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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여자테니스 선수의 부적응적 사고 변화를 위한 

합리적 인지재구성 프로그램 적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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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 여자테니스 선수의 부적응적 사고 변화를 위한 합리적 인지재구성 프로그램의 개발, 적용 및 
효과검증을 목적으로 하였다. 효과검증을 위한 질적분석으로 피험자의 심리적 문제를 파악하여 REBT 상담절차를 진행하
였고, 양적분석으로 청소년용 부적응적 사고척도, 스포츠 심리기술 질문지, 한국판 스포츠 수행전략 검사지를 사용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REBT 상담기법을 적용하여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파악하고 부적응적 사고와 비합
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전환되었으며, 경기력 향상은 물론 전인적인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용 부적응적 사고척도, 스포츠 심리기술 질문지, 한국판 수행전략 검사지에서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청소년기 선수들의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루어 주는 상담이 진행된다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인격 성장과 발달에 있어 자아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청소년, 테니스, 부적응적 사고, 인지재구성, 스포츠심리상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evaluate the program for convericient reconfiguration 
in an attempt to change maladjustmental way of thinking among female junior tennis players. For verification 
of the program, a qualitative analysis and quantitative analysis were carried out. Through the REBT program 
for convericient reconfiguration, maladjustmental way of thinking among junior tennis players was drawed and 
interviews with them were subsequently performed. As a result, REBT counseling technique was applied to 
understand personal psychological problems and to transform maladjustmental and unreasonable way of thinking 
into rational belief, confirming positivity toward their situation. After all, their athletic performance as well as 
holistic development was found to be improved. In quantitative analysis, maladaptive thinking scale sports 
psychology questionnaire and survey for Korean sports performance strategy were both increased post treatment, 
suggesting that their psychological status became positive as a result of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preven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athletic performance would be enhanced and growth and development in 
personality and self-realization would be expected if various psychological problems in  adolescent players were 
progressed in det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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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변화 속에서 선수들은 치열한

경쟁과 함께 보다 많은 긴장과 여러 가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인격형성이 미성숙한 청소년기의

선수들은다양한요인으로인해심리적문제가발생하고

있으며, 심리적 문제는 행동적 문제의 원인으로 제시되

고 있다[1, 2, 3].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있는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의

심리적 문제는 외적요인으로 감독, 코치, 부모, 동료 등

주요타자에의해나타나기도하며[4], 내적요인은자신감

저하, 불안, 부적응적사고등개인의고민과문제로인해

나타나기도한다[5]. 또한 청소년선수는강도높은훈련

과 끊임없는 기술개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과도한 긴

장과 불안감 등을 경험하고 반복적인 훈련으로 인해 스

트레스를 받고 있다. 더불어 일반적인 청소년기의 다양

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함께 경험하게 된다[6].

청소년기는성장과발달에있어소아에서성인으로의

전환기로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경

험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자아 형성 및 인격적으로

성숙한 성인이 될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심리적 부담이

크다. 이러한 발달과정이 부담으로 이어져 정서적인 불

안감에 휩싸이고[7], 우울증상이나 학습 곤란, 관계의 어

려움, 무기력증으로 인해 비행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8]. 극단의경우자살행동과도강한연관성을지니고있

다[9].

발달적 관점에서 청소년기에는 사고능력과 지적능력

이 형성되며, 논리적 관계성에 의한 사고를 시작하게 된

다[10]. 이러한 인지적 사고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자기중

심적인 특성과 인지적 왜곡, 비합리적 신념과 자동적 사

고 등을 하게 된다[11]. 특히, 청소년의 인지적 사고과정

의오류는행동문제의원인이되기도하는데, 이를해결

하기위해최근심리중재전략으로다양한상담기법이주

목받고 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상담기법

을 적용한 결과 분노조절, 불안, 정서조절, 학업스트레스

등이 심리적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12,

13, 14, 15].

청소년기 선수들은 성장과 발달과정에서 스포츠라는

특수한 환경적 영향으로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이로 인해 행동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테니스 종목에서는 경기상황 중 선수가 스스

로심리상태를통제하고조절및유지할수있는능력과

더불어 심리적 요인이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테니

스는상대적으로민감도가높은경기로서심리적전략이

필요하고 경기장 내·외의 고된 상황에서 스스로 어려움

을 극복해내야 한다[16, 17].

스포츠 분야에서 청소년 관련 연구들은 경기력 향상,

주요타자의 역할, 학습능력과 심리적 요인과의 관계[4,

18, 19]와선수들의수행력향상을위한다양한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인격 형성의 주요한 시기인 청소

년기의 전인 교육을 위한 접근 방법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국내·외선행연구에서테니스선수들의심리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지만[16, 20, 21] 선수

들의 수행에 중점을 둔 심리지원은 청소년 선수들 내면

의 심리 문제를 다루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

서 부적응적 사고와 수행력 향상, 전인적 교육을 목적으

로 청소년 테니스 선수를 위한 합리적 인지재구성 프로

그램을개발하고적용함으로서효과를검증해볼필요성

이 있다.

합리적 인지재구성은 Ellis(1994)의 REBT(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에 기초로하고있다. REBT

는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 인간의 행동적·정서적 문제의

근원을파악하여내적문제의극복을도모하는심리상담

기법이다. REBT는인간의정서와사고가행동을결정한

다는인지적결정론에바탕을두고있다. 또한, 인간은일

련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

결하는 문제해결 능력이 있다고 강조한다[23].

Ellis(1994)의 REBT를 선수들에게 적용한 연구들을 살

펴보면 불안이 줄고 자신감은 향상되는 긍정적 반응을

보인것으로나타났다[24,25, 26, 27, 28, 29]. 이러한긍정

적 변화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합리적 인

지재구성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경험함으로서

[30] 인지재구성 프로그램에관한 중요성 인식과 더불어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선수들의 부적응적 사고

를인지재구성프로그램의 REBT 상담기법을통해특정

한상황속에서선수들이겪고있는심리적문제들의원

인을 탐색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제시된결과를바탕으로청소년선수의근본적인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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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해결하여선수의인격성장과경기력향상의긍정

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
이 연구는 청소년 여자테니스 선수의 부적응적 사고

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질

통제집단설계에 의해 유목적 편의추출방법(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여부산, 울산, 수도권에거주하는청

소년여자테니스선수 총 8명을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

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의 정보 및 연구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할 것

을약속하였고연구참여에동의를구한후면접상담을

실시하였다. 집단의크기는구성원들이원만한상호작용

을 할 수 있을 정도이여야 하며, 동시에 집단이 몰입과

더불어감정을느낄수있을정도의규모가적당함에따

라 청소년 집단 프로그램 진행시 6-8명이 바람직하다

[31]. 그러나최종선정된연구대상자는선수들의상황을

고려하고 팀 코치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험집단을 4명으

로 선정하였다. 이에 통제집단도 실험집단과 동일한 인

원인 4명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Groups n sex Age Career (yr)

Experimental 4 F 15.3 6Y 6M

Control 4 F 16.0 7Y 7M

2.2 REBT 상담
청소년여자테니스선수의부적응적사고를탐색하고

운동수행과 정서적 변화를 위한 상담의 회기나 틀의 형

식은 REBT 상담의 핵심절차[32]에 따라 진행하였다.

REBT 상담과정은 부적절한 정서적/행동적 결과

(Consequence)를 탐색하고 상담의 목표를 설정하여 탐

색된 결과와관계된선행사건(Activating Event)이 무엇

인지 탐색하고 정서적/행동적 결과(Consequence)와 사

고(Belief) 간의 관계를 교육하며, 결과를 일으킨 근복적

인 원인인 사고(Belief)를 탐색하고 상담의 과정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후탐색된생각의체계를논박(Dispute)을

통해 바꿔주고 생각이 바뀜에 따라 나타나는 정서적/행

동적 효과(Effect)를 알게 하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상담

과정중내담자의적극적참여를통한상담의목표를달

성하기 위해 숙제의 활용을 해주는 것이 좋다는 REBT

상담과정의 핵심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2.3 심층면담
심층면담은 연구대상자들에게 사전 동의 후 면담 시

간과 장소에 대한 협의를 통해 면담 준비를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에 대해서 절대적인 비밀과 함께 면담의 윤리

적 부분을 강조하고 연구대상자에게 면담 내용에 대한

녹취의 동의를 구한 뒤 아이담 IR-290 녹음기를 사용하

여 녹음을 기록하였다. 녹취록은 한컴오피스 한글 2010

에 작성하고면담내용을분석하여초안을작성한뒤연

구대상자에게 잘못된 사실이나 정보가 없는지 검토하도

록요청하는등보충이나수정해야할내용의정보는추

가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4 심리검사지
2.4.1 청소년용 부적응적 사고척도
합리적 인지재구성 프로그램에 대한 적용 전·후의 부

적응적 사고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이정윤에 의해 개발

된청소년용부적응적사고척도[33]를 사용하였다. 이척

도는 임의결론내리기(α=.77) 5문항, 자기비하(α=.87) 7문

항, 문제행동 과소평가(α=.71) 5문항, 자기중심화(α=.64)

4문항, 완벽과인정추구(α=.81) 8문항, 자기비난(α=.74) 5

문항, 타인비난(α=.67) 3문항, 낮은 인내력(α=.76) 4문항,

부정경험 과대평가(α=.56) 3문항, 총 44문항으로 5점 척

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적 사고의 경향

이 심함을 나타내고 있다.

2.4.2 스포츠 심리기술 질문지
합리적 인지재구성 프로그램 적용 전·후의 스포츠 심

리기술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스포츠 심리기술 질문지

[34]를 사용하였다. 이척도는자신감(α=.81) 4문항, 집중

력(α=.80) 4문항, 목표설정(α=.80) 4문항, 팀조화(α=.74) 4

문항, 심상(α=.73) 4문항, 의지력(α=.74) 4문항, 불안조절

(α=.68) 4문항,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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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한국판 수행전략 검사지 
합리적 인지재구성 프로그램에 대한 적용 전과 후의

수행전략변화를알아보기위해한국판스포츠수행전략

검사지[35]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혼잣말(α=.82) 4문

항, 컨디션 조절(α=.81) 7문항, 심상과 목표설정(α=.76) 5

문항, 긴장풀기(α=.76) 4문항, 감정조절(α=.67) 4문항,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5 자료분석
2.5.1 심층면담 내용분석
면담의내용분석은사람의움직임을직접적으로관찰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움직임에 관한 질문이나 면담의

기록을 토대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내용을 분석하는 것

으로연구대상자가말하는전체적인면담내용에대하여

요점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충분히 이해한 후 내용을 정

리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개인적 의견에 일치하는 단어

의미해석에있어오류를줄이기위해전문가회의를실

시하였으며, 검증 절차인 삼각검증법(investigator

triangulation)을 활용하여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데 목적

을 두었다.

2.5.2 기술통계
인지재구성 프로그램에 대한 적용 전과 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양적자료는 SPSS 18.0을 활용하

여 기술통계,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2.5.3 슈퍼비전
청소년 여자테니스 선수의 부적응적 사고 변화를 위

한합리적인지재구성프로그램을진행하는동안슈퍼바

이저 1인에게 Ellis(1994)의 REBT 상담기법 진행과정에

대한 지도를 받았다. 연구자는 슈퍼바이저에게 상담에

관한 면담 부분과 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피드백을 받았

고상담실습위주의지도를받으며연구대상자와의상담

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

상담지도를 받았다.

2.6 연구절차
청소년 여자테니스 선수의 부적응적 사고 변화를 위

한합리적인지재구성프로그램을개발하고적용하기위

해문헌조사가이루어졌으며, 인지재구성프로그램내용

구성의타당화와방향설정을위해스포츠심리학교수 1

인을포함하여스포츠심리학박사 2인이전문가회의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회의를 통해 Ellis(1994)의 REBT와

<Table 2> Structure of REBT Program
Stages Periods Programs REBT Program

Preparation

1 Basic Education 1
-Program Explanation
-Consent Form
-Pre-test

2 Basic Education 2
-Self—Introduction
-Iintroduction of Peer
-Pre-test

Maladaptive thoughts
3 Maladaptive Thought Learning -Maladaptive Thought Learning and Understanding
4 Search for Maladaptive Thought -Interview for Maladaptive Thoughts

REBT Understading 5 REBT Learning
-REBT Understanding
-Understanding the Difference between Rational and
Irrational Qay of Thinking

Case and Emotional
Search

6
Search for Emotional/Behavioral
Results (C)

-Results of Emotional and Behavior

7 Case Study (A) -Using ABCDE Model Description

Search for Thought
and Self-Application

8 Search for Irrational Thoughts (B) -Irrational Factors Finding
9 Arguments (D) -Argument of Irrational Way of Thinking
10 Process of Arguments -Application of Rational Way of Thnking

Termination

11 Porblems Solving
-Self-Compliment
-ABCDE Model Practice

12
Participation Feeling and
Pshychological Test

-Program Participation Description
-Post-Test
-Program 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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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선(2013)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합리적 인지재구성

프로그램을 구조화 하였다. 또한 인지재구성 프로그램

적용에 참여한 실험집단 청소년 여자테니스 선수 4명을

대상으로 심층적 면담을 통하여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

및 운동수행능력의 수준과 장·단점 등을 파악하고 면담

을통해부적응적사고를탐색하여 REBT핵심절차에따

라프로그램을구성하고적용하였다. 최종적으로개발된

인지재구성프로그램은 <Table 2>와같다. 이연구는준

실험설계로이질통제집단설계(비동형사전·사후검사통

제집단설계)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적용 후 실험집단

과통제집단의사후심리검사는동일한시기에실시하였

다. 연구의 설계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Structure of Research Design
Groups Pre Treatment Post

Experimental o1 X o2

Control o1 o2

3. 프로그램 적용 및 검증
3.1 프로그램 적용
3.1.1 준비단계
청소년 여자테니스 선수의 부적응적 사고 변화를 위

한합리적인지재구성프로그램의제1회기는연구대상자

들과지도자에게연구의취지와프로그램에대한설명을

하고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등에 관한 기초교육을 진행하였다. 이후 연구대상

자들의자발적인참여의사를확인하고연구참여동의서

및 심리 검사지를 사용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제2

회기는연구진행자와참여자들의라포형성에대한중요

성을 인식하고 연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관계의 어색

함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자기소개 및 친구를 소개 하는

시간을 가졌다.

3.1.2 부적응적 사고 탐색
제3회기는연구대상자들의부적응적사고를이해하고

학습하는 시간이었다. 부적응적 사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이면서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사고와 정보로

인해 잘못된 추론을 하고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

는것과같은형상이라고설명하였다. 또한이정윤(2007)

의 부적응적사고도출결과에서나타난완벽과인정추

구, 임의결론내리기, 문제행동과소평가, 자기비하, 자기

비난, 낮은인내력, 자기중심화, 타인비난, 부정경험과대

평가의 요인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제4회기는부적응적 사고탐색을위한 면담을진행하

였다. 이번회기에서는연구대상자들의요청으로개인별

면담이이루어졌다. 면담을통해연구대상자들의부적응

적인 사고가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참여자1은 시합에서

이기고 있을 때, 잡힐 것 같을 때, 잡히는 상황이 나타날

때와 같은 상황에서 “테니스를 그만둬야 하나?”와 같은

부적응적사고로부정경험과대평가요인이작용하고있

었다. 참여자2는 게임할 때 공이 맞지 않거나 실수하고

경기가풀리지 않을때와같은 상황에서 “해서 뭐해? 한

심하다.”와 같은 부적응적 사고로 자기비하 요인이 작용

하고있었다. 참여자3은팀에서 다툼이나싸움이일어나

서 불편할 때와 같은 상황에서 참지 못하고 신경질적으

로 얘기하게 되는 부적응적 사고가 작용하여 낮은 인내

력요인이작용하고있었다. 참여자4는어떤선수의행동

에따라훈련분위기가흐려지거나다툼이생길때와같

은 상황에서 “왜 나한테 그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쟤

때문에 하기 싫다.”와 같은 부적응적 사고로 자기비난,

타인비난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다.

참여자1: 빡빡하게 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6게임하는

데막 4:4에 40-30 같은때이기고있는데포인트를허무

하게준다던지아니면완전진짜그거따면끝인데진짜

완전 중요한 포인트 그걸 못따가지고 막 불안해져요. 그

럴때안되면짜증나고 ‘아질거같다. 지면어떡하지? 테

니스를 그만 둬야 하나?’ 이런 생각이 나고 짜증나요.

참여자2: 게임하다가 에러하고 안풀리고 하면 짜증날

때도 있고 해서 라켓 휘젓고 할 때가 많아요. 짜증내고

바로 잊어버리고하려고하는데... 그날따라계속 안맞으

면계속에러나고하면열받고짜증을한번내기시작하

면게임이잘안풀리는거같아요. 공도안맞는데대충하

자면서 ‘해서 뭐해?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시합

을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참여자3: 00들끼리 싸우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

겠어요. 00들끼리 싸우면 불편해요. 저도 가끔씩 싸워요.

서로 말이 오고 가는게 신경질적이에요. 좀 그런 상황이

나 말투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좀 신경쓰여요.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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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그냥넘기다가좀그러면은참지못하고대드는식으

로 알았다고 하면서 저도 신경질적으로 얘기해요.

참여자4: 대인관계가힘들어요. 팀에서싸움이일어나

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상황이 너무 싫어요.

운동하다가도 00이가 자기기분이나 컨디션이 좋지 않으

면기분나쁘게하고그러면다툼이생기고훈련분위기

도 흐트러지고 그러는게 너무 싫어요. 00이만 그러지 않

으면 훈련 분위기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한테 그러

면왜나한테그러지? 피해를주지? 생각하다보면내가

뭘잘못했나하는생각이들고 00이때문에운동도하기

싫어지고 그래요.

3.1.3 REBT 이해단계
제5회기는 REBT 이해단계로 4회기에서 탐색한 연구

대상자들의부적응적사고변화를위한 REBT 상담기법

을적용하기전인지재구성의기본원리를이해하고합리

적 생각과 비합리적 생각을 구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

지는인간정서의가장중요한핵심요소로서타인이나어

떤사건으로인해본인의기분이좋고나쁜것이아닌인

지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가 사고하

는 것은 부정적인 신념으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사고

의 분석을 시작해야 하는 것을 언급하였다. 부정적인 신

념은 연구대상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으며, 선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스포츠 상황

의예를들어 REBT의기본개념을설명하고선행사례와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교육적 측면을 제공하였다. 또

한 연구대상자들에게 나타나는 불합리한 부정적 사고는

합리적 사고로 바뀔 수 있으며, 연구대상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ABCDE 모형을 제시하고 설명하였다.

ABCDE 모형을 통해 자신에게 나타나는 불합리한 신념

에 대한 합리적 생각과 비합리적 생각을 구분하는 시간

을가졌다. 학습한내용에대한복습은일지에작성할수

있도록 숙제를 제시하며 회기를 종료하였다.

3.1.4 선행사건 및 감정의 탐색
제6회기는 REBT 상담과정의 핵심절차에 따라 연구

대상자들의부적절한정서적/행동적결과(C)를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대상자들은 운동수행과 수행효과에

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는사건으로인해스스로느끼

고있는정서적결과는무엇이며, 그정서로인해어떠한

행동적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탐색하였다.

참여자1의정서적/행동적결과를탐색한결과, 정서적

결과로두려움, 좌절, 압박감, 불안, 자신감 저하등을 나

타내고있었으며, 행동적결과로대처능력상실, 생각없

는플레이등의행동을보이고있었다. 이와같은결과에

서 ‘꼭이겨야한다. 지면안될것같다’는비합리적요소

의당위적사고를찾을수있었고 ‘테니스를해서뭐하나.

그만 둬야 하나?’와 같은 과장성이 나타났다.

참여자2의정서적/행동적결과를탐색한결과, 정서적

결과로분노, 좌절, 조바심, 라이벌의식, 자신감 저하 등

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행동적 결과로 운동수행능력 저

하, 대처능력상실, 생각없는플레이등의행동을보이고

있었다. 이와같은결과에서 ‘실력이비슷한상대는꼭이

겨야한다’는비합리적요소의당위적사고를찾을수있

었고 ‘안되는데 계속해서 뭐하나’ 라는 과장성과 ‘한심하

다’와 같은 자기비하가 나타났다.

참여자3의정서적/행동적결과를탐색한결과, 정서적

결과로 불안함, 초조, 짜증, 부적감정, 분노 등을 나타내

고있었으며, 행동적결과로싸움, 신경질적인말투, 외면

등의행동을보이고있었다. 이와같은결과에서 ‘기분이

나쁘니까 운동도 대충하게 된다’는 비합리적 요소의 당

위적 사고를 찾을 수 있었고 ‘화를 참지 못해서 크게 싸

우게 되면 어떻게 하지’와 같은 과정성이 나타났다.

참여자4의정서적/행동적결과를탐색한결과, 정서적

결과로짜증, 스트레서, 좌절, 피해의식, 부적감정, 동기감

소, 주요타자의식등을나타내고있었으며, 행동적결과

로의욕상실, 포기등의행동을보이고있었다. 이와같은

결과에서 ‘00 때문에 운동이 하기 싫어진다’는 비합리적

요소의당위적사고를찾을수있었고 ‘내가뭘잘못했는

데나한테피해를주나’와 같은좌절에대한낮은인내심

이 나타났다.

참여자1: 저번에도 말했지만 게임이 비슷한 상황에서

포인트를 이기고 있을 때가 신경쓰여요. 스코어가 4:4나

5:5 이럴 때 포인트를 40:30으로 이기고 있으면 이때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서 꼭 이겨야 되는데 지면 안될거

같은데아무래도질것같아서막두렵고지면이렇게테

니스를해서뭐하나그만둬야하나? 이런부정적인생각

을하게되고짜증나고불안해지고그래요. 그러면막다

시집중하도록해야되는데그냥막정신없이치는거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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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그러다보면이기는시합보다지는시합이더많아서...

참여자2: 게임을하다가계속실수하고 잘안풀릴때

혼자 열받아서 짜증내기 시작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더

많이 에러하고 라켓도 땅에 찍고 휘두르고... 그 화를 못

참는 거 같아요. 한 번 이러면 다시 정신차리고 해야 되

는데 그게 잘 안되서 그냥 빵빵 쳐서 어이없이 에러하

고... 또 저랑비슷한실력이면무조건이겨야될것같은

데 안되기시작하면화가나서하기싫어지고안되는데

계속해서뭐하나싶고그럴때는제가한심하게느껴지

고 싫어요.

참여자3: 저는 00들이싸우면불편해지고어떻게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옆에

서 보고 있으면 서로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옆에

서듣고있으면그말투나상황이좀그래서오히려제가

더초조해진다고해야하나? 근데 00들끼리싸우고끝나

면 되는데 저희한테도 피해가 오니까 짜증도 나고 처음

에는 그냥 넘기고 그랬는데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저도

더이상참지않고싸우기도하고신경질적으로대충대

답하고외면하고그랬어요. 그런분위기가운동시간으로

이어지니까운동도안되고기분이나쁘니까대충하게되

고... 화를참지못해서크게싸우게될까봐걱정도되고...

참여자4: 팀에서싸움이나면운동분위기가흐려지는

데 싸움이 나는게 00이가 컨디션이나 그날 자기 기분에

따라서다른사람들한테까지기분이나빠지게하고짜증

나게하고그러니까그게서로싸우게되는거같아요. 그

럴 때는 진짜 00이가 왜 그러나 싶고 왜 내가 뭘 잘못했

는데나한테까지피해를주나싶고그런일이자주생기

니까운동도하기싫어져요. 암튼그런상황이생기면피

하고싶은데그럴수없으니까운동이하기싫어지고열

심히안하게되고그래서팀끼리싸우면어떻게해야될

지 모르겠고 다 하기 싫어져요.

제7회기는 선행사건의 탐색(A)단계이다. 먼저 지난

회기에서 학습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제시한 숙제를

점검하였고숙제를이행하면서어려움을느끼거나 문제

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이후 연구대상자

들이현재느끼고있는정서와행동을유발하게하는선

행사건을 찾고 자신의 상황을 ABCDE 모형으로 작성하

면서 선행사건이 일어난 경위와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및평가를탐색하였다. 또한자신의상황에ABCDE

모형을응용하고자신이사건에대해평가하고탐색하도

록 일지작성을 숙제로 제시하였다. 상담을 마치는 과정

에서 이번 회기의 상담과정에서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가장도움이되었던것과유용했던것이무엇이었는지를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며 회기를 종료하였다.

3.1.5 생각의 탐색 및 자기수용
제8회기는 REBT 핵심절차에 따른 비합리적 신념

(B)를 찾고 정서적/행동적 결과와 사고 간의 관계를

교육(B-C)하는단계를진행하였다. 지난회기이후연구

대상자들에게 어떠한 일과 변화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귀를 기울였고 ABCDE 기록지를 사용하여 자신들

의 비합리적 신념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선행사건으로

인해정서적/행동적결과가나타나는것이아니라그사

건에 대한 평가를 하는 자신의 비합리적 신념에 의해서

정서적/행동적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교육하였

다. 연구대상자들이작성한 ABCDE 기록지를보면서비

합리적 신념을 확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당위성, 과장성,

인간의가치평가, 좌절에대한낮은인내심의네가지비

합리적 신념 핵심요소를 알게 되었다. 또한 숙제로 제시

한 일지 작성을 점검하면서 숙제이행에 대한 칭찬과 격

려를하였고숙제를하는과정에서어려웠거나문제점은

없었는지에대한이야기를나누었다. 숙제는 REBT의핵

심요소로서 회기사이의 간격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과정

이라는설명과함께숙제이행의중요성을강조하며일지

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하며 회기를 종료하였다.

제9회기는논박(D)의 단계로탐색된비합리적생각의

체계를 논박을 통해 합리적인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 논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구대상자들이 자

신의 신념체계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일

어난문제로제시되는선행사건은이미일어난사건으로

서변하지않는것이며, 논박을통해사건에대한연구대

상자들의 부정적 정서의 신념체계를 합리적 신념체계로

바꿀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주된

호소내용은상황에따른개인의특성을고려하고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지재구성 측면의 교

육을 진행하였다.

제10회기는 연구대상자들에게 부적응적 사고를 유발

한 사건에 대한 비합리적인 생각을 합리적인 생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리적 생각의 습관화에 대한 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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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측면을제공하였다. 연구대상자들에게나타나는부적

응적인사고로인해부정적인정서와행동변화가일어날

경우 ABCDE 기록지를 활용하여 스스로 자기논박을 통

해합리적인정서와그에따른행동적결과를찾을수있

도록돕는시간이었다. 합리적생각의이미지트레이닝으

로 긍정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생각으로 전환할 수 있도

록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3.1.6 종결단계
제11회기는 연구대상자가 실제상황에서 부적절한 정

서로나타나는부적응적인행동을적절한정서와적응적

인 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

을통해인지적으로효과적인대처를할수있도록교육

하였다. 또한 ABCDE 모형을사용하여인지적예행연습

을중심으로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돕고스스로어떠

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며 궁금한 내용에 관한 질

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제12회기는그동안프로그램을진행하면서좋았던부

분과 어려웠던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이 개선되었으면

하는것은무엇인지등에대하여프로그램참여후의솔

직한 자신의 경험과 참여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연구자는그동안함께진행한연구의목적및프로

그램의 적용절차와 결과에 대한 분석내용을 설명하였고

연구대상자들은 인지재구성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자신

들의 변화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심리 검사지를 사용하여 사후검사 진행 후 프로그램을

종료하였다.

참여자1: 상담을 하면서 좀 자신감도 생긴거 같고 중

요한 게임이나 포인트에서 막 불안해하던 마음 때문에

안되면 막 짜증내고 정신 못차리고 했었는데 그런게 조

금없어진거같고... 막안좋은생각을많이했었는데 좋

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된거 같아요.

참여자2: 잘될때는잘하고안될때는게임도중에성

질내고성질대로치니까어이없이에러하고그래서아예

시합을 망치고 나올 때가 많았는데 그런게 좀 없어지고

좋아진거 같아요. 좀 자신감도 생기고...

참여자3: 요즘 팀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은팀분위기때문에불편하고그런게없어져서... 그리고

싸움이나더라도전처럼신경쓰고같이싸우다가운동시

간에 운동도 열심히 안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른 감정

들을 운동시간까지 가져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런 건지 운동이 좀 잘되는 거 같은 느낌?

참여자4: 누구를 의식하고 탓하고 그랬던게 아니었나

하는생각이좀들었어요. 다른사람컨디션에따라서운

동이좌지우지되는게아닌데내운동은나스스로가해

야 하는 거니까 어떤 분위기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제가지금스윙도교정하고있는데잘안되서

힘들지만 스타일 바꾸는 거에 불평보다는 좋은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도 하게 되고 좋아진 거 같아요.

3.2 프로그램 효과 검증
3.2.1 청소년용 부적응적 사고척도
청소년용부적응적사고척도를사용하여청소년의부

적응적사고척도 9요인을대응표본 t검증을실시한결과

는 <Table 4>와 같이나타났다. 임의결론내리기에서통

제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실험집

단이유의한차이(t=3.545, p=0.12)가 있는것으로확인되

었다. 자기비하와문제행동과소평가요인에서는통제집

단, 실험집단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자기중심화에서통제집단은유의한차이가나타나지

않았으나 실험집단은 유의한 차이(t=2.871, p=.028)가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완벽과 인정추구에서는 모든 집

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비난

(t=3.612, p=.011)과 타인비난(t=3.961, p=.007)은 실험집

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낮은 인

내력, 부정경험 과대평가는 모든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3.2.2 스포츠 심리기술 질문지
스포츠심리기술질문지를사용하여스포츠심리기술

질문지 7요인을대응표본 t검증을실시한결과는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스포츠 심리기술의 모든 하위요인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2.3 한국판 수행전략 검사지
한국판수행전략검사지를사용하여한국판수행전략

검사지 5요인을대응표본 t검증을실시한결과는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한국판 수행전략의 모든 하위요인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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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dex of Maladaptive Way of Thinking among Juniors
Factors Group

M(SD)
Pre vs. Post t p

Pre Post

Maladaptive
Way of
Thinking

Premature Result
con 2.29(±.89) 2.85(±.60) +.56 .117 .911
ex 2.35(±.40) 1.50(±.26) -.85 3.545* .012

Self-Contradiction
con 3.15(±.85) 3.04(±.93) -.11 .185 .859
ex 2.16(±.54) 1.54(±.21) -.62 2.142 .076

Underestimation
con 1.80(±.85) 1.80(±.78) .00 .000 1.000
ex 1.26(±.34) 1.00(±.00) -.26 1.567 .168

Egoism
con 2.77(±.17) 2.75(±.68) -.02 .045 .966
ex 2.56(±.44) 1.75(±..35) -.81 2.871* .028

Perfection
con 2.80(±.85) 2.91(±.86) +.11 -.182 .862
ex 3.00(±.54) 2.22(±.54) -.78 2.040 .087

Self-Condemn
con 3.13(±.79) 3.00(±1.17) -.13 .177 .865
ex 2.28(±.21) 1.80(±.16) -.48 3.612* .011

Condemning others
con 2.75(±.95) 2.67(±.82) -.10 .133 .898
ex 2.94(±.49) 1.92(±.17) -1.02 3.961** .007

Low Resistance
con 2.84(±.71) 2.88(±.52) +.04 -.071 .946
ex 2.73(±.60) 2.06(±.13) -.67 2.199 .070

Overestimation
con 2.35(±.45) 2.50(±.58) +.15 -.399 .704
ex 1.83(±.45) 1.33(±.27) .50 1.913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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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Questionnaire for Sport Psychology Skills
Factors Group

M(SD)
Pre vs. Post t p

Pre Post

Psychologic
al Skills

Confidence
con 2.81(±.71) 2.50(±1.02) -.31 .502 .634
ex 3.52(±.41) 3.81(±.38) +.29 -1.069 .326

Focus
con 2.63(±.73) 2.75(±.74) +.12 -.242 .817
ex 3.41(±.99) 3.88(±.60) +.47 -.814 .447

Establishment of Purpose
con 2.84(±.70) 2.75(±.79) -.09 .177 .865
ex 3.27(±.64) 3.75(±.61) +.48 -1.094 .316

Team Coordination
con 3.38(±.99) 3.81(±.24) +.43 -.858 .424
ex 3.39(±.25) 3.68(±.25) +.29 -1.321 .235

Image
con 3.42(±.89) 3.25(±.46) -.17 .343 .747
ex 4.17(±.17) 4.19(±.24) +.02 -1.06 .919

Will Power
con 3.05(±.28) 3.06(±.47) +.01 -.057 .956
ex 3.59(±.46) 4.13(±.43) +.54 -1.686 .143

Anxiety Control
con 3.02(±.78) 3.00(±.46) -.02 .035 .973
ex 3.16(±.70) 3.44(±.75) +.28 -.551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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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Questionnaire for Korean Version of Performance Strategy
Factors Group

M(SD)
Pre vs. Post t p

Pre Post

Performanc
e Strategy

Self-Talk
con 3.50(±.55) 3.69(±.47) +.19 -.514 .625
ex 3.86(±.36) 4.00(±.29) +.14 -.611 .564

Conditioning
con 2.88(±.51) 3.00(±.68) +.12 -.273 .796
ex 3.64(±.61) 3.96(±.49) +.32 -.917 .394

Image and Establishment
of Purpose

con 2.99(±.89) 3.05(±1.10) +.06 -.088 .933
ex 3.40(±.46) 3.65(±.41) +.25 -.813 .447

Relaxation
con 2.38(±.72) 2.56(±.31) +.18 -.477 .650
ex 3.05(±.49) 3.50(±.58) +.45 -1.196 .278

Emotional Control
con 2.61(±1.01) 2.75(±.89) +.14 -.209 .841
ex 2.81(±.93) 3.94(±.43) +1.13 -2.207 .069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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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최근스포츠심리학분야에서는스포츠현장의선수들

이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

하기위한방법으로다양한종목에서스포츠심리상담의

현장적용이 증가하고 있다. 장덕선(2005)은 유도선수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심리훈련을 적용하였고 박영민,

김한별, 김홍기, 임효성, 지준철(2013)은골프선수를대상

으로선수의심리적문제를파악하고경기력을향상시키

고자 스포츠심리상담을 적용하였다. 박혜주, 김진구, 정

상택(2005)은 테니스선수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최영숙, 박범영(2013)은 리듬체조선수의 탈진

극복을위해스포츠심리상담을적용하였다. 이들선행연

구는 선수들에게 스포츠심리상담을 적용한 결과 선수들

의 경기력 향상과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심리상담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기도 한다. 선수들의 인지적, 정서적,

감정적 요인에 대한 심리적 문제들을 다루고 이를 해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스포츠심리상담 적용에 대한 필

요성이 보여 진다.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발달과 함께 인성의 기초가 형

성되기에 알맞은 시기로서[40] 성장과정에서 자신의 의

견이존중받지못하거나무시당한다고느껴질때상처를

받기도하는데이러한상황에서타인과긍정적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행동

등이다를수있다는사실을이해하는것이중요할것이

다[41]. 특히 청소년기의운동선수들에도정신적, 신체적

인변화와역할의변화등으로불안감이작용할수있고

주변환경에대한민감한반응을보일수있기때문에청

소년 운동선수들에게 상담 및 심리기술훈련과 전문교육

등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39].

인간의생애주기중청소년기에는인격형성이완성되

는매우중요한시기로이시기에많은청소년들은심리

적 혼란에 빠지게 된다. 청소년기에는 특히 자기조절 능

력이성숙되지못하여중독, 학교부적응, 극심한스트레스

등과 같은 부정적 경험이 증가하게 된다[42, 43, 44, 45].

청소년기에고착된부적응적인사고는성인이되어서

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사회부적응과 같은 사회

적 문제로 야기되기도 한다[46].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청소년기의운동선수는일반청소년에비해다른환경에

서 성장하게 되며, 특히 치열한 경쟁환경에 의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

험은 인격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의 운동선수에게 부적응

적인사고를고착시키는매개체로작용하게되는것이다.

본연구에서도청소년여자테니스선수들의부적응적

사고를 탐색한 결과 시합상황에서 역전이 될 것 같거나

실수로 인해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타인으로 인해 팀

내의 불화를 경험할 때와 같은 상황에서 부적응적 사고

가 작용되면서 부정경험 과대평가, 자기비하, 낮은 인내

력, 자기비난, 타인비난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적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적응적 사고로 인한 부

정적인 심리상태는 청소년기의 테니스 선수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심리적 문제들을 극

복하기 위하여 인지재구성을 위한 방법으로 Ellis(1994)

의 인지·정서·행동치료(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상담기법을적용한결과선수들의경기력향상

은 물론 전인적인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BT는 합리적 인지재구성의 상담기법으로서 상담

에서적용하고있는논박과정은내담자의신념체계를전

환시키는 REBT 상담기법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다[32].

연구대상자인 청소년기의 여자테니스 선수들은 논박과

정을통해부적응적사고에서나타나는부정적인심리상

태가 비합리적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음으로 자신의 비

합리적신념에스스로도전하여합리적신념으로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수들의 경험에 의한 사건에서 나타

나는 자신의 생각과 평가를 탐색하고[27] 문제로 제시되

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비합

리적인신념으로인해나타나는부정적인신념체계에대

한 교육적인 측면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박과정을 통

해 상호간에 토의를 하며 비합리적인 생각을 합리적인

생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는 내

담자의비합리적신념을찾아내고철학적인설득이나교

육적인 측면을 제시함으로서 논박과정을 통해 신념체계

가 얼마나 유용한 것이며, 합리적 신념으로 전환함으로

서 새로운 생각을 찾고 대처해나갈 수 있다는 선행연구

[25, 47]를 지지하고 있다.

합리적인지재구성프로그램의적용을통해선수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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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에서 사전·사후 검사 결과, 심리기술에서는 통계적

으로유의한차이는나타나지않았지만통제집단에비해

실험집단에서부적응적사고및심리기술에긍정적인반

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재구성프로그램을통해선수들의심리기술, 집중

력, 경기력, 불안조절등경기력측면에서다수의연구가

진행되어 왔다[24, 25, 27, 47]. 운동선수에게 심리기술은

경기력의 한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강인한 체력과

숙련된기술과더불어성공적인경기력을발휘하도록도

움을주는요소라고할수있다. 경기력향상을목적으로

진행되어온선행연구에서는선수들의경기력향상을위

해노력한반면그들의심리적문제에대한접근은미비

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수들의 수행에 도움을 주는 심리기

술 뿐만 아니라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적응적 사

고에대한접근을시도하였다. 이러한접근은일반심리

상담 영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성장과정의 청소

년에게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된다[42, 44, 46].

청소년기의 여자테니스 선수들은 인지재구성 프로그

램을 적용한 후 자신들의 변화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정적인 심리적

문제를갖고있는청소년기선수들에게도인지재구성상

담기법을 적용함으로서 운동수행능력 및 경기력 향상은

물론, 나아가 청소년기 선수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고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이연구의결론은다음과같다. 청소년여자테니스선

수들은인지재구성프로그램통해 REBT 상담기법을적

용하여개인의심리적문제를파악하고부적응적사고와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전환시킴으로서 변화

된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 여자

테니스 선수들의 변화된 심리상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의 사전·사후 검사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청소년용 부적응적 사고척도에서 사전평

균보다사후평균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고스포츠심리

기술 질문지는 사전평균보다 사후평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판수행전략검사지는사전평균보다사

후평균이 증가함에 따라 긍정적으로 변화된 심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

구를위하여다음과같이제언하고자한다. 첫째, 예민한

성장기를보내고있는청소년기선수들을배려하고자경

기현장참여관찰과현장상담진행을하지않았지만후속

연구에서는 경기현장에서 일어나는 청소년기 선수들의

심리적 변화추이를 관찰하고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야할것이다. 둘째, 개인이요구하는단일심리적문제뿐

아니라다양한심리적문제들을심층적으로다루어주는

상담으로진행된다면청소년기선수들의인격성장과발

달에 있어 자아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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