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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A A A Study Study Study Study on on on on the the the the Encouraged Encouraged Encouraged Encouraged Enthusiasm Enthusiasm Enthusiasm Enthusiasm of of of of Local Local Local Local Public Public Public Public 

Officers Officers Officers Officers through through through through Establishment Establishment Establishment Establishment of of of of Knowledge-based Knowledge-based Knowledge-based Knowledge-based 

Administration Administration Administration Administration SystemSystemSystemSystem

This study speculates factors affecting preparation of 

knowledge-based administration system that is designed to improve 

productivity of administration and ability to deal with problems in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enthusiasm of public officer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whether preparation of the 

knowledge-based administration system in local governments has an 

positive influence on satisfaction and devotion which are sub-variables 

of enthusiasm through an experimental research targeting local public 

servants. 

For the purpose,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questions to be 

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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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what factors that affect preparation of knowledge-based 

administration system in local governments are there? 

Second, what influence do the factors have on enthusiasm of local 

public servants?

Third, what relations are there between factors affecting preparation 

of knowledge-based administration system in local governments? 

Based on such questions, this study searches related bibliography and 

prepares theoretical and practical models for theoretical development 

and discussion of theoretical speculation, realization, and introduction of 

knowledge-based administration to public sectors, factors that affect 

construction of knowledge-based administration system, and enthusiasm. 

Accordingly, leadership of the top administrator, knowledge-based 

organizational cultu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valuation and reward are selected as factors affecting construction of 

knowledge-based administration system in local governments. And to 

analyse how much influence the factors have on knowledge 

administrative activities of members, this study considers a factor of 

knowledge sharing behavior.  Finally, satisfaction and devotion are 

considered as factors relating to enthusiasm of members when the 

knowledge-based administration system is constructed. 

Then, this study presents a hypothesis focusing on analysis of 

significant influences between the factors. 

For a positive analysis of it, public servants working for six local 

governments in Gwangju city are interviewed through questionnair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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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oints-base and the results collected are statistically analysed. 

For a demonstration of measuring tools, reliability and validity 

analyses are conducted. For an analysis of significance, only items 

having high validity are used. And this study demonstrates a hypothesis 

through a statistic data analysis for positive analysis of the 

knowledge-based administration system construction. 

As a result of demonstration of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in 

respect to relations between basic factors and knowledge sharing of the 

system, it is demonstrated that leadership of the top management, 

knowledge-based organizational cultu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valuation and reward are assumed to have influence on 

knowledge sharing. 

For the relations between knowledge-sharing, and satisfaction and 

devotion of the members, it is demonstrated that the knowledge-based 

administration activities of member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satisfaction and devotion.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realization of 

knowledge-based administration by successful construction of the 

knowledge-based administration system and its maximized effect through 

a positive analysis: 

First, as presented in this study, a positive result is obtained that it is 

demonstrated that satisfaction and devotion can be successfully achieved 

through construction of a knowledge-based administration system like 

an introduction of knowledge-based management in privat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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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for establishment of 

knowledge-based administration system include leadership of the top 

management, knowledge-based organizational cultu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valuation and reward and it is demonstrated 

they have close relations with knowledge-sharing.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will contribute to the followings:

In a practical asp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esent a proper 

direction of knowledge-based administration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as it positively analyses influential factors and 

organizational results involved with construction of knowledge-based 

administration system. That is, the top management that is in charge of 

knowledge-based administration should reinforce the four basic factors 

to encourage satisfaction and devotion of the members and improve 

constructional possibility of the system. In a theoretical aspect, the 

theoretical model of this study focusing on properties and factors of the 

system, and enthusiasm of members, will be effectively used when a 

knowledge-based administration system is actually constructed. 

It is also expected that there will further studies on the factors 

relating to knowledge-based administration and properties of public 

organizations to more exactly analyse influences of the system that 

affect success of knowledge-based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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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1990년대에 접어들어 지식을 조직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팽배하면서,조직 내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이에
따라 기업들은 지속적 경쟁우위를 획득하기 위해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을 도입하기 시작했고,서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
한 지식경영이 1995년부터 한국의 기업들 사이에서도 급속하게 확산되어 왔다.
지식경영은 한 마디로 표현하여 무형자산인 동시에 지식의 효율적인 관리라
할 수 있으며,구체적으로 기업 내․외부로부터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그 축적된 지식을 기업 경영활동에 활용하는 일종의 경영혁신기법이다.이러한
지식경영은 기업이 갖고 있는 지식자산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의 지식이나
업무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발굴해,조직 내부의 보편적인 지식으로 공유하고,
공유지식의 활용을 통하여 조직전체의 문제해결능력과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는
경영방식을 의미한다(박성섭,2001:1).최근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식관리 경영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지식경영 체제를 도입․활용하고 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21세기는 물질과 양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지식과 질 중
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이와 같은 지식,정보,문화가 경쟁력
의 핵심이 되는 무한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창조적 지식국가의 건설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공공행정은 내‧외부 환경변화와 지식패러다임의 도래로 인해 변화요구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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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히 받고 있다.외부 환경변화로 국가간의 경쟁심화,정보기술의 발달로 국민
요구의 다양화와 서비스중심 행정으로 전환요구가 확산되고 있다.또한 내부적
환경변화로는 관료주의 메커니즘에 따른 병리현상의 심화,행정의 질 추구,조
직의 팽창과 관리비용의 증대 등을 들 수 있다(모성은,2003:120-121).변화하
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를 갖춘 서비스 행정의 필요성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공공부문에서의 지식행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공부문에서는 지식행정이 보다 명확
하고 체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지식행정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그 동
안의 지식행정에 대한 연구의 범위도 지식행정시스템 구축과 그 선행요인들 간
의 관계 중 일부라 할 수 있는 지식관리,지식이전,지식활용,지식공유 등만을
주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공공부문에서는 지식행정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만
이 진행됨으로 인하여 민간부문에서와 같이 지식행정시스템의 도입성과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편이다.
특히 지식행정의 효과와 관련한 연구에 있어서는 지식행정시스템의 구축에
의한 조직의 질적 변화의 측정이 필요하다.조직이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성과
향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조직에서 요구되는 변화의 수준을 한 단계 더 상승
시키기 위한 질적인 변화가 요청되기 때문이다.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조직구
성원들의 신념,태도,가치,욕구수준 등의 변화를 유도하여 구성원들의 욕구와
성숙수준을 높일 수 있는 직무의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지방정부의 지식
행정시스템 구축은 지식공유를 통하여 공무원들의 정보부족을 해소함으로써 직
무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나아가 공무원들의 직무의욕의 제고는 지역주민
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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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식행정에 관한 연구들을 한층 강조함으로써 지
식정부와 지식행정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개념적 틀을 정립하고 그
실천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로 국한하여 경험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식행정시스템 구축이 실제로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의욕의
하위변수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실증적
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지방자치단체에서 지식행정시스템의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둘째,지식행정시스템 구축의 영향요인들은 지방공무원들의 직무의욕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지방자치단체에서 지식행정시스템 구축의 영향요인들 간에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식행정에 관한 연구들을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식행정시스템 구축의 영향요인들을
통합하는 모형을 제시하고,다음으로 이 모형의 구성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관
한 가설들을 설정하여 이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그리고 지식행정시
스템 구축의 영향요인에 대한 변수의 규명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지식행정시스
템 구축에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여 봄으로써 행정조직에서 지식행정시스템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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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범범범위위위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의 지식행정시스템 구축의 기반요인들과 지식
행정의 활동요인,그리고 구성원의 직무의욕 하위변수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간
의 관련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서 연구대상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국한하였다.
첫째,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의 지식행정시스템 구축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
와 한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살펴본다.
둘째,불확실성과 미래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행정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조직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에서의 지식행정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논의하면서 지식행정시스템구축의 중요
성을 검토한다.
셋째,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전개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의 주된 초점인 분

석모형을 설정한다.지식행정시스템 구축의 영향요인에 관하여는 지식행정에
대한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지식행정시스템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요인들을 가능한 모두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모형검증의 우선적인 초점은 조직관리상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식행정시
스템 구축의 기반요인들이 지식행정활동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 한다.
다음으로 지식행정의 기반요인과 활동요인들이 구성원의 직무의욕 하위변수
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식행정시스템 구축의 기반요
인들이 구성원들의 지식행정활동과 직무의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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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위의 지식행정시스템 구축의 기반요인들을 토대로 도출된 모형에 대한
검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지식행정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구성원의
직무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접근방법과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 지식행정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살펴본다.따
라서 본 연구는 공간적 범위의 연구대상은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여 설문조사
를 실시하고자 한다.설문지 배부와 회수의 편의를 위해서 지역적으로 광주광
역시 소재의 자치단체로 선정하였으며 광주광역시청과 5개 구청을 분석대상의
단위로 삼았고,시간적 범위는 2004년 9월에 광주광역시와 자치구청에 근무하
는 공무원들의 지식행정시스템 구축의 대한 기반요인과 지식활동요인,직무의
욕에 대해 인식하는 수준을 조사하였다.

제제제333절절절 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실행방법으로는 문헌고
찰에 의한 이론적 연구와 설문조사 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첫째,이론적 연구는 지식행정에 관한 내용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기존의 지
식행정에 관한 국내․외 관련서적과 연구논문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선행연
구 및 이론적 배경에 대한 연구자료로 정리․활용한다.활용된 문헌자료는 학
술서적과 논문의 조사,마지막으로 관련기관의 기초자료에 관한 조사와 인터넷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둘째,위 단계를 통하여 연구주제와 관련된 주요 변수들을 식별함으로써 본
연구의 분석모형과 변수들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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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하여 본 지식행정시스템의 성공적 적용 가
능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요인으로는 지식행정시스템의 기반요인은 최고관리층의 리더십,지식
지향적 조직문화,정보기술,평가와 보상으로,지식행정활동요인으로는 지식공
유요인을 마지막으로 구성원의 직무의욕 하위변수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요인
으로 설정해 총 36개 문항의 질문을 기본으로 하여 설문 조사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를 이용한 자료 분석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첫째,설문조사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패키지인 SPSSWIN
10.01를 이용하였다.
둘째,주요 분석방법으로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통계에는 빈
도 분석과 평균,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기법을 적용하였다.영향요인을 분류․
통합하기 위해 요인분석,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와 타
당성분석,각 항목 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변수간의 영향정도를 알아보고 영향
요인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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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장장장 지지지식식식행행행정정정시시시스스스템템템과과과 직직직무무무의의의욕욕욕

제제제111절절절 지지지방방방자자자치치치단단단체체체의의의 지지지식식식행행행정정정시시시스스스템템템 구구구축축축

111...지지지식식식행행행정정정시시시스스스템템템의의의 의의의의의의

지식행정시스템은 조직내외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저장하여 공유하게 함으로
써 지식근로자의 업무 활동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지식행정의 핵심기반이
라 할 수 있다.그러나 지식행정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려면 먼저 지식행
정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지식행정이란 그 접근 방법이 학자
의 관점에 따라,연구목적이 매우 다양하게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
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식행정시스템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지식행정
에 대한 개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지식행정시스템의 개념은 지식행정시스템
의 분류를 통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1)지식행정시스템의 개념

지식은 개인 또는 조직의 사고와 경험을 토대로 얻게 됨으로써 특정한 입장
과 견해를 반영하고 있으며,정보와는 달리 목적을 가지고 있는 ‘행위’와 연결
된다.그러므로 행정에서의 지식은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개발,국민의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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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행정관리의 혁신과 같은 가치의 증진과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이건창,
1999).
경영학에서는 이러한 지식이 현대 경영의 복잡한 환경 속에서 기업경영이 핵
심자원으로 부상하면서 지식경영(knowledgemanagement)의 중요성이 부각되
어(Davenport,1998;O Leary,1998)지식경영의 개념에 대한 많은 연구와 이
론적 정립이 있었다.대표적 학자인 Nonaka(1998)는 지식경영을 기업에서 구성
원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도록 장을 만
들어 주는 것으로 정의하였다.그러나 행정학에서는 아직까지 지식과 지식자산
(Intellectualcapital)이 국가․정부경영의 핵심자산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
며,지식행정의 개념에 관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본 연구에서는 지식행정의 개
념을 정의하기 위해서 지식경영의 개념을 행정학적으로 재구성하여 지식행정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지식행정은 협의적으로는 행정조직에서 지식을 핵심
자원으로 인식하고,지식을 창출․축적․공유․활용하는 과정을 거쳐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결정이나 새로운 지식의 창조에 이용하는 과정과 체계라
고 할 수 있다.보다 광의적으로는 축적된 지식을 행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보편
적․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윤
순봉,1999).
그런데 이 경우 ‘정보기술을 활용한’지식경영이라는 점과,지식경영의 프로세
스와 기법은 비슷하겠지만,지식행정의 경우 이윤성 보다는 공공성을 우선하기
때문에 창출․공유․활용하는 지식의 성격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지식행정이든 지식경영이든 추구하는 목표는 상이하지 않다.예컨대
기업이 시장에서 고객에게 가치 있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라면,정부는 국민
에게 정책을 통한 가치창출에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뿐만 아니라 정보기술
이 지식경영 및 행정의 바탕을 이룬다.이를테면 정보공유시스템인 인트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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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웨어 등의 기반이 행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이처럼 정보기술은 조직 내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성을 증진시키고,지식발굴과 결합을 통해 조직의 핵심지
식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Martin,1990:76-91).때문에 지식․정보에 대
한 관심이 대학에서 기업 그리고 정부로 이어지면서 기업에서 활용한 지식경영
을 정부조직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이를테면 지식창고 구축,지
식접근의 용이성,지식창조․이전․사용 촉진 등 지식환경의 조성 및 지식자산
관리라든가 조직 내․외의 노하우,경험,판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치
를 더하거나 창조하기 위한 접근이 그 의미를 남겨준다(Davenportetal,1998:
43-53).
지금까지 행정에 있어서의 지식행정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지만 지식행정에
대한 접근은 그 방법이 무엇이든 서술이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논의도 반증이 가능해야 한다.그렇지만 아직까지 지식행정에 대한 접근이
객관적으로 논의되기 어렵고,당위적 성격이 강한 반면 반증가능성은 미약하다
(한세억,1999:10-12).
그러므로 행정조직 내에서는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
한 다음에 지식행정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지식
행정의 최종 목표는 업무 활동과 문제 해결에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행
정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행정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적합
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지식행정시스템은 지식행정의 구성요소로서 행정기능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있다.즉 개별 정부부처의 지식자원을
개발․공유하고,재사용 가능한 지식자원으로 축적시키며,지식검색 및 등록을
지원하는 체계이다.그렇기에 지식행정시스템은 전략,절차,조직,기술 등 다양
한 요소가 연결되어야 전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지식행정시스템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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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에서 보듯이 행정정보시스템과 구분된다.행정정보시스템은 일상적 업무수
행과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계제작된 시스템이다(방석현,1988;
안문석,1988;이윤식,1988).반면 지식행정시스템은 행정조직의 지식,경험,정
보 등을 축적․평가․활용하는 시스템으로 기업의 지식관리시스템과 맥락을 같
이한다.지식행정시스템 구축에는 이질적인 형태로 분산된 지식을 획득․분류
하여 조직지식으로 축척하며,새로운 지식창조활동을 지원하는 지식프로세스
및 최적의 패키지가 요구된다(한세억,1999:10).

<표 2-1>행정정보시스템과 지식행정시스템
구 분 행정정보시스템 지식행정시스템
목 적 정보관리를 통한 의사결정 지원 지식관리를 통한 가치창출

주요 활동 정보수집,분류,배포에 중점을 둔 자료
및 정보분석

사용자가 정의한 지식․정보의 관계와
요구사항 활용에 중점을 둔 가치분석

중점대상 형식적 정보처리에 초점 형식적 정보와 의미적 정보의 취득,
활용에 초점

기대효과 문제파악 및 확인 지원 문제해결에 직접적 활용
초 점 과정지향적 산출지향적
활용대상 한정된 부서(전산부서)및 이용자 모든 부서(정부부처)
정보기술 수동적,의존적 상황적응적,능동적

설계목적 집중화 된 정보저장과 제어
(DPS/MIS/DSS)

분산화 된 처리․저장․제어
(사용자에 권한부여)

자료:한세억(1999:10).

지금까지 지식행정시스템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의 지식행정시스템이란 행정조직에 지식행정의 구성요소로서 행정
기능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 등을 축적․평가․활용하는 시스템 으로 정
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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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식행정시스템구현의 필요성

21세기 새로운 시대의 행정환경은 불확실성이 아주 높고 미래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관리와 감독,또한 미리 정해진 행정목표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행정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불확실하고 변
화무쌍한 행정환경에서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곧바로
창출․적용하는 일련의 지식활동 과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미래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면서 지식의 공유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행정조직의
지식활동 과정을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박성원,2001:767-768).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식행정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국
가경쟁력 강화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의식
의 혁신적 전환을 요구하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지식경영은 개
인→기업→정부로 연결되는 사회구성의 단계적 틀에서 가장 큰 변화의 어려움
을 겪고 있는 부문은 바로 정부일 것이다.우리도 이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중앙정부의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하고 있
으며,그 방향과 목적이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이미 지
식창출의 문화와 지식 축적의 토대로 구축한 선진국의 구조개혁을 무조건적으
로 벤치마킹하는 식의 변화는 자칫 개혁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한때 정부
구조 개혁의 성공 사례로 떠올랐던 뉴질랜드는 슬림화되고 효율적인 구조를 지
닌 선진형 정부 형태로 탈바꿈하는 데는 성공했다.그러나 그 개혁 과정에서
뉴질랜드가 간과한 것은 다름 아닌 지식이었다.뉴질랜드의 사례가 지식을 기
반으로 한 정부개혁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네덜란드는 일찍이 1980년대 초반에 정부와 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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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지식경영의 도입에 성공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그러나 과거 국가 경쟁
력의 핵심이었던 첨단과학 부문을 버리고 물류와 유통산업 중심의 국가경제 운
영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대대적인 투자를 한 결과,네덜란드는 최근 과
거의 핵심분야에 대한 재투자로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되었다.이는 정부가 주
도하는 국가사회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프트한 지식의 중요성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다.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국가경쟁력의 직접적 배경은 범용기술
의 습득과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이미 선
진 산업국가가 개발하여 일반화한 기술이지만 노동비용의 부담 때문에 포기한
기술을 수용해 국가경제의 규모를 성장시켜 온 것이다.
이런 방식의 국가경제 운영은 더 이상 경쟁력을 뒷받침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이제 우리만이 갖고 있고,우리가 먼저 일반화할 수 있
는 기술을 개발해야만 이 무한경쟁시대에 생존할 수 있다.그렇다면 우리 정부
가 지향해야 하는 구조조정의 방향은 너무나 분명하다.규모의 성장에만 치중
한 결과 지쳐버린 우리의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주민들에게 활력을 찾을 수 있
는 방향으로 지식행정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다.정부도 지금까지 지원에
인색하던 아이디어 창출산업 등 지식산업 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과 인프라
구축에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포스코경영연구소,1998:33).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지식행정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조
직과 사조직의 시스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조직의 혁신기법을 자치행정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치
행정체제 안에 도사리고 있는 고비용,저효율,낮은 수준의 행정서비스와 보다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개혁적인 조치를 강구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그 수단으로써 지식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구
체적인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이순철,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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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각 행정기관의 유형자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식과 같은 무형자산
을 잘 활용해서 행정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고 향상시켜야 한다.그리고 효율적
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직 내의 정보와 지식을 취득,공유하고 활용
하여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둘째,행정기관에 대한 다운사이징(downsizing)이나 구조조정(re-structuring),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행정조직을 떠나는 인사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조직내부
에 흡수 보전하여야 한다.그러므로 한 곳에서 몇 년간 근무를 하면 해당 부서
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갖게 된다.근무자의 이동이 있을
경우에 전임자의 노하우는 전출과 함께 해당부서에 남지 않게 되어서 후임자는
전임자로부터 업무의 노하우를 전승받지 못하고 똑같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될 것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행정은 필요하다.
셋째,정보기술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진행되면서 지식행정을 전개할 수 있
는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바,이를 합목적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특정한 행정기관에서 생산,습득한 지식을 다른 행정기관도 공유,활용
한다면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충족은 지식행정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다.
여섯째,특정한 행정주체가 창출한 행정지식을 다른 행정주체나 민간이 이를
벤치마킹하여 활용하거나 확대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게 된다면 중복 투자
를 방지할 수 있다.
일곱째,세계화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경쟁상대가 다양화되었고,지리적
위치의 장점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행정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행정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상황이 되었다.
여덟째,정보화 시대의 행정고객들은 서비스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지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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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아홉째,지식 공무원 상호간의 공동작업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
게 한다.
열번째,행정혁신에 대한 다양한 기법들의 성과에 대한 엄정한 측정이 요구
된다(이주희,2000:45).
이와 같은 지식행정시스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식행정시스템을 지방자
치단체에서 활용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자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다음 4가지
로 요약할 수 있다(매일경제신문사,1998).
첫째,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그러므로 지식정보화나 지
식경영은 초기 투입비용이 많이 들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그 성과는 서서히
나타난다.주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자치단체장이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만을
기대한다면 수용하기가 어렵다.또한,후임자가 과연 이미 추진된 지식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지금까지의 지방자치의 경험을
되돌아본다면 자치단체장의 무리한 사업진행으로(이른바 PIMTOO:PleaseIn
MyTerm OfOffice현상)예산낭비가 초래되고 그러한 사업이 후임자에 의하
여 백지화된 사례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국가
에서 법령으로 지식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조직구조의 유연성이 약하다.지식행정시스템을 도입,적용하기 위해서
는 조직 자체가 끊임없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조직체제
하에서는 지식의 변환과 활용,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연속적인 순환과정을 거
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결정적 기여를 함으로써 고객만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에게는 효율성을 가져다줄 수 있다.하지만 공공조직의 경우 이
해관계 조정자로서의 지위로 인해 신속한 의사결정 못지않게 다양한 이해 당사
자의 의견을 조정하는 정치적 조정 과정이 요구된다.공정성의 요구로 인해공



- 15 -

공조직의 탄력적인 조직 운용에 대해서는 법령의 제약을 받게 된다.법적 제약
은 신속성․유동성을 중시하는 지식경영시스템의 기법을 도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과․국으로 되어 있는 지금의 자치단체의 구조를
바꾸는 것은 민간조직처럼 용이한 것이 아니며 각 자치단체별로 구성된 개발단
이나 팀이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보다는 잉여 인력이 보직을 받을 때까지 잠시
대기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 효율적인 지식행정시스템의 구축은 매우 어
려울 것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조직구조의 유연화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인센티브 활용과 성과측정에 애로가 많다.지식행정시스템은 개인의 노
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개인이 가
진 자신의 소중한 정보 제공이나 이를 이용한 부가가치의 창출에 대한 상당한
보상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지식행정시스템은 성공하기 힘들다.민간
부문에서는 동료들로부터 E-mail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고객의 전화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홈페이지 방문자의 수,기업에 자기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사
람,자신의 아이디어를 수시로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보상을 실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공직사회에서 이러한 개인의 노력이나 참여에 대
해 보상 체계를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우선,윤리적인 측면에서 충성의
의무를 지고 있는 공무원이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은 당
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또한,행정 서비스의 산출과 측정이 용이하지는
않다.개인이 제공한 정보가 생산성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기준으로 개
인에 대한 보상을 실시해야 하는데 행정 서비스의 생산성은 단순히 전통적인
투입․산출의 기법에 의해서는 측정하기 힘들다.동시에 산출의 범위를 명확하
게 정의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국방이나 치안과 같이 생산성의 개념이 큰 의
미를 갖지 못하는 분야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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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암묵지로 조직 단위에서 공유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식지
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CKO(ChiefKnowledgeOfficer)의 역할상의 한계가 예상된다.최고 지식
경영자(CKO)란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 대학의 토머스 데이븐포트 교수의 정의에
의하면 지식을 획득,분배,효과적인 활동과정을 담당하는 사람 이다.즉,.
CKO란 구성원의 지식과 기업의 지식을 발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다.CKO는 네트워크,데이터베이스,검색 프로그램과 같은 지식경
영의 기반을 구축함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며 조직 내에서 지식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자원 임을 조직 구성원들이 한결같이 인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며,전반적인 지식경영의 과정을 관리하는 핵심적 역할을 해
야 한다.따라서 CKO는 다른 조직원을 자극할 수 있도록 자신부터 지식의 창
출,공유,활용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지식경영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자료 관리,
컴퓨터 시스템과 같은 지식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이해를 가
지고 있어야 한다.하지만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는 CKO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
는 공직자를 발굴하거나 외부에서 채용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 시스
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CKO는 최고관리자(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시장,
군수,구청장)의 강력한 지원 하에 높은 수준의 정보관련 지식을 가지고 인사책
임자 및 정보담당자와 주도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그러나 기존 조직 내에
서 이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공직자를 발굴하기란 힘든 일이며 CKO의 역할을
할 조직원을 선정해서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현실상 민간 채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설령 민간인이 맡는다 하더라도 정치력의 부재로 인하여 제 기능
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그러므로 CKO에게 관련된 권한을
명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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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지지지방방방자자자치치치단단단체체체 지지지식식식행행행정정정시시시스스스템템템의의의 구구구축축축과과과정정정

창조적 지식기반의 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식행정 구현이
필요하다.이는 지방자치시대이기도 하지만,지식강국의 확산을 위해선 국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의 최일선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식행정시스템은 일정 기준에 맞
추어 단계별1)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모성은,1999).

1)1단계:분위기 조성

최선의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대상이 조직의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하면 시작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할 뿐만 아니라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따라서 지식행정시스템의 전제조건으
로서 조직의 지식분위기 조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1)지도자의 의지 및 솔선
지식행정시스템의 도입․적용에는 무엇보다도 지도자의 의지와 솔선수범이
중요하다.이는 지식행정시스템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직뿐만 아니라 주민전체
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이러한 시스템의 도입과 적용에 있어서 내부적인
순응은 물론 주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요구된다.지식행정시스템은 기존 행정의
틀을 완전히 바꿔 놓는 것이므로 기득권층의 반대가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으며

1) 같은 맥락에서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지식경영도입을 위한 실행단계를 1단계:문제점의 파악→ 2단계:변
화에 대한 준비 → 3단계:전사적인 추진팀 구성 → 4단계:지식지도의 작성 → 5단계:기술적 이행과
정상의 핵심특징의 규정 → 6단계:지식관리시스템 구성요소의 선택 → 7단계:기존 정보시스템의 통합
의 7단계 프로세스로 정리할 수 있다(김혜영,1999: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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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기도 하다.이 같은 어려움 중에서도 이를 성공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이다.

(2)지식행정시스템 도입 선언
조직 내 지식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식행정시스템 도입 선포식 등 결의적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식행정의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다.위로는 최고
지도자로부터 아래로는 최하위직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전 구성원에게 지식행정
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지식행정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행정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이다.

(3)조직 내 지식․정보마인드 형성
지식행정시스템을 지방자치조직에 도입하여 적용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공무원
들이 정보공유와 지식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조직의 효율
적 관리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식의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
다.이를 위해서는 지식사회,디지털경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정보검색훈련을 실시하여 구성원들로 하여금 지식행정시스템 도입에 따른 두려
움이나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감수성 훈련 등을 통
해 정보공유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변
화를 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한세억,1999:25).

2)2단계:기반 구축

(1)조직 구성
지식행정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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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조직체가 필요하다.성공을 위해서는 성과 지향적이고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태스크 포스(TaskForce)의 도입이 필요하다.이 경우 태스크 포스의
구성은 팀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도록 하되 각 부서별
담당자,전산정보시스템 전문가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때 팀장은 향후 최고
지식관리자(CKO)가 되어야 한다.

(2)예산 확보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에는 예산문제가 필수적으로 동반된다.지식을 향한 구
성원의 의식개혁,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을 위한 통신시스템 구축,지식창고를
만드는 전산시스템의 개발 등에 있어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식행정시스템
을 구축․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인 사항이다.예산에 반영되
어야 구체적으로 시스템 구축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때 해당 사업이 단
년도에 완성되기는 어려우므로 계속비 형태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준비를
위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추경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제도적 장치
지식행정시스템이 도입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근거법규의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이 구비되어야 한다.이를 테면 지식공유에 기여한 자에게 인사
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효율적 팀 조직 운영을 위한 근거,관련
예산확보의 근거 등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시스템 구축과 상
충되는 관련법규 등을 수정하고 예상되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들도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4)직무분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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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행정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직무분석이 선행되
어야 한다.직무분석으로부터 효율적인 학습조직을 구성해야만이 운영할 수 있
으며,지식행정 구현을 위한 팀제 운영 등의 구조개편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3)3단계:시스템 운용

지식행정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완료되었다면,본격적인 시스템
을 운영해야 한다.

(1)시스템의 설치
시스템의 구축은 하드웨어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하
드웨어 측면으로는 네트워크(Network)의 구축이 중요한데 기존의 컴퓨터들을
연결하는 LAN (LocalAreaNetwork)이 완성되어야 한다.한편 소프트웨어 측
면에서는 정보공유의 시스템과 같은 별도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2)지식의 저장 및 활용
지식행정시스템이 원활히 운용되기 위해서는 관련지식과 정보가 충분히 지식
창고에 저장되어야 한다.그러한 지식이 공동화,표출화,연결화,내면화를 통해
또다른 지식을 창조하고 지식행정을 구현하는 것이다.

4)4단계:유지․발전
지식행정시스템이 구축 운영된다 할지라도 지식이 행정부문에서 일정한 성과
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를 유지 발전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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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육 훈련의 실시
완성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조직 내 교육 또는 외부 전문교육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조직 내 교육은 최고지도자가 직접 지
식행정의 필요성을 부단히 강조하고,보다 성공적인 지식행정사례를 조직 내에
전파․확산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2)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지식행정시스템은 영속성을 갖지 못하는 속성을 띤다.그러므로 지식관리자와
지식관리팀은 지속적으로 지식창고를 정리하는 등 지식시스템을 개선하고 혁신
시켜나가야 한다.

(3)학습․토론조직의 정규적 운영
암묵지식의 공동화(공유)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정규적인 학습․토론조직의
운영이 필요하다.학습․토론조직의 운영은 업무시간 이외 출근시간 전이나 또는
퇴근시간 후로 해야만 시간활용의 극대화를 누릴 수 있다.

(4)동기부여
시스템의 유지는 조직의 구성원에 의해 수행되므로 이들이 시스템을 능동적이
고 창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중요하다.이를 위해 다양
한 인센티브제의 도입이 요구된다.예컨대 지식공유에 대한 ‘마일리지제도’를 도
입하여 인사 상 혜택을 주는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식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예산․제도상의 문제,조직원
의 반발 등이 예상되므로 단계적으로 면밀한 계획 하에 지식행정시스템을 도입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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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 직직직무무무의의의욕욕욕

111...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의의의 검검검토토토

현대조직 내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조직에 대한 인간의
영향력이 커지자 조직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조직목표를 달성하는 효과적
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조직구성원의 동기를 주요 연구과제로 삼기 시작하였
다(이창원 외,1999:162).그것은 사회문화가 발전할수록 사회와 조직체에서의
개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데,이것은 결국 개인행위가 조직체에 주는 영
향은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학종,1984:162).
조직체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목표지향적인 것을 의미하
며,목표지향적 행동이란 무엇인가를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된 행동을 말한다(박내회,1989:143).따라서 조직관리자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는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그러한 행동이 조
직의 효과성을 재고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거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본 연구의 논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서의 지식행정시스템구축을 통하여 조직의 성과에 대한 측정을 위해서는 구성
원들의 행동에 대한 직무의욕의 수준을 측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구
성원의 직무수행동기와 직무의욕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조
직의 지식행정시스템구축과 직무의욕의 하위변수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대
하여 동기이론의 관점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동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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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무수행의 동기
일반적으로 동기(動機:motivation)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성취를 지향하는
인간행동을 촉발하고 그 방향을 설정해 지속시키는 정신적인 힘 또는 정신작용
의 과정을 지칭한다.직무수행의 동기는 사람이 직무수행목표 추구의 행동을
시작했을 때 그 방향과 질적․양적 특성과 지속시간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
치는 정신적인 힘이다.조직학에서 관심을 갖는 동기는 원칙적으로 직무수행동
기이므로(오석홍,2003:146)본 연구에서의 논의에 있어서 동기 와 직무수
행동기 는 의미의 구분 없이 사용하고자 한다.
동기라는 용어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다.그 의미
는 일반적으로 motive와 motivation의 두 가지 뜻이 있는데 motive는 개인의
행동을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작동시키는 내적 심리 상태(inner
psychologystate)를 말한다.그리고 motivation은 행동이 실체로 작동되는 과
정이거나 작동되도록 유도 내지 기도하는 과정으로서 동기부여를 의미한다(이
학종,1984:142).
동기(motive)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통상적으로 동기는 인간이 부딪히는 문제상황에서 어떤 태도의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일정하고 특수한 행위를 하도록 행동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그리고 중요한 것은 동기는 오직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개념이라는 점
이다.집단에서는 동기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집단에서 나타나는 태도는 그
집단 전체의 성향 및 특성 또는 분위기를 말한다.
동기부여(motivation)는 인간의 욕구,행동,목표 등의 복합적인 개념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어떤 행위를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동태적 과정이다.이에 대
하여 동기는 인간내부의 욕구(needs),욕망(wants),행동(drives)등으로 정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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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며,비교적 정태적․단순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또는 동기의 경우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목표지향적이다.조직구성원들에 대한 동기부여
는 그들의 동기의 강도에 의존하여 이러한 동기를 통해서 동기부여 된다는 것
이다(김문중 외,1999:177).
이러한 동기는 주체성에 따라 서로 다른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첫째로 동기의 주체인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 스스로 능동적으로 느끼는 내적인
요인이 동기(motive)이고,둘째로 외부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동적으로 부여받
은 것이 동기부여(motivation)라는 것이다.
두 가지 개념에서 동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첫째,내적인 요인으로써 정
의이다.개인 스스로 일하도록 만드는 인간의 내적인 정신 상태로써의 심리적
요인이다.둘째,외부에 의한 피동적 정의이다.조직 내의 관리활동에서 관리자
가 조직구성원들에게 조직에서 요구하는 어떤 결과를 낳도록 행동하게끔 유도
하는 것이다.동기의 정의는 동적인 개념에서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관리자들이 조직구성원인 개인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관리자의 역할을
논의할 때 흔히 정의하는 것이다(이양수,1991:86-89).따라서 현대조직에서
다양한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직구성원
들의 행동을 동기유발(motivation)로 이끌어 내서 행동의 방향을 조직의 효과성
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장현수,2001:6-7).

(2)직무수행동기의 속성
동기유발과 행동의 과정을 보면 ① 충족되지 않은 욕구의 확인,② 욕구충족
방법의 탐색,③ 목표지향적 행동의 선택,④ 행동의 실천,⑤ 실천결과에 대한
보상과 체제,⑥ 욕구의 재평가 등 일련의 관념적 단계를 내포한다.실천적으로
도 단계과정들이 언제나 정확한 순서를 밟아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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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이러한 직무수행동기가 갖는 주요 속성은 다음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오석홍,2003:146-147).
가)직무수행목표
직무수행동기는 조직이 요구하는 일을 잘 하려는 동기이자 아울러 직무수행이라
는 목표에 지향된 동기를 말한다.
동기가 유발시킨 행동의 목표물이나 목표상태를 유인이라 한다.유인의 양태는
매우 다양하다.의식적인 것도 있고 무의식적인 것도 있으며,사람이 얻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것도 있고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것도 있다.2)

나)하나의 영향요인
동기는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과 생산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요
인이다.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인간의 동기 이외에 능력,성격,업무
에 대한 이해,조직의 지원과 구조․과정,환경적 제약요인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다)다원적 동기
하나의 행동을 야기하는 데 작용하는 동기는 다원적․다국면적일 수 있다.하나
이상의 동기가 어떤 행동의 유발에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그리고 동기의 양태는
다양하다.
라)욕구와 동기
동기의 심리적 기초는 욕구이다.그러나 욕구와 동기 사이에는 신념,가치관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개입할 수 있다.
마)내재적․외재적 형성

2) 동기의 양태는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내재적인 것과 외재적인 것
등 여러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Zimbardo,et.al.,2000.그리고 Luthans(1985)는 1차적 동기,2차적 동기
그리고 일반적 동기를 구분하였다.1차적 동기는 배고픔,수면,성욕 등에 관한 동기와 같이 생리적 기
초에 바탕을 둔,학습된 것이 아닌 동기이다.2차적 동기는 학습된 것이며 권력,성취,지위,자율성 등
에 관한 동기가 그 예이다.일반적 동기는 학습된 것이 아니라 생리적인 것에 바탕을 둔 것도 아닌 동
기이다.그 예는 호기심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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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는 인간의 내면적 이유에 의하여 내재적으로 형성되기도 하고,외부의
조종에 의하여 외재적으로 형성되기도 한다.
바)관념적 구성
동기는 가시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 상태에 관한 관념적 구성(hypothetical
construct)이다.동기는 직접 관찰하거나 측정할 수 없다.동기는 그것에 수반되
는 형태적 징상(徵狀)을 관찰하여 추론해 낼 수밖에 없다.
사)동태적 현상
동기의 양태와 수준은 내면적 및 외재적 연관요인들과 교환작용하는 가운데
변동하는 동태적 현상이다.

(3)직무수행동기의 중요성
조직의 주된 목적은 조직의 효과성의 향상에 있으며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은 직무수행동기라고 할 수 있다.현대시대에 있어서 직무수행동기는
형태변수로서 중요하게 생각되므로,특히 조직행동,산업심리,또는 일반경영분
야에서 동기적 측면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James(1972:5)는 일련의 조사에서 종업원이 동기부여가 되면 직무수행에서
그의 능력의 80%～90%까지 발휘할 수 있음에도 통상 20%～30%의 능력밖에
발휘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했다.Koonts와 O'Donnell(1980:630)은 관리자는
동기요인들을 조직의 역할로 확립하여야 할 필요성과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충
원 종업원의 통솔과 통제의 전과정은 동기부여에 대한 지식의 기반 위에 확립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이와 같이 직무수행동기가 조직행동에 있어서 중요성
을 갖게 된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지만 그 주된 요인만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한덕웅,1985:20-24).
첫째,조직구조의 변화이다.현대 산업사회에서 조직 내 민주주의가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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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됨에 따라 조직구성원간의 관계도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이해해
야 할 필요가 생겼고,조직구성원 개개인의 자발적 노력도 중요시 되었으며
조직구성원의 능동적인 노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동기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둘째,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대한 관심이다.근래에 들어와서 경영자나
조직연구가들은 조직의 효율성이나 생산성과 관련하여 조직에서의 인간행태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그것은 조직에서 과거와는 달리 인적 자원의 활용이
중요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결국 이 문제는 조직에서의 인적 자원활용에 관
한 동기문제로 귀결된다 하겠다.Kats와 Kahn(1978:402-404)은 인적자원 활용
에 대한 동기부여와 관련하여 ① 인적자원의 확보와 관리,② 조직구성원의 과
업수행에 있어서 조직의 수행방식에의 순응,③ 조직구성원이 성공하려면 창조
적이고 혁신적이며 자발적인 행동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세 가지 필요조건을 주
장하였다.
셋째,조직이론의 구심점으로서의 동기이론이 차지하는 비중이다.현대조직에
서 조직구성원은 조직환경의 자극으로부터 일정한 행동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동기는 이러한 행동반응의 과정에 사용되는 매개변수를 의미한다.조직에서의
직무수행과 직무만족에 관련된 직무동기는 여러 조직요인들과 상호 영향을 미
치고 동기부여이론은 조직의 기능과 조직구성원의 행태를 이해하는데 상호과정
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장기적인 인력관리에 대한 관심의 고조이다.조직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서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지만,이를 적극적으로 사용
하려는 동기가 부여된 인적 자원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에는 장래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조직구성원이 인적자원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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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으로 관심을 쏟는 조직체들이 많아져 경영 및 조직발전(OD)계획이 확대
되고 산업훈련․직무설계 등에 큰 관심이 증가되었다.이는 높은 수준의 동기
를 유지토록 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직무수행동기의 중요성은 조직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
그 비중이 커지고 있고 직무수행동기 문제에 대한 접근은 조직구성원들에게 조
직목표를 달성케 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도 있다고 하겠다(장현수,2001:10).

222...본본본 연연연구구구의의의 직직직무무무의의의욕욕욕

직무의욕이란 직무를 성실하고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는 조직구성원의 바람
을 가리킨다(Rainey,1991:122).Campbell과 Pritchard(1983)는 기존 연구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직무의욕이 직무수행 노력,양,지속성은 물론 업
무성과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고,Katz(1964)도 조직
의 생산성이 향상되려면 구성원들이 조직에 의해 공식적이고도 명시적으로 규
정된 역할 행위를 능가하는 보다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행태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모든 기업활동은 그 조직의 구성원자체는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조직구성원의 행동은 기업활동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욕구는 행동의 존재 잠재적 동기로 작용
한다.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와 직무의욕은 행동의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
로 기업활동의 건전성은 직무의욕의 정도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직무의욕은 효과적인 작업팀 형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마치 인체의
신경적인 역할을 조직체 내에서 행한다.가령 인체가 건강하려면 신경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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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해야 함과 같이 경영체가 건전하자면 노동주체인 종업원의 직무의욕이 왕
성해야한다.따라서 기업체질 건전성의 여하는 종업원의 근무의욕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바 정기적인 진단 및 주의가 필요하다.Davis(1957:552)는 조
직에 있어서의 높은 직무의욕의 효과로써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①
조직의 목적 달성에 자발적으로 노력하려고 한다,② 조직과 지도층에 충성한
다,③ 기강확립 또는 법규나 법령 등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려 한다,④ 역경을
겪어나갈 수 있는 조직의 능력배양과 강력한 지도력을 키워준다,⑤ 담당직무
와 조직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이 높아진다,⑥ 직원들의 창의성을 합리적
으로 발휘하게 된다.한편 Yoder(1959:725)는 직무의욕이 중요한 지표로서 생
산성을 지적하였으며 사기가 저하되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고 하였
다.① 작업상 피해가 많이 일어난다,② 능률이 평상시보다 저하된다,③ 관리
자와 피관리자 간에 불화가 일어난다,④ 구성원간에 알력이 많아진다,④ 일을
기피하여 태업을 한다,⑤ 일의 흥미와 생기가 부족하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였을 때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조직구성원
들이 업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생산의욕을 갖도록 하는 동기부여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조직의 효율성과 관리자의 조직구성원에 대한 동기를 높이는
것은 능력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겠다(유종해,2000:89).조직성과의 향상을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의 직무의욕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직무의욕이란 구성원들의 무엇인가를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하여
직무를 성실하고도 훌륭하게 수행하려는 동기유발 로 정의하고자 한다.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의 지식행정활동을 통한 직무의욕에 대한 측
정지표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선정하였다.
직무의욕의 근거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행정조직에서 지식행정시스템 구축
과 공무원들의 지식행정활동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공무원들의 직무의욕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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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수로 선정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1)직무만족

조직구성원이 그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 만족하느냐의 여부는
그 조직의 성과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이의 만족여부에 따라 구성
원은 그 조직에 대하여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으며,이는 곧 바
로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직무만족의 개념이 구체적으
로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이론이 분분한데 대표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Smith(1955:114-115)는 직무만족을 “각 개인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경험하
는 좋고 나쁜 감정의 총화다.이러한 감정의 균형상태에 기인하는 하나의 태
도”라고 정의하였고,Locke(1976:1300)는 직무만족을 “자신의 직무 경험을 평
가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쾌함이나 혹은 좋은 정서 상태”라고 정의하였고,이종
범(1985:7)은 직무만족에 대해 “종업원이 직무상태에 대해 가지는 정서적 반응
의 상태는 직무가 자신의 기대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유
쾌함의 정도”라고 하였다.직무만족에 관한 정의로부터 직무만족의 특징을 살
펴보면 첫째,만족은 직무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 이는 자기 관찰을 통해서만
이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다른 태도들과 마찬가지로 직무만족도는 실제 관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구성원들의 행위나 언어적 표현을 통해 유추 할
수밖에 없다.둘째,직무만족은 원하는 것과의 실제적인 격차라고 할 수 있으며
직무만족은 다분히 주관적인 개념이다(박기관,1999:27).
조직관리자는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의 직무만족
요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직무만족요인이 조직관리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데,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신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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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371-372).
첫째,직무만족은 가치판단의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닌다.사람들은 일상생활
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낸다.많은 시간과 노력이 모아지는 조직 속에서 만족
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면 사람이나 조직은 불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직장이라는 조직에서 만족여부는 그만치 중요성을 지닌다.조직은 단지
생계만을 위한 소득을 얻는 곳이고,삶의 만족은 조직 밖에서 얻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의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조직의 직무만족은,
조직이 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책임의 한 범주로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둘째,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중요하다.인간의 불만족은 그 자체로 끝나기도 하지만
대체로 전이효과(spill-overeffect)를 유발시켜 관련 없는 다른 부문의 생활까
지도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경향이 없지 않다.조직생활에서 불만족을 갖고 있
는 사람은 가정생활,여가생활의 삶 자체에까지 불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조직 속의 직무에서 얻는 만족은 그만치 중요성을 지닌다
고 할 수 있다.셋째,육체적 건강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스트레스(stress)나
권태와 같은 직무불만요인이 육체적 건강을 해친다는 의학적 견해도 있고,자
기의 직무가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사람의 수명이 불만인 사람보다 길다는 연구
보고서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박운성,1985:390).넷째,구성원은 자신
의 직무에 대해 호의적이고 긍정적일 때 외부의 사회조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이는 어떤 면에서 공중관계(publicrelation:PR)의 기능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직무에 대해서 만족적이고 긍정적일 경우 조
직내부는 물론 외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강조된
다고 하겠다.다섯째,조직내부에서 볼 때 직무만족도가 높으면 그 조직은 이직
율과 결근율이 줄어들고,생산성향상의 효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직무만족은
매우 중요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여섯째,자기의 직무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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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적인 사람은 조직 내의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원만하다는 것이
다.따라서 직무만족→ 인간관계 원활→ 조직의 생산성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역
시 직무만족의 중요성은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일곱째,직무성과 면에서 중요
하다.관리자들은 최대 만족이 종업원의 높은 직무성과를 가져오리라고 가정하
고 있지만 이 가정은 정확하지는 않다(Davis와 Newstrom,1985:111).그러므
로 관리자들은 직무만족은 행복한 구성원들이 그렇지 못한 구성원들 보다 작업
에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조직에 있어서 직무만족은 그만큼 중요성
을 지닌다.
직무만족은 조직의 성과와 개인의 목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최고관리층은 구성원들의 욕구내용과 특성을 이해하고 직무불만적 요인을 제거
함으로써 유쾌하고 명랑한 직장생활을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또한
구성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과 개인특성과의 적합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진다고 말하고 있다.지식경영의 프로세스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축적되어 있는 아이디어 등의 지적자본을 조직 내에 축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듯 직무만
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구성원간의 신뢰와 조화이다.구성원간에 신뢰가 깊고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조직체에 대한 일체감이 커지고,결과적으로 이에 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김동준,2001:14).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직무만족은 본
연구에서의 지식행정시스템의 직무요인에 대한 하위변수로 적합하다 하겠다.

2)조직몰입

조직몰입(organizationalcommitment)은 자기가 속한 조직에 대해 동일시와
몰입,일체감,애착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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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신뢰와 수용,조직을 위해 애쓰려는 의사,조직구성원으로 남아 있으려는
의지를 말한다(양창삼,1994).그리고 Buchanan(1974)은 조직몰입을 수단적 가
치와는 상관없이 조직의 목표와 가치,조직원으로서의 역할,조직에 대한 정서
적 애착심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것은 한 개인이 속한 조직에 대해 얼마만큼 일체감을 가지고 몰두
하는지를 나타내는 말이다.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의 심리상태의 중요한 부분
으로서 결근,이직 등의 부정적인 행동을 감소시키고 조직행동과 같은 조직에
이익이 되는 행동을 유도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조직몰입도는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헌신도나 고용지속과 관련한 여러 가
지 계속적인 태도나 행위를 측정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개념으로 조직연구자
들의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조직몰입은 일반적으로 정서적 몰입과 행
동적 몰입으로 구분하여 정의되어 왔으나,3)최근에는 조직몰입을 다양한 측면
에서 이해하려는 경향도 있다.4)정서적 차원의 조직몰입은 개인과 소속 조직
간의 강한 연대가 조직구성원이 가지는 ①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믿음,
② 조직을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③ 조직에 계속 남으려는 강한 바람 등에 토
대를 둔 경우를 의미한다(Porter,etal.,1974:604).상당수의 경험적 연구는 조

3) 정서적 몰입이란 개인-조직 사이에 형성되는 심리적 관계의 성격과 특성에 초점을 두는 것으
로 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갖고 있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향을 의미한다.한편 행동적 몰입
은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아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며,자발적인 행위를 하게 하는 잠재적인
힘으로서 개인을 구속하는 영향력을 말한다.(Mowday,Porter,andSteers,1982).

4)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인 경우가 Meyer와 Allen의 몰입의 세 가지 구성요소 모형이다.이 모
형에서는 정서적 몰입을 감정적 몰입,근속몰입,규범적 몰입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감정적
몰입은 개인의 감정에 바탕을 둔 것으로 조직에 대한 애착과 조직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심리
적인 상태를 말한다.근속몰입이란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 조직을 떠
남으로서 잃게 될 이익과 혜택 때문에 계속 그 조직에 남아 있으려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
다.즉 개인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조직에 계속 존속하려는 것이 근속적 몰입이다.규범적 몰
입은 한 개인이 조직이 그에게 베푸는 이익이나 혜택에 상관없이 그 조직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이 옳다고 믿거나 도덕적으로 옳다고 믿기 때문에 나타나며,조직에 대한 사명감,임무,또
는 조직의 목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의무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전원보,200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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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성원의 정서적 몰입도가 높으면 그의 직무만족도가 재고되거나 직무성과가
향상됨을 보여준다(Nyhan,1999:59).
특히 Steers(1977)는 조직몰입을 소극적 몰입(passivecommitment)과 적극적
몰입(activecommitment)으로 구분하여 소극적 몰입은 구성원들이 애착적 상태
에서 머무르려 하는 의도이고,반면에 적극적 몰입은 조직을 위해 행동하려고
하는 차원이라고 하였다.구성원들의 조직몰입수준은 소극적 몰입에서 적극적
몰입으로 전환을 유도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조직몰입의 이론에 기초하여 본 연구와 부합하는 조직몰입에 대해서
는 태도적 조직몰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정서적 조직몰입이란 조직구
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애착심과 헌신하려는 의사의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행정조직에서의 지식행정시스템의 구축이 구성원들 개인의 정서적인 몰
입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이다.

제제제333절절절 지지지식식식행행행정정정시시시스스스템템템의의의 기기기반반반요요요인인인과과과 활활활동동동요요요인인인

111...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의의의 검검검토토토

지식행정시스템의 추진 틀을 만들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식행정시스템 구축
의 영향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그 이유는 지식행정의 실무자들
은 영향요인들을 중점관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식행정시스
템의 구현이 성공할 기회가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지식행정시스템 구축의 기반요인과 활동요인을 모색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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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다.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지식경영을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지식행정이라고
하기도 한다.그러나 지식행정을 특별히 규정짓는 정의는 아직 공론화 되지 않
았다.하지만 지식경영을 다시 행정조직과 행정업무에 적용하는 과정으로 지식
행정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특히 지식행정시스템은 지식경영시스템으로부
터 원용․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지식행정시스템의 개념적 틀은 지식경영을 행
정의 실천적 개념으로 전환하여 활용하고자 함을 밝혀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논제와 부합하는 취지에서 지식행정시스템 구축의 기반요인과 활
동요인을 선정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식경영의 성공요인을 기반으로 하여 지
방자치단체에서 지식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을 경우 필요로 하는 핵심요
인을 논의 하고자 한다.
먼저 지식경영의 성공요인을 연구한 경영학자들이 제시하는 지식경영의 성공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AndersonConsulting(1997)은 지식경영의 구성
요소를 전략,사람,프로세스,정보기술 등이라고 주장하였다.APQC(1997)은 리
더십과 전략,문화,측정과 평가,정보기술을 지식경영의 핵심요소라고 정의하
고 있는 반면,Davenport(1998)는 지식창고의 구축,지식의 접근성 향상,지식
의 공유환경 조성,지식 자산 등 네 가지를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1999)는 지식경영의 구성 요소를 목표,3대 전략(제품 리더십,
운영 탁월성,고객밀접),지식 인프라 등 다섯 가지로 정의하고 있고,김선아와
김영걸(1999)은 조직구조,기술,조직문화,관리 프로세스,보상과 평가 등을 제
시하고 있다.김효근․권희영(1999)은 전략,프로세스,문화 및 사람,정보기술
등 네 가지 지식경영을 중요 요소로 꼽고 있다.
Earl(1994)은 지식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성공적
인 지식경영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정보기술의 지식시스템 활용,외부와의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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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구축,지식근로자의 유지 및 활용,학습조직으로의 이행 등 네 가지를 제
시하였다.
Nonaka와 Takeuchi(1995)는 주로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지식경영을 연구하여
지식에 관한 비전 발표,중간관리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미들 업 다운
(middle-up-down)경영,수직적 조직의 효율성과 수평적 조직의 유연성을 동
시에 추구하는 하이퍼텍스트(hypertext)조직구조의 구축,지식 담당 임직원에
대한 상호작용의 기회 확대,신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기 위한 외부와의 네트
워크 형성이 지식경영의 성공요소라고 주장하였다.
Ulrich(1998)은 조직변화 선도자,비전 수립,조직변화에 대한 필요성 확산,
이해 관계자들의 조직변화 참여 유도,조직구조와 시스템 변경,모니터링,조직
변화의 지속을 지식경영의 주요 성공요인으로 제시하였다.
Davenport와 Prusak(1998)은 지식관리 프로젝트 성공요인을 체계적으로 문서
화한 지식,비공식적인 토론 유형의 지식과 누가 무엇을 아는지에 대한 전자적
인 저장소의 구축,지식 창출과 배포를 위한 환경 개선,지식 문화,리더십,비
즈니스 가치와 연계하는 일,특정 지식의 보유자를 알아내는 지식 지도자,회사
의 기본적인 변화보다는 독립 프로세스나 기능에 대한 운영상의 개선들로 구분
하고 있다.
Davenport와 그의 동료들(1998)은 24개의 회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지식
경영과 기업의 성과연계,인터넷 등 기술적 인프라 확보,탄력적이며 표준화된
지식관리체계의 보유,지식 중심적인 기업문화의 조성,지식경영에 관한 명확한
목표와 용어의 사용,조직구성원에게 동기부여하는 적절한 수단 활용,지식이전
을 위한 다양한 채널의 구축,지식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지원 등을 지식경
영의 성공요인으로 꼽았다.
송희경과 그의 동료들(1999)의 지식 환경전략에 관한 연구에서는 인간,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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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의 리더십,조직과 문화의 전환,지식의 성과측정 기능,지식관리시스템
을 성공요인으로 꼽았다.
이순철(1999)은 지식 비전의 창출과 전파,지식을 통한 핵심역량의 지원,지
식 공헌을 위주로 채용 및 평가와 보상,비용이 아닌 투자관점에서의 지식경영,
최고경영자의 지원,지식의 내역 및 조직문화와 동기부여 등이 종합된 기술의
개발,기술을 내/외부 관련자들의 연계,고객 지식의 활용,기술을 통해서 조직
지식 구축,사용자 중심의 기술개발,학습조직의 구축,외부와의 지식연계,상호
작용의 마당 제공,지식노동자에 대한 관심증대,중간관리자의 역할강조,지식
경영의 효과측정 방법개발,지식근간을 넓힐 수 있는 곳에 자원할당,핵심 성공
요인의 파악,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을 지식 전이의 대상으로 선정,네트
워크 체제,포럼의 활성화,지식관련 조직편성,종업원에게 지식에 대한 책임
부여,지식획득과 전달이 용이한 경로개발 등 총 24가지의 성공요인을 제시하
고 있다.지금까지 학자들이 제시한 지식행정의 성공요인을 정리하여 보면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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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지식행정(경영)의 성공요인

연구자 지식행정(경영)의 성공요인
Anderson(1997)․전략,사람,프로세스,정보기술
APQC(1997) ․리더십과 전략,문화,측정과 평가,정보기술
Davenport
(1998) ․지식창고의 구축,지식의 접근성 향상,지식의 공유환경 조성,지식 자산

삼성경제연구소
(1999) ․목표,3대 전략(제품 리더십,운영 탁월성,고객밀접),지식 인프라

김선아․김영걸
(1999) ․조직구조,기술,조직문화,관리 프로세스,보상과 평가
김효근․
권희영(1999) ․전략,프로세스,문화 및 사람,정보기술
Earl(1994) ․지식시스템,네트워크,지식근로자,학습조직
Nonaka와

Takeuchi(1995)
․비전,미들업다운 경영,하이퍼텍스트 조직,경력경로,상호작용의 기회,네
트워크

Ulrich(1998) ․조직변화 선도자,비전,조직변화에 대한 필요성,조직변화 참여와 유도,조
직구조와 시스템 변경,모니터링,지속적 조직변화

Davenport와
Prusak(1998)

․문서화된 지식,지식 저장소,환경개선,지식의 가치 연계,지식지도,프로
세스 및 기능에 대한 개선

Davenport,Long
과 Beer(1998)

․지식경영에 성과의 연계,정보기술 인프라,지식관리 체계,기업문화,명확
한 목표와 용어,동기부여,다양한 채널,최고경영자의 지원

송희경․이종국
․ 한관희(1999)․인간,리더십,조직과 문화의 일환,성과측정,지식관리 시스템

이순철
(1999)

․지식 비전의 창출과 전파,지식을 통한 핵심역량의 지원,지식 공헌을 위
주로 채용 및 평가와 보상,비용이 아닌 투자관점에서의 지식경영,최고경영
자의 지원,지식의 내역 및 조직문화와 동기부여 등이 종합된 기술의 개발,
기술을 통한 내/외부 관련자들의 연계,고객 지식의 활용,기술을 통한 조직
지식 구축,사용자 중심의 기술 개발,학습조직의 구축,외부와의 지식 연계,
상호작용의 마당 제공,지식 노동자에 대한 관심 증대,중간 관리자의 역할
강조,지식경영의 효과 측정 방법 개발,지식 근간을 넓힐 수 있는 곳에 자원
할당,핵심 성공요인의 파악,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을 지식 전이의 대
상으로 선정,네트워크 체제,포럼의 활성화,지식관련 조직 편성,종업원에게
지식에 대한 책임 부여,지식 획득과 전달이 용이한 경로 개발

반면에 지식경영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행정학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 지식행정의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강근복(1999)은 공공부문에서 지식행정 도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중
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지식 친화적 문화혁신,지식행정조직의 구축과 학습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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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현,지식공간의 창출과 지식지도의 작성,리더십 혁신과 CKO제도의 도입
등은 성공적인 지식관리를 위한 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을 들고 있다.한세억
(2001)은 지식행정의 세부실천방안으로 지능적 학습조직의 실현,지식센터구축
과 같은 지식환경조성,지식행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유능한 인적자원의 확보,
정보기술의 혁신적 활용을 지식행정의 실천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희서․임병춘(2001)은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지식행정의 핵심요인을 행정
의 효율적 지식관리를 위한 지식기반요인과 문제해결요인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여기에서 지식기반 행정요인에 대해서는 행정조직 내에서 공무원들이 새
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축적하며 학습하는 과정과 관련된 요인으로,지식
행정의 문제해결요인은 지식기반 행정요인을 토대로 하여 행정문제의 해결과
업무처리를 위해서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과정과 관련된 요인으로 규정하
고 있으며,실증분석결과 지식기반 행정요인이 지식확산과 지식활용이라는 과
정변수가 지식행정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그러면서 공공부
문에서 지식행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지식창출과 지식축적도 중요하지만 지식확
산과 지식활용을 위한 실천적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보듯이 지식행정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으로 리더십,조
직문화,정보기술,보상제도들이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으며,이외에도 매우 다
양한 요인들이 규명되었다.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지식행정의 구
축에 미치는 영향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이에 본 연구에서
는 여러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지식행정시스템구축에 영향을 미치

5) 행정자치부에서는 2003년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23개 행정기관(중앙 14개 기관,지방 9개
기관의 800명을 대상으로 지식관리 인지도,행정문화,추진조직 및 전략,지식관리 시스템 등
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분석결과에 의하면 지식활동 촉진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
로,조직문화가 37.3%,공정한 평가와 보상체계 구축이 21.8%,기관장과 간부의 관심과 의지
가 18.3%,그리고 KMS구축이 18.3%로 나타났다.한편 2001년 5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결과에 의하면 CEO의지가 41.5%,조직문화 20.8%,부서간 협력이
9.4%,구성원의 KMS인지도가 7.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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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들을 크게 나누어 지식행정의 기반요인들과 지식행정활동요인으로 분류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대표적인 지식행정의 기반요인으로는 리더십,조직문화,
정보기술,평가와 보상제도로,지식행정활동요인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의 지식공
유행위로 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22...지지지식식식행행행정정정시시시스스스템템템의의의 기기기반반반요요요인인인

행정에 있어서 지식행정시스템의 기반요인이란 행정조직 내에서 공무원들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축적하며 학습하는 과정과 관련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행정조직에서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한 다음
에는 지식행정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지식행정의
구현을 위한 행정조직의 지식관리에 있어 지식인프라는 그 성공을 좌우하는 주
요 핵심변수가 된다.행정조직이 갖추고 있는 지식인프라의 수준에 따라 창출
되는 행정지식의 양과 질이 결정되는 것이다(이주희,2000:50).일반적으로 새
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좋은 방법은 지식활동 과정을 관리하는 것보다 여건,즉
지식인프라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Davenport와 Prusak,1998:
52-67).조직구조를 유연하게 만들거나,창조적 갈등의 기회를 제공하거나,상
호교류의 마당을 만드는 것 등이 해당된다.행정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지식행정은 인간의 창조적 지식활동 과정이 조직 내에서 최대한
보장되고 조장될 때 가능한 것이다(유영만,2000:67).
본 연구에서는 행정조직의 지식행정시스템의 필수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식
기반 인프라로서 구조적,인간적,문화적,기술적 요인을 설정하였다.행정조직
에서 지식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실질적인 지식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조와 문화,조직구성원의 변화,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기술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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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조직 전체적 차원에서 지식 인프라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지식 인프라는 지식정부의 필수자원으로서 지식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
여건에 해당된다(삼성경제연구소,1999b:45).지식활동 과정이 조직 내에서 제
대로 이루어져 경쟁력과 고객만족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의 지식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거나 변화를 가해야 하는 것이다.
우선 창조적이고 원활한 지식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뛰어난 지식인과
완벽한 지식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구성원들의 지식창출과 지식공유활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
도록 현재의 행정조직을 유연하게 재구성해야하며,지식활동 과정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설계를 시도할 필요도 제기되는 것이다
(한세억,2000;김상묵,2000).지식행정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추진,정착되기 위
해서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식창고를 운영하는 최고의 인적자원으로
변해야 가능하다고 본다.앞으로의 행정조직은 지시와 명령의 관계로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개인들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김휘동,2000:59).
이와 함께 공․사조직을 막론하고 지식행정과 지식경영의 구현을 가장 어렵
게 하는 최대의 걸림돌로서 조직의 문화가 지적되고 있다(매일경제신문사,
1999:139).조직문화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과 실천과 시행착오 속에서 자리
잡은 공기와 같은 존재이다.실제로 지식활동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문화
적 인프라의 구축이 지식조직화의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지식활동을 보다 빠르고 적시에 가능하게 된 것은 정보기술(IT)
의 진보 덕분이며,이러한 맥락에서 행정조직 역시 민간조직의 수준에 해당되
는 기술 인프라를 하루빨리 구축할 필요가 있다(박성원,2001:772-773).지식
행정시스템의 기반요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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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고관리층의 리더십과 지식행정

최고관리층의 리더십은 Nadler(1996), Davenport외(1998), Druker(1999)와
Senge(1996)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지식행정의 중심이 되는 요인으로 추
출되었다.
조직변화나 조직혁신의 추진에 있어 최고경영층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많은 연구에서 뒷받침되고 있다.최고경영층의 지원과 관심은 조직혁신 수행시
필요한 인력,경비 등 소요지원의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조직 구성
원들의 혁신적 참여 및 열의,혁신 내용의 수용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해당
조직혁신 활동에 요구되는 적절한 자원배분,조언 및 의사결정수행,목표제시
및 추진력은 최고경영층의 직접적인 헌신에 크게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최고경
영층의 조직혁신 활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 등을 포함한 추진 전략이 지식 창출
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정영숙․김명숙,2003:130).
다시 말하면,최고관리층이 지식사회의 도래라고 하는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지식행
정도 성공하는 것이다.지식근로자들이 창출한 지식이 효과적으로 조직 전체에
공유되어야하며 개인의 지식을 조직의 지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고관리층
의 리더십이 필요하다.형식지6)는 조직의 소유이지만 암묵지7)는 외부로 표출되
지 않는 채 구성원들의 귀와 귀 사이에 들어있다.조직의 최고관리층은 바로
이와 같은 암묵지를 최대한 밖으로 끌어내 형식지로 변화시킴으로써 엄청난 가
6) 일반적으로 형식지는 말이나 글의 형태로 전달이 용이한 지식을 말하고,연구보고서,제품 및
서비스의 상세내역,데이터베이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7) 일반적 의미에서 암묵지는 솜씨,Know-how,신념,이미지,직관 등으로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힘든 것으로 학습과 체험을 통해 개인에게 습득되어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의 지
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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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빨리 깨달아야 한다(이순철,1999b:55).
지식관리를 위해서 최고관리층은 조직전체가 앞에서 언급한 지식의 활동과정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반 사항들을 총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무엇보다 최고관리층의 핵심역할은 지식행정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
다.최고관리층은 조직의 비전을 마련하여 어떤 분야에서 지식을 창조할 것인
가라는 영역과 이를 위한 행동규범을 제시해야 한다.또 지식을 조직의 가용자
원과 연결하고 조직전체 자원에서의 배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지식행정에 대
한 이해와 중요성,비전과 전략을 조직의 전 구성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인
식을 확산시키는 것은 특히 강조돼야 한다.최고지식담당관(CKO)의 전문성과
활용도를 제고해야 하며,지식활동을 지원할 유인체계를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
하다(삼성경제연구소,1999a:136).

2)지식지향적 조직문화와 지식행정

Devenport,DeLong과 Beers(1999:43-57)는 지식경영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
하는 중요한 원인과 동시에 지식경영 창출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지식지향
적인 문화라고 강조하고 있다.지식지향적인 문화는 지식에 대해 긍정적인 지
향을 가진 구성원의 지식을 공유하는 일에 저항을 받지 않는 구성원,이러한
조직문화에 적합한 지식경영 프로젝트로 이루어진다.지식에 대해 긍정적인 지
향을 가진 구성원은 해박하고,진리 탐구적이며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기를 원
하며 최고관리층도 그들의 지식창조와 이용을 지원한다.지식공유에 저항 받지
않는 일이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구성원들에 대하여 조직이 열심히 일하는 자세는 높이 평가하면서 아이디어
나 제안에 대해서는 냉소적일 경우 구성원들이 새로운 지식의 창출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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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지 않을 것이다.지식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조직에서 지식
에 대한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지식조직에 호의적인 조직문화는 한 마디로
지식의 활동과정을 최대로 고무시킬 수 있는 조직풍토를 의미한다.지식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지식중심의 행정조직문화는 다음과 같은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박성원,2001:777-778).
첫째,창조적인 지식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주는 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규
정중심의 업무지리에 익숙해 있거나 선례답습적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효과
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직 내․외부에서 생성된 지식을 획
득하고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다른 조직이 특정 지식을 쉽게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특성에 맞게 해석하
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이를 위해서는 지식창조를 중요시하는 조직문
화가 형성되어야 한다(전대성,2000:84).그 만큼 지식을 얻는 데에는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는 바,현대 조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또 하나의 지
식원천은 바로 대화(dialogue)이다.8)직장에서 서로 업무를 협의하거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대화지식의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매일경제신문사,
1999:64-65).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구성원들의 이러한 학습하는 자세
가 중요하다.
둘째,신뢰와 협력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지식의 창조와 활용이 개인의 역
할에 의존하기보다 조직구성원들 간의 교류에 의해서 더 많이 활성화된다면,
조직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중요시하는 문화는 필수적이다(전대성,2000:85).이
러한 풍토가 조성되어야 자발적으로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조직
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이를 통해 새로운 지

8) 대화는 논쟁(debate)과 다르다.대화에서는 쌍방간의 즉각적인 피드백,아이디어 동시 교환이
이루어지고,그 과정에서 서로의 지식을 고양시키게 된다.반면에 논쟁은 논리싸움과 게임을
의미할 뿐이다(Nonaka,20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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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활용되고 또 다른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조직 내의 지나친 경쟁분위기 조성은 지식의 흐름을 차단하고 공유를 중심으
로 하는 지식의 핵심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지식행정의 구현 목적이
조직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는 것이지만,지식행정의 구현을 위한 지식활동
은 근본적으로 신뢰와 협력의 문화 속에서 원만히 활발하게 작동되는 것이다
(김상묵․박희봉․강제상,2001:163-183).
노나카(1995)는 조직의 지식화를 위한 인간관리 전략이 지나치게 경쟁중심으
로 흐를 경우 종업원들의 창의력을 무시하여 자발적인 지식의 창출과 공유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식을 공유하게 되면 조직구성원을 줄여도 된다고 믿는 조직문화에서는 지식
공유에 대한 동기가 희박 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대면 미팅을 통해 신뢰를 구축
하는 것과 관계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Davenport와 Prusak,1998:88-106).
셋째,실수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어느 누구도 실수하는 것을 좋
아하지 않지만 실수는 있기 마련이다.만약 자신이나 타인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거나 숨기고 비난하면 부정과 죄악으로 발전할 수 있다.실수를 공개하여 다
함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에 힘을 합칠 경우 결정적인 지식창출의 장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조직에서는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시도가 나타나지 않는다.실수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이 될 수 있고 새로운
방식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Marquardt와 Reynolds,1995:101).
때문에 지식행정에 적합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의 관리자 및 모
든 구성원들이 지식사회,지식행정에 맞는 패러다임을 받아 들여야 한다.지식
행정이 활성화되려면 형식화된 지식을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저장하고 필요한
사람이 조회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를 갖추고 지식을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조
성되어야 한다.또한 지식을 현장에 응용할 수 있는 조직구성원들의 능력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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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권용세,2000:113).
이러한 조직문화는 지식공유와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주며,지식공유를 성
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지식공유가 정착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며,지식행정을 구축하는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Cameron,2002)가 지식지향적 조직문화의 중요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정보기술활용과 지식행정

지식행정에서 정보기술은 조직 내의 각 구성원과 조직지식을 연결하고,공
유․활용하게 한다.기업의 경우 인트라넷 개념을 도입하여 지식경영에 활용하
기도 하고,데이터웨어 하우스와 데이터 마이닝,그룹웨어 기법을 도입하여 지
식경영 체제를 구현하기도 한다.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조직원의 지식창출,지식
공유,활용을 도모하고,개인지식과 조직지식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
식공유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O′Leary,1998).이러한 정보기술적 관점에
서 보면 각 기업별로 어떠한 정보기술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식영영 체제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원래 조직의 지식화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데에는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정보기술(IT)을 통해 지식의 전파대상 범위를 확장하고 지식확산의 속도를 증
가할 수 있었으며,실시간 대에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
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Davenport와 Prusack,2000:123-143).다만,행
정조직은 정보기술 인프라와 관련하여 하드웨어 구축을 우선시하고 소프트웨어
설치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조직간 호환이 안 되거나 활용분야가 제한받
는 경우를 종종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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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의 지식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식관련 정보기술 인프라로서는 개
인용 컴퓨터를 비롯해 데이터베이스,통신 네트워크 등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기술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이순철,1999b:293-297).
첫째,그룹웨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하고 신속하게 만드는 정보기술
로써 협력 작업의 토대가 되어 지식의 흐름과 탐색,확산 및 창출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도와준다.둘째,인터넷과 인트라넷으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
고 더 빠른 통신이 가능해져 지식의 공유․탐색․전이도 지리적․시간적 제한
을 타파할 수 있게 된다.셋째,데이터베이스와 검색엔진을 갖춰 수많은 정보와
지식 중에서 필요한 지식을 필요한 시점에 검색이 가능해졌으며,또한 불일치
하는 데이터,중복된 데이터,낙후된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준다.넷째,
전문가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통해 사용자와 지식행정시스템의 인터페이스
를 쉽게 만들 수 있으며 또한 전문가의 지식을 여러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
는 이점도 갖출 수 있게 된다.다섯째,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적게 들여도 지식을 갖고 있는 구성원과 직접 대화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여섯째,통신네트워크로,특히 호환성이 높은 통신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개인 간 또는 조직 단위간의 실질적인 지식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구
축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지식경영과 지식행정에 있어 정보기
술의 역할은 첫째,가장 기초적으로 조직 내에 산재해 있는 지식,특히 형식지
를 한곳에 모아 지식의 저장소를 제공한다.둘째,저장된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며,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어떠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파
악할 수 있게 해준다.셋째,정보기술은 조직 내에 축적되어 있는 지식(형식지)
을 조직 내외 구성원들이 쉽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며,축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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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는 지식이라 하더라도 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개
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식(암묵지)을 서로 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키고,나아가 이를 통해 암묵지를 형식지로 변환시킬 수 있게 해준다.넷
째,기존 지식들을 공유․결합․발전시킴으로써 새로운 지식의 창출 활동이 활
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새롭게 창출된 지식을 다시 저장하고 체계화함으
로써 지식창출 프로세스를 계속적으로 선순환(positivecycle)시킬 수 있는 여건
을 제공한다(정기붕,1999).
이러한 역할을 제공해 주는 정보기술이 곧 데이터나 정보를 잘 가공하여 지
식으로 전환시키고,가치 창출을 위해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을 재고시켜 주는 지식기술(knowledgetechnology)이 되는 것은 아니다.자료
나 정보처리 수준에 국한되는 정보기술을 지식기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먼저 행정조직에서 정보기술과 지식행정의 구현효과를 이해해야 한
다.그러므로 최고관리자에서 일선 하위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조직 구성원 모두가
IT와 지식행정의 개념,역할,효과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을 마련하여야 한다(최남희,1999:460-461).

4)평가 및 보상제도와 지식행정

평가와 보상은 조직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활동과 결과가 무엇인지 구성원들
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쉬운 수단이다.지식에 기초한 질적 평가와 보상이 이루
어질 때 구성원들은 보다 나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Tampoe(1993)는
동기유발 요인을 비금전적 요인과 금전적 요인으로 나누고 비금전적인 요인은
개인의 성장,자율성,업무 성취 등을 말하고,개인의 성장이란 지식근로자들의
지적이고,개인적인 경쟁력 개발을 추구하고,이러한 잠재력이 실현되기를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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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측면이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식공유 활동에 따른 평가와 보상은 조직이 지식행정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이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식적인 성과를 조직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수단이다.Marshalletal(1996)은 지식에 기초한 질
적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질 때 조직원들이 자신의 지식이 노출되는 위험을 감
수하고 지식활동에 동참하게 된다고 하였다.Tampoe(1993)는 개인적 성장,운
영의 자율성,업무 성취,급전적 보상 등을 통해 지식근로자의 동기 유발이 이
루어진다고 하였다.O'Dell& Grayson(1998)은 시간이 지날수록 금전적 보상보
다 업무 자체로부터 보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여 물질적 보상보다 비
물질적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식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요인인 보상이 필수적이다.이를 위해
지식의 창출․공유․활용을 촉진시키는 평가 및 보상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
다.여기서는 Kaplan과 Norton의 평가표(TheBalancedScoreCard)를 활용하
여 지식행정을 평가하는 4개의 틀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모성은,1999).
첫째,학습에 대한 평가이다.학습에 대한 측정기준은 조직구성원의 지식행정
시스템 운용의 향상 등을 평가하고 조직의 업무절차와 일상적 업무를 잘 조정
하여 미래에 필요한 조직시스템의 역량을 개발시키고 있는가를 평가한다.그리
고 자율적인 분위기 하에서 스스로의 학습에 열을 올리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둘째,행정프로세스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이다.부서 간 협조 등 내부 행
정프로세스의 개발,민원 등 행정 서비스의 창출 및 제공,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의 실시 등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수행하는지를 측정 평가한다.
셋째,지식공유․활용의 평가이다.지식창고에 얼마나 많은 지식을 저장하였
고 창고에 있는 지식을 얼마나 많이 활용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넷째,경제적 성과에 의한 평가이다.구성원들의 노력이 조직의 전략수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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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및 업무효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비용편익분석에 의해 경영상 손익을 평
가하는 기준이다.
이러한 부문별 평가 기준을 설정,각자의 지식행정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정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행정조직에서 공정한 평가
와 보상 제도를 마련하여 공무원들이 지식행정에 투자되는 시간과 노력에 대해
유․무형의 보상을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식행정의
성공적인 구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33...지지지식식식행행행정정정시시시스스스템템템의의의 활활활동동동요요요인인인

지식행정시스템의 지식활동이란 조직 내․외부로부터 가치 있는 지식을 공
유,획득,확산,활용하여 지식의 부가가치를 끊임없이 재고시켜 조직의 역량을
높이는 과정을 의미한다.지식이 자기증식과정을 거쳐 더 많은 부가가치와 새
로운 지식으로 창출되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다.지식은 자체가 진화,발전,
생성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물론,지식활동과정은 서로 중복되는 면이 있기
도 하지만,빈번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증식과정을 반복하면서 노후되거나 소
용없는 지식은 소멸시키기도 한다(삼성경제연구소a,1999:22).
조직에서의 지식은 활동과정을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부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과정은 지식의 창출․축적․공유․활용․학습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이해하고 있다.그 중 지식의 공유는 개인간이나 조직 간에 상
호접촉을 통하여 지식을 교환하는 활동으로서,조직의 기억에 대한 지식지도
(knowledgemap)를 구축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구성원들의 지식행정시스템의
각 활동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지식활동의 핵심과정이 된다.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식의 가치향상 및 확대 재생산을 기할 수 있으며 지식의 은폐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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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방지하기도 한다.이 단계에서는 조직구성원의 개인적 지식 등을 데이터
베이스로 축적하고 이를 모든 조직구성원이 접근,검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
유에 의한 상승효과를 모색한다.조직구성원들이 업무수행을 위해 보유하고 있
는 지식,기술,능력,신념,노하우,아이디어 등을 자발적으로 조직의 노하우나
지식베이스,업무관련 매뉴얼로 연결시켜 공유케 하는 것이다.여기에서는 행정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조직이나 고객에게까지 전파하여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때문에 조직의 지식화에 있어 핵심개념인 지식
의 공유활동은 조직의 지식을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미의 틀이며 지식조
직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변화의 실현을 가져올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박
성원,2001:768).따라서 여기에서는 지식행정시스템 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식공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지식공유의 개념과 중요성

지식경영에서 강조되는 영역 중의 하나가 지식공유이다.지식공유를 바탕으
로 조직 내 흐트러진 개인지식과 소집단에 의해 보유된 지식이 조직 내로 확산
되어 새로운 조직지식과 조직역량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지식공유는 지
식의 저장,전파,습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지식의 저장은 다른 사람들이 접
근 가능한 지식창고에 보관한다는 관점에서 공유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전달
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지식의 습득은 지식을
배워오는 것으로 지식의 전달에 대응하는 상대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결국
지식공유는 지식의 보유자와 필요자간에 이루어지는 지식의 흐름이다(강민형,
1999).
조직은 지식공유를 통해 데이터,정보,지식,지혜를 결합하여 가치를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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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어야 한다.단순히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쓸모가 없다.조
직의 다양한 활동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때 지식을 활용하여 보다 더 나은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비로소 지식의 가치는 생산적일 수 있다(김상욱,1999).이렇듯 지식행
정은 목표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지식의 공유
이다.
지식의 공유는 개인과 조직 간에 상호접촉을 통해서 지식을 교환(share)하는
활동으로,조직의 기억에 대한 지식지도(knowledgemap)를 구축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위의 각 활동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지식활동의 핵심과정이 된다.이
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식의 가치향상 및 확대 재생산을 기할 수 있으며 지식
의 은폐나 독점을 방지하기도 한다.이 부분에서는 조직구성원의 개인적 지식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고 이를 모든 조직구성원이 접근,검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유에 의한 상승효과를 모색한다.조직구성원들이 업무수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지식,기술,능력,신념,노하우,아이디어 등을 자발적으로 조직
의 노하우나 지식베이스,업무관련 매뉴얼로 연결시켜 공유케 하는 것이다.이
러한 과정에서는 행정조직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조직이나 고객에게까지 전파하
여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의 공유는 직접 이해관계자에 국한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이주희,2000:115-117).첫째,공무원 개
인 차원의 지식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둘째,상식적인 수준의 행정지식만이
공개,공유되고 있을 뿐이다.셋째,정보에 대한 독점욕이 강하다.넷째,부서간
장벽이 존재하여 정보유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다섯째,동일한 행정시행에
대한 중복투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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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식공유의 영향요인

선행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식공유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iol(1991)은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문화적 관점의 연구에서 조직문화
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식중심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창조적 문화,참여
와 공유의 문화 그리고 협력의 문화를 형성해야 된다고 하였다.Jelinek(1997)는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지식의 창조,경유,활용의 조직문화와
적합성을 지닌 조직구조를 강조하였다.
Beckman(1998)은 지식공유의 영향요인으로서 최고관리층의 리더십과 몰입,
지식친화적 문화,전문성,정보기술 기반이 선행을 주장하였으며,Roos(1997)는
지식공유의 성공요인으로 구성원간의 서로에 대한 관심,신뢰,개방성,네트워
크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상조하였다.
Chakravarthy와 그의 동료들(1999)도 최고관리층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직접
적인 개입보다는 지식공유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Davenport와 Beers(1999:43-57)는 지식공유의 영향요인으로 최고관리층의
지원,목적의 명확성,지식창출,사용 공유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긍정적 사고,
의사소통채널,균형적 구조,지식창출,공유 활용을 위한 동기 부여,지식공유자
에게 보상지급,수익성,조직적 하부구조를 들었다.
그리고 박태호 외(2002)는 지식공유의 영향요인으로 최고관리층의 지원,보상
시스템,신뢰,의사소통의 개방성을,강명희 등(2001)은 목표에 대한 공통의 인
식,협동적 상호작용,구성원의 합일된 이해 및 상호 주관성 형성이라는 개인적
요인과 집단의 특성,촉진기술,평가 및 보상이라는 집단적 요인과 공유 자료,
시간 공간적 요인,지식공유 채널이라는 환경적 요인 등을 제시하였다.또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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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와 문형구(2001)도 이와 유사한 조직문화,리더십,조직구조,정보기술,보
상제도 등을 하나로 묶어 구조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박기우(2001)는 지식공
유 행태에 지식공유 의도가 영향을 미치며 다시 지식공유 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기대되는 친밀관계,기대된 기여,지식공유를 위한 태도,자율성,
협력,혁신성,공정성,집단의 압력 등을 제시하였다.지금까지 학자들이 제시한
지식공유의 영향요인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면 <표 2-3>과 같다.

<표 2-3>지식공유의 영향요인

연구자 지 식 공 유 의 영 향 요 인
Fiol(1991) ․지식중심문화-창조적 문화,참여와 공유의 문화,협력의 문화형성
Jelinek(1997) ․지식의 창조․경유․활용의 조직문화,적합성을 지닌 조직구조
Beckman(1998) ․최고관리층의 리더십과 몰입,지식친화적 문화,전문성,정보기술 기반
Roos와
Roos(1997)

․지식공유의 성공요인으로 구성원간의 서로에 대한 관심,신뢰,개방성,
네트워크 능력

Chakravarthy와
동료들(1999) ․최고관리층의 역할

Davenport와
Beers(1999)

․최고관리층의 지원,목적의 명확성,지식창출,사용 공유에 대한 조직 구
성원의 긍정적 사고,의사소통채널,균형적 구조,지식창출,공유 활용을
위한 동기 부여,지식공유자에게 보상지급,수익성,조직적 하부구조

강명희
외(2001)

․개인적 요인-목표에 대한 공통의 인식,협동적 상호작용,구성원의 합일
된 이해 및 상호 주관성 형성

․환경적 요인-집단의 특성,촉진기술,평가 및 보상이라는 집단적 요인,
공유 자료,시간공간적 요인,지식공유 채널

박문수․
문형구(2001) ․조직문화,리더십,조직구조,정보기술,보상제도

박기우(2001) ․친밀관계,기대된 기여,지식공유를 위한 태도,자율성,협력,혁신성,공
정성,집단의 압력

박태호 외(2002)․최고관리층의 지원,보상시스템,신뢰,의사소통의 개방성

이상과 같은 연구자들의 논의와 주장은 주로 경영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
로 행정기관에 접목시켜 지식공유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태이다.국내의 대부
분의 문헌연구의 경우 지식공유에 대한 한정된 범위를 다루고 있지는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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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대한 지식경영의 차원에서 지식행정의 활용성을 조직성과와 업무성과로
조직화하여 논의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한 것이 전부이다.
그 예로 박희서․임병춘(2001)은 지식행정의 성과를 업무성과로 대치하고 그
인과적 요인으로 지식창출,지식축적,지식활용 등의 변수를 설정하는 인과모형
을 검증하는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였고,한세억(2001)은 지식행정의 본질을 탐
구하기 위해 그 성격으로 문제 해결 능력,미래예측 능력,성찰력,성과능력,유
연성,투명성,연계성,혁신성 등을 구성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지식행정
의 방향과 속성을 규범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구체적인 지식공유의 구성요소나
영향요인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박희봉 등(2000)은 성공적인 지식행정 구현
을 위한 방안으로 지식의 중요성과 정부 경쟁력에 대한 인식 공유,전문성을
중시하는 인력관리,지식공유를 촉진하는 조직문화 형성,동기부여,지식공유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학습조직화,교육훈련방식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이
는 조직 전반에 걸쳐 변화를 꾀하는 프레임을 제시했다고 생각되나,구체적인
지식공유의 방안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그리고 경상북도 연구단(1999)의
연구결과에서도 지식행정의 실천방안을 제시하면서 조직구조,정보인프라,인적
자원관리,제도문화 등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역시 지방행정기관 수준에
서 전반적인 조직역량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된다.이렇
듯 지식행정의 학문적,실제적 탐구와 접근은 지식경영에 비해 일천하며,지식
행정에 대한 개념규정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단계에서
행정에서의 지식공유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 영향요인을 논의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3)지식공유의 저해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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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유의 저해요인에 대하여 먼저 O'Dell과 Grayson(1998:54-1741)은 조
직 내 지식공유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다섯 가지를 들었다.첫째,자기 성
과달성에만 치우쳐 자신이 가진 지식을 공유하지 않는 부서간의 이기주의이다.
둘째,지식공유에 대한 문화적인 마인드의 결여이다.즉 지식의 공유보다 생성
을 중시하는 분위기로 인해 지식공유가 잘 안될 수도 있다.예를 들어 R&D부
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는 것에 치우쳐 지식공유에는 소홀
히 할 수 있다.셋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제공할 사람 간에 인간적 유
대관계가 결여되어 있으면 지식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넷째,조직 구성
원들 간에 형식지의 전달에 치우쳐 암묵지의 공유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다섯째,지식공유에 대한 보상이 없고 지식공유가 일상 업무의 하나로 인식
되지 않으면 지식공유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지식경영의 환경적 요소로서 조직에서 지식공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Davenport와 Prisak(1998:88-106)는 신뢰부족,문화의 차이,미팅장소와 시간
의 부족,보상의 미비,지식이 특정그룹의 특권이라는 믿음,지식수요자의 이해
부족,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를 들었으며,Ruggles(1998:80-89)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실패,전략에 대한 이해부족,조직구조,문제에 대한
인식부족,표준화되지 않은 프로세스,정보기술/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한계,보상
체계,구성원의 이직,작업공간의 물리적 형태 등을 들었다.
한편 Beckman은 조직내에서 지식공유를 방해하는 하드웨어 의존적 사고에
의한 장애요소는 대화부족에 따른 문제와 보안상의 문제를 꼽았다.위에서 언
급한 것 중 대화부족의 문제는 매우 치명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핵심적인
지식공유기업의 조직원간의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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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장장장 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제제제111절절절 분분분석석석모모모형형형의의의 정정정립립립과과과 가가가설설설의의의 설설설정정정

111...분분분석석석모모모형형형의의의 정정정립립립

본 장에서는 2장에서 언급한 지식행정시스템과 관련한 여러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3-1)과 같은 분석모형을 설계하여 지식행정시스템 구축에 의한
구성원의 직무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최고관리층의 리더십,지식지향적
조직문화,정보기술,평가와 보상,지식공유로 나누어 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직
무의욕의 하위변수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그동안 사기업에서는 물론이고 공공부문에서 지식경영(지식행정-본 연구에서
는 지식경영과 지식행정을 동일한 개념으로 정의 함)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있
어왔다.특히 사기업에 있어서는 지식경영의 도입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한 연
구는 물론이고 지식경영을 조직에 도입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측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그러나 이러한
사기업체의 지식경영에 대하여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지식경영이라 할 수 있는
지식행정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
되어지고 있다.따라서 그 동안의 지식행정에 대한 연구의 범위도 지식행정시
스템 구축과 그 선행요인들 간의 관계 중 일부라 할 수 있는 지식관리,지식이
전,지식활용,지식공유 등만을 주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지식행정시스템 구
축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에 한정된 단편적인 연구만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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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다.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식행정에 관한 연구들을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지식행정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영향요인들과 그에 따른 구성원들의 직무의욕의
요인들을 통합하는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이러한 분석모형을 설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지식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지식창출 활동의 주체인 인적 자원
이다.1990년대 후반부터 세계 각국 정부가 인적 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지식
행정의 도입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지식의 획득,축적,활용을 담당할 인적 자
원의 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이를 위해서는 리더십,조직문화 등
이 변화해야 한다.
또한 정보기술(informationtechnology:IT)은 지식행정 특히 지식행정관리시
스템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인이다.이것 역시 지식창출 및 공유과정을 질
적․양적으로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며 정보기술 또한 지식행정을 추진하고 촉
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이러한 측면에서 정보기술은 지식관리활동을 촉
진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봐도 된다.
평가 및 보상제도는 지식근로자에게 강력한 동기유발의 기제가 되므로
(Tampoe,1993)구성원의 노력이 적절히 보상 받지 못하면 지식경영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행동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이루어 질 수 없다.지식경영에서 평가 및 보상제도는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향후에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지식의 창조,공유,활용에 기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순철,1999).이러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지식행정시스템
의 기반요인 외에도 지식경영의 관점에서 많은 기반요인들이 제시되고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지식행정의 관점에서 최고관리층의 리더십,조직문화,정보기술,
평가 및 보상제도를 지식행정시스템의 기반요인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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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는 지식공유의 영향요인과 지식공유가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의
향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정동섭 외,2002),최만기 외(2001)의 연구에
서도 지식공유행위가 직무만족과 생산성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
적으로 분석하였다.Sengp와 그의 동료들(2001)의 연구에서도 지식경영활동이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는 결론을 도출시켰다.
조직성과는 사회의 한 시스템으로서의 조직이 그 수단과 자원을 잘못 사용하
지 않고,조직구성원에 대한 부당한 강압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김학돈,1996).최만기(1994)도 조직의 정의와
관점에 따라 조직성과의 정의를 구성원 만족과 응집성,사기,조직몰입 등이 조
직성과를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고 하였다.조직성과는 관리부문의 연구에 있어
서 핵심적인 종속변수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행정의 도입 성과에 대하
여 주관적 성과로서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의욕의 변수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림 3-1)과 같은 분석모형
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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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분석모형

최고관리층의최고관리층의최고관리층의최고관리층의
리더쉽리더쉽리더쉽리더쉽

지식지향적지식지향적지식지향적지식지향적
조직문화조직문화조직문화조직문화

정보통신정보통신정보통신정보통신
기술의 활용기술의 활용기술의 활용기술의 활용

평가 및 보상평가 및 보상평가 및 보상평가 및 보상

직  무  만  족직  무  만  족직  무  만  족직  무  만  족

조  직  몰  입조  직  몰  입조  직  몰  입조  직  몰  입

지 식 공 유 행 위지 식 공 유 행 위지 식 공 유 행 위지 식 공 유 행 위

지식행정시스템지식행정시스템지식행정시스템지식행정시스템
기  반  요  인기  반  요  인기  반  요  인기  반  요  인

지식행정지식행정지식행정지식행정
활  동  요  인활  동  요  인활  동  요  인활  동  요  인

직  무  의  욕직  무  의  욕직  무  의  욕직  무  의  욕

222...가가가설설설의의의 설설설정정정

지방행정조직에서 지식행정시스템의 기반요인과 지식행정활동,그리고 구성
원들의 직무의욕을 측정하기 위한 각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위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1)지식행정시스템의 기반요인과 지식공유

(1)최고관리층의 리더십과 지식공유

최고관리층은 환경적 상황과 조직의 능력에 대한 공유된 관점을 조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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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조직의 구성원들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O'Dell과 Grason,
1998:154-174).최고관리층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하며
조직원이 지속적인 변화 프로세스를 위해 노력 할 뿐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통
해 실수를 경험,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Spender,1996).최고관리층
의 지원활동은 지식행정에 있어서 지식이 조직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내는 것,기술적․조직적 인프라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여 자원을 투자하는 것,어떤 지식이 조직에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명확
히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Davenport와 Prusak,1998).최고관리층이 지식행
정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고,지식행정시스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지식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배정하면 조직
에서의 지식행정이 성공할 기회는 그만큼 높을 것이다.
이러한 논거에 비추어 볼 때 최고관리층의 리더십과 지식공유 사이에는 인과관
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되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1.최고관리층의 리더십은 구성원의 지식공유활동에 정(+)의 방향으
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지식지향적 조직문화와 지식공유

조직문화적 관점을 주로 연구한 Fiol(1991)은 지식관리를 위해서는 조직문화
형성이 필수적이고 이를 지식중심의 조직문화라 하여 문화적 특성들을 강조하
였으며 이러한 지식중심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문화,즉 참여와
공유의 문화와 협력의 문화를 형성해야 된다고 하였다.때문에 지식행정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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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법으로서의 조건은 행정조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식행정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행정조직 내의 모든
공무원들이 지식의 활용이 행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공감대를 이루고 지식자원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조직문화가 지식
행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왜냐하면 이러한 조직문화가
바탕이 되어야만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 흔쾌히 제공하고,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지식을 이용하는데
적극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최남희,1999:456-457).
지식창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직 내 지식을 공유하려는 문화가 활성화되어
야 한다.지식공유문화는 개개인이 지식공유를 통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경험하
고 그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활성화 될 수
있다(임창희 외,1998:17).
아무리 훌륭한 지식관리시스템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지식행정과 관련한 직원
들의 행동양식이 하나의 조직문화로 정착되지 않으면 지식행정의 성과를 달성
할 수 없다(이덕기,2000:36).공공부문의 조직문화가 지식행정의 도입과 정착
에 적합하다면 지식행정의 성공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
이러한 논거에 비추어 볼 때 지식지향적 조직문화와 지식행정활동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되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자 한다.

가설 2.지식지향적 조직문화는 구성원의 지식공유활동에 정(+)의 방향
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63 -

(3)정보기술활용과 지식공유
정보기술활용은 지식관리시스템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인이다.이것은 또
한 지식창출 및 공유과정을 질적․양적으로 촉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정
보기술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식관리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봐
도 된다.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송민혜,2001:23).
성공적으로 지식행정을 실천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직들 중에 정보기술을 지
식행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Davenport와
Prusak,1998).이러한 정보기술의 활용은 지식행정의 실천에 있어서도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지식의 획득,저장 및 분류,그리고 활
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지식의 파이프라인으
로서 정보기술 인프라의 구축은 필수적이다(Zack,1999).정보기술적 차원이 지
식공유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이에 관한 영향요인을
강조한 Ruggles(1998:82)는 지식공유를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특정 지식에 접
근하고 이를 널리 공유하는 데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인트라넷의
구축으로서 정보기술 관점이 지식공유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보고 있다(임병
춘,2003:38).
이러한 논거에 비추어 볼 때 정보기술활용과 지식행정활동 사이에는 인과관계
가 있을 것으로 추론되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3. 정보기술의 활용은 구성원의 지식공유활동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평가와 보상과 지식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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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보상은 조직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활동과 결과가 무엇인지 조직원에
게 알릴 수 있는 가장 쉬운 수단이다.지식에 기초한 실적 평가와 보상이 이루
어질 때 조직원은 자신의 지식이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하게 되며 지식활동에
동참하게 된다(Marshallet.al.,1996).
O'dell과 Grayson(1998)은 보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지식공유를 촉진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지식이전 과정은 상호과정이므로 지식의 제공 행위뿐만
아니라 지식관리시스템의 사용과 학습,지식을 이용하여 성과를 올리는 행위에
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직원은 금전적 보상
보다 업무 자체로부터 보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행정에서 평가와 보상은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의 생산성을 가져
올 수 있도록 하거나 향후에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지식의 창조,공유,활용에
기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이순철,1999).지식행정에 대한 지식근로
자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고,그에 따른 평가와 보상을 공정하게 하여 이
를 인사고과에 적절하게 반영할수록 지식행정의 성공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기
대할 수 있다.
이러한 논거에 비추어 볼 때 평가와 보상과 지식행정활동 사이에는 인과관계
가 있을 것으로 추론되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4.평가와 보상은 구성원의 지식공유활동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지식공유와 직무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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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관리는 지식을 획득하고,저장하며,공유하고,활용하는 프로세스라고
볼 때 조직 구성원간의 지식공유는 지식관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지식관리는 곧 지식공유라 할 수 있다.다시 말하면 변화와
경쟁의 시대로 대표되는 오늘날과 같이 더욱 복잡해진 행정환경 속에서 행정
목표달성과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간의 지식공유를 통한 상호협력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지식공유와 지식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행정의 성과향상과 가치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임병춘,2003:21).이
에 대하여 Prusak(1998)는 지식경영의 측면에서 지식경영의 기반요인으로 전략
과 기술,조직 및 문화와 사람으로 분류하면서 지식경영의 기반요인은 조직 내
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지식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조직의 지적 능력이
배가되고 새로운 지식이 창조,활용되기 때문에 조직유효성9)을 향상시킬 수 있
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한 조직체에서 지식행정을 원활히 수행하느냐 하
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갖는 직무만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조직구성원들
에게 만족감 또는 충족감을 주는 대상에 접근하려하고 또 이에 대해 헌신하려
하는 효과의 법칙은 현대 심리학이 밝혀 낸 모든 유기체 행동의 제1의 원리이
다.조직의 성과를 이야기할 때는 필수적으로 그 구성원들의 직무만족도를 고
9) 조직유효성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겠다(황운순,2000:54).
먼저 Tanncnbaum은 조직유효성은 사회의 한 시스템으로서의 조직이 그 수단과 자원을 잘못
사용하지 않고,조직구성원에 대한 부당한 강압을 초래하지 않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으로 제시하고 있다(김학돈,1996).Robbins을 달성하는 정도로서,공식목표 보다는 운영목표
즉 수익성과 생산성,종업원 복지,고객만족과 연관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양참삼,1994).강
정대(1992)는 조직이 다양한 목표 즉 이익,생산성,구성원 만족,고객만족,재무안정 등을 실
현할 수 있는 능력 및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으며,양가현
(1992)은 조직유지와 적응기능을 수행하는 정도를 조직유효성으로 보았다.또한 최만기(1994)
는 조직의 정의와 관점에 따라 조직유효성의 정의를 합리적 공동목표의 달성정도(조직을 합
리적인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인 이상의 협동체제로 규정한 경우)와 주로 환경에 대
한 적응능력이나 조직의 생존능력(조직을 환경에 적응하는 개방체제적인 관점에서 봄),체제
유지나 보존이 유효성의 기준(폐쇄적인 관점으로 조직 내부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춤),또는
구성원 만족과 응집성,사기,조직몰입(인간관계론적 측면으로 봄)등이 조직유효성을 측정하
는 척도가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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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야만 하는 것이다(김동준,2001:16-17).
정동섭 외(2002)는 지식공유의 영향요인과 지식공유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
향연구에서 지식공유가 구성원의 조직몰입의 향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요인임을 밝혔다.또한 Fink(1977)가 제시하는 조직몰입의 결정요인으로 집
단수준의 보상,조직목표를 지지하는 규범,개인의 능력과 선호 등이 몰입에 영
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이는 지식행정의 성공요인은 최고관리층의 리더십,
조직문화,정보기술,평가 및 보상제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이를 통하여 지
식공유의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식행정의 성공요인이 조직에
잘 갖춰지고 이루어진다면 구성원은 그 조직에 대하여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조직에 대하여 몰입할 것으로 기대된다(김동준,2001:17).
이러한 논거에 비추어 볼 때 구성원의 지식행정활동인 지식공유와 직무의욕
요인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되어 본 논
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5.지식공유활동은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지식공유활동은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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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 변변변수수수의의의 조조조작작작화화화와와와 측측측정정정

111...변변변수수수의의의 조조조작작작화화화

1)최고관리층의 리더십

지식행정에 있어서의 최고관리층의 리더십이란 조직의 의사결정라인에 있는
상급자들이 지식공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직차원의 지식공유를 지원하는
리더십 행태로 정의한다.이와 같은 의미를 측정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의 최고
관리층의 리더십에 관한 측정지표로는 ① 지식행정에 대한 관심도,② 지식행
정에 대한 중요성 강조,③ 지식행정에 대한 지원력,④ 지식행정에 대한 자발
성 등 최고관리층의 리더십이 조직구성원들의 지식공유행위수준에 얼마만큼 영
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각 항목들은 5점 척도로 측정하고,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 로 하여 응답자들이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점수의 합계가 높을

수록 지방정부에서 지식행정시스템 구축에 대한 최고관리층의 역할이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2)지식지향적 조직문화

지식지향적 조직문화란 조직구성원들이 평소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들
이 갖고 있는 신념과 태도에 의하여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
는 개방적인 문화로 정의한다.이러한 지식지향적 조직문화를 측정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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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사결정에서의 구성원들의 참여유도,② 조직의 지식수용에 대한 개방성,
③ 지식행정에 대한 관리자들의 적극성,④ 조직의 개방성과 신뢰성 등 4개 항
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각 항목들은 5점 척도로 측정하고,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 로 하여 응답자들이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점수의 합계가 높을

수록 조직의 지식지향적 조직문화의 정립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정보기술 활용요인

정보기술활용이란 조직 내에서 지식과 정보공유를 위한 지식축적의 기술적
도구로서 컴퓨터 및 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기술을 지식공유를 위해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가의 사용빈도의 정도라고 정의한다.정보기술활용을 측정하는
지표로,본 연구에서는 ① 지식획득을 위한 인터넷의 활용,② 정보시스템을 통
한 정보의 공유,③ 전자게시판을 활용한 정보획득,④ 사내 데이터베이스를 활
용한 정보획득,⑤ 축적된 정보의 지속적으로 갱신 등의 5개 문항에 대하여 5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각 항목들은 5점 척도로 측정하고,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 로 하여 응답자들이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점수의 합계가 높을

수록 조직에서의 정보기술의 활용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다.

4)평가와 보상

평가와 보상체계란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의 지식공유로 인한 평가가 공정하고
이의 결과에 대하여 조직으로부터 공정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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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평가보상체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Tampoe(1993)와 Wigg(1997)의 제안
했던 측정지표를 활용하여 ① 금전적 보상의 정도,② 인사평가나 승진시의 반
영정도,③ 조직으로부터의 인정정도,④ 교육 및 연수 등 포상의 정도를 파악
하고자 하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서 문항을 개발하였다.
각 항목들은 5점 척도로 측정하고,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 로 하여 응답자들이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점수의 합계가 높을수록 구성
원들의 지식행정활동에 대한 보상체계의 정립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5)지식공유

본 연구에서의 지식공유란 개인과 조직에 내재되어 있는 지식과 정보를 협력
과 개방,신뢰를 통해 자율적으로 지원하고 공유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조직의 지식공유에 대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의 지식공유활동 수준의 측정을 위
해 Edvinsson(1996),김효근과 권희영(1999)의 측정지표를 활용하여 ① 다른 부
서에 있는 지식을 이용한 문제의 해결정도,② 필요지식의 활용정도,③ 동료에
대한 지식의 제공정도,④ 동료들과 아이디어 또는 자원의 공유정도,⑤ 조직의
새로운 아이디어의 수용과 실제업무에서의 활용정도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각 항목들은 5점 척도로 측정하고,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 로 하여 응답자들이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점수의 합계가 높을

수록 구성원들의 지식행정활동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6)직무만족

직무만족이란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개별적 직무의 수행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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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거나 얻어지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욕구충족에 대한 구성원들의 만족감의
정도라고 정의한다.
지금까지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는 수없이 행해져 왔지만 아직
도 충분한 해답은 얻지 못하고 있다.변수의 측정을 위한 설문항목들은 기존의
학자들 Locke(1976),Gilmer(1996),Founet(1996)등이 제시한 각각의 직무만족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공통점을 찾아낸 다음 이를 중심으로 ① 교육․
훈련의 만족도,② 업무수행능력의 인정,③ 담당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도,
④ 부서원간의 인간관계,⑤ 업적에 대한 보상체계 등을 직무만족의 설문항목
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항목들은 5점 척도로 측정하고,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 로 하여 응답자들이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점수의 합계가 높을

수록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직무만족의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다.

7)조직몰입

조직몰입이란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 동일시와 몰입,일체감,애착심을 나
타내는 것으로써,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에 대한 강한 신뢰와 수용,조직
을 위해 애쓰려는 의지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Mowday등(1979)에 의해 개발된 조직몰입의 질문지
(OrganizationalCommitment와 questionnaire)와 허만용(1999)이 개발한 도구를
활용한 황운순(2000)의 설문문항 등을 조직몰입의 설문항목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각 항목들은 5점 척도로 측정하고,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 로 하여 응답자들이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점수의 합계가 높을

수록 구성원들의 조직몰입의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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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설설설문문문의의의 구구구성성성과과과 측측측정정정

지식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지방정부에서의 지식행정시스템의 구축이 지식공유
와 구성원의 직무의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
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설문지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조작적 정의에 따라 본 연구에 이용된 설문지는 지식행정
시스템의 기반요인,지식행정활동요인,직무의욕요인,피설문자들의 일반적 특
성 등에 관하여 총 36개 문항의 질문을 기본으로 하여 <표 3-1>과 같이 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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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설문지 구성

변 수 측 정 항 목 설문번호 척 도

지 식

행 정

시 스

템 의

기 반

요 인

최고관리
층의
리더십

․지식행정에 대한 관심도
․지식행정에 대한 중요성 강조
․지식행정에 대한 지원력
․지식행정에 대한 자발성

Ⅰ -1
Ⅰ -2
Ⅰ -3
Ⅰ -4

5점 척도

지식지향
적

조직문화

․의사결정에의 구성원들의 참여유도
․조직의 지식수용에 대한 개방성
․지식행정에 대한 관리자들의 적극성
․조직의 개방성과 신뢰성

Ⅱ -1
Ⅱ -2
Ⅱ -3
Ⅱ -4

5점 척도

정보기술
활용요인

․지식획득을 위한 인터넷의 활용
․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의 공유
․전자게시판을 활용한 정보획득
․사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정보획득
․축적된 정보의 지속적으로 갱신

Ⅲ -1
Ⅲ -2
Ⅲ -3
Ⅲ -4
Ⅲ -5

5점 척도

평가와
보 상

․금전적 보상의 정도
․인사평가나 승진시의 반영정도
․조직으로부터의 인정정도
․교육 및 연수 등 포상의 정도

Ⅳ -1
Ⅳ -2
Ⅳ -3
Ⅳ -4

5점 척도

지식행정

활동요인
지식공유

․다른 부서에 있는 지식을 이용한 문제의 해결정도
․필요지식의 활용정도
․동료에 대한 지식의 제공정도
․동료들과 아이디어 또는 자원의 공유정도
․조직의 새로운 아이디어의 수용과 실제업무에의
활용정도

Ⅴ -1
Ⅴ -2
Ⅴ -3
Ⅴ -4
Ⅴ -5

5점 척도

직 무

의 욕

요 인

직 무
만 족

․교육․훈련의 만족도
․업무수행능력의 인정
․담당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도
․부서원간의 인간관계
․업적에 대한 보상체계

Ⅵ -1
Ⅵ -2
Ⅵ -3
Ⅵ -4
Ⅵ -5

5점 척도

조 직
몰 입

․조직목표의 수용
․조직발전을 위한 자발적 노력
․조직에 대한 애정
․조직에 대한 자부심

Ⅶ -1
Ⅶ -2
Ⅶ -3
Ⅶ -4

5점 척도

일반적 특성 ․성별,나이,직급,최종학력,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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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절절절 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및및및 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111...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식행정시스템의 기반요인과 구성원의 지
식행정활동 및 지식행정시스템의 구축에 의한 구성원들의 직무의욕에 관한 구
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대상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여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지방자치단체로는 광주광역시청,그리고 광주광역시 소재
의 5개 자치구청을 대상으로 하여 소속 공무원들을 그 표본으로 삼았다.이처럼
광주광역시청과 5개 자치구청을 표본으로 선정한 것은 전적으로 연구자의 편의
성 에 근거했음을 밝혀두며 설문지 배부 및 회수현황은 <표 3-2>와 같다.

구분 설문지 배부 회수 회수율 분석대상
제 외

분석활용
자 료

시청 100부 84부 84.0% 13부 71부

구청 500부 415부 83.0% 39부 376부

계 600부 499부 83.5% 52부 447부

<표 3-2>설문지 배부 및 회수현황

<표 3-2>와 같이 총 600명을 대상으로 시청에 100부,5개 구청에 각 100부
씩을 배부하여 시청에서는 84부로 회수율은 84.0%,5개 구청은 415부로 회수율
은 83.0%로써 전체 회수는 499부에 회수율은 83.5%로 나타났다.그리고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과 응답항목 누락 등으로 활용이 부적합한 52부를 제
외한 447부를 최종적인 유효표본으로 확정하여 본 연구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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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본 논문은 PC를 통한 ‘SPSSwinVer.10.01통계 패키
지’를 사용하여 기술통계를 비롯하여 연구모형 및 가설검증 등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5점의 등급이 사용되었고,분석의 편의상 이러한 방법으로 측정한 항목
간 거의 비슷한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여 등간척도(intervalscale)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 기법을 적용했다.

1)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먼저 신뢰도(reliability)란 연구변수에 대한 측정방법,측정도구가 얼마나 정밀한
것인가를 의미한다.신뢰도는 측정결과의 일관성(consistency),정확성(accuracy),
안정성(stability),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의존가능성(dependability)과 관련
된 개념으로써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을 반복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을 말한다.그러나 신뢰도는 연구결과의 해석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
분조건은 아니다.다항목 측정 변수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항목분석
(item analysis)이 이용된다.항목분석 방법으로는 측정방식을 고려하여 재검사
법(test-retestmethod),복수양식법(parallel-formstechnique),반분법(split-half
method),내적일관성(Cronbach'sAlphaTest)등이 있는데,본 논문은 그 중에
서 우수한 것으로 인정된 Cronbach'sAlphaTest를 이용했다(채서일,1999:
241-250).이것은 동일한 측정을 위한 항목간의 평균적 관계에 근거한 항목 분
석방법으로 Cronbach'sAlpha(α)계수가 0.6～0.7정도이면 측정항목들의 신뢰
도가 양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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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타당성의 문제이다.신뢰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타당성이 높아지는 것
은 아니다.그러나 타당도가 높아지면 신뢰도도 높아진다.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이것은 동일한 개념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야 하는 집중타당도,상이한 개념간의 상관관계는 낮아야 하는
판별타당도의 두 가지로 구분되며, 따라서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간에는 집중
타당도가,요인들간에는 판별타당도가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타당도를 평가
하기 위해 동일개념에 대해 두 개 이상의 항목으로 측정했을 때는 다속성측정
법을,상이한 개념에 대해 각각 다른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에는 요인분
석(factoranalysis)이 이용된다(채서일,1999:75).본 연구는 주요변수들의 타당
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사용하였고,요인회전은 베리맥스(varimax)방법
을 사용하였다.

2)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는 지식행정시스템의 기반요인과 지식공유요인,지식행정시스템의 직
무의욕요인에 대하여 표본들의 인식정도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이용했다.이에 따라 주요변수의 평균값이 산출되었고 평균값의
높낮이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였다.이러한 측정결과들은 가설검증 과
정에서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기초로 활용되었다.

3)주요변수의 상관관계분석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pearson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제변수의 인식수준의 평가지표의 median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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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고,이들 각각에 대한 pearson상관계수를 산
출하여 각 집단간 유의한 상관관계의 비교를 통해 그 인식수준에 대한 간접적
영향을 검증하였다.

4)다중회귀분석

본 연구는 지식행정시스템의 기반요인과 지식공유요인,지식행정시스템 구축
에 의한 구성원들의 직무의욕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multiregression)을 실시했다.상관관계 분석이 단일변수만을 고려하는데
비하여 회귀분석은 제 변수들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유의미성이 어떻게 달라지
는 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일반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는 목
적은 종속변수값을 예측(prediction)하거나 그 변화를 설명(explanation)하는 것
이다.본 논문에서는 후자인 설명이 주목적인 만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련
여부,관계의 방향 및 강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남궁근 외,1993: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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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장장장 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과과과 검검검증증증

제제제111절절절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의의의 검검검증증증

111...신신신뢰뢰뢰도도도 분분분석석석

신뢰성이란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을 반복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설문항목들을
사용하는 경우 이들 문항에 대해 일관성 있는 응답결과를 보일 경우 측정의 일
관성이 높고 설문항목들이 동질적이라고 본다.본 연구에서는 내적일관성 검증
을 통하여 설문문항에 대한 측정의 신뢰성을 얻기 위하여 cronbach'salpha를
이용하여 설문문항들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신뢰도 검증의 결과는
다음의 <표 4-1>과 같다.

<표 4-1>주요변수의 신뢰성 분석결과

변 수 명
제 거 전 제 거 후

항목수 cronbach
alpha값 항목수 cronbach

alpha값
지식행정
시스템의
기반요인

최고관리층의 리더십 4 .7138 4 .7138

지식지향적 조직문화 4 7437 4 .7437

정보기술 활용요인 5 .6214 4 .6925

평가와 보상 4 .6383 3 .7075

지식행정
활동요인 지식공유 5 .7835 5 .8010

직무의욕
요 인

직 무 만 족 4 .6489 3 .7891

조 직 몰 입 4 .7667 4 .7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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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행정시스템의 기반요인 중 평가와 보상,
그리고 구성원들의 직무의욕요인 중 직무만족의 측정항목들 중에서 각각 신뢰
성을 저하시키는 3개의 항목이 제외되었다.이 결과 남은 27개 항목들에 대하
여 신뢰성을 측정하였는데 Nunnally(1978)에 의해 제안된 수준이상으로 단위요
인들의 alpha계수가 0.6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222...타타타당당당도도도 분분분석석석

신뢰성이 높다고 해서 타당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타당도가 높
아지면 신뢰도도 높아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수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한 결과
는 <표 4-2>와 같다.요인분석에서는 varimax법에 의한 직교회전에 의하여 요
인적재치를 산출하였다.그리고 요인추출의 요인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아이
겐 값을 기준으로 하였다.아이겐 값은 요인이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산의 정도
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이겐 값이 1이라는 것은 변수하나 정도의 분산을 축약하
고 있는 것이다.10)본 연구의 요인분석 역시 아이겐 값과 분산을 동시에 고려
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이와 같은 논의에 바탕을 둔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4-2>와 같다.<표 4-2>의 요인분석 결과 7개의 단일요인으로 구분․추출되어,
이들 측정항목으로 구성된 변수로 모형검증 및 가설검증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일반적으로 아이겐 값을 1이상인 요인들을 설정하는데,이것은 적어도 각 요인이 변수의
분산정도는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분산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회과
학에서 총 분산의 60% 정도를 설명해 주는 요인까지 선정한다(채서일,199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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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각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설  문

문  항

요인 1

(정보기술
활용 )

요인 2

(평가와
보상 )

요인 3

(지식공유 )

요인 4

(조직몰입 )

요인 5

(최고관리
층의
리더십 )

요인 6

(직무만족 )

요인 7

(지식지향
적

조직문화 )

Ⅲ -1
Ⅲ -4
Ⅲ -2
Ⅲ -3

.785.785.785.785

.736.736.736.736

.717.717.717.717

.682.682.682.682

.178

.024

.170

-.012

115

.200

.178

.223

-.008

.125

-.005

.143

.010

.056

.181

.019

.137

.013

.214

-.016

.005

.037

.087

.038

Ⅳ -2
Ⅳ -3
Ⅳ -4

.013

.032

.050

.767.767.767.767

.743.743.743.743

.710.710.710.710

.085

.074

.032

-.065

.144

.131

.028

.065

034

.062

.185

.016

.010

.070

.016

Ⅴ -2
Ⅴ -1
Ⅴ -3
Ⅴ -4
Ⅴ -5

.291

.248

.145

.267

118

.078

.077

.245

.183

115

748748748748

675675675675

.668.668.668.668

.615.615.615.615

.601.601.601.601

207.

112

.120

-.099

.233

-.015

-.001

.265

.082

.023

.051

.172

.019

.042

.007

.070

-.053

.103

.049

.105

Ⅶ -4
Ⅶ -1
Ⅶ -3
Ⅶ -2

.113

.112

.052

.046

.100

.167

.003

.155

.120

.077

.160

.069

.702.702.702.702

.615.615.615.615

.593.593.593.593

.562.562.562.562

.052

.116

.080

.255

-.012

.102

.089

.161

-.011

-.024

-.065

-.068

Ⅰ -1
Ⅰ -2
Ⅰ -3
Ⅰ -4

.050

.117

.065

.111

.118

.225

.059

.295

.175

-.018

.224

.130

.138

.235

.137

.231

.683.683.683.683

.617.617.617.617

.584.584.584.584

.556.556.556.556

.243

.238

.171

.244

.150

.019

.090

.041

Ⅵ -2
Ⅵ -4
Ⅵ -3
Ⅵ -5

.057

-.008

-.078

.064

.119

.043

.045

.077

.042

.098

-.020

.029

.053

.081

.072

.144

.057

-.040

.086

.109

.662.662.662.662

.576.576.576.576

.557.557.557.557

.502.502.502.502

-.022

.063

-.018

-.058

Ⅱ -1
Ⅱ -4
Ⅱ -3
Ⅱ -2

.121

.069

.131

.169

.056

-.001

.065

.048

.043

.016

.099

.099

.084

.191

.086

.187

.092

.037

.040

-.025

.069

.015

-.015

.049

.627.627.627.627

.589.589.589.589

.542.542.542.542

.477.477.477.477

고유값 8.135 2.372 2.053 1.474 1.162 1.146 1.233

분산의 

백분율
29.053 8.471 8.94 5.27 4.15 4.093 4.404

분산의
누  적 
백분율

29.053 37.524 46.464 51.734 55.884 59.977 6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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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 표표표본본본의의의 특특특성성성과과과 기기기술술술통통통계계계량량량

111...표표표본본본의의의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는 일반행정업무를 취급하는 지방공무원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분
석에 사용된 설문응답자 447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에 있어서 유효응답자 447명 가운데 남성이 329명으로 73.6%,여성은
118명으로 26.4%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남성이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별에 있어서 유효응답자 447명 가운데 36세-40세가 118명,26.5%,41세
-45세가 106명,23.7%,30세 미만이 72명,16.1%,46세 이상이 56명으로 12.5%
순으로 나타났다.
직급별 분포는 유효응답자 447명 가운데 7급이 182명으로 40.6%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고,8급이 106명으로 23.6%,6급이 96명으로 21.5%,9급이 52명으
로 11.7%,5급 이상이 11명으로 2.6%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직기간별로 보면,유효응답자 447명 중 10년-19년이 204명으로
45.6%,4년-9년이 122명으로 27.2%,3년 이하가 75명으로 16.8%,20년 이상이
46명으로 10.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별 결과는 대졸이 199명으로 44.6%을 차지고 있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대졸이 121명으로 27.0%,고졸이 77명으로 17.3%,대학원이
50명으로 11.1%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규모별로 보면 자치구청이 376명으로 84.1%,광역시청이 71명
으로 15.9%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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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빈도(명) 비율(%)

성 별
남 성 329 73.6
여 성 118 26.4
계 447 100.0

연 령

30세 미만 72 16.1
30세-35세 95 21.2
36세-40세 118 26.5
41세-45세 106 23.7
46세 이상 56 12.5
계 447 100.0

직 급

5급 이상 11 2.6
6 급 96 21.5
7 급 182 40.6
8 급 106 23.6
9 급 52 11.7
계 447 100.0

근속년수

3년 이하 75 16.8
4년-9년 122 27.2
10년-19년 204 45.6
20년 이상 46 10.4
계 447 100.0

학 력

고줄 이하 77 17.3
전문대졸 121 27.0
대 졸 199 44.6
대학원 50 11.1
계 447 100.0

소 속
시 청 376 84.1
구 청 71 15.9
계 447 100.0

<표 4-3>표본의 일반적 특성

222...연연연구구구변변변수수수의의의 기기기술술술통통통계계계량량량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작화 된 변수인 지식행정시스템의 기반요인과
지식행정활동 그리고 직무의욕에 대한 평가를 개괄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각의
연구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구하였다.본 연구의 측정변수의 등간척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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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측정항목의 기술통계량은 <표 4-4>～<표 4-10>에 제시되어 있다.<표
4-4>～<표 4-10>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분포특성을 보면 대부분의 항목들은
비대칭도(Sk.)가 평균을 중심으로 음(-)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관측값 들이 주
로 오른쪽에 모여 있어서 왼쪽으로 늘어뜨린 꼬리표를 가짐을 알 수 있다.또
한 비대칭도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그 결과는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어 분
석하는데 의미 있는 데이터로써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1)최고관리층의 리더십에 대한 요인

지방행정조직에서 지식행정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지식행정과 관련한 최고
관리층의 리더십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
면 <표 4-4>와 같다.

<표 4-4>최고관리층의 리더십

구 성

개 념
항       목

평 균
(Mean)

표준편차
(Std.)

전 체

평 균

비대칭도

(Sk.)

최고관리

층의 

리더십

 ․지식행정에 대한 관심도 4.52 1.43

4.43

-.35

․지식행정에 대한 중요성 강조 4.71 1.27 -.14

․지식행정에 대한 지원력 4.22 1.35 -.28

․지식행정에 대한 자발성 4.30 1.21 -.12

11) 비대칭도( )에 대하여 자료의 분포가 완전한 정규분포일 때는 =0이 되지만,사회과학에
서는 이러한 경우가 아주 드문 일이다.실제 자료에서는 정규분포로 간주하여 분석기법을
활용하고 있는데,정규분포로 간주되는 의 정확한 값은 단정할 수 없고 대체로 ‘0’에 가까
우면 정규분포로 다룰 수 있다고 한다.그렇지만 >+1.0이거나 -1.0일 때는 정규분포
가 아니다(김호정,1998: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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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층의 리더십에 대한 요인에서는 조직에서의 지식행정에 대한 최고관
리층의 지원력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반면에 지식행정
에 대한 중요성의 강조항목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다음으로는 최
고관리층의 지식행정에 대한 관심도,지식행정의 자발성 정도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이는 조직에서 지식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최고관리층의 지식지향
적인 리더십의 발휘가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을 보여주는 결과를 반영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2)지식지향적 조직문화에 대한 요인

조직 내에서 지식행정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조직차원에서 무엇보다 선행
되어야 할 것은 지식지향적인 조직문화의 형성이라 할 수 있다.다음 질문은
조직 구성원들의 지식지향적인 조직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를 파악
하기 위한 질문이다.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4-5>와 같다.

<표 4-5>지식지향적 조직문화 요인

구 성

개 념
항       목

평 균
(Mean)

표준편차
(Std.)

전 체

평 균

비대칭도

(Sk.)

지식지향
적

조직문화

․의사결정에의 구성원들의 참여유도 4.53 1.12

4.62

-.06

․조직의 지식수용에 대한 개방성 4.74 1.33 -.44

․지식행정에 대한 관리자들의 적극성 4.52 1.24 -.35

․조직의 개방성과 신뢰성 4.69 1.1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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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지향적 조직문화에 대한 요인에서는 조직의 지식수용에 대한 개방성의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다음으로 조직의 개방성과 신뢰성,의
사결정에의 구성원들의 참여유도,지식행정에 대한 관리자들의 적극성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조직 내에서 나름대로 지식관리를 위한 상당수준의 지식
중심의 조직문화형성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결과로 여
겨진다.

3)정보기술활용에 대한 요인

조직 내에서 지식관리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직 구성원들의
정보기술수단의 활용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이에 대
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4-6>과 같다.

<표 4-6>정보기술활용요인

구 성

개 념
항       목

평 균
(Mean)

표준편차
(Std.)

전 체

평 균

비대칭도

(Sk.)

정보기술

활용요인

․지식획득을 위한 인터넷의 활용 5.25 1.17

4.80

-.25

․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의 공유 4.66 1.09 -.19

․전자게시판을 활용한 정보획득 4.74 1.22 -.44

․사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정보획득 4.57 1.14 -.22

정보기술활용에 대한 요인에서는 조직에서 사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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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획득의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반면에 지식획득을 위
한 인터넷의 활용의 항목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다음으로 전자게시
판을 활용한 정보획득,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의 공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의 의미는 조직에서 구성원들 간의 개인적 차원의 지식의 획득과
활용 등에 이르는 과정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정보기술의 인프라 구
축이 어느 정도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여겨진다.

4)평가와 보상에 대한 요인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의 지식관리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동기부여의 차원
에서 지식행정 활동의 결과에 대한 조직차원의 평가와 보상수준이 어느 정도인
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4-7>과 같다.

<표 4-7>평가와 보상 활용요인

구 성

개 념
항       목

평 균
(Mean)

표준편차
(Std.)

전 체

평 균

비대칭도

(Sk.)

평가와

보 상

․인사평가나 승진시의 반영정도 4.23 1.19

4.33

-.32

․조직으로부터의 인정정도 4.52 1.17 -.27

․교육 및 연수 등 포상의 정도 4.26 1.15 -.19

평가와 보상에 대한 요인에서는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지식행정활동에 대하
여 조직으로부터 인정수준의 정도에 대한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
다.반면에 구성원들의 지식행정활동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 포상의 정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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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인사평가나 승진시 반영정도의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을 보이고 있
다.이러한 결과는 지식근로자의 지식행정활동에 대한 인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만 지식행정에 대한 지식근로자의 기여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보상의 공정
성,그리고 이에 대한 인사고과의 반영 등 제도적인 수준은 낮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로 여겨진다.

5)지식공유에 대한 요인

조직 내에서 지식관리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구성원들의 지식행정활동 수준
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4-8>과 같다.

<표 4-8>지식공유요인

구 성

개 념
항       목

평 균

(Mean)

표준편차

(Std.)

전 체

평 균

비대칭도

(Sk.)

지 식

공 유

․다른 부서에 있는 지식을 이용한 문제의 해결
정도 4.69 1.09

4.82

-.16

․필요지식의 활용정도 5.22 1.21 -.29

․동료에 대한 지식의 제공정도 5.01 1.30 -.40

․동료들과 아이디어 또는 자원의 공유정도 4.72 1.27 -.38

․조직의 새로운 아이디어의 수용과 실제업무에
의 활용정도 4.50 1.22 -.31

구성원들의 지식공유에 대한 요인에서는 조직의 새로운 아이디어의 수용과 실
제업무에의 활용정도의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반면에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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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처리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의 활용정도 항목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
며,다음으로는 동료에 대한 지식의 제공정도,동료들과 아이디어 또는 자원의 공
유정도,다른 부서에 있는 지식을 이용한 문제의 해결정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의 의미는 지식을 획득하고,저장하며,공유하고,활용하는 프로
세스라 할 수 있는 지식관리,즉 구성원들의 지식행정활동이 높은 수준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여겨진다.

6)직무만족에 대한 요인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느끼는 직무만족과 관련된 요소들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이다.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
면 <표 4-9>와 같다.

<표 4-9>직무만족 요인

구 성
개 념 항 목 평 균

(Mean)
표준편차
(Std.)

전 체
평 균

비대칭도
(Sk.)

직 무

만 족

․업무수행능력의 인정 4.32 1.24

4.39

-.34

․담당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도 4.37 1.18 -.29

․부서원간의 인간관계 4.68 1.15 -.26

․업적에 대한 보상체계 4.21 1.14 -.22

직무만족 요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이 동료와의 인간관계와 업
무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제일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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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해서는 그리 높지만은 않는 응답을 보였다.그중에서도 구성원의 업
무 집행과정 중에서 중시되는 사항중의 하나인 구성원의 업적에 공정한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결과가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직무만족의 수준이 낮지는 않지만 구성원들이 상당수준의 만족은 느끼지 못하
고 있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7)조직몰입에 대한 요인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조직몰입의 수준과 관련된 요소들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이다.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4-10>과 같다.

<표 4-10>조직몰입요인

구 성
개 념 항 목 평 균

(Mean)
표준편차
(Std.)

전 체
평 균

비대칭도
(Sk.)

조 직

몰 입

․조직목표의 수용 4.23 1.09

4.67

-.16

․조직발전을 위한 자발적 노력 4.46 1.21 -.29

․조직에 대한 애정 4.69 1.30 -.40

․조직에 대한 자부심 5.32 1.27 -.38

조직몰입 요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소속한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는 응답이 제일 높은 결과가 나왔다.이러한 결과와 비교하
였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그리 높지만은 않지만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조직에 대하여 몰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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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절절절 분분분석석석모모모형형형과과과 가가가설설설의의의 검검검증증증

본 연구는 분석모형에 따른 주요변수들의 관계,즉 지식행정시스템 기반요인
에 의해 구성원들의 직무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따라
서 이론구성과 연구설계에 의하여 나타난 제 요인에 관한 관계성 및 영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모형과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분석모형과 가설검증에
앞서 제 변수간의 관계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pearson상관분석을 검토한
다음에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모형과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111...변변변수수수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분분분석석석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써 상관관계 분
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는 <표 4-11>과 같다.상관관계분석에 있어서 등간척도
로 측정된 변수는 pearson의 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표 4-11>의 중요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보면,p<0.01유의수준에서
각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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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각 연구단위들 간의 상관관계행렬

구   분
관리층의 

리더십

지식지향

적 문화

정보기술
활용 평가․보상 지식공유 직무만족 조직몰입

1. 관리층의 리더십 1.000

2. 지식지향적 문화 .527** 1.000

3. 정보기술 활용 .318** .579** 1.000

4. 평가와 보상 .040 .314** .350** 1.000

5. 지식공유 .552** .532** .450** .204** 1.000

6. 직무만족 .213** .418** .535** .474** .512** 1.000

7. 조직몰입 .446** .355** .192** .314** .427** .346** 1.000

**:p<0.01

첫째,최고관리층의 리더십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것은 지식지향적
조직문화(r=.527)와 지식공유(r=.552),조직몰입(r=.446)등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지식공유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둘째,지식지향적 조직문화는 최고관리층의 리더십(r=.527),정보기술의 활용
(r=.579),지식공유(r=.532),직무만족(r=.418)이 높은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정보기술활용은 지식지향적 조직문화(r=.579),직무만족(r=.418)과 지식
공유(r=.532)의 순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평가와 보상요인은 다른 변수에도 유의성을 가지지만 상대적으로 직무
만족에 유의성(r=.474)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조직에서의 지식공유에 대해서는 평가와 보상(r=.204)변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과는 모두 높은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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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분분분석석석모모모형형형의의의 검검검증증증

<표 4-12>는 회귀분석(regressionanalysis)을 통하여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4-12>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종속변수 R제곱 F값 F유의도 표준
Beta t값 유의도

최고관리층의 리더십

지식공유

.030 14.029 .000** .179 4.992 .000*

지식지향적 조직문화 .047 8.267 .000** .145 4.012 .000*

정보기술 활용요인 .013 7.346 .000** .261 5.829 .000**

평가와 보상 .016 6.365 .000** .138 3.015 .000**

지식공유
직무만족 .027 19.270 .000** .115 2.527 .000**

조직몰입 .021 22.301 .000** .102 2.325 .000**

**:p<0.05

분석모형에 대한 각 회귀식의 적합도는 F통계량의 값이 p<0.05수준을 만족시키
는가로 평가하였다.
<표 4-1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지식공유에 대해서는 정보기술 활용요인이 가
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다음으로 최고관리층의 리더십,지식지
향적 조직문화,그리고 평가와 보상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식공유와 조직성과에 대해서는 지식공유가 본 연구의 성과변수인 직
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모두 비슷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만 지식공유가 이루어지면
조직몰입보다는 구성원들의 직무만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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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그림 3-1)의 분석모형을 다음과 같이 (그림 4-1)의 모
형으로 도식화하였다.

(그림 4-1)분석모형의 검증결과

.102.102.102.102
(2.325)(2.325)(2.325)(2.325)

.115.115.115.115
(2.527)(2.527)(2.527)(2.527)

.138.138.138.138
(3.015)(3.015)(3.015)(3.015)

.261.261.261.261
(5.829)(5.829)(5.829)(5.829)

.145.145.145.145
(4.012)(4.012)(4.012)(4.012)

.179.179.179.179
(4.992)(4.992)(4.992)(4.992)

최고관리층의최고관리층의최고관리층의최고관리층의
리더쉽리더쉽리더쉽리더쉽

지식지향적지식지향적지식지향적지식지향적
조직문화조직문화조직문화조직문화

정보통신정보통신정보통신정보통신
기술의 활용기술의 활용기술의 활용기술의 활용

평가 및 보상평가 및 보상평가 및 보상평가 및 보상

직  무  만  족직  무  만  족직  무  만  족직  무  만  족

조  직  몰  입조  직  몰  입조  직  몰  입조  직  몰  입

지 식 공 유 행 위지 식 공 유 행 위지 식 공 유 행 위지 식 공 유 행 위

지식행정시스템지식행정시스템지식행정시스템지식행정시스템
기  반  요  인기  반  요  인기  반  요  인기  반  요  인

지식행정지식행정지식행정지식행정
활  동  요  인활  동  요  인활  동  요  인활  동  요  인

직  무  의  욕직  무  의  욕직  무  의  욕직  무  의  욕

1)실선:유의적 관계를 나타냄
2)경로상의 숫자:표준 β 값,괄호는 t값을 나타냄(p<0.05)

333...가가가설설설의의의 검검검증증증

1)지식행정시스템의 기반요인과 지식공유요인간의 가설

(1)가설 1의 검증

가설 1.최고관리층의 리더십은 구성원의 지식공유활동에 정(+)의 방
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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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층의 리더십은 지식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1을 검증한 결과,<표 4-13>에서와 같이 최고관리층의 리더십이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성은 p<0.05유의수준에서 표준화된 베타(β)가 .179,t값은 4.3738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최고관리층의 리더십은
지식지향적 조직문화에 유의적인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검증결과는 행정조직에서 구성원들에 의해 창출된 지식이 효과적으로
조직 전체에 공유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지식을 조직 내 지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서는 최고관리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최고관리층의 지식행정시스템구축과 관련된 역할에 있어서는 최고관리층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지식행정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
며,나아가 구성원들이 지속적인 변화 프로세스를 위해 노력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통한 지식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행정조직에서 최고관리층이 지식행
정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고,지식행정시스템에 대하여 비전을
제시하는 등의 가치관과 행태를 보인다면 행정조직에서의 지식행정이 성공할
기회는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표 4-13> 최고관리층의 리더십과 지식공유

경 로 표준
Beta(β) t값 유의도 가설

채택여부
최고관리층의 리더십 ⇒ 지식공유 .179 4.992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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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설 2의 검증

가설 2.지식지향적 조직문화는 구성원의 지식공유활동에 정(+)의 방향
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식지향적 조직문화는 구성원의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
설 2를 검증한 결과,<표 4-14>에서와 같이 지식지향적 조직문화가 지식공유
에 미치는 영향성은 p<0.05유의수준에서 표준화된 베타(β)가 .145t값은 4.012
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식지향적 조직문화는 구
성원의 지식행정활동에 유의적인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검증결과는 지식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법으로서의 조건은 행정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지식지향적
인 행정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행정조직내의 모든 공무원들이 지식
의 활용이 행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공감대를 이루고
지식자원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여 조직 내 지식을 공유하려는 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공공부문의 지식
행정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간에 자신이 갖고 있는 지
식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 기꺼이 제공하고,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지
식을 이용하는데 적극적일 수 있는 지식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그렇게 됨으
로써 행정조직에서의 지식행정의 성공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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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지식지향적 조직문화와 지식공유

경 로 표준
Beta(β) t값 유의도 가설

채택여부
지식지향적 조직문화 ⇒ 지식공유 .145 4.012 .000 ○○○

(3)가설 3의 검증

가설 3.정보기술의 활용은 구성원의 지식공유활동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보기술의 활용은 구성원의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3
을 검증한 결과,<표 4-15>에서와 같이 정보기술의 활용이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성은 p<0.05유의수준에서 표준화된 베타(β)가 .261,t값은 5.829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보기술의 활용은 구성원의 지식공유
에 유의적인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3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검증결과는 지식관리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보기술의
활용은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 간에 지식창출 및 공유과정을 질적․양적으로 촉
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행정조직
에서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하여 조직의 지식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적 차원이 지식공유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우선
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정보기술을 지식행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여 지
식관련 정보기술 인프라의 구축을 통하여 최고관리층을 비롯한 조직구성원 모
두가 IT와 지식행정시스템 구축의 효과 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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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정보기술 활용요인과 지식공유

경 로 표준
Beta(β) t값 유의도 가설

채택여부
정보기술 활용요인 ⇒ 지식공유 .261 5.829 .000 ○○○

(4)가설 4의 검증

가설 4.평가와 보상은 구성원의 지식공유활동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평가와 보상은 구성원의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4를
검증한 결과,<표 4-16>에서와 같이 평가와 보상이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성
은 p<0.05유의수준에서 표준화된 베타(β)가 .138,t값은 3.015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가와 보상은 구성원의 지식공유에 유의적인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4는 채택되었다.
검증결과는 구성원들에 대한 지식행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보상은 조직 구성
원으로 하여금 조직의 생산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거나 향후에 증가를 가져
올 수 있는 지식의 창조,공유,활용에 기여하도록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구성원들의 지식활동에 기초한 질적 평가와 보상
이 이루어진다면 구성원들은 보다 나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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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평가와 보상과 지식공유

경 로 표준
Beta(β) t값 유의도 가설

채택여부
평가와 보상 ⇒ 지식공유 .138 3.015 .000 ○○○

2)지식공유요인과 조직성과와의 가설

(5)가설 5의 검증

가설 5.지식공유활동은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식공유는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5를 검증
한 결과,<표 4-17>에서와 같이 지식공유는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성은 p<0.05유의수준에서 표준화된 베타(β)가 .138,t값은 3.015로 나타나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식공유는 구성원의 지식공유에 유의적인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5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검증결과는 조직 내에서 구성원간에 지식행정활동을 통하여 조직 구
성원간의 지식공유를 통한 상호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구성원들의 업
무에의 활용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따라서 조직
에서는 구성원들의 지식행정활동에 대한 욕구충족을 통하여 직무만족을 충족시
켜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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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지식공유와 직무만족

경 로 표준
Beta(β) t값 유의도 가설

채택여부
지식공유 ⇒ 직무만족 .115 2.527 .000 ○○○

(6)가설 6의 검증

가설 6.지식공유활동은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식공유는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6을 검증
한 결과,<표 4-18>에서와 같이 지식공유는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성은 p<0.05유의수준에서 표준화된 베타(β)가 .102,t값은 2.325로 나타나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식공유는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유의적인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6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검증결과는 조직 내에서 지식행정의 성공요인에 의하여 구성원간의
지식공유활동이 잘 갖춰지고 수행된다면 구성원은 그 조직에 대하여 좀 더 좋
은 환경 속에서 조직에 대하여 몰입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
고 할 수 있겠다.

<표 4-18> 지식공유와 조직몰입

경 로 표준
Beta(β) t값 유의도 가설

채택여부
지식공유 ⇒ 조직몰입 .102 2.325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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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설설설검검검증증증 요요요약약약

이상과 같이 살펴본 연구가설의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표 4-19>와 같다.
먼저,지식행정시스템의 기반요인과 지식행정활동과의 관계에서는 최고관리
층의 리더십,지식지향적 조직문화,정보기술,평가와 보상이 지식행정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검증되었다.
그리고 지식행정활동과 구성원들의 직무의욕요인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요인
과의 관계에서는 구성원의 지식행정활동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는 가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식행정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지식행정시스
템의 기반이 되는 최고관리층의 리더십,지식지향적 조직문화,정보기술,평가
와 보상이 구성원들의 지식행정활동을 촉진시켜 지식공유행위를 활발하게 하게
함으로써 그 결과 지식행정시스템 구축에 의하여 구성원들의 직무의욕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한 분석모형은 전체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 구 가 설 검증결과
가설 최고관리층의 리더십은 구성원의 지식공유활동에 정 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지식지향적 조직문화는 구성원의 지식공유활동에 정 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정보기술의 활용은 구성원의 지식공유활동에 정 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평가와 보상은 구성원의 지식공유활동에 정 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채 택
채 택
채 택
채 택

가설 지식공유활동은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정 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지식공유활동은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정 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 택
채 택

<표 4-19>가설검증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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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555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요요요약약약 및및및 시시시사사사점점점

본 연구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행정
의 문제해결능력과 행정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행정조직에서
지식행정시스템의 구축의 기반요인과 활동요인,그리고 그에 따른 공무원들의
직무의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조사를 통
해,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식행정시스템의 구축이 실제로 조직구성원들의 직무
의욕의 하위변수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식행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지방
자치단체의 지식행정 구현,공공부문의 지식행정 도입현황과 지식행정시스템
구축의 영향요인 및 구성원들의 직무의욕 등에 대한 이론적 전개와 논의구성을
위하여 관련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론모형을 정립하고 이에 실증적 연
구를 위한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지방행정조직에서 지식행정시스템 구축의 영향요인으로 최고관리층의 리더
십,지식지향적 조직문화,정보기술,평가와 보상으로 선정하였다.그리고 이러
한 요인들이 구성원들의 지식행정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기 위해 지식공유행위요인을 선정하였다.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식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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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스템이 구축되었을 경우의 구성원들의 직무의욕요인으로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을 선정하였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인간의 영향성 및 유의성 관
계분석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5점 척도로 된 설문조사지로 광주광역시 소재의 6개 지방자
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회수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먼저 측정도구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신뢰성 및 타당성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모형의 유의성 분석에서는 타당성이 낮은 측정항목은 제외하고 의미가 있
는 측정항목만을 이용하였다.지식행정시스템 구축에 대한 실증분석으로써 신
뢰도 및 타당성 분석과 분석모형에 대한 검증으로써 지식행정시스템구축에 대
한 통계적 자료처리 분석을 통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모형과 가설검증 결과,지식행정시스템의 기반요인과 지식공유요인과의
관계에서는 최고관리층의 리더십,지식지향적 조직문화,정보기술,평가와 보상
이 지식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검증되었다.
그리고 지식행정활동요인인 지식공유요인과 구성원들의 직무의욕요인인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요인과의 관계에서는 구성원의 지식행정활동이 직무만족과 조
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가설들의
검증결과는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식행정
시스템 구축을 실현하여 지방공무원의 직무의욕을 높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앞으
로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지식행정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과 그 효과를 극대화
하고 지식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본 연구에서도 보았듯이 민간부문에서의 지식경영의 도입성과와 같이
행정조직에서 지식행정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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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나름대로의 성과확보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실증결과를 도출하였다.행
정조직에서 지식행정시스템의 구축에 의한 조직성과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행
정조직에서의 지식행정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추진전략이 우수해
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행정조직의 특성에 맞는 지식행정의 추진전략의 수립
이 선행되어야 하고,이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개발이 모색되어야 하
며,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행정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그리고 실제적으로 핵심부서에 지식행정의 도입 등과 같
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추진전략이 도입되면 행정조직에서의 지식행정시스템
의 구축가능성은 그 만큼 높아 질 것이다.
둘째,본 연구에서의 지식행정시스템의 기반요인들은 행정조직에서 지식행정
이 효과적으로 도입되고,활성화 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요인들이
다.이러한 지식행정시스템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요인으
로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지식지향적 조직문화,정보기술의 활용,평가와 보상
의 네 가지 요인을 선정하였는데 실증적 연구결과 모두 구성원의 지식행정활동
인 지식공유와 강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이 나타났다.이 같은 실증결과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식행정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보다 지식행정시스템의 기반
요인들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
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첫째,연구의 내용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행
정조직에서의 지식행정은 행정철학이며 동시에 조직변혁의 기법이기 때문에 효
율적인 지식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최고관리층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
다.지식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최고관리층이 솔선수범하여 지식행정
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와 참여를 기반으로 지식행정시스템 구축에 대한 장기적
인 비전 제시를 통하여 구성원들에게 지식행정의 실천의지를 보여주어 지식지
향적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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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행정조직에서 지식행정시스템의 구축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지식행정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식지향적 조직문화로의 전환이 필요하
다.이는 행정조직에서 지식행정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은 구성원간에 지식행
정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식지향적 조직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다.변화하는 환경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환경에 대한 변동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행정조직문화가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구성원들에게 장려하
고,조직 내에 지식공유 분위기의 확산을 계기로 지식행정시스템 구축의 성공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배타적인 행정조직문화는 지식행정시스템의 구축에 걸
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행정조직의
문화를 지식지향적 행정문화로 재창조해 나가야 한다.
셋째,미래에는 보다 많은 새로운 지식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변화에 행정조직이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조직 내에 지식정보 인
프라의 구축이 강화되어야 한다.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성의 제고와
이에 따른 행정효율성의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지식창고를 만들고 시스템을 갖추는 등 정보기술의 투자를 늘림으로
써 구성원들의 지식행정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식관련 정보기술 인프라
구축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하다.
넷째,또한 행정조직에서 지식행정시스템의 구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성
원들은 나름대로 지식행정의 참여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기대할 것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지식행정활동에 의한 지식의 가치를 정확하
게 평가하고,그에 대하여 공정하게 보상해 주어야 한다.구성원들이 공유한 지
식의 가치에 대해 행정조직에서 정확하게 측정하여 그 성과를 지식근로자와 공
유할 수 있는 평가보상시스템을 구축하면 지식행정시스템 구축의 성공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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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측면에서 행정조직에서 구성원들에 대한 지식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실질적인 지식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고관리층의 리더십,지식지향
적 조직문화,정보기술,평가와 보상 등에 대하여 조직 전체적 차원에서 지식인
프라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그리고 지식행정시스템 구축에 있어서의
영향요인과 지식활동요인,직무의욕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
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볼 때 행정조직에서 지식행정시스템 구축에 있어서의 영
향요인과 조직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행정에서 지식
행정시스템 구축과 지식행정의 추진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행정조직의 지식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관리층은 지식행정시스템의
특성인 위의 네 가지 기반요인을 강화하여 지식행정시스템을 사용하는 구성원
의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을 높여야 하며,나아가서는 지식행정시스템의 구축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는 지식행정시스템의 특성과 영
향요인,그리고 직무의욕을 중심으로 개발된 본 연구 결과의 지식행정시스템
구축의 이론적 모형은 현실적인 차원에서 행정조직에서 지식행정시스템을 구축
하고자 하였을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한한한계계계점점점과과과 연연연구구구과과과제제제

그 동안 공공부문에서 지식행정전반에 대한 연구의 범위는 지식행정의 영향
요인이나 지식공유,지식활동 등 지식행정과의 관련요인들 중 일부만을 주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지식행정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만이 진행되어 왔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식행정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함에 있어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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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행정에 관한 연구들을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통합하는 모형을 제시함은 물
론 그 성과까지 측정함으로써 보다 현실감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이와 관련하여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설문조사대상의 범위에 대한 한계이다.본 연구의 결과로서 얻어진 실
증적 결과가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본 연구는 조사대상인 모집단의 표본추출을 임의
적으로 한정시킴으로 인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연구대상도 특정지역의 지방자치단체만을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는
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골고루 자료를 수집하면 좀 더 대표
성을 확보하고 일반화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본 연구에서는 일시적인 일회성 측정에 의한 연구가 이루어짐으로 인
해 민간부문과는 다른 고유의 행정조직의 특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연구내용에 있어서 행정조직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미
흡하여 지식행정시스템 구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
에서 지식행정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지식행정 관련요인들과 공공조
직의 특성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지식행정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행정시스
템의 영향을 한층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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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 다다다음음음은은은 지지지식식식행행행정정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최최최고고고관관관리리리층층층의의의 관관관여여여 지지지지지지 의의의 수수수준준준을을을 묻묻묻는는는 질질질문문문입입입
니니니다다다 각각각 질질질문문문에에에 대대대해해해서서서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생생생각각각을을을 가가가장장장 잘잘잘 반반반영영영하하하는는는 란란란에에에 표표표 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설 문 항 목   전   혀                      매 우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1. 우리 조직의 최고관리층은 지식행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①-----②---③---④----⑤

2. 우리 조직의 최고관리층은 부서 간 지식행정이 중  

  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①----②----③----④----⑤

3. 우리 조직의 최고관리층은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려  

  는 구성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①----②----③----④----⑤

4. 우리 조직의 최고관리층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    

  식 혹은 정보를 다른 구성원들에게 직접 공유 및 전  

  파하고 있다.

①----②----③----④----⑤

ⅡⅡⅡ 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사사사의의의 지지지식식식행행행정정정활활활동동동 중중중 문문문화화화와와와 관관관련련련된된된 내내내용용용입입입니니니다다다 각각각 질질질문문문에에에
대대대해해해서서서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생생생각각각을을을 가가가장장장 잘잘잘 반반반영영영하하하는는는 란란란에에에 표표표 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
다다다

설 문 항 목 전 혀 매 우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1. 우리 조직은 의사결정과정에 모든 조직 계층  

  에 있는 구성원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①-----②-----③-----④-----⑤

2. 지식은 개인적으로 보유되기 보다는 집단적  

  으로 공유되고 있다.
①-----②-----③-----④-----⑤

3. 관리자들은 솔선수범하여 지식행정의 가치와  

   전략을 전파한다.
①-----②-----③-----④-----⑤

4. 조직 내 개방성과 신뢰의 풍토가 퍼져 있다. ①-----②-----③-----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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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 다다다음음음은은은 구구구성성성원원원들들들이이이 조조조직직직에에에서서서의의의 정정정보보보기기기술술술을을을 활활활용용용하하하는는는 수수수준준준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질질질문문문
입입입니니니다다다 업업업무무무처처처리리리에에에 있있있어어어 평평평소소소 귀귀귀하하하가가가 느느느끼끼끼고고고 생생생각각각하하하는는는 바바바와와와 일일일치치치하하하는는는 부부부분분분
에에에 표표표를를를 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설 문 항 목 전 혀 매 우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1. 나는 업무처리를 위한 지식획득을 위해 인터  

  넷을 활용하고 있다.
①-----②-----③-----④-----⑤

2. 우리 조직은 조직 내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  

  보가 공유되어 있다.
①-----②-----③-----④-----⑤

3. 나는 업무에 필요한 정보획득을 위해 사내   

  전자게시판을 활용하고 있다.
①-----②-----③-----④-----⑤

4. 나는 업무해결에 필요한 지식획득을 위해 사  

  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다.
①-----②-----③-----④-----⑤

5. 우리 조직에서는 축적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①-----②-----③-----④-----⑤

ⅣⅣⅣ 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지지지식식식을을을 공공공유유유한한한 대대대가가가로로로 실실실제제제 평평평가가가와와와 보보보상상상을을을 받받받
고고고 있있있는는는지지지를를를 묻묻묻는는는 문문문항항항들들들입입입니니니다다다 각각각 질질질문문문에에에 대대대해해해서서서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생생생각각각을을을 가가가장장장 잘잘잘
반반반영영영하하하는는는 란란란에에에 표표표 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설 문 문 항
전 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우리 부서에서는 직원들의 지식공유 행위는 금전적 보  

  상(급여, 보너스)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된다.

2. 우리 부서에서는 지식공유 행위는 인사 평가나 승진의  

  중요한 요소로 반영된다.

3. 우리 부서에서는 지식공유를 많이 하는 사람을 해당 분  

  야의 전문가로 인정하고 있다.

4. 우리 부서에서는 지식을 공유한 사람에게 충분한 포상  

  (교육, 연수기회 등)을 하고 있다.



- 121 -

ⅤⅤⅤ 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조조조직직직에에에서서서 구구구성성성원원원들들들의의의 지지지식식식공공공유유유에에에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각각각
질질질문문문에에에 대대대해해해서서서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생생생각각각을을을 가가가장장장 잘잘잘 반반반영영영하하하는는는 란란란에에에 표표표 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설 문 문 항
전 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다른 부서에 있는 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  

  우가 많다.

2.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지식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으며 적극 활용하는 편이다.

3. 동료가 나에게 나의 지식을 요청할 때 쉽게 제공할 수  

  있다.

4. 나는 동료들과 아이디어 또는 자원들을 공유한다.

5. 우리 조직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받아 들  

  이고 받아들인 아이디어를 실제업무에 활용한다.

ⅥⅥⅥ 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 부부부서서서원원원들들들의의의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에에에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각각각 질질질문문문에에에 대대대해해해
서서서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생생생각각각을을을 가가가장장장 잘잘잘 반반반영영영하하하는는는 란란란에에에 표표표 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1. 부서원들은 자기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의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는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2. 부하직원들은 상사로부터 업무수행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3. 부서원들은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대하여 자부심과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4. 부서원들은 상하 동료와의 인간관계가 비교적 원만하며 업무협조는 원활하다고 느

   끼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5. 부서원들은 자기업무와 관련된 업적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공정한 보상을 받

  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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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ⅦⅦ 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 부부부서서서원원원들들들의의의 조조조직직직몰몰몰입입입에에에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각각각 질질질문문문에에에 대대대해해해
서서서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생생생각각각을을을 가가가장장장 잘잘잘 반반반영영영하하하는는는 란란란에에에 표표표 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1. 나는 공무원으로서 내가 근무하는 조직의 목표가 곧 나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2. 나는 우리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조직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3. 나는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임무라도 기꺼이 수행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4.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공공기관의 구성원, 즉 내가 공무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인 적 사 항 >

이 부분은 통계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오니 모든 문항에 대하여
귀하께서 해당되는 곳에 V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남(    )      여(    )

2. 귀하의 나이는 ?   ① 30세 미만(    )  ② 30세-35세(    )  ③ 36세-40세(    )  

                     ④ 41세-45세(    )  ⑤ 46세 이상(     )

3. 귀하의 직급은 ?           급

4. 귀하의 최종학력은 ? ① 고졸 이하(   )    ② 전문대졸(   )   ③ 대졸(   )

                       ④ 대학원 이상(   )

5. 귀하의 공무원으로서 총 재직기간은 ?  ① 3년 이하(    )     ② 4년-9년(    )

                                        ③ 10년-19년(    )   ④ 2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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