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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명언을 남긴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 알렉

스 퍼거슨의 말처럼 축구에서 팀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

우 크다. 대표적인 팀 스포츠 종목 중의 하나인 축구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11명

의 선수가 팀의 공통된 목표(득점과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얼마나 협력하고 조

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경기의 승패가 결정된다(김의수, 이용수, 강신우, 강준호와 윤영

길, 2005). 또한 다른 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선수가 경기에 투입되고 역동적인 

경기 흐름 속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변화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잘 대응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수들 사이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요구된다(윤영길, 

2009). 이처럼 축구에서는 선수 개인의 기량과 더불어 팀 전체의 조직력이 승부에 매

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학년과 수준이 올라가고 개인의 신체적, 기술적 능

력이 비슷해지는 청소년 시기부터 개인보다는 팀으로써의 존재가 더욱 강조되기 시작

한다(윤영길, 홍성찬, 변경호, 김민철, 이경진, 황보관, 한영훈, 김동기, 김남표, 2012).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축구팀은 선수와 선수 관계, 선수와 지도자 관계, 선수 및 

지도자와 팀 관계의 구조를 형성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집단(이

한규, 이종영, 김병현, 1992)으로 팀이 추구하는 목표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긴

밀한 체제를 구축하며, 이 과정에서 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 신념 및 태도, 규

범, 지식 등에 따라 팀의 고유한 분위기가 형성된다(박선기, 김범, 2011). 팀 분위기는 

한 조직체가 주어진 환경과의 적응과정에서 형성하게 되는 독특한 조직풍토로서, 구성

원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는 동시에 구성원의 행동 또한 팀 분위기를 형성하는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Milton, 1981; 오상석, 2009). 이러한 팀 분위기는 여러 변수에 

의해 객관적인 성격을 갖기도 하면서 주관적인 성격을 갖고, 조직적인 속성임과 동시에 

구성원이 느끼는 개인적인 속성이기도 하다. 즉, 팀 분위기는 조직 자체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 구성원 개인이 가지는 전반적인 인상 혹은 느낌으로 개인의 지각에 의한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Schneider & Reicheres, 1983; 신국희, 2001).

  스포츠 상황에서 팀 분위기는 지도자와 선수, 그리고 팀 동료들 간에 보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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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신뢰를 기본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부터 형성되며, 경기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팀의 고유한 관습과 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긍정적인 팀 분위

기는 구성원들의 사기와 동기를 고취시켜 경기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팀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고 팀의 단결력

과 사기를 저하시켜 무기력한 경기력을 초래할 수 있다(정현영, 2006). 이와 같이 부

정적인 팀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좋지 않은 경기력과 계속된 패배로 인한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는 다시 팀 전체의 자신감을 하락시켜 선수들의 슬럼프를 야기하는 심

각한 문제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경우 심리적으로 미

성숙한 존재이며 혼자만의 힘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팀 분위기에 따

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거나 혹은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선수들은 좋은 팀 분

위기를 유지하고 갈등과 불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목표를 공

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류근무, 2008; 문해진, 2001).     

  팀 분위기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팀 분위기는 팀 몰입(서재

현, 2008; 조송현, 나재관, 이용식, 2007), 팀 응집력(김영준, 2007), 팀 성과(이선규, 

김영형, 이웅희, 2009), 팀 효과성(권세창, 2006; 이근모, 김인형, 권세창, 2005) 등의 

주제와 연관되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도 팀 분위기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팀 분위기가 팀의 효과적 기능 수

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 있을 뿐 어떤 요인으로 인해 팀 분위기가 높아지

고 낮아지는가에 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스포츠 조직이 집단역학에서 

가장 상호의존성이 높은 집단(이용현, 2009)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팀 분위기 관련 

연구들은 학교, 기업, 정부와 같은 조직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스포츠 팀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므로 청소년 축구선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팀 분

위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팀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여러 구성요인 중 구성원 개인의 동기와 태도, 행동

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아존중감(Korman, 1970, 1971, 1976)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Aryee, Budhwar & Tan, 2003; Brown & 

Leigh, 1996; Campbell & Dunnette, 1970; Chattopadhyay & George, 2001; 

Halpin & Crofts, 1963; Johnson, 2000; Lee, 2003). 자아존중감은 크게 평가적 의

미와 감정적 의미로 구분하여 정의되어 왔는데, 먼저 평가적 의미에 비중을 둔 

Gordon(1969)은 자아존중감을 ‘자신의 잠재적 행동과 중요한 타인의 평가를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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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평가지향’이라고 하였고, Newman(1984)은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 수용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한 자기평가로, 자신에 대해 판단하는 의식적 평가’라고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을 감정적 의미의 관점에서 정의한 Weiner(1978)는 ‘자신이 스스

로에 대해 인정하는 가치이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성공을 기대하는 정도’라고 하였

다. 즉,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을 긍정적인 존재로 여기며 유능하고 가치 있다고 평가하

는 태도를 말한다(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에 획득해야 할 중요한 발달 과업 중의 하나로, 청소년의 올

바른 정서 발달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학생으로서의 역할과 선수

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일반 학생들보다 힘든 생활을 하는 청소년 운동선수들

에게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의 형성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 

운동선수는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자신이 하는 일에 강한 

자부심을 느낀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며, 주변 환경

이나 사회관계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낌으로써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 운동선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강해 새로운 과제에 도전

하기를 꺼려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며 자신의 능력과 미래에 대해

서도 비관적인 생각을 가진다. 또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사회부적응, 대인기피 등의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연문희, 1994; 정청희, 구우영, 권성호, 김

병준, 김영숙, 2009).

  이처럼 청소년 운동선수에게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선수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써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과 더불어 조직의 

발전과 성과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구성원 개인의 자아

존중감과 조직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직

업에 대한 만족도와 조직에 대한 애착, 직업 관여도 수준이 모두 높게 나타난 반면, 자

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매사에 수동적으로 행동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조직에 대한 만족도와 애착이 낮고, 조직에 대해 부정적인 인

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owling, Eschleman, Wang, Kirkendall, Alarcon, 2010; 

Pierce, Gardner, Cummings & Dunham, 1989). 또한 대인관계 측면에서도 자아존중

감이 높은 사람은 조직의 리더와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을 신뢰하며

(Chattopadhyay & George, 2001; Pierce et al., 1989), 자신의 지위에 관계없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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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구성원들을 공평하게 대하며(Chattopadhyay, 1999; Wiesenfeld, Brockner & 

Thibault, 2000), 조직으로부터 높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였다(Lee, 

2003; McAllister & Bigley, 2002). 하지만 자아존중감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은 오히

려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자아존중감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은 개

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려 하며 자

신의 능력보다 과도하게 높은 목표와 기대수준을 지니고 있어 동료들이 자신의 기대치

를 따라오지 못할 경우, 동료들에게 화를 내거나 비난을 가해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여 

조직의 분위기를 해칠 위험이 크다(Baumeister, Smart, Boden, 1996). 이와 같이 구

성원 개인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조직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

과를 통해 개인과 팀의 상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축구팀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

성하는데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더불어 조직분야 연구에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

이 바로 팀 헌신도이다. 팀 헌신도는 경영, 서비스, 교육 분야 등의 다양한 조직연구에

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어 왔는데, Mowday와 Porter, Steers(1982)는 팀의 목

표와 가치관에 대한 강한 신뢰감과 수용의사를 가지며 조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려는 

의사, 팀의 구성원으로 남고자 하는 강한 욕구 등으로 정의하였으며, Somech와 

Bogler(2002)는 팀 내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하여 애정, 애착심, 일체감, 소속

감, 충성심, 관심 등을 느끼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팀 헌신도가 높은 

사람은 팀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으려는 욕구가 강하고,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용의

가 있으며, 팀의 목표와 가치를 수용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팀 헌신도와 팀 분위기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교현장에서 체육교사

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수록 조화

롭고 합의를 존중하는 긍정적인 조직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김은숙, 1996; 이상섭, 

2009), 공동의 목표를 강조하는 대학 운동부는 구성원들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

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조직분위기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김영준, 2007). 반면에 구성원들의 팀 헌신도가 낮으면 팀에 대한 애착이나 심리적 

유대감을 느끼지 못해 이직률, 결근율이 높아지고 직무에 관여하려는 노력의 정도가 

낮아져 팀의 분위기와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한, 

1997; Mowday, 1979). 이처럼 구성원들의 팀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 등을 통해 형성

된 긍정적인 팀 분위기는 팀의 성과를 높일 뿐 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만족에도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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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향을 미치는 등 팀과 개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입증되었

다(Weiss & Friederichs, 1986; Vots & Murrell, 1990). 따라서 위의 결과를 바탕으

로 청소년 축구선수가 팀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따라 팀 분위기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팀 헌신도는 자아존중감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직까지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이들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연구결과

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조직분야의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조직헌신

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Gardner & Pierce, 1998, 2001; Holdnak, 

Clemons & Bushardt, 1990; Phillips & Hall, 2001; Tang & Ibrahin, 1998; 

Tang, Singer & Roberts, 2000; Van Dyne & Pierce, 2004). 자아존중감이 높

은 사람은 능동적이고 자신감 있는 행동으로 좋은 수행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지속

적으로 좋은 수행력을 보임으로써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팀 관계자들로

부터 능력을 인정받게 된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곧 팀에서 인정받는 것과 직결되

는 문제로, 적극적으로 업무에 관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팀에 대한 애정과 애착

이 생기고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헌신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상의 결

과를 볼 때, 축구팀 역시 하나의 조직단체이자 조직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서, 선수 개인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팀 헌신도와 팀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지금까지 기술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팀 분위기가 팀과 구성원의 수행력은 물론,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

내 스포츠 분야에서 팀 분위기와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심리적 변화가 다양하여 경기 내, 외적으로 팀 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 

축구선수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한 팀 분위기 연구

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팀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아존중감과 팀 헌신도를 설정하였으며, 자아존중감과 팀 헌신도, 팀 분위기의 관

계를 구조모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자아존중감과 팀 헌신도, 

팀 분위기 간의 구조관계를 검증하고 팀 분위기 형성에 기여하는 요인을 규명하여 

현장에서 선수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과 선수들이 올바른 팀 분위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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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축구선수가 지각하는 자아존중감과 팀 헌신도, 팀 분

위기의 구조관계를 검증하고, 배경변인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을 통해 지도자

와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팀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1) 청소년 축구선수의 주전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 팀 헌신도, 팀 분위기의 성향을  

   규명한다.

2) 청소년 축구선수의 자아존중감과 팀 헌신도, 팀 분위기 간 영향관계를 분석한다. 

3) 청소년 축구선수가 지각한 자아존중감과 팀 헌신도, 팀 분위기 간의 연구모형을 검

   증한다. 

4) 연구모형에서 배경변인(주전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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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문제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

구 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1) 배경변인(주전여부)에 따라 자아존중감, 팀 헌신도, 팀 분위기는 차이가 있는가?

2) 청소년 축구선수의 자아존중감과 팀 헌신도, 팀 분위기 간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3) 청소년 축구선수가 지각한 자아존중감과 팀 헌신도, 팀 분위기 간의 연구모형은 

   적합한가? 

     

4) 연구모형에서 배경변인(주전여부)에 따라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가?

     

  

  

그림 1. 연구모형

자아존중감 팀 분위기

팀 헌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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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팀 분위기(team climate)

  본 연구에서는 팀 분위기를 팀의 상황적 요소와 선수의 개인적 요소가 결합되어 

팀 자체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 선수 개인이 지각하는 팀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 또는 

느낌으로 정의하였다(Schneider & Reicheres, 1983; 신국희, 2001).

2) 팀 헌신도(team commitment)

  본 연구에서는 팀 헌신도를 팀 내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하여 애정, 애착

심, 일체감, 소속감, 충성심, 관심 등을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였다(김민환, 2006; 박인

심, 2006).

3) 자아존중감(self-esteem)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개인이 자신에 대해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로써, 자신의 능력, 성공 등과 관련해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

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Rosenberg,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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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팀 분위기(team climate)

1) 팀 분위기의 개념 및 정의

  팀이란 어떤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들 간에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집단을 말한다. 사람이 저마다 다양한 성격과 개성을 가지고 

있듯이 팀 역시 팀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 그 나름의 독특한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각각의 팀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 문화적 특성을 팀 분위기라고 할 수 있

다(Milton, 1981; 나재관, 2006). 이러한 팀 분위기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므로 

쉽게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 가는 경향이 있으며, 팀 구성원의 행동에 많은 영향

을 주고 또 팀 구성원의 행동이 팀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오상석, 

2009). 

  팀 분위기는 개념 상 매우 포괄적이고 다의적이므로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정의하

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에 의해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우선, 행동과학

자들은 팀 분위기를 업무환경 내에서 개인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생

태학적 요인으로 간주한다. Forehand와 Gilmer(1964)는 팀 분위기를 다른 팀과 구별

되는 그 팀만의 독특한 환경적 특성으로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

다. Litwin과 Stringer(1968)는 팀 분위기를 업무환경에서 중요한 특성들의 집합으로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고, Schneider와 Hall(1972)은 팀

의 조직 환경과 조직적 특성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정도이며, 이러한 개인 지

각이 조직 특성이나 개인의 가치관, 신념, 욕구 등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팀 분위기란 팀 자체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 구성원 개인이 갖는 전반적인 인상 또는 

느낌으로, 개인의 지각에 의한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다(신국희, 2001).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팀 분위기 개념을 종합하면, 첫째, 팀 분위기

는 하나의 팀을 다른 팀과 구별해 주며 둘째, 비교적 장시간 지속되고, 셋째, 구성원

들의 행동적, 정서적, 인지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팀의 상황과 분위기 등의 다차원

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장재규,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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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포츠 팀 대상의 팀 분위기 연구

  스포츠 팀은 집단 정체감, 공유된 목적의식, 구조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집단 

간 상호의존, 대인 간 매력 등의 다양한 특성을 가진 특수한 형태의 집단으로

(Carron & Hausenblas, 1998), 특정 스포츠를 매개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팀원들

이 팀의 승리와 개인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집합체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선수들은 팀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

력하는데, 이때 선수들이 공유하는 가치관, 신념 및 태도, 관습, 규범, 지식 등에 따

라 그 팀만의 고유한 팀 분위기가 형성된다(박선기, 김범, 2011).

스포츠 상황에서의 팀 분위기는 선수들의 사기와 운동만족에 영향을 미칠 뿐 만 아

니라 경기력과도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정현영, 2006).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선

수들끼리 모인 팀이라도 팀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경기장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

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팀 분위기가 좋은 팀은 선수들 개개인의 실

력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치려 노력하며, 그러한 과

정 속에서 선수들 간의 강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경기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실력을 발휘하게 된다. 즉, 팀 분위기가 긍정적일수록 선수 개인의 수행력과 

만족도가 높아지며 나아가 팀 전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Horne & Carron, 1985).

이처럼 팀 분위기는 스포츠 팀의 궁극적인 목표인 승리와 경기력 향상에 매우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다양한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팀의 효과적 기능 수행과 관련된 모든 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Zander, 

1982). 따라서 지도자와 선수들은 긍정적인 팀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팀 헌신도(team commitment)

1) 팀 헌신도의 개념 및 정의

헌신이란 ‘어떤 일에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라는 뜻을 가진 용어로서, 조

직헌신도는 사회학자와 조직 심리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개념이며 현재 경영, 서비스, 교

육 등의 다양한 조직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조직헌신은 헌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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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따라 조직헌신(organizational commitment), 직무헌신(job commitment), 근무헌

신(work commitment), 직업헌신(career commitment) 등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는 스

포츠 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팀 헌신도(team commitment)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조직헌신도에 관한 연구는 조직과 조직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근본적인 인식에

서 출발하여 조직 및 직무와 관련된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을 예측하는 유용한 개념으

로 활용된다(Allen & Meyer, 1990). 일반적으로 조직헌신도는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속

한 조직에 대해 얼마나 일체감을 가지고 임하는가의 정도를 가리키지만 조직헌신도의 

개념이 매우 광의적이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다소 상이한 견해차가 있으며 조직헌신도를 

바라보는 관점도 조금씩 다르다. 그동안 연구되었던 조직헌신도 연구를 살펴보면, 조직

헌신도에 대한 정의는 크게 태도적 접근방법과 행동적 접근방법의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루어져 왔다(Somech & Bogler, 2002).                                   

조직헌신도를 태도적 접근방법에서 살펴본 Kanter(1968)는 조직헌신도를 ‘사회적 

행위자가 조직의 발전과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으

며, Buchanan(1974)는 ‘조직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감정적 애착’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Mowday 등(1982)은 조직헌신도를 단순히 개인의 조직을 위한 충성심이 아닌 

조직의 성과와 번영을 돕기 위하여 능동적, 적극적으로 조직에 충성하려는 의지로 보

았고, 이를 3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강한 신

뢰와 수용, 둘째는 조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의지, 셋째

는 조직구성원으로써 계속 조직에 남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뜻한다. 이들은 이러한 3

가지의 기본적인 의미에 바탕을 두고 조직헌신도를 측정하기 위해 ‘조직헌신도 척

도’(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 : OCQ)를 개발하였고, 이 척도는 여

러 학자들에 의해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조직헌신도를 행동적 접근방법에서 살펴본 Hrebiniak와 Alutto(1972)는 개인과 조

직의 관계를 보상과 대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조직헌신도를 보상이나 성과에 대

한 결과로써 개인이 조직에 대해 애착심을 갖는 교환관계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들

은 다른 조직에 가면 보수, 책임, 지위 등이 높아져도 다른 조직으로 옮기지 않고 

현재 속해있는 조직에 계속 있으려고 하는 근속의 개념으로 조직헌신도를 바라보았

다. Salancik(1977)과 Becker(1992)는 개인이 조직의 목표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투자한 노력과 그 노력에 부합하는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조직을 떠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헌신적인 조직구성원은 조직에 잔류하려는 성향이 강하며 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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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자발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앞서 살펴본 조직헌신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조직헌신

도는 자신이 속한 조직에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충성심과 조직을 위해 기꺼이 자

신의 노력을 투여하는 자발성, 그리고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수용하는 가치수용으로 구

성된다고 할 수 있으며, 단순히 개인의 조직을 위한 행동이 아닌 조직의 성과와 번영을 

돕기 위해 조직에 충성하려는 능동적인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Steers, 1977). 

2) 팀 헌신도 관련 이론

(1) 동기이론     

조직헌신도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March와 Simon은 조직구성원의 동기를 유발

하는 것이 조직의 수행력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왜

냐하면 인간이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동기이기 때문이다(민

진, 김민석,  2012). March와 Simon은 이러한 동기를 근로동기와 참가동기로 구분

하여 설명했는데, 근로동기에 대해서는 조직과의 일체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

으며, 참가동기에 대해서는 조직에 약간의 문제나 불만이 발생하여도 현재 속해 있

는 조직을 떠나지 않겠다는 근속의 개념으로 보았다(곽현신, 1999). 또한 이들은 조

직구성원의 개인적 특성인 흥미, 욕구, 태도 및 신념, 경험 등을 강조하였는데, 이

것이 조직의 특성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따라 직무에 대한 만족도와 조직에 대한 

애착심 및 헌신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직구성원의 개인적 특성과 동기를 중

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윤재풍, 1982).

(2) 사회교환이론

사회교환이론을 제시한 Homans는 개인과 조직의 관계를 보상과 대가의 관계로 보았으

며, 조직 내에서 개인의 행동이 다음의 다섯 가지 기본 명제를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허철

부, 1983). 첫째,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 조직 활동에 참여하

게 된다. 둘째, 과거에 어떤 행동을 통해 보상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과 비슷한 행동

이 주어질 때에 동일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셋째, 개인에게 보상의 중요도가 커질

수록 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넷째, 최근에 개인이 보상을 

자주 받았다면 그 보상에 대한 가치는 예전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개인이 자

신의 행동결과에 기대한 것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화가 나게 되고 조직에 대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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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나 애정이 떨어지게 될 수 있다(Homans, 1967).

(3) 사회화 이론

Weiner(1982)는 개인과 조직 간에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관이 서로 일치할 때, 조직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일체감이 높아지고 조직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조직사회화가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인식과 조직헌신도를 높여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4) 역할이론   

역할이론의 대표적인 학자 Katz와 Khan(1978)은 조직체의 심리학적 기반 및 사회체제

는 조직구성원의 역할행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조직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규범

적인 욕구는 조직의 응집력을 높이며,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가 바람직하여 조직구성원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조직구성원의 통합을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역할이론은 조직구

성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특정한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편, Morris와 Sherman(1981)은 조직구성원들의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이 조직헌

신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개인에게 부여된 직무역할이 모호할 

경우, 조직구성원은 자신이 조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역할갈등을 느

끼게 되고 그로 인해 조직헌신도의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역

할이 명확할 때에는 조직에 대한 헌신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5) 인지부조화이론

  인지부조화이론을 처음 제시한 Festinger(1957)는 개인의 일관된 심리상태와 행위 

및 태도가 조직헌신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적

으로 개인은 자신의 사고 혹은 태도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하지만 조직에서 

겪게 되는 여러 상황으로 인해 불안과 갈등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갈등이 고조될수록 

조직구성원은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동기수준이 낮아지게 되며, 조직 안에서 

심리적 갈등 및 부적응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여 조직헌신도의 수준이 저하된다.



- 14 -

3) 팀 헌신도의 유형       

  Kanter는 조직이 구성원에게 부과하는 행동적 요구 사항에 따라 조직헌신도를 근

속헌신, 응집헌신, 통제헌신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Kanter, 1968; 이창우, 

2000, 재인용). 근속헌신도(continuance commitment)는 조직에 오랫동안 남아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것으로 과거 개인의 노력과 투자에 맞는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질 때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응집헌신도(cohesion commitment)는 조직에 대해 애착, 충성

심, 일체감을 느끼는 정도로 조직에 속해있는 조직구성원들의 헌신도가 높을수록 조

직의 응집력과 결속력이 높아진다. 즉, 구성원들이 강하게 단결되어 조직의 생존을 

위해 맞서는 상태의 헌신을 뜻한다. 통제헌신도(control commitment)는 구성원이 조

직의 목표나 가치를 평가하여 그것이 자신의 것과 일치하다고 판단할 때, 조직에 헌신

하는 평가적 헌신을 의미한다.

  Angle & Perry는 조직헌신도의 구성요소를 근속헌신도와 가치헌신도의 2가지 유형

으로 분류하였다. 근속헌신도(continuance commitment)는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계속 남아있으려는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가치헌신도(value 

commitment)는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수용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한다.

  Etzioni는 조직헌신도의 유형을 도덕적 헌신도, 타산적 헌신도, 소외적 헌신도로 나

누어 살펴보았다. 도덕적 헌신도는 조직의 목표, 가치 및 규범의 내면화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조직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지향을 의미한다. 타산적 헌신도

는 조직과 구성원 간의 보상과 대가를 강조하는 교환관계에 기초한다. 소외적 헌

신도는 조직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무시되었을 때 겪게 되는 개인의 두려움으로, 조직

에 대한 부정적 지향을 나타낸다.

  Sraw는 조직헌신도를 태도적 헌신과 행위적 헌신의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

였다. 태도적 헌신도(attitudinal commitment)는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대해서 갖는 심

리적 유대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태도적 헌신도가 높은 구성원은 조직에 대한 강한 일

체감과 소속감을 느낀다. 행위적 헌신도(behavioral commitment)는 조직구성원이 조

직에 잔류하려는 의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자발적으로 

조직업무에 참여하고 행동하는 힘을 말한다.            

  Buchanan Ⅱ는 조직헌신도를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수용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일체감(identification), 개인이 자신의 역할에 심리적으로 몰입하는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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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olvement), 개인이 조직에 대해 애정과 애착을 가지는 충성심(loyalty)의 3가지 요

소로 구성하였다. 

  Porter는 조직헌신도를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충성심,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의 자발성, 조직의 가치를 수용하는 신념의 3가지 특징으로 분류하였다. 

3. 자아존중감(self-esteem)

1) 자아존중감의 개념 및 정의

  자아존중감(self-esteem)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자기 자신이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이며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여기는 강한 믿음의 상태’를 

말한다.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의 하나이며, 개인의 성격 발달과 

인간의 인지, 정서,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현재에도 다양한 연구 분야

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강위영, 1997). 이처럼 자아존

중감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삶의 질, 정신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개

념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학자들마다 자아존중감을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이자영, 남숙경, 이미경, 이지희, 이상민, 2009; Deneve & 

Cooper, 1998; 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의 정의는 크게 평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 그리고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고

려한 것으로 구분된다. 먼저, 평가적 요소에 비중을 둔 Gordon(1969)은 자아존중감을 자

신의 행동과 부모, 친구, 선생님 등의 주요 타자의 평가를 반영한 개인의 평가지향이라고 

정의하였고, Gilmore(1974)는 타인과의 비교 또는 개인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자기 자신

을 얼마나 생각하고 받아들이는가의 정도로 자아존중감을 예측하였다. Mirels와 

McPeek(1977)은 자아존중감을 자기 자신의 평가적 차원에서 개인의 사회적 행동과 역할

을 결정하는 중요한 특성으로 간주하였고, Newman(1984)은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 수용

이라는 측면에서 자신에 대해 판단하는 의식적인 평가의 결과로 정의하였다. 또한 자아존

중감 척도를 개발한 학자로 잘 알려진 Rosenberg(1965)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소중하고 가치 있

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말한다. 

  다음으로 감정적 요소에 비중을 둔 McCandless(1970)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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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람이라고 인지하며 소중하게 여기는 수준이라고 하였으며, Weiner(1978)는 자아

존중감을 자신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여 어떤 일이든지 잘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을 감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연구자들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가진 독특한 특성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전현수, 2010).  

  평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를 모두 고려한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을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 중요성, 성공가치 등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자아존중감을 종합적

으로 정의해 보았을 때,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기초한 가치 판단으로 자

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생각하는 정도를 말한다(강상욱, 2014).

2) 자아존중감의 형성 및 발달

  자아존중감은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형성되는 개인의 고유한 성격특

성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사회적 피드백에 의해 형성된다. 아동기의 자아존

중감은 자신의 신념, 자신의 성격적 특징 등을 강조하는 내적인 특성에 보다 집중하게 

되며 아동이 느끼는 생각과 감정에 초점을 맞춰 발달한다(Harter, 1983). 이러한 과정

을 거쳐 형성된 아동기의 자아존중감은 질풍노도의 시기인 사춘기 때에 신체적, 심리

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면서 다시 새로운 형태로 형성되는데, 이때 부모, 가족, 

친구, 선생님 등의 주요 타자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얼마나 잘 지내느냐에 따라 자

아존중감의 수준이 달라진다. 즉,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이 바로 주요타자들과의 관계이다(Rosenberg, 1965).

  Maslow(1966)는 자아존중감을 외적 자아존중감과 내적 자아존중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외적 자아존중감은 타인을 기준으로 사회적 성공에 기초를 두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반면에, 내적 자아존

중감은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절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스스로가 자신을 어

떻게 평가하는지에 더 관심을 가진다. 

  한편, 자아존중감을 형성함에 있어 타인의 영향을 강조했던 Rosenberg(1979)는 

자아존중감이 ‘반영된 평가’, ‘사회적 비교’, ‘자아귀인’, ‘심리적 중심성’과 같은 다

음의 4가지 원리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로 ‘타인에 의해 반영된 

평가’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구성원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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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그렇게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사회적 비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맺고 있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비교

해보면서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자아귀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생긴 결과를 관찰하고서 그 현상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자신의 

성향에 따라 결론내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중심성’은 자아존중감을 형성

하는 과정에 있어 자아개념의 여러 요소들 중 어느 것에 가치를 두느냐와 같은 상

대적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이차선, 1999).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주요 타자들과의 관계와 개인의 경험을 통하여 형성 및 발

달되며, 특히 청소년기에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이후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 가족, 선생님 등은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한다.  

3) 자아존중감의 특징

  자아존중감을 심도 있게 연구한 Rosenberg(1965)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

람은 불안정한 자아상으로 인해 신경증, 우울,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대인관계가 좋지 않으며, 자신감이 결여되어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

을 꺼리거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현재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만족하고, 타인과의 관계가 원활하

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하여 성공을 경험한다. 

  또한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 수준을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먼

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자기표현과 대인관계 능력이 좋다. 또한 타인의 비판과 질타에도 크게 위축되거나 당

황하지 않고 계획했던 대로 자신을 주체적으로 이끌어나간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과 긴장수준이 높고 

매사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중간수준의 자아존중감을 지닌 사람은 상황에 따라 때

로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때로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처럼 행

동하는데, 대체적으로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을 스스로 가

치 있다고 여긴다.

  이처럼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개인적인 측면과 더불어 대인관계적인 측면과 업무적

인 측면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구성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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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속력을 중요시 여기는 집단에 자아존중감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경

우, 구성원들의 이기주의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성향으로 인해 오히려 조직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한 동료가 실수를 범했을 때, 그것을 이해하려 하기 

보다는 공격적인 태도로 동료에게 화를 내거나 불만을 표출하여 조직분위기를 해칠 위험

이 존재한다(Triandis & Gelfand, 1998; Baumeister, Smart, Boden, 1996). 

4) 스포츠 영역에서의 자아존중감 연구

  스포츠 영역에서의 자아존중감 연구는 대부분 청소년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

다.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에 획득해야 할 중요한 발달 과업 중의 하나로써, 운동과 공부를 

병행해야 하는 청소년 운동선수에게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원

동력이 된다. 

  청소년 운동선수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골프선수의 

운동 몰입과 자아존중감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노재훈, 2011), 고교 운동선수들의 음

주 및 흡연 실태와 중요타자 애착심과 자아존중감이 음주 및 흡연의도에 미치는 영향(장

보영, 2007), 중-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들의 자아존중감과 집단 응집력 분석(안효자 외, 

2009), 중-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들의 자아존중감이 우울, 신체화 및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김현미 외, 2009) 등의 다양한 종목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 운동선수는 자신의 경기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도자 및 팀 동료와의 관계가 좋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았다. 또

한, 운동성취도와 운동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선수들의 슬

럼프와 부상방지를 돕고 경기력 향상을 이끌며, 그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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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표집을 위해 집락표본추출법(cluster sampling)을 실

시하여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고등학교 남자 축구선수 383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중 응답내용이 편중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해 연구 분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17부를 제외한 366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한 연구대상자의 인원비율은 <표 1>과 

같다.               

특성 구분 인원(명) 백분율(%)

주전여부
주전 170 46.4

비주전 196 53.6

학년

1학년 126 34.4

2학년 122 33.4

3학년 118 32.2

전체 366 100

표 1. 연구대상자의 집단별 인원비율                                     (n=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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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도구

1) 팀 분위기     

  청소년 축구선수가 지각하는 팀 분위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Jones와 James(1979)

의 다섯 가지 유형의 측정항목을 바탕으로 민윤기(1987)가 번안하고, 권세창(2006)

이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한 질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직무특성, 동료관계특성, 조직특성, 리더특성의 4요인 총 2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고, 이들 문항은 모두 5점 Likert (1: 전혀 아니다, 5: 매우 그렇다)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팀 분위기가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팀 분위기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18.0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에

서는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이 .50이상일 때 측정변수와 요인 간의 관련성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50을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그림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요인부하량(factor laoding)이 .50보다 낮은 

조직특성 요인의 3문항(10번, 11번, 12번)을 삭제하였으며, 조직특성 요인을 단일 

문항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조직특성 요인을 삭제하기로 결정

했다. 이에 따라 직무특성 5문항, 동료관계특성 4문항, 리더특성 7문항 등 총 3요

인 16문항으로 수정하여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χ²가 233.289, 자유도는 101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0), CFI는 .904, TLI는 .886, RMSEA는 .085로 나타났

다. Browne & Cudeck(1993)은 RMSEA 값이 .05이하는 좋은 적합도, .05-.08사이

는 괜찮은 적합도, .10이하는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부적절한 적합도라고 하였으

며, CFI와 TLI는 .9이상이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홍세희, 2000).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RMSEA 값이 보통의 결과를 보이고 CFI

와 TLI의 값이 적합도 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임에 따라 연구자가 제안한 

모형이 구성타당도 검증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으로 수정지수가 5 이상인 변인들

을 묶음으로써 모형에 변화를 주었다. 모형수정은 측정모형을 수정하거나, 유의하지 

않은 계수를 제거하거나, 모형의 적합도를 좋게 하는 경로를 추가하는 것 등을 의미한

다(김진호, 홍세희, 추병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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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직무특성 1, 2, 3, 4, 5 5 .731

동료관계특성 6, 7, 8, 9 4 .892

리더특성 14, 15, 16, 17, 18, 19, 20 7 .728

  이에 따라 수정지수가 각각 8.755, 16.960, 16.259를 보인 e6과 e9, e10과 e11, 

e10과 e13 간의 상관성을 인정하여 <그림 4>와 같이 모형을 수정하였으며, 그 결과 

χ²가 182.510, 자유도는 98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0), <표 3>에 보이는 바와 

같이 CFI는 .939, TLI는 .925, RMSEA는 .069로 나타났다. 수정된 모형의 확인적 요

인분석 결과 RMSEA, CFI, TLI 값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기에 팀 분위기 

최종 문항을 직무특성 5문항, 동료관계특성 4문항, 리더특성 7문항의 총 3요인 16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수정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

이, 직무특성 .731, 동료관계특성 .892, 리더특성 .728로 나타났다.

요인 RMSEA CFI TLI

팀 분위기 .085 .904 .886

표 2. 팀 분위기 척도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RMSEA CFI TLI

팀 분위기 .069 .939 .925

표 3. 팀 분위기 척도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4. 팀 분위기 척도 구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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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팀 분위기 척도 1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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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팀 분위기 척도 2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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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수정지수를 활용한 팀 분위기 척도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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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팀 헌신도  

  청소년 축구선수가 지각하는 팀 헌신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Poter(1974)등이 개발한 조

직헌신도 척도(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 : OCQ)를 김창걸(1994)이 

번안한 것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충성심, 자발성, 가치수용의 3개의 하위요인 각각 5문항씩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고, 5점 Likert (1: 전혀 아니다, 5: 매우 그렇다)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팀에 대한 헌신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팀 헌신도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18.0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χ²가 205.721, 자유도는 87로 영가설은 기

각되었지만(P=.000), CFI는 .940, TLI는 .927, RMSEA는 .087로 나타났다. 본 연구

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5>에 보이는 바와 같이 CFI와 TLI의 값은 적합도 

지수를 충족하지만 RMSEA 값이 보통의 결과를 보임에 따라 연구자가 제안한 모형

이 구성타당도 검증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으로 수정지수가 5 이상인 변인들을 묶

음으로써 모형에 변화를 주었다. 

  이에 따라 수정지수가 48.009를 보인 e7과 e9 간의 상관성을 인정하여 <그림 

6>과 같이 모형을 수정하였으며, 그 결과 χ²가 132.283, 자유도는 86으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1),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CFI는 .976, TLI는 .971, 

RMSEA는 .054로 모형의 적합도가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팀 

헌신도 최종 문항을 충성심 5문항, 자발성 5문항, 가치수용 5문항의 총 3요인 15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수정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

이, 충성심 .863, 자발성 .862, 가치수용 .80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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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충성심 1, 2, 3(R), 4, 5 5 .863

자발성 6, 7(R), 8, 9(R), 10 5 .862

가치수용 11(R), 12, 13, 14(R), 15(R) 5 .802

요인 RMSEA CFI TLI

팀 헌신도 .087 .940 .927

표 5. 팀 헌신도 척도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RMSEA CFI TLI

팀 헌신도 .054 .976 .971

표 6. 팀 헌신도 척도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7. 팀 헌신도 척도 구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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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팀 헌신도 척도 1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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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수정지수를 활용한 팀 헌신도 척도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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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아존중감 

  청소년 축구선수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

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Inventory : RS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인 문

항 5개(예, “나에게는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부정적인 문항 5개(예, “나는 자

랑할 것이 별로 없다”)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문항은 모두 5점 Likert 

(1: 전혀 아니다, 5: 매우 그렇다)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이 높음을 의미하며, 부정문항은 역채점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고양된 자아존중감 수준을 나

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척도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기초 통계값인 평균

과 표준편차, 그리고 첨도와 왜도 값을 참고하였으며, 50%이상의 문항반응비율을 

보인 4번 문항을 삭제하였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

과는 <그림 7>과 같다.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χ²가 100.773, 자

유도는 27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0), CFI는 .910, TLI는 .880, RMSEA는 

.12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8>에 보이는 바와 같이 

RMSEA 값이 부적절한 적합도 지수를 보임에 따라 연구자가 제안한 모형이 구성타당

도 검증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으로 수정지수가 5 이상인 변인들을 묶음으로써 모

형에 변화를 주었다.

  이에 따라 수정지수가 각각 35.557, 10.341을 보인 e1과 e2, e5와 e6 간의 상

관성을 인정하여 <그림 8>과 같이 모형을 수정하였으며, 그 결과 χ²가 51.100, 자

유도는 25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2),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CFI는 

.968, TLI는 .954, RMSEA는 .076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최종 문항을 단일요인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정된 척

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89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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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긍정 1, 2, 6, 7 4
.896

부정 3(R), 5(R), 8(R), 9(R), 10(R) 5

요인 RMSEA CFI TLI

자아존중감 .123 .910 .880

표 8. 자아존중감 척도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RMSEA CFI TLI

자아존중감 .076 .968 .954

표 9. 자아존중감 척도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10. 자아존중감 척도 구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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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자아존중감 척도 1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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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수정지수를 활용한 자아존중감 척도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 33 -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NUIRB)에서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

으며, 고등학교 축구선수 10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내용과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한 뒤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여 본 조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4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위치한 학교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전 조사 대상 학교의 담당 지도교

사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 의뢰를 부탁하여 자료수집

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조사 일정을 상의하였다. 방문조사 시에는 연구자가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에 대해 설명한 다음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 

온 학생들에 한해서만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조사방법은 설문 내용에 대하

여 응답자 자신이 설문지를 작성하는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을 사용

하였으며,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여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설문지의 응답이 완성된 자료를 회수하여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분석 가능한 자료를 코딩 지침에 따라 컴

퓨터에 개별 입력시킨 후 전산처리 하였다. PASW Statistics 19.0과 AMOS 18.0 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처리 하였다.

1) 수집된 자료의 전반적 특성(평균, 표준편차 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사용한 척도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분석을 위해 내적합치도 분석(Cronbach' α)을 실시하였다.

3) 변인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주전여부에 따른 변인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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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인 간 영향관계,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χ²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6) 본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 수준은 α = .05로 설정하였다.

5. 연구의 윤리적 검증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참여자 모집에서부터 연구진행과

정, 연구방법 등에 대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로부터 검토 후 승인을 받았다(IRB No. 1305/001-018). 이후 

연구참여자들과 보호자에게 IRB의 승인 내용과 연구참여자 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SNUIRB에서 제시한 연구윤리 수준 규정에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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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본 연구는 청소년 축구선수가 지각한 자아존중감과 팀 헌신도, 팀 분위기 간의 구조

관계를 검증하고, 배경변인(주전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각 변인의 기초통계량 

  본 연구에서 분석할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

하였다. 자아존중감, 팀 헌신도 3요인, 그리고 팀 분위기 4요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는 <표 11>과 같다.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아존중감 (9문항) 3.84 .70 1.89 5.00

팀헌신도

충성심 (5문항) 3.92 .69 1.80 5.00

자발성 (5문항) 3.80 .79 1.60 5.00

가치수용 

(5문항)
3.75 .74 1.20 5.00

팀분위기

직무특성 

(5문항)
3.44 .64 1.40 5.00

동료관계특성

(4문항)
3.60 .81 1.00 5.00

리더특성 

(7문항)
3.33 .64 1.00 4.71

표 11. 자아존중감, 팀 헌신도, 팀 분위기의 기초통계량                       (n=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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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자아존중감, 팀 헌신도, 팀 분위기의 기술

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자아존중감(M=3.84, SD=.70)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팀 헌신도는 3

개의 하위요인 중 충성심(M=3.92, SD=.6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발

성(M=3.80, SD=.79), 가치수용(M=3.75, SD=.74) 순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셋

째, 팀 분위기는 3개의 하위요인 중 동료관계특성(M=3.60, SD=.8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특성(M=3.44, SD=.64), 리더특성(M=3.33, SD=.64) 순으

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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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변인(주전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팀 헌신도,

팀 분위기

1) 주전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팀 헌신도, 팀 분위기

주전여부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팀 헌신도, 팀 분위기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

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12>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팀 헌신도의 

하위요인 중 충성심과 자발성, 팀 분위기의 하위요인 중 직무특성에서 주전과 비주전 

간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팀에서 주전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

들이 자아존중감과 충성심, 자발성, 그리고 직무특성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전여부

t p주전

(n= 170)

비주전

(n= 196)

자아존중감 3.96 3.74 3.007  .003**

팀헌신도

충성심 4.01 3.85 2.171 .031*

자발성 3.89 3.71 2.122 .035*

가치수용 3.82 3.69 1.717 .087

팀분위기

직무특성 3.67 3.25 6.624  .000***

동료관계특성 3.63 3.58 .642 .521

리더특성 3.34 3.31 .471 .638

표 12. 주전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팀 헌신도, 팀 분위기의 t검정 결과      (n=366)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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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아존중감, 팀 헌신도, 팀 분위기 간의 영향관계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자아존중감, 팀 헌신도, 팀 분위기 간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

출 방식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관찰변수의 상관계수가 

원자료(raw data)이므로 자아존중감, 팀 헌신도 3요인, 팀 분위기 4요인으로 구성된 

관찰변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관찰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팀 분위기, 자아

존중감과 팀 헌신도, 그리고 팀 헌신도와 팀 분위기가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

을 의미한다. 

1) 자아존중감이 팀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이 팀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그림 9. 자아존중감과 팀 분위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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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과 팀 분위기의 관계를 보면 표준화된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Estimate)는 .71(p=.000)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팀 분위기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는 .502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팀 분위기를 50.2%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앞서 서론에서 자아존중감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오히려 조직 분위기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국외의 선행연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

중감 점수가 높은 상위 10%의 대상자를 추출하여 자아존중감이 매우 높은 경우에 팀 

분위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높은 자아존중감

(상위 10%)

n= 43

 자아존중감

(기타 90%)

n= 323

t p

팀분위기

직무특성 4.07 3.36 -7.282 .000***

동료관계특성 4.02 3.55 -3.682 .000***

리더특성 3.58 3.29 -2.829 .005**

표 13.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팀 분위기의 t검정 결과                       (n=366)  

p<.05*, p<.01**, p<.001***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팀 분위기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상위 10%

의 청소년 축구선수들이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청소년 축구선수들에 비해 팀 분

위기의 모든 하위요인(직무특성, 동료관계특성, 리더특성)에서 평균값이 더 높았으며,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축구선수들 같은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팀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팀 분위기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0 -

2) 팀 헌신도가 팀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

팀 헌신도가 팀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팀 헌신도와 팀 분위기의 관계

팀 헌신도와 팀 분위기의 관계를 보면 표준화된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Estimate)는 .88(p=.036)로 나타나 팀 헌신도가 팀 분위기에 정적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는 .770으로 나

타나 팀 헌신도가 팀 분위기를 77%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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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아존중감이 팀 헌신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이 팀 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자아존중감과 팀 헌신도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팀 헌신도의 관계를 보면 표준화된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Estimate)는 .55(p=.000)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팀 헌신도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는 .305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팀 헌신도를 30.5%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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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χ² 자유도 p RMSEA CFI TLI

수치 387.779 87 .000 .097 .905 .885

4. 연구모형 검증

1) 연구모형 검증

선행연구를 통하여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팀 분위기가 직접적인 관

련성이 있다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조직 분야에서 구성원의 자아존중감이 높을

수록 팀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연구 2>에서 자아존

중감이 높을수록 팀 분위기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자아존중감과 팀 헌신도 

역시 스포츠 분야에서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연구 2>를 

통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팀 헌신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팀 

헌신도와 팀 분위기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축구팀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 조직과 대학 운동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팀 헌신도가 높을수록 팀 분위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들의 결과 및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설정한 연구모형

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366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그림 12>는 연구모형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요인부하량을 추정한 결과 χ²가 387.779, 자유도는 87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

(p=.000), CFI=.905, TLI=.885, RMSEA=.097로 나타났다. <표 14>에 보이는 바와 

같이 RMSEA 값이 보통의 결과를 보임에 따라 연구자가 제안한 모형이 요인 간 영향

관계 검증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으로 수정지수가 5 이상인 변인들을 묶음으로써 

모형에 변화를 주었다.   

표 14. 연구모형의 적합지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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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χ² 자유도 p RMSEA CFI TLI

수치 252.121 84 .000 .074 .947 .933

그림 12. 연구모형의 요인관계 구조

  이에 따라 수정지수가 각각 80.983, 24.526, 28.637을 보인 e1과 e2, e2와 e7, e8

과 e9 간의 상관성을 인정하여 <그림 13>과 같이 모형을 수정하였으며, 수정된 연구

모형의 적합 지수는 <표 15>와 같다.

표 15. 수정된 연구모형의 적합지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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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수정지수를 활용한 연구모형

수정된 연구모형의 적합지수는 χ²=252.121, 자유도=84, P=.000, CFI=.947,  

TLI=.933, RMSEA=.074로 모형의 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3개

의 수정지수가 적합한 이유에 의해 설정되었다고 판단하여 <그림 13>을 최종 연구모

형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팀 헌신도 간 경로계수는 

.55(p=.000), 팀 헌신도와 팀 분위기 간 경로계수는 .78(p=.000), 자아존중감과 팀 분

위기 간 경로계수는 .19(p=.001)로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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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χ² df ⊿χ² p RMSEA CFI TLI

연구모형 252.121 84 .074 .947 .933

매개모형 261.155 85 9.034 .003 .075 .944 .931

경로 직접(β) 간접(β) 총효과

자아존중감→팀 헌신도 .546** .000 .546**

자아존중감→팀 분위기 .187* .428** .615*

팀 헌신도→팀 분위기 .783** .000 .783**

2) 매개모형 검증

자아존중감과 팀 분위기의 관계에서 팀 헌신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

모형과 매개모형의 χ² 차이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각 경로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

은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팀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의 직접 경로를 ‘0’으

로 제약한 매개모형의 적합도는 <표 16>과 같다. 

표 16. 연구모형과 매개모형 적합도

p<.05*, p<.01**, p<.001***

연구모형과 매개모형의 χ²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구모형과 매개모형 간 χ² 값

의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χ²=9.034, ⊿df=1) 유의확률 또한  
p=.098(p<.05)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팀 헌신도가 자아존중감과 팀 
분위기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방법을 통한 간접효과 분석을 95% 신뢰구간에서 실시하였으며, 그 결
과 <표 17>과 같이 자아존중감이 팀 분위기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β=.428, p=.004로 
유의수준(α=.001)에서 팀 헌신도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7. 연구모형의 직접, 간접, 총효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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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모형의 집단 간 차이 분석

연구모형에 대해 통계적 검증을 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팀 헌신도가 높아지

며 이것이 팀 분위기를 높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주전여부(주전/ 비

주전) 집단에 따른 구성요인의 평균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단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Simpson의 역설과 구성요인 간의 상관에서 나타나는 집합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김청택, 이소영, 2011). Simpson의 역설이란, A와 B집단에

서 각각 a라는 관련성이 있다고 나타났지만, A와 B집단을 합쳐서 분석하였을 때에는 

a라는 관련성이 아니라 b라는 새로운 관련성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Simpson, 

1951). 상관에서 나타나는 집합의 오류는 집단들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집단

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였을 경우, 각 집단이 가지고 있는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사라

지거나 혹은 반대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Nunnally & Berstein,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전여부(주전/ 비주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고려한 

연구모형의 측정동일성을 검증한 이후, 주전과 비주전 집단 간의 차이 분석을 실시하

였다.  

1) 주전여부에 따른 측정동일성 검증

주전여부에 따른 측정동일성 검증에 앞서 관찰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피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부록 2>와 <부록 3>에 제시되어 있고, 통계적으

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연구모형이 주전여부에 따른 집단에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형태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는 χ²=352.312, df=168, p<.001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 CFI=.941, 

TLI=.927, RMSEA=.055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요인들이 잠재변수로부터 

받는 영향을 동일한 것으로 제약한 측정 동일성 제약모형의 적합도는 χ²=363.300, 

df=180, p<.001, CFI=.942, TLI=.932, RMSEA=.053으로 나타났으며, 형태 동일성 

모형과 측정 동일성 제약모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18>과 같이 ⊿χ²=10.988, 

⊿df=12, p=.530으로 두 모형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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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모형 χ² df ⊿χ² p RMSEA CFI TLI

주전여부

형태 동일성 

모형
352.312 168 .055 .941 .927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363.300 180 10.988 .530 .053 .942 .932

집단 모형 χ² df ⊿χ² p RMSEA CFI TLI

주전여부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363.300 180 .053 .942 .932

차이분석모형 365.424 183 2.124 .547 .052 .942 .943

아존중감과 팀 헌신도, 팀 분위기의 구조관계에서 주전여부에 따른 연구모형의 측정동
일성이 검증되었다.

표 18. 주전여부에 따른 측정동일성 검증

p<.05*, p<.01**, p<.001***

2) 주전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에서 주전여부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주전여부에 따른 측정 동일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측

정 동일성이 검증되었다는 전제 하에 측정동일성 제약모형과 차이 분석모형을 비교 분

석한 결과, <표 19>에 보이는 바와 같이 ⊿χ²=2.124, ⊿df=3, p=.547로 나타나 연구
모형의 구조적 관계에서 주전 집단과 비주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주전 집단과 비주전 집단 모두 긍정적인 팀 분위기를 
형성함에 있어 자아존중감이 높을 뿐 만 아니라 팀 헌신도도 높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9. 주전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분석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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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축구선수가 지각하는 자아존중감과 팀 헌신도, 팀 분위기

의 구조관계를 검증하고, 배경변인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을 통해 지도자와 선수들

에게 긍정적인 팀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

구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따른 연구 결과가 지니는 의미를 고찰해보고 그 의의

를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1. 각 변인의 기초통계량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자아존중감과 팀 헌신도, 팀 분위기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하

여 각 변인의 기초통계량을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기초통계량을 분석한 결과, 5점 척도를 기준으

로 했을 때 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3.84).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인 운동참

여가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다수의 선행연

구 결과(Sonstroem, 1984; Sonstroem & Morgan, 1989; 하지연, 조현익, 소영호, 

2011)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는데, 청소년 축구선수들 역시 규칙적인 훈련을 통해 신

체적 자아개념이 높아지고 축구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느끼면서 자신감과 삶의 만족도

가 높아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형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팀 헌신도에서는 충성심(M=3.9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성심은 선수 개

인이 자신이 속한 팀의 목표달성을 위해 팀에 대해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

하려는 태도로, 청소년 축구선수들은 훈련과 경기를 통해 개인보다 팀으로써의 존재가 

더욱 중요하고 팀의 승리가 곧 개인의 수행만족도를 높여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됨으

로써, 팀이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팀을 위해 어떠한 역할과 과제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 사료된다. 

팀 분위기에서는 동료관계특성(M=3.60)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청소년 축구선수들이 팀 분위기를 지각함에 있어 팀 

동료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우호적인 관계와 훈련과 경기, 그리고 합숙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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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발전된 팀워크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2. 배경변인(주전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팀 헌신도,

팀 분위기

주전여부에 따라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자아존중감과 팀 헌신도, 팀 분위기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전여부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주전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주전과 

비주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팀 헌신도에서는 충성심과 자발성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팀 분위기는 직무특성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

히, 주전 선수들이 비주전 선수들에 비해 자아존중감과 팀 헌신도, 팀 분위기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팀에서 주전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은 꾸준히 시합에 출전하면서 경기장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주전 선수들은 자신이 팀에서 중요한 선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며 이러한 자신감 있는 행동을 통해 성취경

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므로(Brockner, 1988; Korman, 1970, 1976) 주전 선수들

이 비주전 선수들 보다 자아존중감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팀 헌신도 역시 주전 선수들이 비주전 선수들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 주전 선수들이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 인 것으로 보아 팀에 소속된 기

간이 길수록 팀 헌신도가 높다는 조직 분야의 선행연구들(Sheldon, 1971; Hrebiniak 

& Alutto, 1972; Welsch & LaVan, 1981)과 일치하여 주전 선수들의 경우 비주전 선

수들에 비해 팀 헌신도가 높다는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또한 앞서 설

명한 주전 선수들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결과는 역할 명료성이 높고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수록 팀 헌신도가 높다는 여러 선행연구(Alutto, 1969; Bennis, 

1962; Kornhauser, 1965; Likert, 1961)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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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분위기에서는 선수 개인이 경기장에서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

며,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를 의미하는 직무특성에서 주전 선수들이 더 높

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전 선수들은 훈련과 경기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크기 때문에 비주전 선

수들 보다 팀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연구모형 검증

자아존중감이 팀 헌신도를 거쳐 팀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구조모형의 적합

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모형이 집단에 따

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주전여부에 따른 측정 동일성 검증과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자아존중감과 팀 헌신도, 팀 분위기의 관계

청소년 축구선수가 지각하는 자아존중감과 팀 헌신도, 팀 분위기 간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아존중감과 팀 헌신도, 팀 분위기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자아존중감은 단

일요인, 팀 헌신도는 충성심, 자발성, 가치수용의 3개 요인, 팀 분위기는 직무특성, 동

료관계특성, 리더특성의 3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자아존중감이 팀 헌신도 및 팀 분위기

에 미치는 영향, 팀 헌신도가 팀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청소년 축구선수의 자아존중감이 팀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

감은 팀 분위기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긍정적인 팀 분위기

를 형성함에 있어 팀 구성원들의 자아존중감이 큰 영향을 준다는 변인임을 밝힌 여러 

조직 분야의 선행연구들의 결과(Bowling, Eschleman, Wang, Kirkendall, Alarcon, 

2010; Pierce, Gardner, Cummings & Dunham, 1989)와 일치하기 때문에 청소년 축

구선수의 자아존중감이 팀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발달과정에 있어 자아존중감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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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연구들이 자아존중감이 우울, 불안, 자신감 등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을 뿐 팀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

정이며, 특히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팀 분위기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사실상 전무하다. 조직 분야에서 팀 구성원의 자아존중감과 팀 분위기에 관한 선행연

구의 결과를 고찰한 결과,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축

구팀 역시 조직과 유사한 체계를 갖춘 하나의 조직단체로써 팀 분위기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팀에 소속된 선수 개인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며, 스포츠 집단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팀 분위기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

은 상태에서 청소년 축구선수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이 팀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팀 분위기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국외의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축구선수들이 어린 시절부터 집단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학

교운동부의 지도자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개인보다는 팀을 먼저 생각하는 사고가 확

립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 축구선수가 지각하는 팀 헌신도가 팀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팀 헌신도는 팀 분위기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팀 헌신도와 

팀 분위기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여러 조직 분야의 선행연구들의 결

과(김성한, 1997; 김은숙, 1996; 이상섭, 2009; Mowday, 1979; Vots & Murrell, 

1990; Weiss & Friederichs, 1986)와 일치하여 청소년 축구선수들이 지각하는 팀 헌

신도가 팀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조직 

분야의 연구에서 팀 헌신도와 팀 분위기가 조직의 성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집단 연구에서 팀 헌신도와 팀 분위기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청소년 축구선수들을 대상으로 팀 

헌신도가 팀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고, 그 설명량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수들이 팀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팀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팀이 추

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일수록 팀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 축구선수의 자아존중감이 팀 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

감은 팀 헌신도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구성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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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팀 헌신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 조직 분야의 선행연구 결과

(Gardner & Pierce, 1998, 2001; Holdnak, Clemons & Bushardt, 1990; 

Phillips & Hall, 2001; Tang & Ibrahin, 1998; Tang, Singer & Roberts, 2000; 

Van Dyne & Pierce, 2004)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지금까지 운동선수들을 대상으

로 자아존중감과 팀 헌신도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소년 축구선수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이 팀 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2) 연구모형 검증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였으며, 팀 헌신도

가 자아존중감과 팀 분위기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팀 

분위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지만 팀 헌신도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축구선수들을 대상으로 팀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2>에서 청소년 축구선수의 자아존중감이 팀 분위

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실제 현실에서 선수 개인의 성격

특성만으로 팀 분위기를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팀 분위기는 선수의 개인적 요소

와 팀의 상황적 요소가 결합된 다차원적 개념으로 팀의 성공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기 때문에 자아존중감과 팀 분위기의 중간 경로에 작용하는 또 다른 심리적 변

인이 존재할 것이라 예측하여, <연구문제 2>에서 밝힌 것처럼 자아존중감에 의해 영향

을 받고 팀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제시되어온 팀 헌신도를 중간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팀 

분위기 두 변인만을 대상으로 직접효과를 분석한 것에 비해 매개모형의 결과에서 경로

계수가 낮아진 것으로 보아 팀 헌신도가 자아존중감과 팀 분위기의 관계를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팀 헌신도가 높아지며 이것이 팀 분위기

를 높이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적인 팀 분위기를 형성함에 있어 

선수 개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을 뿐 만 아니라 팀으로써의 존재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팀 헌신도도 함께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러한 결과는 구성원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팀 헌신도와 팀 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조직 분야의 선행연구(Bowling, Eschleman, Wang, Kirkendall, Alar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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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Van Dyne & Pierce, 2004)를 일관되게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그동

안 조직분야에서 주로 연구되었던 팀 헌신도와 팀 분위기라는 변인이 스포츠 집단 연

구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축구는 개인과 팀의 상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스포

츠로써 팀 경기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팀 분위기라는 것은 결국 개인특성인 자아

존중감과 팀적인 측면인 팀 헌신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이러한 상호작용 관계는 팀 분위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

며, 특히 팀 헌신도 수준에 따라 팀 분위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현재 현장에서 청소년 축구선수들을 지도하는 코치는 선수들이 팀에 대해 애착과 

일체감을 지니고 팀의 목표성취를 위해 헌신하려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선수들 역시 학교 및 선수생활을 통해 올바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

하며, 결국 이러한 코치와 선수의 노력이 긍정적인 팀 분위기를 형성시키며 나아가 팀

의 경기력 및 선수들의 심리적 만족에까지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4. 연구모형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본 연구모형은 주전여부(주전/비주전) 집단에 따른 구성요인의 평균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단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Simpson의 역설(Simpson, 1951)과 

구성요인 간의 상관에서 나타나는 집합의 오류(Nunnally & Berstein, 1991)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김청택, 이소영, 2011). 따라서 본 연구모형에 대해 주전여부 집단 

간 반응결과가 동일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형

태 동일성 모형과 측정 동일성 제약모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

로, 본 연구모형이 다양한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측정 동일성 검증 이후 본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에서 주전여부 간 차이가 있는지

를 검증하기 위하여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 동일성 제약모형과 차이 

분석모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주전 집단과 비주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축구선수들 같은 경우 주전여부에 관계없이 

자아존중감이 높을 뿐 만 아니라 팀 헌신도도 높아야 팀 분위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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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소년 축구선수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팀 헌신도, 팀 분위기의 구조

적 관계를 검증한 연구가 전무하였으며, 나아가 주전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을 

통해 본 연구모형이 여러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검증하여 모형의 안

정성까지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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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 축구선수가 지각하는 자아존중감과 팀 헌신도, 팀 분위기의 구조

관계를 검증하고, 연구모형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한축구협

회에 등록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고등학교 남자축구선수 366명을 대상으로 자아

존중감, 팀 헌신도, 팀 분위기를 측정하였다. 자아존중감, 팀 헌신도, 팀 분위기의 측정

도구는 질문내용과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

로 사용된 측정도구는 자아존중감 단일요인 9문항, 팀 헌신도 총 3요인 15문항, 팀 분

위기 총 3요인 16문항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조사에서 얻은 366명의 자료를 PASW 

Statistics 19.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 목적에 따라 빈도분석,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과 자료 분석 결과를 토

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자아존중감, 팀 헌신도, 팀 분위기의 경향성을 살펴본 결

과 자아존중감은 보통보다 높았고, 팀 헌신도에서는 충성심, 팀 분위기에서는 동료관계

특성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둘째,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배경변인(주전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팀 헌신도, 팀 

분위기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주전 선수들이 비주전 선수들에 비해 자아존중감과 팀 

헌신도의 하위요인 중 충성심, 자발성과 팀 분위기의 하위요인 중 직무특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팀 헌신도, 팀 분위기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은 

팀 헌신도와 팀 분위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팀 헌신도 역시 팀 

분위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아존중감과 팀 헌신도, 팀 분위기의 구조관계를 검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

가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여 자아존중감이 팀 분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팀 헌신도를 통해 팀 분위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56 -

다섯째, 자아존중감과 팀 헌신도, 팀 분위기의 구조관계에서 주전여부에 따른 측정 

동일성이 검증되었고, 주전과 비주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어 

본 연구모형이 다양한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제언 

본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후속 연

구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 대상은 총 366명으로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축구선수들로 한정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축구선수에게 적용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대학교, 프로 축구선수들로 표집단

위를 확장하고, 축구 이외에 다양한 팀 스포츠 종목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연

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구성원들의 자아존중감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팀 분위기에 미치는 효과에 대

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국외논문(Aspinwall & 

Taylor, 1992; Brown, Collins, & Schmidt, 1988; Pierce & Gardner, 2004)들에 따

르면, 자아존중감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은 이기적 혹은 자기중심적 편향을 보이고 나

르시즘에 빠지게 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조직의 단합과 응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으

면 높을수록 팀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러한 상이한 

결과는 비교문화적인 관점에서 바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경우, 

유소년 시절부터 합숙생활을 하며 지내왔기 때문에 팀 동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

도를 갖추고 있으며, 팀 동료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맺는 것이 팀의 성적 뿐 만 아니라 

개인의 선수생활을 지속하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

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팀 헌신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도구 개발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팀 헌신도 척도는 조직 분야 연구에서 사용되

어 온 문항들을 팀 스포츠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스포츠 현장과 팀 스포츠

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다 현실성 있는 측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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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본 연구모형은 간접효과와 직접효과가 모두 존재하고 세 변인의 구조관계의 

방향성이 정적인 값을 가지는 보완적 매개로써, 팀 헌신도 외에 자아존중감과 팀 분위

기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략된 매개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 팀 스포츠의 집

단 역학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팀 응집력, 리더십, 상호의존성, 집단효

능감, 의사소통 등 팀 성공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해야 하는데,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자아존중감과 팀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관계변인의 효

과가 검증된다면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팀 분위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공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논의를 진행하면서 선행연구 고찰에 있어 아쉬운 점이 있었

다. 본 연구는 청소년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팀 헌신도와 팀 분위기의 관계에 대한 선

행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선행연구와 연구결과를 비교하거나 분

석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일반 조직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었

던 팀 헌신도가 스포츠 집단 연구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변인임을 검증하였

고, 팀 헌신도가 자아존중감과 팀 분위기의 관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팀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필요

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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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 충성심 자발성 가치수용 직무특성
동료관계

특성
리더특성

자아존중감 1 　 　 　 　 　 　

충성심 .428** 1 　 　 　 　 　

자발성 .488** .804** 1 　 　 　 　

가치수용 .488** .784** .856** 1 　 　 　

직무특성 .558** .482** .447** .449** 1 　 　

동료관계

특성
.283** .533** .547** .537** .339** 1 　

리더특성 .330** .574** .553** .588** .394** .510** 1

부록 1. 자아존중감, 팀 헌신도, 팀 분위기 상관계수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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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 충성심 자발성 가치수용 직무특성
동료관계

특성
리더특성

자아존중감 1 　 　 　 　 　 　

충성심 .349** 1 　 　 　 　 　

자발성 .399** .791** 1 　 　 　 　

가치수용 .395** .740** .846** 1 　 　 　

직무특성 .567** .458** .423** .422** 1 　 　

동료관계

특성
.158* .512** .535** .550** .372** 1 　

리더특성 .257** .518** .528** .570** .409** .579** 1

부록 2. 주전 집단의 자아존중감, 팀 헌신도, 팀 분위기 상관계수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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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 충성심 자발성 가치수용 직무특성
동료관계

특성
리더특성

자아존중감 1 　 　 　 　 　 　

충성심 .475** 1 　 　 　 　 　

자발성 .545** .811** 1 　 　 　 　

가치수용 .553** .818** .864** 1 　 　 　

직무특성 .524** .489** .449** .466** 1 　 　

동료관계

특성
.387** .552** .558** .524** .326** 1 　

리더특성 .402** .635** .583** .610** .411** .439** 1

부록 3. 비주전 집단의 자아존중감, 팀 헌신도, 팀 분위기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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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청소년 축구선수가 지각하는 자아존중감과 팀 헌신도, 팀 분위

기의 관계에 관해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자료를 수집하
는 과정입니다.

응답자 여러분의 답변은 통계법에 의거하여 개별적으로 분석되거나 유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답변은 무기명으로 작성되어 수집된 자료는 통합
된 결과만이 분석에 사용되므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습니다.

더불어 본 설문에 대한 응답과 관련해 옳고 그름이 없으며, 응답자 여러
분이 느끼는 생각을 정확하게 표시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자료가 될 수 있
으니 모든 문항에 대해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할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대학원 스포츠심리학전공 정명진

부록 4. 자아존중감, 팀 헌신도, 팀 분위기 설문지

■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연관 지어 해당
되는 보기에 체크를 해주시거나 내용을 기입해주십시오.

1. 학년:  고등학교  학년 

2. 현재 팀에 속해있던 기간:  개월 

3. 주전/비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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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현재 경기에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있다. 1 2 3 4 5

2 나에게 주어진 개인적 과제는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완수하는 편이다. 1 2 3 4 5

3 나는 역할 상에서(경기, 연습) 스스로 많은 결정을 한다. 1 2 3 4 5

4
나는 나의 역할(경기, 연습)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에 많은 의견을 말하는 편
이다. 1 2 3 4 5

5 우리 팀 감독이나 코치는 내가 하는 일을 전적으로 나에게 맡기는 편이다.  1 2 3 4 5

6 우리 팀은 선수들 간에 서로 우호적인 분위기이다. 1 2 3 4 5

7 우리 팀은 팀워크가 좋은 편이다. (팀 생활, 경기, 연습) 1 2 3 4 5

8 우리 팀은 선수들 간에 서로 신뢰하는 편이다. 1 2 3 4 5

9 우리 팀은 연습이나 경기를 위해 서로 협동하는 편이다. 1 2 3 4 5

10 우리 팀의 주전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선수에게 주어지는 편이다. 1 2 3 4 5

11 우리 팀 선수들은 시합결과에 따른 보상(칭찬, 대우, 휴가, 돈 등)을 받는다. 1 2 3 4 5

12
우리 팀은 선수 중에서 팀에 공헌도가 가장 높은 선수에게 보상(칭찬, 대우, 
휴가, 돈 등)을 해주는 편이다. 1 2 3 4 5

13 나의 역할(연습, 경기)은 주전 혹은 중요한 교체선수로 발전할 기회가 있다. 1 2 3 4 5

14
우리 팀 감독이나 코치는 나에게 현재보다 더 나은 수행을 하도록 격려하는 
편이다. 1 2 3 4 5

15
우리 팀 감독이나 코치는 내가 우수한 성과(실력)를 올렸을 때 많은 칭찬을 
해준다. 1 2 3 4 5

16 우리 팀 감독이나 코치는 모든 일이 자기방식대로 되기를 고집하는 편이다. 1 2 3 4 5

17
우리 팀 감독이나 코치는 항상 나에게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고 그 목표
에 도달하도록 격려하는 편이다. 1 2 3 4 5

18 우리 팀 감독이나 코치는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1 2 3 4 5

19
우리 팀 감독이나 코치는 나의 수행이 특히 뛰어날 때마다 칭찬을 해주는 편
이다. 1 2 3 4 5

20
우리 팀 감독이나 코치는 나의 수행력이 좋아질 때마다 그에 해당하는 보상
(칭찬, 대우, 휴가, 돈 등)을 해주는 편이다. 1 2 3 4 5

■ 다음은 팀 분위기 질문지입니다. 현재 속한 팀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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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팀 헌신도 질문지입니다. 현재 속한 팀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

랍니다. 

문  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우리 팀이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다. 1 2 3 4 5

2
나는 우리 팀이 운동하기에 대단히 좋은 팀이라고 친
구들에게 말한다. 1 2 3 4 5

3 나는 이 팀에 충성심을 느끼지 못한다. 1 2 3 4 5

4
나는 이 팀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종류의 역할, 과
제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5

5 나는 나의 가치와 팀의 가치가 일치함을 느낀다. 1 2 3 4 5

6
나는 이 팀의 한 구성원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말한다. 1 2 3 4 5

7
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팀이 아닌 다른 팀으로
옮기고 싶다. 1 2 3 4 5

8
이 팀은 훈련과 경기를 함에 있어 나를 최고로 고무
시키는 곳이다. 1 2 3 4 5

9
나는 다른 팀에서 약간의 조건만 개선시켜 준다면 이
팀을 떠나고 싶다. 1 2 3 4 5

10
나는 상급학교 진학 시 다른 팀을 다 제쳐두고 이 팀
을 선택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1 2 3 4 5

11
나는 이 팀에 소속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보람을 느
끼지 못한다. 1 2 3 4 5

12 나는 진정으로 이 팀의 미래를 걱정한다. 1 2 3 4 5

13
나에게 있어 이 팀이야말로 진정으로 운동하기에 가
장 좋은 곳이다. 1 2 3 4 5

14
이 팀에서 운동하기로 결정한 것은 나의 실수였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5
가끔 팀 또는 선수들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코치의 처사(행동)에 동의하기 어렵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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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자아존중감을 위한 파악하기 위한 자아존중감 질문지입니다.

문     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 나에게는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1 2 3 4 5

4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1 2 3 4 5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1 2 3 4 5

6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1 2 3 4 5

7 나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1 2 3 4 5

8 나는 내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 같다. 1 2 3 4 5

9 때때로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진다. 1 2 3 4 5

10 가끔 내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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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elf-esteem, team commitment, 
and team climate of youth soccer player.  

MyungJin Jung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self-esteem, team commitment, and team climate of youth soccer 
player and to analyze difference between groups to provide a basic information 
report concerning development of positive team climate. A total of 366 high 
school soccer player completed a paper survey and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 
were conducted.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on self-esteem, team commitment, 
and team climate, all sub factor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revealed that self-esteem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eam commitment and team climate, and the perception of team 
commitment positively influenced team climate. In research models, perceived team 
commitment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team climate. Also, 
measurement invariance was verified across starting player an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tarting player group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

Keywords: youth soccer player, self-esteem, team commitment, team 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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