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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팀의 다양성이 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 갈등과 

변혁적 리더십의 역할 

1)

김진용* ･송찬후**

최근 팀 다양성이 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으나 팀 다양성이 팀 창의성으로 

발현되는 과정과 팀 다양성의 조건 하에서 팀 창의성이 촉진되는 조건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국내 24개의 연구개발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팀 다양성, 특히 정보다양성이 팀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팀 구성원간 갈등은 팀 다양성과 창의성 사이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발휘하

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은 정보다양성과 직무 갈등 사이에서 부(-)의 조절효과를 보였다. 

예컨대, 변혁적 리더십이 강하면 정보다양성이 높은 팀일수록 직무 갈등이 낮게 나타났다. 저자는 팀 다양성

과 창의성 사이에서 갈등의 조절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특히 동양권 국가에서 보다 면밀한 측정 방법이 

요구되며 팀 다양성이 주는 가치(value in diversity)를 높일 수 있는 잠재적 매개변수의 탐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키워드 : 팀 창의성, 팀 다양성, 갈등, 변혁적 리더십

I. 서론

팀 다양성이 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팀 창의성이 조직의 생존을 결정하는 

핵심역량(Choi & Thompson, 2005)이며 팀 창의성을 결정하는 팀 인적구성의 기능적, 사회범주 다양성이 점

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혁신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그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조직은 혁신 활동의 가장 작은 단위인 

팀 기반의 구조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Cohen & Bailey, 1997; Boyett & Conn, 1991) 기술간 융‧복합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조직에서 요구하는 팀 구성원의 전공, 경력과 같은 교육적(educational), 기능적(functional)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Knippenberg et al., 2004).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있고 국가 

간 인력의 이동 및 교류가 증가하면서 팀 구성원의 인구통계적 다양성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Landau et al., 2001, Jackson, 1992; Triandis et al., 1994; Williams & O'Reilly, 1998) 따라서 조직 경쟁력

의 핵심인 팀 창의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점차 다양해지는 팀 구성원에 대한 효율적

인 관리가 중요해짐을 알 수 있다. 

Shin and Zhou(2007), Kerney and Gebert(2009) 등 소수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팀 다양성이 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팀 구성원의 교육적, 기능적 다양성과 

팀 창의성 간의 관계를 일부 규명하는 성과는 있었으나, 사회적 범주 다양성은 소홀히 하는 등 여전히 팀 

다양성이 창의성으로 발현되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통합적인 모형을 제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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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tzberg & Amabile(2001)은 팀의 기능적 다양성과 사회범주다양성이 팀 창의성으로 발현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변수로 갈등을 주목하고 개념적 연구를 수행했다. 갈등은 팀 다양성의 유형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

인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그룹 단위의 중요한 매개변수이다. 예를 들면, 팀 구성원의 다양성이 높아질수

록 구성원 간 의사소통과 조정(coordination)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대인관계와 관련된 갈등과 직무와 관련된 

갈등이 동시에 유발된다.(Kirton, 1976, 1989) 특히 대인관계와 관련된 갈등은 개인의 사고과정(thought 

process)을 제한하고 경직시켜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e.g., Carnevale & Probst, 1998)을 주는 반면, 특정 직무

와 관련된 이슈, 목표에 대한 이견으로 발생하는 갈등은 창의적 과정(creative process)에 도움(James, 1995)

을 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Pelled et al.,(1999)과 Jehn et al.,(1999)은 팀 다양성과 성과 사이에서 갈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팀 다양성, 갈등과 성과에 관한 통합적인 모형을 제시하고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

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 그들은 팀의 정보 다양성은 과업갈등을 유발하고, 사회범주 다양성은 관계 갈등을 

유발하는 인과관계를 증명하였으며, 과업갈등은 성과에 긍정적, 관계갈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규명한 바가 있다. 하지만, 팀 다양성과 성과 사이에서 갈등의 매개효과가 일부 연구에서 증명되었음에도 불

구하고(e.g., Pelled et al., 1999), 효율성이 포함된 기존의 전통적인 성과와 대비되는 창의성에서도 동일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한편, 팀 창의성이 발현되는 환경에 대한 탐색 연구 또한 제한적이다. 특히 리더십은 팀 구성원 간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여 팀 다양성이 팀 창의성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팀 창의성 관련 프로세스(team 

creativity-relevant processes)와 성과에 강한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Mumford et al., 2002), 리더십

이 팀 다양성과 팀 창의성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Shin & Zhou, 2007, Jackson 

et al., 2003) 특히 Shin and Zhou(2007)은 변혁적 리더십이 교육적 배경이 다양한 집단의 팀 창의적 효능감

(team creative efficacy)을 높여 팀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건설적인 과업 갈등을 유도하여 팀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절변수로서 리더십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

서 의의는 있으나 주로 팀 구성원의 교육적, 기능적 다양성에 국한하여 제한적인 시도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연구개발 프로젝트 팀을 중심으로 팀 다양성, 정보 다양성과 사회범주 다양성이 

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연구개발 프로젝트 팀의 다양성과 창의성 사이에서 갈등

의 매개효과와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증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

1. 팀 다양성과 팀 창의성

대부분의 창의성 이론가들은 창의성을 “제품, 서비스 또는 절차 또는 방법(procedures)에 관한 새롭고 잠재

적으로 유용한 아이디어의 개발(development)”로 정의해 왔다(Amabile, 1996; Zhou & Shalley, 2003). 

Amabile(1988)은 팀 창의성을 “집단에 의해 생산된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 또는 제품”으로 정의하였으며 

Shin & Zhou(2007)도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여 팀 창의성을“팀 구성원이 협업하여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 

방법과 관련된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의 생산(p.1710)”으로 규정하였다.

Knippenberg et al(2004)은 다양성을 “타인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이르게 하는 개인간 속

성 또는 특질의 차이(p. 1008)."로 정의하였다. 다양성의 정의가 내포하고 있듯이, 다양성은 구성원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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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구성원에 대해 인지하는 차이로서 주관적이며 상대적인 개념이다(Williams & O'Reilly, 1998; Austin, 

1997). 다양성의 개념을 집단 단위로 확장해 보면, Nkomo & Cox(1996)이 정의한 바와 같이 “동일한 사회 

시스템 내에서 서로 다른 그룹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의 혼합(p. 339)."으로 규정될 수 있다. 

다양성 유형에 관한 단일화된 기준과 통일된 논의는 없다. Harrison et al.(1998)은 다양성을 표면적 수준의 

다양성(surface-level diversity)과 심층적 수준의 다양성(deep-level diversity)으로 구분하고 전자를 “그룹 구

성원간 신체적 특징을 보여주는 외적, 생물학적 특성의 차이"(p. 97)로 정의하였다. 반면 Jehn et al.(1999)은 

팀 다양성을 성(gender), 나이, 민족(ethnicity) 등 사회범주 집단 구성원간 차이를 설명하는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사회범주 다양성(social category diversity)과 집단 구성원들이 집단에 제공하는 지식기반과 관점의 차이

를 설명하는 직무 관련 속성, 즉 쉽게 감지하기 어려운 정보다양성(informational diversity)으로 구분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팀 다양성과 팀 창의성간의 관계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팀 다양성

의 유형 즉, 팀 구성원의 사회범주 다양성은 팀 창의성에 부정적(e.g.,Nemeth, 1995; De Dreu & Weingart, 

2003), 정보 다양성은 긍정적(e.g.,Kolb & Glidden, 1986; Schweiger et al., 1989)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하

면,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팀 다양성은 팀 창의성과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특정 매개변수를 통해 간접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팀 다양성과 팀 창의성과의 종합적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팀 

창의성의 선행변수이면서 동시에 두 가지 팀 다양성 유형의 결과변수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갈등은 

두 변수의 인과관계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변수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e.g., Kurtzberg & Amabile, 

2001; Jehn et al., 1999; Pelled et al.,1999) 

2. 갈등

갈등(conflict)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거나 대인관계의 대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지각이

다(Jehn, 1995). 갈등의 원인은 현실적 또는 인지된 차이점에 기인한 집단 구성원간의 긴장(tension)의 결과로

서 집단의 과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De Drew & Weingart, 2003). 갈등은 과업갈등

과 관계갈등 2가지의 유형이 존재한다(Jehn, 1995, 1997). 과업갈등(task conflict)은 과업 내용과 처리과정에

서 나타난 구성원간의 의견 차이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갈등이다. 관계갈등(relational conflict)은 과업 외적으

로 개인의 성격, 태도, 선호도 등의 차이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갈등이다. 

팀 다양성과 구성원간 갈등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다양한 특성을 지닌 구성원 간에는 상호 의사

소통과 조합(coordination)의 어려움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Kirton, 

1976, 1989; Kurtzberg & Amabile, 2001). 하지만, 팀 다양성의 유형에 따라 갈등의 양상은 달라진다. 기존 

팀 다양성 연구자들은 사회범주 관점(social categorization perspective)과 정보‧의사결정 관점(information‧
decision-making perspective)의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1) 사회범주 다양성과 관계 갈등 

사회범주 관점은 “다양성의 부담(diversity as liability)”요소를 강조한 이론이다(Nkomo & Cox, 1996). 사

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 Tajfel, 1978)는 자신을 다른 사회 집단과 비교하여 긍정적인 속성을 

지닌 사회 집단의 일원으로 설정하여 그 사회 집단과 관련된 동일한 정서와 가치를 가진다는 이론이다. 내집

단에게는 호의적(positive bias)으로, 외집단에게는 비호의적(negative bias)으로 상호작용하여 구성원 간 의사

소통, 협력 등 팀 프로세스와 성과(performance)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관점이다. 주로 성, 국적, 연

령 등과 같은 가시적인 차이를 보이는 사회범주 집단에서 발생한다(Jackson, 1992; Pelled, 1996; Robe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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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ck, 2010). 개인은 성, 인종 등이 동일하고 연령이 비슷한 내집단(in-group)에게는 좋은 감정과 애정을 

가지고 호의적이고 활발한 상호작용을 한다. 하지만, 외집단(out-group)에 대해서는 그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등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어 대인간 정서 및 관계 갈등이 야기된다(Zenger & Lawrence, 1989; Jehn 

et al., 1999; Jehn, 1995, 1997; Pelled et al., 1999). 

(가설 1a) 팀의 사회범주 다양성이 높을수록 과업 갈등보다는 관계 갈등이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2) 정보다양성과 직무 갈등 

정보‧의사결정 관점은 그룹 프로세서의 직무 관련 특성에서 “다양성의 가치(value in diversity)”를 강조한 

이론이다(Cox, Lobel & McLeod, 1991). 특히, 전공, 역량, 경험 등 구성원의 직무와 관련이 깊다. 팀 다양성

은 팀 과업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지식, 기술, 관점,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는 관점이다(Gruenfeld et al., 1996). 전공, 경력 등 기능적 배경(Functional background)과 같이 팀의 

정보 다양성이 높아지면 첫째, 팀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지식, 정보 등의 자원이 

풍부해져 동질적인 자원을 활용하는 집단에 비해 가용한 자원이 풍부해진다(Tziner & Eden, 1985). 둘째, 다

양한 의견과 관점을 지닌 구성원들로 인해 과업 수행과정에서 보다 완벽한 검토와 검증을 거치게 되어 혁신

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용이하다(De Dreu et al., 2007). 다양한 지식과 기술,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개

인들로 구성된 팀은 문제해결을 위해 과업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 의견, 아이디어 등을 제시하게 되고 구성원

이 동의하는 적절한 해결책에 도달하기까지 과업갈등이 유발된다. 

(가설 1b) 팀의 정보 다양성이 높을수록 관계 갈등 보다 과업 갈등이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갈등과 팀 창의성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갈등은 팀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연구(Nemeth, 

1995; De Dreu & Weingart, 2003)와 집단사고(groupthink)를 방지함으로써 갈등을 창의적인 원동력으로 활

용해야 한다는 연구(Kolb & Glidden, 1986)가 공존한다. 전자는 갈등의 역기능(dyfunctional) 측면을 강조하

여, 과업 수행 시 구성원간 긴장과 적대심, 분열 등으로 인하여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후자는 갈등의 순기능(functional) 측면을 강조하여 기능적이고 건설적인 갈등으로 인해 집단 목표 달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이다. 즉, 갈등의 유형, 갈등의 정도(degree), 갈등 유형간 상호작용 등에 따라 갈등

이 창의성 또는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Kurtzberg & Amabile, 2001).

3) 관계 갈등과 팀 창의성 

갈등의 유형 중 관계갈등은 크게 4가지 측면에서 팀 창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첫째, 대인간 불일치

에서 발생하는 사회-정서적 갈등으로 인해 경직된 사고를 유발하고 인지적 복잡성을 감소시킨다(Carnevale 

& Probst, 1998). 둘째, 관계 갈등으로부터 촉발되는 걱정(anxiety)은 인지적 간섭(cognitive interference)을 

발생시켜(Sarason, 1984), 팀 구성원이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셋째, 관계 갈등은 구성원간 불신, 적대심을 유발하여 유용한 정보를 상호공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의사결

정에 따른 이행하는 과정에서 몰입을 저해한다(Brehmer, 1976; Faulk, 1982). 넷째, 관계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팀 구성원은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 비방(personal attack)을 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어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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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 해결에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Pelled et al., 1999). 

(가설 2a) 관계 갈등은 팀 창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4) 과업 갈등과 팀 창의성 

다양한 의견을 발생시키는 과업갈등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독창적이고(Van Dyne & Saavedra, 

1996), 복잡하며(Gruenfeld, 1995), 다양한 업무를 수행(Nemeth, 1986)함으로써 창의적인 결과물을 생산하게 

한다(Quinn, 1980). 과업갈등은 인지적인 측면에서 구성원 간 서로 다른 의견, 아이디어, 관점을 탐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집단사고 의 가능성을 낮춰 궁극적으로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Kolb & Glidden, 1986; 

Schweiger et al., 1989). 과업갈등은 팀 구성원들로 하여금 현상(status quo)을 재평가하게 하여 과업의 목표, 

전략 또는 과정을 더욱 적절하게 조정하게 함으로써 창의적인 사고로 유도한다(Nemeth & Staw, 1989; West 

& Richter, 2008). 하지만, 구성원 간 과도한 과업 갈등은 정보를 인지하고, 처리하며 평가하는 능력(capacity)

을 감소시킨다(De Dreu, 2006). 뿐만 아니라, 구성원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응집력있는 해결책

(cohesive solution)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을 저해하는 등 과업 진행을 방해하여 결국 팀 목표를 상실하게 하

는 부작용도 유발할 수 있다(Farh et al., 2010). 

(가설 2b) 과업 갈등은 팀 창의성사이에서는 ⋂형(Inverted U-shape) 관계가 있을 것이다. 즉, 적정한 수준

의 과업 갈등은 팀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3. 변혁적 리더십

리더십은 구성원의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팀 프로세스와 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이다(Shalley & 

Gilson, 2004; Mumford et al., 2002). 특히 변혁적 리더십, 현재 가장 영향력이 있는 리더십 이론 중 하나

(Judge & Bono, 2000),은 부하직원이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의 태도와 신념을 변화시켜 자신들이 가진 잠재력

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리더십이다(Burns, 1978). 이를 통해 구성원이 조직의 문제를 창의

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한다(Yuki, 1998). 변혁적 리더십은 팀 커뮤니케이션, 갈등관리기술, 팀 응집

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팀워크 프로세스(teamwork process) 요인으로 작용한다(Dionne et al., 

2004).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은 4가지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Bass & Avolio, 1994). 이념적 영향력(Idealized 

influence)은 구성원의 역할 모델을 제공하고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존경과 신뢰심을 유발시킨다. 영감적 동기

부여(Inspirational motivation)는 구성원이 높은 수준의 기준(standards)과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설

정한 목표에 대하여 긍정적인 사고를 장려한다. 지적 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은 구성원이 기존의 가정에 

도전하고 위험을 감수하게 하여 그들의 창의성을 자극한다. 개별화된 배려(Individualized consideration)는 리

더는 구성원에게 멘토(mentor) 또는 조력자(coach)로서 구성원의 니즈, 관심 등을 경청하고 의사소통함으로써 

그들과 공감하며 지원한다.

변혁적 리더십의 이념적 영향력(Idealized influence)과 개별화된 배려(Individualized consideration)는 관계

갈등과 밀접하다. 변혁적 리더의 이념적 영향력 속성은 구성원의 자기-개념(self-concept)을 변혁시켜 집단에 

동일시하도록 유도한다. 구성원이 조직의 니즈를 위해 자신의 니즈를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집단 내에서의 사

회적 동질성을 촉진시킨다(Ashforth & Mael, 1989; Sharmir et al., 1993). 결국, 구성원간 갈등, 특히 관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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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변혁적 리더의 개별화된 배려 속성은 과업 뿐 아니라, 타인과의 대인관계 등 

구성원 개인의 관심사, 니즈 등에 관심을 갖고 소통하면서 공감(empathy)하고 지원하여 구성원 사이의 관계

갈등을 경감시킨다. 

변혁적 리더십의 지적 자극과 영감적 동기부여는 과업갈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변혁적 리더의 지적 자

극 속성은 구성원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기존의 보편적인 가치로 여겨졌던 가정(assumption)이나 비효

율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의문을 제기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을 고안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Bass, 1985, 

1990; Bass & Avolio, 1994). 기존의 관점과 다른 시각을 제시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 

또는 비관습적 사고(non-traditional thinking)를 장려하는 등 구성원의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리더의 행동은 

팀 내에서 건설적인 기능적, 과업지향적 갈등을 촉진시킨다(Dionne et al., 2004). 건설적인 과업 갈등은 구성

원들이 대안적 관점을 갖도록 자극하거나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창의성을 자극하는 요인이다(Dyer, 

1987, 1995; Zander, 1994). 

변혁적 리더의 영감적 동기부여 속성은 구성원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구성원 간 건설적인 과업 갈등을 

유도하지만, 명확하고 실현가능한 과업 목표를 제시하고 과업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과업 갈등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조절한다. 

(가설 3a) 변혁적 리더십은 사회범주 다양성과 관계 갈등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미칠 것이다. 즉, 변혁적 

리더십이 약하면 사회범주 다양성과 관계갈등간의 관계가 강하고, 변혁적 리더십이 강하면 사회범주 다양성

과 관계갈등간의 관계는 약할 것이다.

(가설 3b) 변혁적 리더십은 팀의 정보 다양성과 과업 갈등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미칠 것이다. 즉, 변혁적 

리더십이 약하면 정보 다양성과 과업 갈등간의 관계가 아주 강하거나 또는 아주 약해 극단적인 반면, 변혁적 

리더십이 강하면 정보 다양성과 과업 갈등간의 관계는 적정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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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론

1. 표본 및 절차

본 연구는 연구개발팀의 다양성이 팀의 창의적 성과 창출에 미치는 영향과 갈등과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

과를 실증적으로 증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R&D 투자 상위 기업과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받

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산업기술연구회와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소에 소속된 연구개발 프

로젝트 팀1)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모집단으로부터 총 8개의 연구개발 조직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

구원 10인 내외 규모(팀장 포함)의 24개 팀을 확률 추출하였다. 

본 조사는 대상은 연구개발 팀의 상위 부서장, 팀장, 부서원(연구원) 등 3개의 층(layer)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위 부서장이란 연구개발 프로젝트 팀의 직속 상위 관리자로서 연구개발 프로젝트 팀의 창의성을 평가하였

다. 연구개발 팀장과 부서원을 대상으로는 팀 갈등과 팀장의 변혁적 리더십 수준, 개별 연구원의 학위, 전공 

등 인적사항을 조사하였다. 

2. 측정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팀 창의성은 연구개발프로젝트 팀의 상위관리자가 평가 대상이 되는 

하위 부서의 최근 1년간 연구성과물의 창의성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Van der Vegt & Janssen, 

2003; Zhou & Shalley, 2003). Fang(2008)의 6개의 설문문항을 채택하였으며, 예시는 다음과 같다. “해
당 연구팀의 성과물은 관련 연구분야에서 매우 평범하다. / 관련 연구분야에서 매우 참신하다.”, “해
당 연구팀의 성과물은 관련 연구분야에서 기존의 발상에 도전하지 않는다. / 관련 연구분야에서 기

존의 발상에 도전한다.”, “해당 연구팀의 성과물은 창의적이지 않다. / 창의적이다.”
팀 다양성은 Jehn et al(1999)의 10개 항목을 채택하였다. 정보 다양성 항목은 전공, 학위, 이전 직장경력 

유무, 연구경력 연수, 현 직무 경력연수 등이다. 사회범주 다양성 항목은 성, 국적, 연령, 현 직장 근속연수, 

출신학교 등이다. 팀 다양성은 Blau(1997)의 지수를 채택하여 수치화하였다.

팀 갈등은 Jehn & Mannix(2001)의 과업 갈등 3개, 관계 갈등 3개 등 총 6개 항목을 활용하였다. 과업 갈등

의 예는 “당신이 속한 팀에서는 아이디어에 대한 갈등이 어느 정도인가?”“당신이 속한 팀 내에서 당신이 수행

하는 프로젝트 업무에 관하여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발생합니까?” 등이다. 관계 갈등 문항

의 예는 다음과 같다. “당신이 속한 팀에서는 팀원들 간의 감정적인 갈등이 어느 정도인가?”, “당신이 속한 

팀 구성원들은 연구(또는 업무) 중에 얼마나 자주 화를 내는가?” 변혁적 리더십은 Bass & Avolio(1995)의 

다원적 리더십 질문지(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 5x-short)의 이념적 영향력, 영감적 동기부여, 지

적 자극, 개별화된 배려 등 4개의 요소를 각각 4개의 설문문항(총 16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 예시는 다음

과 같다. “우리 팀 리더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나 신념을 나에게 말해준다.”, “우리 팀 리더는 목표가 

1) 연구개발 프로젝트 팀은 특정 분야의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완적인 기술과 상호 책임성을 갖

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 내 최소 단위의 연구개발 집단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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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현한다.", "우리 팀 리더는 중요한 가정들이 의심스러우면 적절한지 여

부를 재점검한다.", "우리 팀 리더는 부하직원을 가르치고 지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통제변수는 연구단계(기초, 응용, 개발), 연구개발 분야(IT, BT, NT, ST, ET, CT) 팀 존속기간, 팀 규모, 

팀 리더 재직기간 등 5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Brislin(1980)의 역 번역 방식(back translation method)을 

채택하였으며, 7 점 리커트 척도 방식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자료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계수 알파와 집단내 일치도(Within-group agreements)

를 나타내는 rwg(j) 지수(James et al.,1984, 1993)와 평가자간 신뢰성 검정(Inter-rater reliability test)을 위해 

ICC(1, 2)를 활용하였다. 수렴 타당도와 판별적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CFA)을 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은 SPSS 20.0, STATA 12.0, Amos 21.0을 사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방법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1. 신뢰성 및 확인적 요인분석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문항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도를 측정하였다. 신뢰성 분석 결과 모든 

변수들이 크론바하 α는 0.8 이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팀 창의성 0.883, 관계 갈등 0.850, 과업 갈등 

0.843, 변혁적 리더십 0.967) 우리는 rwg, ICC 1, 2(Intra Class Correlation)를 활용하여 개인 단위에서 수집

된 자료가 집단 수준으로 분석하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rwg는 둘 이상의 독립적인 평가자들이 

동일한 대상을 평가함에 있어 그 측정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나타내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팀 

창의성의 rwg는 0.860821, 갈등과 변혁적 리더십의 중위수는 각각 0.86174과 0.82289으로 양호하게 나타났

다. 동일한 그룹 내 평가자들 간의 평가가 얼마나 수렴하는가를 나타내는 정도를 측정하는 즉, 집단 내에서 

한 개인이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정도인 ICC(1)은 갈등 0.12305, 변혁적 리더십은 0.13183으로 수용가능한 

범위의 값을 가졌다. 집단 평균의 신뢰성을 측정하는 ICC(2) 또한 갈등 0.51960, 변혁적 리더십은 0.53928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rwg는 0.70이상, ICC(1)은 0.05이상, ICC(2)는 0.5이상이면 집단 수준의 변수로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Bliesee, 2000, Liao & Chuang, 2004)

한편,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변혁적 리더십과 갈등의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χ2 = 436.56, df=196, 

p<.001, χ2/df = 2.227, RMSEA(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0.077, CFI(comparative fit index) 

0.934로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2. 가설 검증

가설 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는 표 1과 같다. 팀 창의성은 정보다양

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갈등 변수와는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정보다양성과 관계 갈등 간

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변혁적 리더십은 모든 갈등변수(관계갈등, 직무갈등)와 부(-)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의 가설 중 팀 다양성과 창의성 사이에서 갈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한 Barron and Kenny(1986)의 접근 방식(causal step)을 채택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팀 다양성이 팀 창의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표 2의 모형 2에서 알 수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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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정보다양성 만이 팀 창의성에 유의한 양(+) 관계를 보였다(β=3.120, p<.01). 이 결과는 정보다양성이 

팀 창의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증명한다. 두 번째 단계는 팀 다양성이 매개변수인 갈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표 2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팀 다양성의 어느 변수도 갈등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

지 못했다. 따라서 팀 다양성과 창의성 사이에서 갈등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Barron and 

Kenny(1986)의 방식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z 검정을 했으나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예를 들면, 

사회범주 다양성과 팀 창의성간 관계갈등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Sobel z값은 0.508(p-value = 0.611), 정보 

다양성과 팀 창의성간 직무갈등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Sobel z값은 –0.03303(p-value = 0.974)로 나타났다. 한

편 직무갈등^2과 팀 창의성간의 ⋂자형 관계도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1a, 1b, 2a, 2b 모두 기각되었다.

<표 1>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

변수 평균
표

편차
1 2 3 4 5 6 7 8 9

1.  존속기간 4.30 4.94 1

2.  규모 8.71 2.44 .329 1

3.  리더 존속기간 3.35 4.22 .601*** -.076 1

4.  창의성 5.95 .75 -.047 .259 -.073 1 　 　 　 　 　

5. 사회범주다양성(SD) .324 .070 .045 .376* .292 .287 1 　 　 　 　

6. 정보다양성(ID) .508 .137 -.003 .351* .070 .461** .632*** 1 　 　 　

7. 계 갈등(RC) 2.55 .47 .306 .410** .008 .195 .227 .345* 1 　 　

8. 과업 갈등(TC) 3.13 .44 -.048 .068 -.198 .121 .080 .218 .629*** 1 　

9.변 리더십(TFL) 5.14 .58 .032 -.132 .127 .063 -.106 -.336 -.517*** -.635*** 1

* p<.10. ** p<.05. *** p<.001

<표 2> 팀 갈등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갈등  창의성

계갈등 과업갈등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규모 .029 -.044 .102 .011 .090 -.001

단계 -.127 -.235 .069 .045 .169 .071

연구분야 -.025 .044 .038 .104 .061 .129

 존속기간 .038 .016 -.032 -.005 -.049 -.022

 리더 존속기간 -.023 -.019 .014 -.005 .023 .003

사회범주 다양성(SD) .477 .926 .175 -.052

정보 다양성(ID) .678 .909 3.120* 3.141*

계 갈등(RC) .441 .424

과업 갈등(TC) -2.411 -2.013

과업 갈등
2

.395 .284

R
2

.364 .268 .116 .343 .171 .372

△ R
2

- - .116 .227 -.172 .201

F 1.309 .836 .470 1.195 .055 .769



- 14 -

팀 다양성과 갈등 간의 관계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조절회귀분석

(hierarchical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직무갈등과 관계갈등 각각에 대하여 1단계 통제

변수, 2단계 독립변수(팀 다양성), 3단계 조절변수(변혁적 리더십), 4단계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상호작용

항을 투입시킴에 따라 발생하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를 통제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값

을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하여 변환하였으며 상호작용항도 변환된 변수값을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각 

회귀계수에 대한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s)는 1.220 ~ 2.915 사이로 다중공선성을 적절하게 제

거하였다. 분석결과, 표 3의 모형 4에서 알 수 있듯이, 변혁적 리더십은 직무갈등에 유의한 수준의 부(-)의 

효과가 있으며 정보다양성이 증가하더라도 직무갈등을 줄여주는 조절효과가 증명되었다.(β=-2.822, p<0.05) 

변혁적 리더십은 관계갈등에 유의한 수준의 부(-)의 효과는 있으나 사회범주다양성이 증가하더라도 관계갈등

을 줄여주는 조절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팀 다양성과 창의성 사이에서 갈등의 

매개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둘째, 직무갈등*직무갈등과 팀 창의성간의 ⋂자형 관계도 증명되지 않았다. 셋

째, 변혁적 리더십은 팀 정보다양성과 직무갈등 사이에서만 유의한 수준의 부(-)의 효과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팀 다양성과 팀 창의성간 직접효과는 팀 정보다양성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3> 정보다양성과 변혁적리더십의 조절효과 분석

과업 갈등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규모 -.002 -.034 -.024 -.011

  단계 -.223 -.231* -.185 -.045

  연구분야 .019 .043 .026 .041

   존속기간 .002 .011 .006 .013

   리더 존속기간 -.005 -.011 -.004 -.017

  정보 다양성(ID) 1.113 .344 .710

  변  리더십(TFL) -.422** -.449***

  정보다양성(ID) * 변  

리더십(TFL)
-2.822**

R
2

.177 .259 .513 .627

△ R
2

- .082 .254 .114

F .989 2.408* 3.157**

(그림 2) 정보다양성과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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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연구개발 팀을 대상으로 팀 다양성이 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두 변인 사이에서 갈등의 매개효과와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증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갈등의 매개효과와 갈등과 팀 창의성 간 ⋂자형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었다. 

다만, 정보다양성이 팀 창의성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와 정보다양성과 직무갈등 사이에서 변혁적 리더십의 조

절효과만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팀 다양성과 팀 창의성 사이에서 갈등의 매개효과를 주목했던 

Kurtzberg & Amabile(2001)의 가정(propositions)은 증명되지 않았다. 팀 다양성과 팀 성과 사이에서의 갈등

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증명했던 Jehn et al.(1999)과 Pelled et al.(1999)의 결과도 확인할 수 없었다.  

기존 선행연구(특히 서양권 국가)에서 나타난 갈등의 매개효과가 본 연구에서 증명되지 못한 이유는 크게 

동‧서양의 문화적인 차이(동양인과 서양인의 사회심리적 차이)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측정방식의 문제로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양인은 서양인과 달리 상호의존적인 사회 속에서 구성원간 불협화음

을 경계하고 원만한 관계를 중시함에 따라 팀 구성원간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

다.(Nisbett, 2003) 측정 방식에서도 기존 연구에서는 팀 구성원에게 팀 전반적인 갈등 분위기를 묻는 문항들

로 구성되어 있다.(예: how much relationship tension is there in your work group) 즉, 실제 팀 구성원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를 꺼려하는 동양인의 특성 상 이를 다른 

구성원이 감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팀 구성원간 갈등의 

수치가 낮을 뿐만 아니라, 표준편차도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관계 갈등 평균 2.55, 표준편차 0.47; 과업 

갈등 평균 3.13, 표준편차, 0.4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팀 다양성 특히 정보다양성이 팀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

실과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증명했다. 특히, 교육 배경 이질성(educational specialization heterogeneity)

이 팀 창의적 효능감(team creative efficacy)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팀 창의성에 영향을 준 것과 변혁적 리더십

이 두 변인 사이에서 조절효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증명했던 Shin & Zhou(2007)의 연구와도 

같이, 정보다양성과 팀 창의성사이에 갈등이 아닌 다른 매개변수를 통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며 

가능성도 확인했다. 

향후 연구를 위해 만약 팀 다양성과 팀 창의성 사이에서 갈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면, 특별히 

동양권 국가에서의 팀 구성원간 갈등을 측정하는 방식을 개인화하고 더욱 정교하게 설계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다양성과 팀 창의성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팀 학습 행동(team learning behavior) 

등 정보다양성이 주는 다양성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매개변수를 탐색하고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Brown et al., 1991; Edmondson, 1999; Senge,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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