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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직 내에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리더의 교체 상황에서 구성원의 지식은

폐행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ET이론을 활용하여 리더의 교체가 남아있는 구

성원에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구성원이 지각한 부정적 정서가 반생산성 지식 행위인

지식은폐행위에 미치는 메커니즘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전임리더와의 LMX와 리더의

교체가 미치는 구성원의 부정적 정서 간의 관계는 구성원이 동일시하는 대상(리더/조직)에

따라 조절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구성원들이 리더교체 시에 보일 수 있는 지식은폐행위

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Ⅰ. 서 론

지식이 기업의 중요한 자산으로 부각되면서 경영자 및 관리자들은 구성원들의 원활한 지

식교류 및 효율적인 지식 공유 시스템의 구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일반적으로 지식

을 획득, 저장, 공유, 활용하는 프로세스로 정의되는 지식 경영은(Davenpor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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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usak, 1998) 핵심경쟁력을 확보하거나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유지(Argote and

Ingram, 2000)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식의 중요성이 점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구성원들은 자신의 지식을 가치 있는 자산으로 여기고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거나 소극적으로 지식의 교류를 회피하는 현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Peng, 2012). 그러나 지식은폐행위가 실제 조직에서 자주 발생하며 조직

의 성과를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은폐행위와 관련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Webster et al.(2008)이 지식 공유와 지식은폐

행위가 각기 다른 독립적인 개념임을 실증한 연구 이래로 기존의 연구는 크게 구성원의 지

식은폐행위를 유발하는 조직 및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선행요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Connelley, 2012; Zhao et al., 2016) 지식은폐행위로 인해 초래되는 조직의 부정적

결과를 초점으로 한 연구 결과요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Cerne et al, 2014; Serenko

& Bontis, 2016) 구분되어 진행되어 왔다.

기존의 지식은폐행위는 구성원 간의 사회적 교환관계를 전제하고 동료 간의 관계에서 이

루어지는 횡적인(horizontal)지식은폐행위를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리더와 구성

원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종적인(vertical) 지식은폐행위에 대해서는 다루어진 바 없

으며, 특히, 잦은 인사발령 등으로 리더와 구성원 간의 사회적 교환관계가 지속적으로 변

화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지식은폐행위와 관련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리더와 구성원간 교환관계

(Leader Member exchange: 이하 LMX)이며 이 관계에 따라 구성원의 행동 및 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직에서 발생하는 ‘리더의 교체’라는 사건은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불확실성을 직면하

게 한다. 이러한 불확실성 하에서 구성원들이 느낄 정서적 변화와 행동적 변화들에 대해서

최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Shapiro et al., 2016). 이에 본 연구는 지식경영의

맥락에서 또한 리더의 교체 시에 전임리더와의 LMX가 구성원들의 정서적 변화 및 지식은

폐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리더의 교체로 인해 촉발되

는 구성원의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는 상황적 요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지식은폐행위의 선행변인으로서 전임 리더와 구성원 사이의 LMX

를 최초로 조명한 연구라는 점, 둘째, 구성원이 느끼는 리더 교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지

식은폐행위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라는 점, 셋째, 리더십의 교체 시에 구성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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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정서적 반응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요인에 대해 정체성 이론을 통해 설명한 점 등에

서 지식은폐행위 관련 연구를 이론적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또한 실무적으로 리더 교체 시

에 느끼는 구성원의 정서적 반응의 중요성에 대한 조명을 통해 효과적인 지식 경영 시스템

을 구축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지식은폐행위(Knowledge Hiding)*

지식은 중요한 생산요소 중 하나로 조직 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 경

험은 조직의 역량을 결정할 수 있다. 조직 내의 지식 공유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암묵지

(전문 지식, 노하우, 지식 및 기술) 및 형식지(문서, 비디오, 보고서 및 템플릿 등)를 조직

내의 구성원들과 공유할 때 이루어진다(Nonaka, 1994; Bock et al., 2005). 특히 오

늘날과 같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대부분의 기업들은 인식하고 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식 경영을 도입하고 지식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식의 공유를 장려하고 있다. 지식의

공유는 조직 내에 새로운 지식을 확산하고 재조합하여 조직의 혁신성과를 증대시키는 마중

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Harlow, 2008).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하는 듯, 지식 공

유를 위한 바람직한 조직적 활동 측면에 초점을 맞춘 지식 공유 연구의 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Manhart and Thalmann, 2015). 그러나 생산적인 지식 활동으로 고려

되는 지식 공유의 이면에는 다양한 유형의 반생산적인(counterproductive) 지식 활동 또

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지식축적(knowledge hoarding)이란 의도적으로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을 말한다(Hislop, 2003; Evans et al., 2015). 지식공유적대

감(knowledge sharing hostility)은 개인적인 지식을 축적하고 숨기는 것뿐만 아니라

* 반생산적 지식행동의 유형이 아직 학문적으로 완전히 확립된 것이 아니고, 각 유형의 정의 간 모호성
이 존재하며, 모든 행동유형에 구성원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
념적 정의상 구성원의 의도적 행동이 담보되고 반생산적과업 활동과 가장 유사한 특성을 지닌 지식
은폐행위로 한정하여 논의를 개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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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지식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Husted and Michailova, 2002;

Hutchings and Michailova, 2004; Husted et al., 2012). 지식보류는(knowledge

withholding)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지식을 축적하거나 필요한

지식의 양보다 적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Webster et al., 2008). 다음으로 본 연구

에서 주로 논의하고 있는 ‘요청된 지식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공유하지 않는 시도’로 정의

되는 지식은폐행위(knowledge hiding behavior; Connelly, Zweig, Webster &

Trougakos, 2012)가 존재한다. 지식 은폐행위는 조직 내에서 흔히 관찰되는 현상이며

(Connelly et al., 2012)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직에 파괴적일 수 있다. 첫째,

조직 내 구성원들의 지식 은폐는 이미 조직 내에 해당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 다른 구성원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여 궁극

적으로 조직의 효과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로, 구성원이 상대방의 지식 은폐행위를

목격하게 되면 본인의 지식 공유 노력 또한 줄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흡수 역량을 저하시킬

수 있다. 셋째, 중요한 지식이 개인에게만 내재되어 있을 경우 조직의 전체적인 역량에 기

여하지 못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조직 생산품목이나 서비스의 질이 최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조직뿐 아니라 고객을 포함한 다른 이해 관계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넷째, 지식이 공유되지 않을 경우에 지식을 보유한 구성원이 떠나면 해당 지식은 조직

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지식공유의 촉진만큼이나 지식은폐행위

를 방지하는 것 또한 기업의 주요한 경영목표가 되어야 함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지식

은폐행위의 개념적 특성에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조직 내의 지식은

폐행위는 해당 지식이 조직 내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요청되었을 때, 그 지식을 숨기거나

숨기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지식은폐의 개념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요

청”과 “의도”를 중요시하고 있다.

반생산적 과업행동 또한 마찬가지로 “구성원 스스로의 의향으로 조직의 중요한 규범을 위

반하며 이를 통해 조직 및 구성원의 복지 및 생산성을 저해하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Robinson and Bennett, 1995). 지식은폐행위는 지식 제공자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조직 또는 지식 요청자의 이익에 반하여 행동하므로 반생산적 지식행동의 특정한 유형으로

반생산적 과업행동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지식은폐는 개념적 특성뿐만

아니라 행동의 대상 및 행동의 강도에서도 반생산적 과업행동과 유사성을 가진다.

Robinson and Bennett(1995)의 일탈 행위(deviant workplace behavior) 유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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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반생산적 과업행동은 개인(CWB-I)뿐만 아니라 조직(CWB-O)을 대상으로 행해

질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구성원의 지식 은폐 행위 또한 개인 또는 조직을 대상으

로 일어날 수 있으며 반생산적 과업 행동의 강도가 심각성이 경미한(예: 휴식 시간을 더

많이 취하고 고용주에 대해 험담하는 등) 사안에서부터 범죄의 수준(예: 사기, 장비 파괴)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은폐행위 또한 소규모의 은

폐에서부터(예: 사소한 업무 수행 지식을 숨기기) 중대한 은폐(예: 전체 조직에 전략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기)까지 다양하게 발현될 수 있다.

또한 지식은폐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개인 간의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지식 공유를 조직의 시각이 아니라 조직의 구성원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경

쟁력이 될 수 있는 노하우, 경험, 지식 등을 공유하지 않음으로 인해 조직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권력 및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지식은 은폐하고자 하는 욕구가

잠재되어 있다(Webster et al., 2008).

여기서 지식은폐행위는 지식 공유의 부재를 넘어 행위자의 “의도”라는 개념을 포함한다.

지식 공유의 부재는 단순히 요청받은 지식이 존재하지 않거나, 공유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

한이 없거나 공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성원은 의

도적으로 지식을 숨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요청받은 지식을 숨기는 행동인

지식은폐행위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지식은폐행위는 구성원이 지식 은폐 시 보이는 태도

및 행동의 특성을 기준으로 바보처럼 굴기(Playing dumb), 회피하며 은폐하기(Evasive

hiding), 합리화하며 은폐하기(rationalized hiding)의 세 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성된다

(Connelly et al., 2012). ‘바보처럼 굴기’는 요청된 지식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하거나

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응대하는 것을 말한다. ‘회피하며 은폐하기’란, 해

당 정보를 일부러 잘못 알려주거나 시간을 지체하는 것을 의미하며 ‘합리화하며 은폐하기’

는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없다고 응대하는 것을 말한다.

조직 내에서 지식은폐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은 크게 지식의 특성(Connelly et al.,

2012, Cui et al., 2016), 조직특성(Bock et al., 2005), 대인관계의 역학(Connelly

et al., 2012)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지식의 특성이 복잡한 경우 구성원들은 알더라도 모른척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

다(Ko et al., 2005). 그러나 요청하는 지식의 특성이 업무와 관련된 지식이면

(Connelly et al., 2012) 지식은폐행위의 경향은 낮아지게 되는데 Connelly는 이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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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신의 업무를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자신이 모른다고 답했을 때, 자신의 능력을

의심받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조직의 분위기 및 정당성 수준 또한 지식은폐를 촉발하기도 한다. 즉, 조직이 구성원이

아이디어와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꺼리는 분위기

인지에 따라 지식은폐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교환이론에 의거하여, 조직

의 정당성에 대해 구성원이 인식하는 정도는 구성원들을 보다 바람직한 행동(조직시민행

동, 지식공유활동)을 유발하거나 조직에 복수하려는 행위(조직일탈행위, 지식은폐행위)로

분기되어 나타날 수 있다(Cui et al., 2016).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대인관계의 역학에 의해 지식은폐행위가 나타날 수 있

다. 구성원은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경험이나 지식을 조직 내의 다른 구성원

들과 공유할 경우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경쟁적인 우위를 상실하게 될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Bartol & Srivastava, 2002) 이러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는 상호 신뢰관계가

담보되어 있을 때만이 자신의 고유한 지식을 공유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리더의 교체는 구성원이 지각하는 대인관계의

역학을 변화시키고 이는 기존의 지식공유 및 은폐행위와 다른 행동 향상을 보일 것으로 예

측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리더의 교체와 구성원이 보이는 지식은폐행위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명제 1: 리더의 교체는 구성원의 지식 은폐 행위와 부적으로 연관될 것이다.

Ⅲ. 전임 리더와의 LMX와 리더 교체 시의 정서적 반응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 교환관계의 질은 개인의 태도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적 교환이론(Homans, 1958; Gouldner, 1960; Blau,

1964)은 상호작용을 하는 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있어, 개인이 다른 개인이나 조직과의 호

혜적 상호작용을 근간으로 신뢰의 관계를 만들고, 미래의 관계를 예측가능하게 한다고 주

장한다. Cropanzano & Mitchell(2005)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교환관계 중의

하나로 리더-구성원 교환관계(LMX)를 강조했다. LMX는 개인과 개인의 직속 상사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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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생하는 사회적 교환관계로 양자 간의 관계의 질을 의미한다(Graen & Schiemann,

1978). 직속 상사는 구성원에게 지원, 인정, 자원 등을 제공하게 되며, 구성원은 향상된

성과로 보답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상호 신뢰관계가 발생된다.

리더의 교체상황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전임 리더와 형성된 공고한 관계를 깨뜨리고 새로

운 관계를 맺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한다. 이는 구성원 개인의 입장에서 많은 노력과

함께 위험감수를 요구한다. 구성원들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 현재의 관계에 기반한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리더의 교체는 구성원에게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다가오고 이에 대

한 감정적 반응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리더의 교체 후 새로운 리더와의 신뢰관계 형성은

향후 새로운 LMX를 형성하는데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Bauer & Green, 1996).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기존리더의 교체가 그룹의 성과 및 그룹 구성원이 새로운 리더와 관

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Ballinger & Schoorman, 2007;

Gilmore & Ronchi, 1995).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는 구성원이 리더와의 관계에 대해 가지는 기대에 기초한다고

알려져 있으며(Liden, Wayne, & Stilwell,1993), 이러한 기대는 관계를 구성하는 개

인들의 기질(predisposition)(Mayer, Davis, & Schoorman, 1995; McKnight,

Cummings, & Chervany, 1998) 및 감정적인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Williams,

2001).

따라서 전임 리더와 가지고 있던 LMX는 새로운 리더를 맞이했을 때 구성원들이 느끼게

되는 감정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리더의 교체란 “사전 계획

여부와 상관없이 공식적인 조직의 리더가 변경되는 행위”를 의미한다(Gordon & Rosen

1981). 리더의 교체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대부분 정년퇴임, 자발적 이직, 은퇴, 승진, 강

등, 해고 등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교체 관련 상황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팀 내에 속한 개인 수준의 연구로 리더 교체시에 전임 리더와의 관계가 가져오

는 구성원의 정서적 반응이 새롭게 부임해 온 공식적인 리더와의 관계를 평가하는데 어떻

게 작용하고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식을 은폐하는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리더의 교체로 인해 리더가 속한 그룹에 단일한 효과를 주는 것이라는 기

존의 연구 흐름에서 벗어나(Friedman & Saul, 1991; Rowe, Cannella, Rankin, &

Gorman, 2005) 리더와 구성원 간의 개인적인 관계의 질이 각기 다른 정서적 반응 및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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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 주목한다.

실제로 리더의 교체로 인한 효과는 상황 및 환경적 요소에 의해 그룹의 성과 및 효과성

측면에서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리더의 교체로 인한 효과

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데는 리더와 구성원 간의 개별적인 LMX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가정한다.

Dansereau, Graen, and Haga(1975)가 LMX라는 개념을 소개하기 이전에는 리더

와 구성원 간의 수직적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해당 개념

이 등장한 이후로 리더는 각기 다른 스타일의 리더십 스타일을 통하여 구성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양자 간의 거래적, 심리적 교환관계

를 폭넓게 통칭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LMX의 본질은 지속되는 관계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협의하고 수행하면서 리더와 구성원간 고유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LMX는 본질적으로 그룹 구성원들이 그들의 리더들에게 가지는 관계의 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가정한다.

높은 수준의 LMX는 리더에 대한 애정, 멘토, 미래의 약속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Graen & Scandura,1987; Sparrowe & Liden, 1997). 따라서 이러한 관계에 있는

구성원들은 리더의 교체에 대해 더욱 큰 충격과 불안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 개인

이 교체되는 리더에 대해 각기 다르게 반응하는 데는 각 개인이 전임 리더와 형성하였던

LMX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어떤 구성원들은 리더와 높은 수준의 사회적 교환관계를 형성하여 자원에 대한 충분한

제공과 발전 가능성 있는 업무, 그리고 리더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로의 자유로운 접근

등이 허용되었을 수 있는(Bauer & Green, 1996; Sparrowe & Liden, 1997) 반면

또 다른 구성원들은 리더와의 사이가 보다 더 공식적이고 단조로우며 거래적 교환관계를

관계의 기저에 두고 상사 그 이상 또는 이하도 아닌 소원한 관계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많은 LMX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LMX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그 관계에

의존하여 향후에도 높은 수준의 이익에 대한 접근을 기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Dienesch & Liden, 1986; Graen & Scandura, 1987; Sparrowe & Liden,

1997). 따라서 그룹 내에서 개인은 리더의 교체라는 행위에 대해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교환관계의 수준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새로운 리더에 대한 정서적 반응 역시

다르게 발현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Pitcher et al(2000)의 연구에서는 교체된 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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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매니저와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중이 보다 더 많은 이직을 경험한다고 밝힌 바 있

다. 이들의 연구는 교체되는 리더와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 교체에 따르는 환경의

변화에 보다 더 큰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이직을 선택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LMX가 리더의 교체 시에 발생하는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 반응은 구성원의 인지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에 초점을 맞

춘다(Forgas & George, 2001; Weiss & Cropanzano, 1996).

정서적 반응은 어떤 사물이나 특정한 사건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며 그러한 감정적 상태

는 변화를 야기했던 경험의 기억에 기초하여 더욱 강화될 수 있다(Russell & Feldman

Barrett, 1999; Smith & Kirby, 2000). 이는 개인의 특질(disposition)과는 다른 개

념으로 특정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수반되는 감정적 상태를 의미한다. 감정적 상태는 특정

한 사건이 개별 구성원들이 각기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

칠 것인지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의해서도 좌우될 수 있다(Ortony, Clore, & Collins,

1988; Smith & Ellsworth, 1985).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서적 반응은 리더의

교체에 따른 개별 구성원이 느끼는 감정적인 상태의 강도의 차이와 그 방향을 의미한다.

전임 리더와의 낮은 LMX를 형성한 개인은 리더 교체 시에 긍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새로운 리더의 등장으로 인해 보다 더 새롭고 나은 관

계 형성의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회의 존재는 구성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리더에 대한 환영, 업무에 대한 열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리더의 등

장은 전임리더와의 낮은 LMX를 형성하고 있던 구성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부정적인 정서는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전임리더와의 높은 LMX를 형성하고 있던 구성원들은 기존에 유지해 온 기득권(귀중한 자

원으로의 접근, 우수한 네트워크의 활용)을 활용하는 데 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하므로 긍정

적인 정서는 감소하고 부정적인 정서는 증가하게 된다. 리더의 교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강도는 리더 교체의 예측성 여부 및 전임 리더의 교체 후 위치 등에 의해 조절된다고 하였

다. Ballinger & Schoorman(2007) 또한 특히 전임 리더가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여전

히 동일한 조직 내에 머무른다면 구성원들이 새로운 리더의 등장에 의해 느끼는 두려움과

걱정의 수준은 감소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논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명제를 도

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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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 2. 전임리더와의 LMX는 리더 교체 시에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즉, 전임

리더와 높은 수준의 LMX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교체 시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

낄 것이고 낮은 수준의 LMX를 형성하고 있던 구성원들은 교체 시에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것이다.

Ⅳ. 부하직원의 정서적 반응과 지식은폐행위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의 정서와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구성원의 인지적인 처리과

정 및 집단의 의사결정, 대인 간의 신뢰에 정서적 요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간

간과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Amabile, Barsdade, Mueller, & Staw, 2005;

Barsade, Ward, Turner, & Sonnenfeld, 2000).

정서(affect), 감정(emotion), 기분(mood)은 강도(intensity) 및 지속성 여부

(duration)에 따라 각기 개념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개인 내에서 상대적으로 변화가

없는 기질적인 특성을(trait)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시시각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특성을

(state)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각기 다르게 명명하고 있다(Russel and Barrett,

1999).

기질(trait) 또는 핵심적 정서(core affect)는 ‘주변의 영향 또는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

지 않는 일관된 경향성을 가진 개인의 느낌’인 반면, 상태적 정서(state affect), 감정 및

기분은 시간 또는 경험하는 사건에 따라 다양한 변화 양상을 나타낸다(Kelly and

Barsade, 2001; Ashforth and Humphrey, 1995). 개인의 정서적 반응을 정의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이 리더의 교체로 인해 변화하는 심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므

로 상태적 정서(state affect)적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Fredericksons(2001, 2003)은 “확장 및 구축”(broaden and build) 이론을 통해 개

인의 정서적 상태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화가 나 있는 개인은 싸우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즐거운 상태의 구

성원은 새로운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쁨(joy)과 의기양양함

(elation)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 상태(positive affect)의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험하고, 폭넓게 생각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원을 더욱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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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에 부정적인 정서 상태(affect)는 개인의 시야를 제한하여 결정적인 의사결정 상

황에 개인의 판단을 저해한다. 예를 들어, 화는 사람들을 더 공격적이고 덜 협력적으로 만

드는 경향이 있다(Allred, Mallozzi, Matsui, & Raia, 1997; Tiedens, 2001).

요약하자면, 긍정적인 정서적 상태는 구성원의 행동을 확장하고 새로운 것을 구축하려는

행동을 촉진하지만 부정적인 정서적 상태는 구성원의 수세적인(defensive) 행동을 유발한

다는 것이다. Forgas and George(1990) 또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정보처리를 통해 주

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개인의 정서적 상태는 인식(cognition)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

한 요소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상태는

개인이 지식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인지 아니면 은폐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영

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자신만이 가진 고유한 정보의 공유는 신뢰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을 고려해볼 때(Phillips & Loyd, 2006), 긍정적 정서를 느끼고 있는 구성원들은 적극

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려고 할 것이고, 반대로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있는 구성원

들은 정보를 감추려고 할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사람들은 행복하고 흥분하면 좀 더 사교

적이 되는 경향이 있지만(Waugh & Fredrickson, 2006), 화가 나거나 좌절할 때는 좀

더 적대적이고 공격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Tiedens, 2001). 이는 지식 공유의 요청과 거

절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리더의 교체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

하는 구성원들은 새로운 리더에 대해 좀 더 적대적인 경향을 보일 확률이 높고, 구성원들

이 가진 지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숨기려는 의도를 가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명제 3. 구성원의 정서적 상태는 구성원의 지식공유 및 은폐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많은 LMX 연구에서 이론적 틀로 활용되고 있는 AET(Affective Events Theory)또한

정서적 반응을 야기할 만한 특정 사건에 직면했을 때 구성원이 가지는 정서적 상태가 구성

원의 태도나 행동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고 주장하며 동일선상에서 부정적 정서를 가진 구

성원의 지식 은폐행위를 예측하고 있다(Weiss and Cropanzano, 1996). AET는 특정

사건(리더의 교체)에 대한 개인의 감정적 변화를 포착하고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반생산적

과업 활동의 일종인 지식 은폐 행위로 연계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이론적 툴이다

(Dimotakis, Scott, & Koopman, 2011). AET에 따르면, 업무 중에 경험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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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은 구성원의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Weiss

and Cropanzano, 1996). 이러한 정서적 반응은 연쇄적으로 구성원들의 행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Niklas & Dormann, 2005; Ilies,

Scott & Judge., 2006).

AET가 구성원이 업무 중에 경험하는 사건에 수반되는 정서적 반응 및 행동에 대한 메커

니즘을 설명한다면 Spector and Fox(2002)의 감정중심 모델(emotion-centered

model)은 업무 중에 경험하는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구성원의 자발적인 행위―특히, 반

생산적 행동―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감정중심 모델에 따르면 근무 환경

또는 사건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인 평가는 긍정적인 정서로 연계되고 이는 구성원의 자발

적이고 적극적인 유형의(approach type) 행동을 장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한다. 이와

는 대조적으로 근무 환경 또는 사건에 대해 위협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로 인해 비롯되는 부

정적인 정서들은 회피적 유형의(avoid-type) 행동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Bies &

Tripp, 2002). 즉, 근무 환경 또는 사건 등의 스트레스 요인과 부정적 정서는 각각 구성

원의 회피적, 적대적인 행동, 반생산적 과업활동의 선행요인이며 실증 연구 결과 또한 환

경적 스트레스 요인과 반생산적 과업활동과의 관계에서 부정적 감정의 매개 변인 기능을

지지해왔다(Penney & Spector, 2005; Yang & Diefendorff, 2009). 이를 토대로 다

음과 같은 예측이 가능하다.

명제 3-1. 리더의 교체로 인한 구성원의 부정적 정서는 전임리더와의 LMX와 지식은

폐행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Ⅴ. 조절변수로서의 Identification(리더 동일시, 조직 동일시)

본 연구는 리더교체 시 구성원의 정서적인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구성원이 어떤 대상에

대해 보다 더 애착(attachment)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Shapiro et al, 2016).

우선 리더로부터 지원과 보호를 받는 구성원들은 리더 개인과의 동일시를 통해 ‘일체감

(oneness)’을 발전시킨다고 알려져 있다(Ashforth & Mael, 1989). 이렇게 형성된 리



김 희 경  183

더와의 일체감은 리더의 교체 시보다 더 큰 상실감과 좌절을 경험하게 한다.

Kark, Shamir, and Chen(2003)는 ‘개인적인 동일시(personal identification)’ 과

정을 통해 높은 LMX의 질을 경험하는 구성원들에게 리더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

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높은 LMX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구성원들은 리더에 대한 관점이 목적을 위한 수

단으로서의 업무 관계에서 벗어나 존재로서 의미가 있는 개인적인 관계로 이동하게 되고

리더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되고 신뢰하게 된다(Ferris et al., 2009; Kahn,

2001, 2007).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성원은 리더를 자신의 일부(sense of self)로 동일

시하게 된다(Chen et al., 2006).

따라서 리더와의 높은 일체성을 느끼고 구성원은 리더의 교체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정체성의 상실(identity loss)까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Pratt, 1998).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명제를 도출할 수 있다.

명제 4. 전임 리더와 경험한 LMX와 구성원이 리더 교체로 인해 경험하는 정서적 반

응간의 관계는 구성원의 전임 리더 동일시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즉, 구성원이 전임

리더에 대해 동일시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전임 리더와 경험한 LMX와 리더 교체가 가

져오는 정서적 반응 간의 부정적 관계는 강화될 것이다.

한편, identity 이론에서는 개인이 하나의 정체성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에서 다수의 identity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Pratt &

Foreman, 2000). 즉, 리더에 대한 강한 동일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직의 다른 대상에

게도 강한 동일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LMX 관련 연구에서는 높은 LMX의 질은 리더

의 동일시뿐만 아니라 조직에의 동일시도 함께 제고한다고 알려져 있다(DeConinck,

2011).

조직 동일시란 구성원이 조직과의 일체감을 통해 조직이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Ashforth & Mael, 1989). 조직 동일시를 느끼는 경우, 구성원은 조직에 대한

상대방의 비난을 자신의 인격에 대한 모독으로 느껴 방어하게 된다(Pratt, 1998).

높은 수준의 LMX 질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의 목적과 개인의 목적을 일치하게 해주

어 조직과 구성원의 동일시를 더욱 촉진하게 한다(Sluss & Ashforth, 2007). 또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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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리더를 조직의 대변자(agent)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그들이 리더로부터 받

은 지원과 격려 등을 조직의 지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Eisenberger et

al., 2010).

그러나 높은 수준의 조직 동일시는 조직의 영속성과 발전에 대한 열망이 큰 것을 의미하

기 때문에 리더의 교체에 대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높은 수준

의 조직 동일시는 교체하는 리더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다 넓은 스펙트럼에서 다양한 정체

성을 형성했을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리더의 교체로 인한 상실감을 감소시킬 수 있으

리라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명제를 도출할 수 있다.

명제5. 전임 리더와 경험한 LMX와 구성원이 리더 교체로 인해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

간의 관계는 구성원의 조직 동일시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즉, 구성원이 소속된 조직

에 대해 동일시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전임 리더와 경험한 LMX와 리더 교체가 가져오

는 정서적 반응 간의 부정적 관계는 약화될 것이다.

Ⅵ.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의 가장 큰 기여로는 기존의 지식은폐행위가 구성원 간의 역학관계에 의해 비롯

된다고 보고 있으면서도 구성원 간의 역학관계의 변화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

을 반영하여 실제로 리더가 교체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구성원의 지식은폐행위의

메커니즘을 밝혔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는 AET 이론을 활용하여 리더의 교체를 통해

경험하는 구성원의 감정적 변화가 단지 단기간의 정서적 반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

성원이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자신의 지식을 은폐하는 행동을 추동하는 매개과정을

보였다.

또한 구성원이 어떤 대상에 대해 동일시하는지 여부에 따라 리더의 교체에 따른 구성원

의 감정적 반응이 조절됨을 살펴봄으로써 리더와 구성원 간의 교환관계를 맺을 때, 조직과

의 동일시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리더의 교체로 인한 구성원의 정서적 반응이 지식은폐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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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지에 대한 이론적 메커니즘은 제시하고 있지만 실증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

가 있다.

향후 다양한 이론적 근거를 통해 도출된 구성원의 정서적 반응에 대한 논의를 입증할 필

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전임리더와의 LMX가 지식은폐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의 전반적

인 방향성은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식은폐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바보처럼 굴기

(Playing dumb), 회피하며 은폐하기(Evasive hiding), 합리화하며 은폐하기

(rationalized hiding) 각각의 하위분면에 미치는 세부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제시하

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차원

의 지식은폐행위가 더 현저하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의 구성원 간의

관계를 의제한 지식은폐행위가 리더와 구성원간의 지식은폐행위에도 동일한 타당성을 가

지고 있을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반생

산적 지식활동의 일종으로서 지식은폐행위를 주로 논의하고 있으나 지식 축적, 지식 보류

등 다양한 반생산적 지식활동에 미치는 영향 및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리더의 교체가 유발하는 감정적 반응의 결과변수로서 지식은폐행위를 논

의하고 있는데 지식은폐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리더와의 LMX 및 조직에 미치는 파

급력 등 리더와 구성원간 발생하는 지식은폐행위의 결과변수에 관련한 연구도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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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knowledge hiding by members in

situations in which leaders are frequently replaced within an organization. The

AET theory was used to examine mechanisms for knowledge hiding behaviors.

which are anti-terrestrial knowledge acts, and which result in an emotional

response to members remaining to replace leaders. We also expanded our

understanding of knowledge hiding behavior by revealing a mediating role of

subordinates’ affect reaction from LMX with prior leader and Knowledge hiding

behavior. I further suggest that these effects are contingent on types of

identification, in such a way that leader identification exacerbate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level of LMX with prior leader and negative affective

reaction;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llev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level of LMX with prior leader and negative affective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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