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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최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의 생존전략으로써 지식경영과 창의적 인적자원개발에 힘

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과제는 직원들의 조직소속감과 애사심을 고양시켜 책임

감을 가지고 조직에 몰입․헌신할 수 있는 동기와 태도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것을 위한

대안으로 현재 여러 기업에서 CoP를 도입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과 연세대학

교가 공동 조사한 '대졸 청년층 직장생활 적응능력 향상 연구'의 근로자용 데이터를 분석하

여 공식적 CoP와 비공식적 CoP의 참여유형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CoP

참여 유형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식적

CoP의 참여가 계속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서 지원하는

CoP의 참여는 이직의도를 낮추고, 조직에 계속적으로 머물고자 하는 계속적 몰입에 효과적

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 연구는 기업차원에서 직원들을 조직몰입으로 이끌고 전략적으로

CoP를 관리, 지원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 되는 말 : CoP, 조직몰입, CoP 유형

--------------------------------------------------------------------

I. 서 론

조직들은 생존과 혁신을 위해 지식경영을 도입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인적자원을 개

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앞서 많은 기업조직이 해결해야 할

난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직원들의 낮은 애사심과 높은 이직률이다. 최근 조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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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58%가 애사심을 느끼지 않으며5), 68%는 입사 2-3년 이내에 이직을 경험한다

고 밝혔다6). 절반이 넘는 직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에 애정이 없으며 입사 후 짧

은 기간 내에 이직을 결정한다는 것은 기업 차원에서 큰 손실이다. 지식경영 시스템을

갖추고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도 직원들이 그 조직에 애정을 갖지 않거

나 근속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효과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조직은 혁신을 위한 노력

이전에, 구성원들이 조직을 정서적으로 동일시하며 책임감을 느끼고 조직에 근속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노력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조직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업무의 가치

와 의미는 구성원이 규정된 수준 이상으로 생각하고 몰입하며 헌신할 때 빛을 발할 수

있다(Csikszentmihalyi, 2001). 노동자들의 높은 조직몰입은 회사이익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노사공동의 상호이익까지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높은 조직몰입

을 유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지만, 2001).

최근 기업들은 기업 내 비공식적 학습 운영에 관심을 갖고 있다. 멘토링과 CoP 운영

은 대표적인 예로, 비공식적으로 존재해 왔던 관계를 통한 학습을 공식화함으로써 이를

기업성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기업에서는 전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영진들에 의해 주도되어 공식적인 지원을 받는 전략 커뮤니티가 활성

화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 속에 CoP 참여와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들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

나 조직이 CoP를 공식화하고 지원하는 측면에 시사점을 주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연구는 CoP의 유형별 참여가 직원들의 조직몰입에 주는 영향을 밝히고 그

활용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기업 차원에서 직원들을 조직몰입으로 이끌

고 전략적으로 CoP를 관리, 지원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CoP(Community of Practice) 실행 공동체

Lave와 Wenger(1991)는 학습의 사회적 과정과 공동체적 의미를 합법적 주변참여가 발

생하는 인간의 관계적 맥락을 통해 이야기하며 CoP라는 개념을 처음 언급했다. 이들의

논의를 요약하면 학습은 곧 실천행위이고 공동체는 이 실천에 의해 유지된다. 또한 이러

한 공동체 안에서 인간은 합법적 주변참여를 통해 실천함으로써 학습하고 정체성을 부여

받으며 협상을 통해 의미를 구성해 간다. 학습과 삶, 공동체의 영속과정은 이렇듯 전체와

부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상황적 학습이 발생하는 맥락을 의미하던 CoP

의 개념은 최근 역으로 학습을 일으키는 하나의 장, 장치로 실제에 다시 적용된다. 또한

이러한 적용을 통해 기존의 성격을 벗어나 공식적인 지원을 받는 전략 커뮤니티가 활성

화되고 있다. Wenger(1991)는 이러한 맥락에서 CoP를 다시 정의한다. 즉 CoP는 동일한

관심사와 일련의 문제, 어떤 주제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상호작

용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과 전문성을 보다 깊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집단

5) : 코리아리크루트. (2008). ‘현 직장에 대한 애사심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6) 출처 : 취업포털 커리어. (2008). 직장인과 이직.



으로 정의된다. 또한 CoP는 다른 조직들과 구분되는 특성들을 통해서도 정의할 수 있다

(<표 Ⅱ-1> 참고). Wenger와 Snyder(2001)는 CoP를 공식 업무모임, 프로젝트 팀, 비공

식 네트워크와 비교하면서 CoP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열정과 몰입, 주체성을 가지고 형

성되며 관심의 지속에 따라 존속되는 조직으로 보았다.

구분 목적 참여자 모임형성 존속기간

CoP

(Community of 

Practice)

참여자의 

능력개발, 

지식창출 및 교환

자발적 가입
전문성에 따른 열정, 

몰입, 주체성

모임을 유지하고자 

하는 관심이 지속되는 

한 존속됨

공식 업무모임 

(Formal Work 

Group)

상품/서비스/개발
관리자 산하의 

부하 직원들
업무지시, 공통목표

구조조정이 있을 

때까지 존속

프로젝트팀

(Project Team)
특정 목적의 달성

인사조정에 

의한 재구성
프로젝트의 목적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존속됨

비공식네트워크 

(Informal Network)

사업정보 수집 및 

교환
친구, 사업동료 상호 필요성

사람들에게 연결

이유가 존재하는 한 

존속됨 

 출처 : Wenger & Snyder. (2001). Harvard business review on organizational learning.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표 Ⅱ-1> 실행공동체(CoP)의 정의

CoP는 위에서 언급했듯 공식화 여부에 따라 비공식적 CoP와 공식적 CoP로 구분할 수도

있다(<표 Ⅱ-2 참고>). 비공식적 CoP와 공식적 CoP의 차이점은 참여목적과 조직의 지원이

다. 비공식적 CoP는 자발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공식적 CoP에 비해 체계성은

낮을 수 있다. 공식적 CoP는 조직의 지원을 받기에 커뮤니티의 유지와 발전에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조직이 당면한 문제에 비교적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공식화는 역할

을 명확하게 하며 행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목표의 효율적 달성에 도움을 준다는 장

점이 있다(김호섭 외, 2001). 최근 이러한 장점 때문에 CoP를 공식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

래 CoP가 가진 비공식적 조직의 특성으로 자발성, 관계지향성, 역동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일어나야 할 것이다.



특성
비공식적 CoP
(Informal CoP)

공식적 CoP(Formal CoP)

지원받는 CoP
(Supported CoP)

구조화된 CoP
(Structured CoP)

목적
(objects)

공유관심 및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간의 
공유의 장(場)을 마련

조직의 핵심역량과, 영역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구축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전문가등과 함께 조직의 

문제를 해결

멤버쉽 형성 
(membership 
formation)

스스로 참여하거나 
동료의 초대에 의해서 

스스로 참여하거나 동료나 
스폰서인 경영진의 초대에 

의해서 

참가자 선정 기준에 따라 
동료나 스폰서인 경영진에 

의해서 

스폰서 쉽 
(sponsorship)

없음 
주로 관리자급에서 스폰서 

역할 수행 
주로 경영진에서 스폰서 

역할 수행 

진화과정
(evolution process)

자연적으로 발전 
스폰서와 회원들에 의해 
합의된 방향에 따라 발전 

조직적으로 정의된 
경영목표와 연관되어 발전 

조직의 지원 
(organizational 

support)

CoP 활동을 위한 
우호적 조직분위기 제공

공식조직에 의해서 활동에 
필요한 자원제공

정규조직처럼 충분한 지원 
제공 

출처 : 전수환, 김영걸. (2005). CoP 유형에 따른 지식공유 태도 및 의도 형성. 제16회 지식경영  
학술심포지엄 논문집, p171-182.

<표 Ⅱ-2> 공식적․비공식적 실행공동체(CoP) 특성

전수환과 김영걸(2006)은 공식적 CoP와 비공식적 CoP의 성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여

유형에 따라 지식공유 과정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실행공동체의 공식화가 조직학습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장원섭 외, 2009). 이 연구에서는 실행공동체의 공식화가

조직 내 학습 가치 공유와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한 CoP의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요인인 신뢰성과 친밀성 형성에 필요한 분위

기 조성을 위해 조직이 구성원들에게 공식적․비공식적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백윤정, 김은실, 2008).

2. 조직몰입

조직몰입은 이직의도, 직무성과, 조직시민행동 등 조직의 유효성 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밝혀지며 최근 조직문화와 관련해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박종현,

2003).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직률의 증가와 애사심의 결여는 현대조직이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더불어 미래의 조직은 조직구성원에게 재량권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

할 것이기에 조직에 대한 몰입은 구성원의 행동과 더 밀접하게 관련될 것이다(김현영,

2005).

조직몰입이란 개인과 조직의 관계로 조직몰입이 강한 개인은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며 조직을 위해 높은 성과를 낼 의지가 있으며 조직의 목표와 가치

를 수용할 강한 신념을 가진다(Porter, Smith & Fagg, 2005).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흔히

애사심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백기복, 2003). 조직몰입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

양한 개념으로 정의하며 범주화하고 있다. 먼저 Mowday, Steer, 그리고 Porter(1979)에 의

하면 조직몰입은 조직의 목표와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조직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으려는 강한 욕구이다. O'reilly와 Chatman(1986)는 추종조직으로부터

의 보상과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가치관의 일치감으로 조직에 몰입하게 된다고 보았

다. 조직몰입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조직몰입을 주로 감정적 측면의 단일 차원 개념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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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CoP와 조직몰입에 관련한 연구들

악하였으나 최근 연구들은 조직몰입을 다차원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임재

원, 2010). 이러한 조직몰입의 다차원 모형 중에서 연구자들에 의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

는 모형은 단연 Allen과 Meyer(1990)의 세 가지 측면의 조직몰입 모형이다(이은희, 2001;

Clugston, 2000).

Allen과 Meyer(1990)은 조직몰입을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 계속적 몰입으로 개념화

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정서적 몰입’은 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감정적으로 애착을 느끼고 자

부심을 가지며 동일시하는 몰입의 유형을 의미한다. ‘규범적 몰입’은 심리적 의무감으로 조

직에 몰입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부여된 책임이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내재

적 가치관으로 정의된다. ‘계속적 몰입’은 조직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행위의 영속성으로

이직에 대한 기회비용의 개념을 포함한다. Allen과 Meyer의 삼원모형은 몰입의 개념화와

관련된 공통적인 주제들을 규명하려는 의도에서 발달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영역 결과들

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조민정, 2005). 이들의 모형은 오랜 기간

많은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개념 구성의 타당성이 확보됨에 따라 이 분야의 연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모델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현철, 2003). 따라서 이 연구는 Meyer와

Allen(1990)의 정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관심과 연구목적,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

되어 왔다. Mowday 외(1982)는 몰입과 관련된 모형을 통해 개인특성, 역할 관련 특성, 구조

특성, 직무경험 등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며 몰입정도는 근속욕망과 근속의사, 참가, 유

지, 직무노력 등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Glisson과 Durick(1988)은 직

무특성, 조직특성, 개인특성 등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Matheu와

Zajak(1990)은 개인특성, 직무특성, 역할상태, 조직특성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메타분석

을 통해 제시하였다.

최근 CoP나 조직학습 관련 변인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CoP에 참여한 직원들은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끼며, 이는 높은 신뢰성을 구축하여 개인이

조직에 몰입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Aronoff, Strollak & Woike, 1994).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대상이나 변인이 한정적으로 연구된 측면이 있었고 연구결과도 이에 따라

아직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한 한계가 있어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장주희(2005)는 한 기업 내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실행공동체 참여여부가 학습의 3가지 구성요인(역할이해, 업무습득, 조

직소속감)과 적응의 2가지 구성요인(조직몰입,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

다. 정윤선(2008) 역시 한 기업 내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습조직 구축요인 중 비전공유

가 조직몰입의 정서적 몰입과 높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최유리(2006)는 국내

대기업 직원 350명을 대상으로 학습조직 구축 정도와 조직유효성(조직몰입, 직무만족도) 간

에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제시하였다.



제목 독립변수 종속변수 연구결과

학습조직 구축요인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정윤선, 2008)

1.인구통계학적변수

2.학습조직구축요인

1) 사고모형

2) 팀학습

3) 시스템 사고

4) 개인적 숙련

5) 비전공유

1. 직무만족

2. 조직몰입

1) 정서적 몰입

2) 규범적 몰입 

3) 지속적 몰입

학습조직 구축요인 중 비전

공유가 조직몰입의 정서적 

몰입과 높은 관계를 맺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기업의 학습지원

문화가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신성진, 2006)

학습지원 문화

1) 비전의 공유

2) 조직구성원의 학습

지원

3) 학습지원제도

4) 조직구성원의 학습 

성향

조직몰입

1) 정서적 몰입

2) 규범적 몰입

3) 계속적 몰입

계속적 몰입을 종속변수로 

하고 회귀분석한 결과 보험

사와 카드사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 존재하

지 않았고, 은행에서만 조직

구성원의 학습성향이 유일하

게 계속적 몰입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남 

초기 경력자의 

실행공동체 참여와 

 학습 및 적응과의 

상관성 연구

(장주희, 2005)

실행공동체변수 

1) 참여 여부 

2) 참여 정도 

3) 참여 실행공동체의 

특성

1. 학습 

1) 직무숙련 

2)역할명료성 

3) 조직소속감

2. 적응 

1)직무만족 

2)경력몰입 

3)조직몰입

4)이직의도

1) 실행공동체 참여여부는 

학습의 

3가지구성요인(역할이해,업

무습득,조직소속감)과 적응의 

2가지 구성요인(조직몰입,이

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 미

침

2) 참여의 강도는 업무습득

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 모

두 유의한 결과 나타냄(직무

만족>조직몰입>조직소속감>

역할이해 순서)

3) 실행공동체 특성 중 실행

공동체의 발전수준이 조직소

속감에 유의미한 영향 미침 

 CoP 에서 

공동체의식과 

몰입이 

 지식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

(이은숙, 2008)

1. 공동체의식

1)소속감 

2)영향력 

3)욕구통합 및 충족 

4)정서적유대감

2. 몰입 

1)인지적 몰입

2)감성적 몰입

지식경영활동

1)지식창출 

2)지식활용 및 통합

3)지식응용

4)지식전이

5)지식정의능력

6)전략적마인드

1) 공동체의식과 지식경영활

동 간에 정적 상관관계 나타

남. 특히 욕구 충족, 정서적 

유대감, 영향력이 높을수록 

지식경영활동 6가지 모두 높

음

2) 몰입과 지식경영활동 간

에 정적상관 관계 나타남. 

특히 감성적 몰입 높을수록 

지식경영활동 6가지 모두 높

음



제목 독립변수 종속변수 연구결과

CoP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곽창헌, 2007)

1.커뮤니티특성

1) 목표명확성 

2) 상호작용성 

3) 친밀성

4) 규범성

2. 개인특성 

1) 가치성향

2) 몰입성향

3. 운영환경 

1.지식창출 

2.지식활용효과

3.지식공유 

개인의 몰입 성향이 비공식

적, 자발적 학습모임인 CoP

의 3가지 성과(지식창출, 지

식활용효과, 지식공유) 모두

에 영향을 미침 

실행공동체의

특성이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

(김영순, 2005)

1. 학습요인 

1) 학습자의 

   학습동기 

2) 학습내용의 적절성

2. 환경요인 

1) 조직내 지원

3. 실행공동체 요인 

1)경험․지식의 공유

2)상호커뮤니케이션

조직의 성과 

1) 직무만족 

2) 조직몰입

※매개변수: 

1) 학습만족도

2) 자기효능감

1) 매개변수인 학습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은 학습자의 학습동기이고, 

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변인은 경험 지식

의 공유임

2) 매개효과에 있어서 학습

내용의 적절성만이 학습만족

도와 자기효능감으로 하여금 

종속변수 중 조직몰입에만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도록 

함.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과 연세대학교가 공동으로 실시한 ‘대졸 청년층의 직장생활 적응능력

향상연구’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대졸 청년층의 직장 적응 실태와 조직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 225개 기업의 2,000여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설문조사는 2007년 7월∼9월까지 2개월간 실시되었으며, 총 157개 기업에서 1,168명의 근로자

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장원섭 외, 2007). 이 중 2차 보완조사를 거쳐 최종 176개 기업

에서 1,461명의 근로자들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용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

중에서 공식적·비공식적 CoP 참여경험이 있는 총 414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분석대상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Ⅲ-1>과 같다. 성별로는 299명

(72.2%)이 남성이었고 115명(27.8%)은 여성이었다. 현 직장이 첫 직장인 사람은 300명

(72.5%)이었으며, 이직경험이 있는 사람은 114명(2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

이 4년제 대학 졸업자(85.5%)이며 정규직 근로자(95.7%)이었다. 또한 94.5%가 5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초기경력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성별
남 299 72.2

여 115 27.8

연령

25세 이하 38 9.2

25세 초과-30세 이하 277 66.9

30세 초과 99 23.9

혼인상태
미혼 333 80.4

기혼 80 19.3

이직경험
무 300 72.5

유 114 27.5

최종학력

2-3년제 대학 39 9.4

4년제 대학교 354 85.5

대학원 21 5.1

고용형태
정규직 396 95.7

비정규직 18 4.3

직급
사원 283 68.4

대리 이상 126 30.4

현 직장 

근무 연한

1년 이하 163 39.4

1년 초과∼5년 이하 228 55.1

5년 초과 23 5.6

합계 414 100

주 : 합계가 다른 이유는 결측치 때문임.

<표 Ⅲ-1> 분석대상 근로자들의 일반적 특성

2. 조사도구 및 구성

조사에 사용된 근로자 설문지는 크게 응답자의 기본정보, 일반사항, 현 직장에서의 생활과

학습, 이전 직장생활의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다(<표 Ⅲ-2> 참고).

이 연구에서는 CoP 참여유형과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현 직장

에서의 생활과 학습부분에서 CoP 참여와 다른 공식적 학습 참여 문항을 분석에 활용하였

다. 또한 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심리사회적 특성을 분석

에 사용하였다.



구분 내용

설문지의 
주요내용

응답자의 기본정보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출생년도, 혼인상태, 대학졸업 등)

Ⅰ. 일반사항 개인특성(심리사회적특성), 가정환경, 최종 학교와 학교 생활

Ⅱ. 현 직장에서의   
 생활과 학습

현 직장의 구직정보, 현 직장생활(월평균임금, 근무연한, 소
득만족도, 고용형태, 직무, 직급, 근로시간, 학력일치도, 전
공일치도), 직장생활적응, 현 직장 학습경험(공식적 교육 경
험, 멘토링, 학습동아리, 기타 개인학습 경험), 직업기초능
력, 이직경험 등

Ⅲ. 이전 직장 생활
이직사유, 이전직장생활(구직경로, 근무기간, 직장고용형태, 직
급, 직무, 학력일치도, 전공일치도, 월평균소득), 이직사유 등

<표 Ⅲ-2> 설문지의 주요내용

3. 주요 변수 및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CoP 참여 유형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직몰입변수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eyer와 Allen(1990)이 개념

화한 조직몰입을 바탕으로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 계속적 몰입으로 구분하였다. 조직에

대한 감정적 애착을 나타내는 ‘정서적 몰입’은 요인분석을 통하여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신뢰도는 .874였다. ‘규범적 몰입’은 심리적 의무감의 조직 몰입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요

인분석을 통하여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868이었다. 이직과 관련된 계속적

몰입은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882이었다.

독립변수로는 개인특성변수,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변수, 현 직장생활 특성변수를 사용하

였다. 개인특성변수로는 성별을 사용하였으며, 심리사회적 특성변수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대

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 적합성, 개방성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현 직장 생활 특성 변수

로는 근무연한, 공식교육 참여 경험, 학력일치도, 소득만족도, 전공일치도 변수를 사용하였으

며, 이 변수들은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주요 독립변수로는 CoP 참여에

대해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공식적 CoP는 회사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지원되는 학습동아리나 동호회의 참여여부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또

한, 비공식적 CoP는 회사에서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지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자발적으로 형성된 학습동아리 및 동호회의 참여여부를 주요변수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CoP참여 유형이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

음의 분석과정을 거쳤다. 첫째,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분석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

보고, 상관분석을 통해 개인 특성변수와 학습 참여 및 조직몰입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

다. 둘째, 공식적 CoP에 참여한 사람과 비공식적 CoP에 참여한 사람 간 조직몰입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t-test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CoP참여 유형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PC Win 12.0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 CoP 참여유형에 따른 조직몰입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기술통계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부표 2> 참고). 기술통계분석결과 공식적 CoP에 참여한

사람은 288명으로 69.6%로 나타났으며, 비공식적 CoP에 참여한 사람은 126명으로 30.4%로

나타났다. 공식적·비공식적 CoP에 참여한 사람들은 조직몰입에 대해 평균 3점 이상의 높은

값을 가지고 있었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살펴보면, CoP 참여 유형에 따라 자기관리능력(r=.132), 대

인관계능력(r=.097), 개방성(r=.104)로 각각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개인의 심리

사회적 특성변수는 비공식적 CoP를 참여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

로 종속변수인 조직몰입과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계속적 몰입 변수는 모든

독립변수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몰입변수와 규범적 몰

입변수는 근무연한과 CoP참여 유형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였다.

주요 독립변수 중에서 공식적 CoP 참여는 계속적 몰입(r=.124)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

타냈다.

2. CoP 참여유형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 분석결과

CoP 참여 유형에 따라 조직몰입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t-test 분석을 실시하였

다(<표 Ⅳ-1> 참고). 분석결과, 계속적 몰입이 CoP 참여 유형에 따라 p<.05의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
CoP

참여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

계속적몰입
공식적CoP 288 3.48 0.543

2.380
비공식적CoP 126 3.33 0.644

정서적몰입
공식적CoP 288 3.69 0.526

0.016
비공식적CoP 126 3.69 0.554

규범적몰입
공식적CoP 288 3.57 0.542

1.151
비공식적CoP 126 3.50 0.530

p<.05

<표 Ⅳ-1> CoP 참여유형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에 대한 t-test 결과

3. CoP 참여유형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마지막으로 CoP참여 유형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표 Ⅳ-2> 참고). 첫 번째 모형은 주요 독립변수인 CoP참여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

들만을 투입하여, 다른 변수들이 각 몰입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수 있다. 두 번째 모

형은 첫 번째 모형에 투입된 변수들과 함께 CoP참여 유형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이다.

두 번째 모형을 통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순수하게 CoP 참여 유형에 따른 각 조

직몰입의 영향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모형과 비교하여 다른 독립변수

들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조직몰입의 영역 중 ‘계속적 몰입’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모형에서는 소득만족도(p<.01), 자기관리능력(p<.001), 대인관계능력(p<.001), 적합

성(p<.001)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소득에 만족할수록 계속적 몰입이 높으며, 개인

이 가지고 있는 심리 사회적 특성 변수 중에서도 자기관리능력이나 대인관계능력, 직무에

대한 적합성이 높을수록 높은 계속적 몰입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모형에

서는 소득만족도(p<.001), 학력일치도(p<.01), 근무연한(p<.01), 적합성(p<.001), CoP 참여유

형(p<.05) 변수들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CoP참여 유형 변수가 추가되면서 첫 번째 모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소득만족도는 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 학력일치도 변수와 근

무연한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근무연한은 부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

는 직장에서 근무를 오래하면 할수록 계속적 몰입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비공식적 CoP의 참여보다 공식적 CoP의 참여가 계속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기업에서 지원하는 CoP의 참여는 이직의도를 낮추고 조직에 계속적으로 머물

고자하는 계속적 몰입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두 모형 모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적 몰입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SE beta SE beta SE beta SE beta SE beta SE beta

성별 .046 -.006 .046 -.002 .045 .018 .045 .018 .047 .057 .047 .062

소득만족도 .025 .390  .025 .386 .024 .073 .024 .073 .026 .139 .026 .135

전공일치도 .016 -.029 .016 -.023 .015 .093 .015 .093 .016 -.001 .016 .005

학력일치도 .055 .021 .055 .120 .053 .130 .053 .130 .056 -.002 .056 -.003

근무연한 .001 -.116 .001 -.115 .001 -.044 .001 -.044 .001 .020 .001 .021

자기관리능력 .063 .005 .063 .016 .060 .093 .061 .093 .063 .193 .064 .203

대인관계능력 .043 .018 .043 .022 .042 .101 .042 .101 .044 .157 .044 .160

적합성 .052 .445 .052 .434 .050 .464 .050 .464 .052 .398 .053 .387

개방성 .038 -.031 .038 -.028 .037 .054 .037 .054 .039 -.012 .039 -.009

공식교육참여 .060 .015 .060 .010 .057 .033 .058 .033 .061 .051 .061 .046

CoP참여유형 .044 -.070 .043 -.004 .045 -.071

0.433 0.524 0.482 0.438 0.520 0.438

Adjusted   0.419 0.511 0.470 0.422 0.508 0.422

F 30.754 40.304 37.563 28.430 43.634 28.430

N 414 414 414 414 414 414

 p<.05, p<.01, p<.001

<표 Ⅳ-2> CoP참여유형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다음으로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정서적 몰입에서

첫 번째 모형을 살펴보면, 전공일치도(p<.05), 학력일치도(p<.01), 대인관계능력(p<.05), 적합

성(p<.001)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가 전공이나 학력과의 일치도가 높을수록

정서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모형에서는 첫 번째

모형과 비교해보았을 때 변수들 간의 특별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비공식적 CoP참여

에 비해 공식적 CoP가 정서적 몰입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규범적 몰입에서 첫 번째 모형을 살펴보면 소득만족도(p<.001), 학력일치도(p<.01), 근무

연한(p<.01), 적합성(p<.001)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소득만족도와 직무에 대한 학

력일치도가 높을수록 규범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연한

이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을 해석해 볼 때, 직장에 오래 근무할수록 규범적 몰입이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두 번째 모형의 결과에서는 자기관리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이

p<.001로 추가적인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CoP 참여유형의 경우 비공식적 CoP의 참

여보다 공식적 CoP가 여전히 규범적 몰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의 모든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많은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이루어

지며, 조직은 주로 비체계적이고 비의도적으로 학습한다고 밝히고 있다(Pfeffer & Sutton,

2002; Huysman, 1999). 특히 실행공동체(CoP)는 구성원들 간에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

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집단으로서 그동안 집단 내에서 비공식적

형태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실행공동체가 조직적응은 물론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된다는 연구결과들에 의해 이를 기업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공

식적인 실행공동체의 참여가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장원섭 외, 2008).

이 연구에서는 실행공동체(CoP) 참여유형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해 CoP 참여경험자를

대상으로 관계여부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CoP에 참여경험이 있는 총 414명의 근

로자를 대상으로 공식CoP 혹은 비공식 CoP 참여에 따라 계속적 몰입,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비공식적 CoP참여보다 공식적 CoP에 참여한 사람들이 조직몰입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식적 CoP의 참여는 계속적 몰입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oP의 참여가 조직에서의 이직의도를 낮추

고 조직 몰입이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이

연구에서는 CoP의 참여유형 가운데서도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인정한 공식적 CoP의 참여가

계속적 몰입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기업에서는 실행공동체

(CoP)를 공식화하고 지원함으로써 현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초기경력자들의 이직을

낮추고 이들이 조직에 계속적으로 몰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공식적

실행공동체(CoP)의 참여는 계속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실행공동체(CoP)의 참여 여부와 조직 적응 및 학습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기

존의 연구들에 비해 실행공동체(CoP)의 참여를 세분화하여 유형에 따른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여러 가지 한계 상 실행공동체(CoP)의 참여강

도 및 질적인 면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CoP 참여 유형에 따라 더욱 더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참여 목적, 빈도, 질적인 면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이러한 후속연구들을 통해 실행공동체의 기능이나 과정에 대한 세분화된 고찰이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기업현장에서 실행공동체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이 함께 성장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변수명 변수
문항

수

변수

유형
세부사항

종속

변수

조직

몰입

계속적 몰입 7 연속
5점 척도, 요인분석, 문항 간 평균값, 

신뢰도 .882

정서적 몰입 7 연속
5점 척도, 요인분석, 문항 간 평균값, 

신뢰도 .874

규범적 몰입 7 연속
5점 척도, 요인분석, 문항 간 평균값, 

신뢰도 .868

독립

변수

CoP

참여

특성

CoP 참여 유형 1 더미
공식적 CoP참여=0, 

비공식적 CoP참여=1

개인

변수
성별 1 더미 여자=0, 남자=1

개인의

심리

사회적

특성

변수

대인관계능력 5 연속
5점 척도, 요인분석, 문항 간 평균값, 

신뢰도 .817

자기관리능력 8 연속
5점 척도, 요인분석, 문항 간 평균값, 

신뢰도 .793

적합성 6 연속
5점 척도, 요인분석, 문항 간 평균값, 

신뢰도 .793

개방성 5 연속
5점 척도, 요인분석, 문항 간 평균값, 

신뢰도 .754

현 직장

특성

변수

근무연한 1 연속 총 개월 수로 환산

공식 교육 참여 1 더미 비참여=0, 참여=1

학력일치도 1 더미 불일치=0, 일치=1

전공일치도 1 연속 5점 척도

소득만족도 1 연속 5점 척도

<부표 1> 변수의 구성 및 특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성별 1 　 　 　 　 　 　 　 　 　 　 　 　 　

2 소득만족도 .098 1 　 　 　 　 　 　 　 　 　 　 　 　

3 전공일치도 0.056 0.073 1 　 　 　 　 　 　 　 　 　 　 　

4 학력일치도 .109 .206 .198 1 　 　 　 　 　 　 　 　 　 　

5 근무연한 -0.007 -0.033 -0.083 0.016 1 　 　 　 　 　 　 　 　 　

6 자기관리능력 0.032 0.018 .119 0.001 -0.086 1 　 　 　 　 　 　 　 　

7 대인관계능력 0.025 0.012 .128 0.007 -0.063 .513 1 　 　 　 　 　 　 　

8 적합성 .161 .303 .356 .210 -0.034 .452 .338 1 　 　 　 　 　 　

9 개방성 .195 0.012 0.056 0.072 -0.096 .503 .340 .308 1 　 　 　 　 　

10 공식교육참여 .123 .119 0.02 0.062 0.042 0.081 0.052 .105 0.05 1 　 　 　 　

11 CoP참여유형 0.047 -0.091 0.047 -0.025 -0.009 .132 .097 -0.039 .104 -0.066 1 　 　 　

12 계속적몰입 .113 .553 .193 .285 -.138 .215 .170 .582 .137 .109 -.124 1 　 　

13 정서적몰입 .140 .258 .322 .269 -0.087 .401 .342 .647 .303 .116 -0.001 .640 1 　

14 규범적몰입 .148 .275 .196 .120 -0.022 .454 .390 .589 .274 .140 -0.057 .559 .595 1

<부표 2> 개인 특성 및 CoP참여 유형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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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in Co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on-Sup Chang, Jiyoung Kim, Deok-Hyeon Lee, Ji-Hyeon Lee

Survival in today's fast-paced business environment requires a lot of efforts. But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llenge is to motivate staff to have a commitment to

organization by raising the sense of belonging, responsibility and loyalty to the

organiz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in formal CoP and informal

CoP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urpose of participation, the period of participation, and the

satisfaction between formal CoP and informal CoP. But there is no significant effect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influence factors of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re interpersonal skill, ability of self-discipline, openness and suitability of job.

Key words : CoP , Organizational commitment, Formalization of C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