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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ICT기업에서 창의성에 해 구성원들이 느끼는 변  리더십의 효과를 검증함과 동시에 리

더의 감성지능의 조 효과  조직신뢰의 매개역할을 검증하 다. ICT기업의 구성원을 상으로 한 실증

분석 결과, 첫째, 리더의 변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창의성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주었다. 둘째, 리

더의 변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조직신뢰에도 정 인 향을 주었다. 셋째, 조직신뢰 역시 

구성원들의 창의성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주었다. 넷째, 변  리더십과 창의성의 계에서 조직신

뢰의 매개역할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리더의 감성지능은 변  리더십과 창의성의 계에서 조

역할을 보 다. 즉, 변  리더십과 창의성의 정 인 계는 리더의 감성지능이 높은 집단이 그 지 않

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통해, 본 연구의 시사 과 한계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 다.

■ 중심어 :∣변혁적 리더십∣조직신뢰∣창의성∣리더의 감성지능∣ICT기업∣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s among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rganizational 
trust, and creativity in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company. Also the study 
investigates the moderator effect of leader's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mediator effect of 

organizational trust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creativity.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employed to test the hypotheses. Using survey data collected 
from 241 R&D department and support personnel in ICT company. The main finding of this 

study was as follows: First, a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d a positive effect on employee 
creativity. Second, organizational trust had a positive impact on employee creativity. Thir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d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trust. Fourth, organizational 

trust turned out not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employee creativity. Fifth, the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employee creativity were stronger when leader's emotional intelligence was high rather than 

low. In particular, this review concludes with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practica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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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속가능한 성장이 상되었던 노키아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제외되고, 삼성과 애 의 세계시장 독주에 

국의 샤오미 등의 새로운 기업들이 도 을 넘어 경쟁자

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시장이 ICT기업을 둘러 싼 경

환경이다. 즉, 모바일 Web 3.0시 가 확산됨에 따라 

ICT기업들은 최신 기술동향을 악하고, 경쟁기업보다 

앞선 아이디어로 창의 인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되는 것이 ICT기업의 숙명이다[1]. 로벌 환

경에서 모든 조직이 생존을 해서 더 좋은 제품과 서

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일반기업에 비해서 ICT기업

들은 해당 업종을 월한 불분명한 경쟁자와 다양한 니

즈(needs), 빠른 변화․이동이 가능한 고객에 응해야 

한다. 이러한 ICT기업환경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

모하기 해서 ICT기업에 필요한 핵심역량은 리더십

(leadership)과 창의성(creativity)이다. 일례로 3M은 변

화의 시기와 신 인 표 을 유지하기 해서 리된 

100년의 경험으로 진보해 왔으며, 이러한 3M의 신은 

지속 인 성공에 요한 원천이 되었다[2].

변하는 경 환경은 학계에서도 창의성 연구에 

한 심을 증 시켜 왔다. 창의성에 한 국내외 연구

는 크게 개인  요인( : 성격, 인지, 태도, 지식 등)과 

환경맥락  요인( : 리더십, 조직분 기, 보상 등)이 

창의성의 향요인으로 주장되고 있다[3]. 그러나 이러

한 선행변인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창의성에 

향을 주는지? 는 선행변인과 창의성의 계를 어떠

한 변인들이 조 하는지? 이러한 매개  조 변인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에 한 핵심 향요인  하나

가 리더십과 리행동이라는 선행연구[4]에 기 하여, 

변  리더십과 창의성의 계에서 매개(조직신뢰)  

조 변인(리더의 감성지능)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먼   국내외 선행연구( : Aryee 등, 2008, 배성

․채순화, 2004)들은 신뢰를 어떠한 두 개념을 연결

해 주는 매개변인으로서 요한 역할을 주장하고 있으

며[5], 실증연구( : Podaskoff 등, 1990[6])에서 변  

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 조직몰입 등 종업원태도의 

계에서 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특히, 변  리

더가 구성원들의 내재  동기를 강화하여 창의성에 

정 인 향을 다는 Amabile(1996)의 주장과 같이

[7], 변  리더십과 창의성의 계는 매개변인으로 연

결되는 메커니즘을 보이고 있음에도, 매개변인에 한 

국내외 연구( : 신  자기효능감[8], 심리  안정분

기[9], 조직후원인식[10])는 매우 한정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변  리더들이 구성원의 창의성을 강화

하는 데에 있어서 조직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 Rosing et al.(2011)은 변  리더십과  창의성

에 한 메타연구[11]에서 양자 간의 직 인 계보

다는 개인,   조직의 특성을 반 한 조 변인의 

요성을 강조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의 계

에 향을 미치는 조 변인에 한 국내외 연구 역시 

몇몇 변인( : 지식공유[8], 업무  조직특성[11)에 한

정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리더의 감성지능

(emotional intelligence)의 조 역할을 검증하고자 한

다. Zhou & George(2003)는 리더의 감성지능이 신과

정에서 구성원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소통을 가능하도

록 한다 하 다[12]. 즉, 조직구성원들의 정  심리상

태를 유발하고 이것이 정 인 결과로 나타나는 데 있

어서 리더의 감성지능은 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

다[13]. 즉, 변  리더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이

해하며, 감정을  조 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날 경

우,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리더의 감성지능은 

변  리더십이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보다 유연한 응을 가능하게 하여 구성원들의 

창의성개발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변혁적 리더십
처음 변  리더십을 제시한 Burns(1978)는 사회  

체계의 변화와 조직의 신을 한 힘을 동원하는 과정

이라고 변  리더십을 정의하면서, 변  리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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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종자들의 의식, 가치 , 태도의 신을 추구하는 리

더”라고 주장하 다[10]. 이처럼 변  리더십은 구성

원들로 하여  개인  이해 계를 넘어, 상 수 의 욕

구를 제고시키는 방법을 통해, 가치 있는 성과를 달성

하도록 동기부여 시키는 리더십으로 정의할 수 있다

[14]. 

Bass(1985)는 기에 변  리더십의 구성요소를 

카리스마 혹은 이상  항력, 개별  배려, 지 자극이

라는 3가지 하 요소를 제안하 으나, 향후 카리스마에 

포함된 분발 고취를 하 요소로 분리하 다[15]. 먼  

이상  향력은 리더가 문제의 난 을 극복하고 변

을 추구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자 심과 신념을 심어

주는 것을 말한다. 둘째, 개별  배려는 리더가 구성원

들을 할 때, 구성원 개인의 요구를 이해하고, 구성원

들을 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지 자극은 리더가 

추종자들로 하여  문제에 한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향력을 주는 것이

다.  

변  리더십과 창의성의 계는 Amabile(1996)의 

내재  동기이론에 근거하고 있는데, 환경맥락  차원

에서 변  리더는 구성원들의 내재  동기를 강화하

여 창의성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16]. 특히, 

변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상자 밖의 사고  탐색  

사고를 향상시켜(Walumbwa et al., 2008), 구성원들의 

창의성, 변화, 신 등을 향상시킨다(Bommer et al., 

2005)고 하 다[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  리더십

과 창의성에 한 Rosing et al.(2011)의 메타분석[11]에

서, 변  리더십은 반 으로 신(innovation)을 강

화하여 일 성을 보 지만, 창의성(creativity)에는 다

소 부정 인 향을 주기도 하여 신과 달리 일 성을 

보이지 못했다. 한 변  리더십과 신뢰에 해서는 

Avolio와 Bass(1995)가 변  리더십을 발휘할수록, 

리더와 구성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의 이익을 

월한 조직과 의 목표를 추구한다고 하 다[18]. 국내 

연구에서 남택 (2012)은 변  리더십(카리스마, 개

별  배려, 지 자극)이 상사에 한 신뢰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19]. 

2. 조직신뢰
신뢰에 한 정의는 연구자들의 학문  입장이나 

,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다. 를 들어, 신

뢰는 크게 성격 1, 행동 2  심리  상태 3 

등 3가지 으로 구분할 수 있다[5]. 이러한 세  

 최근에는 심리  상태 에서 신뢰를 개념으로 정

의하는 것이 일반 이다. 이러한 에서 Mayer 등

(1995)은 신뢰를 “개인이 상 방을 감시 는 통제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계없이 상 방이 자신에게 요

한 특정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 감을 바탕으로 상

방의 행동에 취약할 의지[20]”라고 정의하 다[5]. 

신뢰의 유형은 구분하는 에 따라 다양하다. 먼  

Cook과 Wall(1980)은 조직 내 계층에 따른 구분으로 

상에 따라 상하 계에서 형성되는 수직  신뢰(vertical 

trust), 동료 간의 수평  계에서 형성되는 수평  신

뢰(lateral trust), 조직구성원과 경 자 는 조직 간의 

계에서 형성되는 제도  신뢰(institutional trust)로 

구분하 다[21]. 는 신뢰를 그 상에 따라 상사 신뢰, 

부하 신뢰, 동료 신뢰, 조직 신뢰, 조직간 신뢰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되고 있다[22][23].

본 연구의 상인 조직신뢰는 상사, 동료에 한 신

뢰와 달리 비인격 이며, 제도 이라 볼 수 있다[24]. 

조직신뢰는 “조직에 한 확신과 지지의 감정”이다. 즉,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의 개방성이나 공정성, 일 성과 

같은 조직차원의 요인에 한 믿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조직신뢰를 조직이나 최고경 자가 충분

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도나 행

동 등이 구성원들의 일반 인 상식과 기 에 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구성원들의 정  기 로 정의한다.

일반 으로 상 간( : 조직과 구성원, 리더와 구성

원)의 상호신뢰는 신의 성공요인으로 간주되지만, 선

행연구들은 일 인 결론을 보이지 않고 있다[25]. 특

히, 최근에는 개인수 을 넘어서 조직수 에서 신뢰와 

1 신뢰를 상 방을 신뢰하는 개인의 성향으로 개념화하는 

2 개인이 상 방을 신뢰하는 행동을 직  보여  때에 상 방을 신뢰

한다고 보는 

3 신뢰를 상 방의 행동, 속성 등에 한 정 인 기 감을 바탕으로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험을 감수하며, 상 방을 믿고 력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개인의 심리  상태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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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의 계가 검증하고 있다[25]. 따라서 ICT기업의 

경 환경에서 조직의 생존과 번 은 조직 구성원들이 

갖는 조직에 한 신뢰가 매우 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조직신뢰가 요한 과제로 제언되는 것은 조직과 

구성원 간에 정 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뢰의 형성은 조직에 정 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요한 요소로서 국내외 여러 연구자들은 조직신

뢰의 매개역할을 규명하고 있으며, 주요 선행변수로는 

리더십, 공정성, 조직후원인식 등이며, 결과변수로는 조

직시민행동, 조직몰입 등이다[26]. 특히, Jo et al.(2015)

의 실증연구[25]에서 리더 신뢰는 개인 창의성과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조직신뢰와 개인 창의성

의 정 인 계를 보 다. 

3. 창의성
창의성은 Guilford(1950)가 미국 심리학회 연설을 통

해 사용한 단어로, 사회와 문화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

는 물건을 만들어 내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해 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것을 포함해 생산해 내는 능력

이나 그것을 기 화하는 인격  특성이라 하 다[27].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여러 연구자들이 창의성에 

한 연구와 이론들이 제시하 고, 창의성에 한 정의 

역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 : Amabile 등, 1996; Mumford와 Gustafson, 

1988; Woodman 등, 1993)들은 창의성을 “특정시기에 

구성원들에게 인정  지지를 받거나 만족을 주는 참신

하고 유용한 산물의 창출”로 정의하고 있다[28]. 

Amabile(1988, 1996)는 구성요소모델(componential 

model)을 통해 창의성을 과업동기, 역 련 기술, 창

의성 련 과정 등 3가지 요소로 제안하 다. 구성요소

모델에 따르면, 창의 인 결과물 도출하는 개인의 창의

 행동은 문성, 창의 련 작용, 과업동기로 3가지 구

성요소의 일치 에서 나타난다[7]. 첫째, 문성

(expertise)은 주어진 분야에서 창의 인 성과를 만들

어내기 한 기본 토 라 할 수 있다. 둘째, 창의 련 

작용(creativity-relevant processes)은 창의  사고와 

련된 인지능력과 성격  자질을 의미한다. 마지막으

로 과업동기(task motivation)은 주어진 과업을 열심히 

하도록 이끄는 동기와 련된 변인들을 말한다[28]. 

개인 창의성의 향요인으로는 크게 개인  환경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29]. 먼 , 개인  요인으로는 

성격요인, 인지  요인, 태도, 지식 등이 연구되었으며, 

환경  요인으로는 직무에 한 요인, 조직분 기, 리더

십  상사의 스타일, 보상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류되

고 있다[4]. 이처럼 개인  환경  요인은 개인 창의성

의 주요 향요인으로 그 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특

히, 조직의 신과 창의성을 높이기 한 리더의 역할

이 강조되고 있다. 즉, 리더가 구성원들에 하여 변

 행동을 보일 때, 구성원들의 창의성이 강화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Rosing et al.(2011)은 변  리더십과  창의성 

즉, 양자 간의 계는 조 변인에 의해서 향을 받는

다고 주장하 다[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  리더

십과 창의성이 연결되는 메커니즘에 한 연구와 이러

한 계를 강화하는 조 변인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

하다. 한 개인 창의성의 향요인에 한 신뢰 연구

도 리더 신뢰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 변  

리더십과 창의성의 계에서 매개역할에 한 선행연

구에서 조직신뢰와 유사한 조직후원인식(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POS)의 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김 환(2011)은 변  리더십과 창의성의 계에서 조

직후원인식(POS)의 부분매개효과를 주장하 다[10].

 

4. 감성지능
최근 들어, 향력의 기 로서 감성의 요성을 인지

한 리더십의 개념들이 강조되고 있으며(Yukl, 2002), 특

히 변  리더십에 한 많은 연구들이 리더십과 감성

지능의 련에 한 이론   실증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30]. 감성지능이라는 용어는 Salovery & 

Mayer(1990)에 의해[31], 사회  지능(social 

intelligence)의 한 부분으로서 처음으로 언 되었으며, 

Mayer & Salovery(1997, p. 10)는 감성지능을 “감정을 

정확히 지각하고, 평가  표 할  아는 능력, 사고를 

진할 때, 감정에 근하거나 일으킬 수 있는 능력, 감

정과 감성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감정과 지  성장

을 진하기 해, 감정을 조 할  아는 능력”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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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여 재정의하 다[32]. 이처럼 감성지능은 “자신

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 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감성지능을 4가지 하 능력으로 구분한 Salovey와 

Mayer(1990)와 달리, Wong와 Law(2002)는 감성지능

을 “잠재성을 가진 다면  개념”으로 근하면서 각각

의 하 요소보다는 감성지능의 넓은 개념에 을 두

었다[33]. 이에 Wong & Law(2002)는 Wong & Law's 

Emotional Intelligence Scale(WLEIS)을 개발하 고, 

감성지능을 자기 정서 악(self emotional appraisal 

:SEA), 타인 정서 악(others' emotional appraisal 

:OEA), 정서 활용(regulation of emotion in the self 

:ROE), 정서 조 (use of emotion appraisal :UOE)의 4

가지로 분류하 다[33]. 

구성원들의 창의성은 창의성 개발을 지원하는 환경 

속에서 창의 인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많은 학자들이 리더의 감성지능과 창의성의 계를 규

명하고자 노력하 다[7][34-36]. Druskat & Wolf(2001)

는 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해서는 조직의 감성지

능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집단의 감

성지능의 향상을 통해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 다[35]. 특히, Zhou와 

George(2001)는 리더의 감성지능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선천 으로 가지는 창의성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 역

할을 한다고 주장하 다[36]. Ivceic et al.(2007) 역시 

감성지능이 창의성을 강화한다고 주장하 다[37]. 특히, 

이러한 감성지능은 구성원들의 정  심리상태를 유

발하고, 이것이 정 인 결과로 나타나는 데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13].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상의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ICT기업의 근무하는 

직원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ICT기업 5개 회사를 상으로 총 241부가 배포하여, 

241부가 회수 되었고, 최종 으로 241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 다.

2. 연구가설 및 모형
많은 조직연구자( : Amabile 등, 2004; Scott과 

Bruce, 1994; Tierney 등, 1999)들은 리더십스타일이 조

직구성원들의 창의성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

다[25]. 국내 연구에서 김 환(2011)은 변  리더십이 

창의성에 정 인 향을 다고 주장하 다[10]. 

한 Avolio와 Bass(1995), Jung와 Avolio(2000)은 변

 리더십이 신뢰에 정 인 향을 다고 하 다

[38][39]. 마지막으로 지속 인 창의성 발휘로 참신하고 

유용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조직에 한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

[1][40].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변  리더십은 창의성에 정 인 향을 

 것이다.

가설 2: 변  리더십은 조직신뢰에 정 인 향

을  것이다.

가설 3: 조직신뢰는 창의성에 정 인 향을  것

이다.

국내외 선행연구( : Aryee 등, 2008, 배성 ․채순

화, 2004)들은 신뢰를 어떠한 두 개념을 연결해 주는 매

개변인으로서 요한 역할을 주장하고 있다[5]. 즉, 

Podaskoff 등(1990)은 변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

의 계에서 신뢰의 매개역할을 주장하 으며[6], 국내

에서 배성 ․채순화(2004) 역시 변 ․거래  리더

십과 조직몰입의 계에서 신뢰의 매개효과를 주장하

다[41]. 한 김기근 등(2013)은 조직신뢰가 조직비

이 구성원들의 조직변화에 한 태도에 부분 으로 매

개역할을 한다고 하 다[26]. 이처럼 신뢰는 사회  자

본으로 신뢰의 주체 즉, 구성원들의 자발  사회화를 

진하고 조직의 목표달성을 해 시간과 노력을 투입

하도록 한다[26]. 따라서 조직신뢰는 리더의 변  리

더십과 구성원의 창의성을 연결하는 매개변인으로서 

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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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 조직신뢰는 변  리더십과 창의성의 계

를 매개할 것이다.

리더십과 창의성 간의 계에서 리더 감성지능의 조

효과에 한 국내외 연구는 많지 않지만, Bass(1985), 

Ross과 Offerman(1997)은 변  리더가 감정이입, 동

기부여 그리고 자신감을 추종자들에게 보여주기 때문

에, 변  리더십은 리더의 감성지능에 따라 구성원들

의 창의성에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14]고 하 다. 국

내 연구에서 이화용과 장 철(2004)은 변  리더십과 

신  행동의 계에서 감성지능의 조 효과를 주장

하 다[42]. 이처럼 리더의 감성지능은 리더들이 주어

진 환경에서 구성원들이 창의성을 개발  발휘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유연하게 처할 수 있도록 해 다. 

따라서 신행동의 선행변인인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변  리더십의 계에서도 리더의 감성지능은 조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5. 감성지능은 변  리더십과 창의성의 계

를 조 할 것이다. 즉, 변  리더십과 창의

성의 정 인 계는 리더의 감성지능이 높

은 집단이 그 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욱 높

을 것이다.

그림 1. 연구 모형

3.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개인창의성은 Zhou와 

George(2001)가 개발한 13개의 항목을 5  척도로 측정

하 다[36]. 변  리더십은 Bass와 Avolio(1995)의 

MLQ Form 5-45 측정도구를 참고하 으며[43], 카리스

마, 감  동기부여, 개별  고려, 지 자극 4개의 하

차원으로 구분되며, 하 요소별 4개 항목, 16개 문항

으로 리커트의 5  척도를 활용하 다. 신뢰는 Nyhan

와 Marlowe(1997)의 조직신뢰척도 4개 문항을 리커트

의 5  척도룰 활용하 다[44]. 리더의 감성지능은  

Wong와 Law(2002)의 Wong & Law's Emotional 

Intelligence Scale(WLEIS)을 감성지능 측정도구를 사

용했으며[33], 자기감성인식, 타인감성인식, 감성조 , 

감성활용, 4개 하 차원, 하 요소별 4개항목, 16개 문

항을 리커트 5  척도로 활용하 다.

Ⅳ. 실증분석

1. 표본특성 
설문에 응답한 241명의 특성은 남성이 142명(58.9%)

이며, 기혼자가 144명(59.8)이다. 20 가 39명(16.2%)이

며, 30 가 133명(55.2%)이며, 40 가 66명(27.4%)이다. 

한 졸이 192명(79.7%)이며, 근속년수는 1～5년이 

83명(34.4%)이며, 6～10년이 77명(32.0%)이며, 11～15

년 54명(22.4%)이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담당업무

는 지원부서 121명(50.2%), 연구개발/기술직이 120명

(49.8%)이다.

2. 변수검증
1.1 신뢰도분석
변수의 신뢰성은 내  일치성을 기 으로 단하

으며, 내  일치성은 Cronbach's α 값을 사용하 다. 신

뢰도 분석은 조 변수인 감성지능의 4개 하 변인과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로 두 개로 나뉘어 실시하

다. 신뢰도분석 결과[표 1], 감성지능(자기감성인식 

.854, 타인감성인식 .887, 감성조  .776, 감성활용 .819), 

변  리더십(.964), 조직신뢰(.841), 창의성(.910)으로 

신뢰도를 충족하 고 모두 0.7 이상으로 신뢰성을 확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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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신뢰도 분석결과
변수 항목수 α계수

감성지능
자기감성인식 4 .854
타인감성인식 4 .887
감성조절 3 .776
감성활용 4 .819

변혁적리더십 15 .964
조직신뢰 3 .841
창의성 10 .910

1.2 타당도분석
본 연구의 활용척도  타당성은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탐색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법과 배리

맥스 방식에 의한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 다. 요인 

수의 결정기 은 고유치(eigen value) 1 이상으로 정하

고, 각 변수와 요인 간의 상 정도를 나타내 주는 요

인 재치가 0.4 이상인 경우에만 분석하 다.

1차 요인분석 결과, 재치가 낮은 항목이 있어 감성

지능 하 변수  감성조  1개의 문항을 제거 하 고, 

변  리더십 1개, 조직신뢰 1개, 창의성 3개의 문항을 

제거하 다.

감성지능 2차 요인분석 결과[표 2], 요인의 체 설명

력이 72.299%를 보이며, 요인 재치는 모두 0.4이상으

로 구성개념 타당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 KMO 

값이 .926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통계값이 

2116.695(df=105, p=.000)으로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감성지능 요인분석
 구 분

요인
재치

요 인

1 2 3 4

자기 
감성인식

1 .765 .827
2 .702 .680
3 .644 .714
4 .707 .704

자기 
감성인식

1 .684 .656
2 .781 .737
3 .805 .800
4 .757 .751

감성조절
1 .715 .750
2 .823 .878
3 .672 .504

감성활용
1 .760 .691
2 .762 .775
3 .625 .762
4 .644 .652

아이겐 값 2.961 2.984 2.241 2.659
분 산(%) 19.738 19.893 14.941 17.727

누적분산(%) 19.738 39.631 54.572 72.299

변  리더십, 조직신뢰, 창의성의 2차 요인분석 결

과[표 3], 요인의 체 설명력이 65.276% 보이며, 요인

재치는 모두 0.4이상으로 구성개념 타당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 KMO 값이 .943이며, Bartlett의 구형

성 검정통계값이 5082.553(df=378, p=.000)으로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변혁적 리더십, 조직신뢰, 창의성 요인분석 
 구 분

요인
재치 1 2 3

변혁적 
리더십

1 .717 .815
2 .722 .814
3 .701 .824
4 .702 .823
5 .752 .825
6 .719 .829
7 .719 .826
8 .651 .757
9 .570 .722
10 .600 .761
11 .721 .842
12 .643 .776
13 .612 .766
14 .667 .786
15 .644 .758

조직신뢰
1 .575 .539
3 .804 .799
4 .819 .785

창의성

1 .597 .757
2 .609 .752
4 .565 .718
7 .472 .586
8 .497 .653
9 .553 .723
10 .612 .716
11 .642 .783
12 .712 .827
13 .679 .805

아이겐 값 10.310 2.245 5.722
분 산(%) 36.822 8.019 20.435

누적분산(%) 36.822 44.841 65.276

1.3 상관관계 분석
변수 간 상 계의 결과에 의하면[표 4], 감성지능은 

변  리더십, 조직신뢰, 창의성 모두 유의한 정(+)의 

상 계를 보 으며, 변  리더십 역시 조직신뢰, 창

의성 모두 유의한 정(+)의 상 계를 보 다. 조직신

뢰도 창의성에 유의한 정(+)의 상 계를 보 다. 따

라서 인구통계학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 간 유의한 

정(+)의 상 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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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상관관계 분석결과
남자 결혼 직무 나이 학력 근속 

년수
감성 
지능

리더
십

조직 
신뢰

창의
성

남자 1 　 　 　 　 　 　 　 　 　

결혼 -.128
* 1 　 　 　 　 　 　 　 　

직무 .012 -.136
* 1 　 　 　 　 　 　 　

나이 .180** -.509** .163* 1 　 　 　 　 　 　

학력 -.104 -.075 -.138
* .190** 1 　 　 　 　 　

근속
년수 .048 -.538

** .211**.782** .135* 1 　 　 　 　

감성
지능 .025 -.012 .295** .104 -.044 .104 1 　 　 　

리더십 -.007 .020 .270** .136* -.047 .104 .826** 1 　 　
조직
신뢰 .087 -.001 .166** .036 -.083 -.008 .639**.649** 1 　

창의성 .023 -.189
** .137* .254** .121 .201**.305**.344**.215** 1

평균 .589 .400 .502 2.14 2.15 3.00 3.54 3.53 3.82 3.48
편차 .493 .490 .501 .685 .456 1.16 .546 .701 .663 .520

 * p < 0.05 ** p < 0.01

3. 연구가설 검정
변  리더십과 구성원들의 창의성의 가설검증 결

과[표 5의 모형2], 변  리더십은 창의성에 유의미한 

정(+)의 계를 보 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한 변  리더십과 조직신뢰에 한 가설검증[표 5

의 모형1] 역시 변  리더십은 조직신뢰에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주었다. 따라서 가설 2 역시 지지되었

다. 마지막으로 조직신뢰와 창의성에 한 가설검증 결

과[표 5의 모형3], 조직신뢰는 창의성에 유의미한 정(+)

의 효과를 주었다. 따라서 가설 3 역시 지지되었다. 

창의성에 한 조직신뢰의 매개검증 결과 [표 5의 모

형1～모형4], Baron & Kenny(1986)의 조건  조건1～

3은 유의미 하 고, 조건 4 독립변수(변  리더십)와 

매개변수(조직신뢰)를 동시에 투입한 경우, 변  리

더십의 회귀계수(.245)가 유의하 으나, 조건 3 매개변

수(조직신뢰)의 회귀계수(.241)보다 작지 않아 매개역

할이 검증되지 않았다[45].

표 5. 변혁적리더십, 조직신뢰, 창의성의 회귀분석

       
모형1
(신뢰)

모형2
(창의성)

모형3
(창의성)

모형4
(창의성)

(상수) 1.902 2.235 2.356 2.248
남성 .114† -.001 -.022 .000
결혼 -.089 -.134† -.090 -.134†
직무 -.010 .030 .085 .030
나이 -.014 .116 .146† .116
학력 -.044 .113 .112 .113

근속년수 -.065 -.018 -.008 -.019
변혁적
리더십 .628** .241** .245**
신뢰 .159** -.007
R2 .442 .182 .127 .183

 †p < 0.1 * p < 0.05 ** p < 0.01

계  다 회귀분석을 통해 변  리더십과 창의

성에 한 리더 감성지능의 조 효과를 검증하 다. 리

더 감성지능의 조 효과 검증결과[표 6], 모형 3과 모형 

4에서 변  리더십과 창의성이 유의한 상호작용효과

를 보 으며, R
2의 변화량 역시 0.012%(p<0.1)의 유의

한 설명력을 보 다.

표 6. 리더의 감성지능의 조절회귀분석

       
모형1
(창의성)

모형2
(창의성)

모형3
(창의성)

모형4
(창의성)

(상수) 2.967 2.248 2.180 2.004
남성 -.021 -0.006 -.009 -.029
결혼 -.087 -0.133** -.131† -.129†
직무 .121† 0.034 .031 .027
나이 .168* 0.119 .123 .129
학력 .094 0.11 .108 .099

근속년수 -.018 -0.016 -.017 -.013
변혁적
리더십 0.237** .204* .231**
감성지능 .053 .070
A*B .086†
R2 .090 .183 .184 .195
△R2 - .093 .001 .012

 †p < 0.1 * p < 0.05 ** p < 0.01

조 효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Aiken과 West(1991)는 

상호작용항의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해서는 상

호작용효과를 도식화할 것을 제안하 다[46]. [그림 2]

에서 보듯이,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변  리더십이 창

의성에 미치는 정 인 효과는 감성지능이 낮은 집단

에 비해(B=.176, p<0.05)에 비해, 감성지능이 높은 집단

(B=.311, p<0.01)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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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창의성에 대한 감성지능 조절효과

Ⅳ. 결론

본 연구는 ICT기업에서 창의성에 해 구성원들이 

느끼는 변  리더십의 효과를 검증함과 동시에 리더

의 감성지능의 조 효과  조직신뢰의 매개역할을 검

증하 다.

ICT기업의 구성원을  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첫

째, 리더의 변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창의성에 유의

미한 정(+)의 향을 주었다. 둘째, 리더의 변  리더

십은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조직신뢰에도 정 인 

향을 주었다. 셋째, 조직신뢰 역시 구성원들의 창의성에 

유의미한 정(+)의 향을 주었다. 넷째, 변  리더십

과 창의성의 계에서 조직신뢰의 매개역할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리더의 감성지능은 변  리더십

과 창의성의 계에서 조 역할을 보 다. 즉, 변  

리더십과 창의성의 정 인 계는 리더의 감성지능

이 높은 집단이 그 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한 시사 으로 먼 , ICT기업

을 상으로 한 연구결과, 변  리더십은 조직신뢰와 

개인 창의성에 정 인 향을 주었다. 이는 Amabile 

등(2004), Jung와 Avolio(2000)  Rosing et al.(2011)

의 연구와 같이, ICT기업에서도 구성원들의 창의성 개

발과 조직신뢰를 강화하기 해서는 리더들의 변  

리더십 개발이 무엇보다도 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Rosing et al.(2011)의 메타분석에서 제기

된 변  리더십과 창의성의 일 성 문제가 국내의 경

우에는 제조, 서비스, 융  호텔을 상으로 한 선행

연구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ICT산업으로 확장함으로서 

국내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 다. 따라서 ICT기업

의 조직실무자들은 간 리자들의 변  리더십을 

개발하기 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Jo et al.(2015)의 주장처럼[25], 신뢰와 개인 창

의성의 선행연구 결과가 일 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

며, 신뢰  리더 신뢰에 국한되어 연구되고 있는 실

에서 본 연구는 조직신뢰와 개인 창의성의 정 인 

계를 증명함과 동시에 신뢰와 창의성에 한 연구를 확

장하 다. 따라서 지속 인 창의성 발휘로 참신하고 유

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구성원 간의  

신뢰와  조직에 한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

[1][25][40]과 같이, ICT기업에서 개인 창의성을 높이기 

해서는 구성원들의 조직에 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

이 먼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해 조직실무자들은 

구성원들의 조직에 한 신뢰를 강화하기 정책 안 마

련이 요하다 하겠다.

셋째, 신뢰가 어떠한 두 개념을 연결해 주는 매개변

인으로서 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5]와 달리, 본 연

구에서 조직신뢰는 변  리더십과 개인 창의성의 

계에서 매개역할이 검증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Rosing et al.(2011)의 주장처럼, 본 연구

는 변  리더십과 창의성의 계가 조 변인(리더의 

감성지능)에 의존하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조 변인

에 한 연구를 확장하 다. 즉, 변  리더십은 리더

의 감성지능에 따라 구성원들의 창의성에 요한 역할

을 한다는 주장[14]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리더의 감성

지능이 변  리더십과 개인 창의성의 계를  조 함

을 실증하 다. 를 들어, 변  리더십과 개인 창의

성의 정 인 계는 리더의 감성지능이 높은 집단이 

그 지 않은 집단보다 더욱 높았다. 따라서 조직실무자

들은 개인 창의성을 강화하기 해 간 리자의 변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도 요하지만 변  리더들

의 감성지능을 높이기 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겠다. 

본 연구의 잠재  한계 으로는 변  리더십과 조

직신뢰를 통해 창의성이 발휘되는 과정이 시간이 요구 

되기 때문에 종단 인 연구 설계가 요구됨에도 불구하

고, 횡단  분석에 의한 연구결과의 한계를 가진다.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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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십과 조직신뢰  감성지능이 개인 창의성에 

향을 미치는 효과를 검증 하 으나,  수 의 변수

인  창의성에 한 심이 부족하 다. 따라서 향후 

 수 에서의 창의성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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