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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조직 내 창의적 리더의 존재를 지각하였을 경우 종업원의 직무만족과 혁신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점적으로 고찰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지각된 리더의 창의성과 종업원들의 직무만족, 혁신 행동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 창의적 자기효능의 매개효

과를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리더의 창의성이 긍정심리자본 및 창의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팀응집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SmartPLS 3.0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측정도구 검증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및 요인별 경

로분석 실시 후 연구 모형을 실증 분석한 결과, 종업원의 지각된 리더의 창의성은 종업원의 직무만족과 혁신행동에는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각된 리더의 창의성은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직무만족과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리더의 창의성은 긍정심리자본과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이중매개로 하여 종업원의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리더의 창의성은 긍정심리자본과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이중매개로 해서 종업원의 혁신행동에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팀 응집성을 조절된 매개변수로 설정해 가설을 검증한 결과,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는 팀응

집성이 높은 경우에만 유의하였으며,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팀 응집성이 평균 이상인 경우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는 변수별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각된 리더의 창의성과 그 중요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고찰하고 추가적으로 조직 구성원의 직무

만족 및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긍정심리자본과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고양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 전략의 수립 방안을 제언하였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핵심주제어: 리더의 창의성, 직무만족, 혁신행동, 긍정심리자본, 창의적 자기효능감, 팀응집성

Ⅰ. 서론

1.1. 연구배경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혁신적인 사회·경제적 변화 아

래에서 기업들은 조직 규모와 상관없이 급변하는 흐름에 적

응하기 위해 보다 능동적이고 파괴적인 쇄신을 요구받고 있

다. 그로 인해 유연하고 능동적인 환경 대처 능력만이 기업 

생존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불확실한 환경에서 잘 

수립된 전략보다는 역량 있는 조직구성원들의 지식이 보다 

의미 있는 생산요소가 될 수 있으며, 암묵적 지식이 명시적 

지식보다 더 중요한 상황에서의 지식경영 핵심은 인적 관리

가 된다. 인적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

가 아닌 바로 사람의 ‘창의적 역량’이다(구정모, 2012).

창의적 리더는 구성원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마음껏 도출

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새롭고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동시에 냉철한 판단하에 우선순위에 근거한 성

과 도출을 위해 아이디어를 선별해 실행해야 한다. 또한, 창

의적 리더는 현실을 직시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강력한 실

행력을 보여야 한다. 조한익 외(2015)의 연구에서는 창의성을 

기존 방안보다 새롭고 유용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조

직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창의성, 그리고 조직 성과 

간의 연계성을 강조하였다.
결국 창의성이란 개인과 집단, 그리고 조직 전체의 거시적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한 실체적 프로세스이자 시스템이다. 조

직 차원의 전략적 목표 수립 상황에서는 리더가 얼마나 창의

적이고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창의적 리더의 존재는 내부 조직 구성원의 과업 진행 시, 혹

은 조직 구성원의 내부 평가 시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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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하다(백정희 외, 2012).
이러한 긴박한 경영 환경 속에서 각 기업에서의 창의성은 

기업 경쟁력에 중요한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지식과 정

보가 가치의 중심이 되는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는 지식 자체

의 일차적인 활용을 넘어 창조적이고 융합적인 지식 창출을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기업 환경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

이디어를 내세워 혁신적 자세로 해당 인재와 창의적 조직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창의성은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요소로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Hamel, 2009).
기업 차원에서는 기업의 핵심요소인 조직 구성원의 창의적 

성과물들을 핵심가치의 일부로 여기고 있다. 창의적 활동을 

통해 직무 차원을 넘어 조직원들과 다양한 가치들을 공유하

고, 자율적인 태도 안에서 스스로의 역량을 극대화하며, 조직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성과주의적 조직문화

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리더의 창의성이 조직 

구성원의 조직 만족과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 창의적 자기효능감, 팀 응

집성의 역할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리더의 창의성

창의적인 리더는 리더의 기본 자질을 충분히 갖추면서도 독

창적, 혁신적, 차별적으로 무장된 리더이다(이경화·박춘성, 
2014). 특정한 상황에서 집단과 조직의 비전을 설정하고 실현 

가능한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개인과 구성원의 변

화를 이끌어 낸다(백정희 외, 2012). 또한 창의적인 리더는 인

지적 능력과 창의적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조직 구성원들 

또는 팀원들의 창의적 잠재력을 자극할 수 있는 사람이다(이
경화, 2009). 이경화(2009)의 연구에 의하면 정보화 사회가 요

구하는 리더는 인지적 능력을 갖추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며 다면적이고 복잡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해 조직 구성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Sternberg & Lubart(1991)는 창의성을 문제 해결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창의성의 중요 요

소 중 하나인 지적 능력 요소 안에는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 
문제를 정확히 예측하고 분석하는 능력, 문제를 빠르게 해결

하기 위해 전략·전술을 선택하고 실행을 평가하는 능력이 포

함된다고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 창의적 리더란 창의적인 잠

재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조직 구성원 또는 팀원들의 

창의적 사고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으

며(장해미 외, 2006), 인지적 능력과 창의적 잠재력을 소유하

고 있어 조직구성원이나 팀원들의 잠재력을 자극해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이경화, 2009)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창

의적 리더십에서 창의적 잠재력과 문제해결 능력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어 있다. 본인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 또는 타인의 내재된 잠재력을 자극하고 활성화

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조직 공동 목표를 달성하

게 하는 절대적 능력이다. 세계화에 앞장서는 글로벌 리더에

게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의 창의성은 조직 경쟁력과 함께 필

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리더 양

성 교육에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에 개인 리더십

(self leadership)과 섬김 리더십(servant leadership)에 부가된 창

의적인 사고, 그리고 창의적 의사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적 리더(creative problem-soving leadership)가 포함되

어 있다(이경화·박춘성, 2013).
 

2.2. 직무만족

박재희(2009)는 직무만족을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해

지는 개인의 태도로서 조직 구성원들의 안전·건강·개인적 성

장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채주아·배상욱(2014)은 

직무만족이란 직무와 직무환경에 대해 조직 구성원이 감정적 

또는 정서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일종의 긍정적인 정서적 상

태라고 정의하였다. 주희·이형룡(2014)은 개인이 조직 내 맡은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 중 개인적 감정을 인식하는 만족의 정

도로 직무만족을 정의하였다. 직무만족감이 높아질수록 조직 

몰입도는 높아지고 고객의 서비스품질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며, 그 결과 조직 전체적으로는 조직성과가 

높아져 조직 운영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야 한다(이용기 외, 2006). 한편, 조직이 정한 목표를 효율적

으로 달성하고 그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

직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조화로워야 한다(차은성, 2011). 
이를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

어와 조직 과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정신 및 그에 따른 노

력이 필요하며, 조직 구성원들이 더 높은 직무몰입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성취 지향적인 동기를 부여해 직무만족도를 제고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직무만족은 직무자에게 가치판단의 

잣대이기도 하며 정신건강, 육체건강 모두에 높은 관련성이 

있으므로(백승규·이영면, 2010), 조직 리더는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만족을 고양하는데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구동우 외(2014)는 개인이 직무나 과업에 대해 갖는 태도가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쳐 조직의 전체 목표 달성 

및 생산성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직무만족은 매우 중요한 개

념 요소라고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직무만족은 직무와 연관

된 조직 내 모든 인간관계, 조직을 대하는 개인의 감정적 느

낌과 태도, 임금, 복리후생 등 모든 근로 조건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반응이 모두 모인 교집합이라고도 정의 할 수 있다(이
화석 외, 2014). 리더십 같은 경영자의 특성은 구성원들의 태

도 또는 신념을 변화시키며, 창의성은 기업의 혁신성과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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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신주훈 외, 2018). 
 

2.3. 혁신 행동

Farr & Ford(1990)는 혁신 행동을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조

직 내 과업에 대해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 창출 및 프로세

스 그리고 절차를 도입하는 행위로 그 개념을 정의하였다. 그

들은 업무 담당자가 새롭고 유용한 독창적 아이디어를 스스

로 과업에 적용하였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업무 담당자의 

도입 의지와 개인의 능력에 따라 혁신 행동 또한 다른 양상

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Janssen(2000)은 혁신 행동의 개념을 

구성원 개인의 조직 내 역할 및 조직 창출 등 조직발전에 실

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 도입, 활용

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라고 정의한 바 있다. 
Scott & Bruce(1994)는 혁신 행동을 실행하기 전 창의성 자

체를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혁

신 행동을 조직 구성원 개인별 업무와 조직의 성과 제고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거나 외

부의 다른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재무적인 역량을 충실히 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김영호 외(2010)는 혁신 행동을 개인 및 전체 조직의 성과를 

제고시키며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창조하거나 조직 내

부에 도입하여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모든 행동이라고 정의하

였다. 이도형·이승희(2012)는 조직의 성과 창출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조직 내부의 구성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역량 확

대 및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창의성을 제고하는 행동으로 정

의하였다. 
한윤자(2012)는 혁신 행동의 개념을 ‘과업을 실시하는 데 있

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해 적용, 
활용하면서 조직 내부로 확산시키는 모든 과정’으로 정의하였

고, 강태완(2013)은 ‘조직 구성원의 업무 과업과 관련된 새로

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해당 아이디어를 전파하는 행위로 혁

신 행동의 개념을 구분해 설명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혁신 행동의 개념들을 정의해보면 독창적이고 새로

운 아이디어를 창출함과 동시에 이를 계획하고 도입하여 구

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확산시키는 일련의 행동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2.4. 긍정심리자본

Seligman(1998)가 조직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의 약점 보

다 강점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조직개발

과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인간의 긍정적 측면과 인간 행동

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큰 노력과 연구 활동들이 지속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긍정 조직행동은 성과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직 차

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심리, 

행동 요소로 정의되는데 이는 학습을 통해 개발이 가능하다

(Luthans, 2002). 이러한 긍정 조직행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

든 긍정적 행동 요소가 긍정심리자본에 포함되는 것이 아님

을 알 수 있으며, 조직 차원의 관리통제 가능성, 학습을 통한 

개발가능성, 성과 향상 기여 가능성 등의 특성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개인 수준에서

의 긍정심리자본 주요 구성 요인은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

의, 복원력 등 4개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4개 

요인에 관한 연구는 각각의 이론적 배경과 개념적 정의를 명

확히 설정하고 분석 틀을 구축해 측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직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로 발전하였다(Luthans, 2002; 
Luthans et al., 2007).  
최근 조직행동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이 주목을 받는 이유

는 개인 단점과 같이 부적 특성에 집중한 변화가 반드시 긍

정적 심리와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따라 조

직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평범하고 정상적인 

구성원들의 행동 및 인식 속에서 그들의 내재된 긍정적 요소

와 강점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이동섭·최용득, 2010).
 

2.5. 창의적 자기효능감

창의적 자기효능감(Creative self-efficacy)은 개인이 창의적인 

성과 창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믿음과 그와 관련된 신념

이다(Tierney & Farmer, 2002). Eden & Zuk(1995)은 자기효능

감을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개인의 능

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구성하는 일반적 특성이라고 주

장하였다. Bandura(1986, 1997)는 특수적 자기효능감(Specific 
self-efficacy)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과제 상황에 특수화된 인지

적인 측면에서 특정 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

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신념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상호관련성이 없거나 거의 낮은 과제

에서도 가능한 일반화된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다(Sherer 
et al., 1982). 즉, 넓고 다양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전반적 

효능감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다. 그러나 특수적 자기효능감은 

상호관련성이 높은 과제에서 기능하는 자기 능력에 대한 자

신감이며, 자기 업무영역의 성과 창출과 관련한 개인의 신념

으로 정의할 수 있다(Bandura, 1986; Chen et al., 2001). 
Bandura(1997)에 따르면 특수적 자기효능감의 관점에서 개인

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상황에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특수적 자기효능감을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이

에 그는 상황-특수적 자기효능감의 평가를 위해 다차원 자기

효능감 척도(Multidimensional self-efficacy scales)를 개발하였다.
Bandura(1997)은 창의적 성과와 새로운 지식의 탐구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강력한 자기효능감을 언급하였다. Tierney 
& Farmer(2002)는 자기효능감과 창의성의 기존 연구들로부터 

창의-특수적(Creativity-specific) 자기효능감을 제안하였다. 이러

한 창의-특수적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발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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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자기효능감과는 다르다(Chen et al., 2001).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근거에 기반하여 자기효능감을 상황-특수적 관점

인 창의적 자기효능감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가운데 새로운 경쟁력으로써 개개인의 창의적인 업

무수행이 매우 중요해졌고,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 창의적으로 

몰입하면 조직의 유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의 모형 및 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리더의 창의성이 종업원의 직무만족과 혁신 행

동에 미치는 관계성 및 긍정심리자본과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 역할 검증에 관한 연구로서 이들의 구조적 관계들을 규

명하며 팀 응집성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 <그림 1>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계하

였다. 추가로 고용 형태, 경력, 회사 규모, 직위 변수를 직무

만족과 혁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연

구모델을 개발하였다. 연구모델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모형

3.2. 가설설정

3.2.1. 리더의 창의성과 종업원의 직무만족 및

혁신 행동 간의 관계

정보와 지식이 전략적 가치의 구심점이 되는 융합적 사회로

의 가치 사슬 변화는 지식 자체의 단순한 활용과 이해를 뛰

어넘어 창조적, 융합적 지식 구조로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

하다.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 변화 전략에 순응하기 위

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닌 인재들이 리더가 되는 창의

적 조직의 선제가 필수적인데 이는 창의성이 빠르게 대두되

고 있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Hamel, 2009). 
이경화(2009)의 연구에 의하면 21세기 정보산업 시대가 요구

하는 리더는 인지능력과 소양을 갖추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며, 복잡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새로운 가치 구현을 위해 조직 구성원 

또는 불특정 다수를 설득하는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

다고 하였다. Torrance(1979)에 따르면 창의성은 “몇 가지 기

술, 능력, 동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의적 문제를 해결할 때 

작용하는 것”이다. Sternberg & Lubart(1991)는 창의성을 문제 

상황, 즉 문제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창의성의 인지적 

요소 중 하나인 지적 능력에는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 문제를 

정의하고 표상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을 선택

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Makri & Scandura(2010)는 창의적 잠재력의 리더와 조직 구

성원들의 잠재적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는 능력의 리더를 창

의적 리더로 정의하였다.
Scott & Bruce(1994)는 혁신 행동을 실행하기 전에 창의성을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혁신 행

동은 조직 구성원 개인별 업무와 조직의 성과 제고를 목표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거나 외부의 다른 아

이디어를 도입함으로써 충실한 재무적 역량을 기반으로 문제

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1: 리더의 창의성은 종업원의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리더의 창의성은 종업원의 혁신 행동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2.2.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King & Anderson(1990)은 리더십의 발현이 민주적일 때 집

단구성이 다양해지고, 집단의 내부 구조가 유기적일 때 집단 

창의성이 높은 수준으로 발현된다고 하였다. Sosik &  
Megerian(1999)은 변혁적 리더들이 지적인 자극을 활성할 뿐

만 아니라 상황의 변동성을 이해하고 단체활동을 장려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과 집단창의성(collective creativity) 간에는 긍정적인 

관련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기업 대다수는 급속히 변화하는 대내외적 경영환경 속에서 

순수자본개념 자체로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어려

움을 인식하였다.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경제 자본 만큼 

중요한 요소임을 주장하며 긍정성을 하나의 자본개념으로 확

장했다(Luthans & Youssef, 2004). 긍정심리자본이 조직의 성

과 제고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활동은 꾸준히 진행

되었는데, 긍정적 조직행동 차원에서 종업원의 직무만족도, 
조직몰입, 조직 충성도 및 이직 의도 등과 연관된 유의한 영

향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그 예가 된다(Luthans et al., 2007; 
Luthans et al., 2010). 

Luthans et al.(2007)은 긍정심리자본이 과업 성과와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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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관계임을 실증하였고, 특히 리더가 

보여주는 긍정 행동 특성들이 종업원들의 성과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며, 조직 구성원이 가진 긍정심리자본의 네 가지 요

인인 희망, 낙천주의,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이 조직의 성과 

제고와 직무몰입, 종업원의 직무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실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제시

하였다.

가설 3: 긍정심리자본은 종업원의 지각된 리더의 창의성과 

직무만족 간의 긍정적 영향이 미치는 관계를 유의

하게 매개할 것이다.

가설 4: 긍정심리자본은 종업원의 지각된 리더의 창의성과 

혁신 행동 간의 긍정적 영향이 미치는 관계를 유의

하게 매개할 것이다.

3.2.3.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Gong et al.(2009)는 변혁적 리더십, 부하의 학습지향성과 부

하의 창의성 관계에서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

한 바 있으며, 부하들의 창의성이 직무성과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다. Tierney & Farmer(2002)는 높은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수준의 창의성을 보인다는 것

을 증명하였다. 또한, Tierney & Farmer(2004)는 창의적 자기

효능감의 선행변수로서 상사의 부하직원에 대한 창의적 활동 

기대와 창의성 증진을 위한 지원적 행동을 제시하였다. 양필

석·최석봉(2010)은 핵심 자기평가와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직접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

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5: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종업원의 지각된 리더의 창의

성과 직무만족 간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할 것이다.

가설 6: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종업원의 지각된 리더의 창의

성과 혁신 행동 간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할 것이다.

3.2.4. 긍정심리자본과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이

중 매개에 관한 가설

Martin et al.(2002)는 도전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느낌, 태

도, 능력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심리적 작용을 긍정심

리자본이라고 정의하였다. Luthans et al.(2007) 연구에서는 긍

정심리자본이 도전적 과업에 성공하는데 필요한 자기효능감

을 느끼게 하고, 현재와 미래의 성공에 대해 긍정적인 낙관주

의를 형성한다고 밝혔다. 목표를 향해 인내함으로써 필요한 

순간에 그 목표를 재설정해 문제나 역경에 직면할 때 성공을 

위해 견디며(희망: Hope), 난관이나 좌절로부터 원래 상태로 

돌아오거나 그것을 뛰어넘는(복원력: Resilience) 복합적인 긍

정 심리상태로 정의하였다. 긍정 심리속성들을 개발할 수 있

고 그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자본으로 인식하였다. 이러

한 긍정심리자본은 개발과 개선이 가능한 상태적 특성과 변

화하는 사회 및 경영환경에 부합하는 조직변화를 이끌어내는 

행동 특성이 있다. 이에 개인과 조직개발 분야에서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7: 종업원의 지각된 리더의 창의성은 긍정심리자본과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이중 매개하여 직무만족에 유

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종업원의 지각된 리더의 창의성은 긍정심리자본과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이중 매개하여 혁신 행동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5. 팀 응집성의 조절 효과에 관한 가설

Myers(1999)는 조직 구성원들과 구성원 간의 매력적 요소들

에 대한 다차원적인 결속된 정도를 응집성으로 정의하였다. 
개인이 조직집단에 가질 수 있는 매력이자 조직집단에 지속

해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 요소로서의 응집성은 조직 

구성원들의 팀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 업무 스트레스나 조직 

내부 갈등에 따른 이직 등 개인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Forsyth & Diederich, 2014).
팀이란 조직적으로 합의한 뚜렷한 목표 또는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집단으로 사회집단과 비교했을 때 관계적 측면에서 

상호작용성이 낮고 과제 지향적인 상호작용성을 더 많이 갖

고 있다(Gorse & Emmitt, 2009). 또한 응집성이 높은 팀은 사

회집단과 비교하여 더 단단한 구성력을 갖추고 있으며 난관

을 극복하고 전진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추진력을 보유

하고 있다(Fosyth & Diederich, 2014). 
집단 응집성이 높게 나타나는 조직은 팀 구성원에 대한 관

심이 높으며, 팀이나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 집단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응집성이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과 팀 구성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는 등 단결을 통한 잔류 의사의 

강도를 의미한다(임희정·강혜련,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9: 종업원의 지각된 리더의 창의성이 직무만족(또는 혁

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

과는 팀 응집성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팀 응집성이 높을수록, 지각된 리더의 창의성과 긍

정심리자본의 정적 관계는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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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0: 종업원의 지각된 리더의 창의성이 직무만족(또는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의적 자기효능감

의 매개효과는 팀 응집성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팀 응집성이 높을수록, 지각된 리더의 

창의성과 창의적 효능감의 정적 관계는 강화될 것

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을 위한 설문지의 구성은 선행연구에 

의거하여 6개 요인으로 이루어지며 첫째, 리더의 창의성을 요

인 6개 문항, 둘째 종업원의 직무만족을 나타내는 요인 4개 

문항, 셋째, 종업원의 혁신행동에 대한 요인 5개 문항, 넷째,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중요 요인 5개 문항, 다섯째, 창의적 자

기효능감 대한 5개 문항, 여섯째, 팀 응집성에 관한 요인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각 요인별 해당 문항에 대하여 Likert 7
점 척도로 측정을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표본의 인

구통계학적 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9개 항목을 명목척

도로 구성하여 최종적인 설문지는 아래 <표 1>과 같이 구성

하였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지표 개발

3.4.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기업규모 및 지역소재지와 관계없이 일반 기

업에 종사하는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는 우편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20년 11월 2일부터 

2020년 12월 1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설문지는 총 180부의 설

문지를 배분하여 회수한 질문은 133부이다. 수집된 설문 중에

서 부실한 기재로 분류된 설문지 3부를 제외하였고, 최종적으

로 130부를 통계분석을 통한 연구에 사용하였다.

3.5.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설문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자료부호화과정을 거

쳐 SPSS 22.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자기기입식 응답 후 설문지 회수를 통해 총 130부가 수집되

었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첫째,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파악을 위

한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각 요인별 문항에 대한 기술적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구성개념의 파악을 위해 크론바 알파(Cronbach’s 

Alpha)계수를 활용한 측정도구의 내적 신뢰성 검증 분석을 실

시하였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들간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셋째, 신뢰성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

으로 검증된 측정 하위차원들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집중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넷째, 연구모델의 잠재변

수들 간 인과관계 및 측정 변수 신뢰성 있는 측정을 위하여 

PLS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마지막

으로 팀응집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Hayes(2013)의 

SPSS PROCESS Macro를 통해 검증을 수행하였다. 

Ⅳ. 실증 분석 결과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궤적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아래 <표 2>와 같이 성별 분포는 남성이 73명
(56.2%), 여성이 57명(43.8%)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는 20-29세
는 21.5 %, 30-39세는  49.2%, 40-49세는 25.4%, 50-59세는 3.8 

변수 문항 출처

리더의 
창의성

나의 리더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
나의 리더는 성과를 높이기 위한 새롭고 실제적인 아이디어
를 제안한다.
나의 리더는 생산성을 위해 새로운 기술, 절차, 기업과 아이
디어를 찾는다.
나의 리더는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제시
한다.
나의 리더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원천을 가지고 있다.
나의 리더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증진시키고 지원한다.

Torrance
(1979)

직무
만족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성취감을 느낀다.
나는 내 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나는 나의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의 일을 선택한 것에 대해 행복감을 느낀다.

Gagné &
Deci

(2005)

혁신
행동

나는 업무와 연관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인정받은 
적이 있다.
나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편이다.
나는 업무와 연관된 새로운 서비스 기술이나 기법, 절차, 제
품 등에 대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적절한 계획과 스케쥴을 
관리한다.
나는 다른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
원과 노력을 할 것이다.

Scott &
Bruce
(1994)

긍정
심리
자본

나는 업무 관련한 미팅에 있어서 나의 의견을 잘 표현해 낼 
수 있다.
나는 문제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고객 및 관계자들을 만날 
자신이 있다.
나는 동료들에게 정보를 잘 전달해 줄 자신이 있다.
나는 현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나는 문제가 발생될 경우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
한다.

Luthans
et al.
(2007)

창의적
자기
효능감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능숙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새로운 일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나는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찾는데 능숙하다.
나는 기회가 생기면 내 업무에서 창의력을 발휘한다.

Carmeli
&

Schaubroeck
(2007)

팀
응집성

우리 팀은 성과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때 하나가 된다.
우리 팀은 전반적으로 업무에 대한 몰입도가 만족스러운 편
이다.
우리 팀은 성과 달성과 관련된 갈등이 적은 편이다.
우리 팀은 성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Muchinsk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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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사되었다. 
교육수준은 고졸 11.5%, 전문대 졸 22.3%, 대졸 54.6%, 대학

원 11.5%이상으로 조사되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 80%, 비정

규직 5.4%, 계약직 14.6%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위는 사원

이35.4%, 대리급이 23.1%, 과장/차장이 27.7%, 부장이 9.2%, 
임원·기타가 4.6%로 조사되었고 세전 월 급여 소득은 201-250
만원이 14.6%, 251-300만원 15.4%, 301-350만원이 23.1%, 351
만원 이상이 46.9%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 응답자의 근무년수(총경력포함)는 5년 이하 

39.2%, 5년-10년 미만이 23.1%, 10년-15년 미만이 24.6%, 
15-20년 미만이 9.2%, 20년 이상이 3.8%로 나타났고 재직 중

인 회사 규모는 중소기업이 33.8%, 중견기업이 39.2%, 대기업

이 26.9%로 조사되었다.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73 56.2

직위

사원 46 35.4

여 57 43.8 대리급 30 23.1

연령

20-29세 28 21.5 과장/차장 36 27.7

30-29세 64 49.2 부장 12 9.2

40-49세 33 0.392 임원 이사급 - -

50-59세 5 3.8 기타 6 4.6

학력

고졸 15 11.5

월
급여

200만원 미만 - -

전문대졸 29 22.3 201-250만원 19 14.6

대졸 71 54.6 301-350만원 30 23.1

대학원이상 15 11.5 351만원 이상 61 46.9

고용
현황

비정규직 7 5.4

근무
연수

5년 이하 51 39.2

계약직 19 14.6 5-10년 미만 30 23.1

회사

중소기업 44 33.8 10-15년 미만 32 34.6

중견기업 51 39.2 15-20년 미만 12 9.2

대기업 35 26.9 20년 이상 5 3.8

<표 2>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4.2.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토

4.2.1. 신뢰성 분석 결과

측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PLS 통계패키지(Smart PLS 3.2.1)
를 이용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공통적 속성에 

맞추어 묶여진 문항들은 리더의 창의성, 긍정심리자본, 창의

적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혁신행동으로 구분하였다. 
공통요인별로 묶여진 연구변인들의 요인부하량 값이 모두 

0.5를 넘어 분석변수로 정하였다. 또한, 변수의 구성차원별로 

개별항목과 전체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래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 알파(Cronbach's Alpha)값이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고(Hair et 
al., 2006),  CR(합성신뢰도) 값은 임계치인 0.7 이상으로 바람

직한 신뢰도로 나타나 모든 잠재변수는 내적 일관성을 확보

한 것으로 분석된다.

4.2.2. 집중 타당도 평가

아래 <표 3>과 같이 PLS Algorithm을 실행한 후 검증한 결

과 모든 측정변수들의 외부적재치가 0.7을 넘어 개별 측정변

수들의 집중 타당도는 모두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평

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의 경우 각각 

변수에 대한 값이 0.5 이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 평균분산추출(AVE) 값은 (0.592~0.819>0.5) 모두 기준값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변수에 대한 내적타당도, 크론바 알파

(Cronbach's Alpha)값, 평균분산추출(AVE)값 모두 기준치를 초

과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수들의 

집중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변수 측정항목
외부
적재치

Cronbach'
s Alpha

Composite
Reliability

AVE

리더의 
창의성

리더창의성1 0.813

0.886 0.909 0.634

리더창의성2 0.809

리더창의성3 0.728

리더창의성4 0.752

리더창의성5 0.851

리더창의성6 0.818

직무
만족

직무만족1 0.939

0.926 0.948 0.819
직무만족2 0.917

직무만족3 0.852

직무만족4 0.911

혁신
행동

혁신행동1 0.867

0.908 0.931 0.730

혁신행동2 0.888

혁신행동3 0.875

혁신행동4 0.843

혁신행동5 0.796

긍정
심리
자본

긍정심리자본1 0.831

0.860 0.900 0.704

긍정심리자본2 0.871

긍정심리자본3 0.869

긍정심리자본4 0.782

긍정심리자본5 0.863

창의적
자기
효능감

창의적자기효능감1 0.821

0.900 0.926 0.715

창의적자기효능감2 0.801

창의적자기효능감3 0.883

창의적자기효능감4 0.857

창의적자기효능감5 0.883

<표 3> 신뢰도 및 집중타당도

4.2.3. 판별 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 평가

판별타당도는 잠재변수와 잠재변수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정

도를 말하고 이는 잠재변수 간은 상호 독립적이어서 서로 상

이한 잠재변수를 동일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할 경우 결과값들 

간에 상관관계가 거의 없거나 낮아야 함을 의미한다. 
판별타당도는 각 변수들간의 평균분산추출 AVE값의 제곱근

이 해당 잠재변수와 다른 잠재변수들과의 제곱 값보다 높을 

때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 판별타당도의 결과 값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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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의 
창의성

직무만족 혁신행동
긍정심리
자본

창의적 
자기효능감

리더의 창의성 0.796***

직무만족 0.278 0.905***

혁신행동 0.164 0.295 0.854***

긍정심리자본 0.271 0.552 0.554 0.839***

창의적 
자기효능감

0.284 0.392 0.693 0.611 0.845***

<표 4> Fornell-Larcker Criterion에 의한 판별타당도 평가

* p< .05, ** p< .01, *** p<.001
주: 대각선 값은 각 변수에 대한 AVE 값의 제곱근을 의미함. 대각선 아래 값들은 
상관계수 값을 나타냄.

4.3. 동일방법편의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일반 기업에 종사하는 조직구

성원을 대상으로 개인차원의 응답에 기초했으므로 동일방법

편의(Common Method Bias)의 문제를 내포한다. 
동일방법편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해결법과 통계적 

해결법이 있는데 절차적 해결법은 설문작성 단계에서 관리되

는 반면 통계적 해결법은 설문 종료 후 인위적으로 공분산을 

분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Podaskoff & Organ, 1986). 따라서 

본 연구는 통계적 해결법인 Harman의 단일요인(Harman’s 
Single-Factor Test)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측정문항을 투입해 Kaiser정규

화가 존재하는 Varimax회전을 이용한 주축요인 추출분석을 

한 결과, 가장 많은 설명력을 차지하는 있는 요인이 전체 변

량의 14.07%밖에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지배적 요

인도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동일방법편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

다고 할 수 있다(Podsakoff et al., 2003).

Ⅴ. 가설 검증

5.1. 구조모델 평가

PLS 알고리즘의 실행결과인 결정계수, R²(Coefficient of 
Determination) 평가결과 내생잠재변수 혁신행동과 직무만족은 

0.50전후로 중간값 정도의 설명력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표 5> 결정계수(R²) 평가 결과

내생잠재변수 R² 값 수정된 R² 값

혁신행동 0.510 0.510

직무만족 0.369 0.369

5.2. 경로계수 유의성과 적합성

<표 6>의 구조모델 경로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와 같이  

가설 1과 가설 2는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고 있어 경로

계수 검증결과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구조모델 경로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가설 경로
경로
계수

표준
오차

t값 p값 95% 신뢰구간
검증
결과

H1(리더→직무) 0.151 0.083 1.816 0.070 -0.015~0.305 기각

H2(리더→혁신) -0.021 0.086 0.247 0.805 -0.189~0.129 기각

5.3. 매개효과 분석

 <표 7>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가설 5, 가설 6은 기각되었

고 가설 3, 가설 4는 각각 t값과 p값이 임계치 값보다 크고,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7> 매개효과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경로
경로
계수

표준
오차

t값 95% 신뢰구간
검증
결과

H3(리더→긍정→직무) 0.127 0.052 2.412 0.028~0.248 채택

H4(리더→긍정→혁신) 0.064 0.032 2.042 0.007~0.137 채택

H5(리더→효능→직무) 0.001 0.021 0.042 -0.036~0.053 기각

H6(리더→효능→혁신) 0.076 0.046 1.654 -0.010~0.167 기각

5.4. 이중매개효과 분석

 <표 8>에서 보듯이 가설검증 결과 가설 7은 기각되었으며, 
가설 8은 t값, p값 모두 임계치보다 크고, 신뢰구간 안에 “0”
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8> 이중매개효과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경로
경로
계수

표준
오차

t값 95% 신뢰구간
검증
결과

H7(리더→긍정→효능→직무) 0.001 0.017 0.051 -0.034~0.038 기각

H8(리더→긍정→효능→혁신) 0.067 0.034 1.993 0.009~0.142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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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팀응집성의 조절효과 검증

5.5.1. 리더의 창의성과 긍정심리자본 간 팀응집

성의 조절효과

리더의 창의성과 긍정심리자본 간의 관계가 팀응집성 수준

에 따라 조절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Aiken & West, 1991). 조절 휘귀분석을 이용하는 경

우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간의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분석하는

데, 독립변수들과 조절변수 간에 높은 선형관계가 나타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더의 창의성과 팀응집

성의 변인들에 대해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를 한 후 분

석하였다. 리더의 창의성이 팀응집성과 상호작용하여 긍정심

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1단계에서 독립

변수인 리더의 창의성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팀응집성을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리더의 창의성과 팀응집성의 상호

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표 9>에서 보듯이 의 변화량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전체 설명량은 18.1%로 

전 단계와 비교하여 7.9%만큼 설명량이 증가하였다. 즉 리더

의 창의성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팀응집성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팀응집성의 정도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팀응집성의 

회귀선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Hayes(2013)의 Macro를 사용하

였으며, 팀응집성의 수준(상, 중, 하)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결과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10>에서와 같이 95% 신
뢰 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어 평

균값과 평균값-1SD 값에서는 단순회귀선이 유의하지 않았으

며, 평균값+1SD(B=0.2624, t=3.0125, p<.01)에만 회귀식이 유의

하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조절효과 그래프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이는 팀응집성이 높은 경우에만 리더의 창의성이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표 9> 리더의 창의성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에서 

팀응집성의 조절효과 검증

준거
변인

예측변인 B(SE) β t  △

긍정
심리
자본

리더 창의성 0.167(0.66) 0.217 2.516* 0.047

리더 창의성
팀응집성

0.078(0.072)
0.229(0.082)

0.101
0.261

1.080
2.786**

0.102 0.073

리더 창의성
팀응집성
리더 

창의성×팀응집성

0.117(0.070)
0.272(0.080)
0.155(0.045)

0.153
0.310
0.293

1.674
3.410**
3.478**

0.181 0.079

**p<.01, *p<.05

<표 10> 리더의 창의성과 긍정심리자본 간의 관계에서 
팀응집성 수준에 의한 단순회귀선의 유의성 검증 결과

B SE t boot LLCI boot ULCI

팀응집성

M-1SD -0.0281 0.0755 -0.3723 -0.1775 0.1213

Mean 0.1172 0.0700 1.6739 -0.0214 0.2557

M+1SD 0.2624 0.0871 3.0125** 0.0900 0.4348

**p<.01, *p<.05

<그림 2> 리더의 창의성과 긍정심리자본 간의 관계에서 
팀응집성의 조절효과 결과

5.5.2. 리더의 창의성과 창의적 자기효능감 간 팀응집성의

조절효과

리더의 창의성과 창의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또한 위의 

분석 방법과 동일하게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11>에서 보

듯이 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전체 설

명량은 11.0%로 전 단계와 비교하여 3.5%만큼 설명량이 증가

하였다. 즉 리더의 창의성이 창의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

향은 팀응집성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팀응집성의 정도에 따른 창의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팀응집

성의 회귀선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Hayes(2013)의 Macro를 사

용하였으며, 팀응집성의 수준(상, 중, 하)에 따른 조건부 간접

효과 결과를 살펴보았다. 

<표 11> 리더의 창의성이 창의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팀응집성의 조절효과 검증

준거
변인

예측변인 B(SE) β t  △

긍정
심리
자본

리더 창의성 0.227(0.85) 0.228 2.655** 0.052

리더 창의성
팀응집성

0.153(0.094)
0.190(0.108)

0.154
0.168

1.619
1.762

0.075 0.023

리더 창의성
팀응집성
리더 

창의성×팀응집성

0.187(0.094)
0.227(0.107)
0.133(0.060)

0.188
0.200
0.195

1.981*
2.112*
2.219*

0.110 0.035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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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는 <표 12>에서와 같이 95% 신뢰 구간에서 하한값

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어 평균값-1SD 값에서는 

단순회귀선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평균값(B=0.1866, t=1.9810, 
p<.05)과 평균값+1SD(B=0.3114, t=2.6556, p<.01)에만 회귀식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조절효과 그래프는 다음 <그

림 3>과 같다. 이는 팀응집성이 평균 이상인 경우에만 리더의 

창의성이 높을수록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표 12> 리더의 창의성과 창의적 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팀응집성 수준에 의한 단순회귀선의 유의성 검증 결과

B SE t boot LLCI boot ULCI

팀응집성

M-1SD 0.0619 0.1016 0.6091 -0.1392 0.2629

Mean 0.1866 0.0942 1.9810 0.0002 0.3730

M+1SD 0.3114 0.1172 2.6556** 0.0793 0.5434

**p<.01, *p<.05

<그림 3> 리더의 창의성과 창의적 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팀응집성의 조절효과 결과

5.6.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리더의 창의성이 긍정심리자본과 창의적 효능감의 매개효과

를 통해 직무만족 및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팀

응집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과 SPSS PROCESS Macro Model 7(Hayes, 2013)을 사용해 조

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했다.

5.6.1. 리더의 창의성과 직무만족 간 긍정심리자

본 매개효과에 대한 팀응집성의 조절효과

앞서 검증된 리더의 창의성과 직무만족 간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에 대한 팀응집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

건적 간접효과를 분석해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

였다. 
<표 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팀응집성의 값이 큰 경우(평균

값+1SD)에서만 조건부 간접효과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리더의 창의성이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은 

증가하고, 그로 인해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데(매개효과), 이

러한 매개효과는 팀응집성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팀응집성이 

높을 경우에만 되어 있다. 
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리더의 창의성과 직무만족 간의 관

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와 팀응집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표 13>에서 제시하듯이 리더의 창의성과 팀응

집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긍정심리자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B=0.1548, t=3.4785, p<.01), 긍정심리자본은 직무만족

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B=0.6982, 
t=7.0522, p<.01). 즉, 리더의 창의성은 긍정심리자본을 통해 

직무만족과 유의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는 팀응

집성에 의해 조절되고 있음을 뜻한다.

B(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종속변인:
긍정심리자본
(상수)
리더의창의성(X)
팀응집성(V)
(X) ＊ (V)

5.0147(0.0689)
0.1172(0.0700)
0.2719(0.0797)
0.1548(0.0445)

72.8165**
1.6739

3.4098**
3.4785**

4.8784
-.0214
0.1141
0.0667

5.1510
0.2557
0.4297
0.2429

종속변인:직무만족
(상수)
리더의창의성(X)
긍정심리자본(M)

1.2450(0.5095)
0.1423(0.0760)
0.6982(0.0990)

2.4437*
1.8711

7.0522**

0.2368
-0.0082
0.5023

2.2531
0.2927
0.8942

<표 13> 리더의 창의성과 직무만족 간 긍정심리자본 

매개효과에 대한 팀응집성의 조절효과 검증

**p<.01, *p<.05

조절변인인 팀응집성의 수준에 따라 매개효과의 변화를 뜻

하는 조절된 매개효과의 방향과 크기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를 이용해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

증한 결과는 <표 14>에 제시하였다. 
팀응집성의 평균값과 평균값-1SD의 조건부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하한 값(Boot LLCI)과 상한 값(Boor ULCI) 사이

에 0이 포함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평균값+1SD에

서의 조건부 간접효과만이 95% 신뢰구간에서 하한 값(Boot 
LLCI)과 상한 값(Boor ULCI)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리더의 창의성이 긍정심리

자본을 통해 직무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팀응집성이 평균 

이상인 경우에만 유의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팀응집성이 높은 집단은 리더의 창의성이 높으면 

긍정심리자본이 높아지고, 이렇게 높아진 긍정심리자본을 매

개로하여 직무만족이 더욱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리더의 창의성이 종업원의 직무만족과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과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팀응집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17권 제3호 (통권81호) 175

팀응집성 Boot간접효과 boot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1SD(-0.9382)
M
+1SD(+0.9382)

-0.0196
-0.0818
0.1832

0.0700
0.0529
0.0652

-0.1499
-0.0263
0.0319

0.1285
0.1796
0.2913

<표 14> 리더의 창의성과 직무만족 간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에 대한 팀응집성의 조건부간접효과 검증 결과

5.6.2. 리더의 창의성과 혁신행동 간 긍정심리자

본 매개효과에 대한 팀응집성의 조절효과

위의 조절된 매개 모형을 검증한 절차와 동일하게 분석하였

으며, 그 결과는 <표 15>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리더의 

창의성과 팀응집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으며(B=0.1548, t=3.4785, p<.01), 긍정심리자본은 혁신행동

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B=0.5851, 
t=7.0837, p<.01). 그러나, <표 16>에서 보듯이, 팀응집성의 조

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평균값+1SD에서의 조건부 간접효

과만이 95% 신뢰구간에서 하한 값(Boot LLCI)과 상한 값

(Boor ULCI)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났다. 
이는 리더의 창의성이 긍정심리자본을 통해 혁신행동에 미

치는 간접효과는 팀응집성이 평균보다 높은 경우에만 유의함

을 의미한다. 

<표 15> 리더의 창의성과 혁신행동 간 긍정심리자본 

매개효과에 대한 팀응집성의 조절효과 검증

B(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종속변인:
긍정심리자본
(상수)
리더의창의성(X)
팀응집성(V)
(X) ＊ (V)

5.0147(0.0689)
0.1172(0.0700)
0.2719(0.0797)
0.1548(0.0445)

72.8165**
1.6739

3.4098**
3.4785**

4.8784
-.0214
0.1141
0.0667

5.1510
0.2557
0.4297
0.2429

종속변인:
혁신행동
(상수)
리더의창의성(X)
긍정심리자본(M)

1.4135(0.4250)
0.0393(0.0634)
0.5851(0.0826)

3.3256**
0.6191

7.0837**

0.5724
-0.0863
0.4217

2.2545
0.1648
0.7486

**p<.01, *p<.05

<표 16> 리더의 창의성과 혁신행동 간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에 대한 팀응집성의 조건부간접효과 검증 결과

팀응집성 Boot간접효과 boot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1SD(-0.9382)
M
+1SD(+0.9382)

-0.0164
0.0686
0.1536

0.0566
0.0466
0.0625

-0.1229
-0.0228
0.0230

0.1035
0.1616
0.2723

5.6.3. 리더의 창의성과 직무만족 간 창의적 자

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팀응집성의

조절효과

위의 조절된 매개 모형을 검증한 절차와 동일하게 분석하였

으며, 그 결과는 <표 17>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리더의 

창의성과 팀응집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으며(B=0.1330, t=2.2193, p<.05),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직

무만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0.2906, t=3.3408, p<.01). 한편, <표 1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팀응집성의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평균값과 평균

값+1SD에서의 조건부 간접효과만이 95% 신뢰구간에서 하한 

값(Boot LLCI)과 상한 값(Boor ULCI)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

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리더의 창의성이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통해 혁신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팀

응집성이 평균 이상인 경우에만 유의함을 의미한다. 
기존의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는 팀응집성이 높은 경우에

만 유의했지만,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팀응집성이 

평균인 경우에도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17> 리더의 창의성과 직무만족 간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팀응집성의 조절효과 검증

B(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종속변인:
창의적 자기효능감
(상수)
리더의창의성(X)
팀응집성(V)
(X) ＊ (V)

4.7090(0.0927)
0.1866(0.0942)
0.2267(0.1073)
0.1330(0.0599)

50.8051**
1.9810*
2.1122*
2.2193*

4.5256
0.0002
0.0143
0.0144

4.8924
0.3730
0.4391
0.2515

종속변인:
직무만족
(상수)
리더의창의성(X)
창의적 자기효능감(M)

3.4090(0.4242)
0.1929(0.0862)
0.2906(0.0870)

8.0364**
2.2366*
3.3408**

2.5696
0.0222
0.1185

4.2484
0.3635
0.4626

**p<.01, *p<.05

<표 18> 리더의 창의성과 직무만족 간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팀응집성의 조건부간접효과 검증 결과

팀응집성 Boot간접효과 boot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1SD(-0.9382)
M
+1SD(+0.9382)

0.0180
0.0542
0.0905

0.0334
0.0356
0.0518

-0.0424
0.0009
0.0144

0.0924
0.1416
0.2146

5.6.4. 리더의 창의성과 혁신행동 간 창의적 자

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팀응집성의

조절효과

위의 조절된 매개 모형을 검증한 절차와 동일하게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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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 결과는 <표 19>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리더의 

창의성과 팀응집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으며(B=0.1330, t=2.2193, p<.05),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혁신

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0.3934, t=5.8493, p<.01). 한편, <표 20>에서 보듯이 팀응집

성의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평균값과 평균값+1SD에서

의 조건부 간접효과만이 95% 신뢰구간에서 하한 값(Boot 
LLCI)과 상한 값(Boor ULCI)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팀응집성이 평규 또는 평균이상인 경우에만 리더의 창의성

과 혁신행동 간의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19> 리더의 창의성과 혁신행동 간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팀응집성의 조절효과 검증

B(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종속변인:
창의적 자기효능감
(상수)
리더의창의성(X)
팀응집성(V)
(X) ＊ (V)

4.7090(0.0927)
0.1866(0.0942)
0.2267(0.1073)
0.1330(0.0599)

50.8051**
1.9810*
2.1122*
2.2193*

4.5256
0.0002
0.0143
0.0144

4.8924
0.3730
0.4391
0.2515

종속변인:
혁신행동
(상수)
리더의창의성(X)
창의적 자기효능감(M)

2.5122(0.3280)
0.0477(0.0667)
0.3934(0.0673)

7.6587**
0.7155

5.8493**

1.8631
-0.0842
0.2603

3.1613
0.1796
0.5265

**p<.01, *p<.05

팀응집성 Boot간접효과 boot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1SD(-0.9382)
M
+1SD(+0.9382)

0.0243
0.0734
0.1225

0.0487
0.0611
0.0931

-0.0615
0.0020
0.0107

0.1441
0.2328
0.3558

<표 20> 리더의 창의성과 혁신행동 간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팀응집성의 조건부간접효과 검증 결과

VI. 결론 및 연구의 한계

6.1. 연구 결과 요약

첫째, 본 연구에서는 리더의 창의성이 종업원의 직무만족과 

혁신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종업원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

서는 리더의 창의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

인임을 알 수 있다. 이경화(2009)의 연구에 의하면 현대사회

는 창의적으로 집단을 이끌며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 능력의 리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몇몇 학자

들이 리더십에서의 창의적 핵심을 강조하였는데(Kaufman, et 
al., 2004), 본 연구는 리더의 창의적 역량이 종업원의 직무만

족과 혁신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

함으로써 기존 연구와는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결국 

창의적 리더란 창의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 구성원 

또는 팀원의 창의적 잠재력을 자극할 수 있는 사람(장재윤, 
2006)이면서, 조직 구성원들 또는 팀원들의 창의적 잠재력을 

자극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과 창의적 잠재력을 소유한 사람

(이경화, 2009)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매개변수 없이 

조직 내 창의적 리더의 존재만으로 종업원들이 직무만족이나 

혁신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리더의 창의성이 종업원의 혁신 행동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데, 창의적 리더의 존재 자체가 혁신 

행동으로 표출되기에는 조직 자체의 다양하고 복잡한 메커니

즘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조직 내 혁신 행동의 주체인 종업원은 조직 내 창의적 리더

의 존재를 심리적으로 지각한 후 직관적으로 혁신 행동을 실

행할 가능성보다는 혁신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더 유

연하게 제공하고 다른 매개변수와 함께 혁신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Kirkman & 
Shapiro(2001)는 직무만족이란 조직 구성원으로서 함양해야 하

는 가치, 태도 그리고 신념, 욕구 등을 바탕으로 조직 내 직

무환경의 평가 결과로 얻게 되는 정서적 또는 감정적인 만족 

상태라고 정의함으로써 직무만족은 조직 내 다양한 변인에 

의해 도달되는 감정적 표출물이며 매개변수 없이 창의적 리

더의 존재 자체가 직무만족감으로 직관적으로 표출되기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메커니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긍정심리자본이 리더의 창의성과 종업원의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Bakker & 
Demerouti(2007)은 긍정심리자본이 직무 열의에 정(+)의 영향

을 미치며, 최진홍(2021)은 긍정심리자본이 혁신 행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했다. 위의 결과는 긍정심리자본

이 조직유효성에 효과적이라는 기존 연구결과(유재익·정동섭, 
2015; Avey et al., 2011)와 동일하다. 도재수·김경석(2019)는 

긍정심리자본이 직무 열의와 혁신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

는 것을 입증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 긍정심리자본이 리더의 

창의성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을 보여줌

으로써 긍정심리자본의 매개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하

였다. 
셋째, 리더의 창의성은 긍정심리자본을 통해 창의적 자기효

능감을 거쳐 종업원의 혁신 행동을 일으키는 것을 입증함으

로써 혁신 행동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Amabile(1997)는 혁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개인의 창의성이라고 주장하였다. 모든 

혁신은 창의적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되고, 창의성은 혁신의 시

발점이라고 하였다. 송병식(2005)은 직무 특성과 창의성, 그리

고 혁신 행동 간의 연구에서 구조모형을 통한 기능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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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과업의 정체성 그리고 과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창의성을 

매개로 혁신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이는 

혁신의 원천이 개인과 조직의 공통된 생각에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한 Parker와 Welch(2013)의 견해를 뒷받침한다. 
박권홍(2012)은 긍정심리자본이 창의성과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쳐 조직 차원의 긍정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를 통해 긍정심리자본이 창의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쳐 혁신 행동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기존 연구

를 뒷받침했다. 이는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희망, 낙관주의, 복

원력과 상호 작용하여 시너지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Richardson, 2002).
넷째, 본 연구는 팀 응집성이 리더의 창의성과 긍정심리 자

본 간의 관계, 리더의 창의성과 창의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를 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도출해냄으로써 조직 내 팀 응

집성의 중요성을 밝혀낸 것에 관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함규정과 윤위석(2008)은 집단 구성원의 협동과 단결이 높을

수록 집단창의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본 연

구는 집단 내의 응집력이 높을수록 종업원의 심리적 자본과 

창의적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이를 재확

인해 주었다. 이는 개인 수준의 심리적 자본과 창의적 자기효

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팀 응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

하는데, Pearce(2004)는 팀 구성원들로부터 다양한 대안들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팀원 내에서 보다 창

의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Drath(2001)은 

관계적인 상호작용을 거쳐 새로운 지식을 함께 만들어가면 

창의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Shalley & Gilson(2004)는 조직 구성원들 간의 아이디어와 관

련해 활발히 의사소통하면 팀 창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

는데, 본 연구를 통해 개인의 창의적 자기효능감도 높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팀 응집성이 높고 팀의 목표와 조직

의 목표가 일치할 때 조직 전체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

(Hellriegel & Slocum, 2011)을 고려하면 팀 조직의 목표 수립 

시 조직 구성원의 수용성을 높이는 등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6.2. 시사점

첫째, 본 연구는 개인과 집단 수준에 국한되어 있던 창의성 

연구에 대해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특히 조직과 조직 

구성원 간 측정변수들의 관계에 주목하던 종래의 창의성 연

구에서 벗어나 지각된 리더의 창의성이 조직 구성원에게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시대적 흐

름에 따른 창의적 리더의 본질을 이해하고 창의적 리더의 자

질이 조직 차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기

존 창의성 연구의 한계를 일부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

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리더의 창의성이 직무만족 

및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긍정심리자본이 창의적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따른 인과관계를 분석해 각 변수 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조직 경영에 도움을 

주었다.
둘째, 창의적 리더의 존재 자체를 직무만족감과 혁신 행동

으로 직접 연결하기보다는 창의적 리더로 인한 종업원의 심

리적 자본의 역량을 통해 종업원의 직무만족감과 혁신 행동

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리

더의 창의적 역량을 통해 종업원의 심리자본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직무만족과 혁신 행동을 촉진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한편, 조직 내 혁신 행동의 주체인 종업원은 

직관적으로 혁신 행동을 실행할 가능성보다는 조직 내 창의

적 리더의 존재를 심리적으로 지각한 후 혁신 행동이 가능한 

상황들을 더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심리적 자본과 창의적 

자기효능감 등의 역량을 높여 혁신 행동을 촉진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직무만족은 조직 구성원이 직무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는 것으로 직무에 대한 

애착과 열의를 발생하게 하는 긍정적인 직무태도라고 정의한

다(Netemeyer & Maxham, 2007). 
창의적 리더에게 직무만족은 조직 내 다양한 변인에 의해 

도달되는 감정적 표출물이며 매개변수 없이 창의적 리더의 

존재 자체가 직무만족감으로 표출되기는 한계가 있음을 직시

해야 하며 종업원의 낙관적 정서 관리를 강화하는데 주력해

야 한다. 따라서 조직 내 지각된 리더의 창의성을 조직문화에 

효율적으로 이식시키기 위해서는 인사관리 전반을 포괄한 조

직심리학적 관점의 다양한 방법론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는 긍정심리자본과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리더

의 창의성을 매개로 하여 혁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입증하였다. 리더는 솔선수범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

디어와 행동을 바탕으로 혁신적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

장서야 한다. 창의성은 독창적이고 적합한 대상을 기준으로 

혁신적으로 창조해 내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 신규 사업을 실

행하거나 기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에 가

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시

대에 혁신 중심 경제가 강조되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반강제적인 직무수행이 아닌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 적정 수준의 권한을 이양하고 자율성을 강조하는 

조직문화를 확산(Laschinger et al., 2001)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창의적 리더는 가장 선망하는 조직 전체에 창의성을 전파하

여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밑거름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긍정심리자본과 창의적 자기효능

감을 고양할 수 있는 조직 차원의 방안들을 강구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심리적 자본 고양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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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 방향 및 추가적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을 통한 연구 대상의 표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로 응답 문항에 대한 대표성과 일반성에 결여가 있는 한

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대기업 및 중소·벤처기

업 등 다양한 규모의 기업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표

본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보다 객관적인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근무연수 5년 이하 재직자에 대한 표본이 39.2%로 이는 
리더에 대한 판단이 미성숙한 재직자의 변인이 해당 연구를 

대표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요소이다. 차후 연구에

서는 근무연수에 대한 구분을 적절히 안배하여 연구의 신뢰

성 및 타당성 확보를 통해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일반 기업 재직자만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기에 각 기업 별 조직문화나 경영현황에 대한 차이

를 변인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모든 조직 구성원들

의 의견을 대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특히 긍정심리자본

이나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연관적 개념에 대한 이해도나 개

인적 변인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모형의 설명력

은 만족스럽지 않게 보인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개인별, 조

직별 변인들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가설검증 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의 질적인 확장성을 기대한다.
셋째, 한국 기업 정서상 기업 오너 또는 팀장급 리더들의 

지각된 리더의 창의성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답변이 상대

적으로 호의적이기 않은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조직 구성원 

개인별로 리더의 창의성에 대해 느끼고 평가하는 정도 또한 

상대적인 간극이 크기 때문에 포괄적 표본 추출에 대한 한계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세부적이고 정교한 

측정 표본을 통해 더 정밀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일정 기간의 단일 시점을 기

준으로 진행한 횡단적 연구 방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에 발생하는 현상이나 종업원 인식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종단 연구 방법을 통해 다양한 표본 수집 및 각 변인들의 인

과관계에 대한 더 정확한 가설검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인터뷰, 추적 관찰 등의 방법을 통해 객관화된 연구결

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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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whether employees’ perceived leader’s creativit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employees’ job satisfaction and 
innovative behavior.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reative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leader creativity and employee satisfaction with the job or innovation behavior, and analyze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team cohesion. This study conducte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path analysis for each factor using the 
measurement tool verification method using the SmartPLS 3.0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empirically analyzed the research model.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creativity of employees’ perceived leaders did not directly significantly affect employees’ job satisfaction 
and innovation behavior. However, it was found tha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leader creativity and job satisfaction or innovative behavior. In additi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reative self-efficacy 
have a complete double-medi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ees’ perceived leader’s creativity and employees’ innovative behavior. 
However,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reative self-efficacy don’t have a double-medi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ee's 
perceived leader's creativity and employees’ job satisfaction. Finally, Team cohesion was found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leader creativit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r creative self-efficacy). However, the research model that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team cohe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 creativity, the mediating variables(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reative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r innovative behavior) was significant only for groups with high team cohesiveness. This 
study examined the needs of the times for the importance of creativity of perceived leaders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and innovation behavior of organizational members. The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ed a plan to 
establish a specific organizational strategy to enhanc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reative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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