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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의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이 학생 운동선수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체육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고의석 
대구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The Effect of Coach's Transformational·Transactional Leadership on 
Athlete's Self-Efficacy among Physical Education High School Students

Wi-Sug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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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학생 운동부 감독의 변 ·거래  리더십이 학생 운동선수들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것에 목 이 있다. 연구의 상은 S시와 D시에 소재한 2개의 체육고등학교에 재학 인 학생 운동선수를 모집단으로 선정하
여 비확률 표본추출법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총 400명을 표집 하 다. 회수된 258부의 설문지  질문 문항의 일
인 처리 혹은 무응답, 잘못된 기입 등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단되어지는 39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19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SPSS 20.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  리더십의 지  

자극이 자기효능감의 자기 조  효능감에 가장 큰 정  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거래  리더십의 조건  보상이 

두 번째로 큰 정  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다. 둘째, 변  리더십의 감  동기가 자기효능감의 자신감에 가장 

큰 정  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거래  리더십의 외  리는 자신감에 오히려 부정  향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변 ·거래  리더십은 자기효능감의 과제 난이도 선호성에는 통계  유의수  하에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coaches' transformational·transactional leadership
on athletes' self-efficacy among high school students. A total of 400 high school athletes from S and D city were 
selected through the convenience sampling method. A total of 258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and 39 were discarded
due to missing values. Therefore, a total of 219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using SPSS 20.0. This study found the
following: First, the intellectual stimulation of leadership had the greatest effect on self-regulated efficacy of 
self-efficacy. Second, inspirational motivation of leadership had the greatest effect on confidence of self-efficacy. 
Third, leadership factors did not affect task difficulty preference of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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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학생 운동선수들의 일탈이 심화되면서 사회  

문제로 두되고 있다. 학생 운동선수들은 부분 외부

와는 차단된 엄격한 합숙생활을 하며 폐쇄 인 그들만의 

선후배 문화를 이어오는 경우가 많다[1]. 일 로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 하에 선배가 후배를 야구 방망이로 구타

하거나,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음주 후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있다[1]. 나아가 선배가 후배를 상 로 강제 성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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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지르기도 한다[2]. 이러한 학생 운동선수들의 일
탈을 방지하기 하여 다양한 사회  심과 주변의 지

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기효능감의 상승은 이러한 다양한 사회  일

탈 행 를 스스로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5].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스
로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으며, 음주
행  는 폭력행 에 한 개입을 낮출 수 있다[3-5]. 
특히 Mcmahon et al.[5]은 자기효능감을 폭력성과 공격
성을 조 하는 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한 자기효능

감은 성폭력  성추행과 같은 일탈  성행동에 한 개

입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6,7]. 즉 학생 운동선수들
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은 이들의 사회  일탈행 를 

스스로 방지하는 효과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효능감이란 특정 목표를 이루기 한 행동을 성공 으로 

수행 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8,9]. 그러나 특정 목표를 이루기 한 자신에 한 신
념뿐만 아니라 실천  기술까지 포함되며, 목표 달성을 
하여 지속 으로 노력하는 지속성 한 자기효능감에 

포함된다[8,9]. 한 자기효능감은 반복된 과제 련 경

험을 통하여 진 으로 발달할 수 있다[8,9]. 한편, 이
러한 자기효능감은 학생 운동선수들이 매일같이 마주하

는 감독의 리더십 유형에 따라 높아질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리더의 변 ·거래  리더십은 

각 구성원들의 자기효능감 발달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13]. 즉, 학생 운동부의 리더
인 감독의 변 ·거래  리더십은 구성원인 학생 운동

선수들의 자기효능감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세
부 으로 변  리더십은 구성원들 스스로의 의지에 의

하여 자기 리  자기계발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며, 이
로 인해 자기효능감을 키워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14]. 
즉, 변  리더십은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임하고 자

율성을 보장함으로써 구성원들의 독립성을 높여주는 것

으로 생각된다[15-18]. 변  리더십은 부분  변화가 

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에서 근본  변화를 주도해 나가

며,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에게 장기  비 을 제시하고, 
동기를 유발하여 개인의 성취 욕구를 고무시켜 주며, 과
제나 문제 해결을 한 새로운 근 방법을 제시하여 개

인 스스로의 노력을 고양시킨다. 변  리더십은 크게 

감  자극, 개별  배려, 카리스마, 지 자극과 같은 

하  요인으로 구성된다[19-21]. 
감  자극은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명확한 기 치를 

제시하여 감  동기를 부여하고 맡은 역할에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21]. 개별  배

려는 리더가 각 구성원들의 개별 인 욕구와 가치  등

을 면 히 살피는 심과 배려를 보임으로써 구성원들의 

능력을 최 한 발휘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19]. 
카리스마는 구성원들이 리더에 하여 강한 정서와 동일

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변  리더십에서 비교  표

 특성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19]. 지 자극은 구

성원들이 조직 내 다양한 문제들에 하여 문제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을 개발하도록 자극하여 스스로 문제

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19].
거래  리더십은 리더가 이해 계 충족여부에 따라 

보상이나 제재를 사용하여 과제를 성공 으로 완수하도

록 동기부여 시키는 형태의 리더십이다. 거래  리더십

은 크게 조건  보상과 외에 한 리의 두 가지 요

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21,22]. 조건  보상은 리더가 구

성원들에게 목표와 보상을 명확히 제시하여 구성원들의 

행동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21,22]. 즉, 성과
에 따르는 명확한 가로 일종의 ‘조건  약속’을 포함
한다고 할 수 있다[21,22]. 외에 한 리는 구성원들
의 성과가 기 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리더의 극  개

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이 때로는 
부정 인 피드백, 비난, 처벌 등의 비효과 인 형태로 이

루어질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19].
한편,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독의 변 ·거래  

리더십은 학생 운동 선수들의 자기효능감을 상승시켜 다

양한 사회  일탈 행 를 방지할 수 있는 요한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감독의 거래 ·변  리

더십이 학생 운동 선수들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에 

한 충분한 기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2 가설 설정 

그동안 변 ·거래  리더십에 한 연구[15-22], 자
기효능감에 한 연구[3-9]는 각각 꾸 히 진행되어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운동부를 상으로 이들의 
리더인 감독의 변 ·거래  리더십이 학생 운동선수들

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에 한 세부  연구는 충

분히 진행되지 않았다. 
즉, 본 연구에서는 신체 ·정신  성장기에 있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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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학생 운동선수들을 연구 상으로 설정하여, 감독
의 리더십 유형이 학생 운동선수들의 자기효능감에 미

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다음과 같
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가설을 설정하 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리더의 변 ·거래  리더십은 구성원

의 자기효능감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10-13].

연구가설: 감독의 변 ·거래  리더십은 학생 운동

선수의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  향

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S시와 D시에 소재한 2개의 체육고
등학교에서 학생 운동선수 400명을 표집 하 다. 자료 
수집은 2014년 10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실시되었
다. 설문 실시 , 설문의 목 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자발 으로 동의한 상자들에게만 설문

지를 배부하 다. 한 연구의 익명성  응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고지하 다. 
최종 회수된 258부(응답률 64.5%)의 설문지  질문문
항의 일 인 처리 혹은 무응답, 오기입 등 신뢰성이 떨
어진다고 단되어지는 39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19부가 분석에 사용 되었다. 

 

2.2 연구도구

리더십 유형을 측정하기 한 척도는 Bass[19]가 개
발한 다요인 리더십 질문지 MLQ(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를 국내의 김형철[20]이 번안
한 것을 토 로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 다. 먼  변  리더십을 측정하기 한 문항

은 카리스마(charisma; 4문항), 지  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 4문항), 개별  배려(individualized 
consideration; 4문항), 감  동기(inspirational 
motivation; 6문항)를 포함한 4가지 요인 20문항을 구성
하 다. 를 들면, “우리 코치 선생님은 내가 스스로 훈
련에 열정을 갖게 한다.”(카리스마), “우리 코치 선생님

은 나에게 훈련 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도록 자극한다.”(지 자극), “우리 코치 선생님은 
나의 개인 인 문제에 심을 보여주신다.”(개별  배

려), “우리 코치 선생님은 내가 하는 훈련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주신다.”( 감  동기) 등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거래  리더십은 조건  보상(contingent 
reward; 4문항)과 외  리(management by 
exception; 3문항)를 묻는 2가지 요인 8문항으로 구성하
다. 를 들면, “우리 코치 선생님은 내가 보상을 받으
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해 이야기 하신다.”(조건
 보상), “우리 코치 선생님은 나에게 정해진 규칙과 
차를 따르도록 강조 하신다.”( 외  리) 등과 같은 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에 한 응답은 ‘  그 지 않

다’가 1 에서, ‘매우 그 다’가 5 이다. 수가 높을수
록 리더십이 더 높은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하여 김아 [23]의 연구에

서 사용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하  요인

으로는 자기조  효능감(self-regulated efficacy, 10문
항), 자신감(confidence; 6문항), 과제난이도 선호(task 
difficulty preference; 4문항)의 세 가지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를 들면, “나는 일을 조직 으로 처리

하는 편이다.”(자기조  효능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자신감), “어렵거나 도
인 일을 시도하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과제난이도 
선호) 등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에 한 응답
은 ‘  그 지 않다’가 1 에서, ‘매우 그 다’가 5
이다. 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단할 수 있다. 

2.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를 한 자료처리  분석에는 SPSS Window 
Version 22.0을 사용하 다. 인구통계학  정보에 한 

분석을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 으며, 연구도구의 신
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기 하여 탐색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변 ·거래
 리더십의 하  구성요인별로 자기효능감과의 인과

계와 상  향력을 더욱 세부 으로 알아보기 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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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

Gender
Male 141 64.38

Female 78 35.62

School year
1st 84 38.35
2nd 63 28.76
3rd 72 32.89

Exercise 
career

2 years or under 36 16.43
3 to 5years 106 48.40
5 to 8years 50 22.83

9 years or above 27 12.34
Total 219 100.0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N=219)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는 남성(64.4%)의 비율이 여성(35.6%)보
다 높게 나타났다. 이들  1학년에 재학 인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8.4%). 한 운동경력은 

3-5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48.4%)[Table 2].

Item
*Factor

1 2 3 4
Item1 .831 .185 .249 .214
Item2 .817 .265 .201 .230
Item3 .713 .071 .386 .254
Item4 .680 .375 .256 .154
Item5 .632 .336 .263 .248
Item6 .592 .375 .275 .262
Item7 .105 .791 .287 .231
Item8 .365 .677 .263 .269
Item9 .397 .660 .130 .317
Item10 .337 .639 .354 .167
Item11 .263 .271 .781 .263
Item12 .337 .202 .700 .267
Item13 .310 .328 .698 .195
Item14 .390 .327 .607 .344
Item15 .153 .182 .162 .812
Item16 .257 .252 .263 .740
Item17 .325 .237 .328 .704
Item18 .356 .438 .235 .550

Eigenvalue 4.248 3.108 2.969 2.874
Variance(%) 23.60 17.26 16.49 15.96
Cronbach's α .916 .868 .887 .864

KMO=.943  Bartlett=3027.033 df=153 sig=.000
*Factor, 1=inspirational motivation, 2=individualized 
consideration, 3=charisma, 4=intellectual stimulation

Table 2. Summary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transformational leadership

3.2 요인분석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별하기 하여 Cronbach’s 
alpha값을 산출하 으며 타당도를 검증하기 하여 탐

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
을 추출하기 하여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를 사용하 으며, 요인 재치의 단순화를 하
여 직교회 방식(varimax)을 채택하 다. 본 연구에서 
문항의 선택기 은 고유값(eigen value)은 1.0 이상, 요
인 재치는 .40이상을 기 으로 하 다[24].
변  리더십에 한 요인분석 결과, 설명된 총 분산

은 73.31%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20]의 이론구조와 동
일하게 3개의 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Table 2]. 다만 
item18이 요인2에서 .43으로 .40이상의 수치를 나타내었
지만 요인4에서 .55로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선행연구의 이론구조[20]를 바탕으로 하여 제거하지 않
고 요인4에 포함하 다. 신뢰도에 있어서도 모든 요인이 
Cronbach’s Alpha .86이상의 합한 신뢰도를 나타냈다
[24].
거래  리더십에 한 요인분석 결과, 설명된 총 분산

은 68.54%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20]의 이론구조와 동
일하게 2개의 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Table 3]. 신뢰
도에 있어서도 모든 요인이 Cronbach’s Alpha .80이상
의 합한 신뢰도를 나타냈다[24].

Item
*Factor

1 2
Item1 .901 .029
Item2 .877 .023
Item3 .841 .008
Item4 .789 .075
Item5 -.063 .898
Item6 -.008 .856
Item7 .179 .803

Eigenvalue 3.173 2.312
Variance(%) 39.65 28.89
Cronbach's α .873 .808

KMO=.758  Bartlett=718.530 df=21 sig=.000
*Factor, 1=contingent reward, 2=management by exception 

consideration

Table 3.  Summary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transactional leadership

자기효능감에 한 요인분석 결과, 설명된 총 분산은 
51.7%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20]의 이론구조와 동일하
게 2개의 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Table 4]. 다만 item19
가 요인1에서 .45으로 .40이상의 수치를 나타내었지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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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Charisma 1

2.Intellectual stimulation .716* 1
3.Individualized consideration .730* .708* 1

4.Inspirational motivation .758* .692* .724* 1
5.Contingent reward .481* .391* .574* .587* 1

6.Management by exception .133* .168* .023 .230* .068 1
7.Self-regulatory efficacy .277* .351* .278* .278* .291* .122 1

8.confidence .109 .034 .144* .159* .149* -.223* .085 1
9.Task difficulty preference -.076 -.083 -.068 .000 -.036 .083 .261* .098 1

*A correlation coefficient has the significant meaning at 0.05(both sides)

Table 5. Analysis of the Correlation 

인3에서 .61로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선행연구
의 이론구조[20]를 바탕으로 하여 제거하지 않고 요인4에 
포함하 다. 신뢰도에 있어서도 모든 요인이 Cronbach’s 
Alpha .61이상의 합한 신뢰도를 나타냈다[24].

Item
Factor

1 2 3
Item1 .771 .103 -.061
Item2 .754 .127 .008
Item3 .737 .085 -.038
Item4 .726 .018 -.066
Item5 .703 .221 -.078
Item6 .614 -.030 .302
Item7 .604 -.015 -.076
Item8 .518 -.072 .247
Item9 .511 .010 .154
Item10 .504 -.198 .257
Item11 -.015 .807 -.017
Item12 -.091 .801 -.064
Item13 .069 .736 .034
Item14 .204 .691 .069
Item15 .043 .690 .148
Item16 .029 .688 .005
Item17 -.134 .336 .692
Item18 -.179 .280 .674
Item19 .450 -.187 .619
Item20 .368 -.242 .597

Eigenvalue 4.699 3.674 1.970
Variance(%) 23.49 18.36 9.85
Cronbach's α .851 .842 .617

KMO=.813  Bartlett=1746.186 df=190 sig=.000

Table 4. Summary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self-efficacy

3.3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단일차원성이 입증된 각 연구단 별 

척도들에 하여 서로의 계가 어떠한 방향이며, 어느 
정도의 계를 갖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상 계 분석

을 실시하여 [Table 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3.4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이 자기 조절효능

감에 미치는 영향

[Table 6]에서 모델 1을 보면 카리스마와 지  자극은 

자기 조  효능감의 변량을 12.4% 설명하고 있으며, 지
 자극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기 조  효능감도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3.44, p=.001). 모델 2는 모
델 1에서 개별  배려와 감  동기를 추가로 회귀시킨 

것으로 모델 1에 비해 0.2% 더 설명하고 있고, 모델 1과 
마찬가지로 지  자극(t=2.82, p=.005)이 자기 조  효능

감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
은 모델 2에서 조건  보상과 외  리 요인을 추가

로 회귀시킨 결과다. 모델 3은 자기 조  효능감의 변량

을 15.8%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델 2에 비해 3.2% 
더 설명하고 있는데, 지  자극(t=3.08, p=.002)과 조건
 보상(t=2.62, p=.009)요인이 자기 조  효능감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조  효능감

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변수들 간의 상  향력을 평

가하면, 지  자극(β=.23)이 자기 조  효능감에 가장 

큰 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은 조건
 보상(β=.16)이 두 번째로 큰 향력을 보이는 변수이
다.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 공선

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 할 수 있고, Durbin- 
Watson은 2.08로 기 값인 2에 근 하고 0 는 4에 가
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단되어 회귀모형이 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18].

3.5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이 자신감에 미치

는 영향

[Table 7]에서 모델 1을 보면 카리스마와 지  자극은 

자기 조  효능감의 변량을 1.6% 설명하고 있으며, 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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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SE β t(p) SE β t(p) SE β t(p)

Constant .35 - 7.43 .39 - 5.45 .45 - 6.13
(.000)

Charisma .11 .17 1.79 .13 .00 .00 .13 -.00 -.02
Intellectual stimulation .11 -.09 -.93 .12 -.20 -1.94 .12 -.15 -1.46

Individualized consideration .14 .14 1.34 .15 .03 .28
Inspirational motivation .13 .19 1.70 .14 .27 2.32*

Contingent reward .10 .04 .55
Management by exception .06 -.26 -3.85***

R=.016, modified R=.007,
F=1.731, p=.179

R=.045, modified R=.027,
F=2.537, p=.041

R=.109, modified R=.084,
F=4.336,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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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Hierarchical analysis test result of the effect of transformational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on confidence

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SE β t(p) SE β t(p) SE β t(p)

Constant .21 - 11.90 .24 - 10.07 .27 - 7.42
Charisma .06 .03 .57 .08 .00 .10 .08 .00 .11

Intellectual stimulation .06 .23 3.44*** .07 .21 2.82** .07 .237 3.08**
Individualized consideration .09 .02 .30 .09 -.021 -.22

Inspirational motivation .08 .03 .43 .08 -.055 -.63
Contingent reward .06 .169 2.62**

Management by exception .03 .041 1.05

R=.124, modified R=.116,
F=15.347, p=.000

R=.126, modified R=.110,
F=7.717, p=.000

R=.158, modified R=.134,
F=6.613,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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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Hierarchical analysis test result of the effect of transformational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on self-regulated 
efficacy

스마와 지  자극 요인에서는 통계  유의수  하에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는 모델 1
에서 개별  배려와 감  동기를 추가로 회귀시킨 것

으로 모델 1에 비해 2.9% 더 설명하고 있지만, 모델 1과 
마찬가지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은 모델 2에서 조건  보상과 외  리 요인을 추가

로 회귀시킨 결과다. 모델 3은 자기 조  효능감의 변량

을 10.9%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델 2에 비해 6.4% 
더 설명하고 있는데, 감  동기(t=2.32, p=.021)를 높
게 지각할수록 자신감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나 외  리(t=-3.85, p=.000)요인을 높
게 지각할수록 자기효능감의 자신감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변수들 간의 상  향

력을 평가하면, 감  동기(β=.27)이 자기효능감의 자
신감에 가장 큰 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은 외  리(β=-.26)가 두 번째로 부정  향력

을 보이는 변수이다.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 공선성

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 할 수 있고, Durbin- 
Watson은 2.13로 기 값인 2에 근 하고 0 는 4에 가
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단되어 회귀모형이 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18].

3.6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이 과제 난이도 선

호성에 미치는 영향

[Table 8]에서 모델 1을 보면 카리스마와 지  자극은 

자기 조  효능감의 변량을 0.7% 설명하고 있으며, 카리
스마와 지  자극 요인에서는 통계  유의수  하에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는 모델 1
에서 개별  배려와 감  동기를 추가로 회귀시킨 것

으로 모델 1에 비해 1.3% 더 설명하고 있지만, 모델 1과 
마찬가지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은 모델 2에서 조건  보상과 외  리 요인을 추가

로 회귀시킨 결과다. 모델 3에서도 리더십 하 요인들이 

과제 난이도 선호성에 통계  유의수  하에서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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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SE β t(p) SE β t(p) SE β t(p)

Constant .27 - 11.42 .31 - 9.84 .37 - 8.11
Charisma .09 -.03 -.34 .11 -.10 -.92 .11 -.10 .36

Intellectual stimulation .09 -.05 -.60 .10 -.09 -.88 .10 -.11 .29
Individualized consideration .11 -.06 -.53 .12 -.01 .90

Inspirational motivation .10 .19 1.67 .11 .17 .15
Contingent reward .08 -.04 .64

Management by exception .05 .07 .27

R=.007, modified R=-.002,
F=.809, p=.447

R=.020, modified R=.002,
F=1.105, p=.355

R=.027, modified R=-.001,
F=.972, p=.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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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Hierarchical analysis test result of the effect of transformational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on task difficulty
preference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 공선성

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 할 수 있고, Durbin- 
Watson은 1.93로 기 값인 2에 근 하고 0 는 4에 가
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단되어 회귀모형이 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18].

4. 논의

본 연구의 결과 체육고등학교 운동부 감독의 변 ·
거래  리더십은 학생 운동선수의 자기효능감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13]. 세부 으로 자기효능감의 자기 

조  효능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변수들 간의 상  

향력을 평가하면, 변  리더십의 지  자극이 자기 

조  효능감에 가장 큰 정  향을 보이는 변수로 나

타나고 있으며, 다음은 거래  리더십의 조건  보상이 

두 번째로 큰 정  향력을 보이는 변수이다. 먼  변

 리더십의 지 자극 요인은 구성원으로 하여  문제

에 한 인식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에서 문제를 바

라보도록 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19]. 즉, 지
도자는 구성원에게 재 당면한 문제를 리더 자신이 제

시한 미래 비 의 개념에서 바라보도록 하며, 그러한 시
각 개념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근하도록 자극한

다. 이를 해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의 기존 가치, 믿음
(확신), 기 ( 상) 등에 해 의구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한 재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비합리 이거나 진부

한 조직의 가치, 철학  신념, 기  등에 해서 회의감

을 느끼도록 자극해야 한다[19]. 이러한 지 자극은 자

신의 행동을 찰해 자신의 목표 기 에 비추어 수행을 

단하는 자기조  효능감에 정  향을 미칠 수 있

다. 자기 조  효능감은 정 이라면 새로운 목표를 설

정하고 부정 이라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해 부가

인 행동을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20]. 자기 조  즉, 
자기- 찰, 자기- 단인 인지 과정과 자기-반응의 동기 
과정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한 효능기 로서[9], 감
독의 지  자극에 의해 학생운동선수들의 자기 조  효

능감은 많은 향을 받게 될 수 있다. 
조건  보상 요인은 구성원의 이해 계 충족여부에 

따라 그들의 동기부여가 결정된다는 것으로, 이 교환
계를 활용해 구성원들에 한 보상과 제재, 성과-결과에 
한 확실한 기 를 제공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동기와 

성과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19]. 즉, 조건  보상은 

목표에 한 명확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설정된 목표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자기 조 을 해나가는 과정인 자기조

효능감에 정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건  보상 요인은 제시된 목표수 이 평범하거나 일상

으로 반복되는 과제인 경우에 더욱 효과 인 리더십이 

될 수 있다[21,25]. 그러나 우리나라 체육고등학교만의 
특이한 문화  제약이 있고, 시간상의 압박, 정  강화

(positive reinforcement)의 효과에 한 불신, 기량이나 
자신감의 부족 등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심리 인 

면들도 있다[21,25]. 
자기효능감의 자신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변수들 간

의 상  향력을 평가하면, 변  리더십의 감  

동기가 자신감에 가장 큰 정  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으며, 거래  리더십의 외  리는 오히

려 부정  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  리

더십의 감  동기는 리더가 제시한 목표에 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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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동조함으로써 리더와 구성원의 목표가 동일시되어 

구성원들의 능력을 최 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더십이다[26]. 구성원들에게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
시키는 방법을 제시해 으로써 구성원들의 기 를 자

극하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경우라 하겠다. 학생 운동부
의 감독은 부분 운동선수 출신으로서 어떤 삶에 비

을 가져야 하는지 학생 운동선수들에게 많은 감 인 

조언으로 기 를 자극하여 자신감을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
거래  리더십의 외  리는 조건  보상과 립

되는 개념으로 구성원이 기 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리더가 직  간섭하여 주어진 성과를 달성하도록 

만드는 경우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거래  리더십의 

외  리가 자기효능감의 자신감에 오히려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ss[19]는 때론 부정
 피드백(negative feedback)이나 처벌로 인해, 조건  

보상이 가지는 정  효과를 해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 하고 있다. 학생 운동부의 감독은 승패와 결과에 치
한 나머지 외  리 요인에 치 된 리더십 경향성

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감독은 학생운동선수들
에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해 목표를 달성하기 한 

차에서 벗어나려는 단서가 제공될 때 개입하여 조치를 

취할 것인지, 정해진 차에서 벗어났을 경우에만 개입
하여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잘 단해야 한다. 
변 ·거래  리더십은 자기효능감의 과제 난이도 

선호성에는 통계  유의수  하에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의 학생 운동부는 감독과 학생 

운동선수 간에 일방  커뮤니 이션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학생운동선수에 의해 설정되는 자기 목표는 배제되는 경

우가 많다. 과제 난이도가 감독에 의하여 설정되는 경우
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변 ·거래  리

더십이 과제 난이도 선호성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Bandura[9]의 사회인지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동기와 행동은 미래를 어떻게 견하느냐

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이 견 조  기제는 상황에 

따른 결과기 도 있지만 기본 으로 기 하는 결과를 

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과 련된 지각

된 자기효능감인 것이다. 감독에 의해 결과 기  수 이 

정해지는 것은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한 올바른 리더십

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학생 운동부 감독의 변 ·거래  리더십

이 학생 운동선수들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변
 리더십의 지  자극이 자기효능감의 자기 조  효

능감에 가장 큰 정  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으

며, 거래  리더십의 조건  보상이 두 번째로 큰 정  

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다. 지  자극은 감독이 

학생 운동선수 스스로 재 당면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도록 내면의 동기를 유발하는 

근법인 반면, 조건  보상은 물질  보상과 제재등과 

같은 외  요인을 통하여 학생 운동선수의 노력을 이끌

어 내는 방법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감독
은 이 두 가지 근법을 히 함께 사용하 을 때 학

생 운동 선수들의 자기 조  효능감을 극 화 시킬 수 

있다. 학생 운동선수 지도에 있어서 내면의 동기 유발과 
더불어 외  보상 한 충분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변  리더십의 감  동기가 자기효능감의 

자신감에 가장 큰 정  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

으며, 거래  리더십의 외  리는 자신감에 오히려 

부정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  리

는 구성원들의 성과가 기 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리더

의 극  개입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다. 그러나 감독의 이러한 개입이 부정 인 피드백, 비난 
 처벌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학생 운동선수들의 

자신감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변 ·거래  리더십은 자기효능감의 과제 난

이도 선호성에는 통계  유의수  하에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andura[27]는 성공경험(mastery 
experiences), 리  경험(vicarious experiences), 언어
 설득(verbal persuasion), 생리 ·정서  상태

(physiological and affective states) 4가지 요소를 통해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고 했는데, 감독은 이를 
히 활용해 학생운동선수들이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질 수 

있는 난이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결론 으로 학생 운동부 감독이 변 ·거래  리더

십을 히 활용한다면 학생 운동선수들의 자기효능감

을 효과 으로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기효
능감의 상승은 학생 운동선수들의 폭력  음주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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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회  일탈행 를 스스로 방지하는 하나의 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신체 ·정신  성장기에 

있는 학생 운동선수들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의 한 형

성은 성인이 된 이후의 사회생활을 원만히 이루어 나가

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부분의 학생 운
동부 감독의 리더십은 신체  훈련을 강조하는 역할에 

치 되어 왔지만,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기를 
보내는 학생운동선수들에게 올바른 자기효능감을 형성

할 수 있는 환경과 조언을 제시해 주려는 노력 한 필

요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 논의  제한 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 상은 S시와 D시에 소재한 2개

의 체육고등학교에 재학 인 학생 운동선수이다. 즉, 체
육고등학교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인 학생 운

동선수를 포함하는 후속 연구를 실시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생 운동선수의 운동종목은 고

려하지 않았다. 즉, 후속연구에서는 학생 운동선수의 운
동종목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의 변 ·거래
 리더십으로 상승된 학생 운동선수의 자기효능감이 이

들의 사회  일탈행  방지에 실제 으로 직간  향

을 미치는지에 한 통합  후속 연구가 실시된다면 매

우 의미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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