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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그 동안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1-5]. 지식경영은 21세기 지식사회를 예견한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에 의해 처음으로 명명되었으며, 이후 세계

적인 컨설팅 그룹인 가트너 그룹(The Gartner group) 등의 연구를 통해 

체계화 되었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저성장과 기업간 경쟁심화로 인

하여 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재설계하고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하

여 지식경영이 필요하게 되었다[6].

병원의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경영 핵심요인의 구조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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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조직구성원의 머리속에 내재한 암묵적 

지식이 데이터베이스(data base, DB)를 통해 축적되었다. 조직의 경영이

나 기업활동 등의 결과로 나타난 이러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식경영시스템이 개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서 이윤추구나 조직성과를 높이는데 활용하기에 이르렀다[7,8]. 일반 

기업들에서 나타난 지식경영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의료기관에도 도

입되기 시작하였다[9-12]. 1980년대부터 병원정보시스템이 급속도로 

발전되면서 환자의 임상자료와 개인정보, 행정자료가 축적되었다[12]. 

병원경영진은 병원을 경영하거나 환자를 진료하는 등 임상연구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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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도 이러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면

서 체계화된 시스템을 필요로 하였다[12]. 이것이 바로 지식경영시스템

이며, 이를 통해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에 이르렀다. 따라서 지식경영은 조직에 무언가 효과적인 기능을 가져

다 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지식경영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기존의 연구들은 지식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한 연구들이 다수 

있었다[12,13]. 그리고 지식경영 자체에 대한 활동성과와 이를 조직에 

잘  스며들게  하기  위해  전위  요인들을  확인하는  연구가  있었다

[2,8,14,15]. 한때 지식경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조직의 무형 자산으로

서, 경쟁기업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영전략으로 인식되어 많은 기

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왔다[16]. 하지만 병원은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지식을 보유한 여러 직종으로 구성된 조직의 특성상이들간

에 갈등의 유발 소지가 높고 타 산업에 비해 환자의 질병치료 과정에

서 발생하는 민감정보가 많아 지식경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

운 환경이기 때문에 지식경영의 도입이 쉽지 않다. 그리고 지식경영을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조직이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타 산업분

야에서는 지식경영의 어떠한 요인들이 조직의 성과와 직결되는지에 관

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17,18], 병원조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는 미진하였다. 또한 지식경영과 조직유효성에 대한 이전 연구에

서는 회귀분석을 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19,20] 변수들이 하나의 그

룹으로 다루어져 측정오차를 알 수 없고,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사이

와 잠재변수와 잠재변수 사이의 관계를 검증할 수 없는 제한점을 가지

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을 개선하고자 구조방정식모

형을 이용하여 일반 산업분야와 다른 특성을 가진 병원조직의 구성원

들을 대상으로 지식경영의 핵심요인이 조직의 유효성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목적은 다

음과 같다. 첫째,지식경영 핵심요인인 공유문화, 정보기술, 경영전략, 프

로세스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매개로 조직의 유효성으로 일컫는 

경쟁우위와 혁신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하고자 한다. 둘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병원조직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식경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이러한 시사점은 

병원조직에서 지식경영을 구축하고 활용 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지식경영

기업 활동이 다양하고 활발해지면서 정보의 흐름이 체계화 된다. 그

리고 체계화된 정보는 축적되고 의미를 가지게 되어 지식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를 기업의 경영과 접목시킬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다[16]. 

따라서 지식경영이란 기업이 보유한 정보활용을 극대화하여 생산하

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여 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16].

지식경영의 핵심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이 가지

고 있는 문화는 지식경영을 이끌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21]. 

지식경영은 자동화 시스템과 같이 스스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

를 획득하고 공유하는 등 다양한 지식경영 활동들의 주체가 조직구성

원들이다. 따라서 조직구성원들이 경영전략으로서 지식경영을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여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공유문화

가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 지식경영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축적하고 공유를 통

한 활용이 활발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

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인 기업이윤을 가져오기 어렵

기 때문에 긴 안목을 가지고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때문

에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조직구성원들은 지식경영을 

위해서 이러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정보기술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셋째, 지식경영은 장기적인 안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직의 경영

전략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즉 조직의 경영전략의 방향에 따라 

지식경영은 활성화 되거나 감소될 수 있는 것이다[20].

넷째, 지식경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특성에 맞는 지식을 정의하고 축

적하여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일련의 과정이 얼마나 체계적이냐에 따

라 지식경영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21].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외생변수로 활용될 지식경영의 핵심요인을 

살펴보았다. 지식경영도 하나의 관리시스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

업의 외부와 내부 환경변화에 따라 진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기적인 

평가를 실행하여 지식경영이 선순환 구조로 조직과 유기적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

병원의 지식경영

최근 대학병원직원의 지식경영활동과 성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14], 의료정보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하여 병원의 지식경영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조직문화나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

지 못한 실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원인을 병원의 다양한 인적 구성원

들로 보았으며,이로 인해 직종간에 교환되는 정보와 지식의 양이 방대

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의사결정을 이루어내야 하는 과정이 복합

적으로 이루어진다는데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지식공유행동과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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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

을 고려한 다차원적 모델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하지만 개인적 요인

에 인구학적 특성을 포함하여 지식공유행동을 살피는 초기 단계의 지

식경영 연구에 머무르고 있다.

의료기관의 외형적 가치에 중점을 두어 의료기관 종별 지식공유에 

대한 협조적 조직문화와 지식경영 요인 연구에 따르며[22], 조직문화는 

병원조직에서 활발한 반면, 종합병원은 업무지침과 같은 공식적인 매뉴

얼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직종에 따라서도 서로 상

이한 업무특성에 따라 지식경영 관련 요인들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개인적 차원과 조직적 차원의 구조적 원인

들을 독립변수로 다루고 있다. 이는 지식경영의 초기에 다양한 수준에 

따른 지식경영의 수행정도나 이에 따른 성과를 살피기에는 적합하나 

조직의 가변적인 특성을 감안해 지식경영의 핵심 요인을 어떻게 발전

시키고 고려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재고할지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식경영의 핵심요인에 대한 이론을 바

탕으로 병원조직의 혁신과 경쟁우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통합적 모델

을 제시하여 거시적인 병원의 지식경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조직유효성

조직유효성이란 조직이 목표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다양한 지표나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고 학자들에 

따라서 심리적 지표와 관리적 지표로 구분하거나[23], 성과지표와 심

리적 지표로 구분하기도 하였다[24,25]. 따라서 연구의 대상과 분야에 

따라 가변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심리적 지표로 구분한 근거

를 확인하여 이를 연구에 이용하고자 하며, 성과지표로 경쟁우위와 혁

신성을 이용한 선행연구를 살필 수 있었다. 또한 이들 네 가지 지표들

은 서로 동등한 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차원의 직무만족

과 조직몰입이 성과적 차원의 경쟁우위와 혁신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연구결과를 확인하였다[26].

연구가설

본 연구는 앞서 제기한 연구목적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Figure 1). 지식경영의 핵심요인으로 조직문

화, 정보기술, 경영전략, 프로세스를 외생변수로 설정하고 조직유효성

으로 직무만족, 조직몰입, 경쟁우위, 혁신성을 내생변수로 설정하였다. 

특히, 경쟁우위와 혁신성은 조직구성원이 직무에 대한 만족을 느끼고 

조직몰입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매개변수로 설정한 통합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지식경영의 핵심요인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여 지식경영의 성공요인

을 연구한 Yoon and Kim [20]은 기업환경과 문화, 프로세스, 정보기술, 

지식경영전략은 지식경영을 성공시키기 위한 기반이라 말하고 이것이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공유문화, 정보기술, 경영전략, 프로세스

와 같은 지식경영 핵심요인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공유문화는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정보기술은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경영전략은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프로세스는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공유문화는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정보기술은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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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되어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으로 지식경영을 실시

하고 있는 서울시에 위치한 5개 상급종합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

였다. 연구대상자는 연구목적을 설명 듣고 동의한 후 구조화된 자기기

입식 설문지를 통해 응답하였다. 자료수집은 2015년 7월 한 달간 시행

되었다.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사용할 경우에 표본의 수

는 200-400개가 적당하나[28,29], 본 연구에서는 구성개념에 따른 측정

변수의 수를 고려하여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총 수거된 설문

지는 357부이며 회수율은 89.3%였다.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34부를 제

외하였다. 따라서 최종 연구대상에 포함된 자료는 323부이다.

변수의 조작적 정의

문헌고찰을 통해 선행연구를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인된 측정도구를 설문지에 구성하였으며, 연구모형에 나

타난 주요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는 Table 1과 같다. 각 설문문항은 Lik-

ert 5점 척도로 하였다. 각 문항에 따른 동의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부정문으로 구성된 

문항은 역코딩을 실시한 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8개 구성개념에 

대한 관측변수는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구성개념에 대한 

정의와 측정 문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식경영의 핵심요인은 Edvinsson [30]과 Nonaka et al. [31]의 연구를 

바탕으로 Lee et al. [32]의 연구에 사용된 구성개념을 본 연구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유문화는 개인과 조직에 내재된 지식과 

H7: 경영전략은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프로세스는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병원의 간호조직을 대상으로 이직의도를 연구한 Park et al. [27]에서 

직무만족은 이직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 조직몰입을 

통해 이직의도에 작용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경영 핵심요

인이 경쟁우위나 혁신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보다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을 통해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을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9: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0: 직무만족은 경쟁우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조직몰입은 경쟁우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직무만족은 혁신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조직몰입은 혁신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병원의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

는 지식경영 핵심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실증하는 것이다. 의료기

관은 타 산업분야보다 지식경영의 저변확대가 미흡하고 대형병원들에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constructs

Construct Items Definition Reference

Culture of common ownership (CO) 4 Level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which knowledge and information 
   inherent to individuals and their organizations can be shared

Edvinsson [30]
Nonaka et al. [31]
Lee [32]

Information technology (IT) 3 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and its usage level suitable for shar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within an organization

Edvinsson [30]
Nonaka et al. [31]
Lee [32]

Business strategy (BS) 3 Recognition of core knowledge for achieving organizational goals and 
   management skills through the use of knowledge

Edvinsson [30]
Nonaka et al. [31]
Lee [32]

Process (PR) 3 Level of the internal process for sharing spreading knowledge within an 
   organization

Edvinsson [30]
Nonaka et al. [31]
Lee [32]

Job satisfaction (JS) 4 Employees’ positive emotional state for their job Kwon et al. [25]
Hackman et al. [33]

Organizational Commitment (OC) 4 Degree of their sense of unity with and attachment to organization they 
   belong to

Kwon et al. [25]
Hackman et al. [33]

Competitive advantage (CA) 3 Level of creating productivity and added values compared to those of other 
organizations

Porter [34]
Woo [35]

Innovation (IN) 3 Level of promoting new and creative behaviors and changes Koys [36]
Lee et al.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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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조직문화의 수준으로 정의하였으며,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료들과 폭넓게 협조한다’, ‘다른 부서에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최고 경영자는 부서간 지식공유

를 중요하게 생각, 부서간 협력이 잘되지 않는 편이다’와 같은 4개의 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정보기술은 조직내의 지식과 정보공유를 위한 병

원정보기술 인프라와 이용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필요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직접설치 할 수 있다’, ‘전자문서 또는 전자결재를 사용할 수 

있다’, ‘평소에 새로운 정보기술에 관심이 있다’의 3개 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경영전략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핵심지식의 인지와 지식활

용을 통한 경영기술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 ‘자신만의 노하우

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병원에 최고지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와 

같은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프로세스는 병원의 지식공유와 전

파를 위한 조직 내부의 프로세스 정도로 정의하고 ‘구성원들끼리 의사

소통은 원활한 편이다’, ‘병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이 나의 업무와 

경력에 많은 도움이 된다’, ‘병원 내 지식경영을 위한 부서나 담당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Hackman et al. [33]의 연구를 바탕으로 

Kwon et al. [25]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이용하였

다. 이에 따라 자신의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상태로 정의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말할 때 나는 현 직무에 만족한다’, ‘나는 현 직무에서 일

하는 것이 좋다’, ‘나는 현 직무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에 만족한

다’, ‘나는 현 직무를 즐겁게 수행하고 있다’와 같이 4개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조직몰입은 자기가 속한 조직과 일체감, 애착심 정도로 정의하

고 ‘나는 우리병원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병원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많은 노력들을 기꺼이 기울일 것이다’, ‘나는 주위사람들에게 우리 병

원이 한 번 일해 볼 만한 좋은 직장이라고 즐겨 말한다’, ‘병원이 발전하

기 위해서는 어떠한 임무라도 기꺼이 수행할 것이다’, ‘나는 직무의 형

태가 비슷하다면 다른 직장에서 일해도 무방하다’와 같이 4개의 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경쟁우위는 Porter [34]와 Woo [35]의 연구를 바탕으로 타 조직에 비

해 생산성과 부가가치 창출 수준의 정도로 정의하고 ‘우리 병원의 진

료수입은 경쟁병원에 비해서 높다’, ‘우리 병원의 생산성은 경쟁병원에 

비해서 높다’, ‘우리 병원의 의료서비스는 경쟁병원에 비해 수준이 낮

다’와 같이 3개의 문항을 측정하였다. 혁신성은 Koys [36]와 Lee et al. 

[32]의 연구를 바탕으로 새롭고 창의적인 행동 및 변화를 촉진시키는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나는 내 직무에서 종전과 다른 새로운 방법들

을 자주 시도해 본다’, ‘나는 이전부터 발생되어 왔던 문제에 대해 보다 

나은 해결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보다 나은 직무수행방법

을 찾으려고 노력한다’와 같은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은 SPSS 18.0 (SPSS Inc., Chicago, IL, USA)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분석은 구조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이며, 이를 

위해 AMOS 18.0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델은 선행연구

를 통해 수립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에 적합한 분석기법으로 측정변

수들의 측정오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통해 잠

재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37].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

을 실시하였다.

둘째, 제시된 연구모형을 실증하기 위해 각 구성개념의 신뢰성과 타

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셋째, 병원의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경영 핵심요인의 구

조적 관계를 실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각 구성개념에 대

한 측정변수를 기반으로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와 분산

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를 계산하였다. 이들 계산을 

위해 측정 변수별로 표준화적재치와 오차가 필요하다. 개념신뢰도는 

측정변수들 사이의 일관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 값

이 0.7 이상이면 신뢰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산추출지수

는 구성 타당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론에 따르는 개념이 측정도구에 

의하여 정확히 측정되어 졌는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분산추출지수

는 0.5 이상이면 구성 타당도를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38]. 판별 

타당도는 한 구성개념이 실제로 다른 구성개념과 얼마나 다른가에 관

한 것으로 각각의 구성개념은 서로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판정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성개념의 분산추출지수는 다른 모든 구성개념

의 상관관계 제곱보다 크면 판별 타당도가 존재하게 된다[39,40].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

하였다(Table 2). 개념 신뢰도는 경쟁우위가 0.740으로 가장 낮고 직무

만족이 0.9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기준치 0.7을 

모두 만족하여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그리고 분산추출지수는 경쟁우

위가 0.500으로 가장 낮고 직무만족이 0.710으로 가장 높아 기준치 0.5

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적합도 분석결과 χ2 = 487.355 (df =287, 

p< 0.001)로 나타났다. 입력 공분산행렬과 추정 공분산행렬의 차이가 

나타나 적합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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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FA results for testing reliability and validity of constructs

Construct Item Estimate Standard estimate S.E. Error t p CR AVE

Culture of common co01 1.000 0.341 0.246 0.804 0.523
   ownership (CO) co02 1.832 0.740 0.34 0.478 5.48 <0.001

co03 1.786 0.684 0.33 0.323 5.49 <0.001
co04 1.431 0.604 0.28 0.317 5.18 <0.001

Information it02 1.000 0.673 0.464 0.752 0.508
   technology (IT) it03 0.904 0.726 0.10 0.282 8.77 <0.001

it04 0.698 0.504 0.10 0.448 7.16 <0.001
Business bs01 1.000 0.640 0.366 0.842 0.647
   strategy (BS) bs02 1.432 0.897 0.13 0.126 10.79 <0.001

bs03 0.950 0.614 0.10 0.378 9.37 <0.001
Process (PR) pr01 1.000 0.575 0.347 0.759 0.512

pr02 1.124 0.588 0.15 0.328 7.36 <0.001
pr03 0.918 0.606 0.12 0.321 7.56 <0.001

Job satisfaction (JS) js01 1.000 0.766 0.251 0.907 0.710
js02 1.047 0.826 0.05 0.346 21.14 <0.001
js03 1.027 0.847 0.07 0.204 14.90 <0.001
js04 0.935 0.787 0.07 0.263 14.04 <0.001

Organization oc01 1.000 0.801 0.333 0.833 0.560
   commitment (OC) oc02 1.015 0.758 0.08 0.243 13.16 <0.001

oc03 0.747 0.572 0.08 0.499 9.81 <0.001
oc04 0.722 0.595 0.07 0.413 10.35 <0.001

Competitive ca01 1.000 0.711 0.282 0.740 0.500
   advantage (CA) ca02 1.208 0.860 0.15 0.536 8.12 <0.001

ca03 0.603 0.481 0.08 0.661 7.479 <0.001
Innovation (IN) in01 1.000 0.663 0.171 0.879 0.709

in02 1.178 0.835 0.10 0.362 11.77 <0.001
in03 1.051 0.790 0.09 0.189 11.50 <0.001

Model fit                                     χ2 =487.355 (df=287, p <0.001), χ2/df=1.698
                                                       GFI=0.900, AGFI=0.869, NFI=0.868
                                                       CFI=0.940, RMSEA=0.047, RMR=0.044

SE, standard error; CR, construct reliability;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형의 복잡성에 따라서 제기되는 문제로 타 적합도 지수와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39,41]. 기타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GFI = 0.900, 

AGFI = 0.869, NFI = 0.868, CFI = 0.940, RMSEA= 0.047, RMR= 0.044로 

나타났다. AGFI와 NFI가 기준치인 0.9 이상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

었으며, RMSEA와 RMR은 기준치 0.5 이하를 만족하였다. 따라서 전

체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타당도 중에서 판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각 구성개념의 분산추

출지수를 대각선에 표시하고 하위에는 타 구성개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Table 3과 같이 구성하였다. 앞서 설명한 판별 타당도는 구성

개념에 대한 분산추출지수가 다른 구성개념의 상관관계 제곱보다 크

면 만족한다고 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구성개념의 분산추출지수는 나

머지 다른 구성개념의 상관관계 제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 타당

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다. 성별은 

남자가 135명(81.80%)로 여자 188명(58.20%)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었

다. 연령은 30-39세가 148명(45.82%), 29세 이하 94명(29.10%), 40-49세 

72명(22.29%), 50세 이상 9명(2.79%)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학

교 졸업이 156명(48.30%), 전문대학 졸업 88명(27.24%), 고등학교 졸업 

20명(6.19%), 대학원 졸업 이상 59명(18.27%)순으로 나타났다. 경력은 2

년 이하가 124명(38.39%), 3-5년 94명(29.10%), 6-9년 43명(13.31%), 20년 

이상 16명(4.95%), 15-19년 9명(2.79%) 순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사

무직이 140명(43.34%)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사 84명(26.01), 의료기사 

68명(21.05%), 기타 31명(9.60%)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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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verage variance extracted and correlation matrix

Construct 1 2 3 4 5 6 7 8

Culture of common ownership1 0.523
Information technology2 0.569 0.508
Business strategy3 0.525 0.528 0.647
Process4 0.671 0.484 0.584 0.512
Job satisfaction5 0.546 0.192 0.265 0.572 0.710
Organization commitment6 0.551 0.381 0.463 0.573 0.677 0.560
Competitive advantage7 -0.004 -0.073 0.019 0.210 0.179 0.063 0.500
Innovation8 0.622 0.476 0.495 0.453 0.495 0.554 0.062 0.709

The diagonal in bold type=AVE value.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Variables n %

Sex
   Male 135 41.80
   Female 188 58.20
Age (y)
   ≤29 94 29.10
   30-39 148 45.82
   40-49 72 22.29
   ≥50 9 2.79
Education
   High school 20 6.19
   College 88 27.24
   University 156 48.30
   Graduate school 59 18.27
Career (y)
   ≤2 124 38.39
   3-5 94 29.10
   6-9 43 13.31
   10-14 37 11.46
   15-19 9 2.79
   ≥20 16 4.95
Occupational category
   Nurse 84 26.01
   Office job 140 43.34
   Medical technician 68 21.05
   Others 31 9.60
Total 323 100.00

가설검증

연구모형에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18.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Table 

5 및 Figure 2와 같다. 분석결과 기술에 앞서 구조방정식모델의 적합도

를 살펴보면, χ2 = 634.211 (df =303, p< 0.001)로 유의하나 타 적합도 지

수와 함께 판정할 필요가 있다. χ2/df =2.093으로 일반적으로 이 값이 1 

이하면 모델이 유연성에 의해서 과적합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5 이

상인 경우 모델이 적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2.093으로 이들 사이에 있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타 적합

도는  GFI = 0.870, AGFI = 0.838, NFI = 0.902, CFI = 0.901, R M-

SEA = 0.058, RMR= 0.050로 나타났다. GFI와 AGFI가 기준치인 0.9 이

상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NFI와 CFI는 0.9 이상을 만족하였으며, 

RMSEA와 RMR도 0.05 이하를 만족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합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모형에 따른 각 경로별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 1의 표준화 경

로계수는 0.442 (t =3.07, p = 0.002)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유문화 정도가 클수록 직무만족이 클 것이다’라는 가설 1은 채택되

었다. 가설 2는 ‘정보기술 정도가 클수록 직무만족이 클 것이다’이다. 

표준화 경로계수는 0.245 (t=2.47, p= 0.014)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보기술 정도가 크면 직무만족이 크다는 가설 2는 채택되었

다. 가설 3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0.200 (t =2.04, p = 0.041)으로 나타나 

‘경영전략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클 것이다’란 가설은 지지되었

다. 가설 4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0.475 (t=3.31, p< 0.001)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프로세스가 원활할수록 직무만족이 클 것이다’

라는 가설 4는 채택되었다.

가설 5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0.317 (t=2.63, p= 0.009)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유문화 정도가 클수록 조직몰입이 클 것이다’

라는 가설 5는 채택되었다. 가설 6은 ‘정보기술 정도가 클수록 조직몰

입이 클 것이다’이다. 표준화 경로계수는 0.092 (t=1.12, p= 0.262)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보기술 정도가 크면 조직몰입이 

크다는 가설 6은 기각되었다. 가설 7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0.271 

(t=3.24, p= 0.001)로 나타나 ‘경영전략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클 

것이다’란 가설은 지지 되었다. 가설 8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0.041 (t=  

-0.35, p< 0.723)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프로세스가 

원활할수록 조직몰입이 클 것이다’라는 가설 8은 기각되었다.

가설 9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대한 경로를 검증하는 것으로 표

준화 경로계수 0.506 (t = 6.19, p< 0.001)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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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ypothesis testing results

Path Estimate
Standard 
estimate

S.E. t p Hypotheses Result

CO→ JS 1.143 0.442 0.373 3.07 0.002 H1 Supported
IT → JS 0.311 0.245 0.126 2.47 0.014 H2 Supported
BS → JS 0.294 0.200 0.144 2.04 0.041 H3 Supported
PR → JS 0.842 0.475 0.254 3.31 <0.001 H4 Supported
CO→ OC 0.581 0.317 0.221 2.63 0.009 H5 Supported
IT → OC 0.083 0.092 0.074 1.12 0.262 H6 Not supported
BS → OC 0.282 0.271 0.087 3.24 0.001 H7 Supported
PR → OC -0.051 -0.041 0.145 -0.35 0.723 H8 Not supported
JS → OC 0.359 0.506 0.058 6.19 <0.001 H9 Supported
JS → CA 0.280 0.308 0.097 2.90 0.004 H10 Supported
OC→ CA -0.206 -0.160 0.137 -1.50 0.133 H11 Not supported
JS → IN 0.137 0.206 0.067 2.05 0.041 H12 Supported
OC→ IN 0.819 0.873 0.124 6.62 <0.001 H13 Supported
Model fit                              χ2=634.211(df=303, p<0.001), χ2/df=2.093
                                                GFI=0.870, AGFI=0.838, NFI=0.902
                                                CFI=0.901, RMSEA=0.058, RMR=0.050

CO, culture of common ownership; IT, information technology; BS, business strategy; PR, process; JS, job satisfaction; OC, organization commitment; CA, 
competitive advantage; IN, innovation.

따라서 ‘직무만족이 클수록 조직몰입이 클 것이다’라는 가설 9는 채택

되었다. 가설 10은 직무만족과 경쟁우위에 대한 경로를 검증하는 것으

로 표준화 경로계수 0.308 (t=2.90, p = 0.004)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직무만족이 클수록 경쟁우위는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10

은 채택되었다. 가설 11은 조직몰입과 경쟁우위에 대한 경로를 검증하

는 것으로 표준화 경로계수 -0.160 (t= -1.50, p= 0.133)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몰입이 클수록 경쟁우위는 높을 것

이다’라는 가설 11은 기각되었다. 가설 12는 직무만족과 혁신성에 대한 

경로를 검증하는 것으로 표준화 경로계수 0.206 (t =2.05, p = 0.041)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무만족이 클수록 혁신성이 높

을 것이다’라는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가설 13은 조직몰입과 혁신성에 

대한  경로를  검증하는  것으로  표준화  경로계수  0.873 (t = 6.62, 

p< 0.001)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몰입이 클수록 혁

신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13은 채택되었다.

결론 및 고찰

지식경영이 기업의 경영전략으로 관심을 받아 온지 20년 이상의 세

Figure 2. Path diagram for research model.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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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이 흘렀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혁신이 요구되고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 지식경영의 필요성

이 중요해 졌다. 병원조직은 타 조직과 다르게 구성원들의 전문성이 다

양하고 노동집약적인 특성으로 인해 지식경영의 효과적인 도입이 부

진하고 지식경영 자체에 대한 연구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병

원조직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경영 핵심요인을 구조방정식모

델을 통해 실증하여 병원의 지식경영 도입과 활성화에 시사점을 제공

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에 있어서도 지식경영을 주도적으로 실시

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 5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식경영의 핵심요인인 공유문화, 정보기술, 경영전략, 프로세스는 

모두 조직유효성으로서 매개변인인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직몰입에 대해서는 정보기술과 프로세스

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oon and Kim [20]

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다르게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나 

기업환경과 문화요인, 프로세스 요인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대하

여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기술요인에 있

어서는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지만 조직몰입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 다만, 

조직몰입에 대한 프로세스의 영향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다.이는 병원

조직의 특성상 정보의 민감도는 매우 높으나 발생주체가 의료진 등으

로 한정되어 지식경영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문제로 기인된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선행연

구는 금융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등 다양한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병원조직 특성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라고 여

겨진다. 일반적으로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이 높으면 조직몰입에도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2,43]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조직의 경쟁우위와 혁신성에 어떠한 영향

관계를 나타내는지 분석한 결과 직무만족은 경쟁우위와 혁신성에 모

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직몰입은 혁신

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쟁우위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

들 수 있기 때문에 근속연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4]. 

즉 근속연수와 조직몰입은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이 2년 

이하의 경력이 38.4%로 많은 응답자의 특성으로 인해 다른 결과를 나

타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경쟁우위와 혁

신성과 함께 조직유효성으로 인지하여 본 연구모형과 같이 매개변수

로 설정한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었다.정리하면, 지식경영은 직무만족을 매개변인을 통해 조

직의 최종 유효성인 경쟁우위와 혁신성에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성립

하는 구조적 관계를 시사한다. 반면, 조직몰입의 매개작용을 통해서는 

경쟁우위보다 혁신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병원의 지식경영을 활성화하고 조직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즉, 다양한 조직구성

원이 지식경영에 참여하고 만족할 때 경영성과와 같은 조직의 유효성

도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식경영의 평가를 통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의 다양한 의견을 이끌

어 내고 반영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갖추고 지식의 확산과 공유가 원

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15].

이상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찰한 바에 따른 실무적 함의

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식경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직은 구성

원의 직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새로운 경영전략을 운영하는

데 있어 지나친 부가적 업무와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면 효과적인 지식경영을 운영하기 어려워 질 것이

다. 진료와 원무행정 등 병원의 행정의 밀접한 부분은 환자와의 대면에

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각 병원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에 병원의 지식

경영에 필요한 기능을 지식경영 프로세스에 설계하고 이를 구성원들

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면 직무에 대한 만족과 함께 조직

의 성과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병원의 경영진은 조직보다 구성

원들을 중심에 두고 지식경영을 시행하여야 한다. 즉 조직에서 지식경

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지식경영 핵

심요인 중 조직의 문화와 지식경영 프로세스가 직무만족에 주요한 영

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식경영의 핵심요인은 조직몰입보

다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 실행하는 것이 좋으나 오

랜 근속연수를 가진 구성원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한 경영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식경영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담 

팀이나 테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 의 운영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지식경영을 실천하는 주요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이들의 

경험을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신뢰성과 타당성에 노

력하였다. 그리고 구조방정식 분석에 의한 통합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병원조직의 지식경영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실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지식경영을 

실시하고자 하는 병원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조직의 규모와 종별 그리고 이들

이 표방하는 비전 등 다양한 병원조직의 특성에 따른 후속연구의 타

당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어 후속 연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조사방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나 우리나라 병원조직의 특성과 다양한 규모를 



Sung-Soo Kim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76 | http://www.e-jhis.org

고려한 표본 수집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웠다. 다만 지식경영의 도입이 

일부 대형병원에 집중적으로 수용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서울에 위치

한 5개 상급종합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인 

병원조직에 확대하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향후 후속연구에

서는 우리나라 병원조직을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과 다양한 특성을 고

려한 표본수집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지식경영 핵심요인으로 공유문화, 정보기술, 경영전

략, 프로세스의 4가지 구조적 자산에 한정하여 실증하였다. 지식경영

은 조직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에 지식경영 핵심요인 선정 시 구조적 자산 이외에 자기개발, 업무능력, 

대인관계와 같은 인적 자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조

직유효성에 대한 인적 자산과 구조적 자산의 영향력 비교연구를 통해 

더욱 전략적인 지식경영을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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