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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leadership, coach trust 
and athletic satisfaction of university. [Methods] 288 university soccer players were surveyed on the emotional 
leadership questionnaire, coach trust questionnaire and athletic satisfaction questionnaire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method. SPSS 23.0 and AMOS 23.0 were use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Frequency 
analysis, confirmation factor analysis, reliability verification, correlation analysis an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ere performed. [Results] First, emotional leadership had a positive effect on coach trust of 
university soccer players. Second, emotional leadership had a positive effect on athletic satisfaction of 
university soccer players. Third, coach trust had a positive effect on athletic satisfaction of university soccer 
players. Finally, coach trust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eadership and athletic satisfaction. 
[Conclusions] Emotional leadership was a leadership that can efficiently increase coach trust, and leaders must 
communicate with players through emotional effort and team operations with goals of athletic satisfaction and 
happiness rather than wins and losses we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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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2020년 U리그 5권역에서는 전주기전대학이 우승을 차

지하였다. 대학리그에서 전문대학이 권역 우승은 이번이 처

음 있는 일로 지도자와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 일궈 낸 성과

이다. 또한, 전문대학교인 송호대학교는 2016년 U리그 왕

중왕전 준우승, 안동과학대학교는 2016년, 2019년 1, 2학

년 대학축구대회에서 우승하여 대학축구리그에서 전문대학

의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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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축구 리그에서의 전문대학들은 얇은 선수층과 전문

대 특성상 졸업이 빠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안정된 경기력과 성적을 유지하는데 어려

움이 많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선수들을 다독이

며, 선수들과 함께 훈련해 온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좋은 성

과를 이뤄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대학선수들은 성

인으로서의 성숙된 모습으로 보다 많은 열정과 각자의 개성

적인 사고방식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대학축구 지도자들은 

선수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선수들의 감성을 고려한 프로그

램 적용으로 훈련의 성과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대학축구 

선수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리더십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리더십을 통한 우수한 

경기력 발휘는 좋은 본보기로서 활용될 필요성이 있다.

리더십은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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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는 영향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특성, 행동 및 상황의 

관점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Luthans, 2002; Stajkovic, 

2006).

스포츠에서 지도자들의 리더십은 선수들의 성장과 목표

달성, 팀의 경기 승·패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Ha & Kim, 2017). 특히, 지도자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고 

선수들의 감성과 욕구를 이해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

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감성리더십이 주목 받고 있다.

감성리더십의 연구는 Salovey & Mayer(1990)의 연구에

서 시작되었으며, 리더가 구성원들의 감정을 인식하여 관리 

및 공감을 통해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여 조직에 영향력을 행

사하는 행위로 정의 하였다(Mayer, DiPaolo, & Salovey, 

1990). 이러한 감성리더십의 연구는 Goleman(1995)의 

‘감성지능(Emotional Inteligence)’이라는 책이 출간 된 

이후 감성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으며, 업무성과

의 성공요인은 지능 요인(IQ)이 20%, 감성지능 요인(EQ)이 

80%를 차지하여 업무 성과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능지수보

다는 감성지능이 더 크게 좌우된다고 하였다.

Goleman, Boyatzis & Mckee(2002)는 효율적인 리더

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감성을 잘 활용해야하

며,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감성 지능을 갖

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Goleman, et al, 2002). 감성리더

십의 구성개념은 관계관리, 지각능력, 감정관리, 사교능력 4

가지로 구분된다. 관계관리는 의사소통을 통해 정보나 내용

을 상호교환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의 지각, 사고 감동 

등의 변화를 이뤄내는 과정이며(Crino & White, 1981), 지

각능력은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인

식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

(Crossan, Vera, & Nanjad, 2008; Taylor, 2010). 감정관

리는 개인의 감정을 인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성과 이

성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능력이며(Yukl, 2002), 사교능력은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 구성원들과 협의를 통한 공감적 해

석으로 사회적 요구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행동이다

(Witt & Ferris, 2003; Wu & Turban, 2009).

감성리더십의 4가지의 구성개념을 잘 숙지하여 감성능

력을 향상시키는 일은 리더로서 성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

을 한다(Wall, 2007). 스포츠 상황에서의 지도자들이 급진

적이고 변혁적인 방법으로 팀의 변화를 주더라도, 결국 미

래에 지도자로서 얼마나 성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감

성능력이며, 지도자로서 성공을 위해서는 선수와의 상호작

용에 관심을 가지고 신뢰와 열린 대화를 통해 선수를 이해하

고 공감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스포츠 상황에서 감성리더십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내적

동기와 선수만족(Ha & Kim, 2017), 지도자 신뢰와 지도자

-선수 교환관계(Kim & Back, 2016), 지도자-선수 관계와 

운동의욕(Choi, Jeon, & Jung, 2017), 탈진과 운동포기

(Kim & Lee, 2019)), 자아존중감과 운동지속(Park & 

Jung, 2020), 집단응집력(Do & YOU, 2020), 임파워먼트

와 자기관리행동(Cho, Park, & Kim, 2018) 연구에서 감

성리더십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들은 스포츠 상황에서의 감성리더십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전문대 축구지도자들의 우수한 경기 

성과와 리더십은 높이 평가 받아야 하며, 축구지도자들의 

긍정적인 리더십 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Bennis(1995)에 의하면, 성공한 리더들의 능력 중 

신뢰 관리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신뢰 관리 능력은 리더와 구성원과의 믿음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구성원의 관계, 조직 문화와 환경요인의 개선 등

의 노력을 통해 신뢰 관계를 향상시켜야 된다고 하였다. 지

도자 신뢰는 리더의 가치관에 대한 구성원들의 확신과 믿

음, 호의적인 태도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상태라고 정의하

였으며(Johnson & Swap, 1982), 지도자를 믿고 의지하려

는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감정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도자 신뢰의 중요성은 3가지로, 첫째 조직의 높은 성과를 

달성하도록 촉진하며(Boss, 1978), 둘째, 조직 및 개인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제공하고(Cook & Wall, 1980) 셋째, 

구성원들이 공동체 의식 및 조직의 일체감을  갖고 자율적이

고 능동적인 참여를 돕는다(Degoey & Tyler, 1996).

스포츠 상황에서는 축구와 같은 팀 스포츠의 경우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선수들의 특성 파악, 팀 전술 및 전략을 이끄는 지도자 

신뢰는 경기의 승·패를 결정짓는 주요 변인이며, 2002 월드

컵의 히딩크 감독, 2012 런던 올림픽의 홍명보 감독, 베트

남의 영웅 박항서 감독과 같은 지도자들이 축구 현장에서 신

뢰와 소통을 왜 중요시 여기는지 알 수 있다.

결국, 리더십과 지도자 신뢰는 깊은 관련성이 있으며, 지

도자 신뢰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감성 리더십(Kim & 

Back, 2016), 대응가치리더십(Kim, Wang, & Kim, 

2016), 윤리적 리더십(Kim & Kim, 2020), 카리스마 리더

십(Lee & Cho, 2009) 등의 연구에서 리더십과 지도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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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는 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도자 신뢰는 리더십과 다양한 변인들과의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도자 유형과 운동지속의

도간의 매개효과(Lee & Jun, 2016), 리더십과 운동 몰입간

의 매개효과(Yoon, 2014), 지도자 유형과 지도효율성과의 

매개효과(Choi, Won, & Lee, 2006) 등의 연구들이 스포

츠 상황에서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영향을 받은 지도자 신뢰

가 다양한 심리변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지

도자 신뢰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선수만족은 대학축구선수들이 선수생활을 수행하는 동

안 얻게 되는 다양한 경험과 수행의 결과를 평가하여 느끼는 

개인 정서상태에서 오는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하며

(Lee & Oh, 2012), 선수들이 지각하는 지도자 리더십, 동

료 관계, 훈련 수행 과정, 훈련 성과 등에서의 심리적 만족감

으로 이해할 수 있다(Ha, 2020). 특히, 지도자 리더십은 선

수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들(Kim, 

2014; You, 2020; Ha & Kim, 2017)에서 규명되었으며, 

Kang & Oh(2015)과 Lee(2011)의 연구에 따르면, 지도자 

신뢰가 높을수록 선수 만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도자 

신뢰는 선수 만족의 선행변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종합하면, 감성적 리더십, 지도자 신뢰, 선수만족 간의 관

련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련성은 전문대 축구 

지도자들이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코칭의 근거를 제시

하고 있다. 선수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감성적 

리더십은 선수들로 하여금 지도자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

록 하는 역할을 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높이는데 도움을 준

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축구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감성적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대학선수들

은 자신만의 욕구와 성향을 명확히 표현하는 시기이므로, 

감성적 리더십의 발휘가 선수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대학축구선수들의 경기력 향

상에 도움을 주고자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특히나, 대학축구선수들은 축구를 시작해서 대학선수가 

되기까지, 지도자들의 전략과 전술을 믿고 순응하며, 경기

에 참여해 왔다. 하지만, 지도자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측

면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므로, 지도자가 발휘하는 리더

십에 따라 신뢰의 차이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지도지 신뢰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리더의 자신을 알고, 구성원들의 

감정을 이해 및 공감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감성리더십과 지도자 신뢰 및 선수 만족

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대학축구에서 지도자의 역

할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스포츠 리더십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목적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 축구선수들의 감성리더

십은 지도자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대학 축구선

수들의 감성리더십은 선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

째, 대학 축구선수들의 지도자 신뢰는 선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대학 축구선수들의 감성리더십과 선수 

만족 관계에서 지도자 신뢰는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Fig. 1. A hypothesized model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광주·전남지역에 있는 남자대학 

축구선수 300명을 대상으로 편의표본 추출을 통해 설문하

였으며, 이 중 무응답 설문 11부를 제외한 288부를 바탕으

로 연구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설문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학교와 지도자들의 협조를 받아, 선

수들의 이메일을 통해 개별 설문을 실시하고 회수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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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

Grade

1 95 33.0
2 80 27.8
3 66 22.9
4 47 16.3

Position

Defender 146 50.7
Midfielder 90 31.3

Striker 37 12.8
Goalkeeper 15 5.2

Sum 288 100

Table 1.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2.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

해 전문가 집단(스포츠심리학 전공 교수 1명, 측정 평가 전

공 교수 1명, 스포츠 심리학전공 박사 1명)을 구성하여 측정

도구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설문을 통해 확인

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신뢰도 분

석(Cronbach’s α)을 실시하였다.

1) 감성리더십

감성리더십의 측정도구는 Ha & Kim(2017)의 연구에서 

활용한 18개 문항을 대학 축구선수들에게 맞게 수정·보완하

여 구성하였다. 지도자의 자기인식(Self Awareness) 3문항, 

자기관리(Self Management) 6문항, 사회적 인식(Social 

Perception) 3문항, 관계관리(Relationship Management)  

6문항, 4요인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의 확인적 요

인분석 결과,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가 낮

게 나타난 문항 3문항(자기관리 1문항, 관계관리 2문항)을 삭

제하였다. Q값은 6.781, TLI값은 .928 CFI값은 .912, 

RMSEA 값은 .075로 나타나, 4요인 15문항의 적합성을 확인

하였으며, 신뢰도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은 .87∼.90으

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2) 지도자 신뢰

지도자 신뢰의 측정도구는 Jeon(2016)이 개발한 지도자 

신뢰 척도를 활용하였다. 지도자 신뢰는 능력(Ability) 6문

항, 배려(Benevolence) 6문항, 진실성(Integrity) 6문항, 

열의(Diligence) 3문항으로 4요인 21문항이며, 5점 리커

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가 낮게 나타난 5문항

(능력 1문항, 배려 2문항, 진실성 2문항)을 삭제하였다. Q

값은 4.017, TLI값은 .938 CFI값은 .941, RMSEA값은 

.065로 나타나, 4요인 16문항의 적합성을 확인하였으며, 

신뢰도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은 .88∼.91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3) 선수 만족

선수 만족의 측정도구는 Ha & Kim(2017)의 연구에서 

활용한 12개 문항을 대학 축구선수들에게 맞게 수정·보완

하여 구성하였다. 운동 만족(Exercise Satisfaction) 5문

항, 환경 만족(Environment Satisfaction) 5문항, 사회적 

승인 만족(Social Approval Satisfaction) 2문항의 3요인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가 낮게 나타난 문항 4

문항(운동 만족, 2문항, 환경 만족 2문항)을 삭제하였다. Q

값은 4.587, TLI값은 .920 CFI값은 .925, RMSEA 값은 

.074로 나타나, 3요인 8문항의 적합성을 확인하였으며, 신

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은 .87∼.90로 나타나 신

뢰도가 확보되었다.

3.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PASW 23.0과 AMOS 23.0 프로그

램을 활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

도구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신뢰도 분석

(Cronbach’s α)을 실시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설정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정

규분포 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평균, 표준편

차, 왜도, 첨도)를 실시하고, 전체 측정모형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분산추출지수(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를 분

석하였다. 판별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결정계수(r2: 상관계

수의 제곱)와 AVE 값을 비교하였으며, 관계분석을 위해 구

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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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지도자 신뢰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method)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1, 기술통계분석

대학 축구선수들의 감성리더십, 지도자신뢰, 선수만족의 

기술통계분석은 <Table 2>와 같다.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

은 3.35에서 4.13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43에서 

.87로 나타났다. 정규성 검증을 위해 첨도와 왜도 값을 살펴

본 결과, 왜도는 -.212에서 .355로 나타났으며, 첨도는 

-.263에서 .355로 나타났다. ±2를 넘지 않아 정규성을 만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 SD 첨도 왜도

Self Awareness 3.35 .43 .355 .228

Self Management 3.72 .69 -.192 .071

Social Perception 3.89 .79 .264 .095

 Relationship
 Management 3.60 .79 -.157 -.132

Ability 3.96 .78 .602 .212

Benevolence 4.01 .87 -.263 -.212

 Integrity 3.88 .62 .686 .004

Diligence 3.68 .83 .192 .355

Exercise 
Satisfaction 4.13 .58 .863 .263

Environment 
Satisfaction 3.91 .64 -.418 -.138

Social Approval 3.84 .49 .689 .317

Table 2. Result of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Factors λ CR AVE

Emotional 
Leadership

Self 
Awareness

Q1 .765

.920 .538

Q2 .812
Q3 .695

Self 
Management

Q4 .674
Q6 .715
Q7 .650
Q8 .814
Q9 .754

Social 
Perception

Q10 .621
Q11 .809
Q12 .756

Relationship
Management

Q14 .724
Q15 .624
Q16 .733
Q18 .698

Coach
Trust

Ability

Q1 .854

.915 .520

Q2 .756
Q3 .723
Q4 .698
Q5 .657

Benevolence

Q7 .749
Q8 .672
Q11 .691
Q12 .633

 Integrity

Q15 .756
Q16 .783
Q17 .865
Q18 .811

Diligence
Q19 .754
Q20 .681
Q21 .769

Athletic 
Satisfaction

Exercise 
Satisfaction

Q1 .811

.929 .623

Q3 .766
Q5 .789

Environment 
Satisfaction

Q6 .699
Q8 .759
Q10 .837

Social 
Approval

Q11 .846
Q12 .799

Table 3. Factor loading(λ), CR, and AVE values of 
measurement model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Leadership, Coach Trust and Athletic Satisfaction of University Soccer Players 235

2. 측정모형 평가

전체 측정모형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Q값은 3.417, TLI값은 .908, CFI

값은 .917, RMSEA 값은 .071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분산추출지수(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를 분석하였으며, CR값은 .915에서 

.929로 나타났으며, AVE 값은 .520에서 .653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R >. 70, AVE > .50). 

판별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AVE값과 결정계수(r2: 상관계

수의 제곱)와 비교한 결과, AVE값이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였다

<Table 4>. 각 변인의 표준화 계수, CR값과 AVE값은 

<Table 3>과 같다.

3. 연구모형 검증

구조모형 분석의 각 변인 간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Fig.

Factors CR AVE
r2

Emotional 
Leadership

Coach
Trust 

Athletic 
Satisfaction

Emotional 
Leadership .920 .538 1

Coach
Trust .915 .520 .490 1

Athletic 
Satisfaction .929 .623 .350 .333 1

Table 4. Values of correlation squared root and AVE
among all factors of measurement model

 

2>와 같다.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는 <Table 5>, 

<Table 6>과 같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Q값은 2.225, 

RMSEA 값은 .065, TLI 값은 .940, CFI 값은 .955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구조모형분석의 결과를 바탕으

로 연구 가설의 검증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성리더십

은 지도자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경로계수 

.279(t=3.847, p<.001)로 감성리더십은 지도자 신뢰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

성리더십은 선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경로

계수 .277(t=3.416, p<.001)으로 감성리더십은 선수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도자신뢰는 선수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경

로계수 .204(t=2.537, p<.01)로 지도자 신뢰는 선수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Standardized coefficien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p<0.001)

X2 DF Q RMSEA TLI CFI

91.216 41 2.225 .065 .940 .955

Table 5. Fit index of research model

H Path β 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H1 Emotional Leadership ⇨⇨⇨ Coach Trust .288(.279) 3.847*** .279*** .000 .279

H2 Emotional Leadership ⇨⇨⇨ Athletic Satisfaction .200(.277) 3.416*** .277*** .057* .334

H3 Coach Trust ⇨⇨⇨ Athletic Satisfaction .142(.204) 2.537** .204** .000 .204

Numbers in parenthesis are standardized coefficient. *p<.05, **p<.01, ***p<.001

Table 6. Hypothesis testing result and mediation effec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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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개효과 분석

넷째, “대학 축구선수들의 감성리더십과 선수 만족 관계

에서 지도자 신뢰는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매개효과는 Bootstrapping기법을 활용하였다. 반복 추

정 횟수는 2,000번으로 설정하고 95% 신뢰구간에 의해 검

정하였다. 검정 결과, 최저구간(.011)과 최고구간(.118) 사

이에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수준 p<.05(α=.016)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리더의 자신을 알고, 구성원들의 감정을 이해 및 

공감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

는 감성리더십과 지도자 신뢰 및 선수 만족의 관계를 규명하

여 대학축구에서 지도자의 역할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스포츠 

리더십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성리더십은 지도자 신뢰에 정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축구 지도자들의 감성리더십이 높

을수록 지도자 신뢰가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

는 감성리더십은 리더와 구성원간의 의사소통, 신뢰 관계, 팀

워크 및 충성심 등에 영향을 미치며, 구성원들의 사기 및 업무

성과와도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들(Cooper & 

Stwaf, 1997; Cherniss & Adler, 2000; Dulewicz & Higgs, 

2003)이 본 연구를 지지해주고 있다. 또한, Dirks와 Ferrin 

(2002)의 상사신뢰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감성리더십이 

조직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본 연구와 부분

적으로 일치하며, George(2000)는 리더는 구성원들의 긍정적

인 감정을 촉진시켜 올바른 방향으로 감정을 관리 및 활용 할수

록 팀 내 협력과 신뢰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여 본 연

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국내연구에서도 Kim & Back 

(2017), Mun(2015)의 연구가 감성리더십이 지도자 신뢰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감성리더십을 잘 활용하는 지도자일수록 지도자 신뢰가 높

고 선수들의 감성을 잘 이해 및 조절하며, 감성적 정보를 효과

적으로 활용하여 선수들과의 긍정적이고 신뢰적인 관계 형성

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축구지도자

들은 권위적이고 과묵한 지도자 상을 벗어 던지고, 선수들에

게 편안하고 안정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스스로가 노력해

야 하며, 훈련 이외의 시간을 할애하여, 선수들과 대화의 시간

을 많이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카카오톡이나, 

SNS를 활용하여 선수들과 친숙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선수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선수들과의 신뢰가 먼저이며, 

선수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선수들에게 다가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감성리더십은 선수만족에 정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축구 지도자들의 감성리더십이 

높을수록 선수만족이 높아짐을 의미하며, McColl- 

Kennedy & Anderson(2002)은 조직에서의 정서적 에너지 

관리 및 활용은 리더의 책임이며, 리더와 구성원간에 일어나

는 대부분의 상호작용은 감정 에너지 교환으로 다양한 상황에 

따라 노출되어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여 

본 연구를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Gabriel Yiannis & 

Griffiths Dorothy(2002)는 리더와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 

이성적 요인보다는 감성적 요소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감성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 결과가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또한, 

감성리더십 이외의 지도자 리더십과 선수들의 만족 간에 관련

성이 있다는 선행연구(Horne & Carron, 1985; Riemer & 

Cheladurai, 1995; Riemer & Toon, 2001)가 본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대학 축구 지도자들의 리더십 평가에 있어서 팀의 목표 달

성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의 만족 여부도 리더십 평가의 주요

한 요인이다. 결국, 지도자들의 리더십 평가는 선수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지도자들이 팀의 성과를 승·

패 여부에 집착하기보다는 선수들의 만족과 행복에 초점을 맞

췄으면 한다. 감성리더십은 지도자들에게 결과보다는 과정 

지향적으로 선수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보유

하고 있는지를 선수들에게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서 지도자들

의 감성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자들은 변해야 한다. 지도

자들이 선수들에게 먼저 다가서서 선수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 선수들이 변하고, 팀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도자 신뢰는 선수 만족과 정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자 신뢰가 높을수록 선수 만족이 높아

지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Mulki, Jararnillo & 

Locander(2006)의 연구에서 회사원들의 상사에 대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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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직무 만족과의 관련성이 높다하여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

다. 또한, Brashea, Boles, Belienge & Brooks(2003), 

Cunnigham & MacGreger(2000)의 연구에서 신뢰와 구성

원들의 직무만족도, 결석률, 이직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하여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직무만족 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한 연구가 본 연구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국내연구에서도, 대학 스포츠 선수들의 지도자 신뢰와 선수 

만족을 연구한 선행연구(Kang & Oh, 2015; Kim, 2011; 

Ha, 2020)가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

만, 골프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Choi(2013)의 연구에서 

지도자 신뢰와 선수만족간의 관련성이 없다는 결과로 본 연구

와 차이점을 보였다. 훈련 상황이나 시합 상황에서 지도자의 

능력이 뛰어나고, 훈련 프로그램이 좋다 할지라도 선수와 지

도자간의 믿음과 신뢰가 없거나 낮을 경우, 선수만족은 낮아

질 수밖에 없으며, 경기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이에 현장의 지도자들은 지적인 성숙과 각자의 개성이 독

특한 대학선수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선수들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지도자 신뢰는 감성리더십과 선수 만족간의 관

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도자신뢰의 중요성

을 강조하는 결과로, 감성리더십과 선수만족에서 지도자신뢰

는 두 변인을 연결하는 매개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Deluga(1994)의 연구에서 상사에 대한 신뢰가 부하의 조직

시민행동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조직시민행동의 상호교환 

관계를 통한 리더 신뢰를 통하여 발생한다고 하여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으며, Podsakoff, Mackenzie, Moorman & 

Fetter (1990)의 연구에서는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시민 행동

의 관계에서 리더 신뢰에 의해 매개된다고 하여 본 연구와 부

분적으로 일치한다. 

국내연구에서도, Won(2012), Yoon(2014)의 연구에서도 

리더십과 운동몰입, 지도효율성에서 지도자 신뢰의 매개효과

를 확인하여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선수만족을 높

이기 위해서는 감성리더십은 반드시 지도자 신뢰라는 매개변

수를 거쳐야 되며, 지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도자들

의 감성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성리더십은 지도

자신뢰를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리더십으로 지도자들은 

감성적인 노력을 통해 선수들과 소통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감성리더십은 선수만족과 인과성이 있으므로 승·패 보다는 

선수 만족과 행복에 목표를 둔 팀 운영이 요구된다. 셋째, 지

도자 신뢰가 높을수록 선수 만족이 높아진다. 지도자신뢰를 

높이기 위해 감성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감성리

더십 발현은 지도자와 선수간의 믿음과 신뢰가 높아져 선수

만족을 향상시킨다.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축구선수 이외

의 학년별(초·중·고교), 성별(남, 여)에 따른 감성리더십의 비

교 및 영향력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감성리더십의 향

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축구지도자 교육프로

그램에 포함시켜 그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감성리더십에 대한 경기력과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객관

적인 변인(팀 성적, 승률)을 활용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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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축구 선수들이 인지하는 감성리더십, 지도자신뢰, 

선수 만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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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축구 지도자의 감성 리더십, 지도자 신뢰, 선수 만족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방법〕 대학축구 선수 288명을 대상으로 편의표본 추출을 통해 감성리더십 질문지, 지도자 신뢰 질문

지, 선수만족 질문지를 설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SPSS 23.0과 AMOS 23.0을 사용하여 빈도분

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여 결론을 도

출하였다. 〔결과〕 첫째, 감성 리더십은 지도자 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성리더

십은 선수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도자 신뢰는 선수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도자 신뢰는 감성 리더십과 선수 만족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감성 리더십은 지도자 신뢰를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리더십으로 지도자들은 감성적인 

노력을 통해 선수들과 소통해야 하며, 승·패 보다는 선수 만족과 행복에 목적을 둔 팀 운영이 요구된다.

주요어: 감성리더십, 지도자 신뢰, 선수만족, 매개효과, 대학축구선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