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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관료제를 대상으로 한 조직 창의성 연구수행의 필요성에 부응해 대표적 

R&D부처인 농촌진흥청 소속 4개 과학원의 창의성 수준을 개인․집단․조직의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개 과학원이 통합된 조직 창의성 수준은 ① 개인

의 창의성(3.80)> ② 창의적 집단환경(3.77)> ③ 창의적 조직환경(3.20)의 순으로 개인의 창

의성이 집단이나 조직수준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관운영의 독립

성과 자율성이 강화된 연구형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창의성 수준이 일반 연구기관보다 특별히 

우위에 있음을 포착하지는 못하였다. 셋째, 직급･연구경력･성별 등 표본의 특성에 따른 조직 

창의성 수준의 인식차를 발견하였다. ① 개인수준에서는 ⓐ 팀 리더인 연구관 ⓑ 연구경력이 

많은 직원 ⓒ 남성인 직원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값 우위를 보였다. ② 집단과 조직수준

에서는 직급･연구경력에서 유의한 평균값 차이가 나타났으나 성별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연구개발조직의 창

의성 제고를 위한 기관운영 및 인적자원관리의 주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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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한 기업조직들이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기 위해 ‘조직 창의성’

에 지속적 관심을 기울여 오고 있는 반면에 창의성과 배치되는 분위기가 강한 정부관료

제에서는 실무자들이나 학자들이 여전히 방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통

제적인 정부관료제의 속성에 압도돼 노력을 등한시 하는 것 같다. 한편 조직 창의성이 

특히 중시되는 분야는 조직목표 자체가 창의적 성과물을 산출하는데 초점이 있는 조직들

이다. 이를테면 광고나 디자인 회사,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과 더불어 연구개발(R&D)조직

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이 중 연구개발조직에 대한 창의성 연구는 초창기부터 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나 대부분 영리조직인 기업체 소속 제품개발연구소 또는 공적기관

의 경우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돼 왔다. 그러나 정부조직

법 제4조를 들여다보면 각 부･처･청의 부속기관으로서 정부연구개발조직을 규정함을 발

견할 수 있으며 그 구조적 특성은 국가가 결정한 연구개발사업을 행정명령에 의거 연구

직 공무원들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김동욱 외, 2009). 때문에 조직운영의 경

직성이 높은 가운데 민간부문이 투자를 기피하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특정 연구개발사업

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오늘날 글로벌 시장환경은 정부연구조직도 민간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것을 요구하는 등 변화와 혁신의 물결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활발한 논의가 부족했던 

정부관료제 연구개발조직의 창의성 수준을 다각적으로 진단 및 분석해 보고 향후 바람

직한 조직관리 전략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국내 

최대 R&D부처인 농촌진흥청을 주목하였다.2) 한편 농촌진흥청의 주요 미션인 농업연구

개발사업과 관련 조직 창의성 연구가 필요해지는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례로 약10년전인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시절 농촌진흥청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시키려

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 주요 논거로 세계적 민간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우수인력 확보와 자율적 

조직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경직된 공무원 조직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 제시됐

다. 하지만 정부관료제의 근거가 되는 농업연구개발의 특수성을 무시한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해 결국 실현되지는 못했었다(박용성, 2010). 

2) 농촌진흥청을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

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기상청 등이 정부연구개발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부처들이다. 그런데 

2016.12.31.현재 소속기관을 포함해 총83개소에 달하는 정부연구개발기관 중 가장 많은 20개소(약

24%)가 농촌진흥청 소속이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직 공무원 중 가장 높은 비율인 약24%가 농촌진흥

청에 재직중이며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연구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농업연구직 공무원의 비율도 약27%

로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인사혁신처, 2017). 즉, 농촌진흥청은 조직규모나 재직중인 연구

직 공무원의 숫자 등을 감안할 때 가장 대표적 R&D부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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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향후 바이오경제 시대가 도래해 전통적 석유기반 경제를 대체

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바이오경제는 생명자원을 기초로 농업, 생물공정, 바이오에너지, 

생물전자(바이오칩), 보건의료, 환경 등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창조한다(최윤희 외, 2013). 때문에 종자산업, 미생물산업, 기능성･의약품소재 산업, 동

물의약품산업, 애완･관상동물산업 등 소위 ‘생명산업’이 막강한 투자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이 분야는 기술의 선점여부에 따라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은정 외, 2012). 따라서 향후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독창적이고 우수한 농업연구개발성과들을 꾸준히 창출해 나가야 할 국

가적 필요성이 대두하는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조직 창의성 개념

‘창의성(Creativity)’의 개념에 대해 아직까지 일치된 정의는 없으나 많은 학자들은 몇가지 

공통적인 요인에 주목해 접근하고 있다. 이를테면 ‘새로움(Novelty/ Originality/ 

Unexpectedness)’과 ‘유용성(Usefulness/ Appropriateness)’의 두가지 속성이 창의성의 본질

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Amabile, 1996; Guilford, 1950; Simonton, 1998; Sternberg, 1988; 

Feist, 2004 재인용). 한편 ‘조직 창의성(Organizational Creativity)’은 조직수준에서 발현되

는 창의성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생산성 제고를 위해 심리학적 창의성 이론을 조직이론과 

결합시키려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미 1980년대말부터 산업 및 조직심리학과 경영학 분야

에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활발한 연구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김용민･이은형, 2011). 

그런데 조직 창의성의 개념에 대해 유의해야 할 것은 다음의 두가지 사항이다. 첫째,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목표 수행과정에서 발휘하는 개인의 창의성이 그 바탕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조직의 창의성은 특정한 개인의 창의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구성

원의 자연스런 소통과정을 거쳐 산출되는 집단적･구조적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없지는 않다.3) 둘째, 조직 구성원 개인의 창의성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집단이나 조직의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 창의성은 개인의 창의성의 단순한 

3) 그러나 이처럼 개인 창의성의 역할을 등한시하고 조직 구성원의 소통과정만을 중시하는 것은 모든 

조직이 다 창의적이라고 간주하는 오류를 내포한다. 아무리 조직 구성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들에

게 근본적으로 창의적 성향이 결핍돼 있다면 고품질의 창의적 조직성과는 산출되지 못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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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적･맥락적 요인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Styhre & Sundgren, 2005).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이 제시해 왔던 조직 창의성의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runo-Faria(2003: 116)는 창의성의 구성요인인 ‘새로움(Novelty)’과 ‘가치

(Value)’가 조직 내 개인(Individual)과 집단(Group)으로부터 발원됨을 강조한다. 그는 작

업환경에서 창의성에 대해 논의했던 수많은 연구들의 핵심 주장들을 종합해 “개인과 집

단의 맥락에서 조직을 위해 어떤 가치있는 공헌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과정, 생산물 

등의 산출”이라고 조직 창의성을 개념화하고 있다. 한편 Alvarado(2006: 379)는 ‘창의적 

조직(Creative Organization)’은 ‘기계적(Mecha nistic)’인 것이 아니라 ‘생물(Living 

Being)’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내부 또는 외부적 환경변화 필요성에 대응코

자 유용하고 새로운 것을 도입해 인간과 조직이 현실을 변화시키거나 자신들을 변화시키

는 과정이나 자질”이라고 조직 창의성을 정의한다. 반면에 Hargadon & Bechky(2006: 

484)는 조직 창의성(Organizational Creativity) 대신 조직 구성원의 협력을 강조한 ‘집합

적 창의성(Collective Creativity)’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 “창의적 통찰이 단일한 개인

으로부터가 아니라 다양한 참여자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속에서 산출되는 순간”이라고 설

명하고 있다. George(2007: 494) 역시 조직의 창의성이 특정한 개인이 아닌 다양한 사람

들의 상호작용(Interaction)과 충돌(Conflict)로부터 발생함을 강조하고 “문제에 대한 창

의적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이전의 또는 현존하는 아이디어, 절차, 과정 등을 조합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산출해 내는 것”이라고 ‘집합적 창의성’의 개념을 정의한다. 한편 집단

의 작업환경이 창의성과 조직의 혁신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Amabile(1988)은 일단 창의성(Creativity)을 “개인이나 함께 일하는 소집단이 참신하고 

적절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것”, 혁신(Innovation)을 “조직내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성

공적으로 수행하는 것(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Creative Ideas within an 

Organization)”이라고 각각 정의함으로써 ‘집단 창의성(Group Creativity)’을 언급하지만 

조직 창의성 개념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진현･조현국･강우란, 2010: 12 재인용).

지금까지의 조직 창의성 개념에 관한 접근들은 정교성의 부족(Alvarado, 2006: 379) 

또는 조직의 구성원리를 충분히 고려치 않고 개인과 집단에만 초점을 둔다거나(Bruno- 

Faria, 2003: 116; Amabile, l988) 창의성의 실질적 발현주체인 개인의 역할을 간과함으

로써(Hargadon & Bechky, 2006: 484; George, 2007: 494) 개념상의 적확성과 정교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 및 ‘조직’의 개념 정의와 창의성의 

실질적 주체이자 조직의 가장 기본적 단위인 개인의 역할, 정부관료제 내에서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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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한 상황 등을 종합해 다음과 같이 그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해 보고자 한다.

조직 창의성은 새롭고 유용한 유･무형의 조직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조직의 능력이며 

창의성의 실질적인 발현주체인 조직 구성원 개인의 창의성에 뿌리를 둔다. 그러나 조

직의 개념정의와 구성원리를 고찰하면 집단이나 조직의 창의적 환경요인이 개인의 창

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조직 창의성은 ① 개인의 창의성 ② 창

의적 집단환경 ③ 창의적 조직환경 등 세가지 구성요소의 융합으로 간주할 수 있다.4) 

2. 조직 창의성의 영향요인

Woodman et al(1993)은 조직 창의성을 “복잡한 사회시스템 안에서 함께 일하는 개인

들에 의해 창조된 가치있고 유용하며 새로운 생산물, 서비스, 아이디어, 절차 또는 과정

(The creation of a valuable, useful new product, service, idea, procedure, or process 

by individuals working together in a complex social system)”이라고 정의한다. 특히, 

그들은 ‘개인-집단-조직’ 수준의 각 특성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 자체를 창의적 

과정이라고 간주하고 결과적으로 조직 전체의 창의적 성과가 도출된다고 주장한다. 앞

서 살펴본 학자들과 달리 Woodman et al(1993)은 조직의 구성원리에 비교적 충실한 개

념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그들은 개인, 집단, 조직의 각 수준에서 조직 창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는데 다른 여러 학자들도 이론적으로 

또는 실증적으로 이를 지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개인수준에서는 Amabile(1988)이 제안한 전문성(Expertise), 창의적 사고기

술(Creative Thinking Skill), 과업동기(Task Motivation)등이며 집단수준에서는 다양성

4) 잘 알려진 조직의 개념정의에 따르면 개인을 전제하지 않은 조직은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Barnard, 

1983; Schein, 1968). 따라서 조직 구성원이 배제된 추상적 개념인 조직이 스스로 창의적으로 변화하

거나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창의적 성과는 반드시 유기체인 사람을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조직의 창의성은 창의적 개인들이 협력해 유･무형의 새롭고 가치있는 조직성과를 산출하

는 경우를 가정해 도입된 개념이라 볼 수 있다(Amabile, 1996; Woodman et al, 1993). 한편 창의

적 업무에 종사하면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과 달리  특정 조직의 구성원은 조직내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게 된다. 예를 들면 개인과 조직간 목표 불일치,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조직 간 발생하는 여러 대치적 요인들이다. 이처럼 개인과 조직 간의 부정적 작용 관계는 일찍

이 Argyris(1957)가 악순환 모형으로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조직목표 수행과정에서 발현되는 

조직 구성원 개인의 창의성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집단이나 조직의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자유

롭지 못함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공권력을 배경으로 의사결정이나 정책집행 과정에서 권위적

이고 독단적이기까지하며 일방향으로 흘러가기 쉬운(한세억, 2013) 정부관료제에서는 개인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이나 조직적 환경요인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10 ｢행정논총｣ 제56권 제3호

(Fay, Borrill, Amir, Haward & West, 2006; Keller, 2001; Hülsheger et al, 2009), 응집

성(Craig & Kelly, 1999; Hoegl & Gemuenden, 2001), 리더십(Boerner, Eisenbeiss & 

Griesser, 2007; Moss & Ritossa, 2007), 의사전달(Damanpour, 1991; Hülsheger, 

Anderson, Salgado, 2009), 심리적 안전(Diehl & Stroebe(1987) 등이다. 마지막으로 조

직수준에서는 조직구조나 조직문화, 조직자원, 보상시스템, 조직경영 방식(Damanpour, 

1991; Ekvall, 1996; Kanter, 1995) 등을 들 수 있다. 

3. 조직 창의성의 측정

조직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규명됨에 따라 그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낼 수 있는 보편적인 도구개발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돼 왔다. 가장 널리 알려진 

진단도구는 Amabile et al(1996)의 ‘WEI(Work Environment Invetory)’5)이고 Anderson 

& West (1998)의 ‘TCI(Team Climate Inventory)’, Ekvall(1996)의 ‘CCQ(Creative Climate 

Questionnaire)’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구에서 개발된 여러 진단도

구들은 주로 조직 분위기나 조직문화와 같은 단일한 요인들을 측정하는데 집중해 왔다

는 한계가 지적된다(김효근 외, 2014: 94-9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작적으로 정의한 

조직 창의성 개념을 기초로 Woodman et al (1993)의 주장과 같이 개인, 집단, 조직의 

각 수준에서 조직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모두 측정해 낼 수 있는 도구

에 주목하고자 한다. 

Ⅲ. 조사설계

1. 표본선정

정부연구개발조직인 농촌진흥청은 4개의 과학원을 보유하고 이중 국립원예특작과학

원과 국립축산과학원은 각각 지난 2006년과 2001년에 연구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돼 

10년이상 존립해 오고 있다(농촌진흥청 홈페이지). 표본인원은 다음 <표 1>과 같이 

5) 별칭으로 ‘KEYS’라고도 하며 다음과 같은 10개 척도와 하위 78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조직 

구성원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환경요인 측정을 위한 6개 척도는 ① 조직적 격려(15문항) ② 관리자의 

격려(11문항) ③ 작업집단의 지지(8문항) ④ 자유(4문항) ⑤ 충분한 자원(6문항) ⑥ 도전적 과제(5문

항) 등이다. 다음으로 조직 구성원의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의 측정을 위한 2개 척도

로는 ① 조직적 방해(12문항) ② 작업량 압박(5문항) 등이다. 둘째, 작업결과물의 창의성과 생산성의 

평가척도는 ① 창의성(6문항) ② 생산성(6문항) 등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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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 현재 4개 과학원의 연구직 공무원 정원의 약30.1%를 지역연구소(2~3차 기관)

를 제외한 부(1차 연구기관) 소속 각 과(팀)의 개별 연구실 단위로 층화무작위 표본추출

(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실시해 선정했다. 표본인원은 2017. 6월 현재 5년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일선 연구직 공무원과 팀 리더인 연구직 공무원의 비율을 약 

2:1이 되도록 조정했다. 그 이외는 무작위 추출방법에 따랐다. 

<표 1> 기관별 표본 수

기관명
정원

(연구직)
표집단위(개소) 추출인원(약30.1%)

부 과(팀) 연구실 연구사 연구관 소계
국립농업과학원 389 6 24 83 78 39 117
국립식량과학원 248 3 9 30 50 25 75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34 2 10 36 47 23 70
국립축산과학원 175 2 10 30 35 18 53

합계 1,046 13 53 179 210 105 315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조작적으로 정의한 조직 창의성 구성요소인 ① 개인의 창의성 ② 창의

적 집단환경 ③ 창의적 조직환경 수준을 각각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연구자

인 노풍두 외 2(2011)가 개발한 측정도구에 주목했다. 노풍두 외 2(2011)는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후 개인･집단･조직수준에서 총76개의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다시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그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구조타당

성을 저해하는 21개를 제외한 총11개 척도와 55개의 하위 평가지표를 도출했다. 측정도

구의 구체적 내용 및 설문문항은 <부록>과 같으며 노풍두 외 2(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을 주연구자로부터 전자우편을 통해 입수한 후 그대로 사용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설문자료의 수집기간은 2017. 6. 5~7. 20까지 약 7주간이었다. 설문을 의뢰한 직원은 

총354명이었으며 이중 352매가 회수됐다(회수율 99.43%). 한편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

된 설문지는 기관별 초과수량과 일부 명백히 편향적 답변을 보인 것 등 37매를 제외한 

당초 계획했던 315매이다. 2017. 7. 21~26까지 설문지를 분류하고 코딩을 완료했으며 

2017. 7. 27~31까지 약5일간 SPSS23.0을 사용해 기술통계분석,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

치 분산분석 등 각종 통계분석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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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표본의 특성

설문응답자의 특성을 나타내면 다음 <표 2>와 같다. 근무기관을 살펴보면 국립농업과

학원 117명(37.1%), 국립식량과학원 75명(23.8%), 국립원예특작과학원 70명(22.2%), 국

립축산과학원 53명(16.8%)이다. 직급별로는 연구사 210명(66.7%), 연구관 105명(33.3%)

이다. 여기까지는 당초 조사설계시 미리 비율을 고려했던 변수들이다. 다음으로 무작위 

추출방법에 따랐던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을 보면 남자 235명

(74.6%), 여자 80명(25.4%)으로 남자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연령별로는 20~30세는 1명

(0.3%), 31~40세는 49명(15.6%), 41~50세는 136명(43.2%), 51~60세는 129명(41.0%)으

로 40세이상 중장년층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연구경력별로는 5~10년은 70명(22.2%), 

11~20년은 104(33.0%), 21~30년은 127명(40.4%), 31년 이상은 14명(4.4%)으로 나타났

다. 최종학력은 석사 73명(23.2%), 박사 242명(76.8%)으로 박사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표 2> 표본의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비율(%)

근무기관

국립농업과학원 117 37.1
국립식량과학원 75 23.8

국립원예특작과학원 70 22.3
국립축산과학원 53 16.8

성별
남자 235 74.6
여자 80 25.4

직급
연구사 210 66.7
연구관 105 33.3

연령

20~30세 1 0.3
31~40세 49 15.5
41~50세 136 43.2
51~60세 129 41.0

연구경력

5~10년 70 22.2
11~20년 104 33.0
21~30년 127 40.4
31년 이상 14 4.4

최종학력
석사 73 23.2
박사 242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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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수행했다. 구성요인 추

출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했고 요인회전 방법으로 직교

회전(varimax rotation) 방식을 채택했다. 이때 요인적재치 값이 0.4이상일 경우 유의한 

것으로 보았다(Hair et al, 2006). 한편 신뢰도(reliability)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계

수값을 측정했으며 0.6이상일 때 적합하다고 판정했다(Van de Ven & Ferry, 1980).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는 다음 <표 3~5>와 같다. 표를 보면 ‘개인의 창

의성’, ‘창의적 집단환경’, ‘창의적 조직환경’ 등 세가지 변수의 KMO가 모두 0.8이상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한편 Cronbach’s α계수

값은 모두 0.7이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본 연구를 위해 

차용한 노풍두 외 2(2011)의 선행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요인분석 결과 개인, 집단, 조직의 각 수준에서 도출된 11개 요인의 이름을 노풍두 외 

2(2011)가 개발한 척도명과 동일하게 명명했으며 이후 진단 및 분석에 사용했다. 

<표 3> 개인의 창의성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개인의 창의성
요인분석 결과

요인1 요인2 요인3

창의적 
사고기술

④ 나는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는다. 0.809 0.066 0.242 
③ 나는 겉으로 무관해 보이는 아이디어들을 결부시켜 생각한다. 0.719 0.102 0.169 
⑦ 나는 위험이 따르는 일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0.685 0.108 0.134 
① 나는 회의에서 독창적인 의견을 자주 말한다. 0.612 0.137 0.379 
⑥ 나는 동료들로부터 유머가 있다는 말을 듣는다. 0.593 0.086 -0.071 
⑤ 나는 남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0.578 0.178 0.400 
② 나는 자신의 말이나 생각을 여러 가지 방법(글, 그림, 표 등)으

로 표현한다.
0.543 0.230 0.276 

과업동기

② 나의 현재 직무에 흥미를 느낀다 0.176 0.893 0.113 
③ 나의 현재 직무에 즐거움을 느낀다. 0.130 0.885 0.150 
① 나는 현재 직무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여긴다. 0.123 0.847 0.142 
④ 나의 현재 직무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 0.160 0.776 0.297 

지식과 
경험

③ 나는 담당분야에 필요한 관련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0.192 0.062 0.840 
④ 나는 전문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0.130 0.127 0.824 
① 나는 연구능력의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 0.184 0.285 0.587 
⑤ 나는 지식과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 0.188 0.215 0.414 

분산(%) 21.38 21.24 16.89 
누적분산(%) 21.38 42.62 59.51 

Cronbach’s α 0.821 0.905 0.718
KMO 0.87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χ²=2100.0,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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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창의적 집단환경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창의적 집단환경
요인분석 결과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리더십

⑤ 우리 연구실의 리더는 프로젝트의 비젼과 목표를 제시한다. 0.809 0.204 0.090 0.154 

⑦ 우리 연구실의 리더는 새로운 기술정보와 환경변화를 파
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0.783 0.159 0.245 0.096 

③ 우리 연구실의 리더는 팀원들의 경력상의 발전을 지원한다. 0.767 0.233 0.136 0.217 

⑥ 우리 연구실의 리더는 프로젝트 추진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

0.738 0.237 0.224 0.152 

④ 우리 연구실의 리더는 팀 분위기와 구성원들의 상호관계
를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0.728 0.292 0.087 0.192 

② 우리 연구실의 리더는 팀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

0.695 0.307 0.213 0.188 

① 우리 연구실의 리더는 팀원들의 아이디어에 대해 신뢰하
고 누구의 아이디어라도 잘 수용한다.

0.627 0.420 0.092 0.107 

응집성

② 우리 연구실은 서로 잘 어울린다. 0.260 0.844 0.170 0.150 

① 우리 연구실은 서로 존경하고 신뢰한다. 0.335 0.813 0.106 0.186 

③ 우리 연구실은 팀워크가 강하다. 0.345 0.791 0.227 0.142 

④ 우리 연구실은 변화나 위기시에 잘 협력한다. 0.360 0.669 0.284 0.180 

다양성

① 우리 연구실은 매우 다른 경험과 경력을 갖고 있는 직원
들로 구성돼 있다.

0.012 0.104 0.803 0.118 

③ 우리 연구실은 같은 문제라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 0.225 0.145 0.726 0.143 

④ 우리 연구실은 다양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접할 기회가 
많다.

0.332 0.190 0.674 0.174 

② 우리 연구실은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기능과 능력을 보
유하고 있다.

0.235 0.509 0.606 0.152 

자율성

② 우리 연구실은 업무 수행방식을 스스로 정한다. 0.136 0.112 0.140 0.904 

① 우리 연구실은 자신의 일의 성취수준을 스스로 결정한다. 0.193 0.176 0.168 0.825 

③ 우리 연구실은 업무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자유롭게 참여
한다.

0.354 0.234 0.207 0.678 

분산(%) 25.73 18.93 13.64 13.01 

누적분산(%) 25.73 44.66 58.30 71.31 

Cronbach’s α 0.915 0.912 0.791 0.842

KMO 0.92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χ²=3764.6,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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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창의적 조직환경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창의적 조직환경
요인분석 결과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조직의 
동기화

② 우리 기관은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도 도전적이다. 0.775 0.223 0.268 0.130 
③ 우리 기관은 새로운 일을 시도하다 실패해도 이를 인정

해 주고 서로 격려해 준다.
0.751 0.370 0.093 0.022 

④ 우리 기관은 환경변화에 능동적이다. 0.710 0.151 0.297 0.224 
① 우리 기관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 실험한다. 0.708 0.127 0.332 0.183 
⑤ 우리 기관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에 관심이 

많고 이를 적극 수집한다.
0.654 0.203 0.455 0.095 

⑥ 우리 기관은 잠재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이 운영되고 있다.

0.491 0.378 0.267 0.191 

보상 
시스템

③ 우리 기관은 창의적 성과에 대한 보상수준이 적절한 편
이다.

0.232 0.831 0.224 0.131 

② 우리 기관은 아이디어 제안에 따른 보상이 잘 이루어진다. 0.215 0.787 0.199 0.196 
① 우리 기관은 창의적인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0.318 0.731 0.249 0.164 
④ 우리 기관은 능력과 성과에 따른 승진기회가 주어진다. 0.148 0.718 0.330 0.147 

창의경영 
관행

⑦ 모든 직원들은 내부의 자원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
기 위해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0.273 0.310 0.705 0.028 

① 우리는 기관의 비젼(핵심목표, 전략 등)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0.177 0.083 0.703 0.282 

⑥ 우리 기관은 직원들이 자극을 받도록 외부직원이나 기
관들과 상호작용하도록 돕고 있다.

0.311 0.271 0.617 0.062 

② 우리는 기관장부터 일반직원에 이르기까지 혁신 및 창
의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0.379 0.417 0.601 0.209 

③ 우리 기관의 아이디어 산출 시스템은 자발적 활동(내재
적 동기화)에 기반하고 있다.

0.376 0.378 0.522 0.133 

④ 우리 기관에서는 직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다른 직
원이, 다른 시간에 다른 방식으로 검토할 방법이 있다.

0.288 0.362 0.518 0.154 

조직의 
자원

② 우리 기관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연구
기자재와 시설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

0.084 0.151 0.139 0.856 

③ 우리 기관은 새로운 아이디어 실행에 필요한 적정 자금
을 확보할 수 있다.

0.150 0.135 0.137 0.837 

① 우리 기관은 새로운 과제수행이나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무리없이 구성할 수 있다.

0.319 0.403 0.166 0.539 

분산(%) 19.81 18.93 16.61 11.28 
누적분산(%) 19.81 38.74 55.35 66.63 

Cronbach’s α 0.883 0.850 0.861 0.762
KMO 0.94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χ²=3497.8,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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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증분석 결과

1) 4개 과학원의 통합적인 조직 창의성 수준

4개 과학원의 통합적 조직 창의성 수준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조직 창의성 수준 기술통계분석

구분 N Mean±SD Min Max
하위요인 

순위
전체 순위

개인의 창의성 315 3.80±0.45 2.20 4.87 

 지식과 경험 315 4.17±0.49 2.25 5.00 1 1

 창의적 사고기술 315 3.52±0.55 2.14 4.86 3 7

 과업동기 315 3.92±0.66 1.75 5.00 2 2

창의적 집단환경 315 3.77±0.55 1.89 5.00 

 다양성 315 3.59±0.65 2.00 5.00 4 6

 응집성 315 3.74±0.73 1.50 5.00 3 5

 자율성 315 3.85±0.67 1.00 5.00 2 4

 리더십 315 3.86±0.64 1.57 5.00 1 3

창의적 조직환경 315 3.20±0.57 1.53 4.89 

 조직의 동기화 315 3.19±0.66 1.00 5.00 3 10

 조직의 자원 315 3.28±0.74 1.00 5.00 2 9

 보상 시스템 315 3.04±0.71 1.00 5.00 4 11

 창의경영 관행 315 3.29±0.63 1.33 4.83 1 8

먼저 개인의 창의성 전체 평균값은 3.80점으로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위요

인별로 살펴보면 ｢지식과 경험｣이 4.1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과업동기｣가 

3.92점, ｢창의적 사고기술｣이 3.52점의 순이었다. 한편 창의적 집단환경의 전체 평균값

은 3.77점으로 역시 보통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리더십｣이 3.86

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자율성｣이 3.85점, ｢응집성｣이 3.74점, ｢다양성｣이 

3.5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조직환경의 전체 평균값은 3.20점으로 보

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창의경영 관행｣이 3.2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조직의 자원｣이 3.28점, ｢조직의 동기화｣는 3.19점, ｢보상 시

스템｣은 3.04점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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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운영기관과 일반기관 간 조직 창의성 수준 비교

연구형 책임운영기관(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과 일반연구기관(국립농업

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간 조직 창의성의 수준차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7>

과 같다. 

<표 7> 책임운영기관과 일반기관 간 조직 창의성 수준 비교

구분
기관구분

t p일반연구기관 
(N=192)

책임운영기관 
(N=123)

개인의 창의성 3.78±0.44 3.83±0.48 -0.808 0.420 

지식과 경험 4.15±0.49 4.21±0.49 -0.952 0.342 

창의적 사고기술 3.49±0.51 3.55±0.61 -0.855 0.393 

과업동기 3.92±0.65 3.92±0.68 -0.072 0.942 

창의적 집단환경 3.76±0.55 3.80±0.56 -0.672 0.502 

다양성 3.56±0.67 3.65±0.61 -1.233 0.219 

응집성 3.72±0.73 3.78±0.72 -0.672 0.502 

자율성 3.86±0.62 3.85±0.75 0.178 0.859 

리더십 3.85±0.63 3.88±0.66 -0.421 0.674 

창의적 조직환경 3.18±0.54 3.24±0.63 -0.838 0.403 

조직의 동기화 3.18±0.62 3.19±0.71 -0.127 0.899 

조직의 자원 3.27±0.74 3.29±0.75 -0.183 0.855 

보상 시스템 2.97±0.66 3.14±0.78 -1.966* 0.050 

창의경영 관행 3.27±0.59 3.32±0.69 -0.707 0.481 

 * p<0.10, ** p<0.05, *** p<0.01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11개 척도 중 ｢자율성｣을 제외한 무려 10개 척도에서 연구

형 책임운영기관의 평균값이 일반연구기관의 그것보다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척도는 유의수준 10%에서 창의적 조직환경의 ｢보상시스템｣단 

1개뿐이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연구형 책임운영기관이 일반연구기관보다 조직 창의성 

수준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3) 표본의 특성에 따른 조직 창의성 수준 인식차

본 연구에서는 조직 창의성의 궁극적 기초는 개인의 창의성이라고 간주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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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창의성은 선천적 자질이외에도 오랜기간 숙련의 과정을 거쳐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연구직 공무원들이 창의적 집단 및 조직환경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에는 조직

에 대한 욕구나 기대감과 더불어 기관내 입지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감정이 투영돼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이하에서 대표적으로 ① 직급 ② 연구경력 ③ 성별 등 세가지 

요인에 대해 개인, 집단, 조직수준의 11개 척도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직급

직급별 조직 창의성 수준의 인식차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직급별 조직 창의성 수준 인식차

구분

직급

t p연구사
(N=210)

연구관
(N=105)

개인의 창의성 3.73±0.46 3.94±0.40 -3.936*** <0.001 

지식과 경험 4.12±0.51 4.27±0.44 -2.609*** 0.010 

창의적 사고기술 3.44±0.56 3.67±0.52 -3.480*** 0.001 

과업동기 3.84±0.68 4.08±0.58 -3.024*** 0.003 

창의적 집단환경 3.70±0.58 3.92±0.44 -3.805*** <0.001 

다양성 3.58±0.67 3.63±0.59 -0.617 0.538 

응집성 3.66±0.77 3.91±0.61 -3.113*** 0.002 

자율성 3.82±0.70 3.93±0.62 -1.366 0.173 

리더십 3.74±0.68 4.10±0.48 -5.450*** <0.001 

창의적 조직환경 3.15±0.59 3.31±0.52 -2.469** 0.014 

조직의 동기화 3.13±0.67 3.30±0.61 -2.180** 0.030 

조직의 자원 3.25±0.74 3.34±0.73 -1.059 0.290 

보상 시스템 2.98±0.74 3.15±0.65 -1.891* 0.060 

창의경영 관행 3.22±0.65 3.43±0.55 -2.800*** 0.005 

 * p<0.10, ** p<0.05, *** p<0.01

표를 보면 유의수준 10%에서 ｢보상시스템｣, 유의수준 5%에서 ‘창의적 조직환경’, ｢조

직의 동기화｣그리고 유의수준 1%에서 ‘개인의 창의성’, ｢지식과 경험｣, ｢창의적 사고기

술｣, ｢과업동기｣, ｢창의적 집단환경｣, ｢응집성｣, ｢리더십｣, ｢창의경영 관행｣등이 유의한 

평균값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모두 ‘연구관’이 ‘연구사’ 보다 평균값이 높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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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경력

연구경력에 따른 조직 창의성 수준의 인식차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를 보면 유의수

준 1%에서 ‘개인의 창의성’, ｢지식과 경험｣, ｢창의적 사고기술｣, ｢리더십｣은 유의한 평

균값 차이를 나타낸다.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① 개인의 창의성은 ‘11~20년’, ‘21~30

년’, ‘31년이상’이 ‘5~10년’인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식과 경험｣과 ｢
창의적 사고기술｣의 평균값도 ‘11~20년’, ‘21~30년’, ‘31년이상’이 ‘5~10년’보다 높다. 

② 창의적 집단환경은 ｢리더십｣이 ‘21~30년’이 ‘5~10년’보다 높다. 반면에 ③ 창의적 조

직환경은 유의한 인식차를 드러내는 척도들을 발견할 수 없다. 

<표 9> 연구경력별 조직 창의성 수준 인식차

구분

연구경력

F p Duncan5~10년a
(N=70)

11~20년b
(N=104)

21~30년c
(N=127)

31년 이상d
(N=14)

개인의 창의성 3.61±0.45 3.85±0.43 3.85±0.46 3.90±0.38 5.451*** 0.001 a<b,c,d

지식과 경험 3.96±0.55 4.26±0.44 4.22±0.47 4.20±0.49 6.172*** <0.001 a<b,c,d

창의적 사고기술 3.30±0.51 3.56±0.54 3.57±0.57 3.77±0.41 5.296*** 0.001 a<b,c,d

과업동기 3.80±0.65 3.94±0.68 3.98±0.66 3.82±0.58 1.239 0.296 

창의적 집단환경 3.69±0.56 3.76±0.60 3.84±0.50 3.72±0.53 1.156 0.327 

다양성 3.63±0.65 3.68±0.63 3.51±0.65 3.57±0.73 1.336 0.263 

응집성 3.65±0.74 3.72±0.75 3.83±0.70 3.57±0.72 1.248 0.293 

자율성 3.87±0.71 3.78±0.73 3.90±0.61 3.93±0.60 0.698 0.554 

리더십 3.67±0.69 3.82±0.69 4.00±0.55 3.81±0.62 4.266*** 0.006 a<c

창의적 조직환경 3.11±0.56 3.24±0.61 3.22±0.55 3.22±0.57 0.836 0.475 

조직의 동기화 3.06±0.68 3.21±0.70 3.23±0.60 3.21±0.66 1.124 0.340 

조직의 자원 3.18±0.79 3.36±0.74 3.26±0.73 3.40±0.56 1.018 0.385 

보상 시스템 3.00±0.74 3.11±0.72 3.01±0.70 3.00±0.75 0.497 0.684 

창의경영 관행 3.20±0.61 3.31±0.67 3.33±0.60 3.29±0.63 0.702 0.552 

 * p<0.10, ** p<0.05, *** p<0.01

(3) 성별

성별에 따른 조직 창의성 수준의 인식차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에서 보듯이 유의

수준 5%에서 ‘개인의 창의성’ 그리고 유의수준 1%에서 ｢창의적 사고기술｣의 평균값 차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① 개인의 창의성 평균값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창의적 사고

기술｣도 ‘남자’가 ‘여자’보다 역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② 창의적 집단환경과 ③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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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직환경에서는 유의한 평균값 차이를 드러내는 척도들을 발견할 수 없다. 

<표 10> 성별 조직 창의성 수준 인식차

구분

성별

t p남자
(N=235)

여자
(N=80)

개인의 창의성 3.83±0.45 3.71±0.46 2.127** 0.034 

지식과 경험 4.19±0.49 4.13±0.49 0.860 0.390 

창의적 사고기술 3.58±0.54 3.35±0.57 3.235*** 0.001 

과업동기 3.92±0.66 3.91±0.67 0.140 0.889 

창의적 집단환경 3.78±0.55 3.75±0.57 0.491 0.624 

다양성 3.59±0.66 3.62±0.61 -0.390 0.697 

응집성 3.76±0.71 3.68±0.77 0.823 0.411 

자율성 3.84±0.70 3.90±0.57 -0.713 0.477 

리더십 3.88±0.62 3.79±0.70 1.065 0.288 

창의적 조직환경 3.20±0.59 3.21±0.54 -0.115 0.909 

조직의 동기화 3.18±0.67 3.20±0.62 -0.267 0.790 

조직의 자원 3.28±0.75 3.29±0.71 -0.099 0.921 

보상 시스템 3.03±0.75 3.05±0.61 -0.218 0.828 

창의경영 관행 3.30±0.64 3.28±0.61 0.169 0.866 

 * p<0.10, ** p<0.05, *** p<0.01

4. 논의 및 해석

1) 과학원의 통합적인 조직 창의성 수준 

실증분석 결과 조작적으로 정의한 개인(개인의 창의성)･집단(창의적 집단환경)･조직

(창의적 조직환경)의 각 수준에서 측정된 4개 과학원이 통합된 조직 창의성 구성요소별 

평균값은 앞의 <표 6>에서 보듯이 ① 개인의 창의성(3.80)> ② 창의적 집단환경(3.77)> 

③ 창의적 조직환경(3.20)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과 집단수준은 “Likert 4점(그

렇다)”에 근접하는 보통이상의 수준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으나 조직수

준은 “Likert 3점(보통)”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향후 창의적 연구성과의 원활하고도 

지속적인 창출을 위해서는 ① 개인의 창의성 ② 창의적 집단환경 ③ 창의적 조직환경 

등 세가지 구성요소 모두의 제고 필요성은 분명히 시사받을 수 있다. 이를 다시 하위요

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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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개인의 창의성 척도들의 평균값은 ｢지식과 경험｣(4.17) > ｢과업동기｣(3.92) > ｢
창의적 사고기술｣(3.52)의 순이다. 이 중 ｢지식과 경험｣은 전문성에 투자한 시간이 많을

수록 향상 가능하지만 ｢창의적 사고기술｣은 어느 정도 선천적 특성과 관련되므로 평균

값이 가장 낮은 것은 상당히 자연스런 결과가 아닐까 한다.

둘째, 창의적 집단환경은 ｢리더십｣(3.86)> ｢자율성｣(3.85)> ｢응집성｣(3.74) > ｢다양성｣
(3.59) 순으로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그런데 ｢다양성｣은 창의성의 속성으로 

학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특성이므로(Keller, 2001) 향후 조직 창의성 제고를 위해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 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창의적 조직환경은 ｢창의경영 관행｣(3.29)> ｢조직의 자원｣(3.28)> ｢조직의 동기

화｣(3.19)> ｢보상시스템｣(3.04) 순으로 ｢보상시스템｣(3.04)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도출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개발조직의 승진 및 성과평가제

도에 대해 숙고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2) 책임운영기관과 일반기관 간 조직 창의성 수준 비교 

<표 7>에서 보듯이 ‘연구형 책임운영기관’이 ‘일반연구기관’보다 창의적 조직환경 중 

｢보상시스템｣척도에서 평균값 우위를 보인다. 그러나 개인의 창의성이나 창의적 집단환

경 척도들에서는 유의한 평균값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런 단일한 결과만으

로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됐다고 여겨지는 연구형 책임운영기

관이 일반연구기관에 비해 조직 창의성 수준이 우위에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이

다. 

3) 표본의 특성에 따른 조직 창의성 수준 인식차

앞의 <표 8>에서 <표 10>까지 보듯이 직급, 연구경력, 성별에 따라 개인의 창의성, 창

의적 집단환경, 창의적 조직환경 등 세가지 차원의 독립표본 t-검정(t-test)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창의성에서는 팀 리더인 연구관, 연구경력이 많은 직원, 남성인 직원 등

이 평균값 우위를 보였다.

(1) 직급

연구팀의 리더인 연구관이 개인의 창의성 평균값이 연구사보다 항상 높게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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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한다. 첫째, 연구관은 대부분 연구사보다 재직

기간이 오래됐으므로 전문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다종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창의성의 원천이 되는 풍부한 

연구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둘째, 본래 연구역량이 뛰어난 상당수의 인물들이 

연구관으로 승진했을 것이다. 따라서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습득이 

용이하지 않은 ｢창의적 사고기술｣척도에서도 평균값의 상대적 우위를 보였다고 여

겨진다. 셋째, ｢과업동기｣척도의 경우 승진과 권한부여에 따라 총체적인 직무 만족

도 상승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한다. 

(2) 연구경력

‘개인의 창의성’ 및 하위요인인 ｢지식과 경험｣과 ｢창의적 사고기술｣척도에서 연구경

력이 각각 11∼20년, 21∼30년, 31년이상인 직원들이 5〜10년인 직원들보다 평균값 우

위를 보였다. 이것은 연구경력이 많아질수록 전문성이 강화돼 개인의 창의성 향상을 가

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업동기｣척도에서는 유의한 평균값 차

이를 발견할 수 없다. 

(3) 성별

‘개인의 창의성’ 및 하위요인인 ｢창의적 사고기술｣척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한 

평균값 우위를 보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남성과 여성간의 개인의 창의성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 일단은 비록 Baer & Kaufman(2008)가 일관성이 없음을 비

판하기도 했지만 그동안 성별과 창의성을 연구했던 여러 문헌들이 남성이 여성보다 창

의성이 높았다는 결과를 제시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안도희･김유

리, 2012). 하지만 이와 같은 해석은 성적 편견일 수도 있으므로 세심한 분석을 요구한

다. 이를테면 ‘창의성’의 특성인 ‘독립성’, ‘대담성’, ‘위험감수’, ‘자립성’ 등이 모두 남성

적 특성을 설명하는 용어라는 것이다. 반면에 ‘협조적 성향’, ‘세심함’과 같은 여성적 특

성은 창의성과 거리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편견은 남성중심 문화속에서 

여성의 실제적인 ‘창의성’을 과소평가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Harvard Business Review, 

2015.12월호). 

둘째, 창의적 집단환경에서는 연구관, 연구경력이 많은 직원이 ‘창의적 집단환경’ 및 

하위요인인 ｢응집성｣과 ｢리더십｣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값 우위를 보였다. 하지

만 성별에 따른 평균값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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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급

직급이 높은 연구관이 연구사보다 창의적 집단환경 요인에 대해 평균값 우위를 보이

는 원인은 무엇일까 ?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우선 팀 

리더인 경우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부여된다. 따라서 일선 직원

에 비해 정부관료제 내에서 책임감을 보다 크게 느끼게 되고 의식적으로 사태를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려 하지 않을까 한다. 한편 ｢리더십｣척도에서 연구관이 연구사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이는 것은 역설적으로 리더십의 대상인 일선 연구사가 기대하는 만큼 

팀장의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다. 때문에 향후 조직 창의성 제고를 위

해 연구관의 리더십 역량 배양의 필요성을 시사받는다. 

(5) 연구경력

｢리더십｣척도의 경우 연구경력이 21년이상인 직원들이 5~10년인 직원들에 비해 대체

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인다. 이것은 연구경력이 많은 직원들은 앞의 직급별 비교에서 

보듯이 팀리더인 연구관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연구경력이 많

은 직원들은 어느 정도 정부관료제에 체화된 습성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경

력이 적은 직원들보다 창의적 집단환경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상대적으로 약화돼 있지 

않을까 한다. 특히, 온정주의 문화의 영향이 적지 않게 남아있는 동양･한국적 상황에서

는 제도가 아닌 사람에 대한 평가일수록 더욱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셋째, 창의적 조직환경에서는 연구관이 ‘창의적 조직환경’ 및 하위요인인 ｢조직의 동

기화｣, ｢보상시스템｣, ｢창의경영 관행｣ 등에서 평균값의 우위를 보였다. 그러나 연구경

력, 성별의 경우 유의한 평균값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6) 직급

연구관이 창의적 조직환경 및 하위요인인 ｢조직의 동기화｣, ｢보상시스템｣, ｢창의경영 

관행｣등에서 연구사보다 평균값 우위를 보였다. 이것은 팀리더인 연구관들이 조직관리 

행태에 대해 연구사보다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음을 유추케 한다. 즉, 소위 중간관리자

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의식적으로 사태를 보다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224 ｢행정논총｣ 제56권 제3호

Ⅴ.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개발조직의 조직 창의성 수준을 국내 연구자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활용해 ⓐ 개인수준(=개인의 창의성) ⓑ 집단수준(=창의적 집단환경) 

ⓒ 조직수준(=창의적 조직환경) 등 세가지 수준에서 실증분석했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개인･집단･조직수준에서 측정된 4개 과학원이 통합된 조직 창의성 구성요소 평

균값은 각각 개인(3.81)> 집단(3.77)> 조직(3.20)의 순이었다. 따라서 개인과 집단수준은 

“Likert 4점” 근접하므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조직수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지난 10년이상 연구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존립해 온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국립

축산과학원의 조직 창의성 수준이 일반연구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식량과학원의 

그것에 비해 주목할 만큼 우위에 있음이 뚜렷이 부각되지 않았다.

셋째, 직급･연구경력･성별 등 표본의 세가지 특성에 따른 개인･집단･조직수준에서 발

견한 주목할 만한 조직 창의성 수준의 인식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수준에서는 ⓐ 팀 리더인 연구관 ⓑ 연구경력이 많은 직원 ⓒ 남성인 직원 등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값 우위를 보였다. 

② 집단 및 조직수준에서도 역시 ⓐ 팀 리더인 연구관 ⓑ 연구경력이 많은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특히, 직급의 경우 그 인식차가 광범위하게 드러나 특

별한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성별에서는 주목할 만한 평균값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수행 결과 도출된 주요 시사점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증분석 결과 4개 과학원의 통합된 조직 창의성 구성요소들의 평균값이 ① 개

인의 창의성(3.80)> ② 창의적 집단환경(3.77)> ③ 창의적 조직환경(3.20)의 순으로 도출

된 것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연구직 공무원 개인의 창의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해할 수 

있는 집단과 조직수준에서 정부관료제 작동방식의 한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때문에 각 과학원별로 연구종사자의 창의성을 북돋을 수 있는 창의적 연구환경의 

개선에 공통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표 6>에서 보듯이 11개 척도 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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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준의 ｢보상시스템｣이 가장 미흡하므로 성과평가제도나 승진제도의 개선이 최우선

적 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 

둘째, 농촌진흥청 소속 4개 과학원 중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국립축산과학원은 상대

적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됐다고 여겨지는 연구형 책임운영기관으로 10년이상 운

영돼 왔으나 일반연구기관에 비해 주목할 만큼 조직 창의성 수준이 우위에 있음이 드러

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의 실질적인 자율성

과 독립성 강화의 문제가 부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윤종설･박종선, 2015: 

35). 

셋째, 창의적 집단･조직환경에 대해 팀 리더인 연구관과 일선 연구사 간 광범위한 인

식차가 발견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를테면 예외없이 연구관이 연구사보다 긍정

적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직급간 뚜렷한 인식차는 조직 창의성

에 부정적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의적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수행하려는 

일선 연구사들의 기대 및 요구수준에 팀 리더의 대응이 미흡할 수 있어 연구사의 사기와 

연구팀의 응집성을 저해할 수 있다. 때문에 무엇보다 연구관들의 전문역량과 리더십 배

양의 필요성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연구경력이 많은 직원의 개인의 창의성 수준(지식과 경험, 창의적 사고기술 등)

이 높은 것으로 도출된 것은 향후 조직 창의성 제고를 위해 연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경력관리 시행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오랫동안 동일 

분야의 전문성을 쌓도록 한 후 보직순환이나 인사교류 등을 통하여 다양한 연구경험을 

아울러 습득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다섯째, 남성이 여성보다 창의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경쟁적인 남성의 

성격적 특성, 조직 내 다수를 차지하는 남성과 상대적인 여성의 입지 약화, 육아와 같은 

여성 고유의 역할 등의 사유로 여성의 창의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

들을 지지한다(안도희･김유리, 2012). 따라서 향후 여성 공무원들이 무리없이 개인의 창

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수 있다. 이를테면 육아휴직제도나 출산

휴가 등에 따른 승진이나 급여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고 이를 적극 권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나 신체적･정서적･성격적 특성들을 충분히 감안해 여성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창

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분야들을 적극 개발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도의 자율성

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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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조직규모 및 재직인원 그리고 농업연구개발사업의 국가적 중요성이라는 여

러 측면에서 대표적 R&D부처라고 판단되는 농촌진흥청 소속 4개 과학원의 조직 창의성 

수준을 최초로 진단함으로써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정부관료제의 조직 창의성 연구의 

확장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형 책임운영기관과 

일반연구기관 간의 조직 창의성 수준차와 직급, 연구경력, 성별 등 연구직 공무원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인식차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타 부처 연구개발조직을 대상으로

도 조직 창의성 제고를 위한 기관운영 및 인적자원관리의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으리

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 측정도구의 불완전함을 지적할 수 있다. 연구를 위해 최근 정부출연연

구기관의 연구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내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를 차용했으나 설문항목

들이 조직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모든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11개 

척도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했고 하위 평가요인인 55개 지표들을 대상으로 미시적 분석

은 수행하지 못했다.

둘째, 농촌진흥청 소속 4개 과학원 개별적으로 조직 창의성 수준분석을 수행하지 못

했으며 연구직 공무원의 연령, 학력 등과 같이 보다 다양한 특성에서 비롯되는  인식차

도 지면상 제시하지 못했다. 한편 조직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집단･조직수준의 

요인들을 분절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을 뿐 이들이 융합된 총체적인 조직 창의성 수준을 

명확히 진단해 낼 수 없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향후 이러한 한계들을 보완한 후속연구

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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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조직 창의성 진단 설문지

구분 척도 평가지표 설문문항

개
인
의

창
의
성

지
식
과
경
험

①노력의 지속성 ① 나는 연구능력의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

②지적 호기심 ② 나는 매일 같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인다.

③해당분야 지식과경험 ③ 나는 담당분야에 필요한 관련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④전문성 인정 ④ 나는 전문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⑤지식의 개방성 ⑤ 나는 지식과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

창
의
적
사
고
기
술

①유창한 사고 ① 나는 회의에서 독창적인 의견을 자주 말한다.

②유창한 표현 
② 나는 자신의 말이나 생각을 여러 가지 방법(글, 그림, 표 등)으로 

표현한다.
③유연한 결합 ③ 나는 겉으로 무관해 보이는 아이디어들을 결부시켜 생각한다.
④유연한 사고 ④ 나는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 놓는다.
⑤독창적 사고 ⑤ 나는 남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⑥유머감각 ⑥ 나는 동료들로부터 유머가 있다는 말을 듣는다.
⑦모험심 ⑦ 나는 위험이 따르는 일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과
업
동
기

①직무만족도 ① 나는 현재 직무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여긴다.
②직무흥미도 ② 나의 현재 직무에 흥미를 느낀다
③직무즐거움 ③ 나의 현재 직무에 즐거움을 느낀다.
④직무열정 ④ 나의 현재 직무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

창
의
적

집
단
환
경

다
양
성

①이질적 경험과 경력
① 우리 연구실은 매우 다른 경험과 경력을 갖고 있는 직원들로 구성

돼 있다.

②보완적 기능과 능력
② 우리 연구실은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기능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③다양한 관점 ③ 우리 연구실은 같은 문제라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
④다양한 아이디어기회 ④ 우리 연구실은 다양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접할 기회가 많다.

응
집
성

①상호존경과 신뢰 ① 우리 연구실은 서로 존경하고 신뢰한다.
②친화력 ② 우리 연구실은 서로 잘 어울린다.
③결속력 ③ 우리 연구실은 팀워크가 강하다.
④위기시 협력 ④ 우리 연구실은 변화나 위기시에 잘 협력한다.

자
율
성

①자율적 성취수준결정 ① 우리 연구실은 자신의 일의 성취수준을 스스로 결정한다.
②자율적 업무수행 ② 우리 연구실은 업무 수행방식을 스스로 정한다.
③업무 의사결정 참여 ③ 우리 연구실은 업무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자유롭게 참여한다.

리
더
십

①창의적 아이디어지원
① 우리 연구실의 리더는 팀원들의 아이디어에 대해 신뢰하고 누구

의 아이디어라도 잘 수용한다.

②문제해결 노력지원
② 우리 연구실의 리더는 팀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시 적극적

으로 도움을 준다.
③직원 경력개발 지원 ③ 우리 연구실의 리더는 팀원들의 경력상의 발전을 지원한다.

④긍정적 분위기 조성
④ 우리 연구실의 리더는 팀 분위기와 구성원들의 상호관계를 긍정

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⑤명확한 목표제시 ⑤ 우리 연구실의 리더는 프로젝트의 비젼과 목표를 제시한다.
⑥강한 추진력 ⑥ 우리 연구실의 리더는 프로젝트 추진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

⑦기술정보통
⑦ 우리 연구실의 리더는 새로운 기술정보와 환경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창
의

조
직

①아이디어 실행문화 ① 우리 기관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 실험한다. 

②난제에 도전하는문화 ② 우리 기관은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도 도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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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
직
환
경

의
동
기
화

③실패용인 문화
③ 우리 기관은 새로운 일을 시도하다 실패해도 이를 인정해 주고 서

로 격려해 준다.
④변화에 능동적인문화 ④ 우리 기관은 환경변화에 능동적이다.

⑤새로움 추구문화
⑤ 우리 기관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에 관심이 많고 이를 

적극 수집한다. 

⑥교육문화
⑥ 우리 기관은 잠재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

고 있다.

조
직
의
자
원

①인력의 유연성
① 우리 기관은 새로운 과제수행이나 아이디어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무리없이 구성할 수 있다.

②시설의 충분성
② 우리 기관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연구기자재와 

시설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

③자금의 적정성
③ 우리 기관은 새로운 아이디어 실행에 필요한 적정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④시간활용의 유연성
④ 우리 기관은 문제에 대해 충분히 몰입하고 정해진 접근법 외에 다

양한 관점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허용된다.

보
상
시
스
템

①공정한 평가 ① 우리 기관은 창의적인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②아이디어제안 보상 ② 우리 기관은 아이디어 제안에 따른 보상이 잘 이루어진다.

③창의적인 성과보상 ③ 우리 기관은 창의적 성과에 대한 보상수준이 적절한 편이다.

④성과에 따른 승진 ④ 우리 기관은 능력과 성과에 따른 승진기회가 주어진다.

창
의
경
영
관
행

①비전 인지 ① 우리는 기관의 비젼(핵심목표, 전략 등)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②창의적 공감대 형성
② 우리는 기관장부터 일반직원에 이르기까지 혁신 및 창의성에 대

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③자발적 제안
③ 우리 기관의 아이디어 산출 시스템은 자발적 활동(내재적 동기화)

에 기반하고 있다.

④아이디어 공유시스템
④ 우리 기관에서는 직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다른 직원이, 다른 

시간에 다른 방식으로 검토할 방법이 있다.

⑤기회발견 증진방안
⑤ 우리 기관은 영민한 발견(Serentipity)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운좋

은 사건의 발생빈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이나 관행이 있다. 

⑥외부자극에 노출기회
⑥ 우리 기관은 직원들이 자극을 받도록 외부직원이나 기관들과 상

호작용하도록 돕고 있다. 

⑦ 조직 내 자원인지
⑦ 모든 직원들은 내부의 자원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조

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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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Level of Organizational Creativity of Government 
R&D Organizations: A Focus o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Hyeok Jang & Young-Keun Kim

In response to the need for conducting research on organizational creativity under the 

government bureaucracy, this study analyzed the level of organizational creativity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e representative R&D department, at three levels. The 

study first found the level of organizational creativity of four institutes to be (3.80)> for 

individual creativity, (3.77)> for creative group environment, and (3.20) for creative 

organization environment. Second, no sign was found that research-type executive agencies 

considered to be strengthened in terms of independence and autonomy were particularly 

superior to general research institutions in level of organizational creativity. Third, 

differences in the level of organizational creativity were foun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samples, such as position, research experience, and gender. At the personal level, 

researchers, team leader and employees with high research experienc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verage advantage. At the group and organizational levels, significant differences 

in average values were found in the rank and research experience, but no notable difference 

in mean values was found according to gender. Finally, the major implications of the study 

for institutional management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are presen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to enhance the creativity of government R&D organizations.

【Keywords: Organizational Creativity, Government R&D Organization, R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