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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운동선수의 신뢰 구성개념 정립 및 

척도개발

전 현 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에서는 운동선수들의 신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자기 및 

대인, 그리고 비인적 팀 신뢰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운동선수의 신뢰 개

념을 탐색 및 정립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Ⅰ에서는 운동선수의 자기 및 대인, 그리고 비인적 팀 신뢰의 개

념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 현직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심

층면담(12명)과 개방형 설문(52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운동선수에

게 있어 자기신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운동영역에서 어려운 일에 

부딪히더라도 극복하고 잘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며, 이를 형성하

기 위한 신뢰성 요인으로 능력, 배려성, 진실성, 성실성 등이 도출되었

다. 동료 신뢰는 팀의 승리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동료에 대

한 믿음을 의미하며, 능력, 배려성, 진실성, 성실성 등이 신뢰성 요인으

로 도출되었다. 지도자 신뢰는 지도자에 대한 의심이나 의문을 넘어 팀

의 목표를 위해 지도자의 지도방식을 믿고 따르는 마음으로 개념화할 수 

있었으며, 지도자의 능력, 배려성, 진실성, 열의 등의 신뢰성이 도출되었



다. 비인적 팀 신뢰는 팀 동료나 지도자에 관계없이 팀을 신뢰하거나, 

이들의 변동이나 부재에도 불구하고 팀을 신뢰하는 것으로 팀의 지원, 

팀 위상, 행정적 체계성, 경력 효용성 등의 추상적인 신뢰성이 바탕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Ⅱ에서는 운동선수의 자기 및 대인, 그리고 비인적 팀 신뢰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운동선수 100명을 대상으로 문항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398명을 대상으로 측정도구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199명)을,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199명)을 실시하였다. 최종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타당도(Cronbach’s 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구성개념타당도와 

교차타당도 검증을 통해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먼저, 문항적합도 검증을 거치고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

과, 자기신뢰 척도는 단일요인 5문항, 자기신뢰성 척도는 3요인(능력, 

인간성, 성실성) 14문항이 최종문항으로 선정되었으며, 동료 신뢰 척도

는 단일요인 6문항, 동료 신뢰성 척도는 4요인(능력, 배려성, 진실성, 성

실성) 20문항이 최종 척도로 채택되었다. 지도자 신뢰 척도는 단일요인 

6문항이, 지도자 신뢰성 척도는 4요인(능력, 배려성, 진실성, 열의) 21

문항이 최종 척도로 선정되었으며, 비인적 팀 신뢰 척도는 단일요인 6문

항, 비인적 팀 신뢰성 척도는 4요인(행정적 체계성, 팀 위상, 경력효용

성, 지원) 18문항이 최종 척도의 문항으로 채택되었다. 모든 척도에서 

Cronbach’α 값이 최소 .777(자기신뢰), 최대 .961(지도자 신뢰성)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다음으로, 구성개념타당도는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 법칙타당도를 통

해 검증하였다. 모든 척도에서 표준화된 요인부하량과 평균분산추출

(AVE)값이 .05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개념신뢰도(C.R.)의 값이 .70이상

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또한 두 구성개념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φ2)보다 평균분산추출(AVE)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판별

타당도가 확보되었으며, 자기, 동료, 지도자, 비인적 팀에 해당하는 각각

의 신뢰와 신뢰성 간의 상관관계가 양(+)의 방향으로 나타나 법칙타당



도 또한 확보되었다. 

마지막으로, 측정동일성 검증을 통해 교차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개발

된 척도가 성별과 학교급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교차타당도가 확보된 검사도구로 판명되었다.

주요어: 운동선수의 신뢰, 자기신뢰, 동료 신뢰, 지도자 신뢰, 비인적 팀 신뢰

학  번: 2011-3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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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스포츠에서 경쟁은 대부분 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팀의 공동 목표

는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팀을 구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것이 한 사람을 위한 팀일 경우에는 어떠한가? 스타플레이어 한 사람

만으로 팀 스포츠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선수가 있더라도 팀 동료들이 그를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팀의 승리를 기

대할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따라서 선수들은 자신의 팀 동료를 믿

고, 각자의 맡은바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팀 동료들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그들이 지

닌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이

라는 신뢰가 전제될 때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신뢰는 스포츠 상황에서 경기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러 

코치나 선수들로부터 팀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손꼽히고 있으며

(Dirks, 2000), 스포츠 팀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스

포츠심리학 분야에서는 이를 규명하고자 노력을 기울여왔다. 

신뢰는 흔히 사람이나 사물의 정직함, 자신의 언행에 대한 책임, 약속

에 거짓이 없으며, 거짓이 아닐 것이라는 기대, 어떤 작업의 수행 및 역

할을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등의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신뢰(trust)에 대한 관심은 비단 대인관계나 집단행동과 

같은 조직행동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및 경영

학 전반에 확장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이를 반영한 

Hosmer(1995)의 주장에 의하면, 신뢰는 다양한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

져 왔으며, 그에 따라 용어에 대한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였

다. 이후, 여러 학자에 의해 신뢰의 개념을 종합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

으며, 그 결과 일반적으로 신뢰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믿음으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의지로서의 사회ᆞ심리적 상태’(Rousseau, Sitkin, 

Burt, & Camerer, 1998)로 이해되고 있다. 즉, 신뢰는 자신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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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타인을 믿는 행위이며(Mayer, Davis, & 

Shooman, 1995), 타인이 자신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과 같은 

정서적 유대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McAllister, 1995)에서 인간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본원적이며 근본적인 태도성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뢰형성 기재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신뢰를 개인이 가진 근원

적인 태도성향으로 간주하고 신뢰주체(trustor)의 신뢰성향(trust 

propensity)에 초점을 두었으며, 그에 따라 신뢰를 대인관계의 맥락을 

떠나 비교적 변화하지 않는 개인의 안정적인 특성으로 보았다(Deutsch, 

1960; Dasgupta, 1988). 하지만 신뢰를 신뢰주체의 심리적 차원에 한

정지었다는 점에서 신뢰주체와 신뢰객체(trustee) 간의 관계, 신뢰 구성

요인들 그리고 일련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고려가 간과되었다. 이후 이

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신뢰관계’(trust relation)에 초점을 둔 

관계적 접근이 등장하였다. 관계적 접근에서는 신뢰관계에 관련된 사람

들을 사회나 조직에 소속된 개인으로 간주하여 신뢰를 정의하고자 하였

으며, 인지, 정서 등의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신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Lewis & Weigert, 1985; McAllister, 1995). 그에 따라 신뢰객체

(trustee)의 특성에 대한 분석은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 신뢰를 받는

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Mayer 등(1995)은 기존의 신뢰연구들을 통합하여 

다양한 차원의 신뢰성이 결국, 능력(ability), 배려성(benevolence), 진실

성(integrity) 등의 세 가지 요인으로 축약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980년대 이전까지 대부분의 신뢰연구는 대인 관계에서 신뢰의 형성 

및 역할, 또는 시민사회의 맥락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 등을 중점으로 연

구가 진행되어져 왔다(Putnam, 1993a, 1993b; Coleman, 1988; 

Grootaert, 1996; Fukuyama, 1995).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조직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뢰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조직맥락에

서의 신뢰 연구들이 주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조직 내 신뢰의 역할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조직 내에서 동료 및 상사에 대한 신뢰

는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촉매제 역할을 하며, 이는 더 나

아가 생산성의 향상 및 직무 만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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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Mishra & Morrissey, 1990; Moorman, Zaltman, & Deshpande, 

1992). 특히, 집단 내에서 작용하는 신뢰의 역동성은 집단의 수행결과 

및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즉, 개인 간에 신뢰가 형성됨으로써 협동적 행

동과 팀워크가 증진되고(Mayer et al., 1995), 협동과 팀워크에 의해 생

산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발현된다(Jones & George, 1998). 

이러한 현상에 대해 Harrington-Mackin(1994)은 신뢰가 팀을 하나로 뭉

쳐주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신뢰가 높은 팀은 팀원들 

간에 지식, 기술, 아이디어 등을 함께 자유롭게 공유하는 반면, 신뢰가 없는 

팀에서는 이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집합적 사고, 지식 공유, 창의적 문제해

결 및 과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Senge, 1990). 

이와 유사한 결과는 스포츠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Dirks와 Ferrin(2001)에 의하면, 팀원 간의 신뢰가 부족하면 집단에서 

잠재된 인지적 측면(예, 걱정, 동기, 만족 등)과 행동적 측면(예, 지원 

행동, 수행 등)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반면, 팀원들의 능

력에 대한 자신감과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는 자신의 팀의 성

공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팀 수준에서 진행된 신뢰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팀 내의 구성

원 간의 신뢰, 즉 인적 측면에서의 신뢰만 다루고 있을 뿐(Burke, 

Sims, Lazzara, & Salas, 2007; Dirks & Ferrin, 2002), 팀의 명성이

나 행정적 체계성과 같이 팀을 구성하는 추상적인 부분인 비인적 측면의 

신뢰까지는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안성익, 박원우, 2010). 다시 

말해, 팀 맥락에서 신뢰를 다루고 있는 연구들은 대다수 개인수준의 신

뢰 연구를 팀 수준으로 확장한 정도일 뿐이며, 팀 연구와 신뢰 연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팀 신뢰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안성익, 2011). 이러한 흐름은 스포츠 맥락에서 이루어진 신

뢰 연구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대부분 선수들이 생각하는 지도

자의 신뢰(김민아, 황규영, 2013; 남광우, 조욱상, 2014; 백국군, 이제

행, 김현, 2005;  Dirks & Ferrin 2002), 동료에 대한 신뢰(문진화, 김

인형, 2006; 문진화, 이근모, 오세복, 2006; 한승룡, 구희성, 김병태, 

2012; Dirks & Ferrin, 2001)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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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비인적 차원을 고려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신뢰객체의 대상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신뢰에 대

한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다(Michael, 2014). 특히, 자기신뢰는 모든 

신뢰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Covey, 

2006). Pasveer(1997)는 자기신뢰를 ‘무조건적이고 의심 없이 자신

의 모든 부분을 받아드리는 것으로, 주관적 경험을 지표로 개인의 생각, 

느낌 감정 등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자기신뢰는 특히 불안과 관련된 부분을 낮추어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는데(Pasveer, 1997), 이러한 점

은 스포츠 상황에서도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골프 퍼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혹은 수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축구시합에서 자기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많은 심

리적 압박을 받게 되어 불안정한 수행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자신

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운동선수들에게 자기신뢰

는 안정적인 자기존중감 형성과 동시에 심리적 안녕감에도 긍정적인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뢰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신뢰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었다(Dietz & Den Hartog, 2006). 자기신뢰의 경우 

성적외상(sexual trauma)을 경험한 여성들의 자기신뢰를 측정하기 위

해 개발된 Brother(1982)의 Self-Trust Scale과 애착이론을 토대로 

무조건적인 자기수용의 측면에서 자기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Pasveer(1997)의 Self-Trust Questionnaire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Brother(1982)가 개발한 자기신뢰 척도는 성(sex)적 트라우마를 겪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Pasveer(1997)의 척도는 개인의 능력에 대

한 신뢰를 측정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어 운동선수들에게 적용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운동선수의 자기신뢰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수들에게 적합한 자기신뢰 측정도구가 개발될 필

요가 있다. 

대인신뢰는 신뢰주체의 개인성향으로서의 신뢰와 신뢰객체와의 관계에 

따른 신뢰를 측정하는 도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개인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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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nsity)으로서의 신뢰에 대한 연구에서는 신뢰를 개인 성격

(personality)의 일부로서 파악하고 있다. 즉 다른 사람을 얼마나 잘 믿

느냐의 여부는 인격 발달 초기 단계의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며 일생을 통

해 크게 변하지 않는 하나의 성향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러한 개인 성향으로서의 신뢰는 특히 상황적 요소가 모호하거나 약한 경

우 큰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Bigley & 

Pearce. 1998). 하지만, 이와 관련된 질문지들(예, Acceptance of 

Others Scale, Faith in People Scale, Philosophies of Human 

Nature Scale, Interpersonal Trust Scale, Machiavellianism Scale 

등)은 대부분 제시되는 문항이 매우 광범위한 상황 설정을 바탕으로 이

루어진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 특성으로서의 개인 신뢰 성향이 상호작용

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적 상황을 전제한 신뢰 연구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Bigley & Pearce, 1998). 

다음으로 관계중심적 신뢰와 관련된 척도는 신뢰를 조직의 특성이나 

관계의 특성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며, 신뢰 관계도 개인과 개인간 관계

뿐만 아니라, 집단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간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

로 보고 보다 상황 중심적이며 관계 지향적인 측면에서 개발되었다

(Johnson-George & Swap, 1982; Rempel & Holmes, 1986; 

Butler, 1991; Cummings & Bromiley, 1996). 이러한 척도들은 신뢰

객체의 신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개념들을 보다 실용적인 차원에

서 조직 상황에 직접 적용코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팀 맥락에서 이루어진 신뢰관련 연구들에서 개인수준에서 신뢰객체에 

대한 신뢰 측정방식은 기존 대인신뢰 측정방식과 동일하다. 팀수준 신뢰

객체에 대한 개인수준의 신뢰주체의 신뢰는 기존 대인신뢰 측정도구들

(Cook & Wall, 1980; McAllister, 1995, Cummings & Bromiley, 

1996)을 이용하되, 설문문항의 신뢰객체의 내용을 팀 구성원 전체집단

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팀 자체나 팀의 비인적 속성에 대

한 고려는 안성익(2011)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스포츠 분야에서 대인 신뢰에 해당하는 동료 신뢰와 지도자 신뢰의 경

우 일반 조직에서 신뢰를 측정하고자 개발한 McAllister(199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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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er와 Davis(1999)의 질문지의 신뢰객체를 동료 또는 지도자로 변

환하여 사용해왔으나, 이는 스포츠라는 영역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뢰객체 중 동료선수와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차이를 반영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운동선수들에게 있어 과업 혹은 대인 간의 상

호작용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운동선수의 신뢰 척도 또한 Mayer와 

Gavin(2005)이 제안한 바와 같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인 신뢰의도

와 신뢰객체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수반하는 신뢰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뢰는 개인과 조직, 사회적으로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대인관계에 국한하여 신뢰를 

규명하고자 했으며, 그에 따라 자기에 대한 신뢰나 팀 맥락 속에서 비인

적인 측면에 대한 고찰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과 

한계점은 스포츠 맥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에 따라 스포츠 

현장에서 독특하게 나타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고려는 부족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한계는 곧 측정의 타당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뿐만 아

니라 측정도구의 부재로 인해 운동선수들이 지니고 있는 자기 혹은 팀의 

비인적 속성에 대한 신뢰에 대한 고찰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

라서 스포츠 현장의 운동선수에게서 나타나는 신뢰 및 신뢰성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가 개

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동선수들의 신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자기신뢰와 팀 신뢰로 구분하고, 팀 신뢰는 다시 인적신뢰와 비인적 신

뢰로, 그리고 인적신뢰는 지도자 신뢰(수직신뢰)와 동료신뢰(수평신뢰)

로 구분하여 이들의 신뢰의도와 신뢰성에 대한 개념을 탐색 및 분석하고 

그에 해당하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향후 운

동선수들의 신뢰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데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후속연구로서 스포츠 맥락에서 선수 개인 및 팀에 있어서 신뢰의 역할에 

대한 규명을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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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운동선수의 신뢰 구성개념을 정립하고, 운동선수의 신뢰척

도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부적으로 운동선수의 신뢰 구성개념

을 정립하기 위해 관련 문헌과 운동선수 및 지도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

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운동선수 신뢰의 구성개념을 정립하고자 하였

다. 또한,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운동선수 신뢰를 양적으로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운동선수 신뢰척도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연구문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운동선수의 신뢰 개념구조를 수준별로 정립한다.

(1) 운동선수의 자기신뢰를 구성하는 개념구조는 어떠한가?

(2) 운동선수의 동료 신뢰를 구성하는 개념구조는 어떠한가?

(3) 운동선수의 지도자 신뢰를 구성하는 개념구조는 어떠한가?

(4) 운동선수의 비인적 팀 신뢰를 구성하는 개념구조는 어떠한가?

2)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운동선수의 신뢰 척도를 수준별로 개발

한다.

(1) 운동선수의 자기신뢰 척도는 어떻게 구성되며, 신뢰도와 타당도는 

확보되는가?

(2) 운동선수의 동료 신뢰 척도는 어떻게 구성되며, 신뢰도와 타당도

는 확보되는가?

(3) 운동선수의 지도자 신뢰 척도는 어떻게 구성되며, 신뢰도와 타당

도는 확보되는가?

(4) 운동선수의 비인적 팀 신뢰 척도는 어떻게 구성되며, 신뢰도와 타

당도는 확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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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1) 운동선수 신뢰(athlete’s trust)

신뢰란, 신뢰객체의 행위에 대한 믿음으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의지로서의 사회ᆞ심리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운동선수 신뢰란 스포츠

와 관련된 맥락에서 발현되는 신뢰로 정의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크게 자기신뢰와 팀신뢰로 구분한다. 

2) 자기신뢰(self-trust)

운동선수가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기반하여 개인의 능력, 배려성, 진실

성 등의 신뢰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취약성을 

받아들이는 심리상태로 정의한다.  

3) 팀 신뢰(team trust)

팀의 인적(지도자 및 동료)요소 및 비인적 요소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바탕으로 팀에 대한 취약성을 받아들이려는 의향으로 정의한다. 

4) 지도자 신뢰(coach trust)

지도자의 신뢰성(능력, 배려성, 진실성)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바탕으

로 지도자에 대한 취약성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의지로서의 심리적 상태

로, 지도자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정의한다.

5) 동료 신뢰(teammate trust)

팀 동료의 신뢰성(능력, 배려성, 진실성)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바탕으

로 팀 동료에 대한 취약성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의지로서의 심리적 상태

로, 팀 동료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정의한다.

6) 비인적 팀 신뢰(impersonal team trust)

팀에서 의도를 가지지 않은 신뢰객체의 신뢰성(행정적 체계성, 명성, 

경력효용성 등)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기반으로 인적 요소에 관계없이 

팀의 취약성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향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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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신뢰의 개념과 의미

1) 신뢰에 대한 연구관점

신뢰의 개념은 역사적 흐름과 다양한 학문영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특히,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윤리학 등 다양한 학문분

야에서 신뢰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신뢰에 대한 연구가 사회과학적

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됨에 따라 신뢰에 대한 정의는 그만큼 다양하게 내

려지고 있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기회주의 발생위험이 높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거래

비용감소와 관련된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 신뢰를 바라본다. 즉, 신뢰를 

계산에 의한 합리적 선택이라는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고 거래 주체들 간에 신뢰가 형성될 때 효율적인 거래가 성

립될 수 있다고 전제한다(Tyler & Degoey, 1996; Wiliamson, 1993).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신뢰의 정서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

른 학문분야에서의 개념과 차이를 보인다.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신뢰를 사람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조

직, 조직과 조직 간에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보고, 사회적 구조물로

서의 역할에 주목한다. 즉, 신뢰는 교환관계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공

유하는 기대로서, 이는 사회적 규범이나 체계의 결과물이자 사회적 교환

관계의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의 의미를 지닌다(Lewis & 

Weigert, 1985; 신동엽, 2002).

심리학적 관점에서 신뢰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토대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의지로 이해된다. 즉, 신뢰주체(trustor)가 신

뢰객체(trustee)의 특성과 행동에 대한 개인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유발된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개인 내부의 인지과정 및 정서적 측면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에 따라 타인을 신뢰하게 되는 이유 및 그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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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회적 접근 경제적 접근 심리적 접근
핵심 사회구조 경제적 거래 개인행동/개인간 관계

신뢰
개념

사회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계들에서 나타나는 
상대방 (개인, 집단, 
조직)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는 집단 현상

거래당사자간이 
서로를 이롭게 하거나, 
적어도 해를 입히지 
않을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 하여 

상대방에 대한 
취약성을 감수하려는 

자발적 의지

핵심
가정

사회시스템의 
공식적/비공식적 
요구를 따르는 

사회적으로 합리적 
행동(socially 

rational behavior)

계약과 통제시스템에 
의한 제약을 받는 
경제적으로 합리적 
행동(economically 
rational behavior)

쌍방(two parties)의 
특성에 근거한 심리적 
상태로서 상황에 따라 

변화

목적
다양한 사회 요소 간 

협력 증진

거래당사자간 
거래비용 감소 및 

협력증진

집단 혹은 
조직내에서의 개인간 

관계 형성
출처 : 류승민(2008)

표 1. 학문분야별 신뢰연구 접근방법 비교(류승민, 2008)

 

등에 대해 밝히고자 노력해왔다(Mayer et al., 1995; McAllister, 1995).

이를 요약하자면, 경제학자들은 신뢰를 계산적이거나 정량적으로 해석

하는 반면, 심리학자들은 내부적인 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신뢰를 신뢰주

체와 신뢰객체의 측면에서 규정짓고, 사회학자들은 사람들 간의 관계 및 

제도내의 체화된 속성에서 신뢰를 개념화한다(Hall, Blass, Ferris, & 

Massengale, 2004). 

2) 신뢰의 정의

신뢰관련 초기연구에서 Deutsch(1958)는 “다음과 같은 경우,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신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그 사람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기대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이 유발된 때인데, 여기서 말하는 행동이란 그 일이 일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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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기대가 확실할 때의 긍정적인 동기적 결과보다 확실하지 않을 때의 

부정적인 동기적 결과를 더 크게 인식함에도 나타나는 행동이다.”라고 

하였다. 즉 신뢰란, 타인이 자신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자신의 손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의 이익을 초과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감

수하고 선택하는 행동이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립되는 개념

으로 보았다. 

이후, 신뢰는 ‘한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말이나 약

속, 구두나 서면의 발언에 대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대’(Rotter, 

1967), ‘타인의 의도가 진실한 것이라는 믿음과 타인의 능력에 대한 확

신’(Cook & Wall, 1980),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대상의 행위에 대

해 취약성을 증가시키려는 의지’(Zand, 1972) 등으로 정의되었다. 또

한,  Gambetta(1988)는 취약성과 의존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대인간 관

계의 차원에서 신뢰를 ‘상대방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적어도 해가 

되지는 않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확률이 높아 상대방과 협력할 수 있다

는 기대 또는 믿음’으로 정의하였으며, Butler(1991)는 ‘상대방이 적

어도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 약속에 대한 기대’

로 정의하였다. 그 외 신뢰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표 2>와 같다. 

이처럼 신뢰에 대한 정의는 학문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내려져왔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신뢰의 정의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믿음으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의지로서의 사회ᆞ심리적 상태’로 이해되고 

있다(Rousseau et 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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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의

Deutsch(1958)

-다음과 같은 경우,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고 신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개인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기대에 의해서 다음과 같
은 행동이 유발된 때인데, 여기서 말하는 행동이란 그 일
이 일어날 것이란 기대가 확정되었을 때의 긍정적인 동기
부여 결과보다 확정되지 않았을 때의 부정적 동기부여 결
과를 더 크게 인식하고 이루어지는 행동이다.

Rotter(1967)
-한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말이나 약속, 
구두나 서면의 발언에 대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대

Giffin(1967)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하지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상의 특성, 사건의 발생, 혹은 행동에 의지하는 것

Zand(1972)
-타인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처지가 
그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정도를 더 많이 받아들
이겠다는 의향

Golembiewski & 
McConkie(1975)

-사건, 절차, 사람에 대한 의지 혹은 확신

Gabarro(1978)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바
처럼 특정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정도

Cook & 
Wall(1980)

-신뢰는 타인의 말과 행동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 의도가 
선함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것

Johnson-George 
& Swap(1982)

-상대방에 대한 믿음으로 그 의도가 선하다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긍정적 기대

Barber(1983)

-자신이 속한 자연 혹은 사회의 질서가 지속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의 기술에 부합할 만한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의 윤리에 부합하는 역할 수행에 대
한 기대

Lewis & 
Weigert(1985)

-활동에 관여된 모든 사람이 효과적이고 의무감 있게 활동
할 것이라는 확신에 찬 기대를 바탕으로 위험이 있는 일
련의 활동을 떠맡는 것

Zucker(1986) -거래에 관여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된 기대의 집합

Gambetta(1988)
-타인 혹은 타집단이 특정 활동을 완수할 것이라고 신뢰주
체가 평가한 주관적 확률

표 2. 신뢰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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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dach & 
Eccles(1989)

-자신의 교환 상대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것이란 두려
움을 완화시켜 주는 기대

Giddens(1990)
-신뢰란 단지 인지적 이해의 한 형태가 아니라, 가능한 결
과에 대한 확신이 어떤 일에 대한 관여로 표현되어지는 
신념의 한 형태

Butler(1991)
-상대방이 적어도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 약속에 대한 기대

Sitkin & 
Roth(1993)

-다른 개인, 집단, 혹은 조직의 행동 및 결과가 받아들여질
만 하거나 이익에 해하지 않을 것에 대한 믿음, 태도, 기대

-특정 환경에서 특정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사람의 
능력에 대한 믿음

Hosmer(1995)

-공동의 노력 혹은 경제적 거래에 함께 관여된 개인 및 집
단, 기업 사이 존재하며, 상대편(개인, 집단 혹은 기업)의 
행동에 대한 낙관적 기대

-공동 노력 및 경제적 교환에 참여한 모든 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인정하고 보호하고자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의무를 
믿고 의지하는 것

Mayer et al. 
(1995)

-신뢰객체를 감시 내지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신뢰객체가 신뢰주체에게 중요한 특정 행동을 수행하리라
는 긍정적 기대에 기반하여, 신뢰주체가 신뢰객체의 행동
을 믿고 따르겠다는 의향

Cummings & 
Bromiley(1996)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개인 혹은 집단 내 공유된 믿음
 •신뢰객체가 명시적이든 혹은 암묵적이든 간에 몰입하여 

신념을 갖고 노력할 것이다. 
 •신뢰객체는 어떤 타협 상황에서도 정직할 것이다. 
 •신뢰객체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기회가 있어도 지나치

게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Mishra(1996)
-상대방이 능력있고, 개방적이고, 배려를 잘 하며, 일관성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기꺼이 취약
해지는 의향

Doney, Cannon, 
& Mullen(1998)

-교환관계에서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일련의 기대

Jones & 
George(1998)

-신뢰란 타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대한 확신, 서로의 호
의적인 태도, 상호관계에서 느껴지는 긍정적인 감정상태 
등, 타인의 의도나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에 근거하
여 자신의 취약성을 수용하려는 심리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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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sseau,
Sitkin, Burt, & 
Carmerer(1998)

-타인의 의도 혹은 행동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바탕으로 
취약성을 받아들이려는 의도를 구성하는 심리적 상태

Whitener, Brodt, 
Korsgaard, & 
Werneret(1998)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Nootboom(2002)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신뢰는 그들이 우리를 망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향을 수반한다. 이 때, 위험
감수 의향은 그들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나 혹은 
그럴 가능성을 무시하거나 혹은 잘 모를 때 발생한다.

출처: 안성익(2011) 수정 및 추가 정리

3) 신뢰의 개념적 요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뢰의 정의가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된 개념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신뢰의 개념적 정의를 통합하

기 위한 노력 역시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학문적 특성과 연구자들의 

시각을 넘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보다 일반화된 신뢰의 구성개념들이 

도출되었다(Rousseau et al., 1998; Mayer et al., 1995).

첫째, 신뢰에 대한 대부분의 정의에서 ‘기대(expectation)’의 개념

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Rousseau et al, 1998). 

Rotter(1967)는 신뢰에 관한 그의 초기 연구에서 ‘한 개인이나 집단

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말이나 약속, 구두나 서면의 발언에 대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반화된 기대’로 신뢰를 정의하였다. 또한 신뢰는 

‘사회에서 사람들 간에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의 질로서 상대가 자신에

게 해가 되지 않고 자신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는 믿음’과 관련된 개

념으로도 정의된다. 즉,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보편적인 규범에 근거

하여 정직하고 협동적인 행동을 통해 이익에 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가정이 바탕이 되는 것이다(Fukuyama, 1995; Robinson, 

1996). 이를 통해 어떤 대상에 대한 ‘기대’는 신뢰의 핵심적 요인으

로 손꼽을 수 있으며, 특히 대인신뢰에서 ‘기대’는 신뢰를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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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뢰의 ‘기대’ 측면에서 Barber(1983)는 기대의 개념을 도

덕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질서 준수 및 이행에 대한 기대, 사회적 장면에서

의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 특정 맥락이나 상황에서 자신의 이득보다는 

타인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것에 대한 기대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 

둘째, 신뢰는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한 위험(risk)’과 관련하여 정

의된다. 신뢰를 정의하는데 있어 ‘기대’의 개념이 중요하기는 하나 신

뢰는 단순한 기대의 차원의 넘어선 개념으로, 여기에는 위험 상황에서 

취약성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된다. 위험성은 신뢰를 개념화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개념으로, 이것은 위험감수 행위를 통해 기대된 행동이 

구현될 때 신뢰가 강화된다고 하였다(Rousseau et al., 1998). 또한 

Luhmann(1979)은 신뢰와 다른 유사개념을 구분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위험(risk)의 존재라고 설명하며, 신뢰는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의미가 더욱 두드러진

다고 하였다. 즉, 상대방에게 거는 기대에 있어 위험이 존재하며, 이러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만큼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신뢰행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동섭(1997)은 신뢰의 정의에 포함되는 위험(risk)은 일반적

인 위험(danger)과는 달리 그 행위주체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감수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신뢰의 개념적 요소로서의 위험은 

곧 취약성(vulnerability)을 감수하는 것과 직결되는 개념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이에 따르는 취약성을 감수한

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때 취약성이란 상대방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신

뢰 주체에게 지각되는 위험을 의미한다(최성원, 1999). 예를 들어, 강제

적인 힘이나 외부의 조건에 의해 B가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고, B가 A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이 전혀 존재하지 않

는 상황에서는 A가 B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취약성을 수용한 것이 아

니므로 B를 신뢰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Meyerson, Weick & 

Krame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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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들은 스포츠 상황에서도 충분히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팀 스포츠에서 상대방의 공격전술에 대해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우리 팀의 동료가 실

수를 했을 때 실점을 한다는 점에서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개인종목 또한 경쟁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의 수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 혹은 지시는 결과에 대한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점

에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 

4) 신뢰에 대한 접근방식

(1) 생득적(특성적) 접근

신뢰에 대한 생득적(특성적) 접근은 신뢰를 인간의 자연적 본성으로서 

인간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근원적인 태도성향으

로 간주한다. 즉, 신뢰에 대한 특성적 접근은 신뢰주체의 신뢰 성향

(trust propensity)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대인관계의 맥락에 의해 

변화하지 않는 개인의 안정적인 특성으로 본다.

먼저, 인간의 행동결과에 초점을 두고 신뢰를 설명한 Deutsch(1960)

는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확신에 근거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신뢰란 관계의 

맥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개인이 선택한 행동을 의미하며, 신뢰주체의 

신뢰하고자 하는 성향적 특성이 그러한 행동선택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신뢰주체의 인지적 판

단에만 초점을 둔 것으로 신뢰의 동기나 정서 그리고 도덕적 측면의 요

소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일차원적 접근이라는 한계를 갖는

다. 인지적 사고는 신뢰행동에 있어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에서 신뢰에 의한 행동이 나타나는데 작동하는 심리적 조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였다.

Dasgupta(1988) 또한 신뢰를 개인의 성격적 요인으로 보고, 개인의 

신뢰 성향이 자신의 사고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개인이 지닌 인간 본성에 대한 믿음이나 낙천적 성격 등이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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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한다는 점에서 특성적 접근방식으로 이

해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Garske(1976)는 신뢰를 개인의 심리적 

차원으로 간주하여 개인의 성격적 특성으로 보고 신뢰주체의 정의적 판

단에 주목하였다. 

신뢰에 대한 특성적 접근은 신뢰연구 초기에 신뢰의 형성 및 행동을 

규명하는데 있어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에서는 신뢰를 

신뢰주체의 심리적 차원으로 간주하고 단일차원적인 측면에 한정하였다

는 점에서 신뢰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뢰객체의 특성에 대한 고려

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2) 후천적(관계적) 접근

신뢰를 선천적인 개인의 특성으로 살펴본 연구들의 한계점들을 보완하

고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신뢰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신뢰를 인지ᆞ정

서ᆞ도덕적 특성 등과 같이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사회적 

관계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초점을 두는 관계적 접근이 등장하였다.

신뢰에 대한 후천적 접근은 신뢰 그 자체보다는 ‘신뢰관계’(trust 

relation)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후천적 접근에서는 신뢰관계에 관

련된 사람들을 사회나 조직으로부터 고립된 개인으로 보지 않고 사회 체

제 혹은 조직 속에 소속된 개인으로 보고 신뢰를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Lewis와 Weigert(1985)는 사회구성원으로 존재하

는 개인들의 상호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집합적 속성으로 간주하고, 신뢰

를 본질적으로 사회적이자 규범적인 ‘사회적 실체’로 본다. 이들은 신

뢰가 인간관계에서 기인한 집합적 속성임을 강조하면서 상대를 신뢰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들이 기반이 되는 인지기반 신뢰와 서로의 애정과 감정

에 바탕을 두고 상대를 신뢰하는 정서기반 신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 행동할 것이라는 행동적 기반 신뢰로 구분하여 사회심리학

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McAllister(1995)는 신뢰를 ‘대인간 신뢰’(interpersonal trust)로 

개념화하고 조직생활에서의 대인간 관계에 초점을 둔다. 그는 신뢰를 

“상대방의 말, 행동, 그리고 의사를 확신하고 이에 근거하여 행동하려



- 18 -

는 의지”로 정의하고, 신뢰를 인지에 기반한 신뢰(cognition-based 

trust)와 감정에 기반한 신뢰(affect-based trust)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인지에 기반한 신뢰는 신뢰주체가 신뢰객체의 수행과 관련

하여 얻은 지식을 기초로 그의 능력이나 믿음에 의존하므로 신뢰객체의 

성별, 전문성을 나타내는 자격증, 인구통계학적 유사성 등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고 보았고, 감정에 기반한 신뢰는 조직 구성원들 간의 감정적 

유대에 기초한다고 보았다.

관점 신뢰관계의 방향 신뢰의 근거

생득적 접근 
(특성적 접근)

일방향적 관계
(신뢰주체)

인지적 판단에 의한 신뢰
(행동적 접근)

정의적 판단에 의한 신뢰
(성격적 접근)

후천적 접근
(관계적 접근)

양방향적 관계
(신뢰주체, 신뢰객체)

신뢰주체가 판단(인지적)하는
신뢰객체의 신뢰성

신뢰주체가 판단(인지적, 정의적)하는
신뢰객체의 신뢰성

출처: 이숙정(2005) 

표 3. 신뢰에 대한 특성적 관점과 관계적 관점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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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의 다차원성

신뢰 연구에 있어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신뢰의 차원성에 대한 

내용이다. 신뢰형성의 기제를 밝히고자 한 초기의 연구들은 신뢰의 형성

과정에 있어 인지적 측면에만 초점을 둔 단일차원적 개념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점차 신뢰의 형성기반에 정서적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

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다차원성을 고려한 연구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McAllister, 1995; Bigley & Pearce, 1998) 

신뢰의 다차원성에 대한 연구는 크게 신뢰를 인지적 차원과 감정적 차

원으로 구분하는 연구(Johnson-George & Swap, 1982; McAllister, 

1995)와, 여기에 행동적 차원까지를 포함하여 3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보는 연구(Zand, 1975; Luhmann, 1979; Barber, 1983; 

Lewis & Weigert, 1985)가 있다. 신뢰를 상대방에 대한 합리적이고 

인지적인 선택과 긍정적인 기대나 태도로부터 비롯된 감정적인 심리상태

로 보는 전자에 비해, 후자는 이러한 심리상태가 적극적인 행동으로 구

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원숙연(2001)은 신뢰의 차원에 행동적

인 요소가 포함됨으로써 신뢰는 ‘믿을 만하다, 혹은 믿을 만하지 않

다’는 일반적인 평가적 개념과의 구분이 명확해질 뿐만 아니라 단순한 

정적인 ‘상태’의 개념을 넘어 특정한 관계 속에서 형성, 유지, 발전되

는 보다 역동적인 개념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1) 인지적 차원

Lewis와 Weigert(1985)에 의하면 신뢰는 ‘신뢰객체의 신뢰성

(trustworthiness)에 대한 근거와 합리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특정상황

에서 대상을 신뢰하는 것’으로 이는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신뢰는 신뢰객체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신념과 같은 지

식기반 요소들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인지적인 판단을 통해 신뢰객체에 

대한 신뢰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Simmel(1964)은 신뢰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양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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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것을 알고 있기에 신뢰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지식(total 

knowledge)’과 정보의 부재로 인해 합리적인 신뢰를 위한 기반조차 

성립 될 수 없는 ‘완전한 무지(total ignorance)’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사회적 관계에서 대상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어

떤 대상을 믿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인지적 선택과정으로 신뢰할 만한 이

유가 존재할 때 신뢰가 더욱 돈독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지

식’과 ‘합리적인 이유’는 신뢰 결정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한다

(Luhmann, 1979; Simmel, 1964). 

인지기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Dirks와 

Skarlicki(2004)는 신뢰객체의 특성, 즉 공정성, 능력, 성실성 등에 대

한 추론을 들었으며, McAllister(1995)는 조직상황에서 동료 간의 인지

적 신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동료의 역할수행에 대한 확신, 문화-민족

적 유사성, 전문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자격증 등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인지기반 신뢰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

어진 신뢰객체에 대한 합리적 지식과 이유를 토대로 자신에게 피해를 주

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하여 상대방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홍민, 2000). 

스포츠 상황에서 선수들은 지도자의 과거 경력과 명성, 그리고 능력 

등에 대한 근거를 기반으로 지도자를 신뢰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

신의 팀 동료의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인지적인 기반에서 신뢰가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정서적 차원

신뢰는 합리성에 기초한 인지적 판단의 측면 외에도, 관심과 배려, 신

뢰관계의 내재적 가치(intrinsic virtue)에 대한 믿음, 두 주체간의 심리

적인 결속과 같은 정서적 기반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Lewis & 

Weigert, 1985; McAllister, 1995). 

Morrow, Hansen 그리고 Pearson(2004)은 인지적 과정과 비교하여 

정서적 반응을 개인, 집단, 조직이 신뢰할 만한지에 대한 개인의 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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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 혹은 느낌이며 신뢰형성에 기초가 되는 감정적인 결속을 의미한다

고 주장하였다. Lewis와 Weigert(1985)는 개인들 간의 유대가 신뢰를 

구성하는 정서적 기초가 된다고 하였으며,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관심을 표현함으로써 정서적인 노력을 쏟고 이로 인해 유대관계가 형성

된다고 보았다. 또한 Rempel, Holmes 그리고 Zanna(1985)는 감정이 

개인 간에 상호적인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자신에게 보여준 타인의 관심

과 배려에 대한 보답으로 상대에게 진실한 염려와 관심을 표현함으로써 

정서적 유대에 기반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정서적 유대가 상대방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따

르는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감수할 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 때에 신

뢰가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서기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에 대해 McAllister(1995)는 

조직에 자발적으로 공헌하는 조직시민행동 및 상호작용의 빈도 등을 제

안하였으며, 대인 간의 관계에서 정서기반의 신뢰가 형성될 때 상호간의 

신뢰가 더욱 돈독하며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정서기반 신뢰란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선의와 

배려에 기초하여 형성된 정서적 유대가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발

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만큼 가치로울 때, 상대방을 

믿고 그에 의지하는 것’ 이라 할 수 있으며, 정서적 유대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신뢰라는 점에서 비업무적인 활동에까지 그 영역이 확장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들은 자신의 지도자에 대한 첫 대면에서부터 호

감을 갖고 이러한 감정적인 부분이 지속되어 긍정적 관계가 지속 될 경

우, 그만큼 마음으로 지도자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지

도자에 대한 호의적인 기대감을 지니고 있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이유에 의해 호의적인 부분이 사라질 수도 있으며, 첫 인상은 비호의적

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호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인지적 기반

에서 형성되는 신뢰에 비해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더욱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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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동적 차원

앞서 신뢰의 개념적 요소에 대한 고찰에서 위험(Risk)의 요소가 필수

적이며, 이때의 위험은 곧 취약성(Vulnerability)을 감수하는 것과 직결

되는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취약성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만으로는 실제

적인 위험성이 발현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의지가 행동으로 구현될 

때 비로소 위험성이 발생한다. 그에 따라 Mayer 등(1995)은 의지 자체

만을 의미하는 ‘신뢰(Trust)’와 실제적인 위험감수를 수반하는 ‘행

동적 신뢰(Behavioral Trust)’ 간에는 구분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행

동적 차원의 개념이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상대방에 대한 인

지적 차원의 판단과 감정적 차원의 심리적인 반응으로서의 기대 혹은 의

지로서의 마음가짐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일관성 있게 나타날 때 비로소 

신뢰가 완전히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적인 요소 없이

는 신뢰는 단지 하나의 추상적이고 정적인 심리적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는 것이다(Clark & Pyane, 1997; Luhmann, 1979). 

일반적으로 신뢰의 행동적 차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

난다. 첫째, 개방적이고 진실한 의사소통을 한다. 잠재적으로 자신에게 피

해가 될 수 있는 정보라 할지라도 거짓 없이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수 있

다. 둘째, 정보의 제공이다.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것은 보다 많은 양의 정

보를 공유하고, 보다 정확하며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지로 

표현된다. 셋째, 감시의 부재로 나타난다. 신뢰에 있어서 감시는 불필요한 

것으로 감시와 감독은 불신의 척도가 된다(Currall & Judge, 1995). 

이는 스포츠 현장에서 지도자들의 지도력에 대한 믿음이 행동으로 표

출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팀 내의 지도자의 능력이 

높을 때 지도자를 더욱 신뢰한다고 보고한 Kramer(1999)에 의하면 야

구선수는 투아웃 만루 상황이나 위기의 상황에서 의심 없이 지도자의 지

식과 정보를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지도자와의 높은 

신뢰관계는 팀의 긍정적인 경기력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비

단 지도자뿐만 아니라 팀 동료 간의 두터운 신뢰는 상호 간의 원활한 의

사소통을 이끌고 보다 유용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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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뢰 형성의 영향 요인

신뢰와 관련된 초기 연구들은 신뢰를 결과변수로 상정하고 이에 영향

을 주는 선행변수를 찾고자 노력하였으며, 크게 신뢰주체의 신뢰성향

(trust propensity)과 신뢰객체의 신뢰성(trustworthiness)을 찾는데 

주력해왔다. 

대표적으로 Mayer 등(1995)은 신뢰를 신뢰주체와 신뢰객체 간의 관계

로 보고, 신뢰의 구성요소 및 관계에 대한 종합적 모형을 제안하였다(그림 

1). 먼저, 신뢰의 선행요인은 ‘긍정적 기대’ 요소와 ‘위험감수 의향’ 

요소로 나눠진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긍정적 기대’는 신뢰객체가 신

뢰받을만한 특성을 갖추고 있어서 기대하는 바대로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

와 관련되며, ‘위험감수 의향’은 신뢰주체가 신뢰객체로 인해 비롯되는 

위험 혹은 그에 대한 취약성을 감수하겠다는 의도와 관련된다. 즉, ‘긍정

적 기대’ 요소는 신뢰객체의 신뢰성의 차원으로, ‘위험감수 의향’ 요소

는 신뢰주체의 신뢰성향에 따른 신뢰의도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Mayer와 Gavin(2005)이 신뢰성과 신뢰의도 측정도구

를 제시함으로써 지지되고 있으며, McKnight, Cummings 그리고 

Chervany(1998)도 신뢰관련 믿음(trusting belief)과 신뢰관련 의도

(trusting intention)로 구분하였는데, 신뢰관련 믿음은 신뢰성에, 신뢰

관련 의도는 신뢰성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신뢰객체의 신뢰성

(1) 신뢰성의 차원

신뢰객체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 초기의 연구 중 Hovland, Janis 그리

고 Kelley(1953)는 의사소통과 태도변화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들 연구에 따르면 신용은 신뢰객체의 전문성과 신뢰성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신뢰성은 거짓말을 하는 동기

측면에서 평가되었다. 예를 들어, 만약 신뢰객체가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얻고자 거짓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신뢰성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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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신뢰의 구성요소 및 관계 모형(Mayer et al., 1995)   

다. 또한 Good(1988)은 신뢰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기대를 기반

으로 하며, 신뢰객체의 과거발언 혹은 경험 등을 반영한다고 하였으며, 

Lieberman(1981)은 신용관계에 있어서 신뢰는 전문가적인 능력과 진

실성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신뢰객체의 특성에 대한 분석은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 신뢰를 받는

가?’라는 질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학자마다 그 차원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Mayer 

et al., 1995). 어떤 학자는 신뢰객체의 특성을 책임감이라는 단일차원으

로 규명(Strickland, 1958)한 반면, 어떤 학자는 10개 차원의 특성으로 

설명(Butler, 1991)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Solomon(1960)은 배려

를, Giffin(1967)은 전문성, 신뢰도, 의도, 패기, 개인적 매력, 명성을, 

Kee와Knox(1970)는 신뢰객체의 역량과 동기를, Cook과 Wall(1980)

은 의도와 능력을 신뢰성의 하위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다양하게 제시된 신뢰의 선행요인들을 요약하기 위해 Mayer 

등(1995)은 기존의 신뢰연구들을 통합하는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다양한 

차원의 신뢰성이 결국, 능력(ability), 배려성(benevolence), 진실성

(integrity) 등의 세 가지 요인으로 축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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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신뢰성
능력 배려성 진실성

이동섭(1997) 능력 배려성 진실성
최성원(1999) 능력 배려성 진실성

김명언, 
이영석(2000)

직무수행능력, 
소신력

직장생활 배려, 
육성적 배려, 

개인생활 배려, 
적이 없음, 

의견존중, 유대감 

성실성, 권한위임, 
책임감, 

자기희생적 
솔선수범

이주일(2000) 의사소통 품질 배려행동

일관된 행동, 
정도를 지키는 

행동, 권한공유와 
권한위양행동

이재훈, 
최익봉(2004)

분배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

이영석, 오동근, 
서용원(2004)

업무능력 배려
공정성, 도덕성, 

조직에 대한 책임

문형구, 
장용선(2005)

업무수행능력 
의사소통, 존중, 

부하에 대한 관심,  
친밀감

진실성, 책임감, 
자율성부여, 

일관성,
박진우(2006) 능력 배려 진실성

Hovland 
등(1953)

전문지식 거짓말 동기

Strickland(1958) 배려성
Deutsch(1960) 능력 생산 의도
Solomon(1960) 선의

Giffin(1967) 전문성 의도
정보의 신뢰도,

역동성, 매력, 명성
Kee & 

Knox(1970)
역량 동기

Farris, Senner, & 
Butterfield(1973)

이타주의 의존성

Jones, James, & 
Bruni(1975)

능력
개인욕구 중심적

행동
Rosen & 

Jerdee(1977)
역량 집단목표 우선

표 4. 신뢰객체의 신뢰성에 대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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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st, Stimpson, 
& Maughan(1978)

이타주의

Gabarro(1978)
구체적 능력, 

대인간 능력, 판단, 
비즈니스 센스

개방성, 동기
진실성, 일관성,

분별성

Cook & Wall 
(1980)

능력
믿을 수 있는 

의도
Larzelere & 
Huston(1980)

배려성 정직성

Mishra(1996) 역량  개방성, 배려 신뢰도
Lieberman(1981) 역량
Johnson-Goerge 

& Swap(1982)
신뢰도

Hart, Capps, 
Cangemi & 

Caillouet(1986)

개방성/일치성,
공유가치,

자율성/피드백
Dasgupta(1988) 처벌위협 가능성 약속이행 신용도

Good(1988) 능력 의도 신뢰객체의 주장

Butler(1991) 유용성, 역량
충성심, 개방성,

약속이행, 수용성
일관성, 신중성,
공정성, 정직성

Ring & Van de 
Ven(1992)

배려성 도덕성, 정직성

Sitkin & 
Roth(1993)

능력 가치 부합성

출처: Mayer 등(1995). 김성은(2010). 연도순으로 재분류

① 능력(ability)

신뢰는 신뢰객체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완수하고 신뢰주체의 기대

에 부응할 능력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형성된다는 점(Doney et al., 

1998)에서 신뢰관련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역량, 전문성 등을 아우

르는 개념인 능력을 신뢰 형성의 핵심적인 선행요인으로 보고 있다. 

Mayer 등(1995)에 의하면, 능력은 “어떤 구체적인 특정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련의 기술, 역량, 그리고 특성"으로 정의된다는 점에서 과

제 특수적인 특징을 지닌다. 

감정적인 유대가 강조되는 1차 집단이 아닌 경우 신뢰주체가 신뢰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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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무능한 것으로 인지한다면 신뢰 형성은 어려워진다(Whitener et 

al., 1998). 특히 일상생활에의 인간관계와는 달리 조직 내에서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일차적 고리는 업무 또는 일이다. 따라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조직 맥락에서 신뢰객체의 만족할 만한 업무 및 

역할 수행력은 다른 구성원의 생산성과 조직 전체의 효과성에 직결된다

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이영석 등, 2004). 예를 들어, 신뢰주체

가 신뢰객체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율권을 부여하

는 등의 행위는 신뢰객체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수용하고 그에 대한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신뢰객체가 업무와 관련된 지식 및 수행능력이 부족하다

고 평가될 경우에는 신뢰객체에게 재량권과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어

려워지게 되며, 오히려 업무수행 과정에 감시감독이 강화될 수 있다. 이

처럼, 신뢰객체의 능력은 신뢰주체에게 있어 신뢰여부를 결정하는데 중

요한 선행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Colquitt, Scott & LePine, 2007).

② 배려성(benevolence) 

신뢰를 형성하는 또 다른 주요요인으로 지속적인 상호작용과정 속에서 

신뢰객체가 신뢰주체에게 보여주는 배려와 호의적 행동이 있다. 배려성

은 신뢰객체가 자기중심적인 이익을 떠나 신뢰주체에게 좋은 의도를 갖

고 선한 행동을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Mayer et al., 1995). 

신뢰를 취약성 감수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신뢰객체가 이기적인 동

기에서 벗어나 신뢰주체에게 호의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가 없다면 신뢰주체는 취약성을 수용하기 어렵게 된다. 즉, 신뢰객

체가 신뢰주체를 배려하고 존중해준다는 것을 신뢰주체가 인식할 때 신

뢰객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형성되고 믿음이 증가되는 것이다(이

영석 등, 2004). 

사회적 교환관계의 핵심이 상호의무에 대한 지각에 있다는 Blau 

(1964)의 주장을 통해 과거의 교환관계에서 이득을 얻은 개인이 그에 

대한 보답으로 상호성의 규범을 지키는 것은 사회적 교환관계가 성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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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필요조건임을 알 수 있다. 즉, 상호의존적인 교환관계에서 신뢰

객체가 신뢰주체에게 보여준 배려와 호의성은 신뢰객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높임으로서 신뢰주체로 하여금 취약성을 감수한다는 점은 배려성

이 신뢰형성의 선행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해 준

다(Colquitt et al., 2007). 예를 들어, 리더가 부하의 관심사항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개인의 욕구, 감정 등을 존중하고 배려해줄 때, 부하는 

리더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가지게 되며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한편, 배려성은 능력과 마찬가지로 신뢰대상이 갖는 신뢰의 선행요인

이지만, 관계적 성격을 지닌다는 면에서 능력과 구분된다. 예를 들어 A

가 유능한 사람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A가 B와 맺는 관계의 성격, A가 

C와 맺는 관계의 성격과 관계없이 어느 정도 객관성을 지닌다. 하지만 

A가 B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긍정적 의도를 가지고 있고 호의적이지만, 

C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정적 의도를 가지고 있고 비호의적인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B에 대한 A의 배려성은 높지만 C에 대한 A의 

배려성은 낮은 경우에는 A에 대한 신뢰가 C에 비해 B가 더 높게 형성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신뢰주체와 신뢰객체 간의 관계에 따라 다양

한 수준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배려성은 당사자 사이의 관

계적 측면을 반영하는 변수로 볼 수 있다. 

③ 진실성(integrity)

진실성이란 정직하고 진실한 정도로, 신뢰관계에서 신뢰주체가 받아들

일만한 일련의 원칙들을 신뢰객체가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포

함한다(Mayer et al., 1995). 즉, 공동체의 전통적인 도덕적 규준을 따

르는 것으로 특히 진실성, 정직성, 공정성의 개념을 포함한 복합적 개념

으로(McFall, 1992), 자신이 속한 공동체 혹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나 의미와 자신의 행동의 일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

뢰객체가 지켜야할 일련의 원칙들과 규범 등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진실

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뢰가 형성되기 어려워진다. Mayer 등

(1995)은 이러한 진실성이 신뢰객체가 원칙을 준수하는 것과 신뢰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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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 모두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신뢰객체의 

원칙에 대한 준수는 ‘개인적 진실성’이며, 신뢰주체에 의해 이러한 원

칙이 수용될 때 ‘도덕적 진실성’으로 발전된다고 보았다.

2) 신뢰주체의 신뢰성향

신뢰객체가 동일한 수준의 능력과 호의성, 그리고 성실성을 보여주더

라도 신뢰의 수준은 신뢰주체의 성향(propensity)에 의해 달라질 수 있

다. 따라서 개인 성향(propensity)으로서의 신뢰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

들에서는 신뢰를 개인 성격(personality)의 한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다

(Farris et al., 1973). 한 예로, Costa와 McCrae(1992)의 5요인 성

격이론 중 호감성은 타인에 대해 의심하고 적대적이기보다는 배려하고 

협력하는 기질을 말하는데, 호감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 잘 어울리고 

믿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둔다는 점에서 신뢰성향과 관련이 있다.

Mayer 등(1995)은 조직신뢰의 통합모형에서 신뢰성향(trust propensity)

이 신뢰대상의 특성과 결과변수인 신뢰 사이를 조절해 주는 변인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상대방을 신뢰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신뢰대상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지니고 있지 못한 때에도 내려질 수 있는데, 이는 신

뢰가 상대방의 특성을 인지할 수 있을 만한 과거경험 뿐만 아니라 신뢰

자가 본래 가지고 있는 성격과 같은 특질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Kee & Knox, 1970). 즉, 신뢰객체의 특성인 신뢰성뿐만 

아니라 신뢰주체가 지닌 성향이나 특성 또한 신뢰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Moore, Shaffer, Pollak, & Taylor-lemcke, 1987; 

Sabatelli, Buck, & Dreyer, 1983). 예를 들어,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났

을 때나 새로운 구성원이 집단에 유입되었을 때와 같이 상대방에 대한 

과거의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신뢰객체에 대한 신뢰는 신뢰주체의 신뢰 

성향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타인에 대한 신뢰 여부는 일생

을 통해 크게 변하지 않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개인 성향으로서의 신뢰는 상황적 요소가 모호하거나 통제력이 약한 경우

에도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Bigley & Pearc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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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뢰에 대한 기질적 특성만으로는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신

뢰객체에 대해 가지는 신뢰주체의 다양한 신뢰 수준을 이해하기는 어렵

다는 점에서 신뢰객체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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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뢰의 수준

Covey(2009)는 신뢰를 자기, 대인, 조직, 시장, 사회의 다섯 수준으

로 구분하며, 자기신뢰를 기반으로 외부로 이어져나가야 한다고 제안하

였다. 운동선수들에게 있어도 이와 마찬가지로 신뢰의 수준이 구분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스포츠 팀에 소속된 선수들의 신뢰는 조직 수준인 팀 

신뢰의 하위 수준인 자기, 대인, 팀 신뢰의 차원을 고려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신뢰는 대인 신뢰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그에 따라 본 장에서는 

자기신뢰와 팀 신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운동선수의 신뢰를 구성하

는 신뢰 개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1) 자기신뢰 

(1) 자기신뢰의 개념 및 의미

자기신뢰라는 용어가 명쾌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Carl 

Rogers는 1955년에 자기수용(self-acceptance)이 사회관계에서의 신

뢰와 솔직함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타인에 대한 신뢰와 자

신에 대한 신뢰 간의 정적인 관계는 Lindskold와 Tedeschi(1971)의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구인으로서 자기신

뢰에 대한 연구는 심리적 외상과 관련된 문헌들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혹, 사회인지이론과 관련된 연

구들에서 자기신뢰를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Carrington, 2007; Earl, 1987; Homburg, 2010), 정신역학

적 접근에서는 자기인식(self-awareness), 자기수용(self-acceptance)

의 과정에서 바라보고 있다(Pasveer, 1997; Rietdorf, 1998). 

일반적으로 신뢰라 함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성립되는 것으로 한 사람

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로 여겨진다. 자기신뢰는 신뢰의 주체와 객체

가 자신이 된다는 점에서 대인관계에서 형성되는 신뢰의 특성을 비교함

으로써 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뢰의 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믿음과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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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대와 기질적 성향을 바탕으로 하는 태도이다. 예를 들어, 친구

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가 훌륭한 성품을 갖추었으며, 친절하고 배려있는 

행동을 하며, 위기의 시점에서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해 형성

된다. 또한 신뢰객체의 능력 또한 신뢰를 형성하는 바탕이 되는데, 이는 

친구가 충분한 지식 혹은 경험적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될 때 그를 

신뢰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친구를 신뢰한

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진실성, 배려심 등과 같은 동기와 능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요약하자면, 대인신뢰는 다음과 같

은 특징을 내포한다. 

① 신뢰객체의 동기와 역량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기대

② 타인에 대한 진실성을 지니고 있어 좋은 사람이라는 믿음

③ 신뢰 객체를 의존하고자 하는 의지(위험과 취약성을 수용)

④ 타인에게 호의적인 기질적 특성

그렇다면 자기신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위

에서 제시한 대인 신뢰의 4가지 특징들을 자기(self)에 반영함으로써 살

펴볼 수 있다. 첫째, 개인은 자기 스스로의 동기와 역량에 대한 긍정적

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둘째, 개인은 자기 스스로를 진실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다. 셋째, 개인은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닐 수 

있다. 넷째, 개인은 긍정적인 기질적 성향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 이러

한 부분들이 개인에게 공존할 수 있으며, 그 때 개인은 스스로를 신뢰한

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Govier, 1993). 예를 들어, 자신이 좋은 의

도와 능력을 지니고 있고,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할 능력이 있으며, 

계획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한다면 자기 스스로를 신뢰

할 수 있는 것이다. 

Pasveer(1997)는 자기신뢰에 있어 다음의 두 가지 기본 전제를 강조

한다: (1) 자기신뢰는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요소를 포함한다. (2)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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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신뢰는 개인의 경험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을 요구한다. 또한, 자기

신뢰는 자신의 감정, 정서, 생각, 믿음, 가치 등에 대해 아는 것부터 시

작한다. 특히, 자신의 경험에 대해 다른 의심을 품지 않고 가치있는 것

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녀가 주장한 자기신뢰의 개념에서 매우 중요하

다. 이러한 관점에서 Pasveer(1997)는 자기신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본 가정을 제안하였다.

“신뢰는 일반적으로 세상에 대해 호의적이고 자기 스스로 가치 있다

는 것을 가정하는 것으로부터 형성된다. 타인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 세

계가 공정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자기를 신뢰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가치롭고 통제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p. 5) 

그리고 자기신뢰의 정의를 개인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개인 내적인 부

분에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무조건적이고 의심 없이 자신의 모든 부분을 받아드리는 것. 즉, 자

기개념, 행동, 판단, 정서, 감정, 능력, 자기 이해, 직관 경험 등이 포함되

지만 제한되지는 않는 것으로 자기신뢰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지표로 

개인의 생각, 느낌, 감정 등의 무조건적인 수용을 포함한다.” (p. 10).

특히, Pasveer(1997)은 자기존중감(Rosenberg, 1965)과 자기신뢰

의 개념적 구분을 짓고자 하였는데 자기신뢰에 비해 자아존중감은 평가

적 측면이 더 많이 고려된다는 점에서 사회ᆞ문화적인 부분과 연관된 개

념으로 보았으며, 자기신뢰는 사회ᆞ환경적인 측면에 관계없이 자신을 

받아들이고 가치있게 여긴다는 점에서 두 개념을 구분하였다. 단, 높은 

자기신뢰를 가진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치롭게 여긴다는 점은 높은 자기

존중감과 공통되는 부분으로, 자기존중감과 자기신뢰 간에 상호작용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 또한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높은 자기신뢰와 자기존

중감을 가진 사람은 자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 하지만 자기존중감은 높지만 자기신뢰가 낮은 경우 외부로부

터의 영향에 민감해지고 자신을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욱 심사숙고

하게 되며, 더 나아가 불안정적인 자기존중감이 형성될 수 있다. 이처럼 

Pasveer(1997)는 자기신뢰와 자기존중감 간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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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가정은 하였으나, 높은 자기신뢰와 안정적인 자기존중감 간의 관계

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자기신뢰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

를 들어, 개인이 공개 강연을 할 때와 요리를 할 때, 혹은 아이를 돌보

는 보육원 교사 역할을 할 때 등의 상황에 따라 자기를 신뢰하는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자기신뢰는 개인의 판단, 역량, 동기 혹은 

행동 등이 개입되는 상황과의 관련성이 매우 명백하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 조직 속에서, 신체적 능력을 발휘해야하는 상황 속에

서 자기신뢰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2) 자기신뢰와 불안

자기신뢰와 불안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없지만, Pasveer(1997)의 연구결과와 이론적 근거들을 통해 자기신뢰

와 불안 간에 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녀의 연구에서 높은 자기신

뢰 점수를 보인 사람들은 정서적 이중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개

인의 정서적 이중성은 특성 및 상태 불안(King & Emmons, 1990; 

Krause, Mendelson, & Lynch, 2003)과 같이 낮은 심리적 안녕감의 

여러 지표들과 관련이 있다. 정서적 이중성은 정신 및 신체 건강과 관련

된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있으며, 실감정증(alexithymia)과는 강한 조절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renbaum & James, 1994; 

Helmers & Mente, 1999; Quinton & Wagner, 2005). 여기서 실감

정증은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를 잘 알아채지 못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임상심리적 측면에서 넓게 발견되는 증세로, 정신병리학적/정신ᆞ신체적 

징후들과 관련된다(Frewen, Dozois, Nuefeld & Lanius, 2012). 따라서 

자기신뢰가 낮은 사람은 개인의 감정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자기신뢰가 심리적 안녕감과 정신건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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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팀 신뢰

(1) 팀 정의

일반적으로 팀이란 몇 가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로 정의된다. 

특히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의 집합

체라는 것이 통상적인 개념이다. Katzenbach와 Smith(1993)는 구성원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기술을 가지고 공유하는 목표와 업무수행에 관여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팀으로 정의하고 있다. 팀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에서 Shonk(1992)는 ‘두 사람 이상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서로의 행동을 조정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였으며, 

Jackson, May, 그리고 Whitney(1995)는 ‘둘 이상의 사람들이 공동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조직’으로 팀을 정의하였다. 조

금 더 구체적으로 팀의 협력을 강조한 Dyer(1987)는 ‘구성원이 최적

의 성공감각과 목적달성을 경험하기 위해 그룹 협력에 의존해야 하는 사

람들의 모임’으로, Reddy(1988)는 ‘팀은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구성원 간에 공통된 규범을 갖고 적어

도 하나의 공동 목표를 가지며 비전을 공유하고 상호작용하는 집단’으

로 정의하였다. 

팀의 개념에 대하여 이처럼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데, Thompson(2003)은 Alderfer(1977)

와 Hackman(1987)의 주장을 바탕으로 팀을 결정짓는 다섯 가지 특성을 

<표 5>와 같이 제안하였다. 

1. 공유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존재한다.
2. 팀 구성원들은 서로 상호의존적이다.
3. 팀은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인 특징을 가진다.
4. 팀 구성원들은 자신의 일과 팀 내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5. 팀은 사회 시스템 맥락에서 작동한다.
출처: 이용현(2009)

표 5. 팀의 5가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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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하면, “주어진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능력을 갖

춘 둘 이상의 구성원들의 집합체이면서, 협력과 정보를 바탕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정보공유를 함으로써 개인의 합보다 더 높은 성과를 가

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유연한 사회적 실체" 로 팀을 정의할 수 있

다(김민선, 2011).  

(2) 스포츠 팀 정의

한편, 스포츠 팀은 특수한 형태의 집단이다. Carron(1980)에 의하면 

스포츠 팀은 독특한 집단의 형태로서 집단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을 지니고 있으며, 성원이 공유하는 공동의 목적, 구조화된 상

호작용과 의사소통 체계, 개인과 과제의 상호의존도 그리고 성원간의 대

인매력 등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또한, 스포츠 팀은 소규모 형태를 띠

면서 효율적인 운동능력 수행을 위한 성원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목적

의식의 공유 그리고 총체적인 정체감 등에 기초한 의사전달 체계의 확립

을 전제로 집단 성원간의 상호의존 및 응집의 생성을 특성으로 한다

(Landers, Brawely, & Landers, 1981). 즉, 개인과 과제의 상호 의존

성은 스포츠 자체의 본질 속에 내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은 혼자

서 축구경기를 할 수 없으며, 주어진 시간에 특정한 수의 선수가 운동장

에 모여야 한다. 또한 그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상대와의 상호작

용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이 있으

며, 본질적으로 각 팀의 선수들은 경쟁이 시작되며 자신의 팀 동료와 서

로 의존하게 된다.

이를 종합하면, 스포츠 팀은 ‘스포츠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노력하는 집단’(Landers et al., 1981)이며, ‘직접적이고 지

속적인 상호작용을 유지, 발전시키는 기능집단으로서 성원간의 상호의존

적 관계를 통해 경기의 참가와 승리, 운동수행 능력의 향상 그리고 스포

츠 활동을 통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집단’(임번장, 1994)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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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집합적 정체성 구성원은 다른 팀과 자신을 구분해서 본다.

공동운명
개인수행과 관계없이 구성원은 팀으로서 이기거나 
진다.

공유된 목적감 집합적으로 팀이 승리하기를 원한다.
구조화된 상호작용 패턴 선수나 코치 사이에 상호작용 패턴이 발달한다.

구조화된 상호작용 양상
스포츠에서 사용된 용어(기습, 중립지역 함정 등)
이 팀 구성원 사이에서 이해된다.

개인 및 과제 상호의존성 팀 스포츠를 위해서 타인에 의존한다.
구성원 자기 범주화 구성원은 자신을 팀의 일원으로 생각한다.

대인 매력 구성원은 서로에 대해서 사회화한다.
출처: 이용현(2009)

표 6. 스포츠 팀의 특징

(3) 팀 신뢰의 정의

팀 맥락에서 수행된 신뢰연구에서 신뢰는 집단신뢰(group trust) 

(Cummings & Bromiley, 1996), 집합적 신뢰(collective trust) 

(Kramer, Brewer, & Hanna, 1996), 집단 구성원에 대한 신뢰(trust 

in group members)(Dirks, 1999), 리더에 대한 신뢰(trust in 

leadership)(Dirks, 2000), 집단 내 신뢰(intragroup trust)(Peterson 

& Behfar, 2003), 팀 내 신뢰(intrateam trust)(Langfred, 2004), 팀  

구성원 간 신뢰(trust among team members)(Rau, 2005), 팀 신뢰

(team trust)(Costa, 2003) 등과 같이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어왔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의 연구들은 팀 내부적인 인적신뢰에 국한하였을 뿐, 

팀 신뢰를 ‘팀 성원들이 팀 내에서 서로 신뢰하는 정도’(Costa, 2003), 

‘팀 내 신뢰는 팀 성원 상호의 신뢰성에 대한 공유된 인식’(Langfred, 

2004)과 같이 단편적 정의가 내려지고 있는 수준이다. 

신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뢰주체와 신뢰객체가 파악되어야 하고, 

신뢰주체와 신뢰객체는 상호의존적이면서 이들 간에 위험이 존재해야 한

다(Mayer et al., 1995; Rousseau et al., 1998). 팀 신뢰에서 신뢰주

체는 팀 구성원이고, 신뢰객체는 팀 구성원을 포함한 팀으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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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개인수준에서의 신뢰주체와 신뢰객

체는 팀 구성원들 각자가 팀 신뢰의 주체와 객체가 될 수 있는데, 이를 

다시 팀 내 수직 및 수평적 관계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면 상사(수직적) 

신뢰와 팀 구성원(수평적) 신뢰로 구분할 수 있다(McCauley & 

Kuhnert, 1992). 

이처럼 팀에 대한 신뢰는 상당부분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

되는 팀 구성원에 대한 신뢰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팀은 오로지 인

적 요소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즉, 팀에는 팀의 역할, 명성, 팀 운

영 방식 등과 같이 구성원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비인적 속

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안성익, 박원우, 2010). 

예를 들어, 인적 신뢰는 팀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축적된 팀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인적 신뢰 관점에서 

볼 때, 급조된 임시 팀에서는 팀 구성원 간 관계의 역사가 짧아서 신뢰

가 형성되기 어렵다. 하지만 급조된 임시 팀에서의 신뢰(swift trust)를 

다룬 Meyerson 등(1996)의 연구에 의하면, 급조된 임시 팀에서도 팀 

내 구성원들의 역할이 명확히 정의되고, 팀 목표가 분명하면 팀 구성원

들의 신뢰행동이 발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팀 내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팀의 정체성이 명확하면, 비인적 신뢰가 발

휘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뢰의 대상이 급조된 팀 구성원이라기보다

는 팀 내 역할분담 시스템에 대한 신뢰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팀에 대한 신뢰를 지금과 같이 인적 신뢰로

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인적 신뢰차원과 비인적 신뢰차원을 포함하는 다

차원 구성개념으로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안성익과 

박원우(2010)는 팀 신뢰를 ‘인적 요소와 비인적 요소를 포괄하는 팀 

실체(team entity)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바탕으로 팀 실체에 대한 위

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의향’과 같이 정의를 내렸다. 

따라서 스포츠 팀에서 팀에 대한 신뢰는 ‘팀의 인적(지도자 및 동료)ᆞ

비인적(팀 구조 및 제도, 명성 등) 요소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바탕으로 

팀에 대한 취약성을 받아들이려는 의향’과 같이 정의를 내릴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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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운동선수의 신뢰 유형구분 

이상의 내용을 통해 운동선수의 신뢰 수준을 <그림 2>와 같이 간략히 

종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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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뢰의 역할 및 결과

1) 신뢰의 역할

1990년대 중반 이후, 신뢰가 조직 및 조직 구성원의 효율에 있어 중

요한 역할을 한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조직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신뢰의 

역할과 수행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들이 붐을 이루고 있다

(Gulati, 1995; Kramer, 1999).

조직 내에서 동료의 능력을 비롯한 신뢰성에 대한 믿음은 상호 간에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데 있어 촉매제 역할을 하며, 이는 더 나아가 생산

성의 향상 및 직무 만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Mishra & Morrissey, 

1990; Moorman et al., 1992). 특히, 집단 내에서 작용하는 신뢰의 역

동성은 집단의 수행결과 및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조직에서 집단의 수행은 개인 수행의 합보다 더 높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되며, 그에 따라 높은 팀워크를 요구하게 된다. 즉, 신뢰가 

형성된 개인들이 내는 성과는 주로 협동이나 팀워크 등과 관련이 되어 

효율성이 증대되는데(Gambetta, 1988), 이는 개인 간에 신뢰가 형성됨

으로써 협동적 행동과 팀워크가 증진되고(Mayer et al., 1995), 협동과 

팀워크에 의해 생산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발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Jones & George, 1998). Jones와 George(1998)에 의하면 

신뢰는 팀에 내재된 가치를 팀에 내재된 가치를 공유하고 팀원 간의 기

분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상호 간에 도움을 원활히 주고받음으로써 협동

적인 대인 행동과 팀워크 및 집단의 이익에 기여하게 된다고 하였다. 신

뢰에 내재된 위험감수에 대한 의지는 조직내에서 협동(coordination)이

나 정보 공유(information sharing), 갈등(conflict)감소와 협상행위

(negotiation behavior) 증가,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활성화와 

같은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주체가 업무

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움행위나 지식, 정보와 같은 유�무형적 자원의 

원활한 교환과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개인 및 조의 성과를 향상시키

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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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w(1997)는 신뢰가 조직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

지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신뢰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

는데 기여한다. 높은 수준의 신뢰가 구축되면 조직은 구성원 개인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할 뿐 아니라 팀에 대한 권한 위임을 통해서 각각의 활

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시킴으로써 조직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둘째, 신뢰는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의존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 구성원 간 높은 신뢰

를 바탕으로 팀의 사기가 향상되어 팀 성과가 높아지는 것이다. 셋째, 

신뢰는 협력관계를 발생시킨다. 조직에서 타인과 일하려면 그 사람에 대

한 신뢰가 요구되며, 신뢰가 형성된다면 정보공유가 활발히 일어나고, 

목표달성을 위해 단합과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어려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다음은 Jones와 George(1998)가 요약한 조직 내 신뢰의 7가지 역할

에 대한 내용이다. 

① 폭넓은 역할 정의(broad role definitions)

조건적 신뢰가 존재할 때 각 개인은 기대되는 직무행동 및 부여된 임

무와 일치하는 역할을 정의하는 반면, 무조건적 신뢰가 존재할 때는 가

치, 태도, 기분 및 정서 등에 대한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역할을 더욱 

폭넓게 정의한다. 개인의 역할을 폭넓게 정의함으로써 협동적 행동에 영

향을 미치며, 그 결과 공동의 목표에 기여하고자 노력하며, 수행력과 경

쟁력이 높아진다. 따라서 조직시민행동은 강한 신뢰의 기반에서 더욱 향

상되는 경향이 있다. 

② 공동체적 관계(communal Relationships)

대부분의 교환적 관계에서는 상호 보상에 대한 기대(예, 과거에 도움

을 받았던 것에 대한 보상으로 미래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것이

라는 기대)로 행동이 이루어진다. 두터운 신뢰관계에서는 서로 돕고 협

동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책임을 느끼는 공동체적 관계가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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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타인에 대한 높은 확신(high confidence in others)

신뢰는 상승적(synergistic) 팀 관계에 필수적인 타인에 대한 높은 확

신을 제공하게 된다. 두터운 신뢰가 기반이 된 가치에 대한 공유는 타인

의 궁극적인 의도와 목표에 대한 확신을 높여주고, 이를 통해 발생되는 

긍정적 정서는 사회적 연계를 증진시킨다. 

④ 도움 추구 행동(help-seeking behavior)

신뢰는 내재된 가치와 상호적 감정을 공유하도록 이끌며 구성원 간의 

협동을 유도한다. 이때 상호의존성은 긍정적이며 가치의 공유 및 긍정적 

태도로 간주되므로 구성원 내에서의 도움 추구에 대한 행동은 회피되지 

않고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신뢰 관계에서 개인은 도움을 추구하는 행동

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도움 추구 행동은 협동적인 대인 행동

과 팀워크 및 이익에 기여하게 된다(Anderson & Williams, 1996).

⑤ 지식과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free exchange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타인의 행동이나 도덕적 기초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교환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신뢰를 기반으로 한 

내재된 가치에 대한 공유는 타인이 자기의 이익만을 얻기 위해 공유된 

정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지식과 정보에 대한 교환이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⑥ 개인적 욕구 및 자아의 통제(subjugation of personal needs and 

ego)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타인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그

들의 욕구 및 자아를 통제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각 개인은 자

신의 욕구 및 자아를 통제하고자 노력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조직원 간

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면 타인도 더 큰 선의를 갖고 행동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자신의 욕구와 자아도 통제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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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높은 관여도(high involvement)

협력과 팀워크는 높은 수준의 관여를 필요로 한다.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인이 팀의 노력에 완전히 몰두하게 된다.  그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은 서로 간에 더욱 협력하고, 팀 관계를 발전시킨다. 그리

고 이는 다시 조직에 경쟁적 이점을 가져오는 조직적 능력과 역할에 대

한 행동은 물론 조직에 도움이 되는 행동과 뛰어난 수행을 이끌게 된다.

2) 신뢰의 결과

다수의 연구들에서 조직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리더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Pillai, Schriesheim과 Williams(1999)의 연구에서는 상사에 대한 신뢰

와 조직시민행동, 조직에 대한 헌신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ousseau 등(1998)은 상사에 대한 신뢰는 개인이 조직에 

대한 심리적 일체감, 동일시를 의미하는 조직에 대한 헌신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Davis, Schoorman, Mayer와 Tan(2000)

의 연구에서는 상사와 부하 간 신뢰관계가 조직성과와 이직률에도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사에 대한 신뢰는 구성원의 태도

와 행동, 그리고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McAllister, 1995; Dirks, 1999). 

이와 마찬가지로 조직 내의 다양한 태도, 인지 및 지각관련 요인들 중

에서 신뢰의 결과변수로 주목을 받아온 대표적인 변인들로 만족

(satisfaction)과 헌신(commitment)의 개념을 들 수 있다. 신뢰는 직무

만족(Rich, 1997; Laschinger, Finegan, & Shamian, 2001)은 물론, 

상사에 대한 만족(Brockner, Siegel, Daly, Tyler, & Martin, 1997)이

나 작업집단(work group)이나 파트너, 회의(meeting)에 대한 만족

(Zand, 1972; Boss, 1978)까지 조직 내의 다양한 만족에 유의한 영향

력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헌신(Cook & Wall, 1980; Pillai et 

al., 1999) 또한 신뢰와의 일관성있는 영향관계가 확인되었다(Dirks & 

Ferrin, 2001). 이러한 결과는 국내 연구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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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서 신뢰가 미치는 유의한 영

향력이 확인되었다(기은혜, 구본기, 2014; 김민정, 2001; 박은옥, 정기

한, 2011; 이재훈, 최익봉, 2004; 이인석, 전무경, 2005; 황호영, 최영

균, 김영구, 2005).

한편, 조직 행동과 신뢰의 관계를 살펴본 초창기의 연구들에서는 집단 

과정과 집단 수행에 신뢰가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입장이 지

배적이었다. 즉, 조직 행동에 대한 신뢰의 주효과를 살펴본 다수의 경험

적 연구들에서 신뢰가 조직시민행동(McAllister, 1995; Podsakoff, 

MacKenzie, Moorman, & Fetter, 1990; Robinson, 1996), 노력

(Williams & Karau, 1991), 갈등(Ferrin & Shah, 1997), 의사소통

(O’Reilly & Roberts, 1974), 의사결정(Zand, 1972), 집단수행

(Friedlander, 1970; Klimoski & Karol, 1976), 팀 만족(Costa, 

2003; Zand, 1972), 집단에 대한 매력(Klimoski & Karol, 1976), 소

속감(Zand, 1972)과 같은 다양한 종속변인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Dirks(1999)는 집단 수행에 직접효과를 미친다고 보고한 이

들 연구들에서 그 효과크기가 미비하거나 일관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간

접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즉, 그는 신뢰를 집단 과정과 수행

에 있어 다른 변인들(예, 요구, 목표, 보상)의 영향을 촉진하는 변인으로 

보았으며, 대인신뢰가 높은 집단이 집단의 목표를 향해 더 크게 동기화 

되는 반면 대인신뢰가 낮은 집단은 개인 목표를 향해 더욱 동기화 됨을 

보여 주었다.

신뢰가 집단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통상 

높은 신뢰 환경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낮은 신뢰환경에서 작업하는 사

람들에 비해 수행에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집단에서 신뢰

는 협동과 함께 집단구성원들의 일하려는 동기를 증가시킴으로써 수행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증진시키며, 통제(예, 규칙, 감시)에 대한 욕구

를 감소시키고 수행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증대시켜 효율성(efficiency)

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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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포츠 영역에서의 신뢰와 수행

1) 스포츠 영역에서의 신뢰의 의미

“좋은 팀은 ‘내가” 아닌 “우리”라는 마음가짐으로 멤버들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 필 잭슨

스포츠에서 경쟁은 대부분 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비단 단체종목

이 아닌 개인종목이라 할지라도 개개인은 팀에 소속되어 있고 팀의 구성

원들은 개인 또는 집단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상호간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팀의 공동 목표는 승리이며, 팀의 승리를 

위한 구성원들의 단합과 화합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구, 하키, 배구, 야구 등과 같은 팀 스포츠에서는 자신을 포함한 

팀 구성원들 간에 상호 의존하며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낼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혼자서는 하키경기를 할 수 

없으며, 주어진 시간에 특정한 수의 선수가 운동장에 모여야만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시합이 시작되면 각 팀의 선수들은 자신의 팀 

동료와 서로 의존하며 경기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상호의존도가 높은 

스포츠일수록 선수들은 서로 간에 더 많은 의존을 하며, 각자 자신의 역

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Dithurbide, 2011). 

한편, 스포츠에서 팀 동료의 효능감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하더라도 팀 

동료가 기대한 바대로 움직여 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시합에서 팀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즉, 

선수들은 팀 동료들이 자신의 등을 받혀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상호

간 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때 비로소 팀이 하나로 뭉쳐 훌륭히 수

행을 해 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팀원들 간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상호 간에 의존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각자가 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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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게 된다. 즉, 팀원 간의 신뢰

가 부족하면 집단에서 잠재된 인지적 측면(예, 걱정, 동기, 만족 등)과 

행동적 측면(예, 지원 행동, 수행 등)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

는 반면, 팀원들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에는 팀의 성공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

는 것이다.  

이처럼 신뢰는 스포츠 상황에서 경기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팀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으며(Dirks, 2000), 

그에 따라 스포츠심리학 분야에서는 이를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

여왔다. 

2) 스포츠 영역에서의 신뢰관련 선행연구

1990년대부터 스포츠 현장에 있어서도 사회 조직과 마찬가지로 개인

간 혹은 조직간에 형성되는 신뢰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중 지

도자와의 신뢰, 파트너에 대한 신뢰 등과 같이 대인신뢰의 측면이 연구

의 주축을 이루어졌다. 

(1) 지도자 신뢰

먼저, 개인 수준에서 지도자 신뢰와 관련된 연구들로, 지도자의 코칭지

식에 대한 지각이 지도자 신뢰 및 운동 헌신(commitment)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 남광우와 조욱상(2014)의 연구에서는 지도자의 코칭지식에 

대한 지각이 지도자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스포츠 지도자의 개인적, 조직적, 사회적 전문성과 이론 및 실기 

전문성이 선수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규명한 연구(김판규, 2005; 조건상, 이방섭, 김범수, 2008)들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 태권도 선수의 지도자 신뢰가 스포츠 

자신감과 운동 헌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민아, 

황규영, 2013), 백국군 등(2005)도 쇼트트랙 선수들을 대상으로 지도

자 신뢰와 경기수행만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도자 신뢰의 하위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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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개방성, 이타성, 그리고 진실성이 경기수행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에 대한 신뢰는 선수의 운동지속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홍길동, 김경식, 배기열, 

2008), 이러한 결과는 신뢰하는 지도자로부터의 가르침은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어 고된 훈련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즉, 지도자에 대한 신뢰는 선수들의 성취동기를 고취시킴

으로써 지도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영인, 2008; 노동연, 박수복, 한권상, 2010; 허진영, 최헌혁, 2009). 

지도자 신뢰와 운동수행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Dirks와 Ferrin(2002)

의 연구에서는 지도자의 변혁적리더십에 대한 선수들의 지각이 운동수행

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높은 집

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운동수행력이 더 높게 향상된다고 하였으며, 이

러한 결과는 Pillai와 그의 동료들(1999)의 변혁적 리더십과 신뢰에 관

한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었다. 또한 대학운동선수가 지각한 지

도자 신뢰와 운동수행능력의 관계를 살펴본 강동균(2013)의 연구에서는 

지도자 신뢰가 선수들의 운동수행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연구와 맥을 같이 했다.

다음으로 스포츠 팀 수준에서 신뢰와 수행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 

Dirks(2000)은 DevisionⅠ과 DevisionⅢ에 속해있는 30개 NCAA 농

구팀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도자에 대한 선수

들의 신뢰가 팀 수행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선수들로 하여금 지도자의 지시를 더 잘 따르게 

하고 코치들의 결정을 잘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점에서 팀 수행력의 높아

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Elsass(2001)는 우수팀과 비

우수팀의 신뢰수준을 측정하여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팀 수행력의 관계

를 규명하고자 하였는데, 특히 우수팀 선수들이 지도자를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도자에 대한 신뢰는 스포츠 현장에서도 조직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국내 대학운동선수 지도자의 특성이 팀 신뢰, 분위기 및 응집력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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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을 살펴본 윤인애와 홍미화(2014)의 연구에서는 지도자의 특

성(리더십 특성, 역량 특성, 심리적 특성)이 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팀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집단의 

구성원인 지도자와 선수, 선수와 선수간의 위치 및 역할에 따른 조화로

운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틀이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유

지될 때 집단의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운동

수행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2) 동료 신뢰

Dirks와 Ferrin(2001)은 팀 신뢰는 선수들의 팀 동료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팀 동료에 대

한 신뢰는 팀 동료의 미래행동에 대한 예측과 팀 동료의 행동에 대한 귀

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프로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Mach, Dolan 그리고 Tzafrir(2010)의 연구에서는 팀 신뢰가 팀 응집

력을 매개하여 팀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팀 동

료에 대한 신뢰가 지도자에 대한 신뢰보다 팀 응집력에 우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를 통해 팀 구성원에 대한 

신뢰는 팀 내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팀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경험적으로 밝혀냈다. 

국내 연구로는 대학 태권도 선수들의 파트너 신뢰가 선수만족도와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한승룡 등(2012)의 연구에서 파트너에 

대한 인지적 신뢰는 과제 만족과 상호작용 만족에, 인지ᆞ정서적 신뢰는 

파트너 만족과 사회응집력에, 정서적 신뢰는 과제응집력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태권도 시범단원의 동료신뢰가 팀 

몰입 및 팀 응집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임상호

(2010) 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뿐만 아니라 댄스스포츠 선수들의 파

트너 신뢰가 팀 헌신 및 결속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파트

너 신뢰(인지/정서 측면 모두에서)가 팀 헌신(commitment)과 결속력을 

높이는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진화, 김인형,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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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화 등, 2006). 

한편, Dirks(2000)는 다른 일반적인 팀 조직에서의 팀 동료 신뢰와 

팀 수행 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그의 연구

에서는 팀 동료에 대한 신뢰와 팀 수행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어떤 특수한 상황(예, 스포츠)에서는 

이 둘 간의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게 나타날 수 있으며, 신뢰가 다른 변

인과 팀 수행 간의 관계를 조절해 주는 조절변인으로서의 역할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포츠 분야 역시 지도자에 대한 신뢰, 구

성원에 대한 신뢰 등 대인관계와 관련된 신뢰 연구들이 개인 및 팀 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자기신뢰에 대한 내용이나 비

인적 특성을 가진 팀 자체에 대한 신뢰를 고려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스포츠 팀에서 발현되는 신뢰에 대한 폭넓은 이해

는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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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뢰 측정도구

신뢰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관점이 다양한 만큼 신뢰의 측정방법 역시 

다양하다(Dietz & Den Hartog, 2006). 본 연구에서는 자기신뢰, 대인

신뢰(신뢰성향, 신뢰성), 팀신뢰와 관련된 측정도구에 대한 내용과 한계

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운동선수의 신뢰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로 반영하고자 한다. 

1) 자기신뢰

자기신뢰를 측정하고자 개발한 질문지는 Brother(1982)의 Self-Trust 

Scale(STS)와 Pasveer(1997)의 Self-Trust Questionnaire(STQ)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Brother(1982)가 개발한 STS는 성적(sexual)외상

을 경험한 여성들의 자기신뢰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운동선수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하여 본 연구에서는 애착이론과 자기수용을 토대로 자기신뢰를 측정하고

자 한 Pasveer(1997)의 STQ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Pasveer(1997)는 7가지 자기신뢰요인(판단, 감정, 경험, 직관, 자기이

해, 행동, 능력)을 기반으로 자기신뢰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Self-Trust 

Questionnaire; STQ)를 개발하였다. 한 학교의 대학생과 인터넷을 통

해 모집한 참여자들이 자기신뢰와 관련된 72개의 예비 문항에 응답하였

으며, 등분산 검정과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4요인 20문항이 선정되었다. 

① 외부로부터의 확인(External Validation): 자신보다 다른 이를 통

해 확인되는 부분을 의미하며, 자기이해(self- knowledge)와 관

련된 문항을 포함한다.

② 전반적인 자기신뢰(Generalized Self-Trust): 자신의 판단, 경험, 

감정을 확인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요인은 자기신뢰의 전반적인 

부분을 포괄하는 요인이며, 총 다섯 가지의 다른 영역(경험, 자기

이해, 직관력, 판단, 그리고 감정)을 다루는 문항들로 구성된다.  

③ 정서적 자기신뢰(Emotional Self-Trust):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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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요인은 감정적 측면의 3개 문항과 자기이

해적 측면의 1개 문항을 포함한다. 

④ 경험적 자기신뢰(Experiential Self-Trust): 자신의 인지적인 측

면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요인은 자신의 경험적 측면에 대

한 확신과 관련된 문항들을 포함한다. 

STQ는 자기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이는 

Brother(1982)가 제시한 성적 트라우마를 겪은 여성을 대상으로 국한

시킨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자기신뢰와 개인의 능력 및 명시된 

행동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개발 초기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개발과정

을 거치는 동안 삭제되어 최종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전

반적인 자기신뢰 요인의 경우 다른 요인들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요인구

조가 명확치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스포츠는 경쟁의 특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명시된 행동에 대한 내용이 자기신뢰

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라 스포츠 맥

락에서는 자기를 신뢰하기 위해 스스로 갖추어야 할 요인들, 즉 자신의 

신뢰성에 대한 고려가 추가되는 것이 합당하다. 

2) 대인신뢰

(1) 개인성향 신뢰척도

개인의 성향(propensity)을 중점으로 가정한 신뢰관련 연구에서는 신

뢰를 성격(personality)의 일부로 파악하고 있다. 즉 다른 사람을 얼마

나 잘 믿느냐의 여부는 인격 발달 초기 단계의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며 

일생을 통해 크게 변하지 않는 하나의 성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

라서 개인 성향으로서의 신뢰는 특히 상황적 요소가 모호하거나 약한 경

우 큰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Bigley & Pearce. 1998).

Wrightsman(l99l)는 개인의 신뢰 성향과 관련된 척도들을 종합하여 

제시하였는데, Acceptance of Others Scale(Fey, 1955), Faith in 

People Scale(Rosenberg, 1957), Philosophies of Human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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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Wrightsman, 1964), Interpersonal Trust Scale(Rotter, 1967), 

Trust in People Scale(Survey Research Center. 1969), Machiavellianism 

Scale(Christie & Geis, 1970)의 6가지 질문지가 대표적이다. 

Acceptance of Others Scale(Fey. 1955)은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수용성(self acceptance)과 타인에 

대한 수용성(acceptance of others), 그리고 타인이 자신을 얼마나 수

용해 주는가에 대한 생각(acceptability to others)의 개념을 포괄적으

로 측정하고 있다. 주요문항의 내용은 “요즘 사람들은 도덕적 수준이 

낮다”,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다” 혹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수용성 여부

를 통해 개인의 일반적인 태도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신뢰와 밀접한 관련

을 가질 수는 있지만, 구성 문항이 직접적인 신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수용성(acceptance)과 관련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같은 이유로 

사용 빈도 역시 낮다.

Faith in People Scale(Rosenberg, 1957)은 일반적 타인에 대한 신뢰성

(trustworthiness), 정직성(honesty), 선의(goodness), 관용(generosity), 

친밀함(brotherliness)의 요인을 총 5개의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거

트만 척도(Guttman scale)를 사용하여 ‘긍정(agree)’ 혹은 ‘부정

(disagree)’의 형태로 측정하고 있으며, 문항은 “만약 스스로 주의하

지 않으면 남에게 이용당할 것이다” 혹은 “인간은 근본적으로는 협력

적인 성향을 가졌다”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문항수가 적고 내적 일

관성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개발된 목적이 직업 선택과 개인 성향의 관

계를 찾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점 때문에 역시 자주 사용되고 있지는 않

다.

Wrightsman(l964)의 Philosophies of Human Nature Scale은 일반

인의 행동에 대한 개인의 기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4가지 

하위개념인 신뢰성(trustworthiness), 이타성(altruism), 독립성

(independence), 의지력 및 합리성(strength of will and rationality)

에 대한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6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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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은 “대개의 사람들은 걸리지 않고 공짜로 영화를 볼 기회가 생기면 

그렇게 할 것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선한 사마리아

인과 같이 행동할 것이다”, “사람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처럼 말

하지만 실제로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도가 높으며 빈번히 사용되는 측정도구로 알

려져 있다.

Interpersonal Trust Scale(Rotter, 1967)은 신뢰 연구에서 가장 자

주 인용되는 개인의 신뢰 성향과 관련된 대표적 도구로서 ‘일반사람의 

말이나 약속이행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고 있다. 특히 특정한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인의 기대 수준을 묻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주어

지는 상황도 학교, 언론매체, 국제정치 문제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총 

2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들키지 않을 것

이 확실해도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외판원은 당신

을 속이지는 않을 것이다”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Trust in People Scale(Survey Research Center, 1969)은 구성 

문항에 있어 앞에서 언급한 Rosenberg의 문항과 매우 유사하다. 문항수

가 총 3 개에 지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인간은 믿을만한 존재인가 

혹은 조심해야 할 존재인가”, “대개의 사람들은 당신을 이용해 먹을 

것인가 아니면 당신을 공정하게 대해 줄 것인가”와 같은 질문에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를 골라 답하도록 하고 있다. 문항수가 지

나치게 적어 측정 도구로서 그리 널리 이용되고 있지 않다. 

끝으로 Machiavellianism Scale(Christie & Geis 1970)은 대인 관

계의 전략적 측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3개의 하위 개념인, 대인 

관계의 전술(the nature of interpersonal tactics),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views of human nature), 그리고 일반적 도덕성(generalized 

morality)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로 

제작되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Mach Ⅳ의 경우 20개의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람을 대하는 최상의 방법은 그들이 듣기를 원

하는 말만 해 주는 것이다”,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은 곤란을 자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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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짓이다”, “중요한 사람 앞에서는 아부하는 것이 현명하다”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인간 본성 혹은 개인적 성향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매

우 빈번히 사용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대인 간의 신뢰문제를 염두에 

두고 제작되지 않았으며, 얻어진 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신뢰 개념과

의 논리적 연관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개인의 신뢰 성향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상황 하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인의 성향을 찾는데 주된 관심을 두고 있

다. 따라서 실제로 제시되는 문항 역시 매우 광범위한 상황 설정을 바탕

으로 한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일반적 특성으로서의 개인의 신뢰 성향

이 특정 상황을 전제하는 신뢰 연구에서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

고 있다(Bigley & Pearce, 1998). 예컨대 상호작용 기간이 긴 상사와 

부하의 신뢰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개인의 신뢰 성향보다 이들 사이에 

발생했던 수많은 상호작용의 경험이 보다 유의한 설명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상사와 부하라는 특정한 관계적 상황을 전제할 경우 다양

하고 폭넓은 상황 하에서의 일반적 신뢰 수준이라는 개념은 충분한 설명

력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2) 관계중심 신뢰척도

1980년대 이후, 신뢰를 조직 혹은 관계의 특성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

로 보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집단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간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등 보다 상황 중심적이며 관계 지

향적으로 그 의미가 더욱 다양해지면서 신뢰객체의 신뢰성을 고려한 신

뢰 척도들이 개발되었다. 대표적인 신뢰척도들로는 Johnson-George와 

Swap(1982)의 Specific Interpersonal Trust Scale(SITS, Rempel과 

Holmes(1986)의 Trust Scale, Butler(1991)의 Conditions of Trust 

Inventory(CTI), McAllister(1995)의 Interpersonal Trust Measures in 

Organization(ITMO), Cummings와 Bromiley(1996)의 Organizational 

Trust Inventory(OTI) 등을 들 수 있다. 

이 척도들은 개인의 일반적 신뢰성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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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사회 관계속에서의 특정 타인 혹은 특정 집단으로 구체화하며, 

측정하고자 하는 신뢰의 구성요인들도 일차원적이지 않고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숙정, 한정신, 2004)

Specific Interpersonal Trust Scale(Johnson-George & Swap, 

1982)과 Trust Scale(Rempel & Holmes, 1986)은 모두 친밀한 관계

(intimate relation)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먼저 Specific 

Interpersonal Trust Scale(SITS)은 특정 신뢰객체와의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신뢰주체로서의 태도를 측정하고 있다. SITS는 성

별에 따라 각기 다른 버전을 갖고 있으며 남성용의 경우 19개 여성용의 

경우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들은 확신(confidence), 안

정성(safety), 의지할만함(dependability), 소유물에 대한 신뢰(trust 

with material possession)의 4개 요소로 구분되며, “그가 나를 칭찬

한다면 나는 그것의 진의를 의심할 것이다”, “만약 그와 점심 약속을 

했다면 그는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나올 것이다”, “물건의 가치에 대

한 그의 평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가 쓰던 물건은 사지 않

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가 내 말을 

듣고자 한다는 것을 안다”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가 개

입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고 신뢰객체에 대한 평가를 시

도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의의가 있으나, 문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

이 너무 다양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점은 그들의 연구가 개인 성

향에 대한 일반적 연구모형에서 특정 대상과 상황에 초점을 맞춘 연구모

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음을 보여주는 특성이기도 하다.

Rempel과 Holmes(1986)의 Trust Scale은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

성 되어 있으며, 예측성(predictability), 의지할만함(dependability), 믿

음(faith)의 3개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 문항은 “나는 그의 평소 행동

에 아주 익숙하며 그는 앞으로도 또 그와 가은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

다”, “그는 아주 정직한 사람으로 설사 그가 믿기 힘든 말을 한다 해

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어 줄 것이다”, “나는 비록 처음당하는 일이

라 할지라도 그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보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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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의 주요 요소인 예측성

(predictability), 의지할 만함(dependence), 믿음(faith) 등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며, SITS에 비해 보다 개념적으

로 정리된 문항들로 구성됐다는 것이 장점이다.

Butler(1991)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수준의 실증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그는 신뢰를 형성하는 11가지의 선행요인을 추출하

고 Conditions of Trust Inventory(CTI)를 개발하였다. CTI를 구성하

고 있는 11가지의 요인들과 문항은 다음과 같다. 유용성(availability)은 

신뢰객체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내가 그를 필요로 

할 때 그는 내 곁에 있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역량(competence)

은 신뢰객체가 신뢰주체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의 여

부와 관련된 개념으로, “그는 일처리를 잘 하는 유능한 사람이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관성(consistency)은 과거 경험에 비

추어 신뢰객체가 얼마나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것인지에 관한 개념으

로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면 그는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별(discreetness)은 비밀 유지와 관련

된 개념으로 “내가 말해준 비밀을 그는 잘 지켜준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된다. 공정성(fairness)은 신뢰객체가 신뢰주체를 얼마나 정당하게 

대하는지와 관련된 개념으로 “그는 나를 공정하게 대한다”와 같은 문

항을 포함하고 있다, 진실성(integrity)은 언행의 진실성 여부를 측정하

는 개념으로 “그는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와 같은 문항이 

이에 속한다. 충실성(loyalty)은 신뢰객체의 선의와 관련된 개념으로 

“그는 나를 이용해 먹지는 않을 것이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개방성(openness)은 정보 공유와 관련된 개념으로 “그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내게 말해 준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 신뢰(overall trust)는 신뢰객체에 대한 의지와 신임의 정도와 관련

된 개념으로 “나는 그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약속 이행(promise fulfillment)은 “그는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킨다”

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용성(receptivity)은 신뢰객체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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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주체의 의견을 얼마나 받아들이는가와 관련되어있는 개념으로 “그는 

내 의견을 기꺼이 수용한다”와 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Butler의 

11가지 개념은 기존 신뢰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신뢰의 선

행요인들을 종합하고 또 이를 실증적 연구를 통해 증명하였다는데 의의

가 있다. 특히 이후의 연구에서는 Butler의 연구를 바탕으로 신뢰와 관련

해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한 모형의 설정과 이의 검증이 가능케 되었다.

Cummings와 Bromiley(1996)는 거래 비용이론에 입각하여 첫째, 상

대방이 어떤 약속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할 것, 둘째, 협상에 있어 정직하

게 임할 것, 셋째, 기회가 닿더라도 부당한 이익을 차지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신뢰를 개념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Organizational Trust 

Inventory(OTI)를 개발하였다. 개발 당시에는 총 62 개의 문항으로 구

성되었으나, 이를 12개의 문항으로 정리한 축약형도 있다. 문항은 신뢰에 

대 한 감정(affective), 지각(cognition), 행동(behavior)의 3영역에 걸

쳐 개발되었으며,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들은 협상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우리를 이용해 먹지 않을 것이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끝으로 직원의 경영자에 대한 신뢰가치와 같은 보다 특정한 상황을 가

정한 연구(Whitener et al., 1998)에서는 실제로  신뢰를 형성하는 조

직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과거 행동과의 일관성

(consistency), 진실성(integrity), 통제권의 위양(sharing and 

delega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 관심의 표명(demonstration 

of concern)의 5가지 개념을 경영자에 대한 신뢰로 제시하고 있다. 이

러한 하위 개념들은 Butler(1991)나 Mayer 등(1995)의 신뢰 개념과 

유사하다. 하지만, Whitener 등(1998)은 신뢰의 하위개념들을 보다 실

용적인 차원에서 조직 상황에 직접 적용코자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

다. 그들은 즉, 신뢰가 고양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제시 하고 있으며, 

조직구조, 인사정책, 조직문화, 대인관계, 개인의 특성 등에 의해 신뢰가 

영향을 받을 것임을 구체적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척도들은 Mayer 등(1995)이 제시한 신뢰통합 모형에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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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를 측정할 때 신뢰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며, 그에 따

라 신뢰객체의 신뢰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후, 

Mayer와 Gavin(2005)의 연구에서는 조직에서의 대인 및 팀 신뢰가 수

행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신뢰의도와 신뢰성을 함께 측정

함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인 신뢰의도와 신뢰객체에 대한 긍정

적 기대를 수반하는 신뢰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함을 제시하였다. 

3) 팀 신뢰

상사와 팀 구성원의 구분이 없는 팀 전체에 대한 신뢰의 측정은 일반

적으로 개인수준의 신뢰를 측정하는 Moorman 등(1992)의 질문지나 

Robinson(1996)의 질문지를 팀 구성원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변경하여 

측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팀 맥락을 전제로 개발된 Simons와 

Peterson(2000)의 설문문항을 사용하여 팀 신뢰를 측정한 경우는 소수

에 불과하다(Langfred, 2007; Peterson & Behfar, 2003). 이러한 연

유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신뢰객체를 팀 구성원 전체를 전제로 한 인적

신뢰에 한정되었을 뿐, 실제적으로 ‘팀’ 자체를 신뢰객체로 분석한 연

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 팀의 비인적 요소에 대해서는 고려하

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안성익(2011)은 기존 연구들이 팀 신뢰를 팀 구성원에 대한 인적 신

뢰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인적 신뢰와 비인적 신뢰를 포괄

하는 척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에 따라 팀 신뢰를 단일차원(전반적 

팀 신뢰와 전반적 팀 신뢰성으로 구분)과 팀 신뢰를 구성하는 하위 차원

(팀장 신뢰, 팀 동료 신뢰, 비인적 팀 신뢰)으로 구분하여 척도를 제작

하였다. 여기서 전반적 팀 신뢰는 “나는 대체로 우리 팀을 신뢰한다” 

등의 3문항으로 구성되며, 전반적 팀 신뢰성은 “우리 팀은 주어진 업무

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와 같이 능력을 측정하는 6문항, “우리 

팀은 내가 잘 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와 같이 배려성을 측

정하는 5문항, “우리 팀은 약속을 잘 지킨다”와 같이 진실성을 측정하

는 6문항, “우리 팀은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된다”와 같은 예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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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요인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적신뢰 중 팀장 신뢰는 “다른 

사람이 팀장의 의도나 동기에 대해 의심을 품더라도, 나는 좋게 해석할 

것이다” 등의 4문항으로, 팀장 신뢰성 중 능력은 “팀장은 자신의 업무

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등과 같은 6문항으로, 배려성은 

“팀장은 내가 잘 되는 것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등과 같은 

4문항으로, 진실성은 “팀장은 서로 건전한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등과 

같은 6문항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인적신뢰 중 팀 동료 신뢰는 “나

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팀동료들에게는 내 의견을 소신껏 밝힐 것이

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팀 동료 신뢰성 중 능력은 “팀동료

들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등과 같은 6문항

으로, 배려성은 “팀동료들은 내가 잘 되는 것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

고 있다”등과 같은 4문항으로, 진실성은 “팀동료들은 공정성을 중요하

게 여긴다”등과 같은 6문항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비인적 팀신뢰는 

“팀장 혹은 팀동료에 관계없이, 나는 우리 팀을 믿고 따를 것이다”와 

같은 4문항으로 구성되며, 비인적 팀 신뢰성은 “우리 팀은 체계적으로 

운영된다”와 같은 통제 시스템 요인 7문항, “우리 팀은 회사 내 위상

이 높다”와 같은 팀위상 요인 6문항, “우리 팀에서의 경력은 전반적으

로 도움이 된다”와 같은 팀경력 도구성 요인 6문항으로 구성된다. 

4) 스포츠 영역에서 사용된 신뢰 척도

스포츠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귀납적 분석을 통

해 운동선수의 신뢰를 규명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개발되

지 않았다. 즉, 스포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뢰관련 연구들은 일

반 조직심리학 분야에서 개발된 질문지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

해왔다. 그에 따라 스포츠 현장에서 독특하게 나타날 수 있는 요인에 대

한 고려는 부족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한계는 곧 측정의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Mayer와 Gavin(2005)은 신뢰의도와 신뢰성의 

차원을 함께 측정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고려한 연구는 아직까

지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뢰의도와 신뢰성을 동일한 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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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사용 질문지 요인 대상 / 측정

최영래(2006)
김형철(2001)

- Butler(1991), Mishra(1996)등이 
제시한 요인을 토대로 개발

유능성, 일관성, 개방성,
이타성, 친숙성, 배려성

지도자 / 신뢰성

오나경(2008) 최영래(2006) 전문성, 진실성, 친절성 지도자 / 신뢰성

허진영, 
최헌혁(2009)

최영래(2006) 전문성, 진실성, 친절성 지도자 / 신뢰성

신성호(2011) 최영래(2006) 전문성, 진실성, 친절성 지도자 / 신뢰성

김민아, 
황규영(2013)

Lewis & Weigert(1985)
인지적 신뢰, 정서적 신뢰

행동적 신뢰
지도자 / 신뢰

김단경(2014)
Lervering(2000), 
Podsakoff(1990), 

Cook & Wall(1980)
신뢰 지도자 / 신뢰

한승룡, 구희성, 
김병태(2012)

Mayer & Davis(1999)
McAllister(1995)

인지적 신뢰, 정서적 신뢰 동료 / 신뢰

문진화, 이근모, 
오세복(2006)

Mayer & Davis(1999)
McAllister(1995)

인지적 신뢰, 정서적 신뢰 동료 / 신뢰

Mach, Dolan & 
Tzafrir(2010)

McAllister (1995) 신뢰(인지적, 정서적 통합)
지도자, 동료 / 

신뢰

Dirks(2000) McAllister (1995) 신뢰(인지적, 정서적 통합)
지도자, 동료 / 

신뢰

표 7. 스포츠 영역에서의 신뢰 척도 사용 현황 

간주하여 신뢰를 신뢰성으로 측정한 연구들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측정도구의 부재로 인해 스포츠 영역에서 선수들의 신뢰

는 동료(파트너) 혹은 지도자에 대한 신뢰 등의 대인신뢰에 한정되어 있

으며, 자기 혹은 팀의 비인적 속성에 대한 신뢰에 대한 고찰은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 현장의 운동선수에게서 나타나는 신뢰 

및 신뢰성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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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 1>에서는 운동선수의 신뢰 구성개념을 정립하기 위

해 자기, 대인 그리고 비인적 팀 신뢰에 대한 내용으로 선수 및 코치와

의 심층면담과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2>에서는 <연구 1>

의 결과를 토대로 운동선수의 신뢰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였

다. 

연구 Ⅰ. 운동선수의 신뢰 구성개념 정립

운동선수의 신뢰 구성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문헌고찰 → 심층면담 → 

구성요인 선정의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문헌고찰 단계에서 

일반영역, 주로 조직관련 연구들에서 신뢰와 관련된 자료들을 참고하여 

스포츠 현장에 적용가능한 부분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선수

들을 대상으로 운동선수의 신뢰에 대한 구성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헌고찰과 

심층면담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전문가 회의를 거친 후, 개방

형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범주화하여 운동선수의 신뢰에 대한 구성요인

을 추출하였다.

1. 연구참여자

운동선수의 신뢰 구성개념을 규명하기 위해 개인 및 단체종목(농구, 

배구, 수영, 야구, 축구, 탁구, 테니스, 하키) 선수 12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상세 정보는 <표 8>과 같다. 이후 대학교급 이상 

단체종목선수 52명(배구 13명, 야구 12명, 축구 15명, 하키 12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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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 종목 소속 선수경력 주요경력
남 33 농구 K구단 17년 현직 프로선수
여 25 농구 K구단 9년 현직 프로선수
남 29 배구 H구단 13년 현직 프로선수
남 32 수영 C대졸 8년 전직 선수(국가대표 상비군)
여 31 수영 S대졸 10년 전직 선수(국가대표)
남 29 야구 K구단 14년 현직 프로선수
남 33 축구 S대졸 11년 전직 프로선수
남 32 탁구 S시청 16년 현직 실업선수
여 32 탁구 S시청 15년 현직 실업선수
여 32 테니스 J대졸 17년 전직 실업선수
남 34 하키 S시청 19년 현직 실업선수(국가대표)
여 28 하키 P시청 12년 현직 실업선수(국가대표)

표 8. 심층면담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 연구절차

1) 심층면담을 위한 준비과정

운동선수의 신뢰 구성개념에 대한 규명을 위해 지금까지 진행된 신뢰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전문가회의(스포츠심리학자 3명, 스포츠심리

학 전공자 5명, 연구자)를 통하여 심층면담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2) 심층면담

심층면담은 연구대상자로 선정된 선수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면담 장소 및 시간을 약속하여 직접 대면 

하에 실시하였다. 내용 기록을 위해 동의를 구한 뒤 휴대전화의 녹음기

를 이용하여 녹취하였으며, 면담 시간은 평균 69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녹취한 내용은 한글 프로그램에 전사하여 저장하였으며, 면담내용의 신

뢰도 확보를 위해 참여자들에게 전사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는 구성원간 

검토과정을 실시하였다. 면담의 주요 질문 내용은 <표 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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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질문 내용

자기신뢰

- 자기를 신뢰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
십니까?

- 자신을 신뢰한다면 왜 자신을 신뢰합니까? 
- 자신을 신뢰하는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 자신의 신뢰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어떠한 부분입니까?
- 자신을 신뢰할 때 좋은 점은 무엇이며, 반대로 나쁜 점은 

또 무엇입니까?

동료 신뢰

- ‘동료를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그 선수를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부분을 보고 

신뢰하십니까?
- 동료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형성됩니까?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 동료를 신뢰할 때 좋은 점은 무엇이며, 반대로 나쁜 점은 

또 무엇입니까?

지도자 신뢰

- ‘지도자를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지도자를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부분을 보고 

신뢰하십니까?
- 지도자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형성됩니까?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 지도자를 신뢰할 때 좋은 점은 무엇이며, 반대로 나쁜 점

은 또 무엇입니까?

비인적 팀 신뢰

- 지도자나 팀 동료에 관계없이 팀을 신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지도자나 팀 동료에 관계없이 팀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팀의 어떤 부분을 보고 신뢰하게 됩니까?
- 팀이 어떻게 해 줄 때 팀을 신뢰하게 됩니까?

표 9. 심층면담의 주요 질문 내용 

3) 개방형 설문

문헌고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스포츠심리학 전

문가 및 전공생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회의를 거쳐 개방형 설문 문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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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였다. 개방형 설문은 운동선수 신뢰가 형성되는 구성요인, 즉 신

뢰성의 요인들을 도출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3. 자료분석

문헌고찰, 심층면담, 개방형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전문가 

회의를 구성하여 연구 목적에 따라 귀납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전사, 주제 분류화, 의미화의 순서로 실시하였다. 전사

(transcription)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처리를 위해 기록하는 

과정이다. 휴대용 녹음기를 통해 녹음된 자료를 컴퓨터로 저장하고, 저

장된 파일을 반복하여 들으면서 한글파일에 전사하여 저장하였다. 다음

으로 전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통주제를 찾고 주제를 분류하기 위해 전

사된 자료를 반복 숙독하며 주요 주제별로 약호화시켜 범주화하는 주제 

분류화(categorization)과정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제 분류를 통

해 구별된 주제들을 다시 연구주제에 맞게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화’ 

과정을 거쳐 운동선수의 신뢰 개념을 의미별로 분류하였다. 

개방형 설문의 답변들은 엑셀(excel)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 주제 분

류화, 의미화의 순서를 거쳤으며, 내용분석에서 도출되는 영역별 빈도수

와 분석수준에 따라 빈도를 산출하여 예비문항을 제작하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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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를 위하여 구성원간 검

토, 삼각검증, 동료간 협의 등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1) 구성원간 검토

구성원간 검토를 수행하는 이유는 연구자를 참여자와 분리시키는 데 

있다.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수집된 자료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위

험성을 참여자를 통해 연구결과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그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김영천, 2012). 이에 연구자는 전사자

료를 직접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참여자들에게 전달하여 본인의 기억

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 또는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바꾸어야 할 부분 등

에 대해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2) 삼각검증

삼각검증은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원자료를 이용하여 결론

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연구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Glesne, 1999).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 내용에 대한 전사자료를 분석

한 뒤, 참고한 문헌자료, 그리고 개방형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 등을 

통해 운동선수의 신뢰에 대한 의미를 다각적으로 이해하도록 노력하였

다. 

3) 동료 간 협의

동료 간 협의는 연구자의 연구에 관여하지는 않으나 연구의 배경이나 

학문 분야가 같은 연구 동료를 선정하여 질적 분석과 해석에 대한 그들

의 관점과 조언, 그리고 평가를 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김영천, 2012). 

연구자는 스포츠심리학자 3인 및 전공생 5인과 수집된 연구 자료에 대

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연구자의 독단과 편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분석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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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계 구분 인원(명) 백분율(%)

예비조사

성별
남 75 75
녀 25 25
계 100 100

학교급

고등학교 72 72
대학교 23 23

실업 및 프로 5 5
계 100 100

본조사

성별
남 322 80.9
녀 76 19.1
계 398 100

학교급

고등학교 179 45
대학교 187 47

실업 및 프로 32 8
계 398 100

표 10.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Ⅱ. 운동선수의 신뢰 척도 개발 및 타당화

1. 연구대상

운동선수의 신뢰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예비조사 단계에서 최초표

집은 단체종목선수 104명이었으나, 불성실한 응답자 4명을 제외한 100

명(농구 20명, 배구 22명, 축구 33명, 하키 25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문항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조사 단계에서는 총 453명의 단체종

목선수를 최초표집하였으나,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55명을 제외한 398

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이 중 학교급만 고려, 각각 198명

씩 무선적으로 배정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398명 전체 자료를 이용하여 구성개념타당도(집중타당도, 판별타

당도), 교차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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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절차 

2.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심층면담, 개방형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

를 참고하여 초기문항을 제작하였으며, 스포츠심리학자와 스포츠심리전

공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질문지를 수정, 보완한 후 예비조

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 기술통계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여 기준치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들을 제거하고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요인구조의 적합

성을 확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구성개념타당도(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 

법칙타당도), 교차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측정도구의 모형 적합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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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 18과 AMOS 18, CEFA 3.04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예비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예비문항에 대한 문항적합

성 검증을 위해 기술통계분석(문항반응비율,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과 신뢰도 분석(문항-총점 상관, 문항 제거 시 내적 합치도, 

전체 내적합치도(Cronbach’ α))을 실시하였다.

2) 운동선수의 신뢰 척도에 적합한 요인모형을 추출하기 위해 본 조

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3) 운동선수의 신뢰 척도에 대한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해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4) 운동선수의 신뢰 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위해 내적합치도

(Cronbach’ α)분석을 실시하였다.

5) 운동선수의 신뢰 척도의 구성개념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집중타

당도, 판별타당도, 교차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6) 운동선수의 신뢰 척도의 교차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 분

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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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본 연구의 <연구 1>에서는 운동선수의 신뢰에 대한 개념구조를 정립

하기 위해 개인 및 단체종목 선수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및 개방형 설

문을 실시하였으며, 귀납적 분석을 통해 운동선수의 신뢰에 대한 구성요

인을 살펴보았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나타난 구성요인을 기

반으로 운동선수의 신뢰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거쳐 최종 척도를 개발하였다. 

연구 Ⅰ. 운동선수 신뢰의 구성개념 정립

운동선수의 신뢰에 대한 개념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현직 및 전직 운동

선수 12명을 대상으로 운동선수가 경험하는 팀 동료에 대한 신뢰, 지도

자에 대한 신뢰, 자기자신에 대한 신뢰, 비인적 팀 신뢰의 의미와 효과, 

구성요인 등에 대한 내용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 

얻어진 결과와 선행문헌들을 참고하여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스포츠심리학자 3인 및 전공생 5인의 전문가 회의와 문헌고찰을 

통해 귀납적 범주화하였다.

1. 심층면담

1) 자기신뢰

신뢰 주체와 신뢰 객체가 구분되는 대인 신뢰와는 다르게 자기신뢰는 

신뢰의 주체와 객체가 모두 자기 스스로가 된다(Pasveer, 1997). 본 

연구에서는 운동선수들이 지각하는 자기신뢰에 대한 구성개념을 정립하

기 위해 Pasveer(1997)와 Michael(2014)의 문헌을 참고하여 자기신

뢰의 의미, 자기신뢰의 효과, 자기신뢰의 구성요인 등에 대한 심층면담

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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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신뢰의 의미

Pasveer(1997)에 의하면 자기신뢰는 자기 스스로 가치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가 가치롭고 통제가

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운동선수들에게 있어 자기신뢰는 주

로 운동영역에서 어려운 일에 부딪히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며,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이 바탕이 되는 것으로 언급되었다. 

전반적으로 자기에 대한 믿음이니까..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

겨도 좀 극복해낼 수 있다는..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잘 해낼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자기신뢰라고 생각이 들어요. 

                                                     -농구선수1

자기신뢰는 결국에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가 마음

먹기 나름이니까.. 자기신뢰를 한다는 건.. 마음 먹은대로 할 수 있

다~! 라고 생각하는거.. 의지대로 생각하는게 자기를 신뢰하는게 아

닐까요?                                            -탁구선수2

자기신뢰라는 것은, 일단 나 자신을 믿음? 무조건 믿음. 할 수 있

다는? 아까 자신감이라고 겹친다고 하셨는데 자신감 약간 섞여서 

무조건 할 수 있다. 된다. 해보자. 뭐 그런 의미 같아요. 

                                                  -하키선수1

(2) 자기신뢰의 효과

본 연구의 심층면담에서 도출된 자기신뢰의 효과로 운동선수로서 자신

을 신뢰함에 따라 더욱 자신감 있게 경기에 임할 수 있으며, 불안감이 

낮아지고 집중력과 의욕이 높아지는 등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자기신뢰와 불안 

간의 관계를 살펴본 Pasveer(1997)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 부분으로 

선수들에게 있어서도 자기신뢰는 개인의 심리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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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로서 훈련 상황이나 경기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제가 갖고 있

는 기량이나 선수로서 저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플레이에서도 그런 자신감이 묻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패스

를 하든지 슈팅을 하든지 드리블을 하든지 하나하나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축구선수1

경기나 훈련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나 자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걱정을 안 하게 되니까 집중력이 좋아

졌던 것 같아요.                                     -야구선수1

저는 이제 까지 제가 땀 흘렸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잘 못할 수

도 있겠지만 나가서 일단은 내가 했던 것을 다 토해내고 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그러면 ‘나 운동도 지금까지 잘하고 이 

정도는 하면 여기서 내가 할 것은 다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들어갔을 때 불안감 보다는 의욕이 더 많이 생각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하키선수1

(3) 자기신뢰 구성요인

선수들이 생각하는 자기신뢰의 구성요인 또한 동료 신뢰과 유사하게 

운동과 관련된 능력, 배려심, 진실성, 성실성의 4가지 차원으로 도출되었

다. 이를 통해 자신의 운동과 관련된 능력, 타인에 대한 호의적인 행동, 

진실한 성품, 그리고 훈련이나 자기관리에 성실함 등이 자기자신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① 능력

Pasveer(1997)은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

하는 것이 바탕이 되며, 그에 따라 무조건적인 자기 수용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면담내용들을 통해 운동선수에게 있어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운동 능력을 높게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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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중, 고등학교 시절에

는 현재 자신의 운동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닌 잠재력에 대한 평가가 

자신을 신뢰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면담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능력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다고는 느껴요. 그때 내가 얼마나 잘

하고 남들보다 잘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잠재력.. 이런 것도 들어

갈 텐데.. 나는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도 내 자신을 

믿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야구선수1

결국 운동선수들은 진짜 결과에 종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운동은 

제가 수없이 많이 봐 왔을 때, 운동선수를 신뢰하거나 자기 자신을 

신뢰.. 혹은 타인으로부터의 신뢰는 결국 결과에 좌우되는 것 같아

요.                                                 -수영선수1

그 당시에 제가 신체적인 성장이 빠르거나 피지컬이 뛰어난 편이 

아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경쟁력

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키가 크고 힘이 세지면 더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축구선수1

② 배려성

본 연구의 면담내용들을 통해 운동선수이 자신을 신뢰하는데 있어서 

타인을 배려하는 심성이나 행동들이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에게 호의적인 기질적 특성은 개인 스

스로를 신뢰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Govier(1993)의 연구결

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들에게 있어 

시합상황에서 발현되는 운동능력뿐만 아니라 훈련상황이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들 또한 자기신뢰를 이루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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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개 심성이 좀 착한편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야! 네가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자아반성을 많이 하는 편이라

서. 그런데 그런거는 좀.. 그런거 같애요.. 남 먼저 생각하고.. (...중

략...) 마음이 착한건.. 확실히 좋은 부분인거 같아요..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인거 같기도 하고..                         -수영선수2

최대한 남한테 피해 안 끼칠려고 하고.. 그런 거.. 남들 배려하면

서..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너무 싫어해서 그런지 저는 그

렇게 안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내 나름대로 나 자신

을 뿌듯하게 생각하는 점이고, ‘나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다!’ 라

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탁구선수1

③ 진실성

심층면담 결과, 운동선수들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 혹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나 의미와 자신의 행동이 일치될 때 자기 스스로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 신뢰에서 신뢰객체가 지켜야할 일련의 원칙들과 규범 등을 준수하

지 않는다면 신뢰주체에 대하여 진실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여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도 자신이 정해놓은 원칙

을 스스로가 준수할 때 자기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솔직한 부분들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사람이 살다보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거고.. 어떤 해야되는 상

황이면 해야되는거고,, 그런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숨겨야 되

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하구요..      

                                                    -탁구선수2

‘내가 생각해도 이건 나쁜 짓이었어!’ 이 정도까지는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까지는 살고 싶지도 않고.. 저도 살면서 그냥 정

도를 지키는.. 원래 그렇게 썩 성실한 편은 아닌데.. 그래도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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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면서 살고.. 그리고 또 이때까지 하면서.. 살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이루어 왔거든요..                        -야구선수1

④ 성실성

심층면담을 통해 선수들은 성실성에 대해 자신을 신뢰하기 위한 요인

으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즉, 운동선수가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평소 시합이나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의 성실함이 기반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소의 연습량이 운

동선수로서 자신을 믿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실제 경기에서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여러 가지 경험들이 그런 믿음을 형성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요. 제가 중학교 때는 팀을 한 번 옮긴 적이 있었거든요. 전학을 가

서.. 지도자가 중간에 바뀌었던 적도 있었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도 항상 제가 선수로서 해야 하는 역할들을 충실하게 했던 것 같아

요. 경기장에서나 밖에서나.. 그런 것들이 제 자신에 대한 신뢰를 형

성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배구선수1

보통 자기신뢰는 운동상황에서는 연습을 열심히 했을 때 나와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고. 자기가 한 약속에 

대한 이행.. (...중략...) 무조건 열심히 한다는 거.. 내가 자신과의 

약속아닌 약속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해라!! 내가 잘

하든 못하든,, 열심히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농구선수

1

연습이 잘되어 있을 때, 연습을 할 때 정말 열심히 하고 하나 하나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시간에 게으름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했을 때 

기술적인 면에서 시합에 나갔을 때는 신뢰를 할 수 있죠.            

                                                    -하키선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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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상에서 회복중인 선수의 경우에는 부상으로 인한 재활 등을 

빠지지 않고 철저히 하는 성실함 또한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믿음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였다. 

일단 제가 부상이 잦다 보니까, 남들보다 한 시간 정도 일찍 훈련

장에 나가서 재활을 하고 운동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힘들어요. 한 시간도 훨씬 전에 나가 있는 게, 솔직히 그 시간에 더 

자고 나갈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참고 

나가서 재활을 하는 중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놓아버리면 안될 것 

같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만약 못하게 되면, 바로바로 생각을 다잡

고 다시 열심히 하려하거든요.                          -농구선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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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료 신뢰

동료 신뢰에 대한 개념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동료 신뢰의 의미, 동

료 신뢰의 효과, 동료 신뢰의 형성과정, 동료 신뢰의 구성요인 등의 질

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1) 동료 신뢰의 의미

선수들이 생각하는 동료에 대한 신뢰는 우선적으로 팀이 승리를 위해

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며, 서로에 대한 믿음이 그 바탕이 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약속된 전술을 구사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언

급하였다. 이를 통해 Dirks(2000)의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스포츠 

상황에서 신뢰는 경기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신뢰라는게, 그 사람을 믿는 거잖아요. 게임이나 훈련할 때 서로

가 믿어야 좋은 플레이가 나온다고 생각해서 잘 안 되더라도 서로 

믿고 믿으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농구선수2

동료간의 신뢰라는 것은, 우리가 이기기 위한.. 상대를 이기지 못

하면 우리가 지니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서로간의 신뢰는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믿을 수밖에 없죠!            -하키선수1

패턴이라고 하는 약속된 플레이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얘는 이 타이밍에 여기 가고 일로 가고.. 이런 걸 순간순

간 말하지 않고도 서로 믿고 줄 수 있는게 서로 신뢰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배구선수1

(2) 동료 신뢰의 효과

동료를 신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기본적으로 수행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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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으며, 더욱 긍정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

는 등 선수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신뢰와 수행력 간에는 긍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

고된 Costa, Roe 그리고 Taillieu(200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좀 믿을만한 동료가 있다는 것은 개인적인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중략...) 부상을 당하거나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에 

믿음이 가는 동료가 있으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얻을 수 있

는 것 같아요.                                       – 축구선수1

사실 경기가 잘될 때에는 그런게 크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가 잘 안될 때, 신뢰할 만한 선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를 들어서 우리가 두 골 차로 지고 있을 때,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

으면, 특히 그 중에서도 신뢰가 가는 선수가 있다면. 뭔가 지지 않

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계속 경기를 해서 동점 역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 하키선수2

좀.. 안정감이 있어요.. 내가 수비를 할 대 내가 공을 뺏으러 나갔

는데 뚫렸을 때, 다른 사람이 와서 도와주고, 내가 찾아가고 이게 

딱!! 득점을 안 주고 딱! 막았을 때, 가서 또 하이파이브 하고.. 이

런게 뿌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좀.. 안정감이 있어요..     

                                                 - 농구선수1

(3) 동료 신뢰의 형성과정

동료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뢰객체를 파악할 수 있

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료에 대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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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의 신뢰성향에 따라 신뢰가 즉각 형성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훈련

이나 시합,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스포츠 맥락 속에서 대상의 능력이나 

성격 등이 파악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위기의 상

황에서 나타나는 대상의 행동이 그를 신뢰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통은 오랜시간이 지날수록 신뢰가 더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은 

것 같긴한데.. 어쨌든 운동이라는 공통 바운더리 안에서 만난거라서 

운동을 빼고 신뢰가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 테니스1 

어떤 위기상황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동료 선수들을 다독이면서 팀을 끌어올리

려고 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구선수1

 약속한 플레이가 이루어질 때 뭔가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차곡 

차곡 쌓이다 보니까.. 연습할 때 연습 했던게 시합에서도 발현이 되

고 그런게 반복되면서 더 그 선수를 신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농구선수1

(4) 동료신뢰 구성요인

선수들이 생각하는 동료신뢰의 구성요인으로는 크게 운동과 관련된 능

력, 배려심, 진실성, 성실성의 4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주목할 

점은 Mayer 등(1995)의 연구에서 제시된 능력, 배려심, 진실성의 3가

지 요인에 성실성의 요인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연구대상이 운동선수

라는 점에서 동료선수의 운동과 관련된 능력과 호의적인 행동, 진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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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품에 더해 평소훈련이나 자기관리 등에 대한 성실성이 신뢰를 형성하

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① 능력

운동선수들은 승리를 일차적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운동능

력이 좋은 선수를 더욱 신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기본

기가 잘 갖춰져 있는 선수나 일관적인 수행력을 보여주는 선수를 더욱 

신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무래도 능력치가 있고 없고에 있어서는.. 확실히 능력치가 사람

이 훨씬 더 많은 걸 커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잘하는 선수면 믿

음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믿음이 가는게 있죠.      -농구선수2

엄청 유명한 A급 선수들이 팀에 한명씩은 있거든요.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부상 때문에 쉬고 훈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실력에 믿음이 가니까 신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배구선수1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에게 신뢰를 크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는 선수! 항상 자신의 역할은 어느 정도 완수해준다는 

느낌을 주는 선수한테 믿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수영선수1

팀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퍼포먼스가 중요한 팀일수

록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경기력이라는 게 선수의 기술적인 완성

도를 떠나서 어떤 일관적인 수행이라고 한다면, 경기력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축구선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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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려성

동료선수가 자기중심적인 이익을 떠나 본인 또는 다른 선수들에게 좋은 의

도를 갖고 배려하는 행동을 할 때 더욱 신뢰가 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

히,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배려심이 없는 동료에게는 완전한 신

뢰를 할 수 없으며,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면담내용을 통

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배려심은 시합 외적인 상황, 즉 훈련이나 일

상생활에서부터 이어지는 요인으로 대인신뢰가 신뢰객체와 주체의 상호작용

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남들을 배려하고 희생하는 성격일수

록 일상생활에서 신뢰가 갔던 것 같고, 그게 경기장에서도 이어져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키선수1

성격도 협동심도 있고.. 그런 선수들을 확실히 더 신뢰를 하게 되

는 것 같고.. 좀 개인주의나,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기 운동만 

생각하는 선수들.. 자기만 잘하려고 하는 (...중략...) 그런 선수들은 

사실 운동을 많이 잘하더라고 큰 신뢰가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야구선수1

서로서로 약간, 어떻게 보면 양보를 조금 조금씩 더 해야지 그 양

보로 인해서 신뢰가 조금씩 더 쌓여가는 것 같아요. 내가 노마크찬

스로 있는데, 안주고 욕심을 부리면 그거에서 약간 신뢰가 갈라지니

까.. 기분 상하는 것도 있고..                         -농구선수1

③ 진실성

선수들은 전반적으로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그리고 일관적

이지 못한 행동을 하는 선수들에게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도덕적으로 지켜야할 원칙이나 규범 등을 기본적으로 잘 지키

는 선수를 더욱 신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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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많이 표현을 하고 그게 좀 진실되게 느꼈을 때 신뢰가 되는 

것 같고..                                         -테니스선수1

약간 거짓말 같은 것을 한다거나 뭐 나는 이만큼도 안했는데 이

만큼 했다고 거짓말 한다거나.. 입이 솔직히 가볍거나 이러면 믿음

이 안가잖아요.!                                     -하키선수2

감독님한테서 자기한테 올 수 있는 머.. 폭력이라던지 어떤 꾸지

람으로부터 회피하려고 뻥을 치고 거짓말을 해서 자기만 살아나가

려고 하는 애들이 아주 가끔 있는데, 이런 애들은 신뢰가 없어지는

거죠..                                              -야구선수1

④ 성실성

심층면담 대상자들은 동료를 신뢰하는데 있어 성실성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으며, 그에 따라 Mayer 등(1995)의 연구에서 진실

성과 동일한 부분으로 간주한 성실성을 다른 요인과 구분되는 독립되는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응답내용을 통해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개인적으

로 성실히 운동에 매진하는 선수들을 신뢰하게 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좀 성실한 사람이 확실히 신뢰가 되는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 보

면 좀 끼도 많고 흥도 많은 사람들이 좀 있어갖고.. 저희도 거의 한 

300일 이상 선수촌에서 합숙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요 자기관기

에 철저한 사람이 확실히 신뢰가 많이 가고.           -수영선수2

서로 서로 이제 밑에 애들보다 저희는 항상 동영상 같은 거 잘보

고 시합 전에 자기 관리 잘 하고 그러니까 서로 서로 믿음이 있으

니까 그런 것에 터치 잘 안하는 것 같아요.            -탁구선수2

나쁜 행동이나 시합 전에 술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거는 안하고 

시합 준비가 딱 될 때는 1, 2주 전부터 몸관리 같은 이런게 선수로

서 갖추어야 할 한 부분이니까..                      -하키선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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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도자 신뢰

지도자 신뢰에 대한 개념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동료 신뢰와 동일하

게 지도자 신뢰의 의미, 지도자 신뢰의 효과, 지도자 신뢰의 형성과정, 

지도자 신뢰의 구성요인 등의 질문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그에 대한 응

답은 다음과 같다. 

(1) 지도자 신뢰의 의미

선수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도자에 대한 신뢰는 지도자에 대한 의심이

나 의문을 넘어 팀의 목표를 위해 지도자의 지도방식을 믿고 따르는 마

음이라 언급하였다. 여기서 ‘지도자에 대한 의심이나 의문’은 불확실

성을 기반으로 한 위험 즉, 취약성을 감수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지도자가 팀 목표를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하여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지도하는 스타일 같은 것들을 좀 

잘 믿고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아닌

가 싶어요.                                          -수영선수2

훈련을 시켰을 때 혹시 이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도 무조건 

따라가는 걸 신뢰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탁구선수2

감독님이 1이라고 하면, 머라도 1이라고 생각하고 가면, 모든 사

람들이 1로 생각으로 하고 1로 가려고 하는게,, 어떻게 보면, 팀이 

감독님의 신뢰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농구선수1 

신뢰 한다고 했을 때, 우리 팀이 지더라도 나는 믿을 수 있다! 라

는게 어떻게 보면 신뢰라고.. 위험성을 수반하는 부분이고.. 그 분한

테 제가 플레이를 잘하고 잘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신뢰가 아

닐까요?                                           - 배구선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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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자 신뢰의 효과

스포츠 활동에 있어 지도자와 선수는 다방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는

다. 특히 지도자는 선수의 경기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에게 지도자의 믿음직한 행동과 일관된 태도는 경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irks, 2000; 

김현식, 2007). 구체적으로 지도자에 대한 신뢰는 선수들의 동기 향상

에 매우 큰 도움이 되며, 시합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뛰어주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불안감을 감소시켜주는 등 심리적으로 많은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제가 믿을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선수로서 성장하거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힘

들거나 운동이 재미가 없거나 이럴 때가 있어도 그런 믿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있으면 좀 더 채찍질하고 열심히 할 수 있

는 힘이 됐던 것 같고.                               -축구선수1

좋았던 점은, 그냥 불안함이 없는거죠.. 운동을 할 때, 이게 아닌

가? 나 다른 팀에 가야되나? 머, 약간 이런 내가 이 팀이나 이 선생

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자꾸 다른 대안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러면 분명 그 훈련에도 집중을 못하고..             -테니스선수1

왠지 모르게 그렇게 믿음이 가다 보니까 결국 뒤에 있어 주는 것

만으로도 약간 마음은 편안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

고 동기 부여도 되고..                               -탁구선수2

(3) 지도자 신뢰의 형성과정

동료 신뢰와 마찬가지로 지도자에 대한 신뢰 또한 대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지도자를 파악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도자에 대한 신뢰는 개인의 신뢰

성향에 따라 신뢰가 즉각 형성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훈련이나 시합,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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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함께 생활하는 맥락 속에서 경험되는 지도자의 의도나 행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믿게 되는 데까지는 기간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지내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실제 지도 능력, 리더십, 팀 운영 능력 이런 것

들을 믿게 되는 것 같아요.                          -농구선수2

팀에서 나이도 어리고 팀 내 경쟁에서 많이 밀리고 있었던 때 인

데, 그 때 저를 지도해주셨던 감독님이 저를 되게 믿어주셨었어요.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1군 훈련에 많이 참여하게 해주시면서 

챙겨줬었어요. 그 분이 대외적인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칭찬했

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축구선수1

인간적으로 대개 잘해주시고.. 좋아하는게 눈에 보이긴 하지만, 딱 

결정적인 순간에서 챙겨야 될 사람들을 아는데, 그 챙겨야 될 사람

이 잘 하는 선수들보다 못하는 선수들한테 마음을 쓰시는 거에요.. 

(...중략...) ‘내가 혹시 나중에 못하게 되더라도 대개 신뢰할 수 있

는 사람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수영선수2

(4) 지도자 신뢰 구성요인

선수들이 생각하는 지도자 신뢰의 구성요인으로는 크게 능력, 배려성, 

진실성, 열의의 4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지도자 신뢰의 선행

요인으로 Mayer 등(1995)의 연구에서 제시된 능력, 배려심, 진실성의 

3가지 요인에 열의라는 요인을 추가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대상

이 운동선수라는 점에서 지도자의 운동지도와 관련된 능력과 선수들에 

대한 호의적인 행동, 진실한 성품에 더해 선수들을 지도하는데 얼마나 

열정을 보이느냐가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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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능력

지도자는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수들이 행동하는데 있어 방향

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승리를 일차적 목표로 하는 스포츠 팀

에서 지도자의 전문적 지도능력은 지도자를 신뢰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면담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특

히, 프로나 실업팀과 같이 결과지향의 팀일수록 지도자의 능력이 신뢰를 

구성하는데 있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였으며, 능력에는 지도자 

스스로가 운동을 잘하는 운동능력 보다는 선수 개개인의 능력을 잘 파악

하고 이를 잘 끌어올려줄 수 있는 전문성과 지도능력이 더욱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팀이나 실업팀 같이 결과가 중요한 팀에서는, 능력이 더 중요

한 것 같아요. 우리 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드는

지,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지가 그 사람을 신뢰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축구선수1

어쨌든, 선수 개개인의 장단점을 잘 살려서 그 때 맞춰서 선수를 

넣고 그 때 패턴이나 이런 걸 잘 코치해 주셨으니까.. 선수 개개인

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걸 어떻게 맞춤식으

로 잘 적용해가지고 선수들이 어떻게 하면 능력치를 최대한으로 끌

어올릴 수 있는지 잘 알려주시는..                    -배구선수1

   

감독님 자체가 워낙 머리가 좋으시고, 농구하시는 분들 중에서 능

력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신뢰를 하게 되는 것 같아

요.. 작은 것 하나에도 지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만나봤던 지도

자 중에서는 농구를 가장 잘 아시지 않나.             -농구선수2

② 배려성

선수들의 면담 내용을 통해 지도자가 선수에게 좋은 의도를 갖고 배려

하는 행동을 보일 때 지도자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

히, 지도자 신뢰가 스포츠 맥락에서 선수와 지도자 간의 상호작용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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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Chelladurai, 2001)에서 지도자의 배려성은 

지도자를 정서적으로 깊은 신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내용은 Zhu Zhang(2004)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함께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배려심은 시합 내적인 상황에서보다는 외적

인 상황, 즉 훈련이나 일상생활에서 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어떤 의도로 나를 가르치려 하는가, 나를 얼마나 배려하는가, 

얼마나 진실 되게 나를 대하는가, 내가 잘 되라고 가르친다는 게 느

껴진다든가 할 때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야구선수1

‘정말 나를 생각하는 구나’, ‘내가 잘 되라고 저런 식으로 지

도를 하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것 같

아요. 어릴수록.. 내가 성장 중인 선수일 경우에는 지도자의 태도 같

은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테니스선수1

선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머, 자기의 개개인의 이익

을 따라가는 코치들도 당연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 밥그릇과 

밥줄이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은근히 생각보다 많아요.. 선수들

을 생각하는 것 보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를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그래서 저 사람은 자기보다 이제 선수들을 생각을 하

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을 때 신뢰를 

많이하게 되는거 같아요.                             -수영선수2

③ 진실성

Mayer 등(1995)에 의하면, 진실성은 신뢰주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원리원칙에 대해 신뢰객체가 일관적인 행동을 보이는 정도로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면담결과, 지도자에게 있어 진실성과 관련된 부분은 선

수들을 지도하는데 있어 원리원칙에 의한 일관된 기준, 그리고 모든 선



- 87 -

수들에게 공정하게 대하는 정도로 살펴볼 수 있었다. 즉, 진실되지 못하

고, 일관된 기준이 없는 지도자, 특정 선수만을 편애하는 지도자는 신뢰

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감독님이 슛을 잘 넣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모든 선수들이 

슛을 잘 넣으려고 할 꺼고. 그렇게 뭔가를 노력.. 그거에 맞춰서 노

력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거죠.. (...중략...) 선수 기용을 일

관된 기준에 의해서 기용을 한다거나, 항상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감독님이 믿음이 가죠.                          -농구선수1

우리 선생님은 그런 점에서 항상 일관성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다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난리가 나는 거에요 그날.. 자기 

파트 선수들은. 머..  개인의 감정통제가 안 되니까,, 그게 연습에 

직접적으로 오니까.. 선수들에게 그런 점들이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수영선수1

선수를 기용하는데 있어서 뭔가 기량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판

단에 의해서 선수를 구성했던 게 안 좋은 팀 성적으로 이어지고 그

러다보니 시즌 중반에 사퇴로 이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일정한 기준

에 따라 공정하게 행동하시는 분이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축구선수1

④ 열의

열의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본 

연구의 심층면담에서 선수들은 지도자가 선수들을 더욱 효과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지도하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선수들

에게 보여주는 열정적인 모습에 믿음이 간다고 하였다. 지도자의 열의는 

선수들로 하여금 목표를 향한 강력한 동기를 유발한다는 점(Lafreni�re, 

Jowett, Vallerand, Donahue, & Lorimer, 2008)에서 지도자의 열의는 

선수들에게 귀감이 됨과 동시에 지도자를 신뢰하게 되는 동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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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알 수 있었다.  

일단 지도자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에 아무 생각없이 저런 말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좀 아닐 것 같

은데.. (...중략...) 최근에 나온 논문에 의하면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에 옆으로 좀 턴을 했을 때, 25m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그

러니까 이렇게 한 번 바꿔보지 않으련? 그렇게 막 전문적이고 학술

적인 먼가 이런 지식에 근거한, 그런 실험연구에 근거한 자료를 막 

바탕으로 얘기를 하니깐 신뢰가 되더라구요..

                                                  -수영선수2

계속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코치생활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그

때부터 꾸준히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메모지 같은 거 노트 같은 

거 수첩을 딱 펴서 그때 그때 게임할 때 뭔가 적고 계시는 것 같아

요. 멀리서 이렇게 앉아 계실 때도 뭔가 이렇게 딱 적고 있고..      

                                                    -배구선수1

 연습장에 들어와서 선수들에게 해 주는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 차이가 대개 많았어요. 그랬던 부분들이.. 그리고 선생님이 이리

저리 다니면서 많이 배우려고 했었어요.               -수영선수1



- 89 -

4) 비인적 팀 신뢰

스포츠 팀도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수와 지도자 외에도 팀의 구조나 제도 같은 비인적 요소를 포함한다. 

특히, 의도를 가진 주체와 객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인 신

뢰와는 다르게 비인적 신뢰는 추상적인 시스템과 같은 팀의 요소들이 신

뢰의 대상이 된다(안성익, 2011). 따라서 비인적 팀 신뢰에서는 팀 동

료나 지도자에 관계없이 팀을 신뢰하거나, 이들의 변동이나 부재에도 불

구하고 팀을 신뢰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내용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

다. 

(1) 비인적 팀 신뢰의 의미

선수들은 동료나 지도자를 제외하고도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팀에 대

한 신뢰는 다른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거리를 덜어주는 역할을 하여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며, 소속팀에 계속 남아있고자 하는 의

미가 된다고 하였다. 특히, 무형의 팀에 대한 신뢰만으로도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며, 그 팀

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학교라든지, 구단이 믿음직하면 계속 남아있고 싶은 마음이 들죠. 

운동에만 집중해도 모자른데.. 다른 부분까지 신경이 쓰이면 운동이 

하기 싫어지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괜히 운동하기도 싫고.. 마음

이 붕 뜨겠죠..                                      -농구선수1

고등학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나가면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게 막연한 생각인 것 같아요.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미래의 꿈과 목표를 가질 수 있게 도와

준다는..                                            -하키선수1

선수로서 팀을 신뢰한다는 것은.. 지도자,, 동료를 신뢰를 한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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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했을 때랑 어떤 비슷한 심리적인 안정감 같은 것을 주는 것 같

기는 해요.. 제가 여태까지 있었던 팀들 중에 그런 감정을 느꼈던 

팀을 생각해보면.. 음.. 일단 그 팀에 속해있는 것만으로도.. 먼가 자

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팀이 있거든요..?         -축구선수1

(2) 비인적 팀 신뢰의 구성요인

비인적 팀 신뢰의 구성요인을 정립하기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과 선수

들에 대한 지원, 팀 위상, 행정적 체계성, 경력 효용성의 4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① 지원

선수들이 비인적인 팀의 측면을 신뢰가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생

각하는 부분으로 ‘선수들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였다. 면담 대상자들

이 대부분 실업 및 프로팀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특히 연봉과 같은 금전

적인 측면의 지원을 가장 우선시하였으며, 훈련장소나 운동용품, 그리고 

숙소시설 등 물리적인 지원에 대해 주로 언급하였다. 또한, 선수들은 이

처럼 물리적인 지원을 충분히 받으면, 자신이 충분히 대우를 받고 있다

는 생각이 들고, 그에 따라 팀을 믿고 더욱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

긴다고 하였다. 

지원을 잘 해주는 팀이 있어요.. (...중략...) 어쨌든 실업팀은 돈이 

많이 들어가있는 거니깐.. 따박따박 월급이 잘 나오는 팀을 사람들

이 선호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원이 잘 되는 팀들을 확실히 

선호하고..                                          -탁구선수2

결국 경제적인 건데, 유니폼이나, 수영복이나 이런 물질적인, 용품

적인 것들.. 지원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한 단계정도 업그레이드 

된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처우가 좀 더 좋은 팀이.. 

그래도 믿음이 더 가죠..                             -수영선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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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으로서 선수들에게 해 줘야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어있는 팀일수록 믿음이 더 가는 것 같아요.. 머 예를 들어서.. 금

전적인 부분.. 어떤 시설이나 준비, 경기에 대한 자잘한 준비사항 같

은 것들이 좋은 팀일수록 완벽하게 되어있는데.. 선수가 운동말고 

다른 것을 신경 안써도 되게끔 여러 가지 서포트를 잘 해주는 경우

에 그 팀에 대한 신뢰가 좀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농구선수1

② 팀 위상

역사와 전통이 있는 팀, 소위 명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팀 등과 같이 

팀의 위상이 비인적 팀 신뢰를 구성하는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조직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 지위는 그가 조직에 기여하는 정

도, 소속된 부서의 위상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Chen et al., 2003)

에서 운동선수들도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팀의 위상에 따라 그 팀에 대

한 긍정적 기대를 높여 비인적 팀 신뢰를 높게 인식하게 됨을 알 수 있

었다. 

명성있는 팀이, 좀 옛날부터 연맹라인에 있는 선생님들이 계속 물

려주면서.. 물려주면서 와있고.. 또 대표팀 코치들도 많이 들여보내

니깐.. 확실히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수영선수2

그 어떤 유명하신 분들이 속해 있었던 팀이기 때문에.. 그게 또 

내려온다는 것은 팀에 전통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을 때

는 자부심이라는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디가나 떳떳하게 우리 

팀을 얘기할 수 있는... 모든 팀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전통성을 

좀 무시는 못하는거 같아요.                          -배구선수1

선후배간의 관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명문 팀들은 선배가 

끌어주고 후배가 뒤에서 따라주는 시스템이 명문대학하고 비슷한 

그런 인프라가 되어있으니까..                        -농구선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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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력 효용성

자신의 경력에 대한 실효성 여부 또한 비인적 팀 신뢰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내용에 제시된 바와 같이 팀에 소속

되었던 경험이 이후의 경력이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팀일수록 더

욱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업팀을 잘 보내주는 팀.. 그리고는 이제 내가 어떤 곳에 들어가

면 대표팀을.. 상비군까지는 좀 더 쉽게 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팀

들!?                                                -수영선수1

저는 은퇴후의 삶이 보장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게 되게 큰 부분

이라고 생각했어요.. 은퇴후에 얼만큼이.. 예를 들면 테니스 같은 경

우에는 은행에 들어가는 팀이 있거든요.. 은행에 들어갈 수 있는 팀

은 확실히 인기가 많아요..                         -테니스선수1

④ 행정적 체계성

팀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팀 구성원들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결집시켜야 한다(안성익, 2011). 이러한 점에서 스포츠 팀에

서도 체계적인 훈련 혹은 시합여건이나 선수 혹은 지도자를 영입하는 절

차가 체계적인 팀을 선수들이 더욱 선호하며, 믿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훈련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대게 좋았던 것 같고.. 팀, 

구단을 믿으면.. 구단에서 뽑은 선수들이나 감독, 코치들이 구단에서 

필요로 해서 뽑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좀 믿음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축구선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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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형 설문

운동선수의 신뢰에 대한 개념구조를 정립하기 위한 원자료 수집방법으

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다. 질문문항은 운동선수의 신뢰(자기, 동료, 

지도자, 비인적 팀)를 이루는 요인들을 도출하기 위해 각각의 신뢰성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응답내용을 선행문헌

과 스포츠심리학자 3인과 전공생 5인으로 구성한 전문가회의를 통해 귀

납적 범주화하였다. 

1) 자기신뢰

운동선수의 자기신뢰성에 대해 개방형 설문을 실시한 결과 245개의 

원자료를 도출하였으며, 기본운동능력(21), 판단력(8), 대처능력(7), 패

턴플레이(5), 운동지식(4) 등의 소분류 영역은 능력(45)의 중분류 영역

으로 범주화 하였으며, 의사소통(19), 착한성품(15), 격려(9) 등의 소분

류 영역은 배려성(43)의 중분류 영역으로 범주화 하였다. 정직(41), 약

속이행(15), 일관성(10), 원리원칙(8), 공정성(4) 등은 진실성(78)의 

중분류 영역으로, 노력(38), 자기관리(21), 자기약속이행(13), 책임감

(7) 등은 성실성(79)의 중분류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표 11).

2) 동료 신뢰

운동선수의 동료 신뢰성에 대해 개방형 설문을 실시한 결과 272개의 

원자료를 도출하였으며, 일관된 수행(33), 운동능력(15), 판단력(14), 

패턴플레이(9) 대처능력(7), 운동지식(3) 등의 소분류 영역은 능력(81)

의 중분류 영역으로 범주화 하였으며, 격려(23), 의사소통(18), 관심

(13), 양보(9), 조언(6), 내편(5) 등의 소분류 영역은 배려성(74)의 중

분류 영역으로 범주화 하였다. 정직(27), 약속이행(13), 일관성(12), 공

정성(3) 등은 진실성(55)의 중분류 영역으로, 노력(29), 자기관리(20), 

책임감(8), 열정(5) 등은 성실성(62)의 중분류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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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료(대표문항) 범주(빈도)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인정받을 수 있는 실력
어릴 때부터 쌓아온 기본기
기복이 없는 경기력

기본운동능력(21)

능력
(45)

자기신뢰
(245)

경기 상황에서의 판단력
적절한 판단

판단력(8)

시합에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대처능력(7)
약속된 플레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패턴플레이(5)
운동에 대한 이해
운동에 대한 지식

운동지식(4)

얘기를 잘 들어주려고 하는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여 주는

의사소통(19)
배려성
(43)

타인을 위한 마음
따뜻한 모습

착한성품(15)

다른 선수가 실수했을 때 탓하지 않고 격려하는 격려(9)
거짓말 안하는
진실한
정직하게 생활하기

정직(41)

진실성
(78)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약속이행(15)

일관성 있는 말과 행동 일관성(10)

올바른 가치관과 목표
건전한 사고와 행동
험담을 하지 않는

원리원칙(8)

타인에게 공정하게 대하는 공정성(4)

항상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목표한 훈련량 채우기
개인 훈련
꾸준한 노력

노력(38)

성실성
(79)자기관리를 잘하는

몸 관리를 잘하는
자기관리(21)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자기약속이행(13)

내 일에 책임을 지는 책임감(7)

표 11. 자기신뢰성의 귀납적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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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료(대표문항) 범주(빈도)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안정된 기본기
기복이 없는 경기력

일관된 수행(33)

능력
(81)

동료 신뢰
(272)

운동능력이 뛰어난 
기술이 좋은

운동능력(15)

순간 판단력이 높은
뛰어난 판단력

판단력(14)

말하지 않아도 약속된 플레이 수행 패턴플레이(9)
내가 실수한 부분을 커버해주는
위기상황 극복

대처능력(7)

종목에 대한 이해가 높은 운동지식(3)
실수를 했을 때 짜증보다는 격려해주는
파이팅으로 팀에 힘을 주는

격려(23)

배려성
(74)

대화가 잘 통하는 
마음이 잘 맞는

의사소통(18)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다가와주는

관심(13)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팀을 위해 한발 
물러서주는
팀에 헌신하는

양보(9)

내가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는
나를 좋은길로 가게끔 알려주는

조언(6)

내편이 되어주는 
내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내편(5)

거짓없이 진실하게 대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한 모습

정직(27)

진실성
(55)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 
약속을 잘 지키는

약속이행(13)

양면성이 없는 모습
옳고 그름이 확실한 사람 
일관된 행동

일관성(12)

공정성을 중요시 여기는 공정성(3)

표 12. 동료 신뢰성의 귀납적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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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훈련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

노력(29)

성실성
(62)

자기관리를 잘하는 자기관리(20)
책임감이 강한
자기일은 자기가 하는 

책임감(8)

운동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훈련, 시합을 열정적으로 하는

열정(5)

3) 지도자 신뢰

운동선수의 지도자 신뢰에 대해 개방형 설문을 실시한 결과 233개의 

원자료를 도출하였으며, 지도력(23), 판단력(19), 전문적 지식(15), 안

목(8), 지도경험(6), 적절한 지시(4) 등의 소분류 영역은 능력(75)의 

중분류 영역으로 범주화 하였으며, 의사소통(18), 격려(15), 존중(13), 

조언(6), 내편(5), 관심(3) 등의 소분류 영역은 배려성(60)의 중분류 

영역으로 범주화 하였다. 정직(19), 동등한 대우(14), 공정성(11), 일관

성(9), 약속이행(6) 등은 진실성(59)의 중분류 영역으로, 열정(14). 성

실(11), 연구(8), 동고동락(6) 등은 열의(39)의 중분류 영역으로 범주

화하였다(표 13).

4) 비인적 팀 신뢰

운동선수의 비인적 팀 신뢰에 대해 개방형 설문을 실시한 결과 100개

의 원자료를 도출하였으며, 물질적 지원(39), 훈련환경(18), 좋은 음식

(11), 대우(7) 등의 소분류 영역은 지원(75)의 중분류 영역으로 범주화 

하였으며, 훈련의 체계성(6), 인원영입의 체계성(4) 등의 소분류 영역은 

행정적 체계성(10)의 중분류 영역으로, 명성(13), 역사와 전통(4) 등의 

소분류 영역은 팀 위상(17)의 중분류 영역으로, 경력효용성(8)의 소분

류 영역은 경력효용성(8)의 중분류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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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료(대표문항) 요인(분류)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세심하게 잘 가르치는
선수의 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훈련을 잘 시키는

지도력(23)

능력
(75)

지도자 
신뢰
(233)

순간 순간의 판단력
좋은 판단력

판단력(19)

운동종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적 지식(15)
선수의 장단점을 잘 캐치해주는
선수 상태를 잘 파악하는

안목(8)

해당운동에 대한 많은 지도 경험 지도경험(6)
적절한 지시를 내려주는 적절한 지시(4)
선수들과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선수들의 의견도 잘 들어주는

의사소통(18)

배려성
(60)

더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격려해주는

격려(15)

내가 하는 플레이에 대해 존중해주는
선수들의 입장을 많이 생각해 주는

존중(13)

잘못된 점은 질타보다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얘기해주는

조언(6)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믿어주는 내편(5)
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한 많은 관심 관심(3)
거짓이 없고 정직한 모습 정직(19)

진실성
(59)

선수차별하지 않는
차별없이 모든 선수에게 기회를 주는

동등한 대우(14)

선수기용을 공정하게 해주는
원칙에 의한 기용

공정성(11)

기분에 휘둘리지 않는
일관된 행동

일관성(9)

선수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약속이행(6)

나를 가르치기 위한 모습을 보이는
열정적으로 지도하는

열정(14)

열의
(39)

성실한 모습 성실(11)

자기개발에 충실한
항상 연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연구(8)

선수들과 함께 열심히 하는 모습 동고동락(6)

표 13. 지도자 신뢰성의 귀납적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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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료(대표문항)
요인(분류)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연봉
풍족한 운동용품 지원

물질적 지원(39)

지원(75)

(비인적)
팀 신뢰
(100)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훈련 장소 제공
충분히 쉴 수 있는 여건 제공

훈련환경(18)

맛있는 음식
영양이 풍부한 음식

좋은 음식(11)

선수들에 대한 충분한 대우  대우(7)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 구축
훈련의 

체계성(6) 행정적
체계성(10)

코치, 선수에 대한 투명한 영입절차
인원영입의 
체계성(4)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

명성(13)
팀 위상(17)

역사와 전통이 깊은
선후배 동문이 잘 잡혀있는

역사와 전통(4)

은퇴 후에 도움이 되는
선수경력에 도움을 주는

경력효용성(8)
경력효용성

(8)

표 14. 비인적 팀 신뢰성의 귀납적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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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Ⅱ. 운동선수의 신뢰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2에서는 운동선수의 신뢰를 자기, 동료, 지도자, 비인적 팀으로 

구분하여 그에 대한 신뢰의도와 신뢰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각각의 척도개발은 예비문항 작성, 문항적합도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개념타당도 분석, 교차타당도 분석의 단

계로 진행하였으며, 각 단계별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척

도 개발에 대한 결과는 자기, 동료, 지도자, 비인적 팀 신뢰의 수준별로 

제시하였다. 

① 예비문항 작성

본 연구에서는 운동선수의 신뢰를 자기자신, 동료, 지도자, 비인적 팀

의 4가지 부분에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심층면담 및 개방형 설문의 결

과와 선행 문헌들을 참고하여 초기문항을 제작하였다. 

이렇게 작성한 초기문항 중, 스포츠심리학 전공자의 의견에 따라 표현

이 어렵거나 뜻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문항, 그리고 중복되는 내용의 

문항은 수정 및 삭제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초기문항을 축구 및 농구 선

수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대한 내용 이해도를 확인하였으며, 이해

가 어려운 문항에 대한 추가 수정을 실시하여 예비문항을 완성하였다. 

②문항적합도 검증

예비척도의 문항을 선별하기 위한 문항적합성 분석은 크게 두 가지 과

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각 문항의 문항반응비율과 평균, 표준편차, 왜

도, 첨도의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다. 엄한주(1996)에 의하면, 척도에서 

문항반응비율이 50% 이상인 문항과 왜도, 첨도가 ±2 이상인 문항은 적

합하지 않은 문항으로 삭제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 기준에 의거하여 문항을 검토하였다. 둘째, 문항-총점 상관, 문항 제

거 시 내적 합치도, 내적합치도를 분석하였다. 탁진국(2007)에 의하면 

문항-총점 상관계수가 .40이하, 문항 제거 시 내적합치도가 전체 내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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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도보다 큰 경우는 문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 기준에 의거하여 예비척도의 문항을 검토하였다. 

③ 탐색적 요인분석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해 KMO 검증과 Bar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KMO 검증은 전체 상관관계행렬이 요인분석

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으로 최소 .50 이상, 1에 근접할수록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요인을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Hutcheson & 

Sofroniou, 1999). Barlett의 구형성 검정은 모집단의 상관행렬과 단위

행렬을 비교하는 것으로서, 이 값이 유의하면 변수 간에 선형적 관계가 

있으며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인다(Field, 2000).

요인의 추출과 회전은 각각 최대우도법(MLM: maximum likelihood 

method)과 직각회전법(varimax rotation)을 적용하였으며, 고유치

(eigen value) 1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변인들의 요인별 부

하량(factor loading)과 연구자가 설정한 요인모형의 적합도(RMSEA)

를 확인하기 위해 CEFA 3.04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최대우도법과 사각

회전(oblique rotation) 방식중 target rotation의 방법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④ 확인적 요인분석

앞서 기초통계량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문항을 선별하고, 이

론적으로 예측하였던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각각의 척도의 요인 구조

가 지지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에 투입된 199명의 자료

를 제외한 199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

형 추정법은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모

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검증 방법과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의 적합도 지수들의 채택기준은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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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 종류 판단기준

절대적합지수

 p-값이 .05 이상이면 양호
Q(/df) 3 이하이면 양호

RMSEA
.1이하이면 보통

.08 이하이면 양호

.05 이하이면 좋음

증분적합지수 CFI .90 이상이면 양호
TLI(NNFI) .90 이상이면 양호

표 15.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 및 기준 

⑤ 신뢰도 분석

운동선수의 신뢰 최종 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은 신뢰 및 신뢰성 척도 

전체와 각 하위요인에 대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 검증을 통해 

확인되었다. 신뢰도가 있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계수가 기준이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신뢰도 계수가 .90 이상이면 ‘훌

륭’, .80 이상은 ‘우수’, .70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보고, .50이

하일 경우에는 이 측정치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배병

렬, 2011). 본 연구에서도 이 기준에 의거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⑥ 구성개념 타당도 검증

구성개념 타당도은 구성개념과 그것을 측정하는 변수 사이의 일치성에 

관한 것으로 구성개념이 관측변수에 의해서 얼마나 잘 측정되었는지를 

나타내며,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 법칙타당도 등으로 분류된다.

집중타당도는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찰변수들의 일치성 정도를 나타낸다. 

집중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표준화 요인 적재량(Standardized Factor 

Loading)의 크기, 평균분산추출지수(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우종필, 2014). 

판별타당도는 서로 다른 잠재변수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도를 나타

내며, 잠재변수간 낮은 상관을 보인다면 판별다당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

한다. 검증방법으로 평균분산추출지수(AVE)와 두 구성개념간 상관계수

의 제곱 값(φ2)의 비교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 신뢰 

차원의 척도들은 단일요인이라는 점에서 판별타당도 분석에서 제외하였

으며, 신뢰성 차원의 척도들에 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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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타당도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개념이 이론 혹은 가설 내에서 지니

는 역할에 따라 다른 개념에 대해 법칙적 관련을 가지는지 확인하는 것

으로 가설적 관계의 방향이 실제 자료에서 얻은 방향과 일치할 때 법칙

타당도가 확보된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와 신뢰성 간에는 정적 상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각 신뢰와 신뢰성 간의 법칙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구성개념 타당도의 검증 기준은 <표 16>과 같다.

타당도 종류 검증 기준

집중타당도
요인부하량: ≥.5, 유의성 ≥ 1.965

AVE(평균분산추출)a ≥ .5
개념신뢰도(C.R.)b ≥ .7

판별타당도 AVE ＞ φ2

법칙타당도 잠재변인간 상관관계의 방향(+)
a. 평균분산추출 = ∑(표준화추정치2)/n
b. 개념신뢰도 = ∑표준적재값)2/{(∑표준적재값)2+(∑측정오차)}

표 16. 구성개념 타당도 검증 기준 

⑦ 교차타당도

본 연구에서 도출된 운동선수의 신뢰 질문지가 표본의 배경변인에 따

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교차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교차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측정동일성(measurement equivalence)

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Myers, Calantone, Page, & Taylor, 2000). 

측정동일성 검증은 다른 모집단으로부터 얻어진 표본에 측정모형을 적용

하였을 때 같은 결과를 보이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

형안정성 분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차타당성 검증을 위해 형태동일성(집단간 어떠한 제

약도 하지 않은 모형), 측정단위동일성(집단간 요인부하량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요인분산동일성(집단간 요인부하량, 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검증을 순차적으로 시행하였다. 이 중 최소한 2단계 측정

단위동일성이 확보될 경우 개발된 척도가 집단에 관계없이 동일한 것을 

묻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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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내용
1. 나는 운동선수로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2. 내 자신의 운동실력을 의심하지 않는다.
3.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훈련이나 시합에 더욱 집중한다.
4. 지금까지 선수생활을 충분히 잘 해 오고 있다.
5. 지금까지 선수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위기를 잘 극복해왔다.
6. 나는 주변사람으로부터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는다.
7. 동료들은 나를 믿고 의지해준다.
8. 운동선수로서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들이 가치 있다고 믿는다.
9. 운동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10. 운동과 관련된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잘 할 수 있다. 

표 17. 자기신뢰 예비문항

1. 자기신뢰 척도

1) 자기신뢰 및 신뢰성 척도 예비문항 작성

심층면담 및 개방형 설문을 통해 도출된 내용과 Pasveer(1997), 

Michael(2014)의 연구를 참고하여 초기문항을 만든 뒤, 스포츠심리학 

전공자들의 회의를 거쳐 자기신뢰와 자기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한 예비문

항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자기신뢰를 측정하기 위한 10개 문항, 자

기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한 30문항을 초기문항으로 작성하였다. 이 중 

스포츠심리학 전공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현이 어렵거나 뜻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내용, 중복되는 내용은 수정 및 삭제하였다. 그 결과 자

기신뢰를 측정하는 단일요인 10문항(표 17), 자기신뢰성을 측정하는 4

요인 24문항을 예비문항으로 선정하였다(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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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내용

능력

1. 나는 운동선수로서 성공할 수 있는 운동실력이 있다.
2. 나는 내가 하는 운동종목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다.
3. 나는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뛰어나다.
4. 나는 약속된 플레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5. 나는 경기 상황에서 대처능력이 뛰어나다.
6. 나는 다른 동료를 커버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7. 나는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준다.

배려성

8. 나는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9.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준다.
10. 나는 동료가 실수했을 때 탓하지 않고 격려해준다.
11. 나는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지 않는다.

진실성

12. 나는 진실한 사람이다.
13. 나는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킨다.
14. 나는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다.
15. 나는 건전한 원리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16. 나는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성실성

17. 나는 기본 훈련 시간 외에도 개인 훈련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18. 나는 내가 가진 장점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19. 나는 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한다.
20. 나는 힘든 훈련에도 최선을 다한다.
21. 오늘 계획한 연습량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채운다.
22. 나 스스로와의 약속을 잘 지킨다.    
23. 나는 시합을 잘하기 위한 자기관리능력이 탁월하다.
24. 나는 선수로서의 내 역할에 충실하다.

표 18. 자기신뢰의 신뢰성 요인 및 예비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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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항목-전체 

상관
문항제거시 
내적합치도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1 3.39 1.02 -.27 -.10 .72 .790

.833

2 3.34 .91 -.16 -.25 .66 .799
4 3.78 .89 -.50 .03 .62 .805
5 3.79 .74 -.55 .37 .55 .815
6 3.60 .75 -.06 -.28 .44 .828
7 3.71 .70 -.07 -.19 .52 .819
9 3.73 .73 -.45 .19 .55 .815
10 3.60 .77 -.73 1.41 .43 .829

표 19. 자기신뢰 예비척도의 문항분석 결과 

2) 자기신뢰 및 신뢰성 척도의 문항적합성 검증

(1) 자기신뢰

자기신뢰 예비척도의 문항 적합성을 분석한 결과 문항반응비율이 

50%가 넘는 3번(58%), 8번(59%) 문항을 제거하였으며, 그 외의 문항

은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2) 자기신뢰성

자기신뢰성 예비척도의 문항 적합성을 분석한 결과 문항반응비율이 

50%가 넘는 2번(55%), 11번(53%) 문항과 문항-전체 상관 기준

(.40)에 미치지 못한 14번(.390) 문항을 제거하였으며, 그 외의 문항은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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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번호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항목-전체 

상관
문항제거시 
내적합치도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능력

1 3.19 1.01 -.33 -.14 .488 .920

.921

3 3.11 .74 -.33 .28 .572 .918
4 3.59 .79 -.37 .40 .611 .917
5 3.29 .83 .16 .02 .672 .916
6 3.16 .79 -.04 -.20 .530 .919
7 3.17 .97 -.14 -.37 .655 .916

배려성
8 2.94 .93 -.19 -.22 .481 .919
9 3.90 .81 -.74 1.66 .406 .921
10 4.05 .72 -.07 -1.02 .408 .921

진실성

12 3.93 .81 -.22 -.67 .605 .917
13 3.81 .85 -.33 -.44 .630 .917
14 3.88 .77 -.47 .13
15 3.48 .70 -.28 -.23 .559 .918
16 3.75 .80 -.13 -.46 .415 .921

성실성

17 3.95 .76 -.63 1.31 .545 .919
18 3.06 1.04 .15 -.54 .669 .916
19 3.47 .93 -.14 -.49 .635 .916
20 3.93 .81 -.34 -.41 .684 .915
21 3.81 .79 -.41 -.05 .630 .916
22 3.48 .84 -.26 -.02 .539 .918
23 3.41 .83 -.14 -.06 .693 .915
24 3.80 .83 -.37 -.29 .682 .915

표 20. 자기신뢰성 예비척도의 문항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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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측정문항 요인1
1 나는 운동선수로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64
4 지금까지 선수생활을 충분히 잘 해 오고 있다. .77
5 지금까지 선수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위기를 잘 극복해왔다. .69
7 동료들은 나를 믿고 의지해준다. .52
9 운동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51

고유값(eigen value) 2.566
설명된 분산 51.322

적합도(RMSEA) .057
(.000 ~ .107)

표 21. 자기신뢰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3) 자기신뢰 및 신뢰성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1) 자기신뢰

문항반응률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난 문항(3번, 8번)을 제외한 총 

8문항에 대하여 최대우도법(MLM)과 직각회전법(varimax rotation)을 적

용, 고유치 1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KMO 값(.840)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χ2=460.506, df=28, 

p<.001)는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이상의 고유치를 갖는 1개

의 요인이 추출되어 단인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문항공

통성 .40의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3개 문항(2번, 6번, 10번)이 확인되

어 공통성이 낮은 문항 순(2번<10번<6번)으로 순차적으로 삭제하였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최종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21>와 같다. 

(2) 자기신뢰성

문항반응률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난 문항(2번, 10번)과 문항-전

체 상관 기준(.40)에 미치지 못한 14번(.390) 문항을 제외한 총 4요인 

21문항에 대하여 최대우도법(MLM)과 직각회전법(varimax rotation)을 

적용, 고유치 1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

저 KMO 값(.870)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χ2=1089.646, 

df=210, p<.001)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1이상의 고

유치를 갖는 요인이 3개(2요인(배려)과 3요인(진실)이 대부분 하나의 요

인으로 묶임)로 나타나 연구자가 선정한 4개의 요인과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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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측정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능력 인간성 성실성

1
3
4
5
7

나는 운동선수로서 성공할 수 있는 운동실력이 있다.
나는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뛰어나다.
나는 약속된 플레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나는 경기 상황에서 대처능력이 뛰어나다.
나는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준다.

0.55
0.93
0.67
0.71
0.70

-0.25
 0.13
-0.03
 0.02
 0.10

 0.27
-0.27
 0.17
 0.04
 0.00

8
10
12
13

나는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동료가 실수했을 때 탓하지 않고 격려해준다.
나는 진실한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킨다.

-0.01
-0.04
 0.17
 0.02

0.81
0.43
0.59
0.62

0.02
0.20
0.06
0.08

17
18
19
20
21
24

나는 기본 훈련 시간 외에도 개인 훈련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나는 내가 가진 장점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나는 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한다.
나는 힘든 훈련에도 최선을 다한다.
오늘 계획한 연습량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채운다.
나는 선수로서의 내 역할에 충실하다.

-0.04
 0.13
-0.05
 0.01
 0.01
 0.11

 0.03
-0.12
 0.27
 0.14
 0.00
 0.01

0.59
0.64
0.61
0.70
0.63
0.68

고유값 5.83 1.80 1.46
설명된 분산(%) 38.89 12.02 9.70

설명된 누적 분산(%) 38.89 50.91 60.61
RMSEA 0.063(0.043 ~ 0.081)

표 22. 자기신뢰성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그에 따라 연구자가 예상했던 4개 요인과 3개 요인의 적합성을 검토하였

으며, 그 결과 3개 요인의 적합성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에 따라, 추출된 변인들의 요인별 부하량(factor loading)과 배려와 

진실을 하나의 요인(인간성으로 명명)으로 묶은 3요인 모형에 대한 적

합도(RMSEA)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각회전(oblique rotation) 방식 중 

target rotation을 적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문항공통성 .40이하인 2문항(22번, 23번)과 요인부하량 .40의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2문항(6번, 9번) 중복부하량(.40 이상)을 보인 2개 문

항(15번, 16번)을 삭제하여 최종적으로 3요인 15문항이 추출되었다. 최

종적인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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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 P Q(/df) CFI TLI RMSEA

9.793 5 .081 1.959 .983 .966 .070
(.000 ~ .134)

표 23. 자기신뢰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성 

4) 자기신뢰 및 신뢰성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1) 자기신뢰

예비척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과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를 토대로 자기신뢰 척도의 5문항 단일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경로의 표준화된 

경로계수가 .50이상(.52 ~ .7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합도 지수 또

한 기준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23). 따라서 자기신뢰는 

최종적으로 단일요인 5문항이 채택되었다.

 

그림 4. 자기신뢰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2) 자기신뢰성

예비척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과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기신뢰성 척도 3요인 15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모든 경로의 표준화된 경로계수가 .50이상(.66 ~ .80)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TLI 값(.886)과 RMSEA 값(.091)이 기준치(.08)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표준화된 경로계수가 가장 낮게 나타

난 성실2 문항(나는 내가 가진 장점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

한다.)을 삭제하고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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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73 ~ .88로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적합도 지

수 또한 기준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24). 따라서 자기신

뢰성 척도는 최종적으로 3요인 14문항으로 선정하였다(그림 5). 

그림 5. 자기신뢰성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df P Q(/df) CFI TLI RMSEA

1차 231.193 87 .000 2.647 .906 .886 .091
(.077 ~ .106)

2차 158.640 74 .000 2.144 .937 .922 .076
(.060 ~ .092)

표 24. 자기신뢰성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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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하위요인 신뢰도
(Cronbach’s α)

전체
(Cronbach’s α)

자기

신뢰 단일요인 .777 .777

신뢰성
능력 .856

.887인간성 .786
성실성 .832

표 25. 자기신뢰 및 신뢰성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                   n=398 

5) 자기신뢰 및 신뢰성 척도의 신뢰도 검증

자기신뢰 척도의 신뢰도는 .777, 자기신뢰성 척도의 전체신뢰도는 

.838, 각각의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786 ~ .857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5).



- 112 -

6) 자기신뢰 및 신뢰성 척도의 개념타당도 검증

(1) 집중타당도

자기신뢰와 자기신뢰성 모형에 대한 집중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두 척

도 모두 집중타당도가 확보됨을 알 수 있었다(표 26). 구체적으로 자기

신뢰 모형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52 ~ .76으로 모두 기준치(≥.50)

를 충족하였으며, AVE 값(.53)과 개념신뢰도 값(.84) 또한 기준치를 

충족하였다. 

자기신뢰성 모형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58 ~ .79로 모두 기준치

(≥.50)를 충족하였으며, AVE 값(.60 ~ .63)과 개념신뢰도 값(.85 ~ 

.89) 또한 기준치를 충족하였다. 

구분 경로 B S.E. C.R.a P β AVE C.R.b

자기
신뢰

자
기
신
뢰

→

신뢰1 1 　 　 0.59

.53 .84
신뢰4 1.138 0.111 10.232 .000 0.76
신뢰5 1.054 0.105 10.072 .000 0.73
신뢰7 0.720 0.089 8.121 .000 0.52
신뢰9 0.859 0.095 9.068 .000 0.61

자기
신뢰성

능
력 →

능력1 1 　 　 0.65

.63 .89
능력3 1.042 0.08 12.965 .000 0.79
능력4 0.936 0.077 12.200 .000 0.73
능력6 1.063 0.083 12.803 .000 0.78
능력8 1.079 0.086 12.550 .000 0.76

인
간
성

→

배려1 1 0.76

.60 .85배려3 0.84 0.079 10.605 .000 0.58
진실1 1.019 0.077 13.267 .000 0.74
진실2 0.922 0.073 12.554 .000 0.70

성
실
성

→

성실1 1 0.60

.60 .88
성실3 0.967 0.086 11.186 .000 0.73
성실4 1.051 0.09 11.674 .000 0.79
성실5 0.993 0.092 10.785 .000 0.70
성실6 0.979 0.086 11.435 .000 0.76

a: 유의성, b: 개념신뢰도 

표 26. 자기신뢰 및 자기신뢰성 척도 집중타당도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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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별타당도

자기신뢰성 모형의 판별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표 27>에 제시된 바

와 같이 각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 )보다 AVE 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확보됨을 확인하였다.  

개념 간 상관계수( ) AVE1(능력) 2(인간성) 3(성실성)
1 1 　 　 .63
2 .45(.20) 1 　 .60
3 .61(.37) .69(.47) 1 .60

표 27. 자기신뢰성 척도 판별타당도 검증 결과

(3) 법칙타당도

운동선수의 자기신뢰 및 신뢰성 척도의 법칙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자기신뢰와 자기신뢰성 간의 상관계수의 방향성을 확인하였다. 자기신뢰

와 자기신뢰성의 하위요인은 유의수준 .001에서 .63 ~ .83의 정적(+) 

상관이 나타나 가설적 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법칙타당도가 확보되었

다(표 28). 

개념 간 상관계수
자기신뢰

자기
신뢰성

능력 .81***

인간성 .63***

성실성 .83***

***p<.001

표 28. 자기신뢰 및 신뢰성 척도 하위요인 간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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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기신뢰 및 신뢰성 척도의 교차타당도 검증

(1) 자기신뢰 

자기신뢰 척도의 측정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성별과 학교급 모두에서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모형1의 적합도 지수

는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CFI=.977, TLI=.954, 

RMSEA=.054), 모형1과 모형2 간의 χ2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χ2= 

8.763, �df=4, p=.067)와 모형1과 모형3 간의 χ2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χ2=8.767, �df=5, p=.117)가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보다 높

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자기신뢰 척도의 측정동일성은 확보되었다. 학교

급에 따른 모형1의 적합도 지수는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으

며(CFI=.961, TLI=.923, RMSEA=.071), 모형1과 모형2(�χ
2=9.198, �df=4, p=.056), 모형1과 모형3(�χ2=9.241, �df=5, 

p=.100) 간의 χ2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 또한 통계적 유의수준보다 높

게 나타나 학교급에 따른 자기신뢰 척도의 측정동일성 또한 확보되었다

(표 29).

(2) 자기신뢰성

자기신뢰성 척도의 측정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성별과 학교급 모두에서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다. 단, 성별의 경우 모형의 수정을 통해 이루어졌

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모형1의 적합도 지수는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CFI=.945, TLI=.933, RMSEA=.047), 모형1과 

모형2 간의 χ2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χ2=21.406, �df=9, p=.029)

가 통계적 유의수준보다 낮게 나타나 엄격한 수준의 측정동일성이 확보

되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측정동일성이 위배되는 문항을 두 집단의 경로

계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배려3’문항의 표준화 경로계수의 차(.256)

가 가장 크게 나타나 ‘배려3’의 요인부하량 경로를 해제한 수정모형을 

모형2-1로 설정하여 모형 간 χ2차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모형1과 모형2-1 간의 χ2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χ2=15.733, �

df=10, p=.108)와 모형1과 모형3 간의 χ2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χ
2=21.540,, �df=16, p=.159)가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보다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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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별에 따른 자기신뢰성 척도의 측정동일성은 확보되었다. 

학교급에 따른 모형1의 적합도 지수는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

타났으며(CFI=.954, TLI=.944, RMSEA=.043), 모형1과 모형2(�χ
2=4.809, �df=11, p=.940), 모형1과 모형3(�χ2=6.714, �df=17, 

p=.987) 간의 χ2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 또한 통계적 유의수준보다 높

게 나타나 학교급에 따른 자기신뢰성 척도의 측정동일성 또한 확보되었

다(표 29).

구분 집단 모형  df ⊿ p CFI TLI RMSEA

자기
신뢰

성별
1:형태동일성 21.365 10 .977 .954 .054
2:측정단위동일성 30.128 14 8.763 .067 .967 .953 .054
3:요인분산동일성 30.132 15 8.767 .119 .969 .959 .050

학교급
1:형태동일성 28.557 10 .961 .923 .071
2:측정단위동일성 37.755 14 9.198 .056 .951 .930 .068
3:요인분산동일성 37.798 15 9.241 .100 .953 .937 .065

자기
신뢰성

성별

1:형태동일성 276.512 148 .945 .933 .047
2:측정단위동일성 297.918 159 21.406 .029 .941 .933 .047
2-1:측정단위동일성 292.245 158 15.733 .108 .943 .934 .046
3:요인분산동일성 298.052 164 21.540 .159 .943 .937 .045

학교급
1:형태동일성 256.014 148 .954 .944 .043
2:측정단위동일성 260.823 159 4.809 .940 .957 .951 .040
3:요인분산동일성 262.727 165 6.714 .987 .959 .954 .039

표 29. 자기신뢰 및 신뢰성 척도의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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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내용
1. 팀 동료들에게는 나의 민감한 얘기도 믿고 얘기할 수 있다.
2. 시합에서 팀 동료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
3. 우리 팀 동료들과 함께라면 어떤 팀이든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4. 팀 동료의 의도나 동기가 잘못되었더라도 나는 동료를 감싸줄 것이다.
5. 팀 동료가 부탁하면 흔쾌히 들어줄 것이다.
6. 우리 팀 동료들은 내가 한 실수를 커버해 줄 것이라 믿는다.
7. 나에게는 든든한 동료들이 있기에 두렵지 않다.
8. 내가 부상이나 슬럼프에 빠지더라도 동료들을 떠올리면 힘이 난다.
9. 시합 중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 팀 동료들을 믿고 시합에 집중할 수 있다.
10. 나는 팀 동료들을 믿기 어렵다.

표 30. 동료 신뢰 예비문항 

2. 동료 신뢰 척도

1) 동료 신뢰 및 신뢰성 척도 예비문항 작성

동료 신뢰를 측정하기 위한 초기문항은 심층면담과 개방형 설문을 통

해 도출된 내용과 Mayer와 Gavin(2005)의 신뢰측정도구의 내용을 참

고하여 10문항으로 제작하였으며, 동료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한 초기문

항은 심층면담과 개방형 설문을 통해 도출된 내용과 Mayer와 

Davis(1999)의 신뢰측정도구의 내용을 참고하여 33문항으로 제작하였

다. 이 중 스포츠심리학 전공자 회의를 통해 표현이 어렵거나 뜻이 정확

히 전달되지 않는 내용, 중복되는 내용은 수정 및 삭제하였다. 그 결과 동

료 신뢰는 단일요인 10문항(10번 문항은 위약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표 

30), 동료 신뢰성은  4요인 29문항(9번 문항은 위약문항)으로 예비문항

을 구성하였다(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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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내용

능력

1.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운동능력을 갖추었다.
2. 종목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다.
3. 기본기가 탄탄하다.
4. 약속된 플레이를 정확히 수행한다.
5.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뛰어나다.
6. 다른 동료를 커버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7.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준다.
8. 경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변수에 대한 대처능력이 뛰어나다.
9. 우리 팀 동료들의 실력은 형편없다.

배려성

10. 나를 위해 꼭 필요한 조언을 해준다.
11.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탓하기 보다는 다독여 준다.
12. 내가 잘못한 부분들은 정확히 짚어준다.
13. 나에게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준다.
14. 사소한 부분까지도 잘 챙겨준다.
15.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에 대한 나쁜 얘기가 나오더라도 내 편이 되어준다.
16. 내 입장을 많이 생각해준다.
17.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서로 조금씩 양보한다.
18. 우리 팀 선수들과는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

진실성

19. 서로에게 거짓 없이 진실하게 대한다.
20.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21. 약속을 잘 지킨다.
22. 정직하다.
23. 행동이 일관적이다.

성실성

24.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운동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
25. 어떠한 상황에서도 운동에 최선을 다한다.
26. 맡은바 역할에 책임을 진다.
27. 힘든 훈련도 성실히 해낸다.
28. 훈련과 시합에 열정적으로 임한다.
29. 시합을 위한 자기관리를 잘한다.

표 31. 동료 신뢰성 요인 및 예비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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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항목-전체 

상관
문항제거시 
내적합치도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1 3.41 .98 -.65 -.18 .57 .814

.833

3 3.42 .89 -.85 1.01 .62 .804
4 3.62 .85 -.57 .70 .55 .818
5 3.68 .72 -.57 1.24 .63 .803
7 3.57 .79 -.54 1.07 .67 .792
8 3.08 .87 .12 .22 .60 .807

표 32. 동료 신뢰 예비척도의 문항분석 결과 

2) 동료 신뢰 및 신뢰성 척도의 문항적합성 검증

(1) 동료신뢰

동료신뢰 예비척도의 문항 적합성을 분석한 결과 문항반응비율이 

50%가 넘는 2번(60%)과 6번(54%), 9번(53%) 문항을 제거하였으며, 

그 외의 문항은 <표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번 문항은 거짓문항으로 제외). 

(2) 동료신뢰성

동료신뢰성 예비척도의 문항 적합성을 분석한 결과 문항반응비율이 

50%가 넘는 2번(59%), 18번(53%), 28번(61%) 문항과 문항-전체 

상관 기준(.40)에 미치지 못한 12번(.302) 문항을 제거하였으며, 그 외

의 문항은 <표 3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9번 문항은 거짓문항으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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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번호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총점 

상관
문항제거시 
내적합치도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능력

1 3.48 .86 -.23 -.15 .54 .944

.945

3 3.35 .98 -.44 -.02 .66 .943
4 3.45 .81 -.30 .07 .62 .943
5 3.30 .91 -.13 .13 .75 .941
6 3.35 .86 -.16 -.32 .54 .944
7 3.14 .84 .25 .42 .65 .942
8 3.22 .91 -.29 .11 .59 .943

배려성

10 3.46 .88 -.24 .13 .47 .945
11 3.44 .90 -.41 .29 .63 .943
12 3.54 .77 -.47 .49
13 3.41 .74 .09 -.23 .71 .942
14 3.33 .81 -.67 .10 .61 .943
15 3.40 .79 -.35 .70 .59 .943
16 3.26 .85 -.23 .44 .70 .942
17 3.18 .93 -.75 .04 .69 .942

진실성

19 3.21 .88 -.52 .01 .69 .942
20 3.52 .86 -.55 .40 .61 .943
21 3.39 .82 -.95 1.29 .63 .943
22 3.53 .90 -.68 .50 .64 .943
23 3.43 .76 -.76 .98 .74 .942

성실성

24 3.59 .84 -.24 -.47 .50 .944
25 3.58 .84 -.52 .65 .67 .942
26 3.59 .79 -.12 .29 .61 .943
27 3.61 .82 -.54 .96 .72 .942
29 3.54 .82 -.30 .14 .56 .944

표 33. 동료 신뢰성 예비척도의 문항분석 결과 



- 120 -

번호 측정문항 요인적재량
1
3
4
5
7
8

팀 동료들에게는 나의 민감한 얘기도 믿고 얘기할 수 있다.
우리 팀 동료들과 함께라면 어떤 팀이든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팀 동료의 의도나 동기가 잘못되었더라도 나는 동료를 감싸줄 것이다.
팀 동료가 부탁하면 흔쾌히 들어줄 것이다.
나에게는 든든한 동료들이 있기에 두렵지 않다.
내가 부상이나 슬럼프에 빠지더라도 동료들을 떠올리면 힘이 난다.

0.64
0.68
0.60
0.70
0.76
0.67

고유값 3.291
설명된 분산 54.849

RMSEA .057
(.000 ~ .107)

표 34. 동료 신뢰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3) 동료 신뢰 및 신뢰성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1) 동료 신뢰

위약문항(10번)과 문항반응률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난 문항(2

번, 6번, 9번)을 제외한 총 6문항에 대하여 최대우도법(MLM)과 직각회

전법(varimax rotation)을 적용, 고유치 1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여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KMO 값(.890)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χ2=514.267, df=21, p<.001)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1이상의 고유치를 갖는 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그

에 따른 최종 탐색적 요인분석은 <표 34>와 같다. 

(2) 동료 신뢰성

위약문항(9번)과 문항반응률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난 3개 문항

(2번, 18번, 28번), 문항-전체 상관 기준(.40)에 미치지 못한 문항(12

번)을 제외한 총 4요인 24문항에 대하여 최대우도법(MLM)과 직각회전

법(varimax rotation)을 적용, 고유치 1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KMO 값(.918)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

과(χ2=2814.991, df=276, p<.001)는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1이상의 고유치를 갖는 4개의 요인이 추출되어 4개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추출된 변인들의 요인별 부하량(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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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측정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능력 배려성 진실성 성실성

1
3
4
5
6
7
8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운동능력을 갖추었다.
기본기가 탄탄하다.
약속된 플레이를 정확히 수행한다.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뛰어나다.
다른 동료를 커버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준다.
경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변수에 대한 대처능력이 뛰어나다.

0.57
0.77
0.68
0.79
0.86
0.85
0.81

-0.03
 0.13
 0.10
-0.09
-0.16
 0.04
 0.04

-0.05
-0.11
-0.24
 0.20
 0.07
 0.03
 0.04

 0.21
-0.03
 0.17
-0.04
 0.00
-0.11
-0.08

14
15

16
17

사소한 부분까지도 잘 챙겨준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에 대한 나쁜 얘기가 나오더라도   
내 편이 되어준다.
내 입장을 많이 생각해준다.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서로 조금씩 양보한다.

 0.04
-0.01
 0.07
-0.01

0.43
0.76
0.95
0.69

 0.29
-0.02
-0.07
 0.18

 0.07
 0.09
-0.06
 0.02

19
20
21
22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약속을 잘 지킨다.
정직하다.
행동이 일관적이다.

 0.15
-0.01
-0.01
 0.08

0.16
0.14
0.03
0.04

0.57
0.75
0.81
0.61

-0.01
-0.01
 0.10
 0.21

23
24
25
26
28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운동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운동에 최선을 다한다.
맡은바 역할에 책임을 진다.
힘든 훈련도 성실히 해낸다.
시합을 위한 자기관리를 잘한다.

 0.10
-0.02
 0.01
-0.02
 0.07

-0.14
-0.01
 0.08
 0.09
 0.05

 0.13
 0.05
-0.09
 0.07
 0.05

0.66
0.81
0.85
0.75
0.63

고유값 8.36 2.49 1.58 1.01
설명된 분산(%) 41.79 12.47 7.94 4.70

설명된 누적 분산(%) 41.79 54.26 62.20 66.90
RMSEA 0.073(0.060 ~ 0.087)

표 35. 동료 신뢰성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loading)과 연구자가 설정한 요인모형의 적합도(RMSEA)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각회전(oblique rotation) 방식 중 target rotation을 적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문항공통성 .40이하인 2문

항(10번, 11번)과 요인2(배려)와 요인3(진실)에 .40이상의 중복부하량

을 보인 2개 문항(12번, 13번)을 삭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4요인 20문

항이 추출되었다. 최종적인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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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 P Q(/df) CFI TLI RMSEA

19.665 9 .020 2.185 .973 .955 .077
(.029 ~ .124)

표 36. 동료 신뢰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성

4) 동료 신뢰 및 신뢰성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1) 동료 신뢰

예비척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과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를 토대로 동료 신뢰 척도의 6문항 단일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그림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경로의 표준화된 

경로계수가 .50이상(.63 ~ .7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합도 지수 또

한 기준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6). 따라서 동료 신뢰 

척도는 최종적으로 단일요인 6문항이 채택되었다. 

그림 6. 동료 신뢰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2) 동료 신뢰성

예비척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과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를 토대로 동료 신뢰성 척도의 4요인 20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경로의 표준화된 경로계

수가 .50이상(.66 ~ .87)으로 나타났으며, 적합도 지수 또한 기준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7). 따라서 동료 신뢰성에 대한 척

도는 최종적으로 4요인 20문항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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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 P Q(/df) CFI TLI RMSEA

348.661 164 .000 2.126 .930 .919 .075
(.064 ~ .086)

표 37. 동료 신뢰성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그림 7. 동료 신뢰성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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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하위요인 신뢰도
(Cronbach’s α)

전체
(Cronbach’s α)

동료

신뢰 단일요인 .838 .838

신뢰성

능력 .905

.934
배려성 .860
진실성 .864
성실성 .874

표 38. 동료 신뢰 및 신뢰성 척도의 신뢰도 분석결과                    n=398

5) 동료 신뢰 및 신뢰성 척도의 신뢰도 분석

동료 신뢰 척도의 신뢰도는 .838, 동료 신뢰성 척도의 전체신뢰도는 

.934, 각각의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860 ~ .905로 양호하였다(표 

38). 



- 125 -

6) 동료 신뢰 및 신뢰성 척도의 개념타당도 검증

(1) 집중타당도

동료 신뢰와 동료 신뢰성 모형에 대한 집중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두 척도 

모두 집중타당도가 확보됨을 알 수 있었다(표 39). 구체적으로 동료 신뢰 

모형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63 ~ .74으로 모두 기준치(≥.50)를 충족

하였으며, AVE 값(.55)과 개념신뢰도 값(.88) 또한 기준치를 충족하였다. 

동료 신뢰성 모형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65 ~ .85로 모두 기준치

(≥.50)를 충족하였으며, AVE 값(.67 ~ .71)과 개념신뢰도 값(.90 ~ 

.93) 또한 기준치를 충족하였다. 

구분 경로 B S.E. C.R.a P β AVE C.R.b

동료
신뢰

동
료
신
뢰

→

신뢰1 1 　 　 0.64

.55 .88

신뢰3 1.011 0.091 11.167 .000 0.69
신뢰4 0.974 0.090 10.779 .000 0.66
신뢰5 0.963 0.084 11.531 .000 0.72
신뢰7 1.086 0.092 11.764 .000 0.74
신뢰8 0.984 0.095 10.359 .000 0.63

동료
신뢰성

능
력

→

능력1 1 　 　 0.68

.67 .93

능력3 1.218 0.093 13.087 .000 0.72
능력4 1.025 0.08 12.772 .000 0.70
능력5 1.229 0.085 14.47 .000 0.81
능력6 1.168 0.085 13.75 .000 0.76
능력7 1.277 0.086 14.873 .000 0.81
능력8 1.262 0.087 14.537 .000 0.84

배
려
성

→

배려5 1 0.71

.69 .90배려6 1.085 0.078 13.888 .000 0.76
배려7 1.195 0.079 15.035 .000 0.83
배려8 1.190 0.080 14.847 .000 0.82

진
실
성

진실2 1 0.74

.71 .91진실3 1.083 0.069 15.751 .000 0.81
진실4 1.157 0.070 16.48 .000 0.85
진실5 0.962 0.066 14.603 .000 0.75

성
실
성

→

성실1 1 0.68

.69 .92
성실2 1.231 0.083 14.898 .000 0.85
성실3 1.108 0.076 14.51 .000 0.82
성실4 1.148 0.078 14.662 .000 0.83
성실6 0.938 0.079 11.819 .000 0.65

a: 유의성, b: 개념신뢰도 

표 39. 동료 신뢰 및 신뢰성 척도 집중타당도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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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별타당도 

동료 신뢰성 모형의 판별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표 50>에 제시된 바

와 같이 각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 )보다 AVE 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확보됨을 확인하였다(표 40). 

개념 간 상관계수( ) AVE1(능력) 2(배려성) 3(진실성) 4(성실성)
1 1 　 　 .67
2 .56(.31) 1 　 .69
3 .52(.27) .76(.58) 1 .71
4 .59(.34) .57(.32) .69(.48) 1 .69

표 40. 동료 신뢰성 척도 판별타당도 검증 결과

(3) 법칙타당도

운동선수의 신뢰 척도의 법칙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동료 신뢰와 동

료 신뢰성 간의 상관계수의 방향성을 확인하였다. 동료 신뢰와 동료 신뢰

성의 하위요인은 유의수준 .001에서 .55 ~ .77의 정적(+) 상관이 나타

나 가설적 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법칙타탕도가 확보되었다(표 41). 

개념 간 상관계수
동료 신뢰

동료
신뢰성

능력 .55***

배려성 .77***

진실성 .67***

성실성 .62***

***p<.001

표 41. 동료 신뢰 및 신뢰성 척도 하위요인 간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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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료 신뢰 및 신뢰성 척도의 교차타당도 검증

(1) 동료 신뢰

동료 신뢰 척도의 측정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성별과 학교급 모두에서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다. 단, 학교급의 경우 모형의 수정을 통해 확보되

었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모형1의 적합도 지수는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CFI=.978, TLI=.963, RMSEA=.050), 모형1과 

모형2 간의 χ2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χ2=10.825, �df=5, p=.055)

와 모형1과 모형3 간의 χ2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χ2=11.521, �

df=6, p=.074)가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보다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동료 신뢰 척도의 측정동일성은 확보되었다. 학교급에 따른 모형1의 적

합도 지수는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CFI=.986, 

TLI=.977, RMSEA=.040), 모형1과 모형2 간의 χ2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χ2=20.515, �df=5, p=.001)가 통계적 유의수준보다 낮게 나

타나 엄격한 수준의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측정동

일성이 위배되는 문항을 두 집단의 경로계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신뢰

7’ 문항의 표준화 경로계수의 차(.234)가 가장 크게 나타나 ‘신뢰7’

의 요인부하량 경로를 해제한 수정모형을 모형2-1로 설정하여 모형 간 

χ2차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형1과 모형2-1 간의 χ2

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χ2=5.116, �df=4, p=.276)와 모형1과 모형

3 간의 χ2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χ2=6.861, �df=5 p=.231)가 모

두 통계적 유의수준보다 높게 나타나 학교급에 따른 동료 신뢰 척도의 

측정동일성은 확보되었다(표 42). 

(2) 동료 신뢰성

동료 신뢰성 척도의 측정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성별과 학교급 모두에

서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모형1의 적합도 

지수는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CFI=.918, TLI=.906, 

RMSEA=.056), 모형1과 모형2 간의 χ2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χ2= 

21.868, �df=16, p=.148)와 모형1과 모형3 간의 χ2차이에 대한 검

증 결과(�χ2=36.495, �df=26, p=.083)가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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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동료 신뢰 척도의 측정동일성은 확보되었다. 

학교급에 따른 모형1의 적합도 지수 또한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

났으며(CFI=.925, TLI=.913, RMSEA=.053), 모형1과 모형2(�χ2 

=22.096, �df=16, p=.140), 모형1과 모형3(�χ2=33.166, �df=26, 

p=.157) 간의 χ2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 또한 통계적 유의수준보다 높

게 나타나 학교급에 따른 동료 신뢰성 척도의 측정동일성 또한 확보되었

다(표 42).

구분 집단 모형  df ⊿ p CFI TLI RMSEA

동료
신뢰

성별
1:형태동일성 35.814 18 .978 .963 .050
2:측정단위동일성 46.638 23 10.825 .055 .970 .961 .051
3:요인분산동일성 47.334 24 11.521 .074 .971 .963 .050

학교급

1:형태동일성 29.287 18 .986 .977 .040
2:측정단위동일성 49.802 23 20.515 .001 .957 .967 .054
2-1:측정단위동일성 34.403 22 5.116 .276 .985 .979 .038
3:요인분산동일성 36.148 23 6.861 .231 .984 .979 .038

동료
신뢰성

성별
1:형태동일성 730.952 328 .918 .906 .056
2:측정단위동일성 752.820 344 21.868 .148 .917 .909 .055
3:요인분산동일성 767.447 354 36.495 .083 .916 .910 .054

학교급
1:형태동일성 695.104 328 .925 .913 .053
2:측정단위동일성 717.200 344 22.096 .140 .924 .916 .052
3:요인분산동일성 728.270 354 33.166 .157 .924 .918 .052

표 42. 동료 신뢰 및 신뢰성 척도의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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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도자 신뢰 척도 

1) 지도자 신뢰 및 신뢰성 척도 예비문항 작성

지도자 신뢰의 초기문항은 심층면담과 개방형 설문을 통해 도출된 결

과와 Mayer와 Gavin(2005)의 신뢰측정도구의 내용 중 일부를 운동선

수의 상황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작성하였으며, 지도자 신뢰성의 초기문

항은 심층면담과 개방형 설문을 통해 도출된 결과와 Mayer와 

Davis(1999)의 신뢰성 측정도구 중 일부문항을 운동선수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30문항으로 작성하였다. 이 중 스포츠심리학 전공자 

회의를 통해 표현이 어렵거나 뜻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내용, 중복되

는 내용은 수정 및 삭제하였다. 그 결과 지도자 신뢰는 단일요인 10문항

(3번 문항은 위약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표 43), 지도자 신뢰성은 4요

인 27문항으로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표 44).

문항내용
1. 나는 내 미래를 지도자에게 맡길 의향이 있다.
2. 지도자에게는 나의 민감한 얘기도 믿고 말할 수 있다.
3. 나는 우리 팀 지도자를 믿기 어렵다.
4. 나는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지도방식을 믿고 따를 것이다.
5. 위기의 상황에서도 지도자의 판단을 믿기에 시합에 집중할 수 있다.
6. 시합 중 불안할 때 지도자를 보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
7. 시합에서 내 생각과 다른 지시를 내리더라도 그 지시를 믿고 따를 것이다. 
8. 지도자를 위해서라도 훈련과 시합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
9. 부상이나 슬럼프에 빠지더라도 지도자를 떠올리면 힘이 난다.
10. 동료들이 지도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나는 지도자를 믿고 따를 것이다.

표 43. 지도자 신뢰 예비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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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내용

능력

1. 선수를 지도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다.
2. 해당 종목에 대한 지도 경험이 풍부하다.
3. 경기에 대한 판단력이 뛰어나다.
4. 시합상황에 적절한 지시를 내린다.
5. 경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변수에 대한 대처능력이 뛰어나다.
6. 선수를 보는 눈이 정확하다.
7. 선수들의 부족한 부분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8. 우리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추었다.
9. 맡은 팀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으로 유명하다.

배려성

10. 잘못된 점은 질타보다는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준다.
11. 내가 하는 플레이를 존중해 준다.
12. 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준다.
13. 나에게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살펴준다.
14.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15. 내 입장을 많이 생각해준다. 
16. 실수를 하더라도 더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다.

진실성

17. 선수기용을 공정하게 한다.
18. 선수들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해준다.
19. 선수들에게 거짓이 없고 진실되게 대한다.
20. 일관성 있게 행동한다.
21. 건전한 원리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22. 선수들과의 약속을 잘 지킨다.

열의

23. 선수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항상 연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24. 선수들에게 새로운 것을 더 알려주기 위해 노력한다.
25. 선수들을 가르치는데 열정적이다.
26. 우리 팀을 이끌어가는데 열정적이다.
27. 선수들과 함께 동고동락 한다.

표 44. 지도자 신뢰성 요인 및 예비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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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항목-전체 

상관
문항제거시 
내적합치도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2 3.30 1.16 -.41 -.59 .74 .842

.902

4 4.02 .79 -.54 -.03 .65 .822

5 4.11 .87 -1.33 2.86

6 3.30 .90 -.30 -.03 .77 .851

7 3.95 .83 -.44 -.36 .55 .838

8 3.79 .93 -.93 1.03 .78 .820

9 2.88 .95 -.34 -.24 .73 .828

10 3.43 1.02 -.60 .16 .79 .827

표 45. 지도자 신뢰 예비척도의 문항분석 결과 

2) 지도자 신뢰 및 신뢰성 척도의 문항적합성 검증

(1) 지도자 신뢰

지도자신뢰 예비척도의 문항 적합성을 분석한 결과 문항반응비율이 50%

가 넘는 1번(52%)문항을 제거하였으며, 5번 문항(첨도=2.86)이 첨도 기

준치를 초과하여 삭제하였다(3번 문항은 거짓문항으로 제외)(표 45). 

(2) 지도자 신뢰성

지도자 신뢰성 예비척도의 문항 적합성을 분석한 결과 25번(첨도

=2.12) 문항이 첨도 기준치를 초과하여 삭제하였으며, 그 외의 문항은 

<표 4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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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번호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총점 

상관
문항제거시 
내적합치도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능력

1 4.17 .89 -1.22 1.94 .71 .967

.968

2 4.26 .92 -1.26 1.25 .60 .968

3 4.18 .91 -1.25 1.77 .69 .967

4 4.05 .98 -1.09 1.18 .71 .967

5 3.99 .90 -.81 .47 .74 .967

6 3.89 .91 -.60 .08 .69 .967

7 4.02 .95 -.97 .81 .77 .967

8 4.12 .84 -1.05 1.45 .77 .967

9 3.86 .97 -.65 .10 .68 .967

배려성

10 3.69 1.05 -.78 .33 .73 .967

11 3.57 1.02 -.58 .02 .72 .967

12 3.86 1.09 -.85 .15 .78 .966

13 3.83 1.01 -.71 -.05 .77 .967

14 3.42 1.05 -.28 -.48 .69 .967

15 3.45 1.03 -.28 -.33 .78 .966

16 3.46 1.05 -.28 -.64 .75 .967

진실성

17 3.52 .97 -.48 .18 .73 .967

18 3.62 1.09 -.48 -.38 .73 .967

19 3.85 .93 -.75 .51 .78 .966

20 3.78 .98 -.72 .41 .76 .967

21 3.90 .87 -.93 1.39 .78 .967

22 3.83 .99 -.78 .42 .70 .967

열의

23 3.92 .96 -.95 1.02 .75 .967

24 3.99 .91 -.95 1.06 .77 .967

25 4.11 .90 -1.21 2.12

26 4.13 .88 -1.15 1.82 .74 .967

27 3.78 1.06 -.79 .20 .53 .968

표 46. 지도자 신뢰성 예비척도의 문항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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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측정문항 요인적재량
2
4
6
7
8
10

지도자에게는 나의 민감한 얘기도 믿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지도방식을 믿고 따를 것이다.
시합 중 불안할 때 지도자를 보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시합에서 내 생각과 다른 지시를 내리더라도 그 지시를 믿고 따를 것이다
지도자를 위해서라도 훈련과 시합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
동료들이 지도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나는 지도자를 믿고 따를 것이다.

.63

.73

.71

.68

.81

.82
고유값 3.66

설명된 분산 61.05

RMSEA .080
(.034 ~ .127)

표 47. 지도자 신뢰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3) 지도자 신뢰 및 신뢰성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1) 지도자 신뢰

위약문항(3번)과 문항반응률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난 문항(1

번), 첨도 기준치를 초과한 문항(5번)을 제외한 총 7문항에 대하여 최

대우도법(MLM)과 직각회전법(varimax rotation)을 적용, 고유치 1이

상인 요인을 추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KMO 값

(.884)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χ2=526.966, df=15, p<.001)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이상의 고유치를 갖는 1개

의 요인이 추출되어 단일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 중 문

항공통성 .40 이하로 나타난 9번 문항은 삭제하였다. 그에 따른 최종적

인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47>와 같다. 

(2) 지도자 신뢰성

예비척도의 문항 적합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첨도 기준치를 초과한 

25번 문항을 제외한 총 4요인 26문항에 대하여 최대우도법(MLM)과 

직각회전법(varimax rotation)을 적용, 고유치 1이상인 요인을 추출하

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KMO 값(.951)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χ2=4886.161, d.f=325, p<.001)는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1이상의 고유치를 갖는 4개의 요인이 추출되어 4개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추출된 변인들의 요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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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량(factor loading)과 연구자가 설정한 요인모형의 적합도(RMSEA)

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각회전(oblique rotation) 방식 중 target 

rotation을 적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문항공

통성이 .40이하인 1문항(27번)과 요인2(배려)와 요인3(진실)에 .40이상

의 중복부하량을 보인 1개 문항(10번)을 삭제하였다. 이후 2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 및 중복부하량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항

은 없었으나 적합도지수(RMSEA)가 기준치(<.80)에 부합되지 않아 문

항공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60) 문항(6번=.539. 9번=.560)을 삭제

하여 4요인 22문항이 최종적으로 추출되었다. 최종적인 탐색적 요인분석

의 결과는 <표 4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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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측정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능력 배려성 진실성 열의

1
2
3
4
5
7
8

선수를 지도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지도 경험이 풍부하다.
경기에 대한 판단력이 뛰어나다.
시합상황에 적절한 지시를 내린다.
경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변수에 대한 대처능력이 뛰어나다.
선수들의 부족한 부분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우리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추었다.

0.83
0.83
0.94
0.90
0.89
0.65
0.70

 0.06
-0.04
-0.16
-0.14
 0.08
 0.26
 0.09

 0.01
 0.04
 0.01
 0.04
-0.03
-0.07
 0.08

-0.03 
-0.10 
 0.06 
 0.07 
-0.05 
 0.08 
 0.05 

11
12
13
14
15
16

내가 하는 플레이를 존중해 준다.
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준다.
나에게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살펴준다.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내 입장을 많이 생각해준다. 
실수를 하더라도 더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다.

 0.06
 0.20
 0.10
-0.10
 0.00
 0.03

0.74
0.63
0.80
0.73
0.73
0.63

 0.07
 0.08
-0.07
 0.07
 0.15
 0.16

0.01
0.04
0.11
0.12
0.06
0.08

17
18
19
20
21
22

선수기용을 공정하게 한다.
선수들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해준다.
선수들에게 거짓이 없고 진실되게 대한다.
일관성 있게 행동한다.
건전한 원리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선수들과의 약속을 잘 지킨다.

 0.05
-0.07
 0.01
 0.07
 0.03
-0.02

 0.33
 0.26
-0.21
 0.00
-0.12
 0.04

0.54
0.80
1.05
0.85
0.88
0.48

-0.07
-0.18
 0.02
-0.05
 0.10
 0.31

23

24

26

선수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항상 연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선수를 위해 가르침을 아끼지 않고 새로운 것을 더 
알려주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 팀을 이끌어가는데 열정적이다.

0.00
0.02
0.20

0.14
0.04
0.11

 0.07
 0.14
-0.02

0.73
0.77
0.63

고유값 13.37 2.40 1.14 1.01
설명된 분산(%) 58.15 10.75 4.97 3.91

설명된 누적 분산(%) 58.25 68.90 73.87 77.78
RMSEA 0.080(0.070 ~ 0.090)

표 48. 지도자 신뢰성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4) 지도자 신뢰 및 신뢰성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1) 지도자 신뢰

예비척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과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를 토대로 6문항 단일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는 <그림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경로의 표준화된 경로계수가 .50이

상(.66 ~ .8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합도 지수 또한 기준치를 충족

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9). 따라서 지도자 신뢰는 최종적으로 

단일요인 6문항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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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 P Q(/df) CFI TLI RMSEA

14.437 9 .108 1.604 .988 .980 .055
(.000 ~ .106)

표 49. 지도자 신뢰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그림 8. 지도자 신뢰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2) 지도자 신뢰성 

예비척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과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를 토대로 지도자 신뢰성 척도 4요인 22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경로의 표준화된 경로계수가 .50이상(.69 ~ 

.87)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절대적합지수 중 RMSEA 값이 기준치(.08)

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표준화된 경로계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능

력7 문항(7번 문항; 선수들의 부족한 부분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능력

을 갖추었다)을 삭제하고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경로의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73 ~ .88로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적합도 지수 또한 기준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50). 따라

서 지도자 신뢰성은 최종적으로 4요인 21문항으로 선정하였다(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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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지도자 신뢰성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df P Q(/df) CFI TLI RMSEA

1차 339.805 146 .000 2.327 .930 .918 .082
(.071 ~ .093)

2차 414.204 183 .000 2.263 .931 .921 .080
(.070 ~ .090)

표 50. 지도자 신뢰성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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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하위요인 신뢰도
(Cronbach’s α)

전체
(Cronbach’s α)

지도자

신뢰 단일요인 .863 .863

신뢰성

능력 .935

.961
배려성 .926
진실성 .923
열의 .891

표 51. 지도자 신뢰 및 신뢰성 척도 신뢰도 분석 결과                  n=398 

5) 지도자 신뢰 및 신뢰성 척도의 신뢰도 분석

지도자 신뢰 척도의 신뢰도는 .863, 지도자 신뢰성 척도의 전체신뢰도

는 .961, 각각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891 ~ .935로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났다(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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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도자 신뢰 및 신뢰성 척도의 개념타당도 분석

(1) 집중타당도

지도자 신뢰와 지도자 신뢰성 모형에 대한 집중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두 척도 모두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다(표 52). 구체적으로 지도자 신

뢰 모형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65 ~ .81으로 모두 기준치(≥.50)를 

충족하였으며, AVE 값(.76)과 개념신뢰도 값(.84) 또한 기준치를 충족

하였다. 또한, 지도자 신뢰성 모형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76 ~ .89

로 모두 기준치(≥.50)를 충족하였으며, AVE 값(.71 ~ .79)과 개념신

뢰도 값(.92 ~ .95) 또한 기준치를 충족하였다. 

구분 경로 B S.E. C.R.a P β AVE C.R.b

지도자
신뢰

지
도
자
신
뢰

→

신뢰2 1 　 　 0.65

.76 .84

신뢰4 0.88 0.075 11.691 .000 0.70
신뢰6 0.96 0.084 11.437 .000 0.68
신뢰7 0.89 0.077 11.554 .000 0.69
신뢰8 1.02 0.082 12.421 .000 0.76
신뢰10 1.132 0.087 13.014 .000 0.81

지도자
신뢰성

능
력

→

능력1 1 0.82

.76 .95

능력2 1.062 0.085 12.479 .000 0.78
능력3 1.048 0.080 13.128 .000 0.87
능력4 1.112 0.079 13.991 .000 0.89
능력5 1.169 0.083 14.112 .000 0.88
능력8 0.997 0.083 12.078 .000 0.80

배
려
성

→

배려2 1 0.78

.71 .94

배려3 1.048 0.093 11.232 .000 0.83
배려4 1.115 0.094 11.816 .000 0.86
배려5 1.161 0.102 11.332 .000 0.81
배려6 1.205 0.102 11.804 .000 0.87
배려7 1.122 0.106 10.585 .000 0.80

진
실
성

진실1 1 0.76

.71 .94

진실2 1.299 0.107 12.139 .000 0.84
진실3 1.14 0.096 11.83 .000 0.87
진실4 1.104 0.096 11.504 .000 0.85
진실5 0.989 0.087 11.336 .000 0.85
진실6 0.967 0.091 10.616 .000 0.76

열
의

→
열의1 1 0.86

.79 .92열의2 1.022 0.069 14.8 .000 0.89
열의4 0.958 0.068 14.032 .000 0.82

a: 유의성, b: 개념신뢰도 

표 52. 지도자 신뢰 및 신뢰성 척도 집중타당도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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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별타당도

지도자 신뢰성 모형의 판별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표 5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 )보다 AVE 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확보됨을 확인하였다. 

개념 간 상관계수( ) AVE1(능력) 2(배려성) 3(진실성) 4(열의)
1 1 　 　 .76
2 .59(.35) 1 　 .71
3 .63(.40) .81(.65) 1 .71
4 .70(.49) .75(.56) .81(.65) 1 .79

표 53. 지도자 신뢰성 척도 판별타당도 검증 결과

(3) 법칙타당도

운동선수의 신뢰 척도의 법칙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지도자 신뢰와 지

도자 신뢰성 간의 상관계수의 방향성을 확인하였다. 동료 신뢰와 동료 신

뢰성의 하위요인은 유의수준 .001에서 .73 ~ .76의 정적(+) 상관이 나

타나 가설적 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법칙타탕도가 확보되었다(표 54). 

개념 간 상관계수
지도자 신뢰

지도자
신뢰성

능력 .75***

배려성 .76***

진실성 .73***

열의 .76***

***p<.001

표 54. 지도자 신뢰 및 신뢰성 척도 하위요인 간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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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도자 신뢰 및 신뢰성 척도의 교차타당도 검증

(1) 지도자 신뢰

지도자 신뢰 척도의 측정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성별과 학교급 모두에

서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모형1의 적합도 

지수는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CFI=.976, TLI=.960, 

RMSEA=.057), 모형1과 모형2 간의 χ2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χ

2=7.223, �df=5, p=.205)와 모형1과 모형3 간의 χ2차이에 대한 검

증 결과(�χ2 =8.950, �df=6, p=.176)가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보다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지도자 신뢰 척도의 측정동일성은 확보되었다. 

학교급에 따른 모형1의 적합도 지수 또한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CFI=.986, TLI=.977, RMSEA=.040), 모형1과 모형2(�

χ2=10.138, �df=5, p=.071), 모형1과 모형3(�χ2=11.312, �

df=6, p=.079) 간의 χ2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 또한 통계적 유의수준

보다 높게 나타나 학교급에 따른 지도자 신뢰 척도의 측정동일성 또한 

확보되었다.

(2) 지도자 신뢰성

지도자 신뢰성 척도의 측정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성별과 학교급 모두

에서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모형1의 적합도 

지수는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CFI=.924, TLI=.913, 

RMSEA=.063), 모형1과 모형2 간의 χ2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χ2 

=14.834, �df=17, p=.607)와 모형1과 모형3 간의 χ2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χ2=20.616, �df=27, p=.804)가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

보다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지도자 신뢰 척도의 측정동일성은 확보되

었다. 학교급에 따른 모형1의 적합도 지수 또한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

으로 나타났으며(CFI=.929, TLI=.919, RMSEA=.059), 모형1과 모형

2(�χ2=20.395, �df =17, p=.255), 모형1과 모형3(�χ2=36.546, 

�df=27, p=.489) 간의 χ2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 또한 통계적 유의수

준보다 높게 나타나 학교급에 따른 지도자 신뢰성 척도의 측정동일성 또

한 확보되었다(표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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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집단 모형  df ⊿ p CFI TLI RMSEA

지도자
신뢰

성별
1:형태동일성 41.314 18 .976 .960 .057
2:측정단위동일성 48.537 23 7.223 .205 .974 .966 .053
3:요인분산동일성 50.264 24 8.950 .176 .973 .966 .053

학교급
1:형태동일성 43.740 18 .972 .954 .060
2:측정단위동일성 53.878 23 10.138 .071 .967 .957 .058
3:요인분산동일성 55.052 24 11.312 .079 .967 .958 .057

지도자
신뢰성

성별
1:형태동일성 936.702 366 .924 .913 .063
2:측정단위동일성 951.536 383 14.834 .607 .924 .917 .061
3:요인분산동일성 957.318 393 20.616 .804 .925 .919 .060

학교급
1:형태동일성 871.373 366 .929 .919 .059
2:측정단위동일성 891.768 383 20.395 .255 .929 .922 .058
3:요인분산동일성 897.918 393 36.546 .489 .929 .925 .057

표 55. 지도자 신뢰 및 신뢰성 척도의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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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내용
1.

지도자 혹은 
팀동료에
관계없이

우리 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자부심을 느낀다.
2. 현재 소속된 팀에서 운동을 하고 싶다.
3. 내 미래를 우리 팀에 맡길 의향이 있다.
4. 우리 팀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기꺼이 하겠다.
5. 우리 팀이 추구하는 방향을 믿고 따를 것이다.
6. 우리 팀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7. 우리 팀의 결정이 조금 부당하게 느껴지더라도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표 56. 비인적 팀 신뢰 예비문항 

4. 비인적 팀 신뢰 척도

1) 비인적 팀 신뢰 및 신뢰성 예비문항 작성

팀 신뢰와 팀 신뢰성의 예비문항은 심층면담의 내용과 개방형 설문의 

분석결과, 그리고 안성익(2011)의 연구에서 비인적 팀 신뢰차원에 해당

하는 내용 중 일부를 운동선수의 상황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이 중, 스포츠심리학 전공자들의 의견을 통해 표현이 어렵거나 뜻이 정

확히 전달되지 않는 내용, 중복되는 내용은 수정 및 삭제하였다. 그 결과  

비인적 팀 신뢰의 예비문항은 단일요인 7문항으로, 비인적 팀 신뢰성 예

비문항은 4요인 23문항(13번 문항은 거짓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

인 문항내용은 <표 56>, <표 5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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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내용

행정적
체계성

1. 우리 팀은 훈련 절차가 잘 정립되어 있다.
2. 우리 팀은 맡은 바 역할에 따른 역할수행이 잘 이루어진다.
3. 우리 팀은 일부 팀원의 부재시에도 훈련이나 시합의 일정이 원활히 수행된다.
4. 우리 팀은 팀 구성원이 바뀌어도 각자의 역할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5. 우리 팀의 코칭스태프 영입과정은 체계적이다.
6. 우리 팀의 선수 영입과정은 체계적이다.

팀 위상

7. 우리 팀은 다른 팀에 비해 팀의 명성이 높다.
8. 우리 팀은 다른 팀으로부터 인정받는 팀이다.
9. 우리 팀은 해당 종목에서 앞서 나가는 팀이다.
10. 우리 팀은 학교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11. 우리 팀은 학교 이미지를 높이는데 공헌도가 높다.
12. 우리 팀은 역사와 전통이 깊다.
13. 우리 팀에서 뛴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경력
효용성

14. 우리 팀에서의 경력은 향후 팀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15. 우리 팀에서의 경력은 선수로서 성공하는데 도움이 된다.
16. 우리 팀에서의 경력은 운동관련 지식을 넓히는데 도움을 준다.
17. 우리 팀에서의 경력은 내 미래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지원

18. 우리 팀은 좋은 훈련 장소를 제공해준다.
19. 우리 팀은 운동 용품 지원이 좋다.
20. 우리 팀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준다.
21. 우리 팀은 좋은 식단을 제공해준다.
22. 우리 팀은 선수들에게 충분한 대우를 해준다.
23. 우리 팀은 선수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표 57. 비인적 팀 신뢰성 요인 및 예비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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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항목-전체 
상관

문항제거시 
내적합치도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1 4.16 .79 -.93 .88 .54 .886

.887

2 4.02 .91 -.94 .72 .66 .874

3 3.85 .96 -.82 .47 .77 .858

4 4.08 .76 -.56 .09 .77 .859

5 4.05 .72 -.24 -.48 .84 .854

6 4.26 .69 -.58 .01 .72 .867

7 3.71 .89 -.35 -.12 .52 .887

표 58. 비인적 팀 신뢰 예비척도의 문항분석 결과 

2) 비인적 팀 신뢰 및 신뢰성 척도의 문항적합성 분석

(1) 비인적 팀 신뢰

비인적 팀 신뢰 예비척도의 문항 적합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문항이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8).

(2) 비인적 팀 신뢰성

문항반응비율이 50%가 넘는 12번(63%) 문항을 제거하였으며, 그 외

의 문항은 <표 59>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13번 문항은 거짓문항으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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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번호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총점 

상관
문항제거시 
내적합치도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행정적
체계성

1 3.71 .83 -.37 5 .72 .931

.935

2 3.71 .78 -.60 .84 .68 .931

3 3.89 .72 -.16 -.32 .49 .934

4 3.79 .73 -.29 .01 .53 .934

5 3.60 .90 -.65 .72 .59 .933

6 3.67 .96 -.67 .34 .63 .932

팀 위상

7 3.95 .88 -.63 .25 .61 .932

8 3.90 .87 -.46 .04 .52 .934

9 3.64 .88 -.12 -.25 .50 .934

10 3.63 .81 -.26 .25 .52 .934

11 3.73 .80 -.31 .38 .50 .934

경력
효용성

14 3.82 .80 -.40 .52 .63 .932

15 4.00 .71 -.17 -.48 .66 .932

16 4.05 .69 -.26 -.21 .66 .932

17 4.06 .81 -1.03 1.73 .67 .931

지원

18 4.22 .92 -1.34 1.95 .56 .934

19 4.04 1.03 -.92 .18 .56 .934

20 3.91 1.02 -.79 .03 .77 .929

21 4.03 .83 -.38 -.72 .63 .932

22 4.09 .79 -.54 -.23 .78 .930

23 3.82 1.03 -.43 -.72 .80 .929

표 59. 비인적 팀 신뢰성 예비척도의 문항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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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측정문항 요인적재량
1
3
4
5
6
7

우리 팀(학교)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자부심을 느낀다.
내 미래를 우리 팀(학교)에 맡길 의향이 있다.
우리 팀(학교)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기꺼이 하겠다.
우리 팀(학교)이 추구하는 방향을 믿고 따를 것이다.
우리 팀(학교)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팀(학교)의 결정이 조금 부당하게 느껴지더라도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66

.64

.87

.93

.83

.65

고유값 3.93
설명된 분산 65.51

RMSEA .054
(.000 ~ .105)

표 60. 비인적 팀 신뢰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3) 비인적 팀 신뢰 및 신뢰성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1) 비인적 팀 신뢰 

최대우도법(MLM)과 직각회전법(varimax rotation)을 적용, 고유치 

1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KMO 

값(.895)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χ2=825.315, d.f=21, 

p<.001)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이상의 고유치를 

갖는 1개의 요인이 추출되어 단일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 중 문항공통성 .40이하로 나타난 2번 문항(.39)은 삭제하였다. 최종

적인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60>와 같다. 

(2) 비인적 팀 신뢰성

예비척도의 문항 적합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문항반응비율이 50%가 

넘는 문항(12번)과 거짓문항(13번)을 제외한 총 4요인 21문항에 대하

여 최대우도법(MWL)과 직각회전법(varimax rotation)을 적용, 고유치 

1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KMO 값

(.866)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χ2=1488.437, d.f=210, 

p<.001)는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이상의 고유치를 갖는 4

개의 요인이 추출되어 4개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추출된 변인들의 요인별 부하량(factor loading)과 연구자가 설정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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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측정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행정적
체계성 팀위상 경력

효용성 지원
1

2

3

4

6

우리 팀은 훈련 절차가 잘 정립되어 있다.
우리 팀은 맡은 바 역할에 따른 역할수행이 잘 이루어진다.
우리 팀은 일부 팀원의 부재시에도 훈련이나 시합의 일정
이 원활히 수행된다.
우리 팀은 팀 구성원이 바뀌어도 각자의 역할이 원활히 이
루어진다.
우리 팀의 선수 영입과정은 체계적이다.

0.67

0.84

0.48

0.54

0.52

-0.06

 0.08

 0.07

 0.13

 0.05

 0.19

 0.02

 0.21

 0.12

-0.11

 0.05

-0.06

-0.04

 0.00

 0.28
7
8
9
11

우리 팀은 다른 팀에 비해 팀의 명성이 높다.
우리 팀은 다른 팀으로부터 인정받는 팀이다.
우리 팀은 해당 종목에서 앞서 나가는 팀이다.
우리 팀은 학교 이미지를 높이는데 공헌도가 높다.

 0.04 
-0.06 
 0.13 
 0.03 

0.77
0.90
0.86
0.57

 0.07
 0.07
-0.18
 0.00

 0.07
-0.02
-0.04
 0.10

14
15
16
17

우리 팀에서의 경력은 향후 팀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 팀에서의 경력은 선수로서 성공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 팀에서의 경력은 운동관련 지식을 넓히는데 도움을 준다.
우리 팀에서의 경력은 내 미래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0.03
0.00
0.20
0.14

 0.11
 0.06
 0.03
-0.11

0.63
0.79
0.79
0.67

 0.09
 0.08
-0.04
 0.20

18
19
20
21
22
23

우리 팀은 좋은 훈련 장소를 제공해준다.
우리 팀은 운동 용품 지원이 좋다.
우리 팀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준다.
우리 팀은 좋은 식단을 제공해준다.
우리 팀은 선수들에게 충분한 대우를 해준다.
우리 팀은 선수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0.17
-0.10
 0.18
-0.22
 0.09
 0.20

 0.06
 0.07
-0.06
 0.12
 0.10
-0.09

 0.25
-0.03
 0.03
 0.21
 0.12
-0.22

0.56
0.80
0.67
0.56
0.65
0.94

고유값 8.73 2.21 1.35 1.05
설명된 분산(%) 45.94 11.63 7.12 5.50

설명된 누적 분산(%) 45.94 57.57 64.69 70.19
RMSEA 0.076(0.061 ~ 0.090)

표 61. 비인적 팀 신뢰성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인모형의 적합도(RMSEA)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각회전(oblique 

rotation) 방식 중 target rotation을 적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요인부하량이 .40이하인 2개 문항(5번, 10번)을 

삭제하였다. 최종적으로 4요인 21문항이 추출되었으며, 탐색적 요인분석

의 결과는 <표 61>와 같다.



- 149 -

 df P Q(/df) CFI TLI RMSEA

19.417 9 .022 2.157 .987 .978 .076
(.028 ~ .123)

표 62. 비인적 팀 신뢰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4) 비인적 팀 신뢰 및 신뢰성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1) 비인적 팀 신뢰

예비척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과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를 토대로 6문항 단일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는 <그림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경로의 표준화된 경로계수가 .50

이상(.67 ~ .9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합도 지수 또한 기준치를 충

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62). 따라서 비인적 팀 신뢰 척도는 단

일요인 6문항으로 선정되었다. 

그림 10. 비인적 팀 신뢰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2) 비인적 팀 신뢰성 

예비척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과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를 토대로 4요인 19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모든 경로의 표준화된 경로계수가 .50이상(.62 ~ .94)으로 나타났으

나, 절대적합지수 중 RMSEA 값이 기준치(.08)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

인되어 표준화된 경로계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시스템4 문항(.62)과 지

원5(.62) 문항 중 수정지수가 더 높게 나타난 지원5 문항(22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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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팀은 선수들에게 충분한 대우를 해준다)을 삭제하고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경로의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69 

~ .94로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적합도 지수 또한 기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63). 따라서 지도자 신뢰는 최종적으로 4요인 18

문항으로 선정하였다(그림 11). 

그림 11. 비인적 팀 신뢰성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df P Q(/df) CFI TLI RMSEA

1차 339.805 146 .000 2.327 .930 .915 .082
(.071 ~ .093)

2차 267.962 129 .000 2.077 .945 .935 .074
(.061 ~ .086)

표 63. 비인적 팀 신뢰성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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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하위요인 신뢰도
(Cronbach’s α)

전체
(Cronbach’s α)

비인적 
팀

팀신뢰 단일요인 .897 .897

팀신뢰성

체계성 .881

.937
위상 .878

경력효용성 .896
지원 .888

표 64. 비인적 팀 신뢰 및 신뢰성 척도 신뢰도 분석 결과               n=398

5) 비인적 팀 신뢰 및 신뢰성 척도의 신뢰도 분석

비인적 팀 신뢰 척도의 신뢰도는 .891, 비인적 팀 신뢰성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37, 각각의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878 ~ .896으로 양

호하였다(표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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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인적 팀 신뢰 및 신뢰성 척도의 개념타당도 검증

(1) 집중타당도

비인적 팀 신뢰와 지도자 신뢰성 모형에 대한 집중타당도를 검증한 결

과 두 척도 모두 집중타당도가 확보됨을 알 수 있었다(표 65). 구체적

으로 지도자 신뢰 모형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63 ~ .74으로 모두 

기준치(≥.50)를 충족하였으며, AVE 값(.68)과 개념신뢰도 값(.93) 또

한 기준치를 충족하였다. 

비인적 팀 신뢰성 모형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63 ~ .90로 모두 

기준치(≥.50)를 충족하였으며, AVE 값(.57 ~ .77)과 개념신뢰도 값

(.87 ~ .93) 또한 기준치를 충족하였다. 

구분 경로 B S.E. C.R.a P β AVE C.R.b

비인적
팀 신뢰

팀
신
뢰

→

신뢰1 1 　 　 0.70

.68 .93

신뢰3 1.011 0.091 11.167 .000 0.69
신뢰4 0.974 0.090 10.779 .000 0.66
신뢰5 0.963 0.084 11.531 .000 0.72
신뢰6 1.086 0.092 11.764 .000 0.74
신뢰7 0.984 0.095 10.359 .000 0.63

비인적 팀 
신뢰성

행
정
적
체
계
성

→

시스템1 1 0.85

.69 .92
시스템2 1.014 0.045 22.579 .000 0.90
시스템3 0.843 0.046 18.522 .000 0.79
시스템4 0.655 0.048 13.677 .000 0.63
시스템6 0.87 0.054 16.123 .000 0.71

팀
위
상

→

위상1 1 0.84

.69 .90위상2 1.028 0.048 21.344 .000 0.89
위상3 0.988 0.051 19.268 .000 0.82
위상6 0.747 0.052 14.383 .000 0.67

경
력
효
용
성

경력1 1 0.78

.77 .93경력2 1.056 0.056 18.744 .000 0.87
경력3 1.031 0.056 18.568 .000 0.86
경력4 1.035 0.060 17.138 .000 0.81

지
원

→

지원1 1 0.71

.57 .87
지원2 1.171 0.079 14.786 .000 0.80
지원3 1.052 0.076 13.813 .000 0.74
지원4 0.912 0.075 12.189 .000 0.65
지원6 1.188 0.078 15.294 .000 0.83

a: 유의성, b: 개념신뢰도 

표 65. 비인적 팀 신뢰 및 신뢰성 척도의 집중타당도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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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간 상관계수( )
AVE1(행정적

  체계성) 2(팀위상) 3(경력효용성) 4(지원)
1 1 　 　 0.69
2 .54(.29) 1 　 0.69
3 .65(.42) .65(.42) 1 0.77
4 .64(.41) .60(.35) .68(.46) 1 0.57

표 66. 비인적 팀 신뢰성 척도의 판별타당도 검증 결과

(2) 판별타당도

비인적 팀 신뢰성 모형의 판별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표 66>에 제시

된 바와 같이 각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 )보다 AVE 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확보됨을 확인하였다. 

(3) 법칙타당도

운동선수의 신뢰 척도의 법칙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비인적 팀 신뢰

와 비인적 팀 신뢰성 간의 상관계수의 방향성을 확인하였다. 동료 신뢰

와 동료 신뢰성의 하위요인은 유의수준 .001에서 .52 ~ .67의 정적(+) 

상관이 나타나 가설적 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법칙타탕도가 확보되었

다(표 67). 

개념 간 상관계수
비인적 팀 신뢰

비인적 팀 
신뢰성

행정적 체계성 .67***

팀 위상 .52***

경력효용성 .67***

지원 .58***

***p<.001

표 67. 비인적 팀 신뢰 및 신뢰성 척도 하위요인 간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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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인적 팀 신뢰 및 신뢰성 척도의 교차타당도 검증

(1) 비인적 팀 신뢰

비인적 팀 신뢰 척도의 측정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성별과 학교급 모두

에서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모형1의 적합도 

지수는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CFI=.983, TLI=.972, 

RMSEA=.059), 모형1과 모형2 간의 χ2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χ
2=7.378, �df=5, p=.194)와 모형1과 모형3 간의 χ2차이에 대한 검

증 결과(�χ2 =7.926, �df=6, p=.244)가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보다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비인적 팀 신뢰 척도의 측정동일성은 확보되었

다. 학교급에 따른 모형1의 적합도 지수 또한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CFI=.992, TLI=.986, RMSEA=.041), 모형1과 모형2(�

χ2=5.858, �df=5, p=.320), 모형1과 모형3(�χ2=6.715, �df=6, 

p=.348) 간의 χ2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 또한 통계적 유의수준보다 높

게 나타나 학교급에 따른 비인적 팀 신뢰 척도의 측정동일성 또한 확보

되었다(표 68).

(2) 비인적 팀 신뢰성

비인적 팀 신뢰성 척도의 측정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성별과 학교급 모

두에서 측정동일성이 측정단위동일성까지 확보되었다. 단, 성별의 경우 

모형의 수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모형1의 적합

도 지수는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CFI=.929, 

TLI=.916, RMSEA=.057), 모형1과 모형2 간의 χ2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χ2 =36.614, �df=14, p=.001)가 통계적 유의수준보다 낮게 

나타나 엄격한 수준의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측정

동일성이 위배되는 문항을 두 집단의 경로계수의 차이를 통해 살펴본 결

과, ‘시스템4’문항의 표준화 경로계수의 차(.311)가 가장 크게 나타

나 ‘시스템4’의 요인부하량 경로를 해제한 수정모형을 모형2-1로 설

정하여 모형 간 χ2차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형1과 모

형2-1 간의 χ2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χ2=22.267, �df=13, 

p=.051)는 통계적 유의수준보다 높게 났으나, 모형1과 모형3 간의 χ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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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검증 결과(�χ2=55.580, �df=23, p=.000)가 통계적 유의

수준보다 낮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자기신뢰성 척도의 측정동일성은 측

정단위동일성까지만 확보되었다. 학교급에 따른 모형1의 적합도 지수는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CFI=.940, TLI=.929, 

RMSEA=.052), 모형1과 모형2 간의 χ2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 통계적 

유의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χ2=18.039, �df=14, p=.205). 하지

만 모형1과 모형3간의 χ2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χ2=6.714, �

df=17, p=.987)가 통계적 유의수준보다 낮게 나타나 학교급에 따른 자

기신뢰성 척도의 측정동일성 또한 측정단위동일성 단계까지 확보되었다

(표 68).

구분 집단 모형  df ⊿ p CFI TLI RMSEA

비인적 
팀신뢰

성별
1:형태동일성 42.835 18 .983 .972 .059
2:측정단위동일성 50.213 23 7.378 .194 .981 .976 .055
3:요인분산동일성 50.761 24 7.926 .244 .982 .977 .053

학교급
1:형태동일성 30.236 18 .992 .986 .041
2:측정단위동일성 36.094 23 5.858 .320 .991 .988 .038
3:요인분산동일성 36.952 24 6.715 .348 .991 .989 .037

비인적
팀

신뢰성

성별

1:형태동일성 590.531 258 .929 .916 .057
2:측정단위동일성 627.145 272 36.614 .001 .924 .915 .057
2-1:측정단위동일성 612.798 271 22.267 .051 .927 .918 .056
3:요인분산동일성 646.110 281 55.580 .000 .922 .915 .057

학교급
1:형태동일성 533.362 258 .940 .929 .052
2:측정단위동일성 551.402 272 18.039 .205 .939 .932 .051
3:요인분산동일성 576.917 282 43.555 .009 .936 .930 .051

표 68. 비인적 팀 신뢰 및 신뢰성 척도의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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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현재까지 스포츠 영역에서 진행된 신뢰관련 연구들은 일반 조직에서 

주로 사용된 대인신뢰를 측정하는 질문지들을 사용해왔으며, 그에 따라 

스포츠 영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데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운동선수들의 신뢰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파트너 혹은 지도자에 한정된 

대인신뢰 차원에서만 진행되어왔을 뿐, 운동선수들이 지니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그리고 팀 맥락에서 비인적 팀 신뢰의 측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동선

수의 신뢰를 자기 및 대인, 그리고 비인적 팀 차원으로 구분하여 운동선

수의 신뢰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척도를 

개발하여 운동선수들의 신뢰연구를 확장하는 밑거름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논의에서는 운동선수의 자기 및 대인, 그리고 비인적 팀 신

뢰 척도개발 과정과 그 결과를 해석하고 이를 선행연구들과의 비교를 통

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 Ⅰ. 운동선수의 신뢰 구성개념 정립

본 연구의 연구Ⅰ에서는 운동선수의 자기 및 대인, 그리고 비인적 팀 

신뢰의 구성개념 탐색과 개념화를 위해 전·현직 선수들을 대상으로 심

층면담과 개방형 설문을 통해 귀납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운동선수의 자

기 및 대인, 그리고 비인적 팀 신뢰의 의미와 효과, 그리고 형성요인들

에 대한 내용을 신뢰객체의 대상별로 구분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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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신뢰

먼저 운동선수들에게 있어 자기신뢰는 주로 자신의 경험이 바탕이 되

어 운동영역에서 잘해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고, 어려운 일에 부딪히

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개념화할 수 있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신뢰함으로써 더욱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불안감을 낮추고 집중력과 의욕이 높아지는 등 수행

에 긍정적인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운동선수로서 쌓아온 경험

들에 대한 신뢰는 자기 스스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며, 이 

중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는 곧 자신감으로 이어져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Twyman, M., Harvey, N., & 

Harries, C. 2008). Feltz(1992)는 개인경기뿐만 아니라 팀 경기에서 

한 팀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기량

을 믿고 수행하는 자신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기자신을 신뢰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신뢰성 요인으로 능력, 

배려성, 진실성, 성실성 등 4가지 요인이 심층면담과 개방형 설문의 결

과를 통해 추출되었다. 능력은 기본기술, 판단력, 대처능력 등을 포함하

는 경기력에 관련된 것으로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스포츠 자신감(Vealey, 1986)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운동

선수 정체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Horton & Mack, 2000), 선수

들의 수행력뿐만 아니라 긍정적 정서를 형성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점에서 선수들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져야 할 것

이다.  

다음으로 배려성과 진실성은 운동선수들에게 있어 시합에서뿐만 아니

라 훈련이나 일상생활에서 발현되는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 신뢰를 형성

하는 부분으로 대인 신뢰에서의 신뢰성과 마찬가지로 자기신뢰에서도 고

려되어야 할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와 같은 부분이 스포츠 자

신감의 개념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으로 판단되며(Carr, 2013),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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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적인 기질적 특성을 의미하는 호의성이 자기신뢰를 형성하는데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Govier(1993)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는 결

과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실성은 심층면담에서 선수들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한 부

분으로, 운동선수로서 스스로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연습량과 자

기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등의 성실성이 밑바탕이 된다고 하였다. 선수들

이 자기관리를 잘했을 때 자신감과 긍정적인 기분을 경험하고, 자기관리

가 되지 않았을 때 불안과 부정적 기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수

의 연구 결과들(권성호, 김방출, 2007; 김병준, 2003; 허정훈, 유진, 

2004)을 통해 운동선수에게 있어 성실성은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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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료 신뢰

운동선수들에게 있어 동료 신뢰는 팀의 승리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

는 것으로, 서로에 대한 믿음이 그 바탕이 되며, 특히 약속된 전술을 구

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이 맡은 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동료를 신뢰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여기서 ‘어려운 상황’은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한 위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료가 맡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하여 동료에 대한 신뢰가 성립되는 것으로 해

석 할 수 있었다. 

또한 동료를 신뢰함으로써 긍정적인 기분과 함께 심리적 안정감을 가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동료 간의 신뢰가 서로 간의 강한 유대감으로 효과

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팀 효율성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며(윤종국, 신동산, 2004; Handfield & Nichols, 1999),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될 수 있는 갈등, 긴장 등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들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김귀봉, 박주영, 2002)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동료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동료를 파악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부분은 신

뢰주체의 개인적 성향을 넘어 신뢰객체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이 신뢰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즉, 이러한 결과는 

Mayer와 Gavin(2005)이 주장한 바와 같이 신뢰측정 시 신뢰의도와 신

뢰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동료를 신뢰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신뢰성 요인으로 능력, 배려성, 진

실성, 성실성 등 4가지 요인이 심층면담과 개방형 설문의 결과를 통해 

추출되었다. 먼저, 운동선수들은 승리를 일차적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운동능력이 좋은 선수, 특히 일관적인 수행력을 보이는 선수

를 신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Zand(1972)에 의하면 사람의 능력

은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역 특정적이라고 하

였으며, 이러한 점에서 운동선수들에게는 운동영역에서의 능력이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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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동료선수가 자기중심적인 이익을 떠나 다른 선수들에게 좋은 

의도를 갖고 배려하는 행동을 할 때 더욱 신뢰를 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Frost 등(1978)은 이타주의와 같은 호의적인 행동이 신뢰에 기

여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부분은 대인 신뢰가 신뢰주체와 객체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신뢰주체에 대한 신뢰객체의 배려성

은 상호간의 긍정적인 관계적 지각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진실성은 일관성과 정직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범주화하

였다. 이는 Mayer 등(1995)이 Butler(1991)가 제시한 신뢰성 중 일관

성, 신중성, 공정성, 정직성을 진실성으로 범주화한 방식에 근거한 것이

며, 진실성은 신뢰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된다고 하였다. 심층면담 결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수들은 말과 행동이 일관되지 않거나 거짓말을 

자주하는 동료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성실히 운동에 임하는 선수들을 신

뢰한다는 점에서 성실성을 동료 신뢰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Butler와 Cantrell(1984)이 성실성을 ‘신뢰객체가 일련의 원칙들을 고

수하는 것’으로 개념화 한 것에서 ‘일련의 원칙’을 ‘운동선수로서 

운동에 정성스럽고 참된 정도’로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운동선수들은 

시합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보이는 동료선수의 성실성에 대한 지각이 실

제 경기상황에서도 그 선수를 믿고 시합에 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는 점에서 운동선수 신뢰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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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도자 신뢰

운동선수들에게 있어 지도자 신뢰는 지도자에 대한 의심이나 의문을 

넘어 팀의 목표를 위해 지도자의 지도방식을 믿고 따르는 마음으로 개념

화할 수 있었다. 특히 지도자는 사회적 영향자로서 선수들과의 상호작용

을 통해 선수와 팀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시합과 훈련을 이

끌어 간다는 점에서 선수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최성회, 

2005). 뿐만 아니라 지도자와 선수들 간의 신뢰는 팀 훈련 분위기와 선

수들의 훈련태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경기력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현식, 2007; Dirks, 

2000).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심층면담 내용에서 지도자에 대한 

신뢰는 선수들의 동기를 높이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며, 시합에서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운동수행능력과 성취동기 및 목표지향성, 그리고 

운동지속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선행연구(강동균, 

2013; 허진영, 최헌혁, 2009)의 결과를 지지한다. 

지도자 신뢰의 형성과정 또한 동료 신뢰와 마찬가지로 대인 관계 속에

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도자의 신뢰성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즉, 훈련이나 시합,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보이는 지도자

의 역량과 행동에 대한 누적된 평가가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지도자를 신뢰하기 위해 평가되는 신뢰성 요인으로 능력, 배려성, 진실

성, 열의 등 4가지 부분에서 살펴 볼 수 있었다. 먼저, 우수한 지도자는 

해당 운동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본인의 

축적된 지식을 선수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

다(Martens, 1996). 본 연구의 심층면담과 개방형 설문에서도 선수들

이 우수한 경기력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지도자의 지도능력이 필수적이며, 특히 프로나 실업팀과 같이 결과지향

적인 팀일수록 지도자의 능력이 신뢰를 형성하는데 더욱 중요하게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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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에는 지도자 스스로의 운동

능력도 중요하지만, 선수 개개인의 능력을 잘 파악하고 이를 잘 끌어올

릴 수 있는 전문성과 지도력을 더 높게 평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지도자가 선수에게 좋은 의도를 갖고 배려하는 행동을 보일 

때 지도자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lack와 Pyane(1997)

은 감정적 차원으로 나타나게 되는 신뢰는 대인 간에 형성되는 감정적, 

정서적 유대감에 근거한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별적 배려를 하

위 요인으로 하는 변혁적 리더십이 성실성과 개방성을 하위요인으로 하

는 지도자 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최만식, 유정인 

그리고 김재훈(2013)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선수들에게 전해지는 지도

자의 배려성은 지도자 신뢰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자의 배려성은 지도자를 정서적으로 깊은 신뢰

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바탕이 된다는 점(Zhu Zhang, 2004) 지도자들

이 선수들을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대할 때 선수와 지도자 간에 두터운 

신뢰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사료된다. 

지도자의 진실성은 정직하고 일관된 기준에 의한 언행일치와 선수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태도로 개념화할 수 있었다. Gabarro(1978)는 상사와 

부하 사이의 신뢰 관계를 행동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였으며, 

Mayer 등(1995) 또한 진실성은 신뢰의 기본이 되며, 신뢰주체가 수용

하는 원칙에 신뢰객체가 충실하는 정도로 진실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

에서도 선수기용의 공정성이나 일관된 기준에 의한 지도방식 등이 지도

자를 신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도자의 성실성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열의를 지도자 신뢰

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지도자가 선수들을 더욱 효과

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지도하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열정적인 모습을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판단하여 열의로 명칭을 정하였다. 지도자의 열의는 선수들

로 하여금 목표를 향한 강력한 동기를 유발한다는 점(Lafreni�re et al., 

2008)에서 선수들에게 귀감이 됨과 동시에 지도자를 신뢰하게 되는 동

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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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인적 팀 신뢰

스포츠 팀도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수와 지도자 외에도 팀의 구조나 제도 같은 비인적 요소를 포함한다. 

특히, 의도를 가진 주체와 객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인 신

뢰와는 다르게 비인적 신뢰는 추상적인 시스템과 같은 팀의 요소들이 신

뢰의 대상이 된다(안성익, 2011). 본 연구에서 비인적 팀 신뢰는 ‘팀 

동료나 지도자에 관계없이 팀을 신뢰하거나, 이들의 변동이나 부재에도 

불구하고 팀을 신뢰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즉, 비인적 팀 신뢰는 

팀의 인적 속성이 바뀌더라도 내가 몸담고 있는 팀에 대한 취약성을 감

수하겠다는 의지를 뜻하며, 팀 구성원들이 바뀌더라도 변화하지 않는 팀

의 속성인 팀의 추상적 시스템에 의해 구축된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비인적 팀 신뢰는 다른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거리를 덜어

주는 역할을 하여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며, 소속팀에 계속 남

아있고자 하는 의미가 된다고 하였다. 특히, 무형의 팀에 대한 신뢰만으

로도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며, 그 팀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Ancona와 Caldwell(1992)은 팀의 경계활동(boundary 

spanning)에 주목하였는데, 팀이나 부서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원과 권

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팀 외부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를 프로 스포츠

에 접목하자면, 구단이 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

는 여건을 뒷받침해주는 것을 비롯하여 팀의 긍정적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것(김기탁, 이기봉, 서성혁, 2011; 이재덕, 이

광용, 이건희, 2005)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비인적 팀 신뢰를 형성하는 구성요인으로는 선수들에 대한 지원, 팀 

위상, 행정적 체계성, 경력 효용성의 4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먼저 

선수들에 대한 지원은 선수들이 팀을 신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하는 부분으로 훈련장소나 운동용품에 대한 지원, 그리고 연봉과 물리

적인 부분에 대해 주로 언급하였다. 특히 이러한 지원은 선수들로 하여

금 팀으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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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더욱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였다. 비인적 팀 신뢰성

의 구성요인으로 지원은 이전의 팀 신뢰와 관련된 측정도구에서는 나타

나지 않는 운동선수들에게서 나타나는 고유한 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느낌이라는 점에서 대인신뢰에

서의 배려성과 유사한 정서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팀, 소위 명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팀 등

과 같이 팀의 위상이 비인적 팀 신뢰를 구성하는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조직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 지위는 그가 조직에 기여

하는 정도, 소속된 부서의 위상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Chen et al., 

2003)에서 운동선수들도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팀의 위상에 따라 그 팀

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높여 비인적 팀 신뢰를 높게 인식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Atkinson & Butcher, 2003). 

자신의 경력에 대한 실효성 여부 또한 비인적 팀 신뢰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내용에 제시된 바와 같이 팀에 소속

되었던 경험이 이후의 경력이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팀일수록 더

욱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분야에

서 선수들의 은퇴 후 진로 혹은 적응 과정(구창모, 박경호, 2002; 최재

섭, 2014) 등과 같이 선수들의 은퇴 후 삶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연

구 흐름을 반영하듯, 선수들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팀에서의 경력이 인

생의 다음 단계에서 순조로운 진로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팀을 선호

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수들로부터 팀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구단이나 팀 차원에서 선수들의 진로전환에 적극적인 관

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팀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팀 구성원들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결집시켜야 하며,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팀의 

구조, 팀 내 역할과 책임의 명료성 등과 같은 행정적 체계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안성익, 2011). 운동선수들의 심층면담 및 개방형 설문을 통하

여 스포츠 팀에서도 체계적인 훈련 혹은 명확한 역할분담, 선수 혹은 지

도자를 영입하는 절차가 체계적인 팀을 선수들이 더욱 신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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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Ⅱ. 운동선수의 신뢰 척도개발

본 연구에서는 귀납적 내용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운동선

수의 자기신뢰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을 거쳤다. 구체적으로 질문문항 제

작, 문항의 기술통계 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문항적합성을 검증

하였으며,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구

성타당도를 거친 최종문항은 신뢰도 분석과 타당도 분석, 그리고 모형의 

안정성을 검증함으로써 측정도구로써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1. 자기신뢰 척도

1) 예비문항 개발 및 문항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초기문항 작성을 위해 선행문헌을 참고하고, 심층면담 

내용과 개방형 설문의 내용을 분석하여 자기신뢰 10문항, 자기신뢰성 

30문항을 추출하였다. 도출된 초기문항에 대한 전문가 회의 및 선수 10

명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복되는 문항을 삭제하였으며, 이해하기 어렵거

나 어려운 단어는 수정하여 자기신뢰 10문항, 자기신뢰성 24문항을 예

비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예비문항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문항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자기신뢰 문항 중 문항반응비율 50% 이상인 2개 문항, 자

기신뢰성 문항 중 문항반응비율이 50% 이상인 2개 문항과 문항-전체 

상관 기준(.40)에 미치지 못한 1개 문항이 나타나 해당 문항을 삭제하

였다. 

2)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은 문항적합도 검증을 거친 자기신뢰 8문항, 자기신뢰

성 21문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자기신뢰 척도는 1이상의 고유

치를 갖는 1개의 요인이 추출되어 단일요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문항공통성이 .40의 기준치에 미달되는 3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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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인되어 삭제하였다. 그에 따라 최종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단일요

인 5문항이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자기신뢰성 척도는 1이상의 고유치를 

갖는 3개의 요인이 추출되어 연구자가 예상했던 4요인과 차이가 나타났

으며, 배려성과 진실성의 요인이 대부분 1개의 요인으로 수렴되었다. 그

에 따라 타인을 배려하는 심성이나 행동인 배려성과 스스로도 자신이 정

해놓은 원칙을 스스로가 준수하는 진실성은 모두 사람의 됨됨이를 의미

하며, 이들 모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도덕적 평가가 가능하

여 칭찬이나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인간성’이라는 요인으로 통

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문항공통성 .40이하인 2

개 문항과 요인부하량 .40의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2개 문항, 그리고 

2개 요인 이상에 .40이상의 중복부하량을 보인 2개 문항을 삭제하여 최

종 3요인(능력, 인간성, 성실성) 15문항이 도출되었다. 

3)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척도의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자기신뢰 척도는 각 경로의 표준

화 회귀계수가 모두 .50이상(.52 ~ .77)으로 나타났으며, χ2 유의확률

이 .05이상으로 나타나(.081) 단일 요인 5문항의 모형 적합도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자기신뢰성 척도는 각 경로의 표준

화 회귀계수 값이 모두 .50이상(.66 ~ .80)으로 확인되었으나, 모형적

합도 지수 중 TLI(.886)와 RMSEA(.091) 값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표준화 경로계수 값이 가장 낮게 나타

난 1개 문항을 삭제하고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형 적합도 

지수가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3요인 14문항으로 자기신뢰

성 척도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4) 신뢰도 분석

자기신뢰 및 신뢰성 척도 모두 Cronbach’s α 값이 .70이상으로 나

타나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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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종 척도에 대한 타당도 검증

최종 척도에 대한 타당도 및 모형 안정성 검증을 위해 구성개념 타당

도(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 법칙타당) 및 교차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

다. 

먼저 자기신뢰 및 신뢰성 모형 모두 집중타당도 판단 기준치(표준화 

요인적재량 ≥.50, AVE ≥.50, CR ≥ .70)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어 자기신뢰 및 신뢰성의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문항

들이 각 개념을 적절하게 설명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자기신뢰성 척도의 판별타당도 검증 결과 평균분산추출지수(AVE) 값이 

각 개념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φ2)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

가 확보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기신뢰성의 하위요인 간 개념적 구분이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측정 개념이 이론 혹은 가설적 관계와 일치하는

지 확인하는 법칙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자기신뢰와 자기신뢰성은 

정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가설적 관계를 검증한 결과 자기신뢰와 자기신

뢰성의 하위 요인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확인되어 법칙타당도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자기신뢰 및 신뢰성 척도가 표본의 배

경변인에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

과 학교급에 따른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교차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자기신뢰 척도의 측정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성별과 학

교급에 관계없이 요인분산 동일성까지 확보되어 성별과 학교급에 관계없

이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자기신뢰성 

척도의 측정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학교급에 따라서는 엄격한 기준의 측

정단위동일성이 확보되었지만, 성별에 따라서는 확보되지 못하였다. 그

에 따라 두 집단의 경로계수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인간성 2번 문

항의 경로제약을 해제하여 모형을 수정한 결과 성별에 따른 측정동일성

이 확보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신뢰성 척도를 사용할 때 인간성 2번 

문항(나는 동료가 실수했을 때 탓하지 않고 격려해준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인간성 2번 문항의 표준화 경로계수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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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에 따라 차이가 났다는 점은(남자=.624 > 여자=.368) 성별에 따라 

인간성 2번 문항이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

히 여자선수 집단에서 표준화 경로계수가 .50이하로 나타났다는 점은 

인간성 2번 문항이 인간성 요인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예상케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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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료 신뢰

1) 예비문항 개발 및 문항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초기문항 작성을 위해 선행문헌을 참고하고, 심층면담 

내용과 개방형 설문의 내용을 분석하여 동료 신뢰 10문항, 동료 신뢰성 

33문항을 추출하였다. 도출된 초기문항에 대한 전문가 회의 및 선수 10

명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복되는 문항을 삭제하였으며, 이해하기 어렵거

나 어려운 단어는 수정하여 동료 신뢰 10문항(위약문항 1문항), 동료 

신뢰성 29문항(위약문항 1문항)을 예비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예비문항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문항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동료 신뢰 문항 중 문항반응비율 50% 이상인 3개 문항, 

동료 신뢰성 문항 중 문항반응비율이 50% 이상인 3개 문항과 문항-전

체 상관 기준(.40)에 미치지 못한 1개 문항이 나타나 해당 문항을 삭제

하였다. 

2)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은 문항적합도 검증을 거친 동료 신뢰 6문항, 동료 신

뢰성 24문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동료 신뢰 척도는 1이상의 

고유치를 갖는 1개의 요인이 추출되어 단일요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합

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요인적합도(RMSEA) 또한 양호하여 단일요

인 6문항을 최종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동료 신뢰성 척도는 1이상의 고유치를 갖는 4개의 요인이 

추출되어 연구자가 예상했던 4개 요인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문항공통성 .40이하인 2개 문항과 2개 요인 이상에 .40이

상의 중복부하량을 보인 2개 문항을 삭제하여 최종 4요인(능력, 배려성, 

진실성, 성실성) 20문항이 추출되었다. 

3) 확인적 요인분석

척도의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료 신뢰 척도는 각 경로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모두 .50이상(.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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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으로 나타났으며, 모형 적합도 지수들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단일요인 6문항을 동료 신뢰 척도의 문항으

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동료 신뢰성 척도는 각 경로의 표준화 회귀계

수 값이 모두 .50이상(.66 ~ .87)으로 나타났으며, 모형 적합도 지수들 

또한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 4요인 20문항을 동료 신뢰성 척

도의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4) 신뢰도 분석

동료 신뢰와 신뢰성 척도 모두 Cronbach’s α 값이 .80이상으로 나

타나 신뢰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최종 척도에 대한 타당도 검증

먼저 동료 신뢰와 동료 신뢰성 척도의 집중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두 

척도 모두 에서 판단 기준치(표준화 요인적재량 ≥.50, AVE ≥.50, CR 

≥ .70)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다음으로 

동료 신뢰성 척도의 판별타당도를 평균분산추출지수(AVE)와 각 개념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φ2)의 비교를 통해 검증한 결과 평균분산추출지

수(AVE) 값이 각 개념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φ2)보다 큰 것으로 나

타나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동료 신뢰와 동료 신뢰성은 정적인 관계

를 갖는다는 가설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법칙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동

료 신뢰와 동료 신뢰성의 하위 요인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확인

되어 법칙타당도가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동료 신뢰 및 신뢰성 척도가 표본의 배경변인에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과 학교급

에 따른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교차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

다. 먼저 동료 신뢰 척도의 측정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성별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의 측정단위동일성이 확보되었지만, 학교급에 있어서는 형태

동일성 모형과 측정단위동일성 모형 간의 χ2차이 검증결과가 유의수준

보다 낮게 나타나 엄격한 기준의 측정단위동일성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두 집단의 경로계수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7번 문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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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부하량 경로를 해제한 수정모형을 적용하여 χ2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 유의수준보다 높게 나타나 학교급에 따른 교차타당도가 확

보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료 신뢰 척도를 사용할 때 7번 문항(나에게

는 든든한 동료들이 있기에 두렵지 않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동료 신뢰 7번 문항의 표준화 경로계수가 성별에 따라 차

이가 났다는 점은(고등=.873 > 대학이상=.639) 학교급에 따라 동료 

신뢰 7번 문항이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

지만, 대학이상의 집단에서도 표준화 경로계수가 .50이상으로 나타났다

는 점은 해당 문항이 동료 신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

에서 추후 이를 검증하기 위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동료 신뢰성 척도의 측정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성별과 학교

급 모두에서 형태동일성, 측정단위동일성, 요인분산 동일성까지 확보되

어 동료 신뢰성 척도가 성별과 학교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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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도자 신뢰

1) 예비문항 개발 및 문항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초기문항 작성을 위해 선행문헌을 참고하고, 심층면담 

내용과 개방형 설문의 내용을 분석하여 지도자 신뢰 10문항, 지도자 신

뢰성 30문항을 추출하였다. 도출된 초기문항에 대한 전문가 회의 및 선

수 10명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복되는 문항을 삭제하였으며, 이해하기 

어렵거나 어려운 단어는 수정하여 지도자 신뢰 10문항(위약문항 1문

항), 지도자 신뢰성 27문항을 예비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예비문항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문항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지도자 신뢰 문항 중 문항반응비율 50% 이상인 1개 문항

과 첨도 기준치를 초과한 1개 문항, 지도자 신뢰성 문항 중 첨도 기준치

(±2)를 초과한 1개 문항이 나타나 해당 문항을 삭제하였다. 

2)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은 문항적합도 검증을 거친 지도자 신뢰 7문항, 지도

자 신뢰성 26문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지도자 신뢰 척도는 1

이상의 고유치를 갖는 1개의 요인이 추출되어 단일요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문항공통성 .40이하인 1개 문항을 삭

제하였다. 그에 따라 지도자 신뢰 척도는 단일요인 6문항이 추출되었다. 

다음으로 지도자 신뢰성 척도는 1이상의 고유치를 갖는 4개의 요인이 

추출되어 연구자가 예상했던 4개 요인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문항공통성 .40이하인 1개 문항과 2개 요인 이상에 .40이상

의 중복부하량을 보인 1개 문항을 삭제하였다. 하지만 적합도지수

(RMSEA)가 기준치(<.80)에 부합되지 않아 문항공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60) 문항(6번=.539. 9번=.560)을 삭제하여 4요인 22문항이 

최종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되었다. 

3) 확인적 요인분석

척도의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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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신뢰 척도는 각 경로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모두 .50이상(.66 ~ 

.81)으로 나타났으며, χ2 유의확률이 .05이상으로 나타나(.108) 단일 

요인 6문항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지도자 신뢰

성 척도는 각 경로의 표준화 회귀계수 값이 모두 .50이상(.69 ~ .87)으

로 나타났으나, 모형 적합도 지수 중 RMSEA 값이 기준치(.08)를 초과

하는 것으로 나타나 표준화 경로계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능력7 문항을 

삭제하고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경로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73 ~ .88로 형성되었으며, 모형적합도 지수 또한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 4요인 21문항을 지도자 신뢰성 척도의 문

항으로 선정하였다. 

4) 신뢰도 분석

지도자 신뢰 및 신뢰성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모두 .80이상으

로 나타나 신뢰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최종 척도에 대한 타당도 검증

먼저 지도자 신뢰 및 신뢰성 척도의 집중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두 척

도 모두 에서 판단 기준치(표준화 요인적재량 ≥.50, AVE ≥.50, CR 

≥ .70)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다음으로 

지도자 신뢰성 척도의 판별타당도를 평균분산추출지수(AVE)와 각 개념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φ2)의 비교를 통해 검증한 결과 평균분산추출지

수(AVE) 값이 각 개념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φ2)보다 큰 것으로 나

타나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 지도자 신뢰와 지도자 신뢰성은 정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가설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법칙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지도자 신뢰와 지도자 신뢰성의 하위 요인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확인되어 법칙타당도가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지도자 신뢰 및 신뢰성 척도가 표본의 배경변인에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과 학교급

에 따른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χ2차이 검증을 통해 

교차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지도자 신뢰 척도와 지도자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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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모두에서 성별과 학교급에 관계없이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어 교차타

당도가 검증되었다. 그에 따라 지도자 신뢰 및 신뢰성 척도가 성별과 학

교급에 관계없이 같은 개념을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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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인적 팀 신뢰

1) 예비문항 개발 및 문항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초기문항 작성을 위해 선행문헌을 참고하고, 심층면담 

내용과 개방형 설문의 내용을 분석하여 비인적 팀 신뢰 10문항, 비인적 

팀 신뢰성 30문항을 추출하였다. 도출된 초기문항에 대한 전문가 회의 

및 선수 10명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복되는 문항을 삭제하였으며, 이해

하기 어렵거나 어려운 단어는 수정하여 비인적 팀 신뢰 7문항, 비인적 

팀 신뢰성 23문항(위약문항 1문항)을 예비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예비문항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인적 

팀 신뢰 문항은 기준에 위배되는 문항이 없었으며, 비인적 팀 신뢰성 문

항은 문항반응비율 50% 이상인 1개 문항 외에는 모두 기준치를 충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은 문항적합도 검증을 거친 비인적 팀 신뢰 7문항, 비

인적 팀 신뢰성 21문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비인적 팀 신뢰 

척도는 1이상의 고유치를 갖는 1개의 요인이 추출되어 단일요인으로 구

성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문항공통성 .40이하인 1개 문

항이 나타나 이를 삭제하였다. 그 결과 단일요인 6문항이 추출되었다. 

다음으로 비인적 팀 신뢰성 척도는 1이상의 고유치를 갖는 4개의 요인

이 추출되어 4개 요인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

부하량이 .40이하로 나타난 2개 문항을 삭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4요

인 21문항이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되었다. 

3) 확인적 요인분석

척도의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인적 팀 신뢰 척도는 각 경로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모두 .50이상(.67 

~ .91)으로 나타났으며, 모형 적합도 지수들이 모두 기준치를 충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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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나 단일 요인 6문항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음으로 비인적 팀 신뢰성 척도는 각 경로의 표준화 회귀계수 값이 모두 

.50이상(.62 ~ .94)으로 나타났으나, 모형 적합도 지수 중 RMSEA 값

이 기준치(.08)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표준화 경로계수 값과 수정

지수를 고려하여 지원5 문항을 삭제하고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각 경로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69 ~ .94로 형성되었으며, 

모형적합도 지수 또한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 4요인 18

문항을 비인적 팀 신뢰성 척도의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4) 신뢰도 분석

비인적 팀 신뢰 및 신뢰성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모두 .9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훌륭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최종 척도에 대한 타당도 검증

먼저 비인적 팀 신뢰 및 신뢰성 척도의 집중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두 

척도 모두 에서 기준치(표준화 요인적재량 ≥.50, AVE ≥.50, CR ≥ 

.70)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다음으로 비

인적 팀 신뢰성 척도의 판별타당도를 평균분산추출지수(AVE)와 각 개

념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φ2)의 비교를 통해 검증한 결과 평균분산추

출지수(AVE) 값이 각 개념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φ2)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비인적 팀 신뢰와 비인적 팀 신뢰성은 

정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가설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법칙타당도를 검증

한 결과 비인적 팀 신뢰와 비인적 팀 신뢰성의 하위 요인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확인되어 법칙타당도가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비인적 팀 신뢰 및 신뢰성 척도가 표본의 배경변

인에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χ2차이 검증

을 통해 교차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팀 신뢰 척도에서는 모형의 

수정 없이 성별과 학교급 모두에서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으나, 팀 신뢰

성 척도에서는 성별에서 시스템 4번 문항(우리 팀은 팀 구성원이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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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각자의 역할이 원활히 이루어진다)의 표준화 경로계수의 제약을 제

거하는 모형의 수정을 거친 뒤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다. 즉, 시스템 4

번 문항의 표준화 경로계수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났다는 점은(남자

=.661 > 여자=.455) 성별에 따라 시스템 4번 문항이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여자선수 집단에서 표준화 경로

계수가 .50이하로 나타났다는 점은 시스템 4번 문항이 시스템 요인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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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동선수의 신뢰 척도개발에 대한 종합 논의

본 연구는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뢰 연구의 일환으로서 운

동선수들에게 적합한 신뢰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기 위해 수행되었

다. 특히,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들이 대인신뢰, 즉 동료 

혹은 지도자 신뢰에만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운동선

수의 신뢰를 자기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대인, 그리고 팀 수준의 차원까

지 확대하여 운동선수의 신뢰를 폭넓게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

해 우선적으로 운동선수들이 스포츠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신뢰의 유

형을 자기, 동료, 지도자, 비인적 팀 신뢰로 규정하였으며, Mayer와 

Gavin(2005)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신뢰와 신뢰성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

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 및 심층면담, 그리고 개방형 설문의 결과를 토대로 

운동선수의 신뢰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제작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구

조의 적합성을 확보하였고, 내적일치도(Cronbach’s α)를 통해 신뢰도

를, 구성개념타당도 및 교차타당도 검증을 통해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

였다. 

먼저, Pasveer(1997)가 제시한 Self-Trust Questionnaire(STQ)가 

대표적인 자기신뢰 척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척도로 운동선수의 

자기신뢰를 측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었다. 그 중 가장 큰 제

한점은 최초 개발당시 개인의 능력 및 명시된 행동적 측면에 대한 고려

가 있었으나, 개발과정 동안 이와 관련된 문항들이 삭제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운동선수로서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은 운동영역에서 잘해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고, 어려운 일에 부딪히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운동선수들이 자신을 신뢰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신뢰성을 새롭게 탐색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운동에 대한 능력, 인간성, 그리고 성실성 등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데 주요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요인구조의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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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이를 통해 트라우마를 겪은 여성을 대상으

로 국한시킨 Brother(1982)의 Self-Trust Scale(STS)이나 일반 대학

원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Pasveer(1997)의 Self-Trust 

Questionnaire(STQ)와는 확연히 차별화 된 운동선수의 자기신뢰를 측

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대인 신뢰에 해당하는 동료 신뢰와 지도자 신뢰의 경우 일반 

조직에서 신뢰를 측정하고자 개발한 McAllister(1995)나 Mayer와 

Davis(1999)의 질문지의 신뢰객체를 동료 또는 지도자로 변환하여 사

용해왔으나, 이는 스포츠라는 영역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뢰객체 중 동료선수는 실제로 시합에 함께 출전하고 함께 훈련하는 관

계인 반면, 지도자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시합에

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확한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하지

만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팀 내에서 수평적 관계를 맺는 동료와 수직적 관계를 

맺는 지도자로 구분하여 이들의 역할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신뢰를 측

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일반 조직에서의 대인 

신뢰 및 신뢰성을 측정하는 질문의 내용과 요인에 차이가 나타났다. 예

를 들어, Mayer와 Davis(1999)의 질문지에서 신뢰성은 능력, 배려성, 

진실성의 세 가지 요인으로 제시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동료선수의 성

실성과 지도자의 열의의 요인이 추가적으로 도출되었다. 물론, Mayer 

등(1995)은 다수의 신뢰성 요인들이 능력, 배려성, 진실성 세 가지로 

축약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담의 내용

과 요인분석을 통한 모형의 적절성을 검증한 결과 성실히 운동에 임하는 

동료의 성실성과 선수들을 좋은 방향으로 지도하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

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지도자의 열의는 Mayer 등(1995)이 제안한 세 

가지 요인에 더해 운동선수의 신뢰성을 이루는 추가적인 요인으로 구성

되었다. 

마지막으로 안성익(2011)은 일반 조직영역에서의 비인적 팀 신뢰를 

팀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추상적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측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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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팀 내 통제 시스템, 팀위상, 팀경력의 수단성 

등의 세 가지 신뢰성 요인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스포츠 팀에서의 비인적 측면에 주목하였다.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

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점은 선수들과의 인터뷰와 개방형 설문을 통해 

선수들이 팀의 비인적인 측면을 신뢰하는데 있어 선수들의 훈련 여건이

나 용품 등과 같은 물리적 지원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선수들로 하여금 팀으로부터 자신의 가치

를 인정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팀을 믿고 더욱 헌신하고자 하

는 마음이 생긴다는 점에서 운동선수에게 있어 비인적 측면의 팀을 신뢰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 

비인적 팀 신뢰성의 요인은 행정적 체계성, 팀 위상, 경력 효용성, 지원

의 네 가지로 선정하였으며, 그에 대한 요인구조의 적합성 및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한 운동선수의 신뢰 측정도구의 개념적 구조도는 

<그림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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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운동선수의 신뢰 개념적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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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운동선수들에게 있어 신뢰는 운동 수행에서부터 팀에 대한 헌신, 운동 

만족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다수의 선행연구

들을 통해 밝혀져 왔다. 하지만 운동선수들의 신뢰와 관련된 연구는 주

로 파트너 혹은 지도자에 한정된 대인신뢰 차원에서만 진행되어왔을 뿐, 

운동선수들이 지니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그리고 팀 맥락에서 

비인적 팀 신뢰의 측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뿐만 아니라 일반 조직에서 주로 사용된 대인신뢰를 측정하는 질문

지들을 사용해왔다는 점에서 스포츠 현장의 선수들에게서 나타나는 신뢰

에 대한 충분한 측정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

동선수의 신뢰를 자기 및 대인, 그리고 비인적 팀 차원으로 구분하여 운

동선수의 신뢰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척도

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 1에서는 운동선수의 자기 및 대인, 그리고 비인적 팀 신뢰

의 개념에 대한 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 현직 운동선수들을 대상으

로 심층면담과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자기신뢰는 자신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운동영역에서 잘해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고, 어려운 일에 부딪히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

음을 의미하며, 이는 자신의 능력, 인간성, 성실성 등의 신뢰성을 바탕으

로 형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동료 신뢰는 팀의 승리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동료

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 이는 동료선수의 능력, 배려성, 진실성, 성실

성 등의 신뢰성이 바탕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지도자 신뢰는 지도자에 대한 의심이나 의문을 넘어 팀의 목표

를 위해 지도자의 지도방식을 믿고 따르는 마음으로 개념화할 수 있었으

며, 지도자의 능력, 배려성, 진실성, 열의 등의 신뢰성이 바탕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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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비인적 팀 신뢰는 팀 동료나 지도자에 관계없이 팀을 신뢰하거

나, 이들의 변동이나 부재에도 불구하고 팀을 신뢰하는 것으로 팀의 지

원, 팀 위상, 행정적 체계성, 경력 효용성 등의 추상적인 신뢰성이 바탕

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2에서는 운동선수의 자기 및 대인, 그리고 비인적 팀 신뢰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운동선수 100명을 대상으로 문항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398명을 대상으로 측정도구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199명)을,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199명)을 실시하였다. 또한 최종 척도의 구성개념타당도를 검

증하기 위해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 법칙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개발된 척도가 성별과 학교급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인식되고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해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교차타당도를 검증하였

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자기신뢰 척도는 단일요인 5문항이, 자기신뢰성 척도는 3요인

(능력, 인간성, 성실성) 14문항으로 구성되며, 구성개념타당도 검증을 

통해 관측변수에 의해서 구성개념이 적합하게 측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단, 자기신뢰성 척도의 인간성과 관련된 1개 문항(나는 동료가 실수

했을 때 탓하지 않고 격려해준다)은 성별에 따라 문항 사용에 대한 주의

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료 신뢰 척도는 단일요인 6문항이, 동료 신뢰성 척도는 4요인

(능력, 배려성, 진실성, 성실성) 20문항이 최종 척도로 채택되었으며, 구

성개념타당도 검증을 통해 관측변수에 의해서 구성개념이 적합하게 측정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단, 동료 신뢰를 측정하는 척도에서 1개 문항

(나에게는 든든한 동료들이 있기에 두렵지 않다)은 학교급에 따라 문항 

사용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도자 신뢰 척도는 단일요인 6문항이, 지도자 신뢰성 척도는 4

요인(능력, 배려성, 진실성, 열의) 21문항이 최종 척도로 선정되었다. 구

성개념타당도 검증을 통해 관측변수에 의해서 구성개념이 적합하게 측정

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성별과 학교급에 대한 교차타당도가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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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확보되었다.  

넷째, 비인적 팀 신뢰 척도는 단일요인 6문항이, 비인적 팀 신뢰성 척

도는 4요인(행정적 체계성, 팀 위상, 경력효용성, 지원) 18문항이 최종 

척도로 선정되었으며, 구성개념타당도 검증을 통해 관측변수에 의해서 

구성개념이 적합하게 측정되고 있음이 확인하였다. 단, 비인적 팀 신뢰

성 척도의 행정적 체계성과 관련된 1개 문항(우리 팀은 팀 구성원이 바

뀌어도 각자의 역할이 원활히 이루어진다)은 성별에 따라 문항 사용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본 연구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동안 경험한 연구의 한계점과 이를 통해 

추후 연구에서 진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운동선수의 신뢰 개념구조를 정립하기 위한 심층면담은 운동선

수들의 신뢰를 폭넓은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개인 및 단체종목 선수 

모두를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심층면담을 진행해나가는 동안 개

인종목 선수들과 단체종목 선수들 사이에서 자기신뢰, 동료 신뢰, 지도

자 신뢰 측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미묘하게 차이가 남을 느

낄 수 있었다. 한 예로, 개인종목 선수들의 경우에는 수행성과가 자신의 

능력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반면, 단체종목 선수들의 경우에는 수행성과

가 팀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난다. 그에 따라 개인 종목의 선

수들은 동료선수에 대한 신뢰보다 자기에 대한 신뢰를 상대적으로 더 중

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개방형 설문과 척도개발 단계에서는 

단체운동종목 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개인종목 선수들

에게서 나타나는 신뢰는 충분히 고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서는 개인종목 선수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타당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개인종목에 적합한 운동선수의 

신뢰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운동선수의 신뢰를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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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여 운동선수들이 지니고 

있는 신뢰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지는 않았다. 그에 따라 선수들이 생각하

는 자기, 동료, 지도자, 비인적 팀에 대한 신뢰의 정도는 확인하지 못하

였다. 또한, 각각의 신뢰의도와 신뢰성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검증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Mayer 등(1995)이 제시한 신뢰의도와 신뢰성

의 인과적 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운동선수

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여 그들이 지닌 신뢰를 측정하고, 

신뢰의도와 신뢰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한다면 운동선수들에게서 나

타나는 신뢰형성 과정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학교급에 관계없이 같은 내용을 척도가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차타당도 검증방법 중 측정동일성 검

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측정도구가 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일 뿐 각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집단에 따라 신뢰의 정도가 차이가 나타나는지, 혹은 

집단에 따라 신뢰가 형성되는데 있어 신뢰성의 어떤 요인이 더욱 중요하

게 작용하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잠재평균 분석이나 다중집단 경

로분석 등의 방법을 통한 추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운동선수의 신뢰를 크게는 자기와 팀 신뢰로 구분하

였으며, 팀 신뢰는 다시 동료와 지도자를 포함하는 인적 신뢰와 비인적 

신뢰로 구분하여 각각의 신뢰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운

동선수의 신뢰와 관련된 연구를 확장시키기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운동선수의 신뢰 수준을 구분하여 이와 

관련된 선행 혹은 종속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예를 들어, 자기신뢰의 차원에서는 자신감 혹은 자기 개념, 그리고 

운동 수행 등과 같은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동료 

신뢰와 팀 헌신, 운동 만족도, 팀 응집력 등의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운동선수의 신뢰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과의 

잠재적 관계를 규명해 나간다면 운동선수의 신뢰를 더욱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선수를 비롯한 스포츠 현장에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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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엘리트선수의 신뢰 검사지 개발을 위한 설문

안녕하십니까? 

먼저, 설문조사에 응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엘리트선수들이 지니는 신뢰(지
도자, 동료, 자기자신, 팀)의 개념 및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지를 개발하여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 개인 및 팀에 있어서 신뢰의 역할에 대해 규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

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으며, 무기명으로 작성되어 
개인에 대한 사항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응답에 있어 옳고 그르거나, 좋고 나쁨이 없으므로 평소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답

해 주시면 됩니다. 본 연구의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응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전현수(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박사과정)

성별:           연령:          세 종목:               선수경력:            년

- 지도자에 대한 신뢰 -

1. 어떤 지도자(코치, 감독)를 신뢰할 수 있는지, 왜 신뢰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2. 나는 (   ?   ) 능력을 갖춘 지도자를 신뢰한다. (     )에 해당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예 : 지도력이 좋은.. 해당 운동종목에 대한 전문적 지식.. 뛰어난 판단력 등...>

(                        ) (                        ) (                        )

     

3. 지도자가 (   ?   ) 때 나는 지도자를 신뢰한다. (     )에 해당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예 : 내가 시합을 많이 뛸 수 있게 해 줄 때.. 내 입장에서 배려해 줄 때.. 관심을 많이 가져줄 때 등...>

(                        ) (                        ) (                        )

4. 지도자의 능력(2번 문항에서 대답한)이외에 어떤 부분(모습)을 보고 지도자를 신뢰할 수 있나요?

<예 : 일관된 기준에 의거한 선수기용.. 성실한 모습.. 정직한 모습 등...>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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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에 대한 신뢰 -

1. 어떤 동료를 신뢰할 수 있는지, 왜 신뢰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2. 신뢰할 수 있는 동료선수는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나요?

<예 : 뛰어난 판단력.. 높은 기술수준.. 일관된 수행력.. 약속된 플레이를 정확히 수행함 등...>

(                        ) (                        ) (                        )

3. 나를 어떻게 대하는 동료에게 신뢰가 가나요?

<예 : 내가 잘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짓말 하지 않는.. 나를 먼저 믿어주는 등...>

(                        ) (                        ) (                        )

4. 동료선수의 능력(2번 문항에서 대답한)이외에 어떤 부분을 보고 그 선수를 신뢰할 수 있나요?

<예 : 자기관리가 철저한 모습.. 성실한 모습.. 정직한 모습 등...>

(                        ) (                        ) (                        )

- 자기자신에 대한 신뢰 -

1. 본인이 자기 스스로를 신뢰한다면, 자신의 어떤 부분 때문에 신뢰하게 될까요?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예 :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아와서.. 타인 혹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므로.. 나는 뛰어난 사람이므로 등...>

                                                                                             

                                                                                             

2. 운동선수로서 자신을 신뢰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 (                        ) (                        )

3.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을 갖추어야 할까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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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의 비인적 자원에 대한 신뢰 -

1. 팀에서 인적요소(지도자 및 팀 동료)에 관계없이 팀(학교, 구단)을 신뢰하거나, 팀장 및 팀동료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팀(학교, 구단)을 신뢰하는 경우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 연봉을 정확히 줌.. 전통이 있는 명문팀.. 좋은 훈련 장소 제공.. 운동 용품 지원 등...>

                                                                                             

                                                                                             

2. 팀에서 인적요소(지도자 및 팀 동료)를 제외하고 팀(학교, 구단)의 어떤 부분이 나를 만족시켜

주나요? 혹은 어떤 부분이 만족된다면 이 팀을 더욱 믿고 따를 수 있게 될까요?

(                        ) (                        ) (                        )

3. 팀에서 인적요소(지도자 및 팀 동료와의 관계)에 관계없이, 운동선수들은 대개 어떤 팀(학교, 구

단)에서 뛰기를 희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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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운동선수의 신뢰 최종 척도

본 설문지는 운동선수가 경험하는 동료에 대한 신뢰, 지도자에 대한 신뢰, 자기자신에 

대한 신뢰, 팀에 대한 신뢰의 개념은 어떻게 구성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

발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설문지의 각 문항은 옳고 그르거나, 좋고 나쁨이 없으므로, 평소 자신이 느끼는 생

각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설문은 무기명으로 작성되어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응답하시

는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어느 곳에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5. 10

                                            

             연구자 :  전 현 수(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박사과정)

* 답하는 방법 *

1. 각 문항별로 해당되는 란에 V표 또는 O표 해 주세요.

2. 끝까지 한 문항도 빠짐없이 표시해 주세요.

1. 성   별 : ①남       ②여  2. 나   이 : (          )세

3. 학 교 급 : ①고등학교  ②대학  ③실업(프로)  4. 운동경력: (          )년

5. 운동종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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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신뢰

▶ 다음은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것입니

다. 자신이 느끼고 있는 부분과 가장 일치하는 숫자에 ○표 해 주십시오.

1-1. 자기신뢰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운동선수로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1 2 3 4 5

2 지금까지 선수생활을 충분히 잘 해 오고 있다. 1 2 3 4 5

3 지금까지 선수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위기를 잘 극복해왔다. 1 2 3 4 5

4 동료들은 나를 믿고 의지해준다. 1 2 3 4 5

5 운동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2. 자기신뢰성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운동선수로서 성공할 수 있는 운동실력이 있다. 1 2 3 4 5

2 나는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뛰어나다. 1 2 3 4 5

3 나는 약속된 플레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1 2 3 4 5

4 나는 다른 동료를 커버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1 2 3 4 5

5 나는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준다. 1 2 3 4 5

6 나는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1 2 3 4 5

7 나는 동료가 실수했을 때 탓하지 않고 격려해준다. 1 2 3 4 5

8 나는 진실한 사람이다. 1 2 3 4 5

9 나는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킨다. 1 2 3 4 5

10 나는 기본 훈련 시간 외에도 개인 훈련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1 2 3 4 5

11 나는 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한다. 1 2 3 4 5

12 나는 힘든 훈련에도 최선을 다한다. 1 2 3 4 5

13 오늘 계획한 연습량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채운다. 1 2 3 4 5

14 나는 선수로서의 내 역할에 충실하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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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료 신뢰

▶ 다음은 여러분이 팀 동료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느끼고 있는 부분과 가장 일치하는 숫자에 ○표 해 주십시오.

2-1. 동료 신뢰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팀 동료들에게는 나의 민감한 얘기도 믿고 얘기할 수 있다. 1 2 3 4 5
2 우리 팀 동료들과 함께라면 어떤 팀이든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1 2 3 4 5

3 팀 동료의 의도나 동기가 잘못되었더라도 나는 동료를 
감싸줄 것이다. 1 2 3 4 5

4 팀 동료가 부탁하면 흔쾌히 들어줄 것이다. 1 2 3 4 5
5 나에게는 든든한 동료들이 있기에 두렵지 않다. 1 2 3 4 5
6 내가 부상이나 슬럼프에 빠지더라도 동료들을 떠올리면 힘이 난다. 1 2 3 4 5

2-2. 동료 신뢰성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운동능력을 갖추었다. 1 2 3 4 5
2 기본기가 탄탄하다. 1 2 3 4 5
3 약속된 플레이를 정확히 수행한다. 1 2 3 4 5
4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뛰어나다. 1 2 3 4 5
5 다른 동료를 커버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1 2 3 4 5
6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준다. 1 2 3 4 5
7 경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변수에 대한 대처능력이 뛰어나다. 1 2 3 4 5
8 사소한 부분까지도 잘 챙겨준다. 1 2 3 4 5

9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에 대한 나쁜 얘기가 나오더라도 
내 편이 되어준다. 1 2 3 4 5

10 내 입장을 많이 생각해준다. 1 2 3 4 5
11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서로 조금씩 양보한다. 1 2 3 4 5
12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1 2 3 4 5
13 약속을 잘 지킨다. 1 2 3 4 5
14 정직하다. 1 2 3 4 5
15 행동이 일관적이다. 1 2 3 4 5
16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운동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 1 2 3 4 5
17 어떠한 상황에서도 운동에 최선을 다한다. 1 2 3 4 5
18 맡은바 역할에 책임을 진다. 1 2 3 4 5
19 힘든 훈련도 성실히 해낸다. 1 2 3 4 5
20 시합을 위한 자기관리를 잘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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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도자 신뢰

▶ 다음은 여러분이 지도자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신이 느끼고 있는 부분과 가장 일치하는 숫자에 ○표 해 주십시오.

3-1. 지도자 신뢰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도자에게는 나의 민감한 얘기도 믿고 말할 수 있다. 1 2 3 4 5
2 나는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지도방식을 믿고 따를 것이다. 1 2 3 4 5
3 시합 중 불안할 때 지도자를 보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 1 2 3 4 5

4 시합에서 내 생각과 다른 지시를 내리더라도 그 지시를 믿고 따를 
것이다. 1 2 3 4 5

5 지도자를 위해서라도 훈련과 시합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 1 2 3 4 5

6 동료들이 지도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나는 지도자를 믿고 
따를 것이다. 1 2 3 4 5

3-2. 지도자 신뢰성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선수를 지도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다. 1 2 3 4 5
2 해당 종목에 대한 지도 경험이 풍부하다. 1 2 3 4 5
3 경기에 대한 판단력이 뛰어나다. 1 2 3 4 5
4 시합상황에 적절한 지시를 내린다. 1 2 3 4 5
5 경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변수에 대한 대처능력이 뛰어나다. 1 2 3 4 5
6 우리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추었다. 1 2 3 4 5
7 내가 하는 플레이를 존중해 준다. 1 2 3 4 5
8 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준다. 1 2 3 4 5
9 나에게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살펴준다. 1 2 3 4 5
10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1 2 3 4 5
11 내 입장을 많이 생각해준다. 1 2 3 4 5
12 실수를 하더라도 더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다. 1 2 3 4 5
13 선수기용을 공정하게 한다. 1 2 3 4 5
14 선수들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해준다. 1 2 3 4 5
15 선수들에게 거짓이 없고 진실되게 대한다. 1 2 3 4 5
16 일관성 있게 행동한다. 1 2 3 4 5
17 건전한 원리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1 2 3 4 5
18 선수들과의 약속을 잘 지킨다. 1 2 3 4 5
19 선수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항상 연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1 2 3 4 5
20 선수들에게 새로운 것을 더 알려주기 위해 노력한다. 1 2 3 4 5
21 우리 팀을 이끌어가는데 열정적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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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인적 팀 신뢰

▶ 다음은 여러분이 소속된 팀(지도자, 동료 등과 같은 사람을 제외한 소속된 팀 자체)

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느끼고 있는 부분

과 가장 일치하는 숫자에 ○표 해 주십시오.

4-1. 비인적 팀 신뢰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도자 
혹은

동료와
관계없이

우리 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자부심을 느낀다. 1 2 3 4 5
2 내 미래를 우리 팀에 맡길 의향이 있다. 1 2 3 4 5
3 우리 팀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기꺼이 하겠다. 1 2 3 4 5
4 우리 팀이 추구하는 방향을 믿고 따를 것이다. 1 2 3 4 5
5 우리 팀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2 3 4 5

6 우리 팀의 결정이 조금 부당하게 느껴지더라도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 2 3 4 5

4-12. 비인적 팀 신뢰성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팀은 훈련 절차가 잘 정립되어 있다. 1 2 3 4 5
2 우리 팀은 맡은 바 역할에 따른 역할수행이 잘 이루어진다. 1 2 3 4 5

3 우리 팀은 일부 팀원의 부재시에도 훈련이나 시합의 일정이 원활히 
수행된다. 1 2 3 4 5

4 우리 팀은 팀 구성원이 바뀌어도 각자의 역할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1 2 3 4 5
5 우리 팀의 선수 영입과정은 체계적이다. 1 2 3 4 5
6 우리 팀은 다른 팀에 비해 팀의 명성이 높다. 1 2 3 4 5
7 우리 팀은 다른 팀으로부터 인정받는 팀이다. 1 2 3 4 5
8 우리 팀은 해당 종목에서 앞서 나가는 팀이다. 1 2 3 4 5
9 우리 팀은 학교 이미지를 높이는데 공헌도가 높다. 1 2 3 4 5
10 우리 팀에서의 경력은 향후 팀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1 2 3 4 5
11 우리 팀에서의 경력은 선수로서 성공하는데 도움이 된다. 1 2 3 4 5
12 우리 팀에서의 경력은 운동관련 지식을 넓히는데 도움을 준다. 1 2 3 4 5
13 우리 팀에서의 경력은 내 미래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1 2 3 4 5
14 우리 팀은 좋은 훈련 장소를 제공해준다. 1 2 3 4 5
15 우리 팀은 운동 용품 지원이 좋다. 1 2 3 4 5
16 우리 팀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준다. 1 2 3 4 5
17 우리 팀은 좋은 식단을 제공해준다. 1 2 3 4 5
18 우리 팀은 선수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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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ceptualization of Athletes’ 

Trust and the Scale Development

Hyunsoo Jeo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nd establish trust 

concept in classified factors(self, interpersonal, and non-human 

element of team trust) for a broad understanding in confidence 

of the athletes, and to develop the scale that verified validity 

and reliability in order to measure such concepts. 

For the study No.1, we performed the in-depth interviews(N 

= 12) and the open survey(N = 52) subjected to former and 

present athletes to examine structural trust concept in athletes 

self, interpersonal, and impersonal team trust. As a result, the 

self-trust in athletes was defined as the belief that they are 

able to overcome any potential difficulties during performance in 

relative areas based on their own experience, and the 

trustworthiness factor for forming such belief were derived as 

follows: ability, benevolence, integrity, diligence. The teammate 

trust was defined as the faith in their teammates which is the 

most fundamental element to achieve winning for the team, and 

the trustworthiness factor for such faith were deriv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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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ility, benevolence, integrity, diligence. The trust in coaches 

was defined as the confidence to believe and follow the coach's 

guidance for the goal of the team beyond any doubt or 

consciousness of the leadership, and the trustworthiness factor 

for such trust were derived as follows: ability, benevolence, 

integrity, enthusiasm. The impersonal team trust was defined as 

belief in the team regardless of the surrounding people such as 

the colleagues and/or the coaches, and the trustworthiness factor 

for such mind were confirmed to be based in abstract trustiness 

as follows: support, team status, administrative system, career 

benefit. 

For the study No.2, we performed the item fit test subjected 

to a hundred athletes to develop the measurement of trust 

concept in athletes self, interpersonal, and impersonal team trust. 

In addition, the total 398 samples were randomly divided into 

two parts and used for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N = 199) 

and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N = 199) each in order to 

investigate the factor structure and examine the model fit of the 

structure. The verification of internal validity(Cronbach'α) was 

conducted in order to determine the reliability of the final scales, 

and such validity was secured through construct validity and 

cross validity. 

As a result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llowing the 

item fit validation, items for the final scale has been selected as 

follows: the single factor with 5 items for the self-trust scale, 

the 3 factors(ability, personality, diligence) with 14 items for the 

self-trustworthiness scale, the single factor with 6 items for the 

teammate-trust scale, and the 4 factors(ability, benevolence, 

integrity, diligence) with 20 items for the teammate 

-trustworthiness scales. Moreover, for the coach-trust sca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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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in a single factor were selected, and 21 items in 4 

factors(ability, benevolence, integrity, enthusiasm) were selected 

for the coach-trustworthiness scale. For the impersonal team 

trust scale, 6 items in a single factor were selected, and 18 

items in 4 factors(administrative system, team status, career 

benefit, support) were selected for the impersonal team 

trustworthiness scales as final scales. The reliability was verified 

based on following result in all scales; Cronbach's α value were 

observed as 0.777(self-trust) in minimum value, and 0.961 

(coach-trust) in maximum value. 

Next, construct validation was verified through convergent 

validity, discriminant validity, and nomological validity. The 

convergent validity was verified based on following result in all 

scales; standardized factor loadings and average variance 

extracted(AVE) were shown over 0.05, and construct 

reliability(C.R.) were shown over 0.70. In addition, the 

discriminant validity has been verified as the average variance 

extracted(AVE) were shown higher than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φ2) between two constructs. Also, the nomological 

validity has been verified as each correlation value between trust 

scales and trustworthiness scales (self, teammate, coach, and 

impersonal team trust) were shown in positive(+)direction.

Finally, as a result of measurement invariance test, the cross 

validity of the developed scale has been secured as it is equally 

recognized regardless of gender and grade level.

Key words: athletes’ trust, self-trust, teammate trust, coach 

trust, impersonal team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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