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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propose the importance of creative leaders and their implications in
organizational support and work environment management in Army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ity and affective commitment and the mediating effect of coaching behavior of
Army executives. For this purpose: collection of data of 319 Army executives, correlation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conduc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using the SPSS 25.0 program and the AMOS 23.0 program. In addition, direct and indirect
effects between variables were examined using model 4 of PROCESS macro 4.0.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creativity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affective
commitment. Second, coaching behavior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ity and affective
commitment; namely, observations that affective commitment through coaching behavior was
positively affected by creativity.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proposed academic
implications by securing validity by expansively verifying the relationship mechanism between
coaching behavior and creativity and affective commitment through structural equations and
PROCESS macro bootstrapping. Finally, through this study, practical implications derived that there
should b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creativity of army executives and active organizational
support by coaching behavior is required.
Key Words : Creativity, organizational commitment, coaching behavior, army executives

1) This study was supported by Korea Army Personnel Command in 2021.
2) Corresponding Author: Cho, Daeyeon, Professor,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Korea, 02841 / E-mail: chodae@korea.ac.kr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2022, Vol. 12, No. 2, 51-82.
http://dx.doi.org/10.34226/gcl.2022.12.2.51

육군 간부의 창의성과 정서적 몰입 간의 관계에서
1)
코칭행동의 매개효과

김정원

(고려대학교 HRD정책연구소, 연구교수)

최은비
조대연

(고려대학교, 석사과정생)
2)

(고려대학교, 교수)

< 요 약 >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의 창의성과 정서적 조직몰입의 관계와 리더의 코칭행동의 매개효과를 검
증함으로써 창의적 인재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조직지원과 업무환경 관리에서 시사점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육군 간부 319명의 자료를 수집하고, SPSS 25.0 프로그램과 AMO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초통계, 상관 및 신뢰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을 실시하였다. 또한, PROCESS macro 4.0의 model 4를 이용해 추가적으로 변인 간의 직접 및 간접
효과 검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첫째, 창의성은 정서적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코칭행동은 창의성과 정서적 조직몰입의 관계를 매개하며 창의성이 코칭행동
을 통해 정서적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코칭행동이 정서적 몰입을 높이는 영향 변인이라는 것과 창의성과 정서적 몰입 간의 관
계를 매개하는 관계 매커니즘을 구조방정식과 PROCESS macro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추가 검증하
여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써 학술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육군 간부 창의성
의 중요성과 군 내부의 코칭행동과 조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는 실천적 시사점을 도
출하였다.
주요어 : 육군 간부, 창의성, 정서적 몰입, 코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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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인적자원은 조직의 경쟁력과 성과에 지대한 영향
력을 미친다(Seo & Kim, 2022; Sheldon et al., 2003). 국내외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창의적 경영 혁신이 필요하며(Lee et al., 2016), 조직구성원의
창의성은 조직 경쟁력의 핵심적 요소이자 지속 가능한 발전의 근간으로 여겨지고 있다
(Barnett & Mckendrick, 2004; Hon, 2013; Shalley et al., 2004; Zhou & He, 2020). 무엇보다
창의성은 조직의 변화, 혁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Amabile & Pratt, 2016; Joo et al.,
2013; Kim, 2018), 혁신하는 조직만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과에 우위를 갖게 됨으로써 경쟁
에서 생존할 수 있다(Dyer et al., 2011; Hon, 2013).
대한민국 육군 역시 급변하는 대내외적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군사
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국가의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 미래 군의 작전환경은 기존의 지상,
해상, 공중 영역뿐만 아니라 사이버·우주 영역을 포함하므로 군 경쟁력은 이러한 복잡한
환경에서 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혁신하는 역량에 달려있다(Freeman & Calton, 2021). 이에
따라 육군은 혁신을 위한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과학기술군, 인
구환경 변화에 따른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다(Cho et al., 2021). 또한 조직 혁신의 시발점은
개인의 혁신에서 비롯되므로(Oldham & Cummings, 1996; Scott & Bruce, 1994), 육군은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혁신을 위한 인재의 핵심 요소로 창의성을 제시하고
있다(Cho et al., 2021). 따라서 육군 간부의 창의성과 창의성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창의성은 조직심리학에서 개인 또는 집단이 함께 일하면서 신선하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정의된다(Amabile & Pratt, 2016).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창의성은 혁신의
전제조건이자 선행변수이며, 특히 조직 차원에서 구성원의 창의성 없이 조직의 혁신은 불가
능하다(Abdullah et al., 2016; Lee, 2012; Lee & Kang, 2003; Oldham & Cummings, 1996; Seo
& Kim, 2018). 한편, 혁신행동은 창의성과 유사하게 조직의 혁신과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 거
론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고 공유하며 실행하는 구성원들의 직접적 행동으로 정의
된다(B. J. Lee et al., 2021; Scott & Bruce, 1994). 창의성이 아이디어 창출이라는 상대적으로
인지적 관점에 초점을 둔 반면, 혁신행동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실체 발현되는 행동에 초점
을 맞추고 있으며(Mumford & Gustafon, 1988; Slatten & Mehmetoglu, 2015), 최근 이 두 개
념은 혼용하여 활용되고 있다(Abdullah et al., 2016; Slatten & Mehmetoglu, 2015; Song,
2005). 특히 혁신행동을 통해 구체화된 실제 창의적인 행동 양상을 측정할 수 있다는 이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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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혁신행동을 적용한 교수법이나 학생들의 혁신행동을 측정함으로써 창의성을 확인
하는 연구들이 교육 분야에서 다수 진행되고 있다(Verdin et al., 2020; Wulandari et al.,
2019).
한편, 창의성은 조직몰입, 조직의 생산성, 성과, 직무만족, 기업과 고객의 관계 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Amabile, 1996; Kim & Lee, 2014; Ko & Lee, 2020; Na & Byun, 2016).
이 중 조직몰입은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을 측정하여 궁극적으로 조직의 유효성
과 성과를 예측하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특히 정서적 조직몰입은 가장 적극적이며 자발적
동기에 의해 조직에 동일시, 애착, 소속감, 자긍심을 느끼는 능동적인 심리상태이다(Allen &
Meyer, 1996; Lee & Jeong, 2020). 따라서 조직의 혁신과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시작된 창의
적 과정은 결국 조직에 대한 감정적 애착과 친밀감으로 이어짐으로써 정서적 조직몰입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조직구성원의 창의성이 정서적 조직몰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조직 차원의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창의성이 개인 수준의 특성이라고 할 때, 정서적 조직몰입은
개인과 조직 모두의 영향을 받으므로 다양한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다. 정서적 조직몰입의
선행요인으로 대표적인 조직 차원의 요인인 리더십과 근무환경을 고려할 수 있다(An & An,
2020). 특히 리더의 코칭행동은 리더가 영향력을 매개로 구성원의 성과와 역량 향상을 지원
하는 기술이며 리더십의 행사로 볼 수 있다(Cho & Park, 2011). 창의적인 구성원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려는 자율적 동기를 바탕으로 리더의 피드백을 일종의 정보로 인식하며
적극적인 피드백 추구행동을 하게 된다(De Stobbeleir et al., 2011). 결과적으로 창의적인 조
직구성원의 능동적인 피드백 추구행동은 리더와 구성원 간의 신뢰 관계를 높이고 양방향 커
뮤니케이션인 리더의 코칭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 리더의 코칭행동은 구성원을 통제
하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도록 행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성과 향상을 지원하면서 유능함을
향상시키며, 리더와 구성원의 신뢰관계는 조직과의 관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조직구성원의 긍정적 심리 욕구 향상은 정서적 조직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Deci et al.,
2017; Kim, 2020; Shin & Park, 2021). 이에 따라 창의성과 정서적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리더
의 코칭행동의 매개 역할을 예측할 수 있다.
국내외 다수의 선행연구(Eu & Lee, 2011; Kim, 2020; Lee & Kim, 2012; Lee & Lee, 2011;
Lee & Lee, 2017; Na & Byun, 2016; Yoon & Jo, 2012)에서는 창의성과 정서적 조직몰입의
정(+)적인 관계를 밝히고 있다. 또한 창의성과 정서적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매개 또는 조절
변인으로 주로 서번트 리더십, 셀프 리더십과 같은 리더십 유형(Asif et al., 2019; Choi et al.,
2015; Duarte et al., 2021; Jeon & Choi, 2020; Kwon, 2016; Ribeiro et al., 2020a), 조직문화
(Eu & Lee, 2011), 직무환경(An & An, 2020)이 연구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창의성을 결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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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구조 속에서 창의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구함으로
써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 내 요인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구성원의 창의성은 조
직경쟁력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Amabile, 1996; Na
& Byun, 2016). 독립변인으로서 창의성이 정서적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대한 연구는 창의성이 조직효과에 미치는 실증적 검증으로써 조직의 창의적 인재 선발과 관
리의 중요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창의성이 정서적 조직몰입에 미치는 관계에
서 리더의 코칭행동의 매개효과 검증은 조직차원에서 정서적 조직몰입을 강화하는 개인개
발 지원전략으로서의 리더의 코칭행동의 유효성을 실증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불확실하고 급변화하는 글로벌 상황 속에서 육군은 국방인력의 전문화와 동시에 군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로 변화하고 있다(Kim, 2008; Lee, 2015). 불확실한 미래 전장 상황 속
에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 생성, 개선 방향 모색은 육군
간부에게 끊임없이 요구되는 바이다(Kim & Son, 2020). 즉, 육군 간부는 창의적인 능력을 통
해 새로운 시대와 변화된 세대에 적응, 발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의 긍정적 심리 기제까지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Lee et al., 2019).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육군 간부의
창의성과 정서적 조직몰입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며, 리더의 코칭행동이 이 관
계를 매개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창의적 인재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
적 조직몰입이라는 변수로 검증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지지하고, 아울러 관련된 조직 지원
요인인 리더의 코칭행동의 매개 역할을 확인함으로써 조직지원과 업무환경 관리에서 시사
점을 제안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근거로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육군 간부의 창의성은 정서적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육군 간부의 코칭행동은 창의성과 정서적 조직몰입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창의성
창의성은 산출물, 사람, 과정, 환경 등의 접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창의
성 연구의 대표적 학자인 Amabile(1996)은 창의성을 산출물 중심의 관점에서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능력으로 정의했고 이후 많은 연구자들은 이를 토대로 개념을 발전시
켰다. 특히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급격한 환경적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조직의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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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조직 내에서 창의성은 혁신이라는 구체적 실행과 결과물로 발현되어야 한다(Abdullah et
al., 2016; Slatten & Mehmetoglu, 2015; Song, 2005). 이를 바탕으로 혁신은 새로운 확산적 아
이디어를 상품, 프로세스와 같이 실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사회에 내놓는 것이므로
(Grover & Chawla, 2019), 창의적 아이디어는 혁신의 과정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다(Dyer et al., 2011; Grover & Chawla, 2019; Oldham & Cummings, 1996; Scott &
Bruce, 1994).
조직의 혁신과 관련하여 Dyer et al.(2011)은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기업가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조직의 파괴적 혁신을 끌어내는 창의적 아이디어 생산의 기술을 5가
지 발견 기술(discovery skills)이라 이름 붙였다. 연상(associating), 질문(questioning), 관찰
(observing), 실험(experimenting), 네트워킹(networking)의 5가지 기술은 조직의 혁신과 밀접
한 관련성을 지니는 창의성의 구성요인이라 할 수 있다(Cho et al., 2021). Dyer et al.(2011)
의 발견 기술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연상은 관련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 문제, 질문을 연결
시키고 이를 통해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얻는 기술이며 다양한 경험과 지
식의 축적이 이러한 연상 작용을 지원할 수 있다(Dyer et al., 2011). 질문은 의심하지 않았던
전제에 의문을 가지는 것으로, 반대 의견의 실현 가능성과 제약 사항을 장애물이 아닌 극복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과 같이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하는 기술이다(Dyer et al.,
2011). 관찰은 주변을 주의 깊고 면밀하게 살펴보는 기술이며, 그 대상은 고객, 협력사, 팀원,
평범한 일상 등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실험은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과 관
련된 기술로 혁신가들은 무수히 많은 프로토타입과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한 산출물로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킹은 아이디어와 관점을 확장시키는 중
요한 기술이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것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며, 네트워크를 다양하게 갖고 있을수록 아이디어
도 풍부해질 수 있다(Dyer et al., 2011). 교육 분야 등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Dyer et al.(2011)
이 제시한 혁신행동 5가지 기술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측정하여 다양한 대상으로 그 유효성
을 확인하고 있다(Barak et al., 2020; Verdin et al., 2020; Wulandari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Dyer et al.(2011)의 혁신을 기반으로 한 발견 기술을 바탕으로, 새롭고 유
용한 아이디어를 위해 연상, 질문, 관찰, 실험, 네트워크의 과정을 거치며, 이를 개별적, 반복
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창의성을 정의하고자 하며, 창의성의 구성요인을 연상, 질
문, 관찰, 실험, 네트워킹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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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서적 조직몰입
조직몰입이란 조직의 가치와 목표를 개인과 동일시하여 조직에 남아 헌신하려는 의지와
태도이며(Allen & Meyer, 1996),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여
주는 개념이다(Lee & Jeong, 2020). 조직몰입의 구성요인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개념으
로 Allen & Meyer(1996)는 구성원의 자발적인 의지뿐만 아니라 계산된 행동과 같은 비자발
적 요소를 포괄하는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을 제시하였다(Lee & Jeong,
2020). 정서적 몰입은 조직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애착심, 일체감 등의 감정적인 상태를 의미
하며, 지속적 몰입은 조직을 떠났을 때 발생하는 비용 등을 고려한 계산이 반영되어 이해관
계에 따라 조직에 머무르고자 하는 상태, 규범적 몰입은 조직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남아있으려고 하는 몰입을 의미한다(Jeong, 2015; Kim, 2015). 그러나 조직몰입의 세 가지 구
성요인과 관련한 최근 선행연구는 규범적 몰입과 정서적 몰입의 개념상 중복성을 지적하거
나(Ahn & Lee, 2015), 지속적 몰입이 조직몰입에 개념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불일치(Kim &
Lee, 2018) 등 요인의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단일 지표로 사용하는 연구들
이 등장하고 있다(Lee et al., 2021; Shin & Kim, 2021).
정서적 조직몰입은 가장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몰입으로(Ha & Kang, 2012) 조직몰입의 핵
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Lee et al., 2020; Lee, et al., 2021; Mathieu & Zajac, 1990). 정서적
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대하여 일체감과 애착을 느껴 조직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계
속 남아있으려고 하는 의지와 태도이며 일반적으로 정서적 조직몰입이 높은 구성원은 자발
적으로 조직에 대한 헌신, 애착, 동일화, 소속감, 적극적 참여 등의 감정을 갖게 되므로 조직
성과의 핵심 요소와 같다(Allen & Meyer, 1996; Kim et al., 2020; Lee & Jeong, 2020; Lee et
al., 2020; Lee et al., 202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Allen & Meyer(1996), Ahn & Lee(2015), Lee & Jeong(2020)의 연
구를 바탕으로 정서적 조직몰입을 조직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바탕으로 조직의 목표와 가치
를 동일시하여 조직에 대한 헌신, 애착, 소속감, 자발적 참여하는 태도라고 정의한다.

3. 리더의 코칭행동
코칭은 조직구성원의 성장, 발전을 지원하고 학습을 촉진하는 개인개발 전략으로서 광범
위하게 시행되고 있으며(Cho & Kim, 2009), 이러한 코칭의 목적과 유효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관리자 코칭, 코칭리더십, 리더 코칭 등 다양한 용어로 학계와 현장에서 활용되
고 있다(Cho & Park, 2011). 관리자 코칭은 구성원에게 학습의 기회 제공과 문제해결을 위해

58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Vol.12.No.2.

격려, 지지, 안내하는 지원 행동으로 정의되며(Redshaw, 2000), 조직구성원의 자율성과 주도
성을 보장한다(Ellinger et al., 2009). 또한 관리자 코칭은 리더의 일방적인 지시나 행동이 아
닌 조직구성원의 신뢰와 주도성을 바탕으로 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다(Lee & Lim, 2019).
관리자 코칭의 궁극적 목적은 코칭과 동일하게 구성원의 성과 향상에 있으며(Cho & Park,
2011) 이를 위한 두 가지 주요 기능이 있다. 첫째는 구성원의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지원
으로 일터에서 직무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장애 요인을 제거하여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다(Cho & Park, 2011). 둘째는 학습
기회 제공을 통한 구성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구성원의 전문성과 역량개발에
초점을 둔 것으로 당면한 문제해결보다 구성원의 전문성과 역량 등 강점을 키워나가면서 성
과를 향상시키는 것이다(Cho & Park, 2011; Ellinger et al., 2009), 즉, 관리자 코칭행동은 관
리자 코칭의 효과적인 실천을 위한 기술이라 할 수 있으며, Cho & Park(2011)는 전문 코칭
행동을 기반으로 하여 문제해결능력 향상과 학습촉진을 통한 역량향상 지원이라는 관리자
코칭의 주요 기능을 포괄하는 관리자 코칭행동을 제시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Redshaw(2000), Cho & Park(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코칭행동을 리
더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구성원의 문제해결과 역량향상을 위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학습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구체적 행동으로 정의하며, 직무수행 지원과 학습기회 제공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코칭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업무성과, 직무몰
입, 혁신행동, 직무만족에 정적 영향과 이직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li
et al., 2018; Cho & Kim, 2009; Cho & Park, 2011; Shin & Park, 2021).

4. 변인 간의 관계
먼저, 조직구성원의 창의성이 리더의 코칭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코칭행동
의 특성과 창의성을 갖춘 구성원의 적극적인 피드백 추구행동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리더
의 코칭행동은 일방적인 지시와 통제가 아니라 리더와 조직구성원의 상호 신뢰 관계를 기반
으로 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다. 또한 조직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구성원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리더의 건설적인 피드백은 구성원의 창의
적 성과를 높일 수 있다(Anderson, 2013; Cho & Park, 2011; Hennessey, 2000; Jo & Lim,
2021; Lee & Jeong, 2020; Lee & Lim, 2019; Park & Chung, 2021).
한편, 조직 내에서 창출되는 창의적 아이디어는 지식과 정보의 사회적 교환과 상호작용에
서 발생한다(Madjar, 2008; Perry-Smith, 2008). 높은 창의성을 가진 조직구성원이 발휘하는
다섯 가지 발견 기술인 연상, 질문, 관측, 실험, 네트워킹은 모두 개인 혼자 이루어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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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조직 내·외부 네트워크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가능한 사회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
(Dyer et al., 2011). 그러므로 창의적인 조직구성원은 혁신과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이라는
내재적 동기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정보 획득의 한 방법으로 인식함으로써 피드백 추구 행동
에 적극적이다(Grant & Ashford, 2008; De Stobbeleir et al., 2011; Kim & Song, 2022). 결과
적으로 창의적인 조직구성원의 능동적인 피드백 추구행동은 리더와 구성원 간의 신뢰 관계
를 높이고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인 코칭행동을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육군 간부의 창의성은
리더의 코칭행동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가설 1. 창의성은 코칭행동과 정(+)적 관계를 가질 것이다.
다음으로, 리더의 코칭행동은 문제해결력과 역량향상을 지원하는 기능을 통해 조직구성
원의 조직몰입과 성과를 향상시킨다(Cho & Park, 2011; Shin & Park, 2021).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기본심리욕구를 자율성, 유능함, 관계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본심
리욕구는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웰빙 그리고 조직환경에서 긍정적 기능을 촉진한다(Deci et
al., 2017). 리더의 코칭행동은 이 세 가지 욕구 충족을 높이는 지원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
으로 리더의 코칭행동은 구성원을 통제하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도록 행동의 자율성을 보장
하고, 성과 향상을 지원하면서 유능함을 향상시키며, 리더와 구성원의 신뢰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구성원의 기본적인 심리 욕구와 내재적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Deci et al.,
2017; Hackman & Wageman, 2005). 선행연구에 따르면 리더의 코칭행동은 조직구성원에 대
한 지지와 격려를 바탕으로 하는 긍정적인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지지의 기
능을 수행하고, 구성원의 내재적 동기를 강화하여 정서적 조직몰입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한
다(Kim et al., 2013; Ribeiro et al., 2020b; Shin & Park, 2021).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리더의 코칭행동은 정서적 조직몰입과 정(+)적 관계를 가질 것이다.
한편, 조직 내에는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한 발견기술들을 현장에 적용하여 파괴적 혁신을
이끄는 조직구성원들이 있다. 이들은 주로 조직에 대한 강한 애착과 관심을 바탕으로 현재
의 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내재적 동기를 가지는데(Dyer et al., 2011), 자기결정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동기는 행동의 자율성과 자기결정성을 보장하는 자율적 동기에 해당
하며(Deci & Ryan, 2000; Jeong & Ahn, 2021) 창의성에도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자기결정이론은 인간의 행동의 동기와 욕구에 대해 설명하면서(Jeong & Ahn, 2021),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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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이 반영된 동기는 궁극적으로 개인과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Deci et al.,
2017; Deci & Ryan, 2000; Sheldon et al., 2003), 창의성은 조직에 대한 긍정적 관계 형성과
신뢰를 높이면서 정서적 조직몰입을 강화할 수 있다. 즉, 창의성이 높은 조직구성원은 자발
적인 동기에 의해 조직에 대한 애착, 동일화, 적극적인 참여 등 높은 정서적 조직몰입을 보
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창의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조직성과
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 중 하나인 조직몰입과 관련하여(Oh et al., 2007), 선행연구는 창의성
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Eu & Lee, 2011; Yoon & Jo,
2012).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매개변인과의 포함한 관계에서도 그 효과는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Lee & Kim, 2012). 이상의 관련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 3
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3. 창의성은 정서적 조직몰입과 정(+)적관계를 가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리더의 코칭행동은 창의성과 정서적 조직몰입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조직구성원의 창의성은 구성원의 능동적인 피드백 추구행동
을 강화하고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인 리더의 코칭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Anderson,
2013; Cho & Im, 2021; Cho & Park, 2011; De Stobbeleir et al., 2011; Grant & Ashford, 2008;
Hennessey, 2000; Lee & Lim, 2019; Lee & Jeong, 2020; Park & Jeong, 2021). 또한 리더의
코칭행동은 리더와 구성원 간의 신뢰관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 지지와 직무성과 향상 지원을
통해 구성원의 자발적 동기를 강화함으로써 정서적 조직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Cho & Park, 2011; Deci et al., 2017; Hackman & Wagerman, 2005; Shin & Park, 2021). 한
편 조직구성원의 창의성은 내재적 동기를 강화함으로써 정서적 조직몰입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Deci & Ryan, 2000; Jeong & Ahn, 2021; Sheldon et al., 2003). 따라서 창의성이
리더의 코칭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리더의 코칭행동은 또다시 정서적 조직몰입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리더의 코칭행동은 조직구성원
의 창의성과 정서적 조직몰입의 관계를 매개하여 간접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 4를 설정하였다.
가설 4. 리더의 코칭행동은 창의성과 정서적 조직몰입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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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 있어 코칭행동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자료 공개가 제한된 육군 특성을 고려하여 육군 인사사령부의 협조 하에 보안
상 설문 문항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육군 본부 예하 부대에 근무하는 육군 간부를 대상으로
비확률적 표집 방법(non-probability sampling)의 유의 추출법(purposive sampling)을 선택하
였다. 또한 Lee(2015)와 Jung(2016)의 연구와 유사하게 육군 장교와 부사관을 합쳐 육군 간
부로 정의했다. 본 설문조사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인구통계학적 변인
구

N=319

분

성별
연령
(평균 만 34.4세)

20
30
40
50

남
여
~ 29세
~ 39세
~ 49세
~ 59세

빈도(명)
300
19
101
130
79
9

비율(%)
94.0
6.0
31.7
40.8
24.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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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계급

재직 기간
(평균 11.7년)

N=319

분

빈도(명)
1
39
92
27
45
12
17
35
29
22
90

비율(%)
.3
12.2
28.8
8.5
14.1
3.8
5.3
11.0
9.1
6.9
28.2

5 ~ 10년 미만

35

11.0

10 ~ 20년 미만

142

44.5

20년 이상

52

16.3

대령
중령
소령
장교
대위
중위
소위
원사
상사
부사관
중사
하사
5년 미만

본 연구에 총 319명의 육군 간부가 응답했으며, 성별로는 남성 300명(94.0%), 여성 19명
(6.0%)이 응답했다. 전체 연령 평균은 만 34.4세로 조사되었으며, 연령대별로 30대 응답자가
130명(40.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대, 4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 소령이
92명(28.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위 45명(14.1%), 중령 39명(12.2%), 상사 35명
(11.0%) 순으로 나타났다. 재직 기간은 평균 11.7년이며, 10년 이상 20년 미만 142명(44.5%),
5년 미만 90명(28.2%), 20년 이상 52명(16.3%), 5년 이상 10년 미만 35명(11.0%) 순으로 조사
되었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혁신행동에 기반하여 창의성을 정의하며, 질문, 관찰, 실험, 네트워킹, 연상
의 5요인으로 설정했다.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해 Cho et al.(2021)에서 개발한 진단도구를 활
용하였으며, 5개 요인(질문, 실험, 관찰, 네트워킹, 연상) 17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해당 도구
의 경우 육군 간부를 대상으로 과학적, 체계적 절차에 따라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것으
로, 혁신행동의 발견 기술(discovery skills)을 기반으로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창의성 진단
도구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해당 연구에서 전체 창의성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786으로 보고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했다.
코칭행동은 Cho & Kim(2009)이 개발하고 Cho & Park(2011)의 연구에서 수정한 관리자 코
칭행동 조사도구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코칭행동의 개념과 구성요인은 C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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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2011)을 근거로 제시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정의와 맥을 같이 하고, 동일
한 구성요인으로 구성된 Cho & Park(2011)의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지원, 학습촉진을 통한 역량향상 지원으로 나누어 측정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요인별 9개
문항 총 18개 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했다. Cho & Park(2011)의 연구에서 Cronbach
α계수는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지원 .927, 학습촉진을 통한 역량향상 지원 .910이었으며,
Moon(2017)의 연구에서 전체 코칭행동 신뢰도는 .953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정서적 몰입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정서적 몰입 정의의 이론적 토대인 Allen &
Meyer(1996)의 조직몰입 중 정서적 몰입 8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Park(2016), Choi(2016)에
서 신뢰도 .80 이상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설문지에는 정서적 몰입이라 표기하지 않고 소속
부대 또는 부서에 대한 개인의 감정으로 풀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에 대한 기
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인, 즉, 성별, 연령, 계급, 재직기간을 조사하였다.

4.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2021년 10월 5일부터 17일까지 육군 소속 간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했으며, 구글 설문지(Google docs)를 활용했다. 온라인 설문 링크는 전국 육군 소속 총 330
명에게 배부되었으며, 319부가 자료 분석에 활용(회수율 96.7%)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SPSS 25.0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절차를 거쳤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변인의 기술통계분석,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그리고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구조방정식 모형
을 분석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 완전정보 최
대우도법을 활용하였고, 다양한 적합도 지수 중 Schumacker & Lomax(2004)에서 제시한 기
준을 준용하며, 이 기준을 충족할 때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효과검증
은 PROCESS macro 4.0을 활용하였으며, 4번 모델을 통해 Bootstrapping(k=5000) 방식으로
간접효과 검증을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95%의 범위 내 편향보정된 Bias-corrected bootstrap
의 신뢰구간으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Hayes, 2018).

Ⅳ.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각 변인의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 분석
을 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분석 결과, 측정변수의 왜도는 –.99 ~ -.02, 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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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01 ~ 1.33 사이 분포로 나타나 정상분포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Kline, 2011).
또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창의성은 코칭행동(r=.308, p<.01), 정서적 몰입(r=.331, p<.01)과 정
(+)적 상관관계를, 코칭행동과 정서적 몰입은 r=.653(p<.01)으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변인이 Cronbach α계수 .80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보
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 신뢰도 분석 결과
기술통계
구분

상관관계

M

SD

왜도

첨도

창의성

창의성

3.38

.68

-.02

-.01

1

코칭행동

4.02

.85

-.99

.91

.308**

1

정서적 몰입

4.07

.73

-1.08

1.33

.331**

.653**

**

코칭행동

정서적
몰입

Cronbach α

.927
.980
1

.878

p<.01

이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 요인의 문항들이 본 연구에서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검증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항목 묶음(item parcelling)을 실시하였다.
Yu(201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차원 접근법에 따라 하위 구성 개념이 존재하는 창의성과
코칭행동이 경우 구성개념의 수에 따라 문항 묶음을 실시했다. 또한 이를 확인하기 위해 탐
색적 요인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창의성의 경우 요인 적합도는 KMO(kaiser-meyer-olkin)
.890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유의도 .000로 4개 요인 사용이 적합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코칭행동 역시 KMO .97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유의도 .000으로 2개
요인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정서적 몰입의 경우 단일 차원이므로 무작위
할당법에 따라 묶음을 지정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적합도는 X2=51.145(df=24, p=.001), NFI=.971, CFI=.985,
TLI=.977, RMR=.022, RMSEA=.060으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아래 <표 3> 참조). 각 요인의 적재량은 .596부터 .965로 나타났으며, 표준화된 회귀
계수는 일반적으로 .30 이상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하므로(Hong, 2000), 측정변인들의 요인적
재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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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표 3> 모형 적합도
X2

df

p

NFI

CFI

TLI

RMR

RMSEA

연구
모형

51.145

24

.001

.971

.985

.977

.022

.060
(.037-.082)

기준치

-

-

<.05

>.90

>.90

>.90

<.08

<.08

[그림 3] 모형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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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

경로

B

β

S.E.

C.R

창의성 → 코칭행동

.353

.440

.075

5.855***

창의성 → 정서적 몰입

.153

.142

.048

2.925**

코칭행동 → 정서적 몰입

.668

.497

.040

12.324***

p<.01,

***

p<.001

위의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창의성이 코칭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β=.440(p<.001)로 나
타났으며,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도 β=.142(p<.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칭행동 역시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β=.497(p<.0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정(+)적인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 직접, 간접, 총 효과 분석 결과
경로

직접효과

창의성 → 코칭

.353

창의성 → 정서적 몰입

.153

코칭 → 정서적 몰입

.668

간접효과

총 효과
.353

.219

.388
.668

모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변인 사이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위의
<표 5>와 같다. 창의성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총 효과 .388 중에 직접 효과는 .153이었으
며, 코칭을 매개로 하여 설정한 창의성과 정서적 몰입 간의 간접효과는 .219로 나타나 직접
효과를 조금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PROCESS macro 4번 모델을 적용하여 매개 모형(Hayes, 2018)에 대한 추가 분
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창의성, 코칭, 그리고 정서적 몰입 간의 간접효과는 .188로 나타났
다.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해당 모형의 매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PROCESS macro 간접효과 검증 결과

창의성 → 코칭 → 정서적 몰입

Effect

BootSE

BootLLCI

BootULCI

.188

.038

.114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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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육군 간부를 대상으로 창의성과 정서적 몰입 간의 관계에서 코칭행동의 매개효
과 검증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육군 간부 3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 결
과를 토대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성은 정서적 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Eu & Lee(2011), Jung & Ahn(2021), Sheldon et al.(2003), Yoon & Jo(2012)
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자기결정이론에 근거하여 조직구성원의 창의성이 내재적 동
기를 기반으로 조직에 대한 애착, 정서적 몰입 등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
한 결과로 볼 수 있다(Deci et al., 2017; Jung & Ahn, 2021). 따라서 육군 간부의 창의성 즉,
질문, 관찰, 실험, 네트워킹, 연상과 같은 혁신행동에 기반을 둔 기술들은 조직에 대한 애착
을 포함한 정서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 창의성과 조직몰입 간의 긍정
적 관계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으나, 특히 육군 간부를 대상으로 이
들의 창의성이 개인의 자발적 동기에 의해 조직 동일시, 적극적 참여 등 조직에 대한 긍정적
심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뿐만 아니라 Lee &
Kim(2012)에서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개인 창의성이 조직몰입을 매개로 직무성과에 간접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로부터 창의성이 직무성과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한 변인임을 유추할 수 있다.
둘째, 코칭행동은 창의성과 정서적 몰입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
의성이 정서적 몰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정서적 몰입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
보다 코칭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서적 몰입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
과는 Park & Seo(2021)의 연구에서 리더의 코칭행동이 매개효과를 가졌던 결과와 일치하며,
스포츠 코치와 선수 간의 연구인 Choi & Jo(2016)의 연구에서도 코칭행동이 매개효과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창의성은 질문, 관찰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기반으
로 더욱 개발, 발전될 수 있으므로, 육군 간부의 창의성은 능동적인 피드백 추구행동과 유사
하게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인 코칭행동은 정서적 몰입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
요한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코칭행동은 문제해결에 있어 행동
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개인의 유능함을 향상시키므로 구성원 간의 신뢰 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Deci et al., 2017; Hackman & Wageman, 2005). 이러한 관점에서 육군 간부의
정서적 몰입은 코칭행동을 통해 강화되고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육군 간부
의 창의성이 어떻게 정서적 몰입으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보다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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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선행연구(Park & Oh, 2019; Shin & Oh, 2020)에서 코칭행동(또는 코칭리더십)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하고 있으나, 창의성 역시 코칭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검증하여 연구 확장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Bakker & Demerouti(2007)
의 직무-요구 자원에 근거하여, 창의성을 개인 자원으로 본다면 코칭행동은 조직적 지원과
같은 직무자원으로서 상호 작용에 의해 직무열의와 같은 조직에 대한 긍정적 기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창의성을 개인 자원으로 바라보고,
다른 개인 자원, 직무자원, 직무요구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상기와 같이 본 연구는 육군 간부의 창의성과 정서적 몰입 간의 관계에서 코칭행동을 추
가하여 연구모형을 확장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지며, 다음과 같은 학술적 시사점을 제시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코칭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델을 활
용했을 뿐만 아니라 PROCESS macro의 Bootstrapping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분석 결
과의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코칭행동의 경우 주로 선행변인으로
서 혁신행동(Byun & Park, 2022; Kim & Oh, 2020; Na et al., 2019), 주관적 경력성공(Lee et
al., 2018), 조직성과(Shin & Park, 2021)와의 영향 관계 검증이 최근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코칭행동이 정서적 몰입을 높이는 효과적인 영향 변인이면서 동시에 창의성과 정서적 몰입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관계 메커니즘을 밝혔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이어 본 연구 결과를 통한 실천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결과를 통해 육군 간
부의 창의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Kim et al.(2022)에 따르면 육군의 개인 재능
평가영역의 기술 부분에 창의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육군 역시 「육군비전 2050」을 통해
유연한 사고와 창의성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변동성과 불확실성
이 높은 미래를 대비한 국방인력의 전문화뿐만 아니라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 변화 과정 속
에서 군 간부의 창의성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육군 간부의 창의성은 변화와 혁신이 강조되
는 요즘 직무성과 및 조직성과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며, 조직 내 구성
원의 창의성은 조직 혁신을 위한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혁신을 기반으
로 한 창의성의 구성요인들을 바탕으로 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과 조직적 지원이
필요하다. 제시된 창의성 구성요인들은 교육 훈련을 통해 개발, 향상될 수 있는 기술적 관점
에서 바라볼 수 있으므로, 이에 맞게 군 조직 내 창의성을 개발하고,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육요구도 분석을 바탕
으로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창의성 증진 대회, 내부 공모전 등을 활용하여 적극
적으로 이를 운영 관리해야 한다.
둘째, 리더십을 통해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창의성과 혁신행동을 장려하는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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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문화 형성과 내부적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관리직에서는 개별 간부의 특성과 성향을
파악해서 창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장려하며, 군 조직 내 시스템을 통해 간부들의 창의성을
어떻게 측정하며, 어떻게 관리하여 군 조직 성과에 기여할 수 있을지 내부적인 관심과 지원
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현재 육군 간부 대상 재능관리 시스템 상에 창의성은 평가영역에 포
함되어 있음에도 평가방법이 불분명하고 실제 활용되고 있지 않다(Kim et al., 2022). 따라서
개별 간부의 재능관리 측면에서도 창의성 영역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
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군 내부의 코칭행동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육군 간부의 창의성을 통한
정서적 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사의 코칭행동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군 조직 차
원에서 코칭행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명령과 복종의 위계적 질서가 강한 군 조직 내에서 특히 군 내부 관리직을 대상으로 코칭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즉, 상사의 코칭행동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시행,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상기의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 자
료는 육군 간부를 대상으로 수집되었으나, 소속 부대에 관한 개인 정보 제한 등으로 표집 상
의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둘째, 창의성과 정서
적 몰입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가 밝혀졌으나, 코칭행동 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
의 다양한 매개변인(예, 심리적 임파워먼트), 또는 조절변인(예, 자기주도성)을 연구모형에
반영하여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창의성, 정서적 몰입, 코칭행동의 영향 관계에
서 선행, 후행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선행연구에는 정서적 몰입 또
는 조직몰입이 창의성에 미치는 관계(An & An, 2020; Shin, 2018), 코칭행동이 혁신행동(Seo
et al., 2020) 또는 창의성 행동(Shin & Oh, 2020)에 미치는 영향 관계 연구가 존재한다. 향후
더 많은 연구가 축적된 이후에는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선·후행 변인 간의 효과크기를 비교
검증하고, 이 결과를 연구모형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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