인식수 이 동일하다면, 

략의 실행수 이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간

의 성과차이가 나타나고, 실행수 이 높을 때 

KM성과가 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1-1> 지식공유 략에 한 구성원들의 요성 인

식수 이 동일하다면, 략의 실행수 이 낮

은 그룹과 높은 그룹간의 성과차이가 나타나

고, 실행수 이 높을 때 KM성과가 보다 높

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1-2> KM을 한 조직구조 변경 략에 한 구

성원들의 요성 인식수 이 동일하다면, 

략의 실행수 이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간의 

성과차이가 나타나고, 실행수 이 높을 때 

KM성과가 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1-3> 지식 리시스템에 한 구성원들의 요성 

인식수 이 동일하다면, 략의 실행수 이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간의 성과차이가 나타

나고, 실행수 이 높을 때 KM성과가 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1-4> KM을 한 학습체계 구성 략에 한 구

성원들의 요성 인식수 이 동일하다면, 

략의 실행수 이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간의 

성과차이가 나타나고, 실행수 이 높을 때 

KM성과가 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1-5> 평가보상제도에 한 구성원들의 략의 실

행에 한 요성 인식수 이 동일하다면, 

략의 실행수 이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간의 

성과차이가 나타나고, 실행수 이 높을 때 

KM성과가 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KM 략의 실행도 뿐만 아니라, 요성 

인식도의 개념을 으로 보고자 하 다. 즉 각 략에 

한 요성 인식도 수 이 높을수록 KM 성과를 보다 향

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략에 한 실행도

가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 모두에서 낮은 인식도를 보인 그

룹보다 높은 인식도를 보이는 그룹이 KM성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상하 으며 이에 한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가설 2> KM 략의 실행수 이 동일할 경우, 구성원

들의 략에 한 요도 인식수 이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 간의 KM성과차이가 나타

나고, 요도 인식수 이 높을 때 KM성과가 

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1> 지식공유 략의 실행수 이 동일하다면, 구

성원들의 략에 한 요도 인식수 이 낮

은 그룹과 높은 그룹 간의 KM성과차이가 나

타나고, 요도 인식수 이 높을 때 KM성과

가 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2> KM을 한 조직구조 변경 략의 실행수

이 동일하다면, 구성원들의 략에 한 요

도 인식수 이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 간의 

KM성과차이가 나타나고, 요도 인식수 이 

높을 때 KM성과가 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3> 지식 리시스템의 실행수 이 동일하다면, 

구성원들의 략에 한 요도 인식수 이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 간의 KM성과차이가 

나타나고, 요도 인식수 이 높을 때 KM성

과가 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4> KM을 한 학습체계 구성 략의 실행수

이 동일하다면, 구성원들의 략에 한 요

도 인식수 이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 간의 

KM성과차이가 나타나고, 요도 인식수 이 

높을 때 KM성과가 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5> 평가보상제도 도입 략의 실행 수 이 동일

하다면, 구성원들의 략에 한 요도 인식

수 이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 간의 KM성과

차이가 나타나고, 요도 인식수 이 높을 때 

KM성과가 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4. 연구방법 

4.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를 해 수집된 데이터는 6개월 이상 지식 리시

스템을 실행하고 있는 공기업 구성원들을 상으로 설문조

사를 통해 수집하 다. KM을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의 선정 

기 이 모호하 으므로, 지식 리시스템을 도입, 운 하고 

있는 공기업들은 KM을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으로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는 2002년 9월～ 2002년 10월 

동안 약 1개월에 걸쳐 시행되었고 조사결과 총 7개의 공기

업에게 366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는데, 이들  설문지 응

답 완성도가 매우 낮다고 단되는 18부를 제외한 348부를 

최종 으로 분석하 다. 공기업들의 KM  지식 리시스템 

운 황에 해서는 실제 으로 각 공기업별 련 담당자

를 통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황을 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기업별로 사 을 통해 설문에 동의한 공기업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는 방법을 이용하 다. 

4.2 응답 황

4.2.1 응답 황

공기업별 응답자 분포를 보면 <표 2>에서 표기되어 있는 

바와 같다. <표 3>은 응답자 비율로써 각 기업별로 응답분

포가 고르게 나타나고 있고, 이는 자의든 타의든 KM을 추진

하는 공기업 구성원들의 KM활동이 어느 한 계층에 편 되

어있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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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A기업 B기업 C기업 D기업 E기업 F기업 G기업 총 계

표본 분포 9.83% 21.59% 23.77% 12.29% 12.56% 10.94% 9.0 % 100%

<표 3> 응답자 비율

[단 : %]

구분 A기업 B기업 C기업 D기업 E기업 F기업 G기업 총계

직

리자 16.7 59.5 31.0 17.8 65.2 27.5 6.1 35.8

사원 83.3 40.5 69.0 82.2 34.8 72.5 93.9 64.2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근속 연수

3년 이하 8.3 0 10.5 15.6 0 20.0 6.1 7.9

3년-9년 22.2 17.7 27.9 44.4 6.5 20.0 48.5 25.5

9년-15년 50.0 49.4 16.3 24.4 17.4 20.0 42.4 30.7

15년 과 19.4 32.9 45.3 15.6 76.1 40.0 3.0 35.9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2> 조사 상 공기업별 응답자 분포

4.2.2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방법

본 연구의 모델을 측정하기 해 사용된 변수들은 이 규 

외(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공기업 상 KM성공요인들을 

이용하 고, 측정항목 각각에 해서 실행도와 요도 측면

에서 질의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요성 인식도를 측정하

는 항목은 ‘개인을 포함한 조직 내 지식이 성공 으로 공유

되고 활용되기 해서 재 실행되고 있는 략들이 얼마나 

요하게 생각 되는가’ 라는 측면에서 질의하도록 문항을 

설계하 다. 연구모델에서 제시한 5개의 독립변수와 1개의 

종속변수의 조작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지식공유: 지식공유 행 를 조직의 한 부문에서 확보한 

지식이 그 조직구성원들에 의해 다른 부분으로 되

는 정도로 정의하 다. 지 자본의 수집체계, 모범사례

의 공식 인 , 암묵지의 가치   등의 항목으

로 측정하 다. 

•조직구조: 지식공유 련 업무를 해 일정수 의 범  

하에서 업무가 표 화, 구체화되어 있고 련규정이 갖

추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CoP와 같은 회사차원의 

커뮤니티 지원체계, KM의 명확한 책임과 권한 부여 등

의 항목으로 측정하 다. 

•평가보상제도: 지식창출과 공유에 한 보상, KM수

평가  측정체계 등의 항목으로 측정하 다. 

•지식 리시스템: 지식 장소, 네트워크로써의 역할, Best 

Practice를 공유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정의

하 고, 공동작업 지원, IT 연계도구로써의 역할, 지식베

이스로서의 역할, 지속  콘텐츠 갱신, 실시간 통합시스

템 등의 항목으로 측정하 다. 

•학습체계: 조직구성원들의 일상 업무의 수행에서 학습

이 무엇보다 요하다고 인식하고 이의 실천정도가 

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로써 정의하 고, 학습의 실천, 

학습 분 기, 학습 활용 등의 항목으로 측정하 다.

•KM성과: 지각된 수익증 , 지각된 업무 생산성 향상, 지

각된 만족도 등과 같이 지각된 성과의 개념을 도입하 다. 

모든 독립변수들은 Likert Scale의 5  척도로 측정하여 

응답자 자신의 의사와 일치하거나 근 하는 한 가지에만 표

기하는 방식으로 하 고, 1부터 5까지 각각 순서 로 수

를 부여하여 통계 분석에 이용하 다. 실행도와 요성 인

식도 각각의 높고 낮음 정도의 구분은 Likert 5  척도 기

으로 3.00  이상은 높은 그룹으로 3.00 미만그룹은 낮은 그

룹으로 정의하 다. 

설문지는 KM 성과에 한 질문과 인구통계학  질문들

을 포함하여 구성하 고, 각각의 측정문항은 조직구조 4문

항, 지식공유 3문항, 평가보상 제도 4문항, 지식 리시스템 5

문항, 학습체계 3문항, KM성과 3문항으로 구성하 다. 데이

터의 분석을 해서 SPSS 12.0 for Windows를 활용하 다. 

5. 분석결과

본 논문의 연구모델을 검증하기 해 ANOVA분석(일원배

치분산분석)을 시도하 다. <그림 2>의 분석 방법의 개념도

에서 제시하 다시피 각 그룹들의 KM성과에 차이가 존재하

는지를 살펴보았다. 차이분석은 5개 성공 략 모두를 상으

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모든 략에서 4개 그룹들의 KM

성과평균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

구체 으로 어떤 그룹에서 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

하기 해서 Scheffe를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하 고, 이를 

통해 본 논문의 가설을 검증하 다. 

5.1 지식공유

2X2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4개 그룹들의 성과평균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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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n)

Scheffe의 다 비교검정

F값 유의확률

종속변수 독립변수 1-2 1-3 1-4 2-3 2-4 3-4

성과

1그룹 2.56(38)

n.s * n.s * n.s * 39.173 .000

2그룹 2.68(21)

3그룹 3.39(148)

4그룹 2.64(141)

Total 2.95(348)

� 표에서 ‘*’ 유의한 수 , ‘n.s.’는 유의하지 않은 수 을 의미함

<표 5> 조직구조: 각 그룹별 성과 차이 

변수

평균(n)

Scheffe의 다 비교검정

F값 유의확률

종속변수 독립변수 1-2 1-3 1-4 2-3 2-4 3-4

성과

1그룹 2.49(36)

* * n.s n.s n.s * 24.079 .000

2그룹 3.00(26)

3그룹 3.26(162)

4그룹 2.66(124)

Total 2.95(348)

� 표에서 ‘*’ 유의한 수 , ‘n.s.’는 유의하지 않은 수 을 의미함

<표 4> 지식공유: 각 그룹별 성과 차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 구체 으로 지식공유

략에 한 요도 인식도가 동일한 경우 실행도의 높고 낮

음에 따라 성과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 다. 즉, 요도 

인식도가 낮을 때 1그룹과 2그룹을 비교하 고, 요도 인

식도가 높을 때, 3그룹과 4그룹을 비교하 다. 그 결과, <표 

4>의 Scheffe의 다 비교검정결과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과 

같이, 요도 인식도가 낮을 때에는 실행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성과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요도 인식도가 높을 

때에는 실행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성과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도 인식도가 높고 실행도가 높은 그

룹이 실행도가 낮은 그룹과의 계보다 KM성과가 높게 나

타났다. 따라서 가설 1-1은 부분 으로 지지되었다. 

가설 2-1을 실증하기 해, 실행도가 동일한 경우, 요

성 인식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 다. 

즉, 실행도가 낮을 때 1그룹과 4그룹을 비교하 고, 실행도

가 높을 때 2그룹과 3그룹을 비교하 다. 그 결과 실행도가 

낮을 때에는 요성 인식도수 이 낮은 그룹(1그룹)과 높은 

그룹(4그룹)의 평균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실행도가 높을 

때는 요성 인식도 수 이 낮은 그룹(2그룹)과 높은 그룹

의 평균차이가 존재하 다. 그리고 실행도가 높고 요성 

인식도가 높은 그룹이 실행도가 높고 요성 인식도가 낮은 

그룹보다 KM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즉 가설 2-1이 부분

으로 지지되었다. 

5.2 조직구조

2X2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4개 그룹들의 성과평균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 구체 으로 KM에 

한 조직구조 략에 한 요도 인식도가 동일한 경우 실행

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성과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 다. 

즉, 요도 인식도가 낮을 때 1그룹과 2그룹을 비교하 고, 

요도 인식도가 높을 때, 3그룹과 4그룹을 비교하 다. 그 

결과, <표 4>의 Scheffe의 다 비교검정결과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과 같이, 1그룹과 2그룹, 그리고 3그룹과 4그룹간의 

성과평균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동일한 

요도 인식도에서 실행도가 높은 그룹들의 KM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2가 채택되었다. 

가설 2-1을 실증하기 해, 실행도가 동일한 경우, 요성 

인식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 다. 즉, 

실행도가 낮을 때 1그룹과 4그룹을 비교하 고, 실행도가 높

을 때 2그룹과 3그룹을 비교하 다. 분석 결과 실행도가 동

일할 때, 요성 인식수 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성과평균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5.3 평가보상제도

평가보상 략의 2X2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4개 그룹들의 

성과평균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 가설의 검증

을 해, 첫째 이 략에 한 요도 인식도가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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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n)

Scheffe의 다 비교검정
F값 유의확률

종속변수 독립변수 1-2 1-3 1-4 2-3 2-4 3-4

성과

1그룹 2.54(54)

n.s * n.s n.s n.s * 26.541 .000

2그룹 2.92(25)

3그룹 3.33(140)

4그룹 2.71(129)

Total 2.95(348)

� 표에서 ‘*’ 유의한 수 , ‘n.s.’는 유의하지 않은 수 을 의미함

<표 7> 지식 리시스템: 각 그룹별 성과차이

변수
평균(n)

Scheffe의 다 비교검정
F값 유의확률

종속변수 독립변수 1-2 1-3 1-4 2-3 2-4 3-4

성과

1그룹 2.49(36)

* * n.s n.s n.s * 24.079 .000

2그룹 3.00(26)

3그룹 3.26(162)

4그룹 2.66(124)

Total 2.95(348)

� 표에서 ‘*’ 유의한 수 , ‘n.s.’는 유의하지 않은 수 을 의미함

<표 8> 학습체계: 각 그룹별 성과차이

변수
평균(n)

Scheffe의 다 비교검정
F값 유의확률

종속변수 독립변수 1-2 1-3 1-4 2-3 2-4 3-4

성과

1그룹 2.54(54)

n.s * n.s n.s n.s * 26.541 .000

2그룹 2.92(25)

3그룹 3.33(140)

4그룹 2.71(129)

Total 2.95(348)

� 표에서 ‘*’ 유의한 수 , ‘n.s.’는 유의하지 않은 수 을 의미함

<표 6> 평가보상제도: 각 그룹별 성과차이

실행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성과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

다. 즉, 요도 인식도가 낮을 때 1그룹과 2그룹을 비교하

고, 요도 인식도가 높을 때, 3그룹과 4그룹을 비교하 다. 

그 결과, <표 4>의 Scheffe의 다 비교검정결과에서 제시되

고 있는 것과 같이, 1그룹과 2그룹간의 성과평균차이는 존재

하지 않고, 3그룹과 4그룹 간에는 성과평균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실행도가 높을 때 요성 인식도가 

높은 그룹이 요성 인식도가 낮은 그룹보다 KM성과가 높

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3은 부분 으로 지지되었다.  

둘째, 실행도가 동일한 경우, 요성 인식도의 높고 낮음

에 따라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 다. 즉, 실행도가 낮을 때 1

그룹과 4그룹을 비교하 고, 실행도가 높을 때 2그룹과 3그

룹을 비교하 다. 분석 결과 실행도가 동일할 때, 요성 인

식수 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성과평균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

나지 않았다. 즉 가설 2-3은 기각되었다.

5.4 지식 리시스템

지식 리시스템 추진 략의 2X2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4

개 그룹들의 성과평균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 

가설의 검증을 해, 첫째 이 략에 한 요도 인식도가 

동일한 경우 실행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성과차이가 나타나

는지 분석하 다. 즉, 요도 인식도가 낮을 때 1그룹과 2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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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을 비교하 고, 요도 인식도가 높을 때, 3그룹과 4그룹을 

비교하 다. 그 결과, <표 4>의 Scheffe의 다 비교검정결과

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과 같이, 1그룹과 2그룹간, 그리고 3그

룹과 4그룹 간에는 성과평균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 인식도가 동일할 경우, 실행도가 높을 때 KM성과

도 높았다. 따라서 가설 1-4는 채택되었다. 

둘째, 실행도가 동일한 경우, 요성 인식도의 높고 낮음

에 따라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 다. 즉, 실행도가 낮을 때 1

그룹과 4그룹을 비교하 고, 실행도가 높을 때 2그룹과 3그

룹을 비교하 다. 분석 결과 실행도가 동일할 때, 요성 인

식수 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성과평균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

나지 않았다. 즉 가설 2-4는 기각되었다.

5.5 학습체계

학습체계 추진 략의 2X2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4개 그룹

들의 성과평균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 

가설의 검증을 해, 첫째 이 략에 한 요도 인식도가 

동일한 경우 실행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성과차이가 나타나

는지를 분석하 다. 즉, 요도 인식도가 낮을 때 1그룹과 2

그룹을 비교하 고, 요도 인식도가 높을 때, 3그룹과 4그

룹을 비교하 다. 그 결과, <표 4>의 Scheffe의 다 비교검

정결과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과 같이, 1그룹과 2그룹간의 

성과평균의 차이는 없었고, 3그룹과 4그룹 간에는 성과평균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요성 인식도도 

높고 실행도도 높은 3그룹의 KM성과가 4그룹보다 높았다. 

따라서 가설 1-5는 부분 으로 지원되었다. 

둘째, 실행도가 동일한 경우, 요성 인식도의 높고 낮음

에 따라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 다. 즉, 실행도가 낮을 때 1

그룹과 4그룹을 비교하 고, 실행도가 높을 때 2그룹과 3그

룹을 비교하 다. 분석 결과 실행도가 동일할 때, 요성 인

식수 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성과평균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

나지 않았다. 즉 가설 2-5는 기각되었다.

6. 결론  시사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KM 추진 략에 한 실행수 과 

요성 인식도 간의 상호 계에 따라 KM성과 수 에 차

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각 략별로 세부 가설을 설정

하고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행하 다. 각 략별 분석결과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공유 략이다. 지식공유 략은 실행수  뿐만 

아니라 이 략의 요성 인식도를 가지는 것 한 성공 인 

KM을 해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나타났다. 둘째, 

KM에 한 조직구조의 실행과 련된 략이다. 이는 실

행도가 동일할 때, 요성 인식도가 높은 그룹의 성과평균이 

낮은 그룹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  유의성은 확보

되지 못하 다. 따라서 KM에 한 조직구조 략은 요

성 인식도 제고를 한 노력을 고려하는 것이 좋지만 오히려 

실행수 에 역 을 두어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

로 해석된다. 셋째, 평가보상제도이다. 평가보상 략의 추진 

략은 실행수 이 높으면서 요성 인식수 이 높은 그룹의 

평균이 다른 그룹보다 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

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할 때 략추진 시 실행수 뿐만 아니

라 구성원들의 요성 인식수 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지식 리시스템이다. 지식 리시스템

의 추진 략은 시스템의 실행수 이 매우 요한 요소로 나

타났으며, KM의 추진 시 지식 리시스템 자체의 실행수 을 

높이는 것을 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습체

계이다. 학습 체계는 실행수 만을 높이는 것보다는 실행수

과 더불어 구성원의 요성인식 수 이 함께 높을 때 성과

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요약하면, 첫째, 요성 인식도가 높을 경우, 실행도가 낮

은 수 보다 높은 수 에서 성과가 높게 나타났는데, 5개 

략 모두에서 공통 으로 발견되는 결과이다. 둘째, 요성 

인식도가 낮을 경우 높은 실행수  그룹이 낮은 실행수  

그룹보다 성과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식 리시스템’과 

‘조직구조’ 략에서만 유의하 다. 셋째, 실행도가 높을 경우, 

요성 인식도가 높은 그룹이 요성 인식도가 낮은 그룹보

다 성과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식공유’ 략에서만 유의

하게 나타났다. 넷째, 실행도가 낮을 경우, 요성 인식도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 간에 유의한 성과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5개 략 모두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결과

이다. 다섯째, 5개 략 모두에서 실행도도 낮고 요성 인

식도도 낮은 그룹에 비해 실행도도 높고 요성 인식도도 

높은 그룹이 KM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즉, 공기업은 KM추진 략의 실행수 과 각 략에 한 

구성원의 요성 인식 수 이 함께 높을 때 KM성과도 높

게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KM실행수 도 낮고 요성 인

식수 도 낮을 때는 KM성과도 매우 낮았다. 이외 다른 복

합 계들은 체로 KM 성과차이가 부분 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공기업들의 성공 인 KM 추진을 해서는 

각 략의 실행수 뿐만 아니라 요성 인식도도 함께 제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공기업 

KM을 추진하는 담당자들에게 KM 추진 상의 유용한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7.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 방안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 있어서 한계 이 존재한

다. 요성 인식도가 KM 성과 향상에 요 요소가 된다는 

것이 공기업이 가지는 공공성의 향인지 일반  조직성(민

간부분을 포함)의 향인지에 해 명확히 규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성만을 가진 공공기 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을 상으

로 분석을 시도하여 요성 인식도가 공기업 업종에게 특수

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인지에 해 심층 인 검증이 요

구되어 진다. 

한 본 연구는 분석단 의 한계 을 가진다. 측정요소들 



지식경 의 추진 략이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799

부분이 조직 수 의 측정에 합하나, 기업단 의 분석을 

한 데이터수집의 실 인 한계 으로 인해 개인단 의 

분석을 한 측정항목으로 변환하여 측정을 시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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