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부분의 선수들은 모두 성공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

지고 있다. 성공하기 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끊임없이 경쟁하고 노력한다. 물론 성

공에 한 마다 해석과 의미는 다르지만 성공한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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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의 목 은 학운동선수들을 상으로 자기 리 구성개념을 개방형 질문지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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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료를 수집하 다. 이에 일련의 연구 차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형 질문지의 귀납 내용분석

결과 학운동선수들의 자기 리는 생활 리, 훈련 리, 시합 리, 정서 리, 학업 리, 인 리, 목표(동기) 리, 장비 리

로 8가지 일반 역이 도출되었다. 둘째,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에서는 귀납 내용분석을 보다 타당성 있게 지지하고, 스

포츠 장 심 인 면담 사례들이 심도 있게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학운동선수의 성공 인 선수생활을 한

략 수립과 학운동선수들의 자기 리 측정도구 개발에 기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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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공통 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리에 철

하다는 사실이다[1]. 부분의 사람들은성공한 사람들

이 남긴 한 업 이나 기록을 높게 평가하지만 때로

는 성공한 사람들의 한 업 이나기록보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자신에게 엄격한 통제와 리를 통하여

훌륭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더 높은 평가를 내리는 경우

도 많다.

운동선수는 필연 으로 경쟁 에 서야 하며, 그 경쟁

에는 승자와 패자가 분명하게 결정되는 냉혹한 평가와

결과가 산출되는 스포츠 장의 특성은선수들에게 철

한 자기 리를 요구하고 이제 자기 리는선수들의 개인

역량으로 여겨지고 있다.

자기 리(Self management)에 한 정의는 추구하는

학자, 학문 역이 추구하는 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정

의되고 있다. Kim[2]은 자기 리의 사 의미를 참고

하여 자신이 스스로 정상 으로 유지하도록보살피는 것

이라 정의하 고, Jeong[3]은 자기 리 과정을 개인이목

표를 해 스스로 노력하고 환경여건을수정하고 행동결

과를 조정하며 리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

조 다른 의미로서 교육심리학에서는 자기 리를 자

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행동 학습원리를 활용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학습에 한 통제를 가하는 것으로 정

의하 다[4].

선행연구들은 부분 인지 심리 속성으로서 선수들

의 자기 리가 성공 인 수행과 높은상 계가 있음을

지속 으로 보고하 다. 성공한 선수들은 그 지 못한

선수들과 비교하여 상 으로 집 력, 동작에 한 심

상, 성공에 한 집념과 신념, 구체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한 반복 훈련, 치 한 시합 략수립, 불안

과 각성의조 , 정 인정서, 시합에 한 철 한 심리

략 등이 좋다고 보고하 다[5-9].

술한 내용들에 한 연구들은 최 수행을 한 우

수선수의 특성 그리고 심리기술 략에 한 폭넓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 다.

그러나 사실 우수선수들의 심리기술 시합 략은

선수들의 특성 요인을 제외하고 부분반복 훈련과

학습을 통하여 달성되며 반복 훈련은 그 내재 속성

이 자기 리에서 지속되고 강화된다.

따라서 우수선수로서 심리 기술과 략도 자신의

통제와 인내 그리고 반복성을 기 로 한 자기 리 요인

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종목의 운동선수들에게 자기 리

가 최고수행과 경기력에 직‧간 으로 향을 미치는

가 치 높은 인자임이 다수의 연구를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

과거 Yoo와 Chang[10]은 우리나라 선수와 지도자에

게 스포츠 장에서 필요한 심리기술을 조사한 연구에서

선수와 지도자 공히 자신감, 목표설정, 의지력과 더불어

자기 리를 요한요인으로 보고하 다. 한 Kang 과

Choi[11]도 로골 선수들의 최 수행을 한 심리기

술 요인에 한 심층면담 결과에서도 각성 불안조 ,

집 력, 목표설정, 자신감, 루틴과 함께 자기 리를 요

한 요인으로 보고하 다. 이와 유사하게 Um[12]도 양궁

선수의 실제 시합 상황에서 승패에 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자신감, 집 력에 이어 자기 리를 세 번째로 요

한 요인이라고 보고하 다.

학운동선수들에 한 자기 리 연구를 살펴보면

Huh, Kim 과 Yoo[13]는 학운동선수들의 자기 리

략에 한 질 연구를 통해 학운동선수들의 인지행동

자기 리를 행동 리, 정신 리, 몸 리, 생활 리로

그 구성개념을 정립하 다.

그러나 2000년 반까지 소수의 국내 연구들에서

보고된 운동선수들의 자기 리는 사실 자기 리의 명확

한 구성 개념의 정립 없이 선수들의 심리기술 요인에서

일부 경험 진술에 의존하 던 것이 사실이다. 한 자

기 리에 한 타당성 있는 측정도구 개발 연구가 진행

되지 않아 구체 으로 선수들의 자기 리를 정량 으로

평가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리를 이루고 있는

하 요인들에 한 구성개념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

다.

이러한 제한 을 극복하기 하여 Huh[14]는 운동선수

자기 리검사지(Athletes’ Self-Management Questionnaire:

ASMQ)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확보하 다. Huh[14]가

개발한 ASMQ는 155명의 학 실업선수들을 상으

로 자기 리에 한 문항을 선정하고 선정된 문항은 다

시 고등학교, 학 실업 운동선수들을 표집하여 다양

한 통계 근을 기 로 측정도구로서 타당성과 신뢰성

을 확보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개발된 ASMQ는 총 18문항으

로 운동선수들의 자기 리를 몸 리, 정신 리, 훈련

리, 인 리의 4개 요인으로 확정하 다.

Huh[14]의 ASMQ 개발은 그동안 서구사회에서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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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의 심리 특성과 심리 략에서모호하게 언 되

었던 자기 리를 한국인의 토착 심리 그리고 국내 스

포츠 환경에 부합되는 척도를 개발하 다는측면에서 매

우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과거부터 지 까지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의 에서

볼 때 학 운동선수들은 각종 세계 회와 올림픽 경기

에서 좋은 성 으로 엘리트 스포츠 발 과 국 선양에

크게 기여하 다.

최근 막을 내린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도 참가

선수 144명 20.1%인 29명이 학 소속 선수들이 다

는 보고[15]를 볼 때 학운동선수들은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를 지탱하는 모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러나 최근 학운동선수들의 스포츠 환경은 매우

진 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운동선수를 둘

러싸고 있는 환경, 제도, 정책의 변화는 선수들에게 많은

부담감과 함께 선수들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국내에서 발생한 유의 정유라 사태를 계기

로 학운동부 정책과 련하여 특기자 선발, 운동선수

들의 학업 학습권에 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교육부에서는 학운동선수 핵심 정책으로 학생들

의 기본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육특기자 선별 시

학교 내신 성 도 함께 반 하도록 재정하 다. 한

학스포츠총장 의회(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KUSF)는 학운동선수로 경기에 참여하기 해서는 최

소 C학 이상의 충족 요건을 취득하지 못하면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법 , 제도 장치를 마련하 다[16].

과거부터 학생운동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에 한 논의

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논쟁의 핵심은 운

동선수들에게도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보장하여 학생선

수의 인성 개발과 발달론 에서 개인 성장과 발

달을 폭 넓게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까지

학운동선수들은 습 으로 학업 보다는 불가피하게

운동에 몰입하는 사례가 많아서 운동선수들의 인권, 학

습권 등의 문제들이 지속 인 논쟁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과거의 학운동선수들의 습과 최근의 학

스포츠 환경과 정책은 많은 운동선수들에게 많은 부담,

스트 스를 유발시키고 있으며 학운동선수들이 효율

으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기 해서는보다 철 하고

엄격한 자기 리가 요구되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 학운동선수들의 일부는 지도자,

운동장소, 경제 여건 등이 부분 선수 스스로 해결책

을 찾아야 하는 선수들도 있어 우수선수로서 성장하고

선수생활을 연장하기 해서는 체계 인 훈련과 자기

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시 으로 학운동선수의 환경은 빠르게 변

화하고 있고 그 어느 시기보다도 학운동선수들의 자기

리가 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운동

선수만을 상으로 그들의 자기 리 연구는 미흡하다.

이를 반 하듯 최근 Ji[17]는 시기 으로 학운동선수로

서의 역할과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균형 으로 발 시키

기 해서는 자기 리가 필수 요인이라고 언 하 다.

물론 Huh, Kim과 Yoo[13]가 이미 학운동선수들의 자

기 리 략에 한 연구를 진행하 지만 재의 학

환경, 정책, 제도, 인식의 격한시 변화에서 학운

동선수들의 자기 리를 보다 심도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지에 해서는 다소 의문이다.

한 Huh, Kim과 Yoo[13]는 학생 자기 리 요인을

개방형 질문지를 통하여 귀납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장 심 이고 실제 인 선수들의 의미 있는 사례들의

진술을 취득하는 것에는 다소 제한 이 있었다.

따라서 본연구는 국내 학 스포츠 환경과 문화그리

고 학운동선수 특성을 반 하는 학운동선수들의 자

기 리에 한 구성개념과 스포츠심리학 측면에서 측정

도구 개발의 학문 융합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 은 시 으로 학운동선수들

의 자기 리가 어떠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재조

명 해보고 나아가 선수, 지도자들에게 학운동선수들이

더욱 발 하고 성장할 수 있는 효율 인 자기 리 략

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2. 연 방법

본연구는 학운동선수들의자기 리에 한구성개념을

정립하기 하여개방형질문지(Open-ended Questionnaire)

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의

두 가지 병행형 통합연구방법[18-20]을 채택하여 심층

으로 분석하고자 하 다.

먼 학운동선수들의 자기 리의 구성개념을 탐색

하고자 개방형질문지를 통한 귀납 내용분석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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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으로 FGI 방법을 채택하여 개방형 질문지의

귀납 내용분석 결과들에 한 진실성, 타당성 그리고

동일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 더불어 FGI는 개방형 질문

에서 놓치기 쉬운 자료의틈새[21]를메우고 소수의의견

을수렴하여[22] 보다심도있는분석을 하여실시하 다.

2.1 연  참여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모두 2018년 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들이며 동시에 서울·경기 소재 학에 재학

인 운동선수 157명이 으며 표집방법은 임의표집 방법

을 채택하 다. 성별은 남자 114명, 여자 43명이 으며,

운동종목으로는 축구, 농구, 배구, 야구의 단체종목선수

가 88명 그리고 사격, 테니스, 골 , 수상스키, 사격, 유도,

볼링, 배드민턴의 개인종목선수가 69명 이 다. 한 연

구 상자의 학년은 1학년 34명, 2학년 50명, 3학년 47명,

4학년 26명이 다. 이들은 모두 학소속 운동선수로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었으며 운동시간은 하루 1-4

시간 꾸 하게 운동하고 있었다. 한 부분 단체종목

선수들은 학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지도자와함께 단

체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개인종목은 개인훈련일정에 따

라 훈련하고 있었다. 특이 사항은 개인종목 선수들은

담 지도자가 있는 선수, 지도자가 없는 선수가 혼재되어

있었으며 일부 개인종목 선수들은 방학 기간 내 합숙생

활과 해외 지훈련을 병행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모두 학업 활동과 더불어 U-리그, 국체 , 학선수권

회의 국 규모 회에 꾸 히 참여하고 있었으며 이

4명의선수는 국가 표로서 활동하고있었다. 연구 참

여자의 연령은 22.7세(표 편차 1.31세), 운동경력은 7.7

년(표 편차 2.71년)이 다.

한편 FGI 연구 참여자는 개방형 설문에 참여하지 않

은 학운동선수 14명을 목 표집 하 다. 먼 성별

은 남자 9명, 여자 5명이 으며 종목은 단체종목 6명, 개

인종목 8명이 다. 한 학년은 1학년 2명, 2학년 4명, 3

학년 6명, 4학년 2명이었다. FGI 참여자는 본 연구의 참

여자로 스스로 동의하고 연구 목 에 한 이해가 풍부

하며 자신의 생각을 토론하고 설명할 수 있는 상으로

선정하 다. 참여자의 연령은 23세(표 편차 1.22세), 운

동경력 8.1년(표 편차 2.98년)이 다.

2.2 사도  및 료수집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은 개방형 질문지, FGI의 순차

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1차 으로 개방형 질문지의

귀납 내용분석을 실시하 으며 개방형 질문지의 자료

의 틈새, 심층 면담 내용 도출, 소수 의견 수렴을 하

여 2차 으로 FGI를 순차 으로 실시하 다.

개방형 질문지를 통한 귀납 내용 분석(inductive

content analysis)은 연구 의 경험 내용을 근거로

상에 한 구성요인들을 귀납 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분석 방법이다[23].

본 연구에서는 사 에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취득된

반응들을 기 로 귀납 내용분석을 채택하여 구성개념

을 완성시킨 선행연구들[13 24, 25]이 참조되었다.

개방형 질문지 구성은 먼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자기 리의 명확한 정의를 실시하고자 하 다. 자기 리

에 한 정의는 무엇보다도 선수들을 이루고 있는 환경

의 이해에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선수들의 환경을 평

소상황, 연습상황, 시합상황(시합 비상황 포함)으로 정

의하 다.

다음으로 자기 리에 한 정의는 학운동선수로서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고 우수선수가 되기 하여

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지속 으로 노력하고 있는 리

요인으로 정의하 다.

이러한 정의를 토 로 학운동선수들의 자기 리 요

인을 3개 이상 자유롭게기술할 수있도록 개방형질문지

를 구성하 으며 동시에 연구 참여자의 사회 인구학

특성을 살펴보기 하여 성별, 종목, 학, 학년, 연령을

동시에 조사하 다.

개방형 질문지의 문항은 “ 학운동선수로서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평상 시, 훈련 시, 시합 상황에

서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고 요하게 리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요하게 생각되는 자기 리 요인을 3가

지 이상 심사숙고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로 구성하

다.

한편 학운동선수들의 개방형 질문지 작성에 앞서

스포츠심리학 교수, 질 연구 경험자, 감독(코치)의 4인

문가 집단 회의를 통하여 개방형 질문지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한 개방형 질문이 학 선수들의 자기

리 구성 요인을 탐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방형 질문이

학 운동선수들에게 공통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 등

을 탐색하기 하여 학운동선수 5인을 상으로 비

조사를 실시하 다.

FGI는 연구자가 어떤 특정 연구 목 을 해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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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주제를 그 목 에 따라 모여진 소수인의 그룹에서 토

론하는 과정으로 토론 과정에서 도출되는상호작용 그리

고 진술내용들을 통합하여 분석하는 질 연구 방법이다

[26].

FGI에 한 질 연구는 학운동선수라는 특정한 집

단의 문화 특성과 환경을 기술하려는목 의 상학

연구방법[19]으로 근하여 구체 인 장의 인지 행동

진술을 통하여 학운동선수들의 자기 리에 한 구

성개념을 폭 넓게 분석하고 이를 해 그룹 인터뷰를 실

시하 다.

FGI에 참가한 연구 참여자는 모두 14명으로 단체종목

선수 6명(축구 2명, 농구 2명, 야구2명) 개인종목 선수 8

명(수상스키 1명, 사격 1명, 골 2명, 테니스 1명, 배드민

턴 1명, 스노우보드 1명, 볼링 1명)이 다.

본 연구에서 FGI는 각각 1차 5명, 2차 4명, 3차 5명의

3회 총 14명을 실시하 다. FGI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연

구자의 숙련도에 따라 원만한 토론과 질 높은 자료를 색

출할 수있다는 선행연구[27]의 진술에 따라 사 문가

집단 회의(스포츠심리학 교수 2인, 심리학 박사 3인)를

통하여 반구조화 질문을 구성하 다.

한 반구조화된 질문은 다시 4명(단체종목 2인, 개인

종목 2인)의 학운동선수들을 상으로 사 조사(pilot

test) 개념의 심층 면담을 실시하 다. 이에 반구조화 질

문이 연구의 목 을 훌륭히 수행하여 토론과 진술로 연

결될수 있도록 일부수정하여 반구조화질문 문항을 최

종 완성하 다.

반구조화된 질문의 구성은 개방형 설문지와 유사하게

첫째, 학 운동선수로서 목표를 달성하고 우수선수로

성장하기 하여 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자기

리 요인을 탐색하고 둘째, 연습상황에서 요하게 생각

하고 실천하는 자기 리 요인을 탐색하고 셋째, 시합상

황과 시합 리허설 상황에서 요하게생각하고 실천하는

자기 리 요인을 집 으로 토론, 면담하 다.

한편 개방형 질문지와 FGI는 사 조사에 앞서 연구

참여자의 감독과 코치진에게 연구의 취지와목 을 자세

히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 으며 이에 허락을 득한 후

조사하 다. 일부 감독이 없는 선수들은 지도교수에게

동의를 구하 다. 개방형 질문지 작성과 FGI 조사는 모

두 정규 운동이 종료된 후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실에서

실시하 으며 감독과 코치의 참여가 솔직한진술과 반응

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단하여 참석을 배제시켰다.

개방형 질문지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20분, FGI는 약

60-90분정도 소요되었다.

한 개방형 질문지는 연구자가 직 답변 이후 즉시

수거하 으며, 모든 인터뷰 기록은 사 연구 상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휴 화 녹음기와 디지털 녹음기(digital

recorder)로 동시에 녹취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3. 료 

수집된 개방형 질문지는 문서편집기를 이용하여 각

원자료를 구분하여 입력하 으며 자료의 분석은 귀납

내용분석 차를 통하여 분석되었다. 귀납 내용분석

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심리학과 질 연구에 한 연구 경험을

가진 3명의 문가집단(연구자, 스포츠심리학 교수1인,

질 연구 경험 박사 1인)을 구성하여 선수들이 응답한

반응에 하여 친숙해지도록 수차례 숙독하도록 하 다.

이 과정에서 운동종목 특성, 운동 환경등 선수들의 반응

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상황 요소들을 이해하도록

노력하 다[25].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주요 을 목록화 하고 기

수 에서 개요화(outline)하 다. 연구에 합한 정보

를 드러내는 것과 단독으로 의미가 있는 가장 작은 단

의 정보조각들을 기 로 범주화에 쓰여 질 문장과 문단

는 을 부호화(cording)하 다[28]. 부호화는 의미 있

는 원자료의 어두에 사 목록화된 단어를 기입하고 나

에 정렬(sorting)하 다.

둘째, 문가집단은 학운동선수들이응답한 내용을

심으로 의미 있는 응답이라고 간주되는 원자료를 색출

하고 이에 공통 인 주제로 분류하 다.

모든원자료는각각 서로 잘 어울리는가? 그리고 범주

간에 구별 이 분명히 나타나는가? 라는 수렴 사고와

확산 사고를 염두에 두고 의미의 유사성과 차별성에

맞게 범주화하 다.

이때 원자료에서 유사성과 공통성에 따라 함께 묶여

서 상이의 개념과 더일반 인 ‘세부 역’로 통합하고다

시 그 의미의 유사성을고려하여 좀 더포 인 개념차

원의 ‘일반 역’으로 분류하는 3단계 범주화 방법을 채택

하 다[24].

셋째, 연구진은 귀납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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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역, 일반 역의 과정은 다각도 검증(triangulation)

을 통해 문가 집단 모두 동의한 내용만을 결과로 인정

하 으며, 문가 집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

견이 있는 부분에 해 문가 집단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론을 실시하 다.

FGI 토론과 면담 내용은 자료 분석을 해 사

(transcription)를 하 으며 이때 토론 는 개별 으로

화한 내용들은 그 로 기술하 다. 한 연구 참여자

의 표 을 수정하지 않고 있는 그 로 옮겨 당시 느낌이

나 행동에 한 생각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연

구자의주 내용으로자료가오염되지않도록하 다.

그러나 녹취 과정에서 표 에 문제가 되는 잘못된 정보

를 찾아내고, 철자, 띄어쓰기, 여러 가지 표기법 오류를

교정하여 의미의 왜곡을 최소화[29]하 다.

구체 으로 FGI 토론과 면담 내용들의 분석은

Barking과 Gelberg[30]가 제시한 인터뷰 는 면담의 자

료 분석 방법에 한 선행연구를 참고로 기록물의 순환

과정을 통해 분석하고 종합화하여 범주화 하 다.

연구자들은 사된 토론 면담 내용들을 반복 으

로 숙독-재 숙독 과정을 통하여 각 문장에 내재되어 있

는 핵심 단어나 구 들의 일차 으로 유의미한 정보

(meaningful information)들을 도출하 다. 도출된 정보

들은 반복 인 비교 검토 그리고 통합과정을 통하여

주제(theme)들로범주화되었으며 이주제들은 하나의

상(finding)들로 최종 확정하 다.

한 질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하여 연구자의

진술된 내용을 토 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 재검토를

실시하여 진술 내용의 명확성을 재차 검토하 으며[31],

스포츠심리학자, 질 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로 이루어

진 문가 집단을구성하여 다각도 검증(triangulation)방

법의 문가 감사(external audit)를 실시하여 자료의 진

실성을 확보하 다.

4. 결   과

<Fig 1>은 학운동선수들의 자기 리에 한 개방

형 질문지 응답의귀납 내용 분석 결과이다. 결과에 따

르면 학운동선수들의 자기 리를 살펴보면 총482개의

원자료가 색출되었으며 세부 역으로는 22개 일반 역

은 8개의 역이 도출되었다.

각각의 요인을 세부 으로 살펴보면 일반 역은 “생

활 리”, “훈련 리”, “시합 리”, “정서 리”, “학업

리”, “ 인 리”, “목표(동기) 리”, “장비 리”로 8개의

일반 역이 도출되었다.

먼 “생활 리” 요인은 체 원자료 482개 94개로

19.5%의 반응비율을 나타내어 학운동선수들의 자기

리 요인 가장 높은반응 비율을 보 다. 세부 역으로

는 수면과 휴식, 체 조 , 부정 건강행동, 음식조 의

4개 세부 역이 도출되었다.

요 원자료는 충분한 수면, 평소 체 리, 술과 흡연

제, 철 한 생 리, 음식조 , 건강보조제 섭취 등과

같이 진술하 다. FGI에서 도출된 생활 리에 한 구체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분한 수면은 피로회복의 가장 기본이 되지요. 잘

자야 내일운동과 시합에 힘을 몰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숙면 안 를 사용하여 푹 자려고 노력 합니다”.(Lee(1),

Choi)

“ 희는 특별하게 감독님이나 코치님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자는 것, 체 조 과 같은 개

인 생활 리가 무엇보다도 요하며 운동에 해가 되는

행동도 스스로 제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운동선수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Yoo, Park(1))

“먹고싶은것, 놀고싶은것, 하고싶은것 다하고 성

공할 수 있는 운동선수는 없습니다. 운동선수는 제와

통제의 연속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하기 싫

어도 최고가 되기 하여 감내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술, 담배, 제되지 못한 생활은 으로 피

해야합니다”.(Jang, Lee(2))

“몸이 가벼워야 훈련을 충실히 할 수 있습니다. 체

이 늘면 운동하기도 싫고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체 이

늘면 체력 운동이 힘들어요. 민첩성도 떨어져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음식은 피합니다. 소화흡수가

잘 되는음식을선택하며 보양음식도간간히 먹고있습

니다”. (Kang, Kim(2), Le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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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data Details area
General area

(Response frequency/
proportion)

Enough sleep
Enough rest

Rest for condition
Deep sleep

→ Sleep and rest

→ Life

management

(94/19.5)

Maintain proper weight
Usual weight management

Diet
→ Weight control

Alcohol ablation
No smoking
Overeating

A restrained life
Thorough hygiene management

→ Negative health active

Meal management
Food regulation

Intake of health supplements
Health food ingestion

→ Food control

Continuous training
Training according to schedule

Repeat training
Repeated basic training

→ Regular training

→ Training

management

(90/18.7)

Insufficient skill training
Reinforcement training

Lack of skill training in the competition
Instructor instructions training

→ Personal training

Fitness training
Weight training
Strength training
Endurance training
Strong training

Higher-quality training

→ Fitness training

Self reflection
training Diary
Write a diary

Training reflection

Pre-match image training
Keep routine before game

Detente
Self talk

Cope with crisis situation
Concentration
Game strategy

→ Psychological skill

→ Competitive

management

(67/13.9)

Opponent team analysis
Opponent team tactical analysis

Relative player analysis
Relative player style analysis

Past match analysis

→ Analysis

Stadium information
Place of play

Weather & Climate
Stadium environment

→ Match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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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comfortable
Optimistic thinking

Hope
Maintain confidence

→ Positive thinking

Emotion

management

(60/12.4)

Believe in yourself
Self-esteem

Beliefs and trust that are best
→ Self-belief

Relieve tension
Anxiety control
Stress tension

Match stress management
Fear control for failure

→
Negative emotion cont

rol

Thorough attendance
Grades management

Report creation
Department study
Exam preparation

→ Study and grade

→

Study

management

(53/11.0)
Participation in the event of department

Participation in MT and OT
Participation in professor interview

→ Attending
department event

A good relationship with the coach
Intimate relationship with coach

Coaching staff and occasional counseling
Intimate relationship with parents

A good relationship with your boy/girlfriend

→
Relation with

intimate person

→

Interpersonal

management

(47/9.8)

Friendship
Team colleagues care

Good relationship with senior and junior
Junior care

→
Relation with
colleagues

Keep courtesy
Sol-sun-soo-bum

Right play as a player
Sacrifice

→ Manners

Definite goal setting
Efforts to achieve goal

Reflection to achieve goal
See the results of my goals

→ Goal

→

Goal(Motivation)

management

(40/8.3)
Efforts to enter professional teams
Commitment to the national team

Willingness to succeed
Control for success

Sustained best efforts

→ Motivation

Keep clean
Auxiliary equipment management
Regular equipment management

Competition equipment management
Thorough equipment management

Gathering information about good equipment

Checking
equipment

Equipment

management

(31/6.4)

Raw data : 482 Details area : 22 General area : 8

Fig. 1. Inductive analysis and categorize on self management of university athl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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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학운동선수들의 자기 리 요인은 “훈련

리”로나타났으며 체 반응 482개 90개로 18.7%이

다. 세부 역으로는 규칙 인 운동, 개인훈련, 체력훈련,

훈련반성의 4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요원자료는 스

에 따른 훈련, 반복 훈련, 부족한 기술훈련, 지도자

지시사항훈련, 웨이트 트 이닝, 양보다는 질높은 체력

훈련, 자기반성, 훈련일지 등으로 진술하 다.

FGI에서진술된훈련 리와 련된내용은다음과같다.

“제가 1학년 때 보다 수업 참여 때문에 단체운동 시간

과 운동량이 으로 었습니다. 좋은 도 있지만

개인훈련이 매우 요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운동량은

개인훈련으로 채워야하기 때문에 개인훈련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Jo)

“실질 으로 수업에 모두 참여하다 보니 단체로 운동

하는 시간과 훈련에 투자하는 시간이 으로 감소한

것이 사실입니다”.(Choi(1), Kim(1))

“따라서 새벽, 야간 그리고 공휴일에 틈틈이 개인운동

을 하지 않으면 훌륭한 경기력을 기 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짧은 시간에 몰입하여 운동하고시간을 계획 으

로 분배하여 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Park(2))

“거의 매일 거르지 않고 기본훈련과 기 체력 훈련을

반복 이며 습 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훈련은 나에

게 부족한 면들을 채워 수 있는 요한시간으로 부족

한 기량, 기술훈련을 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

인훈련은 훈련이나 시합에서 감독님께서 지 해주시는

부문을 고칠 수 있는 요한 시간입니다”.(Jang)

“체력은 모든 운동의 기본입니다. 개인 으로나

으로 체력 향상은 운동선수들이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Seo)

“하루를 반성하고 문제 을 간략하게 메모하는 일기

를 습 처럼 니다. 반성 없이발 할수 없습니다. 사소

한 문제라도 하루를 마감하면서 반성하고 미래 같은 실

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Seo)

“감독님이나 코치님께서 말 하신 지 사항, 바라는

내용들은 반드시 기록하고 반복된 지 이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Park(1))

다음으로 학운동선수들의 자기 리 요인으로 “시합

리”로 나타났다. “시합 리” 요인은 체반응 482개

67개로 13.9% 반응비율을 나타내었다. 세부 역으로는

심리기술, 분석, 시합환경의 3개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요 원자료는 시합 이미지트 이닝, 시합 루틴 지

키기, 기 상황 처 략 세우기, 상 분석, 상 선

수 분석, 지난 경기 분석, 경기장 정보, 경기장 환경 등으

로 진술하 다. FGI에서 진술된 시합 리와 련된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시합 나만의 징크스, 시합 루틴을 지키려고 해요.

루틴을 지키면 마음도 편해지고 안정되는 것 같아요”.

“반드시 시합상황에서 기는 옵니다. 잘되는 경기도

그리고 잘 되지 않는 경기도 기는 옵니다. 마음속으로

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하여 항상 생각

하고 비하고 있습니다”.(Kim(3), Jo, Kang, Park(1))

“상 이어떤 스타일인지 한 요 선수에 한 스

타일을 미리 생각하고 이에 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 지난번 경기를 생각하며잘된 , 잘못한 을 기억

하고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략을 짜요. 특히

는 수비이기 때문에 각 의 공격선수 분석을 많이 합

니다”.(Chai, Lee(3), Lee(1))

“U리그는 홈 앤 어웨이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반드시 같은 과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기를 분석하고 생각하면서 다음 경기에는 더 좋은 모

습을 보일 수 있도록 비합니다”.(Chai, Jang)

“여러 가지경기장과 련된 정보를미리 체크하여 거

기에 맞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를 들어 오 에 시합이

있다면 오 에신체 리듬을 맞추고, 비가 왔을때와 바람

이 불 때 나만의 비 사항을 만들어 시합에 출 합니

다”.(Choi, Kim(1), Kim(3))

다음으로 학운동선수의 자기 리 요인으로 범주화

된 요인은 “정서 리”이 다. “정서 리”요인은 체 반

응 수 482개 60개로 12.4%의 반응 비율을 나타내었다.

세부 역으로는 정 사고, 자기 믿음, 부정 정서 조

의 3개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낙 사고, 희망, 자

신감 유지, 자기 존 , 최고라는 신념 , 긴장 유지, 스트

스 리 등으로 진술하 다. FGI에서 진술된 정서 리와

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상 정 으로 생각하려고 하고매사 잘 될거라는

믿음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야 진짜 마음도 편안해 지고

스트 스를 덜 받거든요”.(Jo,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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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로 지명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고

민이많습니다. 측을할 수 없거든요. 그래도 항상 정

생각을 하고 희망을 버리지않고 있어요. 를 좋아하

는 로 감독님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생

활하고 있어요. 반드시 로무 에 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생활하고 있어요”.(Seo)

“연속 인 시합과 학업 생활이 힘이 듭니다. 어떤 경

우에는 무 스트 스를 받거든요. 가끔 스트 스를 풀

기 하여 화도 보고 당구도 치고 여자 친구도 만나고

있습니다. 이 게라도 하지 않으면 지치고 짜증나고

만 힘들어지거든요”.(Kang, Yun)

“나는 최고다. 나를 이길 수 있는 선수는 없다. 어도

50m에서는 내가 최고다. 난 반드시 우승하고 성공한다.

날 믿고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려고 마음으로 주문

을 외웁니다. 가끔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잘생겼다’ ‘내

가 최고다’, ‘이번에 꼭 1 한다’, ‘난 내가 자랑스럽다’라

고 큰 소리로 외치고 나오기도 합니다”. (Yun)

다음으로 학운동선수의 자기 리 요인은 “학업

리”이 다. “학업 리”요인은 체 반응 수 482개 53

개로 11.0%의 반응 비율을 나타내었다. 세부 역으로는

학업 학 , 학과 행사 참석의 2개 요인으로 분류되었

으며, 출석철 , 학 리, 시험 비, 학과 행사 참가, 교

수 면담 참가 등의 진술들이 있었다. FGI에서 진술된 정

신 리와 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과 공부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어

차피 정책이 바 었기 때문에 의무 으로수업에 참석해

야 하고 학 을 받기 하여 노력하여야만 합니다. C

학 은 맞아야 경기에 참여할 수있기 때문에.........”(Choi,

Park)

“일정부분 학 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틈틈이 보고서

도 작성해야 하고 수업 비도해야 합니다. 힘들지만 수

업 내용 재미있는 내용도 있고 운동생활에 도움이 되

는 내용도 있어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집 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 지만 습 이 안돼서 힘들기는 합니

다”.(Jo, Yun, Lee(2))

“이론수업도 참석해야 하고 해양스포츠, 스키 수업과

같은 실기수업도 이제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

과 행사도 빠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끔은 운동보다 수

업이 더 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운동선수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 미래를 하여 정 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Kim(2), Lee(1)

“감독님 코치님께서 모두 수업에 들어가 철 하게 공

부하라고 합니다. 교양과목의 경우 일반학과 학생들과

동일하게 경쟁하여야하기 때문에 출석, 시험에 철 히

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Lee(3), Kang, Jo)

“제가 1학년 당시 의무 으로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

기 때문에 4학년이 된 지 수업 참여가 괴롭고 힘듭니

다. 그래도 이제 제도가 바 고 의 미래를 해서는

도 바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수이기 에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학생의 신분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Jang, Yun)

“학과 교수님과 면담, MT, OT, 집 수업 모두 참가

해야 합니다. 때론 몇몇 교과목은 학생들과 만나 로

젝트도 수행해야 합니다. 녁 운동 끝나고 참석해서 나

름 열심히 듣고제가 할일이있으면 극 참여하려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번 학기에 평 3.0을넘어 얼마

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운동선수도 하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조 생겼어요. 우리 농구부에 번 학기 학과

수석한 선수도 있어요. 단한 것같아요”.(Park, Lee(1),

Kim(3).

다음으로 학운동선수의 자기 리는 “ 인 계 리”

이 다. “ 인 계 리”요인은 체 반응 수 482개 47

개로 9.8%의 반응 비율을 나타내었다. 세부 역으로는

주요타자와의 계, 동료 계, 의 3개의 요인으로 분류

되었으며 감독과의 원만한 계, 동료애, 선·후배와 원만

한 계 유지, 후배 챙기기, 의 지키기, 솔선수범, 부모

님과 원만한 계, 선수로서 바른 행동등의 진술들이 있

었다. FGI에서 진술된 인 계 리와 련된 내용은 다

음과 같다.

“감독님과 코치님과의 원만한 소통은 선수로서 매우

요합니다. 경기력에 도움이 되는 말 들을 많이 해주

십니다. 그래서 감독님과의 화는 제가 신경 써서 들으

려하고 실천하려 합니다”.(Seo)

“경기력과성 은 혼자만의 역량으로 되는것이 아

니기 때문에 선배, 후배들과 좋은 계를 유지하려고 많

은 신경을 니다. 특히 가능한 한 동료들에게 신경

쓰고 해가 되는 행 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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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도 배웁니다”. (Lee(1),

Lee(3).

“훌륭한 선수들은 운동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바르고 솔선수범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특히 학에서는 많은 윗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범 에신경써서행동하려고무척노력하고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운동선수 아닙니까?”.(Kim(2), Kim(1),

Seo)

“제가이 게 좋은 학에 와서좋은 환경에서 운동하

고 공부하는 것은 다 부모님덕인 것 같습니다. 운동으로

좋은 모습 보이고 성공하기 하여 부모님의 은혜에 고

맙게 생각하고 있고 부모님과 좋은 계를 유지하기

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로서 부모님의 역할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철철이 보약에부족함이 없이 지

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많은 화를 하려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

다”.(Kang)

“시합을 비할 때 여자 친구랑 싸운 날에는 신경이

쓰여 경기에 집 이 안될 때도있어요. 기분이 안 좋아서

집 을 못하니까 경기 결과에 향을 미치기도 해

요”.(Yun)

다음으로 학운동선수의 자기 리는 “목표(동기)

리”로 나타났다. “목표(동기) 리”요인은 482개의 체

반응수 40개로 8.3%의 반응비율을 나타내었다. 세부

역으로는 목표와 동기의 2개 요인으로 범주화 되었으

며, 확실한 목표 설정, 지속 인 목표 달성 확인, 목표 달

성을 한 헌신, 로 진출(지명)을 한 노력, 표

발탁을 한 노력, 성공하겠다는 의지 등의 진술들이 있

었다. FGI에서 진술된 목표(동기) 리와 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표는 선수로서 지속 으로 힘을 생성해내는 원천

입니다. 꾸 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때론 회 마다 목표

를 세우고 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Park)

“내 목표는 오직 로 을 가는 것입니다. 뚜렷한 목

표가 있기에 힘든 운동도 참아내고있는 것 같습니다. 마

음속에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와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곧 있을 로지명에꼭 제 이

름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동의 목표가

최종 로선수 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

니다”.(Park, Lee(1))

“17세 청소년 표에 발탁된 이 있어서 성인 표

에도 합류하고 싶습니다. 부상을 당하여 쉬고 있지만

목표가 있기 때문에 참고 묵묵히 재활 훈련에 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목표가 없었다면 부상당했을 때 이미

운동을 그만두었을 겁니다. 당시 부상이 심각했거든

요”.(Jo, Yun, Seo)

“조 만 더 노력하면 최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의 선수가 아직 많지 않아 조 만 노력하면 국가

표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목표가 분명하니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에 보입니다. 그 묵묵

히 지 처럼 참아가며 운동 해야죠.”.(Park)

“목표를 세우는 것도 요하지만 그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 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달성

되면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꾸 하게 리해야 합

니다. 목표가없는선수들은 결국 1,2학년 때운동을 그만

두더라구요”.(Choi)

마지막으로 학운동선수의 자기 리 요인은 “장비

리”로나타났다. 482개의 체 반응 수 31개로 6.4%를

차지하 다. 세부 역으로는 장비 검 확인 1개 요인

으로 범주화되었다. 청결유지, 장비의 정기 검, 철

한 장비 리, 좋은 장비에 한 정보 수집 등의 원자료

가 색출되었다. FGI에서 진술된 장비 리와 련된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희 종목은 종목의 특성 상 운동 장비가 경기력의

반은 차지합니다. 농담으로 장비가 좋아 우승했다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성 을 내기 해서는 장비의 선택

과 세심한 리가 매우 철 해야 합니다”.(Choi)

“선수에게 운동 장비와 기구는 쟁터에 무기와 같습

니다. 장비의 청결과 꾸 한 리는 성 뿐만 아니라 운

동선수로서의 기본 으로 갖추어야 할 행동입니다. 특히

시합에 나가는 장비는 연습 장비보다 더 세심하게 리

하고 있습니다”.(Kim(1), Lee(1), Park)

“좋은 성 과 경기력을 해서는 새로운 장비에 심

과 정보를 수집합니다. 특히 동계스포츠는 다른 종목에

비하여 장비 리가 매우 요합니다. 그래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장비를 리하고 바로 경기에 뛸 수 있도록

비해 두고 있습니다. 때론 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합을

비할 때도 있습니다”.(Yun, Seo,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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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

본 연구는 학운동선수들의 자기 리 구성개념을 개

방형질문지와 FGI의 두 가지 병행형 통합연구방법을 채

택하여 심층 으로 분석하고자 하 다.

먼 개방형 질문지의 귀납 내용 분석을 통하여

학운동선수들의 자기 리 요인은 8개의 일반 역, 22개

의 세부 역이 범주화 되었으며 482개의 원자료가 도출

되었다.

일반 역으로는 “생활 리”, “훈련 리”, “시합 리”,

“정서 리”, “학업 리”, “ 인 리”, “목표(동기) 리”,

“장비 리”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합 으로 살펴보면 학운동선

수들의 자기 리는 기존 국내외 스포츠심리학에서 다루

어져 왔던 우수선수의 인지 행동 특성이 본 연구의 결

과에서 도출된 생활 리, 시합 리, 정서 리, 훈련 리,

목표(동기) 리의 범주화로 폭 넓게 확인되었다.

한편으로는 국내 학스포츠 환경에 부합되는 학업

리 요인도 새롭게 자기 리 요인으로 색출되었다.

FGI 결과에서는 귀납 내용분석 결과들을 지지하고

범주화의 타당성을 높이는 진술들이 여과 없이 심도 있

게 진술되어 귀납 분석에서 놓치기 쉬운 자료의 틈새

를 훌륭하게 보완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8개의 역으로 범주화된 학선

수들의자기 리 요인들은 FGI 진술에비추어 과거의 선

행연구들과 구별되는 차이 이 발견되었다. 특히 최근의

학스포츠 환경의 격한 변화는 학운동선수들에게

보다 구체 이며 세 한 자기 리를 요구하고있는 것으

로 단되었다.

좀 더 세부 으로 본 연구에서 학운동선수들의 자

기 리요인 가장 높은 반응비율(19.5%)을 보인 역

은 생활 리 역 이 다.

과거 소수의 연구들은 서구사회의 문화 특성으로

간주되는 합리주의, 개인주의, 경험주의[32]에서 탈피하

여 좀더 다른 시각으로 우수선수가되기 한 조건을 일

상생활 역으로 확 해석한 연구들이 있었다.

Vealey[33]는 운동선수들의 심리기술훈련에 한 방

향성 제시의 연구에서 우수선수의 조건으로 인 리기

술과 라이 스타일 조작 훈련이 요하다고 언 하

다.

이와 유사하게 Gould, Jackson과 Finch[9]는국가 표

피겨 스 이트 선수들을 상으로 스트 스 원천과 극복

략에 한 연구에서 인간 계, 체 조 , 부상, 불안

리, 헌신 훈련, 정 사고, 무시 등의 요인으로 보고

하 다.

국내에서는 Huh, Kim과 Yoo[13]이 학운동선수들의

자기 리에 한 귀납 내용 분석 연구에서 행동 리,

정신 리와 함께 몸 리와 생활 리가 범주화 되었고

두 요인이 반응 비율 체 비율 약 40% 이상을 차지

할 만큼 요한 요인으로 보고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보고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도

생활 리, 인 리의 범주화로 반 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토 로 분석해 보면 학운동선수들

은 선수로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평소 음식, 수면,

체 조 , 담배, 술과 같은 부정 건강 행동을 철 히

제하고 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생활 리에 한 귀납 내용분석에서의

원자료들과 FGI 내용들을 보다면 하게검토해 보면

학운동선수들의 생활 리는 결국 자기통제(self-control)

의 내재 속성이 폭 넓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운동선수들은 수면, 체 , 과식, 술, 담배, 생

리, 음식조 등과 같이 선수로서 건강한 신체와 컨디션

에 부정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하여 철 하고 엄

격하게 자기 통제 하고 있었으며 궁극 으로 학운동선

수들은 자기 리가 생활 속 통제의 연속이라고 믿고 행

동하고 있었다.

자기통제는 장기 인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순간의

욕구나 행동을 자제함으로써 즐거움과 만족을 지연시키

는 능력[34]을 말하며 나아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경향

성을 이는 인지 행동 특성[35]이라고 정의할 수 있

다.

일반 으로 사람들은 심리 는 정신 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자기반성을 기 로 자기 인식과

분석 이해를 통해 의식 인 방식으로 자기를 철 하게

통제한다. 나아가 어려움의 처에서 인간은 무의식, 습

방법으로 자아방어 기제(ego defense mechanism)

를 사용하여 그 어려움을 스스로 리하며 응해 나가

는 경향이 있다[36,37].

FGI를 기 로 살펴보면 재 학운동선수들이 훈련

과 시합 그리고 학업에 한 강도 높은 스트 스를 지속

으로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선수지속,

로 지명, 국가 표 선발 등과 같이 측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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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향 목표를 추구하고 있었다. 학운동선수들은

부분 불투명한 미래에 정신 압박감이 있어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살펴보면 학운동선수들은

불투명한 미래에 한 처 방어 기제로 자신을 끊임없

이 통제하고 엄격하게 자신을 리하는생활 리가 나타

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학운동선수들의 자기 리 요인으로는 훈

련 리, 시합 리, 목표 리로도출되었는데 이러한결과

들은 어쩌면 훈련 리, 시합 리와 목표 리는 선수생활

을 끝마치는 그날 까지 선수들이 지속 으로 리하고

발 시켜야 하는 자기 리 요인인지 모른다. 운동선수는

필연 으로 선수생활 동안 반복 으로 운동하고 경쟁하

고 시합에 참가해야 하는데 이러한운동선수들의 숙명이

훈련 리, 시합 리, 목표 리의요인으로 자연스럽게표

출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결과들은 사 측 가능하

며 생소하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학운동선수들이 인지 행동

에서 훈련 리와 시합 리는 상호 련성과 보완성

측면도 있었지만 그 세부 측면에서는 상이한 차이를

보 다.

본 연구에서의 훈련 리는 결국 경쟁상황인 시합상황

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기 하여 개인 최 수 의 비

과정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규칙 인

훈련과 개인훈련, 체력훈련, 훈련반성을 통하여 최 의

경쟁상태( 회, 시합, 경쟁)를 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시합 리는 그 핵심 속성이 시합상황에서

최 수행을 이끌고 나아가 승리하기 한 구체 기술

과 략들을 비하고 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시합상황에서의 심리기술, 상 이나 선수 분석,

경기 환경 분석 등을 통하여 경쟁상황에서 우의를 선

하기 한 인지 심리 략 측면이 강조되고 있었다.

과거 Yoo와 Jang[10]은 국내 올림픽 선수들의 정신

비와 략에 한 연구에서 시합 같은 훈련, 운동집착/

집 , 강도 높은 훈련, 일지의 활용 등의 훈련 비 요인

을 보고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보고는 본 연구와 매

우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FGI 내용은 왜 학운동선수들에게 훈련 리

가 집 하고 몰입해야 하는지를 실 이유를 진술하고

있었다. FGI 일부 내용을 보면최근 학운동선수들에게

직면하고 있는 공부하는 운동선수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선수들에게 불가피하게 훈련시간의 양 부족 상으로

나타났다. 한 일부 선수들은 훈련시간의 양 부족

상이 결국 경기력을 하락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선수들에게 가장 요한 훈련시간 부족을 해결하

기 하여 보다 철 하고 체계 인 훈련 리의 요성으

로 표출된 것으로 단된다.

과거 지도자의 계획화된 훈련 로그램과 생활 통제

에 익숙해 있던 선수들에게 학스포츠 사회의 시

변화는 학운동선수들에게 스스로 훈련하고 분석하고

나아가 개인의 부족한 운동을 보완하기 해서 더욱 철

한 훈련 리를 요구하고 있었다. 시합 리와 련해서

는 이미 과거부터 최고 선수들이 갖고 있는 인지 행동

특성의 연구들을 통하여 최고 수행을 한 선수들의 심

리 요인 그리고 략들이 보고되었다.

Draper, Salmela와 Natalie[38]의 OMSAT(Ottawa

Mental Skills Assesment Tool) 그리고 Thomas, Murph

와 Hardy[39]의 TOPS(Test Of Performance Strategies)

등의 연구들은 우수선수들의 심리 특성 그리고 시합

략을 매우 자세하게 언 하고 나아가 측정도구로서 활

용되었다.

선행연구들은 일 되게 최고 수행을 달성하는 선수들

이 그 지 못한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목표를 설

정하고 안정 인 정서를 유지하며, 이미지트 이닝, 심

상, 혼잣말과 같은 심리 기술을 효율 으로 사용하고

치 한 시합 략을 실행한다고 보고하 다.

한 Orlick과 Partington[6]도 미국의 올림픽 메달리

스트들을 조사한 연구에서 집 력, 심상, 성공에 한 진

념, 치 한 시합 략수립, 이미지 트 이닝과 같은심리

기술과 략이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보다 높게 나

타났다고 보고하 다. Gould, Eklund와 Jackson[7]도 선

수들이 최상수행을 보일 때 시합에 한 철 한 비와

사고 감정상태의 안정을 보 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심리

기술, 시합분석, 시합환경의 구체 범주화를 통하여 자

세하게 반 되고 있었으며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시합

리와 련한 FGI 진술 내용이다.

FGI는 학운동선수들의 시합과 련하여 이미지트

이닝, 혼잣말, 루틴, 기상황 처 략, 심상과 같은

심리기술을 리하고 있다고 언 하 다. 나아가 개인의

심리 기술이나 략뿐만 아니라 시합 상 , 상

선수를 분석하고 경기 환경까지도 꼼꼼하면서 폭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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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합 리를 하고 있었다.

특히선수들의진술에서 혼잣말, 루틴, 심상과 같은 심

리 기술 용어들이 다수 언 된 것은 매우 흥미롭다.

2000년 반 Huh, Kim과 Yoo[13]의 학선수 자기

리 연구에서 정신 리 역으로 범주화된 심리 연습,

정 인 생각, 평소와 같이 하기, 기도하기와 같은 심리

기술을 언 하면서도 그 구체 심리기술과실천은 찾아

보기 힘들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학운동선수들은 이미 최고의 엘리트 선수나

우수선수들이 수행하고 있는 구체 인 심리기술을 인지

하고 시합 상황에서 구체 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학선수들이 진술한 심상, 이미지트

이닝, 혼잣말, 루틴과 같은 심리기술의 구체 키워드를

언 할 만큼 심리기술 실행의 성숙도를 보 다.

이는 아마도 재의 학운동선수들 그리고 지도자들

이 다양한 학습( 학교과과정)채 과 지도자 보수 교육

등을 통하여 심리 기술 훈련에 한 구체 정보를 제공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쩌면 학운동선수들의 학

습권 보장의 제도 변화는 우리가 추구하는 학 교육

과 학습의 순기능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학운동선수들이 국가를 표하고 우수한 선

수들로 성장하기 해서는 지도자 그리고 학생선수들에

게 성공 수행을 한 심리기술 심리 략에 하여

더 많은 과학 정보와 학 교과과정을 통하여 심층

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종합하여 보면 자기 리 하 요인으로 범주화된 훈련

리, 시합 리, 목표 리는 비교 문화 특성이 고려

되지 않는 일반화된 운동선수들의 리 차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이한 사항은 과거 선행연구들[2,14] 에서 자

기 리 요인으로 훈련 리, 정신 리로 크게 범주화한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시합 리, 훈련 리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학운동선수들은 시합과

평소 연습 상황에서의 심리 기술 그리고 시합 상황에서

의 략은 다른 차원으로 인식하고 처 방식도 다를 뿐

만 아니라 매우 세부 인 근을 시도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미래 연구에서는 심리기술훈련과 같은 경기력 향

상을 한 연구들은 이제 선수들의시합상황과 연습상황

을 분리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두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학운동선수의 자기 리 요인으

로 “정서 리” 요인이 도출되었다. 세부 역으로 정

사고, 자기 믿음, 부정 정서 조 의 3개 요인이 범주화

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의 고민은 정서

리의 세부 역과 원자료가 시합 리, 연습 리의 요인

들과 모호한 동일성이 있다는 것이다. 를 들어 정서

리에서 나타난 자신감, 자기 믿음, 경쟁 스트 스의 리

등은 일반 시합 리 는 훈련 리 에서도 일부 유사한

단어로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FGI 진술 내용은 시합 리, 연습 리와 구별

되는 차이 이 발견되고 있는데 정서 리는 선수들이 불

가피하게 직면하는 시합과 경쟁의 스트 스, 목표에

한 측 불가능 속에서 오는 부정 정서를 리하고 극

복하려는 모습이 엿보인다.

시합 리와 훈련 리는 선수들이 최고 수행을 한

심리 행동 과정이라면 정서 리는 운동선수들이 필연

으로 직면하게 되는 경쟁 스트 스에 한 부정 정

서의 리 측면으로 이해된다.

이와 련하여 Na, Jung과 Kim[40]은 로 골 선수

들을 상으로 실시한 정심리에 한 질 연구에서

성공한 선수들과 그 지 못한 선수들과의 비교했을 때

자기효능감, 희망, 낙 주의에서 차이가있다고 보고하

다. 더불어 성공한 골퍼들은 그 지 못한 선수들에 비하

여 자신감과 자기믿음의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정

사고를 바탕으로 낙 태도를 보인다고 하 다. 이러

한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일부분 해석할 수 있

는 단서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학운동선수들의 자기 리 요인으로는 “학

업 리”로 범주화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흥미로운 것

은 기존의 자기 리 연구에서 언 되지 않았던 “학

업 리” 요인이 새롭게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학업 리

의 세부 역으로는 학업과 학 , 학과 행사 참석의 2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 으로 학운동 환경과 학 스

포츠 정책의 변화와 무 하지 않는 결과로서 최근 일련

의 학운동선수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는 학

선수들에게 더욱 강화된 학업 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

핵심은 공부하는 운동선수의 개념으로 압축된다.

학 스포츠 정책과 련하여 선수들에게 기본 학

습권을 보장하고 공부하는 운동선수의 모델을 정착시키

기 하여 엄격한 리 기 을 법제화 하 다. 특히 학

선수로서 활동하고 제도권 내의 시합을 참가하기 하여

C학 이상의 학 취득을 충족하는 선수들만 참가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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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 다. 이러한 학선수들의 제도와 환경의 변

화들은 자연히 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학 과 학생 활

동에 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한 최근 학운동선수들의 변화는 정 측면에서

학생으로서 학업과 배움에 한 인식이변화가 있었으며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다.

Siedentop[41]은 이미 학원스포츠가 주류를 이루어 왔

던 엘리트 스포츠가 교육 목표보다는 엘리트 스포츠

정책의 과제 수행 상 많은 역기능과 문제 을 야기했다

고 언 하 다.

물론 실 측면에서 학운동선수의 학업과 운동

의 병행에 하여다소 부정 시각을 가지는학생, 지도

자, 부모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운동하

는 학생선수에게도 배움의 장을 보장해 주어 성 의 높

고 낮음을 떠나 학교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기본 교육

의 참의미를 느끼도록 해야 하며[42] 이러한 정책이실효

를 거둘 수있도록더 많은사회 논의가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한편 학운동선수들의 자기 리로 인 계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세부 역으로는 주요타자와의 계, 동료

계, 의의 3개 요인으로 범주화 되었다.

인 계와 련한 한국인의 토착 심리에는 기본

으로 계 자기(relational self)가 발달되어 있다고 보

고되고 있다. 한 개인의 정체성과 성격 특질을 온 히

이해하기 해서는 ‘나’와 ‘우리’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하 다. 나와 우리는 다른 차원의 치되는 계가 아니

라 상호보완 인 계로서 나와 우리를 하나로 보아야

한다[43].

본 연구를 통하여 학운동선수들의 의식 속에는 자

기 자신의 성공과 목표달성을 해서는 과 동료의

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독, 코치,

부모와 같은 주요타자와의 교류와 계 그리고 선배, 후

배, 동료의 친 한 교류과정을 통해 일체감을 느끼고 독

특한 집단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한 본 연구에서 인 계 리의 세부 역으로 도

출된 의는 인내, 자제, 의를 미덕으로 삼는 우리문화

의 분 기[32]가 충분히 반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인 계의 기능은 일반 으로 심리 건강의 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 바[43,44]. 궁극 으

로 학운동선수로서의 성장과 발달을 해서는 정

인 계를 통한 건강한 심리상태 유지도 매우 요한

리 지표라고 할 수 있겠다.

하나의 학운동선수들의 자기 리 요인으로 체

반응 높은 반응 비율(6.4%)은 아니지만 장비 리 요

인이 범주화 되었다.

스포츠에서 장비와 도구는 기록단축을 해서 차

과학화되고 있으며 이에 스포츠 과학자들은 경기력의 극

화를 해서 장비와 도구 연구를 지속 으로 수행하고

있다[45].

이제 스포츠도구와 장비는 경기력 향상을 한 하

나의 요한 단서가 되고 있으며 첨단과학기술의 도움

없이는 경기력을 극 화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최근의 스포츠 장비의 과학화로 많은 선수들이

최 수행을 하여 사용하는 장비들을 철 히 리하는

것으로 밝 졌다. 특히 본 연구에서 언 되지는 않았지

만 일부 개인종목 선수들에게서 장비 리의 요성이 더

욱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학운동선수들의 자기 리에서 장비

리 요인 범주화는 본 연구의 자기 리 범주 시합 리

의 역으로도 단된다. 그러나 최근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한 측면을 고려할 때 고유의 리 차원으로 분

류된 것으로 단된다. 이는 FGI 면담에서 종목의 특성

상 장비가 경기력의 반을 차지한다는 진술에서 장비

리의 요성을 엿볼 수 있다.

6. 결론 및 언

본 연구는 학운동선수들을 상으로 그들이 평소

연습과 시합상황 그리고 평상시에 선수 스스로가 자기

리를 해 어떠한 사고와 행동 그리고 략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탐색하여 자기 리의 구성개념을 정립하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학운

동선수들을 상으로 개방형질문지와 FGI를 통하여 자

료를 수집하고 귀납 내용분석과 질 분석 방법을 병

행하여 자료를 분석하 다.

이러한 연구의 차를 통하여 학운동선수들의 자기

리 구성개념은 크게 생활 리, 훈련 리, 시합 리, 정

서 리, 학업 리, 인 리, 목표(동기) 리, 장비 리의

8개 요인이 범주화 되었으며, 세부 역 22개 원자료는

482개가 도출되었다. 한 FGI에서는 개방형 질문지의

귀납 내용분석에서 도출된 범주 내용들을 지지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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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진실성, 타당성을 확보하 다.

나아가 FGI에서는 개방형 질문지에서 놓치기 쉬운 자

료의 틈새를 메우고 소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하여

학운동선수들의 진술내용을 여과 없이 서술하 다. 이러

한 과정은 궁극 으로 학운동선수들의 자기 리에

한 구성개념을 심층 으로 분석하는데 유용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시 으로 학운동선수들의 환경

의 변화를 충족하는 자기 리의 구성개념을 재조명 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학운동선수들을 심도있게 이해하

고 학운동선수들이 성공 으로 목표를 달성할수 있도

록 략을수립하는데도움이될수있을것으로기 된다.

그러나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과정 다소 부족했던

내용을 심으로 미래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하여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먼 본 연구의 개방형 질문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성별, 종목, 학년 등의 세부 특성을 구별

하여 제시하지 못하여 일부 범주화 과정에서 학업 리,

장비 리 요인들이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심도 있게 반

할 수 없었다. 를 들어 개인종목 선수들이 단체종목

선수들보다 생활 리와 장비 리에 더 많은가 치를 보

다. 이는 단체종목 선수들의 일률 인 숙소생활 그리

고 개인종목 선수들의 장비의 요성이 반 된 결과라

측된다.

다음으로 학운동선수들의 자기 리에 한 측정도

구가 시 히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이미

Huh[14]의 ASMQ가 개발되었지만 학운동선수들의 자

기 리를 명확하게 측정하기에는 시 으로 많은 변화

가 있었다. 한 ASMQ가 일반 운동선수들(고등학교,

학생, 실업선수)을 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학운

동선수들의 자기 리를 독립 으로 측정하기에는 제한

이 존재한다. 따라서 최근 학운동선수들의 시 ,

환경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따른 학운동선수들

의 사회 심리 처와 인지 행동 특성을 고려한 측정

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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