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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에지식에 대한대한 개념개념
조업원조업원 역량역량(employee competence)(employee competence)
조직의조직의 세가지세가지 무형자산무형자산 중의중의 하나만이하나만이 아니라아니라, , 
조직의조직의 내부구조와내부구조와 외부구조의외부구조의 원천원천이다이다. . 

역량이역량이 무엇인지에무엇인지에 대해대해 이해하기이해하기 위해선위해선 그에그에 앞앞
서서서서 ““지식이란지식이란 무엇인가무엇인가??””라는라는 질문에질문에 답할답할 수수
있어야있어야 한다한다. . 

인식론인식론(epistemology)(epistemology)이라는이라는 단어는단어는 그리스어로그리스어로 절대적절대적
으로으로 확실한확실한 진리진리를를 뜻하는뜻하는 ““epistemeepisteme””으로부터으로부터 왔다왔다. . 

영어에서영어에서 지식이라는지식이라는 단어는단어는 다양한다양한 의미로의미로 해석해석된다된다..
정보정보(information), (information), 의식의식(awareness), (awareness), 앎앎(knowing), (knowing), 인식인식(cognizance), (cognizance), 지혜지혜
(sapience), (sapience), 인지인지(cognizance), (cognizance), 과학과학(science), (science), 경험경험(experience), (experience), 기량기량
(skill), (skill), 통찰력통찰력(insight), (insight), 역량역량(competence), (competence), 노하우노하우(know(know--how), how), 실행능력실행능력
(practical ability), (practical ability), 재능재능(capability), (capability), 학습학습(learning), (learning), 지혜지혜(wisdom), (wisdom), 확실성확실성
(certainty) (certainty) 등의등의 다양한다양한 의미로의미로 해석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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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란지식이란 암묵적인암묵적인 것이다것이다
관행적관행적 지식지식 (practical knowledge)(practical knowledge)
관행적관행적 지식은지식은 암묵적인암묵적인 것이다것이다. . 

Ex)Ex)스케이트스케이트 타는타는 방법방법, , 테니스의테니스의 서브를서브를 넣는넣는 방법방법

마이클마이클 폴라니폴라니 (Michael (Michael PolanyiPolanyi))의의
암묵지암묵지((暗默知暗默知))에에 대한대한 초기초기 이론이론

지식이란지식이란 사회적사회적 맥락맥락 내에서내에서 개인이개인이 형성하는형성하는 것이며것이며, , 조직이나조직이나 집단이집단이 소유소유
하기보다는하기보다는 개인이개인이 소유하는소유하는 것이라고것이라고 인식인식

진정한진정한 발견은발견은 명확하게명확하게 표현된표현된 일련의일련의 규칙규칙 또는또는 알고리즘알고리즘
으로으로 설명될설명될 수수 없다없다..
지식은지식은 공적으로공적으로 소유될소유될 수수 있고있고 동시에동시에 사적으로도사적으로도 소유될소유될
수수 있다있다. . 
명시적인명시적인 지식지식((또는또는 形式知形式知; explicit ; explicit 
knowledge) knowledge) 그그 자체보다는자체보다는 그것의그것의 저변에저변에
깔려깔려 있는있는 지식이지식이 보다보다 더더 근본적인근본적인 것것이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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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사회적으로 전달되는전달되는 지식은지식은 개인의개인의 현실에현실에 대한대한

경험이경험이 혼합된혼합된 것이고것이고, , 개인의개인의 새로운새로운 경험은경험은

언제나언제나 그가그가 지니고지니고 있는있는 개념에개념에 의해의해 동화될동화될 수밖에수밖에 없다없다. . 
대상지식대상지식 (focal knowledge) : (focal knowledge) : 초점을초점을 맞추고맞추고 있는있는 객체객체 또는또는 현현
상에상에 대한대한 지식지식

암묵적암묵적 지식지식((또는또는 암묵지암묵지 ; tacit knowledge) : ; tacit knowledge) : 초점이초점이 맞추어진맞추어진
대상을대상을 다루기다루기 위한위한 도구로도구로 활용되는활용되는 지식지식

암묵적암묵적 지식과지식과 대상대상 지식은지식은 하나의하나의 위계질서위계질서 속에속에 들어들어 있는있는 범주나범주나 수준수준
이이 아니라아니라, , 동일한동일한 전체를전체를 구성하는구성하는 두두 개의개의 차원이라고차원이라고 할할 수수 있다있다. . 

반영되지반영되지 않은않은 지식지식((unreflectedunreflected knowledge)knowledge)
은은 우리가우리가 새로운새로운 지식을지식을 실행에실행에 옮기거나옮기거나 수집할수집할
때때 사용하는사용하는 ((암묵적암묵적)) 도구도구와도와도 같다같다. . 

폴라니의폴라니의 지식의지식의 개념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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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은지식은 행동행동 지향적이다지향적이다

우리는우리는 감각을감각을 통해통해 들어오는들어오는 느낌을느낌을 분석함으로써분석함으로써
새로운새로운 지식을지식을 계속적으로계속적으로 만들어만들어 낸다낸다. . 
지식의지식의 동적인동적인 특성은특성은 ““배우다배우다””, , ““잊다잊다””, , ““기억하다기억하다””, , ““이해하다이해하다”” 등등
의의 동사에동사에 반영되어반영되어 있다있다..

학습과정학습과정(process(process--ofof--learning)learning)

감각을감각을 통한통한 인식과인식과 기억으로부터기억으로부터 조각조각조각조각 흩어진흩어진 단서들을단서들을 모아모아 여여
러러 가지가지 범주로범주로 통합시키는통합시키는 것것

우리는우리는 전통이나전통이나 관습에관습에 의해의해 타당하다고타당하다고 인식된인식된 방법을방법을 통해서통해서 이론이론··
방법방법··가치관가치관··기술기술 등으로등으로 현실을현실을 범주화시킴으로써범주화시킴으로써, , 현실을현실을 이해이해

지식의지식의 동적인동적인 측면을측면을 강조하면서강조하면서 지식을지식을
‘‘알아알아 가는가는 과정과정 (process(process--ofof--knowing)knowing)
상의상의 활동활동’’으로으로 인식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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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은지식은 규칙에규칙에 의해의해 지탱된다지탱된다

여러여러 해해 동안에동안에 걸쳐걸쳐 우리는우리는 뇌뇌 속에속에 수없이수없이 많은많은 패턴을패턴을 축축
적하는데적하는데 이러한이러한 패턴들은패턴들은 어떠한어떠한 상황이상황이 일어나더라도일어나더라도 무의무의
식적으로식적으로 대처할대처할 수수 있는있는 절차상의절차상의 규칙처럼규칙처럼 작용한다작용한다..

절차적절차적 규칙들규칙들(procedural rules)(procedural rules)은은
기량기량(skill)(skill)을을 습득하고습득하고 개선하는개선하는 데데 핵핵
심적인심적인 역할을역할을 한다한다. . 
규칙은규칙은 행동의행동의 결과에결과에 구속구속 받는다받는다. . 규칙이라는규칙이라는 지식은지식은 암묵암묵
적인적인 지식지식, , 즉즉 일종의일종의 ““도구의도구의 도구도구(tool of tools)(tool of tools)””로로 작용작용
한다한다. . 
규칙은규칙은 알아가는알아가는 과정과정 속에서속에서 개발되거나개발되거나 전승을전승을 통하여통하여 개발된다개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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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지식을 여과시키는여과시키는 역할을역할을 하는하는 규칙규칙

절차적절차적 규칙은규칙은 도움이도움이 되기도되기도 하지만하지만 새로운새로운 지식을지식을
여과시킨다는여과시킨다는 면에서면에서 한계한계를를 가지고가지고 있다있다..
새로운새로운 지식을지식을 창조해낼창조해낼 수수 있는있는 당신의당신의 능력능력 중에서중에서 얼마나얼마나 많은많은 부부
분이분이 무의식적으로무의식적으로 중단되는가중단되는가??
우리는우리는 다소다소 고정되는고정되는 있는있는 패턴과패턴과 지각을지각을 활용하여활용하여 우리를우리를 둘러싸고둘러싸고
있는있는 세계에세계에 반응한다반응한다. . 

““사람들에게사람들에게 새로운새로운 관념을관념을 받아들이게받아들이게 하는하는
것이것이 어려운어려운 것이것이 아니라아니라, , 예전부터예전부터 갖고갖고 있있
던던 관념을관념을 버리는버리는 게게 더더 어렵다어렵다..””

존존 메이나드메이나드 케인즈케인즈 (John Maynard Keynes)(John Maynard Keynes)

우리가우리가 의식적으로의식적으로 곰곰이곰곰이 생각해보지생각해보지 않을않을 때에는때에는, , 우리가우리가 취하는취하는
행동이행동이 진정으로진정으로 적절하고적절하고 적합한지적합한지 여부에여부에 대해대해 확신확신 할할 수가수가 없다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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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사실(facts)(facts)의의 형태로형태로 드러나는드러나는 명시적인명시적인 지지
식을식을 은유적으로은유적으로 표현한다면표현한다면 빙산의빙산의 일각이일각이
라고라고 할할 수수 있다있다. . 언어만으로언어만으로 지식을지식을 명시화명시화
시킬시킬 수는수는 없는없는 것이다것이다. . 
말로말로 표현된표현된 모든모든 이론적이론적 지식은지식은 본디본디 사람들의사람들의 머리머리 속에속에
서서 구성된구성된 것이다것이다. . 따라서따라서 사실사실(facts)(facts)은은 논리논리 실증주의실증주의
적적 관점에서관점에서 객관적인객관적인 것이라기것이라기 보다는보다는 주관적인주관적인 것이다것이다. . 

““말할말할 수수 없는없는 것에것에 대해서는대해서는 침묵해야침묵해야 한다한다..””
비트겐슈타인은비트겐슈타인은 말로말로 표현할표현할 수수 없는없는 것들의것들의 존재를존재를 이야기하면서이야기하면서, , 
놀이놀이(play), (play), 소리소리(sound), (sound), 움직임움직임(move) (move) 등의등의 무형적인무형적인 개념은개념은 말말
로는로는 설명도리설명도리 수수 없고없고 단지단지 보여줄보여줄 수수 밖에밖에 없다고없다고 주장주장

지식은지식은 부단히부단히 변화한다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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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에서지식에서 역량으로역량으로

인간의인간의 지식은지식은 암묵적이고암묵적이고, , 행동지향적이며행동지향적이며, , 규칙에규칙에
토대를토대를 두고두고 있고있고, , 개인적이며개인적이며, , 지속적으로지속적으로 변화변화하하
는는 것이다것이다. . 
영어에서는영어에서는 지식을지식을 표현하는표현하는 데데 있어있어 역량역량(competence)(competence)이라는이라는 단어단어
가가 가장가장 접합하다접합하다. . 
개인의개인의 역량은역량은 다섯다섯 가지가지 상호의존적인상호의존적인 요소로요소로 구성구성

명시적명시적 지식은지식은 알고알고 있는있는 사실과사실과 관계가관계가 있다있다. . 명시적명시적 지식지식(explicit (explicit 
knowledge)knowledge)

이는이는 ““어떻게어떻게 하는하는 지를지를 아는아는(know(know--how)how)””솜씨인데솜씨인데 능숙도와능숙도와 관계가관계가

있으며있으며, , 주로주로 훈련과훈련과 연습을연습을 통해통해 습득된다습득된다..기량기량 (Skill)(Skill)

경험은경험은 주로주로 과거의과거의 실수와실수와 성공을성공을 성찰하는성찰하는 과정을과정을 통해통해 얻어진다얻어진다..경험경험 (experiences)(experiences)

사회적사회적 내트워크는내트워크는 전통에의해전통에의해 전수되는전수되는 환경과환경과 문화문화 속에서속에서 개인이개인이

다른다른 사람들과사람들과 형성하고형성하고 있는있는 관계로관계로 이루어이루어 진다진다. . 
사회적사회적 네트워크네트워크 (social (social 

network)network)

가치판단은가치판단은 개개인이개개인이 옳다고옳다고 믿는믿는 것에것에 대한대한 자각이다자각이다. . 가치판단가치판단(value (value 
judgments)jud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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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의역량의 개념개념

““아는아는 것것(knowing)(knowing)””과과
““지식지식(knowledge)(knowledge)””의의 동의어로서동의어로서 사용되는사용되는 역량역량

(competence)(competence)이라는이라는 단어는단어는 일반적인일반적인 영어가영어가 함함

축하는축하는 의미보다의미보다 휠씬휠씬 더더 포괄적인포괄적인 개념이다개념이다..

넓은넓은 의미로의미로 볼볼 때때, , 역량은역량은 환경의환경의 지배를지배를 받는데받는데, , 
경험과경험과 사회적사회적 네트워크라는네트워크라는 역량의역량의 구성요소구성요소에에
있어서는있어서는 더욱더욱 더더 그렇다그렇다. . 
Cf. Cf. 조직이론가들은조직이론가들은 조직이론이나조직이론이나 전략에서전략에서 일반적으로일반적으로 사용하고사용하고 있있
는는 역량을역량을 조직의조직의 특성특성, , 지식과지식과 전략을전략을 연결시키는연결시키는 가교가교, , 다른다른 조직과조직과
비교한비교한 특정특정 조직의조직의 능력능력((힘힘) ) 등으로등으로 정의한다정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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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지식의 정의정의

행동역량행동역량 (capacity to act)(capacity to act)

폴라니와폴라니와 비트켄슈타인의비트켄슈타인의 이론을이론을 토대토대
로로 지식이란지식이란 행동역량행동역량이라고이라고 Karl Karl 
Erik Erik SveibySveiby는는 정의정의 함함
인간의인간의 행동역량은행동역량은 알아가는알아가는 과정을과정을 통해통해 끊임없이끊임없이 창조된다창조된다. . 

지식의지식의 동적이고동적이고 활동적인활동적인 특성특성을을

강조강조
지식지식, , 역량역량, , 알아가는알아가는 과정과정 등의등의 단어들이단어들이 모두모두 사용되기는사용되기는 하지만하지만 역역
량량(competence)(competence)이라는이라는 단어가단어가 관행적관행적 지식의지식의 여러여러 가지가지 측면에서측면에서
가장가장 잘잘 포괄하고포괄하고 있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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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에서역량에서 전문성으로전문성으로
진정으로진정으로 고도의고도의 전문가임을전문가임을 나타내는나타내는 표상은표상은 기존의기존의 규칙을규칙을
습득하여습득하여 적용하는적용하는 능력이능력이 아니라아니라, , 기존의기존의 규칙을규칙을 깨뜨리고깨뜨리고 더더
나은나은 것으로것으로 대체대체시킬시킬 수수 있다는있다는 자신감에자신감에 있다있다..

능력을능력을 다른다른 사람에게사람에게 이전시키는이전시키는 것도것도 어려운어려운
일이지만일이지만 특히특히 전문성전문성(expertise)(expertise)을을 다른다른 사사
람에게람에게 이전시키는이전시키는 것은것은 거의거의 불가능하다불가능하다..
고도의고도의 전문가는전문가는 자신의자신의 전문성을전문성을 스스로스스로 개발하며개발하며, , 전문성전문성
을을 창조한다창조한다. . 
고도의고도의 전문가들이전문가들이 만들어낸만들어낸 지식은지식은 우리우리 모두가모두가 그것을그것을 당당
연한연한 것으로것으로 받아들여받아들여 특이한특이한 것으로것으로 보지보지 않는않는 상식이상식이 될될
때까지때까지 확산된다확산된다. . 
고도의고도의 전문가들이전문가들이 개인적으로개인적으로 향유하던향유하던 권력은권력은 향후향후 지식지식
창조가창조가 이루어질이루어질 수수 있는있는 틀을틀을 제공하면서제공하면서 사라져사라져 간다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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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 33장장 요약요약: : 지식이란지식이란 무엇이고무엇이고, , 역량이란역량이란 무엇인가무엇인가

지식은지식은 행동역량행동역량(a capacity to act)(a capacity to act)이다이다..
지식은지식은 대부분은대부분은 암묵적암묵적이기이기 때문에때문에 말로말로 표현할표현할 수수 없다없다. . 
사실에사실에 대한대한 지식지식, , 기량기량, , 경험경험, , 가치판단가치판단, , 사회적사회적 네트워크를네트워크를 포괄하는포괄하는 역역

량량이라는이라는 개념은개념은 비즈니스비즈니스 맥락에서맥락에서 지식을지식을 가장가장 잘잘 표현하는표현하는 방법이다방법이다..
관행적관행적 지식은지식은 쉽게쉽게 바뀌지바뀌지 않는않는 규칙에규칙에 토대를토대를 두고두고 있다있다. . 규칙은규칙은 알아가알아가

는는 과정을과정을 지원하기도지원하기도 하지만하지만 제한하기도제한하기도 한다한다. . 
새로운새로운 지식은지식은 우리가우리가 이미이미 지니고지니고 있는있는 지식에지식에 영향을영향을 받는다받는다..
명시적명시적 지식은지식은 그것을그것을 만들어낸만들어낸 개인과개인과 독립되어독립되어 있지만있지만, , 역량은역량은 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 . 
인간의인간의 역량을역량을 정확히정확히 복제하기란복제하기란 불가능하다불가능하다. . 우리는우리는 훈련훈련, , 연습연습, , 실수실수, , 
성찰성찰, , 반복을반복을 통해통해 우리우리 자신의자신의 역량을역량을 개발한다개발한다. . 
인간의인간의 지식은지식은 가장가장 밑에밑에 능력능력((가장가장 흔함흔함), ), 그그 다음에다음에 역량역량, , 가장가장 위에위에 전전
문성문성((가장가장 희귀함희귀함))이이 있는있는 일종의일종의 위계구조로위계구조로 파악파악할할 수수 있다있다. . 전문성을전문성을

이전하기는이전하기는 불가능불가능 하다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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