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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육 교 육 과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독립성과 자율성은 다른 공공기관과 차별화되는 공공스포츠조직만의

특징이다. 최근 공공스포츠조직은 정치로부터의 분리를 위해 자체 혁신

안을 마련 중이다. 혁신을 위해서는 조직 내부에서의 지식 축적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 직원들 사이의 지식공유 동기에 관한 연구는 필수적이

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공유 동기에 관한 기존의 이분법적 차원의 관점

(내재적, 외적)에서 벗어나 자기결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

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지식공유 외에 질적으로 더 우수한

경험 중심의 암묵적 지식공유 및 지식공유와 관련 있는 지식보류 행위의

동기를 통합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스포츠조직에 재직 중

인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자기결정성 동기,

지식공유, 암묵적 지식공유 및 지식보류 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총 211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3.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진행하였으며, AMOS

21.0을 활용하여 타당도 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또 가설

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구조방정식 경로계수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적 동기는 업무회의에서의 지

식공유를 가장 잘 예측한다. 반면, 내사 동기는 지식공유와 부적의 관계

를 나타낸다. 둘째, 동일시 동기는 암묵적 지식공유를 가장 잘 예측한다.

또, 자율적 동기유형이 통제적 동기유형보다 암묵적 지식공유를 더 잘

예측한다. 셋째, 동일시 동기는 지식보류와 부적의 관계를 나타낸다. 또,

외적 지식공유 동기는 지식공유행위와 관계가 없지만, 지식보류와는 정

적 관계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이분법적 동기의 접근에서 벗어나, 자기결정성 이론

의 동기유형을 바탕으로 폭넓게 지식공유 동기를 탐색하였다는 점에 의

의가 있다. 이를 통해 지식공유 및 이와 연관된 암묵적 지식공유 및 지

식보류가 동기유형에 따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밝혀냈으며, 업무

환경에서 동일시 동기의 중요성에 대해 발견하였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어 : 자기결정성 이론, 공공스포츠조직, 지식공유, 암묵적 지식공유,

지식보류

학 번 : 2018-2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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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최근 공공스포츠조직은 주요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책임성 강조와

이해관계 증가, 시론적 요구 등이 바로 그 바탕에 있다. 먼저, 공공스포

츠조직과 관련한 제도와 규모의 증가는 책임성 강조를 요구하고 있다.

공공스포츠조직이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정부는 이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공스포츠조직을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이해관계 증가이다. 공공스포츠조직에 기회와 자원이

많이 집중되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충돌로 인한 문제 야기 가능성

이 큰 상황이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스포츠

분야 재정 규모를 보더라도 위의 상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8,403억 원이었던 스포츠 분야 재정 규모가 2017년에는 15,021억

원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시론적 요구이다. 최근 공공

스포츠조직은 급격한 변화 시기로서 통폐합 등이 단행됨에 따라 제도적

인 부분과 조직운영 및 관리 측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법·제도적인

부분과 관련 담론(김영문, 2016; 김용섭, 2010)에 관심이 높고 사회 전반

적으로 조직운영 관리에서 외부 영향력(박상현, 2015; 박상현, 권순용,

2016) 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 이를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박상현, 2019).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공스포츠조직은 혁신을 위한 자율적이고 독립

적인 방안들을 모색 중이다. 2019년 2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스포츠 혁신위를 출범하여 대한체육회에

7차까지 권고를 시행하였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크게 반발하며 2019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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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일 출범한 혁신위원회를 바탕으로, 9월 2일, 자체 스포츠시스템 혁

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또, 2018년 12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

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체육 단체에 대한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차단된다.

이러한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추구는 공공스포츠기관만의 특징이

다. 박상현(2019)에 따르면, 독립성과 자율성은 다른 공공기관과 차별화

되는 공공스포츠조직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는 ‘스포츠’만이

지닌 독립성과 자율성 때문이다. 그래서 공공스포츠기관은 조직환경의

측면에서 타 공공조직보다 상대적으로 자율적·독립적 활동에 대한 보장

이 필요하다. 또, 이에 따라 조직성과 및 환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원활

할 수 있다.

공공조직의 혁신 활동이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축적

이 필요하다(임효창, 2017). 즉, 위 공공스포츠조직의 주요 현안과 변화,

그리고 공공스포츠조직만의 특징은 조직 내 지식공유 필요성에 관한 측

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책임성 강조, 이해관계 증가, 시론적 요구

등의 공공스포츠조직 주요 현안과 변화는 공통으로 조직 내 직원들 간의

지식공유를 전제로 한 혁신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혁신적

환경변화에서 지식공유는 조직운영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주요한 자원이

되었다.

경영혁신을 위해 소기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혁신 실행 과정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새로운 지식의 전파와 행위 체계로의 통합(일상화)

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경영혁신 활동은 새로운

지식을 의식적(계획적)으로 조직 내에 전파하는 것으로 재해석될 수 있

으며, 이는 새로운 지식의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경영혁신의 성

과 여하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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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요인이 조직 내 지식 전파를 촉진 또는 제약시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경영혁신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라 할 수 있다(신원무, 1999).

지식은 기업의 가치창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핵심자원으로써 기

업의 경쟁력은 자산관리능력에 좌우된다고 Grant (1991)는 주장하였다.

그리고 많은 기업이 지식을 개발, 창출하고, 관리하며, 공유하는 지식경

영시스템(KMA: Knowledge Management System) 등을 도입하여 이의

활용을 통한 기업 성과달성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발맞춰 조직 구성원도 각자 지식과 보편적 혹은 전문적 도구

를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직은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 부응

할 수 있는 각종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많은 지식을 축

적하고 이를 활용하여 각자의 업무역량 극대화를 통한 성과달성의 순환

계에서 가장 핵심적 위치로서 지식 데이터의 활용은 매우 중요한 성공요

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손정미, 2019).

지식의 활용은 지식의 개발자, 창출자이자 활용자인 구성원의 적극적

인 지지와 협력에 의해 그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축적된 지

식의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 개발, 창출하는 지식의 양과 더

불어 구성원들 간에 지식의 공유와 활용이 얼마나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가이다. 지식공유는 지식을 객체 및 자산으로 관리하는 활동으로서, 조직

으로 하여금 경쟁우위의 선점과 변화하는 고객의 욕구충족을 위한 기업

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기회를 창출하게 한다(이정호 등, 2006; Beckham,

1997). 그러므로 구성원 개개인이 개발, 획득, 축적한 지식을 구성원 모

두가 공유할 경우, 지식활용의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수행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유지식의 증가는 개인차원에서

일과 관련한 주관적 자신감을 강화하고 과업의 달성에 대한 의욕의 강화

로 이어져 과업을 수행하는 정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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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창출하기 위한 일에 대한 몰입의 정도와 강도는 공유된 지식과 매우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손정미, 2019).

요약하면, 지식공유는 공공스포츠조직의 지식경영 및 혁신에 있어 필

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조직은 집단적인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현명

한 직원들이 공유하는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지식공유는 조직 관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행위이다(Cabrera &

Cabrera, 2005; Ipe, 2003). 하지만 지식공유는 개인에게 딜레마이기도 하

다.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는 행위는 조직 내에서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지만 모든 상황에서 공유는 합리적인 게 아닐 수 있다(Milne, 2007;

Riege, 2005). 지식공유는 신중함이 요구되며, 지식이 더 암묵적일수록,

개인의 관점에서는 의미 있어 보이지만 조직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행위

를 직원이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Wang, 2004). 이는 지식기반 업무 환

경에서 개인이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혹은 보류하기 위해 어떻게 동기

를 유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이 드러난다.



- 5 -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이 변함에 따라 구성원 개인차원의 심리적 상태

변화를 파악하는 의미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즉 개인차원의 미시적 행

위에 대한 세분화된 심리적 요소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체육계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위한 혁신의 변

화 소용돌이 속에서 조직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변혁이 요

구되며 그 실행 주체인 구성원의 역량, 태도, 행동에 주목해야 한다. 조

직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개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인차

원의 다양한 개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직은 능력 있는

구성원의 확보와 구성원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지식적으로 동기부여 하여

조직에 생산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기여를 하도록 구성원을 촉진하는 요

소가 무엇인지 찾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손정미, 2019)

이런 차원에서 동기는 행위를 발생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전

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다양성을 지닌다고 여겼다. 그래서

행위를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관점으로 보았다(Gagné & Deci, 2005). 하

지만 동기는 질적 차원에서 다양성을 지닐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강한

정도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무가 힘들

고 생산성이 양 대신 질적으로 결정되는 지식기반 업무에서는 특히 질적

차원의 동기가 중요하다.

많은 선행연구는(Jeon et al., 2011; Kankanhalli et al., 2005; Lin,

2007a) 질적 차원의 동기를 수용하지만, 오직 내적, 외재적 차원에서만

분류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더 세부적인 접근을 통해 전통적인 이

분법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범위를 내포하는 조절 동기 (동기의

질적 차원)를 활용한다(Deci & Ryan, 2000). 그리고 이와 같은 동기유형

들은 각자 지식공유에 다른 영향력을 미친다(Gagné, 2009). 이는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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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분야의 실무적 차원에 의의가 있다.

더하여 해당 연구에서 Ford와 Staples (2008)과 마찬가지로 지식공유

는 지식보류와 분리된 행위이지만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또,

지식공유 동기가 지식보류에도 반영된다는 바를 주장한다. 지식보류를

해당 연구에 포함함으로써, Witherspoon 등(2013)이 주장한 바를 다시

상기시켜낸다. 그는 지식공유 동기에 관한 메타분석을 통해 지식보류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했으며 이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다른 산업분야에서 지식경영이 도입되고 보편화하였음에도 스

포츠조직의 지식경영 및 구성원의 지식공유와 관련된 연구가 미비한 실

정이다. 특히 공공스포츠조직과 같은 비영리적 조직은 부가가치를 창출

하려는 경영보다 행정을 하기 때문에 지식경영 활동, 그리고 지식경영에

서의 핵심적인 요인인 지식공유를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보

인다(지정숙, 김수잔, 2014). 선행연구를 통해 지식공유가 혁신 행동을 유

발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김경재, 정범구, 2008; Damanpour, 1991;, Lin,

2007b). 구체적인 연구결과로 조직 내 구성원 또는 집단 간에 서로 잘

협력이 되고 정보가 잘 공유된다면 혁신 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소와 일반기업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높아지는 지적 창조사회

에 부족했던 공공스포츠조직의 지식경영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직원들

이 지식공유를 하는 동기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변화의 시기에

놓여있는 공공스포츠조직이 지식경영을 통해 구성원들의 지식을 바탕으

로 올바른 혁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 선행연구에서

부족했던 질적 차원의 동기를 더 잘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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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지식경영의 필수적인 요소인 직원들 사이의 지식공유 활성화를 위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내적, 외재적 차원의

이분법적 요소로만 질적 차원의 동기를 분석해왔기에 한계가 존재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분법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자기결정성동기

(SDT)를 바탕으로 지식공유의 동기를 더 폭넓게 바라보고자 한다. 특히,

업무 환경과 같은 힘들고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맥락 속에서는 기존 내

적 동기(즐거움, 흥미 및 도전적 등)보다는 다른 동기가 요구될 가능성이

크다. 또, 질적으로 더 우수한 암묵적 지식공유의 동기를 파악하고 지식

공유 동기가 지식보류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려고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공공스포츠조직 직원들의 질적 차원의 동기가 어떻게 지식공유

를 예측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공공스포츠조직 직원들의 질적 차원의 동기가 어떻게 질적으로

우수한 지식공유를 예측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공공스포츠조직 직원들의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질적 차원의

동기가 지식보류와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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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지식공유

1.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

지식경영에서는 직원 개개인의 지식을 조직적인 차원에서 보관하고

이를 또 지적인, 수준 높은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측면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는 게 지식경영

의 대다수 업무 내용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공적인 지식경영을 위해

서는 직원들이 이 과정에 실제로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사

실은 명확해졌다(Cabera et al., 2006; Wang & Noe, 2010). 어떤 학자들

은 지식경영의 목적인 가치 생산이 직원들 간 업무와 관련된 지식이 공

유되었을 때만 달성될 수 있다고 말한다(Nonoka & Takeuchi, 1995), 그

리고 지식이 조직 내에 저장될 수 있다고 해도, 진실로 가치 있는 경험

중심의 암묵적 지식은 얻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는 상호교류를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다. 지식경영의 성공은 지식공유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Wang & Noe, 2010). 지식공유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이상적인 지식 교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행위의 종

류, 두 가지를 고려하는 선에서 다양한 행위 및 맥락을 수반한다. Grant

(1996)의 기업에 대한 지식 관련 이론에 따르면 이상적인 기업의 지식

통합을 위해서는 협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규칙, 루틴

및 의미 있는 업무패턴의 구성을 따라야 하는 단순한 업무과정에서는 효

율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해결과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따를 때는 더 의미 있는 교류가 개인 간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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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로 업무회의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이는 또 큰 비용이 따른다.

해당 연구에서는 업무회의에서 발생하는 지식공유를 살핀다. 구체적

으로 업무 내 회의에서 개인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싶은 의지, 개인의

관점과 문제에 따른 해결방식을 제시하는 행위를 살피고자 한다. 업무에

서는 중요한 업무회의가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

려면 직원들이 실제로 적극적으로 지식공유 행위에 참여해야 한다.

2. 암묵적 지식 (Tacit Knowledge)

Nonaka (1995)는 지식을 인식론적 관점에서 형식지와 암묵지로 구분

하였다. 형식지는 글이나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지식으로 특정 분야에

의존하지 않는 개념, 이론, 데이터, 공식 매뉴얼 등의 형태로 다른 사람

과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이다. 암묵지는 개인이 사물을 보는 방법, 관점

등으로 언어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는 주관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이다.

이는 개인, 집단, 조직의 각 차원에서 개인의 경험, 이미지 혹은 숙련된

기능, 조직문화, 풍토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지식이다. 구체적으로,

Polanyi (1966)는 암묵적 지식이 자연발생적인 것이고, 자신에게 특별한

가치를 가지며, 다른 사람들의 별 도움 없이 습득되는 것이라고 말하였

다.

암묵적 지식에는 3가지의 특성이 있다. 암묵적 지식의 구조, 사용조건

및 취득되는 조건으로 첫째, 암묵적 지식은 실제로 절차적이라는 것이다.

절차적 지식은 특별한 용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지식을 말한

다. 일반적으로 의식적인 자기성찰에서는 쉽게 잡히지 않는 것으로 보통

은 자기 자신도 그런 지식이 있는지도 모르거나 그런 지식을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암묵적 지식은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목표의

달성과 관련이 있다. 즉 그 목표가 더 소중히 평가되고 지식이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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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직접적으로 뒷받침할수록 암묵적 지식은 더 유용하다. 셋째로, 암묵적

지식은 다른 사람의 별 도움 없이 습득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환경적

지원이 최소인 상태, 즉 자신에 의해서 습득이 된다(Sternberg, 1995). 이

를 바탕으로 암묵적 지식공유는 일반 지식공유보다 더 질적으로 우수한

행위라고 규명할 수 있다.

3. 지식보류 (Knowledge Withholding)

지식보류는 조직 구성원들이 지식공유 과정에서 온전하게 지식을 공

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 또는 행동을 나타낸다(Lin & Huang, 2010;

Tsay et al., 2014; Wang et al., 2014). 즉 전력을 다해 지식을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구성원 개인의 행동과 의도를 뜻한다(Tsay et al., 2014)

Kidwell과 Bennett (1993)에 따르면 보류(withholding)는 업무를 위한 모

든 가능한 활동에 전념하지 않는 개인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고의적

이거나 혹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 지식보류의 원인에 주목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Lin &

Huang, 2010; Peng, 2013; Wang et al., 2014).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구

성원들은 강한 개인적인 동기가 없어도 타인에게 중요하거나 가치 있는

지식을 공유하지 않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식공유가 상대

방으로부터 다시 화답 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지식공유를 더욱 강

하게 거부한다(Lin & Huang, 2010; Yang, 2004). Kidwell과 Bennett

(1993)은 타인의 이기주의와 구성원들의 사회적 태만 및 무임승차로 지

식보류가 일어난다고 하였으며, 지식공유 의도가 높은 사람들일지라도

자신에게 중요한 지식은 의도적으로 숨길 수 있다(Peng, 2013; Tsay et

al., 2014). 구성원들의 지식보류 행동은 개인을 포함하여 집단과 동료들

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식을 숨기는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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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창의성을 떨어뜨리며 숨기는 행동을 지각한 동료의 불신이 더해

질 때 창의성은 더욱 감소하게 된다(Černe et al., 2014). 최근 Ford와

Staples (2008)는 지식공유가 지식보류와 분리된 행위이지만 연관이 있

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또, 지식공유 동기가 지식보류에도 반영된다는 바

를 주장한다. 지식보류를 해당 연구에 포함함으로써, Witherspoon 등

(2013)이 주장한 바를 다시 상기시켜낸다.

제 2 절 지식공유 동기의 질적 차원

Weinstein과 Cody (2014)에 따르면 동기 과정은 인간의 행동을 작동

시키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는 행

위를 복돋우며 업무참여를 증가 및 발생시키며, 행위가 특정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해준다고 하였다. Reeve (2005)가 말하기

를 이와 같은 과정은 개인 및 환경에 영향을 받아 발생한다고 한다. 전

통적으로, 동기는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서만 달라진다고 했었다. 하지만

여러 주장들에 따르면 동기는 질적으로도 달라진다고 한다(Gagné &

Deci, 2005). 이는 주로 내재적 및 외적 동기로 분류된다. Amabile

(1993)에 따르면, “각 개인은 즐거움, 흥미, 호기심에 대한 만족, 자기표

현, 그리고 업무에서의 개인적 도전에서 내적으로 동기가 부여된다”. 그

리고 그들은 “업무 자체와 분리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업무에

참여할 때 외적으로 동기가 부여된다”(Oudeyer & Kaplan, 2007).

대다수의 지식공유 동기에 관한 연구는 위와 같이 이분법적으로 진행

도나. 일반적으로, 이에 관한 연구들은 외적 동기들을 보상, 상호 간, 그

리고 평판 관련 혜택으로, 내적 동기들은 대부분 공유하는 데 있어서의

즐거움, 도움을 주는 것 혹은 둘 다로 분류하고 있다(Kankanhalli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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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Lin, 2007a; Wu & Zhu, 2012). 내적 동기는 때로 이타심으로 대체

되기도 하며(Chang & Chuang, 2011), 어떤 연구들에 따르면 지식공유

자기효능감은 내적 동기의 한 요소로 다뤄지기도 한다. 다양한 동기와

이들이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의 결과에 따르

면 이들은 모두 혼합되어 있다. 하지만 여러 연구가 주장하기를 내적 동

기는 외적 동기보다 지식공유를 더 잘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Chennamaneni et al., 2011; Jeon et al., 2011; Kankanhali et al., 2005).

또 어떤 연구들은 물질적인 인센티브가 지식공유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

을 전제하며 진행된다. 다른 연구자들은 어떤 게 효과적이라는 관점보다

는 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의 문제라고 주장을 한다(Bartol &

Srivastava, 2002; Milne, 2007; Siemsnet al., 2007). Chang과 Chuang

(2011)는 지식공유의 양과 질을 구별하였으며, 믿음과 동일시가 질적인

측면에서 중요했으며 상호 기대치가 지식공유의 양적인 측면에서 중요하

다고 주장하였다.

연구들에서 제시되는 일반적인 결론들은 모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연구에서 제시되는 지식공유에 대한 개념은 다양한 방식

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때로 지식공유는 광범위하게 정의되었으며 (지

식 혹은 공유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설명도 없이) 때로는 지식의 종류

및 어떻게 공유되는지에 대해 정확히 설명되었다. 또, 많은 연구는 기술

로 매개된 지식공유 활동에 대해 지식공유 동기를 탐구하고 있다

(Chang & Chuang, 2011; Chiu et al., 2006; Kankanhalli et al., 2005),

그리고 이는 대면 교류와 분리돼서 이해되어야 한다(Chennamaneni et

al., 2011; Foss et al., 2009; Hung et al., 2011). 지식공유에 관한 결과를

축적해 나갈 때, 각 연구들의 차이를 분명히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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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기결정성동기

[그림 2-1]

자기결정성이론에서 제시하는 동기 유형 (Ryan & Deci, 2000a)

자기결정성동기(SDT)는 질적인 차원의 동기에 대해 기존의 이분법

적인 관점을 넘어선다. 이는 인간의 동기에 대해 확립된 이론이며 이미

30년 전에 Ryan과 Deci (2000b)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발전되었다. 자기

결정성동기에 내재되어 있는 전제는 개인이 선천적이고 활발하며 성장욕

구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도전적인 상황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다고 한

다(Ryan & Deci, 2002). 다른 말로, 자기결정성동기(SDT)가 주장하기를

사람들은 건설적이고 협력적이 되고 싶은 마음이 내재 돼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경향은 사람들이 행위를 하도록 독려하거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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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생한다. 자기결정성동기(SDT)에 따르면

효과적인 인간의 기능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심리적 욕구 세 가지

를 충족시켰을 때 발생한다고 한다. 이는 최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개인

은 효과적이고 능력이 있다고 느껴야 하며, 사회적으로 안전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돼 있다고 믿으며, 마지막으로 개인은 일정한 권리 및 의

지가 있다고 믿어야 한다. 위와 같은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사회적 맥락

은 자기결정성 행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Gagné & Deci, 2005; Ryan &

Deci, 2000a, 2000b).

자기결정성동기(SDT) (Deci & Ryan, 2000; Ryan & Deci, 2000b)에

서 주장하기를 동기는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무

동기로 이는 행위에 대해 동기가 없는 상태를 나타낸다. 두 번째로 내적

동기는 자신을 위한 행위에 대한 흥미 및 재미로 규정할 수 있다. 세 번

째로 외재적 동기는 행위는 외재적인 활동 이외의 다른 이유로 인해 발

생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외재적 동기”는 하나의 질적 동기로 볼 수 없

고 네 개의 다른 조절요인의 하위 구성요소로 나누어진다고 한다(Deci

& Ryan, 2000; Gagné & Deci, 2005; Ryan & Deci, 2000a).

<그림 2-1>은 세 가지 종류의 동기, 그리고 외재적 동기의 하위 세

종류의 동기를 나타낸다. 행위가 외재적 보상(예를 들어 인센티브, 승진,

명성 혹은 상호 간의 혜택, 칭찬 등) 혹은 비난과 같은 원하지 않은 무

언가를 피하기 원할 때 외적으로 동기가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Deci &

Ryan, 2000; Ryan & Deci, 2000b). 기존 연구에서 다루었던 외재적 동기

가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내사 동기는 행위가 내부의 보상 혹

은 처벌 때문에 발생한다. 이는 내재적으로 자기 가치와 연관된 부담, 죄

책감으로부터의 해방, 부끄러움, 및 자부심 때문에 발생한다. 외재적 동

기에서 자율적 유형들은 행위의 목표를 얼마나 내재화 있는지, 그 정도

에 따라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내재화는 개인이 목표의 중요성을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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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 외부적으로 자극받은 행위가 내재적으로 지지 됐을 때를 나타

낸다. 그러면 특정 행위는 행위와 외적인 이유로 발생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유는 물질적 혹은 사회적 혜택, 자기 가치와 연관된 혜택을 반영

하지 않는다. 대신, 행위에 대한 중요성을 드리울 수 있는 진실로 가치

있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이유로 발생한다. 동일시 동기는 행위의 목표와

가치에 강하게 동일시 되었을 때 나타난다. 반면 통합된 동기는 목표가

강하게 내재화돼서 개인의 가치 시스템과 나란히 했을 때를 나타낸다.

자율적 동기는 동일시, 통합된, 그리고 내적 동기 모두를 포함한다. 반면

내사, 외적 동기는 통제된 동기를 구성한다(Deci & Ryan, 2000; Ryan &

Deci, 2002, 2000b).

자기결정성동기(SDT)의 개념화에 따라 말할 수 있는 게, 자기결정성

동기(SDT)를 이론적인 틀로 사용하는 대다수의 지식공유 연구는 최근까

지 내적, 외재적 동기로 이루어졌다(Wang & Hou, 2015; Wang et al.,

2015; Welschen et al., 2012). 오직 소수의 연구가 자기결정성동기(SDT)

에 따라 조절적 동기를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Foss 등(2009)과

Reinholt 등(2011)은 자기결정성동기(SDT)에서 자율적 동기가 지식공유

를 예측하는 데 있어 상당히 높았다고 증명하였다.

자기결정성동기(SDT)를 바탕으로 해당 연구는 질적인 차원의 동기에

대해 더 세세한 접근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다. 첫째로, 행위는 일반적

으로 내포하고 있는 내적 동기에 의해 발생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일이

업무 환경에서 항상, 혹은 자주 발생하리라 예측하기는 비합리적이다. 모

든 업무를 도전적이고 흥미롭고 즐겁게 만들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경영

과제이다. 또한, 무엇이 즐겁고 흥미롭다는 데에는 개인들 간 상당한 차

이가 있을 것이다. 즉, 일이 힘들고 큰 노력이 요구될 때 내적으로 동기

를 유발하는 것 대신 어떻게 효과적으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지 이해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둘째로, 인지적 프로세스가 요구되는 복잡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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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서 질적인 동기는 질적인 업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Amabile,

1993; Gagné & Deci, 2005). 이는 지식 위주 업무 환경에서 질적 차원의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세 번째로, 행위는 동시다발적으로 몇 개의

동기들로 발생한다(Chemolli & Gagné, 2014; Vansteenkist et al., 2009).

하지만 같은 영향력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실제 행위가 발

생할 때 질적 차원에서 동기들의 다른 영향을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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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공공스포츠조직에 재직하는 직원들이 자기결정성동기

(SDT)에 따라 어떻게 정도에 따른 지식공유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예

측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 <그림 2-2>와 같은 연구 모형을 설

정하였다.

[그림 2-2]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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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Cheolli와 Gagné (2014)는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자기결정성이론

(SDT)의 동기 유형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즉, 질적으

로 다른 동기유형들을 각기 다른 조절 동기로 다룰 수 있게 되며 이들이

어떻게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Chemolli &

Gagné, 2014; Gagné, et al., 2014). 비슷하게, Burton 등(2006)은 내적 동

기와 동일시 동기가 상호보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런데도 그들은 뚜렷이 다르며 행위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다. 해당 연구는 내적, 동일시, 내사, 외적 동기를 구별하고

있다. 통합된 동기는 동일시 동기와 구분하기 어려웠으며, 이는 자기결정

성 동기 위주의 일 동기에서도 제외되었다(Gagné, et al., 2014).

어떤 질적 동기가 행위를 가장 잘 예측하는가는 행위의 정도에 달려

있다(Loiser & Koestner, 1999). 업무 환경에서 중요한 지식공유 행위를

확인하고 위와 같은 세부적인 상황 속에서 동기를 공부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 해당 연구는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 암묵적 지식공유(질적으로

높은 지식공유 대용물), 그리고 지식보류에 집중한다. 지식기반 조직에서

업무회의는 흔한 업무 형태이다. 문제해결,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 그

리고 계획 및 프로젝트 합의 등을 위해 전문가들의 투입이 필요하다.

Grant (1996)의 연구에 따르면, 업무회의는 지식공유를 위한 중요한 토

론의 장이며, 경험을 통해 획득한 지식이 대면 상호작용(face to face

inteaction)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지식공

유를 명확한 행위로 규정하였다 (e.g. 나는 내 아이디어와 생각을 표출한

다, 나는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etc), 그리고 이는 일반적인 지식공

유 측정도구들이 지니고 있던 애매성을 극복하게 한다(Stenius et al.,

2015). 암묵적 지식공유는 질적으로 높은 지식공유의 대용물로서 측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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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더하여, 지식공유는 복잡한 행위로, 자주 지식보류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Ford와 Staples (2008)가 진행한 질적 연구

에서 나타났다. 그들은 지식공유와 지식보류는 다르지만 관계가 있는 행

위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므로 해당 연구는 양적 연구로 지식공유 동기

가 지식보류에도 연관이 되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1) 자기결정성 동기유형이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

향

다양한 범위의 동기는 행동을 유발할 수 있어서(Vansteenkiste et al.,

2009), 모든 질적 동기들은 지식공유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

는 수고스러운 행위이다. 그래서 선행연구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동일시

동기가 위 행위의 성격상 중요하게 드러난다(Burton et al., 2006;

Koestner & Losier, 2002). 다시 말해서,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는 즐

거운 경험에 대한 기대(내적 동기), 자아존중 염려(내사 동기), 그리고 사

회적, 도구적 혜택 (외적 동기)보다 중요성에 대한 인지(동일시 동기) 때

문에 행위가 발생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스포츠조직 직원들의 ‘동일시 동기’가 업무회의에서의 지

식공유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

으로 다음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1. 동일시 동기가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를 가장 잘 예측할 것이

다.



- 20 -

2) 자기결정성 동기유형이 암묵적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

‘자율적 동기유형’은 더 나은 결과(Amabile, 1993) 및 질적으로 더 나

은 행위와 관련이 있다(Grant et al., 2011). 지식공유에 따르면, 암묵적

지식공유가 더 질적으로 나은 지식공유 행위라고 타당하게 고려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Haas와 Hansen (2007)은 암묵적 지식공유가 더 질적으로

나은 행위 및 성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즉, ‘자율적

동기유형’이 ‘통제된 동기유형’보다 지식공유 행위 그 자체를 더 잘 예측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질적으로 더 나은 행위 (암묵적 지식공

유) 또한 예측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더하여, 바쁜 업무 환경 속에서 자신의 경험 및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행위는 임박한 업무에서 잠깐 한 발짝 떨어져서 시간을 내는 행위이다.

이를 통해 공유를 즐기는 동기(내적 동기)는 공유행위를 더 부추길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고스러운 일은 선행연구들이 말하는 바와 같

이, 중요성에 대한 인지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Burton et al., 2006; Koesner & Losier, 2002).

따라서 공공스포츠조직 직원들의 ‘자율적 동기유형’이 ‘통제적 동기유

형’보다 암묵적 지식공유를 더 잘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동

일시 동기’가 암묵적 지식공유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

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2a. ‘자율적 동기유형(내적, 동일시)’이 ‘통제적 동기유형(내사, 외적)’

보다 암묵적 지식공유를 더 잘 예측할 것이다.

H2b. ‘동일시 동기’가 암묵적 지식공유를 가장 잘 예측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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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식공유 동기와 지식보류 행위 간의 연관성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외적 동기는 공유하는 데 있어서 외적 혜택

들이 전제 조건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이후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외적 혜택이 존재하지 않을 시, 사람은 지식을 덜 공유하게

되고 이는 곧 때때로 지식을 보류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따라서 공공스포츠조직 직원들의 외적 지식공유 동기가 지식보류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의 연

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3. 외적 지식공유 동기는 지식보류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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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공공스포츠조직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스포츠조직을 “스포츠 관련

공공목적 및 성취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조

직 또는 그룹”으로 정의하였다.

2) 내적 동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적 동기를 “행위 자체의 즐거

움, 재미 등과 같이 행위에 내재된 속성으로 인해 유발되는 동기”로 정

의하였다.

3) 동일시 동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동일시 동기를 “행위의 목표 및

가치와 강하게 동일시 되어 유발되는 동기”로 정의하였다.

4) 내사 동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사 동기를 “행위에 따른 내적

보상 및 처벌로 인해 유발되는 동기”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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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적 동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적 동기를 “행위에 따른 외적

보상 및 원하지 않는 상황의 모면을 위해 유발되는 동기”로 정의하였다.

6)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를 “개

인이 회사구성원들에게 회사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신의 업무 관

련 지식을 공식 및 비공식 업무회의에서 공유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7) 암묵적 지식공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암묵적 지식공유를 “더 높은 품

질(quality)의 지식공유를 나타내는 대용물(proxy)로서의 행위”로 정의하

였다.

8) 지식보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식보류를 “개인이 지식을 제공

하는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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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스포츠 직원의 지식공유 동기를 알아보고자 하

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자기결정성동기(SDT)에서 제시하고 있는 네

가지의 질적으로 다른 동기유형들이 지식공유, 암묵적 지식공유, 그리고

지식보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스포츠조직 중 공공스포츠조직에 종사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 스포츠 분야의 공공

기관은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각 시도 체육회, 시군구 체육회, 그리고

경기가맹단체가 존재한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스포츠안전재단 등이 스포츠 공공분야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설문조사는 2019년 9월18일부터 10월1일까지 약 2주간 진행하였다.

설무조사방법은 비확률적표본추출법 중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은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을 활용하였다. 총

219부 중 불성실한 8부를 제외하고 총 211부가 최종연구에서 분석되었

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다음의 <표 4-1>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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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수 참고문헌

배경변인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근무 기간
4 -

독립변인
자기결정성

동기

내적 동기,

동일시 동기,

내사 동기,

외적 동기

20

Exercise

Self-Regulation

Questionnaire

(Ryan & Conell,

1989, 기반으로

구성)

종속변인

지식공유 지식공유 5 Yi (2009)

암묵적

지식공유
암묵적 지식공유 5 Bock et al. (2005)

지식보류 지식보류 5 천면중(2016)

합계 39

제 2 절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공공스포츠조직직원의 자기결정성동기유형에 따라 업

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 암묵적 지식공유, 그리고 지식보류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표 3-1]

설문지의 구성 지표와 구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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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설문 문항

내적 동기

1)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는 도전적이기 때문이다.

2)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는 재미있기 때문이다.

3)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는 즐겁기 때문이다.

1. 독립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자기결정성동기다. 지식공유의 자기결정성동기

설문은 Ryan과 Connell (1989)의 연구를 기반으로 구성된 Exercise

Self-Regulation Questionnaire, 그리고 Moran 등(2012)이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만든 일 동기 척도를 혼합하여 구성되었다. 왜냐하면, 두 척도

는 모두 내적, 동일시, 내사, 외적 동기유형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각 동

기유형에 따른 구성내용은 문헌에서 제시하는 개념적인 해석과의 비교를

통하여 추가로 점검되었다(Gagné & Deci, 2005; Ryan & Deci, 2000b).

내적, 동일시, 그리고 내사 동기유형에서는 교차적재에 의해 이후 한

문항씩 제거되었으며 CR에 의해 내적, 그리고 내사 동기유형에서 추가

로 한 문항씩, 그리고 외적 동기유형에서는 두 문항이 제거되었다. 최종

적으로 내적, 내사, 외적 동기유형은 세 문항으로 구성, 동일시 동기는

네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은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응답하도록 할 예정이다.

독립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아래와 같다.

[표 3-2]

독립변인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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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는 흥미롭기 때문이다.

5)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는 나를 몰입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동일시 동기

6)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는 업무에서 중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이다.

7)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는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8)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에 상당한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

9)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0) 업무회의에서 지식공유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사 동기

11) 업무회의에서 지식공유를 하지 않으면 부끄러울 것 같기
때문이다.

12) 업무회의에서 지식공유를 하지 않으면 뒤떨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13) 업무회의에 지식공유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들기 때문이다.

14) 업무회의에서 지식공유를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다.

15) 업무회의에서 지식공유를 하지 않으면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기
때문이다.

외적 동기

16) 업무회의에서 지식공유를 하면 호사 동료들이 나를 유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7) 업무회의에서 지식공유를 하면 승진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18) 업무회의에서 지식공유를 하면 좋은 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 업무회의에서 지식공유는 상사가 원하기 때문이다.

20) 업무회의에서 지식공유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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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세 가지 측정도구가 활용되었다. 스포츠 공공

분야 업무 환경에서의 지식공유로 Yi (2009)의 조직 커뮤니케이션

(organizational communications) 측정도구가 활용되었다. 이는 공식 및

비공식 업무회의에서의 구체적 지식공유 행위를 담는다. 총 5개의 문항

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한 문항은 낮은 요인적재량 (<.60)

으로 인해 이후 제거되었다.

암묵적 지식공유로는, Bock 등(2005)이 사용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상하였으며,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전혀 아니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한 문항은 낮은 요인적

재량(<.60)으로 인해 이후 제거되었다.

지식보류로는, 천명중(2016)이 사용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는 Tsay

등(2014)와 Lin 등(2010)의 지식보류 항목을 혼합하여 새로 개발한 측정

도구이다.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위 세 가지의 종속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아래와 같다.



- 29 -

변인 설문 문항

업무회의에

서의

지식공유

1) 나는 업무회의에서 내 아이디어와 생각을 표출한다.

2) 나는 업무회의에서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3) 나는 업무회의에서 다른 회사 동료들의 질문에 대답한다.

4) 나는 업무회의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논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질문을 한다.

5) 나는 업무회의에서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공유한다.

암묵적

지식공유

1) 나는 회사구성원들과 나의 경험 또는 노하우를 공유한다.

2) 나는 보고서와 공식문서를 회사구성원들과 공유한다.

3) 나는 회사 동료가 원한다면 나만의 정보소스를 제공한다.

4) 나는 교육훈련을 통해서 얻은 나의 전문지식을 공유한다.

5) 나는 업무매뉴얼과 방법론, 작업 모델을 회사구성원들에게
제공한다.

지식보류

1) 나는 가끔 알고 있는 것보다 업무지식을 적게 기여하려고 한다.

2) 나는 동료보다 더 많은 업무 지식을 기여하고 싶지는 않다.

3) 나는 때로는 의도적으로 업무지식의 기열르 피하려고 한다.

4) 나는 어떤 때는 업무관련 지식을 100% 기여하고 싶지가 않다.

5) 나는 나에게 중요한 업무지식과 노하우는 기여하고 싶지 않다.

[표 3-3]

종속변인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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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에서의 분석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측정 모델이 평가

되었으며, 이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시행하였다. 자기결정성동기

(SDT) 측정도구의 구조를 살피고 네 개의 각기 다른 요인들이 추출될

수 있도록, 확인적 요인분석이 시행되었다.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은

모든 구조모델들의 측정도구에 사용되었다.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이변량 상관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이 활용되었다. 소프트웨어는 IBM

SPSS 23.0과 AMOS 21.0이 활용되었다.

정리하면, 기술통계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이변량 상관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시행하였다.

1.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알아보기 위하

여 수집한 기초 통계값에 대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

으며, 수집된 자료의 기본적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신뢰도 분석(Cronbach’s alpha)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정확성이나 정밀성을 나타내는 내적일관성

을 파악하기 위하여 Cronbach’s 값을 사용하였다. 이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

을 찾아내어 제거함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신뢰도의 기준은 학자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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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준값은 .70로서,

Cronbach’s  값이 .70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군희,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70을 기준으로 신뢰도를 검증하였

다.

3.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타당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은 잠재변수와

그것을 측정하는 측겅변수들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선행이론에 근

거하여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한다. 이를 위해 연구모델 내 단일차원성

을 저해하는 항목을 제거하고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도출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를 카이제곱(χ²), Normed χ²

(χ²/), TLI, CFI, RMSEA을 사용하였다.

신뢰도 분석이 문항 간 내적 일치의 정도를 통해 특정한 개념에 대한

적절한 척도임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타당도 분석은 측정도구가 연구목

적에 맞는 측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분석에 앞서 모형에 사용되는 변인별 측정 도구의

타당성(validity) 검증을 진행하였으며, 측정된 변수들의 요인구조를 확인

하기 위하여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4. 상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공공스포츠조직 직원들의 자기결정성동기(SDT)에 따

라 어떻게 지식공유, 암묵적 지식공유, 그리고 지식보류에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이변량 상관계수)과 구조방정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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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관관계 분

석이란, 한 변수의 변화에 따른 다른 변수의 변화 정도와 방향을 예측하

는 분석기법으로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한다. 상관계수에는 Pearson 상관

계수, Spearman 상관계수 등이 있으며, 상관관계에 자주 이용되는 척도

는 Pearson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이다. 상관계수

은 –1.00에서 +1.00사이에 값을 가지며, 두 변수가 직선관계이면 상관

계수는 ±1이 되고 이러한 경우 완벽한 상관관계라 한다. 두 변수의 상관

관계가 낮은 경우에는 그 분포가 원에 가까워지게 된다(안우환, 2004).

구조방정식모형은 연구자가 사전에 만들어 놓은 가설을 바탕으로 수

립된 연구모형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의 모델에 포함되는 잠재변

수들과 관찰변수(관측변수) 간의 관계,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경로

분석, 방향성 등을 도출하게 된다. 즉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여러 변수

간의 복합적인 인과관계를 동시에 검증된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가 수립

한 연구모델이 지지가 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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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02 48.3

여성 109 51.7

연령 20대 57 27.0

30대 106 50.2

40대 39 18.5

50대 이상 9 4.3

학력 고졸 5 2.4

초대졸 1 .5

대학교 졸업 153 72.5

대학원 이상 52 24.6

근무경력 5년 미만 114 54.0

5년 이상 ~ 10년 미만 54 25.6

10년 이상 43 20.4

합 계 211 100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

인인 자긱결정성동기(SDT),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 암묵적 지식공유,

지식보류에 대한 기술적 통계량은 표 4-1과 같다.

[표 4-1]

기술통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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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측정항목 수 Cronbach's 

내적 동기 3 .95

동일시 동기 4 .91

내사 동기 3 .89

외적 동기 3 .84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 4 .88

암묵적 지식공유 4 .83

지식보류 5 .88

제 2 절 신뢰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Cronbach’s  계수를 사용하였다.

Cronbach’s  계수의 해석 기준에 대해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지만 일반

적으로 사회과학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준값은 .70로서, Cronbach’s

 계수가 .70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본 연

구에서 .70을 기준으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4-2 와 같으며, 각 변인의 Cronbach’s ɑ 계수가 .83 ~

.95을 나타내고 있어 모두 .70 이상으로 본 연구는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

측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4-2]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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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타당도 분석 결과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자기결정성동기(SDT)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한 결과, Modification Scale은 3개의 문항이 다른 동기

에도 적재가 되는 것으로 판별되었다. 해당 연구는 각기 다른 동기들이

지식공유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게 목적

이므로, 측정문항이 하나의 요인에만 적재되는 게 중요하다. 삭제된 문항

은 intrinsic_5, identified_2, integrated_2이다. 이후 자기결정성동기

(SDT) 모형 적합도는 좋게 제시되었다.

이후 종속변수를 포함하여 확인적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적재치

가 .60 이상인 문항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치 이하는 제거하고 기준치 이

상을 각 요인별로 선택하였다(Nunnally, 1994). 내적, 동일시, 내사, 외적,

지식공유행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의 표 4-4에 제시하였다.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

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0 ~ .95 정도로 제시하고 있다(Bagozzi &

Yi, 1998). 본 연구 설문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 변인들

에 대한 요인부하량이 최소 .70부터 최대 .97까지 나타났으며, 모든 요인

의 임계치가 유의수준 .001에서 모두 타당한 요인 값을 나타냈다.

암묵적 지식공유 및 지식보류 각각의 종속변수를 포함한 연구모형

또한 위의 절차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타당한 요인 값을 나타냈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4-5와 4-6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델의 적합도 향상을 위해 측정문항을 제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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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²/ TLI CFI RMSEA

2.41 .95 .96 .08

과정을 실시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측정모델의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

해 SMC값을 이용하여 SMC 값이 .40 이하인 측정 문항을 제거하는 과

정을 실시한다. 하지만 송지준(2014)에 따르면 SMC 값과 모델 적합도가

항상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지는 않으며, 이에 따라 SMC 값에만 의존

하지 말고 측정문항을 순서에 입각하여 반복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측

정항목의 순서에 입각하여 항목 제거를 반복하였고, 최종적으로

intrinsic_1, identified_2, introjected_1, 2, extrinsic_4, 5, ksb_3, tks_5를

제거하였다.

[표 4-3]

자기결정성동기(SDT)의 모형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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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S.E. C.R. 표준화계수 AVE
개념

신뢰도

내적

동기

intrinsic_2 .32 20.74 .93

.74 .89intrinsic_3 .12 22.89 .97

intrinsic_4 .51 - .93

동일시

동기

identified_1 .55 15.32 .79

.63 .87

identified_3 .71 15.28 .79

identified_4 .20 21.33 .96

identified_5 .27 - .91

내사

동기

introjected_3 .68 14.63 .85

.55 .78introjected_4 .51 15.21 .88

introjected_5 .66 - .85

외적

동기

extrinsic_1 .95 11.47 .79

.41 .68extrinsic_2 .87 11.54 .80

extrinsic_3 .98 - .82

지식공

유행위

ksb_1 .24 11.42 .86

.68 .89

ksb_2 .18 11.54 .88

ksb_4 .34 10.59 .79

ksb_5 .50 - .70

[표 4-4]

측정 항목의 집중타당도 결과,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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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S.E. C.R. 표준화계수 AVE
개념

신뢰도

내적

동기

intrinsic_2 .32 20.77 .93

.73 .89intrinsic_3 .12 22.92 .97

intrinsic_4 .50 - .88

동일시

동기

identified_1 .53 15.63 .80

.63 .87

identified_3 .70 15.41 .79

identified_4 .21 21.22 .92

identified_5 .27 - .91

내사

동기

introjected_3 .68 14.62 .85

.55 .78introjected_4 .51 15.17 .88

introjected_5 .65 - .85

외적

동기

extrinsic_1 .97 11.42 .79

.41 .67extrinsic_2 .85 11.60 .80

extrinsic_3 .99 - .82

암묵적

지식

공유

tks_1 .72 10.08 .73

.46 .78
tks_2 .51 10.85 .79

tks_3 .67 9.56 .69

tks_4 .65 - .75

[표 4-5]

측정 항목의 집중타당도 결과, 암묵적 지식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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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S.E. C.R. 표준화계수 AVE
개념

신뢰도

내적

동기

intrinsic_2 .33 20.67 .92

.73 .89intrinsic_3 .12 22.91 .98

intrinsic_4 .50 - .88

동일시

동기

identified_1 .55 15.41 .79

.63 .87
identified_3 .71 15.34 .79

identified_4 .20 21.30 .92

identified_5 .27 - .91

내사

동기

introjected_3 .69 14.61 .85

.55 .78introjected_4 .51 15.19 .88

introjected_5 .65 - .85

외적

동기

extrinsic_1 .96 11.54 .78

.41 .68extrinsic_2 .87 11.62 .79

extrinsic_3 .95 - .83

지식

보류

kw_1 1.06 9.99 .67

.42 .78

kw_2 .80 11.77 .77

kw_3 .67 12.59 .82

kw_4 .96 12.55 .81

kw_5 .68 - .80

[표 4-6]

측정 항목의 집중타당도 결과, 지식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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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당도 분석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델의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후 해

당 모델의 타당도를 평가하였으며 타당성 평가는 집중타당도

(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1) 집중타당도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서

로 다른 방법으로 측정한 값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

으로, 동일개념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서로 일치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다(송지준,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중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AVE 및 개념신뢰

도(CR, Construct Reliability) 값을 도출하였다. 평균분산추출(AVE)는

다음의 식 4-1과 같으며, 평균분산추출(AVE)는 .50 이상이면 적합한 것

으로 판단한다(Fornell & Larcker, 1981). 개념신뢰도(CR)을 산출하는 방

법은 다음의 식 4-2과 같으며, 개념신뢰도(CR)는 .70 이상이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Fornell & Larcker, 1981). 본 연구에서의 업무회의에서

의 지식공유 모델에 대한 집중타당도 검증 결과 평균분산추출(AVE) 값

이 .41 ~ .74, 개념신뢰도(CR) 값이 .68 ~ .89로 나타났다. 외적 동기의

경우 평균분산추출(AVE)의 값이 .50 이하지만 개념신뢰도(CR)의 값은

.60 이상이므로 집중타당도는 수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

암묵적 지식공유 및 지식보류 각각의 종속변수를 포함한 연구모형 또

한 위의 절차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집중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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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식 4-1]

평균분산추출(AVE) 산출공식

평균분산추출(AVE) =∑표준화추정지 ∑측정오차
∑표준화추정치

> .50 이상

[식 4-2]

개념신뢰도(CR) 산출공식

개념신뢰도(CR) =∑표준화추정지 ∑측정오차
∑표준화추정치

> .70 이상

2) 판별타당도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란 서로 다른 변인들 간에는 그 측

정값에도 서로 분명하게 차이가 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변수 간

의 상관관계가 낮아야 판별타당도를 확보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송지준,

2014).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잠재변수의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과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 제곱 값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방

법이고, 둘째, 두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에 ±2 곱하기 표준오차를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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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관관계

() AVE

내적 동일시 내사 외적

내적 1 　 　 　 .74

동일시
.59

(.353)*
1 　 　 .63

내사
-.10

(-.01)

-.14

(-.02)*
1 　 .55

외적
.07

(.006)

-.03

(-.001)

.48

(.232)*
1 .41

지식공유행위
.58

(.340)*

.45

(.205)*

-.27

(-.072)*

-.06

(-.004)
.68

여 그 구간에 1.0이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표준오차추정구간(two

standard-error interval estimate)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제약 모델과

제약모델 간의 ² 차이를 비교하는 것으로서, 두 잠재변수 간에 자유로

운 상관을 갖는 비제약모델과 공분산을 1로 고정한 제약모델 간의 ²값

을 비교하여 △² 값이 3.84 이상이면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한다

(Bagozzi & Phillips, 1982).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방법인 잠재변수의

평균분산추출값(AVE)과 잠재변수 간 제곱 값을 비교하였으며, 업무회의

에서의 지식공유 연구모델에 관한 결과는 다음의 표 4-7과 같다. 판별타

당도를 검증한 결과, 평균분산추출값(AVE)의 값이 잠재변수 간 제곱 값

보다 모두 큰 것으로 보여 판별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암묵적 지식공유 및 지식보류 각각의 종속변수를 포함한 연구모형 또

한 위의 절차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판별타당도를 확보하였고 판단하

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4-8과 4-9에 제시하였다.

[표 4-7]

측정 항목의 판별타당도 결과 및 이변량 상관분석,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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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관관계

() AVE

내적 동일시 내사 외적

내적 1 　 　 　 .73

동일시
.59

(.353)*
1 　 　 .63

내사
-.10

(.009)

-.14

(-.02)*
1 　 .55

외적
.07

(.005)

-.03

(-.007)

.48

(.232)*
1 .41

암묵적

지식공유

.50

(.247)*

.68

(.465)*

-.12

(-.014)

-.10

(-.011)
.46

구분

상관관계

() AVE

내적 동일시 내사 외적

내적 1 　 　 　 .73

동일시
.59

(.353)*
1 　 　 .63

내사
-.10

(-.09)

-.14

(-.02)*
1 　 .55

외적
.07

(.005)

-.03

(-.001)

.48

(.232)*
1 .41

지식보류
-.29

(-.086)*

-.48

(-.228)*

.21

(.042)*

.21

(.044)*
.42

[표 4-8]

측정 항목의 판별타당도 결과 및 이변량 상관분석, 암묵적 지식공유

*<.05

[표 4-9]

측정 항목의 판별타당도 결과 및 이변량 상관분석, 지식보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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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1. 구조방정식 모형의 접합도 및 연구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자기결정성동기의 4가지

인 내적, 동일시, 내사, 외적 동기가 각자 어떻게 지식공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4가지의 경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표본크기에 크게 민감하지 않으며, 모형의 간결성을 고려하는 차

원에서 카이제곱(χ²), Normed χ²(χ²/), TLI, CFI, RMSEA 값을 활용

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기준은 χ²/ 값의 경우 일반적으로 3 이하면 수

용할 만하고 2 이하면 좋다고 할 수 있다. TLI와 CFI는 모두 .90 이상이

면 모델의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RMSEA는 적합도가 1 이

하일 경우에는 보통, .08 이하는 양호, .05 이하는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및 유의성 검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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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

[그림 4-1]

구조방정식 모형,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

(1)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본 연구의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를 포함하는 구조방정식은 그림

4-1와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조방정식모델의 모형 적합도 지수는

χ²/ = 2.27, TLI = .94, CFI = .95, RMSEA = .08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의 값은 다음의 표 4-10과 같으며 이에 관한

판단은 앞서 설명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기준과 같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모형은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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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²/ TLI CFI RMSEA

2.27 .94 .95 .08

[표 4-10]

경로분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

(2) 연구가설의 검증

H1. 동일시 동기가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를 가장 잘 예측할 것

이다.

두 변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변량 상관분석에서 (표 4-7) 외적 동기

를 제외하고 모두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

다. 그리고 내적 동기와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의 상관관계는 .58(

<.0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Steiger’s Z-test(Steiger, 1980)에 따르면,

내적 동기와 다른 동기들의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

로 나타났다 (<.05).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그림 4-1에 나와 있으며, 각 잠재변인

간의 표준화 경로계수 및 유의성 검증 결과는 다음의 표 4-11과 같다.

내적 동기와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 변인 간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51(<.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 내사 동기와 업무회

의에서의 지식공유 변인 간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24(<.05)로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동일시 동기와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

유에 대한 표준화 경로계수는 .15로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일시 동기가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를 가장 잘 예측할 것이

라는 가설 1은 기각되었다. 결정계수(  = .46)는 46% 정도가 업무회의

에서의 지식공유에 대한 변화량을 자기결정성동기(SDT)이 설명함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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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표준오차

(S.E.)

임계치

(C.R.)

내적동기→지식공유행위 .33 .51 .05 6.43*

동일시동기→지식공유행위 .11 .15 .05 1.94

내사동기→지식공유행위 -.16 -.24 .05 -3.07*

외적동기→지식공유행위 -.01 -.02 .05 -.23

타낸다, 그리고 그중 대다수는 내적 동기에 의해 발생한다.

[표 4-11]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및 유의성 검증 결과,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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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묵적 지식공유

[그림 4-2]

구조방정식 모형, 암묵적 지식공유

(1)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본 연구의 암묵적 지식공유를 포함하는 구조방정식은 그림 4-2와 같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조방정식모델의 모형 적합도 지수는 χ²/ =

2.26, TLI = .91, CFI = .93, RMSEA = .09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모형

의 적합도 지수들의 값은 다음의 표 4-12과 같으며 이에 관한 판단은

앞서 설명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기준과 같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모형은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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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²/ TLI CFI RMSEA

2.66 .91 .93 .09

[표 4-12]

경로분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암묵적 지식공유

(2) 연구가설의 검증

H2a. 자율적 동기유형(내적, 동일시)이 통계적 동기유형(내사, 외

적)보다 암묵적 지식공유를 더 잘 예측할 것이다.

H2b. 동일시 동기가 암묵적 지식공유를 가장 잘 예측할 것이다.

두 변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변량 상관분석에서 (표 4-8) 내적 및

동일시 동기는 암묵적 지식공유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동일시 동기와 암묵적 지식공유의 상관관계는 .68(<.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Steiger’s Z-test(Steiger, 1980)에 따르면, 내적 동기와 내사

및 외적 동기의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05). 또, 동일시 동기와 내사 및 외적 동기 또한 상관계수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05).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그림 4-2에 나와 있으며 각 잠재변인

간의 표준화 경로계수 및 유의성 검증 결과는 다음의 표 4-13와 같다.

동일시동기와 암묵적 지식공유 변인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67(<.05)로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내적 동기와 암묵적 지식공

유에 대한 표준화 경로계수는 .15(<.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났다. 하지만 다른 동기와 암묵적 지식공유에 대한 표준화 경로계수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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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표준오차

(S.E.)

임계치

(C.R.)

내적동기→암묵적지식공유 .10 .15 .05 2.02*

동일시동기→암묵적지식공유 .53 .67 .07 7.68*

내사동기→암묵적지식공유 .04 .06 .05 .81

외적동기→암묵적지식공유 -.09 -.14 .05 -1.76

따라서 자율적 동기유형(내적, 동일시)이 통계적 동기유형(내사, 외적)

보다 암묵적 지식공유를 더 잘 예측할 것이라는 가설 2a는 채택되었다.

또, 동일시 동기가 암묵적 지식공유를 가장 잘 예측할 것이라는 가설 2b

도 채택되었다. 결정계수(  = .60)는 60% 정도가 암묵적 지식공유에

대한 변화량을 자기결정성동기(SDT)가 설명함을 나타낸다.

[표 4-13]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및 유의성 검증 결과, 암묵적 지식공유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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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식보류

[그림 4-3]

구조방정식 모형, 지식보류

(1)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본 연구의 지식보류를 포함하는 구조방정식은 그림 4-3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조방정식모델의 모형 적합도 지수는 χ²/ = 1.99,

TLI = .94, CFI = .95, RMSEA = .07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모형의 적

합도 지수들의 값은 다음의 표 4-14과 같으며 이에 관한 판단은 앞서

설명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기준과 같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모형은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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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²/ TLI CFI RMSEA

1.99 .94 .95 .07

[표 4-14]

경로분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지식보류

(2) 연구가설의 검증

H3. 외적 지식공유 동기는 지식보류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두 변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변량 상관분석에서 (표 4-9)에서 외적

및 내사 동기는 지식보류와 양(+)의 상관관계를, 내적 및 동일시 동기는

지식보류와 양(+)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그림 4-3에 나와 있으며 각 잠재변인 간의 표준화 경로계수

및 유의성 검증 결과는 다음의 표 4-15과 같다. 구조방정식에서 표준화

경로계수를 분석한 결과 모든 자기결정성동기(SDT)가 한 모형에서 분석

됐을 시, 동일시 동기와 지식보류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47(<.05)로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 외적 동기와 지식보류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22(<.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외적 지식공유 동기가 지식보류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은 채택되었다. 결정계수(= .32)는 32% 정도가 지식보류에 대한 변

화량을 자기결정성동기(SDT)가 설명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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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표준오차

(S.E.)

임계치

(C.R.)

내적동기→지식보류 -.03 -.05 -.57 -0.57

동일시동기→지식보류 -.38 -.47 -5.12 -5.12*

내사동기→지식보류 .02 .03 .30 .30

외적동기→지식보류 .14 .22 2.41 2.41*

[표 4-15]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및 유의성 검증 결과, 지식보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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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및 결론

제 1 절 논의

1. 자기결정성동기(SDT)에 따른 지식공유 행위

본 연구는 질적인 차원의 동기가 어떻게 지식공유를 예측하는지를 밝

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내적, 외재적 동기로만 분석하던 차

원을 넘어, 어떻게 질적으로 다른 동기들이 지식공유 및 질적으로 더 우

수한 지식공유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집중한 연구다. 또 본 연구는 지

식공유 동기가 어떻게 역의 행위인 지식보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

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외적 동기를 제외하고 모든 질적 차원의 동기는 업무

회의에서의 지식공유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타냈다. 더하여,

즐거움 및 흥미를 나타내는 내적 동기가 다른 동기들에 비해 명확하게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를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동일시 동기가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를 가장 잘 예측할 것이라는 가

설 1은 기각되었다. 자율적 동기유형(내적, 동일시)이 통제적 동기유형

(내사, 외적)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지식공유(암묵적 지식공유)를 더 잘

예측할 것이라는 가설 2a는 채택되었다. 또, 동일시 동기는 다른 동기유

형과 비교했을 때 암묵적 지식공유를 가장 잘 예측한 결과로 보았을 때,

가설 2b 또한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얻기 위해 공유를 하는

외적 지식공유 동기는 지식보류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3은 채택

되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동일시 지식공유 동기가 지식보류와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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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종합하여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즐거움 및 흥미를 나타내는 내적

동기는 지식공유(업무회의에서의)를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만, 동일시 동기는 질적으로 더 우수한 지식공유(암묵적 지식공유)를 가

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사 동기는 지식공유와 부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나타냈다. 이는 자기 가치 및 죄책감에 대한

인지가 높으면, 지식공유를 오히려 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마

지막으로, 동일시 동기는 지식보류와 부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

을 나타냈는데, 이는 중요성에 대한 인지가 없으면, 지식보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에 대한 동기는 실제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

유행위를 46% 설명하였다. 또, 암묵적 지식공유를 60% 정도 설명하였

다. 두 행위에 대해 큰 수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식

공유 동기는 지식보류를 32% 설명하였다. 위 결과는 지식공유와 지식보

류행위가 관련 있는 행위라는 Ford와 Staples (2008)의 주장을 뒷받침한

다. 또, 위 두 행위가 어떻게 관련 있는지를 밝혀내기도 한다.

내적 동기가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

과는 가설과 다르다. 이는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Stenius 등(2016)의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한 지식공유 동기 연구에 따르

면 동일시 동기가 지식공유 및 암묵적 지식공유 행위를 모두 가장 잘 예

측했기 때문이다. 이는 공공스포츠조직에서 암묵적 지식공유와 같이 질

적으로 우수한 지식공유행위는 동일시 동기와 같이 해당 행위에 대한 중

요성을 부각해야 하지만,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와 같이 단순한 지식

공유 행위는 오히려 즐거움, 흥미와 같은 내적 동기가 중요하다는 사실

을 나타낸다. 위와 같은 결과는 공공스포츠 직원이 일반 공공조직 직원

과 다르게 업무에서의 지식공유에 대해 수고스럽고 힘든 행위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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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보다 즐거운 일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물론

내적 동기 또한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라 질적으로 더 우수한 지식공유행

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위 결과는 대다수 업무 환경에서 내재적, 외적,

두 가지의 이분법적 차원의 동기에 관해 연구한 바와 일치한다. Singh

(2016)는 업무 환경에서 직원들의 참여를 위해서 내적 동기의 역할이 점

점 커질 것이라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Lin (2007a)은 내적 동기가 지식

공유에 외적 동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동일시 동기가 질적으로 우수한 암묵적 지식공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정치적 행위를 연구한 Koestner와 Loiser (2002)의 결

과와 일치한다. 그들의 연구에서, 즐거운 부분인 선거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에 대해서 내적 동기가 작동하였다. 하지만, 실제 투표와 같은 수고

가 따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시 동기가 더 많이 예측하였다. 또,

Burton 등(2006)에 따르면, 학생들의 내적 동기는 심리적인 행복을 예측

하였다. 반면, 동일시 동기는 성과물을 예측하였다. 자기결정성동기

(SDT) 측정도구를 사용하는 지식공유에 관한 연구(Foss et al., 2009;

Reinholt et al., 2011)는 지식공유에 대한 자율적 동기유형(내적, 동일시)

의 역할을 지지한다. 하지만 네 가지 질적 동기들을 모두 활용하여 해당

동기들이 어떻게 지식공유를 예측하는지를 연구한 저자는 부족한 실정이

었다.

동일시 동기는 지식공유(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와는 다르게 암묵

적 지식공유를 가장 잘 예측하였다. 이는 질적으로 우수한 지식공유를

초래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Chang과 Chuang (2011)은 온라인 커뮤니티

에서의 지식공유를 양 및 질적으로 구분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참여자

관여도”는 내적, 외적 공유와 비교했을 때 지식공유의 질적 측면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참여자 관여도는 흥미, 중요도, 자신을 표현할 기회

등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는 자율적 동기유형에 대한 대용물로 바라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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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래서 질적으로 우수한 동기가 더 질적으로 우수한 행위를 예

측할 것이라는 주장을 지지한다.

내사 동기는 지식공유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는 내사 동기가 통제적 동기이기 때문이다. 내사 동기가 높으면 지식공

유를 잘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해, 지식공유 행위의 성공에 대한 압박

과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Niemiec, Ryan & Brown 2008). 결국, 내사 동

기는 직원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행위에 있어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은주, 2017). 즉, 자기 가치와 관련된 사항

들이 업무 환경에서 지식공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또, 물

질적, 사회적 혜택을 나타내는 외적 동기는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 및

암묵적 지식공유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2. 학문적 시사점

기존 선행연구는 이분법적으로 내적, 외재적 동기에 집중하였다. 그리

고 몇 개의 외재적 동기들(명예, 상호보완적 혜택, 보상)이 지니는 다른

영향에 집중하였다.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자율적, 통제적 혹은 외재적

동기를 더 세분화시켜서 행위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해당 연구는 자기결

정성 이론에 제시되는 동기유형들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

과 동일시 동기가 암묵적 지식공유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타냈

다. 반면, 내사 및 외적 동기는 각각 지식공유 및 암묵적 지식공유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나타냈다.

또, 해당 연구는 지식공유 및 이와 연관된 행위 개념에 대한 관계를

구축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각각의 행위를 따로 분석한 경우가 많아 이

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지닌 제한점을 보완하였다. 해당 연구는 지식공

유 및 이보다 질적으로 더 우수한 암묵적 지식공유, 그리고 지식공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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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행위인 지식보류에 관해 한 연구에서 분석하였다. 비록 비슷해 보일

수 있는 행위이지만, 지식공유 동기를 바탕으로 세 가지 행위를 분석한

결과 행위들이 어떤 자기결정성 동기유형과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 공통

점 및 차이점을 보였다. 지식공유와 질적으로 더 우수한 암묵적 지식공

유는 각각 내적, 외적 동기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지만, 암묵적 지식공

유는 내적, 동일시 동기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또 지식보류는 외적

지식공유 동기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내적 동기가 지식공유를 가장 잘 예측한다는 결과 및 동일시 동기가

암묵적 지식공유를 가장 잘 예측한다는 결과는 모든 업무 상황에서의 지

식공유에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Losier (2002)와

Gagné 등(2014)는 업무가 흥미롭거나 즐겁지 않을 때, 해당 업무의 중요

성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Deci et al.,

1994; Gagné et al., 2000)에서 밝히기를 자율적 동기는 소통, 선택, 공감

을 강조하는 자율적 지지형 경영 형식(autonomy supportive

management style)을 도입함으로써 촉진되다. 업무가 즐겁기보다 힘들

때, 타당한 주장과 선택, 그리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중요하

다. 왜냐하면, 이는 이상적인 업무 행위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이론상, 기본적인 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그리고 관계성을 고려하는 것

은 자기결정 행위에 필수적이다(Ryan & Deci, 2002). 이를 통해 업무 환

경을 개선할 방법을 제시한다.

3. 실무적 시사점

일반적인 내적 동기에 대한 강조는 업무 환경에서 문제가 될 수 있

다. 왜냐하면, 업무는 항상 재밌거나 흥미롭기보다 드물게 재미있기 때문

이다. 그래서,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중요성에 대한 인지가 질적으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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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암묵적 지식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가장 좋다는 결과는 실무자들에

게 흥미롭게 다가갈 것이다. 특히 일반적인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는

내적 동기가 더 중요할 수 있겠지만, 질적으로 더 우수한 암묵적 지식이

직원들 사이에서 공유되기 위해서는 내적 동기뿐만 아니라 동일시 동기

가 더 유발되어야 한다. 이는 자율적-지지 경영 방법

(autonomy-supportive management style)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하다

(Gagné et al., 2000). 이는 업무에서의 지식공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왜 중요한지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 저항, 우려, 감정을 수용하고 참

여자들이 참가하는 업무회의에서 충분한 발언권과 선택이 필요함을 고려

하는 것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외적 동기는 지식공유와 유의하지 않은 관

계를 나타냈지만, 지식보류와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위와 같은 결과

는 물질적 장려책에 대해 재고를 하게 만든다. 이는 비효율적으로 드러

났을 뿐만 아니라, 해당 연구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관계로서 해로우며,

값비싼 동기 차원이기 때문이다. 또 내사 동기는 지식공유와 유의한 관

계를 나타낸다. 특히, 두 변수는 부적 관계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일반

적 지식공유는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어 주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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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의 질적으로 다른 동기유형들을 활용해 질적

차원의 동기가 어떻게 지식공유를 예측하는지 제시한다. 업무가 인지적

으로 힘들 때, 동기의 질적 차원이 지식 중심의 업무 환경에서 중요하다.

특히 혁신이 요구되는 공공스포츠 조직에서 필수적인 지식공유를 위한

직원의 동기유형을 탐색하는 일은 중요하다. 많은 연구는 지식공유 동기

를 내적, 외재적 동기로만 구분한다. 반면, 본 연구는 질적 차원의 동기

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적 동기는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를 가장 잘 예측한다. 이

론적으로, 내적 동기는 자기결정성 동기 중 가장 순수한 형태라는 점과

일치한다. 반면, 내사 동기는 지식공유를 부적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이

는 자기가치확인 및 죄책감과 관련된 인지는 지식공유행위를 악화시킨

사실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공공스포츠기관의 직원은 지식공유를 업무

상 힘든 행위보다 즐거운 행위, 그리고 부담감을 느끼고 싶지 않은 행위

로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질적으로 우수한 암묵적 지식공유는 중요성에 대한 인지를 통

해 촉진된다고 나타났다. 이는 학습 능력에 관한 Burton 등(2006)의 연

구와 비슷하다. 해당 연구에서는 흥미 대신 중요성에 대한 인지가 장기

목표를 위한 인내심과 지향성을 유도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주로 노력

이 많이 필요하고 수고스러운 업무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

준다. 업무는 드물게 즐겁고 흥미롭다, 하지만 질적으로 우수한 동기 차

원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럴 필요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가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암묵적 지식공유를 위해서 직원들이 왜 업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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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지식공유와 같은 특정 행위가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는 추가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지식공유 동기는 지

식보류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나타냈다. 즉, 동일시 동기는 매우 중요한

동기로서 단순히 질적으로 우수한 행위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지식

공유와 반대되는 행동인 지식보류 또한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 외적 동

기는 지식공유 및 질적으로 우수한 지식공유를 촉진하지 못한다. 외적

동기는 오직 지식보류와 관계가 있었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지식공유를 예측하는 대다수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횡단면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종적인 변화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

가 있다. 따라서 세부적인 통계자료의 축적과 심층적인 사례연구가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또, 공공스포츠기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체육

회, 경기가맹단체, 시도 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외 수도권 공공스포츠

조직을 포함한 점에서 한계가 드러난다. 해당 단체들이 공공스포츠 조직

으로서의 특징을 공유할 수 있지만, 각 단체는 각각의 조직문화와 특성

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공유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의문이 될 수 있는 점은 공유 자체가

과연 지식의 이동(transfer)을 보장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다. 공유 자체

는 지식 이동(transfer)에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지식공유가 왜 발생하는지 먼저 알아내는 게

우선되어야 하는 점을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 동기는 일반적인 지식공유 동

기의 대용물로 사용됐다. 또, 암묵적 지식공유를 예측하는 데도 사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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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원이 지식공유 동기를 숨길 수 없게 하려고 흔한 업무 환경인 업

무회의를 연구에 포함했다. 다음으로, 암묵적 지식공유는 업무회의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암묵적 지식은 업무회의와 같이 직원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가능한 환경에서 교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 동기는 암묵적 지식공유를 예측하는 데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Cockrell 과 Stone (2010)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는 지식보류를 예측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전문적 지식공유 동기를 가치가 없는 지식공유를 예측하는

데 활용했었다. 지식보류를 위해 자기결정성동기(SDT)척도를 수용하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역의 행위에 동기를 적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있는 행위로서(Ford & Staples, 2008), 공유 동기

는 보류행위에도 반영된다는 선행연구가 존재하므로 해당 측정방법이 타

당하다고 판단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식 중심의 업무에서 질적 차원의 동기가 특별히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Gagné, 2009), 질적 차원의 동기가 지식공유에 어떻게 영

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질적

차원의 동기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동기가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를 이

전 양적 차원의 동기와는 다르게 예측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래서

동일시, 내사 동기와 같이 연구가 미비한 분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별히 흥미로운 발견은 업무 환경에서 동일시 동기가 내적 동기보다 중

요한 점이다. 해당 결과는 업무 환경 외, 예를 들어 기술 매개 지식공유

와 같이 다른 지식공유 환경에 적용해 볼 수 있다. 후속연구는 해당 결

과가 다른 영역에서도 유의하게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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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업무회의에서 내 아이디어와 생각을 표출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업무회의에서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업무회의에서 다른 회사 동료들의 질문에 

대답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업무회의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논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질문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업무회의에서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약

간 

아

니

다

보

통

이

다

약

간 

그

렇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회사구성원들과 나의 경험 또는 

노하우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보고서와 공식문서를 회사구성원들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음은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에 관한 설문입니다. 

○ 다음은 암묵적 지식공유에 관한 설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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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는 회사 동료가 원한다면 나만의 

정보소스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교육훈련을 통해서 얻은 나의 

전문지식을 회사구성원들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업무메뉴얼과 방법론, 작업 모델을 

회사구성원들에게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항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약

간 

아

니

다

보

통

이

다

약

간 

그

렇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가끔 알고 있는 것보다 업무지식을 

적게 기여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동료보다 더 많은 업무지식을 

기여하고 싶지는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때로는 의도적으로 업무지식의 기여를 

피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어떤 때는 업무 관련 지식을 100% 
기여하고 싶지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나에게 중요한 업무지식과 노하우는 

기여하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음은 지식보류에 관한 설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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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약

간 

아

니

다

보

통

이

다

약

간 

그

렇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는 도전적이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는 재미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는 즐겁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는 흥미롭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는 나를 몰입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는 업무에서 

중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는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에 상당한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음은 자기결정성동기에 관한 설문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에 대한 생각을 잘 나타내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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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업무회의에서 지식공유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업무회의에서 지식공유를 하지 않으면 

부끄러울 것 같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업무회의에서 지식공유를 하지 않으면 

뒤떨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업무회의에 지식공유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들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업무회의에서 지식공유를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업무회의에서 지식공유를 하지 않으면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업무회의에서 지식공유를 하면 회사 

동료들이 나를 유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업무회의에서 지식공유를 하면 승진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업무회의에서 지식공유를 하면 좋은 

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는 상사가 원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업무회의에서의 지식공유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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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의 인계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① 고졸 이하     ② 초대졸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이상         

4. 이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 ~ 10년 미만     ③ 10년 이상 

 

 

긴 시간 동안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하의 성실한 응답은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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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tivations of sport public

organization employees to share

or withhold knowledge :

A self-determination perspective

Jaeyeop Ha

Global Sport Management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dependence and freedom are distinct features of sport public

organizations from other public organizations. Recently, sport public

organizations are planning for their own innovative reform to be

independent from the politic power. For innovation, accumulation of

knowledge within the organization is essential. Therefore, the study

goes beyond the dichotomous view of the quality of motivation to

share knowledge and applies self-determination theory(SDT).

Additionally, the study examines a better quality, experience based

tacit knowledge sharing and knowledge withholding behavior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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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chieve this, a survey was conducted and the target population

were employees working for sport public organizations. Total of 211

employees conducted the survey. The participants responded to

questions about self-determination motivations. Also, they responded

to questions about knowledge sharing, tacit knowledge sharing and

knowledge withholding behaviors. Collected date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by SPSS 23.0,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validity analysis utilizing AMOS 21.0. In

addition, data were analyzed by bivariate correlation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path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ntrinsic motivation was the

best predictor of knowledge sharing in work meetings. On the other

hand, introjected motivation was negatively associated to knowledge

sharing behavior. Second, identified motivation was the best predictor

of tacit knowledge sharing. Moreover, autonomous types of motivation

were better predictors of tacit knowledge sharing than controlled

types of motivation. Third, identified motivation was negatively

associated to knowledge withholding. In addition, extrinsic knowledge

sharing motivation was not associated with other knowledge sharing

behaviors, however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knowledge

withholding behavior.

The study is meaningful in the point that it goes beyond the

dichotomous view of the quality of motivation and examines the

motivation of knowledge sharing broadly by applying

self-determination theory(SDT). This allows the study to reveal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sharing, tacit knowledge sharing and

knowledge withholding by motivation types and suggests the

importance of identified motivation in the work context.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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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is needed to study identified and introjected motivation. Also,

future research should establish whether the results can be repeated

in other context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words : Self-Determination Theory, Sport Public Organization,

Knowledge Sharing, Tacit Knowledge Sharing,

Knowledge Withholding

Student Number : 2018-2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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