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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지식은폐에 대한 국내외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지 않는 것을 넘어 의도적으로 숨기는 등의 구성원의 지식은폐에 대한 연구가 확산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위

해 국내외 지식은폐 관련 게재된 연구 120편을 수집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346종 578개의 키워드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데이터 표준화 기준에 따라 키워드를 코딩하여 최종적으로 86개 노드와 667개의 링크로 된 네트워

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설정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지식은폐 관련 문헌 분석을 통해 개념적 모형

을 개발하고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한 네트워크 구조를 비교하여 연구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

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지식공유, 창의성 그리고 성과 키워드가 연결정도 중심성, 매
개 중심성 그리고 근접 중심성 모두 높게 나타났다. 둘째, 지식은폐의 이론적 기제와 관련이 있는 “심리적 주인의식”과
“개인의 정서”에 대한 에고 네트워크를 분석함과 개념적 모형과 비교를 통하여 심층적으로 변수 간 관계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문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

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지식은폐, 연구동향, 네트워크분석, 에고네트워크, 개념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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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조직 환경에서 지식은 조직의 자원이자 개인의 

경쟁력으로 여겨진다(최재화, 2009; Dalkir, 2017). 이에 

따라 조직에서는 조직의 경쟁력 확보와 성장을 위해 

조직 구성원들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

하였다(장영철 외, 2010; Kaur, 2019). 조직은 지식 경영의 

도입을 통해 구성원들이 개인의 지식을 조직 내 시스템

에 저장하고, 구성원 간 공유 및 전이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여 조직의 지속적 혁신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이정호 외, 2006; 천면중, 허명숙, 2011; 

Nikitina & Lapina, 2019). 그러나 조직의 지식공유 촉진 

노력이 있음에도 구성원들의 지식공유를 촉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Connelly et al., 2012; Peng, 2013).

구성원은 자신의 지식을 공유할 수도 있지만 자신

의 자유의지에 따라 공유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의도적

으로 숨길 수도 있다(김형진, 심덕섭, 2018; Connelly 

et al., 2012). 지식 기반 사회에서 개인 구성원에게 지

식이란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인식될 수 있으며, 이에 조직 내부적으로 자신을 보호

해줄 수단으로서 강한 소유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

이다(Peng, 2013; Wang et al., 2019). 또한 지식은 본연

적으로 형성된 주체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머무르려는 

특성으로 인하여 구성원 간 전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

을 수 있다(Tsai, 2001).

따라서 조직에서 지식경영 및 시스템 혁신을 통한 

구성원들의 지식공유를 고무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나 

지식의 본연적 특성과 구성원이 개인의 지식을 어떻

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지식은폐는 만연하게 발생

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에서 나타나는 구성원들의 지

식은폐 행동은 지식공유와 반대로 완화되어야 하는 

부정적 지식 행동이므로 지식공유와 발현되는 동기와 

과정을 다르게 접근되어야 한다(Connelly et al., 2012). 

지식공유와 다르게 지식은폐는 의도성을 가지고 조직 

동료와 지식을 공유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숨기는 행위이

기 때문이다(Kang, 2016; Webster et al., 2008). 이처럼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지식은폐 행동은 지식공유 행동에 

비해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신가희, 곽선화, 

2017), 구성원 간 관계가 중요시되며, 조직에서 지식의 

중요성이 확산됨에 따라 지식은폐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국내외적으로 구성원의 지식은폐 

행동을 둘러싼 연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경향을 파악하는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지식

은폐 행동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전반적 연구 

경향과 어떠한 변수들이 고려되고 있는지 탐색을 통한 

지식은폐 행동 연구에 현재 연구 동향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지식공유 

활동의 전략을 수립 할 수 있다. 

학문의 구조적 특성이나 특정 개념에 대한 연구동

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연

구들이 대두되고 있다(권예진, 차명호, 2016). 네트워

크 분석 방법에는 저자 동시 인용 분석, 공동 연구 분

석, 키워드 분석 등이 있다. 이 중 키워드 네트워크 분

석은 논문에서 제시된 키워드를 해당 논문의 주제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자가 선정

한 개념이나 학문 분야의 논문들의 모든 키워드를 분

석하여 연구 동향을 살피는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으

며,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적용되었다. 따라서 지식은

폐 행동과 관련된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키워드들을 

분석 대상으로 한 연구 간의 관계 특성에 용이한 사회 

연결망 분석 중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키워

드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구성원의 지식은폐 행동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목적으로 첫째, 주요 중

심성 및 구조적 공백 분석을 통해 지식은폐와 함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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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된 키워드들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

째, 에고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지식은폐와 관련성이 

높은 대표 키워드를 선정하여 세부적인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라 구성원

들의 지식은폐 행동에 대한 국내외 연구의 패러다임

을 파악하고 향후 지식은폐 행동 연구의 발전방향과 

HRD학문 분야에서 구성원의 지식은폐 행동과 관련

되어 고려하여야 하는 점에 대해 실천적 시사점을 제

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지식은폐의 개념

지식 기반 사회에서 조직 구성원은 자신의 지식이 

자신을 업무 경쟁력과 고용 경쟁력의 수단으로서 인식

하며, 지식에 대한 소유의식을 형성하기도 한다(Peng, 

2013). 구성원은 개인의 지식에 대한 심리적 주인의식

에 따라 조직 동료로부터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나 아

이디어를 숨긴다(Peng, 2013). 이와 같은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개인 구성원의 지식은폐란 자신의 노하우나 

아이디어 등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조직 동료에게 

의도적으로 숨기는 행위를 의미한다(Connelly et al., 

2012). Connelly 외(2012)는 지식은폐의 하위 요인으로 

모르는 척하기(Playing dumb), 회피적 은폐하기(Evasive 

hiding), 합리적 은폐하기(Rationalized hiding)를 제시하

였다. 구성원의 지식은폐는 다른 지식 행동들과 구분

되는 특징을 지닌다. 먼저 지식은폐는 개인의 지식을 

공유하지 않는 특징으로 인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을 기꺼이 제공하는 지식공유 행동의 반대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은폐는 단순히 지식을 공

유하지 않는 것을 넘어 의도성을 가지고 개인의 지식

을 숨긴다는 점에서 지식공유의 반대 개념으로 바라보

기에는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다(Peng, 

2013). 둘째, 지식은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도적

으로 지식을 공유하지 않고 자신이 혼자 간직하고 있

다는 점에서 의도성이 없이 맹목적으로 지식을 저장하

는 지식축적 행동과도 구분하여 바라보아야 한다

(Holten et al., 2016). 따라서 다른 지식 행동과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 지식은폐 행동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위

한 관련 연구 분석이 요구된다.

2.2. 지식은폐 문헌 고찰

지식은폐 관련 선행연구들은 리더십, 구성원과의 

관계, 직무 특성 등 다양한 변수들과 영향 관계를 어

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Xiao 

& Cooke, 2019). Xiao와 Cooke(2019) 연구에서는 1997

년부터 2017년에 중국과 영어권 학술지에 게재된 논

문 52편을 선정하여 지식은폐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

찰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Xiao와 Cooke(2019)의 연구

는 지식은폐 관련 국내 학술지가 제외되어있으며, 

2017년 이후의 연구가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

내외의 지식은폐 관련 연구 동향을 이해하는데 한계

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영어권 학술지 

논문 중 지식은폐와 관련된 문헌을 분석하여 다음 

<그림 1>과 같은 개념적 모형을 설계하였다. 개념적 

모형은 구성원의 지식은폐를 촉진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선행 요인과 구성원의 지식은폐 행동에 따른 

개인 구성원을 포함한 조직 변화 등의 결과 요인을 구

분하였다. 그리고, 선행 요인과 결과 요인 사이의 지

식은폐 행동 정도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 요인으로 구

분하여 설계하였으며 각 요인들은 개인적 요인, 팀 및 

관계적 요인, 조직 관계 요인 등으로 하위 범주로 구

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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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고찰을 통해 살펴본 구성원의 지식은폐에 대

한 연구는 Connelly 외(2012)의 연구를 통해 개념적으

로 정립되었다. 연구 초기 지식은폐에 대한 연구는 구

성원의 지식은폐 행동에 영향을 주는 지식 경영 시스

템, 조직 내 정치 및 문화(Serenko &, Bontis, 2016), 심

리적 주인의식 이론을 기반으로 한 지식은폐의 심리

적 기제 규명(Peng, 2013; Huo et al., 2016)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후 연구에서는 지식은폐와 지식공유 

및 지식전이를 함께 비교하는 연구(Fang, 2017; 김형

진, 2017, 김남열, 2017), 창의성(Bogilovic et al., 2017), 

창의적 성과(Rhee & Choi, 2017) 및 혁신행동(Cerne et 

al., 2017)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최근 지식

은폐에 대한 연구는 리더십(Abdullah et al., 2019; Xia 

et al., 2019; Zhao & Xia, 2019), 비인격적 감독(Pradhan 

et al., 2019; Feng & Wang, 2019; Jahanzeb et al., 2019), 

직장 내 따돌림 및 직장 내 무례함 경험(Irum et al., 

2020; Riaz et al., 2019; Yao et al., 2020; 장금화, 2020), 

온라인 협력 학습(Zhai et al., 2020) 등과 연구가 이루

어졌다. 이상의 연구 흐름에 따라 지식은폐의 선행요

인, 결과요인 그리고 맥락적 요인은 <그림 1>과 같다.

2.2.1. 지식은폐의 선행 요인

개인의 행동은 개인 내적인 특성, 조직에서 형성되

는 관계적 특성, 조직의 제도 및 시스템 그리고 문화

와 같은 거시적인 환경적 특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다. 구성원의 지식은폐 행동 또한 다양한 요인에 의하

여 영향을 받는다(신가희, 곽선화, 2017). 개인적 요인

에서는 직장 내 따돌림(장금화, 한수진, 2020; Zhao et 

al., 2016), 심리적 특권의식(Alnaimi et al., 2019), 개인

의 경쟁 심리(Hernaus et al., 2019) 등이 구성원의 지식

은폐의 선행 요인으로 연구되었으며, 팀 및 관계적 요

인에서는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Khalid et al., 2018), 

동료와의 갈등(Semerci, 2019), 리더의 지식은폐　행동

(Offergelt et al., 2019)이 지식은폐 행동과 관련이 있음

을 확인하였다. 조직 차원의 요인에서는 조직 내 경쟁

적 문화(Jha & Varkkey, 2018), 지식 경영 시스템

(Serenko & Bontis, 2016), 조직 공정성(최운 외, 2016; 

Abubaka et al., 2019) 등이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으

며, 직무 관련 요인에서는 업무에 대한 시간적 압박

(Skerlavaj et al., 2018), 직무 불안정성(Feng & Wang, 

2019), 직무 몰입(Wang et al., 2019) 등이 지식은폐에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지식 특성 요인에서는 지

식 기반 심리적 주인의식(김형진, 심덕섭, 2018), 지식

공유에 대한 낮은 책임감(Labafi, 2017)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에 따라 지식은폐 행동

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기제로 한 지식은폐 행동의 조직 내 영향 요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2.2. 지식은폐의 결과 요인

구성원들의 지식은폐는 구성원 간 지식 교류를 억

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 신뢰 형성을 저해하

며,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신가희, 2018). 지식은폐 

행동은 조직 내 개인의 인지적 차원과 팀 구성원 간 

관계를 악화시키며, 더 나아가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

으로 영향을 미친다.

개인적 차원에서 살펴보았을 때, Arain 외(2019)의 

연구에 따르면 구성원이 인식한 상사의 지식은폐 행

동은 개인의 자기 효능감을 감소시키며 결과적으로 

혁신행동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지식

은폐는 구성원의 자발적 이직 의도와도 관련성을 갖

는다(Serenko & Bontis, 2016). 또한 직장 내 일탈 행동

을 촉진시키는 등의 개인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Singh, 2019). 조직 내 동료와의 관계적 차원에서 지

식 은폐 행동은 구성원간 낮은 신뢰를 형성하게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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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징징, 정수진, 2019), 함께 업무하고 학습하는 과정

에 있어서도 협력학습을 저해한다(Zhai et al., 2020). 

그리고 성과 차원에서는 구성원 간 지식 은폐가 만

연한 집단일수록 지식 공유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으로의 접근

이 제한적이며, 구성원 간 상호작용의 한계로 개인의 

창의성뿐만 아니라 팀 창의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Bogilović et al., 2017). 이에 따라 개인의 직무 

성과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며(김남열, 2016), 더 나

아가 팀 성과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처럼 개인의 부정적 행동을 보다 촉진시키며, 구성원 

사이의 질적 상호작용을 억제함에 따라 구성원 사이

에 지식 교류를 제한시킨다는 점에서 완화될 필요가 

있다(Peng, 2013).

2.2.3. 지식은폐의 맥락적 요인

지식은폐 연구 중 일부 연구는 다른 변수와 지식은폐 

관계의 정도를 조절하는 변수들을 고려하였다. 개인적 

요인 중 살펴보면 장금화와 한수진(2020)의 연구에서는 

구성원의 조직 내 무례행동 경험과 지식은폐 행동의 

정적 관계에 있어서 개인 구성원의 소속 욕구가 두 관계

를 약화시키는 조절 효과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Ghani 외(2020)는 구성원의 전문성 몰입이 상호작용 공

정성과 지식은폐 사이의 부적관계를 강화시킴을 규명

하였다. 그리고 abdullah 외(2019)의 연구에서는 구성원

의 도구적 사고는 윤리적 리더십과 지식은폐의 부적 

관계를 약화시키는 조절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조직적 차원에서 살펴보았을 때, 조직 차원에서 

Men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

감과 지식은폐의 부적 관계는 개인이 속한 팀 내 함께 

협력하여 성과를 내고자 하는 숙련 풍토(mastery climate)

가 형성될수록 두 관계가 약화됨을 규명하였다. 그리

고 Hernaus 외(2019)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경쟁 심리와 

구성원의 회피적 지식은폐 행동 관계를 약화시키는 협

력적 직무 설계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상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구성원의 지식은폐 

행동은 개인적, 관계적, 조직적 차원 등 다양한 변수

들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성원의 지식은폐는 

조직 내 부정적 지식 행동으로서 인식되며, 조직 내 

주요 성과에 부정적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지식은

폐와 관련성 있는 변수들 간 관계를 파악하는 등의 연

구 동향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식은폐를 완화

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2.3. 네트워크 분석 및 선행 연구

사회연결망이란 사람이나 조직 등의 객체들 간의 

관계를 계량화해서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허균, 2016). 

이를 분석 하는 방법으로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한 

개념이나 학문 분야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향

후 연구 방향을 제언하는데 용이한 연구 방법이다. 네

트워크 분석 방법은 분석에 사용하는 데이터를 노드

로 개별화시키고 이들을 서로 연결하여 관계를 정량

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권예진, 차명호, 2016). 그

리고 이를 사회연결망을 표현하고 해석을 위해 연결

된 중심성의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위해 노드, 링크, 

연결정도, 중심도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해석한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논문에서 제시된 키

워드를 해당 논문의 주제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것

으로 가정하고 연구자가 선정한 개념이나 학문 분야

의 논문들의 모든 키워드를 분석하여 연구 동향을 살

피는 방법으로 여러 학문 분야에서 적용되었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논문을 

살펴보면, 정승환 외(2014)의 연구에서는 키워드 네트

워크 분석 방법을 통해 국내 HRD 연구 동향을 살펴보

았다. 해당 연구에서는 키워드의 중심성을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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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상위 중심성에 속한 키워드들의 개별적인 네트

워크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에고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HRD 연구 동향을 조망하였다. 그리고 이승

훈 외(2019)의 연구에서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

해 해외의 기업가정신 분야 관련 논문을 분석하여 연

구 동향을 탐색하였다. 

앞서 한 학문분야의 동향이 아닌 개념의 연구 동향

을 분석한 연구에 있어서도 권예진과 차명호(2016)는 

리질리언스(Resilience) 개념의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

보기 위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리고 황영아 외(2017)는 감성지능 개념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중심성 상위 노드를 대상으로 에고네

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허균(2016)은 국내 

플립러닝 관련된 논문을 대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상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HRD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이 활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성원의 지식은폐 행동을 중심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도출한 네트워크 구조와 문헌 

분석을 통해 설계한 개념적 모형을 비교 분석함에 따라 

지식은폐 행동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지식은

폐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 <표 1>과 같

은 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연구자료 수집 단계, 데이터 코딩 및 표준

화 단계, 네트워크 분석 단계로 진행하였다.

3.1.1. 연구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들의 지식은폐 행동 관련 연

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 

단계 내용

연구자료 수집 분석할 주제 선정 및 관련 학술지 검색

데이터 코딩 및 표준화 키워드 코딩, 키워드 통합 및 제외 등의 표준화 과정

네트워크 분석 중심성 분석, 에고네트워크 분석, 구조적 공백 분석 및 의미 도출

<표 1> 연구절차 

<그림 2> 지식은폐 관련 연도별 논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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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지식은폐 행동 관련 연구

물을 추출하기 위하여 국내 및 국외 논문을 2020년 10

월 21일 기준으로 수집하였다. 먼저 국내 논문을 수집

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학술연

구정보서비스인 RISS를 통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을 수집하였으며, 키워드는 “지식은폐”, “knowledge 

hiding”으로 선정하였으며 검색 위치는 논문 제목, 초

록, 초록 내 키워드를 기준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국

외 논문을 수집은 Web of Science를 통해 학술지에 게

재된 논문을 수집하였으며 키워드는 ”knowledge 

hiding“으로 검색하였으며 검색 위치는 국내와 동일하

다. 1차적으로 수집된 논문은 국내 논문 20편과 국외 

논문 119편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준거를 설정하여 1차적으로 수집한 

논문에 있어 일부 논문을 제외하였다. 첫째, 1차적으로 

수집된 논문 중 중복되는 논문을 제외하였다. 둘째, 초

록만 출판된 연구물의 경우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초록 내 키워드가 제시되지 않은 논문의 경우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준거에 따라 최종적으로 

국내 논문의 경우 16편, 국외 논문의 경우 104편으로 

총 120편의 논문을 자료 수집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한 논문의 연도별 분포 수는 <그림 2>와 같다.

3.1.2. 데이터 코딩 및 표준화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선정된 120편의 지식은

폐 관련 논문을 기반으로 초록 내 제시된 키워드를 코

딩하였다. 키워드 코딩은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논문 제목, 학술지, 출판연도, 출판 저

키워드 개수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계

논문 수 0 1 3 47 43 19 6 1 120

비율(%) 0 1 3 39 36 16 5 1 100

<표 2> 키워드 개수별 논문 분포

구분 내용 반영 예시

연구 목적
관련성

핵심변수 외 
관습적 표현 삭제

- HRD, environmental uncertainty, digitalization, enterprise social media

연구 방법 및 도구, 
이론 삭제

- interviews, data mining, moderated mediation, degree centrality,qualitative 
study, social network analysis, case study.

- conservation of resource theory, adaptive cost theory, affective event 
theory, regulatory focus theory

특정 대상 및 국가 삭제
- work team, knowledge seeker
- India, China, Pakistan, The Kingdom of Saudi Arabia

노드 통일

일상적 표현의 키워드를 
개념적 용어로 변경

- loneliness, shame, guilt, guilty, fear, need for affiliation, negative affective 
states → individual emotion

불필요한 수식어 삭제 
- counterproductive knowledge behavior → counterproductive behavior
- creative self efficacy, knowledge self efficacy → self efficacy
- social innovative behavior, innovative work behavior → innovative behavior

유사변수 및 유사개념 통합
- personality traits, personality, dark personality → individual personality
- employee’s silence, knowledge withholding → knowledge hiding

하위 구성 요인이 기술된 경우 
해당 변수만 기술

- evasive hiding, playing dumb, rationalized hiding → knowledge hiding

<표 3> 키워드 표준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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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초록, 키워드를 코딩하였다. 데이터 코딩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선정한 120편의 국내외 논

문의 키워드를 동일 언어로 코딩하기 위해 모든 키워

드를 영어로 코딩하였다. 국내 논문의 경우 논문에 제

시된 영문 초록에서의 키워드를 코딩하였으며, 국외 

논문의 경우 초록에 제시된 키워드를 코딩하였다. 본 

코딩의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총 346종의 578개

의 키워드를 수집하였다. 논문별 키워드 개수는 상이

하였으며, 키워드 개수별 논문 분포는 <표 2>와 같이 

도출되었다.

선정한 논문들의 키워드를 코딩한 결과 연구자마자 

키워드를 제시하는 기준이 모두 상이하였다. 동일한 

개념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어로 표현되기도 

하였으며, 학문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가 있음에

도 일상적 표현을 키워드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한 변수의 구성요인을 독립된 키워드로 제시한 

경우도 많아 수집한 키워드를 분석에 활용되기에 앞

서 키워드들을 통일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코딩 기준을 설정하여 표준화 

과정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의 특성상 분석 데이터의 코딩 오류로 

일부 노드의 해석이 잘못 해석이 되는 경우, 본 연구에

서 보고자 하는 연구 동향의 구조적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정승환 외, 2014). 이

에 본 연구에서도 <표 3>과 같이 키워드 표준화 기준

을 선정하여 이를 준거로 키워드 표준화하였다. 

키워드 표준화 기준은 국내 감성지능 연구 동향을 

분석한 황영아 외(2017)의 연구와 키워드 네트워크 분

석을 통한 HRD 연구 동향을 탐색한 정승환 외(2014)

의 연구에서 제시된 기준을 참조하였으며 본 연구 목

적에 부합한 기준을 설정하여 키워드 표준화 과정에 

반영하였다. 본 키워드 표준화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키워드를 삭제 및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

으로 총 86종의 390개의 키워드로 수정되었다. 이에 

따라 수정된 키워드 개수별 논문 분포는 다음 <표 4>

와 같다. 또한 87종의 키워드 중 빈도수가 높은 상위 

10개의 키워드는 다음 <표 5>와 같이 도출되었다.

3.1.3.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의 지식은폐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본적

인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Ucinet 6.0 소프

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네트워크 구조의 

시각화를 위해 Gephi 0.9.2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그

키워드 개수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계

수정 전
논문 수 0 1 3 47 43 19 6 1 120

비율(%) 0 1 3 39 36 16 5 1 100

수정 후
논문 수 0 16 30 44 16 2 0 0 108

비율(%) 0 15 28 41 2 15 0 0 100

<표 4> 수정된 키워드 개수별 논문 분포

키워드 knowledge hiding knowledge sharing creativity knowledge management individual personality

빈도수 105 26 13 13 12

키워드 performance leadership individual emotion task characteristics trust

빈도수 12 10 9 7 7

<표 5> 빈도수 상위 10개 키워드



주재홍, 송지훈

226 지식경영연구 제22권 제1호

리고 네트워크 구조의 구조적 공백을 분석하기 위하

여 Netminer 4.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선정한 논문들의 

코딩한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논문에서 제시된 키워드

간의 연결성을 행렬로 나타내는 ‘키워드*키워드’ 형

태의 인접 행렬(Adjacency Matrix)로 변환하여 코딩하

였다. 이는 키워드 간 관계가 있으면 1로 표시되며, 관

계가 없는 경우 0으로 표시되는 One-mode방식이다(권

예진, 차명호, 2016). 

그리고 네트워크의 개별 키워드가 전체 네트워크 

구조에서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중심성 분

석을 실시하였다. 중심성 분석은 네트워크 분석에 있

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석 방법으로 연결 중심성

(degree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등을 분석한다(이수

상, 2012).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 중심성인 연결 중심

성,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그리고 위세 중심성

(eigenvector centrality)을 분석하였다. 먼저 연결 중심

성은 네트워크의 노드들이 얼마나 많은 연결을 가지

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이수상, 2012). 높은 

연결중심성은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많은 연결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연결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다른 키워드들과 함께 연구되는 빈도가 높

은 것으로 연구자가 선정한 연구 분야에서 가장 활발

히 연구되는 주제로 해석된다(황영아 외, 2017). 둘째, 

매개 중심성은 한 노드가 다른 노드와의 네트워크 구

축에 있어 다리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를 측정

하는 지표이다(이수상, 2012). 높은 매개 중심성은 네

트워크 노드 간 연결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으나 약화

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높은 매개 중심성을 가진 노드는 중재자, 문지기의 역

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이수상, 2012). 즉, 매개 중심

성이 높은 키워드는 서로 다른 키워드가 한 연구에 사

용되는데 함께 고려되는 정도가 높은 키워드를 의미

한다. 셋째, 근접 중심성은 한 노드가 네트워크 안에서 

얼마나 중앙에 있는지를 측정하여 다른 노드들 사이

에서의 근접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김용학, 김영

진. 2016; 이수상, 2013). 근접 중심성은 인접 중심성이

라고도 불리며, 네트워크 전체 노드를 대상으로 측정

한다는 점에서 전역 중심성의 지표이다(이수상, 2012). 

높은 근접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 다른 노드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음을 의미한다. 즉, 근접 중심성이 높

은 키워드는 다른 키워드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함

께 다른 연구주제와 함께 연구되기 용이한 키워드임

을 의미한다. 넷째, 위세 중심성은 네트워크의 특정 노

드가 영향력이 높은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측

정하는 지표이다(이수상, 2010). 따라서 위세 중심성을 

통해 전체 네트워크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중심 

노드를 찾는데 용이하다(이수상, 2012; Bonacich, 

1987). 따라서 다른 중심성이 낮아 잘 식별되지 않은 

키워드이더라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키워드들이 높은 

중심성을 가질 경우 식별된다는 점에서 연구 동향 분

석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지식은폐 키워드 중에 다른 키

워드간 구조적으로 연결해주는 키워드를 탐색하기 위

하여 구조적 공백 분석을 실시하였다. Burt(1992)가 제

시한 구조적 공백은 접촉효율성(Efficiency), 효과크기

(Effective size), 제약성(Constraint), 위계성(Hierarchy)

로 지표를 해석한다. 효과 크기는 각 키워드가 가진 

연결 정도에서 상대 키워드가 가진 연결 정도의 평균

을 제외한 값으로 해당 키워드의 효과 크기가 클수록 

연결된 키워드들 보다 더 큰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효율성은 효과크기를 실제 

네트워크 크기로 나눈 값으로서 표준화된 네트워크의 

효과 크기를 구할 수 있다(김민건, 김경재, 2014). 그리

고 제약성은 특정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에게 받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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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수준을 나타내며, 0부터 1까지 값으로 나타난다(김

용학, 김영진, 2016; 홍세희 외, 2019). 위계성은 키워

드가 다른 키워드에 대한 평균적인 제약성을 나타내

며, 제약성의 강함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김용학, 김

영진, 2016). 이같은 구조적 공백 분석은 네트워크 내

에서 키워드 사이의 연결 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탐색하는데 유용하다(김민건, 김

경재, 2014; 이수상, 2013).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체 네트워크 구조적 분

석 이후 에고 네트워크(ego network) 분석을 실시하였

다. 에고 네트워크 분석은 특정 키워드를 지정하여, 지

정한 키워드와 직접 링크를 형성하고 있는 노드들만으

로 구성되어있는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전체 

네트워크 분석은 노드 수가 많아질수록 연구자들에게 

실제적 함의를 주는데 한계가 있다(정승환 외, 2014). 

이에 본 연구는 지식은폐와 이론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키워드를 선정하여 에고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전체 네트워크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지식은폐 관련 연구에서 추출한 키

워드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네

트워크의 일반적 특성은 86개의 노드와 667개의 링크

<그림 3> 지식은폐 연구동향 전체 네트워크

노드: 86, 링크: 667, 네트워크 밀도: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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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반으로 형성되고, 전체 밀도는 0.0912이며 전체 

네트워크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4.1.1. 중심성 분석

전체 네트워크 내 구조적 속성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지식은폐 키워드의 중심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지식은폐 관련 키워드들의 상위 10

개의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은 다음 <표 6>과 같으

며, 근접 중심성과 위세 중심성은 다음 <표 7>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 구조에서 키워드 간 직접적인 영향력 

크기를 살펴보기 위해 연결 중심성을 분석하였다. 연

결 중심성이 높은 것은 다양한 키워드와 함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정승환 외, 2014; 황영

아 외, 2017). <표 6>의 결과와 같이 연결 중심성이 높

은 키워드는 지식은폐(knowledge hiding)를 제외하고 

.035로 지식공유가 가장 높은 연결 중심성을 나타냈

다. 다음으로 창의성(0.018), 지식경영(0.016), 성과

(0.016), 개인 성격(0.014), 리더십(0.014) 등으로 나타

났다.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빈도수 상위 10개 

키워드와 동일하게 상위 키워드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연결 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식 공유

의 경우 지식은폐와 다르게 구성원의 긍정적 지식 행

동으로 고려됨으로써 지식은폐와 비교 연구가 많음을 

증명한다(신가희, 2017; 이지은, 오상진, 2020; Rhee & 

Choi, 2017). 다음으로 연결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창

의성은 구성원의 지식은폐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지식은폐를 매개로하여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짐을 시사한다(Bogilović et al 

2017; Černe et al., 2014; Rhee & Choi, 2017).

둘째,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사이에서도 매개자 혹

은 중재자 역할을 하는 키워드를 분석하기 위해 키워

드의 매개 중심성을 분석하였으며, <표 6>을 통해 살

펴본 바와 같이, 매개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지식은

폐를 제외하고 지식공유(5.307), 성과(1.907), 창의성

(1.848), 개인 성격(1.309), 리더십(0.96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매개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다른 키워드 

사이에서 최단 경로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김용학, 김영진, 2016), 네트워크 관계 속에서 주요한 

중재역할을 하는 키워드를 의미한다(황영아 외, 2017). 

제시된 바와 같이 지식공유 키워드는 매개 중심성에

서도 높은 중심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

로 높게 나온 성과 키워드는 지식은폐와 팀학습

(Zhang & Min, 2019), 대인 신뢰(위징징, 정수진, 2019), 

구성원의 양면성(Jilani et al., 2020) 등과 같이 개인적, 

순위 키워드
연결

중심성
순위 키워드

매개
중심성

1 knowledge hiding 0.125 1 knowledge hiding 73.899

2 knowledge sharing 0.035 2 knowledge sharing 5.307

3 creativity 0.018 3 performance 1.907

4
knowledge management 0.016 4 creativity 1.848

performance 0.016 5 individual personality 1.309

6
individual personality 0.014 6 leadership 0.963

leadership 0.014 7 individual emotion 0.731

8 individual emotion 0.012 8 task characteristics 0.618

9 task characteristics 0.010 9 organizational justice 0.472

10 trust 0.009 10 relational capital 0.459

<표 6>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상위 10개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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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적 특성 변수와 함께 연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변

수 간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로서 연구가 함께 이루어

짐을 시사한다.

셋째, 네트워크 사이에서 다른 키워드와 가까운 곳

에 위치함에 따라 다른 키워드와 쉽게 관련을 맺고 영

향력을 가지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근접 중심성을 분석하였으며, 다음 <표 7>과 같다. 표

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근접 중심성이 높은 키워

드는 지식은폐를 제외한 지식공유(0.630), 성과(0.574), 

창의성(0.570), 개인 성격(0.567), 리더십(0,559), 개인 

정서(0.55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근접 중심성은 연

결중심성과 함께 네트워크 내에서의 영향력을 측정하

기 위한 지표로 활용된다(배순한, 배승익, 2016). 그리

고 근접 중심성은 키워드 간 직접적인 관계를 비교하

순위 키워드
근접

중심성
순위 키워드

위세 
중심성

1 knowledge hiding 1 1 knowledge hiding 1

2 knowledge sharing 0.630 2 knowledge sharing 0.599

3 performance 0.574 3 performance 0.409

4 creativity 0.570 4 individual personality 0.396

5 individual personality 0.567 5 leadership 0.378

6 leadership 0.559 6 creativity 0.368

7 individual emotion 0.552 7 employee emotion 0.339

8 task characteristics 0.548 8 task characteristics 0.320

9 engagement 0.545 9 engagement 0.317

10 motivation 0.541 10 knowledge management 0.293

<표 7> 근접 중심성과 위세 중심성 상위 10개 노드 

<그림 4> 중심성별 상위에 속한 지식공유 네트워크

노드: 36, 링크: 120, 네트워크 밀도: 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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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관계도 포함한다는 점에

서 보다 의미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을 포함하여 지식공유는 지식은폐 네트워

크 내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성

과와 창의성도 높은 영향력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넷째, 다른 노드의 중심성을 반영하여 특정 노드의 

중심성을 분석하여 제시하는 위세 중심성을 분석하였

으며, 다음 <표 7>과 같다. 위세 중심성의 경우 전체 

네트워크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중심 노드를 찾

는데 용이한 지표이다(Bonacich, 1987). 살펴본 바와 

같이 위세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지식은폐를 제외

한 지식공유(0.599), 성과(0.409), 개인 성격(0.396), 리

더십(0.378), 창의성(0.36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는 지식은폐 네트워크 구조가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

로 편중된 구조를 가짐을 증명한다.

이상으로 각 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지식은폐 관련 

키워드들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는데 제한적이었

으며, <표 6>과 <표 7>에서 살펴본 분석 결과와 유사

하게 각 중심성에서 지식공유, 창의성, 성과, 지식경영 

등의 키워드가 상위 키워드에 편중되어 있음을 파악

할 수 있었다. 특히 모든 중심성 분석 결과 높은 수준

의 중심성에 위치한 지식공유만의 네트워크 구조인 

<그림 4>는 지식은폐에 대한 연구가 지식공유와 같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념들과 연구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4.2. 구조적 공백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네트워크 내 키워드 간 구조적으로 연결

시켜주는 키워드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적 공백 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이 제시

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제약성이 낮은 수준으로 제시

하였다. 구조적 공백을 확인할 때 다른 키워드들보다 

중심성이 낮고, 제약성과 위계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한다(홍세희 외, 2019). 분석 결과에 따라 중심성은 

낮았으나 제약성과 위계성이 낮은 구성원의 몰입

(engagement)이 구조적 공백으로 판단된다. 구조적 공

백에 위치한 키워드의 경우 네트워크 내 다른 키워드

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식은폐와 구

성원의 몰입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및 실증적 분

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의미한다.

4.3. 에고 네트워크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지식은폐의 전체 네트워크에서의 키워드 

순위 키워드 접촉효율성 효과크기 제약성 위계성

1 knowledge hiding 0.943298 80.180319 0.074594 0.348792

2 engagement 0.658566 9.219922 0.326229 0.516605

3 knowledge sharing 0.640358 22.412529 0.348309 0.763675

4 creativity 0.646363 13.573632 0.348947 0.706041

5 innovative behavior 0.648493 6.484925 0.349041 0.506990

6 performance 0.658476 14.486464 0.357215 0.689109

7 counterproductive behavior 0.630321 6.933533 0.359742 0.459081

8 reciprocity 0.666731 6.667308 0.361037 0.507042

9 workplace incivility 0.609615 6.069154 0.361469 0.448789

10 motivation 0.676445 8.793782 0.363370 0.595282

<표 8> 구조적 공백 분석 결과 상위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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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관계를 명료히 분석하기 위해 에고 네트워크 분석

을 실시하였다. 에고네트워크 분석은 연구자가 지정

한 노드를 중심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를 제시해줌으로

써 전체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 비해 키워드 간 관계를 

이해하는데 용이하다. 일반적인 키워드 네트워크 분

석을 통한 연구 동향 분석의 연구들은 빈도가 높은 키

워드(정승환 외, 2014), 중심성 분석 결과에 따른 상위 

키워드(황영아 외, 2017)를 통해 에고 네트워크 분석

의 대상으로 선정한다. 

4.3.1. 심리적 주인의식의 에고 네트워크

그러나 본 연구는 <그림 4>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

psychological ownership individual emotion

키워드 연결정도 키워드 연결정도

knowledge hiding 11 knowledge hiding 16

performance 7 knowledge sharing 11

engagement 7 leadership 9

leadership 5 individual personality 9

knowledge management 5 performance 7

territoriality 5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7

motivation 5 counterproductive behavior 6

relational capital 4 engagement 6

abusive supervision 4 workplace incivility 5

psychological contract breach 4 LMX 5

노드: 12, 링크: 25, 밀도: 0.4545 노드: 17, 링크: 45, 밀도: 0.375

<표 9> 에고 네트워크 분석 결과

<그림 5> 심리적 주인의식의 에고 네트워크

노드: 12, 링크: 25, 네트워크 밀도: 0.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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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빈도가 높거나 중심성이 높았던 키워드를 에고 네

트워크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지식은폐 연구 

동향에 대한 심층적 분석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식은폐의 기제에 대해 이론적으로 유관한 

심리적 주인의식(psychological ownership), 개인 정서

(individual emotion) 키워드를 에고네트워크 분석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분석은 연구 목적에 따라 이론

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키워드들이 어떠한 키워드들과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연결 중심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심리적 

주인의식과 개인 정서 키워드의 에고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Pierce 외(2001)의 심리적 주인의식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주인의식을 갖고자 하는 목표나 대상에 대해

서 자신의 것처럼 느끼게 되고, 형성된 주인의식에 따

라 개인의 태도 및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 지식은폐 

관련 선행연구 중 일부 연구는 조직 구성원의 지식은

폐 행동에 대한 이론적 기제로서 본 이론에 따라 접근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심리적 주인의식 키워드를 통

한 에고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네트워크 구

조는 다음 <그림 5>와 같다.

심리적 주인의식 키워드와 연결된 키워드의 연결 

정도를 분석한 결과 지식은폐(11), 성과(7), 몰입(7), 리

더십(5), 지식경영(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심리적 

주인의식 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Wang 외(2019)의 연구는 구성원의 직무몰입은 자신의 

직무 기반 심리적 주인의식을 형성하고 역할 내 성과

와 같은 긍정적 행동에 대해 정적 영향을 주지만, 개

인의 지식은폐와 같은 부정적 행동에도 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또한, Peng(2013)의 연구에

서는 구성원이 형성하는 지식에 대한 심리적 주인의

식은 지식에 대한 영역성을 형성하고, 지식은폐 행동으

로 발현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Bhattacharya

와 Sharma(2019)의 연구와 같이 개인 구성원이 자신의 

<그림 6> 개인 정서의 에고 네트워크

 노드: 17, 링크: 45, 네트워크 밀도: 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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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혹은 조직에 대한 심리적 주인의식 형성 방향에 

따른 지식은폐 행동과의 관계 규명과 같은 연구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본 네트워크 구조가 형성됨을 확인

하였다.

4.3.2. 개인 정서의 에고 네트워크

Weiss와 Cropanzano(1996)이 제시한 정서 사건 이론

에 따르면 조직 내 구성원이 겪는 경험 및 사건은 구

성원의 정서 상태에 영향을 주며, 이에 따른 정서 반

응은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구성원의 지식

은폐 행동에 대한 연구 중 일부는 지식은폐 발현 기제

에 있어 본 이론의 관점에 따라 접근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 정서 키워드를 통한 에고 네트워크 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네트워크 구조는 다음 <그림 6>과 

같다.

개인 정서 키워드와 연결된 키워드의 연결 정도를 

분석한 결과 지식은폐(16), 지식공유(11), 리더십(9), 개

인 성격(9), 성과(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Yao 외

(2020)의 연구에 따르면 정서 사건 이론을 기반으로 구

성원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은 지식은폐에 직접적으로 

영향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며, 구성원의 정서적 소진

에 따라 낮은 조직 동일시로 지식은폐 행동을 발현시

킨다. 또한 Garg와 Anand(2020)의 연구는 구성원의 고

독감 인식이 동료의 지식은폐 행위 인식과 정서적 몰

입 관계에 있어 부적 매개 효과와 개인 성격 특성 중 

성실성의 지식은폐 행위 인식과 고독감 사이의 조절 

효과를 규명하였다. 그리고 Zhao와 xia(2019)의 연구와 

같이 개인의 부정적 정서 상태가 윤리적 비몰입을 촉

진시키고, 두 관계를 윤리적 리더십이 조절함에 따라 

지식은폐 행동에 영향을 주는 연구들이 이루어짐에 따

라 본 네트워크 구조가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5. 결론

5.1. 연구결과 및 요약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 구성원의 지식은폐 행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음에 따라 지식은폐에 대

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식은폐 

관련 논문 중 초록에 제시된 키워드를 수집하고 연구

자가 선정한 준거에 따라 키워드를 삭제 및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108편의 논문으로부터 총 86종의 390개의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키워드 네트워

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은폐와 함께 연구되고 있는 주제들과의 

구조적 속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결 중심성, 매개 중

심성 그리고 근접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를 통해 지식공유(0.035), 창의

성(0.018), 지식경영(0.016), 성과(0.016) 등 순으로 지

식은폐와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

째, 매개 중심성 분석 결과, 지식공유(5.307), 성과

(1.907), 창의성(1.848) 그리고 개인 성격(1.309) 순으로 

매개 중심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매개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들은 다른 세부적인 연구 주제들을 연결

하는 매개자 및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황영

아 외, 2017). 즉, 지식공유는 지식은폐와 함께 다른 연

구주제들과 비교 연구가 많이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또한, 근접 중심성 분석 결과에 따라 지식공유(0.630), 

성과(0.574), 창의성(0.570), 개인성격(0.567) 등 순으로 

근접 중심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세 

중심성 분석 결과 지식공유(0.599), 성과(0.409), 개인 

성격(0.396), 리더십(0.378) 등 순으로 중심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중심성 분석 결과 지식은폐 관련 

연구는 지식공유, 창의성, 성과, 지식경영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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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키워드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 상위 중

심성이 일부 키워드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지식은폐와 관련되어 다양한 개념들과 연구과 

필요함과 동시에 연구동향을 분석하는데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지식은폐의 중심성 분석 결과 지식공유 키워

드가 네 중심성에 있어서 가장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

는 지식은폐라는 개념 자체가 지식공유와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였으며, 조직 내 긍

정적 지식 행동으로 인식되는 지식공유와 개념적으로 

부정적으로 고려되는 지식은폐를 동시적으로 고려한 

비교연구가 많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관련 선행 연구

에서 지식공유를 촉진시키는 맥락적 요인이 구성원의 

지식은폐 행동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신가희, 2017; 이지은, 오상진, 2020)와 더불어 구

성원이 추구하는 지향성(Rhee & Choi, 2017)이나 개인

적 특성(Fang, 2017)에 따라 지식 행동이 다양할 수 있

음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실시한 구조적 공백 분석 결과 

구성원의 몰입이 지식은폐 네트워크 내 다른 키워드

간의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키워드로서 도출되

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직무 몰입(Wang et 

al., 2019), 윤리적 비몰입(Zhao et al., 2019; Zhao & Xia, 

2019) 그리고 창의적 과정에 대한 몰입(Li et al., 2020)

이 지식은폐와 함께 논의되었다. 이는 앞서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

어지지 않았음과 동시에 그럼에도 네트워크 내 구조

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구성원의 몰입

과 지식은폐 행동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함을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는 지식은폐 연구에서 다른 키워드 간

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에고 네트워

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에고네트워크 선정은 지식은

폐를 설명하는 이론적 기제로 관련성이 있는 심리적 

주인의식과 개인 정서 키워드를 통해 에고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심리적 주인의식의 에고 네

트워크의 경우 지식은폐(11), 성과(7), 몰입(7), 리더십

(5), 지식경영(5) 순으로 연결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구성원이 개인의 지식과 조직에 대한 심리적 주

인의식 형성에 따른 인식 및 행동 변화와 함께 지식은

폐 관련 연구가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개인 

정서의 에고 네트워크 경우 지식은폐(16), 지식공유

(11), 리더십(9), 개인 성격(9), 성과(7) 순으로 연결 정

도가 높게 나타났다.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외부 요인에 따른 개인의 정서적 반응으로 지식은폐 

행동이 발현될 수도 있으며, 외부 지식은폐행동에 대

한 인식으로 인한 정서적 반응을 통해 조직에 대한 태

도 변화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5.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연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외 지식은폐 연구동향을 살펴

본 결과 주요 영향력이 있는 키워드로 지식공유, 창의

성, 리더십, 성과 등이 주요 영향력이 있는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이는 구성원의 지식 행동에 있어서 리더십

의 역할과 지식은폐 행동의 결과로서 개인 및 팀의 창

의성 그리고 개인 및 조직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

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

식은 자기강화적 특성으로 지속적으로 공유되고 활용

될수록 더 많은 지식이 생성되며 가치가 올라간다(최

재화, 2009). 그러나 공유되지 않은 지식은 활용되지 

못하고 개개인에게 잔류된다. 이에 조직 내 리더에 위

치한 구성원들은 개개인 구성원의 지식공유 촉진과 지

식은폐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이지

은, 오상진, 2020). 특히, 개인이 형성하는 리더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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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구성원마다 상이하다(Philips & Bedeian, 1994). 

Zhao et al. (2019)의 연구는 부정적 지식은폐를 완화시

키는데 있어서 개인이 인식한 리더와의 교환 관계 정도

와 집단 평균을 감한 상대적 교환 관계 정도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 있어서 

지식은폐를 완화시키기 위한 리더십 그리고 LMX와 같

이 구성원의 지식은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적 요

인과의 실증 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지식은폐 행동의 선행요인으로서 직장 내 괴

롭힘, 따돌림 등 조직 내에서의 구성원의 부정적 경험

과 지식은폐 행동 간 관계 규명에 대한 국내 연구가 

보다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직장 내 무례함, 직장 내 

외면 그리고 직장 내 따돌림과 같은 키워드는 동향 분

석 결과 다른 키워드에 비해 낮은 중심성 지수를 보였

으나 구조적 공백 분석 결과에서 직장 내 무례함이 상

위 10개 키워드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된 국외 연구는 직장 내 무례함(Irum et al., 2020; 

Arshard & Ismail., 2018), 직장 내 외면(Zhao et al., 

2019; Riaz et al., 2019) 그리고 직장 내 따돌림(Yao et 

al., 2020), 비인격적 감독 행위(Khalid et al., 2020) 등이 

있었으나 국내의 경우 장금화와 한수진(2020)의 조직 

내 무례행동과 지식은폐에 대한 실증 연구 외로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직장 내 괴롬힘과 

같이 사회적 문제가 여전히 만연하고 구성원 간 지식 

교류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

로 한 조직관리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소수의 키워드가 주요 중심성이 모

두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식은폐와 이론적으로 관련

성이 높은 심리적 주인의식과 개인 정서를 분석의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들과 차별점을 갖

는다. 네트워크 분석에 주로 고려되는 중심성이 높은 

노드는 대상 개념과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며, 연구 구

조에서 영향력이 높은 키워드를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심성이 다른 키워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높은 경우에 에고네트워크 분석

을 실시한다면 다소 피상적인 해석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실제 분석 결과에 있어서 개인의 

심리적 주인의식을 중심으로 한 에고 네트워크는 성과, 

몰입, 리더십 등과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Pierce et al. 

(2001)의 심리적 주인의식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기 

효능감과 애착(Self-efficacy and effectance), 자기 정체

성(Self-identity) 그리고 개인의 소속감(Having a place)

으로 주인의식을 형성한다. 그러나 높은 중심성을 보인 

개인의 성격 특성은 심리적 주인의식과 연구가 부족하

였다. 따라서 심리적 주인의식 형성과 개인의 성격 특

성이 높은 관련성을 가짐에도 지식 은폐와의 연구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가 보다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이론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키워드를 

에고 네트워크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는 접

근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문헌 분석을 통한 개념적 모형과 키워드 네트

워크 분석을 통한 네트워크 구조 간 관계를 상호보완적

으로 고려한 결과 구성원의 지식은폐 관련 연구에 있어

서 지식은폐 행동을 부정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지배적

이다. Connelly 외(2012)가 제시한 지식은폐 개념의 구

성요인 중 합리적 지식은폐(rationalized hiding)는 항상 

부정적인 효과를 지니지 않는다. Connelly와 Zweig(2015)

의 연구1의 결과에 따르면 회피적 은폐하기와 모르는 

척하는 행동은 미래의 지식 보류 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졌으나 합리적 은폐를 하는 구성원은 

미래의 지식 보류 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않았다. 또한 연구2의 결과에 따라 동료의 회피적 

은폐하기와 모르는 척하는 행동은 대인 관계 손상과 

정적 관계를 형성하였으나, 합리적 지식은폐 행동은 

대인 관계 손상과 부적 관계를 가짐을 규명하였다. 따

라서 지식은폐 행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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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는 것을 넘어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한 연구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지식은폐 관련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개념적 모형을 설계하고, 도출한 지식은폐 

관련 네트워크 구조와 함께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 고찰은 변수를 중심으로 한 선행, 결과, 맥락적 

요인 등에 대한 심층적인 고려가 가능하지만, 어떤 요

인들과 함께 연구가 되고 있는지 주변 변수 간 연구 

관계까지 한 눈에 가시적으로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다. 

이와 다르게 네트워크 분석은 변수 간 연구가 이루어진 

정도와 해당 키워드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데 용이하

나 변수 간 관계에 대한 선후 관계 미 영향 관계의 방향

성 그리고 효과성 여부에 대한 검증에 한계가 있다. 

이는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통한 연구동향을 탐색만으

로는 명확한 연구동향 분석에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와 같이 문헌 고찰을 통한 개념적 모형 개발

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구조 분석의 상호보완적 관계

를 고려한 연구동향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5.3.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연구 결과에 따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

하고 후속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

구의 한계점으로 첫째, 본 연구는 지식은폐에 대한 연

구동향을 분석하였으나 특정기간 수행된 지식은폐 연

구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단편적으로 

제시하였을 뿐 시간적 변화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

다. 본 연구는 지식은폐 관련 거시적 차원의 연구 동

향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지식은폐 관련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시계열적 연구

동향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설계한 개념

적 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음에도 실

제 관련 변수가 정말 유의한 효과를 지닌 변수인지에 

대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구 동향을 살펴보

고, 주로 관련된 변수들을 바탕으로 메타 분석을 실시

하여 관련 변수들의 효과 크기를 계산하고, 실제적으

로 지식은폐 행동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변수가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지식은폐 관련 논문을 수집하였으며, 수집한 논

문의 저자가 초록에 제시한 키워드만을 수집하고 이

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객관

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초록에 제시된 키워드의 경우 

저자의 주관성에 따라 기술되는 경우도 많으며, 연구 

방법이나 관련 이론 등이 기술되는 경우가 있어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데이터 수집에 제한적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초록에 제시된 키워드뿐 아니라 초

록 본문에 제시된 내용을 분석하여 해당 논문의 유의

미한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를 네트워크 분석의 데이

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수집한 키

워드의 용어 통합에 있어서 적절성 기준에 대한 한계

가 있다. 본 연구는 지식은폐 관련 논문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요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유사개

념이나 군집화가 가능한 변수는 하나의 노드로 통일

하였다. 본 과정은 거시적 차원에서 지식은폐와 어떻

게 연구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수 있으나 네트워크 

해석의 결과가 피상적일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

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현상이나 개념에 대한 데이터 표준화에 있어 이론적 

및 실제적 적절성 기준을 고려한 용어의 통합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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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Exploration of Knowledge Hiding Research 

Trends Using Keyword Network Analysis

 1)

Jaehong Joo*, Ji Hoon S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search trends in the filed of individual knowledge hiding through keyword 
network analysis. As individuals intentionally hide their knowledge beyond not sharing their knowledge in organizations and 
the research on knowledge hiding steadily spread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research trends regarding  knowledge 
hiding behaviors. For keyword network analyses, we collected 346 kinds of 578 keywords from 120 articles associated with 
knowledge hiding behaviors. We also transformed the keywords to 86 nodes and 667 links by data standardizing criteria and 
finally analyzed the keyword network among them. Moreover, this study scrutinized knowledge hiding trends by comparing 
the conceptual model for knowledge hiding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the network structure based on keyword network 
analysis. As results, first, the network centrality degree, knowledge sharing, creativity, and performance was higher than 
others in Degree, Betweenness, Closeness centrality. Second, this study analyzed ego networks about psychological ownership 
and individual emotion theoretically associated with knowledge hiding and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through comparing with the conceptual model for knowledge hiding. Finally, the study suggested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nd provided the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based on study findings. 

Key Words: Knowledge hiding, Research trends, Network analysis, Ego network, Conceptu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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