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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연구의 목 은 최근 10년 동안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변  리더십 련 논문을 분석하여 연구동향

을 악하고, 이를 토 로 향후 연구에 한 시사 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발표된 변  리더십 련 논문 337편을 상으로 하 으며, 연구방법은 빈도  백분율에 의한 기술통계

와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을 이용하 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학술지 게재 논문 

수는 연간 평균 33편 정도 다. 둘째, 학술지별로 보면 ‘인 자원 리연구’가 가장 많았다. 셋째, 연구 상

은 일반기업종사자(49.8%)가 주를 이루었다. 넷째, 연구방법은 양 연구(96.7%)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

었다. 다섯째, 학술지 논문의 록에 제시된 주제어는 ‘거래  리더십’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 다. 여섯 

번째,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변  리더십과 연결 심성이 가장 높은 ‘거래  리더십’은 

‘직무만족’과 최단경로를 이루고 있어 이들이 한 련성을 가지고 함께 연구되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 중심어 :∣변혁적 리더십∣연구동향∣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published in domestic journals in the last 10 years and to find some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For this purpose, 337 research papers o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from 2007 to 2016 

were reviewed. This study used descriptive statistics by frequency and percentage and a 

network text analysis method.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nnual 

average number of papers published was 33. Second,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was the most common topic. Third, most of the research subjects were business employees. 

Fourth, the research method trend analysis showed that the highest proportion was in the 

quantitative research. Fifth, ‘transactional leadership’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keywords presented in the abstract of the paper. Six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network texts, those having the trend of being analyzed with a close connections were 

‘transactional leadership’, which had the highest connection to transformational leadership, 

showing the closest relationship with ‘rol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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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가 체감할 정도의 괴  변화와 신이 이미 큰 

규모와 범 로 다가오고 있으며, 그 속도 한 그 어느 

때 보다 빠르다[1]. 이로 인해 과거의 성공이 재와 미

래의 성공을 담보하지 못하는 시 가 되었다. 경쟁이 

더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과 조직은 지속가능한 생존과 

성장을 해 리더십의 요성에 주목하고 이를 필수

인 핵심역량으로 인식하고 있다[2]. 조직을 변화에 효과

으로 응시키고 신 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은 결

국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의 리더십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3].

리더십의 정의는 그 개념을 연구하는 사람마다 다양

하다. Rost[4]는 기존의 리더십 련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리더십에 한 정의가 200여개 이상이 있음

을 밝 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리더

십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리더십의 심이 되는 요소들을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리더십은 과정이라는 , 두 번째, 리더십은 향

력과 련 있다는 , 세 번째, 리더십은 조직맥락 안에

서 일어난다는 ,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십은 목표달

성과 연 되어 있다는 이다[5]. 이와 같은 리더십 요

소들을 토 로 Northouse[5]는 ‘리더십이란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한 개인이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향

을 미치는 과정’으로 정의하 다.  

리더십에 한 연구는 개인  특성을 통해 리더십을 

규명하고자 하 던 특성이론으로 시작하여, 행동이론

과 상황이론으로 이어져 정립되었다[6]. 한편, 특성이

론, 행동이론  상황이론에 한 리더십을 통  리

더십으로 여기고 이와 구분하여  상황에 합한 

근 방식으로 변  리더십의 개념이 두되었다

[7][8]. 변  리더십의 개념이 두된 이유는 오늘날 

조직이 겪게 되는 외부환경의 변화와 불안정성이 커짐

에 따라 기존의 통  리더십으로는 이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변  리더십이 그 안으로서 변화와 

도 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9-11]. 변  리더십

이란 비 을 제시하고 그 비 을 달성하기 해서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  고차원의 욕구를 유발, 신뢰를 형성

함으로 탁월한 성과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의미한다

[12]. 오늘날 바람직한 리더의 모습은 안정  환경에서 

일상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이끄는 리더십을 보여주

는 것보다 측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조직구성원

들에게 정  향력을 끼침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

게 함으로써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다[13]. 인공

지능(AI), 연결망, 빅데이터, 가상 실 등 첨단 기술

의 발 은 인간 삶의 양상을 측하기 쉽지 않은 미래

로 이끌고 있다. 변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으로 하여

 조직의 목표에 몰입하게 하고, 동시에 이들의 잠재

력을 최 한 발휘하게 하여 창의 으로 문제를 해결하

도록 향력을 끼친다는 에서 그 의의와 가치는 더욱 

도드라진다. 

학문  차원에서 변  리더십에 한 연구는 국내

에서도 2000년 이후부터 지속 으로 진행되어 왔다

[14]. 2016년 12월 재 기 으로 변  리더십 련 

국내 박사학  논문은 500여 편, 석사학 논문은 1500

여 편, 학술지 논문은 1600편 이상으로 그 양이 결코 

지 않다. 그러나 국내에서 변  리더십에 한 연구

동향을 종합 이고 체계 인 시각에서 이해하고자 하

는 시도는 미흡하다. 임 제와 이창원[15]이 변  리

더십에 한 연구경향 분석을 통해 변  리더십 이론

에 한 개념 , 방법론  한계를 도출하고 이에 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지만 변  리더십 반에 걸친 

연구동향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 국내 학술지에 게재

된 논문을 상으로 변  리더십 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10년간의 변  리더십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지 까지의 련 연구를 되돌아

보고 향후의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바를 논의하는 기회가 

이 시 에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범주를 구분하고 

그 범주 속에서 빈도와 백분율로 수량  경향을 악하

여 일반  특성을 분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정혜 , 

정혜 , 손유진[16]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학술지에서 

추출한 주제어 간의 계를 분석하는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함으로 핵심 인 연구주제의 연계성과 

련성, 지식구조를 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

을 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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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십 련 연구의 일반  특성(연도별, 학술지별 

논문 수)은 어떠한가? 둘째, 변  리더십 련 연구의 

내  특성(연구 상, 연구방법, 연구주제어, 네트워크텍

스트)은 어떠한가? 

본 연구의 결과는 변  리더십에 한 국내의 향후 

연구에 유용한 시사 을 제공해  수 있다는 에서 의

의가 크다. 

Ⅱ. 이론적 배경

1. 변혁적 리더십의 개념

Burns[17]는 거래  리더십과 반 되는 개념으로서 

변  리더십을 처음으로 사용하 다. 거래  리더십

은 리더와 구성원 간의 교환 계에 기 하 다고 한다

면, 변  리더십은 교환 계를 넘어서 그 상 욕구인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8]. Burns의 거래 , 변  리더십

을 기 로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실증  연구로 구체화

하고 발 시킨 학자는 Bass이다. Burns의 견해는 정치

 리더들을 상으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Bass는 기업

조직에서 리더들이 어떻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면서 Burns의 ‘변형 (transforming)’ 리더 신

에 ‘변 (transformational)’ 리더라는 용어를 사용하

기 시작했다[2].

변  리더십에 하여 Burns[17]는 리더와 조직구

성원이 서로 간에 열정, 동기부여를 더 높은 차원으로 

향상시키는 과정이라 정의하 으며, Bass[12][19]는 조

직구성원들이 리더에 해 신뢰와 존경을 가지게 함과 

동시에 기 되는 요구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동기

부여 하는 과정으로 변  리더십을 정의하 다. Bass

는 기에 카리스마(charisma), 개별  배려(individual 

consideration), 지 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 등을 

변  리더십의 구성요인으로 제시하 고, 그 후에 

Bass와 Avolio[20]는 감  동기부여(inspirational 

motivation)를 추가함으로 변  리더십 개정이론을 

제시하 다. 

카리스마(charisma)는  리더가 가지고 있는 비 , 가

치 을 조직구성원들로 하여  자신 것과 동일하게 하

여 리더와 강한 유 계를 이루도록 하는 것으로서 직

무에 몰입하게 하고 조직에 한 충성심을 높이는 역할

을 한다[21]. 개별  배려(individual consideration)란 

조직구성원 각 개인의 욕구 차이를 인정하고 존 함으

로 잠재력을 높여주는 행동이다. 개별  배려는 경

에 있어서 참여  의사결정이나 경 참여방법 등으

로 나타나며 조직구성원들에게 도 할만한 업무를 할

당해 주거나 책임감을 높이는 것은 그들을 개발시키는

데 효과 이다[22]. 지 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

은 조직구성원들의 지 능력과 합리성, 문제해결능력

을 높여주는 것을 말하며 조직구성원들로 하여  스스

로 단하고  문제해결을 하도록 지원한다[19]. 마지막

으로 감  동기부여(inspirational motivation)는 리더

가 조직구성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목표와 무엇이 

요하고 옳은 것인지를 상호 간에 소통하고 이해함으로 

조직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변화를 주도할 뿐 아니라 성과달성과 더 나은 발

을 한 에 지를 달한다[23]. 이와 같이 변  리

더십은 불확실한 환경을 직면하는 조직과 조직구성원

들에게 생존뿐 아니라 지속 인 성장과 핵심경쟁력을 

갖추기 한 신을 강조하는 리더십이론이다[24][25].

의 내용에 근거하여 변  리더십의 개념을 종합

하고 재정의 하자면, 변  리더십이란 단기보다는 장

기  에서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에 을 두고 조

직구성원의 기본욕구를 뛰어넘는 신념과 가치를 고무

함으로 조직구성원으로 하여  높은 성과를 이루게 하

는 향력이라 할 수 있다. 

2. 국내 리더십 연구동향 선행연구

리더십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동향 분석 련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임 제와 이창원[15]은 변  

리더십 이론에 한 연구들을 조직시민행동, 성격, 감성

지능, 신뢰, 비교문화연구, 기타 변수, 질  연구 등의 

유형별로 검토하여 연구경향을 악하 다. 그리고 황

미 [6]은 국내의 리더십을 교육 분야와 교육 외 분야

로 나 어 고찰하 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리더십의 

황, 리더십과 여러 변인과의 계, 리더십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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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논문제목  분석범 분석기 주요연구결과

차동옥
(2005)

리더십연구의 최근동향: 
CEO리더십을 중심으로 정성적 문헌

고찰 방식 중 
주제, 이론별 
분석

전략적 리더십접근법, 
변혁적/카리스마 리
더십접근법, 사회인지
적 접근법, 정신분석
적 접근법의 흐름으로 
요약됨

CEO리더십 해외 학술
논문, 경영실무논문, 단
행본

박상완
(2009)

학교장의 지도성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지도성유형, 
연구주제, 연
구방법(양적, 
질적), 
연구모형

유형은 변혁적지도성, 
주제는 지도성개념, 
이론탐색 및 지도성 
과제제안, 연구방법은 
양적연구, 그리고 지
도성효과분석이 주를 
이룸

1988-2008(20년간) 83
편

박재진
(2012)

코칭리더십과 조직구성
원의 성과변인에 관련된 
학위논문 동향분석

조직구성원
의 성과변인, 
코칭리더십
과 조직구성
원의 성과변
인

코칭리더십의 종속변
인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성을 밝히는 연구
가 많음. 성과 관련 변
인으로는 직무만족, 
직무몰입, 조직시민행
동, 이직의도 등의 조
직유효성 관련 연구가 
다수

코칭 관련 학위논문 40
편

신성현,
외

감성지능과 리더십: 연
구동향과 향후과제

연구현황, 연
구유형, 연구

연구유형은 감성지능
과 성과와의 관계 입

표 1. 리더십 관련 연구동향 선행연구 분석

(2012)
2000-2012(13년간) 22
편

형태 
증, 연구방법은 실증
연구가 주를 이룸 

장영임
(2012)

리더십과 맥락: 연구동
향 및 향후 연구과제 주제별 유형 

분류, 사용된 
맥락의 구성
요소 

사회상황, 조직상황, 
상황의 특성, 산업/규
모, 리더의 특성상황, 
환경과 인식의 변화 
등이 맥락을 대표하는 
변수로 사용

맥락 관련 해외, 국내논
문 50편

곽기영
(2013)

성격과 리더십: 연구동
향 및 향후연구방향 국내연구, 해

외연구, 국내
연구와 해외
연구의 비교

국내에는 성격유형, 
리더십스타일에 관한 
개념적 연구가 다수, 
해외연구는 다양한 성
격유형과 리더십스타
일의 유의성 검증

2000-2102(13년간) 12
편

임은의,
김경숙,
김혜원
(2015)

한국사회복지조직의 리
더십 연구경향 분석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
구형태, 이론
적 접근에 따
른 분석, 효
과성 분석

이론적 접근차원에서
는 변혁적, 전략적, 서
번트 리더십 이론에 
집중, 효과성 차원에
서는 조직성과, 리더
성과, 부하성과 측면
으로 나눠 효과성 검
증이 이뤄짐

사회복지조직 리더십 관
련  72편

주현준,
김갑성
(2015)

교사리더십 특성에 기초
한 연구동향 분석

대상 및 영
역, 교사리더
십 발휘형태, 
교사리더십 
개발

영향력 발휘 형태는 
형식적, 비형식적 형
태로 복합적, 연구대
상은 교사자신와 학생
에 치중, 영향력 발휘
형태는 과업주도성과 
공동체성으로 해석

교사리더십특성 관련 27
편

김군홍,
김정훈
(2015)

셀프리더십 연구동향과 
과제 연도별특성, 

분석대상, 연
구방법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조직
차원요인, 상사의 리
더십특성, 개인과 직
무의 특성요인들이 고
려되어 연구 

국내 경영학분야 학술지 
28편

이신주, 
손원경
(2016)

유아기관장 리더십에 관
한 연구동향 분석

연구시기, 연
구대상, 연구
방법, 연구내
용, 리더십유
형 

교사 대상으로 한 연
구가 많음. 양적연구
가 대다수, 내용으로
는 리더십 효과분석 
연구, 유형으로는 변
혁적 리더십 연구가 
많음

1999-2016(8년간) 88
편

谢黎黎, 
吕君, 
주철안
(2016)

한국대학생 리더십연구
동향 분석

리더십이론, 
연구주제, 연
구방법(질적, 
양적, 문헌, 
혼합)

리더십이론은 셀프리
더십, 연구주제는 효
과성분석, 연구방법은 
양적연구가 주로 활용

2005-2014(10년간) 53
편

훈련으로 구분하고 교육 외 분야에서는 리더십이론의 

발달경향을 반 하여 이 진 연구의 특징에 따라 구분

하 다. 한 한태천[26]은 행정학  에서 리더십 

연구경향을 주제어, 연구목 , 연구방법, 연구결과, 자기 

가치  한계 , 의도성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리더십 연구동향에 한 논문들을 연구내용에 따라 

유형화한다면, 첫 번째로 특정 상, 조직의 리더십에 

한 동향분석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특정 상으로는 

CEO[27], 학교장[28], 교사[29], 유아 기 장[30], 학

생[31]등을 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조직으로는 

사회복지조직[32] 등이 있다. 두 번째로 리더십의 특정

주제, 변인에 한 동향분석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셀

리더십[33], 코칭리더십[34], 감성지능과 리더십[35], 

리더십과 맥락[36], 성격과 리더십[37] 등이 여기에 속

한다. 분석의 거를 살펴보고자 [표 1]과 같이 논문제

목  분석 상, 분석기 , 연구결과를 정리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요시 

되고 활용도가 높은 분석의 거를 심으로 연구의 일

반  특성(연도별, 학술지별 논문 수)과 연구의 내  특

성(연구 상, 연구방법, 연구주제어, 네트워크텍스트) 

등을 분석 거로 선정하 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대상

이 연구에서는 2016년 12월 27일을 기 으로 학술연

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의 국내 학술지 논문 

상세검색 기능을 사용, 주제어를 ‘변  리더십’으로 

검색하 다. 1차로 총 461개의 논문을 수집하 으나 수

집한 논문들의 제목과 록을 확인한 후 이  연구목

에 부합하지 않은 논문과 원문을 확인하기 어려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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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복 검색된 논문을 제외하고 최종 으로 총 337편

을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첫째, 시간 으로는 2007

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근 10년간 학술지에 게

재된 변  리더십 련 논문을 상으로 하 다. 둘

째, 공간 으로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등재  등재후보 

학술논문으로 하 다. 셋째, 내용 으로는 변  리더

십과 련된 논문으로 한정하 다. 

2. 분류기준

2.1 연구대상 분류기준

연구 상은 일반기업종사자, 공기업종사자, 일반직공

무원, 특정직공무원, 교사, 보육교사, 운동선수, 사회복

지기 종사자, 학생,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 연구 는 행정 일반에 한 

업무를 담당하며, 특정직공무원은 경찰, 군인, 소방 과 

같이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특정직공무원 에서도 교사는 따로 구분하 고, 아

와 유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를 교사와 구분하 다. 아

울러 기타범주에는 시민단체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농

마을지도자 등과 같이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기 어렵

거나 소수에 해당되는 상자들을 포함하 다. 한 일

반기업종사자와 일반직 공무원, 일반기업종사자와 공

기업종사자, 일반직 공무원과 공기업종사자 등 연구 

상이 혼합되어 있는 논문은 각각 해당 연구 상 범주에 

모두 포함시켰다. 

2.2 연구방법 분류기준

연구방법 분류기 은 국내외 HRD 학술지의 연구동

향 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38][39]의 분류방식에 근거

하여 양  연구, 질  연구, 이론  연구, 실천  연구, 

혼합연구의 5가지 범주로 구분하 다. 상 연구, 인과

비교연구, 조사  실험연구 등 양  통계분석을 사용

한 연구는 양  연구에 분류하 고, 인터뷰, 찰, 면담, 

지조사 등의 자료 수집을 통해 질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질  연구에 분류하 다. 이론연구는 문헌연구

와 선행연구와 함께, 연구자의 논리  사유에 근거한 

연구 등으로 분류하 고, 실천연구는 로그램 개발, 측

정도구 개발, 문항 개발 등 개발 련 논문을 포함하

다. 그리고 여러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한 연구는 

혼합연구에 분류하 다.

3. 분석방법

3.1 빈도분석

연구물에 한 빈도분석은 연구 동향 분석의 방법으

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통 이고 형 인 방법

이다. 연구 상 논문들을 연도, 학술지, 연구 상, 연구

방법, 주제어 등의 측면에서 범주를 구분하고, 각 범주

에 해당하는 논문수를 합산하는 방식을 채택하 으며 

시계열 으로 논문수의 상을 고찰하는 방식을 취하

고 있다.

3.2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은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단어

들 간의 계를 링크로 표시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네트

워크를 통해 동태성을 악하고 해석하는 분석기법이

다[40]. 사회네트워크 분석기법과 텍스트 분석을 연계

함으로 해당 연구분야의 체  상을 악하고 이해

도를 높이기 한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41].  

연결망을 이해하기 하여 NetMiner 4를 사용하여 

구조  등 성(structural equivalence), 근  심성

(closeness centrality), 응집성분석(k-core cohesion) 등을 

결과로 제시한 후 종합 으로 분석하 다. 주제어를 코

딩하는 데 있어서 띄어쓰기를 통일하는 작업, 유사한 

개념이나 의미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 불필요한 수식

어가 있는 경우,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함으로 네트워크 

구조  특성에 불필요한 향을 미치는 요소를 배제하 다.

Ⅳ. 연구 결과

1. 연구의 일반적 특성

1.1 연도별 변혁적 리더십 관련 연구동향

지난 10년(2007-2016년)동안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변  리더십 논문을 연도별로 분류한 결과는 [표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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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
 발표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일반기업 종사자 4 5 13 16 13 13

공기업 종사자 1 1 1 0 1 1

일반직 공무원 1 1 1 2 5 6

특정직 공무원 0 1 0 3 5 2

교사 1 1 1 3 3 6

보육교사 0 0 1 1 3 3

운동선수 0 0 2 0 2 0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0 0 0 0 1 3

대학생 0 0 0 0 1 1

기타 0 4 0 5 3 3

합계 7 13 19 30 37 38

표 4. 연구대상별 논문 수

순 학술지명 빈도
1 인적자원관리연구 26

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

3 관광레저연구 12

4 디지털융복합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0

5 관광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8

6
기업경영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인적자원개발연구, 
지방정부연구

7

7
HRD연구, 코칭능력개발지, 한국교원교육연구, 한
국인사행정학회보

6

8
관광연구저널, 교육행정학연구, 전문경영인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행정논총

5

9
경영과 정보연구, 관광학연구, 산업혁신연구, 상업
교육연구,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한국정책과학
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4

10

경영교육연구, 국제경영리뷰, 마케팅관리연구, 마
케팅논집, 벤처창업연구, 외식경영연구, 직업교육
연구, 평생교육·HRD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
구, 한국경찰학회보, 한국사회복지행정학, 한국행
정논집, 해양환경안전학회지

3

11

경영컨설팅연구, 국제경영연구, 기업가정신과벤처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보건사회연구, 비서학논총, 
사회과학논총, 아시아아동복지연구, 정책분석평가
학회보,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창조와 혁신, 한국비
교정부학보,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조리학회
지, 한국조직학회보, 한국치안행정논집

2

표 3. 학술지별 게재 논문 수

12

Andragogy Today, GRI연구논총, 교원교육, 교육정치
학연구, 교육학연구, 국방연구, 국정관리연구, 기술혁
신연구, 기초조형학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대한무도학
회지, 동아인문학, 로지스틱스연구, 리더십연구, 무역
전시연구, 물류학회지, 미래유아교육학회지, 비판사회
정책, 사회과학연구(Journal of Social Science), 사회
과학연구(Social Science Research Reivew), 사회과
학연구(The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Science), 
산업경제연구, 산업관계연구, 서울도시연구, 세무회계
연구, 아동교육, 아동학회지, 언론과학연구, 열린유아
교육연구, 유라시아연구, 유아교육연구, 유아교육학논
집, 유통연구, 육아지원연구, 인문사회21, 체육과학연
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경찰연구, 한국경호경비
학회지,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미
용학회지, 한국보육지원학회지, 한국부패학회보, 한국
사회복지학,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한국영
유아보육학,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한국정책학회
보, 한국지리학회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행
정연구원, 한국창업학회지, 한국철도학회논문집, 한국
치위생학회지, 한국항공운항학회지, 한국항해항만학회지, 한국
해양경찰학회보, 한일경상논집, 호텔리조트연구 

1

발표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논문 수 8 15 21 32 37 38

비율(%) 2.4 4.4 6.2 9.5 11.0 11.3

발표연도 2013 2014 2015 2016 합 계

논문 수 33 53 58 42 337

비율(%) 9.8 15.7 17.2 12.5 100

표 2. 연도별 논문 수 

 

분석 상 논문 337편  가장 많이 연구가 이루어진 

해는 2015년(58편, 17.2%)이었고, 2014년(53편, 15.7%), 

2016년(42편, 12.5%), 2012년(38편, 11.3%) 순으로 나타

났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꾸 히 증가하다가 2013

년에 다소 감소하 으나 2014년을 기 으로 2015년까지 

다시 논문 수가 증하 다. 2013년과 2016년을 제외하

고는 반 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으나 가장 

최근인 2016년에 다소 감소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1.2 학술지별 변혁적 리더십 관련 연구동향

최근 10년(2007-2016년) 동안 발표된 변  리더십 

논문을 학술지별로 분류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변  리더십 련 학술논문은 학술연구재단 등재

지에 308편(91.4%), 등재후보지에 29편(8.6%)이 게재되

어 있다. ‘인 자원 리연구’가 26편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편, ‘ 연구’ 12편, ‘디

지털융복합연구’와 ‘한국심리학회지’가 10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 연구’와 ‘농업교육과 인 자원개

발’이 8편, ‘기업경 연구’, ‘ 한경 학회지’, ‘인 자원

개발연구’, ‘지방정부연구’ 등이 7편의 순으로 연구가 이

루어졌다.

2. 연구의 내적 특성

2.1 연구대상별 변혁적 리더십 관련 연구동향

지난 10년(2007-2016년) 동안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변  리더십 논문을 연구 상별로 분류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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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
 발표 연도

빈도
비율
(%)2013 2014 2015 2016

일반기업 종사자 18 29 30 26 167 49.8

공기업 종사자 1 1 2 4 13 3.9

일반직 공무원 5 3 7 1 32 9.5

특정직 공무원 3 5 6 5 30 9.0

교사 3 3 2 2 25 7.5

보육교사 2 3 0 1 14 4.2

운동선수 1 2 1 1 9 2.7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1 1 0 1 7 2.1

대학생 0 1 1 3 7 2.1

기타 2 6 8 0 31 9.2

합계 36 54 57 44 335 100

연구방법
 발표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양적 연구 6 14 18 31 36 37

질적 연구 0 0 0 0 0 1

이론적 연구 1 1 3 1 0 0

실천적 연구 1 0 0 0 0 0

혼합 연구 0 0 0 0 1 0

계 8 15 21 32 37 38

표 5. 연구방법별 논문 수

연구방법
 발표 연도

빈도
비율
(%)2013 2014 2015 2016

양적 연구 33 52 57 42 326 96.7

질적 연구 0 0 0 0 1 0.3

이론적 연구 0 1 1 0 8 2.4

실천적 연구 0 0 0 0 1 0.3

혼합 연구 0 0 0 0 1 0.3

계 33 53 58 42 337 100

가장 많이 연구가 이루어진 연구 상은 일반기업종

사자(167편, 49.8%)로 나타났으며, 일반직 공무원(32편, 

9.5%), 특정직 공무원(30편, 9.0%), 교사(25편, 7.5%) 순

으로 나타났다. 우선 일반기업 종사자를 상으로 한 

연구는 지난 10년간 꾸 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2007년 이후로 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4- 2015년에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 상으로 

한 연구도 일반기업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꾸 히 진행

되고 있고 2010년을 기 으로 증가하 다. 보육교사와 

운동선수 상으로는 2009년부터 연구가 시작되었고, 

사회복지기 종사자와 학생 상으로는 2011년부터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 연구방법별 변혁적 리더십 관련 연구동향

최근 10년간 변  리더십을 주제로 발표된 학술지 

논문을 연구방법별(양 연구, 질  연구, 이론  연구, 

실천  연구, 혼합연구)로 분류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양  연구가 326편(96.7%)으로  다수

에 속했고, 그 뒤를 이어 이론  연구가 8편(2.4%)이었

으며, 질  연구, 실천  연구, 혼합 연구는 각각 1편

(0.3%)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양  

연구에서는 변  리더십을 독립변인, 매개  조 변

인, 그리고 종속변인 등에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이론  

연구로 진행된 것은 총 8편으로 변  리더십과 뇌기

능에 한 연구[42]와 변  리더십과 감성지능의 연

구[43]를 비롯하여 다양한 상황과 역할 가운데서의 변

 리더십에 한 선행연구를 고찰하 다[44-49]. 질

 연구는 신윤창[50]이 시간의 선후 계를 통해 사건

들의 변화를 입체 으로 설명하는 스토리텔링분석으로 

기 단체의 변  리더십을 연구하 고, 실천  연구

로는 김 섭과 김정완[51]이 등학교 체육교사의 변

 리더십 척도를 개발하기 해서 구성타당도를 밝히

고자 하 으며, 혼합연구는 김소희, 이원재, 이지 [52]

이 양  연구와 질  연구를 병행하여 변  리더십과 

스포츠  성과 간의 계를 검토하 다. 

2.3 연구의 주제어(keyword) 빈도분석

변  리더십 련 연구주제의 경향을 악하기 

해 총 337편 논문의 록에 기재된 주제어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 4회 이상 출 한 주제어는 [표 6]과 같다.

‘변  리더십’이 주제어로 포함되는 논문을 분석

상으로 삼았기에 변  리더십은 제외하 다. ‘거래  

리더십’이 106회로 가장 많았고, ‘조직몰입’이 74회, ‘직

무만족’이 56회 순으로 그 뒤를 따랐다. ‘조직시민행동’, 

‘조직성과’, ‘ 신행동’, ‘임 워먼트’, ‘자기효능감’, ‘조직

신뢰’, ‘리더신뢰’ 등이 20회 이상의 빈도수를 보 고 ‘교

사’, ‘매개효과’, ‘조직문화’, ‘조직학습’, ‘조직효과성’, ‘창

의성’, ‘LMX’, ‘감성지능’, ‘서번트 리더십’, ‘ 정심리자



변혁적 리더십의 연구동향 분석: 최근 10년(2007-2016)간 국내 학술지 중심으로 497

본’, ‘조직유효성’, ‘지 자극’, ‘학습지향성’ 등이 10회 이

상 주제어로 나타났다.

순 주제어 빈도
1 거래적 리더십 106

2 조직몰입 74

3 직무만족 56

4 조직시민행동 37

5 조직성과 35

6 혁신행동 30

7 임파워먼트 26

8 자기효능감 23

9 조직신뢰 22

10 리더신뢰 20

11 교사 19

12 매개효과 17

13 조직문화 16

14 조직학습 14

15 조직효과성, 창의성 13

16 LMX, 감성지능, 서번트 리더십 11

17 긍정심리자본, 조직유효성, 지적자극, 학습지향성 10

18 셀프리더십, 이직의도, 직무성과, 집단효능감, 팔로워십 9

19 개별적 배려 8

20 리더십유형, 적응수행, 조직지원, 창의적 행동 7

21 직무몰입, 직무스트레스, 카리스마 6

22
긍정정서, 리더십효과성, 정서적 몰입, 조절효과, 
조직구조, 지식, 해양경찰

5

23
공무원, 구조방정식, 내재적 동기, 시장지향성, 영
감적 동기부여, 조직공정성, 조직만족, 조직성격, 
중간관리자

4

표 6. 논문 초록 주제어 빈도 분석 결과

2.4 키워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논문의 주제어 에서 출  빈도가 높은 주제어를 추

출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 다. 분

석 상 체에 해당되는 337편의 논문에 모두 포함되

는 주제어인 ‘변  리더십’은 제외하고 체 논문에서 

4회 이상 나타난 주제어(총 53개, 이를 ‘주요 키워드’라 

한다)를 선별하 다. 우선 체 네트워크 구조에서 지

에 따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키워드를 묶어주는 

개념인 구조  등 성(structural equivalence) 분석을 

진행하 다. 구조  등 성 분석결과로 도출된 덴드로

그램은 어떠한 주요 키워드가 함께 연구되고 있는지 

략 인 동향을 악할 수 있게 해 다. 한 덴드로그

램을 확인함으로써 주요 키워드 간 클러스터가 선명히 

구분될 뿐 아니라, 균등하지 않게 분포되고 있는 것은 

특정 키워드를 심으로 배타  혹은 편  연구 집단이 

형성되어 한쪽으로 치우쳐 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나타

낸다. 분석결과 도출된 덴드로그램은 [그림 1]과 같다. 

변  리더십 범주 안에서 ‘거래  리더십’, ‘조직시

민행동’,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성과’, ‘ 신행동’, 

‘자기효능감’, ‘조직신뢰’ 등은 서로 한 연 성으로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고, ‘팔

로워십’, ‘직무소진’, ‘내재  동기’ ‘조직성격’등은 상

으로 그 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덴드로그

램을 다른 네트워크 구조와 교차 계를 확인함으로서 

최근 연구동향을 악함과 동시에 향후 진행되어야 할 

연구 과제를 측할 수 있다. 

주요 키워드의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기 하여 근

 심성(closeness centrality)을 동심원으로 표시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근  심성이란 네트워크 분

석에서 하나의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와 동시에 출 하

는 정도를 의미하는 ‘ 심성’을 말한다. ‘거래  리더십’,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조직성과’등의 키워드가 근

심성이 가장 높았고, ‘ 신행동’, ‘직무만족’, ‘자기

효능감’순으로 근  심성이 나타났다. 한편 ‘ 응수

행’, ‘직무소진’, ‘조직성격’, ‘내재  동기’등은 낮은 근  

심성을 보 다.

주요 키워드 간 연결 심성의 시각화를 해 2D-Spring

형의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그림 3]과 같이 실시하 다. 

스 링형 이아웃 알고리즘은 노드 간 가상의 스 링을 

장착시켜 끌어당기는 힘과 어내는 힘을 통해 노드를 

배치하는 것으로 ‘Kamada & Kawai’는 스 링형 이

아웃 알고리즘의 한 종류이다. 변  리더십과 연결

심성이 가장 높은 ‘거래  리더십’은 ‘직무만족’ 키워드

와 최단 경로를 보여주었다. ‘지 자극’, ‘정서  몰입’, 

‘직무소진’의 키워드는 상 으로 경로가 길게 나타났다.

변  리더십과 연결 심성이 차 순 인 ‘조직몰입’

키워드는 ‘조직성과’ 키워드와 최단 경로를 이루었고, 

‘직무몰입’의 키워드와 상 으로 긴 경로를 나타냈으

며, ‘조직시민행동’의 키워드는 ‘임 워먼트’, ‘LMX’키

워드와 최단거리를 나타냈고 ‘조직지원’, ‘조직학습’ 키

워드와는 상 으로 긴 경로를 이루었다. ‘리더신뢰’ 

키워드는 ‘조직효과성’과 최단경로를, ‘개별  배려’ 키

워드와는 상 으로 긴 경로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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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요 키워드 간 구조적 등위성 분석결과

그림 2. 주요 키워드 간 중심 근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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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D-Spring형의 알고리즘(Kamada & Kawai)

마지막으로 k-core 네트워크 구조 분석을 통한 변

 리더십과 련된 지난 10년간 연구동향의 응집성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k-core 분석은 네트워

크 구조의 응집 도별 연구경향을 악할 수 있다. 키

워드(노드 간) 도가 조 하게 하나의 그룹으로 응집

되어 나타나는 것은 특정 키워드 심으로 편 된 연구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려 다. ‘조직신뢰’, ‘조직성

과’, ‘조직시민행동’, ‘거래  리더십’, ‘ 신행동’, ‘조직몰

입’, ‘조직효과성’, ‘직무만족’, ‘임 워먼트’등은 변  

리더십 범주 안에서 서로 하게 련되어 연구가 진

행되어 왔고, 그 외의 다른 키워드들의 응집성은 상

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core 네트워크 

구조 분석은 역시 덴드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다른 네트

워크 구조와 교차확인으로 지난 연구동향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연구 과제를 악할 

수 있도록 해 다.

그림 4. 응집성 분석(k-core coh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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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

재된 변  리더십 련 논문의 분석을 통해서 최근 

10년간의 연구동향을 악하고, 변  리더십 연구에 

한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변  

리더십 련 논문 337편을 상으로 연구의 일반  특

성(발표 연도별 논문 수, 학술지별 논문 수)과 내  특

성(연구 상, 연구방법, 연구 주제어, 네트워크텍스트)

에 한 연구동향을 살펴보았고 주요 연구결과  논의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에 따른 변  리더십 련 논문 수는 

2007년을 기 으로 꾸 히 증가하 다. 2013년에 38편

(9.8%)으로 주춤한 도 있었으나 2015년에는 58편

(17.2%)으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고, 그다음은 

2014년에 53편(15.7%)의 순이었다. 변  리더십 연구

가 꾸 히 증가한 이유로 연구 변인  연구 상의 다

양성으로 꼽을 수 있다. 2000년 반까지의 변  리

더십의 연구는 직무만족, 조직몰입과 같은 일부 태도 

변수에 주된 을 두었고, 변  리더십과 성과의 

계, 태도 변수와 성과와의 계를 실증 으로 밝히는 

연구는 매우 었으나[14], 2000년 후반부터는 조직시

민행동, 신행동, 임 워먼트, 자기효능감 등의 다양한 

변인과의 계 뿐 아니라 변  리더십과 연 하여 조

직성과와 같은 성과 련 변인을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

된 것이 연구의 꾸 한 증가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한 기존의 일반기업종사자 뿐 아니라 교사를 비롯한 

일반직공무원, 군인  경찰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 그

리고 보육교사, 운동선수, 사회복지기 종사자등 연구

상자가 다양해진 것도 연구의 지속  증가이유라 

단된다. 학술지별로 게재된 논문의 빈도를 살펴보면, 

‘인 자원 리연구’가 26편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가 22편이었다. 한 1편을 게

재한 학술지가 60개, 2편을 게재한 학술지와 3편을 게

재한 학술지가 각각 16개, 13개로 악되었다. 변  

리더십 연구물이 특정 학술지에 편 되어 있다고 할 수

는 없으나, 리더십연구의 발 과 성장을 해서 연구물

이 좀 더 다양한 학술지를 통해 공유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변  리더십 련 연구 상으로는 일반기업

종사자에 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일반직공무원과 특

정직공무원이 그 뒤를 따랐다. 한 일반기업종사자는 

2007년,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은 2010년부터 

연구가 꾸 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

육교사와 운동선수 상으로는 2009년부터, 사회복지기

종사자  학생 상으로는 2011년부터 연구가 시

작되었고 기타범주에는 외국인노동자, 농 마을지도자, 

시민단체종사자, 평생교육담당자 등 다양한 상이 포

함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변  리더십이 리를 

추구하는 조직뿐 아니라, 비 리의 독특한 목 과 목표

를 추구하는 다양한 조직과 상으로 연구가 확 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향후에도 특정 조직과 상에 편 되

지 않고, 여러 분야의 폭넓은 상을 선정하여 연구가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변  리더십 련 연구에서 이용된 연구방법

은 양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질  연구와 

실천  연구는 매우 낮게 채택된 연구방법이었다. 변

 리더십에 한 향, 효과, 차이 분석을 한 양  연

구는 최근 2016년까지 지속 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질  연구는 총 1편으로 매우 미흡한 수 이다. 변  

리더십에 한 심층  이해를 해서 탐색  근을 통

해 통찰력 있는 의미와 해석을 도출해내는 질  연구가 

보다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 핵심 변인인 변

 리더십에 한 로그램개발, 측정도구개발, 문항

개발  타당성 검증 연구는 2007년 1편 이후에 무한 

상태이다. 특히 변  리더십 련하여 기존의 국내 

학술지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개 Bass 등에 의해

서 제작된 MLQ(Multiple Leadership Questionnaire)로

서 일회  탐색 요인분석 수 에서 구성 요인들을 확인

해왔으며, 변  리더십 척도에 한 교차 타당화를 

거치지 못하고 사용되었다[21]. 변  리더십에 한 

다양한 국내 연구의 학문  기여에 비해 조직 차원에서 

변  리더십을 개발· 용하기 한 실천 인 고민과 

련된 연구는 미흡하다. 향후 서로 다른 연구 상자에 

따른 측정문항의 개발  구성타당도의 검증 연구를 비

롯하여 변  리더십에 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거

나, 다양한 조직에 구체 으로 용할 수 있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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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로그램개발 등 실천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변  리더십 련 학술지 록에 제시된 주

제어  ‘거래 리더십’이 출 빈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조직몰입’,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 ‘조

직성과’, ‘ 신행동’, ‘임 워먼트’, ‘자기효능감’, ‘조직신

뢰’, ‘리더신뢰’ 등의 순이었다. 변  리더십 련 주

제어로 거래  리더십이 가장 많이 출 한 이유는 상당

수의 학술지에서 거래  리더십과 변  리더십이 어

떤 차이와 향이 있는지에 해 여러 변인과 근방법

으로 비교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변  리더십

은 1980년  이후 지 까지 특성이론, 행동이론, 상황이

론 등에 근거한 기존의 통  리더십에 응하는 새로

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었다. 한 국내에서도 1990년

 후반 IMF이후 조직이 규정해 놓은 거래의 조건을 

바탕으로 안정  조직을 유지하는데 기여를 하 던 거

래  리더십을 체하는 안으로 재의 평형보다는 

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비 을 제시하는 변  

리더십이 두되었기에 거래  리더십과 변  리더

십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상호 련성이 높다하더라도 특정 리더

십에만 국한되어 비교연구가 이 지는 것은 그리 바람

직하지 않다. 향후에는 시  변화를 포용하는 다른 

개념의 리더십과 변  리더십의 계를 밝히거나 비

교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빈도가 높

게 나온 다른 키워드들은 변  리더십 연구에서 부

분 종속 변인임과 동시에 개인차원변인으로 설정되었

다. 이를 통해 변  리더십이 조직구성원 각 개인에

게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

음을 단할 수 있다.  각 개인차원의 성과보다는  단

 차원에서의 성과가 요해지는 시  변화에 맞게 조

직단 의 성과와 련된 키워드, 변인들을 통한 연구도 

요구된다. 

다섯째, 변  리더십 연구의 주제어  연결 심

성이 높은 53개의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여 네트워크 분

석을 실시한 결과, 변  리더십과 연결 심성이 가

장 높은 ‘거래  리더십’은 ‘직무만족’ 키워드와 최단경

로를 나타내고 차 순 인 ‘조직몰입’은 ‘조직성과’와 최

단경로를 이루고 있어 이들이 서로 한 련성을 가

지고 함께 연구되는 경향성을 악할 수 있었다. 본 연

구는 빈도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키워드 네트워크 텍스

트 분석을 통해서 연구주제의 연계성을 효과 으로 

악하 다는 에서 의의가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조  등 성, 주요 키워드 간의 심 근 성, 

2D-Spring의 알고리즘, 응집성을 분석하여 주제어 간

의 네트워크 성향과 연구주제의 경향을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이루어진 리더십 이론리뷰 연구를 살

펴보면, 상이한 리더십의 개념을 특정 학술지에 국한하

여 분석하 거나[53], 다양한 학술지를 통해 얻은 자료

를 바탕으로 리더십의 개념을 조직단   조직계층별

로 분석하 거나[54], 상이한 리더십의 개념을 , 효

과, 데이터 수집방법 등 연구자의 거에 따라 분석하

기도 하 다[55]. 한편, 변  리더십과 조직원 성과와 

련된 25년 동안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메타분석을 

수행한 연구[56]도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리더십 이론 연구동향에 한 

해외연구와 비교해보면, 최근 그 학문  심이 고조되

고 있는 ‘변  리더십’이란 특정 개념의 리더십 이론

동향을 그 주제를 다루었다는 , 그리고 연구동향의 

일반  특성뿐만 아니라 키워드  네트워크 텍스트 분

석을 통해 연구결과의 다양함과 풍부함을 제공하고 있

다는 에서 학문  가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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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을 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 기 때문에 연구기

간을 달리하거나 연구물의 범 를 확장할 경우에는 여

기서 밝힌 연구결과가 다소 상이할 수 있다. 한 록

에서 나타난 주제어는 자의 단과 의도에 따라 작성

되었기에 일부 주제어에 편 되어 있고 연구동향의 흐

름을 악하기에는 다소 산발 이어서 네트워크 텍스

트분석을 해서는 사 에 유사 주제어 간의 유목화작

업이 필요하 다. 따라서 이 분석방법은 단어의 선택과 

유목화에 따라서 경향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변  

리더십 동향 분석에 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변  리더십을 포함하는 리더십이론 반에 

한 연구동향분석이 필요하다. 특정연구 상이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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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조직을 심으로 연구동향을 살펴보거나, 특정주제, 

특정변인과 연 하여 리더십의 연구경향을 악하는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리더십 이론을 심으로 연구동

향을 분석한 것은 매우 미흡하 다. 다양한 리더십 이

론의 핵심 인 변인을 살펴보고 연구주제에 한 반

인 특성과 연구흐름을 체계 으로 악하기 한 연

구동향분석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변  리더십에 하여 보다 다양한 연구방법

으로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결과 양 연구 이

외에 다른 연구방법으로는 련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지 못하 다. 이는 리더십 연구에 한 폭넓은 사유, 

이론에 한 용, 학문  발 과도 련이 깊은 것으로 

한 가지 연구방법에만 편 되는 상은 궁극 으로 연

구의 다양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변  리더십연구의 심이 되는 실증기반 양  연구

는 계속 으로 이 져야 하지만, 다양한 방법에 하여 

심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

셋째,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분석기 을 용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여섯 가지의 분석

거(연도, 학술지, 연구 상, 연구방법, 주제어, 주제어

네트워크)에 해 연구동향을 분석하 으나, 리더십 주

체(최고 리자, 간 리자, 실무자), 리더십 효과성(조

직성과, 리더성과, 부하성과), 는 새로운 키워드(논문

제목, 문 록 주제어)를 기 으로 연구동향을 살펴보

는 것도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최근 10년간 변  리더십 

련 학술지 논문에 한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하 으나, 

변  리더십 련 연구의 보다 심도 깊은 연구동향을 

악하기 해서 해외학술논문 는 석·박사 학 논문

을 심으로 연구한다면 변  리더십의 새로운 시사

 도출  향후 리더십 방향을 탐색하는데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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