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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융·복합 시대의 리더 감독 유형이 조직구성원의 창의성과 직무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들 변수간의 관계에서 리더-구성원 교환 관계가 어떠한 조절역할을 하는가
를 동시에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리더 감독 유형의 주요 요인들을 선행연구를 통해서 도출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 감독 유형의 지원적 리더와, 통제적 리더는 조직구성원의 창의성에 각
각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 구성원의 직무 몰입에도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셋째, 리더-구성
원 교환관계의 조절효과는 리더 감독 유형의 두가지 모두 창의성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리더 
감독 유형의 통제적 리더와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리더-구성원 교환관계가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연구 결과는 이론적·실무적올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지원적 리더, 통제적 리더, 창의성, 직무몰입, 리더-구성원 교환관계, 융·복합 시대의 리더 유형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Leader Supervisory Style, Creativity and Job 
Involvement in the age of convergence.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s of 
Leader-Member Exchange. To accomplish these purposes, the main factors of the Leader Supervisory Style 
were found from the previous studies. The following are the summary of hypothesis test : First, Leader 
Supervisory Style have differential influence on Creativity. Second, Leader Supervisory Style have differential 
influence on Job Involvement. Third, the moderating effects of Leader-Member Exchange have partially 
moderated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 Supervisory Style and Creativity. Forth, the moderating 
effects of LMX Leader-Member Exchange have partially moderated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 
Supervisory Style and Job Involvement.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many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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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과학분야의 주요 이슈 으며, 역사상 가장 오래된 

연구 분야  하나인 리더십 이론은 1980년  이 까지 

리더십의 통 인 이론인 특성론, 행 론, 상황론이 지

배 이었다. 1980년  이후 변하는 경 환경 속에서 

리더의 요성이 증 됨에 따라 변  리더십, 카리스

마  리더십, LMX(leader member exchange) 이론 등 

특정 형태의 리더십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리더십 연구의 흐름은 통  리더십 연구에

서 간과했던, 리더와 구성원 사이의 실질 인 향 계

를 악하려는 보다 획기 인 변화와 신 심의 리더

십 이론들을 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리더는 조직 구

성원에게 일정한 형태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이를 통하

여 개인의 성과  조직의 효과성에 향을 미친다. 

이 듯 부분의 리더십 련 연구는 지원  형태의 

리더 행 가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성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악하고자,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22].

조직 내에서 리더의 역할과 역량은 기업 경  성과에 

큰 향을 미친다. 특히 효과 인 리더십의 형성은 구성

원의 창의성에 지 한 향을 미치고 이는 생산성의 향

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직 리상의 주요 과제로 다

루어져왔다. 부분의 기업들은 신을 이루기 한 노

력을 하며, 신을 성공 으로 이끌기 해 창의성을 핵

심 역량으로 인식하고, 조직의 리더들은 구성원의 창의

성을 이끌어 내기 해 노력하고 있다. 한 많은 연구들

이 구성원의 창의성이 조직의 신과 효율성, 생존에 기

여한다고 증명하 다.

조직구성원의 창의성을 이끌어내고,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리더의 새로운 책임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리

더가 지원 일 경우 구성원들의 창의성이 높아지고[19], 

구성원들이 문제 을 구성해내고, 높은 자기효능감을 갖

도록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리더들은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다[19]. 반면, 리더가 통제 일 경우 

구성원의 이직의도  심리  스트 스를 증가시키며 따

라서, 창의성과 직무몰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

기존의 리더십 연구는 리더의 감독행 에 해 나타

나는 구성원의 성과로 직무성과, 조직시민행동, 조직몰입 

등과의 계를 알아보는 것이 주된 연구과제 다. 이들 

연구에서 리더의 순기능 인 감독 스타일은 조직  개

인성과에 정 인 향을 가져다주는 반면, 리더의 역

기능 인 감독 스타일은 이직, 일탈행  등 부정 인 

향을 가져온다는 결론이 나타났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

는 리더의 감독 행 에 따른 종업원의 반응에 한 차이

를 보여주지는 못하는 한계 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리더 감독 유형을 지원  리더와 통

제  리더로 구분하며, 구성원의 창의성과 직무몰입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LMX의 조 효과를 검토함으로

써, 이들 변수간의 향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리더 감독 유형에 관한 연구

리더십 이론의 발 과정을 살펴보면, 행 이론이 등장

한 이후로 리더의 행 는 과업 지향  리더와, 계 지향

 리더 라는 두 가지 행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상황이론에서 상황에 따라서 리더가 과업 는 계 

주의 행 를 나타내서 상황과의 합성을 맞추어야 한다

고 주장하 으며, 리더-구성원 교환 계 이론도 궁극

으로 내집단은 계 지향  리더, 외집단은 과업 지향  

리더를 지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최근의 리더십 

련 연구들은 두 행 를 히 배합한 리더의 형태를 

만들고, 이러한 리더십이 개인의 성과 혹은 조직 유효성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를 연구하는데 주력해 왔다. 

즉, 리더십에 한 연구가 진행될수록 리더의 정 인 

측면만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리더의 정

인 측면뿐만 아니라, 조직과 구성원들에게 부정 이고 

괴 인 향력을 행사하는 역기능 리더십을 동시에 보

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종업원에게 지원 인 리더는 창의 인 성과를 높일 

것으로 기 되고, 통제 (controlling)이거나 제한 인

(limiting) 리더는 창의 인 성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7,8,10]

지원 인 리더는 종업원의 정서와 욕구에 심을 가

지고, 의사결정을 할 때 종업원의 의견을 반 하며, 다양

한 부분에서 정 인 지원을 하고, 유용한 피드백을 제

공하고, 종업원이 직무와 련된 스킬을 향상 시킬 수 있

도록 도움을 다[8]. 이와 같은 리더의 지원  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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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종업원에게 직무의 권한  계획에 한 자율성이 향

상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창의 인 업무 성과와, 업무

에 한 동기부여를 진시킨다.

반면, 통제 인 리더는 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에 

착하여 감독하고, 의사결정에 종업원을 참여시키지 않고, 

리자의 입장에서 피드백을 제공하고, 종업원의 생각이

나, 정서, 행동을 일방 으로 통제하려 한다[10]. 통제

인 리방식의 리더는 종업원의 내재  동기부여를 약화

시키고, 종업원을 업무와 련된 요인보다, 외부 인 요

인에 심을 갖게 만든다[8, 10]. 이러한 방식은 업무 성

과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한 통제  리더는 

단순히 효과 인 리더의 특성이 없거나 낮은 것이 아니

라, 실패로 이끄는 부정 이고 괴 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연구들이 지원 인 리더의 형태가 내재  동기

부여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9, 

20, 26] Zuckerman et, al(1978)는 업무의 완성 방법과 시

간 등을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군가의 지시를 따르는 

것보다 내재  동기부여에 더 큰 향을 미친다고 하

다[26]. 한, Harackiewicz (1979)는 자신의 업무 성과에 

해서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받은 종업원이 그 지 못한 

종업원에 비해 내재  동기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 다

[12]. 

2.2 리더 감독 유형과 창의성에 관한 연구

창의성은 "참신하고(novel) 합한(appropriate) 산출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으로도 정의될 수 있다. 창

의성은 일반 으로 '특정시기에 사람들에게 인정  지

지를 받거나 만족을 주는 참신하고 유용한 산물의 생산'

으로 정의된다[2].

많은 연구자들이 조직 구성원의 창의성이 발 되는 

과정에서 리더의 역할을 검증하기 한 노력을 하고 있

다. Oldham & Cummings(1996)는 지원 인 리더십

(supportive leadership)이 개인의 내재  동기부여를 높

이고 창의 인 성과물을 만들어 낸다고 주장한다[18]. 

Redmond et al., (1993)는 구성원의 자신감(self-confidence)

을 북돋고(boost), 지원해주는 리더는 창의  성과를 강

화시킨다는 것을 실증·분석 하 다[19]. Zhou(1998)는 창

의성을 비 으로 평가하는 리더는 구성원의 창의성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 으며[25], Deci and Ryan(1987)는 

리더가 통제 이면 창의 인 성과를 약화시키고 반면, 

지원 이면 부하의 창조력을 증진시킨다고 제시하 다

[8].

창의성을 효과 으로 진시키는 리더는 아이디어 지

원, 작업 지원, 그리고 사회  지원 행동을 하며, 구성원

들이 동기부여 되고 창의성을 발 하기 해서는 세 가

지 역(창의  사고 능력, 문  지식, 내  동기부여)

의 리더 지원 행동이 모두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17]. 구

성원이 제시한 창의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논의해 주는 

행동 한 효과 이다. 리더가 효과 인 지원행동을 보

일 경우 부하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 압박이나 업무량 스

트 스 하에서도 창의성 성과가 상당히 높다는 연구결과

도 있다[3]. 이상의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1 : 리더 감독 유형은 조직 구성원의 창의성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 지원  리더는 조직구성원의 창의성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  통제  리더는 조직구성원의 창의성에 부

(-)의 향을 미칠 것이다.

2.3 리더 감독 유형과 직무몰입에 관한 연구

직무몰입이란 개인이 직무에 하여 심리 으로 동일

시하는 정도를 말하며, 한 자기의 체 자아 이미지 

에서 자기의 일이 차지하는 요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

으로 결국에는 개인이 그의 직무와 일체가 되는 정도라

고 할 수 있다.

몰입은 믿음과 신뢰에 의해서 생겨난다. 구성원들이 

리더를 통해서 자신과 조직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없으면 

섣불리 몰입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직

무몰입은 구성원들의 리더에 한 심리  투자이다. 

구성원들의 직무에 한 몰입은 리더가 나름 로 큰 

일을 수행 할 수 있게 하는 요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조직  차원에서 직무 몰입은 종업원의 동기부여에 

요한 것으로 고려되었다[15]. 개인이 인식하는 리더의 

지원  행 는 직무몰입  조직에 한 만족감을 높이

고 업무성과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 조직 내에서 

리더와 동료의 지원을 받은 구성원들은 조직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업무성과도 리더나 동료의 지원을 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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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구성원들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

무몰입도 높아진다[4, 5]

통제 인 리더는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의 행동과 

태도를 통제하고, 의사결정을 구성원의 참여 없이 하고, 

구성원을 업무와 련된 요인보다, 외부 인 요인에 

심을 갖게 만들며 업무 성과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한 통제  리더는 실패로 이끄는 부정 이고 

괴 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직무몰입과 직무 련 태도

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친다. 이상의 이론  배경을 바

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2 : 리더 감독 유형은 조직 구성원의 직무몰입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 지원  리더는 조직구성원의 직무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 통제  리더는 조직구성원의 직무몰입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2.3 LMX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리더-구성원의 교환 계(LMX)는 리더와 구성원 간

에 형성된 교환 계의 질을 의미하는 개념이며 사회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과 역할형성이론

(role-making theory)에 토 를 둔 조직 내 사회  교환

계를 나타내는 표  유형의 하나이다[5]. Scott and 

Bruce(1994)는 리더와 구성원간의 교환 계의 질과 역할 

기 가 창의성에 향을 주는 주요변수로 보았다[21]. 리

더와 구성원 간에 신뢰  교환 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히 보다 많은 임과 재량이 주어지게 되고, 창의성

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구성원에 한 리더

의 역할기 는 실제로 그런 결과를 낳을 가능성을 높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자로부터의 격려도 구성원들로 

하여  공정하고 지원  분 기를 느끼게 하여 창의  

아이디어를 제안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창의  아

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부정  비 을 받을 것이라는 두

려움을 갖지 않게 되면 과업수행에 한 내재  동기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높은 LMX의 형성은 다양한 방법으

로 구성원의 창의  성과와 연 된다. 리더와 높은 LMX

를 형성하는 구성원은 낮은 LMX를 형성하는 구성원에 

비해 도 이고 한 과업의 결과를 창출하고[16], 이

러한 상태는 작업장에서 더욱 창의 은 성과와 연결된다

[1]. 리더와의 상호작용과 지각된 리더의 지원은 공정하

고 지원 인 평가와 동일한 기제를 통해 창의  행동에 

향을 미치는데, 특히 인지평가이론에 의하면 지원  

감독  리는 창의  성과를 증진시키고, 통제  감독 

 리는 창의  성과를 해한다[9].

지원  감독행동은 구성원의 감정과 욕구에 해 

극 으로 심을 보이며, 구성원들이 직무환경에 상 없

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고무시킴은 물론 

극 으로 직무성과의 향상을 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

개발을 진시켜, 결국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과 실행

에 필요한 활동을 지지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  행동을 

진하는 것이다[14]. 이상의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3 : 리더 감독 유형과 창의성과의 계에서 리더

-구성원 교환 계는 조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3-1 : 지원  리더와 창의성과의 계에서 리더-

구성원 교환 계는 조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3-2 : 통제  리더는 창의성과의 계에서 리더-

구성원 교환 계는 조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4 : 리더 감독 유형과 직무몰입과의 계에서 리

더-구성원 교환 계는 조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4-1 : 지원  리더와 직무몰입과의 계에서 리

더-구성원 교환 계는 조  역할을 할 것

이다. 

가설 4-2 : 통제  리더는 직무몰입과의 계에서 리

더-구성원 교환 계는 조  역할을 할 것

이다. 

3. 실증적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과 변수의 조작적 정의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리더 감독 유형이 

조직 구성원의 창의성과 직무몰입에 어떠한 향을 미치

며, 이들 변수들의 계에서 리더-구성원 교환 계가 어

떠한 조  역할을 하는지 실증·분석 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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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N Percentage

sex
male 138 36.2

female 243 63.8

age

under 25 102 26.8

under 35 162 42.5

under 45 67 17.6

under 55 36 9.4

over 55 14 3.7

academic 

ability

a high school graduate 204 53.5

college graduate 127 33.3

a university graduate 49 12.9

graduate school 1 0.3

<Table 1> Structure of the sample

[Fig. 1] Hypothesized model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3.2.1 리더 감독 유형

리더의 감독 유형은 지원  리더와 통제  리더로 나

타난다. 지원 인 리더는 종업원의 정서와 욕구에 심

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때 종업원의 의견을 반 하며, 

다양한 부분에서 정 인 지원을 하고, 유용한 피드백

을 제공하고, 종업원이 직무와 련된 스킬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다[18]. 통제 인 리더는 업무를 수

행하는 종업원에 착하여 감독하고, 의사결정에 종업원

을 참여시키지 않고, 리자의 입장에서 피드백을 제공

하고, 종업원의 생각이나, 정서, 행동을 일방 으로 통제

하려 한다[5]. 본 연구에서는 이를 측정하기 해 

Oldham and Cummings(1996)가 사용한 ‘나의 상사는 나

의 업무와 련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에게 도움을 

다.’, ‘나의 상사는 내가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격

려한다.’, ‘나의 상사는 항상 나의 업무를 감시한다’ 등의 

12개 문항을 사용하여, Likert의 5  척도(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로 측정하 다[18].

3.2.2 창의성

창의성은 조직 내에서 제품과 습, 그리고 서비스 

는 차와 련하여 기발하고 잠재 으로 유용한 아이디

어를 개발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2, 23]. 본 연구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측정하기 해 Zhou and 

George(2001)가 사용하 던 ‘나의 의 목 과 목표를 달

성하기 해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나는 창의 인 

아이디어의 좋은 원천이 된다.’, ‘나는 종종 새롭고 신

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등의 13개 문항을 통해 

Likert의 5  척도(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

로 측정하 다[23].

3.2.3 직무몰입

직무몰입이란 직무에 한 애착과 직무의 요성으로 

정의하 으며[4, 5], Modway and Steers(1982)가 사용한 

‘나는 나의 일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 ‘나는 연재 맡고 있

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 등의 5개의 문항을 Likert 스타

일의 5  척도(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를 사

용하여 측정하 다.

3.2.4 LMX

LMX는 리더와 팔로어간 교환 계의 질이 리더, 팔로

어, 조직의 효율성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 것에 

을 둔 연구로 상사와 부하들의 양자  계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 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측정하기 해 Graen & Uhl-Bien(1995)이 개발한 ‘나의 

상사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해 상당히 만족한다.’, ‘나

의 상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문제와 욕구에 해 

잘 이해하고 있다.’등의 7 개 항목을 통해 Likert의 5  척

도(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로 측정하 다[11].

3.3 조사대상과 방법

3.3.1 자료 수집 및 표본의 구성

본 연구를 해 구·경북의 제조업 종사자를 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는 2015년 3월 2일부

터 2015년 4월 17일까지 배포  회수되었으며, 총400부

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88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분석에 사용하기에 과도한 오류가 있는 설문

지를 제외하여 본 연구에는 총 381부의 설문지가 사용되

었다. 분석에 활용한 설문지의 특성은 다음 과 같이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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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general manager 325 85.5

senior manager 24 6.3

section chief 18 4.7

 member of the staff 13 3.4

Tenure

1 ∼ 3 118 31.1

3 ∼ 5 71 18.7

5 ∼ 7 42 11.1

7 ∼ 10 53 13.9

over 10 96 25.3

3.4 자료 분석 및 해석

3.4.1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에 설문조사의 

결과로 얻어진 응답 자료의 신뢰성 검증과 확인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 

Variables Factors Questions Cronbach's α

Leader

Supervisory

Style

Supportive Leader

Controlling Leader

8

4

.918

.817

Creativity 13 .951

Job-Involvement 5 .911

Leader-Member Exchange 7 .921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신뢰성 계수는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

로 신뢰성계수 값이 0.6 이상이면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측정변수들의 신

뢰성은 확보되었다.

Factor Step 1 Step 2

Supportive 

Leader

Supportive 1 .696

Supportive 2 .778

Supportive 3 .795

Supportive 4 .845

Supportive 5 .773

Supportive 6 .810

Supportive 7 .778

Supportive 8 .794

Controlling 

Leader

Controlling 1 .551

Controlling 2 .697

Controlling 3 .838

Controlling 4 .841

Eigen value 5.105 2.695

Percentage of Variance 42.543 22.457

Total Percentage of Variance 65.0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히 측정하

고 있는가에 하여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 다. 타당성

이란 측정 자료가 신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측정도구의 

개념이나 속성을 정확히 측정하 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다. 측정도구의 타당성이 없다면 그 개념의 속성을 정확

히 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요인으로 축소하는 요인분석을 통

해 타당성을 검증하 다.

3.4.2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본 논문의 실증분석에 앞서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한 비  차로 사용된 항목들 간의 상 계분석을 

실시하 다. 상 계분석은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어느 정도 한 련성을 가지고 변화하는지를 검증하

기 해 사용되며, 변수들 간의 련성 정도는 특정변수

의 분산 에서 다른 변수가 같이 변화하는 분산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좌우된다. 상 계 분석 결과를 통하여, 

리더 감독 유형, LMX, 창의성  직무몰입간의 높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 1 2 3 4 5

Support

Leader
1

Controlling

Leader
-.214** 1

Creativity .684** -.151** 1

Job-

Involvement
.452** -.333** .455** 1

LMX .440** -.251** .448** .533** 1

N = 381, **p<0.01, *p<0.05,

<Table 4> Correlation Matrix

3.5 결과분석

3.5.1 가설1의 검증결과

리더 감독 유형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창의성이 달라

질 것이라는 가설 1을 검정하기 해 리더 감독 유형의 

구성요인을 독립변수로 창의성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가설 1-1의 검증결과 독립

변수의 t 값이 8.826이고 β=.399로 유의수  p<0.001에서 

창의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지원  리더는 창의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가설 1-1이 채택되었다. 가설 1-2의 검증결과 독립 변수

의 t 값이 -5.460이고 β=-.247로 유의수  p<0.001에서 

창의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통제  리더는 창의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가설 1-2도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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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Degree of freedome Sum of square Mean square F Value Prob>F R-square

regression model 2 58.447 29.223 67.287 <.000 .263

Residual 378 164.168 .434

Amount 380 222.615

Independent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Value Pr >｜t｜ Hypothesis

B SE

Constant 1.345 .160 8.381 .000  

Support Leader .362 .041 .399*** 8.826 .000 Accepted

Controlling Leader -.211 .039 -.247*** -5.460 .000 Accepted

　　P<0.001 : *** P<0.01 : ** P<0.05 :　*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Leader Supervisory Style and Creativity

Factor Degree of freedome Sum of square Mean square F Value Prob>F R-square

regression model 2 76.217 38.109 53.073 <.000 .219

Residual 378 271.422 .718

Amount 380 347.639

Independent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Value Pr >｜t｜ Hypothesis

B SE

Constant 2.451 .255 9.624 .000  

Support Leader .458 .053 .404*** 8.693 .000 Accepted

Controlling Leader -.176 .050 -.165** -3.537 .000 Accepted

　　P<0.001 : *** P<0.01 : ** P<0.05 :　*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Leader Supervisory Style and Job Involvement

3.5.2 가설2의 검증결과

리더 감독 유형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직무몰입이 달

라질 것이라는 가설 2을 검정하기 해 리더 감독 유형의 

구성요인을 독립변수로 창의성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가설 2-1의 검증결과 t 값이 

8.693이고 β=.404로 유의수  p<0.001에서 직무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원  

리더는 직무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가설 2-1

이 채택되었다. 가설 2-2의 검증결과 독립 변수의 t 값이 

-3.537이고 β=-.165로 유의수  p<0.01에서 직무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제  

리더는 직무몰입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가설 2-2

도 채택되었다. 

3.5.3 가설 3의 검증결과

본 연구의 가설 3은 LMX의 조 효과에 한 것이다. 

즉, 리더 감독 유형이 창의성에 미치는 향력이 LMX에 

따라 달라지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조 효과

를 검증하기 해 계층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계층

 회귀분석 방법은 회귀식에 변수들을 단계 으로 투입

하는 과정에서 조 효과를 확인 하고자 하는 변수를 독

립변수와 곱셈으로 결합한 항목으로 추가 했을 때 설명

력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가를 비교하여 조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LMX의 조 효과를 분석하기 해, 1단계에서는 리더 

감독 유형의 구성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창의성을 종

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조

변수인 정서  유 감을 투입하 고, 3단계에서는 조

변수와 독립변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상호작용 항(지원  

리더 × LMX, 통제  리더 × LMX)을 단계 으로 투입

하 고, 모든 독립변수를 동시에 투입하는 Enter방식을 

활용하 다. 3단계 회귀식에서 R² 값이 0.322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고, R²의 증가분이 유의수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로써 리더 감독 유형과 창의성의 계에서 

리더와 조직 구성원의 교환 계의 조 효과가 나타났음

을 알 수 있다. 세부 으로 살펴보면, 지원  리더(β

=.643, p<0.05), 통제  리더(β=.369, p<0.05)에 해 

LMX가 유의미한 조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가설 3-1, 3-2 모두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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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reativity

step 1 step 2 step 3

Independent Variable

Support

Leader
.399*** .213*** .124

Controlling

Leader
-.247*** -.246*** -.119

Moderating Variable

LMX .272*** -.618*

Interactive Term

A x T .643*

B x T .369*

△R² .039 .020

R² .263*** .302* .322**

△F 21.239 5.610

F 67.287 54.340 35.645

P<0.001 : *** P<0.01 : ** P<0.05 : *

<Table 7>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3.5.4 가설 4의 검증결과

가설 4를 검증하기 해, 1단계에서는 리더 감독 유형

의 구성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직무몰입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조 변수인 

LMX를 투입하 고, 3단계에서는 조 변수와 독립변수

의 곱으로 이루어진 상호작용 항(지원  리더 × LMX, 

통제  리더 × LMX)을 단계 으로 투입하 고, 모든 독

립변수를 동시에 투입하는 Enter방식을 활용하 다. 3단

계 회귀식에서 R² 값이 0.282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고, 

R²의 증가분이 유의수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세부 으로 살펴보면, 통제  리더(β=.586, p<0.01)에 

해서만 LMX가 조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가설 4-2만 지지되었다.

Variable
Job-Involvement

step 1 step 2 step 3

Independent Variable

Support

Leader
.404*** .216** .242

Controlling

Leader
-.165*** -.163** .022

Moderating Variable

LMX .276*** -.062

Interactive Term

A x T -.191

B x T .586**

△R² .058 .007

R² .218*** .276*** .282**

△F 30.070 1.700

F 52.675 47.840 29.491

P<0.001 : *** P<0.01 : ** P<0.05 : *

<Table 8>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4. 결론

리더 감독 유형이 리더십 연구와 조직행동분야에서 

차지하는 요성과 련하여 인사조직 분야에서는 다양

한 논의가 있어왔으며, 리더 감독 유형에 따른 조직구성

원들의 조직유효성을 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

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이론 , 실증  결과를 토 로 본 

연구는 리더 감독 유형이 리더의 리더십과 구성원의 

합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될 수 있는 리더-구성원 교

환 계(LMX)를 조 변수로 조직구성원의 창의성과 직

무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 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  달성을 통해 나타난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  리더는 조직구성원의 태도형성에 직

인 향을 미친다는 에서 볼 때, 리더의 조직구성원에 

한 지원과 배려가 매우 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성과 차원에서도 리더의 역할이 매우 

요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둘째, 조직에서 리더가 구성

원에게 부정  행 를 할수록 구성원의 개인 창의성과 

조직에 한 직무몰입은 부정 으로 감소한다. 이는 

Kellerman(2004)가 주장한 역기능  리더십에 한 이해

가 없다면 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13], 본 연

구는 리더십의 학문  분야에서 역기능  리더십에 한 

연구가 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리더 감독 유형은 구성원의 리더-구성원 교환 

계에 한 인식이 높을수록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가 

커지며, 구성원의 리더-구성원 교환 계에 한 인식이 

낮을수록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 

결과 으로, 지원  리더는 조직구성원들의 업무 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업무 인 계를 

벗어나 인간 으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계를 형성할 때, 

조직 구성원의 창의성은 발휘 되며, 이는 창의 인 조직

문화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사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조사는 구·경북지역의 제

조업의 근로자로만 상으로 연구를 실시하 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서비스업  공무원과 같이 다른 업종으로 

확 ,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

기업체 근로자들과 다른 업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용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여 히 의문으로 남아있으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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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업종을 상으로 보다 심도 있

는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

려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기업체의 근무여건이나 근

무환경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 다. 향후 연

구에서는 이론  그리고 실증 으로 보다 충실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연구의 필요

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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