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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셀프리더십을 매개로 배드민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과 임파워먼트 및 운동만족의 관

계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유의표집법을 이용하여 전국의 배드민턴 선수들을 대상으

로 총343부의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에 이용하였다. SPSS18.0과 AMOS 18.0을 이용한 기술통계분

석과 탐색 및 확인적 요인분석, 그리고 신뢰도분석을 통하여 자료의 정규분포와 각 요인들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른 각 요인들의 관계는 상관분석과 구조모형분석을 적용하였

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배드민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은 임파워먼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배드민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은 셀프리더십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배드민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은 운동만족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임파워먼트는 운동만족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셀프

리더십은 운동만족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서번트 리더십과 운동만족의 관계

에대하여임파워먼트와셀프리더십은간접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주요용어: 배드민턴지도자, 서번트리더십, 운동만족, 임파워먼트.

1. 서론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나 우수선수들의 경기력과 관련

된 심리적 파워를 규명한 연구 (김성훈 등, 2010; 김수연과 강길현, 2010; 박지민과 신현구, 2009; 성낙

광, 2011)에서는 우수선수들일수록 자신의 훈련이나 생활에 대하여 자기 주도적 사고를 가지고 자신과

의 싸움을 보다 적극적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주도적 사고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를 바탕으로 자기교정, 자기통제 및 자기강화의 인지적 사고로 형성되는 자발적 행동전략 (김

슬예 등, 2011; Neck과 Houghton, 2006)으로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한 주체의식을 가지게 한다. 자기

주도적 사고의 가치와 효능을 규명한 연구에 의하면 자기 주도적 사고는 개인의 자기조절능력 (손복영

과 양옥승, 2011), 학업의 성취도 (소연희, 2011), 자기효능감 (주동범과 전운순, 2011), 태도 (김수연과

강길현, 2010; 김슬예 등, 2011) 및 몰입 (김영민, 2011; 장태원과 홍아정, 2011)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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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수들의 자기 주도적 사고의 개념으로 셀프리더십이 제시되고 있다 (김민정과 조광민, 2011;

박영민 등, 2011; Manz과 Neck, 2004). 셀프리더십은 스스로가 자신의 행위나 내면적 심리상태에 대

한 철저한 자기관찰과 자기비평을 통해 개인의 목표설정 및 자기교정을 유발하는 인지 및 행동전략이다

(Anderson과 Prussia, 1997; Houghton과 Neck, 2002). 그리고기존의리더십들이다른사람들의행동

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셀프리더십은 자율적 사고 및 결정을 통해 자신

의 인지 및 행동을 주도적으로 통제하는 리더십이다. 따라서 셀프리더십의 특성을 근거로 선수들의 경

기력에대한셀프리더십의기여도를분석하기위한연구 (김민정과조광민, 2011; 조병섭, 2011)들이진

행되었으며 연구결과 셀프리더십은 경기력과 학습능력을 결정하는 결정요인임이 밝혀졌다. 또한 셀프

리더십은 경기력과 학습능력 외에도 선수들의 심리적 파워인 임파워먼트 (이호선과 권명은, 2007)와 운

동만족 (이충훈등, 2006; 신승엽, 2007)의형성에도긍정적으로기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임파워먼트는 자신에 삶과 직무에 대한 긍정적 사고와 적극적 충만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전반적 과정

이다 (이미숙등, 2012; 양필석, 2008; Conger와 Kanungo, 1988; Thomas와 Velthous, 1990; Spreitzer,

1995). 따라서 임파워먼트는 주변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지를 형성하여 선수들로 하여금 경기와 훈련 및

선수생활 전반에 대한 긍정적 정서 (성시백 등, 2011)와 운동만족 (김수연과 강길현, 2010)의 형성을 촉

진한다. 지금까지 선수들의 셀프리더십과 임파워먼트 및 만족의 관계를 고찰한 결과 셀프리더십은 선

수들의 긍정적 심리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요인들은 모두 선수들의 내면적

심리요인으로서 선수들에 대한 외적 상황의 자극에 따라 이들의 강도와 성향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셀

프리더십이 선수들의 임파워먼트와 만족의 강도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셀프리더십 역시 외적 상황의 자

극에 따라 수준과 성향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본다면 셀프리더십은 선수들의 외적 자극과 임

파워먼트및만족의관계에대한매개적역할을하고있음을추론할수있다.

선수들의 셀프리더십과 임파워먼트 및 운동만족의 형성기전을 규명한 연구 (김수연과 강길현, 2010;

성낙광, 2011; 성시백 등, 2011; 장덕선 등, 2011; 장명 등, 2011)에 의하면 지도자의 리더십이 이들 요

인들을 형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지도자의 리더십 중 서번트 리더십이 이들 요인들에

대한기여도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성낙광, 2011). 서번트리더십은기존의리더십과는다른개

념으로 리더와 팀 구성원들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정의하며 리더의 역할을 팀 구성원들의 자아실현을

위한 조력자로 정의한다 (Russell과 Stone, 2002). 그러나 기존의 지도자들과 선수들의 관계는 스포츠

의 특성상 상명하복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스포츠 분야에서의 지도자와 선

수 관계에 의한 최근의 연구 (성한국, 2011; 최마리와 김병준, 2011)들에 의하면 지도자와 선수관계는

상호보완적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선수들의 경기력향상과 진로선택을 위해 지도자는 안내자

및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근거로 서번트 리더

십의 가치와 역할을 규명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서번트 리더십은 선수들의 셀프리더십 (김민정과 조

광민, 2011)과 임파워먼트 (김수연과 강길현, 2010; 김창우, 이상돈, 2011; 성시백 등, 2011) 및 운동만

족 (김민정과조광민, 2010)에긍정적기여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의 고찰연구를 통해 선수들의 셀프리더십과 임파워먼트 및 운동만족 등의 내면적

심리요인에 대한 서번트 리더십의 긍정적 기여도를 확인하였으나 통합적 관점에서 서번트 리더십의 가

치와 역할을 규명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선수들의 심리요인이 상호 연관적이라는 특성을 고

려한다면통합적연구관점에서서번트리더십의가치와역할을규명하는연구가필요하다.

배드민턴은 한국에서 대중적 스포츠이며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까지 획

득한 총 메달수의 10％를 차지하여 국가브랜드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배드민턴이 세계적

으로 배드민턴 강국으로 거듭나게 된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배드민턴 지도자의

지도역량이 중요하다. 훌륭한 선수 뒤에는 뛰어난 지도역량을 갖춘 지도자가 있음을 많은 스포츠 사례

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 배드민턴 지도자의 지도역량에 관한 연구들은 한국 배드민턴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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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위상에비해매우부족한것이사실이다. 따라서본연구는배드민턴지도자와선수를대상으로통합

적 관점에서 셀프리더십을 매개로 한 배드민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과 임파워먼트 및 운동만족의 구

조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

드민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은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배드민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은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배드민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은 운동만족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임파워먼트는 운동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셀프리더십은 운동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섯째 ‘서번트 리더십과 운동만족의 관계에 대하여 임파워먼트와 셀프리

더십은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배드민턴 지도자의 지도역량을 파악하는

데유용한준거자료가될것이며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한연구모형은다음과같다.

그림 1.1 연구모형

2. 연구방법

2.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유의표집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국의 배드민턴 선수들을 모집단으로 설

정한 후 2012년 1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선수들이 소속되어 있는 서울, 인천, 대

전, 전주, 화순, 대구, 부산, 울산 지역의 배드민턴 팀을 연구자 외 3명이 직접 방문하였다. 연구의 목적

을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자 외 3명 입회하에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에서 작성여부를 확

인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불성실하게 작성된 자료 없이 343부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

의연구참여자의일반적특성은표 2.1과같다.

표 2.1 연구대상자 특성

구분 빈도 (n) 백분율 (%)

성
남자 194 56.5

여자 149 43.5

소속

중학교 59 17.2

고등학교 112 32.8

대학교 97 28.4

일반 75 21.6

경력

1-3년이하 116 33.8

4-6년이하 128 37.2

7-9년이하 54 15.7

10년이상 45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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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사도구

2.2.1.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은 나순복과 이천희 (2011)가 타당도 검증을 통해 재구성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경청, 설득, 비전제시, 구성원성장, 공동체의식 등 5요인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 ‘전

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아주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기술통계분석결

과 정규분포성을위배한 문항 (2번, 4번, 10번, 15번, 19번, 22번, 28번, 30번, 32번)은 분석에서 제외하

였다. 요인 구조를 탐색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최대우도법, 오블리민)을 실시한 결과 판별타당도

를 위배한 문항 (24번, 16번, 18번, 3번)과 요인 적재값이 .40이하로 나타난 문항 (1번)을 제외한 4요인

19문항으로재구성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후 요인구조에 대한 적합도를 검토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최초모형적합도

가 χ2=838.511, df=146, p=.000, Q값=5.741, RMR=.042, GFI=.812, CFI=.801, TLI=.762, RM-

SEA=.110로 나타나 모형적합도가 적합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현석과 하정철,

2011). 따라서 수정지수(MI) 근거로 모형수정을 실시하여 문항 (6번, 8번, 9번, 12번, 21번)이 삭제

되었다. 모형수정후모형적합도는 χ2=246.741, df=84, p=.000, Q값=2.931, RMR=.031, GFI=.914,

CFI=.921, TLI=.903, RMSEA=.072로 모형적합기준을 충족 (강민석 등, 2011)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서번트리더십은최종 4요인 15문항으로결정되었다.

표 2.2 서번트 리더십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문항
서번트 리더십

설득 비전제시 구성성장 공동의식 α

서버7 .802 .135 .265 .063

.873

서버11 .733 .114 .114 .246

서버8 .722 .171 .354 .015

서버6 .663 .3024 .203 .222

서버12 .654 .344 .218 .151

서버5 .561 .344 .227 .071

서버9 .470 .336 .305 -.062

서버21 .220 .820 -.059 .152

.838

서버20 .267 .730 .048 .273

서버14 .193 .698 .327 .023

서버13 .184 .661 .246 .091

서버17 .205 .649 .362 .053

서버26 .212 .184 .761 .185

.816
서버25 .189 .254 .708 .124

서버27 .378 .145 .699 .141

서버23 .390 .088 .655 .023

서버31 .140 .154 .041 .794

.717서버29 .114 .322 .030 .774

서버33 .094 -.059 .277 .724

전체 7.660 1.743 1.482 1.091

분산 (％) 40.317 9.175 7.800 5.744

누적 (％) 40.317 49.492 57.291 63.035

2.2.2.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을측정하기위한검사지는 Prussia 등 (1998)의셀프리더십검사지를양필석 (2008)이한

국 상황에 적합하도록 구성타당도 검증과정을 거쳐 재구성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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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적 전략, 자연적 보상, 건설적 사고전략 3요인 20문항 및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

다’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

석결과 정규분포성을 위배하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구조를 탐색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

석 (최대우도, 오블리민)을 실시한 결과 공통성이 .40이하로 나타난 문항 (5번, 9번, 11번)과 두 요인에

서요인적재값이 .40이상으로나타나판별타당도를위배한문항 (4번, 8번, 10번)을제외한 3요인 14문

항으로재구성되었다.

표 2.3 셀프리더십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문항
셀프리더십

행동지향 건설적사고 자연보상 α

셀프6 .747 .121 .225

.826

셀프1 .738 .247 .116

셀프2 .707 .298 .125

셀프3 .705 .293 .142

셀프7 .616 .197 .334

셀프19 .197 .695 .187

.760

셀프18 .194 .682 .183

셀프20 .147 .664 .186

셀프17 .264 .621 .294

셀프16 .318 .603 -.031

셀프15 .183 -.009 .802

.748
셀프14 .057 .218 .705

셀프13 .277 .355 .616

셀프12 .341 .294 .614

전체 5.647 1.233 1.083

분산 (％) 40.332 8.809 7.732

누적 (％) 40.332 49.141 56.874

탐색적 요인분석 후 요인구조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χ2=251.555, df=74, p=.000, Q값=3.399, RMR=.023, GFI=.871, CFI=.862, TLI=.874, RM-

SEA=.091로 나타나 모형적합도가 적합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정지수 (MI)

근거로 모형수정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문항 (6번)이 삭제되었다. 모형수정 후 모형적합도는

χ2=185.697, df=62, p=.000, Q값=2.995, RMR=.024, GFI=.929, CFI=.919, TLI=.901, RM-

SEA=.076로 모형적합기준을 충족 (강민석 등, 2011)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셀프리더십은 최종 3요인

13문항으로나타났다.

2.2.3.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는최태원 (2008)이 Speitzer (1995)의임파워먼트검사지를바탕으로한국상황에적합하

도록 구성타당도 검증을 통하여 재구성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4요인 16문항 및 1점 ‘전

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아주 그렇다’ 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된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확인한 결과 문항 (8번, 9번, 11번)이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요인구조를 탐색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최대우도법, 오블리민)을실시한결과 4요인 13문항으로재구성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후 요인 구조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2=330.657, df=97,

p=.000, Q값=3 .408, RMR=.069, GFI=.879, CFI=.893, TLI=.858, RMSEA=.101로나타나모형적

합도가 적합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 수정지수(MI)를 근거로 모형수정을 실시하여 문항 (3번, 13번)이

삭제되었다 (강민석 등, 2011). 모형수정 후 모형적합도는 χ2=167.231, df=83, p=.000, Q값=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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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R=.061, GFI=.920, CFI=.935, TLI=.905, RMSEA=.082로 모형적합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셀프리더십은최종 4요인 11문항으로나타났다.

표 2.4 임파워먼트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문항
임파워먼트

영향력 자기결정 과업의미 역할수행 α

임파16 .942 .122 .071 .123

.902
임파15 .932 .129 .041 .158

임파14 .831 .188 -.118 .222

임파13 .690 .136 .395 -.057

임파2 .174 .894 -.057 .054

.845
임파3 .132 .842 .177 -.188

임파1 -.007 .834 -.132 .215

임파4 .350 .634 .144 .112

임파12 .125 -.042 .784 .190
.652

임파10 .020 .134 .752 .209

임파5 .174 .196 .119 .824

.702
임파7 .293 .081 .315 .713

임파6 -.041 -.216 .387 .487

전체 4.531 2.274 1.681 .939

분산 (％) 34.851 17.492 12.931 7.224

누적 (％) 34.851 52.343 65.274 72.497

2.2.4. 운동만족

표 2.5 운동만족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문항
운동만족

외부환경 사회적승인 선수생활 α

만족4 .792 .083 -.216

.787
만족3 .714 -.033 .099

만족2 .694 -.131 .182

만족5 .665 .003 -.113

만족14 .084 .768 .188

.754만족15 .109 -.764 -.126

만족13 -.036 .755 .089

만족8 .159 .179 .812

.628만족9 -.193 .208 .773

전체 2.325 2.057 1.024

분산 (％) 25.836 22.851 11.381

누적 (％) 25.836 48.687 60.068

운동만족 검사지는 송춘현과 이계윤 (2000)이 Hackman과 Oldman (1976)의 운동만족 검사지를 바

탕으로 한국 상황에 적합하도록 타당도 검증을 통하여 재구성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조

성찬 (2012)의 연구를 통해 검사지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 3요인 15문항 1점 ‘전혀 그

렇지 않다’에서 5점 ‘아주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된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확

인하기 위한 기술통계분석결과 정규분포성을 위배한 문항 (7번, 11번)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요인의

구조를 탐색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최대우도법, 오블리민)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공통성이

.40이하로나타난문항 (10번, 12번)과판별타당도를위배한문항 (1번, 6번)을제외한 3요인 9문항으로

재구성되었다. 요인구조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χ2=37.100, df=18,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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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값=2.0061, RMR=.051, GFI=.973, CFI=.944, TLI=.901, RMSEA=.081로 모형적합기준을 충족

(강민석등, 2011) 시키는것으로나타나운동만족은최종 3요인 9문항으로나타났다.

2.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서번트 리더십과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 및 운동만족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정규분포성과 각 검사지의 요인구조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신뢰도 분석, 탐색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추출된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8.0을 이용

한상관관계분석및 AMOS 18.0을이용한구조모형분석을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상관분석

표 3.1 요인 간의 상관관계

A B C D E F G H I J K L M

A 1

B .546** 1

C .608** .540** 1

D .354** .366** .329** 1

E .042 .002 .034 .082 1

F .254* .299** .095 .051 .616** 1

G .246** .159* .171* .021 .541** .543** 1

H .199** .158** .295** .249** .041 .025 .093 1

I .472** .152** .377** .020 .157* .119* .004 .364** 1

J .307* .285** .167** .425** .045 .157** .043 .174** .079 1

K .462** .415** .374** .339** .151* .418** .065 .292** .155** .475** 1

L .023 .052 .066 .079 .243* .231* .060 .158** .004 .081 .077 1

M .169** .211** .120* .077 .002 .168* .119* .070 .146** .142** .217** .126* 1

N .219** .230** .151* .018 .018 .343* .114* .264** .343** .260** .269** .096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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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설득, (B)비전제시, (C)구성원성장, (D)공동체의식, (E)행동지향성, (F)건설적 사고, (G)자연적보상,

(H)영향력, (I)자기결정력, (J)과업의미성, (K)역할수행력, (L)외부환경만족, (M)사회적 승인, (N)선수생활만족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서번트 리더십의 설득과 비전제시 및 구성원 성장은 외부환경만

족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동체 의식은 영향력과 과업

의미성 및 역할수행력에게만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의 행동지향성은 자기결정

력과 자연적 보상, 자기결정력 및 역할수행력에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은 건설

적 사고는 영향력을 제외한 모든 요인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파워먼트의 영향력은 사

회적 승인을 제외한 요인들에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결정력과 과업의미성은 만족의 사

회적승인과선수생활만족에정적상관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3.2. 서번트 리더십과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 및 운동만족 관계에 대한 구조모형분석

배드민턴 선수들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을 매개로 서번트 리더십과 임파워먼트 및 운동만족의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χ2, RMSEA, RMR, GFI, TLI, CFI, NFI 등의 모형적합지수를 이용하여 연

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대한 모형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연구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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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모형적합도는 모형적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미정과 이지연, 2011; 최현

석등, 2011). 따라서모형적합도를모형적합기준에충족시키기위해모형수정을실시하였다. 모형수정

은 수정지수 (MI)가 높고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가 .40이하로 나타나 적합도를 저해시

키는 자기결정력 측정변수를 삭제하였다 (김석우, 2010; 배병렬, 2007; 송지준, 2008). 모형 수정 후 모

형적합지수를 확인한 결과 모형적합도는 표 3.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적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3.2 구조모형의 적합도

최초모형

Chi-Square = 4.34 (df=71, p=.000)

GFI CFI NFI TLI RMR

.886 .817 .778 .806 .030

수정모형

Chi-Square = 2.981 (df=59, p=.000)

GFI CFI NFI TLI RMR

.930 .902 .897 .902 .023

모형 수정 후 적합기준을 충족하는 연구모형을이용하여 각 요인간의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는표 3.2와같다.

배드민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과 임파워먼트의 관계에서는 경로계수 값이 β=.517 (t=6.837,

p＜.001)로 나타나 서번트 리더십이 임파워먼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배드민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은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첫 번째 연구

문제는채택되었다.

서번트 리더십과 셀프리더십의 관계에서는 경로계수 값이 β=.527 (t=5.798, p＜.001)로 나타나 서

번트 리더십이 셀프리더십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드민턴

지도자의서번트리더십은셀프리더십에영향을미칠것이다.’라는두번째연구문제는채택되었다.

서번트 리더십과 운동만족의 관계에서는 경로계수 값이 β=.287 (t=3.180, p＜.01)로 나타나 서번트

리더십이 운동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드민턴 지도자

의서번트리더십은운동만족에영향을미칠것이다.’라는세번째연구문제는채택되었다.

임파워먼트와 운동만족의 관계에서는 경로계수 값이 β=.837 (t=4.410, p＜.001)로 나타나 임파워먼

트는 운동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파워먼트는 운동만

족에영향을미칠것이다.’라는네번째연구문제는채택되었다.

셀프리더십과운동만족의관계에서는경로계수값이 β=.277 (t=2.333, p＜.01)로나타나셀프리더십

은 운동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셀프리더십은 운동만족

에영향을미칠것이다.’라는다섯번째연구문제는채택되었다.

표 3.3 가설검증 결과

경로 계수 t 가설

서번트리더십→임파워먼트 .517 6.837*** 채택

서번트리더십→셀프리더십 .527 5.798*** 채택

서번트리더십→운동만족 .287 3.180*** 채택

임파워먼트→운동만족 .837 4.410*** 채택

셀프리더십→운동만족 .277 2.333*** 채택

**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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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서번트 리더십과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 및 운동만족 인관관계분석

표 3.4 인과효과분석 (표준화계수)

경 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서번트리더십→임파워먼트 .517* - .517*

서번트리더십→셀프리더십 .527* - .627*

서번트리더십→운동만족 .288** .578* .866*

임파워먼트→운동만족 .837** - .837*

셀프리더십→운동만족 .277** -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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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번트리더십과운동만족의관계에대한임파워먼트와셀프리더십의간접효과를분석하기위하여구

조모형분석의 인과관계분석과 아로이안 검증분석 (Aroian-test)을 실시하였다. 우선 서번트 리더십과

운동만족의 관계에 대한 임파워먼트와 셀프리더십의 간접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모형분석의 인과

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3.3에서 나타난 것처럼 서번트 리더십은 임파워먼트 (β=.517, p＜.05)와

셀프리더십 (β=.527, p＜.05)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만족에 대

한서번트리더십 (β=.288, p＜.01)과임파워먼트 (β=.837, p＜.05) 및셀프리더십 (β=.277, p＜.05)의

직접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번트 리더십과 운동만족의

관계에 대하여 임파워먼트와 셀프리더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 (β=.578 p＜.05)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근거로 구조모형분석을 통한 간접효과를 도출한

결과 서번트 리더십과 운동만족에 대하여 임파워먼트 및 셀프리더십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으나 구체적으로 간접효과에 대한 임파워먼트와 셀프리더십의 기여도를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접효과에 대한 임파워먼트와 셀프리더십의 기여도를 분

석하기 위하여 아로이안 검증분석 (Aroian-test)을 적용하였다. 아로이안 검증 (Aroian-test)분석을 통

해서 각각의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간의 영향 (a)과 매개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영향 (b)의 곱 (ab)에 대한

Zab값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산출된 Zab값이 유의수준.05의 수준인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은지

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Baron과 Kenny, 1986). 확인결과 표 3.4.에서 나타난 것처럼 Zab값은 유의수

준.05이하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임파워먼트와 셀프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과 운동만족과의 관계에 대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번트 리더십과 운동만족의 관계

에대하여임파워먼트와셀프리더십은간접효과가있을것이다.’라는여섯째연구문제는채택되었다.

표 3.5 간접효과 검증

경로 Z

서번트리더십→임파워먼트→운동만족 2.471

서번트리더십→셀프리더십→운동만족 2.127

Zab =
ab

√
SE2aSE2b + b2SE2 + a2SE2b

a (비표준화계수) : 독립변수 → 매개변수

SEa : a의 표준오차

b (비표준화계수) : 매개변수 → 종속변수

SEb : b의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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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요인 간 표준화 계수 추정치

4. 논의

이 연구는 배드민턴의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배드민턴 지도자의 지도역량을 규명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현실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최근 배드민턴 지도자

와 운동선수들의 효과적인 리더십으로 소개 (성시백 등, 2011; 최마리와 김병준, 2011)된 서번트 리더

십과 선수들의 동기적 행동성향인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 및 운동만족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각 요인

간의 관계는 서번트 리더십과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 및 운동만족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각 요인간

의 상호관련성을 근거로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 이들 요인간의 관계를 구조모형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배드민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은 임파워먼트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이 선수들의 임파워먼트의 형성을 촉진한다고 보고한 성시백

등 (2011)의 연구와 김수연과 강길현 (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이들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본다면 종목적 특성과는 상관없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이 선

수들의 임파워먼트의 형성을 촉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리더십과 정서의 관계

를 규명한 연구 (강영순과 양덕순, 2007)와 서번트 리더십이 다른 리더십과는 달리 지도자와 선수들의

수평적관계를중시하고선수들의발전을배려한다는점, 그리고임파워먼트가자신의직무에대한긍정

적 느낌과 충만감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전반적 과정 (Conger와 Kanungo, 1988)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

한다면당연한결과로볼수있다. 또한배드민턴지도자의서번트리더십이선수생활전반에긍정적자

기인식을형성한다는본연구의결과를근거로본다면배드민턴선수들의자발적행동을유도하기위한

효과적인전략으로서번트리더십을고려할수가있다.

둘째, 배드민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과 셀프리더십의 관계에서는 서번트 리더십이 셀프리더십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김민정과 조광민 (2010; 2011)의 연구와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은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켜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리더십 (Manz, 1986)으로셀프리더십은현재및미래에대한자신의행동에대하여주도적위치를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점은 서번트 리더십에서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다. 서번트 리더십에서는 지

도자를 구성원들이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가치실현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조력자로서 정의

(정선미와 김강식, 2008; Spears, 1995)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자결적 성향을 전폭적으로 지

원한다. 그러므로 서번트 리더십의 지도역량을 갖춘 배드민턴 지도자의 선수들이 셀프리더십을 갖게 되

거나셀프리더십의수준이높게나타나는것은매우당연한결과로볼수있다.

셋째, 서번트 리더십과 운동만족의 관계에서는 서번트 리더십이 운동만족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번트 리더십과 구성원의 만족 관계를 규명한 연구 (김대오, 2009; 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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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등, 2008; 윤대균과 장병주, 2006; Greenleaf, 1997)와 동일한 결과이다. 서번트 리더십은 다양한 분

야에서 다른 리더십 보다 구성원들의 긍정적 정서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성택, 2009; 조우정,

2007). Greenleaf (1997)은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의 독자적인 관점과 사고를 중시하는 다른 리더십에

비해리더에대한구성원들의긍정적정서를형성하여보다더높은팀의성과를촉진한다고하였다. 그

리고 바로 이러한 점이 서번트 리더십의 가치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는 서

번트 리더십은 운동에 대한 선수들의 만족감을 촉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서번트 리더십의 긍정

적정서형성에대한기여도를지지하는결과이다.

넷째, 임파워먼트와운동만족의관계에서는임파워먼트가운동만족에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

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운동만족에 대한 임파워먼트의 긍정적 기여도를 지지하는 한편 김수연과 강길

현 (2010)의연구결과와일치하는결과이다. 김수연과강길현 (2010)의연구에서도태권도선수들의임

파워먼트가 선수들의 만족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수들이 아닌 일반인의

임파워먼트와 만족감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 (이광용과 정지명, 2010; 이동준과 이홍구, 2010; 임현철과

서광열, 2011)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임파워먼트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으로 인지된 사고 또는

정서로부터 행동에 이르는 유기적 과정이다. 그러므로 임파워먼트가 긍정적 인지과정에서부터 시작된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긍정적 인지과정의 결과물인 만족에 대하여 임파워먼트가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

은당연한결과이다.

다섯째, 셀프리더십과운동만족의관계에서는셀프리더십이운동만족에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민정과 조강민 (2010)의 결과와 Heather와 Roseanne (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난 결과이다. 이들의 연구에서도 셀프리더십은 선수들의 만족감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셀프리더십이 자신 및 주변상황에 대한 건설적 사고의 형성을 촉진한다는 셀프

리더십의 기능 (Manz와 Neck, 2004) 고려한다면 당연한 결과이다. 즉 셀프리더십은 선수들의 주과제

인운동에대한건설적사고를형성할것이며형성된운동에대한건설적사고는자신의삶에대한만족,

즉운동에대한만족감을촉진한다는점을추론할수있다.

여섯째, 서번트 리더십과 운동만족의 관계에 대한 셀프리더십과 임파워먼트의 간접효과는 본 연구에

서는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셀프리더십과 임파워먼트가 서번트 리더십과 운동만

족의 관계에 대하여 매개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서번트 리더십

과 만족과의 관계를 규명한 김수연과 강길현 (2010) 및 김민정과 조광민 (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셀프리더십과 임파워먼트가 선수들의 운동만족에 대한 서번트 리더십의 기여도를 촉진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즉 서번트 리더십은 선수들에게 자신과 주변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지 과정인 임파워먼트를 유발

하여 건설적 사고를 형성시키고 형성된 건설적 사고는 긍정적 정서반응인 운동만족을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서번트 리더십은 선수들의 자결성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배드민턴에 수행에 대한 자기목표설정과

자기보상및자기평가등, 자발적인지전략수립을촉진하여배드민턴수행력에대한자기만족을형성한

다는 것이다. 즉 서번트 리더십은 선수들에게 배드민턴 운동 전반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 태도를 형

성하도록 하여 자신의 수행력에 대한 만족을 느끼도록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서번트 리더십이 선

수들의긍정적이고적극적사고를형성하는데가장효과적방법임을의미하는결과이다.

지금까지 배드민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과 임파워먼트, 셀프리더십 및 운동만족의 관계를 검증하

였으며 검증한 결과 서번트 리더십은 지도자의 리더역량을 높일 수 있는 지도방법임을 확인하였다. 지

도자의 리더역량에 관한 연구 (김규성과 김명언, 2000; 노명화, 2010)들은 팀 구성원의 적극적 사고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리더가 리더역량이 우수한 리더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팀 구성원들이 적

극적이고 강인한 사고와 행동력을 만드는 리더일수록 팀의 수행력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

서 이를 근거로 본 연구의 결과를 고찰해 보면 서번트 리더십이 지도자의 지도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전략적 방안임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볼 때 세계 속의 배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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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국 배드민턴의 파워는 바로 배드민턴 지도자들의 지도역량에서 비롯

되었음을유추할수있다.

5. 결론

배드민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과 임파워먼트, 셀프리더십 및 운동만족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드민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은 임파워먼트에 정적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배드민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은 셀프리더십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배드민턴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은 운동만족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넷째, 임파워먼트는 운동만족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셀프리더십은 운동만

족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서번트 리더십과 운동만족의 관계에 대하여 임파워먼

트와셀프리더십은간접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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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relationship among servant leadership,

empowerment and sports satisfaction of badminton coaches by self-leadership. Among

national badminton players, total 343 copies of data were collected and used at the

study by using of random sampling. The normal distribution on data and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for each factors were proven to confirm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exploratory &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with SPSS 18.0 and

AMOS 18.0 program. The relationship among each factors by the purpose of study

were analyzed by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model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servant leadership of badminton coaches had positive effect on

empowerment. Second, the servant leadership of badminton coaches had positive effect

on self-leadership. Third, the servant leadership of badminton coaches had positive

effect on sports satisfaction. Fourth, empowerment had positive effect on sports sat-

isfaction. Fifth, self-leadership had positive effect on sports satisfaction. Sixth,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servant leadership and sports satisfaction, empowerment and

self-leadership had indirect effects.

Keywords: Badminton coaches, empowerment, self-leadership, servant leadership,

sports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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