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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조직성과는 상사의 행동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양한 리더십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리더십의 

유형과 역할은 다양하지만 중국 조직은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과 향상을 위해 

윤리적 요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 조직 내에서 조직 구성원들 상호작용과 상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과 측면에서는 오늘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에 초점을 맞췄다. 

나아가 윤리적 리더십이 구성원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구성원 상사의 신뢰에 대한 다중 직렬매개 효과를 검증했다. 

본 연구는 중국 중소기업 종사자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지금까지 중국 중소기업에서 상호작용 공정성이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성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더 나아가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변수를 탐색함과 동시에 창의성

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둔다. 

주제어 : 상호작용 공정성, 절차공정성, 상사신뢰, 창의성 

Abstract  The research focuses on the interactional justice of organizational members and supervisors 

within Chinese organizations. In terms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focus is on creativity by 

members, based on the need for innovation today. Furthermore, it verifies the influence of moral 

leadership on members' innovative behavior and the various effects of trust on members' superiors.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330 Chinese small practitioners and identified the role of interactional 

justice in increasing the creativ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members to date in Chinese small. This 

study will propose ways to increase the level of creative and reduce the level of procedural justice, and 

discuss future research directions related to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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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COVID-19는 우리의 일상생활 패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전 세계 기업들의 성장이 제약되면서 기업 전

체는 물론 조직 구성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

고 있다[1]. 이러한 현상은 조직 간의 치열한 경쟁을 유

발하였으며 조직은 생존을 위해 적절한 경영전략을 마련

하고 있다. 그중에서 조직의 생존과 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창의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2]. 

구성원들은 조직에서 핵심 연구 기술 혁신 업무를 담

당했을 뿐만 아니라 조직 혁신 활동 중의 주체가 되었다. 

이는 구성원들의 창의성은 기업의 혁신성과와 직결되기 

때문이다[3].

창의성은‘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 또는‘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관계

를 창출하거나, 비일상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 

등으로 정의한다[4].

조직 구성원 창의성은 기업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고 

지속적인 혁신을 하는 핵심 요소이며, 창의성 향상은 기

업이 시장에 빠르게 반응하고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하

여 경쟁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5].

충분한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은 상사가 구성원

의 신뢰를 개선 시킬 수 있도록 제공하는 유용한 정보와 

구성원들을 얼마나 지원하는 가에 달려있다[6]. 

기업의 빠르게 발전하는 경쟁 환경에서 대응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조

직 내부의 성장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7]. 기업조직에서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끌어 오르게 만들기 위해서 우선 

구성원들이 일의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조직

에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공정성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리더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 리더신뢰는 결국 구성원

들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조직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인 조건은 구성원 개인이 생각하는 다양한 의견과 생각

을 부담 없이 밖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러나 조직 내 부정적인 환경요소들과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으로 인해 구성원들이 의도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출

하지 못하는 행위들은 결국 창의성을 방해되는 부작용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가 지속할 경우, 조직에 대

한 위험한 신호라고 할 수 있다[8].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창의성의 수준

을 향상시키는 요소와 관련하여 상호작용 공정성에 초점

을 둔다. 더 나아가 상호작용 공정성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사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성원들의 창의성 수준을 결정 지

을 수 있는 변수 탐색과 관련하여 절차공정성의 조절역

할을 규명하고 이를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상호작용 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의 상

호작용을 통해 창의성의 수준을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창의성 수준을 증가 시키는 방

안에 대한 검증을 통해 창의성 연구 분야에 기여할 것이

고 더 나아가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

2.1 상호작용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은 정보를 적절히 공유하고 불쾌하거

나 잔혹한 발언을 피하며 대화적으로 공평한 상대방을 

대하는 방식을 말한다[9]. 상호작용의 공정성은 교환관계

에서 사람 간 의사소통에서의 공정성이라고 정의한다[10].

상호작용 공정성은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으며 그중에서 상호작용 공정성

의 영향력을 가장 큰다고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공정성만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도 확인되었다[11]. 조직공정성이 구성원들이 상사와 조

직에 대한 태도 및 조직 내의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조직

행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상호작용 공정성은 조직신뢰, 

상사신뢰,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조직시민행동과 모두 

정(+)의 관련성이 있고 이직의도와 부(-)의 관련된 것으

로 나타났다[12]. 

  

2.2 절차공정성 

절차공정성이란 결과 자체의 특정 할당 방식이 아니라 

결과가 할당되는 방식을 말한다[13]. 절차공정성이란 조

직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세스가 공정하

다고 간주하는 정도를 의미한다[14]. 

절차공정성은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결과에 이르는데 

의사결정자에 의해 사용되는 정책, 절차, 그리고 기준에 

대한 지각된 공정성이다[15]. 절차공정성은 조직 구성원

들이 공정한 평가와 정책을 통해 분배를 달성할 수 있도

록 조직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16]. 즉, 절차공정성

은 조직 내 구성원들의 분배 과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분

배 과정이 구성원들이 기대하는 정의 기준에 맞는지 등

에 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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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공정성이 직원들을 상사와 조직에 대한 태도 및 

조직 내의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조직행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절차공정성은 조직신뢰, 직무만족, 조직몰입와 

정(+)의 관련성이 있고 이직의도와 부(-)의 관련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또한, 절차공정성 모두 직무소

진에 대한 예측 효과가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구체적으

로 절차공정성은 냉소주의에 가장 큰 부(-)의 영향을 미

친다[18]. 그래서 선행연구에 따르면 본 연구는 절차공정

성은 부정적인 변수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

다.

2.3 상사신뢰

본 연구는 조직 내 신뢰에서 수직적 대인 신뢰 중 상

사에 대한 부하의 신뢰, 즉 상사신뢰에 초점을 맞추었다. 

상사신뢰의 개념을 살펴보면 상사에 대한 믿음은 상사의 

행동이나 언어에 의지할 수 있으며, 상사는 좋은 의도가 

있다고 믿는 정도이다[19]. 또한, Mo & Shi[20]의 연구

에서 상사에 대한 신뢰는 개인이 상사의 적극적인 의도

를 기대할 때 자신의 취약성을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라

고 하였다. 김재영 등[21]의 상사신뢰는 상사와의 관계에

서 직원들이 느끼는 신뢰와 신체적, 정신적 감정을 말하

며, 상사에게 긍정적인 욕구이다. 상사에 대한 신뢰를 설

명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연약함과 위험이다.

상사에 대한 신뢰가 조직 구성원들의 대인 이탈행동 

및 조직 이탈행동에 뚜렷한 부정적인 영향을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22]. 연구에 따르면 조직 구성원들이 상사

에 대한 신뢰는 행복감과 긍정적인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검증하였다[23]. 즉, 직원들은 상사에 대한 상사

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신뢰는 직장에서의 행복을 매

우 증가시켰다. 그래서 선행연구에 따르면 본 연구는 상

사신뢰를 긍정적인 변수로 보고 있다.

2.4 창의성

조직 구성원 창의성은 개인 차원의 현상으로 참신하고 

조직적인 가치의 발생으로 정의한다[24]. 독창성은 "독창

성은 '고품질의 독창적이고 우아한 문제의 해결방법'으

로 정의된다. 즉, 창의성은 유용하고 적절하며 독창적이

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25]. 창의성이라는 용어는 

유용하고 참신하고 관련 있는 아이디어만을 의미한다

[26]. 창의성은 지속해서 문제를 찾고, 새로운 조직의 해

결책을 창조하고 실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제반의 과정

을 창의적 활동이라고 정의한다[27]. 

리더는 격려를 통해 미래의 비전뿐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추종자들이 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28]. 동기부여를 통해 리더는 부하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다른 방식으로 일하도록 격려한다. 창

의성 측면에서 많은 연구와 이론 수립에 기여하고 있으

며 개인이 아이디어를 발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내

재적 동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 창의적 연구자, 학자, 실무자들은 이를 간과했다[29]. 

상사신뢰는 일반적으로 구성원의 개인성과와 조직성과와 

직결되는 변수로 간주하고 있다.

2.5 상호작용공정성과 상사신뢰

상사가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 존중, 그리고 조

직 구성원들의 불만 사항의 해결은 상사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30]. 조직 구성원들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을 때, 또한 상사에게 공정한 대

우를 받을 때, 상사가 조직 구성원들을 존중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존중은 상사에 대한 신뢰의 정

도를 예측할 수 있다[31]. 상사-구성원 교환관계의 질은 

상호작용 공정성과 신뢰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도 활용

될 수 있다.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공정하게 대하는 상사

는 질 높은 상사-구성원 교환관계를 형성될 수 있고 질 

높은 상사-구성원 교환관계는 지지적이고 상사와 구성원

은 이러한 관계에서 높은 신뢰도를 보여 서로 어려움에

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반면에 불공정한 행동을 하

는 상사는 질 낮은 상사-구성원 교환관계를 갖게 되고, 

이런 관계가 더욱 멀어져 지지감이 부족하고 신뢰가 부

족하게 된다[32]. 따라서 본 연구는 상호작용 공정성이 

상사신뢰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설 1: 상호작용공정성은 상사신뢰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6 상사신뢰와 창의성

신뢰의 환경에서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크

다[33]. 또한, 참신함을 추구해 도전하는 본질적인 동기

부여도,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협업이 강하고 지식과 정보가 공유되

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

가 표출되고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34]. 한

편, 상사신뢰에 의해 조직의 신뢰 분위기에서 내부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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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가 된 구성원은 안정감에 낮고, 지지 분위기를 인식

해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

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싶

은 의욕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35]. 따라서 본 연구는 

상사신뢰가 구성원의 창의성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가설 2: 상사신뢰는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7 상사신뢰의 매개효과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에 따르면 개

인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충하도록 의무화된다. 신

뢰 관계에서 신뢰대상자는 신뢰 대상에게 신뢰''혜택''을 

제공하고 신뢰 대상에게 일정한 심리적 의무를 부여한

다. 따라서 상사-조직 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 관계는 어

느 일방의 신뢰 관계이기보다는 사회적 요인 (social 

element)에 의한 상사와 조직 구성원 간의 상호의존성

을 가정한다고 할 수 있다[36]. 

리더가 보여주는 상호작용 공정성은 부하들이 공정

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증거이며 부하들이 문제를 논의하

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창의적 

사고에 대해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사의 상호작용 

공정성은 조직 구성원들이 존엄하게 대우받고 문제를 논

의하고 개선안을 제안하고, 그들이 창의적인 사고를 다

루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서로 소통한다는 증거이다

[37]. 따라서 본 연구는 상사신뢰는 상호작용 공정성과 

창의성의 사이에 대해 매개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설 3: 상사신뢰는 상호작용공정성과 창의성 간의 관

계를 매개할 것이다.

2.8 절차공정성의 조절효과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정성은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 절차공정

성은 보상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 수단이나 절차

에 대한 공정성을 의미하며, 상호작용 공정성은 설정된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하가 상사로부터 받는 대우

의 공정성을 뜻한다[38]. 한편, 상호작용 공정성은 절차

공정성을 다시 세분한 것으로서, 설정된 절차 자체보다

는 그 절차를 실제로 시행함에 있어서 상사와 조직 구성

원 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가 상사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았는지를 의미한다[39, 40].

조직에서 직원들과 상사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직원들

이 느끼는 공정이나 불공정(즉 상호작용 공정성)은 신뢰

의 형성 및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존중은 직원들

의 조직 내 다른 구성원에 대한 신뢰의 기초이다[41].

그중에서 많은 절차 원칙은 신뢰 형성의 관건이 되는

데, 왜냐하면 일관성과 정확성에 대한 강조로 예측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지각이 만들 수 있고 공정한 절차는 

조직의 권위(상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상사의 전문성

에 대한 직원들의 지각과 상사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데 

도움이 되며 이는 결국 상사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가 

형성되는 핵심으로 볼 수 있다[42].

따라서 본 연구는 상호작용공정성과 절차공정성 긍정

적인 영향을 있고 상호작용 공정성과 상사신뢰 긍정적인 

영향을 있고， 절차공정성과 상사신뢰도 긍정적인 영향

을 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이 상호작용 공정성 높아

질수록 상사에 대해 신뢰를 생기고 조직 구성원들이 절

차공정성 높아질수록 상사에 대해 신뢰를 형성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절차공정성은 상호작용 공정성과 상사신뢰의 

관계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절차공정

성은 상호작용 공정성과 상사신뢰의 사이에 대해 조절역

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가설 4: 조직 구성원들의 절차공정성 인식은 상호작용

공정성과 상사신뢰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

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 조사를 중국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 표본 수330명 응답자의 진행하였다. 

표본의 성별에 대한 구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85명

(25.8%)을 차지했으며 여성은 245명(74.2%)을 차지하

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연령대는 20세∼30세 미만이 207명

(62.7%)을 가장 많았고, 30세∼40세 미만이 76명(23%), 

40세∼50세 미만이 20명(6.1%), 50세∼60세 미만이 17

명(5.2%), 20세 미만이 10명(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60세와 60세 이상의 응답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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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을 살펴보면 대학교를 졸업한 직원이 209명

(63.3%)을 차지함으로써 가장 많았고, 전문대학교 졸업 

및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 학력의 직원이 92명(27.9%)을 

차지했고 대학원 졸업 및 대학원 졸업 이상 학력의 직원

이 29명(8.8%)을 차지하였다.

고용형태를 봤을 때 정규직 직원은 251명(76.1%)을 

차지했고 비정규직 직원은 79명(23.9%)차지하는 것으로

써 이는 본 연구의 주체가 대부분 정규직 직원이라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재직기간에 대한 표본을 살펴봤을 때 3년 미만이 

211(63.9%)이 제일 많았고, 3년∼6년 미만이 57명

(17.3%), 6년∼9년 미만이 22명(6.7%), 9년과 9년 이상

의 직원들도 40명(12.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공정성을 조직에서 구성원들

이 상사로부터 먼저 구성원들과 존중과 관련 정보를 공

유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43].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공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Moorman[44]의 연구에서 

사용된 총 6개 측정 문항을 사용하여 리커트(Likert) 7점 

척도로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문항에는 상사의 정보공정 

및 대인 공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문항은 

예를 들어 “나의 상사는 결정 및 실행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 “나의 상사는 나의 조직 구성원들의 권리에 

관심을 둔다.” 등 문항이 있다.

절차공정성은 조직 내에서 결과 분배의 방법 및 프로

세스에 대해 직원들이 지각하는 평등, 투명, 일관성의 정

도를 말한다[45, 46]. 본 연구에서는 절차공정성을 측정

하기 위해서 Leventhal ＆ Karuza Jr ＆ Fry[47]의 연

구에서 사용된 총 6개 측정 문항을 사용하여 리커트

(Likert) 7점 척도로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문항에는 절

차의 일관성, 무편견, 정확성, 참여성, 시정 가능성, 도덕

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문항은 예를 들어 

“나는 회사의 결정이 일관성이 있게 적용한다고 생각한

다.”, “나는 회사의 결정이 직원에게 불리할 때, 직원은 

수정 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등 문항이 있다.

상사신뢰는 조직 구성원들은 상사가 공정하고 도덕적

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믿음과 

상사의 다양한 의사결정이 직원들에게 유리하다고 믿음

을 의미한다[48][49]. 상사신뢰를 측정하기 위해서 

Podsakoff et al.[50]의 연구에서 사용된 총 5개 측정 

문항을 사용하여 리커트(Likert) 7점 척도로 활용하여 측

정하였다. 문항에는 상사에 대한 직원들의 믿음 및 충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문항은 예를 들어 “나

는 상사가 조직 구성원들을 속여 이득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상사에게 충성한다고 생각한

다.” 등 문항이 있다. 

창의성은 개인이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의 발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51].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Jaiswal

& Dhar[52]의 연구에서 사용된 총 4개 측정 문항을 사

용하여 리커트(Likert) 7점 척도로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문항에는 상사에 대한 직원들의 믿음 및 충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문항은 예를 들어 “이 조직 구성

원들은 새로운 업무 처리 방법의 기회를 특징이다.”, “이 

조직 구성원들은 일의 독창성을 발휘한다.” 등 문항이 있다. 

3.3 분석

변수의 측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7점 Likert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약간 그렇지 않

다. 4=보통이다. 5=약간 그렇다. 6=그렇다. 7=매우 그렇

다)를 사용한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행위의 의도가 강렬을 의미한다.

4. 실증분석 

4.1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절대적합지수는 

X²(p)=464.905(.000), X²/df=2.486, RMSEA=.067으로 

나타났고 증분적합지수는 IFI=.953, CFI=.953으로 나타

났으며 간명적합지수는 PGFI=.717, PNFI=.822로 나타

났다. 

더 나아가 평균분산추출값(AVE)과 구성개념 신뢰도

(C.R) 값을 구하였다. AVE 결과 값과 관련하여 상호작용 

공정성=.668, 절차공정성=.593, 상사신뢰=.725, 창의성

=.695으로써 모두 .5이상으로 나타났다. C.R 결과 값과 

관련하여 상호작용공정성=.878, 절차공정성=.937, 상사

신뢰=.871, 창의성=.868으로써 나타났다. 본 연구의 

AVE 값은 모두 .5이상이며 C.R 값은 모두 .7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는 수용 가능한 수치로 판단된다. 그

리고 본 연구는 Cronbach's α값도 분석하였다. 

Cronbach's α 결과 값과 관련하여 상호작용 공정성

=.939, 절차공정성=.904, 상사신뢰=.940, 창의성=.910

으로써 모두 .7이상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다음의 Table 

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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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조직 구성원들의 상호

작용 공정성은 상사신뢰(r=.594, p<.001), 조직 구성원

의 창의성(r=.497, p<.001))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

여주었다.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공정성은 

조직 구성원의 절차공정성(r=.599, p<.001)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조직 구성원들의 절차공정

성은 상사신뢰(r=.599, p<.001)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절차공정성은 창의성(r=.473, p<.001)과 긍정

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상사신뢰는 조직 구

성원들의 창의성(r=.576, p<.05)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변수 간에 모두 유의한 긍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기술통계, 상관

관계분석은 다음의 Table 2와 같다.

Variables Estimate S.E. C.R. p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AVE C.R
Reliabi

lity

Interactional
(A)

A6 1 .842

.668 .878 .939

A5 1.087 .047 23.317 .849

A4 1.012 .051 19.714 .872

A3 1.022 .059 17.407 .889

A2 1.129 .055 20.439 *** .798

A1 1.045 .049 21.504 *** .864

Procedural
Justice

(B)

B1 1 .900

.593 .937 .904

B2 .962 .052 18.351 .875

B3 1.054 .059 17.890 .806

B4 1.063 .053 19.884 .742

B5 1.105 .062 17.811 .763

B6 1.032 .075 13.692 .806

Trust-in
Leader

(C)

C5 1 .876

.725 .871 .940

C4 1.145 .061 18.693 *** .788

C3 1.247 .050 24.800 *** .846

C2 1.248 .052 24.038 *** .773

C1 1.304 .053 24.089 *** .736

Creativity
(D)

D1 1 .902

.695 .868 .910
D2 .921 .043 21.280 *** .498

D3 .906 .043 21.280 *** .780

D4 1.064 .054 21.165 .805

Model Fit Index
X2(p)=464.905(.000), X2/df=2.486, RMSEA=.067, 

IFI=.953, CFI=.953, PGFI=.717, PNFI=.822

Table 1. The Result of Convergent Validity

Mean S.D 1 2 3 4

1 5.308 1.236 - 　 　 　

2 5.122 1.163 .599*** - 　 　

3 5.030 1.388 .594*** .473*** - 　

4 5.184 1.093 .497*** .427*** .576*** -

1=Interactional, 2=Procedural Justice, 3=Trust-in Leader, 4=Creativity, 
***:p<.001, **:p<.01, *:p<.05

Table 2. The Results of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4.3 매개효과 분석 

본 연구의 매개효과는 경로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

과를 위하면 상사신뢰는 조직 구성원들의 상호작용공정

성과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성에 매개효과를 나타났다.

먼저 상사신뢰는 조직 구성원들의 상호작용공정성과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매개하였다. 간접효과는 .404

로 나타났다. 부트스트래핑과 관련하여 또한 하한값은 

.302이고 상한값은 .502로 나타났으며 이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본 연구의 가설 1과 가설 2는 지지되었다. 매

개효과의 경로분석은 다음의 Table 3와 같다.

4.4 상호작용공정성과 상사신뢰 관계에서 절차공정

    성에 조절효과

본 연구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

하였다. 연구결과를 위하면 절차공정성은 조직 구성원들의 

상호작용공정성과 상사신뢰에 조절효과를 나타났지 않다.

3단계에서 상호작용 공정성을 살펴보면 절차공정성의 

조절효과(β= -.078, p>.05)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래서 본 연구의 가설4는 기각되었다. 조절효과의 다

중회귀분석은 다음의 Table 4와 같다.

Path Estimate S.E. C.R. p

Interactional → 
Trust-in
Leader

0.591 0.050 11.726 ***

Trust-in
Leader

→ Creativity 0.610 0.054 11.189 ***

Indirect Effect Effect Boot LLCI Boot ULCI

Interactional→

Trust-in Leader→
Creativity

.404 .302 .502

Model Fit Index
X2(p)=464.905(.000), X2/df=2.486, 
RMSEA=.067, IFI=.953, CFI=.953, 

PGFI=.717, PNFI=.822

Table 3. The Results of Reliability Analysis

Variables
Subordination variable：Trust-iLeagder

β t β t β t VIF

Interactional
(A)

.594***
13.38

9
.486*** 8.890 .484*** 8.507 1

Procedural
Justice(B)

.182*** 3.328 .181***
3.276

1.593

Interactaon(A

*B)
-.004 -.089 1.239

R²(Adjusted 
R²)

.353 .375 .375

⊿R²(Adj-R²) .351 .371 .369

F 179.270 11.073 .008

***:p<.001, **:p<.01, *:p<.05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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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성원들

을 대상으로 COVID-19시대에서 중국 중소기업에서 상

사의 상호작용 공정성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였다. 그리고 상호작용 공정성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에서 상사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절

차공정성은 상호작용 공정성과 상사신뢰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

으로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구성원의 상호작용 공정성은 상사신뢰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는 상

호작용 공정성이 높아질수록 구성원이 상사에 대한 신뢰

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상호작용 공

정을 인지하게 될 경우, 상사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직 구성원은 자신의 기여가 정

당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평소 조직에서도 상사가 

편견을 갖지 않고 직원의 합리적인 요구를 존중한다고 

생각할 때, 상사가 직원을 존중하고 정보를 즉각적으로 

피드백할 때 상사를 더욱 신뢰하게 된다는 것으로 시사

한다.

둘째, 상사신뢰는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성에 대해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는 상사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직 구성원

들에게는 더 많은 창의성이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상사신뢰와 구성원의 창의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직원이 상사에 대한 신

뢰감을 느끼게 되면 조직의 충성도가 촉진되고 나아가 

자기 생각을 과감히 표현하게 되며, 전통적인 보수 관념

에 얽매이지 않고 기업(조직)에 새로운 공헌을 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셋째, 상호작용공정성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사신뢰는 긍정적인 매개효과를 보였다. 상사가 보여주

는 상호작용 공정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상사에 대한 신

뢰수준이 높을수록 창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나

타냈다. 따라서 상호작용공정성 인지는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구

성원이 자신의 기여를 합리적으로 보상받고 다른 직원에 

비해 합리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조직

에서 상사가 직원을 존중하고 즉각적인 정보를 피드백할 

때 상사를 더 신뢰하게 된다. 상사에 대한 신뢰감을 통해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기업에 새로운 방안을 제기하고 

기업에 충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상호작용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의 상호작용을 통

해 구성원의 상사에 대한 신뢰의 수준을 검증하였다. 이

와 관련하여 절차공정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지만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공정성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호작용 공정성과 절

차공정성은 모두 상사신뢰와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지만 절차공정성과 상호

작용공정은 모두 상사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구성원이 상사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다.

5.2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설문 대상은 중국 중소기업 직원들이

다. 중소기업은 공기업, 대형기업 등 다른 유형의 기업에 

비해 조직구조 및 관리방식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중소

기업 이외의 다른 유형 기업에서도 같은 연구결과를 얻

을 수 있다고 보장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연구

에서 다양한 유형의 기업 직원들을 선정해 더 정확한 결

과를 얻을 수 있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상사신뢰에 대한 고찰에서 상사

신뢰를 하나의 요인으로만 보고 연구하고, 그러나 연구

에서 상사신뢰는 인지적 신뢰와 정서적 신뢰의 두 차원

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검증하였다[53]. 따라서 상사의 

능력에 대한 인정 및 상사에 대한 정서적 의존의 두 가지 

관점에서 상사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를 고찰할 수 있으

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상사신뢰의 두 차원이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조절변수 절차공정성은 조절역할만 

보고 상호작용 공정성과 상사신뢰의 관계 조절효과를 나

타났지 않다. 향후 연구에서 매개역할을 아닌 독립변수

로 보고 상호작용공정성과 차이점을 검증한 필요가 있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창의성에 관한 연구는 충분

하지 않다.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창의성은 당분간 기업

과 조직에서 광범위하게 실천되지 않고 반면에 보수적인 

상태를 유지해왔지만 향후 추세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성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에서는 창의

성의 적극적인 측면에 대해 탐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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