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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에 있어서의 동기유발

류 정 무·임 먼 장

(체육교육과)

1. 서 폰

動機歸發이라는 말은 여러가지 맥락에서 사용뇌어 왔다. 법죄학자는 동기를 사회적인 행

동의 근원으로서， 생산자들은 노동자들이 생산성 향상에 매진하도록 하는 歸因으로서， 극

작가들은 사실적인 드라마를 창조하기 위한 도구로서 연구하여 왔다.

역사적으로 볼 해 A間行動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의문을 규명하기에 이르렀다. 일찌

기 그리이스인들은 행동이란 단순한 쾌락의 추구나 고통에 대한 회피에서 발생한다고 주장

하고 때로는 보다 복잡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였으며， 최근의 동향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되고 있다(韓德雄 1983 : 18-24). 이처럼 동기유발이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어지고

있는 개념틀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은 효과적인 행동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는 개인이 특

별한 課題에 대해서 흥미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것은 學童期의 학습환경에서

자극에 의한 覺醒作用을 일으킬 때 효과적인 學習活動이 이루어지묘로 더욱 중요하게 취

급되고 있다. 이와 갇이 동기유발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는 학습활동 뿐만 아니라 운동기능

의 효과적인 피포먼스에 있어서도 필수불가결한 것이다(李寬鎔 1977 : 176-182). 따라서

교육자， 체육지도자 및 코치는 학습자를 득벨한 과제로 이끄는 동기유발적인 요소블 밝히

는레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II. 동기의 개념

동기 문제를 고려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에 대한 의미와 인간이 왜 특정한 운동을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밝히는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기유발의 문제가 가끔 부적절하게 제시

되거나 그것에 대한 해답에 있어서도 명료하지 못한 면이 없지 않다.

동기유발이란 일종의 情錯的인 상태이다. Harris (1973) 에 의하면 신경학자 Livingston은

모든 행동에 대해서 실행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스위치의 기능을 하는 것이

느낌 (feeling) 또는 동기 (motive)라고 하였다. 동기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은 정서를 일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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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活性化된 수준까지 발생시켜 야것으로 하여금 실행하고자 하는 과제를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 다 (Alderman 1974: 199).

동기유발은 여러가지 형태의 동기들로 이루어지는 多次元的인 過程(multidimensional

process)이 다. 즉， 한 순간에 어 떠한 스포츠나 신체 활동에 어느 정도의 강도로 참가할 것

인가를 결청하는 동기가 존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경험한 滿足度가 동기유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만족도란 과거의 요든 경험과 특정한 시점에서 가장 우세했던

욕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스포츠의 종목 선택에 있어서도 왜 그 사람이 그 종목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은 매우 개

인적언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인간은 제각기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신의 고유한 특질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시해야할 중요한 사실은 개인이 특벨한 스포측나 身體活

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그들에게 흥미를 불러 일으킬 충분한 이유블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그것 자체로서의 의미를 수용하

여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Ward(1937)는 운동선수의 동기유발에 관한 연구에서 동기유발은 內的 作用을 포함하는

것A로서 그것은 타인의 펴포먼스에 대한 자신의 한계블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는 우수하지 뭇한 才能과 技能을 가진 선수틀이 홀륭한 팀을 구성하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즉 우수한 재능과 기능을 가진 선수들이 보잘 것 없는 텀을 구성하는 것을 보고 운

동선수의 동기유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연구를 시작한 결과 스포츠의 참여가 歸爭心

과 自我의 수호를 위한 노력에서 발생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Weiss는 왜 인간이 스포승 활동윷 추구하게 되 느냐에 대 한 哲學的 論議에서 스포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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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인간에게 성취된 우수성 (accomplished excellence) , 상쾌함， 즐거움， 그리고 도전의식

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간이 가창 쉽게 자신의 우수성윤 輝演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신체를 이해하는 방볍에 의한 것으로 이것이 사람들을 스포츠에 참가하게 하

는 동기적 인 요소로서 작용한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포츠의 학습이나 훈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설정한 目標

에로 진보하려는 선수들의 동기 (motivated to desire) 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동기란

특별한 환경적인 상황에서 목표를 성취하거나 만족스런 정서상태를 이룩하려는 내적인 彈

化 衝動이라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선수들이 일반적엔 또는 구체적인 운동 목표를 달성

하기 위 해 노력해 야 하고， 지 도자들은 그들에게 지-극을 주고 그 목표에 도달되도록 課導하

는 노력이 펄요하며 모든 선수블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스포츠 장면과 관련된 많은 요소를

주작 유인해야 한다.

동기유벌에 대한 견해는 일치하지는 않으나 個體內部의 에너지에 의해 활동을 불러 일으

켜 신체적 • 심리적 활동을 조직적으로 통합함으로써 개체를 목표로 향하게 하는 기능을 갖

는 內的 要因이 라고 간주할 수 있다(柳iE행 1981: 215).

또한 스포츠는 스포츠에 재질이 있는 자에게 스포츠 이외의 분야에서는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으나 스포츠분야에서는 그의 우수성을 인정밤을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을 제

공하여 주기도 한다.

스포츠에 참가하고자 하는 욕구는 일반적으로 他A을 능가하려는 우월감이나 타인에 의

해 자기 자신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욕구에서 시작펀다. 또한 스포츠는 자기 자신을 표현

하는 수단으로 제공되기도 하고 社會的 攻擊 행위에 대한 출구를 제공하며 자기표현이나

통저l 및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준다.

III. 동기유발의 기능과 종류

동커유말이 갖는 기능으로서는 행동을 일으키는 월機機能， 맹목적 행동이 아닌 특수한

반응을 선택하는 選擇機能， 행동을 목표에 방향짓는 志向機能， 목표에 도달했을 때 그 행

동의 재기 가능성을 높이려는 彈化機能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동기유발은 행동이 시작되면

서 그 행동이 종결될 때까지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상정된 가설적 구성체 (hypothetical

constract) 라고 할 수 있다(松田 1976 : 122"-'123)

이와 같이 우리의 思考나 行動에 있어 일정한 옹기나 목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하지만， 언제나 일정한 동기나 목표가 직선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목표

를 가지고 동일한 행동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틀 각자의 심충 속에 內在되어 있는 심적구조

는 다를 수도 있다. 그러으로 목표나 동기가 같다 하더라도 표현이나 행동이 상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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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동기이론의 역사척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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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행동과 동기유발과의 관계가 복강한 것은 개인에 있어서 동기의 상이성， 행동의

요인， 과거의 경험，청신적 • 신체적 능력， 주어진 상황 등의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

기 때문이다.

동기는 동기유발의 상태를 불러 일으키기 쉬운 비교적 안정된 경향이라고 보고 그가 어

떠한 동기를 가지는 가를 관찰해야 한다.

Murray (1959)는 동기를 여러가지 특성에 따라 分類한 바 스포츠와 관련시킨 내용을 들어

가지려는 同質

고통을 수반하는 스포츠에

生理的 安定뾰(homeostasis)을

함께 훨연적으로

보면， 생명을 유지하는데 펠요한 개체내부의

停뺨상태를 보유하는 기아 • 갈증 • 수면 등과

뿐만

경우에

있어서는 고통을 회펴 (pain avoidance)하는 따위의

아니라 情續動機는 외적으로 불러 일으키는

있어서 경험되는 흥분이나 회열 등을 들 수

동기가 포함된다.

특수한 동기로서 일반적으로 스포츠의

있으며 이는 스포츠와 친숙해 짐으로써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되어 숨관화하기에 이르는 매우 중요한 동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공포나 불안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外傷性 不安 (harm avoidance)은 극

外的인 報빼가 아난 활동자체가 목적 인 경

이에 관여하는 동기로서는 신체를 활

탈피하고 자극을 구하는 感性동기， 새로운 기술

히 강한 회피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스포츠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內因的 動機는

우를， 내언적으로 동기유발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발히 움직이러는 活動性동기， 무료함에서

복캡-성을

인간은

나타내려

을 경험하고 기술의

또 사회적 동물언

성취하려는 행동을

찾는 好奇性동기 등이 관련되어 았다.

자기와 사회관계에서 강하게 이루어지는 社會的 동기 과제블

한다. 욕구 충족을 지연시켜 원대한 목표를 설정시키면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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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스포츠의 동기유발적 구성 요소(Butt 1976)

공하기를 원하는 成就동기， 우갱이나 애정으로서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원하는 親

和性동기，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공격과 방어에 의한 경쟁 속에서의 적극적인 공격 • 방어동

기， 스포츠에 있어서 승패를 가려내고 칭찬과 존경을 받으며 우월성과 경기의 결과로 얻어

지는 認定과 自律 • J협흉 등 스포츠와 강한 관련을 갖는 社會的 動機가 많다.

이러한 동기들 중에서 어떤 것은 생득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生物發生的 動機 혹

은 일차적 동인 (primary drive) 이 라 한다면 그외 많은 동기는 사회적 접촉 중에 학습에 의

해 획득되거나 변용된 것으로 생각되어 社會發生的動機 흑은 이차적 동안 (secondary drive)

이라 말하고 있다. 또 공포나 실패와 같이 대상으로부터 벌어지게끔 작용하는 회파적인 동

기와 접근하도록 작용하는 접 근적 인 동기로 나누어지는 수도 있다(柳正행 1981 : 216-218).

이와 같이 심리학에서는 동기유발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초기의 질험

연구자(W. James, S. Fread, K. Lewin)들은 인간행동이 본능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주장하

였으며， 최근에 와서는 기본적인 生理的 欲求의 만족과 관련된 충동의 측면에서 동기유발

에 대한 설명이 시도되었다 (Maslow， 1943, 1954). 20세 기 초반에 들어와 행동주의자들이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이론적인 체계 즉， 스포츠의 快樂的연 면， 스포츠의 補慣的인 면，

스포츠의 成就的인 면 등과 같은 맥락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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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동기유말의 제측먼

1. 快樂的 측면

경험 자체의 즐거움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된다.

1) 놀이로서의 즐거움

스포츠란 일종의 놀이이며 그중 일부는

따라서 작업과 놀이의 유일한 설제적 차이는

뿐이다.

그것에 입하는 개인의 태도에 있어서의 차이

/긴상만 Ar때 섬魔題벽 -"t냉어l 녁 λ| 는 」 λ「저l 효 슬V I ‘성 뎌M ..=c.. .:u..닉1 얀 '"1-.
'7_ 1 __.11_ ?1 ... "~'1..., -"，- - I τ_ -'2- -I' ‘l

움직이는 즐거움에 대한 생물학적인 욕구인 것이다.

의 발달과 신체의 성숙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2) 스포츠의 쾌락

그려묘로 스포츠에 대한 흥미도 기능

것이 다 (Lawther 1968: 103-104).

Bouet (1968 : 468)는 스포츠의 의 미 에 서 “스포츠는 분명 히

이며 그렇지 않다면 놀이는 일반적인 흥미를 불러 일으키지

쾌락을

못하게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

될 것이다. 그리고 스

에너지적인 긴장의

실행되며， 신체적인

스포츠에의 참가는

thrill)을 가져다

항상 개방되어 있다”라고순환의 즐거움을 만끽하도록포츠는 觸肉運動， 건강한 호흡 및

주장하고 있다.

스포츠의 목적행동 후에 느끼는 幸福感은 심리적 깊은 위안감과 신처1

해소이며， 스포츠는 스포츠로부터 얻는 신체적인 즐거움에 비례하여

발휘와 운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러한 매력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신체적으로나 知覺的S로 살아 있다는 감각적인 전율(sensuous

준다.

3) 情縮的 의미

스포츠는 높은 정서상태를 일으키며 정서상태의 대부분은 쾌락척이다. 용기와 두려움 사

이의 갈등， 어려움을 극복하는 즐거움， 역경을 캄내하는 즐거움， 성공을 위해 피로의 고통

을 참는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이 감정의 분위기블 고조시켜 주며 경험을 더욱 강렬하고 극

적언 상태로 유도하여 준다. 스포츠의 정서적인 면은 단조로운 일상생활로부터의 위얀을

가져다 주고， 삶의 깊은 의미와 생생한 생활의 活力을 가져다 준다.

4) 외부자극에 대 한 緊張感의 완화

경쟁적인 생활 속에서 받는 여러가지의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안이 自我를 잊고

스포츠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건전할 뿐만 아니라 원만한 精神生活을 영위하

게 한다. 정신위생학자인 Menninger0954 : 30)는 “건강한 성격이란 놀이를 즐걸뿐만 아니

라 그 놀이를 어느 정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소유하게 되며 놀이를 할 능력이 없거

나， 하는 것을 꺼려 하는 사람은 성격의 불안정과 무질서한 면만을 보여즐 뿐이다”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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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있다.

스포츠의 중요한 치료적 가치 (therapeutic value)는 경 쟁 자가 지 각단서 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을 망각한 채 외부세계를 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그는 즉각적인 지각과 반응에 몰

두해야 하묘로 內離을 위한 여유를 가질 수 없다. 선수들이 자신이 실행하고 있는 스포츠

에 완전히 몰입하고 자아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어서 느끼는 活力體驗에 대한 강도와 충만감

은 형언할 수 없으며 오로지 그것에 대한 경험을 소유한 사람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okl (1957)은 수행자 자신에 의해서 지각되는 운동행위 (motor act)는 말로써 전달할 수

없는， 즉 신체적으로 "'1 활동적 안 사람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그 자체로서의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成就的 측면

1) 卓越性과 關利

많은 비선수들은 완전한 주의집중과 최대의 퍼포먼스를 위한 열성을 「勝利」에 두고 이것

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Bouet C1968 : 457-461)는 스포츠의 중요성을

승 •패와 무관한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기 위한 노력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션을 다하

여 자기 자신이나 타언을 능가하려는 노력은 自我增進을 위한 계속적인 충동이라고 하였으

며 스포츠에 있어서 이러한 충동은 보다 빨리 달리고， 보다 멀리 뒤고， 보다 많은 점을 얻

고자 하는 성취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충옹은 최대의 目標達成의 패턴과 관련되

며 타인과의 일치점을 능가하고 절대적인 형태를 찾으려는 卓越性의 추구인 것이다.

2) 成就의 즐거움

스포흐활동이 흥미를 유발시 키 지 못한다면 스포츠의 교육적 인 가치， 창조적 인 가치 , 갱

신건강적인 가치는 크게 감소하게 된다. 원기회복제를 복용해도 그플의 긴장이나 걱정은

해소될 수 없을 것이다. 활기있고 즐거운 신체적 활동은 에너지 회복적인 가치를 지난 것

이다. 오늘날 근력과 지구력 같은 전문체력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自發的인 스포츠 참여에

저해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올바르게 적용되려면 참가자의 자발적 참

여와 즐거운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Lawther 1968 : 25).

우리들의 대부분은 형식적 운동과정을 거칠뿐， 실제적인 大觸活動이나 심장을 강하게 하

려는 어떤 적성 운동을 하지 않는다. 야구선수가훌투타에Z필요한 직접적 감각기능 연습에는

적극적으로 참가하려고는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투타에 필요한 지속적인 팔， 다리， 허려운

동을 자발적으로 하려고는 하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3) 敗北와 학습지연

패배와 동기유발과의 관계에서는 지나치게 패배가 자주 얼어나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동

기유발에 彈化的인 역할을 한다. 환언하면 중요하지 않은 경기에서의 잦은 승리는 절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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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자 내면

경기장에서의

경힘

성추l 욕구 요구수준

인성

청 척 -부적강y)

성공 "'1 섣 ν11

1설 에 내한 보상

뷔혐 빗 갱생

Ha、，y(horne 효시

갱보 의 과 낀~U1]

끄12ε밴스 구1 져

고I 세

그림 4. 동기유말 수준의 차원

까1~ ，'l--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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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71수행성적

성취감을 둔화시켜 차츰 勝利欲求를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적정

한 패배는 성취의 기쁨을 더욱 강열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어려운 試練과 실망적인 환경에서 극복의지에 의한 성취감을 맛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진

정한 삶의 풍요로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흘풍한 선수는 안일한 승리블 추구

하지 않는다. 그들은 도전자로서 패배의 두려움이나 위험에 기꺼이 도전한다. 그들은 승리

의 不確實性을 알고 있A며， 승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전의 즐거움은

사략져 버리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패배는 흘륭한 선수위 경쟁 속에서 승리욕을 북돋아 결코 패배감을 갖지 않

으며 再起의 반석이 펀다. 지나치게 좌절하지 않는한 오히려 스포츠에 대한 매력을 더욱

만끽하게 될 것이다(Tutko 1971 : 9-10).

4) 퍼포먼스의 증진

그립 5. 동기유발원의 내외척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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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의 내적 • 외적 동기유말 수준이 적정한 수준에 이플 때 바람직한 퍼포먼스가 말현

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퍼포먼스 수준을 過信할 때 퍼포먼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높은 퍼포먼스 수준을 갖는다는 것은 스포츠에 있어서 저해요소로 대두될

때도 있다. 잦은 승리， 他λ、으로부터 의 지나천 칭찬， 영웅시하는 매스컴의 태도， 매스컴을

의식한 꾸멈행동 (stand play) 등과 같은 것들이 선수가 최대의 노력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

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크게 成功한 대부분의 팀들은 패배 후에 보다 빠른 기량

을 습득하고 보다 홀륭한 퍼포먼스를 수행하게 된다.

5) 抱負와 成就水準

선수개 인의 기대 • 포부수준 (level of expectation or aspiration) 과 성취하고자 하는 퍼포

먼스 수준(level of performance) 은 자신의 과거 경험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 대체로 야

망이 있고 성공적인 선수는 어떠한 성공을 경험한 후에 자신의 포부수준을 더욱 높이려고

노력한다. 즉， 퍼포먼스의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포부를 가져야 한

다. 스포츠 장면에서는 코치， 자신이 뛰고 있는 집단， 성공적언 퍼포먼스에 대한 補價， 동

일 스포츠에서 다른 선수의 기록등이 선수개개인의 포부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펀다 (Singer

1980 : 331-333).

포부수준은 개인의 性格的 特性과 관련이 깊다. 소심하고 설패블 두려워하는 선수는 패

배를 피하기 위해서 낮은 수준의 포부를 갖게 되며 비현질적언 선수는 포부수준을 성취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높거나 낮게 정하는 경향이 있다.

Kausler (l959 : 348)는 욕구의 짧折로 인해 긴장하고 불안한 선수는 성공에 대한 동기 강

화보다 질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강하무로 이들을 위해서는 實現性 있는 포부수준을 설

정하도록 도와 주고 일시적인 실패에 대한 관용의 태도를 일깨워줄 펄요가 있다고 한다.

Locke (1968 : 184)는 포부와 수행수준과를 관련시켜 다음과 같은 도식을 제시하였다.

l포표|→|효조1~1포도(→l포포(키포환(

일반적으로 지도자가 학슴자의 不適切한 펴포먼스에 대해 주는 충고는 그의 포부수준에

거 의 영 향을 주지 옷한다. 그러으로 흘륭한 코치 니- 지 도자라면 선수을 자신이 자기의 높은

濟在力을 일깨워 스스로 자기의 포부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할 것이나 어떤 선

수들은 이미 성공적으로 쌓아 높은 기록을 계속 지켜 나가기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

한다. 그들은 끊이지 않는 購利感을 만끽하고 패배를 두려워하며 승리를 고수하기 위한 강

한 衝動으로 간단없는 연습을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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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心理學的 측면

師大論護 (27)

1) 土 氣

사기란 위험한 사태나 결핍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고 성공적이라는 신념으로 자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퍼포먼스， 확고한 자기 통제， 용감하고 단호한 수행을 하는 것을 지칭하고

있다.

사기는 개인적이면서도 集團的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인 변에서의 사기란 목표

행동을 추구함에 있어 개인이 가지는 열의와 희망의 정신적 ·정서적 상태이다. 사기란 우

서l 한 감정과 신념어l 급거한 신로|할만한 퍼포먼스블 수반한다. 이것읍 마래에 대한 님的意

識과 신념에 의하여 좌우되는 심리적안 불굴(psychological indomitableness) 과 단호함， 적

극성의 상태이다.

집단적인 성격으로서의 사기는 팀의 -→體感을 갖게 하는 공감대를 형성해 줍으로써 공동

목표를 이룩하게 한다. 스포츠에 있어서 사기란 승리나 흘륭한 기록을 위해서 또는 명예를

위해서 오랫동안 함께 고생하며 안내하고 싸우는 가운데 얻어진다.

개인은 전체의 목표에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이해하며 集團目標어1 기여할 수 있는

자신의 목적이나 기능 빛 노랙에 대해서 신념을 가진다. 이러한 가운데 개인의 통함을 통

한 텀원 또는 結集力을 다지는 것이다.

사기는 직접적인 계획을 느낀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적인 면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

사기는 협동하는 텀내에서의 분열이나 질투심에 대한 좋은 解毒빼가 되고 있다. 사기는 신

체적 • 관념적 • 합리적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스포츠팀에 마치는 정신적인 활발성의

정도를 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松田 1973: 173-176).

2) 攻擊性의 출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欲求不滿의 누적은 공격성을 유발한다. 공격성에 대하여 Scott

(1958: 122)는 “우리의 문화가 안정하듯이 집단간의 공격에 대한 출구의 하나가 集團鏡技

이며，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많은 게 염을 가지고 있다. 공격성에는 유해한

공격성과 무해한 공격성이 있으므로 이것을 찰 구분하여 합리적이고 유익한 출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공격의 동기적 요소를 정신분석적 이론이나 욕구이론으로 圖式化한 것을 보면 좌절당했

을 때 주로 공격적이 된다(Bandura 1977).

정신분석이흔

공격 본능--------→공격 행 동

욕구이흔

갈 등-→갈등욕구 ，공격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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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블 통한 공격성의 표현이 공격적인 성향을 감소 내지 완화시킨다는 햄化的언 이론

과 공격 적 인 행 위 후에 공격성 이 더 욱 고조된다는 순환 원리 (circular theory)는 모든 선수

에게 적철한 것이다.

공격성에 있어서 시즌 후의 선수들의 태도는 B] 선수의 태도보다- 공격적이지 옷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최초의 욕구불만이 개인에게 殘存할 때에 공격성이 조장되지만 공격성의 완

화 방법을 학습하게 되면 일상적인 생환 태도에서 공격성은 감소할 것이다. Martin(1969)

은 그의 학위논문에서 스포츠를 통한 洗縣的인 效果(cathars is effect)는 승리의 결과로써 얻

어지며， 경기에서 패배한 사람은 스포츠를 통해 공격성의 완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주

장하고 있다.. Gallagler(1959)는 청년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德目들은 위신，

인정， 자신검， 집단 수용 등이라고 기술하었으며， 또한 스포츠란 자신의 과영 에너지와 공

격 성향을 표현할 수 있는， 즉 社會的으로 수용되는 채널이묘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실제적 • 상상적인 부족함을 보상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반사회적언 성향을 바람직한 사회

성으로 昇化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鏡 爭

“함께 추구하다”라는 라틴어 어원을 가진 경쟁 (competition)은 항상 타인틀과의 경쟁이

나 또는 비교하는 말로서 인간의 퍼포먼스를 평가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 경기자는 자신

의 기록이나 동일 종목에서 다른 경기자가 세워놓은 기록에 도전하게 된다. 일반적인 경쟁

의 의미는 타안에 대한 자신의 우수함을 증명하거나 그 누구보다 뛰어남으로써 賞이나 榮

光을 누리려는 노력으로 해석되고 있다. 타언을 능가하려는 욕망이 반드시 惡意있는 행동

은 아니지만 아것에 대한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때 경쟁은 점차 공격의 형태를 ℃에게

된다.

Greenberg(1932: 248)는 인정과 탁월에 대한 추구가 인생 초기에 싹트게 된다는것을 어

란이들의 놀이활동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Thomson (1972 : 36)은 “경쟁윤개

인이나 種族의 기본적언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활동으로서 인간은 인생에서 가치있는 그

무엇을 찾기 위해 경쟁해야 하며 경쟁은 인생에 대한 정열과 의미를 제공함으로써 사기와

自己極大化를 이룩하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포츠 장면은 경쟁적인 욕구블 표출할 수 있는 무해한 통로를 열어줄 뿐만 아니라 청해

진 行動規則에서 바람직한 결과의 추구를 위한 자기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서 시험해 보기를 원한다. 성공은 더 많은 욕망을 조장하며， 자기확

신과 자기존중을 증진시켜 준다. 인간은 이러한 노력 • 경쟁 • 시험을 통해 초심자로서 더

많은 자신의 무한한 濟在力을 깨닫게 된다.

4) 컸等感의 완화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며， 성공이나 명예 또는 동료플로부터의 칭찬받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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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다. 더구나 성공적인 경기에 따른 칭찬과 인정은 더 큰 칩단의 容認을 가져다 준다.

이것은 청소년 집단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다냐고 있다. 인간은 선수들의 경기 수행이 異

性에게 인기를 집중시킨다는 사실을 즐기고 사회적인 칭찬이 연칭되기블 원한다.

스포츠 기능은 사회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도구로써의

기능을 하고 우호적인 鏡爭意識을 갖도록 하여 주며， 가족 성원간에 즐거운 게임을 하도록

하여 준다.

성공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는 경기 성과를 달성하려는 시도에서 나다난다.

쫓等感은 언간으로 하여금 여러가지 스포츠에서 끊엄없이 성공을 추구하도록 조정한다. 인

깐는 ζ二￡츠플 농만 노덕， 성공"'t 실애，.;t..험곽 느.닐， 사/ 1， 곤깅을 침고 긴r} 는 강랙， 스

포츠맨섭을 형성할 수 있는 公꿨의 갈채와 사회적인 첩촉을 현질적으로 보다 강하게 하려

한다.

4. 補價的인 측면

1) 參與動機

스포츠에 참가하고자 하는 욕망은 신체적 인 과잉 에 너 지 (excess physical energy)와 스포

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즐거운 自己表現에서 생긴다. 즉 건강한 사람에게 에너지가 넘

치드로 가만히 있지 옷하게 되며， 대부분의 성인들은 신체적인 면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시

험하려 한다. 그들은 격렬한 경쟁의 드렬과 모험을 좋아하며， 인정이나 승언 또는 명예를

얻고자 노력하며 스포추에 참가함으로써 따분함， 불안，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힘든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쌓인 敵懷心이나 초조감 및 공격성

을 완화시킬 수 있다.

2) 스포츠맨십다운 行動의 짧因

인간이 배우도록 자극받은 것은 그의 개인적 목적 • 목표에 달려있다. 그러무로 스포츠의

사회적 가치， 특히 스포츠맨십을 배우는 것이 개인의 목표 일부가 되는 것이다. 스포츠맨

섭의 계속적인 學習活動이 일어나려면 이것에 대한 결과가 안정을 받고 만족스려워야 한다.

‘ Gesell은 어련이에게 있어서 스포츠맨십은 스포츠 기능처럼 그렇게 커다란폭으로 발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柳正행 1979) . 학교 스포츠 활동에서도 스포츠맨십의 학습이 蘭利

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언하여 가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Richardson(1972)은 성공적인 대학 선수들의 사회적인 가치가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스

포츠맨십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社會的 價f直 追求를 위한 동기유밥이 전체 학

습환경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관중은 최션을 다하는 경기자플 사랑하게 되며， 나태한 선수에 대해서는 매

責이나 적개심을 느끼게 된다. 격렬하게 접촉하는 스포츠에서 페어 플레이 정신이 완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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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자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격렬한 스포츠 활동에 참가한 선수들이 다른 경기에

서 매우 우호적이며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再創造的인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La

wther: 133).

스포츠 장면에서 기대되는 사회적 우애의 교환을 Oliver Wendell Holmes는 “승리했을 째

에 지나치게 뽑내지 말고 적당히 자랑하며， 극히 겸손하고， 패배했을때는솔직히 시언하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 스포츠맨다운 美德、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3) 社會經濟的 동기유발

일반적인 통념으로 고도의 기능을 가진 단체경기 선수들의 래부분이 사회 • 경제적으로

낮은 계충 출신이며 특히 부모들이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가정의 출신이라는 것이다. 훌

륭한 신체적 조건을 갖춘 벤곤한 가정 출신인 이을은 사치스런 생활에 불들지 않아 스포츠;

를 통해 생활의 만족을 가져오기 위해 刻苦의 노력을 하게 된다. 구체적언 실례로서 미국

에서 특정 스포측의 경우 흑인선수들의 비율이 전체 人口比率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다

나 있다. 그런데 흑인이 백인보다 신체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 우수하다는 科學的인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낮은 사회경제적인 배경이 성공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지 아

니면 어린시절의 생활이 풍족하지 못하여 신체적인 작업을 한 것이 퍼포먼스의 우수성을

지닐 수 있고 요소가 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Lawrence (1967)는 미국 대학의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사회경제적언 배경을 연구한바 이

러한 배경블이 운동경기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했다.

(1) 소수 선수들의 부친만이 문외한이었으며，

(2) 단체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개인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같은 가족 배경을 가

지고 있었으며 단체경기 선수플의 부천이 스포츠 경험이 있었다.

(3) 선수블의 대부분이 지방이나 도심지가 아닌 교외 출신이었으며，

(4) 단체경기 선수들은 개인경기 선수들에 비해서 한가지 이상의 스포추에서 선수생활의

경험이 있었다.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선수알수록 성공에 대한 강한 충동과 執훌力을 가지고 있

으며 풍부한 생활에서 오는 滿足感을 높은 스포츠 기능에 도달하기 위한 의지를 감소시키

는 경 향이 있었다.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옷한 선수는 여가선용에 필요한 시설이나 돈이

없으묘로 스포츠 활동이 그들이 중요한 의지불이 된 것이다.

결국， 運動選手들의 일반적언 사회경제적 조건을 보면 운동선수들은 사회경제적인 조건

이 평균 이상인 가청출신이며 부친의 운동 경험은 자녀의 성공여부와 크게 관계를 갖는 요

인이었다. 여유있고 안일하며 쉽게 생활의 만족을 가져올 수 있는 선수는 스포츠 정취가

높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동하기를 피하는 갱향이 있었다. 유년기냐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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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격렬한 신체적 활동에 광법위하게 경험을 한 선수가 스포츠에 있어서 성공에 공헌히

는 요소가 펀 것이다.

4) 金錢的인 보상

미국 대학생들이 근력이나 지구력을 필요로 하는 운동에서 時間給 대신에 일한 만큼의

보수를 받는(成果給) 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Tappen

1965: 259). 과거에는 運動成果에 따라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던가 대학선수들에게 雙學金

을 지급한다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마츄어 정신에 위배된다는 반박을

받안던 컷이다 。1 와 갇은 쟁 7..1-은 경키 7~ 언간의 수주음 노예나 非市F?며이 7k準으로 격하시

킨다는 그리이스인들의 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Harris(1972: 37)에 의하면 고대 올렴팍 챔피언들의 명예가 홀륭한 직엽의 선택이나 다

양한 물질적 보상으로 대치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1968년 올렴픽 게임이 완전히 장려

회에 의하여 치루어졌다는 사실에서도 현대인들의 스포츠에 대한 태도가 반영펴고 있다.

테니스나 골프와 같은 스포츠에서는 아마츄어와 프로가 함께 겨루는 요픈경기가 이루어지

고 있으며 이것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優秀性에 대해 상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기업인， 대학 행정가 및 일반 대중틀의 청학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체육 천문가들은

대학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가 대학 스포츠가 대학 교육의 기본적인 역할

을 하느냐， 課外的얀 레크레이션 활동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이냐에 대한 논란으로 장려금

을 받는 기능 전문언에 의하여 수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금전적안 보상과 관련된 여러가지 病解가 대학 경영자들의 왜곡된 생각이나 스포

츠와 관련된 압력 집단에 졸릴 수 있다. 흉흉한 대학 대표팀 선수이면서 흘륭한 학생으로

서 학업에 열중하는 선수가 많지반， 대학 당국의 운동성취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말미암아

극소수의 현명한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생이 흘륭한 학자이면서 홀륭한 선수가

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다.

선수들의 매얼 고된 연습에서 요는 육체적 • 정신적인 피료， 日常生活에서 오는 스트레스

는 열청적언 학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근래 미국의 큰 대학에서는 운동선수들의 정상적

인 學士 學位의 취득을 위해서는 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a -

￦ther : 36).

공동체 의식 (wefeeling) • 정단 소속감 • 빔을 위한 집단 컬성 등의 폭넓은 경험을 한 참

된 대학 대표텀 선수들은 대학풍토 내지는 건전한 사회를 형성할 수 있고 가치있는 요소블

을 지녔으며， 운동을 통한 그들의 적극적인 思考方式은 장래 사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밑거름인 것이다.

스포츠는 개념적 경험을 위한 교육만이 아니라 신체적 • 정서적 • 사회적언 경험으로 인간

에게 活氣플 불러 일으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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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인간은 과잉에너지와 플레이 욕구에 의해서 動機課發된 행동으로 스포츠에 참가하게 된

다. 스포츠에 대한 인기와 지속성은 역사를 통해서 전승되며 만약 스포츠가 퍼포먼스상의

즐거움이 없다면 아들은 이해될 수 없올 것이다.

선수들이 게임에 완전히 몰엽함으로써 자신의 세계즐 벗어나 주의를 정신적A로 건강한

방향이나 활동의 형태로 돌릴 수 있다. 스포츠 활동에 완전히 몰입함으로써 느끼는 感情은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무로 이러한 활동에 완전히 몰입해 보지 않는 사람은

그러한 감정의 진지한 면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능가하려는 욕구보다 흘륭하게 되려는 욕구， 善行， 퍼포먼스나 다른 사람의

기록을 능가하려는 욕구 등은 인간의 최대 퍼포먼스와 효율성의 추구에 대한 욕구이다. 그

러무로 스포츠가 節肉運動이나 지구력 트레이녕 또는 일반적인 체력육성을 위한 작업으로

간주될 때 그 자체의 의마와 즐거움을 상실하게 된다.

적절한 패배는 경쟁에 대한 전체적인 도전의 일부가 되며 학슴환경을 개선하여 후의 성

공을 더욱 만족스럽게 하여 준다. 기능상의 퇴보가 없는 퍼포먼스의 계속적인 향상과 발달

이 스포츠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기능은 技能向上을 위한 계속

적인 노력없이 유지될 수 없다. 한편， 자신의 퍼포먼스 수준에 대한 지나친 만족은 技能上

의 지체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스포측는 攻擊性에 대한 무해하고 유익한 출구로써 주장되어 왔다. 팀이나 개인이 패배

의 경험을 하면 적어도 당분간은 공격성이 감소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공격성에

대한 바람직한 출구는 공격적인 성향을 감소시키며， 인간은 스포츠를 통해서 무례하게 공

격성을 표현할 수 있는 習慣을 개발할 수 있다. 인생에서 많은 진보와 성취가 적절한 공격

성에 관계가 있으묘로 공격성이 반드시 바람직하지 뭇한 성격적인 속성이라고는 할 수

없다.

경쟁이란 이전에 수렵된 71 록이 나 다른 사람의 현재 퍼포먼스에 도전하는 개인의 능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성공의 추구이다. 이러한 경쟁은 대부분의 사랑에게 있어서 퍼포먼스 향

상을 위한 강한 동기유발적안 요소이다. 인간은 인생의 보상을 위해서 경쟁하는 경향이 있

으며 스포츠에 있어서 鏡爭意識은 보다 높은 성취를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스포츠에서의 성공은 가끔 자신의 열등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모색되어 왔다.

스포츠맨십이라는 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적응이 스포츠의 참여나 승리에 대한 열성의 부족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公明正大하며， 엄격한 규칙을 줍수하고 적개심 없이 상대를 존중

하는 것을 의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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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하고 특쉰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이 社會經濟的으로 상위 계층의 사람들보다 스포

츠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현재까지의 연구로서는 이

것에 대한 확실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收入에 관한 한 신체적인 노동이 많은 사람일수

록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하는 것은 아냐나 단지 그러한 가정 출신이 후의 스포츠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마츄어리즘에 대한 여러가지 해석이 金錢 指向의 동기유발적인 가치 문제에 흔동을 가

져왔다. 이제 스포츠 유인으로서 그러한 보상의 가치에 관한 것이 분명해져야 한다. 곰전

적인 보상은 가치있고， 퍼포먼스블 향상시키며 명예의 요소로서도 가치가 있고 경쟁의 즐

거움마져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흘륭한 장비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은 보다 적극적인 스포츠플 조장하고 있

다. 스포츠 지도자들은 칭찬이나 비판을 봉해서 스포추 참여에 대한 유인적인 자극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칭찬이나 비판에 의한 자극보다는 칭찬과 비판의 결합이 퍼포먼스 향상에 더

욱 효과적이다. 고도의 기능을 가진 선수들은 자기 자신의 퍼포먼스플 스스로 평가하무로

가치없는 칭찬을 원하지 않는다.

規律이 학숨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젊은 선수들은 규율이 바람

직한 학습 조건을 형성하여 주고， 보다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자극을 제시하며， 고랩적인

플레이를 통제하는 기능을 하으로 이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상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동기유발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스포츠에서의

동기유발은 정해진 공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묘로 효과적인 동기유발의 전략을

수랩하는 데에는 개인척이고도 상황적인 과제의 다양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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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vation in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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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ny situation, at any time ,. where and with any individual, performance is likely

to fluctuate. Even outstanding athletes who have attained high proficiency in certain sk1lls

do not always performconsistently at a particular skill level. Variability in response is

caused not only by external factors but also by internal variablessuch as physiological

andpsychological needs. In addition, many other sources of potential influence on behavior

씨an be identified. Indeed , the study of motivation underlies the answer to the question:
향

Why does a person behave in acertairi way?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at studying. the dynamic mechanism between athlete

and his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in connection with motivation in sports.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Concept of motivation

2) Types of motivation

3) Motivation in sports

(1) Pleasure aspect

(2) Achievement aspect

(3) Psychological aspect

(4) Reward aspect

The principal methods used in this study include (1) analizing the related literature,

and (2) examing closely the role of motivation in sport are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