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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을 통해 창의성에 미치는 관계모형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를 위해 직무의 특성상 공통점이 있고 매일의 수업상황에서 창의성이 요구되는 사립유아교육기관

에서 근무하는 207명의 유아교사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조직몰입은 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몰입은 변

혁적 리더십과 창의성간의 정(+)적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구성원이 조직의 목

표에 부합하는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조직몰입의 역할을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실무적으로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 행위가 구성원의 조직몰입을 이끌어내면서 조직에 유용한 창의성 발휘를 높일

수 있다는 전략적 제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1. 서론

조직혁신의 핵심은 창의적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만일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대한 강한 일체감을 통

해 조직가치가 내재화되면, 이는 구성원에게 조직에

유용한 창의성 발현에 내재적 동기로 작용하게 된

다. 그래서 오늘날 조직들은 조직몰입이 조직의 목

표에 부합하는 구성원들의 창의성 발휘에 중요한 영

향을 주는 잠재성 때문에 구성원의 조직몰입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직몰입의 연구는 조직성과에 예측변수

로서 학문적으로 실무적으로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변수로 리더십이 부각되면서 조직몰입에 선행변

수로 변혁적 리더십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결과변수로서 행동의 변화로 특히 구성원 창의

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을

하도록 구성원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여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강한 일체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조직

에 헌신하고 창의성 발휘하도록 동기부여하는 리더

십으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선행연

구들은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창의성에 높

이는 중요한 직무환경 변수로서의 역할에 대한 연구

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 창의성

에 미치는 관계모형 관점에서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몰입이 구성원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이러한 관계에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데 있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2.1. 변혁적 리더십과 창의성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가 구성원이 자신의 이해관

계를 넘어 조직의 목표를 추구하도록 더 높은 욕구

를 자극하고 이를 위한 구성원들의 역량을 개발에

초점을 두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변혁적 리더

십은 카리스마(charisma), 개별적 배려 (individual

consideration), 지적자극(intellectual stimulus)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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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 변혁적 리더십은 창의성에 정(+)의 영향

을 미친다.

가설-2.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

향을 미친다.

가설-3. 조직몰입은 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미

친다.

가설-4. 조직몰입은 변혁적 리더십이 창의성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고 영감적 동기부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변혁적 리더의 행동이 구성원들의 추구의지를 높

이고, 성장과 발전을 독려함으로써 창의적 사고와 행동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Bass & Avolio, 1995). 또한 변혁

적 리더의 행동(transformational leadership)은 직무환경 측

면에서 구성원의 내재적 동기를 높여서 긍정적으로 구성원

창의성에 영향 미칠 수 있다는Amabile(1996)의 내재적 동

기이론에 근거하여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Shin과 Zhou(2003)는 290명의 종사자와 그 상사를

대상으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창의성 발현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아래의 가설을 설정하였

다.

2.2.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몰입
변혁적 리더십은 급격하고 복잡한 경영환경의 변화

속에서 단지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해 행동하도록 압

력을 가하는 것이 아닌 비전을 통해 정서적으로 구

성원이 조직과 동일시하여 자발적으로 조직에 감정

적 애착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서적 몰입

에 초점을 두는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O'Relly와 Chatman(1986)은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을 높인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

고, Kuh와 동료들(1995)도 변혁적 리더가 다른 리더

에 비해 구성원의 조직몰입 수준을 높인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중소기업체 종사자를 대

상한 이덕로(1994)의 연구를 통해서도 변혁적 리더

십이 조직몰입 특히 정서적 몰입에 강한 정(+)의 관

계를 제시하며 이러한 관계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아래의 가설을 설정하였

다.

2.3. 조직몰입과 창의성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은 조직구성

원들이 자신이 속한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

조직에 몰두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몰입의 본질은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인 바,

내재적 조직분위기와 경쟁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직무관련

목표일치, 성과달성과 창의적·혁신적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태도를 포함하는 보다 복잡한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Swailes, 2000). Porter와 Steers, Mowday와

Boulian(1974)는 조직몰입은 한 개인의 조직행동을 결정

하는 중요한 동인 개념 중 하나로, 자신의 가치와 조직의

가치를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으로 내재화시킨다고 주장하

며 단일개념의 조직몰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조직몰입

은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믿음과 조직의 목표

달성을 도우려는 의지는 구성원들이 직무를 수행하

는 새로운 방법을 통하여 목표를 성취하도록 동기부

여 하게 되며, 따라서 높은 조직몰입 수준을 보이는

구성원들은 조직에 자발적으로 관여를 하여 새롭고

유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새로운 사업

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된다. 본 연구

에서는 조직과의 일체감을 나타내는 Portter와 동료

들의 견해에 기반을 두었다.

실제로 Amabile와 동료들(2005)은 종단적 연구를

통해 직무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구성원이 보다 높은 혁신성을 보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혁신의 시초가 되는 구성원의 창의성이 조직

몰입에 의해 높아질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아래의 가설을 설정하였

다.

2.4.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본 연구가 조직몰입을 매개변수로 포함한 이유는

태도와 행동이론에 근거할 때 리더십의 영향을 받은

조직구성원의 태도를 나타내는 조직몰입이 행동을

나타내는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기 때문

이다. 또한 앞선 선행연구의 고찰을 토대로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구성원의

조직몰입수준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인과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나타

난 인과관계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조직몰입의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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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표준

편차
창의성

조직

몰입

변혁적

리더십

창의성 5.28 .702 1

조직몰입 5.35 .901 .574** 1

변혁적 

리더십
5.27 1.002 .409** .653** 1

구분 변수 조직몰입 창의성()
독립 TC .653** .409**

매개

OC .574**

TC

OC

.060

.534**

F 152.617** 41.30** 100.66** 50.56**

R
2

(수정R2)

.427

(.424)

.168

(.164)

.329

(.326)

.331

(.325)

본 연구를 위한 연구대상은 창의적 직무가 특정한

직업으로 정의되거나 결합되는 것은 아니기에 직무

의 특성에 공통점이 있고, 유아들을 가리키며 매일

의 변화되는 수업상황에 창의성이 요구되는 사립유

아기관(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유아교사들을 대상으

로 하였다. 2010년 6월 한달 동안 서울지역 300명

의 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이 배포되었고, 229

부가 회수되어 207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3.2. 측정도구
독립변수로서 변혁적 리더십은 Bass와

Avolio(1995)가 개발한 MLQ5X 요약 척도와

Podsakoff와 동료들(1990)의 척도에서 15개 문항을

번안·수정하여 사용하였고, 매개변수로 조직몰입은

Porter와 Steers, Mowday와 Boulian(1974)의 측정도

구를 유아기관의 특성에 맞도록 번안·수정하여 10개

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에 대

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1은 변혁적 리더십으

로 총 변량의 42%를 설명하고 있으며, 요인분석과

정에 1문항이 제거되어 14개 항목으로 신뢰도는

ɑ=.96이었고, 요인2는 조직몰입으로 총 변량의 26%

를 설명하고 있으며 요인분석과정에 3문항이 제거되

어 7개의 항목으로 신뢰도는 ɑ=.93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로 창의성은 유아교사가 직무에서 발휘하

는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Cropley(2004)

의 교사창의성 척도를 한국 유아교사에 맞게 번안·

수정하여 타당화한 백영숙·김희태(2008)의 23개 문

항이 사용되었다. 종속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창의성은 Amabile(1997)의 구성요소이론과 일

치하는 3개의 하부요인으로 나타났다. 요인1은 창의

적 사고로 총 변량의 26%을 설명하여 신뢰도는

ɑ=.89이고, 요인2은 내재적 동기로 총 변량의 22%를

설명하여 신뢰도는 ɑ=.88을 나타내고, 요인3은 전문

성으로 총 변량의 16%를 설명하며 신뢰도는 ɑ=.76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에 미치는 전체

적 영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평균을 합하여 하나의

변수로 사용되었고, 신뢰도는 ɑ=.93으로 나타났다.

4. 분석결과

4.1. 상관관계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관관계는 가설된 방

향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창의성은 변

혁적 리더십(r=.409, p<.001)과 조직몰입(r=.574,

p<.001)에 비교적 높은 정적인 상과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조직몰입도 변혁적 리더십(r=.653 p<.001)에

비교적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볼 수 있다.

[표 1] 상관관계

*p<.05, **p<.001

4.2. 가설검증
가설검증을 위한 주효과와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한 결과(<표2>참조), 변혁적 리더십

은 조직몰입(=.653 p<.001)과 창의성(=.409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보

여주고 43%와 17%의 분산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

타나 ‘변혁적 리더십이 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라는 가설-1과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몰

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2를 지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574 p<.001)

은 창의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33%의 분산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몰입이 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3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조직몰입의 매

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Barron과 Kenny(1986)의

매개회귀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표2>참조),

조직몰입이 변혁적 리더십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을 완전매개함을 확인할 수 있어 ‘조직몰입은 변혁

적 리더십이 창의성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매개

할 것이다’라는 가설-4를 지지하고 있다.

[표 2] 회귀분석 결과

TC: 변혁적 리더십, OC: 조직몰입, *p<.05, **p<.001

5.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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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창의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사가 구성원의태도와 동기에

영향을 주는 직무상황 변수로서 구성원의 창의성을

발현하게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몰입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사의 관심과 배려, 그리

고 구성원 성장에 대한 기대가 구성원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조직을 위한 자발적 행동을 이끌어 내는

동기로 작용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셋째,

조직몰입은 창의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조직에 대한 강한 일치감을 보이는 구

성원일수록 조직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현업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증가시킨다는 주

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넷째, 조직몰입은 변혁적

리더십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구

성원이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는 것은 조직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조직을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구성원

의 태도에 변화를 통해 창의성이 발현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이론적으로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에

부합하는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조직몰입의 역

할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변혁적 리더십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검

증함으로써 변혁적 리더십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메카니즘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그리고 실무적인 면에서도 원장의 변

혁적 리더십이 유아기관에 대한 강한 일체감을 이끌

어 내면서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아교

사가 창의성을 수업에서 보다 높게 발휘할 수 있게

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상사의 변혁적 리더

십은 구성원의 조직몰입을 이끌어 내면서 조직에 유

용한 구성원의 창의성 발휘를 높일 수 있다는 전략

적 제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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