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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조직론적 관점에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교실 구성원인 학생의 정서적 안정감 관계에서 
담임교사신뢰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서울지역 중등학생 290명의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 신뢰에 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또한, 담임교사의 리더 신뢰는 학습자의 정서적 안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
의 변혁적 리더십은 학습자의 정서적 안정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담임교사
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습자의 정서적 안정감의 관계에서 교사신뢰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학교 조직의 말초 단위로서 교실 운영을 위해 담임교사가 지향해야 하는 리더십은 어떤 것이며, 그러한 
리더십이 조직원인 학생에게 어떠한 정서적,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 중심어 :∣변혁적 리더십∣정서적 안정감∣교사신뢰∣담임교사∣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 of the teacher's tru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assroom teacher's transformative leadership and the students' emotional stability from 
the organizational perspective. For this, the data from 290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transformative leadership of the homeroom teacher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trust of the leader. In addition, the teacher's trust in the leader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learner's emotional stability.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teache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learner's emotional stability. Final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meroom teacher's transformative leadership and the learner's emotional 
stability, teacher trust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objectively 
verified what kind of leadership the homeroom teacher should aim for in order to operate the classroom 
as the peripheral unit of the school organization, and what emotional and psychological effects such 
leadership can have on students who ar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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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조직 안·밖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적, 사회적 관계의 
역동성에 관한 쟁점을 논의의 대상으로 다루는 조직론
(organization theory)적 관점에서, 학교는 잘 구조화
된 조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학교 조직의 구조는 학
년으로 구분된 학급을 말초 단위로 생성되는데,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제 일상의 대부
분은 학급 즉, 교실에서 생활한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갖
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교실은 학생의 학교생활의 기
본 단위로서 학교생활의 중심이 되는 만큼, 학생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공동체이다. 한편, 담임교사
는 교실 공동체를 관리하고 구성 목적에 맞게 학급을 경
영하는 의사결정권자라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규모와 형태, 구성 목적을 막론하고 어떤 형태
의 공동체든 해당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의 역할이 관심
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동체의 성격과 작동 방식을 견인
하는 가장 핵심적인 위치[1][2]에 있기 때문이다. 

리더의 역할과 성격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효율적이
고 실효적인 공동체 운영 및 성공적인 목표달성의 가능
성을 공동체 리더의 리더십에서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
다[3-5]. 리더십(leadership)이란 ‘무리를 다스리거나 
이끌어 가는 리더로서의 능력’으로 간단하게 정의되지
만 무리 즉, 공동체의 성격과 지향, 구성원의 요구가 무
한히 다양해진 현대에 와서는 보다 다면적 의미를 함의
하게 되었다. 공동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리더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십에 대한 논의[1][6-9]가 활발하
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리더십을 단순히 공
동체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우두머리로 보는 관점에
서 탈피하여 공동체 구성원과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조직을 운
영하는 변혁적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변혁적 리더십
은 공동체 구성원에게 개별적 관심과 독려를 통해 자존
감을 높이고 자아 정체성을 구축하도록 응원해 준다. 
또한, 공동체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하며 혁신적 행동을 
독려하여 목표를 향한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0][11]. 즉, 변혁적 리더십은 전통적 의미의 상명
하복식 일방향 리더십을 지양하고 양자의 수평적 소통

을 강조하는데 중점을 두는 리더십이다.
지금까지 학교 교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담임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마치 군 조직의 위계와 같은 모습이었으
며 학급운영의 기본이 되어 왔음은 경험적으로 익숙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담임교사는 학습목표를 제시하
고 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 분위기
를 조성하고 관리한다. 또한 학교생활의 가장 말초적 
단위인 교실에서의 학습자 생활 규율과 규칙을 설정하
고 관리하며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교
실 공동체의 또 다른 구성원인 학습자의 의견은 개입될 
여지가 없으며 의사결정과정에서도 대부분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12][13]. 하지만 최근 들어 교육과
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의 목표와 운영 방향은 학생
중심생활, 학습자중심교육과 구성주의에 입각한 자발적 
탐구중심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14]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교실은 과거에 비해 학
생 중심적 교육과 생활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실공동체 
리더인 교사는 이러한 지침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리더
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선 논의에서 공
동체 운영의 성패가 리더의 리더십에 의해 좌우된다는 
관점을 반영한다면, 담임교사의 리더십은 학습자의 학
교생활 성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
리고 구성원의 팔로우십(followship)은 지도자의 리더
십(leadership)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된다[15] 
[16]는 점에서 리더십을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에 
리더의 신뢰가 관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
하다. 

한편, 교실 운영과 관련된 교사의 리더십은 궁극적으
로 학습 분위기 조성과 유지를 통해 학생의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은 
학습자 개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다양한 결과로 나
타나기 때문에 담임교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여지는 
크지 않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학습자의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분위기
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인[17]이다. 실제로 학
생의 정서적 안정이 학업성취와 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18]가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바 있다. 

이상의 기술을 종합하면, 교실 공동체 운영의 리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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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실제로 학습자의 정서적 
안정감에 영향을 주는지와 그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학
습자의 신뢰가 두 인과관계를 매개하는지를 확인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이다. 변혁적 리더십은 그 속성상 상하 
위계적 질서보다는 수평적 관계의 과정을 중요한 쟁점
으로 보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정서적 안정을 가져올 것
이고 그 과정에서 교사의 신뢰가 매개할 것이라는 가정
은 자연스러운 가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이 인식하는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학습자의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관
계에서 교사의 신뢰가 매개하는지 객관적으로 논증하
는 데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변혁적 리더십
리더십은 공동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들

을 선도하여 성과를 만드는 리더의 능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공동체는 효율을 높이고 효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를 조직하
고 과업의 성격을 규정하며 투입되는 노력의 방향과 강
도는 조절하는 리더의 역할이 목표달성을 위한 가장 중
요한 요인이 된다. 이 같은 관점에서 지금까지 리더와 
리더십에 관한 논의는 주로 경영학과 경제학 연구 분야
에서 주된 쟁점으로 다루어 왔다[5][19]. 

일반적 의미의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가까
웠다. Barling, Weber, Kelloway[4]는 규칙과 지위, 
그리고 전통에 기초하고 있는 권력이 아닌 개인의 특별
한 성격적 특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리더를 카리스마 리더로 규정하고 있다. 카리
스마적 리더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리더로서 타고난 
천재적 기질을 보이면서 자부심과 신념, 존경과 같은 
팔로어십을 이끌어내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가 지향
할 분명한 성취목표를 제시한다[20][21]. 결국, 공동체 
조직원은 리더의 카리스마 리더십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수직적 소통과 일방적 의사결정을 공동체의 주
된 작동원리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카리스마 리
더십에 의한 의소소통 및 의사결정구조는 경직되고 일

방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한계가 있다[3]. 이에 대한 반
동으로 등장한 대안적 리더십이 곧 변혁적 리더십이다. 
결국 변혁적 리더십 연구는 카리스마적 리더 연구를 기
반으로 시작된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는 과거에 비해 괄목할 만한 민주적 역
량을 키웠으며 각 분야마다 합리적이고 수평적 의사결
정 체계를 바탕으로 작동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
화에 따라 공동체의 바람직한 리더십 역시 달라지고 있
다. 변혁적 리더십은 변화하는 사회 구조와 공동체 조
직원의 인식에 따른 새로운 리더의 역할 요구에 다름 
아니다.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에 더
욱 애착을 가지게 하고 몰입하도록 유도한다. Barling, 
Weber, Kelloway[4]는 변혁적 리더십 훈련을 수행한 
집단이 훈련을 수행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조직에 대한 
몰입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점을 을 논증하였다. 또
한, Podsakoff, MacKenzie, Bommet[22] 연구에서
도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구성원의 몰입도
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Walumbwa[5]
는 변혁적인 리더십은 공동체 구성원이 조직과 맡은 일
에 대해서 더 큰 애착을 갖도록 유도하며 결과에 대한 
열망을 갖도록 한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이러한 연구적 성과를 받아들여 최근까
지 국내에서도 다양한 대상과 관점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경영 및 경제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변혁적 리더십에 의한 산출효
과에 관심이 많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변혁적 리
더십을 학교와 교실 공동체의 상황으로 확장하였으며, 
리더의 신뢰수준과 연계된 학습자의 정서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정서적 안정
정서적 안정이란 개인이 처한 환경에 자신만의 방식

으로 적응하고 참여하려고 하는 심리적, 신체적 전략체
계이며 주어진 환경에 대응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23][24]. 따라서 청소년기 학습자에게 정서적 안정은 
교실생활의 무리 없는 적응과 학습지속을 위한 심리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학습자의 성격은 다양하지만 몇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Goldberg[25]는 5가지 성격차원으로 유목화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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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르면, 학습자의 성격 차원은 
외향성-내향성, 쾌적함-적대감, 양심-규율, 개방-친
감, 정서적 안정성-신경증으로 구성되며, 양극성의 특
징을 갖는다는 것이다. 특히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은 개인이 지각하는 삶의 만족에 기초한 성격 
차원이며[26] 환경에 적응하고 만족하는 수준을 측정하
는 가장 신뢰도 높은 척도이다[25]. 정서적 안정성은 스
스로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고고, 통제력을 유지하는
지와 외부 환경이 자신에게 위협적이지 않다고 믿는 정
도이며, 침착함, 자기 확신으로 설명될 수 있다[27]. 

실제로 정서적 안정성은 매우 광범위한 범위에서 다
양한 예측요인으로 활용되고 있다. Barrick과 Mount[26]
는 정서적 안정성이 대인관계와 직장 일탈을 예측하며, 
리더의 리더십을 받아들이는 정도를 예측하는 요인으
로 인용하였다. 또한, Ryckman[28]은 정서적 안정성
이 건강한 정신건강의 7가지 지표 중 하나로 꼽을 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학습자의 정서적 안
정은 작업성과와 스트레스 내성, 자아존중감[18]과 긍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
는 정서적 안정성이 기본적으로 삶의 성공과 적응에서 
필수적인 요건으로 보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침착하고 차분하며 개인
적인 걱정과 불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평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29], 삶의 만족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과 높
은 행복 수준[30], 높은 자존감[29], 자신감, 자신과 타
인과 세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건강, 높은 수준의 양
육만족[31], 사회적 지지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형성 
및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하는 능력 등과 접한 관계
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정서적 안정성은 부정
적인 감정과 및 역기능적인 사고과정이 과업을 방해하
지 않도록 함으로써 더 큰 만족을 경험하도록 하며[17], 
과업에 관계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한다는 것
이다. 정서적 안정의 이러한 순기능들은 학습과 또래관
계, 학교규율과 규칙의 준수, 종합적인 학습목표 달성과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는 청소년 학습자의 
성공적인 학업 및 학교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
야 하는 심리상태라고 할 수 있다.

3. 담임 교사신뢰

신뢰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
음을 뜻하며, 타인의 의도나 행동에 대한 정적 기대로 
구성된 심리적 상태로 정의된다[33][34]. 신뢰는 본질
적으로 대인관계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 서로의 행동
결과에의 인식하는 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신
뢰가 구축되는 바탕에는 상대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으며, 이러한 믿음은 상대의 능력, 인격, 선의에 대한 
믿음이다[35].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뢰는 수평적 대응 관계뿐
만 아니라 수직적 상하 관계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교실에서 담임교사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생활
의 지침을 제공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며 상벌 권한을 갖
고 있는 리더이다. 리더에 대한 신뢰는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의 리더에 의하여 공정하게 대우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34]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된 리더에 대한 믿
음을 의미한다[36]. 

전통적으로 조직행동분야에서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
한 개념으로, 조직유효성을 가늠하는 핵심적인 변수로 
간주되어 왔다. 신뢰의 효과로서 기존 연구들은 협력을 
증진시키고 네트워크 관계와 같이 조직의 적응을 증진
시킨다[37]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신뢰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에서 신뢰는 신뢰주
체가 신뢰객체에 갖는 다양한 기대로서 개인 사이의 교
환관계에 존재하는 취약성을 신뢰의 핵심[38]으로 보고 
연구대상을 대인관계에서의 신뢰로 설정하였다. 신뢰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은 ‘계산’을 사회적 관계의 가능성보
다 더 강조하면서 개인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감소할 때 
즉, 그 계약, 보상 및 처벌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합리적 행위자의 인간성과 공리주의적인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주장하는 
신뢰는 상호작용의 잠재적 비용과 편익 계산에 기초한 
기대를 가리킨다[39]. 

신뢰는 개인이 조직에 대해 갖는 신뢰와 대인 간에 
구축되는 신뢰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이 조직에 대해
갖는 신뢰는 조직 자체에 대한 신뢰와 집단 및 조직의 
제도에 대한 믿음이며, 대인 간의 신뢰는 부하가 상사
에 대해 갖는 신뢰, 상사가 부하에 대해 갖는 신뢰, 혹
은 동료 상호 간의 신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중 조
직 유효성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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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간, 동료 간, 수평적 신뢰가 아니라 조직이나 상사에 
대한 수직적 신뢰이다[40][41]. 이 같은 관점에서 본 연
구가 전제하는 신뢰는 조직 내에서 조직을 이끄는 조직
원의 상사에 대한 신뢰이다. 

4. 변인간의 관계
신뢰와 리더십은 접한 관계가 있다. 신뢰는 실효적 

리더가 되기 위한 본질적인 리더십의 원천이다[42]. 공
동체에서 상사와 구성원간에 부족한 신뢰는 리더의 리
더십에 힘이 실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다[43].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서는 공동체 조직원으로부터 스스로의 정직성, 도덕성, 
윤리, 공평무사 등을 인정받아야 한다. Hater & 
Bass[44]의 논의에 따르면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의 리
더 유효성과 리더에 대한 만족 및 집단 직무성과와 의
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 이상호, 이원우[19]는 변혁적 
리더십의 동기 부여적인 효과에 대해 전국 경찰관 699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상관
의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의 리더에 대한 만족도 및 리
더십 효과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Bennis & 
Naus[45]도 변혁적 리더들은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
휘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변혁적 
리더십과 신뢰 간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논
증하였다. 최근까지도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원
의 신뢰와 접한 관련이 있다는 논의들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화[46]의 연구에서도 조직원의 리더
에 대한 신뢰 수준은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에 정적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도자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원의 정서적 안
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하지만 리더의 리더십이 조직원의 심리적, 정서적 수준
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의는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동환[47]은 스포츠 심리학 
분야에서 기계체조 선수의 인지된 리더의 변혁적 리더
십은 선수의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경기력 
향상에도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담임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학생의 정서적 안정감을 유도
하고 궁극적으로 학습성과를 개선할 것이라는 전제를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댄스

스포츠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이 선수의 정서적 안정과 
경기력 증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48]도 있다. 

한편, 리더 신뢰와 조직원 심리 및 정서 안정과의 관
계 역시 국지적인 수준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
소희[49]의 연구에서는 리더의 신뢰 형성과정과 결과로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조직원의 정서
적 안정이며 이를 통한 과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연구들[50][51]이 있지만 대부분 심리학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들이다. 특히, 스포츠 심리학 분야
에서 관련 논의가 많이 수행되었는데 이는 리더의 신뢰
와 조직원의 정서적 안정을 경기력 혹은 경기결과라는 
가시적 성과를 통해 비교적 빠르고 쉽게 관찰할 수 있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이상에서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 신뢰에 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담임교사의 리더 신뢰는 학습자의 정서적 

안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학습자의 정서

적 안정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습자의 정서

적 안정감의 관계에서 교사신뢰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
이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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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지역 남·여 중학생 320명을 대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미응답 및 불성실한 응답지 
30부를 제외한 총 290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지
는 학생 응답자가 인식하는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리더 신뢰, 정서적 안정척도로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변인 구분 인원(n) 백분율(%)

성별 남
여

140
150

48%
52%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30
99
61

44.8%
34.2%
21%

표 1. 연구대상자 일반적 정보                  (n=290)

3. 연구 도구
3.1 변혁적 리더십
응답자가 인식하는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을 측

정하기 위해 Wright[52]가 개발하고, 한봉주[53], 김동
환[47], 김용진[90] 등이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
게 검토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에 포함된 하위요인은 
리더의 개별적 배려 8문항, 지적 자극 4문항, 카리스마 
6문항 이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5점)부터 전혀 그렇
지 않다(1점)까지 Likert 5점 척도이다.

3.2 정서적 안정
응답자의 정서적 안정감을 측정하는 설문지는 

Ryff[54], Ryff & Keyes[55]에 의해 개발된 안정감 척
도(psychological well Being scale :PWBS)를 한국
어로 번안하여 Su-Heyong Choi, Jung-Mi Lee[56], 
박찬이[91] 등이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검토
하여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총 20문항이며, 각 문항
은 매우 그렇다(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Likert 5점 척도이다. 설문지에 포함된 하위요인은 행
복감 5문항, 집중감 11문항, 만족감 4문항이다.

3.3 리더 신뢰
담임교사에 대한 학습 구성원들의 리더 신뢰를 측정

하기 위한 설문지는 McAllister[57]의 11개 문항을 바

탕으로 김화[46], 이재형, 오석윤, 윤진영[58]이 사용한 
단일요인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1.0과 AMOS 21.0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표집된 자료 중에서 연구에 
적절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한 후 최종 유효 표본을 선
정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과 설문
문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SPSSWIN Ver. 20.0을 사용
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신뢰도분석을 실
시하였다. 둘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과 가설을 검증하
기 위해서 AMOS 20.0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실시
하였으며,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Preacher & 
Hayes(2008) 제안한 붓스트랩핑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성 분석
전체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에 대한 1차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결과
는 [표 1]과 같다. 먼저, 적합도를 살펴보면, TLI=.911, 
CFI=.920, RMSEA=.081, SRMR=.038로 나타나, 김주
환, 김민규와 홍세희[60]와 배병렬[61]이 제시한 적합
도 기준(TLI, CFI>.90, RMSEA, SRMR<.08)으로 판단
할 경우 RMSEA 수치만이 제시기준인 .08을 다소 상회
(.001)한다. 그러나 Steiger[62]는 RMSEA 기준에 대
해서 .01이면 이상적이며, .05이면 적합하며 .10이하이
면 어느 정도 적합하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항목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standardized factor loading) 수치는 [표 2]에서 나
타난 바와 같이 .5 이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1.965). 

1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
보한 변혁적 리더십과 정서적 안정감의 하위차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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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항목합산(item parceling)을 적용한 측정모형
(measurement model)에 대한 2차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한 결과, TLI=.984, CFI=.989, SRMR=.020, 
RMSEA=.063으로 나타나, 앞서 제시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각 변인에 대한 측정항목의 표준
화된 요인부하량(standardized factor loading)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5 이상이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1.965).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확인하기 위하
여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와 개념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와 수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모든 값들은 일반적 기준(개념신뢰도 .70 이상, AVE 
.50 이상)을 충족시켜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
하였다[63].

다음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확인하기 
위하여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와 개념신
뢰도(construct reliability)에 대한 수치를 산출하였
다. 산출 결과 모든 수치는 일반적 기준인 개념신뢰도 
.70 이상, AVE .50 이상을 충족시켜 집중타당성을 검
증하였다[63]. 다음으로 판별타당성(discriminant 

요인 항목

1차 확인적요인분석 2차 확인적요인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화 
오차
분산

t값 AVE 개념
신뢰도

Cronbach's 
α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화 
오차
분산

t값 AVE 개념
신뢰도 Cronbach's α 

변
혁
적

리
더
십

배려1 1 .864 .254

.767 .963 .963 1 .965 .069

.883 .958 .957

배려2 1.106 .818 .331 15.449***

배려3 .939 .823 .323 15.643***

배려4 .973 .861 .259 16.991***

배려5 1.133 .915 .163 19.291***

배려6 1.200 .912 .168 19.153***

배려7 1.149 .910 .172 19.082***

배려8 1.072 .899 .192 18.558***

지적1 1 .869 .245

.726 .914 .914 .963 .937 .122 29.568***지적2 1.006 .838 .298 16.229***

지적3 1.007 .829 .313 15.883***

지적4 1.085 .872 .240 17.525***

카리스마1 1 .853 .272

.755 .949 .947 .912 .917 .159 26.847***

카리스마2 .998 .894 .201 17.666***

카리스마3 1.059 .864 .254 16.535***

카리스마4 1.108 .876 .233 16.984***

카리스마5 1.096 .900 .190 17.897***

카리스마6 1.070 .825 .319 15.238***

교
사
신
뢰

신뢰1 1 .946 .105

.736 .918 .894

1 .946 .105

.737 .918 .894
신뢰2 .860 .809 .346 17.138*** .859 .807 .349 16.988***

신뢰3 .966 .866 .250 20.395*** .969 .868 .247 20.422***

신뢰4 .900 .804 .354 16.934*** .901 .805 .352 16.897***

정
서
적

안
정
감

행복감1 1 .801 .358
.705 .877 .866 1 .908 .176

.829 .936 .935

행복감2 .788 .854 .271 14.172***

행복감3 1.009 .862 .257 14.357***

집중감1 1 .728 .470

.639 .876 .870 .975 .917 .159 21.034***집중감2 1.077 .885 .217 12.756***

집중감3 .919 .762 .419 10.890***

집중감4 1.010 .814 .337 11.687***

만족감1 1 .914 .165
.713 .881 .873 1.043 .907 .177 20.473***만족감2 1.044 .875 .234 18.999***

만족감3 .911 .733 .463 13.328**

 ***P<.001
 1차 CFA: x2=1036.478, df=443, p=.000, TLI=.911, CFI=.920, RMSEA=.081, SRMR=.038
 2차 CFA: x2=261.424, df=71, p=.000, TLI=.960, CFI=.968, RMSEA=.089, SRMR=.020

표 2. 연구단위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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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ity)을 확인하기 위하여 두 개념간의 측정모델(자
유모형)과 제약모형 간 △χ2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측정모형에서 존재하는 두 변인 간의 관계 중 6개의 측
정모형(자유모형)과 제약모형 간 △χ2>3.84(df=1)로 나
타나,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4]. 판별타
당성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인 두 변인 간 상관계수
±2×S.E.가 ‘1’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 ‘1’
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변인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 잠재변수

에 대한 측정변수의 Cronbach's α 신뢰도 분석을 실
시하였다. 신뢰도 계수가 .918∼.951로 나타나, 일반적
인 기준인 .7[65]을 만족함으로서 측정변수들의 내적일
관성을 확인하였다. 

변인 변혁적 리더십 리더 신뢰 정서적 안정감

변혁적리더십 1

교사신뢰 .915(.025)** 1

정서적 안정감 .790(.050)** .809(.042)** 1

 **p<.01,  (수치) 상관관계 표준오차

표 3. 연구단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2. 구조모형의 적합도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TLI, CFI, 그

리고 RMSEA 지수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TLI는 .984(≥.90), CFI는 .989(≥.90), 
RMSEA는 .063(.08이하∼.10이하 수용)로, 앞서 확인
적 요인분석에서 밝힌 우종필[64]과 배병렬[61]이 제시
한 적합도 기준을 대부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의 구조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3. 가설검증 결과
앞서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연구모형이 적

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설 1∼3을 검증하였다. 구체적
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첫째, 변혁적 리더십과 리더 신뢰의 관계에 관한 가
설 1에 대한 검증결과,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 신뢰[경

로계수 추정치 .912(t=21.803, p<.001)]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리더 신뢰와 정서적 안정감의 관계에 관한 가
설 2에 대한 검증결과, 리더 신뢰는 정서적 안정감 경
로계수 추정치 .512(t=3.655, p<.01)]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설 경로 비표준
화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 채택

여부

H1
변혁적 리더십
→리더 신뢰

.912 .915 .042 21.803*** 채택

H2
리더 신뢰

→정서적 안정감
.512 .530 .140 3.655** 채택

H3
변혁적 리더십

→정서적 안정감
.295 .306 .137 2.148*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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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경로분석 검증결과

셋째, 변혁적 리더십과 정서적 안정감의 관계에 관한 
가설 3에 대한 검증결과, 리더 신뢰는 정서적 안정감
[경로계수 추정치 .295(t=2.148, p<.05)]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4]는 가설 4에 대한 검증결과로서 변혁적 
리더십이 리더 신뢰를 매개로 정서적 안정감에 미치는 
직·간접효과와 총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변혁적 
리더십이 정서적 안정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306이고 신뢰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484로 나타나 
변혁적 리더십과 정서적 안정감의 관계에 있어서 리더 
신뢰는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직
접효과보다 리더 신뢰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변혁적 리더십과 정서적 안정감의 관계에서 리
더 신뢰가 주효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설 4
는 채택되었다.

경로 표준화계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변혁적 리더십 → 리더 신뢰 915*** - .915

리더 신뢰 → 정서적 안정감 .530*** - .530

변혁적 리더십 → 정서적 안정감 .306* .484** .790
*p<.05, **p<.01, ***p<.001

표 5. 직·간접효과와 총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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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중등학생이 인식하는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습자의 정서적 안정의 관계에서 리더 신뢰
가 두 변인 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연
구문제를 설정하고 절차에 따라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 신뢰에 정적
(+)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한 연구가설 1은 채택되었
다. 즉, 중등학생이 인식하는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은 학급 구성원인 학생의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비슷한 맥
락의 선행연구[66][67]에서 보고된 바와 일치하는 것이
다. 이와 관련하여 조태수, 전용배, 문선호[68]과 조한
숙, 문혁준[69]은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은 수평적이며 
상호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특성으로 인
해 팔로어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지적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의 이러한 특성으
로 인한 조직원의 신뢰는 조직의 규모에 상관없이 광범
위한 수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로 파악된다. 
실제로, 소규모 태권도장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이 단원
들의 리더 신뢰에 정적 영향[67]을 미친다거나, 지방자
치단체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시민단체의 신뢰구축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70] 등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은 공공의 목표 달성
을 위해 각 개인의 사적인 감정과 이해관계 초월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조직원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진함
으로써 가치를 발휘한다.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학생
들이 인식하는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학급 구성
원들에게 리더 신뢰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은 구
성원들의 동기부여와 태도 그리고 성과에 영향을 미친
다[71-73]는 관련 논의는 학급 운영의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담임교사가 가져야 할 리더십의 방향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담임교사의 리더 신뢰는 학습자의 정서적 안정
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한 연구가설 2는 
채택되었다. 즉, 담임교사의 신뢰는 중등학생의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리더 신뢰성과 조직원의 정서적 안정 간의 
관계를 논의한 국내 연구가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
문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국내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인과관계를 유추하는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조직원의 심리적 안
정은 리더의 수평적 소통과 민주적 의사결정에 근거한 
변혁적 리더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와 관련하여 최현동[67]의 연구에서는 리더의 신뢰가 
학습자의 몰입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동함을 전제하
면서 몰입이 본질적으로 정서적 안정을 바탕으로 발생
되는 심리기재라는 점을 논의하였다. 결국, 정서적 안정
을 통해 발휘되는 몰입은 수행의 효율을 높이고 궁극적
으로 개인과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요인
[74][75]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경영 및 조직관련 연구
로 논의를 확대한다면 다양한 관련 현상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공동체 조직에서 조직원의 심
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리더에 
대한 조직원의 진정성, 믿음, 신뢰와 같은 정서 관련 변
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76-78]. 이들 연구들은 리더
는 조직원에 대한 언어, 행동, 공평무사한 처우, 명확한 
상벌 체계 실천 등과 같은 일관적 행동을 통해 신뢰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뢰는 조직원의 심리적 안정
을 회득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
조하고 있다[79][76][80]. 

어떤 형태의 공동체도 일단 공동체 구성이 확립되면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공동 목표를 지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인지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은 공동체의 공동 목표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혹은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개
인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참여의 형태이다[81][36]. 이는 담임교사와 학생을 중
심으로 구성된 학교와 교실도 예외가 아니다. 학생들은 
담임교사의 지침이나 지시를 맹목적이고 단순하게 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이해의 수준에 맞
게 재해석 하여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행동을 수정해 
나간다[12]. 이러한 과정은 학생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인지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개인적 발현과 몰입을 유
도하고[82], 자기실현을 위한 나름의 규제를 발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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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제가 된다. 또한, 담임교사가 보여주는 개인적 관
심과 배려, 경청의 자세는 학생으로 하여금 교사가 자
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든다. 이러한 느낌은 
학생이 스스로 학교와 교실생활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
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자아와 일치된 목표를 가지고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하다. 결국, 담임교사가 학급 구성원들로부터 받는 신뢰
는 학습자의 정서적 안정 차원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이 
학교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나름의 가치를 자유롭게 추
구하도록 장려하는 필요조건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셋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학습자의 정서적 
안정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한 연구가설 3
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박금희[83]의 연구에서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기반
으로 조직 몰입, 직무만족,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또
한, 이세희[48], 김동환[47], 박종근, 김용근[84] 등의 
연구에서 지도자의 변혁적 리더십은 참여자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와도 일
치하는 것이다. 조직의 리더는 조직원의 입장에서는 상
사이자 자신을 지휘하고 감독하며 상벌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담되는 존재일 수 있다. 특히 학생에게 있어 담
임교사는 학교와 교실 규범을 강제할 수 있는 척도로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당연
히 담임교사가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느냐는 학습자
의 심리, 정서적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와 관련하여 Ross와 Offermann[85]은 변혁적 리더십
이 다른 유형의 리더십에 비해 상당한 부분 지배적, 공
격적, 비판적 성향이 적은데, 이는 리더의 입장과 이익
보다는 조직과 조직원의 이익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으
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변혁적 리더십의 속성 때문으로 
설명한다. 즉,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조직에서는 리
더와 조직원이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참여
하게 되며 조직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리더와 이
견을 조율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 분
위기는 조직원의 정서적 안정을 가져오게 되며 나아가 
효율적인 조직목표 달성의 조건이 된다. 담임교사가 발
휘하는 변혁적 리더십은 교실 구성원에게 다양한 의사
결정과정의 참여가 열려있음을 명시적, 암묵적으로 보

여주는 메시지이며, 교실 구성원인 학생은 언제든지 자
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관철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에 안도하며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 이전 세대보다 훨씬 
자유롭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지금의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보다 교실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
는 바가 크다. 

넷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습자의 정서적 
안정감의 관계에서 교사신뢰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
로 설정한 연구가설 4는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
구에서는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습자의 정서
적 안정감의 관계에서 교사신뢰는 부분 매개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까지 국내·외 연구
에서는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 효율성, 조직 유
효성의 관계에서 신뢰의 매개효과를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46][86][87]. 
조직의 운영과 목표달성의 효율 및 효과성은 조직원 심
리 및 정서 상태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변
수를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는 논의들이 이어져 왔다
는 것이다. Podaskoff 등[22]은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
원의 만족감을 토대로 하는 정서적 안정과 직접적인 상
관관계에 있으며, 상사에 대한 신뢰를 매개변수로 하여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원이 정적 관계를 확인하고 조직
원에 대해서 리더가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
조하기도 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진규, 박지환[88]
은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만족 관계에서 지도자 신뢰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고 정학범[89]은 리더에 대한 조직
원의 신뢰가 변혁적 리더십과 정서적 몰입에 부분매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를 포함하여 이러한 결과들은 담임교사가 교
사에게 부여된 전통적인 권위와 이를 전제하는 일방적 
리더십을 내려놓고 학급 구성원인 학생과 수평적이며 
양방향 소통을 강조하는 변혁적 리더십을 통해 안정적
인 교실 운영은 물론이고 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학생의 정서적 안정
은 결국, 담임교사가 의도하는 교실 운영의 목표 즉, 학
생의 성공적인 학교생활과 학업 만족, 학업 효율 개선
을 위한 심리적, 정서적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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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문제임을 전술하였다. 또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
더십이 정서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는 데 이를 효과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가 학생들로부터 신
뢰를 얻어내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
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담임교사
의 관점과 의사를 일방적으로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학
급 조직 내에서의 상벌이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일관적인 커뮤니케이
션 방식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궁극적
으로 학급 조직 내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4][5][22].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학급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인 
관심의 동력을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리더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실무적 관점의 시사라고 한다면, 이를 보다 순수
한 이론적 관점으로 확장시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예
컨대,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이 의사소통에 있다
고 한다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표현되고 
구성원 간의 소비 방식은 무엇이며 어떻게 의미를 완성
하는가와 같은, 고전적 인식론을 뛰어 넘는 사회구성주
의적 관점의 논의들이 그것이다. 다시말해, 지금까지의 
연구와 각종 논의들이 대부분 명시적인 관점에서 표피
적으로 들어나는 구성원의 커뮤니케이션 작동 방식과 
효과들 있다면 이른바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 
[92][93]으로 불리는 암묵적 차원의 상호 이해를 어떤 
방식으로 추적하고 기술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
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교사와 같은 리더가 암묵적 차
원의 실천적 지식을 바탕으로 구사하는 비언어적 커뮤
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사회구성주의를 표방하는 질
적연구 특히 민속방법론, 상황학습이론 등에서 일부 논
의되고 있지만 학교교육 및 경영 콘텐츠 분야에서는 여
전히 낯선 담론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단순히 일개 
학급 구성원 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넘어 중소규모의 
조직 리더가 어떠한 관점과 태도로 구성원을 이끌 것인
지에 대한 단편적 시사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추후 논
의할 방향과 내용이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원의 팔로우십 및 정서, 
심리상태와 조직 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경영학 연
구에서 주를 이루어 왔다. 또한,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 
효과와 관련된 논의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가시적인 성
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용이한 분야에서 집중되어 
왔다는 점을 전술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조직과 공동체 작동원리에 대한 탐구로 확장시킬 필요
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객관적 관점의 양적 접
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
다. 연구 대상 역시 대부분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는 점도 한계라 할 수 있으며 전술한 한계는 본 연구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힌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는 질적 이해를 지향하는 자연주의 패러다임에 근거하
여 공동체 조직원과 조직을 이끄는 리더와 관계에서 발
생하는 다양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
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지역과 대상으로 
연구를 확장시킴으로서  정체되어 있는 리더십 연구에 
새로운 쟁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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