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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ntecedents that impact on the individual knowledge sharing 

based on motivational perspectives. Specifically, the authors investigate the roles of general self-efficacy and 

popularity on knowledge sharing drawn on costly signaling theory and trait activation theory. Data from 

227 pairs of employees and coworkers working in companies located in South Korea supported the model. 

General self-efficacy was positively related to knowledge sharing and popularity was positively associated 

to knowledge sharing. Also, by taking an interactional approach, our study demonstrated the moderating 

effect of popula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self-efficacy and knowledge sharing.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self-efficacy and knowledge sharing is significant when popularity is low, but 

not significant when popularity is high.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various motivation types including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for knowledge sharing of individuals exist simultaneously and these 

motivations have an interactive effect on knowledge sharing. 

Keywords:  Knowledge sharing, General self-efficiency, Popularity, Motivational approach, Costly 

signaling theory, Trait activati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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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불확실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지식은 지속 가

능한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으로 간

주된다(Teece et al. 1997). 기업은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켜 신규 자산을 획득하

며,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창

의적인 의사결정을 촉진함으로써 조직 효과성을 향상

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조직의 지식 활용은 개인 조직

구성원들 간의 지식공유 행동으로부터 출발한다. 조

직은 조직구성원 간의 지식공유를 통해 공동으로 보

유하는 지식 기반을 구축하여 상호 이해를 향상시키

고(Cabrera et al. 2006)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Lin 2011). 이제까지 지식공유에 관한 선행연구는 운

영 시스템 구축과 실천 공동체 도입과 같은 지식관리 

환경(Gong et al. 2013; Nonaka and Takeuchi 1995; 

Tagliaventi et al. 2010)과 관련된 조직 차원의 연구들

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 들어 개별 조직구성원들 간

의 지식공유 행동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조직 차

원의 지식관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Liebowitz and Megbolugbe 2003; 

김보영 2016) 개인 차원의 지식공유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식공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식공유 

행동이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조직구성원의 의지

에서 비롯된 자율적인 행동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

다(Davenport 1997). 개인의 지식공유 행동은 지식 자

원을 상실하여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다(Lin 2008). 따라서 지식공유에 참여하

기 위해서는 자율적 동기에 의한 구성원 개인의 의지

와 이와 같은 딜레마의 위협을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보상에 대한 기대가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

은 지식공유의 특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동기부

여 관점(motivational approach)에서 값비싼 신호이

론(costly signaling theory)과 특성활성화이론(trait 

activation theory)에 기반하여 개인 조직구성원의 지

식공유 행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동기부여 관점에서는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개인

의 자율적 동기부여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개

인의 경쟁력 약화라는 딜레마를 내포하는 지식공유 

행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율적 

동기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적 동기부여 상태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특징으로서 일반적 자기효

능감(general self-efficacy)이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

력을 고찰한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이란 “다양한 상황

에서 성공하거나 과업을 성취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Judge 1997)”을 의미한다. Bandura(1977)

가 제안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 특정 상황에서 

과업 성취를 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

에 상황이나 과업의 종류에 따라 변화하기 쉬운 상태

적 개인 차이(state-like individual difference)인 반

면,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이 과업

을 성취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자신을 바라보는 비

교적 지속적인 특성적 개인 차이(trait-like individual 

difference)이다(Chen et al. 2004). 일반적 자기효능

감이 높을수록 다양한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하며,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투입할 가능성

이 높아지게 된다. 자기효능감은 외부에서 발생한 사

건을 대하는 개인의 지각과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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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정책 및 기업전략에 관한 통합적 연구세계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정책 및 기업전략에 관한 통합적 연구왜 인기 있는 직원이 지식공유를 하는가: 동기부여 관점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외부 자극에 대해 실

패를 회피하려는 예방적 측면보다는 새로운 것을 도

전하려는 학습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Bandura 1977).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면 일반적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지식공유에 있어 자신의 지식 

자산을 감소시키지 않으려는 예방적인 태도 보다는 지

식공유를 통해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성과를 성취하

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Parker et al.(2006)는 일터에서 구성원들이 주도적 

행동(proactive behavior)을 하는 동기부여 프로세스

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개인의 특성 이외에도 

상황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상황적 

요인은 개인의 자율적 동기부여 상태를 자극함으로써 

지식공유와 같은 적극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Parker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

는 상황 요인으로서 인기(popularity)의 효과를 고찰

한다. 인기란 개인적 호감에서 확장된 그룹 차원의 판

단이며(Rubin et al. 2006), 다른 동료들과의 공감대가 

측정 기준에 포함된다(Scott and Judge 2009). 집단

에서 동료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구성원은 지식공유를 

많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이유를 값비싼 신호이론에 기반하여 설명한다. 값

비싼 신호이론에 따르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대신 

값비싼 비용(e.g., 에너지, 시간, 돈 등)을 들여 집단에 

기여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

를 증명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사회적 명성이나 인

정 등의 형태로 간접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Gintis et 

al. 2001). 따라서 인기가 높은 사람은 집단 내에서 획

득한 인기를 유지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적극적이고 관

대하게 자신의 지식 자원을 제공하는 지식공유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을 차별화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성활성화이론에 근거하면, 개인의 특

성인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상황적 요인인 인기가 상호

작용하여 지식공유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특성활성화이론에 따르면 상황으로부터 받는 

보상이 클 경우 개인 특성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된다. 따라서 인기가 높은 조직구성원은 일반적 자

기효능감이 낮을지라도, 높은 인기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지속적으로 획득∙유지하기 위해 지식공유

라는 값비싼 신호를 계속해서 보낼 가능성이 크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원의 일반적 자기효

능감이 동료와의 지식공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

한다. 둘째, 구성원이 획득한 인기의 정도가 이들의 지

식공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다. 마지막으

로 지식공유 행동에 대하여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인기

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다. 이제까지 동기부여 관

점의 지식공유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주도적 성격(e.g., 

Chen et al. 2003; Parker et al. 2006)과 같이 개인 

특성적 차원에서 기인하는 동기부여 프로세스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 특성으로부터 기인

한 동기부여 상태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상황 요

인으로부터 유발된 동기부여 상태가 지식공유 행동을 

설명함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동기부여적 관점을 확

장하였다는 이론적 의의를 지닌다. 이와 더불어 특성

활성화 이론을 기반으로 상황으로부터 유발되는 동기

부여 프로세스가 개인 특성으로부터 유발된 자율적 

동기부여와 지식공유 간의 정의 관계를 조절하는 경

계 요건이 될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지식공

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동기부여 요인들을 제안하



154 지식경영연구 제21권 제1호

김 보 영 • 김 용 현

고, 조직 현실에서 나타나는 동료들 간의 지식공유 행

동의 역동성을 반영하는 설명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 실무적 시사점을 지닌다. 

2. 이론적 배경과 연구모형

2.1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지식공유 

지식은 조직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경쟁 우위의 주

요 원천으로써, 루틴한 업무 매뉴얼 등의 형식지와 학

습과 경험 등을 통해 개인에게 체화된 암묵지로 구분

된다(Nonaka and Takeuchi 1995). 이 중 형식지는 조

직의 노력에 의해 매뉴얼화되어 조직 전체에 공유하기

가 용이하다. 하지만, 암묵지의 경우 표현과 전달이 어

렵기 때문에 이를 소유한 사람의 개인 자산이 되며, 이

를 통해 조직 내에서 전문가적 권력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은 지식을 자신의 지위를 통제하거나 방어

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다(Brown and Woodland 

1999). 이러한 이유로 조직구성원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팀 및 조직 수준으로 확산하여 활용하기

가 쉽지 않다(Spender and Grant 1996). 더욱이 지식

의 특성상 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선행 

과정이 필요하며, 지식 자산을 공유하면 개인의 경쟁력

이 감소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지니고 있어 

지식공유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지식 공

유를 통해 지식 전문성을 기반으로 구축한 조직 내 지

위를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나(Cabrera and Cabrera 

2002), 조직 구조가 비합리적일 때 죄수의 딜레마가 

발생하여 지식을 취득만 하는 무임승차자가 발생할 가

능성이 있다(Ostrom 1990; Wade 1989). 만일 이러한 

딜레마를 고려하지 않은 채 조직이 구성원에게 지식공

유를 강요한다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

다(Blau 1955; Shapiro and Chanin 1984). 예를 들어 

구성원은 조직의 지식 착취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짓 

정보를 공유하여 업무 해결 비용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Bamberger 2009; Liao 2008; Renzl 2008). 

또한 지식공유를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의 시간과 노력

의 투입이 필요한데 이는 곧 자신의 업무 수행에 대한 

시간과 노력의 감소를 의미한다(Lin, Kwok and Koch 

2006). 이러한 이유로 구성원들은 지식공유 행동을 

역할 외 행동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며(Ewing and 

Keenan 2001; Stevens 2000) 역할 외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없이 이를 강요할 경우 지식공유에 대

한 거부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이 지

식공유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지식공유 행동에 참여하

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율적 동기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율적 동기를 일으킬 수 있

는 의지와 환경으로부터의 보상이 필요하다.  

동기부여 관점에서는 지식공유에 있어 개인의 동

기부여 프로세스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이 관점에 의하면 개별 구성원들이 지식공유를 하

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자율적 동기부여 상태(state)

가 선행되어야 한다(Gagné 2009). 이러한 자율적 동

기부여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하는 요

소는 자율적 동기부여 상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개인 

차이(individual difference)이다. 동기부여 과정을 설

명하는 개인 차이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상과 인센티브를 획득하고 추구하려는 강

한 동기와 관련된 동기부여적 개인 차이(motivational 

individual difference)와 부정적 감정의 경험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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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스트레스의 경험과 관련된 정서적 개인 차이

(affective individual difference)가 그것이다(Kanfer 

and Ackerman 2000; Kanfer and Heggestad 

1997). Kanfer and Heggestad(1997)은 자기-조절이

론(self-regulation theory)에 근거하여 동기부여적 개

인 차이가 과업 수행이나 학습에 있어 지속적인 과업 

노력 투입에 밀접한 정(+)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제안하

였다. 또한 이들은 상황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개인

의 동기부여 특질(motivational trait)이 특정 상황에

서 동기부여 상태(motivational state)를 유발하는데 

영향을 미침을 제안하였다. Chen et al.(2004)은 그들

의 연구에서 개인의 동기부여 특질로서 일반적 자기효

능감이 특정 상황에 대한 자기효능감, 지속적 노력 투

입, 인지적 자기조절, 그리고 목표 설정과 같은 동기부

여 상태를 향상시키며, 이는 과업성취로 이어짐을 검증

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반적 자기효능감

은 특정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과업을 성취하게 끔 하는 

다양한 동기부여 상태를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선행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의하면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조

직구성원의 경우 지식공유라는 특정 행동에 대해 주도

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에너지와 노력을 투입하려

는 동기부여 상태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식

공유 행동에 있어서도 지식공유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정 상황에서 지식공유를 할 수 있다는 자

기효능감이나 딜레마 상황에서도 지식공유를 위한 지

속적 노력 투입 등의 동기부여 상태가 선행되어야 한

다(이동윤 등 2018). 지식공유의 딜레마 중 하나는 제

공한 지식이 조직이나 지식공유의 대상에게 유용한 것

이 아닐 경우 오히려 지식공유자의 명성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적 교환이론

(social exchange theory)에 의하면 지식공유를 통해 

지식을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자에게 가치가 있는 지식

이나 보상으로 추후에 되갚아야 한다는 채무감이 형

성되게 된다. 따라서 지식공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

식 제공자나 지식공유 수혜자 모두 가치 있는 지식공

유를 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

식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 통해 자신의 지식 자산

을 잃을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보다도 지식공유를 통

해 성과를 달성하고 자신과 조직의 발전을 이룰 수 있

다는 긍정적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 자기효능감 연구

에 의하면 정보처리 프로세스에 있어 동기부여적 개

인 차이인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상황에서 주어지는 

정보 중 실패나 스트레스에 관련된 부정적 정보보다

는 성취나 학습, 보상과 관련된 긍정적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노력을 지속

적으로 투입하는 경향이 있다(Bandura 1977). 따라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지식공유의 긍정적 측

면, 즉 자신과 조직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습

적 측면이나 과업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클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

를 종합하면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구성원일수록 

동료에 대한 지식공유 행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가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H1: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지식공유 행동은 정(+)의 관계

가 있을 것이다. 

2.2 인기와 지식공유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식공유 행동은 이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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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개별 구성원의 지식 자원이 감소되거나 개인

의 시간이나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소비해야 한다는 위

험과 비용을 내포한다. 이러한 위험이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구성원들이 조직에서 지식

공유 행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값비싼 신

호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값비싼 신호이론은 

인류학, 생물학, 심리학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관

대하게 자원 공유를 하는 이면의 동기를 설명하고 있

다(Zahavi 1995). 값비싼 신호이론에 의하면 자신의 

자원을 조건없이 공유하는 행동은 집단 내에서 자신

의 가치를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다(Connelly et al. 

2011). 즉, 조직구성원이 추가적 시간과 노력 투입 등

을 희생 하여 타인이나 조직을 위하여 자신의 자원을 

관대하게 제공함으로써 자신을 타인과 차별하고 자신

이 집단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공공연히 홍보하

는 것이다. 값비싼 신호이론은 조직상황에서 구성원이 

가치 있는 자원을 적극적이고 관대하게 제공하는 행동

의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Park et al. 2017).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값비싼 신호이론에 근거하여 조직 내에서 

구성원이 획득한 인기가 지식 공유에 참여하려는 동기

를 유발하는 요인이 됨을 제안하고자 한다. 

조직구성원의 인기란 “동료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

정받음(Scott and Judge 2009, p. 21)”으로 정의되며, 

이는 이 구성원이 속해 있는 집단의 일반적인 의견으

로서(Bukowski and Hoza 1989) 동료들의 공통된 인

식에 기반하여 형성된다(Rubin et al. 2006). 조직 내

에서 구성원이 인기를 획득하는 과정은 구성원의 개인

적 특징에 기반하거나 개인이 처한 상황적 요인에 기

반하여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개인적 특징으로는 자존

감이 높거나(Daniels and Leaper 2006), 안정된 정서

(Mehrabian 1997)를 가진 사람일수록 동료로부터 호

감을 얻어 인기를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 상황적 요인

으로는 조직 내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중앙에 위치해 

있을 수록 높은 인기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진다(Scott 

and Judge 2009; 김창식∙곽기영 2015). 비공식 혹은 

공식적인 네트워크의 중앙에 위치한 구성원일수록 다

른 구성원과 자주 접촉하게 되며 이런 빈번한 노출은 

친숙하고 편안한 인식을 주어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

게 된다(Zajonc 1968). 인기가 높을수록 동료들과 유

대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유대 관계를 통해 

다양한 업무 관련 지식을 축적하여 다른 구성원과 차

별화 된다(Sparrowe et al. 2001). 또한 조직 구성원들

은 인기가 높은 구성원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내고 이들과의 커뮤니케이

션을 시도한다(Bukowski and Pattee 1993). 이를 통

해 인기가 높은 구성원은 조직 내 특별한 사회적 위치

를 부여 받아 인정과 명성을 얻을 수 있다(Scott and 

Judge 2009). 또한 이들은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정보

와 지식의 축적과 교류에 유리한 위치에 놓여있기 때

문에 질 높은 정보와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인기가 높은 구성원들은 조직에서 유

용한 정보와 지식 자원을 이미 보유한 가치를 지닌 사

람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가치는 값비싼 신호이

론에서 제시하는 이 사람이 지니고 있는 표현형 품

질(phenotypic quality)의 개념과 유사하다(Zahavi 

1995).  

그렇다면 값비싼 신호이론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인기가 높은 사람들이 이러한 지식자원을 타 구성원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기가 높

은 사람이 조직에서 유용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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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조직에서 가치 있고 역량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

을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지식공유라는 이타

적인 행위는 자신이 조직에서 유용하고 가치 있는 존

재라는 표현형 품질을 과시하는 값비싼 신호가 된다. 

이와 같이 인기가 높은 사람이 지식공유라는 값비싼 

신호를 보냄으로써 자신의 인기를 유지·향상시켜 더욱 

조직 차원의 신뢰를 얻고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부여하

는 이상의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Scott and Judge 

2009). 

이상의 논의에 기반하면, 인기가 높은 구성원은 자신

의 가치를 증명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인기를 유지 혹

은 강화하기 위하여 타 구성원들과 정보나 지식을 공

유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인기가 높은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획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값비싼 신호이론에 기반

하면 인기가 높은 구성원이 획득한 지식 자원을 타 구

성원들과 기꺼이 공유하는 행동은 자신을 타 구성원들

과 차별화하는 값비싼 신호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

식공유가 내포하고 있는 높은 비용을 감수하면서 이를 

행하는 인기가 높은 구성원은 지식공유를 통해 자신

을 타 구성원들과 차별화시켜 인기를 계속해서 유지하

고 더욱 긍정적인 평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가설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H2: 인기와 지식공유 행동은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2.3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인기의 상호작용 효과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

은 구성원은 자율적 동기부여 상태가 활성화 되어 적

극적으로 지식공유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획득하고 있는 인기의 정도에 따라 일반

적 자기효능감과 지식공유 간의 관계가 조절될 가능

성이 있다. 지식공유에 대한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인

기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특성활성화이론에 근거하

여 설명이 가능하다. 특성활성화이론은 개인의 특성

이 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이러한 영향력의 정도가 개

인 특성과 관련된 상황적 단서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

람과 상황의 상호 작용에 초점을 둔 이론으로서(Tett 

and Guterman 2000), 상황적 단서가 강할수록 개인

의 특성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한다고 설명하

고 있다(Tett and Burnett 2003; Tett and Guterman 

2000). 즉, 상황에서 행동에 부여하는 보상이 클수록 

개인의 특성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것

이다. 

값비싼 신호이론에 의하면 인기가 높은 구성원은 자

신이 가진 지식 자원을 타인에게 후하게 제공하고 이

를 통해 자신을 조직 내에서 차별화시켜 인기를 지속

적으로 유지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비록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낮을 지라도 인기가 높은 직원은 

타인과의 지식공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즉, 인기가 높은 구성원이 자신을 조직에서 차별화시켜 

인기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외재적 동기로 지식공유 행

동을 함으로써 충족되기 때문에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낮을지라도 지식공유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높은 인기를 가진 사람은 조직에서 사회적 네

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정보

나 지식교류가 빈번하게 일어날 기회를 더욱 많이 가지

며, 조직에서 유용한 지식이나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지식공유 행동은 더욱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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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지리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인기가 높은 구

성원의 행동은 조직 내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때

문에 이들이 지식공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이러한 부

정적 행동이 더욱 부각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기가 

높은 구성원은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관계없이 지식공

유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인기가 낮은 사람은 지식공유의 기회 자체가 

적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상황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

는 보상도 크지 않다. 물론 인기가 낮은 사람이 인기

를 얻기 위하여 지식공유 행동을 적극적으로 할 가능

성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지식공유가 타인에게 인정

을 받으려면 공유하는 지식이 조직에서 유용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인기가 높은 구성원은 자신의 사

회적 네트워크 지위에 의해 가치 있는 지식이나 정보

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인기가 낮은 구성원

은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 위치의 이점을 활용하기 힘

들다. 값비싼 신호이론에 의하면 값비싼 신호는 가치나 

능력이 낮은 사람이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Bird and Bird 1997; Hawker 1991, 1993). 따라서 인

기가 낮은 사람이 지식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지식공유

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인기가 낮은 구성원의 경우에는 지식공유 

행동을 하는데 있어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설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H3: 인기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지식공유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지

식공유와의 정(+)의 관계는 인기가 높을 때보다 낮을 

때에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상의 가설들을 바탕으로 연구 모형을 도식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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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해 국내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300명의 

조직구성원과 그들의 동료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은 조직구성원이 동일 부서에서 일하는 자신의 동

료에게 설문지를 건네고 이를 다시 취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응답이 끝난 설문지는 연구자의 주소가 적

힌 봉투에 넣어 응답자 각자가 직접 연구자에게 우편

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배포한 설문지 중 

227쌍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75.5%였으며, 이 

중 조직구성원이나 동료의 설문지 모두가 회수되지 않

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78쌍

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직구성원의 평균 연

령은 34.49세, 성별은 77%가 남성이며, 평균 근속 년 

수는 3.64년이다. 동료의 연령은 33.77세이며, 73%가 

남성이고, 평균 근속 년 수는 6.99년, 조직구성원과의 

근속년수는 2.87년이다. 조직구성원과 동료의 직종은 

사무관리직, 영업직, 생산기술직, 전문직, 연구개발직, 

기타이다. 설문은 조직구성원과 그 동료에게 해당하는 

두 개의 설문지를 연구자의 주소를 기입한 봉투에 밀

봉하여 조직구성원에게 전달하였다. 조직구성원은 전

달받은 설문지 중 동료용 설문지를 동일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한 동료에게 전달하여 설문지를 작성토록 하

였다. 작성한 설문지는 응답자가 우편으로 연구자에게 

배송하거나, 연구자가 방문하여 직접 수거하였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3.2.1 독립변수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목표 달성에 대한 능력이 개인에게 있다

고 믿는 기대와 신념이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Chen et 

al.(2000)의 연구에서 사용한 8개의 항목을 7점 척도

로 조직구성원이 측정하였다. 주요 설문 항목은 “나는 

내가 세운 목표를 대부분 달성할 수 있다.”, “나는 많은 

어려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자신이 있다” 등이

다. 신뢰계수는 .95이다. 

인기(Popularity): 인기는 특정 개인이 일반적으

로 동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한 집단

의 공통된 인식이므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 Scott and 

Judge(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7개의 항목 중 하나

의 요인으로 묶이지 않는 항목 1개를 제외한 6개의 항

목을 7점 척도로 동료가 측정하였다. 주요 설문 항목

은 “이 동료는 다른 동료들에게 인기가 있다”, “이 동료

는 다른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등이다. 신뢰계

수는 .95이다.

3.2.2 종속변수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 조직구성원이 동료

와 얼마나 지식을 공유하였는지를 동료가 측정하였다. 

Srivastava et al.(2006)가 사용한 7개 항목을 7점 척

도로 측정하였다. 설문 항목의 예는 “이 동료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를 나와 공유한다”. “이 동

료는 나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업무수행방법을 기꺼이 

알려 준다” 등이다. 신뢰계수는 .91이다. 

3.2.3 통제 변수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로서 조직구성원

과 동료의 연령, 성별, 조직근속년수를 통제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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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료의 경우 조직구성원과의 근속기간이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통제하였으며, 직종의 경우 조직구성

원과 동료가 동일하므로 더미변수 처리를 하였다.

4. 연구 결과 

4.1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연구모델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과 변수간 

상관관계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 자기효능

감, 인기와 지식공유 등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들

이 가설과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1>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직종더미1

2 직종더미2 -.26**

3 직종더미3 -.38** -.12

4 직종더미4 -.38** -.12 -.18*

5 직종더미5 -.23** -.07 -.11 -.11

6 동료의 연령 33.77 6.76 .12 -.01 -.17* .07 .15*

7 동료의 성별 1.27 0.45 .02 -.08 -.08 -.19* -.10 -.45**

8
동료의 근속

년수
6.99 5.79 .11 -.18* .03 -.03 .03 .68** -.11

9
조직구성원과 

근속년수
2.87 3.44 -.20** -.17* .27** .14 .01 .23** -.06 .38**

10
조직구성원의

 연령
34.49 6.84 .16* -.06 -.22** .18* .13 .69** -.38** .37** .19*

11
조직구성원의 

성별
1.23 .422 -.06 -.16* -.05 -.16* .03 -.34** .63** -.05 -.05 -.45**

12
조직구성원의 

근속년수
3.64 5.32 .11 -.22** -.03 .02 .10 .43** -.08 .38** .38** .61** -.03

13
일반적 

자기효능감
4.68 .67 -.13 -.00 .04 .15* -.03 .04 -.21** .03 .07 .07 -.13 .05 [.95]

14 인기 5.02 .68 .19* .01 -.14 .07 -.16* .01 -.05 -.03 -.06 -.04 -.02 -.06 .32** [.95]

15 지식공유 4.88 .67 .17* .04 -.08 -.02 -.05 .06 -.05 .05 -.02 .04 -.03 .04 .25** .59** [.91]

주:  N = 178. 괄호 안의 숫자는 각 변수의 신뢰계수임. * p < .05, **p < .01(two-tailed). 동료 성별: 남성 = 1(73%), 여성 = 2(27%), 

  조직구성원 성별: 남성 = 1(77%), 여성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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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가설 검증에 앞서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구성개

념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 :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식공유, 일반적 자기효능감, 

인기 간의 개념적 독립성을 가정한 모형 4에서 SRMR

값이 일반적으로 양호한 부합도 수준인 .08 이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이학식·임지훈 2007), χ2/df 비율치

가 2.0보다 작아 부합도가 높게 나타나 다른 모형에 비

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비교부합지수

(CFI) 등이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90 이상(Netemeyer 

et al. 1997)의 요건을 유일하게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채택하여 가설 검증을 실시하

였다.

4.3 주효과 및 조절효과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주효과와 

조절효과의 가설을 검증하였으며, 분석에 포함된 모

든 연속변수들은 평균값에 대해 센터링하였다(Aiken 

et al. 1991). 이후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

보기 위하여 Aiken et al.(1991)가 제안한 방법에 따

라 조절변수의 값이 평균 ± 1 SD 일때 각각의 회귀계

수(simple slope)가 유의한지를 검증하였다. 회귀분

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일반적 자기

효능감이 지식공유에 미치는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가설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으

면 지식공유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9, p 

< .001). 이로써 가설 1이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인기가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구성원의 인

기가 높을수록 지식공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β = .54, p < .001). 따라서 가설 2도 지

지되었다. 상호작용효과 역시 유의한것으로 나타났다

(β = -.27, p < .001). <그림 2>를 보면, 인기가 낮을 때

보다 높을 때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지식공유와의 긍

정적 관계가 더욱 강함을 알 수 있다. 인기가 높을 때

의 회귀식 기울기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나(β = 

-.01, t = -.03, n.s.), 인기가 낮을 경우 일반적 자기효능

감과 지식공유와의 긍정적 관계가 유의함을 알 수 있

다(β = .30, t = 11.08, p < .001). 이로써 가설 3이 채택

되었다. 

<표 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χ2 df χ2/df Δ χ2 (Δdf) TLI CFI RMSEA SRMR

모형1(1요인) 1920.442*** 189 10.161 - .403 .436 .228 .221

모형2(2요인) 1401.688*** 188 7.456 518.754(1) .58 .624 .191 .254

모형3(3요인) 1248.647*** 188 6.642 153.041(0) .633 .671 .179 .172

모형4(4요인) 269.297*** 180 1.496 979.35(8) .968 .972 .053 .059

주: N = 178, *** p<.001, NFI=Normed fit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모형1(1요인): 모든 항목을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한 모형

모형2(2요인): 지식공유를 하나의 요인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인기를 다른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한 모형 

모형3(3요인): 조직구성원이 측정한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하나의 요인으로 동료가 측정한 인기와 지식공유를 하나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모형

모형4(4요인) : 지식공유, 일반적 자기효능감, 인기를 독립적인 구성개념으로 간주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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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회귀분석 결과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직종더미1 .49 .58 .28 .19

직종더미2 .48 .54 .37 .29

직종더미3 .19 .26 .22 .09

직종더미4 .31 .33 .11 -.01

직종더미5 .17 .26 .28 .25

동료의 연령 .00 .01 .00 .00

동료의 성별 -.08 .03 .01 .04

동료의 근속년수 .00 .00 .00 .00

조직구성원과 근속년수 .00 .00 .00 .00

조직구성원의 연령 -.01 -.01 .00 .00

조직구성원의 성별 .16 .18 .11 .02

조직구성원의 근속년수 .01 .00 .00 .01

일반적자기효능감 .29*** .10 .21**

인기   .54*** .47***

일반적자기효능감×인기 -.27***

F .99 1.90* 5.71*** 6.76***

R² .09 .17 .39 .45

R² 변화량 .09 .08 .23 .06

주: N = 178, 회귀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p<.05, **p<.01. ***p<.001(two-tailed)

<그림 2>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인기의 상호작용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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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의 및 결론

5. 1 연구결론 및 시사점 

조직 내 지식 활용은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른 구성원에게 전달하고 다른 구성원을 이를 자신의 

지식으로 구축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조직 

내 구성원은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업무 활동 중에 사

용하여(Lam 2000) 수준 높은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

지만 지식 공유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면 지식을 보유

하고 있는 구성원이 퇴사를 할 때 그가 지니고 있는 지

식 또한 함께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의 지식 관리

는 개인 수준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Staples and 

Jarvenpaa 2001), 구성원 간의 지식공유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조직 내 지식공유를 이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 구성원들 간의 지

식공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값비싼 신호 이론과 특성

활성화 이론을 토대로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인기가 지

식공유에게 미치는 영향을 동기부여 관점에서 고찰하

였다. 연구결과 첫째,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지식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둘째, 인기 또한 지식공유

를 증진시키는 선행요인임이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인기의 두 변수는 가설에서 예측

한 대로 지식공유에 상호작용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동기부여 관점에서 지식공유를 설명하려는 선행연

구들에서는 지식공유의 선행요인으로 자율적 동기

부여(autonomous motivation)를 강조한다(Gagné 

2009; Witherspoon et al. 2013). 자율적 동기부여 상

태는 행위자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유

발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검증한 선행 변수들인 일

반적 자기효능감과 인기는 각각 다른 유형의 동기부

여 상태를 불러 일으킴으로써 지식공유 행동에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기결정이론(self-

determination theory)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행동통

제 유형과도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론적 시사점

을 가진다. 

먼저, 가설 1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일반적 자기효능

감이 높을수록 지식공유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율적 동

기부여 상태를 불러 일으켜 지식공유에 참여하는데, 

이 때 나타나는 자율적 동기부여 상태는 다양한 행동

조절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선행 연구에 의하

면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학습목표지향성과 관련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Chen et al. 2000). 이러한 결과

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지식공유 행동이 

자신이 설정한 목표 달성과 관련이 없을지라도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지식공유 행동 자체에 흥미

를 느껴 지식공유를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지식공유는 내재적 동기부여(intrinsic 

motivation)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며, 이는 외적인 

자극이 없이 온전히 자율적 동기부여(autonomous 

motivation)에 의해 지식공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다(Gagné and Deci 2005). 둘째, 일반적 자기효능감

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하

여 지속적인 노력과 이니셔티브, 에너지 투입 등을 하

게 된다. 만일 이들이 지식공유 행동을 하는 것이 스

스로 설정한 목표와 자신의 정체성에 부합한다고 인

식하게 되면 지식공유의 가치를 받아들여 자율적으

로 지식공유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행동 조절 유형

은 자기결정이론에서 제시하는 동일시 조절(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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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에 가깝다. 이는 외재적 동기부여(extrinsic 

motivation)의 행동 조절 유형 중 하나로서 자율적인 

동기부여에 가깝다(Gagné and Deci 2005). 

이상의 논의에 의하면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

람이 지식공유 행동을 왜 하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활

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이 지니는 다양한 동기부여

와 행동조절 유형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알 수 있

다. 예를 들어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동일

시 조절에 의해 지식공유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조직 

상황에서 지식공유의 가치가 반영되는 도전적인 과업 

목표의 제시나 직무 설계, 조직 내 지식공유 활동에 대

한 인정 등의 외부적인 자극들이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구성원들의 지식공유를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가설 2에 대한 검증 결과, 인기는 구성원의 

지식공유 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는 값비싼 신호이론을 기반으로 자신이 조직에

서 가치 있으며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는 값비싼 신호

를 보냄으로써 인기를 유지하고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동기로 지식공유를 할 것이라 설명하였다. 값비싼 신호

이론에 의하면 값비싼 신호는 가치나 능력이 낮은 사

람이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Bird and Bird 

1997; Hawker 1991, 1993). 따라서 사람들은 인기가 

높은 사람들로부터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더욱 신뢰하게 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인기와 지식공유를 해당 구성

원의 동료가 측정하였다. 따라서 해당 구성원의 인기

를 지각한 동료가 이 구성원과의 호의적 관계를 유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식공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당 구성원의 지식공유가 활발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동료는 지식공유를 통해 인기가 높은 구성원과의 관계

를 맺음으로써 조직의 내집단(ingroup)에 연결되는 등

의 추후 보상(delayed reciprocity)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인기가 높은 구성원의 지식공유는 상호성 

원칙(reciprocity)에 기반한 행동으로서 값비싼 신호이

론보다는 사회적 교환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

만 인기의 속성을 고려하면 사회적 교환이론의 논리보

다는 값비싼 신호이론의 논리가 인기와 지식공유와의 

관계에 대한 더욱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다. 인기는 사

회적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일대일 차원(dyadic level)

이나 내집단(in-group)을 넘어서는 집단 차원의 공통

적인 인식이다(Bukowski and Hoza 1989; Rubin et 

al. 2006).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기가 높은 사람은 자

신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자 시도하는 동료뿐만 아

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지식공유를 적극적으

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인기가 높은 사람들은 지식 공유

를 통해 추후의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무임승차자에

게도 호의적으로 대하고 지식을 제공하는 특성이 있

다. 이는 값비싼 신호의 이점을 누리는 수혜자가 동료

뿐만 아니라 경쟁자와 무임승차자 등을 포함하는 누구

나가 될 수 있다는 값비싼 신호이론의 주장(Bird and 

Bird 1997; Hawker 1991, 1993)과 일치하는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인

기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침을 

검증하였다. 특히,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기가 높은 

구성원들은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이 낮을 경우에도 지

식공유 행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가설로 제시한 바와 같이, 인기

가 높은 구성원이 인기를 유지하고 싶은 외재적 동기

와 이러한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외적 보상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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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의해 개인특성이 지식공유 행

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한

편, 이 결과에 대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존재한다. 인

기가 높은 구성원의 경우 조직에 호의적인 태도를 가

지고 조직의 규범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기가 높은 사람은 조직의 성과달성을 위해 바람직

한 행동이라 여겨지는 지식공유 행동에 일반적 자기효

능감의 정도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을 것이

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인기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

들에게 보이는 조직의 호의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심

리적 안전감(psychological safety) 수준이 높아 지

식공유에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다(Edmondson, 

1999). 이는 가설 3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높은 인

기로부터 상황적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는 특성활성

화이론에 기반한 조절효과의 논리와는 차이가 있다

는 점에서 좀 더 일반적인 상호작용 관점(interactional 

perspective)으로의 논의의 확장이 가능하다.   

5. 2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연구과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가설검증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는 한 시점에 수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모형

에서 제시한 선행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역인과 관계의 

가능성을 배재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지식공유를 많

이 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아질 수 있으며, 또한 지식공

유를 통해 역량감이 높아져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아

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인과관계

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종단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인기를 구성원과 동료의 일대일 

관계를 기반으로 측정하였다. 하지만 인기의 개념적 정

의에 의하면 인기는 집단 차원의 인식으로서 팀 차원

에서 측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물론 인기의 정도를 묻

는 설문 문항에 대하여(e.g., 이 동료는 다른 동료들에

게 인기가 있다) 해당 구성원이 집단 차원에서 인정받

고 있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답하였을 수도 있으나, 동

료와 구성원 간의 관계적 속성, 예를 들어 개인적 친밀

도 등이 반영되어 인기를 측정했을 가능성을 배재하기 

힘들다. 향후 연구에서는 인기를 집단 차원에서 측정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인기가 지식공유에 미치

는 영향은 본 연구의 가설에서 제시한 동기 이외에도 

다양한 동기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후 연구

에서는 확장된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

이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내재적 동기부여 또는 동일시 

조절에 의한 외재적 자율적 동기부여를 유발할 가능성

이 있다. 더불어 인기가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동

기부여 메커니즘 또한 다양한 동기부여 유형들로 설명

이 가능하다. 본 논문의 가설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인기를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지

식공유 행동은 자기결정이론에서 제시하는 외재적 동

기부여 중 표면적 조절(introjected regulation)에 의

한 행동과 유사하다. 표면적 조절이란 자존감, 자기 가

치, 체면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

하는데(Gagné and Deci 2005), 이는 외재적 동기부

여의 행동 조절 유형의 하나로서 동일시 조절보다 통

제적인 동기부여(controlled motivation) 유형이다. 따

라서 외적인 보상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기부여

가 되기 힘들다는 특징을 지닌다. 만일 지식공유 행동

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없어 값비싼 신호를 



166 지식경영연구 제21권 제1호

김 보 영 • 김 용 현

보낼 수 없다면, 인기가 높은 사람은 지식공유 행동 대

신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신호를 보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인기가 높은 사람이 조

직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바탕으로 조직의 규범을 받

아들여 지식공유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이는 자기결정

이론에서 제시하는 외재적 동기부여 중 통합적 조절

(integrated regulation)에 의한 행동에 가깝다. 통합

적 조절은 조직이나 직업의 가치를 자신의 일부로 내재

화시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이는 외재적 동기부여 유

형 중에서도 내재적 동기부여와 가장 가까운 자율적 

동기부여이다. 통제적 동기부여에 의한 지식공유에서 

공유되는 지식의 유형은 자율적 동기부여에 의해 유발

되는 지식공유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Gagné 2009). 

선행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율적 동기부여에 의해 

유발된 행동은 통제적 동기부여에 의해 유발된 행동

보다 복잡하고 창의적인 과업 성과(Amabile 1982; 

Amabile et al. 1990; Grolnick and Ryan 1987; 

McGraw and McCullers 1979), 적극적 정보 추구

(Koestner and Losier 2002), 목표 성취(Sheldon and 

Elliot 1998) 등의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이끈다. 본 연

구에서는 지식공유의 측정에 있어 이러한 지식 유형들

을 구분하지 않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동기부여 유형

이 지식공유의 질적인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기부여 관점에서 지식공유의 선행요인

을 살펴본 본 연구를 기반으로 조직 내 개인들 간의 지

식공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율적 동기부여 상태

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상황적 요인들을 고

찰하는 추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제까지 선

행연구에서는 상황 요인으로서 주로 외재적 보상에 초

점을 맞추었다(Cabrera and Cabrera 2002). 하지만 

본 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식공유를 설명함에 

있어 외재적 동기부여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하여 물질

적 보상 뿐만 아니라, 규범, 인정, 가치관 등의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요인으로 관점을 확장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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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설문문항

측정개념 변수 측정문항 참고문헌

일반적

자기효능감

SE1 나는 내가 세운 목표를 대부분 달성할 수 있다

Chen, Gully and 

Eden(2000)

SE2 나는 어려운 업무를 맡더라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SE3 나는 일반적으로 나에게 중요한 결과를 성취(획득)할 수 있다

SE4 나는 내가 결정한 어떤 시도에서도 성공할 것이라 믿는다

SE5 나는 많은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SE6 나는 많은 어려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자신이 있다

SE7 나는 남과 비교했을 때, 나는 대부분의 업무를 매우 잘 수행할 수 있다

SE8 나는 상황이 어려울 때조차 업무를 꽤 잘 수행할 수 있다

인기

POP1 이 동료는 다른 동료들에게 인기가 있다

Scott and Judge 

(2009)

POP2 이 동료는 다른 동료들로부터 인정받는다

POP3 이 동료는 다른 동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다

POP4 다른 동료들은 이 동료를 좋아한다

POP5 이 동료는 다른 동료들 사이에서 돋보인다

POP6 다른 동료들은 이 동료를 친근감 있게 느낀다

지식공유

KS1 이 동료는 자신이 알고 있는 특수한 지식이나 노하우를 나와 공유한다

Srivastava et 

al.(2006)

KS2 이 동료는 나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업무수행방법을 기꺼이 알려준다

KS3 이 동료는 나와 정보, 지식, 또는 기술을 교환하고 공유한다

KS4 이 동료는 나에게 찾기 힘든 지식이나 특수한 기술을 제공한다

KS5 이 동료는 내가 업무수행 방식 또는 전략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다

KS6 이 동료는 나와 많은 정보를 공유한다

KS7 이 동료는 나에게 새로운 제안을 많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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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한성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국민대학교 경영

학과 매니지먼트 전공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관심 연구주제는 지식공유, 지식경영과 

기술경영, 리더십 등이다. 

김 보 영 (Boyoung, Kim)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리더십과코칭 MBA주임교수로 역임 중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조직행동론 분야의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도움행동과 지식공

유 등을 포함하는 개인차원과 팀 차원의 주도적•변혁적 행동의 메커니즘, 일터에서의 

감정, 소진, 일-가정 갈등 등의 구성원 웰빙과 관련된 연구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