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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mployees’ knowledge contribution is one of the critical activities that maximize internal capability of the
firm and facilitate organizational innovation by sharing scattered internal knowledge. This study integrates
antecedents of knowledge contribution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TPB). Utilizing TPB as a
theoretical framework, expected reciprocity, subjective norm, and self-efficacy’s direct effects on knowledge
contribution were assessed. Additionally, interaction effects among expected reciprocity, subjective norm, and
self-efficacy were explored. As the results of analysis, all the antecedents significantly influenced knowledge
contribution. Interestingly, when the knowledge source’s self-efficacy was high, the influence of expected
reciprocity on knowledge contribution was decreased. Similarly, when the knowledge source’s subjective
norm for knowledge contribution was high, expected reciprocity’s effect was weakened. This implies that
when facilitating knowledge contribution, interaction effects among antecedents of knowledge contribution,
as well as their direct effects,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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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uchi, 1995).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지식기여의

Ⅰ. 서 론

선행요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왔으나 (Szulanski,
1996; Ko et al., 2005; Kang et al., 2010; Chang et

개인의 지식기여(knowledge contribution)는 직원

al., 2012; Tortoriello et al., 2012), 여전히 많은 기업

개개인에게 흩어져서 존재하는 지식을 조직차원의 지

들은 자신의 지식을 제공하지 않는 직원들로 인해 생

식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신제품 개발이나 프로세스

기는 문제점에 시달리고 있다.

혁신 등 조직 차원의 혁신으로 이어진다(Nonaka &
* 2014년 12월 10일; 1차 수정: 2015년 1월 12일; 2차 수정:
2015년 1월 27일; 게재확정:2015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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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의 한 가지는, 기존 연
구에서 밝혀진 다양한 지식기여의 선행요인들 간에
존재하는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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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과거 연구에서 제시된 선행요인들을 취합하여

다(Kankanhalli et al., 2005; Ko et al., 2005). 또한,

적용할 경우 각 요인 간의 시너지 혹은 상충 작용으로

인지된 행동통제력은 자기 효용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인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대표적으

알려져 있다(Godin & Kok, 1996). 이와 같은 논의를

로, 내재적으로 동기부여 되었던 지식제공자에게 보상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과 같은 외재적 동기부여를 제공할 경우 오히려 기존
의 동기부여를 훼손하여 지식기여를 감소시키기도 한
다(Osterloh & Frey, 2000).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
터 출발하여, 본 논문은 지식기여 행위의 선행요인들
이 미치는 직접적 효과 뿐 아니라, 이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상호호혜성,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은 지식기여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지식이전 상황에서 상호호혜성, 주관적 규범, 자
기효능감 간에는 조절효과가 존재하는가?
이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계획행위이론, 자기효능감, 상호호혜성에

본 논문에서 지식기여 행위의 주요 선행요인 중 하

관해서 살펴보고, 이에 기반을 둔 연구 가설과 모델을

나로 제시하는 자기효능감과 상호호혜성에 대한 논리

설정한다. 다음으로, 연구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를 검토해 보면, 충돌되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예

방법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분석결과를 토론한다. 마

를 들어, 이미 자신의 전문 영역을 구축한 고참 직원의

지막으로, 분석 결과에 대한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점

경우, 자신의 지식이 동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자신감(즉,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지식을 제공할 수 있
다. 이 경우는 자신의 전문성이 상대보다 높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보답을 받으리라는 기대는 상대적으로

2. 이론적 배경

적을 것이다. 반면에, 하위 직급 직원의 경우, 전문성과
권한을 지닌 상사들에게 지식을 제공할 경우 추후에
그에 상응하는 도움(즉, 상호호혜성)을 기대할 수 있기

2.1 계획행동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행동이론은 인간의 행위 및 의도의 선행요인을

상대방은 자신보다 우월한 전문성이나 자원을 지니고

설명한 합리적 행위이론을 확장한 이론이다(Ajzen,

있기 때문에, 제공자의 자기효능감은 별로 높지 않을

1991). 합리적 행위이론이 인간의 의도가 경제적 차

것이다. 즉, 자기효능감과 상호호혜성은 서로 상반되는

원의 태도(attitude)와 사회적 차원의 주관적 규범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ubjective norm)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한 반면

이처럼, 지식기여 상황에서 영향 요인 간에 발생

(Fishbein & Ajzen, 1975), 계획행동이론은 두 가지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계획행동이론

요소 외에 지각된 행동 통제력(perceived behavioral

(Theory of planned behavior; Ajzen, 1991)을 확장

control)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였다. 개인의 의지에 따

한 연구모델을 구성하였다. 계획행동이론은 개인의 의

라 쉽게 수행할 수 있는 행위와 달리, 외과의사의 수술

도를 결정하는 주요 영향 요인으로 개인의 태도, 주관

처럼 수행과정에서 일정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행

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력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

위의 경우, 그 행위를 자신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

다. 개인의 태도는 주로 행위의 결과에 대한 기대에 의

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의는 사회인지이론의

해 좌우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기대되는 상호호혜성이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정의라고 볼 수 있다(God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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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 1996; Ajzen, 2002).

고 있다(강민형, 2011). 특히, 의사나 연구원처럼 보유

2000년대 이후, 지식경영 분야에서 지식제공자의

지식의 수준이 높은 경우, 지각된 행동 통제력을 포함

지식기여 행위를 설명하는 데에는 합리적 행위이론

하는 계획행동이론이 더 적합하다고 평가 받고 있다

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Bock & Kim, 2002;

(Ryu et al., 2003).

Bock et al., 2005), 계획행동이론의 활용도 확대되
[표 1] 자기효능감과 상호호혜성을 선행요인으로 고려한 지식기여 연구
저자

사용변수

연구 맥락

Bock et al. (2005)

자기효능감

조직 내 지식기여

Cabrera et al. (2006)

자기효능감

다국적 기업의 내부 지식기여

Lu et al. (2006)

자기효능감

관리자들 간의 내부 지식기여

Lin (2007)

자기효능감

조직 내 지식기여

Hsu et al. (2007)

자기효능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지식기여

Quigley et al. (2007)

자기효능감

지식기여 상황에 대한 실험 설계

Huang et al. (2008)

자기효능감

조직 내 지식기여

Papadopoulos et al. (2013)

자기효능감

블로그 상에서의 지식기여

Dyer & Nobeoka (2000)

상호호혜성

자동차 공급망에서 조직 간 지식기여

Wasko & Faraj (2005)

상호호혜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지식기여

Chiu et al. (2006)

상호호혜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지식기여

He & Wei (2009)

상호호혜성

다국적 IT기업의 내부 지식기여

Hung et al. (2011)

상호호혜성

지식기여 상황에 대한 실험 설계

Chai et al. (2011)

상호호혜성

블로그 상에서의 지식기여

Kankanhalli et al. (2005)

자기효능감, 상호호혜성

지식저장소를 활용한 지식기여

Lin et al. (2009)

자기효능감, 상호호혜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지식기여

Chen & Hung (2010)

자기효능감, 상호호혜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지식기여

2.2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과 상호호혜성(Reciprocity)
사회교환이론(Emerson, 1976)은 모든 인간의 행

불특정 시점에 제공되는 보상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
를 상호호혜성(reciprocity)이라고 부른다(Gouldner,
1960).

위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상호호혜성은 사회적 교환관계를 유지시키는 중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일회성으로 단기간에 일어나

한 원동력이며, 무임승차(free-riding) 문제가 발생

는 경제적 교환행위뿐 아니라, 가치의 제공과 이에 대

하는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협력의 문제를 해결할

한 보상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Komorita et al.,

쳐 일어나는 사회적 교환행위에서도 그 원칙이 동일

1991; 이영찬 et al., 2008). 상호호혜성은 지식기여

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교환행위에서 행위자

상황에서 지식제공자를 동기부여 할 수 있는 영향요인

가 제공한 가치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제공받은 가치

으로도 활용되고 있다(표 1). 예를 들어, 자신보다 많

와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제공시점도 미래의 불특정

은 전문성과 권한을 가진 상사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시점이다. 이와 같은 교환관계를 사회적 교환이라고

지식제공자는 즉각적으로 상사에게 보답을 받지 못하

정의하며, 사회적 교환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미래

더라도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

2015. 03

57

강민형 · 이재남

다는 기대를 갖게 되며, 이는 적극적인 지식 이전으로

시스템 분야에는 컴퓨터 자기효능감(Computer self-

이어진다(Kankanhalli et al., 2005).

efficacy; Compeau & Higgins, 1995)으로 소개되었
으며, 지식경영 쪽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표 1). 지

2.3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과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식기여 상황에서 지식제공자의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료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식기여

사회인지이론(Bandura 1986)은 인간의 행동을 자

행위로 이어진다(Bock et al., 2005). 예를 들어, 전문

극에 대한 반응으로 묘사하는 전통적 행동주의 관점

성을 축적한 고참 직원은 신입 직원들이 겪는 문제의

에 인지적 접근을 추가한 이론이다. 즉, 전통적 행동

많은 부분을 손쉽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의가 객관적인 자극과 이에 따른 반응의 직접적인
관계만을 강조한 반면(파블로프의 침 흘리는 개 실험
이 대표적), 사회인지이론은 자극이 반응으로 이어지

3. 연구모형 및 가설

는 중간 과정에 인간의 인지적 작용이 관여한다고 보
았다. 특정한 외적 자극이 가해지더라도, 인지과정을

본 연구는 개인의 행위를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

통해서 반응이 미미하게 나타날 수 있고, 외적 자극이

된 행동 통제력으로 설명하는 계획행위이론에 근거하

없는 상태에서도, 인지과정을 통해 반응이 나타날 수

여 지식제공자의 지식기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선
행변수들을 정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의 태도
를 직접 측정하는 대신, 개인 간 지식기여 상황에서 태
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기대되는 상호호혜
성(Kankanhalli et al., 2005; Ko et al., 2005)을 활
용하였다. 외재적 동기요인에 해당되는 기대되는 상호
호혜성은 내재적 동기요인인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
동 통제력과는 논리적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태도

[그림 1] 연구모형

의 대체 변수로 사용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인지된 행동통제력은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있는 것이다.

개념으로 알려져 있어(Godin & Kok, 1996), 본 논문

사회인지이론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자기효능감

에서는 자기효능감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후에는 지식

은 특정한 문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적으로 해결

기여 선행변수들의 직접 효과 관련 가설을 먼저 설명

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으로 정의된다

한 후, 선행변수들 간의 조절효과 관련 가설을 도출하

(Bandura, 1986).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관

였다. 그림 1에 전체적인 연구모형을 나타내었다.

련 행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더 높은 성과를 보이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윤정 et al., 2008). 자기효능

3.1 상호호혜성과 지식기여

감은 심리학, 교육학 분야에서 출발한 개념이지만, 의

개인 간 지식기여는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

학, 체육학, 경영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도 활발하

기 때문에 조직차원의 보상이 어려워서, 개인 간의 상

게 활용되고 있다(Stajkovic & Luthans, 1998). 정보

호호혜성에 대한 기대가 중요한 동기요인으로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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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Kang et al., 2010). 사회교환이론의 관점에서

의 선행 변수 중 지각된 행동 통제력과 유사한 개념이

보면, 지식제공자는 지식기여 과정에서 시간이나 노력

다. 계획행동이론은 합리적행위이론에 자기효능감을

과 같은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대

추가함으로써, 개인의 행동이 태도나 주관적 규범만으

가를 기대하게 된다. 상호호혜성에 대한 기대는 지식

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였다(Ajzen,

기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아

1991). 예를 들어, 연구개발 부서에서 흔하게 발생할

니더라도) 미래 시점에 적절한 대가가 지불될 것이라

수 있는 직원들 간의 전문지식기여는 단순히 지식기여

는 믿음을 줌으로써, 지식기여 행위를 유발한다(Bock

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주관적 규범으로만 설명될

et al., 2005). 상호호혜성에 대한 기대는 온라인 상황

수 없다. 자신의 전문지식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이

에서도 지식기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

지식이 다른 동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을

져 있다(Wasko & Faraj, 2005). 이와 같은 논의를 토

때 지식기여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정 수준의

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난이도를 갖춘 지식기여 상황에서는 태도와 주관적

H1: 상호호혜성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지식제공자의

규범 뿐 아니라 지식기여에 관한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지식기여 활동이 활발할 것이다.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Ryu et al., 2003).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3.2 주관적 규범과 지식기여

H3: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지식 제공자의 지식기여 활

주관적 규범은 지식기여에 수반되는 비용과 혜택에

동이 활발할 것이다.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식제공자 주변 사람
들의 기대 및 그에 부응하려는 자신의 동기가 바탕이
되는 개념이다(Fishbein & Ajzen, 1975). 지식기여에

3.4 상호호혜성,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 간의
상호작용

대한 강한 주관적 규범을 가진 직원에게는 지식기여

지식기여의 영향변수로 제시된 상호호혜성, 주관

행위가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

적 규범, 자기효능감 간에는 상호작용이 존재할 것으

므로 별도의 보상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식

로 예상된다. 우선, 자기효능감은 지식 제공자의 지식

기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집단으로부터

이 지식 수용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확신인데(Bock

응징을 받게 된다(Coleman, 1988). 주관적 규범은 개

& Kim, 2002), 이는 지식 제공자와 지식 수용자 간의

인의 행동이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주변

지식 격차가 큰, 예를 들면, 조직 내의 사수(멘토)와 부

의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도 영향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사수(멘티) 관계나, 고참 직원과 신입 직원 간의 관계

준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두 번째 가설을 제시

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반면에, 상호호혜성

한다.

에 대한 기대는 지식 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지식

H2: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관적 규범이 높을수록

과 상응하는 수준의 지식을 지식 수용자에게 받을 수

지식제공자의 지식기여 활동이 활발할 것이다.

있다는 기대를 의미한다(Kankanhalli et al., 2005).
그러므로 상호호혜성에 대한 기대는 자신과 비슷하거

3.3 자기효능감과 지식기여

나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 혹은 자원을 가진 동료들

자기효능감은 특정 행위를 자신이 잘 수행할 수 있

에 대해 더 많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즉, 지식 제공자

다는 개인의 믿음으로(Bandura, 1986), 계획행동이론

가 수용자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질 때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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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기효능감과, 지식 제공자와 수용자의 지식수준이

지는 외재적 동기부여는 기존의 동기부여를 훼손하는

유사하거나 오히려 수용자의 전문성이 높아야 발생하

구축 효과(crowding out effect)가 있는 것으로 알려

는 상호호혜성에 대한 기대는 상호 간에 부정적인 조

져 있다(Osterloh & Frey, 2000). 따라서, 주관적 규

절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범과 기대되는 상호호혜성 간에는 부정적인 조절효과

한편, 지식기여 행위에 관한 주관적 규범이 높은 직

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토대

원은 이미 내재적으로 동기부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로, 지식기여 영향요인 간 상호작용에 관한 두 가지 가

기대되는 상호호혜성의 외재적 동기부여 효과가 낮을

설을 제시한다.

것이다. 즉, 지식 제공자는 지식기여를 조직 구성원의

H4: 기대되는 상호호혜성이 지식기여에 미치는 영향력은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기여 행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낮아질 것이다.

위가 나중에 되갚아질지 여부에 크게 영향 받지 않을

H5: 기대되는 상호호혜성이 지식기여에 미치는 영향력은

것이다. 또한, 내재적으로 동기부여된 상태에서 주어

주관적 규범이 높을수록 낮아질 것이다.

[표 2] 연구변수들에 대한 측정항목
연구변수

측정항목

관련연구

기대되는
상호호혜성

1. 내가 부서 동료들에게 지식을 제공하면, 내가 필요할 때 부서 동료들도 나를 도와줄 것이다.
2. 부서 동료들도 나를 도와줄 것이므로, 내가 부서 동료들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
3. 내가 부서 동료의 문제해결을 도우면, 그 사람도 향후 나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Yamagishi & Cook
(1993); Wasko &
Faraj (2005)

주관적 규범

1. 회사 내에서 내 행동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내가 부서 동료들에게 내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회사 내에서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부서 동료들에게 내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회사 내에서 나와 친한 사람들은 내가 부서 동료들에게 내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우리 부서 동료들은 내가 그들에게 내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Venkatesh & Davis
(2000)

자기효능감

1. 나는 부서 동료들에게 가치있는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 나는 우리 부서에 가치 있는 지식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3. 대부분의 부서 동료들은 내가 제공하는 지식이 본인들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Kankanhalli et al.
(2005)

지식기여

1. 나는 부서 동료들이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질문을 하면 적극적으로 답변한다.
2. 나는 부서 동료들이 e메일을 통해 질문을 하면 적극적으로 답변한다.
3. 나는 부서 동료들이 직접 찾아와 질문을 하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한다.

Bock et al. (2005);
Ma & Agarwal
(2007)

증된 지표들을 최대한 수용하여 개발되었다(표 2). 독

4. 연구방법

립변수인 상호호혜성,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과 종
속변수인 지식기여의 측정지표들은 7점 척도 리커트

본 논문의 연구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는 설문

(Likert) 스케일로 응답을 받았다. 이 밖에, 본 연구모

조사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방

델에서 고려하지 못한 개인수준의 효과들을 통제하기

법(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통하여 개별

위해서 근무경력을 월단위로 측정하여 통제변수로 반

가설을 검증하였다.

영하였다.

4.1 주요변수 측정

4.2 자료 수집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지표들은 기존 연구에서 검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5개 회사의 8개 부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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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응답회사 및 응답자 프로파일
부서 산업

부서규모 응답자 응답률 호혜성(표준편차) 규범균(표준편차) 효능감(표준편차) 기여평균(표준편차) 경력 평균(표준편차)

1

전자

101명

92명

91%

6.39(0.75)

5.58(1.06)

5.54(0.99)

5.98(0.91)

23.68(26.40)

2

전자

50명

41명

82%

6.27(0.84)

5.50(0.99)

5.21(0.95)

6.27(0.70)

87.45(72.19)

3

자동차

38명

31명

82%

6.17(0.63)

5.05(0.94)

4.90(0.87)

5.61(0.99)

37.45(35.04)

4

자동차

28명

25명

89%

5.81(1.03)

5.08(1.09)

4.93(1.06)

5.69(0.91)

39.12(20.97)

5

자동차

50명

48명

96%

6.24(0.78)

5.40(1.04)

5.53(0.84)

5.94(0.92)

53.15(51.91)

6

자동차

26명

24명

92%

6.38(0.64)

5.63(0.94)

5.58(0.88)

5.99(0.92)

30.33(25.91)

7

IT

59명

50명

85%

6.17(0.94)

5.46(1.05)

5.13(1.23)

5.74(1.10)

88.51(55.37)

8

금융

33명

26명

79%

6.49(0.85)

6.13(1.05)

5.94(0.82)

6.22(0.84)

73.00(52.48)

전체

385명

337명

88%

6.26(0.82)

5.49(1.05)

5.37(1.02)

5.94(0.93)

51.52(51.54)

구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저자들이 직
접 회사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설문서를 배포하고 수

5. 분석결과

거하였기 때문에,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보다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표3에 응답표본

5.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의 부서별 기술적 통계표를 제시하였다. 각 부서 내부

연구변수의 신뢰성 검증 을 위해, 각 연구변수

에서 일어나는 지식기여 행위가 조사 대상이므로, 부

에 관련된 측정지표들 간의 내적일관성(Internal

서차원에서 존재할 수 있는 8개 부서 속성의 효과를

consistency)을 보여주는 크론바하 알파(Cronbach’

통제하기 위해, 7개의 더미통제변수를 추가하였다.

s alpha) 값을 확인하였다. 모든 변수들에 대해서 크
론바하 알파 값은 0.86 이상이어서(표 4), 충분한 신뢰

4.3 분석 방법

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Nunnally, 1978).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서는 SPSS 18.0을 활용하였

연구변수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는 측정지표들이 의

다. 가설검정에 앞서 측정지표들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도한 연구변수를 충분히 측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우선적으로 확인하였으며,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도 살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의도하지 않은 연

펴보았다. 연구모델 검증을 위해서 우선 기대되는 상

구변수와 충분히 구별되는지를 보여주는 판별타당성

호호혜성,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이 지식기여 행위

(discriminant validity)을 확인하였다.

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
하였다. 독립변수 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표 4] 변수의 신뢰도 및 변수 간 상관관계

는 자기효능감과 기대되는 상호호혜성의 상호작용 항

변수

목(interaction term), 주관적 규범과 기대되는 상호

호혜성

.897

호혜성의 상호작용 항목을 각각 회귀모델에 추가하여

규범

.916

.459**

효능감

.860

.371**

.542**

지식기여

.871

.395**

.392**

.370**

근무경력

N/A

.058

.129*

.150**

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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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0 . 5 4 2 의 높 은 상관계 수 를 보여서 다 중 공 선성

시하였다. 요인 추출방법으로 주성분분석(principal

(multicollinearity)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았다. 독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였으며, 요인 회전

립변수들 간에 심각한 수준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방법은 요인들간의 독립성을 가정하는 직교회전법

경우, 회귀분석의 경로계수가 심각하게 왜곡될 우려

(Varimax)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개인수

가 있기 때문이다. 다중공선성 확인을 위해 각 독립변

준 통제변수의 측정지표 14개를 포함하는 탐색적 요인

수들의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석 결과, 각 측정지표들은 의도한 변수들에 0.731 ~

를 계산해본 결과, 모두 3.0을 넘지 않았다. 따라서, 다

0.987 사이의 높은 적재값(loading value)을 보여, 집

중공선성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중타당성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표 5). 또한, 각
측정지표들은 의도하지 않은 변수들에 대해서 0.003

5.2 연구모델 및 가설검정

~ 0.330 사이의 낮은 값으로 적재되어, 판별타당성도

수집된 자료들을 토대로 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5).

결과, 모든 연구가설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통제변수들로만 구성된 1단계 모형에 독립변수들이 투
입된 2단계 모형에서, 기대되는 상호호혜성은 표준화

[표 5] 요인분석 결과
1

2

3

4

5

RCP1

.880

.153

.133

.164

.018

RCP2

.831

.254

.116

.220

.034

RCP3

.873

.186

.161

.105

-.016

준화 경로계수 0.171, 유의확률 0.006으로 유의한 결

경로계수 0.242, 유의확률 0.000으로 지식기여에 대
해 가장 강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주관적 규범도 표

NORM1

.200

.819

.228

.188

.073

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은 표준화 경로

NORM2

.136

.850

.264

.183

.079

NORM3

.161

.853

.133

.161

.003

계수 0.181, 유의확률 0.003으로 역시 유의한 결과를

NORM4

.219

.809

.253

.065

-.008

보였다. 선행변수들 간의 조절효과를 고려하는 3-1단

EFF1

.200

.228

.854

.172

.096

계 모형에서 기대되는 상호호혜성과 자기효능감의 상
호작용 항목(interaction term)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EFF2

.096

.207

.881

.171

.098

EFF3

.140

.330

.731

.100

-.079

KTF1

.175

.150

.131

.858

.035

KTF2

.143

.171

.056

.906

.014

설을 지지하였다. 또한, 기대되는 상호호혜성과 주관

-0.141, 유의확률 0.006으로, 부정적인 조절관계의 가

KTF3

.143

.140

.236

.801

.030

적 규범의 상호작용 항목이 포함된 3-2단계 모형에서

TNR

.017

.070

.073

.050

.987

도 상호작용 항목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0.106, 유의
확률 0.043으로, 유의한 부정적 조절관계가 나타났

동일한 응답자가 모든 측정항목들에 대한 답변을

다.

제공했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위험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모든 측정변수

5.3 결과 토의

를 포함하여 Harman의 단일 요인 테스트(Podsakoff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연구가설 5개를 모두 지지하

et al., 2003)를 수행한 결과, 회전하지 않은 첫 번째

였다. 계획행동이론에 근거한 기대되는 상호호혜성,

요인이 설명하는 총 분산의 비중이 43.6%로, 동일방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 모두 지식기여 행위에 유의

법편의 문제는 크게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 2, 3 지

마지 막으 로 , 주 관적 규 범 과 자기 효능 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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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지식기여 선행요인 간 상호작용효과

[표 6]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 단계

2단계

3-1단계

3-2단계

부서통제1

-0.004(-0.063)

-0.094(-1.537)

-0.074(-1.210)

-0.078(-1.262)

부서통제2

-0.170(-2.365)*

-0.155(-2.422)*

-0.153(-2.410)*

-0.157(-2.465)*

부서통제3

-0.130(-1.906)

-0.090(-1.476)

-0.064(-1.047)

-0.075(-1.226)

부서통제4

-0.095(-1.242)

-0.134(-1.935)

-0.122(-1.786)

-0.127(-1.842)

부서통제5

-0.044(-0.630)

-0.106(-1.703)

-0.098(-1.597)

-0.104(-1.681)

부서통제6

-0.200(-2.659)**

-0.178(-2.644)**

-0.166(-2.496)*

-0.182(-2.718)**

부서통제7

-0.072(-0.786)

-0.181(-2.176)*

-0.159(-1.924)

-0.182(-2.198)*

근무경력

0.115(1.836)

0.016(0.271)

0.021(0.363)

0.015(0.260)

0.242(4.331)**

0.205(3.598)**

0.210(3.635)**

주관적 규범

0.171(2.763)**

0.160(2.597)**

0.182(2.937)**

자기효능감

0.181(2.976)**

0.189(3.132)**

0.169(2.775)**

기대되는
상호호혜성

호혜성X자기효능감

-0.141(-2.776)**

호혜성X주관적 규범
수정결정계수

-0.106(-2.027)*
0.031

0.23

0.246

0.237

주1: 셀 값은 표준화 경로계수 값과 t 통계량 값(괄호 안)
주2: * p < 0.05, ** p < 0.01

지). 이것은 연구부서 직원들의 지식기여 행위도 계획

인이지만, 상호 간에는 서로의 효과를 잠식하는 부정

행동이론에 의해 충실하게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

적 결과를 보였다. 즉, 지식기여의 동기요인을 동일하

는 것이다. 특히,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

게 강화하는 것 보다는 각각의 요인이 적합한 상황에

타난 것은, 합리적 행위이론보다 계획행동이론이 지식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자기

기여 행위를 설명하는 데 더 유용한 도구임을 증명하

효능감이 중요한 선배와 후배, 혹은 전문가와 초심자

는 것이다. 지식기여는 해당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과

사이의 지식기여 상황과, 기대되는 상호호혜성이 중요

타인에게 표현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므로, 자기효능감

한 비슷한 수준의 동료들 간의 지식기여 상황을 구분

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파악하는 것이 좀 더

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실례로, Bock et al. (2005)
의 연구를 보면, 합리적 행동이론으로 지식공유 행위
를 설명하면서도, 태도의 선행변수로 자기효능감과 유

6. 결론

사한 개념의 자아존중감(sense of self-worth)이라는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계획행동이론의 이론적 프레임워크에 근

본 논문에서 새롭게 고려한 지식기여 선행변수 간

거하여 지식제공자의 지식기여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

의 부정적 상호조절 효과는 실제로 유의하게 존재하

인을 기대되는 상호호혜성,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

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재적 동기요인인 상호호혜성에

의 세 가지로 정의하고 각각의 영향력을 확인해 보았

대한 기대와 내재적 동기요인인 주관적 규범과 자기효

다. 또한, 기대되는 상호호혜성,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

능감 모두 지식기여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

감 사이에 존재하는 부정적 조절효과를 제안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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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유무를 검증하였다.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5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실무적으로도 몇 가지 시사점

개 회사 8개 팀의 부서원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기

을 제시한다. 우선 지식기여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의

대되는 상호호혜성,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 모두 지

중요성은 직원 간 지식기여 활성화를 위해 단순히 상

식기여 행위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호호혜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지식기여에 대한 주관

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기대되는 상호호혜성과 자기

적 규범을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지식 제공을 주저하

효능감 간, 그리고 기대되는 상호호혜성과 주관적 규

지 않도록 직원 개개인의 자신감을 높여주는 일이 중

범 간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조절효과를 밝힌 것이다.

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연구개발 조직의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을 경우, 지식 제공자는 지식 수용자

에는 직원 개개인이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

에 대한 상호호혜성의 기대에 의해 지식기여 행위를

신의 담당 분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동료들

하기 보다는, 자신의 지식이 지식 수용자에게 확실하

에 대한 지식기여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

게 도움이 된다는 믿음에 의해서 지식기여 행위에 임

다.

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주관적 규범

또한, 자기효능감과 기대되는 상호호혜성 간의 부정

이 높을 경우, 지식 기여 행위는 직원의 당연한 의무로

적 조절효과를 통해, 지식기여 상황에 대한 고려가 중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추후에 제공될 보상의 존재여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상호호혜성에 대한 기

부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를 높이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중요하지만, 고참 직
원과 신입 직원 사이처럼 지식 제공자와 수용자 간의

6.1 시사점

지식 격차가 큰 경우에는, 상호호혜성에 대한 기대에

논문의 분석 결과는 학계와 실무에 다음과 같은 시

의존하기 보다는 고참 직원의 자기효능감을 높여서(예

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학술적인 측면에서, 연구개발

를 들어, 공식적인 사내 전문가 혹은 명장 인증제도 활

부서에서 지식기여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계획행동이

용 등) 지식 이전을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론의 유용성을 밝혔다. 특히 조직 내 개인 간 지식기여

마찬가지로, 지식기여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높은 부

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기대되는 상호호혜성, 주관적

서에서 직원 간의 상호호혜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

규범, 자기효능감이 각각 지식기여에 미치는 영향을 구

위해서 노력하는 것 보다는 현재 직원들의 주관적 규

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자기효능감의 유의한 영향력은,

범을 좀더 강화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지식경영을

개인 간 지식기여 상황에서 합리적 행위이론보다 계획

이끄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행동이론의 설명력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대되는 상호호혜성,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 간의

6.2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조절효과를 보인 것은 본 연구의 가장 큰 기여라고 볼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인

수 있다. 개별적으로 지식기여의 선행변수로 고려되

과관계가 포함된 연구모델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가

던 상호호혜성,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 사이에 존재

장 적합한 연구방법은 종단적(longitudinal) 연구방

하는 부정적 조절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지식이전의 동

법이지만, 연구 수행 과정의 한계점으로 인해 횡단적

기요인들이 지식이전 행위에 개별적인 영향만 미치는

(cross-section)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횡단적 연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는

구방법은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세 가지 조건 - 독립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유의한 상관관계(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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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허위적 관계(non-spuriousness), 시간적 선후관계

원과 개인차원의 속성을 함께 고려한 다차원 분석을

(temporal sequence) 중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히

시도한다면, 지식기여 행위에 관한 좀 더 포괄적인 결

확인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

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선후관계를 이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연구 표본이 특정 국가의 5

지지할 수 있는 선행연구들 및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개 회사 8개 연구개발 부서에 한정된 점은 연구의 외

충실하게 확보하였으므로, 연구모델의 선후 관계가 뒤

적 타당성을 저해하고 있다. 연구의 실행가능성 측면

바뀌는 오류를 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

에서 응답자 대상을 한정하였지만, 한정된 표본만으로

만, 보다 엄밀한 인과관계의 검증을 위해서는 종단적

검증된 사실을 기반으로 연구개발 부서 직원 전체에

연구가 가장 적합한 방법이며, 향후 연구에서 이를 확

대한 일반화를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의 위험이 존재

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다. 또한, 연구개발 부서는 업무 특성상 직원 간 지

둘째, 본 논문은 연구모델의 이론적 틀을 계획행동

식기여가 활발하기 때문에 개인 간 지식기여를 연구하

이론에서 가져왔으나, 개인의 태도를 직접 측정하는

기에 좋은 대상으로 판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대신, 기대되는 상호호혜성을 사용하였다. 외재적 동

본 연구의 결과를 영업이나 생산부서로 확장하는 것

기요인인 기대되는 상호호혜성은 개인 간 지식기여 상

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황에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Kankanhalli

보상에 민감한 영업부서에서는 기대되는 상호호혜성

et al., 2005; Ko et al., 2005)으로 인정받고 있고, 내

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직원 간 끈끈한

재적 동기요인인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력과

관계가 강조되는 생산부서에서는 주관적 규범의 영향

는 논리적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태도의 대체 변수

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를 다양한 부서

로 사용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태도

에 확대 적용하여 그룹 간 차이점을 확인해 본다면,

대신 상호호혜성을 활용함으로써 지식기여 선행요인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의 부정적 조절효과 상황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지만, 선행변수를 원 변수의 대체 변수로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 엄밀성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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