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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무한경쟁 환경 속에서 조직 안에서 구성원 간 관계로부터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중요해짐에 따라, 구성원 간의 신뢰와 원활한 협조 관계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

회적 자본이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지식공유의 매개효

과,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

다. 이를 통하여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창의적 행동을 강화하는지 확인

하고자 하였다.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구성원

을 대상으로 362부를 설문하였고 이 중 불성실 응답 32부를 제외한 330

부의 설문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가설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은 창의적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사회적 자

본은 지식공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지식공유는 창의적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지식공유는 사회적 자본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매개하

였다. 다섯째, 조직지원인식은 지식공유와 창의적 행동의 정(+)의 관계를

강화하는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직지원인식이 높은 구성원들

은 지식공유 수준에 따라 창의적 행동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

섯째, 사회적 자본과 창의적 행동과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은 매개요

인인 지식공유가 창의적 행동을 강화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한 이론적 시사점은 첫째,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가 점

차 늘어나는 추세에서 선행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던 사회

적 자본과 지식공유의 관계, 지식공유와 창의적 행동의 관계, 사회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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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와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이다. 즉, 창의적 행동의 발현을

위해 구성원 간의 관계와 함께, 구성원과 조직 간의 관계까지 통합적 관

점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조직 구성원 간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들의 지식공유, 창의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선행요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점과 구성원들의 지식공유가 창의적 행동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은 기존 선행연구와 동일한 맥락이라는 것으로 확

인할 수 있었다. 셋째, 조직지원인식이 높은 집단이 조직지원인식이 낮은

집단보다 지식공유의 영향에 의한 창의적 행동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는 조직지원인식 수준에 따라 제도적, 환경적으로 지식공

유가 활발한 환경이 갖춰지면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은 더욱 강화되고,

나아가 조직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그간 사회적 자본의 통일한 개념 부재로 인해 사회적 자본

의 개별 하위요인과 창의적 행동과의 연구가 대다수였는데 사회적 자본

을 구조적, 인지적, 관계적 측면에서 통합적, 개별적으로 모두 접근해 창

의적 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살펴보면, 먼저 공공조직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에서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에 도입된 경영평가제도

와 성과주의 인사제도는 구성원 간 관계를 단기적, 거래적 관계로 변화

시켰으며, 구성원들 간의 관계도 경쟁적 관계로 변모시켜 왔다. 이러한

활동은 조직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러

한 제도가 공공조직 조직문화에 적합한 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둘

째, 조직에서 비공식적,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

하다. 즉, 조직이나 구성원들 간 관계를 조직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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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의 접촉 횟수를 높이고, 상호간 긍정적 관계 형성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는 등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공조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창의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

해 사회적 자본이 형성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 형성과 함께 지식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 조성 또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으며, 조직에서의 지식공유, 조직지원인식에 대한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사회적 자본 연구에 대한 이론적 확장과 공공조직 구성원

의 창의적 행동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사회적 자본, 창의적 행동, 지식공유, 조직지원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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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조직의 성과를 향

상시키기 위해 중점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요인으로 혁신이 강조되고, 혁

신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조직 구성원의 창의성 발휘가 강조되

고 있다(Drazin et al., 1999). 창의성(creativity)이 새롭고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핵심역량으로 기업경쟁력과 가치창출의 핵심원천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손태원 등, 2002).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조직의 구조화된 경직성을

탈피하고 그간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실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창

의성이 성공의 척도라고 표현될 만큼 중요한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다(김

믿음·임걸, 2017) 이에 조직은 구성원의 창의적 활동을 높이기 위한 방안

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고, 민간을 넘어 공공조직들도 조직 성장의 새

로운 대안을 탐색하기 위한 핵심가치로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다(안석기,

2012; 안지선·홍아정, 2015; 김믿음·임걸; 2017).

창의성에 대한 초기 연구는 심리학을 중심으로 개인의 능력이나 성격

또는 태도 등의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여기서 개발된 창의성 증진

및 활용기법은 경영학 분야에도 활발히 도입되었다(손태원, 2005). 조직

행동연구의 핵심 주제들이 자아, 능력, 태도, 성격, 동기부여 등이 연계된

형태로 이론과 연구가 행해지면서 개인 특성과 창의성에 대한 연구도 활

발해진 것이다(Hulsheger et al., 2009).

그러나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한 복잡한 경영환경 구조 속에서 조직 안

에서 구성원 간 관계로부터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중요해짐에 따라, 개

인의 성과가 더 이상 개인이 보유한 특성과 역량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으며, 구성원 간의 원활한 협조 관계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자본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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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양이 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었다(김형진·심덕섭,

2013). Burt(2004)는 사회적 자본을 통해 다른 아이디어와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Hulsheger et al.(2009)과 김

은실·백윤정(2014)은 각각 혁신과 창의성이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소통을

통해 정보를 얻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확충하는 과정에

서 발현된다는 점에서 구성원 간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이

혁신과 창의성을 강화할 수 있음을 검증한 바 있다.

한편,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 지식경영이 중요한 전략으로 대두되면서

지식관리에 대한 많은 관심에 따라 사회적 자본과 지식공유에 대한 연구

들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많은 선행 연구에서 신뢰, 상호호혜, 공유

가치 또는 목표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지식공유에 영향을 주는 주요

한 요인으로 제시되어 왔다(Hau et al., 2011; 장용선·김재구, 2006; 이영

현·유한구, 2008; 김미숙·홍관수, 2013; 박태영 등, 2013; 설현도, 2015).

즉, 조직 구성원 간 형성되는 신뢰 기반의 네트워크와 공유된 목표는 기

존 지식의 새로운 조합에 의해 촉발되는 지식 창조와 공유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식공유는 창의적 행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창의성은 창의

적 행동을 통해 발현되는데 조직 구성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지식이

결합될 때 창의적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아지고(Hargadon &

Bechky 2006; 김현진·설현도, 2016), 과업수행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해

성과향상이 가능하다(고광환·송영렬, 2004). 지식공유가 구성원들에게 창

의적 행동을 발현할 수 있는 지식 접근성을 높여 주고, 이러한 다양한

공유 지식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의적 행동의 촉진을 위해서 구성원 간 관계는 물론, 구성원

과 조직 간의 관계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직 차원에서 창의적

행동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격려, 자율과 자원 지원, 비공식활동

등의 조직 문화를 비롯하여 직무특성과 개인적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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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기 떄문이다(손태원 등, 2002). 이에 개인 수준의 지식 공유를

강조하면서 지식공유의 전제 조건인 조직 문화, 조직 구조와 관계와의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김문식, 2013). Yang(2009)은 경직된 조직 구조,

부족한 동기부여 등이 정보 공유를 저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김우철 등(2018)은 조직의 지원 만족도가 높으면 자신의 지식을 다른 직

원과 공유하려는 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즉, 개인과 조직

간의 기여와 보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고, 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지식공유가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을 더욱 강

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이 창의적 행

동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연구

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수인 지식공유와 창의적 행동 간에 있어 조직지원인식이 조절효과

로 작용하여 창의적 행동을 강화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 자본이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창의적 행동은 공공조직을 물론, 모든 조직에 있어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식공유는 사

회적 자본과 더불어 직원의 창의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사

회적 자본과 창의적 행동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연

구하고자 한다. 아울러, 구성원이 자신이 받은 조직의 지원을 보답한다고

보는 사회적 교환이론 관점에서 조직지원인식이 지식공유와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와의 상호작용으로 창의적 행동을 촉진하는지 확

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공공조직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에 미

치는 영향에 있어서 조직지원인식이 지식공유와의 상호작용으로 창의적

행동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러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연

구 결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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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와 관련한 일반적

사항을 정리하였고, 제2장은 사회적 자본, 창의적 행동, 지식공유, 조직지

원인식에 대한 각 변수들의 이론적 배경을, 제3장에서는 연구모형 및 가

설 설정,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 표본의 구성 및 분석방법에 대

해 기술하였고, 제4장에서는 실증 분석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 이론 및 실무적 시사점,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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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전통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인적 자원, 재무적 자원

등이 중시되어 왔으나, 최근에 기업의 성장과 생존을 위한 핵심 역량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사회적 자본이 중시되고 있다(Luthans et al.,

2004;, 장수덕, 2006). 개인과 조직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에 의해서만 성

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간 혹은 조직과 조직 간의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으로 강조되고 있다(장용선·김재구, 2006 정명호·오홍석, 2007).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론은 Hanifan(1916)에 의해 먼저 언급되었으나,

당시에게 주목을 끌지 못했다. 1980년대 이후 Bourdieu(1986),

Coleman(1988), Putnam(1993) 등의 연구자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Bourdieu(1986)가 문화적 자본을 발전시키면서 사회적 자본

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기 시작했고, Coleman(1988)과 Putnam(1993)이 본

격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의 용어로 발전시키면서, 사회적 자본은 사회와

국가적 차원의 문제에서 조직의 문제로 전환되기 시작해 조직 성과를 결

정하는 핵심자원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Bourdieu(1986)는 개인들이 이익 또는 유사한 자원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는데 초점을 두고, 사회적 자본은

지속적 네트워크를 소유함으로써 개인이나 집단이 획득하게 된 실재적

혹은 잠재적 자원의 결합체라고 하였으며, 이때 개인이 보유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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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크기는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 범위와 연결된 사람들이 소

유하고 있는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자본의 양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한편,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도 다른 자본처럼 생산적이며, 개

인의 특정한 목적 달성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고 보았으며, 구성원들

의 공동 목표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의 규범을 사

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로 보았다. 사회적 자본을 개인적 특성으로 인지

했다는 면에서 기본적으로 Bourdieu(1986)와 같은 입장이나, 사회적 자

본이 일부 공공재의 성격이 있을 수 있다고 그 영역을 확장했다.

Putnam(1993) 또한, 사회적 자본을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사회 관계망으로서의 네트워크(social network), 신뢰

(trustworthiness), 호혜성의 규범(the norms of reciprocity)이라고 정의

하였다. 그는 더 나아가 이 세 가지 구성요소들이 상호간 상승효과를 가

져온다고 주장하였으며,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어 있는 사회 또는 공동체

는 시민들의 참여적 네트워크가 상호 간의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을 지속

적으로 증진시킨다고 주장했다. 이후 학자들 또한 Coleman(1988)과

Putnam(1993)과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자본을 신뢰와 연결망 그리고 사

회규범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Nahapiet & Ghoshal, 1998;

Tsai & Ghoshal, 1998; Cohen & Prusak, 2001; Chow & Chan, 2008).

국내 연구에서 손성철·정범구(2010)은 사회적 자본을 행위자가 속한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의 조직목표와 관련한 업무상 활용할 수 있는 무형

의 자원으로 보고, 구성원의 상호작용 및 관계에 배태된 신뢰, 조직규범

및 연결망을 포함한 다차원적 개념을 구성요소로 사회적 자본을 설명하

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을 사회차원의 거시적 수준과 조직차원의 미시적

수준으로 나누고, 조직과 구성원의 성과와 관련한 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조직이 달성하여야 할 공통의 목표는 구성원의 집단적 능력에 의하

며, 이러한 집단력 능력이 바로 구성원의 관계에서 형성된 자원의 효과

로 나타나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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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허문구(2011)는 개인이나 조직과 같은 사회적 단위가 보유한 네

트워크에 사회적 자본이 자리매김 되어 있다며, 이를 통해 이용 가능하

고 파생된 자원의 집합으로 사회적 자본을 정의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

신뢰, 공유된 비전을 구성요소로 보고, 이 구성 요소 간에 상관관계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설현도(2015), 강문실·양성국(2016) 또한, 동일한 관점

에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를 설명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성한 사람들

이 네트워크에 내재된 자원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가치를 증대

하는 관계네트워크로 사회적 자본을 설명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획득되는 다양한 형태

의 자원이라는 근본적 특성으로 인해 통일된 개념을 확립하기 어렵다.

더욱이, 국가차원의 거시적 관점에서 조직차원의 미시적 관점에 이르기

까지 분석의 단위와 학문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그간 다양하게 정의되고

분석되어 왔다. 그럼에도 사회적 자본이 개인 간,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

성되는 개인이 보유한 무형의 배태된 자본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으로 인

해, 연구자들이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로 신뢰와 연결망, 사회규범을 포

함하였다(손성철·정범구, 2010). 이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사회적 자본의

여러 측면을 통합하고 있으며, 조직 수준에서 사회적 자본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허문구,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Nahapiet & Ghoshal(1998), Tsai & Ghoshal

(1998), Inkpen & Tsang(2005), Chow & Chan(2008) 등의 연구자들과

동일하게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로 신뢰와 연결망, 사회규범을 포함한

종합적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조직 내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사회적 자본을 조직

구성원 간 네트워크 속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가치를 동

일시하고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무형의 자본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사회적 자본을 연구한 주요 연구자의 정의는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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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정의 핵심요소

Boourdieu

(1986)

지속적인 관계망 또는 상호인식과 인정이 제

도화된 관계로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의 됨으

로써 획득되는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Colman

(1988)

한 개인 구성원에게 없지만 그 개인이 참여하

고 있는 사회적 연결 관계를 통하여 다른 사

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능력

정보채널

의무감과 기대

사회 규범

Putnam

(1993)

연결망, 규범, 그리고 신뢰와 같이 상호 이익

을 위해 협력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사회조

직의 특성

네트워크

신뢰

규범

Nahapiet &

Ghoshal

(1998)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네트워크속에

내재된 자원에 접근해 활용함으로써 가치를

증대하는 관계 네트워크로 한 개인이나 집단,

조직이 지니고 있는 연계로부터 도출되거나

배태되어 있는 실질적 혹은 잠재적인 자원

네트워크

신뢰

공유가치

Tsai & Ghoshal

(1998)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정보 창출이나 정보

확산과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자원

네트워크

신뢰

규범

Inkpen &

Tsang

(2005)

조직이나 집단이 인간관계에서 형성되고, 효

율적인 지식전달이 이루어지며 기업의 인적·

물적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무형자본

네트워크

신뢰

공유가치

정명호·오홍석

(2007)

개인이나 집단에 가용한 자원으로 개인들이

맺고 있는 관계 혹은 관계망으로부터 나타나

는 자본

네트워크

허문구

(2011)

개인이나 조직 등의 사회적 단위가 보유한 관

계 네트워크 내에 자리매김되어 있으며, 네트

워크를 통해 이용가능한, 그리고 네트워크로

부터 파생된 자원의 총 집합

사회적

상호작용

공유코드

신뢰

강문실·양성국

(2016)

구성원들의 상호교류를 통해 조직의 역량 증

진과 가치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네크

워크, 신뢰, 규범

네트워크

신뢰

규범

<표1>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자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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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사회적 자본의 정의나 측정도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에 대한 구성요소도 공통적으로 규명된 것은 없으며, 연구자마다 연구대

상 및 목적, 연구 분야에 따라 다양하다(Putnam, 1993; ; Chow & Chan,

2008). 또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에 대한 규명 없이 단일차원으로

접근한 연구도 있는데, 분석대상의 속성을 연구한 관점에서는 신뢰를, 연

결망 관점에서는 네트워크 위치 또는 구조적 특성을 사회적 자본으로 정

의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와 같은 단일 차원 접근은 사회적 자본

의 일면만을 강조하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

사회적 자본을 사회과학 분야의 용어로 발전시킨 Coleman(1988)과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성

질에 초점을 둔 것에 비해, 사회적 자본의 개념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한 Alder & Kwon(2002)은 사회적 자본에 관한 그간의 연구를 연결

자본(Bridging capital)과 내부적 결속자본(bonding capital)으로 구분하

고, 연결 자본은 외부 자원에 대한 접근과 활용과 관련한 역량이나 특성

이며, 내부적 결속자본은 외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내부적 구조를 의

미한다고 보았다. Esser(2008)는 사회적 자본을 개인수준에서 형성되는

관계적 차원의 자본과 조직차원에서 형성되는 시스템 차원의 자본으로

나누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한편, Hakansson & Snehota(1995), Lindenberg(1996)는 사회적 자본이

구조적 내재성과 관계적 내재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Granovetter(1985)의 연구를 근거로 사회적 자본이 구조적 차원과 관계

적 차원으로 이루어졌음을 검증하였다. 또한, Tsai & Ghoshal(1998)은

Nahapiet & Ghoshal(1998)이 사회적 자본의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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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측면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기반

하여 사회적 자본이 구조적 차원, 관계적 차원, 그리고 인지적 차원의 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 세 차원의 관점에서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차원(structural dimension)은 개인 간의 연결망 특성

(network properties) 또는 전체적인 연결망 형태(network configuration)

를 의미한다. Tsai & Ghoshal(1998)은 구성원 간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

속정도가 구조적 차원을 의미한다고 보았으며, Nahapiet &

Ghoshal(1998)은 연결망 구조의 특성으로 연결성(connectivity), 위계성

(hierachy), 밀도(density)의 3요소를 제시하였다. Burt(1997)는 이러한 연

결망이 통해 정보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참조(referring)에 의한 연결망의

재창출로 개인의 정보력이 증대된다고 보았다.

둘째, 사회적 자본의 관계적 차원(relational dimension)은 구성원들 간

의 관계 특성이 이익이나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둔 것

으로, 그 핵심요소는 네트워크 구성원 간의 신뢰(trust)를 의미한다

(Nahapiet & Ghoshal, 1998). 신뢰는 생산성 향상과 거래비용 감소 효과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모든 구성원 간

에 이러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혈연, 지연, 학연 또는 소

속된 공동체 또는 구성원 간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일부 사람들안에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더욱이 조직 내 특정인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

기 위해 신뢰가 형성된다면 조직수준에서는 오히려 해로운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신뢰가 조직수준의 사회적 자본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 구

성원들이 가진 이익 내지는 기회의 총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조직목표

달성과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재로서의 특성을 추가해야 한다(이재

열·남은영, 2008).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의 인지적 차원(cognitive dimension)은 자원

에 대한 표현, 해석, 이에 대한 각 부분들의 의미의 공유를 뜻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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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직의 관점에서 Chow & Chan(2008)은 공유된 목표(Shared goal)라

고 하였다. Nahapiet & Ghoshal(1998)은 개인의 인지능력에 의하여 정보

가 지식으로 변환되고, 이러한 지적 자본은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내재화

된다는 점에서 인지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

에 따르면, 인지적 차원을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고려해야하는 이유

는 조직 구성원들이 상황과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조직에 필요한 역량과

핵심가치가 무엇인지 인식하게 되고, 이것이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어 조직의 가치 창출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적 자본은 구조적, 인지적, 그리고 관계적 차원 등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세 요소는 조직과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있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이에 많은 연

구자들도 Nahapiet & Ghoshal(1998), Tsai & Ghoshal(1998) 등과 유사

한 관점으로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사회적 자본

의 각 구성요소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독립적으로 구

분하여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

행 연구를 바탕으로 구조적, 인지적, 관계적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을 통

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3. 사회적 자본의 선행연구

사회적 자본의 대표적 연구자인 Adler & Kwon(2002)이 기업관점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광범위한 문헌 고찰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 구성원의

경력성공, 부서 내 자원 교환, 제품 혁신, 이직률 감소 등을 촉진한다고

주장한 이래, 최근 경영학 분야에서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행동변화와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는 실증적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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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성원들의 조직몰입, 협력행동 등 개인의 행동이나 심리적 측면

의 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Cohen & Prusak(2001)은 사회적

자본이 공동체의 집합적 행동, 신뢰, 협력의 기초가 되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조직 내 구성원의 직장만족을 높이고 이직률을 낮춘다고 보았으

며, Chow & Chan(2008)은 사회적 자본 중 네트워크와 공유된 목표가

지식공유의도를 강화함을 밝힌 바 있다. 류성민·김성훈(2013)은 인사부문

의 사회적 자본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밝히며, 인사관리 효

과향상 정도가 이 두 관계를 매개함을 밝힌 바 있으며. 설현도(2015)는

사회적 자본을 구조적, 인지적, 결속적, 연결적, 관계적 등 총 5개 차원으

로 나누고 이 각 차원의 관계와 지식공유의도 및 지식공유행동과의 관계

를 검증하였는데,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차원이 결속적 자본 및 관계적

자본을 매개하여 지식공유 의도를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나영·

배상욱(2016)도 사회적 자본의 각 차원과 직무만족 및 협력행동과의 관

계를 규명하였는데 사회적 자본의 모든 하위요인이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혁신이나 성과와 같은 조직 결과에 어떻게 이바지하는가에

대한 연구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장수덕(2006)은 외환위기에 생존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조직의 배려와 외적 네트워킹을 사회적 자본의 구

성요소로 보고, 기업 생존과 관계에서 유의미함을 밝힌 바 있으며, 김경

재·정범구(2007)은 사회적 자본과 혁신성과와의 관계가 유의함을 밝혔는

데, 이때 혁신 성과를 제품이나 공정혁신과 구별하여 조직 내 구성원이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적 태도 및 행동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으로 정의하여 개인의 행동 특성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를 규명

한 바 있다. 또한, 강문실·양성국(2016)은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

적 자본의 하위 요인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가 매출규모 증가, 투자 증

가 등의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허문구(2011)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사회적 상호작용,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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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코드, 신뢰 간의 관계와 이것이 지식창출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종

합적으로 연구하였는데,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유코드가 구성원의 지식의

교환과 결합에 유의미함을 규명함은 물론,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지식창

출을 매개해 조직의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 비중 확대되는 것까지 검

증하여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행동 변화를 통해 조직의 혁신으로 이어지

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살펴본 봐와 같이 각 구성요소를 구조적, 인지적, 관계적 측

면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면서 사회적 자본을 독립변수로 한 주요 연구

중 직무만족, 혁신행동 등 조직 내 개인의 행동 변화와 생존, 혁신과 같

은 조직차원의 결과변수와 관계를 규명한 연구를 정리하면 <표2>와 같

다.

연구자

(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매]

조절변수[조]

사회적자본

과의관계
비고

Chow &

Chan

(2008)

사회적자본

(구조, 관계, 인지)

지식공유

의도

공유태도[매]

주관적규범[매]

종속: 정(+)

매개: 정(+)

단,

관계[독]:

기각

Deltour &

Roussel

(2012)

사회적자본

(구조, 관계, 인지)

개인지식

-

종속: 정(+)

팀지식 종속: 정(+)

조직지식 종속: 정(+)

장수덕

(2006)

사회적자본

(조직의배려,

외적네트워킹)

기업생존 - 종속: 정(+)

장용선·김재구

(2006)

사회적자본

(네트워크이용다중성)
지식공유

사회적자본[매]

(비전공유, 신뢰)

종속: 기각

매개: 신뢰만정(+)

김경재·정범구

(2007)

사회적자본

(구조, 관계, 인지)
혁신성과 심리적자본[조]

종속: 정(+)

조절: 부분적有
유

<표2> 사회적 자본의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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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창의적 행동(Creative behavior)

오늘날의 불안정하고 경쟁적이며 빠르게 돌아가는 역동적인 환경에서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조직이 생존하고 성장하는데 있어

연구자

(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매]

조절변수[조]

사회적자본

과의관계
비고

이영현·유한구

(2008)

사회적자본

(구조, 관계, 인지)

지식공유

-

종속: 정(+)

학습 종속: 정(+)

지식창출 종속: 정(+)

허문구

(2011)

사회적자본

(상호작용, 가치공유)
혁신

사회적자본(신뢰)[매]

지식창출[매]

종속: 정(+)

매개: 정(+)

류성민·김성훈

(2013)

사회적자본

(관계, 인지)

종업원태도

(직무만족,

조직몰입)

인사성과[매]
종속: 정(+)

매개: 정(+)

김미숙·홍관수

(2013)

사회적자본

(구조, 관계, 인지)
지식공유

조직공정성[매]

(분배, 상호작용)

종속: 정(+)

매개: 정(+)

설현도

(2015)
구조적자본

지식공유의도

지식공유행동

결속적자본[매]

종속: 정(+)

매개: 정(+)

연결적자본[매]

관계적자본[매]

인지적자본[매]

한나영․배상욱

(2016)

사회적자본

(구조, 관계, 인지)
협력행동 직무만족[매]

종속: 정(+)

매개: 정(+)

강문실·양성국

(2016)

사회적자본

(구조, 관계, 인지)

기업성과
-

종속: 정(+)

맥락수행 종속: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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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조직들은 개인 창의성을 촉진시키기 위

해 노력하고 있으며,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수록 창의성에 다양한

개념들도 생성되어 왔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적 해결책을 생성하는 창의성은 1950년대 미국

심리학회 회장 Guilford가 취임연설에서 ‘확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를 언급한 이래, 심리학은 물론, 경영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

문 분야에서 중요한 주제로 연구되어 왔다. 창의성에 대한 초기 연구는

대부분 심리학적 관점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개인에 초점을 두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 창의성의 선행 요건으로 내적 동기부여, 인지능

력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Amabile, 1996). 즉, 인적자본

(human capital) 관점에서 창의성의 원천으로 개인을 강조하며, 지식과

성격 같은 개인의 특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조직 차원에서

창의적 행동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격려, 자율과 자원 지원, 비공

식활동 등의 조직 문화와 직무특성 등과 같은 조직 단위의 접근 또한 매

우 중요하다(손태원 등, 2002).

창의성은 창의적 행동으로 발현되는데, 창의성의 결과 측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creative behavior)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 결과 측면에서의 정의는 창의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쉽고, 작업 상황에 관련해 사회 심리학적 접근이 가

능하기 때문이다(Amabile, 1983). Amabile(1988)은 창의적 행동을 새롭

게 무언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개인 또는 소규모 그룹의

개인이 함께 작업하여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

으로 정의하였고, Shalley(1991)는 조직 내에서의 직무 관련 문제에 대해

새롭고 적절한 해결안을 개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Woodman et

al.(1993)은 복잡한 사회적 시스템 내에서 함께 일하는 개인들이 조직에

가치를 부여하는 새롭고 유용한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아이디어와 절차

를 창출해 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창의성의 결과 측면과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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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움을 강조한 것으로 새로운 기법, 생각의 산물, 그리고 특정의 행위

나 대안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원식·탁진국

(2012)은 기존 연구자들의 창의적 행동에 대한 그간의 다양한 정의를 통

합하여 직무와 관련되어 새롭거나 독창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창의성은 학문 분야와 관점에 따라 인간 특징을 뜻하는 것

인지, 과정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인지, 또는 산출의 준거를 말하는 것인

지 모호할 때가 많으며(Sternberg & Lubart, 1996), 창의적 행동은 개인

의 특성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직무특성, 내재적 동기부여, 리더십 환경

등 여러 요인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Woodman et al., 1993). 이에 최

종인·김인수(1996)는 창의성 개념을 접근 방식에 따라 인지능력 및 성격

특성의 차원, 과정 및 결과의 차원, 그리고 유사 개념들과의 차원으로 구

분해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창의성 연구의 대표적 학자인 Amabile(1983)도 개인 창의성을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여러 요인이 결합된 산출물이라고 주장하였

다. 그에 따르면 개인 창의성은 창의적 사고기술(creative thinking

skills), 전문지식(expertise), 내재적 동기부여(intrinsic motivation)로 구

성되며,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따라 구성원들이 창의

성을 발휘하고, 조직은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Amabile, 1983;

Shalley, 1995; Oldham & Cummings, 1996).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해 개인이 보유한 전문지식과 창의적 사고기술을 통하여

창의성이 발휘된다고 주장한 Amabile(1998)의 정의를 토대로 창의적 행

동을 조직 내에서 개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제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관점에 따른 다양한 정의만큼 조직행동 분야에서도 창의

적 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선행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창의적 행동이 조직으로 하여금 급변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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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며,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지니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연구되

고 있는 것이다(하원식·탁진국, 2012).

창의적 행동과 창의성을 창의적 행동의 발현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종

속변수로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Zhou & George(2001)는 직무불만

족, 지속적 몰입, 동료 피드백이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밝혔는

데, 이때 개인의 부정적 감정인 직무불만족 또한,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

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Gong et al.(2009), Herman et

al.(2018)는 변혁적 리더십이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한편, 이혜림 등(2013)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긍정심리자본이 창의성

을 강화하는 것을 밝히며, 긍정정서와 인지욕구가 이 두 관계를 매개함

을 밝힌 바 있다. 김형진·심덕섭(2017)은 지식공유와 지식은폐의 선행 및

결과요인을 분석하면서, 지식공유와 창의성의 정(+)의 관계가, 지식은폐

와 창의성은 부(-)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은실(2017)은 조

직 내 구성원이 보유 네트워크의 근접중심성은 창의성에 정(+)의 관계

가, 연결정도 중심성은 부(-)의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하원식·탁진국

(2012)은 코칭리더십 창의적 행동을 강화함을 밝힌 바 있다. 김정식·차동

옥(2013)은 리더의 참여적 의사결정과 창의적 행동과 성과와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몰입을 매개로 해 분석하였는데, 심리적 임파

워먼트와 직무몰입이 각각 창의적 행동에 유의미함을 밝힌 바 있다. 이

승필·김선혁(2016) 또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독립변수로 해 개인의 창

의적 업무수행으로서의 창의성이 유의미함을 밝힌 바 있다. 김믿음·임걸

(2017)은 공공연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 개인적 배경, 셀프리더십,

직무환경요인(촉진, 저해)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셀프리더십과 직무환경요인 중 촉진요인이 창의적 행동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직의 작업 수행에 있어 발휘되

는 창의적 행동 또는 창의성을 행동관점에서 측정한 주요 연구를 정리하

면 <표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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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매]

조절변수[조]

창의적행동

과의관계
비고

Zhou &

George

(2001)

직무불만족

창의성 -

독립:: 정(+)

지속적몰입 독립:: 정(+)

동료피드백 독립:: 정(+)

Gong et al.

(2009)
변혁적리더십 창의성 - 독립:: 정(+)

Herman et al.

(2018)
변혁적리더십 창의성 - 독립:: 정(+)

하원식·탁진국

(2012)
코칭리더십 창의적행동 학습목표지향성[조]

독립: 정(+)

조절: 기각

김정식·차동옥

(2013)

심리적

임파워먼트
창의적행동 직무몰입[매]

독립: 정(+)

매개: 정(+)

이혜림등

(2013)
긍정심리자본 창의성

긍정정서[매] 독립: 정(+)

매개: 정(+)인지욕구[매]

김은실·백윤정

(2014)

사회적자본

(근접중심성)
창의성 긍정심리자본[조]

독립: 정(+)

조절:有
유

김현진·설현도

(2016)

신뢰

(정서적신뢰)
창의성 지식공유[매]

독립: 정(+)

매개: 정(+)

이승필·김선혁

(2016)

심리적

임파워먼트
창의성

내재적동기부여[매] 독립:: 정(+)

매개: 정(+)상사신뢰[매]

김형진·심덕섭

(2017)

지식공유
창의성 -

독립: 정(+)

지식은폐 독립: 정(+)

김은실

(2017)

개인네트워크

(근접중심성)
창의성 -

독립:: 정(+)

개인네트워크

(연결정도중심성)
독립:: 부(-)

박종욱·손승연

(2017)

고성과작업

시스템지각
창의성 - 독립:: 정(+)

<표3> 창의적 행동을 종속변수로 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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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

지식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조직이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주

요한 원천으로 인식되어 왔으며(김인수, 1999), 이러한 지식을 조직 내에

확산하고 전파하여 새로운 지식과 역량을 창출하는 행위는 조직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Nonaka 1994). 특히, 지식 획득

의 과정에 많은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볼 때,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효과인 활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Damodaran &

Olphert, 2000). 즉, 지식기반 자원은 복제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복잡하

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과 역량은 기업의 경쟁우위와 기업 성과를 향상시

키는 주요 요인이며, 이때 자원을 전이할 수 있는 능력은 기업의 경쟁우

위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주요 결정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Grant,

1996).

지식공유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Nonaka &

Takeuch(1995)는 지식창조나 지식결합 또는 학습과 같은 매우 넓은 개

념으로 설명한 바 있으며, Grant(1996)는 기업이 보유한 지식 기반 자원

을 기업의 핵심역량으로 보고, 이를 기업 내에 공유시켜 자원으로서의

지식에 대한 이용 및 응용가능성을 극대화해 기업역량을 강화하려는 활

동을 지식공유로 보았다. Chong & Besharati(2014)는 지식을 자유롭게

공유하려는 개인적인 상호작용이자 의지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연구자

(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매]

조절변수[조]

창의적행동

과의관계
비고

김믿음·임걸

(2017)

셀프리더십

직무환경촉진요인
창의적행동 - 독립:: 정(+)

김은실

(2018)

집단네트워크

(밀도)
창의성 심리적자본[매]

독립:: 정(+)

매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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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Jiacheng et al.(2010)은 지식을 전달하거나 전이할 수 있도록 촉

진하는 행동으로 정의해 전이를 포함한 개념으로 지식공유를 설명했다

면, 김효근·이현정(2008)은 지식이전을 지식공유를 위한 사전적 단계로

독립된 개념으로 보고, 지식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정해져 있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주는 활동이라고 하면

서 지식공유와 구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지식공유는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유형화되고 분류되어 그 정의도 매우 다양하다.

한편, 지식공유는 절차적, 방법적 관점에서 나누어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다. Grant(1996)는 절차적 관점에서 지식창출, 저장, 공유, 활용의 4단

계로 구분하여 공유단계를 지식에의 접근성을 확보하기까지의 일련의 과

정이라고 하였으며, Hooff & Weenen(2004)는 방법적 관점에서 지식공유

를 개인이 보유한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지식의 기부 행

동(Knowledge donating), 다른 사람이 가진 지식을 얻어내기 위해 물어

보는 것을 지식의 수집 행동(Knowledge collecting)으로 구분하고, 이러

한 구성원 상호간 지식의 교환 활동, 즉 기부활동과 수집활동 모두를

지식공유로 정의하였다. Cabrera et al.(2006) 또한, Hooff &

Weenen(2004)과 같이 방법적 관점으로 접근해 지식 추구와 지식 제공으

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실제로 지식 공유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한 많은 연구들은 지식

공유의 측정을 위해 지식 추구와 지식 제공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Hooff & Weenen, 2004; Vries et al., 2006; 백윤정·김은실, 2008; 현영

섭·조대연, 2009), 이는 개인이 가진 정보와 지식을 개인들 간에 전달하

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어 조직의 성과로 이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Vries et al.(2006)의 정의를 따라

지식 공유를 구성원 상호간의 지식의 교환, 즉 지식의 기부와 수집활동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지식공유 초기의 연구는 정보시스템 투자로 지식공유를 촉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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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지만(Davenport et al., 1998), 지식공유는 개인,

집단, 조직 등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므로 정보시스템이 지식공유에

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또한, 지식공유와 관련된 연구들을 개인 특

성 요인에 비해 조직의 구조적, 관계적 요인과 관련한 연구가 많은 편이

다(Wang & Noe, 2010). 구조적 요인에서는 조직구조, 조직 분위기, 제

도, 시스템과 관련된 연구가, 관계적 요인에서는 공정성 인식, 신뢰 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조직으로서는 이러한 업무 환경이나 개인 태

도로 인한 지식공유 저해 경향을 희석하고 공유가 가능한 지식을 보유한

종업원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하고 지원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된 것

이다(Osterloh & Frey, 2000). 따라서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구성원들 간에 공유되어야 한다.

이에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Matzler & Mueller(2011)은 개인의

학습지향성과 성과지향성을 구분하여 지식공유와의 관계에서 개인의 학

습지향성은 지식공유와 정(+)의 관계를, 성과지향성은 부(-)관계가 있음

을 확인했다. 또한, Hau et al.(2013)는 지식공유를 형식지와 암묵지로 구

분하여 개인동기, 사회적 자본, 조직보상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개인

동기와 사회적 자본은 지식의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지식공유에 정(+)의

관계가 나타났지만, 조직보상에 있어서는 형식지는 정(+), 암묵지는 (-)

의 관계가 있음을 검증했다. 국내 연구에 있어서는 장용선·김재구(2006),

김미숙·홍관수(2013)이 개인의 사회적 자본과 지식공유에 긍정적인 영향

이 있음을 검증하였으며, 김형진 등(2017)는 심리적 자본이 지식공유를

통해 직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김형진·심덕

섭(2017)은 개인의 지식영역성과 과업의존성, 조직의 보상 수준과 지식공

유와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지식영역성과 지식공유와의 부(-)의 관계를,

과업의존성과 조직보상수준과의 정(+)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에 지식

공유를 종속변수나 매개변수로 한 주요 선행 연구를 정리하면 <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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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매]

조절변수[조]

지식공유

와의관계
비고

Srivastava et al.

(2006)
임파워링리더십 팀효능감 지식공유[매]

독립: 정(+)

종속: 정(+)

Matzler & Mueller

(2011)

개인학습지향성

지식공유 -

독립: 정(+)

성과지향성 독립: 부(-)

Hau et al.

(2013)

개인동기
지식공유

(암묵지, 형식지)
-

독립: 정(+)

사회적자본 독립: 정(+)

조직보상
형식지 독립: 정(+)

암묵지 독립: 부(-)

장용선·김재구

(2006)

네트워크이용

다중성
지식공유

비전공유[매]

신뢰[매]

독립: 기각

매개: 신뢰만

정(+)

이영현·유한구

(2008)
사회적자본 지식공유 - 독립: 정(+)

김미숙·홍관수

(2013)
사회적자본 지식공유

조직공정성[매]

(분배, 상호작용)

독립: 정(+)

매개: 정(+)

박태영등

(2013)
사회적자본

혁신성
지식공유[매]

독립: 정(+)

종속: 정(+)조직몰입

설현도

(2015)
구조적자본

지식공유의도

결속적자본[매]
독립: 기각

매개: 결속과

관계만정(+)

연결적자본[매]

관계적자본[매]

인지적자본[매]

지식공유행동

결속적자본[매]

독립: 정(+)

매개: 기각

연결적자본[매]

관계적자본[매]

인지적자본[매]

<표4> 지식공유의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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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조직지원인식(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조직지원인식은 사회적 교환이론(Blau, 1964)에 기초해 구성원들이 조

직에 기여한 공헌에 대해 가치를 인정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

해 조직이 노력하는 정도에 대한 구성원의 포괄적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Eisenberger et al., 1986), 즉, 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호의를 인식

하게 되면, 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다.

사회교환이론 학자들에 따르면 개인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때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주게 된 도움일 때보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도움

일 때 훨씬 더 가치 있게 느끼며, 이러한 자발적인 도움은 제공자가 수

여자에 대한 존경과 순수한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Cotterell

et al., 1992), 따라서 급여, 승진, 직무의 강화와 같은 조직의 보상이나

업무 환경이 향상되는 변화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협상, 규제와 같은 규

연구자

(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매]

조절변수[조]

지식공유

와의관계
비고

조윤형·방호진

(2016)

상사의

비인격적감독

지식공유

지식창출
고용안정성[매]

독립: 부(-)

매개: 정(+)

김형진·심덕섭

(2017)

지식영역성

지식공유 -

독립: 부(-)

과업의존성 독립: 정(+)

조직보상 독립: 정(+)

김형진등

(2017)
심리적자본 직무성과 지식공유[매]

독립: 정(+)

종속: 정(+)



- 24 -

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직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해서 주어지는 보상인

경우에 훨씬 더 조직지원인식이 높아진다고 하였다(Eisenberger et al.,

1986, 1986; Shore & Shore, 1995). Yukl(1994)는 이러한 의무감으로 구

성원은 조직에 대해 선의를 갖게 되고, 이러한 선의가 조직에 대한 감정

적 애착과 동일 시 경향으로 발전하게되어 조직과 구성원간의 상호관계

는 높은 수준의 신뢰감, 충성심에 이르도록 할 수 있다고 보았다.

Eisenberger et al.(1986)은 구성원들이 조직에 몰입하는 과정을 설명하

는 논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경우에도 구성원들에게 몰입하는

일종의 사용자 몰입(employer commitment)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조

직의 구성원에 대한 몰입정도를 구성원이 지각하는 수준을 조직지원인식

으로 본 것이다. Shore & Wayne(1993) 또한, 조직이 구성원을 배려하고

구성원에게 몰입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같이 조직이 구성원의 기여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구성원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면 구성원들은 조직

지원인식을 통해 자발적으로 조직의 목표에 대한 수행 의지를 높여 조직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조직 구성원은 조직을 행동능력이 있는 실체로 인식하게 되고

(Colman, 1993), 이와 관련해 조직구성원은 조직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Eisenberger et al., 1986). 이러한 판단

이 긍정적일 때 조직지원인식은 높게 형성되고, 높은 수준의 인식은 조

직에 대한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이다. 이에 조직이 구성원에 관심을 가지고 몰입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기해 온 여러 학자들에 의해, 조직지원인식은 그 선행요인에 대한 연

구와 성과변수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나뉘어 크게 발전되기 시작하였

다.

먼저 조직지원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선행요인들을 보면, Wayne

et al1(1997)는 재무적 인센티브나 승진 및 자기개발기회 제공이 조직지

원인식을 강화한다고 했으며, Hutchison & Garstka(1996)은 개별적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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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터, 의사결정에 참여, 조직공정성과 조직지원인식과의 관계를 검증했

다, 이는 조직이 자신을 배려하고 지원해주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

는 조직 구성원들은 결과적으로 조직몰입이나 근면성, 직무수행 및 조직

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Eisenberger et al.,

1986).

또한, 조직지원인식의 결과변수로는 Amabile et al.(1996)은 구성원의

창의성을 높이고, Stamper & Johlke(2003)는 역할스트레스를 낮춘다고

했으며, 국내 연구에서 이종찬(2010)은 정서적 몰입, 이직의도 등 구성원

의 태도에 영향이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이재식 등(2012)은 조직의 자발

적인 지원으로 구성원의 사회적, 경제적 욕구가 충족되면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소속감은 높아지고, 구성원과 조직 간의 일체감이 형성되어 조

직지원인식이 성과증진을 위한 노력, 조직몰입을 증가함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구성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조직시민행동, 직무성과

등 구성원의 행동에 대한 결과변수에도 영향이 있음이 밝혀졌다(Shore

& Wayne, 1993; 한진환․김이태, 2007),

이처럼 조직지원인식은 조직행동연구에 있어 다양한 선행 및 후행요인

과의 상관관계를 밝혀왔는데, 개인의 성향 특성과 상황 요인 간의 상호

작용 효과에 대한 연구가 늘면서 조직지원인식과 같은 상황적 요인이

관련 다른 요소 간 인과관계에서 조절효과로서의 역할하는지에 대한 연

구들도 국내에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조윤형·최우재, 2011; 허찬영·박

정도, 2012; 김문식, 2013; 전순영, 2015; 한수진·강소라, 2019).

국내에서 조직지원인식은 학자 및 연구자들에 따라 조직후원인식 내지

는 인지된 조직지원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

면, 한진환(2006)은 고용불안의 선행요인과 고용불안의 관계에서 조직지

원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이때 고용불안의 선행요인을 비정규

직증가, 조직변화, 역할모호성을 보았으며, 조직지원인식이 높으면 조직

변화와 역할모호성이 고용불안을 낮추는 것을 확인했다. 조윤형·최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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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는 학습조직의 구조적 특성과 지식창출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

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이때 학습조직의 구조적 특성을 학습 외부

환경 연계성, 학습공유 시스템 등 4개 요소로 나누어 학습목표지향성과

학습자기효능감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김문식

(2013)은 자기주도학습과 지식공유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을 이 관계에서

동기부여요인으로 해 조질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허찬영·박정도(2012)는 군대조직 구성원의 공정성 지각과 조직유효성

과의 관계에서 조직유효성을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으로 조직지원인식이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였는데 공정성 지각과 직무만족간의 관계에서

만 조직지원인식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한수진·강소라

(2019)는 공무원의 스트레스와 윤리적 행동과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

의 조절효과를 검정하였는데, 스트레스를 고객, 직무환경, 직무로 나누어

분석해 고객과 직무환경 스트레스와 윤리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조직지

원인식이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Duke et al.(2003)는 감정노동과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조직지

원인식이 조절효과가 있음을 설명하면서, 조직지원인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직무만족의 감소폭이 적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Sears et al.(2013) 또한 개인의 부정적 정서와 직무성과와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이 조절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는 부정적 개인의 심리상

태와 구성원의 행동 변수와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과 같은 상황적 요

인이 조절효과를 한다는 선행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개념적 정의는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

구에서도 앞선 연구자의 동일한 접근으로 조직지원인식을 구성원의 조직

에 대한 기여와 구성원의 복지에 대해 조직이 얼마나 지원하고 가치있게

여기느냐에 대한 구성원의 총체적인 믿음으로 정의하고, 조직지원인식을

조절변수로 한 주요 연구를 정리하면 <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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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독립변수[독] 종속변수 조절변수[조]
조직지원인식
효과

비고

Duke et al.

(2009)
감정노동 직무만족 조직지원인식[조] 조절효과有

유

Sears et al.

(2016)
부정적정서

직무성과
조직지원인식[조] 조절효과有

유

조직몰입

한진환

(2006)

비정규직증가

고용불안 조직지원인식[조]

부분조절

(독립변수중

2개요인)

조직변화

역할모호성

조윤형·최우재

(2011)

학습조직의

구조적특성
지식창출 인지된조직지원[조]

부분조절

(독립변수중

2개요인)

한광현·이영호

(2012)
핵심자기평가 직무소진 지각된조직지원[조]

부분조절

(종속변수중

1개요인)

허찬영·빅정도

(2012)
공정성지각 조직유효성 조직지원인식[조]

부분조절

(종속변수중

1개요인)

김문식

(2013)
자기주도학습능력 지식공유

행동통제[조]
조절효과有

유

조직지원인식[조]

전순영

(2015)
감정노동 직무만족 조직지원인식[조] 조절효과有

유

한수진·강소라

(2019)
스트레스 윤리적행동 조직지원인식[조]

부분조절

(독립변수중

2개요인)

<표5> 조직지원인식을 조절변수로 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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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공공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이 창의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 지식공유가 어떻게 매개효과를 갖는

지 확인하는데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과 창의적 행동 관계에서 조직지

원인식이 매개변수인 지식공유와 창의적 행동을 조절하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이에 사회적 자본을 독립변인으로 두었으며 종속변수를 창의적

행동으로 두고, 지식공유가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 밝히고, 사회적 자본

과 창의적 행동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인 지식공유가 창의적 행동에 미

치는 영향에 있어 조직지원인식에 의해 조절되는지 밝히고자 <그림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사회적 자본 창의적 행동

지식공유 조직지원인식

<그림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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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가설 설정

1. 사회적 자본과 창의적 행동과의 관계

사회적 자본은 개인들 간의 관계 속에 내재하며, 조직의 성과를 결정

하는 핵심자원이다(Coleman, 1988). 개인은 조직 내외의 다양한 관계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게 되고, 조직 내 문제해결을 위해 이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게 되고, 풍부한 사회적 자본을 보유한 조직은 경쟁우위에

설수 있다(Nahapiet & Ghoshal, 1998). 개인은 사회적 자본을 통해 다른

생각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접근이 용이해지며(Burt, 2004), 이들과

의 소통을 통해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다(Hulsheger et al., 2009).

즉, 여러 사람들과 접촉과 소통을 통해 정보를 얻고, 이러한 인지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창의성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Hulsheger et al., 2009).

앞서 사회적 자본은 구조적(네트워크), 관계적(신뢰), 그리고 인지적(공

유목표) 차원의 세 요소로 구분했으며, 각 구성요소는 서로 밀접한 관련

이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통합적 관점에서 허문구(2011)는 조직 내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

자가 궁극적으로 기업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김경재·

정범구(2007)는 사회적 자본과 혁신 성과와의 관계가 유의미함을 밝히며,

이때 혁신성과를 조직 내 구성원의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적 태도 및 행

동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한편, 사회적 자본의 개별 하위요인과 창의적 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도 있는데, 김은실·백윤정(2014)은 사회적 자본을 네트워크 관점에서

정의해 구성원의 네트워크의 밀도가 개인의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이 있

음을 검증하였다. 이때 창의성은 독창성과 유용성을 중심으로 조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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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의 발현인 창의적 행동 관점에서 측정하였다. 또한, 김현진·설현도

(2016)는 사회적 관계 속에 형성되는 조직 구성원 간 정서적 신뢰가 개

인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을 밝혔으며, Zhou & George(2001)

는 동료 간 협력과 지원행동을 통해 창의성의 촉진이 일어나게 되고, 이

를 통해 서로 간에 지식과 전문기술을 공유하게 되어 용기를 북돋우고

과업을 협력해 나아간다고 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자본을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해 구성원의 창의성에 기

반한 혁신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허문구, 2011; 김경재·정범구, 2007)와

사회적 자본의 각 하위요인과 창의성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Zhou &

George, 2001; 김현진·설현도, 2016; 김은실, 2018) 등을 토대로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인 구조적, 관계적, 인지적 차원을 종합적으로 접근해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창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예측해 보고자 한다. 이

에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사회적 자본은 창의적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사회적 자본과 지식공유와의 관계

사회적 자본과 지식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이는 사회적 자본의

직접적 혜택 중의 하나가 새로운 지식에 접근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것이

기 때문이다(Adler & Kwon, 2002). 즉,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를 통

해 새로운 지식에의 접근과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지식교환을 촉진하며

나아가서는 지식의 결합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Nahapiet &

Ghoshal, 1998).

조직구성원들 간 접촉 정도에 따라 지식공유의 용이성이나 유용성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직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은 지식공유에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Nahapiet & Ghoshal, 1998). 또한 구성원간의



- 31 -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신뢰와 협력의 정도가 높아지고(Coleman, 1988),

상호 간 도움에 호의적일 가능성이 높아 지식교환을 통한 지식창출의 가

능성도 높아진다(McFadyen & Cannella, 2004). 따라서 이와 같이 구성

원 간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지

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게 되어 지식공유는 더 촉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Cohen과 Prusak(2001)는 구성원들 간에 공유된 비전과 목표는 구성원

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어 지식공유와 같은 협력적 행동을 촉진시켜 조

직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공유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지식이나 정보를 더 잘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Tsai &

Ghoshal, 1998). 왜냐하면 조직구성원들 간에 비전과 목표를 공유함으로

써 지식공유의 잠재적 가치 인식 등을 통해 지식공유가 활발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Naphapiet & Ghoshal, 1998). 그러나, 지식공유

에는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 기회주의 행위에 대한 불안감 등을 내포하

고 있어(Dyer & Nobeoka, 2000), 지식제공자는 제공하고자 하는 지식을

지식수혜자가 공동의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전

제로 적극적으로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연구에서도 사회적 자본이 지식공유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

으로 제시되어 왔다(Hau et al., 2011; 장용선·김재구, 2006; 이영현·유한

구, 2008; 김미숙·홍관수, 2013; 박태영 등, 2013; 설현도, 2015). 설현도

(2015)는 사회적 자본을 5개 차원으로 나누고, 이 각 차원의 관계는 물

론, 지식공유의도 및 지식공유행동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면서

사회적 자본이 지식공유의도를 강화함을 확인하였다. 이영현·유한구

(2008)와 김미숙·홍관수(2013) 또한, 사회적 자본의 3개 차원을 독립변수

로 해 지식공유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인 구조적, 관계적,

인지적 차원을 종합적으로 접근해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구성원의 지식



- 32 -

공유를 촉진함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사회적 자본은 지식공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지식공유와 창의적 행동과의 관계

지식은 경쟁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무형의 자원 혹은 역량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조직은 지식 창조를 위한 조건을 조성해주고 개인이 창출

하는 지식을 조직적으로 확산 및 증폭시키는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Nonaka, 1994). 지식과 같은 개인이 보유한 특수한 자원과 역량은 기업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업의 핵심역량이기 때문이다(Grant, 1991).

그간 많은 실증연구들은 조직 내 구성원 간 지식공유가 구성원의 성과

에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Srivastava et al., 2006; 박

태영 등, 2013, 김형진 등, 2017). 이는 개인이 지식공유를 통해 획득한

지식 및 정보를 직무 수행과정에서 활용함으로써 효과적 과업수행을 강

화해 주기 때문에 성과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조직 내 구성원들

이 지닌 아디어와 지식, 그리고 노하우 등이 그 조직만이 소유한 자원이

될 수 있어 구성원들 간 지식공유가 의사결정, 문제해결능력, 창의성 등

을 높여 개인 및 조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직 내 다양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지식이 결합될

때 창의적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Hargadon & Bechky,

2006). 이에 많은 실증 연구에서 조직 내 다양한 지식공유 활동이 구성

원의 혁신과 창의적 행동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선행 요인으로 강

조되어 왔다(Lin 2007). 이는 지식공유가 구성원들에게 창의적 행동을 발

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소재 제공과 지식 접근성을 강화해줌으로써 공유

된 다양한 지식을 통해 개인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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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2007)은 지식공유 의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혁신성과에 있어 우위에 있으며, 지식공유에 능숙한 집단일수록 타 집단

에 비해 모방하기 어려운 특성 및 높은 수준의 창의적 행동을 발휘할 가

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김현진·설현도(2016)는 구성원 간의 지식공유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혁신행동을 강화하기 때문에 창의성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김형진·심덕섭(2017)은 구성원 간의 지식공유가 문제에 대한 이

해도 높일 뿐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임을 밝힌 바 있다. 즉, 지식공

유가 활성화 되면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문제해결능력을 높이

게 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어 창의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고은정 등(2018)은 ICT 기반 스마트 환경에서의 구성원 간 지식

공유활동을 연구하면서, 스마트 환경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목록

화하고 체계화해 재사용을 가능하도록 해 구성원 간 지식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며, 이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도

록 촉진해 지식공유가 창의적 행동을 강화하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처

럼, 구성원들은 지식공유를 통하여 지식의 다양성을 얻을 수 있으며, 이

러한 조직 내 지식의 확장은 구성원의 혁신과 창의적 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선행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다

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지식공유는 창의적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지식공유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논의된 사회적 자본과 창의적 행동의 관계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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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매개변수로 지식공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 이유

는 단순히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기 때문에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이 촉

진되기 보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구성원의 상호작

용활동, 즉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지식공유 활동이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에 동기적 및 인지적 자극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지식공유가 조직이 보유한 자산인 지식을 조직 내에 공유시킴으로써

지식활용을 극대화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만큼 지식

공유 과정에서 조직적 요인은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선행요

인이 된다(Grant, 1996). 이때, 구성원의 자발적인 공유의지가 없다면 지

식공유는 어려워진다(Gibbert & Krause, 2002). 지식공유는 조직구성원

의 자발적인 역할 외 행동이기 때문이다(Cope et al.,2011). 나아가, 구성

원이 지식공유를 하는데 있어서 딜레마의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는 지식공유가 조직 차원에서는 역량 발전이라는 긍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 개인에게 있어서는 지식공유로 자신의 역량 및 경쟁력을 잃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Bock et al., 2005). 따라서 구성원간의 네트

워크, 신뢰, 공유된 목표 등 충분한 사회적 자본이 조직 내 형성되어 있

어야 지식의 활발한 교환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은 여러 아이디어와 지식이 조합되고 결합

될 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지

식의 공유가 창의성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Hargadon &

Bechky, 2006; 김현진·설현도, 2016; 김형진·심덕섭, 2017). 즉 지식공유

는 구성원에게 창의성 발현에 필요한 소재를 제공하고 조직구성원들의

지식 접근성을 강화하며, 공유된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

출하도록 구성원들을 인지적으로 자극함으로써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지식은 창의성 발현에 중요한 요인이며, 이와

같은 지식의 다양성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지식공유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박태영 등(2013)은 지식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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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적 자본과 개인의 창의적 행동으로서의 혁신성과 조직몰입을 촉

진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구성원의 사회적 자본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지식공유 활동을 촉진함으로

써 창의적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구성원의

네트워크 연결성, 신뢰, 공유된 가치가 높을수록 예상 가능한 잠재적 위

험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동료들과 공유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구성원들의 창의적 행동에 대한 동기

와 인지능력을 강화해 개인의 창의적 행동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사회적 자본이 지식공유에는 정(+)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 것을 토대로 변수 간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지식공유는 사회적 자본과 창의적 행동을 매개할 것이다.

5.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

조직지원인식은 사회적 교환관계(Blau, 1964)이 기초해 구성원이 인지

된 조직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교환관계의 균형에 따라 조직이 배려하는

정도에 상응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Eisenberger et al.,

1990). 이러한 조직지원인식이 높은 조직은 조직 내 사회교환이론에 입

각한 호혜성 규범(norm of reciprocity)이 명확히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Gouldner, 1960), 개인과 조직 간의 기여와 보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어 동기부여, 충섬심 등의 원천이 될 수

있다(Yukl, 1994; Shore & Shore, 1995).

이에 조직행동분야의 연구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혁신 활동과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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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구성원 개개인이 어떠한 중요한 역량을 보

유하여야 하는 것만큼, 그 역량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직 내에서 활용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느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개인의 성

향 특성과 조직의 상황요인과의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면서, 선행변수와 결과변수간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

식과 같은 상황적 요인이 이들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상당수 진행되고 있다(허찬영·박정도, 2012; 김문식, 2013; 한수진·강소라,

2019).

이재식 등(2012)은 조직 구성원의 문화성향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

서 조직으로부터 높은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구성원은 과

업이나 직무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조직의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조직시민행동으로서 구성원의 혁신적 제안활동이 강화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허찬영·박정도(2012)는 공정성 지각과 조직유효성과의 관계에

서 조직지원인식이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Sears et

al.(2013)는 개인의 부정적 정서와 직무성과와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

이 조절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구성원의 개인적 심리상태나 성향

이 구성원의 직무에 대한 태도나 행동과 같은 성과요인과의 관계에서 조

직지원인식과 같은 상황적 요인이 조절효과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성원 간 활발한 지식공유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창

의적 행동이 발현될 수 있는 소재 제공과 지식 접근성을 강화해 주며,

이때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지원을 인식하는 것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직무관련 태도나 행동을 유인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전순영, 2015). 즉, 조직 내 다양성을 바탕으로 여러 아이디어와 지식이

결합될 때 창의적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있어 조직 구성원

이 조직 내 환경으로부터 받는 지원에 대한 지각 정도, 즉 조직으로부터

지지와 배려를 받고 있다고 지각할 경우 조직에 대한 감정적 애착이 생

겨 긍정적인 직무태도로 창의적 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 37 -

이에 본 연구에서도 조직이 그 구성원에게 관심을 보이고, 구성원이

기여한 가치를 인정하고, 복지 및 배려를 의미하는 조직지원인식은 일종

의 조직의 상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자 한다. 즉, 개인과 조직 간의 기여와 보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고, 조직과 개인 간 기여와 보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지식공유가 개인의 창의적 행동을 더

욱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개인수준의 지식공유가 창의적 행동에 미

치는 긍정적 영향은 조직지원분위기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전반에 대한

신뢰와 보상 분위기를 높여 창의적 행동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5: 조직지원인식은 지식공유와 창의적 행동을 조절할 것이다.

6. 조직지원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그간의 선행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사회적 자본과 창의적 행동, 사회적

자본과 조직지원인식, 지식공유 등에 대한 조절효과와 매개효과를 각각

살펴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인 구조적(네트

워크), 관계적(신뢰), 인지적(공유목표) 차원을 통합적으로 접근해 종합적

으로 조절효과와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에서도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를 각각 살펴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사회적 자본과 종속변수인 창

의적 행동에 대해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동시에 적용하여 살펴본 연구

는 전무하다. 앞서 설정한 가설들을 통해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각각

분석하였는데, 이것은 개별적인 분석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이에 본 연구

는 이 두 효과를 통합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절된 매

개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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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논의를 토대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에 의해 높

아진 지식공유가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커짐으로 사회적

자본이 지식공유를 통해 창의적 행동에 이르는 간접효과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조직지원인식이 창의적 행동의 효과를 강화시

킬 것이라 예측하고, 조직지원인식이 높은 직원들이 지식공유 수준이 높

을수록 창의적 행동이 강화될 것으로 가정한다. 즉 조직지원인식이 높은

직원은 조직에서는 개인이 보유한 사회적 네트워크 연결성과 신뢰도를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지식공유가 창의적 행동을

더욱 강하게 나타나도록 이끌 것이라 예상된다. 반면, 조직지원인식이 낮

은 직원들은 창의적 행동에 소극적일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지식공유와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가 조직지원인식에 의해서 강화되므로 결국 사회

적 자본이 창의적 행동에 이르는 전체적인 효과를 증가시킬 것이다. 반

대로, 조직지원인식이 낮으면 지식공유의 긍정적 영향이 감소되어 창의

적 행동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증가시키지 못함으로, 사회적 자본이

지식공유를 통하여 창의적 행동에 이르는 간접효과도 상대적으로 약화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지식공유를 통해 창의적 행

동에 이르는 간접효과를 조직지원인식이 조절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논의된 가설들을 종합하여 변수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SPSS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조직지원인식이

사회적 자본과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인 지식공유에 대한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해 보고자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조직지원인식이 높을수록 지식공유를 통해 사회적 자본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더 클 것이다.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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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로, 지식

공유를 매개변수(mediation variable)하고, 창의적 행동을 종속변수

(dependent variable)로 했으며, 조직지원인식을 조절변수(moderation

variable)로 설정하였다. 모든 변수들은 Likert 5점 척도에 따라 ‘매우 그

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

다’ 5개 항목을 사용하여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1. 사회적 자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원 간 네트워크 속에서 신뢰를 바탕

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가치를 동일시하고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무형의 자본으로 정의하고, 사회적 자본의 하위개념으로 사회적 네트워

크와 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성원 간에 교환될 수 있는 상호 신뢰,

비전 및 가치 공유를 모두 포함시켰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Nahapiet

& Ghoshal(1998)은 구성원 간 네트워크의 특성과 형태를 의미하는 구조

적 차원, 네트워크의 질에 대한 관계적 차원, 그리고 조직의 문화 및 비

전 공유에 관련되는 인지적 차원으로 나누었다. Chow & Chan(2008),

Van Den Hooff & Huysman(2009), Macke, Vallejos & Toss(2010)가

이 세 가지 차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타당성을 검증한 것을 근거로 조직

의 사회적 자본의 구성차원을 이 세 차원으로 정의하고, 창의적 행동과

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아래의 <표7>와 같이 설문문항은 총 12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

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 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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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의적 행동

창의적 행동은 연구 분야와 학자들 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창의적 행동은 Amabile(1988)의 정의에 기반하여 조직 내

에서 개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제

안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Zhou & George(2001)가 제시한 13개의 문항

을 활용하였다.

창의적 행동과 관련된 많은 실증연구들은 상급자가 개별 종업원의 평

가하여 측정하고 있으나, 박동호·윤필현(2015)은 개인이 창의성 발휘의

주체이며, 따라서 개인이 창의적으로 일하는 지에 대한 여부는 본인이

가장 잘 인식할 수 있다고 했으며, Jassen(2000) 또한, 같은 근거로 창의

성을 측정하는 방식은 자기 보고식 측정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한

구분 연번 설문항목

네트

워크

1 나는 평소 회사 동료들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2 나는 평소 회사 동료들과 매우 친밀하다.

3 나는 항상 회사 동료들과 깊이 있는 토론을 한다.

신뢰

4
나는 내가 어려움에 처한다면 회사 동료들이 항상 나를 도와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5
나는 내가 필요로 할 때 회사 동료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

고 항상 신뢰할 수 있다.

6
나는 주어진 과업을 보다 쉽게 수행하는데 회사 동료들에게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유

목표

7
나와 회사 동료들은 직무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지 항상 의견

을 같이 하고 있다.

8
나와 회사 동료들은 업무에 있어 동일한 의욕과 비전을 항상

공유하고 있다.

9
나와 회사 동료들은 조직 전체의 미션과 목표를 추구하는데

있어 항상 열정적이다.

<표6> 사회적 자본의 측정 설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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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본 연구 또한 자기보고식으로 창의적 행동을 측정하고자 한다.

아래의 <표8>와 같이 설문문항은 총13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

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연번 설문항목

1 나는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다.

2 나는 성과를 높이기 위한 새롭고 실행가능한 아이디어들을 찾아낸다.

3 나는 새로운 기술, 과정, 기법 또는 아이디어를 개발한다.

4 나는 질(quality) 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5 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좋은 원천이다.

6 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7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홍보하고 전파한다.

8 나는 기회가 주어지면 직무에서 창의성을 발휘한다.

9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행에 있어 적절한 계획과 일정을 개발한다.

10 나는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종종 있다.

11 나는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12 나는 종종 문제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한다.

13 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표7> 창의적 행동의 측정 설문항목

3. 지식공유

지식 공유 행위는 지식 추구와 지식 제공으로 구분할 수 있다(Cabrera

et al., 2006). 실제로 지식 공유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한 연구들은

지식 공유의 측정을 위해 지식 추구와 지식 제공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Hooff & Ridder, 2004; Vries et al., 2006; 백윤정·김은실, 2008; 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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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조대연, 2009), 본 연구에서도 지식 공유를 구성원 상호간의 지식의

교환활동으로 보고, Vries et al.(2006)가 사용한 지식기부(Knowledge

doanting) 4개 문항, 지식수집(Knowledge collecting) 4개 문항을 번역하

여 측정하였다. 아래의 <표9>와 같이 설문문항은 총8문항이며, 각 문항

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 5점 척

도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연번 설문 항목

지식
기부

1 나는새로운것을배웠을때, 그것을나의동료에게 알려준다.

2 나는 내가 가진 정보를 나의 동료에게 공유한다.

3 나의 동료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 나는 주기적으로 내가 하는 것으로 나의 동료에게 알려준다.

지식
수집

5 나는특정지식이필요할때, 그것에대해나의동료에게 물어본다.

6 나는 내 동료가 알고 있는 정보를 알고 싶다.

7 나는무언가배움이필요할때, 나의동료에게그들의능력에 대해 물어본다.

8 동료가 무엇에 능숙할 때, 나는 그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물어본다.

<표8> 지식공유의 측정 설문항목

4. 조직지원인식

본 연구에서 조직지원인식은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기여와 구성원의 복

지에 대해 조직이 얼마나 지원하고 가치있게 여기느냐에 대한 구성원의

총체적인 믿음을 의미한다(Eisenberger et al., 1986). 조직지원인식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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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위한 문항은 Eisenberger(1986)에 의해 개발되어진 SPOS(Survey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설문문항 중에서 공공조직 종사자

를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고은혜·윤동열(2017), 김주하 등(2019) 등의

연구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아래의 <표11>와 같이

설문문항은 총8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5. 통제 변수

사회적 자본과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

조직지원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공공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석하

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기관 구성

원의 창의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되는 통제요인으로 성별,

연령, 학력, 직위, 근속연수, 담당직무를 설정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성은

연번 설문항목

1 우리 조직은 회사를 위한 나의 노력(기여)을 높게 평가한다.

2 우리 조직은 나의 목표와 지향하는 가치를 사려 깊게 고려한다.

3 나에게 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 우리 조직은 나의 복리후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

5 내가 특별한 개인적인 부탁이 있을 때, 조직은 나를 도와줄 것이다.

6 우리 조직은 나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긴다.

7 우리 조직은 내가 달성한 업무 성과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8 우리 조직은 내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표9> 조직지원인식의 측정 설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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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은 2로 구분하였고, 연령대는 1= 30대 미만, 2= 30대, 3= 40대, 4=

50대 5= 60세 이상로 설정하였다. 학력은 1= 고졸이하, 2= 전문대졸, 3=

대졸, 4= 대학원졸 이상 항목을 나누어 설정하였다. 직위은 1=사원/주임

이하, 2= 대리급, 3= 과장급, 4= 차장급/선임연구원, 5= 부장급/책임연구

원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근속기간은 1= 2년 미만, 2= 2년 이상∼3년 미

만, 3 = 3년 이상∼5년 미만, 4= 5년 이상 ∼10년 미만, 5= 10년 이상∼

20년 미만, 6= 20년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담당직무(렬)는 1= 일반/행정

직, 2= 연구직, 3= 전문직, 4= 기술직, 5= 기타로 설정하였다.

6. 설문지 구성

구 분 문항수 출 처

사회적 자본 9 Chow & Chan(2008)

창의적 행동 13 Zhou & George(2001)

지식공유 8
Hooff & Ridder(2004)

Vries et al.(2006)

조직지원인식 8
Eisenberger(1986),

김주하(2015), 고은혜(2017)

통제변수 6

합계 44

<표10> 설문지 구성

제4절 표본의 구성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구성원

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해당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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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접 방문하거나 SNS메신저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

은 2019년 8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17일 간 실시하며, 총 41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그리고 362부(회수율 88.34%)의 설문지를 회수하

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 32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330부의 설문지

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8.0,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하였고, 각 변수별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활용하였다. 성별, 연령, 학력 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직

위(직급), 담당직무(렬), 근속연수 등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하였다. 각 설문 항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각 변

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변수 간에 직접효과,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는 위계적 회

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SPSS Process(Release 2.16.3)를 이용해 각

변수 간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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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결과

제1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활용해 가설

을 검증하였다. 설문을 통해 수집된 총 330부의 응답을 사회적 자본과

창의적 행동의 관계에 있어 지식공유와 조직후원인식의 조절효과, 조절

된 매개효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3>과 정리하였다. 성별은 남성이 186명

(56.4%), 여성이 144명(43.65%)로 나타났다. 연령은 30세 미만이 69명

(20.9%), 30세 이상～40세 미만이 140명(20.9%), 40세 이상～50세 미만이

95명(28.8%), 50세 이상～60세 미만 25명(7.6%), 60세 이상이 1명(0.3%)

로 분포되어 있어 30대와 40대가 71.2%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고졸 이하

가 9명(2.7%), 전문대졸이 1명(0.31%), 대졸이 216명(65.6%), 대학원졸이

104명(31.5%)으로 대부분 대졸이상 학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위(직급)를 보면 사원/주임급 이하 21명(6.4%), 대리급 77

명(23.3%), 과장급 115명(34.8%), 차장급/선임연구원 83명(25.2%), 부장급

/책임연구원 이상 34명(10.3%)으로 나타났다. 직장의 근속연수는 2년 미

만 60명(18.2%), 2년 이상～3년 미만 20명(6.1%), 3년 이상～5년 미만 55

명(16.7%), 5년 이상～10년 미만 80명(24.2%), 10년 이상～20년 미만 88

명(26.7%), 20년 이상 27명(8.2%)으로 나타났다. 담당직무(렬)의 경우 일

반/행정직 284명(86.1%), 연구직 40명(12.1%), 전문직 3명(0.9%), 기술직

2명(0.6%), 기타 1명(0.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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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특성(N=330)

구분 내용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86 56.4

여성 144 43.6

연령

30세 미만 69 20.9

30세 이상～40세 미만 140 42.4

40세 이상～50세 미만 95 28.8

50세 이상～60세 미만 25 7.6

60세 이상 1 0.3

학력

고졸이하 9 2.7

전문대졸 1 0.3

대졸 216 65.6

대학원졸 이상 104 31.5

직위(직급)

사원/주임 이하 21 6.4

대리급 77 23.3

과장급 115 34.8

차장급/선임연구원 83 25.2

부장급/책임연구원 이상 34 10.3

근속연수

2년 미만 60 18.2

2년 이상～3년 미만 20 6.1

3년 이상～5년 미만 55 16.7

5년 이상～10년 미만 80 24.2

10년 이상～20년 미만 88 26.7

20년 이상 27 8.2

담당직무(렬)

일반/행정직 284 86.1

연구직 40 12.1

전문직 3 0.9

기술직 2 0.6

기타 1 0.3

<표 1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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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1. 신뢰도 검증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값을 이용해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값이 0.7 이상이면 높은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11>와 같이 확인되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은 0.907, 창의적 행동은 0.952, 지식공

유는 0.868, 조직지원인식은 0.911로 나타나, 모든 변수의 Cronbach’s α

값이 0.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변 수 항목 수 Cronbach’s α값

사회적 자본 9 0.907

창의적 행동 13 0.952

지식공유 8 0.868

조직지원인식 8 0.911

<표 12> 신뢰도 검증 결과

2. 타당성 검증

타당성(validity)은 변수가 측정문항들에 의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구성개념 타당성

(construct validity)을 확보하기 위하여 AMOS 18.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정리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최종 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χ2 =

1564.359(df = 654, p<.001), χ2/df = 2.392, RMSEA = .065, NFI = .834,

IFI = .896, TLI = .888, CFI = .896.이다. NFI가 기준치 다소 낮지만,

IFI, TLI, CFI는 .90에 가깝고, RMSEA는 .080 이하, χ2과 자유도의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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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하로 나타나 모형이 수용할 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개념

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AVE)과 값을 계산한 결과, 0.7과 0.5보다 높

은 것으로 확인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문항은 각각의 개념에 대해

대표성을 확보하였다고 볼수 있다.

변수 측정문향
표준요인
적재치

S.E t CR AVE

사회적
자본

네트
워크

SC_1 0.822 - -

.969 .781

SC_2 0.872 .069 16.140

SC_3 0.653 .081 12.169

신뢰

SC_4 0.880 - -

SC_5 0.945 .047 23.929

SC_6 0.726 .051 15.883

공유
목표

SC_7 0.725 - -

SC_8 0.845 .082 14.131

SC_9 0.822 .080 13.840

자식공
유

지식
기부

KS_1 0.862 - -

.953 .717

KS_2 0.851 .051 18.461

KS_3 0.668 .067 13.253

KS_4 0.743 .064 15.308

지식
수집

KS_5 0.713 - -

KS_6 0.709 .0105 11.242

KS_7 0.687 .0111 10.942

KS_8 0.764 .0101 11.936

조직후원인식

POS_1 0.720 - -

.941 .666

POS_2 0.765 .0.79 13.492
POS_3 0.711 .089 12.523
POS_4 0.676 .084 11.901
POS_5 0.686 .093 12.081
POS_6 0.820 .079 14.480
POS_7 0.817 .072 14.433
POS_8 0.833 .076 14.705

창의적 행동

CB_1 0.789 - -

.971 .724

CB_2 0.766 .063 15.438
CB_3 0.806 .065 16.520
CB_4 0.784 .064 15.930
CB_5 0.793 .074 16.164
CB_6 0.583 .088 11.088
CB_7 0.752 .074 15.091
CB_8 0.846 .069 17.636
CB_9 0.747 .070 14.946
CB_10 0.821 .072 16.911
CB_11 0.841 .068 17.478
CB_12 0.801 .070 16.376
CB_13 0.842 .067 17.514

<표 1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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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각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에는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하여 통제변수 5개와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4개 변수에 대

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통제변수 중 성별은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측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사회적자본과 매개변수인 지식공유, 조절변수인 조직지원

인식, 종속변수인 창의적 행동 모두가 변수 간 상관관계가 정(+)의 관계

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통제변수인 연령, 학력, 직위, 근속연수

가 높을수록 종속변수인 창의적 행동이 높다고 지각하였다. 측정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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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1. 성별 0.44 .497 -　 　 　 　 　 　 　

2. 연령 2.24 .879 -.184** -　 　 　 　 　 　

3. 학력 3.26 .602 -.062 .326** -　 　 　 　 　

4. 직위 3.10 1.070 -.154** .718** .433** -　 　 　 　

5. 근속연수 3.60 1.576 -.043 .737** .276** .784** -　 　 　

6. 사회적 자본 3.70 .562 -.001 .057 -.050 .067 .102 - 　 　

7. 지식공유 3.94 .513 .186** -.031 -.050 -.020 .043 .626** -　

8. 조직지원인식 3.16 .634 -.045 .037 -.101 .045 -.016 .544** .409** -

9. 창의적 행동 3.46 .624 -.142** .308** .199** .246** .295** .375** .346** .333**

주1) N=330, *p<.05, **p<.01, ***p<.001
주2) 1. 성별 : 더미변수 남성(0), 여성 (1), 2. 연령 : 30세미만(1), 30대(2), 40대(3), 50대(4), 60대(5), 3. 학력 : 고졸이하(1), 전문대졸(2), 대졸(3), 대학원졸(4), 4.

직위 : 사원/주임이하(1), 대리급(2), 과장급(3), 차장급/선임연구원(4), 부장급/책임연구원이상(5), 5. 근속연수 : 2년미만(1), 2∼3년미만(2), 3∼5년미만(3),
5∼10년미만(4), 10∼20년미만(5), 20년이상(6)

<표 14> 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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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가설 검증

1. 사회적 자본과 창의적 행동의 관계

사회적 자본과 창의적 행동의 가설 검증을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설 1은 사회적 자본이 창의적 행동과의 관계

에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표 15>에서 제시한

회귀모형을 보면, 분석 1단계의 모형 1에서는 통제변수로 사용한 성별,

연령, 학력, 직위, 근속연수 등 5개를 먼저 투입하였다. 2단계 모형 2에서

는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을 투입하였다. 회귀모

형을 해석할 때 모형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F 통계량과

Durbin-Watson값을 확인하여야 한다. F 통계량 값은 유의수준도 함께

확인해 보아야 하고, Durbin-Watson 값의 경우에는 2를 기준으로 오차

항들이 독립임을 판단해야 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보는 모형 2의 경우 F 통계량 값은

18.886, p<.001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값은 2.044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독립변인에 의하여 종속변인의 설명

력인 R2값을 모형 2에서 살펴보면 26.0%(수정된 R2은 24.6%)로 나타났

다. 모형 2의 결과를 보면, 사회적 자본(β=.363, p<.001)은 창의적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

에서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확인된 사회적 자본이과 창의적 행동의 정(+)

의 관계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자본이 커질수록 창

의적 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설 1은 채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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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창의적 행동

모형 1 모형 2

β t β t

성별 -.113 -2.112 -.113 -2.273

연령 .167 2.011 .176 2.299

학력 .130 2.232 .161 2.995

직위 -.131 -1.383 -.139 -1.594

근속연수 .234 2.495 .187 2.160

사회적 자본 .363*** 7.522

R2/R2adj .130/.117 .260/.246

F 통계량 9.684 18.886***

Durbin-Watson 2.044

주1) N=330, *p<.05, **p<.01, ***p<.001
주2) 1. 성별 : 더미변수 남성(0), 여성 (1), 2. 연령 : 30세미만(1), 30대(2), 40대(3), 50대(4),

60대(5), 3. 학력 : 고졸이하(1), 전문대졸(2), 대졸(3), 대학원졸(4), 4. 직위 :
사원/주임이하(1), 대리급(2), 과장급(3), 차장급/선임연구원(4), 부장급/책임연구원이상(5),
5. 근속연수 : 2년미만(1), 2∼3년미만(2), 3∼5년미만(3), 5∼10년미만(4), 10∼20년미만(5),
20년이상(6)

<표 15> 사회적 자본과 창의적 행동과의 회귀분석 결과(가설 1)

2. 사회적 자본과 지식공유의 관계

본 연구에서 가설 2는 사회적 자본이 지식공유와의 관계에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표 16>에서 제시한 회귀모형을 보

면, 모형 1에서는 통제변수를 투입하고, 모형 2에서는 통제변수를 포함하

여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을 투입하였다. 독립변수와 결과변수의 관계

를 보는 모형 2의 경우 F 통계량 값은 40.331, p<.001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값은 2.015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한 독립변인에 의한 결과변인의 설명력인 R2값을 모형 2에서 살펴보면

42.8%(수정된 R2은 41.8%)로 나타났다. 모형 2의 결과를 보면, 사회적

자본(β=.627, p<.001)은 지식공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확인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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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본과 지식공유와의 정(+)의 관계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는 사회적 자본이이 커질수록 구성원들의 지식공유도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변 수

지식공유

모형 1 모형 2

β t β t

성별 .173 3.061 .174 3.982

연령 -.056 -.638 -.039 -.584

학력 -.040 -.662 .014 .300

직위 -.042 -.424 -.057 -.738

근속연수 .135 1.379 .056 .731

사회적 자본 .627** 14.764

R2/R2adj .042/.028 .428/.418

F 통계량 2.876 40.331***

Durbin-Watson 2.015

주1) N=330, *p<.05, **p<.01, ***p<.001
주2) 1. 성별 : 더미변수 남성(0), 여성 (1), 2. 연령 : 30세미만(1), 30대(2), 40대(3), 50대(4),

60대(5), 3. 학력 : 고졸이하(1), 전문대졸(2), 대졸(3), 대학원졸(4), 4. 직위 :
사원/주임이하(1), 대리급(2), 과장급(3), 차장급/선임연구원(4), 부장급/책임연구원이상(5),
5. 근속연수 : 2년미만(1), 2∼3년미만(2), 3∼5년미만(3), 5∼10년미만(4), 10∼20년미만(5),
20년이상(6)

<표 16> 사회적 자본과 지식공유와의 회귀분석 결과(가설 2)

3. 지식공유와 창의적 행동의 관계

본 연구에서 가설 3는 구성원들의 지식공유가 창의적 행동과의 관계에

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표 17>에 제시한 회귀

모형을 보면, 모형 1에서는 통제변수를 투입하고, 모형 2에서는 통제변수

를 포함하여 지식공유 변수를 투입하였다. 모형 2의 경우 F 통계량 값은

19.910, p<.001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값은 2.036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변인 간에 설명력인 R2값을 모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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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펴보면 27.0%(수정된 R2은 25.6%)로 나타났다. 모형 2의 결과를

보면 지식공유(β=.382, p<.001)는 인지된 팀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확인된 지식공유와 창의적 행동과의 정(+)의 관계와 일치하는 것이

다. 이러한 결과는 구성원들의 지식공유 활동은 창의적 행동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설 3는

채택되었다.

변 수

창의적 행동

모형 1 모형 2

β t β t

성별 -.113 -2.112 -.179*** -3.589

연령 .167 2.011 .188 2.469

학력 .130 2.232 .145 2.720

직위 -.131 -1.383 -.115 -1.322

근속연수 .234 2.495 .182 2.110

지식공유 .382*** 7.870

R2/R2adj .130/.117 .270/.256

F 통계량 9.684 19.910***

Durbin-Watson 2.036

주1) N=330, *p<.05, **p<.01, ***p<.001
주2) 1. 성별 : 더미변수 남성(0), 여성 (1), 2. 연령 : 30세미만(1), 30대(2), 40대(3), 50대(4),

60대(5), 3. 학력 : 고졸이하(1), 전문대졸(2), 대졸(3), 대학원졸(4), 4. 직위 :
사원/주임이하(1), 대리급(2), 과장급(3), 차장급/선임연구원(4),
부장급/책임연구원이상(5), 5. 근속연수 : 2년미만(1), 2∼3년미만(2), 3∼5년미만(3),
5∼10년미만(4), 10∼20년미만(5), 20년이상(6)

<표 17> 지식공유와 창의적 행동과의 회귀분석 결과(가설 3)

4. 지식공유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가설 4은 지식공유는 사회적 자본과 창의적 행동과의 관

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표 18>에서 제시한 회귀모형을 보

면, 모형 1에서는 통제변수를 투입하고, 모형 2에서는 통제변수와 독립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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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사회적 자본을 투입하였고, 모형 3에서는 통제변수, 사회적 자본과

매개변수 지식공유를 투입하였다.

모형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통계값을 모형 3에서 살펴보면, F

통계량 값은 19.265, p<.001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값은 2.051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자본의 β값이 2단계에서

.363(p<0.001)였던 것이 3단계에서 지식공유가 개입되면서 .207(p<0.01)

로 작아지고 유의하게 나타났고, 매개변수인 지식공유가 유의(β=.249,

p<0.001)한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지식공유는 사회적 자본과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매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규명하였고,

이것으로 지식공유가 사회적 자본과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4는 지지되었다.

변 수

창의적 행동

모형 1 모형 2 모형 3

β t β t β t

성별 -.113 -2.112 -.113 -2.273 -.156** -3.142

연령 .167 2.011 .176 2.299 .186 2.482

학력 .130 2.232 .161 2.995 .158** 2.997

직위 -.131 -1.383 -.139 -1.594 -.125 -1.464

근속연수 .234 2.495 .187 2.160 .173 2.045

사회적 자본 .363*** 7.522 .207** 3.392

지식공유 .249*** 4.026

R2/R2adj .130/.117 .260/.246 .295/.280

F 통계량 9.684 18.886*** 19.265***

Durbin-Watson 2.051

주1) N=330, *p<.05, **p<.01, ***p<.001
주2) 1. 성별 : 더미변수 남성(0), 여성 (1), 2. 연령 : 30세미만(1), 30대(2), 40대(3), 50대(4),

60대(5), 3. 학력 : 고졸이하(1), 전문대졸(2), 대졸(3), 대학원졸(4), 4. 직위 :
사원/주임이하(1), 대리급(2), 과장급(3), 차장급/선임연구원(4), 부장급/책임연구원이상(5),
5. 근속연수 : 2년미만(1), 2∼3년미만(2), 3∼5년미만(3), 5∼10년미만(4), 10∼20년미만(5),
20년이상(6)

<표 18> 지식공유의 매개효과 회귀분석 결과(가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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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 가설 5은 조직지원인식이 매개변수인 지식공유와 종속변

수인 창의적 행동의 정(+)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조절

효과의 가설 검증을 하기 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개변수인 지식공유와 조절변수인 조직지원인식을 표준화하여 각각 상

호작용항을 만들었다.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uence factor)를 확인한

결과, 지수가 기준치보다 낮아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하였다.

<표 19>에서 제시한 회귀모형을 보면, 모형 1에서는 통제변수를 투입

하고, 모형 2에서는 통제변수와 지식공유을 투입하고, 모형 3에서는 통제

변수와 지식공유, 조직지원인식을 투입하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통제변

수, 지식공유, 조직지원인식과 지식공유×조직지원인식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값을 살펴보면, 모형 4의 F 통계

량 값은 19.948(p<.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Durbin-Watson 값은

2.015으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인 간의 설명력인

R2 값을 모형 4에서 살펴보면 33.2%(수정된 R2은 31.54%)로 나타났다.

모형 4를 보면, 지식공유와 조직지원인식의 상호작용(β=.141)이 p<.01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식공유와 창의적

행동 관계에 조직지원인식이 정(+)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설 8은 채택되었다.

아울러,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그림 2>와 같이 그래프로 그려보았다. 그래프를 보면, 지식공

유가 높아질수록 창의적 행동이 정(+)의 관계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조직지원인식이 높은 집단이 조직지원인식이 낮은 집단보다

지식공유의 영향에 의한 창의적 행동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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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 분석 그래프(가설 5)

변 수

창의적 행동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β t β t β t β t

성별
-.113 -2.112 -.179*** -3.589 -.158** -3.223 -.152** -3.157

연령
.167 2.011 .188 2.469 .163 2.200 .178 2.427

학력
.130 2.232 .145 2.720 .179** 3.426 .179** 3.456

직위
-.131 -1.383 -.115 -1.322 -.167 -1.968 -.167 -1.994

근속연수
.234 2.495 .182 2.110 .241 2.844 .228 2.719

지식공유 .382*** 7.870 .280*** 5.335 .310*** 5.879

조직지원인식 .234*** 4.492 .220*** 4.249

지식공유
×조직지원인식

.141** 3.023

R2/R2adj .130/.117 .270/.256 .313/.298 .332/.315

F 통계량 9.684 19.910*** 20.962*** 19.948***

Durbin-
Watson 2.015

주1) N=330, *p<.05, **p<.01, ***p<.001
주2) 1. 성별 : 더미변수 남성(0), 여성 (1), 2. 연령 : 30세미만(1), 30대(2), 40대(3), 50대(4),

60대(5), 3. 학력 : 고졸이하(1), 전문대졸(2), 대졸(3), 대학원졸(4), 4. 직위 :
사원/주임이하(1), 대리급(2), 과장급(3), 차장급/선임연구원(4), 부장급/책임연구원이상(5),
5. 근속연수 : 2년미만(1), 2∼3년미만(2), 3∼5년미만(3), 5∼10년미만(4), 10∼20년미만(5),
20년이상(6)

<표 19>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 회귀분석 결과(가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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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직지원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가설 6은 조직지원인식이 높을수록 지식공유를 강화하여

사회적 자본을 통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더 클 것

이라고 예측하였다. 앞에서는 SPSS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매개효과와 조

절효과를 각각 검증하여 확인하였으나 이후 분석은 SPSS

Process(Release 2.16.3)를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표

27>은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을 이용하여 간접효

과를 확인한 것이다. 조절변수인 조직지원인식의 평균을 중심으로 ±1

SD 값에서 집단 내 하한값(boot LLCI)과 상한값(boot ULCI)사이에 ‘0’

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 결과, 조직지원인식이 M±1 SD인 집

단 중 평균과 상위 집단에서 하한 값(Boot LLCI)과 상한 값(Boot ULCI)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조절

된 매개효과가 있음으로 가설 10은 채택되었다.

조직지원인식
창의적 행동

Boot indirect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1 SD(-0.6342) .0477 .0578 -.0686 .1606

M .1354 .0530 .0322 .2436

+1 SD(0.6342) .2230 .0636 .1040 .3568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경로(조절변수: 조직지원인식) Index
SE
(Boot)

Boot
LLCI

Boot
ULCI

사회적 자본→
지식공유→ 창의적 행동

.1382 .0469 .0506 .2382

Note. boot LLCI=boot indirect effect 95% lower limit value, boot ULCI=boot indirect effect 95% lower

limit value, bootstrap sample size=5,000

<표 20> 조직지원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Process 분석 결과(가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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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인과의 관계 추가분석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인은 네트워크, 신뢰, 공유목표 등 세 개로 구성

되어 있는데, 각각의 하위변인들과 종속변수, 매개변수와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인과 창

의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모형 1에서 통제변수를 투입한 후, 모

형 2부터 모형 4까지 세 개의 하위변인을 각각 투입하여 종속변수 창의

적 행동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

창의적 행동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β t β t β t β t β t

성별 -.113* -2.112 -.141** -2.825 -.104* -2.014 -.101* -2.015 -.127* 2.558

연령 .167* 2.011 .162* 2.108 .185* 2.310 .168* 2.179 .161 2.117

학력 .130* 2.232 .150** 2.779 .148** 2.645 .163** 2.996 .162** 3.054

직위 -.131 -1.383 -.136 -1.548 -.133 -1.459 -.144 -1.633 -.143 1.655

근속연수 .234* 4.495 .159 1.811 .215* 3.381 .212* 2.429 .170 1.969

네트워크 .358*** 7.242 .255*** 3.786

신뢰 .259*** 5.175 .-0.58 .831

공유목표 .345*** 7.090 .234*** 3.543

R2/R2adj .130/.117 .252/.238 .197/.182 .247/.233 .281/.263

F 통계량 9.684 18.091*** 13.175*** 17.676*** 15.694***

Durbin-
Watson 2.069 2.041 1.974 2.027

주1) N=330, *p<.05, **p<.01, ***p<.001
주2) 1. 성별 : 더미변수 남성(0), 여성 (1), 2. 연령 : 30세미만(1), 30대(2), 40대(3), 50대(4),

60대(5), 3. 학력 : 고졸이하(1), 전문대졸(2), 대졸(3), 대학원졸(4), 4. 직위 :
사원/주임이하(1), 대리급(2), 과장급(3), 차장급/선임연구원(4), 부장급/책임연구원이상(5),
5. 근속연수 : 2년미만(1), 2∼3년미만(2), 3∼5년미만(3), 5∼10년미만(4), 10∼20년미만(5),
20년이상(6)

<표 21>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인과 창의적 행동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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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은 그에 따른 분석 결과로 사회적 자본의 세 개의 하위변인은

창의적 행동과의 관계에서 모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의 크기는 네트워크 β=.358,

공유목표 β=.345, 신뢰 β=.259 순으로 나타났다. 모형 5은 하위변인 세

개를 동시에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로 세 개 중 p<.001 수준에서 네트워

크 β=.255, 공유목표 β=.23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동일한 방식으로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인과 매개변수인 지식공유와의

관계도 살펴보았다. 모형 1에서 통제변수를 투입한 후, 모형 2부터 모형

4까지 세 개의 하위변인을 각각 투입하여 지식공유와의 관계에 대한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22>와 같다.

변수

지식공유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β t β t β t β t β t

성별 .173** 3.061 .128** 2.745 .192*** 4.132 .192*** 3.999 .166*** 3.764

연령 -.056 -.638 -.062 -.869 -.017 -.240 -.053 -.718 -.041 -.610

학력 -.040 -.662 -.008 -.154 -.001 -.012 .010 .189 .012 .256

직위 -.042 -.424 -.050 -.615 -.046 -.566 -.062 -.736 -.055 -.723

근속연수 .135 1.379 .017 .203 .095 1.171 .103 1.231 .046 .596

네트워크 .568*** 12.313*** .286*** 4.777

신뢰 .556*** 12.333 .246*** 3.939

공유목표 .522*** 11.231 .192** 3.273

R2/R2adj .042/.028 .348/.336 .349/.337 .311/.299 .431/.417

F 통계량 2.876 28.780*** 28.866*** 24.343*** 30.422***

Durbin-
Watson 2.072 2.060 1.864 2.040

주1) N=330, *p<.05, **p<.01, ***p<.001
주2) 1. 성별 : 더미변수 남성(0), 여성 (1), 2. 연령 : 30세미만(1), 30대(2), 40대(3), 50대(4),

60대(5), 3. 학력 : 고졸이하(1), 전문대졸(2), 대졸(3), 대학원졸(4), 4. 직위 :
사원/주임이하(1), 대리급(2), 과장급(3), 차장급/선임연구원(4), 부장급/책임연구원이상(5),
5. 근속연수 : 2년미만(1), 2∼3년미만(2), 3∼5년미만(3), 5∼10년미만(4), 10∼20년미만(5),
20년이상(6)

<표 22>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인과 지식공유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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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의 세 개의 하위변인은 지식공유와의 관계에서 p<.001 수

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영향력의 크기는 네트워크 β=.568, 신뢰 β=.556 공유목표 β=.522, 순

으로 나타났다. 모형 5은 하위변인 세 개를 동시에 투입하여 분석한 결

과로 세 개 중 p<.001 수준에서 네트워크 β=.286, 신뢰 β=.264, 공유목표

β=.19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각 하위변인을 각각 독립변수로 해 조절된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을 이용하여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표23>은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인 네트워크를 독립변수로 해 검증한

결과로, 조직지원인식이 M±1 SD인 집단 중 평균과 상위집단에서 하한

값(Boot LLCI)과 상한 값(Boot ULCI)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직지원인식
창의적 행동

Boot indirect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1 SD(-0.6342) .0204 .0461 -.0726 .1097

M .0948 .0432 .0113 .1852

+1 SD(0.6342) .1692 .0534 .0670 .2787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경로(조절변수: 조직지원인식) Index
SE
(Boot)

Boot
LLCI

Boot
ULCI

네트워크→
지식공유→ 창의적 행동

.1173 .0393 .0447 .1994

Note. boot LLCI=boot indirect effect 95% lower limit value, boot ULCI=boot indirect effect 95% lower

limit value, bootstrap sample size=5,000

<표 23> 조직지원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Process 분석 결과(네트워크)

<표24>와 <표25>는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인 신뢰, 공유목표를 독

립변수로 해 각각 검증한 결과로,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조직지원인식

이 M±1 SD인 집단 중 평균과 상위집단에서 하한 값(Boot LLCI)과 상



- 63 -

한 값(Boot ULCI)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직지원인식
창의적 행동

Boot indirect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1 SD(-0.6342) .0764 .0405 -.0040 .1553

M .1399 .0367 .0731 .2184

+1 SD(0.6342) .2034 .0471 .1175 .3014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경로(조절변수: 조직지원인식) Index
SE
(Boot)

Boot
LLCI

Boot
ULCI

신뢰→
지식공유→ 창의적 행동

.1001 .0379 .0325 .1805

Note. boot LLCI=boot indirect effect 95% lower limit value, boot ULCI=boot indirect effect 95% lower

limit value, bootstrap sample size=5,000

<표 24> 조직지원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Process 분석 결과(신뢰)

조직지원인식
창의적 행동

Boot indirect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1 SD(-0.6342) .0540 .0360 -.0130 .1288

M .1117 .0339 .0509 .1837

+1 SD(0.6342) .1693 .0435 .0872 .2573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경로(조절변수: 조직지원인식) Index
SE
(Boot)

Boot
LLCI

Boot
ULCI

공유목표→
지식공유→ 창의적 행동

.0909 .0332 .0270 .1597

Note. boot LLCI=boot indirect effect 95% lower limit value, boot ULCI=boot indirect effect 95% lower

limit value, bootstrap sample size=5,000

<표 25> 조직지원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Process 분석 결과(공유목표)



- 64 -

제5절 가설 검증결과 요약

앞에서 제시한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해 <표 26>와 같이 정리하였다.

구분 가설 내용 결과

가설 1 사회적 자본은 창의적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 사회적 자본은 지식공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 지식공유는 창의적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4
지식공유는 사회적 자본과 창의적 행동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가설 5
조직지원인식은 지식공유와 창의적 행동의 정(+)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채택

가설 6

조직지원인식이 높을수록 지식공유를 강화하여 사회적 자본

을 통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더 클 것

이다.

채택

<표 26> 가설 검증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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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 요약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조직성과의 주요 선행변수로 볼 수 있는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보고자 하였다. 각 변수 간

에 존재하는 메카니즘과 영향 정도를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통해 세부

적으로 파악하고자, 지식공유와 조직지원인식을 각각 매개변수와 조절변

수로 활용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들을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선행연구를 토대로 기 개발된 측정문항을 활

용해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공공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2019년 8월 15일

부터 8월 31일까지 약 보름동안 설문지를 배포하여 362부의 설문지를 회

수하였으며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330부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

하여 통계프로그램인 SPSS 18.0와 AMOS 18.0을 활용해 실증분석을 진

행하였고, 추가적으로 조절된 매개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위해 SPSS

Process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은 조직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사회

적 자본이 여러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고

(Burt, 2004), 이러한 인지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확장하는 과정을

통해 구성원의 문제해결력을 높여(Hulsheger et al., 2009), 창의적 행동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존 연구결과(허문구, 2011; 김은실,

2018)와 동일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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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회적 자본은 조직구성원의 지식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신뢰와 협

력의 정도가 높아지고(Coleman, 1988), 상호 간 도움에 호의적일 가능성

이 높아 지식교환을 통한 지식창출의 가능성이 높아져(McFadyen &

Cannella, 2004) 사회적 자본이 지식공유를 더 촉진할 것이라는 기존의

선행연구(Hau et al., 2011; 장용선·김재구, 2006; 이영현·유한구, 2008; 김

미숙·홍관수, 2013; 박태영 등, 2013; 설현도, 2015)들과 일치하는 결과이

다.

셋째, 조직구성원의 지식공유가 창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식공유가 개인의 창의적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학자들의 주장(Nonaka, 1994; Hargadon &

Bechky, 2006; 김현진·설현도, 2016; 김형진·심덕섭, 2017)을 실증으로 뒷

받침 한다. 즉 지식공유의 수준이 높을수록 창의적 행동이 강화되는데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인지적 자극을 제공받아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양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 자본은 창의적 행동과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

를 통하여 긍정적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지식공유는 사회적

자본과 창의적 행동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사회적 자본이 창의적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매개변수인

지식공유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다섯째, 지식공유는 창의적 행동과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

과를 통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지원인식이 높

은 구성원들은 낮은 구성원들에 비해 지식공유가 높아질수록 창의적 행

동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지원인식을 통해 구성원의 지식

공유가 높으면 창의적 행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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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구성원의 조직지원인식은 사회적 자본과 창의적 행동의 관

계에서 매개요인인 지식공유와 창의적 행동 간에 조절된 매개효과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자본이 창의적 행동을 강화하는데 있어

조직지원인식이 높은 구성원은 매개변수인 지식공유와의 상호작용으로

더욱 창의적 행동이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반면 조직지원인식이 낮

은 경우에는 지식공유가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아 사회적 자

본이 지식공유를 통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도 낮다는 것을 연구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분석을 통해 사회적 자본의 세 하위변인인 네트워크, 신뢰, 공유목

표와 창의적 행동과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세 하위변인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고, 영향력의 크기는 네트워크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유목표, 신뢰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자본

의 하위변인과 매개변수인 지식공유와의 관계에서도 세 개의 하위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영향력의 크기는

네트워크, 신뢰, 공유목표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세

하위요인 중 네트워크가 창의적 행동과 지식공유와의 관계에서 가장 높

은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세 하위변인을 독립변수로 해 매개변수인 지식공

유과 창의적 행동과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

한 결과, 사회적 자본을 단일변수로 해 분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조직지

원인식의 평균과 상위집단에서 네트워크, 신뢰, 공유목표 모두 조절된 매

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자본을 통해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직의 관점에서 지식공유 활성화를 중심으

로 연구되어 온 것에서 나아가, 상황적 요인인 조직지원인식이 창의적

행동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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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

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의 이론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서 기

존 연구에서 종합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던 사회적 자본과, 창의적 행동과

의 관계, 사회적 자본과 지식공유와의 관계, 지식공유와 창의적 행동과의

관계, 사회적 자본과 창의적 행동과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와 조직지원인

식을 매개 및 조절효과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간의 연

구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지식공유에 대한 긍정적인 관계 측면에 국한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본 연구를 통해 창의적 행동과 조직지원

인식까지 확장해 새로운 이론적 모형을 규명함으로써 보다 확장된 관점

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조직 내에서 사회적 자본이 구성원들의 지식공유, 창의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변수라는 것을 확인한 측면에서 이론적 의의

가 있다. 이는 다수의 실증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이 구성원의 지식공유

활동과 조직성과 창출의 중요 요소인 창의적 행동에 기여한다는 것에 대

해 본 연구를 통해 재확인함으로써 조직 및 기업성과 등 더 넓은 범위의

결과변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사회적 자본과 지식공유가 각각 독립적으로 창의적 행동을 강화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 지식공유를 통해 창의적 행동을 강화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지원인식이 지식공유와 구성원의 창

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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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이 창의적 행동의 관계에서 지식공유가 이를 매개하며, 이때 조직지원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창의적 행동이 강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대

로 조직지원 수준이 낮은 구성원은 지식공유가 창의적 행동에 낮은 효과

를 보였다. 특히, 조직지원인식이 높은 집단이 조직지원인식이 낮은 집단

보다 지식공유의 영향에 의한 창의적 행동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이것을 통해 조직지원인식이 수준에 따라 지식경영 관점에서 제

도적, 환경적으로 지식공유가 활발한 환경이 갖춰지면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은 더욱 강화되고 나아가 기업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밝혀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을 통합적, 개별적 모두 접근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그간 창의적 행동에 관한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

인인 네트워크, 신뢰, 공유된 목표를 각각 독립변수로 해 개별적으로 분

석한 것이 대다수였다면, 본 연구는 통합적 접근으로 사회적 자본과 창

의적 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함은 물론, 추가적 분석을 통해 사회적 자본

의 하위변인인 네트워크, 신뢰, 공유목표 모두 창의적 행동과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임도 확인하였다. 특히, 하위변인 중 네트워크가

이들 변수와의 관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밝혀냈다.

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의 실무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적 자본이라는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구성원의 창의

적 행동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창의적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에서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많은 조

직에서 구성원들 간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개발에 대한 노력은 미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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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많은 공공기관들이 정부경영평가를 받으며, 한국형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로 인해 구성원들 간 단기적이며, 거래적인 관

계는 강화되었으며, 조직 분위기는 지나친 경쟁 관계로 변모하였다. 이러

한 활동은 조직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

라서 공공조직에 도입된 성과주의 기반 인사 및 평가제도가 적합한 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조직 내 비공식적,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조직의 공식적이며 성과 지향적 관계에 대한 관심은 높아진 반면, 구성

원들 간의 비공식적이며 사회적 관계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소홀히 인식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공식적 관계가 구성원들 간의 상호

작용을 높이고, 나아가 목표의 공유나 신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를 조직의 중

요한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구성원들 간의 접촉의 회수를 높이고

그들 간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구성원 간 긍정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공공조직에서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개발이 구

성원의 창의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조직 내 지식공유 활동과 조

직에 대한 구성원의 조직지원인식에 따른 변화 역시 검증함으로써 창의

적 조직문화 형성하는데 있어 조직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중요성의 다시금

강조할 수 있는 실증적 결과를 얻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사회

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식경영

관점에서 지식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 조성 또한 노력이 필

요하다. 또한, 이러한 조직의 지식경영관리 고도화와 함께 이를 구성원이

조직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공공조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창의적 조직문화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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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의미 있는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나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다음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회적 자본과 창의적 행동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있

어서, 조직 내의 사회적 자본에만 초점을 두어 조직 외부와의 관계를 연

구에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개인은 조직 외부의 환경

으로부터 다양한 지식을 탐색하며, 이를 통해 획득한 지식을 기존의 지

식과 통합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며, 창의적 행동

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둘째, 연구대상을 구성원 개인 수준이 아닌 조직 수준으로 검증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구되었으나, 사회적

자본은 조직 내 구성원 간 형성되는 자본인 것을 고려할 때, 조직의 특

성에 따른 조직 내 구성원이 인지하는 사회적 자본의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조직의 규모, 공공조직 여부 등 다양한 조직 수준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자본의 각 차원 간 관계의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에 영향

을 미치는 선행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사회적

자본이 개인이나 조직 등과 같이 사회적 단위의 행위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어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형성되고 축적되

는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향후 연구들이 조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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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속성과 특성을 규명한다면 사회적 자

본에 대한 이해와 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이 자기보고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창의적

행동 등 모든 변수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향

후 이러한 동일방법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변수별 측정대상을 달

리하여 분석에 활용하거나, 상사나 동료 보고를 병행하는 방법 등을 활

용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단일 시점에서 획득한 설문이라는 것도 문제가 된다. 개인의

심리상태는 조사한 시점과 환경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속적

인 변화을 측정하기 위한 종단 연구도 필요하다. 모든 변수가 개인의 심

리상태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한계

를 가지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도 대면과 모바일 방식의 설문을 실시한

관계로 환경적인 면에서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

기 위해 일정 기간을 두고 시간적 흐름에 따라 종단 연구를 실시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한계점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향후 연구에서 측정시

기를 분리하거나 상사와 부하를 분리하여 응답을 실시하는 등 동일방법

편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이런 한계를 통제함으로써

각 변수 간의 관계를 깊이 있게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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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Creative Behavior

of Members in Public Institutions:

Knowledge Sharing, and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Sun Young, Kim

Abstract

In an infinite competitive environment, Resources that can be

mobilized from member-to-member relationships within the

organization are becoming important, and the importance of social

capital based on trust among members and smooth cooperative

relationships is emerg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creative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 of knowledge sharing, the moderating effect and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This

was to confirm how social capital reinforces creative behavior. To

verify the research theory, 362 parts were surveyed by 233 employees

in public sector, and 330 of them, excluding 32 parts of non-faith

response, were utilized for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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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e hypothesis test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ocial capital was confirme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creative

behavior. Second, social capital was confirme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knowledge sharing. Third, knowledge sharing was

confirme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creative behavior. Fourth,

knowledge sharing mediated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on creative

behavior. Fifth,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was confirmed the

moderating effect of strengthe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sharing and creative action. Sixth, in relation to social capital and

creative behavior,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was confirmed

moderated mediating effect, mediated effect of knowledge sharing, a

factor that strengthens creative behavior.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trend of increasing interest in social capital,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knowledge sha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sharing and creative behavio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creative behavior, which has

not been studied systematically in existing research, the mediating

effect of knowledge sharing, the moderating effect and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were

comprehensively verified. Second, the fact that social capital formed

among organizational members was confirmed as an important prior

factor affecting the knowledge sharing and creative behavior of the

members, and that the members' knowledge sharing contributes to

strengthening creative behavior is in line with existing prior research.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group with a high level of Per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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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al Support had a greater increase in creative behavior by

the influence of knowledge sharing than the group with a lower level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meaning that a more systematic

and environmentally active environment for knowledge sharing from a

knowledge management perspective would further improve the

creative behavior of its members and further have a positive impact

on corporate performance. Finally, due to the lack of a unified concept

of social capital, the study of individual sub-factors of social capital

and creative behavior was mostly conducted, and social capital was

comprehensively approached from structural, cognitive and relational

aspects to establish its relationship with creative behavior.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promote the creative actions of members of public

organizations, efforts are needed to systematically manage the

relationships among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and performance-based personnel management

system introduced in public organizations have transformed the

relationship between members into a 'short-term and transactional'

relationship,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is also turning into a competitive one. These activities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establishment of an organization's

social capital, which requires serious consideration and reflection on

whether such a system is appropriate for the culture of public

organiz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rais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informal and social relationships in the organization. In

other words, efforts are needed to systematically manage the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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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s of organizations or group members, such as recognizing

them as important assets of the organization, forming social

relationships among members and increasing the frequency of contact.

Finally,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create an organizational

culture that social capital can form, as well as to create a system

and environment that can promote knowledge activities.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creative behavior and presented practical implications for

social capital research and creative behavior of members of public

organizations by empirically identifying the importance of knowledge

sharing and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within the organization.

Keywords : Social Capital, Creative Behavior, Knowledge Sharing,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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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설문지는 사회적 자본과 창의적 행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을 위한 통계작성 외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각 질문들은 정답이 없으며,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을 바탕으로 해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협조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설문지 예제

    아래의 예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문항예제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구는 둥글다. ① ② ③ ④ ⑤

 위의 문항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 ①에, 완전히 동의하면 ⑤에 체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연구자 : 울산대학교 김 선 영  연구원

         건국대학교 윤 동 열  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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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아래 문항을 보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나 가장 가까운 것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소 회사 동료들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평소 회사 동료들과 매우 친밀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항상 회사 동료들과 깊이 있는 토론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어려움에 처한다면 회사 동료들이 항상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필요로 할 때 회사 동료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항상 신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주어진 과업을 보다 쉽게 수행하는데 회사 

동료들에게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와 회사 동료들은 직무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지 

항상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와 회사 동료들은 업무에 있어 동일한 의욕과 

비전을 항상 공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와 회사 동료들은 조직 전체의 미션과 목표를 추

구하는데 있어 항상 열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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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아래 문항을 보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나 가장 가까운 것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조직은 회사를 위한 나의 노력(기여)을 높게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조직은 나의 목표와 지향하는 가치를 사려 깊게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에게 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조직은 나의 복리후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특별한 개인적인 부탁이 있을 때, 조직은 나를 도와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조직은 나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조직은 내가 달성한 업무 성과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조직은 내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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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래 문항을 보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나 가장 가까운 것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새로운 것을 배웠을 때, 그것을 나의 동료에게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가진 정보를 나의 동료에게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동료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주기적으로 내가 하는 것으로 나의 동료에게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특정 지식이 필요할 때, 그것에 대해 나의 동료

에게 물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 동료가 알고 있는 정보를 알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무언가 배움이 필요할 때, 나의 동료에게 그들의 

능력에 대해 물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8
동료가 무엇에 능숙할 때, 나는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물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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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아래 문항을 보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나 가장 가까운 것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성과를 높이기 위한 새롭고 실행가능한 

아이디어들을 찾아낸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새로운 기술, 과정, 기법 또는 아이디어를 

개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질(quality) 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좋은 원천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홍보하고 전파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기회가 주어지면 직무에서 창의성을 발휘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행에 있어 적절한 

계획과 일정을 개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종종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종종 문제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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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 문항은 연구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설 문 항 목 구    분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① 30세 미만  ② 30세 이상∼40세 미만  ③ 40세 이상∼50세 미만  

④ 50세 이상∼60세 미만  ⑤ 60세 이상

3. 학력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이상

4. 직위
① 사원/주임 이하  ② 대리급   ③ 과장급   ④ 차장급/선임연구원

⑤ 부장급/책임연구원 이상

5. 근속연수
① 2년 미만   ② 2년 이상~3년 미만    ③ 3년 이상~5년 미만    

④ 5년 이상~10년 미만  ⑤ 10년 이상~20년 미만   ⑥ 20년 이상

6. 담당직무(렬)  ① 일반/행정직  ② 연구직  ③ 전문직   ④ 기술직   ⑤ 기타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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