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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vent of Web2.0 has believed to be the solution against many barriers in information sharing, especially wiki. 

Information sharing and collaboration are realized voluntarily and unselfishly with wiki.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benefits and challenges of using wiki as a project management method in an IT/IS project. Wiki-based 

project management could provide project managers and members with expert knowledge collaboration for better 

project results. In the research model, we used TMS(Transactive Memory System) theory to define the relation of 

collaboration and performance of project members. Based on a survey among project members, the interactions 

between wiki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are examined in an IS project environment. Using Smart PLS 2.0, the 

data was analyzed to define the interactions by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rom the empirical data, the mediated 

effect of expert knowledge collaboration is supported. We also derive the implications of wiki-based method. It is 

expected to bring new possibilities of Project managemen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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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업의 경 활동과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한 정

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의 도입과 정

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s, IS)의 활용은 확산

의 단계를 넘어 고도화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특히, 정보시스템은 경쟁우 를 강화하기 한 경

략 차원에서 그 역할이 매우 요하게 인식되

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경 신과 략을 해 정

보시스템 도입 로젝트를 추진해왔으나, 계획보

다 시간, 비용, 범  등이 과하여 실패하기도 한

다. 이처럼 규모가 크고 고도의 기술수 을 필요

로 하는 SI(system integration) 로젝트일수록 실

패의 험이 더욱 커진다[2]. 비록 시스템이 정

된 납기 내에 구축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올바

르게 작동하지 않는 등, 기 만큼의 성과를 거두

지 못한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29].

그러면 성공 인 로젝트 리와 높은 성과를  

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로젝트의 효과

인 리와 성과에 한 지 까지의 연구들을 살펴

보면 로젝트 리자의 역량과 리더십에 한 연

구[2, 4, 6, 17]와 로젝트의 험 리에 한 연

구[11, 12, 16]가 주류를 이루었다. 로젝트에서 발

생하는 이슈와 험을 효과 으로 리하기 해

서는 로젝트 리자의 리더십이 요하지만 

로젝트 참여자간의 원활한 커뮤니 이션과 업도 

단히 요하다. 

력이 키워드인 Web2.0의 시 에서는 로젝트 

리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한다. Web2.0 

 하나인 키(wiki)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게 하

고, 동료들이 겪는 어려움에 극 으로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력도구의 특징을 가지

고 있다[26].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키를 활용하

여 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면 로젝트 참여자간

의 역동 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는 교류기억체계(TMS：Transactive 

Memory System)이론을 심으로 키를 활용한 

로젝트에서 그 향요인을 도출하고, 향요인

과 로젝트 구성원의 업무성과 간의 계를 규명

하고자 한다. 교류기억체계(TMS)에 한 개념은 

가까운 계에서 개인 간 지식이나 정보가 어떻게 

공유되는가를 설명하기 해 사용되었다[40]. 로

젝트 에서의 교류기억체계란 “  구성원들이 각

자의 정보를 입력(encoding)하고 장(storage)하

며 추출(retrieve)하는 등의 상호교류활동을 통해 

분산기억을 극 으로 활용하여 로젝트의 성과

를 높이기 한 력활동”을 의미한다[10]. 로젝

트 구성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교류기억체

계의 극 인 사용과 함께 업 시스템을 활용한 

구성원의 업무성과를 연구해 보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 에도 불구하고 

로젝트 리에서 키의 활용에 한 연구는 아

직 기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학술  차원에서 

이 문제에 근하여 실증 인 검증을 수행한 연구

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키의 특징  기능을 

로젝트 리 방법에 용하여 그 효과가 어느 

정도로 발휘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를 한 

방법으로 키의 특징을 시스템 품질과 정보의 

문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문지식 력을 매

개변수로 하여 로젝트 구성원의 업무성과에 어

떠한 향이 있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키방식의 로젝트 리

재 로젝트 리는 통 인 “명령과 통제 

주(command and control)”의 앙집  리 방

식이 주류를 이룬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PMI(Project Management Institute)에서 제시하는 

로젝트 리 지식체계(PMBOK：Project Mana-

gement Body of Knowledge)에서도 통합 리 

역에서 감시  통제를 요하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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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BOK에 의하면 로젝트 리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지식, 기량, 도구, 기법 등을 

로젝트에 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34]. 

국내 주요 SI(system integration)기업에서도 로

젝트 범 , 시간, 원가 등 핵심 리 역별로 앙

집  방식에 의해 로젝트를 통제하고 있다. 

[그림 1] 로젝트 리 지식체계

이러한 통제 주의 로젝트 리와 달리, 

로젝트에 참가한 모든 이해 계자가 공유와 력

에 의하여 보다 분권 이고 다원 으로 업무를 수

행하는 방식을 본 연구에서는 “ 키 방식의 로

젝트 리(Wiki-based Project Management)”라고 

정의한다. 통제 주의 앙집 인 리방식에

서 부족한 부분이 단 조직 간의 력과 로젝트 

조직 내부구성원 간의 업이라 할 수 있다. 키

는 집단의 지성과 지혜를 공유하는 새로운 력 매

카니즘이 될 수 있다[30]. 그리고 키에 의한 

력은 키 시스템에 연결된 구성원들로 하여  기

존의 계층  비즈니스 체계보다 훨씬 더 효율 으

로 가치를 창출하는 활발한 업무체계와 자발 으

로 조직한 커뮤니티를 생성하도록 한다[37].

부족한 업을 보완하기 하여 통제 주의 

로젝트에서도 리자는 계획을 알려주고 업무수행 

담당자의 책임과 역할을 확인시키며, 로젝트 단

계별 업무범 에 해 공유한다. 때로는 이슈제기 

 문제해결 지원을 한 리시스템을 통해 로

젝트 내부 는 외부 이해 계자와의 커뮤니 이

션도 지원한다. 하지만 리시스템 도입과 커뮤니

이션기능 지원만으로는 분권 이고 다원 인 

로젝트 리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

면 이는 어떻게 일을 수행하는가 하는 문화의 문

제이며, 로젝트를 피라미드형 통제 주의 문화

로 수행할 것인가 혹은 네트워크형 력 주의 문

화로 수행할 것인가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키 

방식의 업무수행 문화를 도입하기 해서는 로

젝트 구성원들이 개방 이고 력 이며 자발 인 

의지에 의해 극 으로 로젝트에 동참하는 것

이 필요하며, 로젝트 리자는 이러한 문화를 

형성 할 수 있는 변화 리를 주도하여야 한다. 

키 방식은 Web2.0으로 표되는 참여와 공유, 

개방의 상호작용 기능을 시스템에 용하여 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공동체로서의 

의식과 력을 진한다. Web2.0에는 블로그(blog), 

소셜북마킹(social bookmarking) 등 다른 소셜 소

트웨어도 포함될 수 있으나, 키는 이보다 긴

성과 상호작용성을 더욱 강조한다. 이러한 키

의 특징을 로젝트 리에 목한 것이 키 방

식의 로젝트 리이며, 이는 커뮤니 이션의 수

을 한 차원 높이게 된다. 키 방식의 로젝트

리는 아직 일반 인 방법이 아닌 까닭에, 일부 

로젝트에서 제한 으로 활용되고 있다.

2.2 시스템 품질과 정보의 문성

키 방식의 로젝트 리가 통제 주의 일반

인 로젝트와 달리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

며, 이러한 특징은 로젝트 리에 있어서 구성

원의 성과향상에 어떠한 향이 있는지 알아볼 필

요가 있다. 키는 문제를 효과 이고 효율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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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라는 용어

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 다만 집단지성은 

불특정 다수에 의해 참여자들간의 문제해결 요청

과 해결방안 제시가 주제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로젝트 수행을 해 모인 IT 문가들이 집단 내

에서 문제해결을 해 이슈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

하기 해 자발 으로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Trkman and Trkman[38]은 기업의 인트라넷과 

콘텐츠 리시스템으로써 키의 필요성을 인식하

여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DeLone and 

McLean의 정보시스템 성공모형에 용하 다. 

한 정보, 시스템, 서비스 품질의 요성을 강조하

면서 키는 기업의 정보와 지식 리에 한 변화

와 이익을 가져 다라고 하 다. 특히 Web2.0 특

성을 고려하여 사용의도에 한 의미를 능동

(active) 사용과 수동 (passive) 사용으로 수정한 

연구 모형을 제시하 다. 

DeLone and McLean[21, 22]은 시스템 품질

(system quality), 정보 품질(information quality), 

사용(use), 사용자 만족도(satisfaction), 개인 향

(individual impact), 그리고 조직 향(organizatio-

nal impact) 등의 기 연구변수에 환경의 변화와 

흐름을 고려하여 서비스 품질(service quality), 사

용의도, 순이익(net benefit) 등의 변수들이 추가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DeLone 

and McLean의 연구모델에서 시스템 품질을 채택

하여, 로젝트 수행과정에서 활용한 키 시스템 

품질의 효과를 측정하기 한 변수로 시스템 품질

을 활용하 다. 그리고 정보 품질을 키 시스템

에서 문  지식의 력을 한 정보의 문성으

로 재 정의하 다. 기타 서비스 품질 등은 본 연구

에 큰 향이 없는 것으로 단하여 채택하지 않

았다. DeLone and McLean에 의하면 시스템 품질

이란 시스템 자체를 측정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효

율 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정보의 문성은 문 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

하여 로젝트가 직면한 이슈와 문제를 조속히 해

결하는 것이다. 정보 품질은 신뢰성과 정확성이 우

선시 될 수 있지만, 정보의 문성은 문가의 경

험과 지식을 정확하게 즉시 활용하는 것이 요하

다. Trkman and Trkman[38]은 키를 활용한 정

보 품질이 시스템 사용을 한 요한 요소라고하

며 키를 통해 제공받게 되는 정보  지식의 품

질에 해 문화 인 이슈를 강조하 다. 키 방

식의 업무수행을 해서는 인  네트워크를 통해 

문가들 간의 상시 속과 교류 상황에서 언제나 

서로에게 정보 문성을 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2.3 문지식 력과 교류기억체계

교류기억체계(이하 TMS라고 칭함) 개념은 타

인의 지식에 한 계 인 행 를 설명하는데 

을 두고 있다[41]. TMS는 개별 구성원이 소유

한 지식과 타인의 지식에 한 인 계 인식(

가 무엇을 아는지에 한 집단 인식)의 두 가지 부

문을 포함한다. 구성원들은 가 무엇을 잘하고, 

신뢰할 사람이 구이며, 한 상호조정과 커뮤니

이션은 어떻게 하는지를 배운다라는 것이다[5]. 

즉, 로젝트 과정상에서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상

호 의존 인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TMS를 통하

여 본인에게 부족한 문성과 인식된 문제에 해 

다른 구성원들을 활용하고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27]. 그리고 신제품 개발을 한 에서도 TMS

가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0].

TMS는 상호의존 인 개인들의 집합체이자, 집

단 구성원들이 상호 교류 인 활동을 통하여 구축

되는 집단수 의 인지  기억체계를 의미한다[8]. 

신경식, 서아 [8]은 TMS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

인을 “ 문성 악, 업무조정, 인지기반 신뢰”로 도

출하 다. 그리고 가상 의 속성과 성과를 측하

는 이론  임워크를 개발하여 의 세 가지 

요인이 가상 의 성과를 측하는 결정 인 요인

임을 밝혔다. Hsu et al.[27]은 소 트웨어 개발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TMS 역할의 요성을 강조하

면서 정보시스템 개발 의 업무 조정(coord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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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커뮤니 이션(communication), 로젝트 성

과(performance) 간에 어떤 향 계가 있는지를 

규명하 다. Choi et al.[20]은 심리학의 개념을 지

식경 에 도입해 IT와 TMS가 지식 공유, 용  

 성과에 미치는 향 계를 규명하 다. 이들

은 TMS를 구축하는데 IT시스템이 가장 직 인 

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밝혔으며 정보를 공유하

는 과정에서  내 분야별 문가가 구인지 정

확히 인지하고 그들의 역량을 지속 으로 강화시

키는 실행이 요하다라고 하 다[3].

키에 의한 문지식 력은 가 어떤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 공개하고, 문제나 

이슈가 발생한 경우 키 시스템을 통하여 문

인 지식과 경험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가동하는 것이다. 이는 TMS에 의한 커뮤니 이션

과 력, 그리고 문제해결 참여와 이론 인 맥락

을 같이 한다. 문지식 력을 해서는 정보공

유와 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로젝트 환경

이 필요하다. 정보공유는 로젝트 참여자들이 

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 차, 

사업진행 황  계획 등 인 /물  자원을 포함

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28]. 정보

공유의 일환으로 정보의 체계 인 이용은 참여자

들로 하여  련된 업무를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만족의 수 을 증가시키며, 로젝트 

성공의 요한 지침서 역할을 의미하기도 한다

[35]. 로젝트 참여는 실행계획, 문제해결과 의사

결정 범 를 포함하여 목표를 설정하는데 기여하

는 정도를 말한다[32]. 로젝트 구성원들의 극

인 참여는 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요한 요소

이며, 이를 활성화시키기 한 도구로서 키 혹

은 로젝트 리시스템의 사용이 필요하다.

력은 업무 트 들이 개별  목표나 공동목

표 달성을 해 자발 으로 연합하여 활동하고 공

동으로 노력하는 과정이며[13], 로젝트 참여자들 

간의 커뮤니 이션이 효율 으로 이루어지면 력

은 더욱 진된다[36]. 송상엽, 신호철[14]은 건설 

로젝트에 한 정보의 공유와 참여가 로젝트 성

과에서 상호신뢰와 력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로젝트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키 방식의 로젝트 리를 통한 문지식 

력이 좋은 성과로 연결되기 해서는 로젝트에 

참여한 구성원이 로젝트 성공과 실패에 한 공

동책임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한 참여와 

공유라는 Web 2.0 문화의 도입과 함께 키를 통

해 서로의 업무에 극 이고 자발 으로 력하

는 것이 로젝트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게 한다. 

이해 계는 달라도 로젝트 성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구성원 각자의 문성을 최 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키를 활용한 로젝트이

며, 본 연구는 이들 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3. 연구모형과 가설

3.1 연구모형

최근 로젝트 수행시 문제해결  원활한 공동

과업 수행을 해 로젝트 리시스템을 극

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용범 도 확 되고 있다. 

이러한 로젝트 리시스템은 구성원의 교류기억

을 극 으로 활용하기 한 기반시스템의 역할

을 담당한다[20]. 본 연구는 로젝트 수행과 리

성과를 향상 시키는데 있어 키기능을 갖춘 로

젝트 리시스템이 TMS의 효과를 발휘하여, 로

젝트 구성원들이 문화된 지식을 개발하고 다른 

사람의 문지식을 신뢰하거나 의존하며, 력을 

통해 서로의 지식을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

하여 [그림 2]와 같은 연구모형을 개발하 다. 

키에 한 특징은 다양한 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TMS를 이론  근거로 하

여 로젝트 리에 있어서 정보기술을 활용한 시

스템 품질과 로젝트에 필요한 정보의 문성을 

로젝트에 가장 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로 악

하 다. 한 로젝트  구성원들의 문가  

경험과 지식, 노하우가 활발하게 교류되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는 업 에서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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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품질

로젝트

구성원의

업무성과

정보의

문성

문지식

력

Wiki Characteristics Project Management PerformanceTransactive Memory System

[그림 2] 연구모형

지식 력을 매개변수로 도출하여 로젝트 구성

원의 업무성과 간의 향 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3.2 연구가설

3.2.1 시스템 품질과 문지식 력

키는 웹에 기반한 력기술이며, 정보를 등록

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를 조직의 경

리 인 목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시스템을 

내부 으로 통제하며 구에게나 공개하지는 않는

다. 키 방식의 로젝트 리에서는 특정 권한

을 가진 사람만이 리시스템에 속하도록 하며, 

등록된 원문의 수정  댓  참여에 하여 속

등 에 따라 차별 인 근을 허용한다. 이는 인

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일반 인 키 웹사이트와 

구별되는 이다. 

키를 회사의 인트라넷으로 활용하는 입장에서 

시스템 품질과 정보품질에 해 분석한 Trkman 

and Trkman[38]의 연구결과는 앞서 언 하 다. 

시스템 품질은 사용이 쉬워야 하고, 단순해야 하

며 사용자 참여를 원활하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키의 력 인 정보생성은 키의 핵심 인 기

능이며[7], 원활한 사용자 참여는 로젝트 리 시

스템의 공식화 결정과 사용자 교육  새로운 문

화도입을 한 변화 리에 많은 향을 받는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용편리성이 가장 요한 요

소이며, 심지어 IT회사에서 조차도 사용성이 가장 

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39]. 

키 시스템은 그 품질이 높을수록 구성원간의 

력이 더 잘 이루어지고, 로젝트 구성원의 업

무성과에 좋은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키를 통한 력은 바로 문지식을 활용하여 문제

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성원

들이 서로 문제해결에 극 으로 참여하여 더 나

은 안을 도출하는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재활

용되도록 하는 것이 키에 의한 력이다. 

H1：시스템의 품질은 키의 문지식 력에 정

(+)의 향을  것이다.

3.2.2 정보의 문성과 문지식 력

키 방식의 로젝트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정

보내용은 항상 변경이 가능한 상태에서 활용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로젝트가 완

료되어도 키 시스템에서 다루고 있는 산출물은 

때로는 최종버 이 아닐 수 있다. 이는 정보의 품

질 측면에서 신뢰성과 활용에 따르는 책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험이 있다. 하지만 구에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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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과 활용이 공개되어 있는 키피디아(Wikipe-

dia) 백과사 과 세계  권 를 자랑하는 리태

니커(Britannica) 백과사 이 정보의 품질에 있어

서 사소한 차이밖에 없다라고 한다[33]. 키피디

어와 같은 규모 오  시스템과 달리 키의 기

능을 활용한 로젝트 리시스템은 불특정 다수

가 근하는 시스템이 아니며, 서로 구인지 식별

할 수 있도록 로젝트 구성원간에 실명으로 정보

를 등록하고 수정하며,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에 더

욱 높은 품질이 보장될 수 있다. Caniels and Bakens 

[18]은 로젝트 리 시스템에서 정보의 품질은 

로젝트 리자의 만족과 의사결정의 품질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McFedries[31]는 참여자가 많을수록 사회  여

과효과가 높아져서 키 정보내용의 품질이 높아

진다고 하 다. 다수의 참여자에 의하여 키 정

보의 품질이 높아지기도 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IT 문가들 간의 문성에 한 책임감과 로젝

트 성공을 한 사명감이 정보의 품질과 문성을 

더욱 높인 것으로 생각하 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조직문화에서 로젝트 리에 투입된 IT 

문가의 자부심과 서로간의 기술수 에 한 인식, 

그리고 동료 간의 성과에 한 의식이 정보의 

문성에 더 큰 향을 끼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이 아닌 IT 문가 집단 내에서 

정보의 문성을 활용한 구성원간의 커뮤니 이션 

활성화가 력에 향을  것으로 단하여 다음

과 같이 가설을 수립하 다. 

 

H2：정보의 문성은 키의 문지식 력에 정

(+)의 향을  것이다.

3.2.3 문지식 력과 리성과

로젝트 성공과 로젝트 리의 성공에는 차

이가 있다. 로젝트의 성공이 수행해야 할 업무

범 를 약속된 납기 내에 주어진 산을 지키면서 

한 품질 수 으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라

면[2], 로젝트 리의 성공은 어떻게 이러한 

로젝트 성공을 보다 효율 이고 효과 으로 달성

할 수 있도록 리체계를 갖추고 조직문화를 개선

하며, 공동의 목표가 실 될 수 있도록 로젝트

를 수행할 것인가에 있다.

로젝트 리의 성공은 로젝트 완료시 에서 

참여자와 주요 이해 계자의 만족을 포함한 로

세스 주의 성과를 의미한다[15]. 한 로젝트 

리의 성공은 로젝트의 성공요인들을 효과 으

로 달성하는 것(효과성)과 달성하기 한 일련의 

과정이 효율 으로 이루어지는 것(효율성)이 모두 

만족 되었을 때 로젝트 리가 성공되었다고 할 

수 있다[36]. 특히 SI 로젝트 리의 효과 인 

달성을 해서는 개발과 리를 한 방법론 로

세스가 해당 로젝트의 성격에 맞게 용될 필요

가 있다. 신경식, 서아 [8]은 TMS의 구성요소인 

문성 악, 업무조정, 인지기반 신뢰 등의 각각

이 모두  성과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친다

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Choi et al.[20]과 Hsu 

et al.[27]의 연구 모두 TMS가 로젝트 성과에 

요한 향 계가 있다고 규명하 다. 특히 Hsu et 

al.[27]은 TMS가 구성원의 커뮤니 이션과 업무 

조정에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 로젝트  

성과에 정 인 향 계가 있음을 밝혔다.

로젝트 리가 효과 이고 효율 으로 수행된

다면 업무시간은 단축되고 로젝트 구성원은 서

로 력하여 문제를 쉽게 해결하며 업무수행 생산

성은 높아질 것이다. 특히 키에 의한 자발 이

고 의욕 인 력은 구성원 각자의 경험과 지식에 

한 기억을 커뮤니 이션 과정을 통해 교류함으

로써 문지식에 의한 력으로 성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H3： 키의 문지식에 의한 력은 로젝트 구

성원의 업무성과 향상에 정(+)의 향을  

것이다.

3.3 자료수집  측정방법

 본 연구는 국내 IT 컨설   개발업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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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의 조작  정의

변수 조작  정의 측정항목 련 연구

시스템
품질

키 방식의 
로젝트 
리도구 

사용편의성

업무에 필요한 정보가 WIKI에 잘 정리되어 있는 정도 Wagner and 
Majchrzak[39]

Ortega et al.[33]
Delone and Mclean[22] 

WIKI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도

WIKI에 장된 지식의 재활용이 높은 정도

정보의
문성

문가집단 내에서 
문정보가 

발휘되는 수

WIKI를 통한 정보의 문  활용 정도 McFedries[31]
Trkman and Trkman[38]

Caniels et al.[18]
WIKI가 IT 문성을 해 하게 운 되고있는 정도

WIKI를 통해 동료간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정도

문지식
력

커뮤니 이션과 
력이 로젝트 
참여자들에게 
활용되는 수

WIKI를 통한 커뮤니 이션 활성화 정도 Skinner et al.[36]
신경식, 서아 [8]

박희진[5]
Hsu et al.[27]

WIKI를 통한 력과 공유 정도

로젝트 참여자들의 WIKI 활용 정도

구성원의
업무성과

업무시간 단축과 
업무처리 용이성

업무수행 시간의 단축 정도 Baccarini[17],
이슬기 등[9]
Choi et al.[20]
Schuler[35]

업무수행을 쉽게 처리하는 정도

업무처리를 한 생산성이 높은 정도

키방식의 로젝트에 참여한 담당자를 상으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방법은 키 방식의 로젝

트 경험이 있는 리자와 개발자의 조를 통해 

이들을 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직  작성하

게 한 후 회수하는 방식을 채택하 다. 로젝트

에 참가한 담당자는 고객 담당자를 포함하여 리

자 그룹(Project Manager, Project Leader, 사업

리담당자, 품질담당자, 참여고객 등)과 개발자 그

룹(개발인력, 시스템 리자, DBA, 임워크 담

당자, UI디자이 )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하 다.

본 연구를 해 제작된 설문지는 연구하고자 하

는 항목이 잘 구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설문 상

자들이 측정도구를 잘 이해하고 응답하는지를 확

인하기 해 3차례의 사 조사(pilot test)를 거쳐 

완성되었다. 본 조사는 2011년 5월 2일부터 5월 31

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응답자가 

부분 리자, 개발자인 것을 고려하여 용어와 

내용에 해 사 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의 

측정은 일차 으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

구의 목 에 맞게 수정·보완하 으며, 각 변수에 

한 측정은 ‘  그 지 않다’를 1 으로, ‘매우 

그 다’를 5 으로 하는 리커트 척도(five-point Li-

kert scale)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

수의 조작  정의와 련연구에 한 설명은 <표 

1>와 같다.

4. 실증 분석

4.1 표본의 특성

로젝트에 참여한 구성원에게 총 68부의 설문

지를 배포하 으며, 다수의 항목을 기입하지 않은 

응답자와 참여경험이 지나치게 낮은 6부의 설문을 

제외한 총 62부의 설문지를 최종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 다. 응답수 은 88%이며, 설문에 응답한 

상자들의 인구통계학인 분석과 기술등 을 분석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리자 그룹이 22명(35.48%), 개발자 그룹이 40명

(64.52%)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이 56명(90.32%), 

여성이 6명(9.68%)으로 남자 비율이 더 높았다. 연

령은 30 가 39명(62.90%)으로 가장 많았으며 20

(22.58%), 40  이상(12.90%)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은 6년 이상 9년 미만이 14명(22.58%)으로 가

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기술등 에 따른 분류

를 보면  기술자가 23명(37.10%)으로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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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65%), 고 (17.74%), 

특 기술자(9.68%)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표본의 특성

구 분 빈도 응답비율(%)

역할
개발자 40 64.52

리자 22 35.48

성별
남 56 90.32

여 6 9.68

나이

10 1 1.61

20 14 22.58

30 39 62.90

40  이상 8 12.90

경력

1년～3년 미만 10 16.13

3년～6년 미만 11 17.74

6년～9년 미만 14 22.58

9년～12년 미만 17 27.42

12년 이상 10 16.13

기술
등

기술자 19 30.65

기술자 23 37.10

고 기술자 11 17.74

특 기술자 6 9.68

기타 3 4.48

키 로
젝트 경험

1회 41 66.1

2회 21 33.0

키 방식의 로젝트 리에 참여한 경험은 1회

가 41명(66.1%), 2회는 21명(33.0%)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국내에서 키방식의 로젝트 리가 

활성화되지 않은 시 이기 때문에 설문 응답자의 

경험이 많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4.2 측정모형 평가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링 기법  하나인 PLS(Partial Least Squa-

res)를 사용하 다. 

PLS 분석을 수행한 이유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PLS는 탐색  연구와 같이 연구가 기단계

에 있고 아직 철 하게 검증되지 않았을 때 보다 

합한 방식이다. 선행연구 검토결과, 본 연구는 

키 방식의 로젝트 리에서 구성원의 업무성과

에 련된 탐색  연구로서 이러한 역의 선행연

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부족한 상황이다. 둘

째, 표본의 수가 본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

기에는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1, 25]. 따라서 

PLS는 본 연구 목 에 합한 분석기법이라 평가

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도구는 Smart PLS 2.0을 이용하

다. 측정모형을 검증하기 해서는 집 타당성

(convergent validity), 내 일 성(internal con-

sistency), 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통

해 검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의 집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PLS의 부스트랩(Bootst-

rap) 방식을 이용해 구성개념에 재된 측정항목

의 요인값과 그 t-값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문

항의 요인값이 기 치인 0.7 이상으로 나타났다. 

구성개념을 구성하는 측정문항들의 내 일 성은 

Fornell and Larcker[23]의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로 측정하 으며, 그 결과 0.7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 평균 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Fornell and Larcker[23]가 주장하는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볼 때 

본 모델은 높은 수 의 집 타당성과 내 일 성

을 보여 다. 별 타당성 평가는 <표 4>의 각

선축에 표시되는 AVE의 제곱근 값이 다른 구성

개념들 간의 상 계수보다 큰가의 여부로 검증하

다[24]. 검증결과 AVE의 제곱근 값  가장 작

은값(0.844)이 가장 큰 상 계수(0.839)보다 상회하

여 본 연구모델의 구성개념은 별타당성이 있음

이 검증되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모델에 사용

된 구성개념과 측정항목에 한 집 타당성, 내

일 성, 그리고 별타당성은 통계 으로 만족스

런 수 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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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신뢰성과 집 타당성 분석결과

변수 Item
Cross
Loading

Composite 
Reliability

Cronbach’s a AVE

시스템
품질

SQ1 0.907

0.936 0.897 0.830SQ2 0.921

SQ3 0.904

정보의
문성

IS1 0.834

0.881 0.797 0.712IS2 0.880

IS3 0.816

문지식
력

SC1 0.853

0.896 0.824 0.712SC2 0.913

SC3 0.814

구성원의
업무성과

PP1 0.927

0.957 0.933 0.881PP2 0.950

PP3 0.939

<표 4> 연구변수들 간의 상 계 분석표

연구변수 구성원 업무성과 시스템 품질 정보의 문성 문지식 력

구성원 업무성과 0.939    

시스템 품질 0.684 0.911   

정보의 문성 0.660 0.749 0.844  

문지식 력 0.761 0.839 0.756 0.861

<표 5> 연구가설 검증결과

연구
가설

경로
경로
계수값

t-값
채택
여부

가설 1
시스템 품질 → 

문지식 력
0.621 4.468 채택

가설 2
정보의 문성 → 

문지식 력
0.291 1.874 채택

가설 3
문지식 력 →

 구성원 업무성과
0.761 11.775 채택

4.3 구조모형 검증

가설에 한 구조모형의 경로 분석은 PLS로 실

시하 으며, PLS에서 제공하는 부스트랩 리샘

링 방식(bootstrap resampling method)에 의해 t 

값으로 환산하여 가설 검증에 사용하 다. 그 결

과는 <표 5>와 [그림 3]이다. PLS 모델에 한 신

뢰성은 측 변수의 R2 값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본 연구모델의 측 변수들에 한 

R2 값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측 변

수들의 변량에 하여 문지식 력은 74.1%, 

로젝트 구성원의 업무성과는 57.9%를 설명한다는 

것을 보여 다. 

본 연구는 시스템 품질, 정보의 문성과 문

지식 력, 그리고 구성원의 업무성과 간의 향

계를 규명하고자 하 다. 그 결과 첫째, 시스템 

품질이 문지식 력에 미치는 효과에 한 가설 

1은 채택되었다(경로계수 = 0.621, t = 4.468, p < 

0.01). 둘째, 정보의 문성은 문지식 력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지지

되었다(경로계수 = 0.291, t = 1.874, p < 0.05).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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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째, 문지식 력은 구성원의 리성과 향상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

택되었다(경로계수 = 0.761, t = 11.775, p < 0.01).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추가 으로 문지식 력이 시스템 품질, 정보

의 문성과 구성원의 업무성과 향상에 매개변수

(mediating variable)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기 해 

향도(effect size)를 f2값으로 측정하 다[1, 19]. 

구성개념에 한 향도(f2)는 모델에 한 R2 값

의 차이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해 본 연

구에서는 문지식 력을 제거한 다음 구성원 업

무성과의 R2값을 산출하 다. 분석결과 R2는 0.579

에서 0.522로 떨어져 향도 f2는 0.135로 나타났

다. 향도 기 으로 볼 때 소-  사이의 향도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지식 력

을 포함한 완 모델(full model)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매개효과 분석 결과

구 분 R
2
값 △R

2
f
2
값

완 모델
(full model)

0.579

0.057

N/A

감소모델
(reduced model)

0.522 0.135

주) f
2
소 = 0.0,  = 0.15,  = 0.35,

계산식：f
2
 = (R

2
 완 모델-R

2
 감소모델)/(1-R

2
 

완 모델).

5. 결 론

Web2.0 기술 의 하나인 키는 지식과 경험

을 공유하고 동료들이 겪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이해 계를 떠나 자발 으로 력을 증진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는 키의 특징을 로젝

트 리에 용하는 경우 로젝트 구성원들의 업

무성과에 미치는 향 계를 규명하기 함이다. 

이를 해 교류기억체계(TMS)를 이론  근거로 

하여 키를 시스템 품질과 정보 문성의 에

서 문화된 지식 력을 매개로 하여 구성원의 

업무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본 연구는 

키 방식의 로젝트 리가 TMS 이론을 기반

으로 로젝트 구성원의 업무성과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지를 알기 한 연구모형을 개발하 으

며, 향 계를 통계 으로 규명하여 결정요인을 

설명하 다. 주요 연구결과  시사 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키의 특징  기능으로 시스템 품질은 

문화된 지식 력에 매우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시스템 구축 로젝트를 수

행하는데 있어 문지식 력을 이끌어내기 해

서는 시스템 자체가 제공하는 기능  측면에서의 

용이성이 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Wagner and 

Majchrzak[39], 이슬기 등[9]의 견해와도 거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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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고 있다.

둘째, 정보의 문성은 문화된 지식 력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aniels and Bakens[1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키 방식의 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업무에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됨

으로써 IT 문가 간의 력 계를 증진시키는 것

으로 단된다.

셋째, 문 인 지식 력은 로젝트 구성원의 

업무성과에 매우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로젝트 과정상에서 문화된 

업의 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키 방식에 의한 

문가 간의 업체계가 이루어지면 로젝트 

리  구성원의 성과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문지식 력이 키와 

구성원의 업무성과 간에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석을 통해 계를 검증하 다. 이는 키 방식

으로 로젝트를 수행 시 시스템 품질과 정보의 

문성은 로젝트 구성원의 업무성과에 직 인 

향을 미치기 보다는 문지식에 의한 력을 통

해 업무성과를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보여 다. 따

라서 로젝트 구성원의 성과를 높이기 해서는 

구성원간의 문화된 력 계가 무엇보다 요

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시스템 품질과 정보의 문성

을 키 특징의 변수로 도입하여 분석하 으나, 

보다 구체화된 향 계를 분석하기 해서는 

키를 표할 수 있는 추가 인 연구변수 개발이 

필요 할 것이다. 둘째, 재 키 방식의 로젝트

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이를 경험한 리자 혹

은 개발자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소수의 표

본을 확보하여 분석에 이용하 으나, 향후 추가

인 설문을 확보하여 보다 일반화를 하기 한 노

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로젝트는 노동집약

이기 보다는 고 험 기술집약  로젝트가 증가

할 것이며, 이러한 성격의 로젝트를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수  높은 IT 문가의 참여와 

구성원 간의 긴 한 문지식 력이 더욱 실하

게 필요할 것이다. 키 방식의 로젝트 리는 

Web2.0 시 의 기술집약  로젝트 리를 한 

새로운 선택이 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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