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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의 목 은 보안침해의 험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식 리시스템에 한 사

용자들의 인지된 보안 험과 시스템 사용과의 계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제안하고, 이

를 실증하는 것이다. 지식 리시스템 사용자들을 상으로 인지된 보안 험 수 을 조사한 

결과 일반  사용자들의 보안 험에 한 인식 수 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몇몇 조직의 사

용자들의 보안 험 인식 수 은 높은 편이었다. 한편,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같은 조직

에서도 사용자에 따라서 인지된 보안 험 수 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 다. 이는 사용자들

이 인지하는 정보기술 시스템의 보안 험은 실제 시스템의 보안 체계에 한 이해에 기반한 

것이 아닌 사용자들의 개인 인 인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다. 한 ‘신뢰’라

는 매개변인을 통해 지식 리시스템의 사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사용자들이 인지

하고 있는 보안 험은 시스템에 한 신뢰에 부정 인 향을 미치며, 신뢰는 시스템 사용

에 한 태도와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고 궁극 으로 시스템 사용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user’s perception of security risk and 

examine its impact on the usage of Knowledge Management Systems(KM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three-fold. First, the overall user’s perception of security risk 

is not high. However, there is a considerably big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security 

risk among users. This finding means that user’s perception of a security risk is not 

based on the actual security effects but one’s individual perception. Another finding is 

that user’s perception of a security risk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usage of KMS 

through “trust”, which is a mediating variable in our study. This finding corresponds 

with the existing theory that security risk is oneof the critical sources of trust, and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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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a critical factor of user’s acceptance of KMS. Finally, the result of this study reveals 

that activities devoted to security do not decrease the effectiveness and productivity of 

KMS. Our long-held cognition that security activity hinders the effectiveness and pro-

ductivity of an information system is not particularly applied to the KMS.

키워드：지식경 , 지식 리시스템, 보안, 보안 험, 신뢰, 지식 리시스템의 수용

Knowledge Management, Knowledge Management Systems, Security of KMS, 

Security Risk, Trust

1. 서  론 

e-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기업의 경쟁은 정

보기술과 창의력에 바탕을 둔 조직 구성원의 

지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식경 은 더 이

상 생소한 개념이 아니다. 지식경 은 변하

는 기업환경에 경 의 패러다임으로 인정받

고 있으며, 기업이 생존하기 한 필수 략

이기도 하다. 정보기술의 비약  발 은 조직 

내 는 조직간 지식 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식의 효율 인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e-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웨어하

우스(DW), 지식 장소(Repository), 지식 리

시스템(KMS), 사 자원 리(ERP) 등 지식

경 을 한 정보기술의 활용이 증하면서 

디지털화된 조직지식에 한 비인가자 는 

불법 침입자의 침해  공격에 한 험도 

증가하고 있다[13, 31]. 실제로 기업의 핵심지

식  노하우에 한 비인가자의 침입  유

출 사고는 국내․외 언론을 통해 빈번히 나타

나고 있고, 기업 뿐 아니라 국가기 들도 핵

심기술이나 지식, 노하우에 한 유출을 막기 

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식 리시스템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용자들은 시스템의 보

안에 한 안 성에 의심을 갖고 있다. 이러

한 보안 험에 한 지각이 지식 리시스템

을 통한 핵심지식의 공유활동과 지식활동을 

제한한다는 것은 ‘신뢰’를 지식 리시스템의 

성공요인으로 규명한 연구들[5, 7, 25, 2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직의 업무 특성  

목 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조직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지식  노하우는 보안 험에 

있어 상당히 민감하다. 지식 리시스템이 보

안 침해, 불법 유출, 유용의 불확실성 등 

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사용자들은 지식과 노

하우의 공유를 통해 효용을 극 화하기보다

는 실패나 실수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이

게 될 것이다. 최근 정보보호기술이 많이 발

하여 보안에 한 험을 극복하고 있지만, 

국내·외 첨단 지식  노하우 불법 유출에 

한 사례를 통해 지식 리시스템 보안에 한 

우려가 더욱 확 되고 있다[34]. 이러한 보안

에 한 사용자의 지각된 우려는 지식 리시

스템 활용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지 까지 진행되어 온 지식 리시스템 연

구들은 조직의 지식을 효율 으로 창출하고 

리하여 이를 성공 으로 이용하는 연구에 

집 된 반면,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안 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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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소 부족하다[21]. 따라서 지식 리시스

템의 성공요인에 한 연구에 있어서도 효율

성 심의 요인뿐 아니라 보안 험 요인에 

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보안의 

기술  측면뿐 아니라 사용자 에서 연구

하고, 이러한 보안 활동이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지식 리시스템의 보안

험 수 과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 간의 

계를 악하는데 있다. 이를 해 지식 리시

스템을 운 하고 있는 조직을 상으로 사용

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보안 험을 조사하고, 

지식 리시스템의 보안, 사용자의 신뢰, 사용

간의 계를 설명할 수 있는 연구 모델을 제

안하고 이를 실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

는 지식 리시스템의 보안  보안 험에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보안 험과 정보

기술 사용간의 계  ‘신뢰’에 한 연구를 

확인한다. 제 3장에서는 연구모형과 가설을 

제안한다. 연구설계, 자료 수집, 연구조사 

차는 제 4장에서 설명하고, 신뢰성  타당성 

분석결과, 연구모형에 한 가설검증 결과는 

제 5장에서 보여 다. 끝으로 제 6장에서는 

연구 성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안한다.

2. 이론  배경

2.1 지식 리시스템의 정의

지식 리시스템이란 “조직 내 지식자원의 

가치를 극 화하기 해 통합 인 지식 리 

로세스를 지원하며, 조직 내 지식을 수집, 

장, 배분하고 새로운 지식의 창조를 지원하

는 정보시스템[14]”이라고 정의된다. 김 걸

[3]은 “조직 내 지식자원의 가치를 극 화하

기 하여 통합 인 지식 리 로세스를 지

원하는 정보기술 시스템”으로 정의하 다. 이

처럼 지식 리시스템은 지식 리 로세스 

지원  지식자산 가치 증진이 강조된 정보

시스템의 한 유형이다.

2.2 지식 리시스템 성공에 한 연구

지식 리시스템의 성공요인에 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Davenport와 Prusak 

[18]는 지식 리시스템의 성공요인으로 지식 

지향  조직문화, 최고경 자의 지원, 지식 

채 의 보유, 동기부여, 조직구조, 지식시스템 

 네트워크 등의 요인들을 제시하 다. 최병

구 등[12]은 정보기술 수용유형, 정보기술의 

사용경험, 정보기술의 사용빈도, 교육만족도

를 외생변수로 설정하고 이들이 지식 리시

스템 수용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 다.

Jennex와 Olfman[24]은 Delone and McLean

의 IS Success 모형을 기반으로 <그림 1>과 

같이 시스템 품질, 지식 품질에 한 개념과 

지식경   지식경  활동을 기 으로 하는 

지식 리시스템 성공모형을 제시하 다.

김주희 등[4]은 Delone and McLean의 모

형을 기반으로 <그림 2>와 같은 모형을 제

시하 다. 연구결과 시스템 특성과 지식 특성

은 모두 지식 리시스템 활용  지식 리시

스템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며, 지식

리시스템의 활용과 만족도 사이에서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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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Jennex and Olfman의 KMS 

성공모형

<그림 2> 김주희 등의 KMS 성공모형

이러한 연구들을 분석해 보면 지식 리시

스템 성공에 향을 미치는 것은 정보기술 

요인과 조직·환경  요인으로 나  수 있다. 

정보기술 요인에는 시스템  지식 품질, 사

용 용이성, 시스템의 용이성 등이 있고, 조직 

 환경  요인으로는 CEO의 의지, 조직문

화  구조, 평가  보상체계 등이 제시되어 

왔다. 지식 리시스템의 성공요인에 한 연

구는 주로 정보기술지원, 시스템 특성 등과 

연  짓고 있으며, 기술 , 사회  험요인

이 지식 리시스템 사용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4, 24]. 

2.3 지식 리시스템 보안에 한 연구

2.3.1 지식 리시스템의 보안 

조직의 지식경  목표  하나는 지식창출, 

장, 공유  활용의  로세스에 걸쳐 조

직의 지식을 불법 공개, 분실, 훼손, 변조 등

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30]. 컴퓨터가 기

업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이후 정보시스템의 

보안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기업의 정보시스템 보안 험 요인에 한 

구체 인 연구는 아직 미약하다[8].

지식 리시스템의 보안 이 일반 인 보

안 보다 치명 인 것은 보안 실패 시 그

것으로 유발되는 피해 자체에 그치지 않고, 

조직의 지식 자산에 한 불법 인 괴나 

유출이 기업의 경쟁력에 치명 인 손상을 미

치기 때문이다. 지식 리시스템의 사용은 다

른 정보시스템 사용 환경보다 자발 이기 때

문에 지식 리시스템의 사용, 즉 확산에 부정

 향을 미치게 된다. 

기업의 정보시스템에 을 주는 요소는 

보안 의 원천에 따라 내부 과 외부 

으로 나 고, 의 실체에 따라 인간  

요인과 비인간  요인으로 나  수 있다[29]. 

지식 리시스템의  분석 시에도 이러한 

분류를 용할 수 있다. 외부 은 조직의 

시스템 밖에서 발생하는 을 말한다. 인간

 은 인간으로부터 발생하는 으로 

실수로 인하여 시스템에 해를 끼치는 경우와 

고의 으로 시스템에 근하여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비인간  은 인간이 아닌 

홍수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장비고장, 화

재,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것들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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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의 원천과 의 실체에 따른 보

안 을 구분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보안 의 구분

의 실체

인간  비인간  

의 

원천 

내부
종업원에 의한 

행

( 리상의 문제)

기계 , 자  

문제

( 로그램의 문제) 

외부 경쟁자, 해커

(제 3자)

자연재해, 

컴퓨터 바이러스

2.3.2 인지된 보안 험

인지된 험이란 어떤 행 가 잘못될 가능

성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한 

총체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17]. 자상거

래 분야에는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  소비

자가 인지하는 험이 행동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들이 있다[35, 36]. 인터넷 뱅킹 사

용시 보안이나 안 에 한 인지된 험이 정

보시스템이나 정보기술 기반 서비스 수용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도 있다[2, 10, 34].

보안 험 연구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인지된 험을 특정 행 가 바람직하

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의 크기와 그로 

인한 손실의 심각성으로 보았고, 인지된 험

은 사용자의 행 에 부정 인 향을 미친 것

으로 연구되었다. 인지된 험이 클 경우 사

용자는 험의 발생 가능성 때문에 행동을 회

피하게 되고, 행 자의 행동을 진시키기 

해서는 인지된 험의 수 을 낮추는 것이 효

과 이라는 단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인터

넷 공간에서 일어나는 행 의 경우 이러한 인

지된 험이 크기 때문에 부정 인 향도 크

다는 것은 리 인정되고 있다[2, 23].

의 연구들을 통해 나타나는 험의 원천

은 시스템의 보안, 안정성, 서비스 가능여부, 

무결성, 불법 침투, 정보 오남용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 과 범 를 고려해 

험의 원천을 지식 리시스템의 보안 으로 

규정하고, 지식 리시스템에 한 사용자들

의 인지된 보안 험의 수 에 을 두었다.

지식 리시스템과 같이 네트워크에 기반한 

시스템의 경우 보안 취약 과 같은 기술  요

인이 요한 험의 원천으로 간주된다[28]. 

지식 리시스템에 한 사용자들의 보안 험

의 지각수 이 높다면, 시스템의 사용 확산에 

부정  향을 미칠 수 있다. 

지식 리시스템의 사용이 일반화 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많은 사용자들은 시스템의 보안

에 한 안 성에 의심을 갖고 있으며, 이러

한 보안 험에 한 지각이 지식 리시스템

을 이용한 핵심 이고 요한 지식에 한 

공유와 창출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구성원들은 핵심지식의 극 인 공유를 

통해 효용을 극 화하기 보다는 험을 최소

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될 것이다. 최근 보

안 련 정보기술이 많이 발 하 지만, 핵심

지식의 불법 유출에 한 언론보도는 지식

리시스템 사용자의 보안에 한 우려를 더욱 

확 시키고 있다[34].

2.4 신뢰에 한 연구

신뢰에 한 연구는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일반 으로 조직

행  연구에서는 Mayer 등[30]이 제안한 신

뢰에 한 정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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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er 등[30]은 신뢰의 상을 능력, 호의

성, 무결성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신

뢰에 요한 치를 차지한다고 주장하 다. 

신뢰는 능력, 호의성, 무결성과 함수 계이

며, 험수용 의도는 신뢰  행 에 한 인

지된 험과 신뢰에 따라 결정됨을 말해 

다. 신뢰는 험이 수반됨을 알 수 있고, 

험은 신뢰의 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3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ayer 등[30]의 정

의를 채택하여 신뢰란 ‘당사자가 자신에 한 

감시, 통제력의 보유여부에 상 없이 신뢰자

에게 요하고도 각별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 를 바탕으로  다른 사용자의 행동을 

기만하지 않으려는 의지’로 정의한다.

2.5 정보기술 사용에 한 연구 

합리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

tion: TRA)은 Fishbein의 기 -가치(expec-

tancy-value) 이론[20]을 확장하여 정립된 이

론으로 사회심리학에서 리 지지되어 인간 

행동을 측하는데 이용되었다.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 TPB)은 

TRA에 지각된 행동통제 변수를 추가하여 확

장한 모형이다. 정보기술의 수용에 해 리 

알려진 연구는 Davis[19]의 기술수용모형 (tech-

nology acceptance model : TAM)일 것이다. 

기술수용 모형의 주요 목 은 내부 인 신념, 

태도, 의도 등의 변수에 한 외부 변수들의 

향을 악하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를 설명하기 한 가장 요한 요인은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 PU)과 인지된 

사용용이성(Perceived Easy Of Use : PEOU)

으로 사용자의 믿음과 연 되어 있다. 

기술수용모형은 추가 는 변형된 연구를 

통해 IS 분야에서 유용한 모형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술수용 모형이 정보기술의 수용  

채택 측에 한 연구에 폭넓게 용되고, 

변수를 추가하는 등 지속 으로 개선이 되어 

왔지만, 조직  역동성과 기술  실행의 련

성을 설명하는데 조직 , 사회  요인을 포함

하는 포 인 모델로 통합될 필요가 지 되

어 왔다[6]. 특히, 사용자의 편의와 생산성을 

높이는 단순한 소 트웨어 수용이나 채택이 

아닌 보다 복잡하고 근본 인 로세스 심

의 신기술 수용에는 험, 안정성 등의 개

념을 포함하는 신뢰요인이 요하다. 

3. 연구모형  가설

3.1 연구 모형

문헌연구를 통한 본 연구 역의 특성과 

논의를 근거로 <그림 3>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 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수용에 한 연구

를 통해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고려되어온 

‘사용에 한 태도’와 ‘사용의도’를 주요 변수

로 사용하 다. 특히, 사용자의 인지된 보안

험이 지식 리시스템의 사용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해, 인지된 험과 험행

의 채택에 있어 매개 는 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신뢰’를 매개변인

으로 추가하 다. 이를 통해 인지된 보안 험

이 시스템 수용에 미치는 향을 보다 구체

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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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한 태도
(Attitude)

인지된
보안  
(Perceived
Security Risk)

신뢰
(Trust)

사용의도
(Intention)

사용
(Actual Use)

H1

H2

H5

H3

H4

<그림 3> 연구 모형

3.2 연구 가설

3.2.1 신뢰와 인지된 험의 계

신뢰와 험의 계는 최근 들어 경 학에

서 연구되기 시작했으나, 신뢰와 험의 계

는 상호작용을 하며 복잡하기 때문에 인과 

계를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다[2]. 이러한 계

의 양방향성으로 인해 신뢰와 인지된 험과

의 계에 한 연구도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신뢰가 험의 인식에 향을 미친

다는 연구들이다. 신뢰와 험간의 인과 계

를 설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반 으로 어떤 

거래에 해 인지되는 험의 정도는 거래 

상 방을 서로 신뢰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

는 것이다[23]. 이들 연구에서 인정되는 신뢰

와 인지된 험간의 계는, 신뢰의 근본  

요소인 정  기 감이 험 인식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상 방을 신뢰할 경우에

는 상 가 기회주의  행동을 하지 않을 것

이라고 믿기 때문에 험이 발생할 확률이 

낮을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험을 신뢰의 제조건으로 설

명하는 연구들도 있다[32, 38]. 객 인 험

은 신뢰와 계없이 존재하며 신뢰가 형성되

기 한 선행조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

조건에 기반한 신뢰이론에서는 특정 객체에 

한 신뢰의 정도가 변함없는 성향이 아니라 

상황에 한 인지  평가에 의해서 개발되고 

강화되는 것이라고 본다. 상황에 한 인지  

평가는 거래 상 방과의 계에 한 평가, 

거래 원칙의 평가, 거래 효과의 평가 등을 포

함하고, 이러한 상황에 한 평가요소로서 

험에 한 인지  평가는 신뢰의 정도에 

향을 미친다[2]. 

이들 신뢰와 인지된 험간의 계에 한 

두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신뢰 상에 한 

인지 인 험의 가능성  크기는 피신뢰자

에 한 신뢰 수 에 향을 미치고, 신뢰는 

험 인식에 다시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신뢰는 험이 수반되며, 험은 신뢰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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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라 할 수 있다[33]. 지식 리시스템 수

용에 있어 불확실성 는 험요인에 을 

맞추었을 때 험수용이라는 신뢰  행 는 

지각된 험의 정도에 따라 결정됨을 말해 

다.

자상거래의 수용에 한 연구에서는 ‘보

안에 한 한 통제’가 신뢰형성에 있어 

요한 요인임이 밝 졌다[34]. 조직의 핵심

지식과 노하우에 한 내부구성원과 경쟁자

들의 불법유출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에

서 보안에 한 사용자의 인지된 험이 신

뢰에 미치는 향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H1：지식 리시스템에 한 인지된 보안

험은 신뢰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 

3.2.2 신뢰와 지식 리시스템 사용과의 계

웹 공간에서는 상 방이 어떤 의도로 행동

하는지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상 방의 행동

을 효과 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

방에 한 신뢰가 매우 요하다. 자상거래

에 한 연구 분야에서 신뢰는 소비자의 구

매의도를 진하는 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

며, 자상거래 확산의 성공요소로 제시되고 

있다[6, 34]. 이들 연구에서 신뢰는 소비자의 

인지된 험을 이고, 인터넷 쇼핑몰에 한 

정 인 태도를 형성시켜 소비자의 구매의

도를 증가시킨다.

지식 리시스템의 부분 로세스가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네트워크를 기반

으로 하는 가상공동체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구성원들의 지식활동 는 지식

리시스템의 활용 확산에 핵심 인 역할을 한

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식경 의 성공요

인으로 신뢰를 제시한 연구가 다수 있다[1, 9, 

25, 26].

공희경[1]은 지식공유 향요인이 지식 리

시스템의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

서 지식 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개인들의 신뢰

가 높을수록 지식공유의도가 높을 것이며, 이 

지식공유 의도는 지식 리시스템의 사용에 유

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 다. 한 송세

정[9]은 조직 내 신뢰의 구축은 조직원들이 지

식공유의도를 높이는데 향을 주며, 이 지식

공유의도가 지식 리시스템의 사용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하 다. Kankanhally 등

[25]은 인지된 신뢰 수 이 높을수록 지식공

여자는 험 부담이나 의심 없이 지식 리시

스템을 활용한 지식창출과 공유 행 를 하게 

된다는 것을 실증연구를 통해 밝혔다. 

신뢰와 지식 리시스템 수용과의 계에 

한 연구의 경우 신뢰를 두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첫째 지식 리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 사용자들 간의 신뢰이다. 지식 리시스

템의 사용자들은 이를 통해 지식을 공유해가

면서 상호 계를 맺어간다. 사용자들 간의 신

뢰는 이러한 지속 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

된다. 둘째 사용자들이 상호작용하는 가상공

간, 즉 지식 리시스템 자체에 한 신뢰이

다. 지식 리시스템을 신뢰의 상으로 함으

로써, 컴퓨터 등 정보기술을 매개로 한 환경

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일 수 있다. 지

식 리시스템이 비인가자의 침입과 그로 인

한 조직지식의 유출, 괴, 변경과 인가된 사

용자들의 의도하지 않은 행 들로부터 조직

지식의 안 을 보장한다는 신뢰가 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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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식 리시스템의 사용 행 에 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와 지식 리시스템의 

성공간의 연구에서 다루어져 온 구성원간의 

신뢰 보다는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간에 발생하는 신뢰에 을 맞추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신뢰란 ‘당사자가 자신에 

한 감시, 통제력의 보유여부에 상 없이 사

용자에게 요하고도 각별한 행동을 할 것이

라는 기 를 바탕으로  다른 당사자의 행

동을 기만하지 않으려는 의지’라고 정의하

다. 즉 신뢰는 신뢰 상에 한 기  는 

믿음, 신념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H2：사용자의 신뢰는 지식 리시스템 사용

에 한 사용자의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신뢰와 행 의도간의 계는 자상거래, 

마  등 여러 연구분야에서 다루어졌다. 

Crosby 등[16]에 의하면, 서비스 매환경에

서 신뢰에 의해 결정되는 계는 소비자의 

행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 Ganesan[22]에 따르면, 소비자에 의해 

지각된 공 자에 한 신뢰는 특정 공 자와

의 지속 인 계 유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핵심 인 역할을 한다. 

지식 리시스템을 활용한 지식경  로세

스에 있어, 신뢰는 비인가자의 침입, 조직지

식의 유출, 괴, 변경과 인가된 사용자들의 

의도하지 않은 행 들에 한 사용자가 인지

하는 험 부담이나 의심을 감소시켜  것이

다. 따라서 신뢰는 지식 리시스템을 활용한 

지식창출  지식공유 행 에 한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 인 향을 미칠 것

이다. 

H3：사용자의 신뢰는 사용자의 지식 리시

스템 사용 의도에 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다.

기술수용 모형에 의하면 개인의 행 는 행

 의도에 의해 결정되고, 이러한 행  의도

는 행 에 한 개인의 태도에 의해 결정된

다. 기술수용 모형은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

되어 왔지만 기존 연구가 워드 로세서 는 

스 드시트와 같은 개인 인 응용 로그

램에 주로 응용되어 왔기 때문에 지식 리시

스템에 용 가능한지 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술수용 모형이 지식 리시스템의 

수용에 한 모델로서 합한지를 악하기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 다. 

H4：사용자의 지식 리시스템에 한 정

인 태도는 시스템 사용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5：지식 리시스템 사용 의도는 시스템 

사용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 항목

인지된 보안 험은 ‘지식 리시스템 사용

자가 인지하는 험으로, 사용자들의 보안 요

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에 한 험’으

로 정의하 다. 지식 리시스템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인증, 기 성, 무결성,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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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의 역들이 효과 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34]. 이 개념은 지식 리시스

템 사용자에 의해 인지된 보안 험을 측정하

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보안에 한 사용자들의 지각은 지식 리 

시스템에 한 사용자들의 신뢰 형성에 향

을 미치고, 신뢰는 지식 리 시스템의 수용의

도에 향을  수 있다. 

지식 리시스템에 한 사용자들의 신뢰는 

‘지식 리시스템에 한 사용자들의 정

인 기 와 믿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행연

구를 통해 신뢰를 구성하는 하부요인을 호의

성, 성실성, 능력으로 규정하 다. 

태도는 ‘지속 인 호감 혹은 비호감으로 

상에 반응하는 경향으로 학습된 것’으로 정

의된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 개인의 신념과 

감정에 의해 태도가 결정되며, 태도는 행  

의도에 향을 다는 것이 검증되었다[20, 

38]. 본 연구에서는 지식 리시스템 사용에 

한 태도를 지식 리시스템 사용에 한 

정 , 부정 인 느낌으로 정의하고, Venka-

tesh와 Davis[38]가 사용한 항목들을 기 로 

태도를 측정하 다.

기술수용 모형과 같은 연구의 궁극 인 목

표는 기술의 사용 여부 는 정도를 측하

는 것이다[27]. 본 연구에서는 수용의도를 지

식 리시스템을 지속 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정의하고, Davis[19]의 측정 항목을 

기 로 구성하 다.

지식 리시스템의 사용은 시스템의 사용수

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지식 리시스템을 사

용하는 빈도로 측정하기 해 Davis[19]의 연

구에 근거하여 측정항목을 구성하 다.

측정도구는 구성개념의 조작  정의를 기

반으로 기존연구에서 신뢰성  타당성이 입

증된 항목들을 수정하여 개발하 다. 수집된 

측정항목들은 변수의 선별과 정교화를 해 

학술  측면과 실무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

자, 지식 리시스템 운  실무자 등 총 7명이 

검토하 다. 측정항목  모호하거나 어려운 

용어는 수정하 고, 지식 리시스템 사용자 

30명을 상으로 비조사를 통해 <표 2>와 

같이 측정도구를 개발하 다.

<표 2> 구성개념  측정항목

구성개념 주요측정내용 항목 련 연구

보안 험
인증, 기 성, 

무결성, 가용성
8

Suh and Han[27] 

이웅규[10]

신뢰
호의성, 성실성, 

능력
5

Mayer 등[30]

박철우 등[6]

태도
시스템에 한 

호감/비호감
4

Venkatesh and 

Davis[37]

사용의도 지속 사용 의향 4 Davis[19]

사용 실제 사용 빈도 4 Davis[19]

4. 실증연구 차  구성

4.1 실증연구 차

4.1.1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을 해 지식 리시스

템을 사용하고 있는 조직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설문 상선정은 지식경  운

기업  공공기 들  조직의 형태  규모, 

업종에 따른 편향 인 연구를 방지하기 해 

공공조직  일반 기업을 상기업에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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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모에 있어서도 규모 조직과 소조직

을 포함한다.

<표 3> 조사기업의 업종  설문수

조직 업종 설문수 비율(%)

A 제조업( 소기업) 21부 11.2%

B 공공행정(일반) 23부 12.3%

C 공공행정(국방) 19부 10.2%

D 제조업( 기업) 21부 11.2%

E 제조업( 기업) 20부 10.7%

F 정보통신( 기업) 22부 11.8%

G 공공행정(국방) 23부 12.3%

H 정보통신( 기업) 20부 10.0%

I 제조업( 기업) 17부 9.1%

설문 항목들은 기존연구들에서 사용된 내

용을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하여, 설문

항목의 선별  정교화를 해 서울 학교 

경 학 MIS 박사과정 학생들과 토의를 진

행하 다. 이후 석사과정 학생들을 상으로 

일부 표본을 선정하여 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항목  문구 보완 후, 2009년 11월 12일

부터 11월 23일까지 온라인(이메일)과 오

라인(설문지 배포)을 통해 설문조사를 병행 

실시하 다.

4.1.2 표본 구성

본 연구의 조사 상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

는 지식 리시스템의 주요기능들은 지식맵, 

지식검색  등록, 게시 , 실행공동체(CoP), 

문서 리 기능을 공통 으로 포함하고 있다. 

설문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 82%, 여자 18%이며, 연

령별로는 20  34%, 30  55%, 40  10%, 50

가 1%를 구성하고 있으며, 졸 이상의 학

력자가 92%로 구성하고 있다. 직 별로는 사

원, 리, 과장이 체의 95%를 차지하여, 응

답자의 부분이 실무자인 것으로 나타났으

며, 부서별로는 공공  행정부서가 31%, IT/

산부서가 30%, 인사/ 리부서  연구개발 

부서 순으로 나타났다. <표 4>는 설문 응답

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보여 다.

<표 4>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구 분 범 주 표 본 비 율

성 별
남성 151 82%

여성 34 18%

나이

20세～29세 62 34%

30세～39세 102 55%

40세～49세 19 10%

50세 이상 2 1%

학력

고졸 5 2%

문 졸 10 6%

졸 133 72%

학원졸 37 20%

업종

공공행정 58 31%

제조업 58 31%

IT/ 산 47 24%

융/서비스 25 14%

체 표본수(N) 185

4.2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 구성은 <표 

5>와 같으며 자기보고식 측정방법을 사용하

고 모든 문항은 7  척도로 측정되었다. 각 

변수 별 설문문항 수는 지각된 보안 험 8개, 

시스템에 한 신뢰 5개, 시스템 사용에 한 

태도 4개, 시스템 사용 의도 4개, 실제 사용 4

개로 총 2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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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설문항목 구성

구 분 문항

인지된 보안 험 Ⅰ-1～8

시스템에 한 신뢰 Ⅱ-1～5

시스템 사용에 한 태도 Ⅲ-1～4

사용 의도 Ⅳ-1～4

사용 수 /빈도 Ⅴ-1～4

5. 결과분석

5.1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모형의 실증 분석을 해 SPSS 15.0

와 AMOS 7.0을 사용하 다. 먼  SPSS를 

사용하여 각 변수들의 신뢰도를 측정하 다. 

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해 요

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했다.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후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제시했던 연구가설들

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연구모형의 인과 계

를 알아보기 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

다.

5.2 자료분석

5.2.1 측정도구의 신뢰성  타당성 분석

우선 신뢰도 검증을 해 내  일 성을 

평가하는 표 인 방법인 Cronbach’s alpha 

값을 이용하 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0.7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변수별 신뢰도 검

증값은 <표 6>에 나타나 있으며, 구성개념에 

한 신뢰도는 이 값을 과하고 있다.

<표 6> 신뢰도 분석 결과

변 수 측정항목수 Cronbach’s α

지각된 보안 험 8 0.941

시스템에 한 신뢰 5 0.902

사용에 한 태도 4 0.950

사용 의도 4 0.953

사용 수 /빈도 4 0.944

자료의 분석에 앞서 측정 항목을 선별하고 

정교화하기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일

반 으로 요인분석은 변수 항목들의 수렴타

당성, 별타당성의 방향을 보여 주기 때문에 

이 분석방법이 측정 항목의 사  평가에 많

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MO(Kaiser-Meyer-Olkin) 

측도가 0.934이고, Bartlett 검정치에서의 유의

확률이 0.000이므로 요인분석이 합하며 공통

요인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Bar-

tlett 검정과 KMO 표본 합도 결과는 <표7>

에 나타나 있다. 

<표 7> Bartlett 검정과 KMO 표본 합도

범주 결과

Kaiser-Meyer-Olkin 표본 합도 0.934

Bartlett의 검정

근사 Chi-square 3867.422

자유도 210

유의확률 .000

요인분석을 한 요인 추출방법으로 최  

우도법을 사용하 으며, 요인 회 방법으로 

Vari-max 법을 사용하 다. 요인 재량(Fac-

tor Loading)에 한 인 기 은 없으나, 

0.4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0.5가 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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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변수로 본다[11]. <표 8>에서 보듯이 총 

21개의 측정항목이 4개의 구성성분으로 각각 

묶이고 있어 구성개념들이 집 타당성과 

별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요인분석 결과

측정

항목

성분

PSR Tr At IU

PSR1 0.741 -0.304 -0.160 -0.119

PSR2 0.754 -0.356 -0.154 -0.114

PSR3 0.756 -0.304 -0.042 -0.185

PSR4 0.732 -0.415 -0.114 -0.173

PSR5 0.826 -0.157 -0.197 -0.108

PSR6 0.848 -0.128 -0.226 -0.124

PSR7 0.791 -0.224 -0.057 -0.187

PSR8 0.766 -0.143 -0.040 -0.197

Tr1 -0.346 0.597 0.209 0.300

Tr2 -0.483 0.570 0.234 0.186

Tr3 -0.369 0.764 0.263 0.179

Tr4 -0.394 0.758 0.207 0.257

Tr5 -0.335 0.707 0.159 0.314

At1 -0.195 0.186 0.864 0.271

At2 -0.143 0.117 0.890 0.262

At3 -0.145 0.196 0.867 0.295

At4 -0.109 0.239 0.811 0.292

IU1 -0.208 0.227 0.375 0.805

IU2 -0.181 0.205 0.337 0.842

IU3 -0.228 0.295 0.294 0.789

IU4 -0.247 0.241 0.340 0.810

5.2.2 가설검증  연구모형 합도 분석

조직 별 사용자들의 지식 리시스템 보안

험 인식수 은 <그림 4>와 같다. 조사결과

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반 으로 지식 리시스템을 구축, 사용하

고 있는 조직의 사용자들의 보안 험에 한 

인식수 은 보통보다 다소 낮으며, 이러한 인

식수 은 조직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림 4> 조직별 보안 험 인식 수

A 조직은 조사 상  유일한 소기업으

로 보안 험에 한 사용자들의 인지 수 이 

가장 높았다. 공공기 인 B, C 조직, SI 업체

인 F 조직은 다른 업체들에 비해 사용자들이 

인지하는 보안 험 수 이 비교  낮았다. B, 

C 조직의 경우 비교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산업환경과 지식 리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들

이 창출  공유하려는 지식에 한 보안 가

치가 상 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반면 F 조직의 경우 SI 업체로서 시스템 

설계  구축 당시부터 시스템 보안을 충분

히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A조직, 국방 조직인 G 조직, 정보통신 

업체인 H 조직, 자동차 제조기업으로 기술 

유출의 피해를 겪었던 E 조직의 경우 사용자

들이 인지하고 있는 보안 험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조직 별 사용자들

이 인지하고 있는 지식 리시스템의 보안

험 수 은 조직이 구축 운 하고 있는 시스

템 기반  보안 체제, 그리고 조직지식의 보

안민감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식 리시스템의 보안 험에 한 인식 

수 은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조직 

내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림 5>의 각

각의 들은 설문 상자들의 보안 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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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직 별로 구분한 것이다. 

<그림 5> 사용자의 인지된 보안 험 분포

동일한 조직 내에서도 각 사용자 개인들에 

따라 지식 리시스템의 보안 험에 한 인

지수 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 다. 정보기

술 시스템의 사용자들은 그 시스템의 보안 

체계에 한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하기 때

문에 설문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각 사용자

들이 인지하고 있는 보안 험을 의미한다

[34]. 따라서 그 정도는 사용자들의 인지수

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연구모형의 합도를 분석하기 해 AMOS 

7.0을 이용하여 구조 분석을 하 으며 연구모

형의 합도 지수들은 <표 9>와 같다. 

제시된 합도 지수들 에서 GFI는 구성

한 모델이 표본공분산행렬을 설명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15]로서, 본 연구모형의 GFI는 

0.855, AGFI는 0.820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

다. RMR는 연구모형이 설명할 수 없는 표본

공분산행렬의 잔차를 한 셀(Cell) 당 평균으로 

나타낸 지표이므로 작을수록 좋다. 본 연구모

형의 RMR은 0.081로 양호한 편이다. RMSEA

는 안정 이고 신뢰도가 높은 지표로서 요

한 고려 상이며, RMSEA 값이 0.10을 과

하지 않으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단해도 좋

다[11]. 본 연구모형에서의 RMSEA 값은 0.060

로 합리 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NFI는 0.922, CFI는 0.967이며, 이

는 모두 0.9보다 큰 값으로 본 연구모형이 

체 으로 합리 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9> 연구 모형의 합도 분석 결과

범주 분석 결과

χ2/df 1.668(p = 0.000)

RMR 0.081

GFI 0.855

AGFI 0.820

NFI 0.922

CFI 0.967

RMSEA 0.060

5.3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 모형에 한 구조방정식 분석 결

과는 <그림 6>과 같으며, 각 경로계수의 추

정치는 최 우도법으로 추정된 값들이다. 

각 경로에 한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

다. 경로분석 결과 모든 가설이 p = 0.001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 리시스

템에 한 사용자의 지각된 보안 험이 높을

수록 시스템에 한 신뢰는 낮아진다. 지식

리시스템에 한 사용자의 신뢰가 높으면 지

식 리시스템 사용에 한 사용자의 정

인 태도는 높아진다. 한 시스템 사용에 

한 신뢰가 높으면 시스템 사용의도가 높았다. 

시스템 사용에 한 정 인 태도가 높으면 

사용의도가 높았고, 사용의도가 높은 사용자

들은 실제시스템 사용빈도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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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한 태도
(Attitude)

인지된
보안  
(Perceived
Security Risk)

신뢰
(Trust)

사용의도
(Intention)

사용
(Actual Use)

-0.797***

0.570***

0.867***

0.383***

0.489***

( ***p : <0.001, **p : <0.01, *p : <0.05, standardized estimates).

<그림 6> 연구 모형 분석 결과

<표 10> 경로분석 결과

가설 경 로 추정치
표

오차
t값 p

H1
지각된 

보안 험
→ 신뢰 -0.797*** 0.064 -9.018 0.000

H2 신뢰 → 태도 0.570*** 0.082 7.294 0.000

H3 신뢰 → 사용의도 0.384*** 0.088 5.650 0.000

H4 태도 → 사용의도 0.489
*** 0.079 7.294 0.000

H5 사용의도 → 실제사용 0.867
*** 0.064 15.705 0.000

(
***
p : <0.001, **

p : <0.01, *p : <0.05, standardized 
estimates).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  9

개 조직의 지식 리시스템 사용자들을 상

으로 인지된 보안 험 수 을 조사한 결과, 

사용자들의 인지된 보안 험 수 은 조직에 

따라 다양했다. 이는 조직의 경 환경  조

직지식의 특성 차이, 지식 리시스템의 보안

환경의 차이, 조직의 보안 실패 사례의 유무

에 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동일

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조직 내에서도 사용자

들 개인에 따라서 인지된 보안 험 수 의 

차이가 작지 않음을 발견했다. 이는 사용자들

이 인지하는 정보기술 시스템의 보안 험은 

실제 시스템의 보안 체계에 한 정확한 이

해에 기반한 것이 아닌 사용자들의 개인 인 

인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실증결

과이다. 

6. 결  론

6.1 연구결과  의의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핵심지식과 노하우

를 효율 으로 리하기 해 구축, 운 되고 

있는 지식 리시스템에 한 사용자들의 인

지된 보안 험을 조사하 다. 보안 험과 정

보기술시스템의 수용간의 계에 한 다양

한 연구들의 고찰을 통해 인지된 보안 험이 

시스템 수용에 미치는데 매개변인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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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뢰 변수를 찾았다. 한 인지된 보안

험과 시스템 사용과의 계를 설명할 수 있

는 이론 인 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지식 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조직의 사용자들을 

상으로 실증 으로 검증하 다.

실증 연구를 통해 사용자들이 인지하고 있

는 보안 험은 사용자의 시스템에 한 신뢰

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

다. 신뢰는 시스템 사용에 한 태도와 사용

의도에 향을 미치고 궁극 으로 시스템 사

용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른 정보시스템의 

역과는 달리 지식 리시스템의 역에서는 

보안이 그 자체로서의 요성은 있으나, 효율

성과 생산성을 해한다는 필요악 인 활동

이 아니라 시스템에 한 사용자의 신뢰에 

향을 미침으로써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

는 활동이라는 것을 입증하 다. 따라서 지식

리시스템을 구축, 운 하고 있는 조직들은 

시스템 보안에 한 투자뿐 아니라 사용자들

의 시스템 보안에 한 인지된 험 수 을 

감소시키는 다각 인 활동을 통해 조직의 지

식 리시스템의 효과를 극 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제공해 

다.

먼  본 연구는 지식 리시스템 사용자들

의 인지된 보안 험 수 을 지식 리시스템

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상으로 

측정하 는데, 이는 이제까지 정보시스템 보

안연구들이 보안문제를 기술 인 차원에서 

연구했던 것과는 달리 사용자 에서 연구

하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보안에 한 연구에서 보안 활동을 

단순히 그 자체에 목 을 두고, 결과론 인 

차원에서 보안 실패로 인해 발생할 피해에 

한 방지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

과는 달리 지식경 에 있어 보안 활동이 지

식경 활동의 생산성에 간 인 향을 미

친다는 사실을 실증함으로써 보안활동에 

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할 수 있다

는 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실무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

가 있는데, 지식 리시스템 역에 있어 보안

은 시스템 수용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

다. 다시 말해 지식 리시스템의 사용에 있

어 보안에 한 사용자들의 인지된 험이 

장애요인이라는 것을 밝 주었다. 아울러, 보

안에 한 험을 사용자 에서 조사하여, 

시스템 운 책임자  사용자들에게 보안에 

한 기술  강화나 보완활동의 요성뿐 아

니라, 자사 시스템의 보안 수 에 한 

한 홍보가 보안에 한 부정 인 인식을 불

식시켜 지식 리시스템의 수용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6.2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가 이론 으로 실무 으로 요한 

시사 을 제공하고 있으나 몇 가지의 한계

이 있다. 본 연구는 조직단 로 실행되었는데 

연구 상 조직이 9개로 충분하지 못했다. 따

라서 조직단 로 분석된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 한, 연구모델 구성 

시 지식 리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들이 공유

하고자 하는 지식의 보안에 한 민감도 등

을 통제하 다면 보다 구체 인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들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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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다 많은 표본과 다양한 통제변수를 

두고 연구를 수행한다면 조직의 특성  지

식의 특성에 따라 사용자가 인지하는 보안

험과 시스템 사용간의 계를 제시할 수 있

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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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측정항목

Ⅰ. 지식관리시스템의 보안 침해 및 사고에 대한 사용자의 우려수준 

  1. 경쟁 조직 는 외부의 허가되지 않은 사람에 의한 불법 인 지식 리시스템의 근이 

우려된다.

  2. 우리조직의 지식 리시스템의 인증체계는 허술하다. 

  3. 지식 리시스템의 핵심 지식이 경쟁조직이나 외부의 허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유출되는 것이 우려된다.

  4. 우리조직의 지식 리시스템은 핵심지식에 한 반 인 보안체계가 취약하다.

  5. 지식 리시스템의 지식들에 한 비인가자의 허가되지 않은 변경  삭제가 우려된다.

  6. 지식 리시스템의 지식들에 한 외부 경쟁조직에 의한 불법 인 변경  삭제가 우려된다.

  7. 외부의 공격  침해로 인해 시스템 사용 단이나 일시 인 기능 하의 험이 있다.

  8. 바이러스나 자연재해로 인한 시스템 사용 단이나 일시 인 기능 하의 험이 있다.

Ⅱ.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한 신뢰. 

  1. 지식 리시스템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2. 지식 리시스템을 통해 공유되는 지식들이 악용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3. 지식 리시스템에 문제가 생겨도 한 해결책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4. 지식 리시스템이 다른 정보시스템처럼 잘 운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5. 지식 리시스템은 처음 기 한 바를 충분히 충족시킬 것이다.

Ⅲ. 지식관리시스템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1. 지식 리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2. 지식 리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것은 명한 생각이다.

  3. 지식 리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것은 정 이다.

  4. 지식 리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

Ⅳ. 지식관리시스템 사용 의도

  1. 나는 자주 지식 리시스템에 사용할 것이다.

  2. 나는 자주 지식 리시스템에 내가 가진 지식이나 노하우를 올릴 것이다.

  3. 나는 주 의 다른 사람에게도 지식 리 시스템의 활용을 극 권장할 것이다.

  4. 나는 지속 으로 지식 리시스템에서 업무에 필요한 련 내용을 활용할 것이다.

Ⅴ. 지식관리시스템 사용 수준 또는 빈도

  1. 나는 지식 리시스템을 자주 사용한다.

  2. 나는 지식 리시스템에 내가 가진 지식이나 노하우를 자주 올린다. 

  3. 나는 지식 리시스템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련 내용을 자주 확인한다.

  4. 나는 지식 리시스템을 정기 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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