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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의 혁신행동과 학업만족에 대한 중요성과 이에 대한 선행요인

으로 셀프리더십 및 창의적인성에 대한 연구부족을 인식하면서, 셀프리더십, 창의

적 인성, 혁신행동 및 학업만족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서울, 충북, 영남지역의 대학에서 경영학

강좌를 수강하는 1∼4학년 학생 176명의 응답을 표본으로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셀프 리더십은 창의적 인성, 혁신행동과 학업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의적 인성은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업만족은 혁신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창의적 인성은 셀프 리더십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개인특성 중 셀프 리더

십과 창의적 인성이 혁신행동과 학업만족에 영향을 주는 모형을 처음으로 제시하

였다. 본 연구는 실무적으로 대학생의 혁신행동과 학업만족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

해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대학조직 환경조성 등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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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조직에 있어서도 끊임없는 혁신과 조직구성원

의 만족도 제고는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 하겠다. 특

히 최근 대학조직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대학의 내, 외적환경변화는 입학생

수의 감소, 등록금 삭감, 부실대학 감사강화 그리고 중소 및 지방대의 심각한

재정위기 등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 다양한 대안을 통한 대학구조조정이 본격화,

상용화 되고 있다(최예나, 2011). 따라서 대학도 대학기능의 주요 수혜자인 학생

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내부적 노력에 고심하고 있다. 대학은 사회에

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야 대학의 기능을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다.

특히 학생들에게 사회에서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 시민의식, 창의력, 혁신능

력,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고 목표를 향해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등 유· 무형

의 자산을 길러주어야 한다(손경애, 2012). 최근 이러한 학생들의 학습 만족도

제고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조직행동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학습 성과

및 만족도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생개인에 초점을 맞춘 학생개인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핵심자기평가, 교사 및 교

수신뢰, 학습동기,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 대학 생활적응능력들 학생개인의

특성을 학습 성과와 연관하여 연구하였으며, 모두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김명희 등, 2012; 양필석, 최석봉, 2010; Birch and Ladd, 1997; Pape and

Wang, 2003; Furrer and Skinner, 2003).

한편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대한 연구들에서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의 원

천인 혁신은 구성원들의 다양한 혁신행동의 산물이라고 밝히고 있다(Van de

Ven, 1986). 따라서 조직의 새로운 가치와 향상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의 혁신행동을 장려하고 개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혁신행동의

선행요인들을 요약해보면, 혁신행동을 하는 구성원들은 인내심, 위험선호경향,

자신감 그리고 독립심 등이 강한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조직의 구체

적 비전제시, 적절한 보상체계, 자율성이 강한 조직문화 등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정현우, 2012; 김해룡, 양필석, 2008; Scott & Bruce,

1994). 위와 같은 연구들은 주로 기업 및 정부조직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상대적

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혁신행동 연구는 부족한 편이며 따라서 좀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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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셀프리더십은 개인의 자유의지를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하여 자신의 행동

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과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최근 학계와 산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Manz, 1986). 이러한 셀프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기업의

종업원이나 관리자를 대상으로 셀프리더십과 조직만족 및 성과변수와의 관계에 대

한 실증연구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예, 송정수, 양필석, 2008; 김연선, 2009; 황혜

진, 배수현, 2010), 이를 대학생의 혁신행동 및 학업만족도에 적용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예, 박기호, 김연정, 2010). 특히 셀프리더십에 대한 후행요인으로 창의

적 인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관점에서, 대학생의 혁신행동과 학업만족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셀프리더십을 제시하고 대학생 개인의 역량차원에서 창

의적 인성에 대한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여 혁신

행동 및 학업만족 결정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는 대학생의 혁신행동과 학업만족에 대한 중요성과 이에 대한 선행요인으로 셀

프리더십 및 창의적인성에 대한 연구부족을 인식하면서 셀프리더십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과 창의적 인성이 혁신행동 및 학업만족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의 표본은 서울, 충북, 영남

지역의 대학에서 경영학 강좌를 수강하는 1∼4학년 학생 176명의 응답을 표본

으로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셀프 리더십은 창의적 인성,

혁신행동과 학업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의적

인성은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업만족은 혁신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Ⅱ. 이론적 배경 

1.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개인의 자유의지를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하여, 조직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자신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자하는 리더십

으로 이해될 수 있다(Manz, 1986; Manz and Sims, 1987). 이러한 셀프리더십은

오늘날과 같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도 조직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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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을 개인에게서 찾는다는 측면에서 조직행동론을 통해 꾸준히 연구되기 시

작하였다(Manz and Sims, 1987; 송정수, 양필석, 2008). 이러한 연구들은 셀프

리더십을 구체적으로는, 행동적 전략과 인지적 전략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후

인지적 전략개념은 자연적 보상 전략과 건설적 사유전략으로 다시 세분화되었다

(Neck and Manz 1996; Houghton and Neck, 2002). 본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의

주요 세 가지 구성요소를 행위 중심적 전략(behavior-focused strategies), 자연적

보상전략 (natural reward strategies), 그리고 건설적 사유전략(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으로 나누어 개념화하고 적용한다. 간략히 구성요인의

정의를 살펴보면(Houghton and Neck, 2002), 행위 중심적 전략은 직무수행 기준

과 평가 등 자신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아인식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전

략을 의미하며, 그 하위요인으로 ‘자기보상’, ‘자기관찰’, ‘자기단서’, ‘자기목표설정’,

‘자기처벌’, ‘자기교정피드백’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자연적 보상전략은 자신이

흥미 있거나 좋아하는 일이나 활동을 수행할 경우, 수행 그 자체로만으로 유쾌하

여 행복하다는 자연적 보상 원리에 따름을 의미한다(Deci and Ryan, 1985;

Prussia et al., 1998). 따라서 자기직무에서의 즐거움, 믿음과 몰입을 포함하고 있

다고 밝히고 있다(Manz and Neck, 2004). 건설적 사유전략이란 실제 수행하기 전

에 어렵고 힘든 일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수행을 상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건설

적인 사고패턴과 습관방식을 바꾸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전략을 말한다

(Manz and Neck, 2004; Neck and Manz, 1992).

셀프리더십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대표적으로 Neck과 Houghton

(2006)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셀프리더십은 몰입, 자율성, 긍정감정, 직무

만족, 창의성, 혁신행동, 신뢰와 역량 등 다양한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

자임을 밝혔다. 국내 연구 중 교육분야의 연구를 보면, 윤영남과 최은수 (2008), 정

대용 등 (2009)은 셀프리더십은 학습자의 교육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

고 있다. 이후 셀프리더십과 다양한 교육효과성에 대해 연구되었는데, 예를 들면

팀수행 역량(안정호, 임지영, 2011), 교육기관 적응력(문병환, 김세루, 2011), 자기효

능감(임지영, 2009; 한민경, 한윤경 2009), 창의성(정은이, 2008)등에 셀프리더십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2. 창의적 인성

창의성이란 다원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이면서 창의적인 사고, 성격, 동기, 환

경 등 다원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Cropley 2001; Sternberg and Lubart,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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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장영숙, 2010). 현재까지의 창의성에 대한 연구들은 인지적 특성(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을 주요한 특성으로 강조하였으나 정서적인 특성도 관련

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황의숙, 손원경, 2006) 이는 창의성에 성격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이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서미옥, 2009) 창의적 인성이란 결

국 인지적 특성과 달리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내적동기이자 태도로써 창의

적 성향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다(장영숙, 2008; 조현정, 장영숙, 2010).

기존의 주요연구에 의하면 창의적 인성을 지닌 사람들은 창의적인 사람들의

공통특성으로 ‘모호함을 잘 견딤, 끈기 있음, 새로운 경험에 대해 개방적, 위험

을 기꺼이 감수함, 자신에 대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Sternberg and

Lubart, 1991). Martindale (1989)은 판단의 독립성, 자기확신, 복잡성에 끌림, 미

적 지향성, 모험감수 등을 언급하였으며 Torrance (1981)는 개방성과 관용성,

도전성과 용감성, 융통성, 자신감, 성취의욕, 유머, 자기이해, 내향성, 지배성 인

내 및 자제력,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적하였으며 국내연구에서도 하주현 (2000)

은 독립성, 모험심, 과제집착, 유머감각, 호기심, 다양한 관심, 상상, 개방성의 요

인을 언급하였다. 박병기 (1998)는 호기심, 집요성, 유희성 등을 창의적 동기로

분류하고 독자성, 모험심, 개방성을 창의적 태도로 분류하여 창의적 인성을 언

급하였고 송인섭과 김혜숙 (1999)은 호기심, 흥미 다양성, 몰두, 개성, 특이한 선

호, 탈규범, 개방성 등을 제시하였다. 결국 여러 학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창의적

인성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호기심, 자기확신, 상상력, 인내, 유머, 독립

심, 모험심, 개방성 등이 자주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의적 인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Woodman과 Schoenfeldt (1989)은 세 가지 분야로 연구가 수

행되었다고 하였으며 이는 인성이론의 관점에서 창의성을 설명하려는 연구, 다

양한 분야에서 창의적 개인들의 창의적 행동이나 전기적 특성과 관련된 연구,

창의적 행동과 몇 가지 인성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라 밝히고

있다.

3. 가설설정

3.1 셀프리더십과 창의적 인성

셀프리더십과 창의적 인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창의적 인성요인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광의적인 창의성의 입장에서 셀프리더십

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셀프리더십과 창의성을 다루고 있는 연구 중



616  경영과 정보연구 제31권 제4호

Diliello와 Houghton (2006)은 셀프리더십과 창의성의 연관관계가 있다고 언급하

고 있으며 특히 자율성(autonomy)은 셀프리더십과 창의성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Yun et al. (2006)은 종단연구 연구를 통해 자율욕구가 개인의 셀프

리더십과 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제시하면서 권한을 위임하는 리더십은 추종

자들로 하여금 셀프 리더십을 고취시키며 자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이는 개인적 창의성이 권한이 위임된 리더십을 통해 더욱 높아질 것임

을 의미한다(Manz and Sims, 1987). Shalley (1991)는 어려우면서도 특정한 목

표를 지닌 개인의 경우, 목표가 없는 개인에 비해 창의성이 더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종합하여 본다면 셀프리더십이 자기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자기

동기부여의 요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국 권한이임을 통해 추종자의 셀프리더

십을 촉진했을 때 결과적으로 창의성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결과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Houghton and Yoho, 2005). Phelan과 Young (2003)은 그룹 비

교 연구를 통해 창조적인 셀프리더십은 창의성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셀프리더십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변인들과의 관계를 추론하고 있는 Neck과 Houghton (2006)은 셀프리더십을 선

행요인으로 정(+)적인 인과관계를 가진 변인으로 창의성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정은이 (2008)는 리더십에 대학생들의 창의성과 리더십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일상적 창의성과 셀프리더십이 높은 정적(+) 상

관관계에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창의성은 셀프리더십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선행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가설 1: 셀프리더십은 창의적 인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셀프리더십과 혁신행동

먼저 혁신행동이란 개인이 자신의 직무나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

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거나 도입하여 실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이지우 등,

2003; Scott and Bruce, 1994; West and Farr, 1990). 셀프리더십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셀프리더십의 전략과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에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동기부여를 하기 때문에 혁신행동과 정(+)적인 관계

를 가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Diliello and Houghton, 2006; Woodman et al.,

1993). 셀프리더십은 결국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진로를 정

해 이끄는 것이므로 창조적인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Carmeli et al, 2006). 셀프리더십과 혁신행동에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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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과 혁신행동 간의 각각의 관계를 유추하게 하는

데, 송정수와 양필석 (2008)의 자동차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셀프

리더십의 행동지향적 전략과 건설적 사고전략은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룡과 양필석 (2008)의 은행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이 자아인식이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기철 등(2009)은 일선 중등학교 축구교사들의 셀프

리더십과 혁신행동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셀프리더십의 하위 역량

요인은 임파워먼트 역량요인을 거쳐 혁신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은 물

론 직접적으로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김세화

등(2010)은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제조업에 종사하는 11개 조직원들을 대상으

로 셀프 리더십의 선행요인 및 성과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이 혁신행

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설 2: 셀프리더십은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셀프리더십과 학업만족

기존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이미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져 있다. Manz와 Sims (1987)는 자기연습(self-rehearsal)과

자기비판(self-criticism)은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으며

John (2006)은 행동 지향적 전략이 내재적 만족과 외재적 만족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서문식 등(2006)과 김연선 (2009)은 호텔서비스 종

사자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 간의 정(+)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황혜진과 배

수현 (2010)은 비서직 종사들의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인 행동적 전략과 인지적

전략이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육 연구분야에서는 셀프리더십과 학업만족에 관한 연구가 충분하지는 않

으나 학습 시 자기주도 및 자기 동기부여능력, 자기효능감과 같이 자기에게 영

향력을 발휘하려는 셀프리더십의 주요 개념들이 이미 만족의 상태와 정(+)의 관

계를 가지고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다(이웅규, 이종기 2006; 심연

국 2009; 허은영 2009). 셀프리더십은 자율성과 자기책임성을 강조하는 리더십

이면서 자율통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비롯된 높은 성과는 곧 자기

만족을 크게 높이게 되는 것이다. 국내연구에서 윤영남과 최은수 (2008)는 평생

교육연구를 통하여 평생교육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평생학습자의 셀프리더

십에 매개되어 학업만족에 정(+)의 효과를 주는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확인



618  경영과 정보연구 제31권 제4호

하였다. 신승훈 (2011)은 영어학습에 있어서 성인영어교수자의 리더십과 성인영

어 학습자의 셀프리더십, 교육만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성인영어 학습자의 셀프

리더십이 교육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직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도 조직원의 셀프리더십이 직무만족에 정 적(+)인 효과를 미

치고 있음은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서문식 등, 2006; 김연선, 2009).

가설 3: 셀프리더십은 학업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창의적 인성과 혁신행동

창의성과 혁신행동의 관계에 대하여 Amabile (1988, 1997)은 애매모호함에 대

한 인내가 높고 위험을 선호하는 경향을 가지며 독립심과 자신감 등을 가진 개

인이 혁신행동을 많이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내재적 동기유발, 영역관련지식,

창의적 사고기술의 총합으로 측정한 창의성이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창의성이 혁신의 기초조건이자 혁신행동의 출발점

임을 의미한다(Amabile 1988; Scott and Bruce 1994). 혁신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과 조직적 요인이 존재할 수 있는데(King 1990), 창

의성은 개인적 특성으로 작용하여 혁신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지

우 (2002)에 따르면 창의성이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혁신행동은 아이디어의 개발 뿐 아니라 그것을 홍보, 실행, 확산까지 하

는 포괄적 개념이다. 창의성이 새로운 시도나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면 혁신행동은 다른 조직이나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

는 것까지 포함되므로 혁신행동은 창의성보다 그 범위가 넓다고 이해될 수 있

다. 이들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 중, 이문선과 강연순 (2003), 송병식

(2005)은 대기업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창의성이 혁신행동에 정(+)

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하면서 창의성이 높은 사람은 혁신적 과업에서 내

재적으로 높게 동기 부여되어 있어 더 나은 혁신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김태형과 김은호 (2006)는 군조직을 대상으로 혁신행동에 있어서

창의적 사고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설경진 (2009)도

호텔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창의성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서 창의성과 혁신행

동 간의 정(+)의 관계를 밝히면서 창의성이 조직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질을 높

이고 혁신행동을 자극한다고 보았다.

가설 4-1: 창의적 인성은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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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2: 창의적 인성은 셀프리더십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

이다.

3.5 창의적 인성과 학업만족

개인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 성격을 비롯한 창의적 인성은 개인의 행동의 결정짓는 중요한 변인으로 만

족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박제일, 이제현, 2005). 조직행

동분야에서 이루어진 창의적 인성과 직무만족의 차원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경찰관을 대상으로 창의적 인성의 요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이

상원과 박제일 (2008)의 연구에서 창의적 인성의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변화욕

구, 심미성, 독창성의 요인이 직무만족과 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교육 분야에서의 창의성과 만족 간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연구로는 만족을

정서적인 상태라고 의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최근의 연구에서 박상범과 박

병기 (2010)는 초, 중, 고등학생의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창의성 요인이 주

관적 안녕(well-being)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은

이 (2008) 연구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창의성 강의가 강의만족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창의성 강의에 대한 과제가치 및 몰입등의 요인들은

강의만족과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변현수 (2011)는 비디오

게임에 이용자들의 창의성 요인이 긍정적 정서인 즐거움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재이용의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이와 같이 개인적

특성인 창의성은 정서적 상태인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1: 창의적 인성은 학업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2: 창의적 인성은 셀프리더십이 학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

이다.

3.6 학업만족과 혁신행동

학업만족과 혁신행동을 직접으로 밝히고 있는 선행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따라서 먼저 조직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직무만족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를 통해

학업만족과 혁신행동의 관계를 유추해 보고자 한다. 조직연구에 다루어지는 직

무만족은 특히 업무성과와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Lawler and Porter, 1967; Locke, 1970;Tvorik and McGivern, 1997).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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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직무로부터 얻으려 하는 것과 제공되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Locke 1969).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개인의 특성, 구성원과의 관계 그리고 조직 환경 및 문화에 집중되어 있다(송정

수, 양필석 2008). 이 중 직무만족은 조직원에게 혁신행동에 영향을 주는 내재

적 동기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Amabile et al., 1996). 결국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의 상태에 있는 조직원은 혁신행동을 추구할 높은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증적으로 김해룡과 양필석 (2008)은 은행과 증권회사 직원을 통

한 연구에서 핵심자기평가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서 이 때 직무

만족이 부분적 매개효과가 있음을 실증하였다. 송정수와 양필석(2008)은 자동차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혁신행동이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이는 개인이 업무를 결정하고 진행시켜 나갈 때 조직만족도

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학병원 간호사들의 조

직만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한윤자 등 (2010)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학생의 주요한 업무는 학업이라 할 수

있다. 학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가진 학생들은 자신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보다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이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개발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업만족과 혁신행동의 관계에

서도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 학업만족은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가설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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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자료수집 및 표본

본 연구의 표본은 서울, 충북, 영남지역의 대학에서 연구자들의 경영학 강좌를 수

강하는 1∼4학년 학생이었다. 연구자들은 기말고사 직후 응답자에게 설문취지를 설

명하고 온라인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 6월15일부터 7월22일까지 총

210부의 설문을 회수하였고 이중 유요한 설문 176부가 활용되었다. 모든 문항은 7

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분석대상인 표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총 176명 중 92명(52.3%)이 남

자, 84명(47.7%)이 여자였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이 2명(1.1%), 2학년이 36명(20.5%),

3학년이 59명(33.5%), 4학년이 79명(44.9%)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0명(39.8%), 충

북 73명(41.5%), 영남 33명(18.8%)이었다. 이들의 평균나이는 22.89세였다.

2. 변수측정

2.1 셀프 리더십

셀프리더십은 Houghton과 Neck (2002)의 연구에 따라 행위 중심적 전략, 자연적

보상전략, 건설 사유전략으로 정의하였다. 셀프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하여 Prussia

et al. (1998)과 양필석, 송정수 (2008)의 논문에서 사용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나는 학습의 진행 정도를 스스로 자주 확인한다.’등으로 구성된 행위 중심

적 전략 6개 문항, ‘나는 학습활동에서 책임 영역을 더 넓히려고 한다.’ 등으로 구

성된 자연적 보상전략 6개 문항, ‘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행동한다.’등으로

구성된 건설적 사유전략의 8개 문항 등 총 20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2.2 창의적 인성

창의적 인성은 김택호 등 (2009)의 연구에 따라 추상적 개념화, 변화지향, 상

상, 심미성, 독창성으로 정의하였다. 설문문항은 추상적 개념화는 ‘나는 어딘가

로 갈 때 새 길 보다는 늘 가던 길이 편하다’등으로 구성된 5개문항, 변화 욕구

는 ‘나는 늘 다니던 길보다는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것이 재미있다’등으로 구성

된 4개문항, 상상은 ‘나는 무언가 새로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등으로 구성된 5개

문항, 심미성은 ‘나는 어떤 새로운 일을 처음 시작하는 것에 매력을 느낀다’등으

로 구성된 4개문항, 독창성은 ‘나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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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등으로 구성된 5개문항 등 총 2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2.3 혁신행동

혁신행동은 학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노력하는 정도를 설문을 통해 평가하였다. Scott & Bruce (1994)의 문

항을 기초로 6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나는 어려운 학습관련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다’, ‘나는 학습수행에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

술, 방법 등을 찾으려고 애쓴다’ , ‘나는 학습과 관련해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해 내

려고 노력한다’, ‘나는 내가 제안한 학습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을 얻으려 노력한다’,

‘나는 내가 제안한 학습 아이디어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려 노력한다’, ‘나는 체계적

인 방법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학습활동에 도입하고 있다’. 등이다.

2.4 학업만족

학업만족은 학업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가치, 신념, 그리고 욕구 등의 수준에 따

라 학업자체를 학업환경에 대한 평가에서 감정적, 정서적인 만족상태로 정의하였다.

Brayfield와 Rothe (1951)가 개발한 직무만족에 대한 척도와 양필석과 최석봉 (2010)

에서 이용된 척도를 학업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문항은 ‘나는

대부분 내 학업에 열정적이다’, 나는 현재 학업에 매우 만족한다, 나는 내 학업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는다‘, 나는 현 학업에 대하여 긍지를 갖는다’, 나는 현 학업을

중요하게 여긴다‘, 내가 수행하는 학업은 가치 있는 일이다’ ‘나는 현재 하고 있는

학업을 남에게도 권하고 싶다’ 등으로 구성된 7개 문항을 측정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측정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

1.1 신뢰성 및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 앞서 독립적인 하위요인에 대하여 각각의 문항을 가진 셀

프리더십(행위중심전략, 자연적 보상전략, 건설적 사유전략)과 창의적 인성(추상

적 개념화, 변화지향, 상상, 심미성, 독창성)에 대하여 각각의 하위요인별로 먼저

내적신뢰도를 검증한 후 합산평균 문항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표 1]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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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cronbach's a 문항

셀프리

더십

행위중심전략

.909

나는 학습의 진행 정도를 스스로 자주 확인한다.

나는 내가 학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한다.

나는 내가 학습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인다.

나는 마음속에 목표들을 인식하고 있다.

나는 내 학습의 진행정도를 기록한다.

나는 나의 학습에 주의를 기울인다.

자연보상전략

.854

나는 학습활동에서 책임 영역을 더 넓히려고 한다.

나는 학습활동의 책임을 넓힐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한다.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계받을 수 있는 새로운 책임에 대하여 생각한다.

나는 나에게 할당된 책임보다 더 열심히 학습을 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증가하는 나의 책임에 대하여 생각한다.

건설적사유

전략

.895

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행동한다.

나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좋아한다.

만약 나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나는 내 마음 속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낸다.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낸다.

창의적

인성

추상적

개념화

.769

나는 상상하는 것이 즐겁다

나는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깊은 감동을 느낀다

나는 독창적인 방법으로 일처리를 하기를 좋아한다

변화지향

.741

나는 늘 다니던 길보다는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것이 재미있다

나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를 좋아한다

나는 자연의 모습에 마음이 끌릴 때가 많다

상상

.795

나는 무언가 새로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여행을 갈 때는 처음 가보는 곳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곳으로 간다

나는 예술적인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

심미성

.759

나는 어떤 새로운 일을 처음 시작하는 것에 매력을 느낀다.

나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어 상상해보기를 좋아한다

나는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일에 매력을 느낀다

같이 셀프리더십의 행위중심전략은 6문항(cronbach's α = .909), 자연보상전략은

5문항(cronbach's α = .854), 건설적 사유전략 5문항(cronbach's α = .895)으로

합산평균하였다. 창의적 인성의 경우, 추상적 개념화는 3문항(cronbach's α =

.669), 변화욕구은 3문항(cronbach's α = .641), 상상의 3문항(cronbach's α =

.695), 심미성의 3문항(cronbach's α = .659)으로 합산 평균하였다. 내적신뢰도의

수치가 낮은 독창성의 경우 내적신뢰도가 낮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1> 하위요인의 내적신뢰도 점검

다음으로 하위요인을 합산 평균한 문항을 가진 셀프리더십과 창의적 인성과

함께 혁신행동 및 학업만족 문항을 포함하여 전체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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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셀프리더십, 창의적 인성, 혁신행동, 학업만족 등의 크론바하 알파계

수(cronbach's α)는 <표 2>와 같이 모두 .70 이상으로 신뢰성이 모두 양호하였

다. 측정도구의 요인분석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을 통한 직각회전(varimax rotation)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립변

수에 해당하는 셀프리더십은 3개의 합산평균문항에서 1이상의 고유치를 가졌으

며, 창의적 인성은 4개의 합산평균문항에서 1 이상의 고유치를 가졌다. 혁신행

동의 경우 6개 문항에서 3개 문항이 제거되어 1 이상의 고유치를 가졌고, 학업

만족은 7개 문항에서 3개 문항이 제거되어 1 이상의 고유치를 가졌다. 결과적으

로 이들 4개 요인이 전체분산의 약 74.01%를 설명하고 있어 개념타당성이 확보

되었다고 판단되었다. 혁신행동과 학업만족 변수경우 예비설문과정결과를 바탕

으로 효율적인 설문을 위해 중복되고 불필요한 각각 2문항이 제거되었고, 탐색

적 요인 분석에서 추가로 1개 문항이 각각 제거되었다.

<표 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cronbach's a 문항 1 2 3 4

창의적 인성

0.840

추상적 개념화 .838 .130 .214 .034

변화지향 .834 .134 .184 .055

상상 .795 -.109 -.063 -.048

심미성 .704 .174 .275 .219

학업만족

0.844

학업만족2 -.080 .853 .163 .158

학업만족4 .093 .803 .199 .129

학업만족5 .207 .801 .065 .084

학업만족1 .109 .701 .105 .308

혁신행동

0.908

혁신행동6 .148 .168 .879 .148

혁신행동4 .217 .136 .859 .231

혁신행동5 .129 .180 .857 .200

셀프리더십

0.747

자연보상전략 .093 .177 .305 .809

행위중심전략 -.021 .338 .241 .795

건설적 사유전략 .542 .189 .082 .544

eigen value 2.983 2.841 2.642 1.895

% of var (74.01%) 21.309 20.296 18.873 13.538

1.2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의 내적 신뢰도를 확인한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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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S 18.0을 이용하여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시한 2단계 방식에 따

라 측정항목들의 수렴타당도 및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후 구조방정식을 통해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였다. 먼저 측정모형을 적합도 기준에 맞게 CFI(>0.90), NFI(>.90),

TLI(>0.90), 그리고 RMSEA(<0.08)수치(김진호 등, 2007)를 활용하여 살펴본 결

과, [표 3]에서와 같이 기준과 비교할 때 상회하거나 근접하여 수용가능한 수준

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

요인
문항 Estimate t AVE CR 적합지수

셀프

리더십

행위중심 전략 0.812 　

0.729 0.744

=180.938
df=71

p=.000

GFI=.873

NFI=.871

TLI=.892

CFI=.916

RMSEA=.094

자연보상 전략 0.807 9.775

건설적사유 전략 0.533 6.663

창의적

인성

추상적 개념화 0.857 　

0.584 0.826
변화지향 0.847 12.344

상상 0.595 8.122

심미성 0.729 10.463

혁행동

혁신행동6 0.865 　

0.767 0.825혁신행동5 0.853 14.42

혁신행동4 0.909 15.707

학업

만족

학업만족1 0.715 　

0.579 0.731
학업만족2 0.831 9.764

학업만족4 0.785 9.356

학업만족5 0.707 8.52

한편 측정도구의 수렴타당성의 결과는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다.

<표 3>을 살펴보면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0.5 이상이 되어야 하며 0.7이상이 바

람직한데(이학식, 임지훈, 2008) 모든 측정항목이 이를 상회하였으며, t-value 또

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t > 1.96)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의 신뢰성은 복합

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 > 0.70)와 평균분산 추출(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 > 0.50)수치를 기반으로 평가하였으며 <표 3>에서 제시된

것과 바와 같이 모든 측정항목들이 수치들은 권장기준을 상회하였다. <표 4>는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행렬을 나타낸 것이다.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은 Fornell과 Larcker (1981)가 제시한 방법을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표 4]의 대

각선에 제시되어 있는 각 AVE 수치가 그의 대응하는 상관자승 수치들을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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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χ2 df p-value GFI CFI NFI TLI RMSEA

176 180.938 71 .000 .873 .916 .871 0.892 .094

하고 있기 때문에 측정 도구의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이다(Gefen et al., 2000; Segars & Grover, 1998).

<표 4> 판별타당성 결과

　 셀프리더십 창의적 인성 혁신행동 학업만족

셀프리더십 (0.729) 　 　 　

창의적 인성 0.126 (0.584) 　 　

혁신행동 0.376 0.203 (0.767) 　

학업만족 0.378 0.076 0.186 (0.579)

** 모든 값은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함.

2.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과 창의적 인성 및 혁신행동, 학습 만족도 간의 어

떠한 영향관계가 나타나는지 이러한 인과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

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변수는 요인적재값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이

연구의 인과모형의 적합도는 <표 5>와 같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연구가설의 검증결과는 <그림 2>와 <표 6>과 같았다.

<표 5> 구조모형의 적합도

<그림 2> 가설검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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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가설검증의 결과

가설 경로 표준화계수 t P 가설채택 여부

1 셀프리더십 → 창의적 인성 0.355 3.942 *** 채택

2 셀프리더십 → 혁신행동 0.482 4.361 *** 채택

3 셀프리더십 → 학업만족 0.591 5.712 *** 채택

4-1 창의적 인성 → 혁신행동 0.263 3.418 *** 채택

5-1 창의적 인성 → 학업만족 0.066 0.799 0.424 기각

6 학업만족 → 혁신행동 0.061 0.630 0.528 기각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가설 1>은 “셀프리더십은 창의적 인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였다. 분석결과 셀프리더십과 창의적 인성 간의 경로는 정

(+)의 방향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γ = .355, t = 3.942, p < .001),

<연구가설 1>는 채택되었다. <연구가설 2>는 “셀프리더십은 혁신행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였다. 분석결과 셀프리더십과 혁신행동 간의 경로는 정

(+)의 방향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γ = .482, t = 4.361, p < .001),

<연구가설 2>는 채택되었다. <연구가설 3>은 “셀프리더십은 학업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였다. 분석결과 셀프리더십과 학업만족 간의 경로는 정

(+)의 방향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γ = .591, t = 5.712, p < .001),

<연구가설 3>는 채택되었다.

<연구가설 4-1>은 “창의적 인성은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였다. 분석결과 창의적 인성과 혁신행동 간의 경로는 정(+)의 방향이고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으므로(γ = .263, t = 3.418, p < .001), <연구가설 4-1>은 채택

되었다.

<연구가설 4-2> “창의적 인성은 셀프리더십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

개할 것이다”였다. 이를 위한 가설로서 <연구가설 1>과 <연구가설 4-1>의 경

로유의성을 차례로 이미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매개경로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Sobel (1982)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 자료는 독립변수에서 매개변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비표준화된 회귀계수(a)와 그에 대한 표준편차

값(Sa)과 매개변수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비표준화된 회

귀계수(b)와 그에 대한 표준오차값(Sb)를 사용한다. 분석결과, [표 7]과 같이 셀

프리더십→창의적 인성→혁신행동 간의 매개효과는 유의적이었다(Ｚ = 2.588, p

= .009). 따라서 <연구가설 4-2>는 채택되었다. 또한 <연구가설 2>에서 확인한

대로 셀프리더십→혁신행동 간의 효과가 역시 유의하므로 창의적 인성은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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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보다는 셀프리더십과 학업만족의 관계에 있어서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표 7> 셀프리더십 → 창의적 인성 → 혁신행동의 Sobel Test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유의도

셀프리더십 → 창의적 인성 0.351 0.089
.009

창의적 인성 → 혁신행동 0.367 0.107

<연구가설 5-1>은 “창의적 인성은 학업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였다. 분석결과 창의적 인성과 학업만족 간의 경로는 정(+)의 방향이고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γ = .066, t = .799, p = .424), <연구가설 5-1>은

기각되었다.

<연구가설 5-2>는 “창의적 인성은 셀프리더십이 학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선행가설인

<연구가설 5-1>이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셀프리더십과 학업만족 간의 경로사이

에서 창의적 인성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연구가설 5-2>

는 기각되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3>에서 이미 확인한대로 셀프리더십은 창의

적 인성의 매개효과 없이 직접적으로 학업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

었다. <연구가설 6>은 “혁신행동은 학업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였

다. 분석결과 혁신행동과 학업만족 간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으

로(γ = .061, t = .630, p = .528), <연구가설 6>은 기각되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대학생의 학습만족 및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셀프 리더십과 창의적인성

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보다 잘 설명해주는 다양한 개인특성인자들에 대한 체계

적인 조사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과 학업만족 간에 영향

관계와 더불어 그 영향관계에서 창의적 인성의 매개작용과 혁신행동과 학업만

족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대학생의

학업만족 및 혁신행동 연구에 의미 있는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셀프리더십은 창의적 인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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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는 Diliello와 Houghton (2006), Neck과 Houghton (2006)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대학생의 경우에도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알

고 자기인생에 대한 목표의식이 분명하며 자율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자기동

기 부여를 잘하는 학생은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을 추구하고 도전의식과 끈기가

강하며 자기확신과 상상력이 풍부하여 창의적 인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의사결정자들은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정규학위과정 뿐만 아니라 각종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

요가 있다. 특히 창의적 인성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고

적용 가능한 다양한 리더십역량개발을 위한 관심과 체계적 지원도 함께 고려해

야할 것이다.

둘째, 셀프리더십은 혁신행동과 학업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결과는 기업종업원을 바탕으로 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셀프리더십

을 혁신행동 뿐만 아니라 조직성과 및 직무만족의 선행변수로 보고 있는데(송

정수, 양필석, 2008; 허은영, 2009; 김세화 등, 2010), 대학생들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셀프리더십은 혁신행동과 학업만족의 선행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셀프리더십은 구성원에게 자율성과 개방성,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할 것이며, 혁신행동과 학업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셀프리더십은 선행적으로 혁신행위와 나아가 학업만족을 유도하는 데

매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대학교육체계에서 셀프리더십 역량 개발을 위한 지

원과 투자를 학업만족이라는 성과 차원의 선행변수 뿐 아니라 혁신행위의 선행

조건으로 인식하므로 보다 장기적인 대학의 경쟁력과 건실성을 기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한다.

셋째, 창의적 인성은 혁신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기업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이문선과 강연순 (2003), 송병식

(2005), 설경진 (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창의성의 변화욕구, 독창성의 요

인 등이 높은 사람은 혁신적인 과업에서 내재적으로 높게 동기부여 되어 더 나

은 혁신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창의적 인성이

셀프리더십과 혁신행동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셀프

리더십, 창의적 인성, 혁신행동 간의 직접 및 간접 영향관계에 대한 실증적 증

거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이론적으로 혁신행동의 선행요인들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혁신행동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의

기업종업원 중심의 연구를 대학생의 맥락으로 확장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결과를 보면 예상과 달리 창의적 인성은 학업만족, 그리고 학업만



630  경영과 정보연구 제31권 제4호

족은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상원과 박제

일 (2008)의 연구와 상반되는 것으로, 변화욕구, 심미성, 독창성들은 개인의 정서적,

주관적 만족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으나, 평가의 성격

이 보다 획일적이고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학업평가에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GPA등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학업만족을 측정하는

데이터를 사용해 추가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런 결과는 현재 대학에

서 수행되고 있는 학습자에 대한 요구 자체가 창의성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

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앞서 검증했듯, 보다 세밀한 혁신행

동을 유발하는 선행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미 및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혁신행동과 학업만

족을 유발하는 셀프 리더십, 창의적 인성에 대한 이론적 모형의 제시 및 실증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 연구에

는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연구변수들에 대한 측정은 자기보고식

(self-report) 설문지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이러한 동일방법편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가미된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설문 설계 시 각

변수의 측정항목의 순서를 상이하게 배열하거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측정원천

을 분리하거나, 혹은 사후적으로 통계처리단계에서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박원우 등, 2007). 둘째,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학업만족

및 혁신행동을 구성원들의 설문에 의존하였다. 즉, 혁신을 측정하기 위하여 리커트

척도 이외에 아이디어 제출 건수, 외부 아이디어의 채택 수, 프로젝트 수행으로 수

상한 횟수 등을 다양한 측정방법을 사용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혁신행동에 대한 측

정이 가능할 것 같다. 또한 학업만족에 대한 측정도, 학업성적 및 취업률 등의 변

수와 연계한다면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조사대상이 서울, 충북, 영남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일부를 대상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

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경영학과이외의 보다 다양한 학과와 전문대를 포함

하는 풍부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실증적 결과를 축적하고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셀프리더십과 혁신행동, 학업만족간의 관계를 매개 및 조절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예, 동기부여, 신뢰, 자기효능감, 교수-학생관계, 심리적 임파

워먼트 등) 탐색하고 실증분석해 보는 차후 연구들이 필요하다. 또한 셀프리더

십을 하위요인별로 분리해서 검증하면 더 정교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차후연구에 이를 반영하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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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among Self-Leadership, Creative Personality

and Innovative Behaviour and Study Satisfaction

Choi, Suk-Bong*

With recognition of the self-leadership and creative personality for

developing student competitive capability,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s among self-leadership, creative personality, innovative behaviour

and learning satisfaction based on survey data from university students.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found that

self-leadership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reative personality while

there was also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innovative

behaviour as well as learning satisfaction. Second,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paper also shows that creative personality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and innovative behaviour, but no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learning satisfaction. In addition, the

hypothesis on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learning satisfaction and

innovative behaviour was not supported. This paper contributes to our

understanding of self-leadership and innovative behaviour research by

expanding to university student context and highlighting the role of creative

personality. This study proposes that developing the self-leadership and

creative personality of student are required for better innovative behaviour

and thereby, learning performance.

Key Words : Self-Leadership, Creative Personality, Innovative Behaviour,

Learning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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