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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개요

본 연구는 종업원 개인이 조직에서 허용되지 않는 이익추구 목적의 정치

적 행위가 만연하게 되면 주변 동료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신뢰에 부정

적인 영향을 주고, 이러한 동료에 대한 불신이 지식숨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지식숨김을 예측하는 선행요

인으로서 조직정치지각을 제시하였는데, 둘 간의 관계가 동료 신뢰에 의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조직정치지각이 동료 신뢰

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조직지원인식에 의해 완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과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들은 통계분석프로그

램 SPSS 24.0과 AMOS 2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정치지각이 높으면 동료에 대한 신뢰

가 줄어들었다. 둘째, 동료 신뢰는 지식숨김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료에 대한 신뢰가 적을수록 지식숨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동료 신뢰는 조직정치지각과 지식숨김 간의 관계를 매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직정치지각과 동료신뢰의 관계에서 조직지원

인식은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지원인식이

높은 종업원들은 조직정치지각을 높게 지각하더라도 조직지원인식이 낮은

종업원들에 비해 동료에 대한 신뢰가 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해당 연구의 의의 및 연구가 갖는 한계점, 향

후 연구를 위한 제언 등을 통합적으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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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필요성 및 연구 목적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장기적 생존 및 성장을 위해 지식경

영 및 지식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Small & Sage, 2005), 이에

기업들은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식경영을 도입하기 시작하

였다(김희강, 2002). 또한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최근 많은 기업들이 지

식 창출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지식경영시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

경영시스템은 조직 내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공유·통합하여 새

로운 지식창출이 가능하며 조직에 스며들어 시너지를 발생시킨다(노수근,

권중생, 2015; Cohen & Levinthal, 1990; Song & Chermack, 2008). 그러나

지금까지 기업의 지식경영시스템 도입을 통한 성공 사례는 그리 많지 않고,

그 이외에도 지식공유 촉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그 효과

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Babcock, 2004). 이에 Peng(2013)은 조직들이

시스템 도입이나 인센티브 제공 등과 같은 단순한 실무적 접근을 통해 종

업원들 간의 지식공유가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잘못된 가

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다른 종업원을 돕는 행동이지만, 지식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지식공유가 조

직 내 경쟁력·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

템이 구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업원들의 심리적인 상태나 조직 내 상황에

의해 지식공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Peng, 2013).

한정된 자원은 기업 간 경쟁 뿐 만 아니라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경쟁

을 발생시킨다. 기업이 보유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에

조직 내 구성원들 중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성원에게 자

원이 배분된다. 보통 구성원들 간 경쟁을 통한 성과에 따라 승진 및 보상

등과 같은 조직 내 자원 배분이 결정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조직 내 존재

하는 자원에 대해 종업원들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모든 종업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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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원하는 몫을 얻기 위해서 공식적인 절차나 체계를 이용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사실 종업원이 얻는 보상의 대가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에 따

라 결정되며, 수행에 대한 대가의 기준은 조직 내부의 공식적인 보상체계에

따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때로는 일부 종업원들은 사내정치를

이용하여 임금 인상이나 승진 기회 등 자신이 원하는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사내정치는 조직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이기적이고 의도된 행동인데(Drory &

Romm, 1990; Ferris & Kacmar, 1992), 종업원들은 조직 내부에서 공식적

으로 용인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이 노력한 것 이상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내정치는 어느 조직에나 존재하며, 때론 긍정적

인 면도 가지고 있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최근 한 업

체에서 국내 직장인 958명을 대상으로 사내 정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9%로 10명 중 8명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사내정치가 존

재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사내정치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이 74.1%에 달하고 있고, 이 가운데 사내

정치로 인해 스트레스(36.5%)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으며, 승진 기회 박탈

(19.4%), 소외감 및 따돌림(17.1%), 공적인 부분이나 사적인 부분 모든 것

에 적용되는 불필요한 압력(16.5%), 인격적으로 당하는 모욕(8.6%), 사직

권유 및 해고(1.9%) 순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회

사 생활의 공정성과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없어져야 한

다’(33.2%)는 응답도 있었다. 이러한 통계 결과는 현재 많은 기업 내 조직

이 허용하지 않은 비공식적인 체계를 통해 정치적 행동이 만연하고 있으며,

이것이 종업원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태

동, 한국 유로저널, 2016년 10월 3일 기사참조).

그렇지만 조직 내 정치는 필연적이고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

문에(Ferris & Kacmar, 1992), 종업원은 이러한 정치적 환경에 대한 태도

를 형성하고 다양한 행동을 보이며 적응하게 된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은

조직정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조직정치를 일으키는 원인과 조직정치

가 갖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조직 내 정치는 어디에나 존재

하지만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조작화 하는 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Ferris & Kacmar, 1991), 이후에 조직 정치에 대한 더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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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위해 조직정치지각(Perception of organizational politics : POP)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Ferris, Adams, Kolodinsky, &

Ammeter, 2002). 조직정치지각이란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 내 환경이 정치

적 활동, 조직이나 타인의 이익과는 상관없는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

위가 만연하며, 이를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

(Vigoda, 2000; Vigoda-Gadot & Talmud, 2010). 여기서 연구자들이 조직

내 조직 정치활동을 관찰하는 것 대신 종업원 개인의 주관적인 조직정치지

각을 파악하고자 하는 이유는 특정 사건에 객관적으로 정치적 개입이 없었

더라도 조직 내 활동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종업원 개

인이 인식하였다면, 이러한 지각은 그것을 지각한 개인의 현실의 일부이며,

그러한 지각으로 인해 인지적 · 행동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

다(Lewin, 1936; Porter, 1976). 이러한 이유로 조직정치지각의 연구자들은

종업원의 태도와 행동이나 조직의 성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정치

적 활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기보다 그러한 정치적 행동에 대한 개인의 주

관적인 인식을 측정하여 연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주장한다

(Vigoda-Gadot & Talmud, 2010).

조직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조직정치가 조직 내 허용되지 않는 자기

이익추구 행위라고 정의를 하였기 때문에(Ferris, Harrell-Cook, &

Dulebohn, 2000; Ferris, Russ, & Fandt, 1989; Kacmar & Baron, 1999;

Mayes & Allen, 1977; Mintzberg, 1983), 조직정치는 종업원 개인이 특정

대상에 가지는 태도와 행동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정치적 상

황에서 조직의 이익에 반하는 자기 이익 추구의 정치행위나 자기보호 행위

를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그 동안 기업의 실무적 접근 뿐 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조직

효과성을 위해 지식 공유의 중대성을 강조하였고 종업원이 적극적으로 지

식공유의 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었지만, 사내

정치로 인해 지식공유가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지식을 의도적으로 숨기

는 행동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동료 신뢰와 지식공유 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존재하

지만 상대적으로 조직정치지각으로 발생하는 종업원들 간의 불신이 지식숨

김(knowledge hiding)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거의 되지 않았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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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숨김은 다른 종업원이 요청한 지식이나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공

유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Connelly, Zweig, Webster, & Trougakos, 2012).

지식 공유의 반대가 지식 숨김이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지만 두 개념은 서

로 다르고 선행 연구를 통해서 두 개념이 서로 다름을 요인분석으로 밝히

고 있다(Connelly, 2012). 두 행동이 다른 개념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상대

적으로 지식공유를 촉진하는 요인에 대해 연구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에

조직정치지각이 지식숨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과정에서 동료 신

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최근 조직 내 정치로 인해 종업원이 고의로 업무 지

식을 숨기거나 공유하지 않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보고한 연구가 있다(최

운, 박호환, 백연정, 2016). 이 연구에서 조직 수준에서는 조직 공정성과 조

직 정치지각, 그리고 개인 수준에서는 공정성 민감도와 친사회적 동기 수준

이 종업원의 지식숨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조직정치지각

이 지식숨김에 영향을 주는 이유에 설명하였는데, 조직 내 정치가 만연하게

되면 경쟁적인 환경에 반응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되며

이는 동료들이 업무 지식을 요청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숨기려는 행

동을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식

공유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많은 실무적인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 정치로 인해서 지식공유가 단절되어 경쟁력이 오히려 악화되는 모순적

인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각심을 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조직 내

정치가 직접적으로 개인의 지식숨김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조직정치가 종

업원의 특정 대상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형성되어 지식숨김이 발생하는 것

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최운 등(2016)은 향후 연구에서는 동료

신뢰가 조직정치지각과 지식숨김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조직정치지각이 지

식숨김에 미치는 과정을 동료 신뢰(Coworker‘s Trust)의 개념을 통해서 설

명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동료 신뢰는 종업원의 지식공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지만(Dirks & Ferrin, 2001; Ismail, Yousif, &

Fraidoon, 2007; Jarvenpaa, & Majchrzak, 2008; Renzl, 2008), 반대로 종업

원이 동료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보유한 지식을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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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Connelly et al., 2012). 동료 간

의 신뢰는 참여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호 협력을 도모할 뿐만 동료와의

잦은 교류를 통해 의사소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동료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지지만(정고은, 2014), 반대로 조직 내 정치적 행

위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동료를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함으로

써 자신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정치적 상황에 의해 자신의 공로가 아닌 다

른 동료가 대신 보상을 받는 불공정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직 내 정치적 상황에 의한 불공정이 있다고 지각하게

되면 불공정한 상황에 대해 동료의 정치적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며, 종업원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나중에 동료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얻

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조직정치는 종업원

이 요청받은 정보나 지식을 공유하기보다 다른 정보를 알려주거나 의도적

으로 숨겨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

다. 이와 관련한 실증연구에서 Aryee, Budhwar와 Chen(2002)은 신뢰를 통

해 공정성 같은 조직에 대한 평가나 조직 내 분위기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

이 종업원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위의 내용

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직정치지각이 동료 신뢰를 통해 지식숨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직정치지각이 동료 신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조직지원인식이 갖는 조절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교환이

론(Social Exchange Theory)에 바탕을 둔 조직지원인식의 개념은 조직이

구성원들의 기여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구성원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구성원들이 느끼고 믿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일터는 종업원들

이 급여와 복지 등과 같은 유형의 보상뿐만 아니라 인정과 자긍심과 같은

사회·정서적인 이익을 대가로 노력을 제공하는 호혜적 관계를 표상한다

(Angle & Perry, 1983; Levinson, 1965; March & Simon, 1958). 이러한 일

터에서 종업원은 조직이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배려하고

있는지를 인지하며 상호 간 신뢰가 충족되었다고 느낄 때, 조직에 대해 긍

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나타낸다(Eisenberger, Huntington, Hutchison, &

Sowa, 1986). 조직지원인식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과업수행(Lynch,

Eisenberger, & Armeli, 1999), 직무기반 긴장(Rhoades & Eisenberg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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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몰입(Cropanzano Howes, & Grandey, 1997; Eisenberger, Armeli, &

Rexwinkel 2001; Shore & Tetrick, 1991)과 직무만족(Eisenberger et al.,

1997), 조직시민행동(Hochwarter, Kacmar, & Perrewe, 2003)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국내 연구에서 조직지원인식이 직접

적인 영향 뿐 만 아니라 선행 변인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켜주는 조절변

인의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 중 김승희(2017)는 조직지원인식이

높아질수록 비인격적 감독이 조직침묵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지는 것을 확

인하였고, 최현주(2010)는 조직지원인식의 수준이 높아지면 직무스트레스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된다는 것을 밝혔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조직정치지각이 종업원의 태도와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에

기반하여 조직지원인식이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가에 초

점을 맞추었다.

Ferris 등(2002)은 조직정치지각의 이론적 모형에서 조직정치지각과 다른

결과 변인들 간의 관계가 개인의 이해(understanding)와 지각된 통제감

(perceived control), 그리고 정치적 기술에 따라 변화될 것이라고 제안하였

다. 조직정치지각이 종업원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서 조직

지원인식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지만, 조직정치와 결과 변인 간

의 관계를 분배 및 절차 공정성이 조절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Harris,

Andrew &, Kacmar, 2007). 즉, 종업원이 다른 종업원들의 정치적 행위에

의해 발생한 조직 정치를 위협으로 지각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더라

도,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면 조직정치지각이 갖는 부

정적인 효과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종업원의 조직 내

정치적 행위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은 태도와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지만 조직이 개인에 대한 복지와 안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노력

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조직지원에 대한 인식이 높다면 공

정성에 대한 의심을 덜 하게 될 것이며, 다른 종업원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조직정치지각이 동료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둘 째, 동료 신뢰가 종업원의 지식숨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셋 째, 동료신뢰가 조직정치지각과 지식숨김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조직정치지각과 동료 신뢰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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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 정치적 환경에 대한 종업원의 지각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조직지원

인식이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를 검증하여 실증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구성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서론으로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그리고 연구의 구성에 대해 제

시하였다.

제 2장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에 대한 개념 및 선행 연행연구를

통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다.

제 3장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의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연구

가설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연구 모형을 제시하였다.

제 4장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 설문지

구성 및 자료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 5장은 실증분석 및 연구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

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매개모형 검증 및 회귀분석을 통해 조절효과

를 검증하였고, 연구가설 검증 결과를 정리하였다.

제 6장은 결론으로서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과 본 연구의 한계

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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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조직정치지각

1. 조직정치의 개념

조직정치의 개념은 권력, 사회적 연결망, 연합, 의사결정, 최고 경영 팀

그리고 사회적 영향 전략 등과 관련한 이론화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어왔다

(Douglas, & Michael, 2012). 조직정치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급격히 증가

하였음에도, 체계적 방법으로 측정이 어렵고(Ferris, & Kacmar, 1991) 강조

하는 관점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마다 조직정치에 대한 정의가 매우

다양하고 아직까지 이 개념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Ferris,

Frink, Galang, Zhou, Kacmar, & Howard, 1996). 그럼에도 조직정치 연구

에서의 공통적인 관심주제는 조직에서 허용되지 않는 종업원들의 사익 추

구 행동과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Mintzberg(1983)는 이러한 조직 내

정치를 공식적인 권한, 동의한 이념이나 전문성으로부터 오는 적법성을 가

지고 있지 않고, 비공식적이고 표면적으로 지역적이고 전형적으로 분열을

초래하는 개인 혹은 집단의 행동이라고 언급하였다.

조직정치의 개념적 정의와 관련하여 Preffer(1981)와 Mintzberg(1983)는

정치적 활동의 이론화를 위한 기초 연구를 제시하면서, 조직 정치를 권력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 지으려고 하였다. Preffer(1981)는 조직정치를 타인과

비교하여 가치 있는 자원을 획득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행위자의 능력과

동일시하였다. 또한 행위자의 권력은 카리스마 등과 같은 개인 특성이 아니

라 자원과 의존성에 기초한 관계로부터 오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권력이

기능한다는 것은 선택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정치적 상황에서 의사결정으

로 생기는 결과와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달리 Mintzberg(1983)는 조

직정치를 조직 내 사회적 영향을 갖는 공식적인 체계와 함께 사용되면서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체계로 보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조직정치에서는 조직 내 적법성을 지닌 공식적인 체계에서 나오는 권력이



- 9 -

구 분 정 의

Burns(1961)

- 조직정치는 개인들의 자원 사용에 대한 경쟁적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것

- 물질적 자원 및 인적자원을 개발, 활용하여 타인에 대한

통제를 증대시키려는 행위

Pettigrew(1973)
정치적 과정은 자원 요구 발생과 발생된 요구에 대한 지지

획득과정

Frost & Hayes

(1977)

자신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나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정치적 행동으로 간주

Mayes & Allen

(1977)

조직정치는 조직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목표를 획득하기

위해 또는 승인되지 않는 영향력 수단을 통해서 승인된 결

과를 얻기 위해 영향력을 관리 조작하는 것

Tushman(1977)
조직의 목표, 방향, 다른 주요 현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하는 권위와 권력을 사용하는 것

Allen, Madison,

Porter, Renwick

& Mayes(1979)

개인이나 그룹의 자기이익을 강화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영

향을 미치는 의도적인 활동을 하는 것

Wildavsky(1979)
조직정책 입안에 있어 지배적 선호성향이 누구에게 있는가

에 대한 갈등

Quinn(1980)
개인 또는 그룹들의 준거적, 합법적 권력을 향상시키기 위

한 행동

보다 적법하지 않은 비공식적인 체계에서 나오는 권력이 중요하다고 언급

하였다. <표 2-1>과 같이 이후 많은 연구에서 조직정치의 정의를 내리고

있고, 이를 종합해보면 조직정치를 구성하는 공통적인 5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Douglas, & Michael, 2012). 조직정치는 (1) 개인 혹은 집단이 (2)

사익 추구의 목적을 가지고 (3) 수행되는 권력과 사회적 영향력의 행위를

포함하며, (4) 이 행위에서 둘 이상의 상호 의존적인 사회적 행위자가 존재

한다. 그리고 (5) 이를 행하기 위해서 조직에서 허용되지 않는 비공식적인

수단이 동원된다는 것이다.

<표 2-1> 조직정치의 개념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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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b &

Margulies(1981)

변화에 대해 조직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보호하기 위

해 권력을 사용하는 것

Pfeffer(1981)

어떤 선택에 대해서 불확실하거나 의견이 불일치가 되는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

정

Porter(1981)
조직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며 개인이나 하부단위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사용하는 과정

Porter,Allen &

Angle(1981)

타인의 이익을 위협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거

나 촉진하기 위한 의도로 사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Farrell &

Petersen(1982)

조직의 공식적 요구사항이 아닌 행동, 조직 내에서 이익과

불이익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

Wallace &

Szilagyi(1982)
개인이 조직에서 성장하기 위한 방법

Mintzberg(1983)
비공식적이고, 표면적으로 편협하고, 전형적이므로 분파적

이고 무엇보다 비합법적인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

Porter et al.

(1983)

사회적 영향력, 개인 또는 그룹들의 이해관계 증진 및 보호

를 위한 의도적 행동, 타인 또는 타집단의 이해관계를 위협

하는 행동

Durbin(1984)
조직전체의 목표보다는 개인의 이해증대를 지향하는 이기

적 행동, 사기와 기만을 암시하는 행동

Vredenburgh &

Maurer(1984)

타인에 대하여 직, 간접적으로 자신의 영향을 받아들이게

하는 행동이며, 목표와 수단의 일치가 조직에서 공식적이거

나 긍정적으로 인가되지 않고 비공식적 규범에 의해 인가

됨

Ferris,Russ &

Fandt(1989)

타인의 이익을 희생하거나 또는 타인의 이익과 보조를 맞

추거나 하여 장․단기적으로 자기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적 영향을 미치려는 전략적 행동으로 간주

Cropanzano,

Kacmar &

Bozeman(1995)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준 사람

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Bacharach &

Lawler(1998)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직전략, 정책, 규칙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곳으로 행동을 동원해서 개인이나 집단에게 영향

을 미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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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

Kacmar(2001)

조직에 의해 비공식적이고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행동

이나 비공식적으로 행동하는 것

Byrne(2005)
어떤 사건이나 행동에 대해 지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해하는지에 기반을 두고 발생되는 행동

Harris, Harris &

Harvey(2007)

조직이나 다른 구성원들과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이기적인 개

인행동

* 출처: 김석우(1999); 김미선(2009) 재인용

이처럼 조직정치 정의에 대해 학자들 마다 다른 의견이 존재하지만 크게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김미선, 2009; 김하얀, 2014;

김철영, 2015; 박정일, 2015; 박지원, 2013; 엄은주, 2013; ). 일반적으로 조직

정치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은 조직정치를 사라져야

할 악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조직을 작동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Hochwarter, 2012). 그리고 정치에서의 권력은 적어도 부정적 이유 뿐 만

아니라 긍정적 이유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

지고 있다(Pfeffer, 1992). 이는 조직정치가 조직의 목표를 무너뜨리는 것보

다 오히려 조직의 성공과 혁신을 위해 내부 갈등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

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시적 관점의 조직정치는 부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긍

정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를 조작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다(Valle & Perrewe, 2000).

80년대 후반 이후에 조직정치가 가진 조직의 목표 달성 과정에서의 긍정

적 기능을 강조한 거시적 관점보다 조직정치 내 사익 추구를 위한 행위를

파악하고자 하는 미시적 관점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미시적 관점을 가진

학자들은 조직 혹은 개인의 안녕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사적인 목표와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김철영, 2015, 재인용). 또한 이러

한 관점에서 조직정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며(Gandz & Murray,

1980; Ferris & Judge, 1991; Ferris, Brand, Rowland, Gilmore, King, &

Burton, 1993) 조직에서 허용되지 않지만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한 전략적

인 행위로 개념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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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정치가 객관적 실체로 파악될 수 있다는 거시적 관점의 가정과 달리

미시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을 강조하고 있다. Lewin(1936)은

사람들은 객관적 현실 자체 보다는 현실에 대한 주관적 지각을 기반으로

반응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후 Gandz와 Murray(1980)는 조직 정치를 배타

적으로 객관적 상태보다는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로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

며, Porter(1976)는 종업원 개인이 실제 사건을 오해하여 조직정치를 지각하

였더라도 조직정치지각이 연구되고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조직 내 정치적 행위는 은밀하고 상징적으로 발생하여 관

찰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직정치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은 개인의 가치

와 경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Kacmar et al., 1999), 본 연구에서는 거시

적 관점보다 경험적으로 검증이 용이한 미시적 관점에서의 조직정치지각이

개인 구성원들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조직정치지각의 개념

오늘날 조직에서의 정치는 일상적인 현상이며, 조직 생활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Ferris & Kacmar, 1992), 조직의 구성원이라면 자연스

럽게 정치행동을 지각할 수밖에 없다. Vigoda(2000)는 조직정치가 전반적으

로 조직 효과성과 효율성에 잠재적인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도 불만, 분노, 이직 등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부

각되고 있다고 하였다. 조직정치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조직의 효과

성을 관련지어 생각해볼 때, 조직정치 연구를 위해 우선적으로 정치적 과업

환경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지각에 대한 공통된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필요

하다.

Ferris와 Kacmar(1991, 1992)는 조직정치지각을 다른 구성원의 정치적 행

위와 자신이 속한 직무환경에 대한 정치적인 인식이라고 정의하였다.

Vigoda-Gadot과 Talmud(2010)는 조직정치지각을 종업원이 직무환경을 정

치적이고 부당하고 불공평한 것으로 인식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으며,

Vigoda(2000)는 구성원이 처한 직무환경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불공

평한 곳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첫째, 조직정치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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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른 구성원들의 자기 이익추구 행위에 의해 직무환경이 정치적으로 인

식되며, 둘째, 이러한 직무환경에 대해서 이익추구 행동이 만연한 불공정한

장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정치지각은 다른 종

업원들의 정치적 행위에 의해 직무환경을 이익추구 행동이 만연한 불공정

한 장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사이에 조직정치지각을 측정하는 신뢰롭고

타당화된 도구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Ferris et al., 2002). Ferris와

Kacmar(1989)이 처음 개발한 척도의 5문항은 조직정치지각이 단일 차원으

로 측정하는 것이었지만 이후에 개발된 31개 문항과 40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조직정치지각이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적인 구성개념

임임을 밝혔다(Kacmar & Ferris, 1991; Ferris & Kacmar, 1992). Kacmar

와 Ferris(1991)가 최종 12문항으로 확정하여 일반적 정치행동, 갈등회피 분

위기, 승진 보상 정책으로 구분되는 3가지 차원이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다(김미선, 2009; 김하얀, 2014; 김용권, 2015; 박정일, 2015; 이재

원, 2006; 박지원, 2013). 여기에서 일반적 정치행동 차원은 조직 내 종업원

에게 가치 있는 자원을 얻기 위한 이기적 행동이 만연한 정도에 대한 인식

을 의미한다. 그리고 갈등회피분위기 차원은 조직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서 의도적으로 행동을 삼가는 정도에 대한 인식이며, 승진 및 보상정책은

종업원 개인이 승진이나 보상에 대한 결정이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결정되

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후 Kacmar와 Carlson(1997)은 구

조 방정식 모형 기법을 사용하여, 이전에 사용된 12개 문항을 개정하여 15

개 문항으로 구성된 조직정치지각의 척도가 이전의 결과와 동일하게 조직

정치지각이 3개의 차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밝혔다(Hochwarter, Kiewitz,

Castro, Perrewe & Ferris, 2000; Vigoda, 2000).

3. 조직정치지각 모형 및 선행 연구

Ferris 등(1989)은 종업원 개인의 조직정치지각과 관련한 선행 조건들과

태도와 행동의 결과 변인을 검증하기 위한 통합적 모형을 처음으로 제시하

였다. 이 모형에서 선행요인이 크게 조직특성, 직무 작업 특성 그리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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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으로 구성된 다층 모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 선행요인들이 종업원

개인의 조직정치지각에 영향을 주고 개인 수준의 태도와 행동 결과로 나타

날 것이라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후 각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불일치되는 결과가 나타났고, 이를 반영하여 이후

Ferris 등(2002)이 수정된 모형을 제시하였다.

기존 모형에서 조직 특성과 관련한 주요 선행요인으로 집중화, 공식화,

위계수준, 통제범위를 제시하였는데, 높은 집중화와 위계적 수준과 낮은 공

식화 수준, 그리고 통제범위가 넓은 조직의 경우 구성원들이 조직정치지각

을 그렇지 않은 조직의 구성원들보다 높게 지각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그

러나 통제범위의 경우에 이후 실증 연구를 통해서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

지 못하여 모형에서 제외되었다(Kacmar & Ferris, 1992). 그리고 조직의

규모가 변인이 포함되었는데, 규모가 큰 조직일수록 종업원들이 과업에 필

요하지만 불충분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게 되고, 조직 내

구성원들이 조직정치지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전

모형의 직무특성과 관련한 주요 선행요인에서 직무자율성과 기술 다양성,

피드백 수준이 낮으며 승진기회가 적고 동료와 상사 간의 상호작용이 좋지

않다면 조직정치를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이후 수정된 모형에서

는 경력 개발 기회가 추가되었다 개인적 특성의 선행요인에서 여성이거나

연장자인 종업원은 다른 종업원들보다 조직을 정치적이라고 지각할 수 있

으며, 마키아벨리즘과 셀프모니터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업원 역시 다른

종업원들보다 조직 내 정치를 더 잘 지각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종

업원의 책임감이 조직정치지각을 예측하는 선행변인으로 제안되었는데, 이

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종업원은 수행을 높이기 위해 정치적 행위와 가

장 밀접하게 관련된 영향력 행사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Ferris et al., 1997). 이 밖에도 개인 조직 적합도(person-organization fit)

와 일에 대한 몰입이 조직정치지각을 예측하는 선행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이전 모형에서 개인의 조직정치지각의 결과변인으로 제시된 직무 불안,

직무 만족, 결근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상당한 지지를 얻었다(Kacmar

& Baron, 1999). 그러나 직무 몰입의 경우에는 모형에 포함되는 데 충분한

실증적 지지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후에 수정된 모형에서는 제외되었

다. 추가적으로 조직 몰입과 공정성 반응, 신뢰, 조직 냉소주의, 조직시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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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정치적 행동의 결과 변인이 모형에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전 모형에서 선행변인으로 설정되었던 인구통계학적 변인

이 메타 분석 결과 직접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Stepanski et al.,

2000) 수정된 모형에서 선행변인과 조직정치지각 간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

를 가질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인구 통계학적 변인을 포함하여 개인의 성격

변인과 지각된 통제감(perceived control), 이해(understanding)가 조직정치

지각과 결과 변인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후 개인의

정치적 기술 및 정치적 행동이 조절변인으로 수정된 모형에 포함되었고

(Ferris et al., 2002), 많은 연구자들은 수정된 조직정치지각의 이론적 모형

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Treadway, Ferris, Hochwarter, Perrewe,

Witt, & Goodman, 2005; Valle & Perrew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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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조직정치지각 수정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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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동료 신뢰

1. 동료 신뢰의 개념

조직 내 신뢰는 조직의 장기적 안정과 종업원들의 안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Cook & Wall, 1980), 그동안 다양한 학문 분야에

서 조직 내 신뢰에 대한 많은 연구가 되어왔다. 또한 Mishra(1996)는 신뢰

가 조직의 위기 상황이나 급격한 변화에 처했을 경우에 조직의 장기적인

성공과 생존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신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널리 퍼져 있지만, 신뢰의 적

절한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있다(Hosmer, 1995). 결국

신뢰에 대한 개념화는 최근까지도 관심을 받아왔지만 각 연구에 해당하는

연구 대상과 분석 수준에 따라서만 적용 가능한 많은 정의들이 존재하게

되었다(Shapiro, 1987). 조진현(2002)은 이렇게 신뢰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것은 신뢰가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조직행동 등의 서로 다른 학문에서 연

구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신뢰의 개념이 개인적인 특성에서 구조적인 현

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고 하였다(McKnight &

Chervany, 1996). 우선 경제학적 관점의 신뢰는 신뢰자가 신뢰 대상과 협력

할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이익-비용의 합리적 효

용을 계산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Williamson, 1993). 그리고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신뢰는 신뢰 대상을 감시

하거나 통제한다는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신뢰대상이 신뢰자에게 있어 중

요한 특정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하여 신뢰 대상의 행동에 대해

자신을 취약한 상태로 두는 자발성을 갖는 것이라고 본다(Mayer, Davis, &

Schoorman, 1995). 이는 개인 내부의 지각과 인지과정 및 정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Mayer & Davis, 1995; Mayer et al., 1995;

McAllister, 1995). 또한 사회적 관점에서의 신뢰는 주변 사람과 조직의 관

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면서(Lewis, & Weigert, 1985), 개인

의 내부 심리적 속성이라고 보는 심리학적 관점과 다르게 개인들 간의 상

호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집합적인 속성으로 보고 있다(신동엽, 2002).

이렇듯 신뢰는 여러 학문분야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최근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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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통해 신뢰에 대한 개념의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Butler(1991)는 신뢰 대상이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

약속에 대한 기대라고 정의하였다. Sabel(1993)은 상호 교환관계에서 어느

한쪽도 취약점을 악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라고 정의하였고

Rousseau, Sitkin, Burt와 Camerer(1998)는 신뢰를 신뢰 대상의 행위에 대

한 믿음을 가지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의지로 정의하였다.

Bhattacharya, Devinney와 Pillutla(1998)는 신뢰를 신뢰자의 취약성에 대한

수용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취약성에 대한 수용은 신뢰자가 대인관계에

서 신뢰대상에 의해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또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이다(Meyerson, Weick & Kramer, 1996).

조직 내 신뢰 대상은 다계층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조직에 대한 신뢰

(organizational trust), 상사에 대한 신뢰(supervisory trust), 동료에 대한

신뢰(coworker’s trust)로 구분된다(Robinson, 1996; McAlister, 1995). 우선

조직신뢰는 조직과 구성원 간 고용관계에서 구성원들이 조직이 유익하거나

해롭지 않은 행동을 할 것이라는 조직에 대해 갖는 평가와 확신이며(Tan

& Tan, 2000), 이는 조직과 종업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하여 발생하지 않

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Costigan, Ilter & Berman, 1998). 대인 간 신뢰

(interpersonal trust)는 상사신뢰와 동료 신뢰로 나뉘는데, 조직 신뢰와 다

르게 조직 구성원들 간의 실제적인 상호작용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특징을

갖는다(Costigan, et al., 1998).

선행연구를 통해서 신뢰는 단일차원보다는 다차원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

다. McAllister(1995)는 신뢰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능력, 배경을 고려하

여 상대방을 신뢰하는 인지적 신뢰(cognitive trust)와 상대방에 대해 가지

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고려하여 신뢰하는 정서적 신뢰(emotional trust)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Doney와 Cannon(1997)은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려는

의도와 능력을 기반으로 갖는 신용(credibility)과 상대방이 희생을 감수하려

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반으로 한 호의(benevolence)의 차원으로 구

분지었다. 이 밖에도 신뢰를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제재 기반

신뢰(deterrence-based trust)와 상호간 필요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

에 기반하여 생기는 지식 기반 신뢰(knowledge-based trust), 그리고 상호

간 가치, 목표, 이념에 대한 공유로 기반으로 하는 정체성 기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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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cation-based trust)로 구분하기도 한다(Hsu & Mujtaba, 2011).

신뢰는 많은 상황에서 응집력(Cohesion)(Goodman, Ravlin, & Schminke,

1987), 우정(friendship)(e.g., Jehn & Shah, 1997), 친근함(familiarity)(e.g.,

Goodman & Leyden, 1991)과 같은 개념들과 상호 관련될 수 있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이 서로 다르게 조작적으로 정의되기 때문에(예 :

친근함의 경우에는 동료 간 같이 일한 빈도를 측정한다.), 집단 수행에 있

어 다른 매커니즘에 의해 작동되며 다른 예측 타당도를 갖게 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예 : 집단에 남기를 바라는 것과 상대방에 대한 믿음은 다

른 과정을 통해 집단 수행에 영향을 준다.). 또한 이러한 개념들을 발생시

키기 위해 필요한 실무적 개입 차원에서 다르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일하는 빈도를 늘리는 것은 대인간 친밀감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상

호 간의 신뢰와 응집력, 우정은 항상 발생하지 않는다.

신뢰의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동료 간 신뢰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료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확실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Boon & Holmes, 1991). 그러나 대인 간 신뢰에

대한 대부분 연구들이 동료 간 신뢰보다는 상사에 대한 신뢰에 대해 초점

을 맞추고 있다(McAllister, 1995). 종업원 개인은 동료의 행동을 통제하는

공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Tan & Lim, 2009) 동료 간의 신뢰

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현재 대다수의 조직들

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팀제를 도입하였고 점

차 위계적인 구조에서 수평적인 구조로 변화하면서 동료 간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동료의 영향은 사회적 근접성, 직접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등 의 측면에서

상사의 영향과 구분되는데(Chiaburu, 2010), 여러 선행연구에서 동료는 구

성원에게 업무 관련 도움 뿐 만 아니라 정서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

졌고, 동료 간 모방, 경쟁 및 사회적 범주화 등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종업원의 태도와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Chiaburu &

Harrison, 2008). 하지만 동료 간 신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동료에게서 오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행동이 종업원 개인의 신뢰

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다시 종업원 개인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행동에 영

향을 밝힌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Dar,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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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의 정치적 행위로 발생한 조직정치지각에 의해 동료 간 상호작용

및 신뢰가 저하되어 지식숨김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제로 조직신뢰나 상사

신뢰보다 동료 신뢰에 초점을 두고 살펴볼 것이다.

2. 동료 신뢰의 선행연구

신뢰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Dirks & Ferin, 2001;

Mayer et al., 1995), 이와 관련한 많은 실증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부분 연

구에서 우선 동료 신뢰와 관련된 선행변인으로 신뢰 대상의 능력(ability),

호의(benevolence), 진실성(integrity)으로 구성된 신뢰성(trustworthiness)

요인이 있다. 신뢰 대상의 능력에 대한 판단은 조직 내 성공에 필요한 대인

간 관계에 능숙함과 지혜 뿐 만 아니라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관련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Gabarro, 1978). 호의는

신뢰대상이 신뢰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기를 원하

는 정도이며, 진실성은 신뢰자가 수용할 수 있는 일습의 원칙에 신뢰대상이

따르는 정도를 의미한다(Mayer et al., 1995). 그 밖에도 Mayer 등(1995)에

따르면 한 대상이 다른 사람에게 갖는 신뢰에 영향을 주는 신뢰자의 기질

로서 신뢰 경향성(propensity to trust)이 있다고 하였다. 신뢰 경향성은 신

뢰자가 다른 신뢰 대상의 신뢰성(trustworthiness)에 대한 일반화된 기대의

정도를 의미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을 갖지만 발달 경험, 성격유형, 문

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내재된 신뢰 경향성은 개인마다 그 정도가 다르

다(Rotter, 1967). Kramer(1999) 또한 개인의 신뢰 경향성은 신뢰와 관련된

경험으로부터 추론한 인간 본성에 대한 개인의 믿음이며, 이러한 믿음은 상

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격 특성의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이러

한 신뢰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이 진실되고 좋은 의도를 가

졌다고 믿지만, 반대로 신뢰 경향성이 낮은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고 교활하며,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혀

졌다(Chughtai & Buckley, 2008). Mayer 등(1995)은 신뢰 대상에 대한 신

뢰성에 대한 지각과 신뢰자의 신뢰 경향성과 신뢰 간의 이론적 관계를 통

합적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McKnight 등(1998)이 제시한 신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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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모형에 의해 지지되었다. 추가적으로 Doney, Cannon과 Mullen(1998)

은 신뢰와 관련한 실증 연구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데 5 가지의 인지 과정

이 있다는 것을 모형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는 계산성(calculative), 예측성

(prediction), 의도성(intentionality), 능력(capability), 전이(transference)의

인지 처리 과정에 의해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뢰에 대

한 실증연구에서 친밀감과 신뢰자의 기질 요인이 신뢰에 영향을 주며

(Gefen, 2000), 제도적 구조 요인 또한 신뢰의 예측 변수로 밝혀졌다

(McKnight & Chervany, 2002).

동료 간 신뢰의 결과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동료 간 신뢰가 일터

에서의 전반적인 신뢰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Cook &

Wall, 1980). 이후 연구에서 동료에 대한 신뢰가 협력적인 행동과 팀워크를

증가시키고(Cummings & Bromiley, 1996; McAllister, 1995), 조직성과, 직

무만족, 조직몰입, 동기부여와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Dwivedi, 1983;

Blake & Mouton, 1984). 또한 다른 종업원들과 자원을 공유하려는 개인의

의지와 상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Dirks & Skarlicki, 2009). 이러한 선

행연구를 통해서 조직 내 동료 간 신뢰는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함으로

써 동료 간 협력에 대한 동기가 증가하게 되고 나아가 조직과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뢰

에 의해 형성된 종업원의 협력적인 태도는 조직시민행동으로 나타날 가능

이 매우 높다. Mayer와 Gavin(2005)은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종업원의 수

행에 대해 집중하는 능력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능력은 조직 시민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최근 대인 간 신뢰에 대한 연구에서

는 대인 간 신뢰가 조직 시민 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고(Singh &

Srivastava, 2009), 이는 개인 수준에서의 대인 간 신뢰에 대한 개발은 개인

과 조직의 수행을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자발적 직무 외 행동에 대한 동기

를 증가시키는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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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지식숨김

1. 지식 공유의 개념

지식이란 과업에 필요한 정보, 아이디어, 전문적인 지식 등을 포함한다

(Bartol & Srivastava, 2002). 많은 연구자들은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함으로써 조직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식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Davenport & Prusak 1998; Foss &

Pedersen, 2002; Spender & Grant, 1996; Webster, Brown, Zweig,

Connelly, Brodt, & Sitkin, 2008). 정보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기업들은 지식

경영을 위해 지식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식공유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그

러나 지금까지 조직의 지식경영시스템 도입을 통한 성공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Webster et al., 2008). 이에 대한 원인으로 다수의 조직들이 경쟁우위

를 점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경영 기법을 도입하였지만 실제로 종업원들이

조직이 도입한 시스템 사용을 꺼려한다는 것이다(Connelly & Kelloway,

2003; Ford & Staples, 2006). 이러한 문제점은 종업원들이 실제 이를 사용

하고자 하는 의지나 동기와 관련되는데, Nonaka(1994)는 종업원의 지식공

유 의지는 한 조직의 지식 창출 능력에 있어서 중대한 요소라고 주장하였

다. 이것은 단순한 실무적 접근 방식에 따라 지식경영 시스템 도입만으로

지식공유를 증가시킬 수 없으며, 지식공유를 하고자 하는 종업원의 의지와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종업원의 지식공유 의지

와 동기를 증가시키는 요인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지식공유에 대한 다양하나 정의들이 있지만 Kogut와 Zander(1992)는 지

식공유를 조직 내 종업원들 간 자신이 보유한 지식을 상호교환을 하여 새

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Liebowitz(2001)는

지식공유는 종업원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른 종업원에게 전달하는 활동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Wang과 Noe(2010)의 연구에서는 지식공유는 업무

관련 정보 및 지식을 다른 종업원에게 전달하여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문

제해결과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종

합했을 때, 지식공유를 다른 종업원에게 도움을 주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

기 위해 종업원이 가지고 있는 업무 관련 정보 및 지식을 다른 종업원에게



- 23 -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공유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종업원의 지식공유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선행변인들이 밝혀졌다(Wang & Noe, 2010). 구체적으로 공유자들 간 관계

발전(Ko, Kirsch, & King, 2005)과 조직 내 공유 규범(Bock, Zmud, Kim,

&,Lee, 2005), 보상 및 성과급 제도(Bartol & Srivastava, 2002), 공정성

(Bouty, 2002)과 심리적 계약 유지(Scarborough & Carter, 2000), 지식공유

조직문화(Connelly & Kelloway, 2003; Jarvenpaa & Staples, 2001) 등이 지

식공유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인 간 신뢰가 종업원들 간의

지식공유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Jarvenpaa & Majchrzak, 2008;

Kankanhalli, Tan, & Wei, 2005). 여기에서 지식공유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

들은 종업원의 지식공유 동기를 증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

나 왜 종업원들이 자신이 보유한 지식을 다른 종업원들과 의도적으로 공유

하지 않는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Connelly et al., 2012).

이러한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시스템 도입과 함께 지식공유 동기를 증가

시킨다면 새로운 지식창출을 통해 기업의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실제로 동기를 증가시키기 위해 조직차원의 노력을 하더라도

종업원이 의도적으로 지식공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부터 비롯된다(Connelly & Kelloway, 2003;

Ford & Staples, 2006). 이에 종업원의 지식공유의 동기를 증가시키는 것

외에 종업원의 의도적 지식숨김의 동기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있을 것이라

고 추측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공유에 영향을 주는 요인보

다 지식숨김을 일으키는 요인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지식공유에 대한 개념과 그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았

다. 다음으로 종업원의 지식숨김에 대한 정의 및 지식숨김과 지식공유와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유형의 행동을 알아보고, 관련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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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숨김의 개념

지식숨김은 한 종업원이 다른 종업원이 업무 관련 지식을 요청했을 때,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이라고 정의한다(Connelly et al., 2012).

Connelly 등(2012)은 종업원이 지식을 타인에게 주지 않고 숨긴다는 것이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지식숨김은 항상 기만 의도를 포함하지 않

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종업원은 다른 종업원이 요청한 지식이

기밀 유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숨기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만약에 지식이 다른 종업원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지식숨김은 다른 종업원들을 보호하려는 긍정적인 동기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림 2-1>의 Connelly 등(2012)이 제안한 지식숨김 모형에서 지식숨김

은 기만 행동 뿐 만 아니라 지식 공유, 지식 축적, 반생산적 작업행동과 일

탈행동, 사회적 폄하, 무례함 등과도 구별되는 개념임을 나타내고 있다. 우

선 지식 축적 행동(knowledge hoarding)은 공유 여부에 상관없이 지식을

축적하는 행동이며, 지식 숨김 행동과는 지식을 이전하지 않고 보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식숨김은 타인이 요

청한 지식의 의도적 숨김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지식 축적은 타인의 요청

과 관련 없는 지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Webster et al.,

2008).

<그림 2-1> 지식숨김 도식(Connelly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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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 2-1>을 통해서 지식숨김은 지식공유와 서로 다른 개념임을

보여주고 있다. 보통 많은 연구자들이 단순히 지식공유를 하지 않는 것이

지식숨김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식숨김과 지식공유에 대한

개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기에서 나타난다. 종업원이 지식공유를 하지 않

는 것은 다른 종업원들에게 공유할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

나는 것이다. 반면에 지식숨김은 종업원이 다른 종업원에게 공유할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태만, 도구적, 보복 등 종업원의 다양한 동기를 가

지고 의도적으로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Connelly et al., 2012). 즉, 지식

숨김은 다른 종업원이 요청한 지식을 종업원 자신이 알고 있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숨기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지식숨김은 반생산적 과업 행동(counterproductive workplace behavior)과

공통된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구별되는 개념이다. 지식숨김과 반생산적 작

업행동은 조직과 다른 종업원에게 악영향을 주려고 하는 의도된 행위라는

점에서 공통된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지식 숨김의 행동이 항상 타인이나

조직에게 위해를 가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미

앞서 지식숨김은 때로는 자신을 보호하거나 혹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의

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은 서로 구별된다고 할 수 있

다(Connelly et al., 2012). 두 개념의 또 다른 차이점은 대상의 차이이다. 반

생산적 작업행동은 조직과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지식숨김은

타인의 요청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반생산적 작업 행동과 비슷하게 종

업원의 공격성(aggression), 즉 지식숨김과 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가진 일

탈행동(Schat & Kelloway, 2005, p. 191)의 경우에도 지식숨김은 항상 위해

를 가지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판단할 수 있

다.

지식숨김과 사회적 폄하(social undermining)는 다른 종업원들의 긍정적

인 상호 관계를 형성·유지하고 과업 성공, 호의적 명성을 저해하려는 의도

에 대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Duffy,

Ganster, & Pagon, 2002). 사회적 폄하는 경쟁자에게 암묵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하하여 경쟁자에게 비호의

적 태도를 표현하는 행동을 포함한다(Duffy et al., 2002). 앞서 언급했듯이

지식숨김은 자신이나 타인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항상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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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나 조직에 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개념이

서로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암묵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기 위한 사

회적 폄하와 관련하여 무례함(incivility)과 지식숨김은 상호 존중 규범을 위

반하여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동 중 가장 낮은 강도의

일탈 행동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Pearson & Porath, 2004).

그러나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 이를 숨기는 것은 상대방을 해를 가하거나

의도적으로 무례함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은 서로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종업원의 지식숨김은 모르는 척하기(playing dumb), 얼버무리기(evasive

hiding), 합리화된 숨기기(rationalized hiding)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Connelly et al., 2012). 모르는 척하는 행동은 종업원이 다른 종업원에게

요청받은 지식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을 하는 것이다. 얼버

무리기는 정보를 요구한 종업원에게 잘못된 정보나 일부 정보만 주거나 나

중에 알려주겠다고 기약만 하고 이를 숨기는 행동을 말한다. 합리화된 숨기

기는 요청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여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합리화된 숨기기는 나머지 두 차원과 다르게 기만 의도

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Connelly et al., 2012; Pan & Zhang, 2014). 지식숨

김은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증연구가 적지만, Connelly 등

(2012)이 실시한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지식숨김의 개념이 실제

로 존재하는 것 뿐 만 아니라 3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 공유

와 지식 축적 행동과 구별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앞서 본 연구에서는 동료 신뢰를 통해 조직정치지각이 지식 숨김 행동에

영향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지식공유와 지식축적, 반사회

적 행동 및 일탈 행동 그리고 사회적 폄하, 무례함, 기만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면서도 구별되는 지식숨김의 모르는 척하기, 얼버무리기, 합리화된 숨

기기의 3가지 차원을 모두 고려할 것이다. 조직 내 정치가 만연하게 되면

종업원이 작업환경이 적대적이고 경쟁적이라고 인식하며, 지식을 요청한 종

업원에게 보복하거나 해를 가하는 동기를 가진 지식숨김을 할 것이라고 생

각할 수 있다(최운 등, 2016). 그러나 조직 내 타인의 이익을 해하는 정치적

행위에 의해 다른 동료나 조직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

기 위한 의도로 지식숨김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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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의도를 나타내지 않는 합리화된 숨김을 포함한 지식숨김 3가지 차원을

고려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3. 지식숨김의 선행연구

조직 내 지식 창출 노력의 일환으로 지식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에

도 불구하고 실제 종업원들이 동료들의 공유 요청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는

것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Ford(2004)는 동료 간 불신

이 지식 공개 행위(knowledge disclosure)에 대해 부분적으로 영향력을 가

질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후 지식숨김의 선행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서 Connelly 등(2012)은 동료 간 불신이 지식숨김을 예측하는 선행요인이라

는 것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교환이론을 기반으로 대인 간 불신

은 효과적이지 않는 사회적 교환의 기저를 이룰 것이라는 주장에 기초하여

(Blau, 1964), 동료 간 불신이 지식숨김을 유발할 것이라고 보았다.

동료 간 불신 외에도 지식 기반 심리적 소유감이 지식숨김에 미치는 영

향력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연구도 존재한다(Peng, 2013). 이 연구에서는 심

리적 소유감 이론(Pierce, Kostova & Dirks, 2001)을 통해 종업원은 물질적

인 것 뿐 만 아니라 과업 관련 지식 같은 비물질적인 대상에 대해서 소유

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Pierce et al., 2001), 이러한 소유감이 강한 종

업원일수록 지식숨김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Peng, 2013).

지식숨김의 선행요인을 밝히고자 한 국내 연구에서는 조직 수준에서 조

직 공정성과 조직 정치지각, 그리고 개인 수준에서는 공정성 민감도와 친사

회적 동기 수준이 이러한 행동을 예측한다는 것을 밝혔다(최운 등 2016).

조직 공정성과 관련하여 종업원이 공정한 대우를 조직으로부터 받으면 조

직과 상호 관계에서 의무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다른

종업원을 도와주려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직정치지각과 같

이 종업원이 조직 내 정치적 행위가 만연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인지하게

되면 경쟁적인 환경에서 자기이익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며

(Cropanzano & Greenberg, 1997; Ismail, et al., 2007; Pfeffer, 1981;

Randall, Cropanzano, Bormann, & Birjulin, 1999), 때로는 자기 이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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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일으킬 수 있고(Ferris & Kacmar, 1992; Kacmar & Baron, 1999),

공유한 정보가 예측할 수 없던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자기

방어로써 지식 숨김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Ashforth & Lee, 1990;

Shepsle & Weingast, 1987; Valle & Perrewe, 2000).

지식숨김의 결과 변인에 대해 살펴보면, 행위자가 항상 나쁜 의도를 가지

고 지식 숨김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Connelly et al., 2002), 조직 내

지식 숨김 행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가까운 미래에 종업원들 간의

지식 숨김이 발생하며 관계 형성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실증 연구가 있

었다(Connelly & Zweig, 2015). Cerne, Nerstad와 Skerlavaj(2014)의 연구에

서는 지식 숨김 행동이 행위자의 창의성을 감소시키며, 지식을 요청한 사람

의 불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후 지식을 공유하려는 의도를 감소시키게

된다는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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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조직지원인식

1. 조직지원인식의 개념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 조직에 대한 종업원의 태도와 행동은 조직성과

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그로 인해 조직은 종업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형성하여 조직성과를

극대화하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일반적으로 종업원들의 조직에 대한 몰입은 종업원의 성과 향상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혀졌다. 만약 조직에 대한 정서적 몰입을 하고 있는

종업원이라면 성과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결근이 적고, 이직할 가능성이 낮

다(Mathieu & Zajac, 1990; Meyer, Allen, & Allen 1997; Mowday, Porter,

& Steers, 1982). 이후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Blau,

1964)이 등장하면서, 많은 학자들은 조직이 종업원에게 갖는 몰입이 종업원

이 조직에 대해 갖는 몰입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은 조직에 대한

종업원의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종업원에 대한 몰입과 헌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최재용, 2015),

사회적 교환 이론 이후 Eisenberger 등(1986)은 처음으로 조직지원인식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조직지원

(supportive organization)이란 조직이 종업원들의 안녕과 요구에 관심을 가

지며, 기여에 대해 가치 있게 여기고 칭찬과 인정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

다. 그리고 조직지원인식은 조직이 종업원의 안녕에 대한 관심과 기여에 대

한 가치를 인정해주는 정도에 종업원이 총체적으로 형성하는 신념을 말한

다.

사회적 교환관계에서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혜택을 받는 자는 호혜성

의 원칙(reciprocity)에 의해 보답을 해야 하는 의무감을 가지게 된다. 즉 조

직과 종업원의 사회적 교환관계에서 종업원은 조직으로부터 조직에 대한

자신의 기여가 인정받고 있고 자신의 안녕과 복지에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면 호혜성의 원칙에 의해 조직에 헌신하고 몰입하게 된다는 것이

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종업원들이 더 이상 조직에 대한 자신의 기여가 인

정받지 못하거나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면 조직을 위해 일반



- 30 -

적인 과업 수행 뿐 만 아니라 추가적인 노력을 일방적으로 하지 않게 될

것이다(Moorman, Blakely, & Niehoff, 1998).

한편 조직지원인식 이론에서는 종업원이 조직을 의인화를 하는 경향성에

의해 조직지원인식을 형성한다는 것이다(Eisenberger et al., 1986). 즉 종업

원이 조직에 대한 의인화를 하며, 종업원이 조직에 대한 몰입을 하는 것처

럼 조직이 자신에게 몰입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종업원

은 상사와 같은 조직의 대리인이 종업원에게 보이는 태도와 행동에 대해

종업원들은 대리인의 개인적인 동기가 아닌 조직의 의도로 해석한다

(Levinson, 1965). 또한 조직지원이론 연구자들은 보상 제공시 조직의 통제

를 벗어난 상황에서 보상이 주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자유재량에 의해 보상

과 유리한 직무 조건이 제공되었을 때 종업원들은 자신이 조직에 대한 기

여를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고 지각할 것이라고 주장한다(e.g. Blau, 1964;

Cotterell, Eisenberger, & Speicher, 1992; Eisenberger, Cotterell, &

Marvel, 1987; Gouldner, 1960). 이것을 종합했을 때, 종업원들의 조직에 대

한 의인화를 하는 경향성과 상사가 조직에 대한 대리인 성격을 지니고 있

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상사가 자유재량에 의해 종업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

로 대우해주고 성과에 대한 인정을 해준다면 조직지원인식을 형성하게 된

다.

조직지원이론에서 조직지원인식을 경험하는 종업원이 조직 성과와 관련

된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필요한 3가지 심리적인 기제를 제시하

였다(Rhoades & Eisenberger, 2002). 첫 번째로 상호 호혜성 규범에 의해

종업원이 조직지원인식을 함으로써 조직의 목표와 조직의 안녕에 대한 의

무감을 느껴야 한다. 두 번째로 조직지원인식을 나타내는 관심, 승인, 존중

은 종업원의 사회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조직지원인식의 경험을 통해서 종업원이 수행-성과 기대와 같이 조직이 성

과 창출에 대해 인지하고 보상할 것이라는 신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심리적인 조건들이 충족이 되었을 때 조직지원인식을 경험한 종업원들

은 조직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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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지원인식의 선행연구

그동안 종업원의 조직지원인식과 관련한 선행요인과 결과변인들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되어왔다. Rhoades와 Eisenberger(2002)가 실시한 조직지원

인식 선행요인과 결과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로 상사지원, 조직 보상

및 호의적 직무요건, 그리고 조직 공정성의 3가지 큰 차원에서 종업원의 조

직지원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tke와 Sharafinski(1988)는 종업원들이 조직이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대한 인식을 형성할 때에는 자신의 상사가

그 종업원의 공헌에 대해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종업원의 안녕과 배려를 하

는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종업원의 상사는 조직을 대신하여 종업

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업무 지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

업원들은 상사가 하는 행동을 통해 조직지원인식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다(Eisenberger et al., 1986; Levinson, 1965).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자들

이 ‘조직지원’ 대신 ‘상사의 지원’이라는 말로 대체하여 상사지원인식 측정

하였고, 두 변인 간의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Kottke & Sharafinski, 1988;

Malatesta, 1995; Rhoades, Eisenberger, & Armeli, 2001; Shore & Tetrick,

1991; Yoon, Han, & Seo, 1996; Yoon & Lim, 1999). 뿐만 아니라 상사의

지원 대신 상사와 종업원 간의 관계(leader-member exchange)와 상사의

사려 등이 조직지원인식과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Hofmann & Morgeson,

1999; Settoon et al., 1996; Wayne, Shore, & Liden, 1997; M. W. Allen,

1995; Hutchison, 1997a; Hutchison, Valentino, & Kirkner, 1998).

Shore와 Shore(1995)는 인사관리 관행에서 종업원들의 공헌에 대한 인정

을 보이는 것이 종업원의 조직지원인식과 정적인 상관이 있을 것이라고 주

장하였다. 보통 조직이 인사관리 관행에서 종업원의 조직지원인식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으로는 임금, 승진과 훈련 및 경력 개발의 기회제공을 포함하

고 있다. 이러한 선행요인들은 자원 분배 과정의 분배 공정성과 관련이 있

으며, Wayne, Shore, Bommer & Tetrick(2002) 연구에서 분배공정성이 종

업원의 조직지원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직지원인식이 종업원의 조직과 자신의 직무 또는

과업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형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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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지원인식은 과업수행(Lynch et al., 1999), 직무기반 긴장(Rhoades &

Eisenberger, 2002), 정서적 몰입(Cropanzano, et al., 1997; Eisenberger et

al., 2001; Shore & Tetrick, 1991)과 직무만족(Eisenberger et al., 1997)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추가로 앞서 언급했던 Hochwarter 등(2003)의 연

구에서는 조직정치지각이 조직지원인식을 통해 종업원의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주며, Chiang과 Hsieh(2012)의 연구에서는 조직지원인식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간접 효과 뿐 만 아니라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인 효과도 유

의함을 밝혔다.

조직지원인식이 직·간접적 영향 뿐 만 아니라 선행변인의 부정적인 효과

를 조절해주는 것을 밝힌 연구가 있었다. 국내 연구에서 조직지원인식이 높

아질수록 비인격적 감독이 조직침묵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하였다(김승희, 2017). 최현주(2010)는 조직지원인식의 수준이 높아지면 직

무스트레스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된다는 것을 밝혔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 정치적 행위가 만연하여 동료에 대해 불

신하더라도 조직의 정책과 절차에 대해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조직지원인

식의 조절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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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모형 및 가설설정

제 1 절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조직정치지각이 동료 신뢰를 통해 종업원의 지식숨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조직지원인

식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실증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조직정치지각 동료 신뢰 지식숨김

조직지원인식

<그림 3-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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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설 설정

1. 조직정치지각과 동료 신뢰 간의 관계

Mayer 등(1995)은 신뢰를 신뢰자가 통제하고 감시하지 않으면서 신뢰대

상이 신뢰자에게 특정 중요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 기초하여 신뢰 대

상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취약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취약성의 정도는 상

호 의존성이 심화되어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없게 되는 상황

인지에 의해 결정된다. Blau(1964)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는 우선 한 대상에 대한 헌신을 포함한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종업원이 조직이나 상사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업원을

신뢰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형성된 교환관계가 시간이 지나

면서 종업원이 다시 조직을 위해 보답하려는 의무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Pearce, Branyiczki 와 Bakacsi(1994)는 분배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은 조직

신뢰와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혔으며 상호작용 공정성과 상사에 대한 신뢰

와 상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조직이 종업원에게 공정한 대

우를 해줄 경우 조직과 상사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지만 조직 내 정치가 만

연하게 된다면 종업원 개인들은 조직에 대한 자신의 노력의 정도에 의해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권력 집단에 의해 분배되고 보상에 대한 규칙

이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Cropanzano et al., 1997), 종업원은 불공정성을 느끼며 조직에 대한 신뢰

가 저하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종업원이 조직 내 정치행동이 만연하며 불공정한 장이

라고 인식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종업원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것이다. 이 문제는 공정성 이론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분배 공정성 관점에서 종업원들은 수행과 책임과 경험 수준 등과 같

은 다른 요인들을 고려한 공정한 보상 분배가 되었다고 믿었을 때 분배공

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Adams, 1965). 보상이 공정하게 분배되었다고

하는 믿음은 다른 종업원들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킬 수 있다. 종업원들은

분배공정성이 있다고 믿으면 다른 종업원들도 공정하게 분배받았고 불공정

하게 희생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보상 분배가 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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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다고 인식했을 때, 종업원들은 자신이 받아야 할 보상에 대해 동료가

받았을 것이라고 의심하게 된다. 즉, 종업원은 정치적 상황에서 동료의 정

치적 행위에 의해 분배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생각할 것이고 이는 동료

를 불신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절차 공정성은 보상분배의 의사결정 과정에 사용된 절차나 규정에 대한

공정성을 의미한다(Folger & Konovsky, 1989). 종업원이 조직 내 절차 공

정성이 존재한다고 믿었을 때 모든 종업원이 같은 규칙 체계에서 경쟁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명확하고 일관된 절차를 갖는 것은 종업원들이

조직 정책이 공정한 방식으로 집행된다고 생각하게 하며 특정 종업원들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기 위해 조직 정책을 전복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

기 때문에 종업원들 간의 신뢰가 증가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조직 내 정치가 만연하다면 조직 내 일관되고 명확한 공식적인 정

책이 존재하지 않고 특정 종업원의 정치적 행위에 의해 의사 결정이 될 가

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 내 정치적 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

서는 중요한 결과와 관련 있는 조직정책이나 절차가 일관되지 않거나 명확

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들 간의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Kacmar & Baron, 1999). 또한 조직정책이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

는 점에 대해 주변 동료에 대한 정치적 행위로 귀인하게 될 수 있다. 정리

하자면 그 조직이 허용하지 않은 특정 권력 집단의 정치적 행위가 공식적

인 조직정책을 전복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하게 되고, 조직 내 규범과

절차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에 대해 동료의 정치적 행위라고 귀인하기

때문에 종업원들 간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신뢰는 조직의 구성원들과 조직에게 중요한 결과에 영

향을 주는 변인으로 밝혀졌지만, 조직 정치와 관련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

지 않다(Poon, 2003). Ferris 등(2002)은 종업원이 조직 내 정치적 행위가

만연하다고 지각하게 되면 자신과 밀접한 작업 집단을 덜 신뢰롭게 인식하

게 될 것이며 조직 내 허용되지 않는 자기 이익 추구 행위는 상호 관계형

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조직정치는 상호 의존을

축소시키며 진실성을 파괴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실증 연구

에서 조직정치지각과 신뢰간의 관계가 부적 상관이라는 것을 밝혀냈고

(Poon, 2006; Vigoda, 2007), Othman(2008)의 연구에서는 신뢰가 조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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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지만 두 변인 간의 상호 인과성을 가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종업원의 조직정치지각은

동료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추론하였다. 구체적으로 종업원이

조직 내 정치적 행위가 만연하고 불공정하다고 지각할수록 동료 간 신뢰가

낮아질 것이며, 반대로 조직정치지각이 낮을수록 동료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조직정치지각은 동료 신뢰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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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료 신뢰와 지식숨김 간의 관계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동료 간 신뢰가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필요

한 지식 창출과 관련한 지식공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혀왔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동료간 신뢰는 일터에서의 전반적인 신뢰를 형성하는 데 영

향을 줄 수 있고(Cook & Wall, 1980), 협력적인 행동과 팀워크를 증가시키

기 때문에(Commings & Bromiley, 1996; McAllister, 1995), 팀 내 동료 간

신뢰가 높을수록 지식공유가 증가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이동숙, 2015). 또

한 지식공유는 조직시민 행동과 같이 정해진 역할 외 행동의 한 종류로 분

류되고 있지만(Keenan, 2001; Stevens, 2000), 지식공유는 조직시민행동과

다르게 구성원이 업무 관련 경험을 회고하여, 문서화하고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다른 구성원에게 전달하는 데 필요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하

며(Disterer, 2003), 지식이나 정보는 종업원 개인이 조직 내 성공과 생존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French

& Raven, 1959) 신뢰대상에 대한 신뢰가 존재해야만 지식 공유 행동이 발

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호 간 신뢰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알려주지

만, 동료를 신뢰하지 못하면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정보나 지식을 숨길 수

있다(Orlikowski, 1993). 동료 신뢰 수준이 높으면 상호간 도움이 되는 지식

공유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다른 종업원을 기만하거나 자신을 보

호하려는 의도를 가진 지식숨김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고, 동료 신뢰 수준

이 낮으면 지식공유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종업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자신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지식숨김

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드는 한 가지 의문점은 이 두 행동이

결국 동료 신뢰에 의해 예측되기 때문에 개념상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공유와 지식숨김과의 관계는 조직시민행동과

반생산적 행동 간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이

나 동료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이외에 수행을 하는 것을 말하지만,

조직시민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생산적 행동과 같이 다른 종업원이

나 조직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논리로 지식공

유가 조직이나 동료를 위해서 동료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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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진 정보나 지식을 공유하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결코 조직이나 동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

다. 반면에 지식숨김은 동료가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요청했을 때 고의로

숨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식공유와 구별된다고 하는 것이다.

동료 신뢰와 지식숨김 간의 부적 관계는 사회적 교환이론 통해서도 설명

할 수 있다. 사회적 교환이론에 따르면 상호간의 사회적 교환관계를 형성하

게 되면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상대방의 보답의 시기나 가치가 정해

지지 않고 단기적으로 이를 받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시점에서 보상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교환관계는 상호

간의 신뢰에 의해 유지된다(Blau, 1964). 지식공유는 사회적 교환이론 관점

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 호혜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마은경, 김

명숙, 2005). 즉, 동료 간의 신뢰가 잘 형성되어 있다면 종업원은 신뢰하고

있는 동료에게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면, 언젠가 다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공유를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동료 간 교환관계에서 종업원이

동료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거나 불신하는 경우라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더라도 나중에 보상을 받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지식 공유에 대한 동료의 요청에도 의도적으로 지식을 숨

기려는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동료에 대한 신뢰와 지식숨김 두 변인 간의 관

계에 대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동료에 대한 신뢰가 지식숨

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추론하였다. 구체적으로 종업원이 동료에 대한

신뢰가 높다면 지식숨김이 줄어들 것이고, 반대로 동료에 대한 신뢰가 낮다

면 지식숨김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 동료 신뢰는 지식숨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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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료 신뢰의 매개효과

앞서 조직정치지각은 동료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동료에 대한 신

뢰는 지식숨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 두 관계를

확장하면 동료에 대한 신뢰가 조직정치지각과 지식숨김 간의 관계를 매개

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종업원의 조직정치지각은 조직 내 허용되지 않으며 자기 이익 추구 목적

을 가진 정치적 행위가 만연하고 있고, 이를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Vigoda, 2000). 종업원의 조직정치지각 수준이 높으면 종업원들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확신할 수 없게 되며 조직 내 자원 상실에 대

한 위협을 지각하게 되기 때문에(Cropanzano et al., 1997), 다른 종업원에

게 도움이 되는 행동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이 발생할 수 있

다. 이러한 관계는 형평성 이론(Adams, 1965)과 인지부조화 이론

(Festinger, 1957)로 설명할 수 있다.

형평성 이론에 따르면 종업원은 자신의 투입물에 대한 산출물의 비를 다

른 종업원들의 비와 심리적으로 비교했을 때 자신의 비율과 타인과 다르다

고 믿을 때에 불형평 하다고 느끼게 되며, 이후 자원 투입에 대한 추가나

감소를 결정함으로써 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한다(Adams, 1965). 그리고

인지부조화 이론(Festinger, 1957)을 통해 종업원은 불공정한 상황을 극복

하기 위한 각기 다른 대처방안을 사용한다. 형평성 이론 관점에서 조직시민

행동은 상호 호혜적 행동이라고 보기보다 특정 자원 산출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행동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타인과 비교를 통해 자신의 투입물에

대한 산출물의 비가 기대와 다르다고 생각 할 경우, 자신의 불형평에 따른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조직 시민행동을 줄임으로써 균형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종업원은 불형평으로 발생한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

으로 반생산적 과업행동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Gruys(1999)는 반생산적

과업행동 87가지를 요인분석을 통해 절도 및 그와 관련된 행동, 자산 파괴,

정보 악용, 근무시간 및 자원 악용, 위험한 행동, 출근시간 어기기, 의도적

으로 일처리 늦게 하기, 근무 중 음주, 마약 매매, 언어적 공격, 물리적 공

격의 11가지로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대부분 종업원은 불공정 상황에 의해

발생된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하기보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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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과업행동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쉽고 빠른 방

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신경섭, 2007).

조직정치지각은 반생산적 행동보다는 지식숨김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는

데, 왜냐하면 조직 내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정치적 행위는 조직에게 해

가 되지만 본인의 이익을 취하면서 눈에 띄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반생산적 행위보다는 지식숨김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Webster 등(2008)은 지식숨김이 다양한 의

도와 동기에 의해 발생하지만 가장 지식숨김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원인은

정치적 이익에 대한 동기라고 주장하였다.

앞서 지식숨김은 항상 타인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나 조직을 보

호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Connelly et al.,

2012). 조직 구성원들이 경쟁 상황에서 조직 목표 혹은 다른 종업원의 이익

을 무시하고 조직이 허용하지 않는 이익 추구 행동이 만연한 상태를 지각

한 상태에서, 특정 정보에 다른 종업원이 접근할 수 없음에도 개인적인 이

익 목적을 위해 다른 종업원에게 요청하는 것은 조직과 다른 종업원에게

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종업원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특정 조직

내 특정 정보를 요청하더라도 종업원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 뿐 만 아니라

타인과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조직정치가 지식숨김 같은 종업원의 태도와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Aryee, Budhwar,와 Chen(2002)의 연구에서는 신뢰

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공정성 같은

조직에 대한 평가나 조직 내 분위기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은 신뢰에 영향

을 미치고 이는 다시 종업원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동료 간

신뢰는 종업원의 지식공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Dirks & Ferrin,

2001; Ismail et al., 2007; Jarvenpaa & Majchrzak, 2008; Renzl, 2008), 동

료 간의 신뢰는 참여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호 협력을 도모할 뿐만 동

료와의 잦은 교류를 통해 의사소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동료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수반하는 행동으로 이어지지만(정고은, 2014), 반대로 종업원이 동료

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지식을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

다(Connelly et al., 2012). 조직 내 정치적 행위에 대한 지각은 자신의 보상

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할 것이고, 주변 동료들의 정치적 행위에 의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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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절차에 의해 분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어, 동료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동료 간의 관계에서 신뢰가 낮다는 것은 자

신이 앞으로 지식을 공유하더라도 나중에 보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낮

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의로 지식을 숨기려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조직정치지각에 의해 발생한 동

료 간의 신뢰 저하가 지식숨김을 발생하게 할 것이라고 추론하였으며, 다음

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3. 동료 신뢰는 조직정치지각과 지식숨김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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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정치지각과 동료 신뢰 간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의 조절 효과

조직정치지각과 동료 신뢰 간 관계를 조절해주는 변인으로 제안한 조직

지원인식은 조직이 구성원들의 기여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구성원의 복

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구성원들이 느끼고 믿고 있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직지원에 대한 인식은 종업원이 다른 종업원

들의 정치적 행위가 만연하다고 느끼더라도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

상과 배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료 간의 신뢰가 덜 줄어들 것

이라고 제안하고자 한다.

조직정치지각과 조직지원인식 간의 관계가 조직 공정성으로부터 오는 개

념이기 때문에 개념상 매우 중복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고 이 두 변인들 간

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Witt(1995)는 조직정

치지각과 조직지원인식이 한 개념적 차원에서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Nye와 Witt(1993)은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tor

analysis)의 결과에 기초하여 두 변인은 하나의 구성개념의 양 극단에 존재

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Cheng(1983)은 조직정치지각을 조직지

원인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존재하지만 두 개념 간에는 개념적 차이가 존재한다(Cropanzano

et al., 1995). 조직이 종업원에 대한 지지와 배려를 갖는다고 해서 조직이

정치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조직정책과 실무가 공정하게 처

리되며 모든 종업원이 균등하게 동일한 규범에 적용이 되는 작업환경은 정

치적으로 지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조직이 덜 정치적이라고

해서 조직이 자신을 지지와 배려를 하는 것으로 지각할 수 없다. 더욱이 선

행 연구에서 두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 관점이 서로 다르다. 정

치지각에 대한 정의에서 종업원의 인식은 다른 종업원이나 상급자를 참조

대상으로 생기는 것이며, 조직지원인식은 타인이 아닌 조직을 의인화하여

조직 전체와 관련하여 생기는 것이다(Randall et al., 1999).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직정치지각과 조직지원인식이 서로 반대되는 개

념이 아닌 개념적으로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판단하였다.

Ferris 등(2002)은 조직정치지각의 이론적 모형에서 조직정치지각과 다른

결과 변인들 간의 관계가 개인의 이해(understanding)와 지각된 통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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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ed control), 그리고 정치적 기술에 따라 변화될 것이라고 제안하였

다. 선행연구에서 조직정치지각이 종업원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서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지만 조직정치와

결과 변인 간의 관계를 분배 및 절차 공정성이 조절한다는 연구결과가 있

었다(Harris et al., 2007). 또한 국내연구에서는 비인격적 감독이나 직무 스

트레스 등의 부정적 영향이 조직지원인식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김승희, 2017; 최현주, 2010). 이를 통해 다른 종업원의 조직 내 정치

적 행위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은 태도와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조직이 개인에 대한 복지와 안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노력에 대

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있다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덜 하게 될 것이며,

다른 종업원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

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조직정치지각이 동료 신뢰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조직지원인식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4. 조직지원인식은 조직정치지각과 동료 신뢰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즉, 조직지원인식이 높을수록 조직정치지각이 동료 신뢰에 미치

는 부적 영향이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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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가 설

가설 1. 조직정치지각은 동료신뢰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동료신뢰는 지식숨김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
조직정치지각과 지식숨김 간의 관계를 동료신뢰가 매개할 것이

다.

가설 4.

조직지원인식은 조직정치지각과 동료 신뢰의 관계를 조절할 것

이다. 즉, 조직지원인식이 높을수록 조직정치지각이 동료신뢰에

대한 부적인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다.

제 3 절 연구 가설 정리

<표 3-1> 연구 가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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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도구

1. 조직정치지각

앞서 조직정치지각은 다른 종업원들의 정치적 행위에 의해 직무환경이

이익추구 행동이 만연한 불공정한 장으로 인식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조

직정치지각 측정 문항(Kacmar & Carlson, 1997)을 박지원(2013)이 번안,

수정한 15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조직정치지각은 일반적 정치행동,

갈등회피 분위기, 승진 보상 정책으로 구분되는 3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Kacmar & Ferris, 1991), 예시문항으로는 ‘우리 회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자기들을 높이려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일반정치행위).’,

‘우리 회사에서는 시스템에 반발하기보다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갈등회피

분위기).’, ‘경험상, 우리 회사에서 승진·보상·보직이 정치적으로(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된 적이 있다(승진 보상 정책).’ 등 이다. 측정은 Likert 5점 척도

를 사용하여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다.

2. 동료 신뢰

동료 신뢰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료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확실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Boon, Holmes,

Hinde, & Groebel, 1991). 정서 및 인지 기반 신뢰의 측정 문항(McAllister,

1995)을 박태운(2017)이 번안, 수정한 8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예시문

항으로 ‘나는 동료와 서로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맺고 싶어한다.’, ‘동료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전문성을 갖고 헌신적으로 수행한다.’ 등이다.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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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식숨김

지식숨김은 한 종업원이 다른 종업원이 업무 관련 지식을 요청했을 때,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이라고 정의한다(Connelly et al., 2012).

Connelly 등(2012)은 지식숨김을 측정하는 12개 문항을 만들었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지식숨김이 지식공유 및 유사 개념과 구분됨을 밝혔다. 또

한 지식숨김이 모르는 척하기(playing dumb), 얼버무리기(evasive hiding),

합리화된 숨기기(rationalized hiding)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됨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Connelly 등(2012)이 개발한 지식숨김 척도 12개 문항을 수

정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동료가 요청한 정보나 업

무 지식에 대해서 모르는 척을 했다(모르는 척하기).’, ‘나는 동료가 요청한

정보나 업무 지식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그럴 의도는 없었다(얼버무

리기).’, ‘나는 동료가 요청한 지식과 정보는 특정 사람에게만 공개할 수 있

다고 설명해주었다(합리화된 숨기기).’ 등이다.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를 사

용하여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다.

4. 조직지원인식

조직지원인식은 조직이 종업원들의 안녕과 요구에 관심을 가지며, 기여에

대한 인정과 칭찬해주는 정도에 종업원이 총체적으로 형성하는 신념이라고

정의한다(Eisenberger et al., 1986). 조직지원인식 척도(Survey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의 36문항(Eisenberger, Huntington,

Hutchison, & Sowa, 1986; Eisenberg, Fasolo, & Davis-LaMastro, 1990)을

강재열(2004)이 수정 번안한 9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예시문항으

로는 ‘우리 회사는 내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같이 고려한다.’, ‘우리 회

사는 내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내가 특별한

부탁을 했을 때, 우리 회사는 기꺼이 도와주려한다.’등이다. 측정은 Likert 5

점 척도를 사용하여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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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문항 수 출 처

조직정치지각 15
Kacmar & Carlson(1997)

박지원(2013)

동료 신뢰 8
McAllister(1995)

박태운(2017)

지식숨김 12 Connelly et al(2012)

조직지원인식 9
Eisenberger et al(1986, 1990)

강재열(2004)

제 2 절 설문의 구성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설문지는 4개 항목으로 총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내용은 종업원의 조직정치지각에 대해 묻는 15개 문항, 동료 신

뢰에 대해 묻는 8개 문항, 지식숨김에 대해 묻는 12개 문항, 조직지원인식

에 대해 묻는 문항 9문항에 해당한다. 인구 통계학적 변수들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리커트 척도 1(전혀 아니다), 2점(그렇지 않다), 3점(보통), 4점(그렇

다), 5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내용은 <표 4-1>에 구체적으

로 제시되어 있다.

<표 4-1> 설문지의 구성 및 문항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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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표본 구성 및 자료 분석 방법

1. 표본 구성

본 연구는 장훈 장학회의 후원을 받아 전문 조사 기관인 인바이트를 통

해 상사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총 300부의 설문이 수집되었으며, 300명의 응답 모두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조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본 연구자는 성별 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하게 설

문을 배포하였기 때문에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50%로 나타났고, 연령

별 분포는 30대가 40.0%, 40대가 39.7%, 50대 이상이 12.7%, 20대는 7.7%

의 순서로 나타났다. 학력분포는 대졸자가 54.7%로 표본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 전문대졸이 23.0%, 고졸이하 13.0%, 대학원졸 9.3% 순

으로 나타났다. 혼인여부에서 기혼이 67.3%, 미혼이 32.7%로 나타났고, 고

용형태의 경우는 정규직이 89.7%, 비정규직은 10.3%로 나타났다. 직종별

분포에서는 관리·사무직이 69.7%로 가장 많았으며 생산·기술직 14.0%, 서

비스·영업직 10.7%, 연구·개발직 5.7%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직

급 분포는 사원급이 30.3%, 차·부장급은 24.3%, 대리는 20.7%, 과장급은

18.3%, 기타는 6.3% 순으로 나타났다. 직속상사와 함께 근무한 기간의 분

포를 보면 5년 이상~10년 미만은 21.0%, 2년 이상~3년 미만은 19.7%, 3년

이상~5년 미만이 16.7%, 1년 이상~2년 미만이 14.0%, 10년 이상과 6개월

미만이 동일하게 10.0%,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8.7% 순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재직기간의 분포는 10년 이(25.7%), 5년 이상~10년 미만(25.0%),

3년 이상~ 5년 미만(18.0%), 2년 이상~ 3년 미만(11.3%), 1년 이상~2년 미

만(9.7%), 6개월 이상~1년 미만(5.7%), 6개월 미만(4.7%)의 순으로 나타났

다. 위에서 언급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구성은 <표 4-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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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성별
남 150 50.0

여 150 50.0

연령

20대 23 7.7

30대 120 40.0

40대 119 39.7

50대 이상 38 12.7

학력

고졸이하 39 13.0

전문대졸 69 23.0

대졸 164 54.7

대학원졸 28 9.3

혼인여부
미혼 98 32.7

기혼 202 67.3

고용형태
정규직 269 89.7

비정규직 31 10.3

직종

관리/사무직 209 69.7

생산/기술직 42 14.0

서비스/영업직 32 10.7

연구/개발직 17 5.7

기타 0 0

직급

사원급 91 30.3

대리급 62 20.7

과장급 55 18.3

차/부장급 73 24.3

기타 19 6.3

직속 상사와 함께

근무한 기간

6개월 미만 30 10.0

6개월 이상~1년 미만 26 8.7

1년 이상~2년 미만 42 14.0

2년 이상~3년 미만 59 19.7

3년 이상~5년 미만 50 16.7

<표 4-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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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10년 미만 63 21.0

10년 이상 30 10.0

재직기간

6개월 미만 14 4.7

6개월 이상~1년 미만 17 5.7

1년 이상~2년 미만 29 9.7

2년 이상~3년 미만 34 11.3

3년 이상~5년 미만 54 18.0

5년 이상~10년 미만 75 25.0

10년 이상 77 25.7

합계 300 100

2.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구성개념들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4.0, AMOS 24.0을 활용한 구조 방정식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사용하였다.

우선 구성 개념의 측정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α)를 확인하기 위해 SPSS 24.0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다

음, 각 요인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는 문항을 제거하고 검사도구의 타

당도 분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AMOS 24.0의 확인적 요

인분석을 통해 각 문항의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수(parameter)추정

방식은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고, 통계량 값인

 , TLI, CFI, RMSEA, SRMR 지수를 사용하여 척도의 적합성을 검증하였

다.

이후 변인들 간의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 통계량과 변인들 간의 상호 연

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SPSS 24.0의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통제를 위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은 더미 변수화하여 분석에 사용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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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 연구가 설정한 모형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경쟁모형과

비교모형을 선정하여 AMOS 24.0에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고 조

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PSS 24.0에서 회귀분석과 단순

회귀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몇 가지 방식(예: Sobel test, Aroian test, 동시

유의도 여부)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매개 변인의 선행변인과 결과 변인

의 관계가 동시에 유의할 때(joint significance), 매개효과가 지지되는 것으

로 보는 검증 방식이 1종 오류와 2종 오류의 균형을 잡아준다는

MacKinnon, Lockwood, Hoffman, West와 Sheets(2002)의 방법을 따랐다.

제안모형에서 조직정치지각에서 동료 신뢰로 가는 경로계수가 유의하고, 동

료 신뢰에서 지식숨김으로 가는 경로계수가 유의하다면, 동료신뢰가 선행변

인인 조직정치지각과 결과변인인 지식숨김 관계를 매개하는 매개효과가 유

의하다고 볼 수 있다(MacKinnon et al., 2002).

마지막으로 모형의 재검증을 위해 Hayes(2013)의 매크로 프로그램인

PROCESS을 이용하여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동시에 포함한 전체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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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문항 수
신뢰도

(Chronbach's Alpha)

조직정치지각 15 .934

일반적 정치행동 2 .569

갈등회피분위기 7 .907

승진 및 보상정책 6 .896

동료신뢰 8 .869

정서기반신뢰 4 .772

인지기반신뢰 4 .851

지식숨김 12 .957

모르는 척하기 4 .874

제 5 장 연구결과

제 1 절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과 타당도 검증

1. 신뢰도 분석

신뢰도는 동일한 개념에 대하여 측정을 반복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

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며(송지준, 2014), 신뢰도 분석은 측정도구가 안

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 정확성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강병서, 김계수, 2005).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측정을 위해 문항들의 상관

관계를 이용하여 각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Alpah

(α) 값을 사용하였다.

SPSS 24.0의 신뢰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인들의 신뢰도

가 .869~.957로 산출되어 각 측정도구가 일정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신뢰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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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무리기 4 .927

합리화된 숨기기 4 .891

조직지원인식 9 .941

2. 타당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의 타당도(Validity)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4.0의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 EFA)을 실시하였

고, AMOS 22.0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각 척도의 타당도를 재검증하였

다.

SPSS 24.0의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최대우도(ML : maximum

likelihood)법을 사용하였다. 요인회전의 경우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대부분

의 현상의 경우에서 요인들 간 상관이 0이 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각회전 방식 중 지각 오블리민(oblimin)을 사용하

였다.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은 .4 이상일 때 1 요인으로 판단하고(송

지준, 2008), 2요인 이상으로 나뉘는 경우 패턴 행렬 행렬로 부하량을 확인

하였다. 패턴 행렬 요인 부하량이 .3 이상일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고 판단되며, .5 이상이면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한다(노경섭, 2014).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문항들이 단일 차원성을 가지고 있는지

를 살펴보며, 잠재변수와 그것을 측정하고 있는 측정변수들 사이의 이론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송지준, 2014).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모수(parameter) 추정 방식으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각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 TLI(Tur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Standardized Root Mean-squared Residual) 지수

를 활용하였다. 은 자료로부터 얻은 공분산행렬과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

으로부터 추정한 공분산 행렬 간 차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작을수록

좋다. TLI, CFI가 .95이상이면 좋으며 .90~.95이면 양호한 수준이며,

RMSEA는 .08이하면 양호, .05 이하면 좋은 적합도이고 SRMR은 0.0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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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정치지각1

정치지각2

.403

.534

정치지각3

정치지각4

정치지각5

정치지각6

정치지각7

정치지각8

정치지각9

.470

.693

.701

.804

.856

.870

.792

정치지각10

정치지각11

정치지각12

정치지각13

-.808

-.807

.735

.632

.589

.073

면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Hu, & Bentler, 1999).

(1) 조직정치지각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Kacmar & Carlson(1997)이 개발하였고, ‘일반적 정치행동’,

‘갈등회피분위기’, ‘승진 및 보상 정책’의 3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성된 조직

정치지각의 15문항에 대한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방식에서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만을 채택하여 요인분석

을 실시한 결과 2요인으로 구분되었고, 61.776%의 설명량을 보였다. 그러나

본래 조직정치지각 하위 요인을 가정한 의도에 따라 3요인으로 고정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직정치지각 15개 문항 중 13번, 14번 문

항을 제외하고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3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

량은 67.839%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표 5-2>에 제시되어 있다. 반

면 13번, 14번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요인2에 -.808, -.807로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갈등회피분위기와 승진 및 보상정책 요인 간의 상관이 음의 부호

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고,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두 문

항이 실제 승진 및 보상정책의 요인으로 묶이는지를 확인하였다.

<표 5-2> 조직정치지각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 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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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일반적 정치행동 갈등회피분위기 승진 및 보상정책

정치지각1

정치지각2

.734

.545

정치지각3

정치지각4

정치지각5

정치지각6

정치지각7

정치지각8

정치지각9

.471

.812

.770

.778

.840

.848

.827

정치지각10

정치지각11

정치지각12

.690

.731

.804

정치지각14

정치지각15

.042

.453

고유값(Eigen Value) 7.938 1.330 .909

설명량(%) 67.839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의 적정 기준에 대해 학자들

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7이상이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 .5~.95정도로 제

시한다(Bagozzi & Yi, 1998). 확인적 요인 분석 후 조직정치지각 3번 문항

의 요인 부하량이 .471로 낮기 때문에 제거하여 다시 분석하였고, 이후 3번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5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

형의 적합도 지수(fit index)를 평가한 결과, =264.670(p<.001)으로 높게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지수들에서 수용할만한 적합도 수준을 나타내어

조직정치지각의 구성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표5-3>,

<표 5-4>에 제시되어 있다. 추가로 위의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13번, 14번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음의 부호로 갈등회피분위기에 높게 나타났지만 승

진 및 보상정책 요인에 고정시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803, .780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자는 조직정치지각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 부

하량과 적합도 지수를 고려했을 때, 모든 문항이 각 요인에 맞게 기능한다

고 판단하였다.

<표 5-3> 조직정치지각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 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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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각13

정치지각14

정치지각15

.802

.780

.821

문항 요인1 요인2

동료신뢰1

동료신뢰2

동료신뢰3

동료신뢰4

.644

.759

.341

.576

.500

동료신뢰5

동료신뢰6

동료신뢰7

.581

.730

.813

<표 5-4> 조직정치지각 적합도

  TLI CFI RMSEA SRMR

264.670*** 74 .914 .930 .093 .048

***p<.001

(2) 동료 신뢰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본 연구는 McAllister(1995)의 동료 신뢰의 측정문항을 박태운(2017)이 수

정한 8문항을 사용하였고, 인지 기반 신뢰와 정서 기반 신뢰의 두 가지 하

위 요인으로 구성되는 동료 신뢰에 대한 탐색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만을 채택하여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 8개 문항이 본래 가정대로 2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모든

요인 부하량이 .3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량은 66.760%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표5-5>에 제시되어있다. 그러나 동료신뢰 3번 문항의

경우 요인2에도 .500으로 요인 부하량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실제 정서기반 요인을 측정하는지를 확인하였다.

<표 5-5> 동료 신뢰의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 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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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정서기반 인지기반

동료신뢰1

동료신뢰2

동료신뢰3

동료신뢰4

.546

.650

.788

.691

동료신뢰5

동료신뢰6

동료신뢰7

동료신뢰8

.735

.796

.785

.759

동료신뢰8 .867

고유값(Eigen Value) 4.270 1.071

설명량(%) 66.760

이어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동료 신뢰 1~4번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5이

상으로 나타났고, 인지기반 요인에 대한 동료 신뢰 5~8번 문항의 요인 부하

량 역시 .5이상으로 나타났다. 적합도 지수를 평가한 결과, 

=67.292(p<.001) 값을 제외하고 동료 신뢰의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전

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표5-6>, <표5-7>에

제시되어 있다. 추가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동료신뢰 3번 문항이 인지기

반에도 요인 부하량이 높게 나타났지만, 정서기반 요인에 고정한 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788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자는 동료 신뢰에 대한 요인분

석을 통한 요인 부하량과 적합도 지수를 고려했을 때, 모든 문항이 각 요인

에 맞게 기능한다고 판단하였다.

<표 5-6> 동료 신뢰의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 부하량

<표 5-7> 동료 신뢰 적합도

  TLI CFI RMSEA SRMR

67.292*** 19 .930 .952 .092 .05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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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지식숨김1

지식숨김2

지식숨김3

지식숨김4

지식숨김5

지식숨김6

지식숨김7

지식숨김8

지식숨김9

지식숨김10

지식숨김11

지식숨김12

.687

.803

.887

.894

.892

.796

.838

.679

.733

.509

.588

-.985

-.342

(3) 지식숨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자는 Connelly 등(2012)이 개발한 지식숨김 12문항을 번안하여 사

용하였으며, ‘모르는척하기’, ‘얼버무리기’, ‘합리화된 숨기기’의 3개의 하위차

원으로 구성되는 지식숨김에 대한 탐색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만을 채택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시한 결과, 1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명량은 68.328%로 나타났다. 본래

의도에 따라 3요인으로 구분한 다음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식

숨김 11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의 요인1에 대한 요인 부하량은 .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11번 문항의 경우 요인2의 요인 부하량이 -.985로

높게 나타났고, 요인3에 8번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342로 나타났지만 각

요인에 묶이는 문항 수가 1개 밖에 없기 때문에 요인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표 5-8>에 제시되었다. 탐색적 요인분

석 결과를 보았을 때 지식숨김이 1요인으로 구성되었지만, Connelly 등

(2012)의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지식숨김이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재검증을 하

였다.

<표 5-8> 지식숨김의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 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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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I CFI RMSEA SRMR

170.181*** 50 .950 .962 .090 .029

문항 모르는척하기 얼버무리기 합리화된 숨기기

지식숨김1

지식숨김2

지식숨김3

지식숨김4

.725

.789

.872

.799

지식숨김5

지식숨김6

지식숨김7

지식숨김8

.875

.887

.869

.862

지식숨김9

지식숨김10

지식숨김11

지식숨김12

.858

.821

.755

.825

고유값(Eigen Value) 6.977 .538 .441

설명량(%) 79.558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각 요인에 대한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이 .7이상으

로 나타났다. 지식숨김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평가한 결과, 

=170.181(p<.001) 값을 제외하고 지식숨김의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모

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표 5-9>,

<표 5-10>에 제시되어 있다.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지식숨김 12개 문

항이 1요인으로 나타났지만, 지식숨김의 모든 문항들이 의도한 대로 각 요

인에 적절한 수준의 요인 부하량을 나타났으며, 적합도 또한 양호하였기 때

문에 본 연구자는 지식숨김 척도의 각 문항이 의도한 대로 각 요인을 적절

하게 측정하며, 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 5-9> 지식숨김의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 부하량

<표 5-10> 지식숨김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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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요인 1

조직지원1

조직지원2

조직지원3

조직지원4

조직지원5

조직지원6

조직지원7

조직지원8

조직지원9

.761

.800

.756

.805

.748

.814

.850

.826

.848

고유값(Eigen Value) 6.138

설명량(%) 68.197

(4) 조직지원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자는 Eisenberger et al(1986, 1990)의 조직지원인식의 측정문항을

강재열(2004)이 번역하여 수정한 9문항들을 사용하였으며, 단일차원의 조직

지원인식에 대한 탐색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의 요인만을 채택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요

인으로 알맞게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5이상으로 나타났

으며, 전체 설명량은 68.19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 5-11>에 제

시되어 있다.

<표 5-11> 조직지원인식의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 부하량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5이상으로 나타났으

며, 조직지원인식의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96.051(p<.001)값을 제

외하고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조직지원

인식이 단일 차원이며, 조직지원인식의 각 문항이 의도한 대로 적절하게 측

정하며, 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표 5-12>, <표

5-13>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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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조직지원인식

조직지원1

조직지원2

조직지원3

조직지원4

조직지원5

조직지원6

조직지원7

조직지원8

조직지원9

.761

.800

.756

.805

.748

.814

.850

.826

.848

<표 5-12> 조직지원인식의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 부하량

<표 5-13> 조직지원인식 적합도

  TLI CFI RMSEA SRMR

96.051*** 27 .954 .966 .092 ..0306

(5) 전체 변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앞서 각 변인들의 측정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요인

부하량과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자는 각 변인들이 개념상

서로 변별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AMOS 22.0으로 전체 척도에 대한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최종 결과를 <표 5-14>에 정리하였다. 전체 변

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조직정치지각 2번 문항과 동료 신뢰의 1

번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

직정치지각 2번 문항을 제거할 경우 조직정치지각의 일반적 정치행동 차원

을 측정하는 문항이 적기 때문에 동료 신뢰 1번만을 제거하였고, 조직정치

지각 2번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5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5-15>에 제시한 것처럼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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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조직정치지각 동료신뢰 지식숨김 조직지원인식

조직정치1

조직정치2

조직정치4

조직정치5

조직정치6

조직정치7

조직정치8

조직정치9

조직정치10

조직정치11

조직정치12

조직정치13

조직정치14

조직정치15

.607

.463

.799

.768

.751

.821

.829

.819

.693

.667

.680

.642

.618

.728

동료신뢰1

동료신뢰2

동료신뢰3

동료신뢰4

동료신뢰5

동료신뢰6

동료신뢰7

동료신뢰8

.471

.552

.757

.615

.744

.774

.766

.730

지식숨김1

지식숨김2

지식숨김3

지식숨김4

지식숨김5

지식숨김6

지식숨김7

지식숨김8

지식숨김9

지식숨김10

지식숨김11

지식숨김12

.703

.770

.844

.791

.875

.875

.857

.846

.845

.772

.697

.797

<표 5-14> 전체변인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 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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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지원1

조직지원2

조직지원3

조직지원4

조직지원5

조직지원6

조직지원7

조직지원8

조직지원9

.764

.803

.760

.796

.748

.808

.849

.829

.852

<표 5-15> 전체변인 모형 적합도

  TLI CFI RMSEA SRMR

1586.995*** 824 .912 .920 .056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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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가설 검증

1. 상관관계 검증

우선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 프로그램 SPSS 24.0을 사용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상관분석 전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은 더미 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

하였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살펴보면 조직정치지각은 어떠한 인구통계학

적 변인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동료 신뢰 변인의 경우

에는 성별 r=-.124(p<.05), 연령 r=.141(p<.05), 직급 r=.160(p<.01), 재직기

간 .123(p<.05)과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지식숨김의 경우 직급

r=-.114(p<.05)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조직지원인식 또한 직급

r=.149(p<.05)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자는 분석에 사용할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

하였다. 조직정치지각과 동료 신뢰 간의 상관은 r=-.331(p<.01), 지식숨김

간의 상관은 r=.201(p<.01), 조직지원인식 간의 상관은 r=-.459(p<.01)로 유

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동료 신뢰와 지식숨김 간의 상관은

r=-.231(p<.01), 조직지원인식과 상관은 r=.533(p<.01)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반면에 지식숨김과 조직지원인식의 두 변인 간 상관은 r=.055로 낮은

상관으로 나타났고 유의하지 않았다.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와 평균 및

표준편차의 기술 통계량을 포함한 분석결과를 <표 5-16>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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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N=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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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별 1

2 연령 -.333** 1

3 학력 -.093 -.026 1

4 고용형태 .120* -.018 -.062 1

5 직급 -.450** .349** -.062 -.344** 1

6 혼인여부 -.242** .388** -.085 -.067 .247** 1

7 상사근무 -.037 .157** -.154** -.149** .173** .134* 1

8 재직기간 -.088 .270** -.028 -.215** .250** .236** .656** 1

9 직종 -.063 .115* .069 .034 .022 -.014 .011 -.064 1

10 조직정치 -.064 -.005 .112 -.014 -.044 .037 -.100 .017 -.009 1

11 동료신뢰 -.124* .141* .087 -.056 .160** .060 .101 .123* .021 -.331** 1

12 지식숨김 -.070 -.017 .077 .090 -.114* .069 -.003 -.058 -.075 .201** -.231** 1

13 조직인식 .003 .093 .084 -.034 .149** -.057 .013 -.001 -.078 -.459** .533** .055 1

평균(M) .500 3.56 2.60 .103 2.56 .673 4.27 5.10 1.52 3.24 3.39 2.14 2.89

표준편차 .500 .842 .830 .305 1.31 .470 1.80 1.74 .897 .765 .608 .750 .766

*p < .05, **p < .01

주. 성별=남자는 1, 여자는 2로 코딩됨, 고용형태=정규직1, 비정규직 2로 코딩됨, 혼인여부=미혼 1, 기혼 2로 코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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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2.0의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

조방정식 모형은 잠재변수와 함께 측정오차를 구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관찰변수에서 발생하는 측정오차를 고려하면서 다른 잠재변수와의 인과관

계를 분석한다. 즉, 측정오차를 포함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는 회귀분

석 보다 구조방정식 모형이 잠재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우종필, 2012). 또한 대부분의 통계 기법들은 선행변

인과 결과 변인 간의 일차원적인 관계밖에 보여주지 않지만,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은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통해 여러 잠재변수들 간 인과관계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신건권, 2013). 구조방정식 분

석을 위한 최종 모형을 결정하는 모형개발전략(model development

strategy)은 확인적 전략(Confirmatory strategy)와 경쟁모형 전략

(Competing model strategy)이 있다. 확인적 전략은 하나의 모형을 설정한

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여 기각 혹은 채택하는 방법이고, 경쟁 모형 전

략은 제안 모형을 포함한 몇 가지 경쟁 모형을 설정하고 적합도를 평가 비

교하여 하나의 모형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 검증을 위해

경쟁모형전략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1) 문항 묶음(item parceling)

다수의 구성개념에 많은 설문문항을 측정한 후 그 설문문항들을 한 모형

에 모두 관찰변수로 사용하게 되면 모델의 복잡성이 증가하여 표본의 크기,

모델의 적합도, 모수 추정에 대한 유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우종필,

2012).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항 묶음(item parceling)을 통해

항목의 수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문항 묶음이란 잠재변인을 측정하

는 다수의 관찰변인들을 부분적으로 총합하여 지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배병렬, 2009). 이는 관찰변인들이 매우 많을 때 구조방정식 모형이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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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관찰변인보다 묶음된 문항이 더

정규분포곡선에 가까워지고, 추정해야할 모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표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 분석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문항 묶음

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측정항목들이 단일 차일

차원(unidimensional)이라는 가정을 충족시켜야만 가능하다(우종필, 2012).

연구자가 요인 당 몇 개의 문항 묶음을 생성할지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요인 당 세 개의 문항 묶음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Little, 2013;

Matsunaga, 2008). 그러나 문항 묶음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개별 문항이

충분하지 않다면 요인 당 두 개의 문항묶음도 가능하며, 연구모형, 표본크

기, 자료의 분포 특성에 따라 적절한 문항 묶음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무

조건 세 개가 적절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이지현, 김수영, 2016). 결국

연구자는 측정모형의 간명성과 모형 적합도 및 추정치의 정확성을 모두 고

려하여 문항묶음 개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몇 개의 문항 묶음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한 뒤 논리적인 절차에 따라 어

떤 방식을 통해 문항묶음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모든

개별 문항들이 단일차원을 형성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을 가지고 문항묶음

을 하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만, 문항이 많아질수록 문항들이 단일차

원을 나타내는 것이 어려우며 숨겨져 있는 차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

우에 문항 묶음 방법에 따라 모형 적합도, 모수추정, 해석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한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문항묶음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신뢰도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선행연구자가 제시한 요인들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어 합산하였고, 조직정치지각은 일반적 정치행동 2문항, 갈등회피

분위기 6문항, 승진 및 보상 정책 6문항, 동료 신뢰는 인지기반 신뢰 4문항,

정서 기반 신뢰 4문항, 지식숨김은 모르는 척하기 4문항, 얼버무리기 4문항,

합리화된 숨기기 4문항, 조직지원인식의 9문항을 각 요인 별로 평균을 구해

문항 묶음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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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합도 지수

모형 적합도는 연구자가 수집한 표본 데이터로부터 얻은 공분산행렬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개발한 연구 모형으로부터 추정된 공분산 행렬의

차이를 의미하며 차이의 크기에 따라 연구 모형이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모형 적합도는 다양한 지표들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로 분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 적합도

검증을 위해  , TLI, CFI, RMSEA, SRMR 지수를 사용하였다. 앞서 언급

했듯이, 적합도 지수 판단 기준은 은 그 값이 낮을수록 좋으며 p값이 .05 이상

이면 양호, TLI, CFI가 .95이상이면 좋으며 .90~.95이면 양호한 수준이며,

RMSEA는 .08이하면 양호, .05 이하면 좋은 적합도이고 SRMR은 0.08 이하

면 좋은 것으로 판단하였다(Hu, & Bentler, 1999).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조직 내 종업원들의 조직정치지각이 동료 신뢰를 통해 지식숨

김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모형을 제안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조직정치지각 동료신뢰 지식숨김

<그림 5-1> 제안모형(완전매개)

(4) 모형 적합도 검증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제안 모형을 포함한 몇 가지 경쟁 모형을 설

정하고 적합도를 평가 비교하여 하나의 모형을 선택하는 방법인 경쟁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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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사용하여 모형을 검증할 것이라고 하였다.

제안모형은 조직정치지각이 매개 변인으로 설정한 동료 신뢰를 거쳐 지

식숨김에 영향을 미친다는 완전 매개 모형을 설정하였다. 반면에 경쟁모형

으로 조직정치지각과 동료 신뢰가 지식숨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매개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조직정치지각이 동료 신뢰를 매개하지

않고 지식숨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매개모형을 경쟁모

형으로 설정하여, 3가지 모형 중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 모형인지를 비교하

고 확인하였다.

먼저 비매개 모형은 조직정치지각이 동료 신뢰를 매개하지 않고 지식숨

김에 영향을 주며, 동료 신뢰 또한 선행변인으로 지식숨김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는 비매개 모형이다. 제안모형과 비교했을 때, 조직정치지각이 동료

신뢰를 완전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만 존재할 수 있다는 가

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경쟁모형 1로 설정하였다.

조직정치지각

동료신뢰

지식숨김

<그림 5-2> 경쟁모형 1(비매개)

제안 모형으로 완전 매개 모형과 비교할 비매개 모형을 설정하였다면, 다

음으로 부분매개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정치지각이 동료 신뢰의 매개를 통해 지식숨김에 영향

을 준다는 완전 매개모형을 설정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조직정치지각이 지식

숨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정치지각이 지식숨김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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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부분매개모형을 경쟁모형 2로 설정하였다.

조직정치지각

동료신뢰

지식숨김

<그림 5-3> 경쟁모형 2(부분매개)

제안 모형과 여러 경쟁 모형들 중에서 최종모형을 선택하는 기준은 간결

성의 원리(박광배, 2000)에 따라 적합도 지수 및 의 차이를 토대로 결정

하게 된다. 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면 두 모형이 유사하다

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간명한 모형을 선택해야 한다. 반면 차이가

유의하다면 설명량이 더 큰 모형, 즉 자유도가 더 작은 모형을 선택해야한

다고 한다(박광배, 2000). 그러나 적합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값은 모형

의 복잡성, 다변량 정규성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나머지 적합도 기준들

의 경우에도 통계적 검증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제안 모형

의 모형 적합도가 경쟁모형보다 조금 낮게 나왔다고 해서 경쟁 모형을 제

안모형보다 우수하다고 단정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적합도가 떨어지

더라도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면 제안모형을 최종모형으로 결

정해야한다(우종필, 2014).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AMOS 22.0을 이

용하여 앞서 언급한 적합도 지수 판단 기준에 따라 제안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고 비교하였고, 제안모형과 경쟁모형들 간의 적합도 비교

결과는 다음의 <표 5-17>에, 경로계수를 비교한 결과를 <표 5-18>에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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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7> 제안모형 및 경쟁모형 적합도

모형   TLI CFI RMSEA SRMR

제안모형

(완전매개)
52.004*** 18 .962 .975 .079 .074

경쟁모형1

(비매개모형)
45.294*** 17 .966 .979 .075 .058

경쟁모형2

(부분매개)
45.294*** 17 .966 .979 .075 .058

***p < .001

<표 5-18> 경쟁모형 표준화된 경로계수

모형 경로
표준화된

경로계수
t-value

제안모형

(완전매개)

조직정치지각 → 동료신뢰 -.411*** -4.970

동료신뢰 → 지식숨김 -.230*** -3.495

경쟁모형1

(비매개모형)

조직정치지각 → 지식숨김 .203** 2.915

동료신뢰 → 지식숨김 .072 -1.098

경쟁모형2

(매개모형)

조직정치지각 → 동료신뢰 -.386*** -6.460

동료신뢰 → 지식숨김 -.072 -1.098

조직정치지각 → 지식숨김 .203** 2.915

**p < .05, ***p < .001

제안모형과 경쟁모형의 모형 분석 결과를 보면, 제안모형에서 TLI=.962,

CFI=.975, RMSEA=.074로 나타났고, 경쟁모형 1과 경쟁모형 2는 수리적으

로 동일하기 때문에 TLI=. 966 CFI=.979, RMSEA= .075, SRMR= .058로

동일한 적합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제안모형에서 자유도가 1이 증가함에 따

라 이 6.71증가하였고, 3.84보다 크기 때문에 두 모형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쟁모형 1과 2의 적합도가 더 좋다는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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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적합도 지수가 좋은 모형이 가장 좋은 모

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제안모형이 경쟁모형보다 적합도 지수가 낮거나 적

합성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더라도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면

최종모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제안모형과 경쟁모형 1

과 2의 표준화된 경로계수에 대한 결과를 보았을 때, 경쟁모형 1에서 동료

신뢰에서 지식숨김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경쟁모형2에서

또한 동료신뢰에서 지식숨김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경쟁모형이 제안모형보다 적합도가 좋지만, 제안모형의 적합도 또한

적합성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제안

모형이 경쟁모형 1과 경쟁모형 2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료에 더 부합한다고

보았으며,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아래의 <그림 5-4>, <그림 5-5>, <그

림 5-6>에 제안모형 및 경쟁모형 1과 2의 표준화된 경로계수 값을 제시하

였다.

조직정치지각 동료신뢰 지식숨김

-.411*** -.230***

<그림 5-4> 제안모형의 표준화된 경로계수

조직정치지각

동료신뢰

지식숨김

.203**

.072

<그림 5-5> 경쟁모형 1의 표준화된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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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정치지각

동료신뢰

지식숨김
.203**

-.386*** .072

<그림 5-6> 경쟁모형 2의 표준화된 경로계수

다음으로 제안모형을 최종모형으로 결정한 후 각 잠재 변인들 간의 경로

계수의 유의미성을 바탕으로 연구가설의 채택여부에 대한 결과를 <표

5-19>에 제시하였다. 우선 조직정치지각에서 동료신뢰로 가는 경로계수는

-.411로 p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정치지각이 동료

신뢰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이 지지되었다. 동료 신뢰에

서 지식숨김으로 가는 경로계수는 -.230으로 p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동료신뢰가 지식숨김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가 지지되었다. 그리고 앞서 Mackinnon 등(2002)이 추천한 매개 효

과 검증방법을 통해 동료 신뢰의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 채택 여부를 결정

한다고 하였다. 제안 모형에서 매개 변인인 동료 신뢰가 선행변인인 조직정

치지각과 결과 변인인 지식숨김 간의 관계가 동시에 유의하였기 때문에 완

전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가설 3이 지지되었다.

<표 5-19> 최종모형의 표준화된 경로계수

가설 경 로
표준화

경로계수
t-value 결과

가설1 조직정치지각 → 동료신뢰 -.411*** -4.970 채택

가설2 동료신뢰 → 지식숨김 -.230*** -3.495 채택

가설3
조직정치지각 → 동료신뢰 →

지식숨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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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절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조직정치지각과 동료 신뢰와의 관계에서 종업원의 조직지

원인식의 조절효과를 가정하였다. 조절변인(moderator)은 독립변인과 종속

변인 간의 인과 관계의 강도 혹은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 3의 변인이

다. 구체적으로 제 3의 변인의 조절 효과가 있다는 것은 두 변수 간의 인과

관계가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으며, 혹은 정적

관계나 부적 관계로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학식, 2012).

조절효과가 유의미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1986)이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SPSS 24.0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조절 회귀분석에서 조절변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위계적

으로 각 단계마다 변인을 투입한 뒤 조절변인과 독립변인의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함을 확인해야 한다(Baron & Kenny 1986).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

상관분석을 통해 상관이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투입하여 통제한 뒤, 2

단계에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투입한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조절변

인의 상호작용항을 예측 변인으로 투입하여 회귀식에 포함시키고 분석을

실시한다. 이때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전체 회귀식의 증분 설명량( )이

유의함과 동시에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가 유의하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

로 판단한다. 그리고 결과를 해석 시 2단계에서 조절변인의 회귀계수가 유

의하지 않지만 3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경우 조절효과가 더 분명하

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더미 변수화하여 분석에 포함시

켰고,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 중심화(mean-centering)를 한 뒤 분석하

였다(Aiken, West, & Reno, 1991).

(1)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

조직정치지각이 종업원의 동료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조직지원

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4.0을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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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의 3단계로 나누어 변인을 투입하였다. 우선, 1단계에서는 상관분석을

통해 동료 신뢰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성별, 연령, 직급, 재직기간의 인구

통계학적 변인들을 투입하여 통제하였고,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조직정치지

각과 조절변인인 조직지원인식을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 조직정치지각과

조직지원인식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정치지

각과 조직지원인식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었을 때 증분 설명량( =.015,

p< .05)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조직지원인식은 조직정치지각과 동료 신

뢰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

과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5-20>에 제시하였다.

<표 5-20> 조직지원인식 조절회귀분석 결과

단계 예측변인
종속변수 : 동료신뢰

   ∆ 

1
통제변인

(성별, 연령, 직급, 재직기간)
0.026

2
조직정치지각 -.121**

.324 .284***

조직지원인식 .477***

3

조직정치지각 -.129**

.339 .015**조직지원인식 .445***

조직정치지각 × 조직지원인식 .125**

*p < .05, **p < .01, ***p < .001

조직정치지각과 조직지원인식의 상호작용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 Aiken 등(1991)이 제안한 방식에 따라 조직지원인식의 값을 평

균 ±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하여 조직정치지각과 조직지원인식의 수준에 따

라 동료 신뢰의 수준을 그래프로 나타냈다. <그림 5-7>을 살펴보면, 조직

지원인식이 높은 수준에서는 조직정치지각이 높아지더라도 동료 신뢰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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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직지원인식이 낮은 수준에서

는 조직정치지각이 높아지게 될수록 동료 신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조직지원을 강하게 지각하는 개인의 경우 조직정치를 지각하더

라도 동료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지 않지만 조직지원을 약하게 지각하는 개

인의 경우 조직정치를 강하게 지각할수록 동료에 대한 신뢰가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조직정치지각과 동료 신뢰 간의 부적인

관계가 조직지원인식에 의해 약해질 수 있다는 가설4가 지지되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PROCESS를 통한 추가적으로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여 조직지원인식이 특정 조건에서 조직정

치지각과 동료 신뢰 간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조

직지원인식이 낮은 조건에서는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직접효과 계수의

하한 값이 -.279, 상한 값이 -.056로 나타났다. 하한 값과 상한 값의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직지원인식이 낮은 조건에

서 조직정치지각이 동료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반

면 조직지원인식이 높은 조건에서는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직접효과의

계수의 하한 값이 -.122, 상한 값이 .089로 나타났다. 하한 값과 상한 값의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직지원인식이 높은

조건에서 조직정치지각이 동료 신뢰에 주는 직접적 영향이 유의하지 않다

고 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조직지원인식의 수준에 따라 직접효

과가 유의하게 달라지는 조절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조절효과 검증

결과는 <표5-2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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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

<표 5-21> 조직지원인식의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결과

조 건
조직지원인

식

조건적

직접효과
표준편차

하한신뢰구

간

상한신뢰구

간

낮음(평균-

1표준편차)
-.766 -.167 .057 -.279 -.056

중간(평균) .0000 -.092 .044 -.178 -.006

높음(평균+

1표준편차)
.766 -.017 .054 -.122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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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OCESS를 이용한 추가 분석

앞서 제시한 연구방법과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들에 대해

검증하였다. 그리고 Hayes(2013)가 제안한 조절 및 매개 검증 방식을 통해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동시에 포함시킨 전체 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여, 본 연구자가 제시한 가설을 통합적인 관점으로 재검증하였다. 해당 방

식은 연구 모형에 포함되는 여러 변인들 간의 관계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여러 대안 모형들 중 연구 목적 및 가설에 맞는 모형을 선택하여 분석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본 연구의 모형은 Hayes(2013)가 제시한 여러 모

형들 중 Model 7에 해당하며, 연구 변인들을 해당 모형에 투입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림 5-8>, <그림 5-9>에 Model 7의 개념적 도식과 통계적

도식을 제시하였고, <표 5-22>, <표 5-23>에 PROCESS를 통한 모형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5-8> Model 7의 개념적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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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Model 7의 통계적 도식

<표 5-22> PROCESS를 이용한 추가 분석 결과

Model 1 종속변인 : 동료신뢰

 SE t  

상수항 3.42*** .031 108.700

.305***

조직정치지각 -.092* .044 -2.093

조직지원인식 .363*** .044 8.244

조직정치지각×조직지원인식(W

)
.098* .044 2.259

Model2 종속변인 : 지식숨김

계수 SE t  

상수항 2.910*** .250 11.623

.073***동료신뢰 -.228** .073 -3.127

조직정치지각 .146* .059 2.472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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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Model 1에서 종속 변인인 동료 신뢰에 대한 예측변인인 조직정치지

각의 회귀계수가 유의했으며(=-.092, p<.05), 조직정치지각이 동료 신뢰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1이 지지되었다. 다

음 Model 2의 결과를 보면 종속변인인 지식숨김에 대한 예측변인인의 동료

신뢰의 회귀 계수가 유의했으며(=-.228, p<.01), 동료신뢰가 지식숨김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2가 지지되었다.

추가적으로 동료신뢰의 조직정치지각과 지식숨김 간의 관계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활용하여 간접효과를 검

증하였다. 간접효과를 검증하는 Sobel test 방법은 간접효과의 표집분포가

정규분포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신뢰구간이 평균을 중심으로 상한과 하한의

거리가 같지만,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정규분포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고 분

석을 하기 때문에 신뢰구간이 평균을 중심으로 한 상한과 하한의 거리가

같지 않을 수 있다(김수영, 2016). 결과적으로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간접

효과의 하한 값과 상한 값이 각각 .014에서 .127로 나타났으며 해당 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동료 신뢰가 가

지는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고, 가설 3이 지지되었다.

연구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가 제시한 조절된 매개 효과

검증 방식을 사용하였다. <표 5-23>에서 조직지원인식이 낮은 조건에서는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동료신뢰의 간접효과의 계수의 하한 값이 .005, 상

한 값이 .105로 나타났다. 하한 값과 상한 값의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직지원인식이 낮은 조건에서 동료 신뢰의 간접

효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조직지원인식이 높은 조건에서는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동료 신뢰의 간접효과 계수의 하한 값이 -.019, 상한 값

이 .050으로 나타났다. 하한 값과 상한 값의 95% 신뢰 구간 사이에 0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조직지원인식이 높은 조건에서 동료 신뢰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직지원인식의 수준에 따라 동료

신뢰의 간접효과가 달라진다는 결과를 통해 가설 4가 지지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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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3> 조절된 매개효과 결과(매개변인 : 동료 신뢰)

조 건 조직지원인식
조건적

간접효과
표준편차

하한신뢰구

간

상한신뢰구

간

낮음(평균-

1표준편차)
-.766 -.038 .024 .005 .105

중간(평균) .000 -.021 .015 .000 .064

높음(평균+

1표준편차)
.766 .004 .015 -.019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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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조직정치지각은 동료신뢰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

다.
채택

가설 2. 동료신뢰는 지식숨김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가설 3.
조직정치지각과 지식숨김 간의 관계를 동료신뢰가 매

개할 것이다.
채택

가설 4.
조직지원인식은 조직정치지각과 동료 신뢰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채택

제 6 장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첫 째, 종업원의 조직정치지각이 동료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동료신뢰가 지식숨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둘 째, 동료신뢰가 조직정치지각과 지식숨김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직정치지각과 동료신뢰 간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실증적인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이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 및 해석하고 연구 의의와 한계점, 향후 연구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해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들과 그 검증 결과들을 <표 6-1>에 정리하였다.

<표 6-1> 가설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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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 째, 조직정치지각과 동료 신뢰와의 관계에서

조직정치지각이 동료 신뢰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는 조직 내 정치가 만연하게 된다면 종업원 개인들은 조직에

대한 자신의 노력의 정도에 의해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권력 집단에

의해 분배되고 보상에 대한 규칙이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상

황이라고 지각하게 된다(Cropanzano et al., 1997). 결국 조직정치로 인해

발생한 공정성 문제의 원인을 주변 동료들의 정치적 행위라고 의심하게 되

어 동료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종업원 주변 구성원들의

정치적 행위가 자기 이익 추구 성격을 띄고 있으며 이는 인간관계에 부정

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Ferris et al., 2002).

둘 째, 동료신뢰가 종업원의 지식숨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종업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종업원 개인의 지식

을 타인과 공유하려고 하는 지식공유가 동료 신뢰에 예측된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확장하여, 동료 간의 신뢰가 없다면 동료들의 지식공유 요청에도 고

의로 이를 숨기거나 거부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다

(Connelly et al., 2012). 구체적으로 동료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있다는 것

은 종업원 개인이 동료에게 지식을 공유하면 당장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된 것을 의미

하는데, 연구 결과를 통해서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지식을 공유함으

로써 조직 내 자신의 경쟁력이 악화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할 것

이고 이는 지식숨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 째, 동료신뢰가 조직정치지각과 지식숨김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종업원이 조직 내 정치적 행위가 만연하고 이를 불

공정하다고 인식하게 되면 동료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며, 결국 조직 내 종

업원들이 다른 종업원들의 정보 공유 요청에도 의도적으로 숨기는 지식숨

김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전 최운 등(2016)의 연구에서 조

직정치지각이 지식숨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줌을 밝혔고, 본 연구의 결과

를 통해 조직정치지각은 동료 신뢰의 완전매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식숨

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추가적으로 지식숨김의 차원에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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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화된 숨김을 고려해보았을 때,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동료

가 요청한 지식이나 정보가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조직이나 다른 동료를 보호하기 위한 지식숨김이 발

생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넷 째, 조직지원인식이 조직정치지각이 동료신뢰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조직지원인식의 수준에 따라 조직정치지

각이 동료 신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다른 종업원의 조직 내 정치적 행위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은

태도와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조직이 개인에 대한 복지와 안녕

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있다면

조직 내 다른 구성원들의 정치적 행위에 의해 공정성이 훼손시키지 않았다

는 인식을 갖게 하여, 동료에 대한 불신이나 의심을 덜 형성하게 된다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절효과를 추가로 검증하는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조직지원인식의 조절 효

과를 검증하였을 뿐 만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 조직정치지각과 동료 신뢰

간의 관계가 더 강해거나 약해진 다는 것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직지원인

식이 낮거나 보통인 조건에서는 조직정치지각과 동료신뢰 간의 관계가 강

했지만 조직지원인식이 높아질수록 조직정치지각과 동료 신뢰 간의 관계가

약해지거나 관계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직지원인식이 높은 종업원은

조직 내 정치지각이 존재하더라도 조직지원인식을 낮게 지각하는 종업원들

에 비해 동료를 덜 불신하게 된다는 결과는 조직정치와 결과 변인 간의 관

계를 분배 및 절차 공정성이 조절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Harris et

al., 2007). 이를 종합했을 때 조직지원이 낮다고 인식하는 종업원은 조직정

치지각과 상호작용하여 동료를 더욱 불신하게 되지만 반대로, 조직지원인식

이 높다고 인식하는 종업원은 조직정치로 인한 동료 신뢰의 감소가 발생하

지 않는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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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

1. 연구의의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는 종업원의 조직정치지각의 선행 변수가 지식숨김에 미치

는 영향이 동료 신뢰를 통해서 매개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라

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식숨김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어

떤 요인들이 지식숨김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Peng, 2013; Webster et al., 2008), 지식숨김에 대한 선행변인들에 관한 연

구가 시작되었다. 최근 연구를 통해서 지식숨김을 예측하는 선행변인들이

밝혀졌지만, 특정 상황에 대한 종업원들의 지각이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시키고 지식숨김을 발생시키는 심리적인 과정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이전 연구들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Peng(2013)의 연구에서 종업원

은 물질적인 것 뿐 만 아니라 과업 관련 지식 같은 비물질적인 대상에 대

해서 소유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Pierce et al., 2001), 이러한 지식기

반 심리적 소유감(knowledge-based psychological ownership)이 강한 종업

원일수록 지식 숨김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는 종업원 개인의 영역성(territoriality)가 기반 심리적 소유감과

지식숨김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밝혔다. 최운 등(2016)은 지식숨김의

선행변인 연구에서 종업원이 조직 내 정치적 행위가 만연하다고 지각하게

되면 개인 이익 목적이나 타인에 대한 보복 등의 동기에 의해 지식숨김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조직정치지각과 지식

숨김 차원의 합리화된 숨김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고, 조직

정치지각이 동료신뢰와 같은 종업원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쳐서 지식숨

김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심리적 과정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정치지각이 갖는 종업원의 부정적 태도와 행동에 대

한 영향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 째, 종업원의 지식숨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에서 동료 신뢰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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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처음으로 국내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밝힌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그동안 동료 신뢰가 지식공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 지식공유를 예측하는 중요변수로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 관련 연구가 지식공유의 선행요인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동

료 간의 상호 관계 형성에서 신뢰가 지식숨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밝

히지 못하였다. 특히 조직정치지각에 의해 생기는 동료 간의 불신이 지식숨

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연구의 결과를 통해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셋 째,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 정치적 행동에 대한 지각은 조직 내 대인

관계에 있어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

겠다. 그동안 조직정치지각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종업원들의 조직정치

지각과 조직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종업원들의 조직정치지각이 조직지원인식에 영향을 주고 수행 관련 변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Hochwarter, Kacmar, Perrewe,

& Johnson, 2003). 구체적으로 종업원의 조직정치지각은 조직에 대한 냉소

주의를 형성하게 될 뿐 아니라 사회적 교환이론에 따라 조직에 대한 신뢰

를 저하시키고 조직이 자신을 배려하고 인정한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게 하

여 수행이 저하되거나 반생산적 과업행동과 같이 조직과 다른 종업원들에

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 정

치적 행위에 대한 지각은 조직에 대한 태도로 이어질 수 있지만, 조직정치

지각 같은 종업원의 인식은 상사나 동료를 참조하여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

에 이것이 직접적으로 대인 관계에 중요한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넷 째, 조직정치지각이 동료 신뢰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을 완화시켜주는

종업원 개인의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앞서 조직지원인식과 조직정치지각의 개념상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두 개

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릴 때 참조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분되

는 개념이라고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종업원 개인이 조직 내 정치가 만연

하다는 것을 지각하는 것은 조직을 참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나 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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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 정치적 행위를 지각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며, 반면에 조직지원인식은

조직의 관심과 배려에 대한 종업원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정치지각이 동료 신뢰에 부적인 영향을 주듯 대

인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지만, 조직이 종업원에게 관심과 배려를 보이고,

종업원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조

직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인해 조직정치가 동료 관계에 주는 부정적인 영

향이 완화된다는 것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두 개념이 개념적, 실증적으로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실무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조직정치지각이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결국 조직 전체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해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준 연구결과는 실무적으로 경각심을 줄 수 있다. 조직정치지각

은 조직 내 구성원들의 대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동료 간의

협력 및 도움 행동이 줄어들고 자기 방어적 혹은 이기적인 정치적 행위가

만연하게 된다. 그동안 실무적 접근에서는 지식공유와 같은 종업원의 바람

직한 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실행해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내정

치로 인해 종업원이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동료를 기만하는 비협력

적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내 정치적 행위는 직접적

으로 관찰하기 어렵고 사내 정치는 어느 조직에나 존재하기 때문에(Ferris

& Kacmar, 1992), 이를 조직정책이나 조직 규범을 통해 없애는 것은 불가

능하다. 하지만 사내 정치가 심화될 경우 조직 내 존재하는 공식적인 절차

와 정책이 무시되며 종업원의 태도와 행동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진

다. 또한 조직정책이나 절차가 일관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

들 간의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kacmar & Baron, 1999). 덧붙여

종업원 개인이 조직 내 정치적 행위가 만연하다고 지각하게 되면 이를 위

협으로 지각하고, 이에 대한 적응적 기제로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Perrewe, Rosen, & Maslach, 2012). 본 연구에서는 조직정치가 개인

의 조직 내 생존에 대한 위협을 가하게 되고, 동료에 대한 불신을 형성하면

서 조직을 포함하여 권력 집단에서 소외된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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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숨김을 한다고 결론 내렸다. 지식숨김은 보복 및 기만 뿐만 아니라 보

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동료 간 상호작용에서 다른 동료가 이를 지각

하게 된다면 이를 정치적 행위로 간주하게 됨으로써 동료 간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형성하게 된다(Connelly & Zweig, 2015). 이러한 악순

환을 차단하기 위해 조직은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확립· 실행함으

로써 동료 간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 째, 조직정치지각이 동료 신뢰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이 조직지원인식

에 의해 완화된다는 결과는 조직 내 정치적 행위가 만연하더라도 조직이

종업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분배되고 있다는 인식에 의해 동료에 대한 불신을 덜 심화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사내 정치가 만연하더라도 종업원에 대

한 조직의 관심과 배려는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줄이게 되어 동료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지원인식의

선행요인 연구에 기초하여, 조직 차원에서 종업원에게 유리한 직무요건을

제공하고 종업원에 대한 상사의 호의적인 지원, 그리고 공정한 조직 체계

확립을 통해(Rhoades, & Eisenberger, 2002) 종업원이 조직으로부터 배려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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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제언

첫 째, 본 연구는 설문지의 모든 문항을 단일 시점에서 얻은 자료에 기초

한 횡단연구이며, 한 응답자로부터 모든 문항 응답을 얻었기 때문에 동일방

법편의(common method bias)에 의한 문제로 인해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할 수 없는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종단적 연구 설계를

실시하고, 지식숨김을 측정할 때 해당 종업원에 대한 동료나 상사로부터 응

답하게 하여 동일방법편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변인들 간의 인

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둘 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 특징을 보면 정규직이 89.7%, 그리고 관

리·사무직이 69.7%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모든

직무 및 고용형태에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서는 국내 인구특성을 반영한 직무 및 고용형태에 따른 표본 수집을 함으

로써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셋 째,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종업원의 지식공유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한계점을 언급하면서 지식숨김이 어떤 과정에 의해 발생하는지를

밝혔다. 지식숨김과 지식공유는 이미 개념적, 실증적으로 변별되는 개념이

라고 밝혔지만, 동료 신뢰의 경우 두 변인을 공통적으로 예측하며 두 행동

이 서로 완벽하게 분리되는 개념이 아님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지식공유와 지식숨김을 동시에 측정하여, 두 행동

이 서로 다른 선행 변인에 의해 예측될 것이라는 각각의 매커니즘을 밝히

는 것이 필요하다.

넷 째, 본 연구에서 조직지원인식이 조직정치지각과 동료 신뢰와의 관계

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직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이외에 개인의 기질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신뢰 연구에서 개인의 신뢰 경향성은 대인 관계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

요한 선행변인으로 밝혀졌는데, 사내 정치가 만연하더라도 종업원이 대상에

대한 신뢰경향성이 높다면 사내 정치가 동료 신뢰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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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조직정치지각

이 동료신뢰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을 같이 고

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직정치지각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정치행동,

갈등 회피 분위기, 승진 보상 정책 차원과, 지식숨김의 하위요인인 모르는

척하기, 얼버무리기, 합리화된 숨기기를 측정하였지만 이를 단일차원으로

평균 점수화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조직정치지각의 하위

차원이 동료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동료 신뢰가 지식숨김의 각 하위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하위 변인들 간의 관계를 명확하

게 밝히고 어떤 과정에 의해 지식숨김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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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politics on knowledge hiding : 

the mediating effect of co-worker trust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support

Jung Ho, Kim  

Department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politics on knowledge hiding behavior and the mediating 

role of co-worker trust.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ing 

role of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politics and co-worker trust. 

 The results from 300 participants provided evidence that (a)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politics was negatively related to co-worker trust. (b) 

co-worker trust was negatively related to knowledge hiding behavior, (c) 

co-worker trust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politics and knowledge hiding behavior, and (d)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support moderated the relationship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politics and co-worker trust.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limitations and future 

study directions were discussed in general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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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신 데에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직장인들이 조직 내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
다. 본 설문에 대한 귀하의 응답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순수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귀하의 개인 정보 및 익명성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절대적
으로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본 설문으로 인하여 특정 개인이
나 기업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설문과 관련한 문의나 제언은 아래 연구자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설문조사에 성실히 참여해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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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응답 요령

o 각 문항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한 문항에 대하여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

고, 읽고 난 후의 순간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그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o 문항에 응답할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으로 응답하지

마시고, 귀하의 실제 생각과 느낌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o 몇 개의 문항이 서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빠짐

없이 끝까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11 -

번호 문 항
1 우리 회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자기들을 높이려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2 우리 회사에는 다른 사람들이 넘어설 수 없는 영향력이 큰 집단이 있다.
3 우리 회사에는 이미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분위기

다.
4

우리 회사에서는 예스맨(윗사람 말에 무조건 따르는 사람들)이 출세하는 
분위기다: 좋은 생각일지라도 상급자의 의견과 다르다면 제안하지 않는 
편이 낫다.

5 우리 회사에서는 힘 있는 사람에게 동조하는 것이 좋은 처세술이다.
6 우리 회사에서는 괜한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7 우리 회사에서는 시스템에 반발하기보다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
8 우리 회사에서는 진실을 얘기하는 것 보다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더 좋다. 
9 우리 회사에서는 자기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10 경험상, 우리 회사에서 승진·보상·보직이 정치적으로(이해관계에 따라)결

정된 적이 있다. 
11 우리 회사에서 이 회사 규정과 다르게 결정된 경우가 있었다.
12 나에 대한 승진·보상·보직 결정이 회사에서 규정된 인사정책과 달리 부당

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다. 
13 이 회사에서 실제 행해지는 인사는 공식적인 인사정책과 무관하다.
14 실제 승진·보상·보직 결정은 공식적인 정책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15 이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승진이나 보직결정은 능력보다는 이해관계에 따

라 결정되기 때문에 크게 평가할 것이 못된다. 

1. 다음은 귀하가 회사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평소 생각이나 느낌과 

관련된 문항들 입니다. 평소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아래 문항에 기술된 내

용을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솔직하게 응답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아니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 112 -

번호 문 항
1 나는 동료가 요청한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그럴 의도는 없었

다. 
2 나는 동료가 요청한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그것과 다른 정

보를 주었다. 

번호 문 항
1 나는 동료가 직장을 그만두면 허탈감을 갖는다.
2 나는 동료와 서로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맺고 싶어한다.
3 조직구성원들은 동료를 신뢰한다.
4 나는 동료들과 정보를 공유한다.
5 나의 문제를 직장 동료들에게 이야기 하면 그들은 진심으로 나에게 

건설적인 조언을 해준다.
6 팀 동료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전문성을 갖고 헌신적으로 수행한다.
7 동료는 나에 대해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8 동료는 매사에 정직하다.

2. 다음은 동료에 대한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에 관련된 문항들입니다. 평소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아래 문항에 기술된 내용을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익명으

로 처리되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아니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3. 다음은 귀하가 직장에서 최근 동료들에게 업무 지식이나 정보를 요청 받았을 

때 했던 행동들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평소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아래 문항에 기

술된 내용을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솔직하게 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아니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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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는 동료가 요청한 지식과 정보의 일부분만 알려주었다. 
5 나는 동료가 요청한 지식과 정보에 대해 모르는 척을 했다. 
6 나는 동료에게 정보나 업무지식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모르겠다고 말했다.  
7 동료가 궁금한 지식이나 정보에 대해 말을 꺼냈을 때, 나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척 했다. 
8 나는 동료가 요청한 지식과 정보와 관련한 주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고 말하였다. 
9 나는 동료가 요청한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말

해주었다. 
10 나는 동료가 요청한 지식과 정보는 특정 사람에게만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해주었다. 
11 나는 동료에게 내 상사가 정보나 업무지식을 다른 누군가와 공유해선 안 

된다고 말해주었다. 
12 나는 정보나 업무지식에 대해 동료가 물었을 때,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였

다.  

번호 문 항
1 우리 회사는 나의 복지에 진정으로 관심을 보여준다.
2 우리 회사는 내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같이 고려한다.
3 우리 회사는 나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긴다.
4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5 우리 회사는 내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6 내가 특별한 부탁을 했을 때, 우리 회사는 기꺼이 도와주려한다.

4. 다음은 귀하가 회사에 대해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과 관련된 문항들 입니다. 평

소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아래 문항에 기술된 내용을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응

답은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혀 아니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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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① 남자    ②여자
연 령 ① 20~24세  ② 25세~29세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이상
학 력 ① 고졸 이하  ②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이상

혼인여부 ① 미혼  ② 기혼
직 종 ① 관리/사무직  ② 생산/기술직  ③서비스/영업직 ④ 연구/개발직  ⑤ 기타
직 급 ① 사원  ② 대리  ③ 과장  ④ 차/부장  ⑤기타 (               )

고용형태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직속 

상사와 
함께 

근무한 
기간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1년 미만  ③ 1년 이상~2년 미만
④ 2년 이상~3년 미만  ⑤ 3년 이상~5년 미만  ⑥ 5년~10년 

미만
⑦ 10년 이상

회사에서의
재직기간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1년 미만  ③ 1년 이상~2년 미만
④ 2년 이상~3년 미만  ⑤ 3년 이상~5년 미만  ⑥ 5년~10년 

미만
⑦ 10년 이상

8 우리 회사는 나에게 관심을 잘 보여준다.
9 우리 회사는 내가 맡은 업무 이상 기울이는 노력에 대하여 감사한다.  

※ 통계 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개인 정보는 분석 이외의 용도로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