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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ᕽು
대학생 시기는 직업인으로 사회에 나가기 직전의 준비 단계로 성숙한 인격과 전문지식을 함
양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즉, 한 개인은 대학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생활양상을 정립하고 자신이 당면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 사회적, 개인적
인 문제를 자력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해야만 한다(Baker & Siryk,
1984). 왜냐하면 대학 졸업 이후의 사회 생활에서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인간관계
를 이루며,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인재 즉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윤경미, 김정섭, 2008).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은 이러한 능동적이고 창의
적인 리더들을 양성하기 보다는 취업을 위한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교육 효과만을 추구하여, 대
학생들은 각종 자격증 취득과 취업 준비로 인한 과중한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변화와 위기가 상존하는 현대사회의 조직에서는 최근 들어 특정 리더가 혼자 리더십을 발휘하
기 보다는 조직 구성원 각자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
들이 많아졌다(Heifetz, 1994). 이에 따라 창의성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을 이끌어 감으로써 조직의 경쟁력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성원이 필요하게 되었다(임
지영, 2009). 이러한 새로운 인재의 필요성은 대학 교육의 목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대학교육을
통하여 지식이나 정보의 원리보다는 여러 활동을 통해 집단속에서 서로 협동하여 공동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술 즉, 지식과 기술 사용 능력, 커뮤니케이션, 건강 유지, 리더십
능력, 합리적 의사 결정 등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김헌수, 이난, 2006).
김안나와 이병식(2003)은 대학생들이 대학교육의 단계에서 길러야 할 생애능력의 핵심 요인을 전
공분야에 대한 지식,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리더십, 문제해결력, 협동능력의
7가지로 유형화하고, 향후 대학교육과정을 통하여 리더십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활동이 강
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리더십의 개발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만하고 진취적인 생
활을 이루며, 위험 행동을 예방하고, 성공적인 성인기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고 볼 수 있다(Linden & Fertman, 1998).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현대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대학생들에게 리더십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리더십이란 집단이나 조직의 목표 달성 혹은 변화를 위하여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몰입하도
록 동기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Muchinsky, 2009). 한 마디로 요약
해서 리더십이란 타인에 대한 영향력으로 개념화 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영향력의 방향을
외적인 대상으로만 한정시키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까지 확장한 셀프리더십이 대안적 리더십 개
념들 중 하나로 관심을 받고 있다(신용국 외, 2009). 셀프리더십은 조직 구성원 자신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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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여 이끌어 가는 리더십으로서, 구성원 각자가 변화와 성장을 위해 자신에게 스스로 동기
부여 하면서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말한다(Neck, Stewatt & Manz, 1995). 예를
들면 자기 스스로 성취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 정한다거나,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자아반성을 하는 등의 자유성을 일컫는 것(박성민, 2002)을 말한다. 대학생
들에게 셀프리더십은 향후 직업인으로서의 준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리더십과 더불어 대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특성으로 창의성을 들 수 있다. 급변하는 사
회 변화 속에서 기업은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하려는 능동적인 태도를 가진 인재와 주어
진 정보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결과를 생산하는 적극적인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이종
성·정향진, 2003; Schachterle & Vinther, 1996) 창의성은 직접적으로는 취업을 위한 기본 요소로
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창의적인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신입사원을 선발 하는 직장이
늘고 있는 추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창의성은 기업 내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개인적 능력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 기관에서 창의성 훈련을 강화시키는 것은 세계시장
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성공적인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을 습득시킬 수 있게 됨(Steiner,
1998)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창의성 유형 중 일상적 창의성(Everyday Creativity)은 일상생활
에서 창의적인 사고와 성향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창의성으로
개인의 적응과 심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내집단 구성원들에게도 행복감을 주는
개념이다(정은이, 2002). 이러한 일상적 창의성은 융통성 있는 사고를 바탕으로 일상 생활을 유
지하는데 필요한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능력과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여러 가지
실현 가능한 대안을 생각하고 적절히 해결하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상적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과 자유를 추구하려는 경향,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그들과 공존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확신하는 경향, 새로운 경험이나 생각을 기꺼이 수용하려는 경향,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평가에 개의치 않고 혼자서 일을 하려는 경향 그리고 주변의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흥미있는 일에 몰입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정은이, 박용한, 2002). 즉 일상
적 창의성은 대학생들의 삶과 대인관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Csikszentmihalyi(1998)와 Gardner(1993)는 창의성의 사회-개인 간 영역을 이야기하며 환경을
창의성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환경은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인적 환경을 포함하며 이에 리
더의 역할은 창의성 연구에서 중요한 하나의 변인으로 인식되고 있다(Simonton, 1988; Norris,
1990). 그동안 리더십과 창의성에 관한 연구들은 조직에서 어떠한 리더십 유형이 조직 구성원의
창의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연구되어 왔으며(정범구, 염동선, 김경
재, 2003; Scott & Bruce, 1994). 개인의 창의성과 리더십의 관계에 관한 연구도 중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들(김미숙, 조석희, 진석언, 2005; 김정섭, 신수진, 윤소정, 2006)이 있을 뿐이다.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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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리더십과 창의성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드물뿐더러 특히 개인의 일상적 생활 속에서의
창의성과 셀프리더십 관련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거 본 연구에서는 먼저 대학생들이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
지 알아보고,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 창의성과, 셀프 리더십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
다. 또한 창의적인 리더들이 보이는 대학적응 특성에 관해 살펴 볼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것이며, 셀프 리더십과 일상적 창의성 관련 연구에 유용
한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십에 관한 대학생들의 암묵적 요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둘째, 일상적 창의성과 셀프리더십,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창의적 리더 모델의 유형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의 차이는 어떠한가?

Ⅱ. ᯕುᱢ႑Ğ
ᖡ⥥ญᝎ
리더십은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영향
력을 말하며, 리더의 지위, 권위, 권력, 특정한 능력, 인격 등에서 나올 수 있다(Clark & Clark,
1994; Maxwell, 1997). 즉, 목표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 사람들로 하여
금 목표 달성을 위해 행동하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리더십이다(김정섭, 신수진,
윤소정, 2006). 또한 리더십은 실제 사회생활 속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사회적 역할을 키워나가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김정대, 2003). 이러한 리더십은
그동안 특성이론, 행위이론, 상황이론, 변혁적 리더십 이론 등으로 변화 발전되어 왔는데, 최근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인간 내부 즉, 자기 자신의 내면으
로부터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는 새로운 관점의 셀프 리더십이 등장하게 되었다(Manz &
Sims, 1995). 셀프리더십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기주도(self-direction)와 자기 동기
부여(self-motivation)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Manz, 1986;
Manz & Neck, 1999; Manz & Sims, 2001). 다시 말하면 리더가 부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인 리더십과 달리 자기가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Manz, 1986). 또한 셀프리더십은
리더가 자기 개발의 영역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전, 통합, 열정, 용기, 낙천성, 자신감, 집
중력과 원칙, 융통성, 끈기, 지혜, 인간성, 자기 개발, 균형과 같은 가치라고 할 수 있다
(Napolotano & Henderson, 1998). 김미선(2005)은 셀프리더십에서 셀프(self)는 자아의 개념으로
인간 내부의 기본적인 성향인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셀프리더십은 학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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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유능한 셀프 리더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였다.
학교 장면에서 셀프리더십에 관한 연구들은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이 유아들의 자아개념(김미선,
2005), 초등학교 학생의 자기 효능감(김소령, 2006), 중학생의 자아존중감(박명숙, 2006)을 향상시
켰으며, 셀프리더십과 중학교 교사의 직무만족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김한성, 2003) 등이 있다.
Dolbier와 동료들은 셀프 리더십이 대학생의 심리적 기능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밝혔는
데, 구체적으로 대처능력과 낙관성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회피기제, 비효과성과 대인
불신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Dolbier et al, 2001). 김민정(2007)은 자신의 리더십 수준을
높다고 인식하며 내적 통제 소재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이 셀프리더십을 잘 발휘한다고 하였다.

᮹ᱢญ
Amabile(1988)은 창의성의 발현을 사회심리적 조직 수준으로 확장하여 조직의 중요성을 제시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창의적 행동 및 그 산출물은 조직 내에서 발생되며, 조직 내에
서 창의적 행동의 결과로 조직은 새로운 혁신을 이룬다(Amabile, Conti, Lazenby, & Herron,
1996; Robinson & Stern, 1997). 따라서 창의성을 조직 내에서 발현하기 위해서 리더십 또한 중
요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예측이 어려운 조직의 상황에서 조직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리더
의 역할은 중요하다(Amabile, 1988). 리더는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끌어낼 수 있도록 촉매자 역할
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도 문제해결의 주체자로서 아이디어의 생성자가 될 수 있어
야 한다. 즉, 리더는 리더십과 함께 창의성을 가져야 하고,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개인의 창의성
을 벗어나 팀이나 조직을 통해 창의적 성과를 이끌어 내는 ‘창의적 리더’가 될 수 있다(장재윤,
2006). 이경화(2009)는 글로벌 리더 모형을 제시하면서 창의적 리더십이란 창의적인 잠재력과 인
지적 능력을 가지며,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으로 구성원들을 공동의 목표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라고 정의하며, 창의적인 능력, 인지적 능력, 의사결정력을 하위 요인으로 포함시켰다.
이러한 창의적 리더는 조직의 성과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녕과 직업 만족, 사회적
적응을 위해서도 대학에서 관심을 갖고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 장재윤(2006)은 창의적 리더 모형
을 제시하였는데, 리더십과 창의성이 모두 높은 경우 창의적인 리더(Creative Leader)라고 하였
으며, 리더십은 높고 창의성은 낮은 효율적인 리더(Efficient Leader), 리더십은 낮고 창의성은
높은 외로운 발명영웅/몽상가(Lone heroic inventor/Dreamer), 리더십과 창의성이 모두 낮은
소질 없는 리더(Unfulfilled Leader)로 명명하였다. 장재윤(2006)은 창의적 리더를 자신의 창의적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 발휘할 뿐 아니라 팀원들의 창의적 잠재력까지도 자극, 실현하여 조직과
팀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도출해 내는 리더라고 하였다.
Sternberg(2006)는 교육현장에서의 창의적 리더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Bleedom(1986)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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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래의 효과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창의성의 잠재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
하였다. Goertz(2000)는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인 리더십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창의성을 제시하
였다. 이렇듯 창의적 리더의 역할과 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대학 교육에서의 다각적인 연
구와 실천적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오늘날 지식의 다양화와 전문화, 교육기회와 직업의 세계
화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길러내고 육성하는데 관심이 높아지
고 있는데(글로벌 인재 포럼, 2009), 글로벌 인재는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적인 역량들을 바탕으
로 시대의 변화에 맞는 리더로서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을 창의적으로 영위해 나가
는 리더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김동일 외, 2010). 이는 각 대학들이 추구하고 있는 중요한 교
육목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이 결국 창의적 리더 양성과 같은 맥락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시대적 요구와 개인적 삶의 만족 측면에서 오늘날 대학 교육은 창의적 리더 양성을 위한 방
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ݡᔾ⪽ᱢ᮲
일반적으로 적응이란 개인이 주변 환경과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환경의 요구에 맞도록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또는 환경을 자신에게 맞도록 능동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환경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는 과정이다(김성경, 2003; 최송미, 200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학생활적응이란
대학생들이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학업 및 대인관계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대학
생활의 요구에 대처하는 적절한 반응을 의미한다고(이숙정, 유지현, 2008) 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학교적응은 단순하고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적응을 넘어서 미래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적극
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이다(최임숙, 서래원, 2008). 이러한 학교에 대한 적응이 중요한 이유는 학
교환경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하고 결국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
처할 수 있는 발달적 과제가 되기(최임숙, 2007) 때문이다. 대학생들의 대학 적응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학적응은 대학생들이 대학 내의
구성원 및 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성공적으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스스로 높은 만족
감을 느끼는 과정을 의미한다. 오늘날 경제 위기 등 급변하는 사회 현실 속에 놓인 대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심리적 도전과 갈등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의 대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기에 주로 대학입시를 목표로 하는 획일적이고 수동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가,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노출되면서 자율적이고 주
도적인 대학 생활을 경험하기 시작(이숙정, 유지현, 2008)하는데 이러한 갑작스런 환경변화에 적
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적응의 어려움은 다양한 스트레스로 대학생들에게 다가오는데, 일
단 대학에 입학하면 학점이수, 시간관리, 다양한 인간관계,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고민 등 대학생

↘ᭀ⫙ⶼ# 㵈# 㵅⣉᳐⽄# ⵀ⌡# ⽠⁌ᓨ# 㐩⽄# ↘ᭀ⽄# 㵅⼽# 㪥⤝ⶼ# ᓬ㵈# ⷜᕘ# # 474

활에서 경험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대학생들에게는 잠재적 스트레스원이 될 수 있다(Coffman
& Gilligan, 2002). 이렇듯 혼란과 격동의 시기에 대학생들이 보다 잘 적응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수나 대학이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생들을 지원해야 하며, 또한 대학생 개인도 보다 능
동적으로 적응에 유리한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학 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대학 내에서 학업과 관련된 생활과 대인관계나 과외 활동 등의
사회 생활에 적응하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며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나 학교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이나 호감, 유대감을 갖는 것이다(Baker & Siryk, 1984). 이러한 논의
들을 종합해 보면 대학에서의 적응은 대학생들의 생활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문제이
며, 특히 청년 후기나 성년 초기에 처한 대학생의 생활 적응 문제는 일반적으로 적응의 위기라고
할 만큼 발달상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하정희, 2008)고 할 수 있다. 대학 적응과 관련된 연구의
초기에는 학업성취 수준이 대학생활 적응 정도로 이해(Gerdes & Mallinckrodt, 1994) 되어져 대
학내 상담소에서 소속 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적응이나 기타 적응에 관한 연구(Baker,
McNeil and Siryk, 1985; Shek, 2002)들이 이루어져 왔다. 점차 전반적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차원적 현상에서 대학 생활 적응을 예측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로 확대되어 개인별 심리
적·성격적 특성 요인, 사회적 자원과 관련된 변인들을 연구해왔다(김희숙, 2006).

Ⅲ. ᩑǍႊჶ
ᩑǍݡᔢ
<표 1> 개방형 설문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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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에 대한 대학생들의 암묵 이론을 알아보기 위해 개방형 설문을 2010년 3월 충남의 C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 2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개방형 설문 내용은 ‘주변에서
리더라고 생각되는 대학생들의 특징을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였다. 이들은 교양과목으로 ‘생활
영어’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로서 수업 중에 설문에 응답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
적 배경에 따른 분포는 다음 <표 1>과 같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충청남도에 위치하고 있는 C대학교 학생들로서 교양과정으로
‘심리학 개론’, ‘교육학 개론’을 수강하고 있는 215명이다. 이들은 셀프 리더십 척도, 일상적 창의
성 척도, 대학 적응 척도 등 세가지 검사에 응하였다. 이중 불성실한 응답을 하였거나 무선적으
로 답한 20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195명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분포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에 응답한 연구 대상자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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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셀프리더십 척도
셀프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서 Houghton과 Neck(2002)가 개발한 RSLQ를 신용국, 김명소와
한영석(2009)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35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1: 매우 그렇지 않다 - 5 : 매우 그렇다)를 통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하위 요인은 자기목표설정, 자기 보상, 자기 관찰, 자기단서, 자기 처벌, 자연적 보상, 성공적인
수행 상상하기, 자기 대화, 신념과 가정 분석 등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셀프 리더십이 높음을 나
타낸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Ȼ는 .9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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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적응 척도
대학생활 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은이와 박용한(2009)이 개발한 대학 적응 척도를 사용하
였다.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1: 매우 그렇지 않다 - 5 : 매우 그렇다)를
통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하위 요인은 대인관계, 학업활동, 진로준비, 개인심리, 사회체험 등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대학 적응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Ȼ는 .85로 나타
났다.

3) 일상적 창의성 척도
일상적 창의성 검사는 정은이와 박용한(2002)이 개발한 것으로 대학생 및 성인을 위한 것이다.
이 검사는 총 36문항으로 하위요인은 독창적 유연성, 대안적 해결력, 모험적 자유추구, 이타적
자아확신, 관계적 개방성, 개성적 독립성, 탐구적 몰입 등이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
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채점 문항 3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검사는 총점이 높을수록 일상적 창의성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Ȼ는 .91로 나타났다.

ᇥᕾႊჶ
리더십에 관한 개방형 질문에 응답한 진술문을 본 연구자와 교육심리를 전공한 박사 1명이
독립적으로, 유사한 항목은 통합하고 중복되는 항목은 삭제하여 범주화하는 방법인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이란 연구자가 연구하려고 하는 문서의 내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정의하
고 적절한 범주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법이다(이종성, 2001). 내용분석은 일반적으로 분석 목적
에 적합한 범주를 나주고, 분석단위(analysis unit)를 결정하고, 이를 수량화(quantification) 하는
과정을 거친다(김병성, 1996). 우선 각 응답 내용별로 연구자들은 각각 동일한 내용의 특성들끼
리 분류하였고, 그 후 연구자들 간에 동일 내용의 분류 범주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
방법은 진술문을 수차례 정독하면서 예비 범주를 만든 뒤 범주에 따라 자료를 분류하는 방법(정
미경, 2007; 최영신, 1999; Spradly, 1980; Stake, 1995)을 사용하였다. 내용이 통합될 수 있는 것끼
리 범주화하여 하나의 주제로 구분하였으며, 유의미하게 포착되는 내용을 분석하였다(Lincoln
& Guba, 1985). 최종적으로 결정된 분류 범주를 중심으로 진술한 내용들에 대한 양적 분석을
하고자 빈도수를 산출하였다. 빈도수가 전체 3%이상 차지하는 것들을 구체적 진술 내용과 함께
제시하였다. 범주화 결과에 대한 두 명의 연구자 간의 평정 결과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Coh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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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pa 값을 구한 결과 Kappa=.90, p<.01로 나타나 평정자간 의견의 합치 수준이 매우 높고, 연
구자의 내용분석 결과가 매우 신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Cohen, 1960; Landis & Koch, 1977)
일상적 창의성 검사, 대학 적응 검사, 셀프 리더십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를 구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관계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
였다. 또한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를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결과 처리는
SPSS WIN 12.0을 사용하였다.

Ⅳ. ᩑǍđŝ

⦺ݡᔾ᮹ญᝎᨱš⦽ᦵྖᱢᯕು
주변에서 리더라고 생각하는 대학생들의 특성을 기술한 개방형 설문의 응답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생들은 리더들의 특성으로 사교성을
가장 많이 기술했다. 대학생들은 집단에서 분위기를 잘 이끌고 활발한 성격이 리더의 중요한 특
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말을 조리있게 논리적으로 잘 하며,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한 리더의 특징이라고 생각했다. 세 번째로 언급된 리더의 특성
은 인간관계의 폭이 넓고 사람들이 잘 따르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인 대인관계 능력이 언
급되었다. 그 외에 카리스마, 타인배려 및 존중, 적극성, 자신감, 자기 주장, 성실성 등이 5.0%
이상을 차지한 특징들이었다. 이들을 개인의 내적 특성과 타인들과 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개인
간 특성으로 구분하여 보면 개인내 특성(Intrapersonal Characteristics)으로 카리스마, 적극성,
자신감, 책임감, 자기주장, 성실성 등이 있었고, 개인간 특성(Interpersonal Characteristics)으로
사교성, 의사소통능력, 통솔력, 대인관계 능력, 타인배려 및 존중이 있었다.
개방형 설문의 응답 내용을 분석하여 추출한 리더십 특성과 기존 선행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
는 요인들을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개방형 설문 결과
추출한 리더십 특성에는 기존의 국내외 리더십 관련 연구에서 제시된 것과 공통된 특성들이 포
함되어 있다. 표정민과 최인수(2009)의 연구에서 교사의 아동리더십 암묵적 이론에 나타난 카리
스마, 통솔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성실 등이 본 연구의 결과와 공통된 것이었으며 아동
의 아동 리더십 암묵이론에 나타난 통솔력, 자신감, 성실, 타인배려 및 존중, 대인관계기술, 카리
스마, 긍정적 성격, 의사소통능력 등이 공통된 것이었다. 김미숙 등(2005)의 연구에서 문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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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추출한 리더십 특성에서는 대인관계기술, 문제해결력, 자신감, 카리스마, 타인배려 및 존중,
의사소통 능력 등이 공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리더십 암묵이론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나
타난 것은 사교성, 적극성, 자신감, 유머감각 등이었다.

<표 3> 리더십에 대한 암묵적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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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본 연구에서 추출된 대학생의 리더십 암묵이론과 선행연구의 리더십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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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일상적 창의성과 대학적응과의 상관은 <표 5>, <표 6>, <표 7>과 같다.
먼저 일상적 창의성과 셀프리더십의 상관이 .65로 높게 나타났다<표 5>. 이 외에 <표 6>,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셀프리더십은 일상적 창의성의 하위요인인 독창적 유연성과 .55, 대안적
해결력과 .59, 이타적 자아확신과 .62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다. 또한 일상적 창의성은 셀프리더십 하위요인인 자기목표 설정과 .50, 자기보상과 .52, 자기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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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50, 자연적 보상과 .60, 신념과 가정분석과 .51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였다.
일상적 창의성과 대학적응 하위요인간 상관을 살펴보면 대인관계, 개인심리, 사회체험에서 .40이
상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표 5>. 셀프리더십과 대학적응 하위요인간 상관을 살펴보면 대인관
계, 학업적응, 진로준비, 개인심리, 사회체험에서 .4이상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특히 대학적응
의 요인 중 개인심리는 일상적 창의성과 .62, 셀프리더십과 .55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5> 대학적응, 일상적 창의성, 셀프 리더십간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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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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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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ᦽ㰖⺾⸎㰦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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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㰦

1958---

4

⟽㯁ᨑ⦪# 㰦

1994---

1987---

4

1:58---

1787---

1786---

4

19;4---

1668---

1755---

1734---

4

1:5;---

1647---

1796---

165<---

1776---

4

1:49---

1957---

1888---

1757---

1678---

1734---

4

1995---

17:4---

176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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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1695---

ᦽ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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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㵉
㍱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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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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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셀프 리더십 합과 일상적 창의성 하위요인간 상관

⟽㯁
ᨑ⦪# 㰦

᪂㋺⺾#
ⷝⲭ⟮

ᦽⰅ⺾#
㰱፭Ợ

Ⅵ㲕⺾#
⹍ⷝ㑑ᐩ

⸱㝽⺾#
⹍Ⰱ㴒⦝

Ꮍᎁ⺾#
ዙ⋦⟮

ዙ⟮⺾#
᪂⁺⟮

㞍ᐩ⺾#
Ⅽ⹂

1884---

18<:---

1737---

1955---

1567--

15<9---

1785---

** p<.01, *** p<.001
<표 7> 일상적 창의성 합과 셀프리더십 하위요인간 상관

⸹❾⺾#
㋺⸕⟮#㰦

⹍ᓭⅦ
㬙⟡⻒

⹍ᓭ#
⎱❾

⹍ᓭ#
㍕⍉

⹍ᓭ#
Ꮍ㋭

⹍ᓭ#
ᦥ⟙

⹍ⲭ⺾
⎱❾

⟮Ꮂ⺾
⣕㱆❾❾

⹍ᓭ#
ᦽ㴑

⦝᠍兼
ኽ⻒#
⑁⟚

1838---

1856---

1533--

1835---

166;---

1934---

17;3---

1777---

1848--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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᮹ᱢญ᮹⦺ݡᱢ᮲
창의적 리더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창의적 리더 모델에서의 네가지 유형을
구분(장재윤, 2006)한 것을 기초로, 일상적 창의성과 셀프 리더십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두 점수가
평균보다 높은 경우(창의적인 리더), 셀프리더십 점수는 높고, 일상적 창의성 점수는 낮은 경우(효율
적 리더), 일상적 창의성 점수는 높고 리더십 점수는 낮은 경우(외로운 발명영웅/몽상가), 두 점수
모두 낮은 경우(소질없는 리더) 등 네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대한 빈도와 비율은 <표 8>에
나타나 있다.
이 중 일상적 창의성과 셀프리더십이 모두 높은 창의적인 리더 유형이 전체의 36.9%, 일상적
창의성과 셀프리더십이 모두 낮은 경우가 37.9%로 나타났으며 그 외 창의성이 낮고 리더십이
높은 경우가 10.7%, 창의성이 높고 리더십이 낮은 경우가 14.3%로 나타났다.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창의적인 리더의 대학적응 총점은 다른 세집단에 비해 높았다. Anova와 Sceffé 검정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표 9>,<표 10>.

<표 8> 창의성과 리더십 고저에 따른 집단별 빈도와 대학적응 점수 차이

ᦽ㰖⺾⸎
㏚⻍

4
㋺⸕⟮# 
ᨑ⦪# 

5
㋺⸕⟮# ⺽
ᨑ⦪# 

6
㋺⸕⟮# 
ᨑ⦪# ⺽

7
㋺⸕⟮# ⺽
ᨑ⦪# ⺽

㰦

Q

:5

54

5;

:7

4<8

(

691<5

431::

47169

6:1<8

433

P

9:1:3

931;8

95154

871:<

VG

;149

9195

9188

:166

; 1-창의적인 리더, 2-효율적 리더, 3-외로운 발명영웅/몽상가, 4-소질없는 리더

<표 9> 대학적응 총점 분산분석
⻙Ꭾ㰦

⹍ⷝ᪁

㪆ᒝ⻙Ꭾ

ゎᦥ

9446169:

6

536:1:;<

ゎᦥ

43:331453

4<4

891355

㰦ᎁ

49;4617;:

4<7

I

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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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대학적응 Sceffé 검정
㪆ᒝ㋥
㋺⸕⟮# # ᨑ⦪# 

㋺⸕⟮# ⺽# ᨑ⦪# 

㋺⸕⟮# # 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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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4--

㋺⸕⟮# # ᨑ⦪# ⺽

817<7-

㋺⸕⟮# ⺽# ᨑ⦪# ⺽

451<44---

㋺⸕⟮# # ᨑ⦪# 

091;84--

㋺⸕⟮# # ᨑ⦪# ⺽

04168:

㋺⸕⟮# ⺽# ᨑ⦪# ⺽

9138<-

㋺⸕⟮# # ᨑ⦪# 

0817<7-

㋺⸕⟮# ⺽# ᨑ⦪# 

4168:

㋺⸕⟮# ⺽# ᨑ⦪# ⺽

:1749---

㋺⸕⟮# # ᨑ⦪# 

0451<44---

㋺⸕⟮# ⺽# ᨑ⦪# 

09138<-

㋺⸕⟮# # ᨑ⦪# ⺽

0:1749--* p<.05, ** p<.01, *** p<.001

일상적 창의성과 셀프리더십 고저에 따른 집단 간 대학 적응 하위요인별 점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창의적 리더 집단이 대인관계, 학업활동, 진로준
비, 개인심리, 사회체험 요인별로 일상적 창의성과 셀프 리더십이 모두 낮은 집단에 비해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표 12>, <표 13>.

<표 11> 창의성과 리더십 고저에 따른 집단별 대학 적응 하위요인 점수 차이(N=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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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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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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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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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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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4913;

4716;

471<5

451<:

VG

514<

515<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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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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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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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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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5144

41;<

41;;

; 1-창의적인 리더, 2-효율적 리더, 3-외로운 발명영웅/몽상가, 4-소질없는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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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대학적응 하위요인 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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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대학적응 하위요인별 Sceffé 검정

㋺⸕⟮# # ᨑ⦪# 

㋺⸕⟮# ⺽# ᨑ⦪# 
ᦽ⸵Ꮍᎁ
㋺⸕⟮# # ᨑ⦪# ⺽

㋺⸕⟮# ⺽# ᨑ⦪# ⺽

㋺⸕⟮# # ᨑ⦪# 

㰖Ⲃ㴙᪖

㋺⸕⟮# ⺽# ᨑ⦪# ⺽

㋺⸕⟮# # ᨑ⦪# ⺽

㋺⸕⟮# ⺽# ᨑ⦪# 
㋺⸕⟮# # ᨑ⦪# ⺽
㋺⸕⟮# ⺽# ᨑ⦪# ⺽
㋺⸕⟮# # ᨑ⦪# 
㋺⸕⟮# # ᨑ⦪# ⺽
㋺⸕⟮# ⺽# ᨑ⦪# ⺽
㋺⸕⟮# # ᨑ⦪# 
㋺⸕⟮# ⺽# ᨑ⦪# 
㋺⸕⟮# ⺽# ᨑ⦪# ⺽
㋺⸕⟮# # ᨑ⦪# 
㋺⸕⟮# ⺽# ᨑ⦪# 
㋺⸕⟮# # ᨑ⦪# ⺽
㋺⸕⟮# ⺽# ᨑ⦪# 
㋺⸕⟮# ⺽# ᨑ⦪# 
㋺⸕⟮# # ᨑ⦪# ⺽
㋺⸕⟮# # ᨑ⦪# 
㋺⸕⟮# # ᨑ⦪# ⺽
㋺⸕⟮# ⺽# ᨑ⦪# ⺽
㋺⸕⟮# # ᨑ⦪# 
㋺⸕⟮# ⺽# ᨑ⦪# 
㋺⸕⟮# ⺽# ᨑ⦪# ⺽

㪆ᒝ㋥
5148;41789
51:6:--05148;01:35
18:;
041789
1:35
415;3
051:6:--018:;
0415;3
19<3
1<:9
41<9;--019<3
15;8
415::
01<:9
015;8
1<<5

↘ᭀ⫙ⶼ# 㵈# 㵅⣉᳐⽄# ⵀ⌡# ⽠⁌ᓨ# 㐩⽄# ↘ᭀ⽄# 㵅⼽# 㪥⤝ⶼ# ᓬ㵈# ⷜᕘ# # 484

㋺⸕⟮# ⺽# ᨑ⦪# ⺽

㋺⸕⟮# # ᨑ⦪# 

㋺⸕⟮# ⺽# ᨑ⦪# 
めἙ⾽━
㋺⸕⟮# # ᨑ⦪# ⺽

㋺⸕⟮# ⺽# ᨑ⦪# ⺽

㋺⸕⟮# # ᨑ⦪# 

㋺⸕⟮# ⺽# ᨑ⦪# 
ዙ⸵⦩
㋺⸕⟮# # ᨑ⦪# ⺽

㋺⸕⟮# ⺽# ᨑ⦪# ⺽

㋺⸕⟮# # ᨑ⦪# 

㋺⸕⟮# ⺽# ᨑ⦪# 
❩㵉㍱㲕
㋺⸕⟮# # ᨑ⦪# ⺽

㋺⸕⟮# ⺽# ᨑ⦪# ⺽

㋺⸕⟮# # ᨑ⦪# 
㋺⸕⟮# ⺽# ᨑ⦪# 
㋺⸕⟮# # ᨑ⦪# ⺽
㋺⸕⟮# ⺽# ᨑ⦪# 
㋺⸕⟮# # ᨑ⦪# ⺽
㋺⸕⟮# ⺽# ᨑ⦪# ⺽
㋺⸕⟮# # ᨑ⦪# 
㋺⸕⟮# # ᨑ⦪# ⺽
㋺⸕⟮# ⺽# ᨑ⦪# ⺽
㋺⸕⟮# # ᨑ⦪# 
㋺⸕⟮# ⺽# ᨑ⦪# 
㋺⸕⟮# ⺽# ᨑ⦪# ⺽
㋺⸕⟮# # ᨑ⦪# 
㋺⸕⟮# ⺽# ᨑ⦪# 
㋺⸕⟮# # ᨑ⦪# ⺽
㋺⸕⟮# ⺽# ᨑ⦪# 
㋺⸕⟮# # ᨑ⦪# ⺽
㋺⸕⟮# ⺽# ᨑ⦪# ⺽
㋺⸕⟮# # ᨑ⦪# 
㋺⸕⟮# # ᨑ⦪# ⺽
㋺⸕⟮# ⺽# ᨑ⦪# ⺽
㋺⸕⟮# # ᨑ⦪# 
㋺⸕⟮# ⺽# ᨑ⦪# 
㋺⸕⟮# ⺽# ᨑ⦪# ⺽
㋺⸕⟮# # ᨑ⦪# 
㋺⸕⟮# ⺽# ᨑ⦪# 
㋺⸕⟮# # ᨑ⦪# ⺽
㋺⸕⟮# ⺽# ᨑ⦪# 
㋺⸕⟮# # ᨑ⦪# ⺽
㋺⸕⟮# ⺽# ᨑ⦪# ⺽
㋺⸕⟮# # ᨑ⦪# 
㋺⸕⟮# # ᨑ⦪# ⺽
㋺⸕⟮# ⺽# ᨑ⦪# ⺽
㋺⸕⟮# # ᨑ⦪# 
㋺⸕⟮# ⺽# ᨑ⦪# 
㋺⸕⟮# ⺽# ᨑ⦪# ⺽
㋺⸕⟮# # ᨑ⦪# 
㋺⸕⟮# ⺽# ᨑ⦪# 
㋺⸕⟮# # ᨑ⦪# ⺽

04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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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37--051:7;--041564
051837--* p<.05, ** p<.01, *** p<.001

Ⅴ. đುၰם᮹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에 관한 암묵적 이론을 알아보고 오늘날 대학
생들이 갖춰야할 특성으로 중요시되는 창의성과 리더십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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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리더모형으로서 창의적 리더의 대학생활 적응 특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
난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요약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에 관한 암묵적 이론을 살펴본 결과, 사교성,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능력, 카리스마, 타인배려 및 존중, 적극성, 자신감, 자기주장, 성실성, 책임감, 통
솔력, 유머감각, 긍정적 성격, 판단력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대학생들은
리더의 특성 중 개인 내 특성(Intrapersonal Characteristics)으로 카리스마, 적극성, 자신감, 성실
성, 책임감, 자기주장 등을, 개인 간 특성(Interpersonal Characteristics)으로 사교성, 의사소통능
력, 통솔력, 대인관계능력, 타인배려 및 존중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타인과 관계를 맺고,
배려하고 공동체 속에서 활발하게 사람들과 잘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상위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대학생들이 리더십을 가진 개인의 내적인 특성 보다 개인 간 특성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언급된 대학생들의 리더십 암묵이론 중 대인관계 기술, 타인배려 및 존중, 카리스
마, 책임감, 문제해결력은 김미숙 외 (2005)의 문헌베타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공통된 것이
었으며, 카리스마, 통솔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성실성 등은 표정민과 최인수(2009)의 연
구에서 교사가 지각한 아동 리더십 암묵이론에서 나타난 것과 공통된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리더십 특성들이 보편적으로 리더십에 포함되는 특성들
을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 대학생들의 리더십만의 고유한 특성으
로 나타난 것은 사교성, 적극성, 자신감, 유머감각 등이었다. 즉, 대학생들은 집단 안에서 자신감
있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유머를 사용하여 활발하게 타인과 교류하는 능력이 대학생 리더만의
독특한 특성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일상적 창의성, 셀프리더십과 대학적응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일상적 창의성과 리더
십이 .65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일상적 창의성과 대학적응, 셀프리더십과 대학적응 또한
.62, .66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대학적응의 하위요인 중 개인 심리와 셀프 리더십, 일
상적 창의성과의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일상적 창의성과 셀프리더십의 상관이 높게 나타난 것은 리더십과 창의성이 관
련성을 가지고 있으며(Sisk, 1993; Renzulli, 2003),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리더십 기술
과 창의적 사고 성향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김정섭 외, 2006)
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창의성을 리더십의 한 속성으로 거론하는 주장
(Gardner, 1983; Karnes & Bean, 2001; 정희욱 외, 2003)들과 리더의 특성에 창의적 사고 성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연구들(Sussman, 1979; Karnes & Bean, 1990) 그리고 국내외 문헌을 메타
분석하여 리더십의 요인으로 창의성을 언급한 연구(김미숙, 전미란, 김현진, 2005)와 관련지어
볼 때 타당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기관리를 바탕으로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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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셀프리더십이 독창적 유연성, 대안적 문제 해결력, 이타적 자아확신과 .5 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인 것은 타인을 배려하고 독창적이며 대안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상적 창의성이 대학생
리더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요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셋째, 대학생들의 일상적 창의성과 셀프리더십의 평균을 중심으로 네 집단을 구성하여 대학
적응 점수를 비교한 결과 일상적 창의성과 셀프리더십이 모두 높은 창의적 리더들의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다른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학 적응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
학업활동, 진로준비, 개인심리, 사회체험에서 창의성과 리더십이 모두 낮은 집단에 비해 창의적
리더 집단은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방과 후 스포츠 특기적성활동 참가 청소
년의 셀프리더십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원인변수로 나타났다는 연구(이한숙,
2008)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김동일 등(2010)은 글로벌 인재의 개인 역량으로 셀프리더십과 창의성, 자기 주도성, 대인관계
능력 등을 제시하였다. 즉, 창의적인 리더가 미래사회를 이끌 글로벌 인재이며 이는 오늘날 각
대학에서 추구하고 있는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창의적인 리더가 대학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결과는 향후 대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
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대학생활 적응의 예측 변인으로
언급되었던 사회적 지지(정현욱, 1996), 부모와의 애착(최은실, 2001), 자기 효능감과 낙관적 사
고(Chemers, Hu & Garcia, 2001), 성정체감(최임숙, 김충희, 2004),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미
결정(탁진국, 1996), 적응기대(조화진, 2004), 적극적 대처자세(Leong, Frederick & Bonz, 1997),
교수와의 친밀감(정은이, 박용한, 2008) 외에 리더십과 창의성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학생들은 리더들의 특성으로 특히 타인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인간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개인의 셀프 리더십
과 일상적 창의성이 관계가 있으며 리더십과 창의성을 모두 갖춘 창의적인 리더들이 대학적응
을 잘 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창의적인 리더로서의 대학생들에 관한 기초 연구로서 향후 대학에
서의 인재 양성 및 교육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Sternberg(2000)는 효과적인 리더십은 분석적 능력, 창의적 능력, 실제적 능력의 균형적인 사
용과 관련된다고 주장하였으며, Karnes & Bean(1990)은 리더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영재아의 특
성으로 도전받고자 하는 욕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비판적으로 추론하는 능력, 새
로운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 언어표현의 유창성,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의 유연성, 모호함을 참는
능력과 다른 사람을 동기 유발시키는 능력 등을 들었다. 본 연구와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
로 창의성과 리더십은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영재뿐만 아니라 평범한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것
임을 알 수 있었다. 장차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사회 발전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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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대학생들에게 무엇보다도 창의성과 리더십은 필수적인 능력과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피험자들은 지방 소재 한 대학의 학생들로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
한이 있다. 따라서 추후 보다 다양한 지역별 표집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대학생에 한정하여 창의적인 리더의 특성을 살펴 보았는데, 다른 연령대
즉 보다 어린 학습자와 성인과의 비교 연구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셋째, 창의적인 리더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대학생 창의적 리더의 특성을 추출해 보았는데, 향후 검사 도구를 통해 창의
적 리더십을 가진 학생들을 구분하여 그 특성을 파악해 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 리더십과 창의성의 관련성을 살펴 볼 때, 일상적 창의성과 셀프리더십 개념
을 적용하였는데, 이 외에 분야별 전문적 창의성과 창의적 능력, 그리고 다른 개념의 리더십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창의성과 리더십의 관계를 살펴본 한 연구에서 이 두
능력의 관련성이 크지 않았으며, 영재의 경우 더욱 그 관련성이 적었다는 결과(김미숙, 조석희,
진석언, 2005)가 있는데, 이는 일상적 창의성이 아닌 수학과 과학분야의 창의성과 봉사적 리더십
검사를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섯째, 대학생 창의적 리더와 관련된 제반 특성들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즉, 학업성
취, 진로, 심리적인 변인들에서 창의적 리더들이 보이는 특성을 살펴보고 일반 학생들과의 차이
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창의적인 리더들이 실제 그룹 상
황에서 다른 유형을 가진 대학생들과 어떻게 다른 행동을 하는지 실제 수행에 관한 실험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여섯째, 추후 리더십과 창의성을 향상시켜 창의적인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및 실시가 제안된다. 리더십은 단순히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선천적인 요소라 할 수 없으며, 특
정인이 소유하는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잠재적 능력이다(Boyd, 1991). 뿐
만 아니라 리더십은 경험을 통하여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자 기술이다(Hughes, Ginnett, &
Curphy, 1993). 창의성 또한 학습될 수 있으며, 창의성 교육이 실제 사회의 기초가 되는 대학에
서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적용될 때 학문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박
병기, 2004). 또한 Choe(2006)의 연구에서 대학에서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리더십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대학교육에서 시급히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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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it Theory of College Students about Leadership and
Characteristics of Creative Leaders in Their College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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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ored college students' implicit theory about leadership and tested the relations
between creativity and leadership, both of which is considered as important characteristics
required for college students. In addition, the study examined creative leaders' characteristics
in their college adjustment as a new model of leadership.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llege students' implicit theory about leadership included sociability, communication
abilities, interpersonal abilities, charisma, caring and respecting others, confidence, assertiveness,
faithfulness, responsibility, humor, positive personality, and judgment.
Second, there were high correlations among everyday creativity, self-leadership, and college
adjustment. The correlations were .65 between everyday creativity, .62 between everyday
creativity and college adjustment, and .66 between self-leadership and college adjustment.
Third, four groups with different levels of everyday creativity and self-leadership showed
different levels of college adjustment. More specifically, creative leaders, the group of students
who were high in both everyday creativity and self-leadership,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in their college adjustment total and subscales.
These results prove substantial relations between leadership and creativity, and also imply
that creativity leaders with both leadership and creativity show better college adjustment. They
suggest that it should be necessary to design a program focused on leadership and creativity
for training creative leaders.
Key words: self leadership, everyday creativity, creative leader, implici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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