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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농업R&D사업을 미션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농촌진흥청을 대상으로 연구직 

공무원의 창의성에 미치는 조직환경 요인들을 선행연구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집단

수준에서는 ‘리더십’이, 조직수준에서는 ‘조직자원’과 ‘경영관행’이 개인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한편, ‘조직문화’와 ‘경영관행’이 개인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리더십’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조직환경이 개인 창의성 등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형책임운영기관과 일반연구기관 간 차별성은 포착하지 못하였

다. 마지막으로 정부연구개발조직에서 ‘리더십’의 중요성과 연구형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 제

고의 필요성 등 몇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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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특허･신기술･독창적 신제품 등 우수한 연구개발성과의 토대가 되는 과학기술자의 ‘창

의성’과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김왕동, 2008). 왜냐

하면 독창적인 과학기술적 성과는 경제적 성과로 연계될 수 있고 종국적으로 국부창출

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김석준･배용호, 2009). 이와 같은 추세에 부응해 이른바 ‘조

직 창의성(Organizational Creativity)’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민간연구소와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

다(장혁, 2018: 1). 

그런데 정부부처(청) 형태로 R&D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존재한다. 이 

중 농촌진흥청은 조직규모 및 재직인원 등에서 여타 R&D부처(청) 중에서도 가장 방대하

다.1) 한편, 농업자원에 기반하여 석유경제의 대체가 가능한 바이오경제가 도래할 것이 

예상되면서 농업연구개발성과는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부의 원천으로 각광받고 있다.2) 

이것은 향후 농촌진흥청의 조직성과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질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장혁·김영근, 2018). 

농촌진흥청은 지난 1962년 설립된 이후 국가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역사적

이고 대표적인 연구성과로는 1970년대 신품종 ‘통일벼’를 개발한 것을 들 수 있다. 3) 

그렇지만 이후 현재까지 시대상황에 걸맞는 비중있고 파급력 높은 연구성과들은 출현하

지 않고 있다. 물론 나름의 크고 작은 중요성을 갖는 성과들은 매우 많겠지만 세계적으

로 경쟁이 가능한 독창적인 분야는 상대적으로 매우 드물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데 

자율성･창의성이 중시돼야 할 연구개발조직이 권위적･통제적 경향이 강한 정부관료제

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렇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운영이 보다 자유로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농촌진흥청을 쉽사리 전환시킬 수도 

없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농업연구개발은 공공성이 매우 높아서 국가주도의 사업수행이 

1) 인사혁신처(2018)에 따르면 국가시험･연구기관 83개소(지소포함)의 24%(20개소)가 농촌진흥청 소속

이다. 한편, 총5,346명의 국가연구직 공무원의 약22.2%인 1,190명이 농촌진흥청에 재직중이다. 다음

으로 연구직 공무원이 많은 R&D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792명)와 환경부(475명)의 순이다. 

2) 바이오경제 하에서는 농업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종자산업, 기능성･의약품소재 산업, 미생물 산업, 

동물의약품산업, 애완･관상동물산업 등 이른바 ‘생명산업’이 중요한 재원투자의 대상으로 떠오른다

(성진근 외, 2011: 185-196). 

3) 경제성장의 밑바탕이 되는 식량문제를 해결한 ‘통일벼’ 개발은 현재까지도 국가주도 연구개발사업의 

최고 성과로 꼽힌다. 예컨대, ‘반도체(256M D-RAM)’, ‘전자교환기(TDX)’, ‘한국형고속열차(KTX)’보

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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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관료제로 운용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제약과 연구개발조직의 본질적 특성들이 상충함에 따라 구조･행태적 개선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1997년 김대중 정부시절 국내에 처음 도입된 후 현재까지 제도적 차

원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주목할 수 있다(한국조직학회, 

2016: 1).4) 이 중 ‘연구형책임운영기관’은 본래 정부연구개발조직의 자율성과 창의성 증

진을 주된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는 아니다. 하지만 성과책임을 바탕으로 기관운영의 대

폭적 자율성을 부여하려는 취지를 갖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정부조직의 경직성을 완화시

켜 연구직 공무원의 창의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농촌진흥청의 경우 이미 

10여년 전부터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국립축산과학원이 ‘연구형책임운영기관’으로 전

환돼 존속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 아래 대표적 R&D부처(청)인 농촌진흥청을 대상으로 연구직 

공무원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환경 요인을 규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고

자 한다. 아울러 연구형책임운영기관과 일반연구기관 간 상호비교를 통하여 창의적 연

구환경 조성을 위한 기관운영상의 시사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탐색코자 한다. 현재까지 

연구개발(R&D)조직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지닌 민간조직을 대상으로 조직

환경과 개인 창의성 간의 인과성을 탐색했던 선행연구들은 꽤 존재한다. 하지만 구체적

인 조직의 형태와 관계없이 정부관료제를 대상으로 한 문헌들은 매우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련 연구 축적에도 기여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조직환경과 개인 창의성

‘창의성(Creativity)’은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발명품 같은 유･무형의 성과를 산출해 

4) 신공공관리적(New Public Management, NPM) 행정개혁의 수단으로 1988년 최초로 영국에서 도입

된 이후 현재 세계 각국에 확산돼 있다. 비록 민간부문의 관리기법이 가미되었지만 책임운영기관은 

민영화･민간위탁･공기업과 달리 엄연한 행정기관이다. 다만, 정책기능으로부터 분리된 집행･서비스 

기능을 전담하고 인사･예산 등 기관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다(이종수, 2009). 국내에서

는 현재 1개의 ‘중앙책임운영기관(특허청)’과 50개의 ‘소속책임운영기관’이 있으며, ‘소속책임운영기

관은’ ① 품질조사형 ② 연구형 ③ 교육훈련형 ④ 문화형 ⑤ 의료형 ⑥ 시설관리형 ⑦ 기타유형 등으

로 분류되고 있다(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행정안전부, 2018).



142 ｢행정논총｣ 제57권 제2호

낼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다(Feist, 1998; Guilford, 1950; MacKinnon, 1970). 심리학자

들은 창의성이 대부분 선천적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예컨대, Guilford(1960)는 ‘사고의 

유창성’, ‘표현의 유창성’, ‘독창성’을 언급하였다. Torrance(1965)도 ‘강한 호기심’, ‘독립

심’, ‘통찰력’, ‘높은 위험감수성’ 등을 창의적 사람들의 성격특성이라고 주장하였다. 한

편, Simonton(1984)은 과학적 천재들이 ‘지적모험’, ‘전문분야 이외의 관심’, ‘내향적’, 

‘일중독’, ‘어린이 같은 감수성’ 등의 성격특성이 있음을 밝혔다(전경원, 2015 ). 하지만 

Glassman (2011: 25-33)은 ‘창의적 사고(Creative thinking)’가 일부 유전적이지만 대부

분 적절한 훈련을 통하여 습득 가능함을 주장한다. 그는 R&D종사자의 창의적 사고훈련

을 위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부여할 것”, “엉뚱하고 기발한 아이디어 산출을 억압하지 

말 것”, “자발성과 유머감각을 억누르지 말 것” 등을 제안한다. 

Alenca & Bruno-Faria(1997)은 브라질의 다양한 조직들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을 대상

으로 조직 구성원의 창의성에 미치는 열한가지 환경요인들을 밝혀냈다(Alencar, 2012 

재인용).5) Ekvall과 동료들도 ① 도전정신 ② 자유 ③ 신뢰와 개방성 ④ 아이디어 시간 

⑤ 유머 및 놀이 ⑥ 갈등 ⑦ 아이디어 지지 ⑧ 논쟁 ⑨ 위험감수 등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아홉가지 환경요인을 거론하였다(Ekvall & Ryhammar, 1999). 한편, Hunter, 

Bedell & Mumford(2007) 등은 42개의 독립된 연구결과를 메타분석하여 열네가지 요인들

을 규명한 바 있다(West & Sacramento, 2012 재인용).6) Woodman et al(1993) 등은 ‘창의

적’ 조직성과 또는 이를 산출해 낼 수 있는 조직 역량을 ‘조직 창의성(Organizational 

Creativity)’이라고 개념짓고, 창의적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과 조직수

준의 환경적 특성들7)의 영향속에서 ‘조직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앞선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직 구성원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은 모든 물리적･심리적･인적･제도적 요인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전경원, 2015: 130). 그

런데 ‘조직 창의성(Organizational Creativity)’을 연구해 온 학자들은 공통적 요인들을 

5) ① 도전적 과제 ② 자유와 자율성 ③ 관리자의 지지 ④ 조직구조(축소된 위계질서･유연한 규칙･권력

분산) ⑤ 조직차원의 지원 ⑥ 물리적 환경(적당한 조명･가구･공간･환기) ⑦ 급여와 혜택 ⑧ 기술적, 

물질적 자원 ⑨ 훈련 ⑩ 집단의 지지 등임.

6) ① 우호적 동료집단 ② 관리자와의 우호적 관계 ③ 자원 ④ 도전정신 ⑤ 명확한 임무 ⑥ 자율성 ⑦ 

우호적인 대인관계 ⑧ 지적자극 ⑨ 최고경영자의 지지 ⑩ 보상수준 ⑪ 유연성과 위험감수 ⑫ 산출물 

강조 ⑬ 참여 ⑭ 조직통합 등임. 

7) 집단특성으로는 집단규범(Norms), 응집력(Cohesiveness), 조직규모(Size), 다양성(Diversity), 역할

(Roles), 과업(Task), 문제해결 접근법(Problem Solving Approaches)등이며, 조직특성은 조직문화

(Culture), 자원(Resources), 보상(Rewards), 전략(Strategy), 조직구조(Structure), 기술(Technolgy)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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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여 다음과 같은 대표적 변수들로 제시한다. 우선 집단수준에서는 조직규모, 다양

성,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응집성, 자율성, 갈등, 신뢰 등이며(최종인, 1996; Amabile, 

1996), 조직수준은 수평적･자율적･분권적 조직구조와 실패용인과 같은 개방적 조직문

화, 풍부한 자원제공, 적절한 보상, 조직 창의성 발휘를 위한 경영자의 의지 등이다

(Woodman et al, 1993; 김효근 외, 2014: 74-82).

2. 국내 선행연구

조직환경이 개인 창의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규명했던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경영

학과 심리학분야에서 적지 않게 발견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

라 몇몇 실증연구들을 아래 <표 1>과 같이 살펴보겠다. 

권기환･최종인(2014)은 ‘열린조직’, ‘고객지향성’ 등 ‘가치혁신’ 문화를 독립변수로, 

‘개인 창의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인과성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의미있는 업무’･
‘임파워먼트’･‘위험감수성’은 ‘전문지식’, ‘열린조직’은 ‘창의적 사고기술’, ‘학습조직’･‘혁

신성’ 등은 ‘내적 동기부여’에 각각 정(+)의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윤영일 외(2012)는 ‘변

혁적 리더십’, ‘보상’ 등이 개인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카리스

마’･‘지적 자극’이 정(+)의 영향을 미치나, ‘개별적 배려’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도출

하였다. 한편, ‘보상’의 경우 ‘내적보상’과 ‘외적보상’ 모두 정(+)의 영향을 보였다. 이 밖

에 ‘도전적 업무’, ‘창의적 조직분위기’, ‘조직지원’ 등이 개인 창의성에 정(+)의 영향이 

있음을 알아냈다. 

김현진･설현도(2016)는 ‘신뢰’와 ‘갈등’, ‘지식공유’가 개인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였다. 분석결과 ‘정서적 신뢰’와 ‘지식공유’가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고, ‘지식

공유’는 ‘정서적 신뢰’와 개인 창의성 간을 부분매개함을 발견했다. 한편, 창의성 저해요

인으로 간주돼 왔던 ‘관계갈등’도 국내 기업조직에서는 개인 창의성에 정(+)의 영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남유진 외(2012)는 ‘임파워링 리더십’이 개인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및 

‘리더-구성원 교환(Leader-Member Exchange)’의 조절효과를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솔

선수범’, ‘정보공유’는 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코칭’은 부(-)의 결과가 나타

났다. 이어서 LMX의 조절효과로서 정서적 유대감은 ‘솔선수범’･‘코칭’ 등과 부(-)의 경향

이, ‘충성’은 ‘정보공유’에 정(+)의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이어서 ‘참여적 의사결정’은 

‘정보공유’･‘공헌’ 모두 부(-)의 효과가, ‘전문성 존경’은 ‘정보공유’･‘관심표명’과 정(+)의 

효과가, ‘솔선수범’･‘참여적 의사결정’･‘코칭’과는 부(-)의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철영･이종락(2013)은 광고 크리에이티브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환경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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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조직 분위기’, ‘동료관계’, ‘제작시간’, 

‘자원지원’ 등은 내적 동기를 매개로 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규명하였다. 또한 

‘제작시간’, ‘자원지원’은 외적동기도 매개하여 역시 개인 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침

을 밝혔다. 배병룡(2006)은 지방정부 공무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직무환경’ 등이 개

인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코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직무자율성’, 

‘창의성 격려 리더십’, ‘혁신권고’ 등과 ‘경력’이 개인 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알아냈다. 하지만 ‘직무도전성’･ ‘부서의 창의성 격려’･‘조직의 창의성 격려’는 기존 연구

들과 달리 부(-)의 효과가 나타남을 밝혔다. 

이덕로･김태열(2008)은 기업체 연구개발(R&D) 부서를 대상으로 ‘직무자율성’, ‘기술

다양성’ 같은 직무특성이 창의성에 정(+)의 효과가 있음을 규명하였고, 이때 종업원의 

‘선행적 행동’이 직무특성과 개인 창의성 간 매개효과를 지님을 보였다. 또한 이덕로･김

태열(2009)은 개인특성과 직무특성, 작업환경 특성이 상호작용하여 개인 창의성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창의적 성격’과 ‘기술다양성’, ‘팀분위기’가 상호작용하

여 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런데 ‘창의적 성격’, ‘기술다양성’, ‘팀임파

워먼트’가 모두 높을 때 창의성 수준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낮은 ‘기술다

양성’과 ‘팀임파워먼트’일 경우 창의적 성격과 개인 창의성 간의 관계가 가장 작게 나타

났으며, 높은 ‘기술다양성’과 낮은 ‘팀분위기’일 경우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건창 외(2010)는 ‘네트워크 구조’, ‘조직학습 문화’ 등이 개인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을 비교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조직학습 문화’, ‘지식경영 참여’ 등이 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임시조직인 SI제안팀은 ‘조직학습 문화’가, 상설조직인 R&D팀은 

‘지식경영 참여’가 창의성을 높이는데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SI제안팀

은 ‘네트워크 구조’ 중 ‘연결밀도 중심성’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구조적 공백’은 

그렇지 않았으며, R&D팀의 경우 그 반대의 경향이 나타났다. 

서정석･김병근(2017)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리더십이 개인 창

의성에 미치는 영향과 창의적 팀 풍토 및 조직문화의 매개/조절효과 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모두 개인 창의성에 직접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변혁적 리더십’의 경우 창의적 팀 풍토를 매개하여 개인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편, ‘혁신지향적 문화’는 창의적 팀풍토를 매개하여 개인 창의

성에 긍정적이었으나, ‘위계지향적 문화’는 그렇지 않음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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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직환경이 개인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내용

구분 특성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

권기환･
최종인
(2014)

민간
기업

일반

의미있는 업무
임파워먼트
위험감수성
열린조직

임파워먼트
학습조직

창의성 - -

윤영일 외 
(2012)

민간
기업

기획

변혁적리더십
도전적 업무
조직분위기

보상

창의성 - -

김현진･
설현도
(2016) 

민간
기업

일반
신뢰

지식공유
관계갈등

창의성
정서적 
신뢰

-

남유진 외
(2012)

민간
기업

제조
임파워링
리더십

창의성 -
충성

전문성 존경

이철영･
이종락
(2013)

민간
기업

광고
동료관계
제작시간
자원지원

창의성
내적동기
외적동기

-

배병룡
(2006)

지방
정부

행정

직무자율성
리더십

혁신권고
경력

창의성 - -

이덕로･
김태열
(2008)

민간
기업

R&D
부서

직무자율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기술다양성
직무피드백

창의성
선행적
행동

-

이덕로･
김태열
(2009)

민간
기업

R&D
부서

창의적 성격
기술다양성
팀 분위기

창의성 -
기술다양성
팀분위기의
상호작용

이건창 외
(2010)

민간
기업

SI제안
R&D

네트워크구조
조직학습문화
지식경영참여

창의성 - -

서정석･
김병근
(2017)

정부
출연
기관

R&D
변혁적리더십
거래적리더십

창의성
창의적인
팀풍토

조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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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의 평가 

앞에서 살펴본 몇몇 선행연구들은 비록 일부 서로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기도 하였으

나,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보여준다. 즉, 서구와의 문화적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집단수

준(리더십, 신뢰, 갈등, 자율성 등)이나 조직수준(조직문화, 보상, 조직자원 등)의 다양한 

환경요인들이 개인 창의성에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침을 규명한 것이다. 그런데 

김진용･송찬후(2014)와 이준호･이진규(2010) 등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를테면 집

단주의 문화가 강한 동양권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개성이 제대로 표출되지 못하는 측면

이 있다. 따라서 자율성, 응집성, 갈등과 같은 요인들이 개인 창의성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같은 다양한 변수들의 매개효과나 조절효과 등

이 복잡한 양상으로 표출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Zhou & Shalley(2008)

의 지적처럼 상이한 문화권 간 비교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한편 비록 빈도수가 적다고는 하더라도 조직의 특성에 따라 실증분석 결과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다. 이것은 향후 기능과 특성이 다양한 

광범위한 조직을 대상으로 관련 연구들이 축적돼야만 하는 과제를 요구한다. 즉, 개인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환경 변수들이 조직의 성격에 따라 서로 어떻게 달라지고 

영향력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 보다 명확히 밝혀낼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 몇 가지 

더 지적코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그동안 조직환경과 개인 창의성 간의 인과성

을 규명했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민간조직을 대상으로 수행됐다는 점이다. 때문에 본 

연구가 시도하는 것처럼 통제적 관행이 수시로 행해짐으로써 개인 창의성이 사장될 우

려가 적지 않은 정부관료제(한세억, 2013)를 대상으로는 관련 연구들이 극히 드문 실정

이다. 아울러 현재 국가적으로 창의적 연구성과와 그 원천이 되는 연구종사자의 창의성

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조직을 대상으로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들을 포괄적으로 제안했던 연구들은 다수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연구

환경이 공존하는 과학기술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연구종사자의 창의성에 긍

정적･부정적인지를 실증하려는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4. 본 연구의 접근 

농촌진흥청과 같은 정부관료제 연구개발조직은 일반행정조직과 달리 직급 구조의 단

순성(1∼9단계 대신 연구관과 연구사의 2단계), 고학력･전문인력(매우 높은 비율의 석･
박사 학위자), 복무의 상대적 자율성(연구개발업무의 효과적 수행) 등 여러 특징을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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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것은 연구개발조직의 효율성을 고려한 인적･제도적 장치들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수직적 업무구조와 일방향적 지시･통제적 관행같은 정부관료제의 기본 운영원리가 

저변에 흐르고 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조직수준의 환경요인이 집단수준의 환경요인

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개인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조직수준의 창의적 환경요인이 집단수준의 창의적 

환경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양태를 함께 검증코자 한다. 나아가 창의적 집단환경 요인 

중 특히 ‘리더십’이 조직환경과 개인 창의성 간 매개효과를 갖는지 규명코자 한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연구형책임운영기관’제도는 기관운영의 자율성･독립성의 상대적 강화

를 의미하므로 정부연구개발조직의 관료주의를 다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연구형책임운영기관’과 ’일반연구기관‘ 간 개인 창의성에 미치는 집단과 조직수

준의 환경요인들 및 그 영향력의 정도가 서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즉, 조절효과가 

존재하는지 탐색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측정도구 및 분석모형 

개인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요인들이 규명되면서 이를 보편적으로 측정

해 낼 수 있는 도구들이 개발되었다. 대표적인 것은 “WEI: Work Environment Inventory 

(Amabile & Gryskieaicz, 1989)”, “TCI: Team Climate Inventory(Anderson & West, 

1998)”, “CCQ: Creative Climate Questionnaire(Ekvall, 1996)”등이다. 하지만 본 연구

는 <부록>의 노풍두 외(2011)의 측정도구를 주목하고 이를 독립변수로 차용하였다.8) 한

편, 종속변수인 개인 창의성은 노풍두 외(2011)가 원용하고 있듯이 Amabile(1996)의 창

의성의 ‘구성요소 모델(Component Model)’에 의존하여 ① 창의적 사고기술 ② 과업동

8) 서구학자들이 개발한 도구는 ‘(집단)조직 분위기’와 같은 단일한 요인 측정에 중점이 있다. 한편, 

Amabile & Gryskieaicz(1989)를 제외하면 ‘연구개발조직’을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들이 아니다. 반면

에 노풍두 외(2011)는 국내외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후 개인과 집단 및 조직의 세가지 차원에

서 총76개 지표들을 추출하고, 이를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직 종사자에게 설문을 하여 신뢰

성･타당성 검증을 거친 후 총11개 척도와 55개 하위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이 중 집단수준 척도는 

① 다양성 ② 응집성 ③ 자율성 ④ 리더십 등이며, 조직수준 척도는 ① 조직문화(동기화) ② 조직자원 

③ 보상시스템(제도) ④ 창의경영 관행 등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농촌진흥청 같은 ‘정부관료제 연구개

발조직’의 창의적 연구환경 수준 측정을 위해 개발된 특별한 도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수행

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차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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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재적 동기) ③ 전문성(지식과 경험) 등 세가지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분석모형

연구형책임운영기관
일반연구기관

조직문화

조직자원

보상제도

경영관행

다양성 응집성 자율성 리더십

창의성

2. 연구가설 

선행연구들을 고찰할 때 농촌진흥청 4개 과학원의 집단 및 조직수준의 창의적 환경요

인들이 직접적으로 연구직 공무원 개인의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가정할 수 있

다. 한편,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정부관료제는 수직적 업무구조와 상의하달의 지시적 

관행이 민간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특징이 있다. 이것은 의사결정･정책집행 과정

에서 권위적･독단적이며 일방향으로 흘러가기 쉬운 구조임을 말해준다(한세억, 2013). 

하지만 조직수준의 긍정적 제도･문화적 장치들의 도입 여부에 따라 하위요인인 집단환

경 역시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다시 개인수준으로 파급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다양성은 개인 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응집성은 개인 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 자율성은 개인 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4] 리더십은 개인 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5] 조직문화는 개인 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6] 조직자원은 개인 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7] 보상제도는 개인 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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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8] 경영관행은 개인 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9] 조직문화는 다양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0] 조직문화는 응집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1] 조직문화는 자율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2] 조직문화는 리더십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3] 조직자원은 다양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4] 조직자원은 응집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5] 조직자원은 자율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6] 조직자원은 리더십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7] 보상제도는 다양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8] 보상제도는 응집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9] 보상제도는 자율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0] 보상제도는 리더십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1] 경영관행은 다양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2] 경영관행은 응집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3] 경영관행은 자율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4] 경영관행은 리더십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한편 인적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정부관료제는 시스템적인 요인보다는 상당부분 인적

요인에 의존하여 작동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조직수준의 환경요인들

이 집단수준의 ‘리더십’을 매개로 개인 창의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5] 리더십은 조직문화와 개인 창의성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26] 리더십은 조직자원과 개인 창의성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27] 리더십은 보상제도와 개인 창의성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28] 리더십은 경영관행과 개인 창의성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형책임운영기관’은 조직･인사･예산 등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강화

돼 있을 것이므로 연구인력의 수급과 활용 또는 연구자원의 신축적 제공과 같은 조직운

영상의 잇점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연구기관보다 집단이나 조직수준의 환경요인

이 개인 창의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조직수준의 환경요인이 집단수준의 환경요인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일반연구기관’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

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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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9] ‘연구형 책임운영기관’은 집단수준 및 조직수준의 환경요인이 개인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와 조직수준의 

환경요인이 집단수준의 환경요인에 미치는 효과가 ‘일반연구기관’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설문자료는 농촌진흥청 4개 과학원의 연구직 공무원 정원대비 약30.1%를 기관별 정

원･직급을 고려하여 2017년 6월초부터 7월 중순까지 약7주간 ‘층화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하여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당초 설문자료 코딩결과를 2019년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SPSS25와 AMOS21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기관별 근무인원은 ‘국립축산과학원’ 

53명(16.8%), ‘국립원예특작과학원’ 70명(22.2%), 국립식량과학원’ 75명(23.8%), ‘국립농

업과학원’ 117명(37.1%)이었다. 직급은 ‘연구관’ 105명(33.3%), ‘연구사’ 210명(66.7%)이

었다. 성별은 여자 80명(25.4%)과 남자 235명(74.6%)이었으며, 경력은 ‘31년이상’ 14명

(4.4%), ‘21∼30년’ 127명(40.3%), ‘11∼20년’ 104명(33.0%), ‘5∼10년’ 70명(22.2%)이었

다. 연령은 ‘50대이상’ 129명(41.0%), ‘40대’ 136명(43.2%), ‘30대’ 49명(15.6%), ‘20대’ 1

명(0.3%)이었다. 학위는 ‘박사’ 242명(76.8%) 및 ‘석사’ 73명(23.2%)이었다. 

<표 2>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기관

국립농업과학원 117
학위

석사 73
국립식량과학원 75 박사 242

국립원예특작과학원 70

경력

5∼10년 70
국립축산과학원 53 11∼20년 104

성별
남자 235 21∼30년 127
여자 80 31년이상 14

연령

20∼30세 1

직급
연구사 210

31∼40세 49
41∼50세 136

연구관 105
51∼60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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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다음 <표 3>에서 <표 5>와 같이 탐색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고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 적재치가 0.4미

만이어서 타당도를 저해하는 문항들은 제외시켰다.9) 

<표 3> 개인 창의성의 타당도 및 신뢰도

문항번호
개인의 창의성

요인1 요인2 요인3

창의적 
사고기술

④ 유연한 사고 0.809 0.066 0.242 

③ 유연한 결합 0.719 0.102 0.169 

⑦ 모험심 0.685 0.108 0.134 

① 유창한 사고 0.612 0.137 0.379 

⑥ 유머감각 0.593 0.086 -0.071 

⑤ 독창적 사고 0.578 0.178 0.400 

② 유창한 표현 0.543 0.230 0.276 

과업동기

② 직무흥미도 0.176 0.893 0.113 

③ 직무즐거움 0.130 0.885 0.150 

① 직무만족도 0.123 0.847 0.142 

④ 직무열정 0.160 0.776 0.297 

전문성

③ 해당분야 지식과 경험 0.192 0.062 0.840 

④ 전문성 인정 0.130 0.127 0.824 

① 노력의 지속성 0.184 0.285 0.587 

⑤ 지식의 개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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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외된 문항들은 ‘개인 창의성’의 ｢전문성｣ 척도 ②번 문항(지적호기심), ‘창의적 조직환경’의 ｢조직

자원｣척도 ④번 문항(시간활용의 유연성) 및 ｢경영관행｣척도 ⑤번 문항(기회발견 증진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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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창의적 집단환경의 타당도 및 신뢰도

문항번호
창의적 집단환경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리더십

⑤ 명확한 목표제시 0.809 0.204 0.090 0.154 

⑦ 기술정보통 0.783 0.159 0.245 0.096 

③ 직원 경력개발 지원 0.767 0.233 0.136 0.217 

⑥ 강한 추진력 0.738 0.237 0.224 0.152 

④ 긍정적 분위기 조성 0.728 0.292 0.087 0.192 

② 문제해결 노력지원 0.695 0.307 0.213 0.188 

① 창의적 아이디어 지원 0.627 0.420 0.092 0.107 

응집성

② 친화력 0.260 0.844 0.170 0.150 

① 상호존경과 신뢰 0.335 0.813 0.106 0.186 

③ 결속력 0.345 0.791 0.227 0.142 

④ 위기시 협력 0.360 0.669 0.284 0.180 

다양성

① 이질적 경험과 경력 0.012 0.104 0.803 0.118 

③ 다양한 관점 0.225 0.145 0.726 0.143 

④ 다양한 아이디어 기회 0.332 0.190 0.674 0.174 

② 보완적 기능과 능력 0.235 0.509 0.606 0.152 

자율성

② 자율적 업무수행 0.136 0.112 0.140 0.904 

① 자율적 성취수준 결정 0.193 0.176 0.168 0.825 

③ 업무 의사결정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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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환경의 타당도 및 신뢰도

문항번호
창의적 조직환경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조직문화

② 난제에 도전 문화 0.775 0.223 0.268 0.130 

③ 실패용인 문화 0.751 0.370 0.093 0.022 

④ 변화에 능동적 문화 0.710 0.151 0.297 0.224 

① 아이디어 실행문화 0.708 0.127 0.332 0.183 

⑤ 새로움 추구문화 0.654 0.203 0.455 0.095 

⑥ 교육문화 0.491 0.378 0.267 0.191 

보상제도

③ 창의적인 성과보상 0.232 0.831 0.224 0.131 

② 아이디어제안 보상 0.215 0.787 0.199 0.196 

① 공정한 평가 0.318 0.731 0.249 0.164 

④ 성과에 따른 승진 0.148 0.718 0.330 0.147 

경영관행

⑦ 조직 내 자원인지 0.273 0.310 0.705 0.028 

① 비전인지 0.177 0.083 0.703 0.282 

⑥ 외부자극에 노출 기회 0.311 0.271 0.617 0.062 

② 창의적 공감대 형성 0.379 0.417 0.601 0.209 

③ 자발적 제안 0.376 0.378 0.522 0.133 

④ 아이디어 공유시스템 0.288 0.362 0.518 0.154 

조직자원

② 시설의 충분성 0.084 0.151 0.139 0.856 

③ 자금의 적정성 0.150 0.135 0.137 0.837 

① 인력의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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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술통계량

측정지표의 기술통계량은 다음 <표 6>과 같다. 개인의 창의성 전체 평균은 3.80점으로 

보통 이상이었다. 하위요인은 창의적 사고기술(3.52), 과업동기(3.92), 전문성(4.17) 순으

로 높았다. 창의적 집단환경 전체 평균은 3.77점이었으며, 하위요인은 다양성(3.59), 응

집성(3.74), 자율성(3.85), 리더십(3.86) 순으로 높았다. 끝으로 창의적 조직환경 전체 평

균은 3.20점으로 보통수준이고, 하위요인은 보상제도(3.04), 조직문화(3.19), 조직자원

(3.28), 경영관행(3.2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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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측정지표의 기술통계량

구분 Mean±SD Min Max

개인의 창의성 3.80±0.45 2.20 4.87 

전문성 4.17±0.49 2.25 5.00 

창의적 사고기술 3.52±0.55 2.14 4.86 

과업동기 3.92±0.66 1.75 5.00 

창의적 집단환경 3.77±0.55 1.89 5.00 

다양성 3.59±0.65 2.00 5.00 

응집성 3.74±0.73 1.50 5.00 

자율성 3.85±0.67 1.00 5.00 

리더십 3.86±0.64 1.57 5.00 

창의적 조직환경 3.20±0.57 1.53 4.89 

조직문화 3.19±0.66 1.00 5.00 

조직자원 3.28±0.74 1.00 5.00 

보상제도 3.04±0.71 1.00 5.00 

경영관행 3.29±0.63 1.33 4.83 

4.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구조방정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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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적용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나타내면 다음 <표 7>과 같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평가지수를 살펴보면 χ²/df는 8.959, RMR은 0.062, GFI는 0.924, 

NFI는 0.896, TLI는 0.708, CFI는 0.904, RMSEA는 0.159으로 대부분 수용 가능하였다. 

따라서 측정항목들을 향후 분석에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지수 결과값 수용수준

CMIN (p) 161.254 (<0.001) p>0.05

CMIN/df 8.959 ≤2

RMR 0.062 ≤0.05

GFI 0.924 ≥0.90

AGFI 0.723 ≥0.90

NFI 0.896 ≥0.90

TLI 0.708 ≥0.90

CFI 0.904 ≥0.90

RMSEA 0.159 ≤0.05 : 좋다 / 0.05∼0.10 : 수용가능

2) 가설의 검증

(1) 집단 및 조직수준의 창의적 환경요인이 개인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 수준의 

창의적 환경요인이 집단수준의 창의적 환경요인에 미치는 영향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계수는 다음 <표 8>과 같다. 유의수준 5%하에서 총 24개 경로 

중 11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적 조직환경의 하위요인인 조직문화는 창의적 

집단환경의 다양성, 응집성, 자율성, 리더십에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조직

자원도 다양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상제도는 창의적 집단환경의 모

든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경영관행의 경우 응집성, 리더십에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한편, 조직자원과 경영관행은 개인 창의성에 정(+)의 영

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보상제도는 개인 창의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창의적 집단환경에서는 리더십만 개인 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1〜24번까지의 가설중에서 “가설4”, “가설6”, “가설8∼13”, “가설22”, “가설24”는 채택되

었으나,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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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계수

 * p<0.05, ** p<0.01

(2) 조직수준의 환경요인과 개인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리더십의 매개효과

구조방정식 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이 때 직접

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의 경로계수에 대한 유의성 검정은 붓스트랩 검정(boot strap 

test)을 통해 산출하였고, 95% 신뢰구간을 파악하기 위해 BC(bias-corrected)방법을 사

용하였다. 

경로
표준화된 

계수
비표준화 

계수
S.E. C.R. p

조직문화 → 다양성 0.212 0.203 0.079 2.580* 0.010 

조직문화 → 응집성 0.162 0.180 0.089 2.012* 0.044 

조직문화 → 자율성 0.226 0.227 0.084 2.704** 0.007 

조직문화 → 리더십 0.190 0.184 0.076 2.412* 0.016 

조직자원 → 다양성 0.130 0.110 0.045 2.423* 0.015 

조직자원 → 응집성 -0.011 -0.010 0.052 -0.201 0.841 

조직자원 → 자율성 0.094 0.083 0.049 1.719 0.086 

조직자원 → 리더십 0.057 0.049 0.044 1.120 0.263 

보상제도 → 다양성 0.058 0.054 0.067 0.804 0.421 

보상제도 → 응집성 0.018 0.019 0.076 0.250 0.803 

보상제도 → 자율성 0.070 0.069 0.072 0.961 0.336 

보상제도 → 리더십 0.021 0.019 0.065 0.297 0.766 

경영관행 → 다양성 0.135 0.135 0.088 1.534 0.125 

경영관행 → 응집성 0.280 0.324 0.100 3.239** 0.001 

경영관행 → 자율성 0.076 0.079 0.094 0.843 0.399 

경영관행 → 리더십 0.290 0.293 0.085 3.431** <0.001

조직문화 → 창의성 0.071 0.037 0.049 0.748 0.454 

조직자원 → 창의성 0.129 0.060 0.029 2.078* 0.038 

보상제도 → 창의성 -0.171 -0.087 0.042 -2.086* 0.037 

경영관행 → 창의성 0.223 0.122 0.056 2.176* 0.030 

다양성 → 창의성 0.063 0.034 0.041 0.828 0.407 

응집성 → 창의성 0.082 0.039 0.041 0.931 0.352 

자율성 → 창의성 0.122 0.063 0.037 1.705 0.088 

리더십 → 창의성 0.281 0.152 0.048 3.18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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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구조방정식 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

경로
표준화된 계수

직접효과 (p) 간접효과 (p) 총 효과 (p)

조직문화 → 다양성 0.212* (0.021) - 0.212* (0.021)

조직문화 → 응집성 0.162 (0.058) - 0.162 (0.058)

조직문화 → 자율성 0.226* (0.025) - 0.226* (0.025)

조직문화 → 리더십 0.190* (0.023) - 0.190* (0.023)

조직자원 → 다양성 0.130* (0.050) - 0.130* (0.050)

조직자원 → 응집성 -0.011 (0.929) - -0.011 (0.929)

조직자원 → 자율성 0.094 (0.282) - 0.094 (0.282)

조직자원 → 리더십 0.057 (0.431) - 0.057 (0.431)

보상제도 → 다양성 0.058 (0.457) - 0.058 (0.457)

보상제도 → 응집성 0.018 (0.801) - 0.018 (0.801)

보상제도 → 자율성 0.070 (0.487) - 0.070 (0.487)

보상제도 → 리더십 0.021 (0.798) - 0.021 (0.798)

경영관행 → 다양성 0.135 (0.179) - 0.135 (0.179)

경영관행 → 응집성 0.280** (0.004) - 0.280** (0.004)

경영관행 → 자율성 0.076 (0.289) - 0.076 (0.289)

경영관행 → 리더십 0.290** (0.003) - 0.290** (0.003)

조직문화 → 창의성 0.071 (0.515) 0.107** (0.005) 0.178 (0.125)

조직자원 → 창의성 0.129 (0.148) 0.035 (0.289) 0.163 (0.061)

보상제도 → 창의성 -0.171 (0.091) 0.019 (0.637) -0.151 (0.148)

경영관행 → 창의성 0.223* (0.041) 0.122** (0.005) 0.345** (0.004)

다양성 → 창의성 0.063 (0.406) - 0.063 (0.406)

응집성 → 창의성 0.082 (0.508) - 0.082 (0.508)

자율성 → 창의성 0.122 (0.259) - 0.122 (0.259)

리더십 → 창의성 0.281** (0.003) - 0.281** (0.003)

 * p<0.05, ** p<0.01

창의적 조직환경 하위요인인 경영관행은 개인 창의성에 정(+)의 직접효과(β= 0.223), 

간접효과(β=0.122), 총 효과(β=0.345)를 보인다. 한편, 창의적 집단환경의 리더십은 개인 

창의성에 유의한 정(+)의 직접효과(β=0.281)가 있다. 따라서 리더십은 경영관행과 개인 

창의성 간 부분매개효과를 갖는다. 한편, 조직문화는 리더십에 정(+)의 직접효과(β

=0.190)가 있으며, 리더십도 개인 창의성에 정(+)의 직접효과(β=0.281)를 보인다. 그런데 

조직문화는 개인 창의성에 유의한 정(+)의 간접효과(β=0.107)가 있으나, 직접효과와 총 

효과는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리더십은 조직문화와 개인 창의성 간 완전매개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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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때문에 “가설25”와 “가설28”은 채택되었으나, “가설26〜27”은 기각되었다. 

(3) 연구형책임운영기관과 일반연구기관 간 조절효과

연구형책임운영기관과 일반연구기관 간 조절효과 검증결과는 다음 <표 10> 및 <표 

11>과 같다. 먼저, 조직문화가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Δ=5.079>
 = 3.840)은 기관 

간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때 일반기관은 β=0.077로 유의하지 않으나, 책임운영기관은 

β=0.465로 유의하다. 따라서 조직문화는 책임운영기관에서만 자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경영관행이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Δ=5.445>
 = 3.840) 역시 유의한 차이

를 보인다. 그런데 일반기관은 β=0.243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지만, 책임운영기관은 β

=-0.214로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일반기관에서만 경영관행이 자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

렇다면 “가설 29”는 부분채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0> 연구형책임운영기관과 일반연구기관 간 조절효과

모형 경로 χ² Δχ² 유의성

Free 모형  181.327  

조직문화 → 다양성 184.623 3.296 Not Significant

조직문화 → 응집성 183.832 2.505 Not Significant

조직문화 → 자율성 186.406 5.079 Significant

조직문화 → 리더십 181.552 0.225 Not Significant

제약모형

조직자원 → 다양성 181.670 0.343 Not Significant

조직자원 → 응집성 181.387 0.060 Not Significant

조직자원 → 자율성 181.486 0.159 Not Significant

조직자원 → 리더십 183.869 2.542 Not Significant

보상제도 → 다양성 182.147 0.820 Not Significant

보상제도 → 응집성 181.378 0.051 Not Significant

보상제도 → 자율성 183.955 2.628 Not Significant
보상제도 → 리더십 183.931 2.604 Not Significant

경영관행 → 다양성 184.795 3.468 Not Significant

경영관행 → 응집성 181.760 0.433 Not Significant

경영관행 → 자율성 186.772 5.445 Significant

경영관행 → 리더십 182.632 1.305 Not Significant

조직문화 → 창의성 181.391 0.064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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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일반연구기관과 연구형책임운영기관 간 경로계수

경로
일반연구기관 연구형책임운영기관

표준화 비표준 S.E. C.R. p 표준화 비표준 S.E. C.R. p

조직문화 → 다양성 0.095 0.099 0.106 0.936 0.349 0.463 0.387 0.114 3.407* <0.001

조직문화 → 응집성 0.059 0.070 0.120 0.583 0.560 0.353 0.356 0.131 2.717** 0.007 

조직문화 → 자율성 0.077 0.075 0.101 0.745 0.457 0.465 0.478 0.144 3.326** <0.001

조직문화 → 리더십 0.169 0.173 0.101 1.717 0.086 0.281 0.246 0.112 2.192* 0.028 

조직자원 → 다양성 0.164 0.144 0.061 2.358* 0.018 0.104 0.082 0.065 1.265 0.206 

조직자원 → 응집성 -0.011 -0.011 0.069 -0.163 0.870 0.019 0.018 0.075 0.244 0.807 

조직자원 → 자율성 0.136 0.113 0.058 1.940 0.052 0.067 0.065 0.082 0.793 0.428 

조직자원 → 리더십 -0.010 -0.009 0.058 -0.149 0.881 0.189 0.156 0.064 2.435* 0.015 

보상제도 → 다양성 -0.006 -0.006 0.097 -0.065 0.948 0.138 0.113 0.089 1.268 0.205 

보상제도 → 응집성 -0.002 -0.002 0.110 -0.020 0.984 0.032 0.032 0.103 0.306 0.759 

보상제도 → 자율성 -0.032 -0.031 0.093 -0.339 0.735 0.205 0.206 0.113 1.823 0.068 

보상제도 → 리더십 -0.083 -0.084 0.092 -0.910 0.363 0.143 0.123 0.088 1.388 0.165 

경영관행 → 다양성 0.235 0.259 0.119 2.171* 0.030 -0.089 -0.077 0.125 -0.615 0.539 

경영관행 → 응집성 0.289 0.358 0.135 2.655** 0.008 0.213 0.223 0.145 1.535 0.125 

경영관행 → 자율성 0.243 0.252 0.114 2.212* 0.027 -0.214 -0.228 0.159 -1.434 0.152 

경영관행 → 리더십 0.329 0.355 0.113 3.130** 0.002 0.171 0.155 0.124 1.250 0.211 

조직문화 → 창의성 0.094 0.053 0.063 0.847 0.397 0.074 0.030 0.065 0.456 0.648 

조직자원 → 창의성 0.085 0.041 0.037 1.090 0.276 0.096 0.037 0.036 1.004 0.315 

보상제도 → 창의성 -0.225 -0.126 0.058 -2.175* 0.030 -0.034 -0.013 0.049 -0.275 0.784 

경영관행 → 창의성 0.295 0.175 0.073 2.404* 0.016 0.102 0.043 0.069 0.614 0.539 

다양성 → 창의성 -0.033 -0.018 0.052 -0.339 0.734 0.140 0.067 0.055 1.210 0.226 

응집성 → 창의성 0.174 0.083 0.054 1.539 0.124 -0.008 -0.003 0.053 -0.062 0.951 

자율성 → 창의성 0.078 0.045 0.052 0.857 0.391 0.250 0.098 0.045 2.163* 0.031 

리더십 → 창의성 0.266 0.146 0.060 2.431* 0.015 0.323 0.149 0.065 2.269* 0.023 

 * p<0.05, ** p<0.01

조직자원 → 창의성 181.330 0.003 Not Significant

보상제도 → 창의성 183.050 1.723 Not Significant

경영관행 → 창의성 182.909 1.582 Not Significant

다양성 → 창의성 182.542 1.215 Not Significant

응집성 → 창의성 182.616 1.289 Not Significant

자율성 → 창의성 181.897 0.570 Not Significant

리더십 → 창의성 181.328 0.001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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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대표적 연구개발(R&D)부처(청)인 농촌진흥청 소속 4개 과학원의 연구직 공

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의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직환경 변수들을 선행연구들

을 토대로 규명코자 하였다. 표본인원 315명의 설문응답자료를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집단수준에서 개인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리더십”인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의 이론적･실증적 주장과 달리 “응집성”, “다양성”, “자율성”간의 

유의한 관계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적관행이 두드러진 정부관료제의 

경우 “리더십”이 개인 창의성 발휘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지나친 일반화는 곤란하며 향후 관련 연구들이 축적돼야 보다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해 

질 것이다. 

둘째, 조직수준에서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게 “조직자원”과 “경영관행”이 개인 창의

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조직문화”와는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

았다. 반면에, “보상제도”는 개인 창의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것은 설문내

용이 주로 외적보상을 연상시키는 문항들로 이뤄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Amabile(1996)

은 ‘내적보상(자긍심･명예)’은 창의성에 긍정적이나 ‘외적보상(금전･승진)’은 부정적이라

고 하였는 바, 이를 본 연구결과에 적용할 수 있다. 

셋째, 조직환경의 “조직문화”가 집단환경의 “다양성”, “응집성”, “자율성”, “리더십” 등

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아울러 “조직자원”은 “다양성”, “경영관행”은 “응집

성”･“자율성”과 각각 정(+)의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긍정적이든지 또는 

부정적이든지 수직적･위계적 질서를 중시하는 정부관료제의 일반적 관행의 일면을 포착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리더십”이 조직환경 변수인 “경영관행”과 개인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조직문화”와 개인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는 완전매개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

하였다. 이런 결과는 정부관료제의 작동구조가 시스템적 요인보다는 현실적으로 인적요

인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연구형책임운영기관과 일반연구기관 간 비교에서는 대부분 변수들에서 기관

간 차이점이 검증되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조직문화”가 “자율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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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형책임운영기관’에서만 유의하였고, “경영관행”이 “자율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

향은 오히려 ‘일반연구기관’에서만 유의하였을 뿐이다. 이런 결과는 현재 ‘연구형책임운

영기관’과 ‘일반연구기관’ 간 조직운영상 두드러진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2.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십”이 개인 창의성에 직접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조직문화”와 “경영

관행”이 개인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통로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아무리 우수한 제도를 도입하고 연구분위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더라도 

‘연구실장(연구관)’의 실질적 역량이 부족하면 종국적으로 연구직 공무원의 창의성 증진 

효과가 미미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향후 연구관들의 ‘전문성/리

더십’ 역량개발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연구관들을 대상

으로 의도적 교육훈련 실시와 근원적으로 연공서열에 많이 의존하는 현행 승진제도를 

보완하여 전문성 및 탁월한 리더십 역량이 충분히 검증된 직원들을 연구관으로 선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조직자원”이 개인 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력･시설･자금의 충

분한 지원이 있을 때 연구직 공무원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궁극적으로 창의적 조직성과 

도출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때문에 한정된 인적･물적자원으로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

하는 경향이 강한 정부관료제의 특성에서 벗어나 때에 따라 전략적 연구분야에 재원을 

집중할 필요도 있다. 한편, “경영관행”이 개인 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획

일적･통제적 기관운영 방식의 유연한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

착화된 제도･문화적 한계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소나마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기관장의 혁신적 마인드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외적)보상”이 개인 창의성에 부정적임이 도출된 것은 Amabile(1996)의 주

장을 지지함과 동시에 “승진제도”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왜냐하면 “승진”은 

어떤 유형의 보상체계 보다도 공직사회에서 최대의 관심사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그런

데 승진제도는 정부관료제 운영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직결된 지

시･통제적 관행 때문에 연구종사자의 창의성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행정조직과 달리 자율성･창의성이 중시되는 연구개발조직에서 과연 현행 승진제도

가 적합한 것인지 숙의가 필요할 수 있다. 예컨대, 최근 연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

관/연구사’로 이원화된 승진체계의 조정이나 단일직급제 도입 등에 관한 쟁점들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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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권용수 외, 2014; 하재룡 외 2015; 김선아 외, 2018). 

셋째, “조직문화”, “조직자원”, “경영관행” 등이 창의적 집단환경 요인들인 “다양성”, 

“자율성”, “응집성”, “리더십”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조직(기관)’수

준의 창의적 연구환경의 구축이 선행돼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실에 정체･안주하려

는 관행에서 벗어나 정부연구개발조직의 경직성 완화를 위한 구조･제도･문화적 대안들

을 적극 탐색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이 농업연구개발사업의 특수성에 의거 연구개발조

직의 본질적 특성들과 잘 부합하지 않는 정부관료제로 존립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현실적 대안으로 ‘연구형책임운영기관’제도를 주목하였다. 하지만 

분석결과 연구종사자의 창의성 제고의 측면에서 일반연구기관과 별다른 차별성을 발견

할 수 없었다. 물론 농촌진흥청 소속 4개 과학원을 대상으로 비교연구한 결과를 타부처 

소속의 ‘연구형책임운영기관’으로 단순 적용하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으나, 이것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에 관한 쟁점들을 환

기시킨다. 

이를테면 주무부처가 자신의 하위 기관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을 인식하여 여전히 

공식적･비공식적 감독과 통제를 계속하는 등 전통 관료제의 관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는 것이다. 즉, 그동안 책임운영기관의 설립 취지에 걸맞게 나름대로 관리운영상 자율

성･독립성 고취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지만, 여전히 자율성 발휘의 관점에서 

형식적･미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이다(윤종설･박종선, 2015: 35). 

따라서 조직 창의성 제고의 관점에서 농촌진흥청은 본 연구결과 뿐만 아니라 수평적･
분권적 조직구조와 자율적 업무환경이 개인 창의성을 증진시킨다는 수많은 선행연구들

의 이론적･실증적 주장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속 ‘연구형책임운영기관(국립원예특작과

학원･국립축산과학원)’의 실질적 자율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선행연구들

도 지적하듯 창의적 연구환경의 구축에는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따라서 소속 책임운영기관장은 자율성 활용에 대한 소극적 행태에서 벗어나 법적･제

도적으로 보장된 특례규정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주무부처의 눈치를 보지 않는 등 보다 

결단력 있고 개혁적인 마인드를 견지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이경호･박현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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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개인 창의성 및 창의적 조직환경 측정도구

구분 척도 평가지표 설문문항

개
인

창
의
성

전
문
성

①노력 지속성 ① 나는 연구능력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다.

②지적 호기심 ② 나는 매일 새로운 정보를 수용한다.

③해당분야 지식과 경험 ③ 나는 담당분야에서 요구되는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다. 

④전문성의 인정 ④ 나는 전문분야 능력에 대하여 인정받고 있다.

⑤지식 개방성 ⑤ 나는 지식과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창
의
적
사
고
기
술

①유창한 사고 ① 나는 회의중 독창적 의견을 자주 말한다.

②유창한 표현 ② 나는 자신의 말/생각을 여러 방법(글, 표, 그림 등)으로 표현한다.

③유연한 결합 ③ 나는 겉보기에 무관한 아이디어를 결부하여 생각한다.

④유연한 사고 ④ 나는 고정관념 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산출한다.

⑤독창적 사고 ⑤ 나는 남이 해결치 못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⑥유머감각 ⑥ 나는 동료들이 유머가 있다는 말을 한다.

⑦모험심 ⑦ 나는 위험이 수반되는 일에 도전하기를 좋아한다.

과
업
동
기

①직무만족도 ① 나는 현재의 직무를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②직무흥미도 ② 나의 현재의 직무를 흥미롭게 느낀다

③직무즐거움 ③ 나의 현재의 직무에 즐거움을 갖는다.

④직무열정 ④ 나의 현재 직무를 열정을 가지고 임한다.

창
의
적

집
단
환
경

다
양
성

①이질적 경험과 경력 ① 우리 연구실은 서로 다른 경험/경력을 지닌 직원들이 구성돼 있다.

②보완적 기능과 능력 ② 우리 연구실은 서로 보완이 가능한 기능/능력을 보유 한다.

③다양한 관점 ③ 우리 연구실은 같은 문제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

④다양한 아이디어기회 ④ 우리 연구실은 독특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하게 될 기회가 많다.

응
집
성

①상호존경과 신뢰 ① 우리 연구실은 상호간 존경하고 신뢰한다.

②친화력 ② 우리 연구실은 상호간 잘 어울린다.

③결속력 ③ 우리 연구실은 상호간 팀워크가 강하다.

④위기시 협력 ④ 우리 연구실은 위기나 변화시에 잘 협력한다.

자
율
성

①자율적 성취수준결정 ① 우리 연구실은 스스로 일의 성취수준을 결정한다.

②자율적 업무수행 ② 우리 연구실은 스스로 업무수행 방식을 정한다.

③업무 의사결정 참여 ③ 우리 연구실은 업무관련 의사결정에 자유로이 참여한다.

리
더
십

①창의적 아이디어지원
① 우리 연구실 리더는 팀원의 아이디어를 신뢰하고 누구의 아이디

어도 잘 수용한다.

②문제해결 노력지원
② 우리 연구실 리더는 팀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할 시 적극 

도움을 준다.

③직원 경력개발 지원 ③ 우리 연구실 리더는 팀원의 경력상 발전을 지원한다.

④긍정적 분위기 조성
④ 우리 연구실 리더는 팀분위기 및 구성원 상호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⑤명확한 목표제시 ⑤ 우리 연구실 리더는 프로젝트 비젼과 목표를 제시한다.

⑥강한 추진력 ⑥ 우리 연구실 리더는 프로젝트 추진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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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기술정보통
⑦ 우리 연구실 리더는 새로운 기술정보 및 환경변화를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창
의
적

조
직
환
경

조
직
문
화

①아이디어 실행문화 ① 우리 기관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 실험한다. 

②난제에 도전문화 ② 우리 기관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도 도전적이다.

③실패용인의 문화
③ 우리 기관은 새로운 일를 시도하다가 실패하여도 이를 인정하고 

서로 격려해 준다.

④변화에 능동적 문화 ④ 우리 기관은 환경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이다.

⑤새로움 추구문화
⑤ 우리 기관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에 많은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⑥교육문화 ⑥ 우리 기관은 잠재력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조
직
자
원

①인력 유연성
① 우리 기관은 새로운 과제수행 또는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구성할 수 있다.

②시설 충분성
② 우리 기관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위한 충분한 연구기자

재 및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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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다.

④시간활용 유연성
④ 우리 기관은 문제에 충분한 몰입 및 정해진 접근법이 아닌 다양한 

관점으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허용된다.

보
상
제
도

①공정한 평가 ① 우리 기관은 창의적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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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창의적 성과보상 ③ 우리 기관은 창의적인 성과의 보상수준이 적절하다.

④성과에 따른 승진 ④ 우리 기관은 성과과 능력에 따라 승진기회가 주어진다.

경
영
관
행

①비전인지 ① 우리는 기관의 핵심목표와 전략 등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

②창의적 공감대 형성
② 우리는 기관장에서부터 일반직원까지 혁신과 창의성에 관한 공

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③자발적 제안
③ 우리 기관에서 아이디어의 산출은 자발적인 활동(내재적 동기화)

에 기초하고 있다.

④아이디어 공유시스템
④ 우리 기관은 직원들이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다른 직원들이, 다른 

시간에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⑤기회발견 증진방안
⑤ 우리 기관은 영민한 발견(Serentipity)이 나타나도록 운좋은 사

건들의 발생빈도의 증가를 위한 정책 또는 관행이 있다. 

⑥외부자극 노출기회
⑥ 우리 기관은 직원이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외부직원또는 기관들

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⑦ 조직 내 자원인지
⑦ 모든 직원들은 내부 자원과 전문성의 최대 활용을 위해 조직이 

어떤식으로 운영되는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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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Environment on the Creativity of 
Public Research Officials: A Focus o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Hyeok Jang

This study analyzed the organizational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the creativity of 

public research officials in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hat undertakes agricultural R&D projects, based on previous studies. Research has 

shown that ‘Leadership’ at the group level and ‘Organizational Resources’ and ‘Management 

Practices’ at the organization level have positive effects on individual creativity. Meanwhile, 

‘Leadership’ had a mediating role in the path where ‘Organizational Culture’ and 

‘Management Practice’ influence individual creativity. However, no differentiation between 

research-type executive agency and general research institutes was detected regarding the 

impact of organization environment on individual creativity or others. Some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are suggested, including the importance of ‘Leadership’ in R&D organizations 

of the government official system and the need to enhance the autonomy of research-type 

executive agencies.

【Keywords: Organizational Environment. Individual Creativity,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