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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수들  지각하는 동  리  계  규 하  한 것 다. 학과 실업 에  

활동하고 는 남  195 , 여  153  수들  상  하 다. 우  각 검사지  신뢰도  타당도  확 하고,

 탕  술통계  원변량 , 회귀  실시하 다. 상 계 결과 든  간에 한 상  

었다. 동  지각  리에 미치는 향  한 결과 수들  지각한 숙 는 리  하

 신 리, 훈 리, 리, 생활 리, 몸 리, 고  행동 리  든 에  미한 향  

미치는 것  나타났다. 그러나 경쟁  지각  리에 향  주지 않았다. 연  결과  탕  지도 는 

숙  통하여 극복 략, 평가, 해결과 사결 술, , 목 , 강화에 한 , 계획 

등 수가 스스  보다  리하고 하게 하도  해야 할 것  언하 다.

주 어 : 리, 동  지각, 숙 , 경쟁 , 운동 수

Abstract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a motivational climate and self-management 

perceived by athletes. 195 male and 153 female athlet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Firstly, reliability and 

validity are verified for questionnaire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ne way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are 

used. The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says that all the factors have meaningful relations among them. The 

analysis on the effects of the motivational climate on self-management indicates that the mastery climate 

perceived by the athletes has affected statically the sub-factors of self-management such as mental management, 

training, management, personal relationship management, life management, health management, and intrinsic 

behavior control. However, the competitive climate didn't help self-management. Based on the study, it was 

suggested that through the mastery climate, a leader should make athletes manage and control themselves in 

terms of conquest strategies, self-assessment, problem-solving and decision-making skills, self-control, goal 

setting, efforts to strengthen oneself, and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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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과 사회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한 기본 가정

의 하나는 개인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의 원인이 무

엇이냐를 추론하려고 시도한다는것이다[1]. 이러한 질문

에서 동기에 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동기란 어떤 일

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2]를 말한다. 일반 으

로, 동기는 상황 , 특성 동기로 구분되는데 자는 지

각된 동기분 기, 후자는 목표 성향을 말한다[3]. 특히 스

포츠상황에서의 성취목표 성향을 능력과시와 타인으로

부터의 인정을 목표로 하는 자아성향(ego orientation)과

자신이 설정한 목표와 과제 숙달정도를 목표로 하는 과

제성향(task orientation)으로 구분한다[4].

이러한목표성향 자아(수행) 심의분 기는 비도

덕 인 것들과 상 이 높고, 반사회 행동에 향을 미

치며[5], 숙달 심의분 기는 정당하게 실력으로 시합하

는 것으로[6], 친사회 행동에 향을 미친다. 남자축구

선수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숙달지향 인 선수들

이 보다 성숙한 수 의 도덕성을 갖고 있었으며[7], 스스

로의 노력과 향상 정도를 유능감, 주 성공으로 시

한다[8, 9].

스포츠 장에서도 동기분 기(Motivation climate)를

수반하게 되는데[10], 개인이 가지는 목표성향 특질에

한 은 환경의 향에 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동

기분 기(motivational climate)에 한 개념이 두되었

다([11,12,13],[14재인용].

동기분 기 역시 수행분 기(performance climate)와

숙련분 기(mastery climate)로 구분하며[13], 이러한 동

기 분 기는 주요 타자인 코치나 부모들의 평가나 강조

에 의해 경쟁분 기(competitive climate), 숙련 분 기

(mastery climate)가 조성 된다[15].

[16]는 선수들도 자신들이 운동하는 분 기를 두 가지

형태로 지각하는데, 인간 경쟁이나 평가를 강조하

는 분 기에서는 자아지향성이 발달될 가능성이 높고,

학습의 과정과 참여가 강조되는 분 기에서는과제 지향

성이 더욱 발달된다고 하 다.

따라서 선수들이 지각한 분 기가 수행 분 기라면,

선수들은 시합상황에서코치에의해 압력을 받을것이며,

코치나 부모의 기 에 부응하기 해부정행 와 공격

행동을 측할 수 있다[6].

선수들이 인지하는 동기 분 기 숙련분 기에 해

서 과제에 한 정 태도와 내 동기, 도덕 과제선

택, 학습과정과 노력에 높은 가치부여를 하는 특징 [17]

이 있으며, 운동선수들의 재미, 불안 감소, 지속 인 참여

와 노력 그리고 수행과 자아 존 감 향상에 기여하며 유

능감[18], 자기 효능감[19], 그리고 내 동기[20]에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쟁(수행)분 기 지각은 지루하고 재미없으

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부정 태도와 같은 부 응

인 인지 정서 반응을 포함하고[21],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지향성들은 지속 인 운동참가나 도포기에

련해 다양하고 복잡한 개인 (성격, 특성, 정서 특성,

능력수 ) 요인과도 련성이 있지만 환경 (지도자의

특성, 집단문화, 제도) 요인과도 높은 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22].

자기 리(self-management)는 우리의 스포츠 환경에

서만 발견되는 토착 개념으로[23] 사생활과 인 계

등에서 스스로 철 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사고와 행동

의 조 을 통하여 운동수행과 성공 선수생활을 한

인지행동 략을 자기 리 행동이라 한다[24].

이러한 자기 리 략의 측정을 해 [23]은 정신력

리, 훈련 리, 몸 리, 인 계 리, 고유행동 리, 생

활 리 6개 요인으로 구성하고 이를 경기력측면과 비경

기력 측면 그리고 자기통제와 계통제의 2개차원의 6개

의 자기 리 역 구성하 다. [25] 역시 몸 리, 정신

리 훈련 리 인 리의 4요인의 자기 리를 제작하

다.

스포츠와 운동 상황에서 자기 리란 자신과 생활에서

자기 스스로의 제를 통하여 정신 으로 비하고 극복

해 가는 과정으로 정의한다[24]. 즉, 운동선수의자기 리

는 성공 인 수행과 목표달성을 해 신체 , 정신 인

면뿐만 아니라 훈련과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

에서 자기 스스로를 조 하는 것으로 스스로에 해 철

해 지는 것이다[22, 23, 25],[[26]재인용].

한국 스포츠상황에서 자기 리는 특히 많은 심을

받아왔다. 자기 리는 신체 , 사회 요인, 고유한 행동

요인을 포함하는 보다 포 인 개념이다[27].

[25]은 자기 리 실천 인 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재 략으로 사용함으로써 수행을 높이고 더 나은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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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함께 지도자들에게 선수 리의 유용한정보를 제

공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어 선수로서 자기 리의 필

요성을 강조하 다.

지도자의 스포츠에 한 태도 가치에 다라 동기분

기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선수들의 훈련태도 수행

에 향을 미칠수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선수들이 지각

하는 성취목표와 지각된 능력에 따라 선수들은 자신의

목표추구, 내외 환경의 조 능력, 지도자와 선수 혹은

동료들과의 계 등 자신을 조 하고통제하는 자기 리

기술이 달라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선수들이 가진 목표성향에 따라

자기 리에 향을 미치기도 하며[28], 선수들은 개인이

가진 고유의 목표성향에 의해 스스로를 리하고자 노력

하며 상황에 따른 환경을 극복하고자 한다[29]. 한 자

율성은 성취목표성향의 숙달 근과 숙달회피에도 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30].

지 까지 자기 리와 성취동기 연구는 부분 선수들

이 지각하는 동기분 기와 자기 리의 계에 한 것이

었다. 그러나 운동 의 주요 분 기는 지도자들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도자의 동기분 기

즉, 경쟁과 숙련 분 기에 따라 선수들의 자기 리에 어

떻게 향을 미치는지 규명해보고자 한다.

2. 연

2.1 연 상

본 연구는 편의표집방법으로 수도권에 소재한 학과

실업선수 360명을 조사하 다. 그러나 자료 분석 과정에

서 이 응답을 포함하여 불성실하게 답한 12부의 자료를

제외하고 348명의 자료를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여 최종

분석에 활용하 다.

최종 분석에 이용된 선수들의 나이는 평균 만 23.5세

이며, 종목은 배드민턴, 빙상, 사격, 스키, 양궁, 역도, 유

도, 육상, 체조, 카 , 태권도, 테니스, 투척, 펜싱, 필드하

키, 핸드볼 등 16개 종목이다. 성별분포는 남자 195명

(56.0%), 여자 153명(44.0%)이었다. <Table 1>은 연구

상자의 인구학 배경이다.

　 N % cumulative

%

male 195 56.0 56.0

female 153 44.0 100.0

sum 348 100.0 　

badminton 15 4.3 4.9

skating 21 6.0 10.9

shooting 10 2.9 13.8

ski 5 1.4 15.2

archery 19 5.5 20.7

weight lifting 23 6.6 27.3

judo 20 5.7 33.0

athletics 52 14.9 48.0

gymnastics 25 7.2 55.2

canoe 15 4.3 59.5

taekwondo 42 12.1 71.6

tennis 17 4.9 76.4

throwing 15 4.3 80.7

fencing 28 8.0 88.8

field hockey 18 5.2 94.0

handball 21 6.0 100.0

sum 348 100.0 　

<Table 1> demographic background

2.2 연 도

2.2.1 동  지각

동기분 기 지각 질문지는 [30]이 개발한 동기분 기

지각 질문지(PMCSQ; 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

in Sport Questionnaire)를 [10]이 청소년들에 맞게 번안

한 것을 비검사와 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 보완하

다. 이 질문지는 경쟁분 기 지각 9문항과 숙련 분

기지각 12문항으로 총 2개요인, 21문항의 5 Likert 척

도(1 = 아니다, 5 =매우 그 다)로 구성되어 있다.

표집된 질문지의 타당도와 신뢰성의 검증을 해 탐

색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Table 2>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최 우도법과 사각회 방법인

직 오블리민 회 방법으로 요인을 추출한 결과 다른

요인으로 묶인 문항과 요인 재치가 .4이하로 나타난 문

항1, 문항2, 문항6을 제외화고 2 요인 구조로 확인되었으

며, 체 변량은 45.68%이었다.

Cronbach's α에 의한 신뢰도 검증결과 경쟁분 기 지

각 .896, 숙련분 기 지각 .828 로 각각 나타나 높은 내

일치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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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mastery performance

mars19 .783 .232

mars15 .762 .167

mars16 .744 .145

mars18 .722 .210

mars17 .688 .209

mars21 .668 .133

mars14 .663 .105

mars13 .658 .228

mars20 .591 .199

mars4 .574 .100

mars9 .539 .483

mars3 .421 -.168

per8 .172 .747

per10 .123 .747

per7 .094 .744

per5 .297 .656

per12 .104 .649

per11 .148 .467

Eigenvalue 6.189 3.082

variable 31.480 14.199

accumulate variable 31.480 45.680

Cronbach' a .896 .828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the 

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 in 

sport questionnaire

2.1.2 리

자기 리 질문지는 [23]이 토착 개념이라 할 수 있

는 운동선수의 자기 리행동을 측정하기 해개발한 운

동선수 질문지(Athletes Self-Management Questionnaire:

ASMQ)를 사용하 다. 요인은 정신력 리, 훈련 리,

몸 리, 인 계 리, 고유행동 리, 생활 리의 6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5문항, 5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수집된 자료를 최 우도법과 사각회 방법인 직 오

블리민 회 방법을 이용한 탐색 요인분석결과 요인

재치가 .4 이하인 문항과 다른 요인으로 묶인 문항(문항

5, 문항 6, 문항 8, 문항 11, 문항 15)을 삭제하여 6요인

구조가 확인되었으며 이들의 체 변량은 54.795%로 나

타났다. 신뢰도 계수는 정신 리 .919, 훈련 리 .781,

인 리 .827, 생활 리 .781, 몸 리 .769, 고유행동

리 .729로 나타났다.

2.3 연 차

동기분 기 지각과 자기 리와의 계를 규명하기

하여 사 에 선행연구와 일부 선수들, 지도자와의 인터

뷰를 진행하여 연구의 목 과 의의를 확인하 고 자료수

집 차에 들어갔다. 우선 지도자를 만나 연구의 취지와

목 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직 방문하여 선수들

을 조사하 다. 자발 의사를 확인한 후 선수들을 상

으로 응답시 조사의 목 과 작성요령, 익명성보장, 자료

사용에 한 내용을 설명하 다. 편안한 분 기속에서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 다. 질문지작성 시간은 약 15

분 후로 이루어졌다.

Items 1 2 3 4 5 6

self18 .849 .344 .493 -.372 .256 .193

self17 .819 .397 .527 -.383 .278 .241

self24 .793 .286 .612 -.373 .431 .208

self30 .777 .218 .490 -.314 .392 .258

self10 .767 .352 .426 -.304 .329 .335

self31 .759 .292 .514 -.327 .485 .337

self9 .693 .289 .412 -.212 .140 .231

self34 .665 .527 .389 -.434 .317 .314

self2 .408 .737 .286 -.358 .328 .347

self3 .490 .672 .302 -.440 .214 .448

self29 .358 .612 .286 -.610 .043 .420

self1 .417 .609 .230 -.213 .267 .482

self35 .594 .217 .921 -.178 .236 .178

self27 .623 .208 .754 -.334 .313 .143

self33 .523 .346 .683 -.483 .251 .233

self20 .463 .355 .495 -.735 .261 .313

self16 .553 .557 .500 -.634 .334 .220

self23 .426 .364 .450 -.613 .344 .222

self19 .364 .460 .351 -.554 .396 .261

self13 .433 .297 .360 -.522 .114 .517

self21 .404 .455 .383 -.496 .388 .312

self12 .129 .119 .042 -.442 .129 .138

self25 .492 .379 .357 -.393 .655 .319

self32 .489 .357 .519 -.312 .603 .360

self22 .454 .440 .288 -.456 .571 .475

self26 .406 .269 .237 -.312 .547 .382

self7 .238 .445 .112 -.203 .135 .749

self14 .307 .350 .104 -.312 .334 .637

self4 .321 .577 .200 -.364 .324 .614

self28 .250 .152 .237 -.249 .381 .519

Eigenvalue 11.663 2.526 1.530 1.318 1.082 1.071

variable 36.775 7.249 3.143 3.158 2.664 1.806

accumulate

variable
36.775 44.024 47.167 50.325 52.989 54.795

Cronbach' a .919 .781 .827 .781 .769 .729

1=mental readiness, 2=training management,

3=interpersonal relationship, 4=daily living management,

5=physical conditioning, 6=personal routine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achievement 

self-management

2.4 료 

자료처리는 SPSS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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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게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회수된 설문자료를 연

구자가 재검토과정을 거쳐 설문작성에 불성실하다고

단되거나 일부내용이 락되고, 응답 고정화 상을 보이

는 자료를 제외시켰다. SPSS Ver. 18.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 에 맞게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첫째, 각 검사지의 요인구조에 한 신뢰도와 타당도

를 확인하기 해 기술통계, 탐색 요인분석, 내 일

성분석,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성별에 따

른 동기분 기 지각과 자기간리를 알아보기 하여 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 간의 상호 계성을알아보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고, 체표본을 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모든 통계 유의성은 p<.05 수 에서 검증

하 다.

3. 결과

3.1 술통계 

동기분 기 지각이 자기 리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기 하여 먼 기술통계와 상 계분석을 실시하 다.

기술통계 결과를 보면 동기 분 기 지각에서는 숙련

분 기 지각이 자아분 기 지각보다 높은 수 분포를

나타냈다. 자기 리에서는 인 리, 정신 리, 생활 리

순으로 나타났다.

3.2 상 계

1 2 3 4 5 6 7

2 .557
**

1

3 .689
**

.424
**

1

4 .594
**

.643
**

.577
**

1

5 .628** .548** .511** .619** 1

6 .396** .607** .275** .479** .589** 1

7 .634** .355*** .606** .491** .472** .216** 1

8 .157** .116* .175** .186** .119* .114* .232**

*p<01, **p<.001

1=mental readiness, 2=training management, 3=interpersonal

relationship, 4=daily living management, 5=physical

conditioning, 6=personal routin, 7=mastery, 8=performance

<Table 4> Correlations of 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 & self-management

<Table 4>는 동기분 기 지각의 하 요인과 자기

리의 하 요인간의 상 계 분석표이다. 모든 요인 간

에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 리의 하 요인

들은 숙련분 기 지각이 경쟁분 기 지각에 비하여 보다

높은 상 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숙련분 기와는 정신

리(r=634**)요인과 경쟁분 기 지각과는 고유행동

리와 가장 높은 상 계(232**)를 이루고 있었다.

3.3 회귀

동기분 기 지각이 자기 리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

기 하여 동기분 기의 하 요인인 숙련분 기 지각과

경쟁분 기 지각을 독립변수로 자기 리의 하 요인을

종속변수로 투입한 결과 <Table 5>와 같은 결과를 얻었

다.

분석결과 선수들이 지각한 숙련분 기는 자기 리의

하 요인인 정신 리, 훈련 리, 인 리, 생활 리, 몸

리, 고유 행동 리의 모든 요인에 정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정계수인 β 에

서 정신 리(.632)가 가장 설명력이 높았으며, 고유 행동

리(.200)가 가장 낮았다. 한 경쟁분 기 지각은 자기

리에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R2 F β t p

mental

readiness

mastery
.402 116.028

.632 14.761 .000

performance .010 .241 .810

training

management

mastery
.127 25.179

.347 6.709 .000

performance .036 .695 .488

interpersonal

relationship

mastery
.369 100.828

.598 13.600 .000

performance .036 .822 .411

daily living

management

mastery
.247 56.486

.474 9.859 .000

performance .076 1.578 .116

physical

conditioning

mastery
.223 49.386

.469 9.615 .000

performance .011 .217 .828

personal

routine

mastery
.051 9.251　

.200 3.713 .000

performance .068 1.253 .211

<Table 5> Regression Analysis of Leadership & 

Happiness

4.   결

본 연구는 선수들이 지각하는 동기분 기와 자기 리

의 계를 규명하기 한 것이다. 분석한 결과 선수들이

지각한 숙련분 기는 자기 리의 하 요인인 정신 리,

훈련 리, 인 리, 생활 리, 몸 리, 고유 행동 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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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요인에 정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쟁분 기 지각은 자기 리에 향을

주지 않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동기분 기를 숙련 으로 지각하

는 사람이 경쟁 으로 지각하는 사람들보다더 응행동

을 보인다고 하 다[32]. 한 숙련분 기에 있는 청소년

들이 경쟁분 기에 있는 청소년들보다 더즐겁게 신체활

동에 참여하고 불안과 같은 부정 정서는 낮고, 수행은

더 향상되며, 주어진 과제도 오래 지속하 다[33].

이러한 선행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자기 리에

향을 미치는 숙련분 기 지각이 경쟁분 기 지각보다

더 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도자는 선

수들의 자기 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해서능력에 따른

훈련, 훈련내용의선택권, 선수의 노력에 한 인정, 개인

훈련, 훈련성과에 한 향상도평가 등과 같은 과제 지향

숙련분 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기 리능력은 선수들의 훈련 시합동기,

경쟁상황에 한 인지능력 행동 략을 히 선택

하여 스스로 수행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 기를 만들

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는 숙련지향 동기분 기와 자

기 리가 서로 선순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보여주는 것

이다.

이와 같이 숙련분 기와 자기 리의 정 순환과정

은 지도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도자는 훈련과

정을 통해 선수들이 인지와 동기, 행동 략을 극

으로 사용하도록 지지해주고, 훈련과정에서 나타나는 오

류나 실수에 한 수정피드백 과정을통하여 훈련효과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그 게 함으로서 선수들이 자신

이 선택한 기술습득방법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고 변화

하는 운동 환경에 빠르게 응하고 새로운 것에 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 으로 지도자는 숙련분 기를 통하여 [34]가 제

시했듯이 극복 략, 자기평가, 문제해결과 의사결정기술,

자기조 , 목표설정, 자기강화에 한노력, 계획 등 선수

가 스스로를 보다 잘 리하고 조 하게 하도록 해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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