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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

있다(Gumusluoglu and Ilsev, 2009; Jong and Hartog,

2007). 구성원들이 혁신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조직은
오늘날 혁신 중심의 경제(innovation-driven economy)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에서 조직의 혁신은 구성원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직의 기대와 달리 구성원들

혁신적인 행동에 관여하고 능력을 발휘하는가에 달려

이 주기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실현하

† 제1저자
†† 교신저자
논문접수일:2
013년 7월 31일;게재확정일 :2013
년 10월 24일

2013.12.

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다. 이에 그동안
많은 연구들은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을 촉진하고 지원
하는 개인요인과 조직 환경요인을 규명하려고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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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창의적으로 만들게도 하지만 높은 수준의 과업갈등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요인은 개인의 인지스타

오히려 긴장감을 불러오고 만족과 몰입을 감소시킨다

일, 개방성, 창의적 성격, 자아효능, 직무만족 등이 다

는 것이다(Amason, 1996; De Dreu, 2006; Jehn, 1995;

루어졌으며(고득영․유태용,

Tjosvold, 1991).

2012;

Unsworth

and

Parker, 2003; Zhou and Shalley, 2003), 조직 환경요인

심덕섭 등(2011)은 그 이유를 종속변수로 이용된 성

은 직무자율성, 동료지원, 리더-구성원 교환, 조직지원

과변수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 있

인식,

다루어졌다(고득영․유태용,

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혁신적인 행동에 초점을 두고

2012; Axtell et al, 2000; Janssen, 2005; Lee and Lee,

있는 본 연구의 첫째 목적은 최근 많은 조직이 관심

2012; Ramamoorthy et al., 2005; Scott and Bruce,

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의 갈등이 혁신행동에 어떠

1994). 관련 연구들을 요약해보면 다른 사람들과는 다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혁신풍토

등이

른 어떤 기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조직

한편, 혁신은 수많은 아이디어에서 발생되므로 혁

과 동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때 보다 혁신적인

신적인 행동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다양한 지식과 창의

그러나 혁신적이고 주도적인 인재를 위한 이러한

력을 가진 구성원들의 지식창출이 새로운 아이디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은 조직에서 동료들과 불

생성과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박태호,

가피하게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갈등은 어떤 사안에

2002).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 스스로가 진정성 있는

대한 의견, 주장, 이해, 욕구에서의 충돌이 일어나는

태도로 상호작용하려고 노력한다면 혁신행동의 동기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Wall and Callister, 1995), 어

는 배가될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구성원들 사이에

느 조직에나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이를 전략적으로

잠재해 있는 갈등은 지식창출에서 구성원들이 진정성

관리하지 못한다면 조직과 구성원 모두 좋지 못한 결

있는 태도로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혁

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최근 관련연구에서 갈등은 상

신적인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Lakey et al,

호작용과 조직의 비대성에 따른 피할 수 없는 결과로

2008; Moon and Kang, 2011; Ryan and Deci, 2000;

서 조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Tillema, 2006).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장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구체적으로 과업갈등은 집단사고(group thinking)를

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Brown, 1983;

예방하고 탐구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Hackman and Morris, 1975; Szilagyi and Wallace, 1980).

새로운 대안을 찾게 하지만(Peterson et al., 1998;

일반적으로 조직 내 구성원들 간에 일어나는 갈등

Tjosvold, 1986), 관계갈등은 상대에 대한 협력 정도와

관계갈등(relationship

문제해결책을 찾는 활동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를 저

conflict)을 들 수 있다. 과업갈등은 업무와 관련하여

해할 수가 있다(Harvey et al., 2006; Van Dyne et al.,

구성원들 간에 지각, 판단, 의견차이로 일어나며, 관계

2002). 이는 다시 구성원들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

갈등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태도, 선호, 성격, 가치

르고 감정 상태가 고조되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데,

등의 불일치로 발생한다(Amason and Sapienza, 1997;

지식창출에서 누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며 어떻

Priem and Price, 1991). 다수의 연구들에서 관계갈등은

게 혁신적인 행동을 동기화 시키겠는가?로 요약해볼

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제공하여 협력과 성과

수 있다(Ryan and Deci, 2000; Tillema, 2006).

은

과업갈등(task

conflict)과

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과업갈등은 일

따라서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갈등과 지식창출

관된 연구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

의 진정성 태도 간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으며, 그

업갈등이 업무와 관련된 학습을 촉진하고 구성원들을

결과가 혁신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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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이러한 목적은 갈등

행동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

이 혁신행동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가에 초점

에서 그동안 많은 연구들은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을

을 두고, 지식창출에서 구성원들의 진정성 있는 태도

이끌어내기 위해 개인에서 조직에 이르는 다양한 영

가 갈등과 혁신행동 사이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향요인들을

파악하여 혁신을 도모하는 조직과 관리자들에게 갈등

2012; Axtell et al, 2000; Janssen, 2005; Ramamoorthy et

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

al., 2005; Scott and Bruce, 1994; Unsworth and Parker,

할 것으로 여겨진다.

2003; Zhou and Shalley, 2003).

밝히는데

노력하였다(고득영,

유태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요인은 인지스타일, 개방

Ⅱ.이론적 배경과 가설

성, 창의적 성격, 자아효능, 직무만족 등이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 환경요인은 직무자율성,

1
.혁신행동
혁신행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의도적으로 창출,
도입,

응용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Janssen,

2000), 많은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이 종종 혼용하고 있
는 창의성과는 다소 구별되는 개념이다. 창의성이 새
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생성하는 것을 의
미한다면(Amabile, 1983), 혁신행동은 업무와 성과를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의도적으로 아이디어를 개발,
수정, 실행, 확산시키는 프로세스를 나타낸다(Van de

Ven, 1986). 물론 혁신행동이 창의성과 완전하게 전적
으로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창의성
은 아이디어 도출 단계이자 혁신행동을 위한 출발점
으로 혁신행동의 한 부분이 된다(Jong and Hartog,

2007). 이러한 혁신행동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문제인지와 해결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
를 찾는 단계이며, 2단계는 찾아낸 아이디어를 실행하
고 적법성을 확인하여 조직 안 밖으로 지원하는 방안
을 찾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개인의 업무,
부서, 조직전체에 사용되고 적용될 수 있는 혁신모델
을 도입하여 해결책을 실현시키는 단계이다(Scott and

Bruce, 1994). 단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혁신행동
은 구성원 스스로가 변화를 주도하고 능동적으로 업
무를 수행하게 한다. 하지만 구성원들이 혁신적인 행
동을 발현하는데 내재적으로 동기화되지 못하고 이를
방해하는 업무환경을 지각한다면 구성원들 간에 혁신

2013.12.

동료지원, 리더-구성원 교환, 조직지원인식, 혁신풍토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통적으로 구성원들의
동기요인과 혁신행동을 연결하는 이론적인 틀은 제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밝혀
져 온 각 영향요인들은 관련연구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제시됨으로써 통합된 이론의 틀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혁신행동은 구성원 자신의 과업이나 소속집단, 조직성
과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West

and Farr, 1990),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상
호작용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개인보다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동기요인으로 업무와 대인
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과업갈등과 관계갈등을 제안하
며, 갈등이론을 기반으로 혁신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
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조직에서 흔희 발생하는 갈
등은 고전적인 갈등이론(conflict theory)으로 거슬러 올
라가면서 어느 조직사회나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조직심리학 측면에서
전통적인 관점과 근대적인 관점으로 구분할 수가 있
는데, 전자가 주로 개인들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조직
에 해를 입히는 역기능으로 제거를 강조했다면, 후자
는 상호작용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 복잡해져 가는 조
직의 보편적인 결과,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힘의 원
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zilagyi and Wallace, 1980).
두 관점에서 오늘날 갈등에 관한 지배적인 관점은
갈등이 조직성과를 강화시키는데 분명 가치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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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여부에 따라서도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지식공유를 통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다. 때문에 무조건 갈등을 제거하기 보다는 건설적이

있다(Landry et al., 2002). 때문에 많은 연구들은 지식

고 생산적인 갈등으로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창출과 혁신이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

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 예컨대 그렇게 함으로써 구성

나 전술한 바와 같이 과업갈등의 긍정적인 결과의 기

원들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혁신적인 사고로 문

대와 함께 구성원들 사이에 잠재되어 있는 대인간 갈

제해결에 자극이 될 수 있으며 협력적인 관계를 이어

등은 태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식창출에서 진정

나갈 수가 있다(Desivilya et al. 2010). 이러한 관점에

성 있는 태도를 가지는데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

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관점과 견해차이

로 보인다. 그 이유는 갈등상황은 본질적으로 자신이

로 일어나는 과업갈등은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촉진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기초로 상대를 바라보는 자기중

시키고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대안과 아이디어를

심적인 행동의 결과로써, 정보 불균형은 향후 태도형

찾게 하는 혁신행동의 동기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성에 진정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것으로 보인다.

(Harvey et al., 2012; Tice and Wallace, 2003).

그러나 현실적으로 갈등을 언제나 건설적인 상태로

Ryan

and

Deci(2000)은

자기결정이론

유지시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그 이

(self-determination theory)에 기반 하여 이러한 진정성

유는 조직 내 구성원들 개개인이 추구하는 목표, 가치

이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주는 내적 동기요

관, 신념, 사고방식, 태도 등에서의 지각차이가 클수록

인으로 보고 있다. 즉,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

소통이 차단되어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 가치나 신념에 기초 한 태도는 내적 동기를 강화

(Bartol and Martin, 1994; De Dreu and Weingart, 2003).

시켜 혁신행동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경영학 분야에서

조직 내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구성원들의 혁신성향

영향요인에 의한 개인의 태도변화가 행동에 영향을

도 높아질 수 있다는 Damanpour(1991)의 반증이 이를

미친다는 연구는 일반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모형이다.

입증해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계갈등은 일관되

Yeatts and Hyten(1998)은 조직 내 다양한 영향요인들

게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은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어 심리적인 태

주장과 함께 혁신행동의 동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도변화를 일으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성원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최근의 몇몇 연구들은 구성

들 간의 갈등은 개인의 심리적인 태도변화를 불러오

원들의 관계갈등은 혁신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고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영향요인으로 볼

기 보다는 심리적인 태도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갈등이론과 자기결정이론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De Dreu, 2006; Lu et

을 기초로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으로

al., 2011; Vinarski-Peretz et al., 2011).

갈등을 제안하며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태도변화를 진

조직 내 구성원들이 인지하는 심리적 환경은 특정

정성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행동에 전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점에서 중
요한데, 이는 조직 환경 그 자체보다는 구성원들이 어
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는가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형
성되기 때문이다(지성구, 최선규, 2013). 한편, 혁신은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지식공유의 결과인
동시에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한 결과이기도 하다. 예
를 들어 지식은 조직 내 구성원들 간에 불완전하게
퍼져 있지만 한 구성원의 아이디어는 구성원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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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갈등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가 내려져
어떤 하나의 통합된 정의는 없지만,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간에 의견, 주장, 이해, 욕구에서 충돌
이 일어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Shetach, 2009; Wall

and Callister, 1995). 조직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초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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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간의 갈등,지식창출의 진정성 태도,그리고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고전적인 갈등관련 연구들은 주로 역기능적 측면에서

보고 있다.

갈등이 생산성을 떨어뜨리거나 업무만족을 낮추는 등

De Dreu and Weingart(2003)는 메타분석을 통해 과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

업갈등은 선행연구 결과 중 5개에서만 팀 수행 간에

를 해결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었다(Brown, 1983;

긍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

Hackman and Morris, 1975).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과업갈등

순기능적인 면에서 상호작용에 의한 필연성과 복잡해

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결과의 혼재로 인해

져 가는 조직에서의 보편성에 대한 결과인 갈등이 조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지만(Arazy et al., 2011),

직에 가치가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전술한 바와 같이 상호작용의 필연성과 가치 제공관

점을 강조하고 있다(Szilagyi

점에서 바라본 갈등관련 연구들은 과업갈등이 긍정적

and

Wallace,

1980;

Tjosvold, 1991).

인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예컨대 상

구체적으로 초기의 연구들이 조직에 해가 되는 갈

호작용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갈등의 긍정과 부정의

등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면, 최근

기능을 모두 인정하고 기능적인 대립을 조장하며 해

의 연구들은 서로 다른 갈등유형이 특정 상황에서는

결 및 자극을 포함한 갈등관리를 제안하고 있다(De

오히려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갈등형태

Dreu and Beersma, 2005).

와 관리에 따라서도 구성원들의 행동이 다를 수 있다

즉, 조직 내 구성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갈등이 부정적인 영향

있어도 건설적인 갈등은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

을 미친다 하여 무조건 제거하거나 해결하기 보다는

고 관계를 강화시켜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

전략적으로 관리하여 조직과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

어와 대안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다(Desivilya et al.,

인 효과를 제공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0). 이러한 관점에서 과업갈등은 앞서 언급한 구성

(Badke-Schaub et al., 2010; De Dreu, 2008; Lu et al.,

원들의 혁신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요인으로 작용

2011). 오늘날 대부분의 조직들은 현재 팀 단위로 업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업의 목적은

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집단에서의 갈

완수에 있으며 다양한 업무에서 경험하는 갈등은 구

등관련 연구들은 주로 과업갈등과 관계갈등을 다루고

체적인 업무내용 이해와 새로운 지식탐구와 대안을

있다. 구체적으로 과업갈등은 업무내용과 문제에 대해

개발하게 한다(Song et al., 2006; Tjosvold, 1986). 이는

관점, 생각, 의견차이로 발생하는 인지적인 불일치를

집단의 창의성에 입각해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창출에

의미한다.

서 구성원들이 심리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이는 집단 내 궁극적인 목표가 명확하고 그것이 구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정에 의한 행동보다는 업

성원들 간에 공유될지라도 실제 수행되는 업무에 있

무수행과 완수라는 공동의 목적 하에, 진정성 있는 태

어서는 구성원들 간에 대립과 불일치가 존재할 수 있

도로 같은 관점에서 업무와 문제를 생각하고 합의된

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상태에서 활

내용을 수용하며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는 점이다

발한 토론과 개인적인 흥분상태가 동시에 일어날 수

(Taylor, 1991).

있으나 부정적인 대인관계의 정서는 제외된 상태를

반면에 관계갈등은 개인적인 쟁점들, 부정적인 감

뜻한다(Brehmer, 1976; De Dreu, 2006; Gersick and

정, 구성원들 간의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의 대립에서

Hackman, 1990; Jehn, 1995; Pelled et al., 1999). 관련연

종종 일어난다. 또한 과업과는 관계없이 구성원들 간

구들에서 과업갈등은 대체로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의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태도, 선호, 성격, 가치 등

촉진함으로써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 차이에서도 발생한다. 일반적으로는 긴장, 증오, 성

나타나고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일어나는 것으로

가심, 좌절, 짜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포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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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일관되게 동기부여, 개방성, 소통을 떨어뜨리

을 받고 있는 주제로서 이 개념의 기원은 네 자신을

고 성과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팀

알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몰입, 만족, 잔류의도 등 다양한 팀 변수에도 부정적

(Cashman, 1997). 진정한 인간성은 자아인식에서 비롯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Amason

된다는 점에 의해 진정성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

and

양한 관점에서 정의되어졌다. 예를 들어 자기결정 이

Sapienza,

1997;

Badke-Schaub

et

al.,

2010;

Brehmer, 1976; Jehn, 1995; Pinkley, 1990).

론가인 Deci and Ryan(2000)은 역량, 자율성, 관련성에

이러한 관점에서 관련 연구들을 토대로 관계갈등은

기반 해 진정성을 내재적 심리욕구에 따라 자기 자신

지식창출에서 구성원들이 가지는 태도에 부정적인 영

이 스스로 결정한 행동으로 간주하였으며, 이를 더 포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구성원들 간 소통

괄적으로 개념화한 Goldman and Kernis(2002)는 자신

의 어려움과 부재는 스트레스와 짜증, 분노를 야기할

의 진실을 가리지 않는 행동이나 신념을 진정성으로

수 있으며 무감각으로 대응하여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고 각각 두 개의 하위차원으로 이루어진 인지(자아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다(Nightingale et al., 1974). 이와는

인지, 편견 없는 정보처리)와 행동(진정성 행동, 관계

대조적으로 최근 관계갈등은 혁신행동과 직접적인 인

진정성)을 포함시켰다.

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이에 비해 Harter(2002)는 인간이 자신을 알아가면

이러한 연구들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대립은

서 얻은 생각, 감정, 욕구, 바람, 선호, 신념, 프로세스

심리적인 메커니즘의 작용으로 직접보다는 간접적으로

등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내면상태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De Dreu, 2006;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진정성이라고 하였다. 또한

Lu et al., 2011; Vinarski-Peretz et al., 2011).

Egan(1997)과 Van der Westhuizen(1993)은 차이, 독창

한편, Simons and Peterson(2000)은 과업갈등이 대부

성, 다양성을 수용 하는 태도도 진정성을 알아볼 수

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관계갈등은 부정적인 영

있는 한 부분이 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관점의

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면, 조직 내 관리자들은 과업갈

정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진정성을 다룬 연구들을

등은 장려하고 관계갈등은 줄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살펴보면 주로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행위에 진

하였다. 그러나 조직이 이로운 과업갈등만을 격려하는

정성을 느꼈는지의 여부에만 많은 초점을 두었다. 개

것은 자칫 관계갈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

념의 포괄적인 정의를 살펴볼 때 진정성은 타인에게

적하였다. 또한 Badke-Schaub et al.(2010)은 업무수행

비춰진 모습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솔직하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하나의 갈등은 또 다른 갈등

관계적인 투명성을 가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갈

러한 관점에서 Avolio and Gardner(2005)는 자기인지

등을 다룬 많은 실증연구들에서 과업갈등과 관계갈등

(self-awareness)와 자기규제(self-regulation) 측면에서 진

은 연구목적에 따라 하나만 적용되거나 함께 적용되

정성을 조명하였다.

고 있다. 그리고 결과변수는 선행연구들처럼 성과가

자기인지는 자신의 목표, 믿음, 감정, 가치관 등을

제안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지식창출, 혁신행동 등도

정확하게 아는 것이며, 자기규제는 실제 이루어야 할

고려되고 있다(엄혜미 등, 2011; Jehn et al., 2010; Lu

결과와 현재를 비교하였을 때, 불일치할 경우 이를 해

et al., 2011).

결하기 위해 특정의 행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
서 진정성은 참된 자아를 인지하고 발견하는 과정을

3
,지식창출의 진정성 태도
진정성(authenticity)은 최근에 경영학분야에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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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자신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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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지식창출은 구성원들의 지식공유를 기반

이를 기반으로 하미승(2005)은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으로 새로운 지식을 만들거나 기존의 지식을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개방성을 지녔을 때 지식창출이 잘

지식으로 대체하는 활동으로(Alavi and Leinder, 2001),

일어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개방성은 지식획득의

구성원들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다양하고 상이한 관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지만, 새로운 아이디

점들이 수정되고 개발되며 상호간에 이해가 형성된다

어와 지식을 창출하고 기존을 지식을 개선하며 문제

(Garvey and Williamson, 2002; Nonaka and Takeuchi,

해결을 위해 개선된 방안을 제시하는 지식창출의 노

1995; Winslow and Barmer, 1994).

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그러나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관점과 지식을 기초
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새로운 관점을 공유하거나

볼 때 개방성은 지식획득을 위한 지식공유의 수단으
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

이를 반영하듯 하미승(2005)은 지식창출을 위한 개

다. 또한 자신의 영역 내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방성을 위해 상사가 부하의 아이디어를 무시하거나

아무리 풍부한 지식을 가졌어도 문제에 대한 의사표

동료들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현을 정확하게 못하거나, 공통의 지식이라도 서로 다

밝히고 있다. 따라서 단지 비밀이 없고 자유롭게 의견

르게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Tsoukas, 2009). 그러므로

을 제시하는 개방성이 구성원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

지식창출에서 구성원들이 정보의 편향 없이 개방적인

는 선호도, 가치, 욕구 등에 기초해 표현하는 다양한

태도로 서로 다른 관점을 수용하는지, 공동의 목적달

의견이나 관점을 진정으로 모두 수용하고 있는가? 라

성을 위해 개개인의 감정표출과 행동은 자제하는지,

는 점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몰입하고 참여하는지 등이 제

(Parker and Axtell, 2001). 다시 말하면 지식창출에서

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구성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 보다는 먼

현재까지 지식창출에서 진정성이 실증적으로 조사

저 진정으로 문제를 공감하고 타인의 상이한 관점을

된 연구는 없지만 지식창출을 위한 학습과정에서 진

수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태도에 관

정성의 문화를 강조한 Taylor(1991)는 진정성을 참여,

한 신념은 개인주의, 관계주의, 집합주의 등 자신을

발견, 독창성, 규칙에 대한 반대로 규정하면서 개방성

어느 관점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 자기규제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일상적

즉, 개인의 태도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자신이

이고 익숙한 업무환경에 적응된 구성원들이 다른 관

어떤 상황에 있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그러한

점을 수용하기 위해 자신의 고정관념을 잘 바꾸려고

상황은 타인의 의견이나 관점을 수용하는데 태도변화

하지 않기 때문이다(Arnold, 2005). 그리고 타인의 지

를 가져오기 때문이다(Bolino et al, 2012; Galinsky and

식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지식을 창출하고, 조사를 통

Moskowitz, 2000). 또한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과 견해

해 독창성을 보이며, 수많은 맥락을 수렴할 수 있는

차이를 가지더라도 타인의 관점수용은 구성원들의 동

개방성과 함께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지식창출에

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Galinsky et al.,, 2006). 예

때문이다(Tillema,

를 들어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상대를 다 이해하기는

참여하는

자기규제가

필요하기

2006).

어려우며, 편견을 가지고 정보를 처리하거나 자신과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식경영 연구에서 논의되어져

유사성이 적다고 느끼는 경우에 타인의 관점을 수용

온 개방성이 진정성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Dickey et al., 2007;

볼 필요가 있다. 개방성은 많은 지식공유 연구에서 구

Harvey et al, 2006; Williams et al., 2007).

성원들 간에 소통이 잘되고 비밀이 없을 때 지식공유

그러므로 지식창출에서 구성원들이 개방적인 태도

가 잘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김구, 2003).

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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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적인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모든 사람의 의견

색하며 같은 관점으로 문제를 생각하며, 다양하고 상

에 일관된 개방성을 보이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으며

이한 관점을 진정으로 수용하는 태도로 보고자 한다.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
에서 진정성 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

3.
1갈등과 혁신행동과의 관계

에서 본 연구는 Kernis and Goldman(2006)의 연구를

과업갈등은 광범위한 정보의 원천, 다양한 시각에

기반으로 지식창출에서 구성원들이 진정성을 가져야

서의 논쟁, 깊이 있는 조사를 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하는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

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 즉, 일상적인 과업에서의

째, 진정성은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자신의 의도에

지나친 논쟁은 구성원들에게 해를 주지만 적절한 갈

따라 행동하는 자아인지(self-awareness)에서 출발한다.

등은 성과에 긍정적이라는 것이다(Jehn, 1995). 때문에

지식경영연구에서 다수의 연구들은 구성원들이 주도

관련연구들은 건설적이고 적절한 갈등은 구성원들로

적으로 지식창출에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여금 최상의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중요하다고 하였다. 때문에 구성원들이 진정한 자아를

찾게 하는 혁신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인지하는 것은 어떤 외압이나 목적, 다른 요인에 의한

하였다(Coleman and Deutsch, 2000; Lu et al., 2011).

심리적 동요에 따른 의미 없는 태도인가를 알 수 있

또한 Olson et al.(2007)도 과업수행에서 일어나는 갈등

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은 인지부조화를 가져와 과업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

둘째, 비 편향적인 정보처리(unbiased processing)는
자신에 대해 알려진 정보를 부정, 왜곡, 과장, 무시하

키고 문제해결을 위해 더 많은 지식을 찾게 하는 등
의 혁신행동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하였다.

지 않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객관적인

구성원들 간에 이견(異見)이 없고 일체감과 동질감

수용을 나타낸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고양 편향

만 있다면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문제의 다양한

(self-enhancement)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는 집단사고에 빠질 가능성이

대를 낮춰서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Taylor and Lobel,

있기 때문이다(Janis and Mann, 1977). 무엇보다 다수

1989). 특히 부서이기주의나 자기중심성이 강할 때 이

의 구성원들이 무의식적인 의견일치를 나타내는 것보

러한 경향은 더 현저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지식창출

다 건설적인 논쟁은 다양한 의견과 관점으로 독창적

은 다양한 구성원들의 인지처리 과정이 수반되므로

인 해결책을 선택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Guilford,

의견수렴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또한

1950; Van Dyne and Saavedra, 1996). 이와 유사한 맥

다양한 관점을 가진 구성원들이 공통의 합의된 지식

락에서 De Dreu and West(2001)는 구성원들의 상충되

을 도출하는 만큼 서로 다름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자

는 의견 불일치는 팀을 혁신적이게 하며 의사결정에

세가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는 객관적이고 편견 없는

도 적극 참여하게 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구성원들

개방성이 기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 의견 차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현시키고 다

Winograd and Flores(1986)는 지식창출에서 구성원들

양한 사고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

은 다양한 관점과 견해차이로 자신의 아이디어가 수용

업갈등은 혁신행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살펴본 연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구성원들은 이럴 때 진정으로

구는 부재하지만 관련연구들을 토대로 볼 때 긍정적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와 관점을 다시 생각해야

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Goldman

and

Kernis(2002),

Kernis

and

한편, 일반적으로 갈등관련 연구들을 살펴볼 때 관

Goldman(2006),

계갈등 역시 혁신행동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

Taylor(1991) 등의 연구를 기반으로 지식창출에서 진정

대해볼 수 있다(De Dreu and Weingart, 2003). 그 이유

성을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새로운 대안과 지식을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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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련연구들에서 관계갈등은 일관되게 부정적인 결

제를 해결하고, 그 지식을 토대로 문제를 정의하기 때

과를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를 실

문에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제각각이며(Bunderson

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다. 다만, 최근 몇몇 연구

and Sutcliffe, 1995), 표면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가하

들에서 관계갈등은 구성원들의 혁신적인 행동과 직접

면 구조적인 문제에까지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어

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 예를 들

(Dougherty, 1992; Larkin et al., 1980; Weingart et al.,

어 Lu et al.(2011)은 과업갈등, 관계갈등, 혁신행동 관

2005), 조직구성원들 사이에 과업갈등은 빈번하게 일

계에서 관계갈등은 주로 대인간 긴장감과 관계가 있

어난다. 때문에 갈등 관련 연구들은 과업갈등이 성과

으므로 직접적으로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을 유발하지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는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De Dreu(2006)는 적절한 수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과업갈등은 긍정적인 조

준의 과업갈등은 팀 내 구성원들의 혁신을 증대시키

직효과성도 발생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유는

는 요인이 되지만, 관계갈등은 구성원들의 혁신과는

토론 안건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의사결정에 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한 수용을 높이기 때문이다(Simons and Peterson,

이러한 연구들과 유사한 맥락에서 Vinarski-Peretz et

2000). 그리고 무엇보다 이견이 존재할 때 구성원들은

al.(2011)의 연구에서도 구성원들의 관계는 혁신행동을

더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함으로써 문제를 창의적

직접 유발하기 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통

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Carnevale and Probst, 1998).

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논쟁과 충돌을 회피하는 사람

연구는 상기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과업갈등과 혁

은 해결책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갈등을 피하고자 잠

신행동과의 관계만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

자코 있는 태도로 일관하여 참여도가 떨어지거나 무

시하고자 한다.

임승차할 가능성이 있다. 즉, 진정성 있는 태도로 문
제를 직시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저하될 수가

H1: 과업갈등은 혁신행동과 정(+)의 관계가 있

을 것이다.

있다.
사회적 영향이론(social impact theory)에 따르면 사
람은 어떤 사람이 가진 힘이 크고 그 사람과 친할수

3
.
2갈등과 지식창출의 진정성 태도와의 관계

록 혹은 규칙을 따르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어떤

업무수행에서 서로 다른 관점, 아이디어, 견해차이

상황에 대해 같은 방향으로 동조하여 집단 내 합의를

로 인한 구성원들의 인지적인 불일치는 과업갈등을

도출하는데 있어 무임승차(free-riding)할 가능성이 있

일으킨다(Jehn, 1995; De Drew and Weingart, 2003). 업

다는 것이다(Latane, 1981). Chidambram and Tung(2005)

무성격에 따라 현실을 직시하는 시각에도 차이가 있

는 이를 사회적 태만(social loafing)으로도 설명하였는

으며 같은 사물을 다르게 지각하기도 하는데, 생각이

데, 무임승차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동기를

다르고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게 되

떨어뜨리고 참여하는 태도를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면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김지혜, 탁진국,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과업갈등과 지식창출에

2010). 특히 부서가 다른 구성원들과의 협업은 부서업

서 구성원들의 진정성 있는 태도 간에 정(+)의 관계가

무의 특성상 상반되는 사고체계가 존재하고 서로 다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그 이유는 지식창출은 공통

른 교육훈련이나 전문지식 때문에 과업갈등이 쉽게

의 합의된 지식을 도출하는 만큼 구성원들의 간의 지

일어날 수가 있다(Clercq et al., 2009).

식공유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문

아무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나 무비판적인 동의는 지
식창출과 함께 참여태도에 부정적인 정서를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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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이다(Aldag and Fuller, 1993; Janis, 1985).

력한다. 그러므로 대인간 갈등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

지식창출은 해결하기 어려운 업무문제나 창의적인 업

이며 자신의 신념, 가치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무를 위해 지식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활동으로 건설

다.

적이고 적절한 과업갈등은 구성원들의 태도에 긍정적
으로 기여할 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계갈등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구성원들
간의 효과적인 정보처리는 더 어려워진다(Giebels and

구체적으로 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견해에 따른 다

Janssen, 2005). Hahm and Yun(2008)은 대립과 논쟁으

양한 아이디어는 구성원들의 학습경험을 증가시키고

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다른 구성원들의 말과 내면에

(Van Offenbeek, 2001), 토론에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

숨겨진 의미에 신경을 쓰는 바람에 의사결정을 수용

는 태도로 임하게 할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면 논

하는 정도가 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Cropanzano and

의되는 문제가 진정으로 자신에게 통찰력을 제공하는

Mitchell(2005)는 사회교환 이론에 기반 해 높은 사회

지, 타인의 아이디어를 진심으로 수용하고 있는지, 제

적 관계품질이 업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안된 지식이 정말로 관련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게 할

즉,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구성

것이다(Anderson et al., 2000; Loughran, 2003; Wallace

원들 간에 투명하고 균형 있는 지식처리가 빠르고 정

and Louden, 1994). 또한 협력차원에서도 진정한 관심

확하게 공유된다는 것이다. Simons and Peterson(2000)

과 가능한 대안을 증대시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동기

은 관계갈등이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에 부정적으로 영

를 부여할 것이다(Arazy et al., 2011; Eisenhardt and

향을 미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Schoonhoven, 1990; Jehn, 1995).

첫째, 문제보다는 시간과 에너지를 당사자에게 사

Mitchell and Nicholas(2006)는 과업갈등으로 인한 인

용함으로써 정보처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둘

지차이는 구성원들의 지식창출 노력을 강화시키며, 이

째, 스트레스와 불안이 증폭되어 구성원들의 인지적인

슈에 대한 논쟁은 구성원들의 사고체계를 다양하게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셋째, 다른 구성원들의 행

고무시키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지식창출에 참여하게

동에도 적대감이나 불안감을 조장하여 적개심이나 갈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

등이 계속 유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들은 지식

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창출에서 구성원들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참여하는데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구

H2a: 과업갈등과 지식창출의 진정성 태도는 정(+)

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성원들이 개인적인 문제로 마찰을 느낄 경우 다른 구
성원들이 제시한 정보나 의견을 진심으로 수용하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Eisenhardt, 1989). 또한 긴장

한편, 구성원들 사이에 대인관계로 발생하는 관계

과 흥분은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고 유연

갈등은 긴장, 분노, 짜증, 마찰, 적대감, 성가심, 좌절,

성과 창의적인 사고마저도 떨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흥분 등의 감정을 표출하게 한다(Jehn, 1995; Pelled,

(Chen, 2006).

1996). 이러한 감정들은 몸짓, 얼굴표정, 다양한 행위

엄혜미 등(2011)은 관계갈등은 문제를 해결할 때 구

등으로 나타나 대인 간 갈등을 더 악화시키는데, 예를

성원들로 하여금 정보고려와 지식공유를 어렵게 하고,

들어 짜증이나 화는 공격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이어

타인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되도록 비평을 삼가게

져 이해와 공감을 어렵게 하고 당사자들 간의 신뢰를

하여 지식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떨어뜨리게 한다(Harris et al., 2011; Langfred, 2007).

그리고 문윤지와 강소라(2011)는 구성원의 높은 관계

조직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사회정체성을

갈등이 지식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과가 떨

유지하기 위해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

어진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56

지식경영연구 제14권 제4호

구성원간의 갈등,지식창출의 진정성 태도,그리고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하였으며, 이는 개인의 공헌을 촉진하는 사회적 조건
이기 때문에 혁신행동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H2b: 관계갈등은 지식창출의 진정성 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것이다(Hannah et al., 2011). 그러므로 지식창출에
서 구성원들의 진정성 있는 태도는 자율에 기반 한
혁신행동을 유도하는 심리적인 기제가 될 가능성이

3
.
3
.지식창출의 진정성 태도와 혁신행동과의 관계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오늘날 많은 조직들이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을 장려

몇몇 연구들은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하는 이유는 조직 성과와 함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상이한 관점을 수용하고 공감할 때 창의적인 사고가

서이다. 성공적인 조직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지식을

증가하고 혁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

창출하고 공유해야 하는 것처럼, 구성원들의 혁신적인

하였다(Vinarski-Peretz

행동 역시 지식창출이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예를 들

Cropanzano; 2004).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어 구성원들은 주도적으로 혁신행동을 이끌어가기도

바탕으로 지식창출에서 구성원들의 진정성 있는 태도

하지만 타인의 도움이나 타인과의 활동에서도 아이디

가 혁신행동의 동기요인 될 것으로 기대하여 다음과

어를 얻고 실현할 수 있다(Jong and Hartog, 2007). 지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et

al.,

2011;

Wright

and

식창출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과 독창적인 경험은 학습을 증진시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얻게 하여 혁신행동을 배가시킬 수가 있

H3: 지식창출의 진정성 태도는 혁신행동과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다(Hirst et al., 2009).

Dyer et al.(2009)에 따르면 혁신적인 사람들은 관련
이 없는 문제와 다른 분야의 아이디어를 적절하게 연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들을 기초로 한 연구모형
은 <그림 1>과 같다.

결시키는 능력이 있으며,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해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며 타인과
접촉하여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혁신행
동이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는 의

Ⅲ.연구방법 및 분석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미와 일맥상통한다(Van de Ven, 1986). 하지만 이러한

본 연구는 <그림 1>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각 변

혁신행동은 내재적 동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수의 문항을 작성하여 먼저 내용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있다(Amabile et al., 1996). 예를 들어 내재적으로 동기

검증과정은 본 대학의 경영대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직

부여가 된 사람은 규칙이나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학

장인 50명을 대상으로 약 3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습 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유연함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표현하기 힘든 문항은

는 것이다(Zhou, 2003).

쉽게 이해되도록 수정하였다. 이러한 문항을 중심으로

Ryan

and

Deci(2000)은

자기결정이론

직장인 100명을 대상으로 사전테스트(pre-test)를 실시

(self-determination theory)에 기반 하여 스스로 결정한

하였으며 모든 요인들의 신뢰도가 0.7이상으로 나타났

것이 완전히 내재적으로 동기화되었을 때 진정성 있

으며 요인적재 값도 모두 0.5이상으로 나타났다. 그 결

는 태도를 보이며 이는 혁신행동의 동기요인이라고

과를 중심으로 U지역의 43개 산업조직을 대상으로 최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Hyun(2001)은 진정성 있는

종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0년 11월

태도는 주도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가치를 제공한다고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고 총 300부가 배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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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갈등
지식창출의
진정성 태도

혁신행동

관계갈등

< 그림 1> 연구모형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입력 값이 없거나 특정 번호

반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5문항으로 구성하였

에서 중심화 경향이 심하고 회수되지 않은 설문지 51

다. 문항의 예는 간략하게 관계마찰, 불편함, 개인주의

부를 제외한 총 249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갈등 등으로 각 항목은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

분석단위는 조직의 개인이며 분석도구는 PASW 18.0

며 Cronbach'α 계수는 0.926으로 나타났다.

과 AMOS 18.0이며, 응답자의 인구통계 자료를 살펴

지식창출의 진정성 태도는 새로운 대안과 지식을

보면 성별은 남(81.5%), 여(18.5%)이며 연령은 20∼30

탐색하고 같은 관점으로 문제를 생각하며,타인의 서

대(64.7%),

로 다른 생각을 진정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40∼50대(35.3%)이다.

업종은

제조업

(65.5%), 비제조업(34.5%)이며 직무는 관리직을 포함한

이 구성개념은 그동안 지식경영 연구들에서 언급되어

사무직(49.8%), 기술직과 기타(50.2%)로 나타나고 있

온 개방성과는 다른 개념으로써 그 이면에는 다른 요

다. 근무경력은 10년 미만(61.8%), 10∼20년 미만

인(
예:타인,상황적 환경)
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28.1%), 20년∼30년 미만(8.8%), 30년 이상(1.2%)으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지(self-awareness)하고 편향이

나타났다.

없는 정보처리(unbiased processing)로 보다 객관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면서 진정한 관계(relational orientation)를

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이어가는 주의가 내포되어 있다. 설문문항은 Goldman

and Kernis(2002), Tillema(2006), Li et al.(2007)의 연구
본 연구에 적용된 변수는 과업갈등, 관계갈등, 지식

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5문항으로 구

창출의 진정성 태도, 혁신행동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

성하였다. 문항의 예는 간략하게 문제에 대한 같은 관

은 다음과 같다.

점의 생각과 공유, 새로운 관점제시, 합의된 사항 수

과업갈등은 업무와 관련하여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관점, 생각, 의견(견해)차이로 인한 인지적인 불일치를

용 등으로 각 항목은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Cronbach'α 계수는 0.869로 나타났다.

나타낸다. 설문문항은 Janssen et al.(1999), Simons and

혁신행동은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

Peterson(2000)의 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

발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업무에 적용하는 행동을

정하여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예는 간략하게

나타낸다.설문문항은 Scott and Bruce(1994)의 연구를

업무내용에서의 견해차이, 관점으로 인한 마찰, 업무

기반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5문항으로 구성하

아이디어 갈등 등으로 각 항목은 Likert 7점 척도로

였다. 문항의 예는 간략하게 새로운 기술, 도구, 방법

측정하였으며 Cronbach'α 계수는 0.908로 나타났다.

탐구, 아이디어 개발과 적용, 독창적인 방법 생각 등

관계갈등은 개인 간 마찰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
정 상태로 불편함, 화, 짜증, 마찰 등을 나타낸다. 설

으로 각 항목은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Cronbach'α 계수는 0.910으로 나타났다.

문문항은 Jehn(1995), Janssen et al.(1999)의 연구를 기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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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전체분산의 약 74%를 설명하고 있어 개념타

3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각 변수들의 측정항목에 대해 Cronbach's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거친 측정항목에 대해

α 값으로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Cronbach's α 값은 0.7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평가되는데

인분석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과업갈등 1항목(TC1),

(Nunnally and Bernstein, 1994), 분석결과 과업갈등, 관

관계갈등 1항목(RC2)이 다른 요인에 걸쳐 나타나 제

계갈등, 진정성 태도, 혁신행동의 신뢰성은 0.869∼

2

거하였다. 분석결과 적합도 지표들이 χ /df(98)=1.478,

0.926의 값을 나타내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타

GFI=0.94, AGFI=0.91, NFI=0.95 TLI=0.98, CFI=0.98,

당성은 주성분분석을 이용한 요인분석으로 검증하였

RMR=0.0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기준을 충족시키는

으며, 직교회전방식에 의한 고유 값이 1이상인 요인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합신뢰성(construct reliability)

을 선택하였다. 요인적재량은 0.5이상이면 유의한 것

값은 0.873∼0.922로 나타나 0.7이상의 신뢰수준을 보

으로 간주하였으며(Hair et al., 2006), 분석 결과 4개의

였으며, 평균분산추출 값은 모두 0.5이상을 상회하는

< 표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
변수와 항목

요인
적재 값

과업갈등(TC)
TC1. 업무내용에 대한 견해차이*
TC2. 업무관점 차이로 인한 마찰
TC3. 업무에 대한 의견 차이
TC4. 업무스타일 차이
TC5. 업무아이디어 갈등

.886
.862
.851
.797
.729

관계갈등(RC)
RC1. 파벌조성 갈등
RC2. 개인적인 관계 마찰*
RC3. 개인적인 관계 불편함
RC4. 개인주의 갈등
RC5. 특정인 편애 마찰

.791
.886
.887
.842
.821

지식창출의 진정성 태도(KCA)
KCA1. 같은 관점으로 문제생각과 공유
KCA2. 문제에 대해 새로운 대안 모색
KCA3. 문제에 대해 새로운 관점 제시
KCA4. 새로운 분야 조사
KCA5. 진정으로 합의된 사항 수용

.703
.824
.855
.765
.804

혁신행동(IB)
IB1. 새로운 기술, 도구, 방법 탐구
IB2.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IB3. 체계적으로 아이디어 적용
IB4. 독창적인 방법 생각
IB5. 아이디어 지원확보 노력

.790
.888
.857
.862
.838

2

고유 값
(% 분산)

2.137
(18.295)

5.831
(19.626)

1.770
(16.797)

4.969
(18.817)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
적재
값

.749
.803
.859
.835
.776
.785
.846
.840
.870
.847
.613
.808
.889
.719
.759
.650
.828
.880
.878
.839

혼합
신뢰
성

AVE
(AVE 제곱
근)

.902

.601
(.775)

.922

.653
(.808)

.873

.528
(.727)

.910

.613
(.786)

2

χ =144.86, df=98, χ /df=1.478, GFI=0.94, AGFI=0.91, NFI=0.95 TLI=0.98, CFI=0.98, RM R=0.06

주)측정문항은 핵심문구만 표현함
*:확인요인분석 과정에서 제외된 변수임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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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변수들 간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결과
변수

M

SD

TC

RC

KCA

IB

TC

4.40

1.04

1

RC

3.61

1.27

.49

1

KCA

4.65

1.02

.03

-.19

1

IB

4.74

1.02

.15

.03

.39

1

성별

.18

.38

-.05

.04

-.06

-.24

1

연령

.42

.49

.08

.09

.06

.13

-.08

1

업종

.26

.44

-.03

-.01

.09

.02

.20

-.02

1

직무

.08

.28

-.12

-.16

.00

-.10

-.06

-.03

-.13

1

경력

.34

.47

.12

.14

.13

.16

-.08

.76

-.04

-.09

성별

연령

업종

직무

경력

1

성별:0=남자,1=여자
연령:1=20대,2=30대,3=40대,4=50대 이상
업종:1=제조업,0=비제조업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방법분산 효과를 최소화하는 4개의 대안을 제시하였

판별타당성 검증은 상관관계 행렬을 통해 95% 신

는데 본 연구는 그 중에서 Harman's one-factor test를

뢰구간 (상관관계±(2×표준오차))로 계산하여 그 값이

이용하였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동일방법편의를

“1”을 포함하지 않으면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

줄이고자 Straub et al.(1995) 연구의 Delta 값 비교를

단된다(Anderson and Gerbing, 1988). 또한 평균분산추

수행하였다.

출(AVE)과 다른 변수의 상관계수 값을 비교하여 평균

첫째, 동일방법분산은 측정항목 모두를 넣어 요인

분산추출 값의 제곱근 값이 다른 상관계수 값보다 커

분석을 수행했을 경우 하나의 요인(a sing factor)이 발

야한다. 그 결과 상관관계 행렬에서 모든 변수들이

견되거나 공분산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하나의 일반적

“1”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AVE 제곱근 값 역시 다

요인(one general factor)이 발견되는 문제이다. 선행연

른 상관계수 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

구들은 이 문제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지

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관관계 행렬은 <표 2>

만, 이는 주로 측정문항이 의도한 요인을 제대로 측정

와 같다.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전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에 해당한다(배병렬, 2005). 본 연구는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었으며 비 회전된 요

4
.동일방법편의 검토
한편,

본

연구는

설문지에

의한

자기보고

(self-reported)를 바탕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설문항목
에 대한 응답자의 일관된 답변으로 변수들 간의 잘못
된 상관관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동일방법분산(common

method variance)을 확인하였다. 동일방법분산 문제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 측정치를 증감(inflates or deflates)
시켜 Type Ⅰ과Ⅱ error의 발생위험을 가져오게 한다

(Cote and Buckley, 1998). Malhotra et al.(2006)은 동일
60

인구조(unrotate factor structure)에서 요인1(관계갈등)이
분산의 19%로 나타나 분산의 30%미만을 설명하고 있
다(Chen et al., 2011).
둘째, Straub et al.(1995)의 연구에서 제시한 동일방
법편의 분석은 각 모형(null model, one factor, two

factor)의 값에서 χ2의 값으로 Delta 분석을 하여 동일
방법편의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
은 ⑴ 측정항목 간 관계를 가정하지 않는 Null

model(MM0), ⑵ 모든 측정항목을 하나의 요인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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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동일방법편의 measurement model 분석결과
모형

χ2

df

2

2

Δχ (Δdf)

χ /df

1.478
―
4.899
349.96(3)
8.789
410.42(2)
16.47
807.76(3)
1
939.04(16)
22.10
0
2
2
Delta : (χ2MM0 -χ MMi)/χ MM0, MM1-MM4 : 0.915
MM4
MM3
MM2
MM1
MM0

144.86
494.82
905.24
1713.00
2652.04

98
101
103
104
120

려한 one factor model(MM1) ⑶ 측정항목들을 측정변

Delta

GFI

NFI

TLI

0.707
0.453
0.471
0.354
―

0.94
0.75
0.62
0.44
0.33

0.94
0.81
0.66
0.35
0.00

0.97
0.81
0.63
0.28
0.00

며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로 묶는 일반적인 measurement model(MM2) 단계로

첫째, 과업갈등(β=0.096, t=2.068, p=0.03)은 혁신행

수행 된다. 계산된 Delta 값은 총 분산에서 각 모형이

동에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H1은 지지되었다.이러

설명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손하늬 등, 2013).

한 결과는 관련연구들에서 언급한 것처럼 업무와 관

예를 들어 모형비교결과(<표 3> 참조) MM1은 총

련하여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관점과 견해 차이를 지

분산의 35%를 설명한다. 본 연구모형의 측정모형인

각할수록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탐색과 새롭고 창의적

MM4는 MM1과 비교하였을 때 총 분산의 약 92%를

인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이 MM1보다 더 유

둘째, 과업갈등(β=0.136, t=1.960, p=0.05)은 지식창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완벽하게 동일방법분

출의 진정성 태도에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H2a는

산에서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적어도 동일방법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구성원들이 업무와 관련하

분산 가능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 건설적인 갈등을 경험할수록 해결해야 할 업무문
제나 과제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지
식을 만들어가는 지식활동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를

Ⅳ.가설검증과 해석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과업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그림 1>의
2

갈등의 초점은 업무에 있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완수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적합도는 χ =244.00

하는데 있어 겪는 갈등은 궁극적으로 부정보다는 긍

df=181, χ2/df=1.348(p<0.001), GFI=0.91, AGFI=0.89,

정적인 태도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NFI=0.92 TLI=0.97, CFI=0.97, RMSEA=0.03으로 나타

셋째, 관계갈등(β= -0.282, t= -3.747, p=0.000)은 지

나 연구모형이 대체로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식창출의 진정성 태도에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H2b

구조방정식의 경로분석 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으

는 지지되었다. 이는 관련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

< 표 4> 가설검증 결과
경로계수

t값

H1a : 과업갈등 → 혁신행동

0.096

2.068

*

채택

H2a : 과업갈등 → 지식창출의 진정성 태도

0.136

1.960*

채택

H2b : 관계갈등 → 지식창출의 진정성 태도

-0.282

-3.747

제안된 가설 경로

H3 : 지식창출의 진정성 태도 → 혁신행동

0.400

6.197

결과

**

채택

**

채택

주) *: p<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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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6
*

성별

0.50**

연령

0.05

혁신행동

업종

0.00

R 2=0.26

직무

0.04

경력

0.02

0.136

과업갈등

*

0.400

지식창출의
진정성
관계갈등

- 0. 28

**

R 2=0.07

**

주) *:P<0.05, **:p<0.001

< 그림 2> 연구결과
는 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관계갈등은 상

고자 한다. Sobel Test는 MacKinnon and Dwyer(1995)

호작용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

와 Preacher and Hayes(2004) 등이 보편화시켰으며, 매

에 다양한 영향요인이 존재할 수 있지만 단순히 후광

개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비표준화 회귀계수와 표준

효과에 의해서도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있다. 때

오차, 종속변수에 대한 매개변수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문에 협력과 의견조정, 수용 등이 필요한 지식창출에

와 표준오차를 이용하여 매개효과가 ‘0’이라는 가설에

서 구성원들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전

대한 검증방법이다. <표 5>의 분석결과 Z값(Z=-3.447,

략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p<0.001)은 관계갈등과 혁신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넷째,

지식창출의 진정성 태도(β=0.4,

t=6.197,

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즉, 지식창출의 진정성 태도

p<0.000)는 혁신행동에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H3은

는 관계갈등과 혁신행동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지되었다. 이는 지식창출에서 구성원들의 진정성 있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본

는 태도는 보다 창의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혁신행

연구모형에서 적용되고 있는 지식창출의 진정성 태도

동을 동기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는 갈등과 혁신행동 간에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

그러므로 이러한 검증결과는 <그림 2>와 같이 요약

로 판단된다. 그 결과 관계갈등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된다. 가설검증 결과와 함께 본 연구는 Sobel Test를

제시하였듯이 관계갈등은 혁신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지식창출의 진정성 태도가 갈

치기 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으

등과 혁신행동 사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알아보

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5> 매개효과 분석결과
독립변수

매개변수

변수

β

SE

과업
갈등

0.136

0.07

관계
갈등

-0.282

0.07

변수

β

SE

지식창출의
진정성

0.400

0.06

매개효과

종속변수

0.05

Z값
1.865

혁신행동

0.11

-3.447**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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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및 토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가지면서 혁신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갈등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

1
.연구의 요약 및 해석
본 연구는 조직 내 구성원들 간에 일어나는 갈등과
혁신행동에 초점을 두고 지식창출에서 구성원들의 진
정성 있는 태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조사하였
다.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은
그동안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하
지만 본 연구는 진정성 있는 태도와 혁신행동을 살펴
봄으로써,첫째,갈등의 효과가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
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둘
째 지식창출에서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태도변화가 행
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혁신행동 연구에 기여하는
선행변수의 폭을 더 확장할 수 있었다.따라서 본 연
구의 분석에 따른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업갈등은 혁신행동에 유의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과업갈등과 관계갈등은 지식창출의 진
정성 태도에 모두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
설적이고 적절한 과업갈등은 지식창출에서 구성원들
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가지는데 동기가 되지만, 관계
갈등은 동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발전적인 과업갈등은 장려하면서 관계갈등
은 완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식창출의 진정성 태도는 혁신행동
에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창출이 혁신
행동을 이끄는 하나의 요인임을 볼 때, 구성원들의 진
정성 있는 태도는 동기요소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지식창출의 진정성 태도는 관계갈
등과 혁신행동 사이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관계갈등은 혁신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연구의 이론 및 실무적 시사점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지식창출에서 구성원들이
2013.12.

과 실무적인 시사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조직 내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갈
등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연
구와는 다른 결과를 확인함과 동시에 연구의 폭을 더
확대하였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구체적으로 현재
갈등관련 연구들에서 관계갈등은 일관되게 조직효과
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에
과업갈등은 긍정과 부정 등의 혼재한 결과를 제시하
고 있다.이에 심덕섭 등(2011)은 그 이유를 성과변수
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가 혁신행동을 접목시킴으로써 일관되
게 제공되어온 관계갈등의 부정적인 효과는 혁신행동
과는 무관하며 과업갈등은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관계갈등에 있어서는
심리적인 매개체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그동안 관련연구들은 이론적으로 지식창출과
혁신행동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진정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지
식창출에서 구성원들이 진정성 있는 태도가 혁신행동
을 이끄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진정성이 혁신행동을 유도하
는 내적 동기요인이 된다는 Ryan and Deci(2000)의 제
안과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혁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조직운영 방식을 일부
변경하여 창의성과 추진력을 갖춘 조직으로 변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조직의 운영정책
에 맞춰 구성원들 역시 혁신행동을 보여야 하기 때문
이다. 때문에 태도는 경영학분야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가 지식창출과 혁신행
동 간의 관계에서 구성원들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심
리적인 기제로 적용한 시도는 기존 연구와는 차별되
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와 함께 실무적으로 지식창출에서 구성
원들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가지면서 혁신적인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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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도록 갈등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정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지식창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지식창출과 혁신은 현대의

출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는 구성원들의 건설적인 대립

조직들이 경쟁력과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

과정에서 이루어질 때 그 가치가 발휘될 수가 있다.

지고 실천에 옮겨야 하는 중요한 이슈이다.이 두 개

이에 본 연구는 문제의 본질, 이해, 해결 및 개선을

념은 주체자인 구성원들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참여

위한 생산적인 논쟁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존이구

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행동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는

동(尊異求同)을 제안하고자 한다. 같은 것을 추구하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하지만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

서도 이견은 남겨두는 존이구동은 갈등을 경험한다고

람들이 모여 움직이는 조직은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를 표출하지는 않기 때문에 갈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다.때문에 전략적으로 갈등을

등의 유무보다는 구성원들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즉,건설적인 과업갈등은 지향하

를 어떻게 조절하고 해결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

면서 감정적으로 격해지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관계

는 면에서 생각해봐야 할 점이라고 본다. 구성원들은

갈등은 완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적속성(예: 가치관, 지식, 경험)이 모두 다를 뿐만

사실 한 조사기관의 설문조사에서 조직 내 구성원

아니라 수행하는 업무 또한 다양하여 조직사회 단위

들은 과업갈등보다는 상대적으로 관계에서 오는 갈등

내에 구성원들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이진규 등,

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범상,

2013).

전재권, 2012). 구성원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

하지만 과업갈등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성만 강조하

간관계의 불화는 동기저하를 가져오고 직장에서의 심

는 것은 다름만을 인정하게 되어 공통의 해결책을 찾

리적 불안감 역시 관계불화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

는 과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방안

한 과업이 뜻대로 잘되지 않을 때 역시 스트레스가

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선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자신의 능력부족으로

서 머물면 다름과 틀림을 구별하지 못할 수도 있고

대부분 인지하였다. 그 결과 상사에게는 배려와 존중,

겉과 속이 다른 행위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양성

동료에게는 정보공유와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한

은 인정하면서 공통의 혜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데,

기대로 밝혀졌다. 직급과 관계없이 모두 동료차원에서

이를 위해서는 먼저 타인에 대해 배려할 줄 아는 아

볼 때 과업과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서로의

량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배려는 다름에서 오는 의도

다름을 인정해주고 배려하며 협력과 함께 동반성장

적인 인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배려할 줄 아는 심성이

할 수 있도록 관리될 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

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갈등 발생의 원인을

한 관점에서 과업갈등과 관계갈등은 구성원들의 심리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 지나친 과업갈

적인 태도변화에 영향을 주는 동기요소가 됨에는 틀

등은 관계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

림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다양성으로

지식창출은 다양한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이 참여하

과업갈등도 일어나고 관계갈등도 발생한다고 생각한

여 문제를 해결한다. 때에 따라서는 공통의 합의된 사

다. 갈등 발생이 관계에서 해석의 충돌과 다름에서 오

항을 도출할 수도 있겠으나 대다수 참여에 그치는 경

는 것인지, 아니면 이해관계의 충돌과 구조적인 문제

우가 많다. 때문에 논의되는 문제가 진정으로 통찰력

에서 오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상대방에

을 제공하고 제안된 지식이 관련성이 있는지를 생각해

대한 협력 정도와 나의 창의적인 목표 달성 의지 면

봐야 하는데, 과업으로 인한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사

에서 어떤 순서로 접근하고 어떻게 집중해야 하는지

람은 자칫 집단사고에 머무를 수도 있다. 올바른 의사

를 조금 더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

결정은 다양한 관점이나 반대되는 의견이 충돌하는 과

로 나와 상대의 성향에 따른 갈등 해법을 비교해 보

64

지식경영연구 제14권 제4호

구성원간의 갈등,지식창출의 진정성 태도,그리고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는 것이다. 즉, 내가 경험하는 갈등에 대한 대처법과

관한 평가이다. 진정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

상대방의 대처법을 비교하여 상대에 대한 배려를 높

로 “진정성을 느꼈다”는 관점으로 상대에 대해 평가

여가는 것이다. 이는 서로의 차이는 인정하되 공통점

하거나 자기 자신이 진정성 있게 행동했는지를 평가

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바로 존이구동의

하고 상대가 그렇게 느낀 것을 동시에 평가하고 있다.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국내 학술연구에서 진정성을 조사한 연구가 많

한편, 다양성 촉진을 위해 직무 순환제나 직무공모
제 등이 제안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것 역시 매우

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방법편의를 줄이기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보여 진다.

어려운 프로세스이다.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

하지만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학습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

진정성을 태도관점으로 보고자 하였으며, 동일방법편

간과 노력의 소모와 비용을 가져올 수 있으며, 직무공

의를 검증하기 위해 Harman's one-factor test를 이용하

모는 빼어난 인재를 공급하지 않으려는 부서 간 긴장

였지만 상대방에게 보여 지는 자신의 태도를 알아보

감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소

는 진정성 부분에서는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의 인원에 한해서만 가능할 수 있는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서

따라서 과업과 관계에서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는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방안으로 정기적인(2-3년) 시뮬레이션 훈련 프로그램

셋째, 본 연구는 갈등의 위험성과 중요성에 대해 언급

을 만들어 똑 같은 상황을 역할대행이나 역할 바꾸기

하고 있지만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진정

로 수행하게 해 간접경험을 체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

성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구성원들 간 갈등이 주로 질시와 반목을 낳는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갈

소모적 갈등이라면 업무와 관련된 갈등은 생산적인

등관리능력을 고려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갈등으로 유도될 수 있다. 전자가 사전 예방이 중요하
다면 후자는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따라서 효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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