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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대학 운동선수의 자기관리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대학 운동선수의 자기관리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전국 대한체육회 산하기관에 선수로 등록

된 대학 운동 선수 26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대학

운동선수의 자기관리와 심리적 안녕감 질문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

를 검증한 후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과 자료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관리의 하위요인 중 정신관리만이 심리적 안녕감(자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관리의 모든

하위요인이 심리적 안녕감(환경통제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관리의 하위요인 중 정신관리, 몸관리,

대인관리가 심리적 안녕감(개인적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기관리의 하위요인 중 정신관리, 몸

관리, 대인관리가 심리적 안녕감(긍정적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기관리의 하위요인

중 정신관리, 훈련관리, 대인관리가 심리적 안녕감(삶의 목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대학운동선수, 자기관리, 심리적 안녕감

학 번 : 2016-28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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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한국인의 행복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Diener, Suh, Kim-Prieto, Biawas-Diener, & Tay, 2010; 서은국, 구재

선, 2012에서 재인용). OECD국가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

도는 38개국 중 28위를 기록했으며 13년 연속 자살률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대학생이 주 연령대를 차지하는 2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확

인되었는데(통계청, 2017), 이를 통해 국내 대학생들이 상당한 수준의 스

트레스에 직면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은 다른 연령대

와 비교해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겪고 있다(문원희, 정길수, 김

미자, 2012). 특히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대학 운동선수 집단은 일반

대학생 집단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층의 선수 집단과 비교해도 높은 스

트레스 수준을 보인다(Scalans, 1991; 유춘옥, 1995; 김정수, 윤영길,

2000; 최호성, 2003; 남보라, 2006). 관련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대학 운동

선수들은 대인관계, 과도한 훈련, 진로문제, 경기력 등 다양한 스트레스

원에 노출되어 있다(최경석, 신정택, 2012; 김춘호, 2006; 이춘만, 1998;

민병석, 송석록, 2014).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과 같은 부

적응적 반응을 유발하는데(McLaren et al., 2003), 이 상태가 지속될 경

우 심리적 적응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김정란, 변은

주, 2017), 개인의 행복감 및 삶의 질 수준이 저하되는 등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Morales et al., 2006; Park, 2015; 백경화, 장종화. 2010;

백혜경, 양명환, 2017).

과거 선행연구는 선수들의 스트레스와 같은 역기능적 측면을 감소시

키면 행복감이 자동적으로 향상된다는 가정하에,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

는데 집중했다(소영호, 하상원, 노세진, 2013; 이상화, 이승희, 2009; 노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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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2005; 최재원, 배수진, 2006; 홍길동, 이홍식, 2005; 정재은, 육동원,

김병현, 2007). 하지만 스포츠심리학의 모학문인 심리학 분야에서, 부정

적 상태가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긍정정서가 유발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

가 밝혀졌다(권석만, 2008). 이에, 긍정심리학자들은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최소화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긍정적인 측면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연구

가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부정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던 연구자들의 관심이 긍정적 측면에 대한 탐색으로 옮겨가

기 시작하면서, 행복, 삶의 질과 같은 요인이 주목받기 시작했다(이정미,

2007). 최근 체육학계에서도 긍정심리학의 영향으로 행복과 같은 긍정적

인 측면을 다루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정모, 신정택, 박윤식,

2014; 황진, 궁천, 서빈, 곽해봉 김성훈, 2017; 궁천, 장창용, 홍진, 김은숙,

2013; 문익수, 박상혁, 2009; 백혜경, 양명환, 2017; 명재용, 유강원, 2016;

Gong Chen, 2013; 김인우, 신명진, 권성호, 2014; 김성훈, 홍성진, 2015;

황성근, 2016; 한승진, 백성수, 이용현, 2011; 박상혁, 2012; 심준영, 2004;

황진, 장창용, 김은숙, 2013; 박세혁, 김선정, 한아름, 2015; 최경석, 신정

택, 2012).

연구자들은 행복을 연구하기 위하여 안녕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안녕감은 연구자들이 행복이라는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조작적으로 정

의한 개념이다(서은국 외4명, 2010). 특히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은 행복(happiness),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과 높은 상관

을 갖는 변인(Ryff & Keyes, 1995)으로 알려져 있는 변인이다. 따라서

운동선수의 심리적 안녕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을

탐구하는 것은 선수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라는 기대를 가능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인생의 목적의식은 행복한 삶과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원두리, 김교헌, 김선중, 2005; Argyle, 1987; Myers, 2000;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더 나아가, 목적의식을 지닌 의지

적 활동은 심리적 안녕감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김경민,

2011).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통해서 개인의 목적의식을 지닌 의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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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살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심리적 안녕감의 선행요인으로서,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이

개인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행동결과를 조절

하는 자기관리(Jones, Nelson, & Kazdin, 1977; 신미진, 송용관, 이철,

2011에서 재인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기관리(self-management)란 운동장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이르

기까지 선수 스스로가 사고와 행동을 조절하여, 최상수행과 성공적인 선

수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인지행동전략이다(허

정훈, 유진, 2004). 운동선수들은 자기관리를 통해 운동 상황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스스로를 통제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운동

선수에게 있어서 자기관리란 숙명과도 같은 것이며, 그 중요성은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김병준, 2003; 허정훈, 김병준, 유진, 2001;

허정훈, 유진, 2004). 이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수준을 성장시킴으로써

긍정적인 인지·행동결과를 촉진하게 된다(신미진 외2명, 2011).

자기관리는 국외에서 주로, 자기조절(self-regualation)과 자기통제

(self-control)와 같은 개념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이 두 개

념은 서구 문화 특징인 개인주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주의와

위계적 관계를 중심에 두는 국내 선수들의 특성을 반영하기엔 적절하지

않다(허정훈, 김병준, 유진, 2001; 김병준, 2003). 이에, 국내에서는 주로

국내 선수집단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된 자기관리라는 토착적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자기관리는 개인적 특성뿐만 아

니라, 일상생활과 관련된 자기 관리를 포함하며, 몸 관리, 정신관리, 대인

관리, 훈련관리 총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허정훈, 2001). 기

존의 자기관리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경기력과 관련이 있는 변인

으로서 연구되어 왔으며(김지훈, 2017; 이명규, 2012; 문원기, 2008; 한재

성, 2014; 류지광, 2011; 황진철, 2013; 차승진, 2016; 이병혁, 2007; 김경,

2014; 서영환, 박도헌, 2015), 수행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심리·

행동습관으로서 입증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자기관리의 행동 결과 측면만을 강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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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최근에 자기관리의 행동 결과가 아닌, 인지·정서

와 같은 심리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 연구 결과(전승훈, 남광우,

권영우, 2016; 김윤만, 김유미, 2011; 김성훈, 신종훈, 2017; 송은일, 이종

호, 2015; 지민준, 2017; 서재열, 2015)가 밝혀지면서 연구의 흐름이 변화

하고 있다. 즉, 자기관리와 자아존중감(김성훈, 신종훈 2017), 자신감(허

용, 손준호, 정찬수, 2011; 김병수, 이동호, 류호상, 2012), 선수생활만족

(박진환 신승호, 2015; 송은일, 이종호, 2015; 지민준, 2017), 운동만족(서

재열, 2015), 스트레스 대처(김윤만, 김유미, 2011), 몰입(송은일, 2014)등

의 인지 및 정서 요인들과의 연관성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

기관리가 수행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

행요인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기관리의 세부항목들을 다루는 선행연구에서는심리적 안녕감

과 논리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자기관리의 각 하위요인을 살펴보

면, 정서조절(emotional regulation), 낙관성(optimism),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ship), 스포츠심리기술

(sport psychological skills)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변인들은

기존의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과 연관이 있음이 밝혀졌다(김민정, 이희

경, 2009; 김선호, 2008; 유순화, 2014; 김소희, 2008; 차경호, 1999; 박중

길, 2009;이일경, 2013).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관리는 수행력 향상뿐만 아

니라, 최상수행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안녕감 향상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선행연구를 통해 자기관리와 심리적 안녕감의 간접적인 연관성은 확

인할 수 있었지만, 이들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학 운동선수의 목적의식을 지닌 의지적 활동

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인 자기관리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검증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

는 자기관리의 각 하위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봄으로써, 대학 운동

선수들의 심리적 안녕감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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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운동선수의 자기관리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

기관리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에 세부적인 연구목적

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대학 운동선수의 배경변인에 따른 자기관리와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를 규명한다.

2. 대학 운동선수의 자기관리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수준을 규명한다.

제 3 절 연구 문제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1. 대학 운동선수들의 성별, 학년급 등의 배경변인에 따라 자기관리와 심

리적 안녕감에는 차이가 있는가?

2. 대학운동선수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관리의 각 하

위 요인에 상대적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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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용어의 정의

1. 자기관리(Self-management)

운동선수의 자기관리는 최상수행과 목표달성을 위하여, 신체·정신 뿐

만 아니라, 훈련 상황 및 사생활 전반에 걸쳐서 자기 자신을 조절하

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관리 행동을 대인관리, 훈련 관리, 몸 관리, 정신

관리로 나누고, 허정훈(2001)이 개발한 운동선수자기관리 질문지에서

나타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관리를 잘한다고 보았다.

2.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심리적 안녕감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타인과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며, 행동을 독립적으로 조절하고, 주변 환경을 통제할

수 있으며, 삶의 목적 및 잠재력을 실현시키려는 동기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을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으로 나누고, Ryff와

Keyes(1995)에 의해 개발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를 박서영(2007)이 수정 및 보완한 검사지에서 나

타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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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자기관리(Self-management)

1. 자기관리의 개념 및 정의

자기관리란 한 개인이 스스로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기술과 전

략을 사용하여 변화해나가는 과정이다. 자기관리는 ‘자기’와 ‘관리’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이다. ‘자기’는 인지 심리학에서 의식적 자아를 의미하

며, ‘관리’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행동 변화를 야기하는 외적 환경 자극

수단을 의미한다(정승철, 송은섭, 황진, 2013). 즉,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

여 외적 환경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자기관리는 인지·행동

영역을 포함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자기조절(self-regulation),

자기수정(self-modification), 자기통제(self-control)라는 용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며, 빈번하게 혼용되고 있다.

유사어들의 개념을 살펴보면, Skinner는 자기관리를 한 개인이 행동을

조절함으로써, 반응의 가능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고(B.

Skinner, 1953), Kanfer는 자기조절(self-regual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여 지연능력, 충동에 대한 억제능력, 인내능력을 포함시키며, 특수한 상

황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활동이라고 정의했다(F. Kanfer, 1991). 또한

Kendall과 Wilcox는 자기통제(self-contreol)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인지

요인과 행동요인이 결합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지요인은 깊이 사고

할 수 있는 능력, 문제해결 능력, 계획 및 평가능력 등을 포함하며, 행동

요인은 자기점검, 자기평가, 자기강화 등을 포함한다(P. Kendall & L.

Wilcox, 1979). Jones는 자기수정이라는 용어를 한 개인이 행동결과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인 기술 및 전략을 사용하여 변화를 이끌어가

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R. Jones, 1977). 이상의 용어들을 살펴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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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지요인과 행동요인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두 요인이 결합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Zeidner, & Pintrich(2000)는 자기조절을 자기관리와 구분하여 설

명하였다. 자기조절은 자기설정목표를 개인이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반

면, 자기관리는 타인에 의한 목표설정을 의미한다. 그들은 인간을 바라보

는 관점으로 자기조절과 자기관리를 구분한 것이다. 즉, 인간을 보는 관

점에 따라서 개인의 행동방식은 통제되는 인간(controlled person)과 통

제하는 인간(controlling person)으로 구분된다(Rehm & Rokke, 1998).

통제되는 인간은 주위 환경에 의해 동기화된 행동 양상을 보이고, 다

양한 내·외적 단서에 반응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반면, 통제

하는 인간은 개인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내·외적 요인을 조

절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유형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두 가지 유형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본다.

개개인은 통제되는 인간과 통제하는 인간 두 성향을 모두 내재하고 있

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목표달성을 위하여 스스로 주변 환경과 내

적인 요인을 조절할 수 있는 스스로를 통제하는 인간이다. 이에, 자기관

리는 이러한 심리학적 개념을 기반으로 한 스스로를 조절 및 통제하는

일련의 행동 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

2. 자기관리의 모델

자기관리는 다양한 인지 행동 접근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개념이다.

Rehm과 Rokke는 자기관리(self-management)를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자기교시훈련(Self-intruction strategies), 자기통제모델

(Self-control model) 세 가지 모델에 기초한다고 설명했다(Rehm &

Rokke, 1998). 따라서 다음은 앞서 언급한 세 개의 모델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가. 자기효능감(self-efficacy)

Bandura(1977)는 인간에게 사고·정서·행동을 조절하는 조절체계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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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되어 있는데, 자기효능감이 이러한 조절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기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자기효능감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

(self-efficacy)이라는 개념을 바람직한 행동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

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제안하였다.

즉,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도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고, 대처할 것이라는 기대 및 믿음이다. 따라서 자신이 어떠한 상

황에서 과제를 잘 수행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행동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과제를 잘 수행해

낼 수 있는 기대가 없을 경우엔 행동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긍정적인 행동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인

동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심리상태라고 할 수 있다.

Bandura는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개인의 행동에 대한 방향과 강

도를 결정짓는다고 보았다. 본 이론에서는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성취경

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각성수준 네 가지 요인에 의해 자기효능감

수준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 중 성공경험은 자기효능감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과거 수행에 성공했던 경험은 자기효능감

향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대리경험은 간접적으로 정보 혹

은 이미지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 정보를 얻는 것과 관련된 내

용이다. 예를들어,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성공경험이지만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타인이 성공적인 수행을 관찰하는 것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

는 내용이다. 언어적 설득은 지도자, 부모와 같은 주요타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기효능감을 의미하는데, 이는 지위나 능력에 따라 다르게 발

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성상태는 불안, 초조와 같은 상태보다는 각

성수준이 낮은 안정된 상태에서 적절한 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Rehm과 Rokke는 자기효능감모델을 바탕으로, 개인이 자기관리

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을 확대시키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한다

고 설명한다. 즉, 자기관리는 개인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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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들을 개발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나. 자기교시훈련(self-instructional training)

자기교시훈련은 주로 교육학분야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훈련전략으

로, 자기관리의 인지적 행동기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Meichenbaum(1974) 자기교시훈련(self-instructional training)이라는 개

념을 개발 하면서 주로 자기교수와 행동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따

라서 자기교시훈련은 어떠한 상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효율

적인 전략 산출과 검토 등의 문제해결 능력 습득 절차라고 설명된다. 김

명희와 이현경(2011)은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사고로 승화시키는데 초점

을 두고, 부정정서를 완벽하게 소거하기 보다는 부정적 문제를 대처하도

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자기교시훈련의 목적은 개인이 적극적으로 사

고과정을 검토하고, 수동적 학습 태도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며, 전략사

용을 유지 및 자동화를 촉진시킴으로써, 개인이 가지는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다. 자기통제피드백(self-controlled feedback)

Kanfer 등(1986)은 자기관리의 심리적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며, 뚜렷

한 연속성을 띄는 세 단계를 거친다고 주장했다. 첫째로, 자기관찰

(self-monitoring)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단계는 한 개인이 자신의 행동

을 신중하고 주의 깊게 자기점검을 하는 단계이다. 이 때, 자신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자기관찰단계가 시작되며,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

단을 위하여 기준이나 표준을 설정한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평가

(self-evaluation)단계이다. 자기평가 단계는 개인이 설정한 목표의 기준

과 실제 수행을 비교하는 단계이다. 개인이 충분한 자기관찰을 거치지

못하거나, 비현실적인 표준을 설정하게 되면 효율적인 자기관리과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이 목표와 기준을 설정할 때, 매우 현실적

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형태로 설정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

은 자기강화(self-reinforcement)단계이다. 이 단계는 개인이 설정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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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달하면, 스스로에게 강화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자기강화과정은 앞

단계인 자기평가 단계에 대하여 인지·정서적으로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서 반응한다. 자기관리는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

제한다는 가정을 기저에 둔다. 따라서 후속행동의 방향과 강도를 결정짓

는 강화 또한 외부요인보다는 과거 행동결과와 같은 내적요인으로부터

스스로 강화한다. 세 단계를 요약해보면, 스스로가 자신을 관찰하고 평가

하며, 스스로에게 벌 혹은 보상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가정이다.

3. 스포츠 상황에서 자기관리

스포츠 상황에서 자기관리는 자기 자신과 생활 속에서 자발적인 절제를

통하여 신체·심리적 상태를 준비하고, 극복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된

다(유진, 1996). 즉, 운동선수의 자기관리는 최상수행과 목표달성을 위하

여, 신체·정신적인 면뿐만 아니라, 훈련 상황과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모

든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허정훈, 2002).

자기관리는 스포츠 상황에서 넓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여겨지며, 한 개

념으로서 독자적인 체계로 고려될 수 있는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주제이

다. 또한, 서구와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징차이로 인하여, 서구에서 연구

되는 자기관리와 다른 관점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김병준, 2003). 이

는 집단주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개인주의를 중시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서구의 자기관리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대인관계, 일상생활

과 같은 영역은 배제되고 있다. 이에 국내 연구자들은 자기관리라는 하

나의 토착적 개념을 정립하고, 측정하기 위하여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였

다(유진, 1996; 허정훈, 2001; 김병준, 2003).

먼저, 허정훈 등(2001)은 운동선수가 어떠한 자기관리를 하고 있으며,

자기관리라는 용어를 개념화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 대학

대표급 및 실업선수 155명을 대상으로 개인의 목표달성을 위해 어떤 자

기관리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고, 삼각

검증법(triangulation)을 이용하여 귀납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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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기관리 개념 모형

림1 과 같은 한국 운동선수 자기관리 개념 모형이 도출되었다.

<그림1> 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한국 운동선수들은 최상수행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훈련관리, 정신관리, 몸 관리, 생활관리 4가지 영역의 자

기관리를 실천하고 있었다. 훈련관리의 세부사항으로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하는 것, 규칙적인 훈련패턴, 개인운동에 집중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한다. 정신관리는 시합상황 뿐만 아니라 훈련 상황에서 불안,

두려움 등 심리문제를 조절하고 이겨내는 것, 자신감을 갖는 것 등의 자

기관리전략을 포함한다. 몸 관리는 부상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마사

지 하는 것, 부상 부위를 치료 하는 것, 신체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 최

상수행을 위해 웨이트트레이닝을 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생

활관리는 훈련장면이 아닌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주로, 술·

담배를 자제하는 것, 수면패턴을 관리하는 것, 대인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 등의 자기관리 전략을 포함한다. 특히 대인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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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팀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도자 등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인간

관계 관리로서, 집단 및 관계 중심주의적인 우리나라 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자기관리 개념모형은 선수들의 일상생활, 시합 상황 및 훈련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스스로를 조절하는 네 가지 측면의 노력

들을 포함한다. 이는 국내 운동선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성된

모형이며, 현장에서 선수들의 체계적인 자기관리를 위해 의미 있는 자료

를 제공한다.

앞서 밝혀진 자기관리 모형과 분석자료를 토대로, 허정훈(2003)은 운동

선수 자기관리 검사지(ASMQ)를 개발하였다. 먼저, 질문지는 선행연구의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 개념을 결정한 후 수정 및 재구성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4요인 25문항으로 구성된 검사지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434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몸관리, 정신관리, 훈련관리, 대인관리

총 4요인 18문항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요인들로 구성된 검사지의 확인

적 요인분석을 위하여, 329명의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검사지는 허용 가능한 적재치를 나타냈으므로, 4요인 18문항으로 최종

검사지를 구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최종 개발된 검사지의 각 하위요인들이 포함하는 자기관리 행

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몸관리는 운동선수가 신체 컨디션과 부상

예방 및 치료, 음식과 수면조절 등을 통해 개인의 신체를 관리하는 자기

관리 전략이다. 둘 째, 정신관리는 고도의 경쟁상황에서 불안과 같은 부

정 정서를 극복하고, 최상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긍

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 등의 정신 측면의 자기관리를 의미한다. 셋 째,

훈련관리는 평소에 규칙적인 훈련을 하고, 부족한 기술을 개인연습 하는

등 체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제 경기와 관련된 자기관리기술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대인관리는 선수의 주요타자 즉, 부모, 동료, 선후

배, 지도자와의 대인관계에 대한 자기관리 전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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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1. 심리적 안녕감의 개념 및 정의

행복(happiness)은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최근 행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심리학자들은 개인의 삶의 질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의

삶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그리고 얼마나 만족하며 행복감을 느끼는

지와 같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의미한다(Diener, 1984).

Campbell(1976)은 좋은 삶이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이상이어야 한

다는 관점을 주장하면서 삶의 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건강, 가족관계, 고용상태, 교우관계, 거주지, 여가활동 등 최소

12영역에서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 후, 이를 심리적 안녕감으로 개념화

하였다(Campbell, 1981).

초기 삶의 질 측정은 주로 개인 당 평균소득(GNP), 주거상태, 건강과

같은 삶의 경제·신체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

서면서 초기 평가 도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교육수준, 정치 참여도,

또는 인구 증가나 이동과 같은 인구 사회적 지표들을 행복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변수로 간주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사회지

표운동은 객관적 지표를 평가할 뿐,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을 직접적

으로 평가하기엔 한계점을 갖는다고 지적되었다(Andrew & Withey,

1976; Campbell, Converse, & Rodges, 1976). 이러한 객관적 조건들은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밝혀

지면서, 사회과학자들은 이러한 객관적 지표 보다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

험을 평가하여 행복을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심리학자들은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만족과

행복을 평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라고 명명하였다. 즉, 주관적 안녕감은 한 개인이 긍정적으

로 경험하는 주관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한다(권석만, 2008). 주관적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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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은 정서요인과 인지요인 두 요인으로 구성 된다(Diener, 1984, 1994).

정서 요인은 긍정정서(Positive affect)와 부정정서(negative affect)를 포

함하고, 인지 요인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로서, 삶의 만족도

(life satisfaction)라고 지칭한다(Andrews & Withey, 1976;

Arthaud-Day, Rode, Mooney & Near, 2005; Diener, 1984). 즉,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환희, 즐거움, 기쁨과 같은 긍정정서를

자주 경험하고, 슬픔, 시기, 질투와 같은 부정정서를 적게 경험할수록 행

복한 상태라고 여긴다.

한편, Ryff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삶의 질을 주관적 안녕감으로 평가

하려는 시도는 지나치게 삶의 질을 단순화시킬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론적 근거가 결여 되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측정방법에 의문을 제기

한다. 이들은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단지 행복하다고 느끼고 삶에 만족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인이 사회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 얼마나 잘 기

능하고 있는가(well-functioning)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Ryff(1989)는 Maslow의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 Rogers의 완전히

기능하는 개인(fully functioning person), Jung의 개성화(Individuation),

Allport의 성숙(maturity), Erikson의 기본적 삶의 경향(basic life

tendencies), 그리고 Neugarten의 성격변화 (Personality changes) 등의

심리학 이론들을 기초로 하여,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개인의 삶의 질

측정도구를 개발하였고, 이를 측정하는 삶의 질을 심리적 안녕감

(psychological well-being)이라 명명하였다(Ryff, 1989).

심리적 안녕감의 6개 하위요인은 자아수용성(self-acceptance), 긍정적

대인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 자율성(autonomy), 환경에 대한

통제력(environmental mastery), 삶의 목적(purpose in life), 개인적 성장

(personal growth)을 포함한다. 따라서 심리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주관

적 평가를 칭하는 주관적 안녕감과는 달리, 이론들을 토대로 개인의 삶

의 질을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심리 측면들의 합을 의미한다. 심리적 안

녕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주위 환경을 통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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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삶의 목적을 갖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려는 동기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이란 마음이나 생각이 건강하

고 행복한 상태를 말하며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느끼는 행복이나 만족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김연수, 2006). 문은식(2007)은 심리적 안녕감을

삶에 대한 불만족도(예 : 슬픔, 외로움, 우울 등)가 낮으며, 행동을 잘 통

제(예 : 침착성, 자기관리, 감정 통제 등)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지각하고 판단하는 심리상태라고 하였다. 채윤실(2010)은 심리적 안녕감

이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

써 얻어지는 현재의 긍정정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

은 상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타인과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행동을 독립적으로 조절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통

제력이 있고, 삶의 목적과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동기가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2.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요소

많은 학자들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

여 노력을 경주했다(배성애, 1998; 허유정, 2001; Bryant & Verloff,

1982; Jensen, 1987; Ryan & Deci, 2001; Ryff, 1989; Ryff & Keyes,

1995). Ryff(1989)에 의해 개발된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자율성, 긍정적

대인관계,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자아수용, 환경에 대한 통제력으로 구

성된다.

1)자율성(Autonomy)

자기 결정적이고, 독립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자율성은 외부 환경으

로부터의 자극이나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부여한 가치를 중

심으로 행동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성은 인간의 기본 심리욕구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중 하나이다. 즉, 모든 인간은 자유성을 느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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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자율적인 삶을 영위

할수록 그들이 경험하는 삶의 만족도는 자연스레 향상된다(Deci &

Ryan, 1991; 하유진, 2007에서 재인용).

Ryff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타인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잣대로 자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 개인이 어떠한 생각이나

행동을 했을 때 사회의 압력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내세울 수

있는 경우,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내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경우, 타인의

기대나 평가에 관계없이, 개인이 세운 가치와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율성이 높은 상태라고 간주한다.

2)긍정적 대인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타인과의 관계에 신뢰를 쌓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라고 불리는데, 이는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현존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필연적으로 맺고

살아간다. 즉,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개인의 특성과 질에 영향을 받으며,

반대로, 개인의 특성과 질이 상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Ryff는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모든 활동이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Ryff는 타인과 공감하고 친밀함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타

인과 관계를 통해 만족감을 느끼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을 긍정적 대인관계라고 주장한다. 또한, 긍정적 대인관계는 개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녕에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간관

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사회적 관계에 융화되지 못하

고 고립되어 있거나,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 혹은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타협이나 절충하는 것을 원치 않

는 상태를 긍정적 인간관계를 갖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3)삶의 목적(Purpose of life)

독일의 대표적인 철학자 Nietzche는 살아갈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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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떠한 힘든 상황이 닥쳐도 견뎌낼 수 있다는 말로 삶의 목적의 중요

성을 언급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

면서 처하게 될 다양한 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으며, 그러한 영향에 취약

한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다. 생리적 욕구가 충족된 상태에 있는 개인은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개인은 삶을 살아가는데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삶에 대

한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여 추구하며 살아간다. 또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일정한 방향감각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여, 현재와 과거의 삶에

는 의미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4)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이해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키워 성장해나가며,

새롭게 도전하고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개인적으

로 성장한다는 것은 한 개인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뿐 아니라,

사회 맥락 속에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성장한다는 의미이다. 인간은 삶

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야 하는 발달과정에 놓여있다. 발달

과정은 개인의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사회적인 맥락 내에서의

변화와 성장 또한 포함할 수 있는 총체적인 현상이다. 김명소 외(2006)

는 성장욕구란 개인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능력 혹은 잠재능력을 발전방

향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욕구라고 정의하였다. Maslow(1968)는 자아

실현욕구 라는 용어로 인간이 가진 성장욕구를 인정한 바 있다. 또한,

Erikson학파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성숙한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과 비례

하게 행복감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Sheldon & Kasser, 2001).

Ryff는 개인이 지속적으로 발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삶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확장하는 존

재로서 인식하는지,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개방적인지, 자

신의 잠재력을 잘 인지할 수 있는 감각을 지녔는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행동에 향상을 인식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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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해나가고 있는지 등을 개인적 성장의 평가 기준

으로 삼았다.

5)자아수용(Self-acceptance)

자기 자신의 심리·생리적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

미한다. 현재의 자신뿐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자신에 대해 갖

는 개인의 태도와 감정이다. 이는 정신 건강의 핵심이 될 수도 있는 요

인으로서, 자아실현과 성숙을 말한다. 설기문(2001)은 자신을 수용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인정하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Ryff에 의하면, 자아수용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인간으로서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기며, 과거의 삶을 긍정적으로 느낀다.

반대로, 자아수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개인은 자신의 삶에 불만족하고,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게 된다.

6)환경에 대한 통제력(environmental mastery)

1971년 Phillips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고립, 의존, 자율, 협력, 독립

총 5단계로 이루어진 개념으로서 설명하였지만, Ryff가 심리적 안녕감이

라는 개념을 제안하며 그 하위영역으로 이를 포함하기 전까지는 크게 주

목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환경 통제력은 현재 심리적 안녕감이 포함하는

중요한 심리자원 중 하나로 고려되며, 사회과학연구를 중심으로 이에 대

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Windsor, Anstey and Rodgers,

2006).

Ryff는 환경 통제력을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환경지배력이 높은 개인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조절하는 능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며, 복잡한 외부환경을 잘

조절하며, 외부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환경을 선택하거나,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반면, 환경통제력이 낮은 개인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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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점수 정 의

자아

수용

높은

점수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

신에게 좋은 점뿐만 아니라, 나쁜 점들을 포함한

자신의 여러 측면을 인지하여 수용한다.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느낀다.

낮은

점수

자신에 대하여 불만족하다.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하여 실망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쁜 점에

대하여 괴로워한다. 현재의 자신과는 다른 사람

이 되기를 원한다.

긍정적

대인

관계

높은

점수

타인과 따뜻하고 만족스럽고, 신뢰로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 타인의 행복에 관심이 있다. 강한

애정, 친밀감, 그리고 공감을 느낄 수 있다. 대인

관계란 주고받는 것임을 이해한다.

낮은

점수

타인과 친밀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타인에 대하여 따뜻하거나 개방적이

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기가 어렵다고 느낀다. 대

인관계에서 고립되고 좌절감을 느낀다. 타인과의

중요한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타협하려하지

않는다.

표 1 심리적 안녕감의 6가지 차원(Ryff, 1989, p. 1072에서 인용)

일들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향상시킬 수 없다고 느끼며, 주변의 기회를

인식하지 못한다. 김명소 등(2001)은 자신의 삶을 조절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변인으로서, 자아수용과 마찬가지로 환경 통제력을 중요한 변

인으로 꼽았다. Ryff(1989)가 제안한 심리적 안녕감의 6가지 차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1>과 같다(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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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높은

점수

결단력이 있고 독립적이다. 특정한 방식으로 생

각하고 행동하라는 사회적 압박에 저항한다. 자

신의 행동을 내적 동기에 의해 조절한다. 개인

적 기준에 의해서 자신을 평가한다.

낮은

점수

타인의 평가나 기대에 대하여 걱정한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타인의 판단에 의존한다.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사회적 압력에

동조한다.

환경

통제력

높은

점수

자신의 환경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있다고 느낀

다. 복잡한 외적인 활동계획을 잘 조절한다. 주

위에 있는 기회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기인적

필요나 가치에 적합한 환경을 선택하거나 변화

시킨다.

낮은

점수

일상적인 일들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주

위환경을 변화시키거나 향상시킬 수 없다고 느

낀다. 주의에 있는 기회를 인식하지 못한다. 외

부 세계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삶의

목적

높은

점수

삶의 목표와 방향감각을 갖고 있다. 과거와 현

재의 삶의 의미가 있다고 느낀다. 왜 사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생

활에 목표와 목적이 있다.

낮은

점수

삶의 의미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삶의 목표나

방향감각이 거의 없다. 과거의 삶의 목적을 알

지 못한다. 삶에 의미를 부여할 신념이나 태도

를 가지고 있지 않다.

<표1>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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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성장

높은

점수

계속적으로 발달한다고 느낀다.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되어감을 느낀다. 새로운 경험에 대하여 개방

적이며, 잠재력을 실현시키려고 한다.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자신과 자신의 행동이 향상됨을 느낀다.

자기를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

어 간다.

낮은

점수

개인적인 침체에 빠져있다고 느낀다. 시간에 따라

성장이나 발전되어 감을 느끼지 못한다. 삶이 지

루하고 재미없다고 느낀다. 새로운 태도나 행동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느낀다.

<표1> 계속

3. 자기관리와 심리적 안녕감

선행연구들은 자기관리의 각 하위요인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관리 요인 중 하나인 정신력 관리는

개인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조절하고, 자신감을 갖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34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민정과 이희경(2009)의 연구에서 낙관

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높다는 결과가 밝혀졌고,

300명의 태권도수련자를 대상으로 한 김선호(2008)의 연구에서 자기효능

감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또한, 적응적 정서조절은 심리적 안녕감과 실제적인 정적 상관을 가진다

고 밝혀졌다(유순화, 2014; 김소희, 2008). 이는 정신력 관리를 철저히 하

면 심리적 안녕감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

다.

자기관리 요인 중 대인관계 관리는 팀 내에서 동료, 선후배 및 지도자

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 관리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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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인관계는 주관

적 안녕감 및 심리적 안녕감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밝혀졌으며

(차경호, 1999), 대학 운동선수 42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도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지각하는 선수는 심리적 안녕감 하위요인 중 자아수용,

삶의 목적 및 개인적 성장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박중길, 2009).

마지막으로, 신체 관리와 훈련 관리는 경기력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요인이다. 이 두 요인은 스포츠 심리기술(sport mental skills)

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태권도 선수 370명을 대상으로

한 이일경(2013)의 연구에서 스포츠 심리기술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정

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통해, 몸 관리, 훈련 관리와 심리적 안녕

감 간의 연관성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관리는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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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인원 백분율(%)

학년

1학년 82 31.1%

2학년 79 29.9%

3학년 68 25.8%

4학년 35 13.3%

운동경력

8년 이하 89 33.7%

9~12년 147 55.7%

12년 이상 28 10.6%

성별
남자 192 72.7%

여자 72 27.3%

운동종목

축구 87 33.%

농구 11 4.2%

배구 19 7.2%

태권도 59 22.3%

유도 24 9.1%

야구 47 17.8%

볼링 13 4.9%

양궁 4 1.5%

주전여부

후보 67 25.4%

주전 125 47.3%

로테이션 72 27.3%

입상경력

없음 46 17.4%

시·도대회 16 6.1%

전국대회 191 72.3%

세계대회 11 4.2%

전 체 264 100%

표 2 연구대상자의 집단별 인원비율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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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참여대상자는 유의적 표집법(purposive sampling) 및 집락

표집법(cluster sampling)을 적용하여, 대한체육회 산하기관에 등록된 대

학 소속 운동선수로 3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이나, 분석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외할 가능

성을 고려하여 표본크기를 산출하였으며, 각 종목 당 참여 선수 수는 대

한체육회 산하기관에 등록된 대학 소속 운동선수의 각 종목 별 선수 수

를 고려하여 비율에 맞춰 분배하였다. 종목을 선정하는데 있어 선수 수

가 적은 종목이나, 전형적인 국내 대학운동선수 문화와 다른 종목은 선

정기준에서 제외하였다.

제 2 절 조사도구

본 연구는 대학 운동선수들의 자기관리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두 변인에 대한 각각의 척

도는 선행연구를 통해 이론적 근거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친 질문지

로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일부 확보되었다. 각 척도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AMO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였

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 MLM)을 적용하였으며, 이학식, 임지훈(2015)과 홍

세희(2000)가 제시한 적합도 지수의 기준을 근거로 하여 산출된 χ²통계

량(χ² statistics),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값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하였다. 따라서 RMSEA값이 .05이면 좋은 적합도,

.05-.08사이는 괜찮은 적합도, .10이하는 보통 적합도라고 해석할 수 있

으며, TLI값과 CFI값은 .9이상이면 적합한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1. 자기관리 측정

대학 운동선수의 자기관리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허정훈(200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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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개발된 운동선수 자기관리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운동선수의 자

기관리질문지는 몸관리 5문항, 정신관리 4문항, 대인관리 5문항, 훈련관

리로 4문항 총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총 18문항이며,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관리를 잘 하는 것

을 의미한다.

자기관리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AMOS 18.0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다. 총 264부의 자료를 토대로 1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부하량의 기준을 .40으로 실시하였다.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문항을

제외하려 하였으나, 모든 문항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 어떤 문항도

제외하지 않았다. 각각의 값은 χ² = 333.843(d.f. = 129, p<.001),

TLI=.846, CFI=.871, RMSEA=.078 로 나타났다. RMSEA 값은 적절한

적합도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TLI와 CFI의 값은 적합도 지수를 충족하

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구성타당도 검증에 충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수정지수가 10이상인 문항들 중 각각 한 문항씩 제거하였

다.

즉, 수정지수가 각각 12.922, 13.929, 18.346, 13.397을 보인 e1과 e4, e2

와 e3, e14와 e12, e12와 e13 간의 상관성을 인정하여 1번, 2번, 14번, 12

번 문항을 제거하였다. 따라서 최종 모형은 <그림2>와 같으며, χ² =

147.171(d.f. = 71, p<.001), TLI=.911, CFI=.930, RMSEA=.064로 모형의

적합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기관리를 측정하

기 위한 최종 문항을 대인관리 3문항, 훈련관리 4문항, 몸 관리 3문항,

정신관리 4문항 총 4요인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0.575~0.827로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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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TLI CFI RMSEA

자기관리 .846 .871 .078

표 3 자기관리 척도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TLI CFI RMSEA

자기관리 .911 .930 .064

표 4 자기관리 척도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대인관리 3, 4, 5 3

훈련관리 6, 7, 8, 9 4

몸관리 10, 11, 13 3

정신관리 15, 16, 17, 18 4

표 5 자기관리 척도 구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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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기관리 척도 2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따라서 자기관리 검사지 최종 문항을 대인관리 3개, 훈련관리 4개, 몸

관리 3개, 정신관리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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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CFI TLI RMSEA

심리적 안녕감 .718 .779 .078

표 6 심리적 안녕감 척도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CFI TLI RMSEA

심리적 안녕감 .910 .950 .061

표 7 심리적 안녕감 척도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 심리적 안녕감 측정

이 연구에서는 Ryff와 Keyes(1995)에 의해 개발된 심리적 안녕감 척

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를 박서영(2007)이 수정, 보완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 통

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의 6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3

문항씩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검사의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단계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

며, 10, 12, 15번 문항은 부정문 형식의 역전 문항은 통계 처리 시 역코

딩하여 분석에 사용 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준적재치에 미달하는 자율성 1문항(3번),

환경통제력 1문항(5번), 개인적 성장 1문항(7번), 긍정적 대인관계 1문항

(11번), 삶의 목적 1문항(13번), 자아수용 2문항(12, 18)을 제외시켰으며,

자아수용을 단일 문항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판단되어 자

아수용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차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선

별된 10문항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그림 3>과 같으며, χ² = 49.275(d.f.=25, p=.003), CFI=.910,

TLI=.950, RMSEA=.061으로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495~.657로 다소 낮지만, 적은 문항수

를 고려하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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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자율성 1, 2 2

환경 통제력 4, 6 2

개인적 성장 8, 9 2

긍정적

대인관계
10*, 12 2

삶의 목적 14, 15* 2

표 8 심리적 안녕감 척도 구성내용

*역채점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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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심리적 안녕감 척도 2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따라서 심리적 안녕감 검사지 최종 문항을 자율성 2개, 환경통제력 2

개, 개인적 성장 2개, 긍정적 대인관계 2개, 삶의 목적 2개 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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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절차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NUIRB)에서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대학운동선수 30인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 내용에

대한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질문지 내용을 수

정 및 보완하여 30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

년 3월 10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연구대상자들이 소속된 각 학교

혹은 경기장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전 조사 대상 학교

의 담당 지도교수 및 지도자에게 이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협

조 의뢰를 부탁하여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한 뒤 실시하였다. 질문

지의 조사방법은 질문 내용에 대하여 응답자 자신이 질문지를 작성하는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을 적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완성된

질문지를 회수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거된 총 302부의 자료 중

응답내용이 편중되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38부를 제외한 264부의 자

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제 4 절 자료 분석

질문지의 응답이 완성된 자료를 회수하여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

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분석 가능한

자료를 코딩 지침에 따라 컴퓨터에 개별 입력시킨 후 전산처리 하였다.

SPSS 23 과 AMO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

석처리 하였다.

1) 수집된 자료의 전반적 특성(평균, 표준편차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

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척도와 측정모형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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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합치도(Cronbach’ α)를 분석하였다.

3) 배경변인 별 평균 차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증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4) 변인 간의 영향관계 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5) 이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 수준은 α = .05로 설정하였다.

제 5 절 연구의 윤리적 검증

이 연구는 윤리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 모집에서부터

연구 진행과정, 연구방법 등에 대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로부터 검토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IRB No.1802/001-010). 이후 연구 참여자들

에게 IRB의 승인 내용을 설명하고,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

하였다. 이상의 모든 연구절차는 SNUIRB에서 제시한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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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자기관리

(13 문항)

대인관리 4.12 0.51 -.353 .759

훈련관리 3.71 0.56 -.448 .964

몸 관리 3.42 0.67 -.379 .545

정신 관리 3.77 0.58 -.290 .921

심리적 안녕감

(10 문항)

자율성 3.37 0.60 .133 -.032

환경통제력 3.61 0.50 -.026 -.439

개인적 성장 3.84 0.58 .055 -.320

긍정적

대인관계
3.66 0.71 -.230 -.348

삶의 목적 3.62 0.67 .323 -.227

표 9 대학운동선수의 자기관리, 심리적 안녕감의 기초 통계량 (n=264)

제 4 장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에 따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

를 바탕으로 대학운동선수의 자기관리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분

석하였다

제 1 절 각 변인의 기술 통계량

본 연구에서 분석한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

통계량을 제시하였다. 자기관리 4요인, 심리적 안녕감 5요인에 대한 평

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값은 < 표 9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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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 참여한 대학운동선수들의 자기관리,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기초 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 째, 자기관리의 경

우 대인관계 관리(M= 4.07, SD=.47)가 4개의 하위요인 중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정신 관리(M=3.66, SD=.63), 훈련관리(M=3.61,

SD=.72), 몸 관리(M=3.40, SD=.65)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리적 안녕감

의 경우 개인적 성장(M=3.84, SD=.58)가 5개의 하위요인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대인관계(M=3.66, SD=.71), 환경통제력

(M=3.61, SD=.50), 자율성(M=3.37, SD=.60), 삶의 목적(M=3.16, SD=6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왜도는 3점 이상, 첨도는 7점 이상인 경우

정규성 가정에 어긋났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 사용된 요인들의 왜

도와 첨도 값을 산출해낸 결과,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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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종속변

수
구분

운동경력 구분

4~8년(a)

(n=89)

9~12년(b)

(n=147)

12년

이상(c)

(n=28)

자기관리

대인

관리

평균 4.11 4.11 4.16

표준편차 0.54 0.50 0.48

F .108

-Tukey's test

훈련

관리

평균 3.65 3.73 3.83

표준편차 .50 0.57 0.66

F 1.162

Tukey's test -

몸관리

평균 3.33 3.45 3.53

표준편차 0.65 0.69 0.63

F 1.295

Tukey's test -

표 10 운동경력에 따른 자기관리 및 심리적 안녕감

제 2 절 배경변인에 따른 자기관리 및 심리적 안녕감

이 연구에서 선정한 배경변인은 운동경력, 성별, 학년, 입상경력이다.

이에 따른 자기관리 및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

본 t검증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1. 운동경력에 따른 자기관리 및 심리적 안녕감

운동경력에 따라 자기관리 및 심리적 안녕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

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운동경력의 분류는 스

포츠 심리학 전문가 2인과의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세 집단(4년 이상 8

년 이하, 9년 이상 12년 미만, 12년 이상)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10>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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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관리

평균 3.71 3.76 4.00

표준편차 0.56 0.58 0.61

F 2.619

Tukey's test -

심리적

안녕감

자율성

평균 3.36 3.36 3.35

표준편차 0.06 0.05 0.12

F 0.635

Tukey's test -

환경

통제력

평균 3.54 3.64 3.66

표준편차 0.48 0.50 0.54

F 1.211

Tukey's test -

개인적

성장

평균 3.82 3.85 3.85

표준편차 0.55 0.58 0.67

F 0.118

Tukey's test -

긍정적

대인

관계

평균 3.60 3.67 3.80

표준편차 0.70 0.69 0.86

F 0.890

Tukey's test -

삶의

목적

평균 3.49 3.71 3.87

표준편차 0.65 0.68 0.67

F 4.811**

Tukey's test a,b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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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를 살펴보면, 삶의 목적 (F=4.811, p<.01)에 있어 대학 운동

선수들의 운동경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

면, 삶의 목적에 있어서 장기집단에 속하는 12년 이상 선수생활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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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p

대인관리

남자 4.15 0.53

1.407 .161

여자 4.05 0.46

훈련관리

남자 3.75 0.56

1.436 .152

여자 3.63 0.55

몸관리

남자 3.44 0.69

0.803 .423

여자 3.36 0.61

정신관리

남자 3.85 0.57

3.654 p<.001

여자 3.56 0.56

표 11 성별에 따른 자기관리와 심리적 안녕감

한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중기, 단기 집단 순으로 나타났

다. 삶의 목적을 제외한 다른 요인에 대한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별에 따른 자기관리 및 심리적 안녕감

성별에 따른 자기관리와 심리적 안녕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

하여 독립표본 t검증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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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남자 3.46 0.58

3.835 p<.001

여자 3.15 0.58

환경통제력

남자 3.63 0.50

1.256 .210

여자 3.54 0.48

개인적성장

남자 3.89 0.57

2.357 .019

여자 3.70 0.57

긍정적

대인관계

남자 3.67 0.75

0.357 .721

여자 3.63 0.62

삶의 목적

남자 3.74 0.69

3.343 p<.001

여자 3.43 0.55

<표 11> 계속

<표 11>을 살펴보면, 자기관리 하위요인 중 정신관리와 심리적 안녕감

하위요인 중 자율성,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요인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각의 t값과 유의 확률을 살펴보면, 정

신관리(t=3.654, p<.001), 자율성(t=3.835, p<.001), 개인적 성장( t=2.357,

p=.019), 삶의 목적(t=3.343, p<.001)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자가 정신관리, 자율성, 개인적성장, 삶의 목적 모든 요인에서 높은 점

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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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종속변수 구분

학년 구분

1학년

(n=82)

2학년

(n=79)

3학년

(n=68)

4학년

(n=35)

자기관리

대인관리

평균 4.13 4.15 4.10 4.06

표준편차 0.45 0.54 0.57 0.45

F 0.277

Tukey's test -

훈련관리

평균 3.74 3.68 3.72 3.73

표준편차 0.51 0.58 0.58 0.59

F 0.161

Tukey's test -

몸관리

평균 3.45 3.34 3.42 3.51

표준편차 0.55 0.65 0.77 0.79

F 0.595

Tukey's test -

정신관리

평균 3.77 3.72 3.80 3.80

표준편차 0.51 0.64 0.65 0.49

F 0.263

Tukey's test -

표 12 학년에 따른 자기관리 및 심리적 안녕감

3. 학년에 따른 자기관리 및 심리적 안녕감

학년에 따른 자기관리와 심리적 안녕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

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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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안녕감
개인적성장

평균 3.91 3.89 3.78 3.74

표준편차 0.57 0.56 0.57 0.63

F 1.021

Tukey's test -

긍정적

대인관계

평균 3.75 3.72 3.58 3.48

표준편차 0.56 0.75 0.79 0.79

F 1.536

Tukey's test -

삶의 목적

평균 3.61 3.67 3.67 3.70

표준편차 0.67 0.68 0.63 0.72

F 0.178

Tukey's test -

환경통제력

평균 3.62 3.62 3.61 3.54

표준편차 0.47 0.50 0.51 0.54

F 0.256

Tukey's test -

자율성

평균 3.30 3.33 3.41 3.57

표준편차 0.59 0.62 0.55 0.62

F 1.867

Tukey's test -

<표 1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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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를 살펴보면, 대학 운동선수의 학년에 따른 자기관리 및 심리

적 안녕감의 유의한 차이가 어느 영역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전

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볼 때, 자율성과 삶의 목적의 경우 학년이 높을수

록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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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종속변수 구분

입상경력

시/도

대회

(a)

(n=16)

전국

대회

(b)

(n=191)

세계

대회

(c)

(n=11)

없음

(d)

(n=46)

자기관리

대인관리

평균 4.31 4.11 3.96 4.13

표준편차 0.72 0.50 0.67 0.44

F 1.062

Tukey's test -

훈련관리

평균 3.67 3.73 3.52 3.73

표준편차 0.79 0.55 0.69 0.45

F 0.527

Tukey's test -

몸관리

평균 3.39 3.46 3.42 3.23

표준편차 0.70 0.64 0.68 0.76

F 1.513

Tukey's test -

정신관리

평균 3.82 3.81 3.90 3.53

표준편차 0.83 0.57 0.43 0.53

3.281*F

c> b, a, dTukey's test

심리적 안녕감

3.34 3.37 3.63 3.35평균

자율성
0.50 0.62 0.39 0.59표준편차

0.714F

-Tukey's test

3.59 3.62 3.59 3.56평균

환경통제력
0.54 0.49 0.49 0.52표준편차

0.193F

-Tukey's test

개인적 성장

평균 3.93 3.85 3.68 3.79

표준편차 0.68 0.57 0.4 0.56

F 0.578

Tukey's test -

표 13 입상경력에 따른 자기관리 및 심리적 안녕감

4. 입상경력에 따른 자기관리 및 심리적 안녕감

입상경력에 따른 자기관리와 심리적 안녕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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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대인관계

평균 3.71 3.6 3.40 3.65

표준편차 0.96 0.68 0.76 0.75

F 0.517

Tukey's test -

평균

삶의 목적

3.62 3.66 3.68 3.65

표준편차 0.67 0.66 0.68 0.72

F .021

Tukey's 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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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을 살펴보면, 자기관리 중 정신관리(F=3.281, p<.05) 한 요인

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계대회 입상선

수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시/도 대회, 전국대회, 없음 순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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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

화계

수 t VIF

B
표준

오차
β

자율성

상수 2.246 .312 7.206***

정신관리 .444 .077 .435 5.759*** 1.499

몸관리 -.069 .059 -.078 -1.181 1.305

훈련관리 -.053 .079 -.050 -.674 1.320

대인관계

관리
-.027 .079 -.023 -.337 1.444

R²=.141, 수정된 R²=.128,

F=10.622, p<.001, Durbin-Watson=1.762

표 14 자기관리가 심리적 안녕감(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제 3 절 자기관리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1. 자기관리가 심리적 안녕감(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관리가 심리적 안녕감(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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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4>을 살펴보면,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자율성을 종속변수

로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약 14.1%이며, 예측변인들의

통계량을 살펴보면, 자기관리의 4가지 요인 중 정신관리(β=.435)만이 유

의미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회귀모형에서 다중 공선성 (multicollinearity)을 진단하기 위하

여,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과 공차한계(Tolerance)

값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변인 간 다중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Durbin-Watson 값은 1.762으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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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VIF

B
표준

오차
β

환경

통제력

상수 3.840 .218 3.852***

정신관리 .121 .054 .142 2.235* 1.499

몸관리 .118 .041 .160 2.887** 1.305

훈련관리 .197 .055 .221 3.582*** 1.320

대인관계

관리
.285 .055 .294 5.153*** 1.444

R²=.394, 수정된 R²=.384,

F=42.027, p<.001, Durbin-Watson=1.730

표 15 자기관리가 심리적 안녕감(환경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2. 자기관리가 심리적 안녕감(환경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자기관리가 심리적 안녕감(환경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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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을 살펴보면,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환경통제력을 종

속변수로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약 39.4%으로 나타났

다. 예측변인들의 통계량을 살펴보면, 환경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

관리의 상대적 중요도는 대인관리(β=.294), 훈련관리(β=.221), 몸관리(β

=.160), 정신관리(β=.142)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회귀모형에서 다중 공선성 (multicollinearity)을 진단하기 위하

여,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과 공차한계(Tolerance)

값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변인 간 다중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Durbin-Watson 값은 1.730으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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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VIF

B SE β

개인적

성장

상수 1.182 .278 4.258*

정신관리 .139 .069 .141 2.023* 1.499

몸관리 .101 .052 .118 1.938* 1.305

훈련관리 .163 .070 .157 2.318 1.320

대인관계

관리
.288 .071 .256 2.023* 1.444

R²=.268, 수정된 R²=.257,

F=23.756, p<.001, Durbin-Watson=1.757

표 16 자기관리가 심리적 안녕감(개인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

3. 자기관리가 심리적 안녕감(개인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

자기관리가 심리적 안녕감(개인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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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을 살펴보면,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개인적 성장을 종

속변수로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약 26.8%로 나타났다.

예측변인들의 통계량을 살펴보면, 자기관리의 하위요인 중 훈련관리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났다. 그 외에 나머지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대인관리(β=.256), 정신관리(β=.141), 몸관리(β=.163) 순

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회귀모형에서 다중 공선성 (multicollinearity)을 진단하기 위하

여,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과 공차한계(Tolerance)

값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변인 간 다중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Durbin-Watson 값은 1.757으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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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VIF

B SE β

긍정적

대인관계

상수 1.110 .360 3.083**

정신관리 .192 .089 .157 2.159* 1.499

몸관리 -.131 .068 -.123 -1.932* 1.305

훈련관리 .050 .091 .039 .545 1.320

대인관계

관리
.507 .091 .364 5.544*** 1.444

R²=.199, 수정된 R²=.186,

F=16.037, p<.001, Durbin-Watson=1.918

표 17 자기관리가 심리적 안녕감(긍정적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4. 자기관리가 심리적 안녕감(긍정적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기관리가 심리적 안녕감(긍정적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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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7>을 살펴보면,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대인관계

를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약 19.9%으로 나

타났다. 예측변인들의 통계량을 살펴보면, 훈련관리를 제외한 모든 요인

들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리(β=.364, 정신

관리(β=.157)순으로 나타났으며, 몸관리는(β=-.123)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회귀모형에서 다중 공선성 (multicollinearity)을 진단하기 위하

여,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과 공차한계(Tolerance)

값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변인 간 다중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Durbin-Watson 값은 1.918으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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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VIF

B SE β

삶의

목적

상수 .903 .330 2.739**

정신관리 .225 .082 .197 2.759** 1.499

몸관리 -.054 .062 -.055 -.873 1.305

훈련관리 .239 .083 .199 2.869** 1.320

대인관계

관리
.292 .084 .224 3.484** 1.444

R²=.231, 수정된 R²=.219,

F=19.459, p<.001, Durbin-Watson=1.893

표 18 자기관리가 심리적 안녕감(삶의 목적)에 미치는 영향

5. 자기관리가 심리적 안녕감(삶의 목적)에 미치는 영향

자기관리가 심리적 안녕감(삶의 목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

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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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8>을 살펴보면,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삶의 목적 종속변

수로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약 23.1%으로 나타났다.

예측변인들의 통계량을 살펴보면, 몸 관리를 제외한 모든 요인들이 유의

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대적 영

향력은 대인관리(β=.224), 훈련관리(β=.199), 정신관리(β=.197)순으로 나

타났다.

이상의 회귀모형에서 다중 공선성 (multicollinearity)을 진단하기 위하

여,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과 공차한계(Tolerance)

값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변인 간 다중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Durbin-Watson 값은 1.893으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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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스트레스원에 노출되어있는 대학 운동선수

의 자기관리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

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인생의 목적의식

을 띈 의도적 활동은 심리적 안녕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

경민, 2011). 하지만 선수들을 대상으로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특정 심

리상태만 다룰 뿐, 의지적 활동요인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규명

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수들이 목표 달성

을 위해 의지적으로 행하는 자기관리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밝힘

으로써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장에서

는 도출된 주요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대학 운동선수의 자기관리와 심리적 안녕감 각 변인들의 기초통

계량을 살펴보았다. 자기관리의 하위요인에 따른 값들을 살펴보면, 대인

관리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리는 선수 개인

의 주요타자 즉, 지도자, 부모, 동기, 선후배 등과의 인간관계 형성을 위

한 전략을 의미한다(허정훈, 2001). 이러한 결과는 개인주의, 수평관계를

지향하는 서구문화와 달리 집단주의, 위계관계 구조를 지향하는 한국 문

화권(Moy, 1992; 허정훈, 2003 재인용)의 선수들에게 있어서 대인관리가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심리적 안녕감에서는 5개의

하위요인 중 개인적 성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성장은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동기와 관련된 요인이다(Ryff, 1989).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대학 운동선수들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성

장해나가고자 하는 동기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태권도선수를 대

상으로한 이일경(2013)의 연구와 고등학교 운동선수를 대상으로한 노세

진(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선수들의 종목과 연령층

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 또한, 자율성 점

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자율성이 가장 낮은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와 일치한다(곽윤영,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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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선행연구와 비교를 통해 자율성을 낮게

지각하는 것은 선수집단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율성이 낮은 것은 일반인 집단과 선수집단 모

두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지하는 개인주의문화가 아닌, 집단 내의

규범이나 규칙을 강조하는 집단주의 문화권인 우리나라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임을 시사한다. 특히 선수집단에서는 선수들이 좋은성적을 위하여

사생활을 통제 받고 숙소생활의 의무화 등 여러 가지 규제에 억압된 생

활을 한다. 뿐만 아니라, 선수간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는 집단주의 내

에서 개인의 주체적행동과 선수집단내의 문화적 요구가 충돌할 수 있다

는 점이 선수들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학년, 운동경력, 성별 등의 배경변인에 따라

자기관리와 심리적 안녕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학년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운동경력, 성별 및 입상경력

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운동경력에 따른 차이

를 살펴보면, 자기관리의 하위요인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

만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삶의 목적에서 운동경력이 긴 선수일수

록 삶의 목적 점수가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삶의 목적 요인은

개인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으며, 목표를 계획하고

실천하기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나타낸다(Ryff, 1989). 따라서 선수생활을

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선수들은 확실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자기관리의 하위요인인 정

신관리와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자율성과 개인적성장 및 삶의 목

적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변인

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남자선수가

여자선수보다 불안, 두려움과 같은 심리문제를 잘 통제하고, 내적동기로

행동을 독립적으로 조절하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

정을 높게 지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선수들의 성별에 따른 자기관리의 차이는 없다고 밝혀진 선행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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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덕, 송강영, 2008; 임신자, 2006; 성상훈, 2011)와 일치하지 않는 결

과이다. 이는 종목, 성별의 비율과 같은 가외변인이 작용하여 차이가 발

생되었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

화 시키기엔 한계를 갖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성별에 따른 자율성 요

인의 차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김명소 등(2001)의 연구와 선수

집단을 대상으로한 노세진(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Kagan과 Moss(1962)는 성차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는 여자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남자는 독립성 및 자기주장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

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각 종목의 선수 수 집계결과를 살펴보

면 대부분의 종목이 여자선수에 비해 남자선수의 수가 높은 비율을 차지

한다. 따라서 남자선수 위주로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여자선수가 주체

적이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의사 및 행동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입상경력에 따른 자기관리

및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자기관리의 하위요인 중 정신

관리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심리적 안녕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태권도선수를 대상으로한 고은철(2013)의 연구

에서 입상경력이 높은 선수일수록 정신관리, 몸관리 및 훈련관리를 잘하

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김종탁(2009)의 선행연구에서도 입상수준이 높

은 선수일수록 정신관리, 훈련관리 및 신체관리를 더 잘한다는 연구결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관리와 입상경력 간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안정덕과 송강영(2008), 김판곤(2007)의 연

구결과에서도 우수선수들이 비우수선수보다 정신관리를 잘한다는 연구결

과가 밝혀졌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들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이며, 이는 종목과 관

계없이 경기력이 우수한 선수일수록 체계적인 자기관리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운동선수들의 자기관리가 심리적 안녕감 각 하위요인

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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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안녕감의 각 하위요인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5회의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각 회귀모형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순서대로 논의할 것

이다. 먼저, 자율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신관

리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율성이 자기관

리의 하위요인 중 정신관리와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결

과(최용열, 2015)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선수집단의

합숙생활, 위계구조와 같은 문화적 특성상 자율성을 영위하기란 쉽지 않

을 것이다. 하지만 연구결과를 통해 억압된 환경 속에서도 선수들이 정

신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자율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환경통제력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환

경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Ryff, 1989). 자신의 내적인 요소 뿐

만 아니라 외적 환경까지 통제한다는 점에서 자기관리와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기존의 연구는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지 못했다. 환경통

제력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관리의 모든 하위요인

이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통해

선수들이 목표달성을 위해 스스로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과정이 내·외적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할

수 있다. 또한 환경통제력이 자기관리의 모든 요인과 정적인 영향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자기관리와 환경통제력이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개인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대인관리, 정신관리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연구결과를 통해,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한 긍정적 사고 유지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개인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긍정적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

향력을 살펴본 결과, 대인관리와 정신관리가 가장 큰 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리는 심리적 안녕감의 긍정적 대인관계와 매

우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는 하위요인으로서, 가장 큰 상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신관리가 두 번째

로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결과는 긍정정서가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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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김경희, 이희경, 2015)와 유사하며, 긍정정서가

사회기능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긍정

적 대인관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대인관리와 정신관리에 초점을 둘 필요

가 있다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삶의 목적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

과, 대인관리, 훈련관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삶의

목적은 선수들이 개인의 목표와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인의 행동을 조

절 및 수정하는 행동이라고 정의되는 자기관리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삶의 목적 요인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인관리가 가장 큰

상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큰 상대적 영향

력을 나타낸 훈련관리는 선수들이 좋은 성적, 최상수행 등과 같은 개개

인의 목표를 가지고 훈련에 임하는 행동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선

수로서의 목표달성을 위해 중요한 행동습관이며, 실질적으로 수행을 향

상시키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선수들이 수행

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삶의

목적을 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분석에 따른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최상수행을 위해 의지를 가

지고 행한 자기관리가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이 일부 적중하였다. 하지만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선수의

수행기술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는 몸 관리와 훈련관리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관리는 환경통제력, 개인적 성장 및 삶의 목

적에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몸 관리는 대부분

의 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영향력이 미미했다. 이는

선수들의 경기력 및 좋은 성적 만이 행복의 근원이 아니며, 생활 전반과

훈련상황을 통틀어 자신의 생활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안녕감이 향상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신관리가 모든 하위요인에 정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밝혀졌다. 이는 선수들이 자신

의 수행에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사고를 조절하는 습관은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대인관

리는 자율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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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과의 관계가 선수집단 내에서 중요한 가

치를 지니며, 선수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대인관리가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지만 수행을 향상시키는데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선수들의 기술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정신관리 및 대인관리와 같은 자기관리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수문화를 조성한다면, 선수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

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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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본 연구는 대학 운동선수들의 자기관리 행동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 산하기관에 선수로 등록된 264

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자기관리와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였다. 자기관

리와 심리적 안녕감의 측정도구에 대한 선수들의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

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 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측정도구의 신뢰도 지수를 저하

시킨다고 판단된 문항들을 제외하였다. 먼저, 자기관리 질문지는 18개의

문항 중 5개 문항을 제외하여, 총 4요인 13문항으로 최종문항을 구성하

였으며, 심리적 안녕감 6요인 18문항 중, 8문항을 제외하여, 5요인 10문

항으로 최종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64부의 자료를 SPSS

23.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빈도분서,

상관분석, 독립표본 t검증, 일원배치분산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이상의 연구 방법과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운동선수의 자기관리와 심리적 안녕감의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자기관리 행동의 경우 대인관리가 가장 높았고, 정신관리, 훈련관

리, 몸관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의 경우, 개인적 성장이

가장 높았고, 긍정적 대인관계, 환경통제력, 자율성, 삶의 목적 순으로 높

게 나타났다.

둘째, 대학 운동선수들의 배경변인(운동경력, 성별, 학년, 입상경력)에

따른 자기관리와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운동경력이 긴

집단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삶의 목적 점수가 더 높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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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기관리의 하위요인

중 정신관리,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자율성,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검증되었으며, 평균점수의 일반적 경향성

을 살펴보면, 여자선수보다 남자선수가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입상경력수준이 높을수록 정신관리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

냈다.

셋째, 대학 운동선수의 자기관리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기관리 중 정신관리는 심리적 안녕감의 모든 하위요

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몸 관리는 환경통제력과

개인적 성장 및 긍정적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훈련관리는

환경통제력 및 삶의 목적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인관리는 환경통제력과 개인적 성장, 긍정적 대인관계 및 삶의

목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제언

본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264명이며, 8개의 종목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들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의 종목 별 선수 수 구성비율은 대한체

육회 선수 인원 집계 결과에 따라서 설정하였지만, 종목 수에 비해 표본

크기가 작으며, 8개 종목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은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설정함에 있

어서 종목 수에 따른 표본크기를 확장하여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적합도지수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제외시키는 과정에서 한 요인을 제외할 수 밖에 없었

다. 이는 심리적 안녕감 척도가 서양문화권을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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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만든 척도이기 때문에, 국내 선수들에게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선수집단의 문

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수들의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개발

된다면, 운동선수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셋째, 연구 대상자들의 경기력 수준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 인구통계학적 배경변인에 따른 평균차 검증은 실시하였지만, 자

기관리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에 있어서, 경기력 수준

을 통제하지 못했다. 경기력 수준에 따른 환경적·개인적 배경의 동질성

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제한점을 갖는다.

또한 응답자들의 경기력 수준에 따른 구성비율이 일반적인 비율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세계대회 입상 수준의 응답자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기력 수준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대학생 운동선수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한 심리적 안녕감 관련 선행연구(김명소, 김혜원, 차

경호, 2001)에 따르면,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선수집단을 대상으로한 비교연구를 진행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과거 자기관리 관련 연구는 주로 경기력과 같은 행동결과의

선행요인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최근 자기관리가 개인

의 심리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밝혀지면

서, 자기관리 연구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요인의 선행요인으로서 자기관리를 조사하였으며, 자기관리가 개인

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다양한 후속연구

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안녕감의 선행요인으로서, 의지적 활동요인을 다

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스포츠심리학이 아닌 일반 심

리학 및 교육학 분야에서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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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연구하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개인의 목표를 추구하고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는 행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

만 선수를 대상으로 의지적 활동요인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

다. 따라서, 개인의 스포츠심리학 분야에서도 선수들이 최상수행과 좋은

성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과 관련된 다양한 후속연구

가 진행된다면, 보다 높은 삶의 질과 행복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스트레스원에 노

출된 대학 운동선수의 자기관리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고, 운동선수의 자기관리라는 의지적 활동요인과 심리적 안녕감 간

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았던 연구변인과의 관계

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연구 결과를 통하여, 대학 운동선수

가 행복한 삶을 찾고,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심리 개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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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경력
성별 학년

입상

경력

대인관계

관리

훈련

관리
몸관리

정신

관리
자율성

환경

통제력

개인적

성장

긍정적

대인관계

삶의

목적

운동

경력
-

성별 -.196** -

학년 .354** -.052 -

입상

경력
.008 -.100 .051 -

대인

관리
-.011 -.125* -.087 -.002 -

훈련

관리
.065 -.059 .015 .030 .382** -

몸관리 .043 -.157* -.016 -.048 .369** .371** -

정신

관리
.101 -.240** .016 -.153* .498** .404** .399** -

자율성 .047 -.231** .137* .012 .183** .147* .098 .369** -

환경

통제력
.089 -.077 -.039 -.038 .523** .437** .328** .415** .285** -

개인적

성장
.026 -.144* -.107 -.063 .385** .343** .376** .364** .319** .492** -

긍정적

대인관계
.081 -.022 -.127* -.031 .441** .192** .139 .269** .152* .384** .237** -

삶의

목적
.146* -.256** -.009 .007 .355** .305** .312** .417** .156* .381** .253** .317** -

표 19 연구변인간 상관관계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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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연관 지어 해당되

는 보기에 체크를 해주시거나 내용을 기입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대학 운동선수의 자기관리행동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응답자 여러분의 답변은 통계법에 의거하여 개별적으로 분석되거나 

유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답변은 무기명으로 작성되어 수집된 자

료는 통합된 결과만이 분석에 사용되므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습

니다.

더불어 본 설문에 대한 응답과 관련해 옳고 그름이 없으며, 응답자 여

러분이 느끼는 생각을 정확하게 표시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니 모든 문항에 대해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할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대학원 스포츠심리학전공 서지예

(000-0000-0000 / 000000@snu.ac.kr)

자기관리, 심리적 안녕감 설문지

1. 운동 경력 :  (20   년) ~ 현재; (    ) 년째

2. 성별  ① 남  ② 여

3. 종목 : (         ) (예 : 축구)

4. 학년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학년  (출생연도:      )

5. 주전여부 : ① 주전  ② 로테이션  ③ 후보  ※2017 시즌 기준

6. 입상경력: ① 시대회  ② 도대회  ③ 전국대회 ④ 세계대회 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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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자기관리에 대한 질문지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그

렇다

1 부족한 점을 개인 연습한다. ⓵ ⓶ ⓷ ⓸ ⓹

2 동료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⓵ ⓶ ⓷ ⓸ ⓹

3 규칙적으로 훈련한다. ⓵ ⓶ ⓷ ⓸ ⓹

4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⓵ ⓶ ⓷ ⓸ ⓹

5 평소 몸을 아낀다. ⓵ ⓶ ⓷ ⓸ ⓹

6 개인훈련을 한다. ⓵ ⓶ ⓷ ⓸ ⓹

7 자신감을 가지고 운동한다. ⓵ ⓶ ⓷ ⓸ ⓹

8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⓵ ⓶ ⓷ ⓸ ⓹

9 평소에 체중 조절을 한다. ⓵ ⓶ ⓷ ⓸ ⓹

10 선후배에게 잘한다. ⓵ ⓶ ⓷ ⓸ ⓹

11 수면을 조절한다. ⓵ ⓶ ⓷ ⓸ ⓹

12 윗사람들에게 항상 예의를 갖춘다. ⓵ ⓶ ⓷ ⓸ ⓹

13 시합 전에 음식을 조절한다. ⓵ ⓶ ⓷ ⓸ ⓹

14 내 자신을 믿는다. ⓵ ⓶ ⓷ ⓸ ⓹

15 팀 동료들과 사이좋게 지낸다. ⓵ ⓶ ⓷ ⓸ ⓹

16 잠을 충분히 잔다. ⓵ ⓶ ⓷ ⓸ ⓹

17 항상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⓵ ⓶ ⓷ ⓸ ⓹

18 체력훈련을 열심히 한다. ⓵ ⓶ ⓷ ⓸ 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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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여러분의 심리적 안녕감을 파악하기 위한 심리적 안녕감 질문지입니다. 여러분의 느

낌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다른 사람의 평가와는 관계없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한다.
⓵ ⓶ ⓷ ⓸ ⓹

2
나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일들을 꽤 잘 수행해

나간다.
⓵ ⓶ ⓷ ⓸ ⓹

3
나는 내 삶에서 변화나 향상을 꾀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⓵ ⓶ ⓷ ⓸ ⓹

4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따뜻함이나 신뢰감을 별로 경험

하지 못했다.
⓵ ⓶ ⓷ ⓸ ⓹

5
때때로 내 인생에서 내가 해야만 할 일들에 대해

실망감을 느낄 때가 있다.
⓵ ⓶ ⓷ ⓸ ⓹

6
내 삶에서 이루어놓은 일들에 대해 실망감을

느낄 때가 있다.
⓵ ⓶ ⓷ ⓸ ⓹

7

비록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반

대되더라도 나는 내 의견에 대해 자신감을 가진

다.

⓵ ⓶ ⓷ ⓸ ⓹

8
나는 일상적인 여러 가지 요구들로 종종 피곤해

한다.
⓵ ⓶ ⓷ ⓸ ⓹

9
나에게 삶은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⓵ ⓶ ⓷ ⓸ ⓹

10
사람들은 나를 베푸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배려해주는 사람으로 묘사한다.
⓵ ⓶ ⓷ ⓸ ⓹

11
어떤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없이 방황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⓵ ⓶ ⓷ ⓸ ⓹

12 나는 내 성격 대부분을 좋아한다. ⓵ ⓶ ⓷ ⓸ ⓹

13
나는 강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편이다.
⓵ ⓶ ⓷ ⓸ ⓹

14
일반적으로,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본다.
⓵ ⓶ ⓷ ⓸ ⓹

15
나는 자신이나 세상에 대한 내 생각에 도전하는

새로운 경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⓵ ⓶ ⓷ ⓸ 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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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나로서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⓵ ⓶ ⓷ ⓸ ⓹

17
나는 그날그날을 살며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

하지 않는다.
⓵ ⓶ ⓷ ⓸ ⓹

18
내 삶을 돌아볼 때, 지나온 결과들에 대해 만족한

다.
⓵ ⓶ ⓷ ⓸ 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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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Self-Management

on Psychological Well-being

for Korean College athletes

Seo, Jiye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intify the influence of self-management

on psychological well-being for college athletes. A total of 264 college athletes

completed a paper survey. After verifying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was

conducted, collected data was analyzed to suit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follows. First, only mental management of

self-managemen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psychological-well-being(autonomy).

second, all sub-factor of self-management have a significant effects on

psychological well-being(environmental mastery). Third, mental, physical, and

relation managemen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psychological

well-being(personal growth). Fourth, mental, physical, and relation managemen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psychological well-being(positive relationship with

others). Finally, mental, training, and relation management have a significant

effects on psychological well-being(purpose in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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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ed the importance of the self-management on

enhancing psychological well-being. Based on these results, the significance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as discussed, and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

was proposed.

keywords : college athletes, self-management, psychological well-being

Student Number : 2016-28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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