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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자신 또는 타인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사건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알아내려고 한다(이동원, 박옥희, 2000). 이렇듯 일어난 

사건의 원인을 추론하는 것을 학문적 용어로 귀인이라 한다(한국스포츠심리학회,

2005).

사건의 원인을 찾는 것은 행위자의 행동을 잘 이해하고 추후에 그의 미래 행

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Shaver, 1975). 예를 들면, 농구 경기에서 패배한 원

인이 선수들의 노력부족 때문이라 판단될 경우, 코치들은 선수들을 질책하여 선

수들의 노력을 증진시킬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인에 대한 규명은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워 환경을 보다 더 잘 관리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귀인 연구는 사회심리학, 건강관련, 법조계, 가정문제, 임상심리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연구되고 있고(Weary, Stanley & Harvey, 1989), 스포츠 분야에서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Weiner의 성취귀인이론은 스포츠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론으로, 과거 행동에 대한 결과, 특히 성

공과 실패로부터 개인의 정서와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려 했다(Weiner, 2010).

Weiner(1972)는 Atkinson(1957), Rotter(1966), Heider(1958) 등이 제시한 여러 동기 

이론을 종합하여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귀인을 능력, 노력, 과제난이도, 그리고 운 

4가지로 구분하였고, 이들 요인을 안정성(stability)과 통제의 소재(locus of control)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안정성은 원인이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함이 있는가, 없는

가를 나타내고, 통제의 소재 차원은 사건을 일으킨 원인을 통제하는 주체가 자신

인지 혹은 외부환경적인 것인지를 보는 것이다. Weiner(1979)는 이론적,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2차원 분류체계를 3차원 분류 체계로 발전시켰는데, 통제

의 소재 차원을 인과의 소재(locus of causality)와 통제성(controllability) 차원으로 

분리하였다. 인과의 소재는 원인이 행위자의 내부에 존재하느냐 혹은 외부에 존

재하느냐에 관한 것이고, 통제성 차원은 행위의 원인이 행위자 혹은 타인에 의해

서 통제 가능한 것이냐, 통제 불가능한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Weiner, 1985). 이러

한 Weiner의 3차원 분류는 일정한 상황에서 사건의 원인으로 귀인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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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요인을 한데 묶어 수량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인 이론의 실증적 연구

를 촉진시켰다. 스포츠 영역에서 이루어진 귀인이론 연구들은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는 감소하였지만, 2000년 이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

다(Allen, 2012).

최근 들어 스포츠에서의 귀인 연구들은 개인적 수준에서 팀 수준으로 확대되

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실시된 팀 귀인 연구들에서는 팀 수준이 아닌 개인 수준

에서 사용하는 질문지를 사용하고 있어 측정도구의 타당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 되었다(Allen, Jones & Sheffield, 2009; Chow & Feltz, 2008). 이에 따라 새로

운 팀 귀인 측정도구가 개발되었고, 팀 중심편향 존재 유무를 통해 타당도 검증

이 이루어졌다(Greenlees, Lane, Thelwell, Holder & Hobson, 2005; Martin & Carron,

2012). 팀 중심편향이란 성공은 자존심을 강화하기 위해 내적 요인에 귀인하고,

실패는 자존심을 방어하기 위해 외적 요인에 귀인 한다는 자기중심편향(Tetlock

& Levi, 1982)이 팀 차원에서도 관찰되어 팀 구성원들이 긍정적 결과에 대해서는 

내적 귀인을 하고,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는 외적 귀인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

다(Mullen & Riordan, 1988). 이에 따라 팀 중심편향은 팀 귀인 질문지의 예측타

당도를 높이는 중요한 성향이라 할 수 있다(Greenlees, Lane, Thelwell, Holder &

Hobson, 2005). 그러나 승리와 패배 상황을 비교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팀 중심편향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Bird & Brame, 1978; Gill,

Ruder, & Gross, 1982; Greenlees et al., 2005). 그렇기에 팀 귀인 질문지 타당도 검

증을 위해서 팀 중심편향 존재 유무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팀 중심편향을 통한 팀 귀인 질문지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팀 

귀인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도 많지 않은 실정이기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Chow & Feltz, 2008; Greenlees et al., 2005;

Martin & Carron, 2012).

한편, 집단효능감은 여러 연구들에서 팀 귀인과 같은 집단인지과정 형성에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Chow & Feltz, 2007; Chow & Feltz, 2008; George & Feltz,

1995). 집단효능감이란 자기효능감 개념을 기초로 하여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들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집단의 공유된 신념’으로 정

의된다(Bandura, 1997). 집단효능감은 두 가지 믿음의 형태로 구성되는데(Zaccaro,

Blair, Peterson & Zazanis, 1995), 첫 번째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팀의 능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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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이며(Spink, 1990), 두 번째는 협동능력으로 집단이 팀의 원천을 이끌어내고 

공통된 목표와 결과를 향해 협동적으로 행동하는 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 할 

수 있다(유진, 임수원, 2009).

기존의 효능감에 대한 연구들의 경우 대부분 개인 차원의 효능감에 초점을 맞

추고 있지만(Bandura, 2001), 팀 스포츠의 결과는 팀원들의 상호의존적 노력을 통

해 이루어지기에 팀 스포츠에서는 자기효능감 보다는 집단효능감 연구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유진, 임수원, 2009). 또한 대부분의 집단효능감 연구들

이 팀 수행력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집단효능감은 팀의 목표, 정서,

인지 과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Chow & Feltz, 2008). 집단효능감과 팀의 목표와

의 관계에 대해서는 집단효능감이 높을수록 팀의 목표 수행을 달성할 것이라는 

믿음이 더 클 것이라고 했고(Bray, 2004), 반면 집단효능감이 낮을수록 목표설정

을 낮게 할 것이라고 했다(Greenlees, Graydon & Maynard, 2000b). 그리고 집단효

능감과 팀의 정서적 반응과의 관계에서는 집단효능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수행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 시합 전 불안감이 낮아

지게 된다고 했다(Greenlees, Nunn, Graydon & Maynard, 1999). 또한 집단효능감은 

팀 귀인과 같은 집단인지과정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George & Feltz, 1995). 기존 

효능감과 귀인 간의 연구들은 개인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다양한 결과가 나

타났다(Chow & Feltz, 2008). 주로 앉아서 일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는 자기효능감이 높을 경우 운동할 때 통제성에 귀인하게 되고(McAuley, 1991),

시합 전, 시합 후 자기효능감이 높은 선수들은 수행에 대하여 내적이고 안정적으

로 귀인하게 된다고 하였다(Bond, Biddle & Ntoumanis, 2001). 이러한 일치하지 않

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효능감은 귀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Chow & Feltz, 2008). 이를 바탕으로 집단효능감은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자기효

능감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어 자기효능감 연구와 비슷한 과정과 결과가 나온다

고 하였고(Bandura, 1997), 팀 귀인 또한 개인 귀인으로부터 나온 개념이기에

(Weiner, 1986), 집단효능감이 팀 귀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집단효능감과 팀 귀인 간의 연구들에서 Greenlees 등(2000a)은 집단효능

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수행에 대한 원인이 통제 가능한 것이라고 보며, 수행의 

성공에 대해서는 낮은 집단효능감을 가진 사람에 비해 더 내적으로, 실패에 대해

서는 더 외적으로 보는 경향을 가진다고 하였다. Chow와 Feltz(2008)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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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집단효능감과 주관적 성공 인지, 팀 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팀의 성공

과 실패에 대한 개인의 인지는 인과 소재에 영향을 주었고, 집단효능감에 대한 

개인의 인지는 통제성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Greenlees 등(2000a)의 연구에서는 

집단효능감을 1문항만으로 측정하였고, Chow와 Feltz(2008)의 연구는 팀 귀인을 

개인 귀인 질문지로 측정하여 측정 상의 문제가 나타났다. 따라서 제대로 된 측

정도구를 사용하여 집단효능감과 팀 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개인의 다양한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성취목표성향은 많은 귀인

연구들에서 예측 변인으로 사용되어 왔다(김찬주, 2006; 박종태, 2003; 이규식,

2002; Roberts, 1982; Scanlan & Ragan, 1978; Yukelson, Weinberg, West & Jackson,

1981). 성취목표성향이란 개인이 성공과 실패, 또는 가장 중요한 성취목표인 유능

성, 자신의 능력을 보이는데 있어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의 차이를 보는 것이

다(강현우, 장세용, 2014). Duda와 Nicholls(1992), 그리고 Nicholls(1989)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유능성 지각은 자기참조적 준거차원인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과

제목표성향(task oriented goal)과 자아목표성향(ego oriented goal)으로 나뉜다고 하

였다. 과제목표성향을 지닌 개인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 과제에 대한 

숙련과 학습에 초점을 두어, 자신을 참고하여 향상되었는가에 관심을 두게 된다.

따라서 이 목표성향을 지닌 개인은 기술숙련과 학습이 중요하다고 판단할 때 성

취행동을 보이게 된다. 반면 자아목표성향을 지닌 개인은 타인과 비교하여 능력

을 보이는데 관심을 두게 된다. 즉,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타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Duda, 1993; Robert, 1992a, 1992b).

성취목표성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과제목표성향이 높은 선수들은 기

술을 배우고 팀 동료와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즐거움이나 재미와 같은 내적

동기를 느끼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게 된다. 반면 

자아목표성향이 높은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능력의 우월함 과시

를 중요한 재미요인으로 생각하기에 외형적인 보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패했

을 시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Ahn, Pyo & Park, 2001). 이를 

기초로 하여 성취목표성향과 귀인 간의 관계를 본 연구들에서는 과제목표성향이 

높을수록 성공에 대한 원인을 내적이고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한 노력요인에 귀

인하고, 반면 자아목표성향이 높을수록 통제 불가능한 요인인 자신의 능력요인에 

귀인하게 된다고 하였고(Biddle, Akande, Vlachopoulos & Fox, 1996), 박종태(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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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는 성공했을 때 과제목표성향 집단은 노력 요인에 귀인하게 되고 실

패했을 시 운 요인에 귀인하게 된다 하였고, 자아목표성향 집단은 실패했을 때 

노력 요인에 귀인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성취목표성향 중 

과제목표성향인 선수들이 자아목표성향인 선수들보다 성공했을 때 더 내적이고 

안정적이며 통제 가능한 귀인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성취목표성향과 귀인 간의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수 이루어져 왔다(김원배, 윤

영길, 2003). 따라서 귀인 연구에서 성취목표성향이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팀 귀인은 개인 귀인의 개념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관련 변인 간의 관계가 개인 귀인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 결국 성취목표성

향이 팀 귀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Chow & Feltz, 2008; Greenlees,

Lane, Thelwell, Holder & Hobson, 2005; Weiner, 1986). 단체 종목 선수들 개개인의 

성취목표성향에 따라 팀 귀인은 달라질 수 있지만,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성취목

표성향과 개인 귀인 간의 관계만을 검증하였고 팀 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

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성취목표성향에 따른 팀 귀인을 검증한 연구 결과는 팀 

스포츠에 있어 큰 의미를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보면 귀인에 대한 분석은 미래의 성취행동이나 기분상태, 사람과 집단 

간의 관계 속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설

명할 수 있다(김원배, 윤영길, 2003). 특히, 신체적, 심리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

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팀 귀인을 찾는 연구는 향후 고등학교 팀 단위 선수들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 팀 중심편향 

존재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결과로 인해 팀 귀인 타당도가 확보되지 않았고 팀 

귀인과 관련 변인들과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Greenlees, Lane, Thelwell, Holder

& Hobson, 2005). 그리고 관련 변인 간의 연구에서도 집단효능감과 팀 귀인의 연

구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관계 검증이 제대로 이

루어 졌다고 볼 수 없고, 집단 안에서 개개인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성취목표성향

과 개인 귀인 간의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팀 귀인과의 연구는 현재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체종목 고등학교 선수들이 지각하고 있는 집단효

능감이 팀원들의 성취목표성향에 따라 팀 귀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

여 향후 팀 귀인 연구를 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를 제공해주는 것에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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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팀중심편향 존재 유무를 통해 팀 귀인 질문지 타당도 검증

과 단체 종목 고등학교 선수들의 집단효능감과 성취목표성향이 팀 귀인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하여 향후 단체 종목 선수 지도와 귀인 재훈련 프로그램에 도움

을 주는데 있다.

1) 팀 귀인 질문지 타당도를 규명한다.

2)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집단효능감에 따른 팀 귀인을 규명한다.

3)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에 따른 팀 귀인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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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문제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1) 팀중심편향 존재 유무를 통해 팀 귀인 질문지 타당도를 검증한다.

2) 집단효능감이 팀 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3) 성취목표성향이 팀 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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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팀 귀인(Team attr ibution)

팀의 승리와 패배에 대한 원인을 팀원들이 추론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 

Weiner의 성취귀인 이론을 바탕으로 인과의 소재, 안정성, 내적통제성, 외적 통제

성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집단효능감(Collective efficacy)

집단에게 주어진 과제와 목표에 대해 집단이 수행을 할 수 있는 실행 능력에 

대한 상대적 공유 신념으로 팀 전력, 훈련, 지도자 신뢰, 효율적 의사소통 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다.

3) 성취목표성향(Achievement goal or ientation)

스포츠 성취상황에서 개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성공의 개념에 기

초를 두어 채택하게 되는 개인의 목표추구성향으로 과제목표성향과 자아목표성

향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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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팀 귀인(Team attribution)

1) 귀인의 개념 및 정의 

귀인(Attribution)이란 ‘어떤 결과의 원인을 귀속시킨다.’는 뜻으로서, 사건이나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추론하여 특정한 원인을 사건의 원인으로 귀속시

키는 것을 뜻한다(박성화, 2014). 특히 인간은 발생한 사건이 중요하거나 예외적

일 때, 혹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때, 사건을 발생시킨 원

인을 적극적으로 알아내려고 한다(이동원, 박옥희, 2000).

Heider(1958)는 귀인에 대해서 대인관계 심리학을 통해 제안했고 많은 이론가들

은 인간의 외적 요인을 바탕으로 행동과 개인의 내적 상태를 추론하여(Brawley

& Roberts, 1984); Freedman, Sears & Carlsmith, 1981), 인간 행동의 지각된 원인과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Brawley & Roberts, 1984; Penrod, 1984)라고 정의하였다. 이

와 같이 귀인을 연구하는 것은 특정 문제에 관한 결과에 대하여 인간의 원인 지

각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사건들의 인과 관계를 탐구하고 미래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예측력과 통제력을 갖게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Shaver, 1975).

성취상황에서 성공이나 실패의 경험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개인의 미

래 행동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미래 행동 예측은 스포츠 성취상황에서 

과제에 대한 개인의 동기와 수행과정 중에 경험하게 되는 정서의 대부분이 귀인 

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정신호, 2013). 스포츠심리학에서 스포츠 귀

인 연구의 대부분은 Weiner(1986)의 성취귀인이론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그의 

이론은 Heider(1958)의 환경적 범주인 상황이나 역할의 규범을 토대로 Jones &

Davis(1965)의 의도성에 따른 인간의 외적·내적 귀인요인에 중점을 두었으며, 환

경이나 기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Kelley(1967)의 귀인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이

론이라 할 수 있다. Weiner(1986)의 성취귀인이론은 일정한 상황에서 사건의 원인

으로 귀인 될 수 있는 수많은 요인을 한데 묶어 수량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

인연구의 실증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스포츠 영역에서 귀인에 대한 연구는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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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초부터 1990대 후반까지는 감소하였지만, 2000년 이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이르고 있다(Allen, 2012).

2) 귀인 관련 주요이론

(1) Heider의 상식 심리학

상식 심리학을 주장한 Heider(1944)는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심리학 영역의 형

이상학적 측면을 반대하고 사람의 일상생활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 인간 심리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Heider(1944)는 ‘Social perception and phenomenal

causality’란 논문을 발표하면서,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정보들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밝히려 하는 본성적 경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

간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습관적으로 개인의 무의식을 반영하기 때문에 과학

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인간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순수하고 상식적인 개

념이 인간의 대인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데 더욱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러므로 그는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나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순수한 개념을 연구함으로서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고자 했다.

Heider(1944)의 상식 심리학에서는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인간의 사회적 

환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으며, 통제할 수 있는 것이기에 주된 

관심은 개인의 일상생활에 관한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Heider(1944)는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행위의 원인이 행위자의 내

적인 요인 또는 환경적 요인에 있고, 이는 개인의 행동결과가 개인적인 힘이나 

환경적인 힘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Heider(1958)의 귀인이론은 사람들은 심리학 이론과 같이 과학적인 도구들을 사용

하지 않아도 개개인의 삶속에서 겪어 왔던 경험이나 일상의 용어 등을 통해 얻

은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관찰된 사건의 원인을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Heider(1958)의 주장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은 능력과 동기와 같은 개인의 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며, 인간은 타인의 행동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의 내적요인과 환경적 요인 두 가지 측면을 스스로 체계적인 방식을 

통해 판단을 내린다고 한다. 여기서 행동에 대한 원인을 개인의 내적 요인에 두

는 것을 내적 귀인이라 하고, 행동에 대한 원인을 환경적 요인에 두는 것을 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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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인이라 한다. 물론 특정 행동을 결정짓게 되는 요인이 개인의 내적요인이나 환

경적 요인 한 쪽만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개개인의 내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 한쪽에 의해서만 행동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해당 

범주 속에서 여러 가지 하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행동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인의 행위에는 주요한 인과적 요인이 존재하고 그것이 어

떤 것인가를 사람들이 스스로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정신호, 2013).

Heider(1958)에 의하면 인간은 사건의 원인에 대하여 인과에 대한 단위구조를 

통해 추론한다. 그리고 사건을 발생시키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들로는 능력, 노력,

과제의 난이도, 운 요인이며 하나의 단위로서 형성되고 있다 하였다. 그러므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개인들은 이들 요인들을 원인이라 무의식적으로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Heider(1958)는 능력과 노력은 개인적 요인으로 그리고 과제의 난

이도와 운은 환경요인을 대표하는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능력 요인은 수

행을 하는데 필요한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기술이나 힘을 나타낸다. 그리고 행위

자가 스스로의 의도를 성공할 수 있는가 또는 없는가를 판단하려면 행위를 저지

하는데 있어 비교적 변하지 않는 안정된 속성인 과제의 난이도로 보아야 할 것

이다. 이런 경우 행위자가 과제를 극복할 능력을 갖고 있을 때 행위에 대해서 실

현 가능한 상태가 된다. 하지만 반드시 능력이 과제의 난이도보다 높다고 해서 

성공하거나, 능력이 비교적 부족하다고 해서 실패한다는 것은 아니다. 운이라는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수행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행위

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적 요인의 두 번째 요인인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이

란 행동을 촉진시키고 이끌어가며, 목적을 부여하는 동기를 말한다(Heider, 1958).

하지만 행위자의 노력만으로는 귀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행동을 실행하다 보면 

우연하게 의도치 않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경우 행위에 대한 결과가 개

인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개인적 요인으로 귀인하려면 의

도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의도는 행위의 방향을 의미한다. 의도가 행위의 방향

을 나타낸다면, 반면 노력은 행위의 양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노력은 과제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많아지고 개인의 능력이 클수록 적어진다(Heider, 1958).

Heider(1958)는 인간이 사건을 일으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기 때

문에 인간의 행동 그 자체를 사건의 원인이라 바라보는 것은 사건에 대한 가장 

확실한 설명이라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그의 이론은 일반사람의 현상학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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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 우며 상식 심리학을 형성하게 된다(한국스포츠심리학회, 2005).

(2) Jones & Davis의 대응추리이론

Jones & Davis(1965)는 행위자의 행동에 대한 내적인 요인, 즉 개인적 측면에서

의 귀인에 중점을 두어 귀인이론을 발전시켰다. 사회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사람

들은 스스로가 관찰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어떤 요인에 귀인하기 위하여 어떻게 

단서를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졌고, 지각자 스스로가 행위의 결

과를 행위자의 의도 또는 성향에 귀인하게 만드는 단서가 무엇일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대응추론은 행위에 대응하는 내적 특징을 추론하는 과정이

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행위를 일으키는 성향에 대하여 확신을 얻어가는 과정으

로 행위자가 이러한 성향을 가질 가능성 또는 강도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

의 양과 관련 있다. 대응추리이론에서 행위자의 의도나 성향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귀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행위자 스스로가 자신

의 행동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가져올 수 있는가를 사전에 파악해야 하고, 이러

한 결과를 가져오게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신이 가진 의도를 성공적으

로 수행할 수 있을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둘째, 모든 행동은 여러 대

안 중 하나의 선택이고 그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지각자 스스로가 성향과 행동의 대응에 대한 결론을 짓

기 위해서는 사회적 바람직성과의 비공유 효과를 생각해야 한다(정신호, 2013).

Jones & Davis(1965)는 사람은 스스로의 행동 원인을 추론할 때 자신의 의도성

을 개인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고 주장했다. 즉, 행위자의 행동에 의도

성이 있는 경우에는 내적 귀인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면 의도성이 없을 경우에

는 외적 귀인의 경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행위자의 행위가 일반적 규

범적 상황에서 일탈하는 행위일수록 판단하는 사람들은 행위자의 행위를 개인적 

내적요인에 인과관계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3) Kelley의 공변이론

Kelley(1967)는 Heider(1958)가 제시한 개인의 내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 두 가

지 모두에 관심을 갖고 합의성, 특이성, 일관성을 각각 X축, Y축, Z축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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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합의성이란 모든 사람들이 자극에 대해서 같은 반응을 보이는 정도를 뜻하

며, 특이성이란 행위자가 특정한 자극에 의해서만 보이는 반응 정도를 나타내고,

일관성이란 행위자가 과거 시점에도 특정 요인에 의해 같은 반응을 보였었는지

에 대한 정도를 말한다. Kelley(1967)에 의하면 합의성, 특이성, 일관성의 정도를 

알게 된다면 인간의 행동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으며, 세 가지 요소를 

통해 개인은 귀인의 유형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였다.

Kelley(1967)의 공변이론은 외부에서 자극이 투입되지 않을 때, 즉 개인이 자발

적으로 행동했을 경우에는 귀인 유형을 규정할 수 없다는 점, 또한 현실 속에서 

인간은 합의성, 특이성, 일관성 모두를 고려할 만큼 합리적이지 않고 시간과 에

너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4) Weiner의 성취귀인이론

Weiner(1972)는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귀인과 성취동기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

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는 기존의 귀인에 대한 연구들이 행위의 판단에 있어서 행

동의 인과관계를 판단자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뛰어 넘어 안정성과 통제성이라는 또 다른 귀인 요소를 제시하였다.

Weiner(1972)는 성취상황에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능력,

노력, 과제 난이도, 그리고 운이라는 Heider(1944)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이들 요

인을 안정성과 통제의 소재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안정성은 안정과 불안정으로 

나누어지는데, 안정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원인이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화가 없

는 것을 나타내고, 불안정은 변화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의 소재 차원은 사

건을 일으킨 원인을 행위자가 통제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이 차원은 내적 통

제성과 외적 통제성으로 나누어지는데, 내적 통제는 사건에 대한 원인을 행위자

가 통제할 수 있어 행위자 스스로에 의하여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외적 통제는 결과가 외부의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Weiner(1972)는 이론적 그리고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2차원 분류

체계를 3차원 분류체계로 발전시켰다. 이는 행동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요인

들을 보다 명확하게 분류하기 위함인데, 기존의 통제의 소제 차원을 인과 소재와 

통제성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지각자가 사건에 대한 원인을 Weiner의 3차

원 분류 체계와 같은 범주로 해석 하느냐에 관한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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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ell, 1982). 같은 요인에 귀인 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이나 인식에 따라 개별적

인 해석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Weiner(1985)는 귀인의 각 차원을 하나의 연속체 상에 나타낼 수 있는 

개념으로 볼 것을 제안했다. 연속체의 양극단으로는 각각 내적-외적, 안정-불안

정, 통제 가능-통제 불가능 상태를 의미하고 특정 원인은 지각자에 의해 연속체

상의 상태로 지각된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사건에 대한 원인을 분류도

식에 따라 임의로 분류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지각자 스스로 연속체 상안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처럼 Weiner(1985)는 사건의 원인을 

그 속성에 따라 3차원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연속체 상에서 해석하도록 하여 일

정 상황 속에서 사건의 원인으로 귀인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을 한데 묶어 수량

화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귀인이론의 실증적 연구를 촉진시켰다.

3) 팀 귀인

스포츠에서 귀인 연구들은 개인적 수준에서 팀 수준으로 확대 되었다(Allen,

Jones & Sheffield, 2009). 특히 단체종목에서 귀인은 개인보다는 팀에 의해 형성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Gill, Ruder & Groos, 1982). 이에 따라 개인, 단체종목과 

개인, 팀 수행력에 대한 메타분석이 실시되었고, 단체종목과 팀 수행력의 관계에

서 자기중심편향이 가장 크게 나와 개인의 귀인에서 존재하고 있는 자기중심편

향이 팀 차원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Mullen & Riordan, 1988). 이후 팀 

귀인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지만 측정도구가 팀 수준이 아닌 개

인 수준에서 사용되고 있어 측정도구의 타당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 되었다

(Greenlees, Lane, Thelwell, Holder & Hobson, 2005; Chow & Feltz, 2008). 이에 따

라 Greenlees 등(2005)은 Weiner(1986)의 성취귀인이론을 바탕으로 팀 중심편향을 

통해 팀 귀인 질문지를 개발하였고 이후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Chow & Feltz,

2008; Martin & Carron, 2012).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팀 귀인과 관련된 연구들은 

많지 않지만 단체종목 선수들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팀 귀인 연구는 기초자

료 제공과 함께 귀인 재훈련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기에 변인 간의 관계 

검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15 -

2. 집단효능감(Collective efficacy)

1) 집단효능감의 개념 및 정의

Bandura(1986)는 집단효능감을 “공식적인 과업집단이 성공적으로 집단의 과업

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구성원 개인들의 믿음, 즉 집단

의 구성원들이 집단의 성공에 대해 갖는 기대감의 집합적인 표인”으로 정의하였

다. 다시 말해 집단효능감이란 ‘일정한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행동과

정들을 구조화하고 실행하는 공동의 능력에 대한 집단의 공유된 신념’ 이라 할 

수 있다(Baudura, 1997). 집단효능감은 두 가지 믿음의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데

(Zaccaro, Blair, Peterson & Zazanis, 1995), 첫 번째는 현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며(Spink, 1990), 두 번째는 협동능력으로 집단이 팀의 

원천을 끌어내고 공통된 목표와 결과를 향해 협동적으로 행동하는 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유진, 임수원, 2009). 따라서 집단에 대한 힘은 구성원들의 집단효

능감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집단의 기능은 구성원의 상호작용적

이고 통합적인 역동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과 집단효능감은 다르지만 

개념상 자기효능감에 근간을 두고 있으므로 근원 기능과정은 유사하다(서상철,

2008).

집단효능감은 자기효능감보다 더 큰 개념으로 개인수준이 집단수준으로 직접

적인 확장의 절차를 걸쳐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와 같은 연구 경향

에 따라 Spink(1990)는 집단 효능감의 측정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의 측정도구를 

사용하는 연구방법을 택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은 집단 지각이라는 독특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서상철, 2008).

집단효능감은 ‘특정 집단이 특정한 과업을 수행 할 수 있다는 집단 구성원들의 

지각’이라 정의되기도 한다(Lindsley, Brass & Thomas, 1995). 여기서 학자들 간에 

집단효능감의 정의에 관한 다른 시각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집단효능감을 집단

의 능력 또는 역량에 대한 집단 구성원간의 공유된 신념(Gibson, Randel & Earley,

1996), 혹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집단에 대한 집단적 신

념(Shea & Guzzo, 1987)과 같이 구성원 간의 공유하고 있는 신념으로 보는 관점

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다르게 집단효능감을 구성원들이 스스로가 속한 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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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표를 수행할만한 능력과 잠재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의 지각이라

는 관점이 있다(Gibson et al., 1996).

집단효능감을 공유하고 있는 신념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은 구성원 간의 상호의

존이 매우 높다고 주장한다. 즉 집단의 능력에 관한 지각을 집단 내에서의 실제

적인 상황과 구성원들 간의 상황에 관한 해석을 서로가 어떻게 공유하는가에 따

라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단효능감에 관한 인식은 집단의 규범

적 신념체계 혹은 집단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공유된 신념이 강조되게 된다

(Little & Madigan, 1994). 그에 반해 집단의 능력에 대하여 집단 구성원 개개인이 

지각하는 인지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집단효능감이 개인 

수준에서 작용하여 집단 전체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Jung, Avolio, Murry,

Sivasubramaniam & Sosik, 1996).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집단효능감을 ‘과

제를 성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들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집단의 

공유된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2) 집단효능감 선행연구

집단효능감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은 집단효능감을 단순히 자기효능감보다 더 

큰 개념으로 보고, 개인적 수준의 효능감이 집단 수준으로 확장되어 형성되는 것

으로 인식하였기에 집단효능감을 측정하는데 있어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사용

하였다(Spink, 1990). 그러나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은 개개인들이 집단

에 대해 지각을 달리할 수 있다는 차이성을 간과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

며,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집단효능감과 자기효능감은 달리 측정해야 한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었다(Zaccaro, Blair, Peterson & Zazanis, 1995).

집단효능감과 다른 변인들 간의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팀 성과와

의 관계에서는 집단효능감이 높은 팀은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더욱 성공하여 높

은 집단효능감을 가진다고 하였고(Bandura, 1997), Mortiz 등(2000)은 팀 내에서의 

집단효능감과 성과 간의 관계는 상호의존성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집

단효능감과 관련된 가장 두드러진 요인은 성과이지만 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

수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Greenlees et al.(1999)은 집단효능감과 불안, 목표 

설정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였고, 집단효능감이 높을수록 불안감을 낮추고 높은 목

표 설정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밝혔다. Lirgg & Feltz(1988)의 하키 팀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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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와  Kozub & McDonnell(2000)의 럭비 팀 연구에서는 집단 변인인 집단응

집력과 집단효능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집단응집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집단

효능감이 높게 나와 둘 사이에는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집단효

능감과 팀 귀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Greenlees 등(2000a)은 집단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수행에 대한 원인을 통제 

가능한 요인으로 바라볼 것이며, 수행의 성공에 대해서는 낮은 집단효능감을 가

진 사람들에 비해 더 내적으로 바라본다고 하였다. Chow와 Feltz(2008)의 연구에

서는 집단효능감이 높을수록 통제 가능한 요인에 귀인을 한다고 했다. 이를 종합

하면 집단효능감은 다양한 변인들과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팀 귀인과의 연

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고 실시한 연구들 또한 측정 상의 문제점이 있기

에 적절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관계 검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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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취목표성향(Achievement goal orientation)

1) 성취목표성향의 개념 및 정의

일반적으로 목표(goal)는 ‘개인이 의식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된

다. 목표라는 단어는 과제를 수행할 때 개인이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으

로 제한된 시간 속에서 달성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Weinberg, 1992).

보편적으로 목표는 내용과 강도라는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을 갖고 있다. 내용은 

추구하는 목적이나 결과를 의미하고, 강도는 개인이 추구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

여 얼마만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했느냐를 의미한다(Burton, 1993).

목표와 관련된 성취목표성향이론은 스포츠성취행동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Duda, 1992; Roberts, 1992a). 이 이론은 목표가 스포츠 경쟁상황 속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그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지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성취행

동이 결정될 것이며, 그에 따라 의미와 해석 또한 달라질 것이라 했다(Maehr &

Nicholls, 1980; Nicholls, 1984, 1989; Ames, 1984; Dweck, 1986). Nicholls(1989)에 

의하면 성취행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유능성(competence) 혹은 자신의 능력을 

보이려는 것이며, 개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과제(task)와 자아(ego) 지향적

인 성취목표로 자신의 노력을 정의하게 된다고 하였다.

스포츠심리학분야에서 목표와 개인차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

구들이 목표를 추구하면서 일어나는 개인차를 과제목표성향과 자아목표성향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Nicholls, 1984, 1989; Duda, 1989; Duda & Nicholls, 1992). 과

제목표성향을 가진 선수들은 자신의 노력과 같은 개인적 학습과 협력으로 인해 

수행을 향상시켰을 때 스스로의 성공을 느끼는 반면, 자아목표성향 선수들은 다

른 선수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며 외적인 보상 또는 개인의 이득 및 증진을 통해

서 성공경험을 느낀다고 하였다(장재근, 2008).

종합해보면 개인이 성취상황 속에서 성공이나 실패를 인지하는 정도나 개념의 

차이를 반영하려 하는 성취목표성향 이론가들(Maehr & Nicholls, 1980; Dweck,

1986; Nicholls, 1984)은 목표를 특정한 시간 속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동

기에 기초를 둔 인간의 인지적 특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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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취목표성향의 구성요인

성취목표성향 이론은 인간이 성취상황 속에서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두는가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성취목표성향에서 성공과 실패는 객

관적 결과가 아닌 주관적 인식으로 전제되며, 성공은 성격이나 단순히 목표 자체

의 기능적 결과가 아니라 특정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인의 목표차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 가정하고 있다(오정묵, 2008). 특히나 성취목표성향은 스포

츠 현장에서 운동수행자들은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태도나 수행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수행의 성취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

에서 스포츠심리학 분야에서 성취목표성향은 과제목표성향(task oriented goal)과 

자아목표성향(ego oriented goal)으로 구분하고 있다(Duda, chi & Newton, 1990). 과

제목표성향은 스스로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평가를 자신이 특정 과제를 얼마만

큼 잘 학습했는가와 같이 개인적인 향상과 자기발전의 범주로써 평가한다. 반면

에 자아목표성향은 개인이 성취상황 속에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

으로 나타나 있는 승리와 패배의 범주 속에서 평가하며,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결과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에 의하여 발생했다고 평가한다.

(1) 과제목표성향

일반적으로 과제목표성향은 과제 자체의 숙련 향상 정도나 새로운 운동기술 

습득에 초점을 두어 스스로의 과제 수행을 과거와 비교하여 자신을 평가하는 목

표성향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능력을 보여주기 

보다는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스스로가 설정해 놓은 기준을 달성하는 것이다(추수

진, 2011). Nicholls(1989)는 과제목표성향은 비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자신이며,

이에 따라 기술적으로 향상되거나 스스로 노력을 많이 기울였을 때 유능한 기분

이 들고 성공했다는 인지를 하게 되는 개인의 특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기

에 과제목표성향인 사람은 스포츠 활동에서 과제에 관한 숙련과 학습에 초점을 

두어 스스로를 참고로 향상되었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박철우, 2009; 추수진,

2011). 성취목표성향과 운동수행의 연구결과에서도 Ames(1992)는 개인이 타인과

의 비교보다는 자신의 기술향상에 초점을 두거나 노력에 중점을 둔 상황에서 과

제목표성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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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아목표성향

자아목표성향은 비교의 기준이 타인이기에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느

끼기 위해서는 다른 선수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Nicholls, 1989). 그렇기에 자아목

표성향 선수는 다른 선수들과 동일한 수행력을 보였을 때에는 남들보다 뛰어난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믿어 다른 선수들보다 노력을 덜 기울이게 된다(정청희,

김병준, 1999). 다시 말해 자아목표성향은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타인과 비교된 

기준으로 주관적으로 자기능력을 평가하고, 유능감이나 성공감을 느끼기 위해서

는 같은 수행 수준에 대해서 남보다 노력을 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특성이라 

설명하고 있다(배진희, 2010).

원주연, 김윤태(1998)는 자아목표성향이 스포츠 상황에서 부정적인 행동유형을 

나타내는 것이며, 중도에 포기할 수 있고, 잘못했을 경우에도 변명할 가능성이 

높은 특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자아목표성향인 사람들은 남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잘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능력보다 쉬운 과제를 선택하

거나 능력 밖의 달성하기 힘든 어려운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

리고 자아목표성향은 인간이 성취상황 속에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평가를 객관

적 승리와 패배를 통해서 평가하게 된다. 그렇기에 자아목표성향인 사람들의 목

표는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결과가 자신이 갖고 있는 높은 능력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 생각한다(추수진, 2011).

3) 성취목표성향 선행연구

스포츠상황 속에서 다양한 성취목표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목표

라 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을 나타내려하는 유능성이라 할 수 있다(Roberts, 1992a).

많은 연구자들은 성취행동의 매개변인으로써 성취목표성향과 지각된 유능감을 

제안하였다(Duda, 1992b, 1993; Nicholls, 1984, 1989; Roberts & Duda, 1984; Ulrich,

1987). 성취목표성향 중 과제목표성향인 참가자는 유능감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

이 적응행동패턴을 보이나, 자아목표성향인 참가자는 낮은 유능감을 지니게 될 

때에는 적응행동패턴 자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적응행동패턴이란 ‘도전할 

수 있는 과제수준의 선택과 노력 그리고 집중력, 어려움과 실패 또는 좌절을 이

겨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고, 과제에 대한 흥미나 과제 지속성, 성취 상

황에서의 무능감 감소 등을 말하는 것이다(Duda, 1993; Roberts, 1992a, 199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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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목표성향과 정서와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에서는 과제목표성향인 사람들은 

즐거움과 재미와 같은 긍정적 정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Duda, Chi &

Newton, 1990; Walling, Duda & Crawford, 1992), 자아목표성향인 사람들은 우울이

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Duda, Chi &

Newton, 1990).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취목표성향과 지각된 유능감 및 수행 결과와 수

행 귀인 및 수행 후 지각된 유능감 수준과의 관계 연구(Duda & Chi, 1989)에 의

하면, 패배 시 과제목표성향 집단이 자아목표성향 집단보다 노력에 귀인 하는 경

향을 보였으며, 지각된 유능감이 낮은 집단에서는 결과와는 상관없이 과제목표성

향 집단보다 자아목표성향 집단이 수행 후 지각된 유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Duda와 Nicholls(1992)의 고등학교 선수와 비선수를 대상으로 성취목표성향과 

성공에 대한 신념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는 과제목표성향 선수들이 성공의 원인을 

노력에 두고 있으며, 자아목표성향 선수들은 성공에 대한 원인을 뛰어난 능력의 

소유라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린 선수들과 청소년 선수들을 대상으

로 실시한 연구들(Duda, Fox, Biddle & Armstrong, 1992; Hom, Duda & Miller,

1993; Newton & Duda, 1993; Treasure, Roberts & Hall, 1992)과 우수선수들을 대상

으로 실시한 연구(Duda & White, 1992)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성취목표성향과 귀인 간의 연구는 개인 귀인 질문지만을 사용하여 관계 검증

이 이루어 졌고, 팀 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미흡할 실정이기에 이에 

관한 검증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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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단체종목 고등학생의 집단효능감과 성취목표성향이 팀 귀인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

였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표집을 위해 무작위추출법(random sampling)을 실

시하여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남자 단체종목 농구, 수구, 배구, 핸

드볼에 참여하고 있는 고등학생 26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중 응

답내용이 내용이 편중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해 연구 분석에 적합하지 않

다고 판단된 12부를 제외한 256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최종

적으로 분석에 사용한 연구대상자의 인원비율은<표 1>과 같다.

특성 구분 인원(명) 백분율(%)

주전여부

주전 148 57.8

비주전 108 42.2

1학년 89 34.8

학년

2학년 78 30.4

3학년 89 34.8

농구 93 36.3

참여종목

수구 71 27.8

핸드볼 61 23.8

배구 31 12.1

전체 256 100

표 1. 연구대상자의 집단별 인원비율                                 (n=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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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도구

1) 팀 귀인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팀 귀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Greenlees 등(2005)이 개발한 팀 귀

인 질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번안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팀 귀인 질문지는 인

과의 소재(locus of causality), 안정성(stability), 내적 통제성(team control), 외적 통

제성(external control)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요인 4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모두 9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고 

낮음에 따라 각 요인 별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인과의 소재(내적-외

적), 안정성(안정적-불안정적), 내적 통제성(팀내 통제가능-팀내 통제불가능), 외적 

통제성(팀외 통제가능-팀외 통제불가능)

본 연구에서는 팀 귀인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1.0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에서는 요인부하량(foctor loading)이 .50이상이고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가 .40이상일 때, 측정변수와 요인 간의 관련성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요인부하량은 .50, 다중상관치는 .40을 기

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림 3>에 보이는 바와 같이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50와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40보다 낮은 안정성 요인

의 1문항(3번), 외적 통제성 요인의 1문항(5번)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인과소재 

4문항, 안정성 3문항, 내적 통제성 4문항, 외적 통제성 3문항 총 4요인 14문항으

로 수정하여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그림 4>와 같다. 추

정방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χ²가 182.723, 자유도는 71로 영가설은 기각

되었고(P<.001), CFI는 .921, TLI는 .899, RMSEA는 .079로 나타났다. Browne &

Cudeck(1992)은 RMSEA 값이 .05이하는 좋은 적합도, .05-.08 사이는 괜찮은 적합도,

.10이하는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부적절한 적합도라고 하였으며, CFI와 TLI는 .9

이상이면 적합하다고 하였다(홍세희, 2000).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2>

에 보이는 바와 같이 RMSEA 값과 CFI값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왔다. 그러나 

TLI값이 적합도 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제안한 모형이 구성타당

도 검증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동일한 잠재변수 내에 존재하는 관찰변수 

오차항 간의 공분산을 추가하여, 모형에 변화를 주었다. 모형수정은 측정모형을 수

정하거나, 유의하지 않은 계수를 제거하거나, 모형의 적합도를 좋게 하는 경로를 추

가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김진호, 홍세희, 추병대, 2007).

이에 따라 수정지수가 20.529를 보인 e9와 e10 간의 상관성을 인정하여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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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모형을 수정하였으며, 그 결과 χ²가 160.175, 자유도는 70으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1), <표 3>에 보이는 바와 같이 CFI는 .936, TLI는 .917,

RMSEA는 .071로 나타났다. 수정된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RMSEA, CFI,

TLI 값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기에 팀 귀인 질문지 최종 문항을 인

과소재 4문항, 안정성 3문항, 내적 통제성 4문항, 외적 통제성 3문항 총 4요인 14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정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표 5>에 제시한 바

와 같이, 인과소재 .827, 안정성 .786, 내적 통제성 .806, 외적 통제성 .763으로 나

타났다.

요인 RMSEA CFI TLI

팀 귀인 .079 .921 .899

표 2. 팀 귀인 척도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RMSEA CFI TLI

팀 귀인 .071 .936 .917

표 3. 팀 귀인 척도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인과소재 1, 6, 9, 13 4 .827

안정성 7, 11, 15 3 .786

내적 통제성 2, 4, 10, 14 4 .806

외적 통제성 8, 12, 16 3 .763

표 4. 팀 귀인 척도 구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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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팀 귀인 척도 1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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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팀 귀인 척도 2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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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정지수를 활용한 팀 귀인 척도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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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효능감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집단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진과 임수원(2009)이 개발한 

축구 집단효능감 질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집단효능감 질

문지는 팀 전력, 충분한 훈련, 지도자 신뢰, 효율적 의사소통 4요인으로 총 1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집단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효능감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6>에 보이는 바와 같

이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이 .50보다 낮고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가 .40보다 낮은 팀 전력 요인 1문항(4번), 충분한 훈련 요인 1문항(7

번), 지도자 신뢰 요인 1문항(11번)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팀 전력 요인 3문항,

충분한 훈련 요인 2문항, 지도자 신뢰 요인 3문항, 효율적 의사소통 요인 4문항 

총 4요인 12문항으로 수정하여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χ²가 106.436, 자유도는 

48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1),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CFI는 .963, TLI는 

.950, RMSEA는 .069로 모형의 적합도가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집단효능감 최종 문항을 팀 전력 3문항, 충분한 훈련 2문항, 지도자 신뢰 3문항,

효율적 의사소통 4문항의 총 4요인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정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팀 전력 .738, 충분한 훈련 .835,

지도자신뢰 .811, 효율적 의사소통 .901로 나타났다.

요인 RMSEA CFI TLI

집단효능감 .069 .963 .950

표 5. 집단효능감 척도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팀 전력 1, 2, 3 3 .738

충분한 훈련 5, 6 2 .835

지도자 신뢰 8, 9, 10 3 .811

효율적 의사소통 12, 13, 14, 15 4 .901

표 6. 집단효능감 척도 구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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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집단효능감 척도 1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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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집단효능감 척도 2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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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취목표성향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성취목표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병준(2001)이 개발한 성취목

표성향 질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성취목표성향 질문지는 

과제목표성향, 자아목표성향 2요인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

취목표성향 각 요인인 과제목표성향과 자아목표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취목표성향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8>에 보이는 바

와 같이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이 .50보다 낮고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가 .40보다 낮은 자아목표성향 3문항(1번, 3번, 4번)을 삭제하였다. 이

에 따라 자아목표성향 3문항, 과제목표성향 7문항 총 2요인 10문항으로 수정하여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추정방법은 최

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χ²가 72.066, 자유도는 34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

(P<.001),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CFI는 .960, TLI는 .947, RMSEA는 .066로 모형

의 적합도가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취목표성향 최종 문항

을 자아목표성향 3문항, 과제목표성향 7문항의 총 2요인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

정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표 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아목표성향 

.739, 과제목표성향 .875로 나타났다.

요인 RMSEA CFI TLI

성취목표성향 .066 .960 .947

표 7. 성취목표성향 척도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자아목표성향 6, 9, 11 3 .739

과제목표성향 2, 5, 7, 8, 10, 12, 13 7 .875

표 8. 성취목표성향 척도 구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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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성취목표성향 척도 1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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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성취목표성향 척도 2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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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그림 8.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NUIRB)에서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

으며, 고등학교 단체종목 선수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내용과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한 뒤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

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서울, 경기, 경상 지역에 위치

한 학교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전 조사 대상 학교의 

담당 지도교사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 의뢰를 부탁

하여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조사 일정을 상의하였다. 방문조사 시에는 

연구자가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에 대해 설명한 다음 부모

의 동의서를 받아 온 학생들에 한해서만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조사방법

은 설문 내용에 대하여 응답자 자신이 설문지를 작성하는 자기평가기입법

(self-administration)을 사용하였으며,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

하였다.



- 35 -

4. 자료분석

설문지의 응답이 완성된 자료를 회수하여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

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분석 가능한 자료를 코딩 지침

에 따라 컴퓨터에 개별 입력시킨 후 전산처리 하였다. SPSS Statistics 21.0,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처리 하였다.

1. 수집된 원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검사도구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신뢰도 분석을 

위해 내적합치도 분석(Cronbach’ ɑ)을 실시하였다.

3. 변인 간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 및 회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5. 연구의 윤리적 검증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참여자 모집에서부터 연구진

행과정, 연구방법 등에 대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로부터 검토 후 승인을 받았다(IRB No.

1502/001-017). 이후 연구참여자들과 보호자에게 IRB의 승인 내용과 연구참여자 

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SNUIRB에서 제시한 연구윤리 수준 규

정에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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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본 연구는 팀 귀인 질문지의 타당도 검증과 단체종목 고등학교 선수가 지각한 

집단효능감과 성취목표성향이 팀 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각 변인의 기초통계량

본 연구에서 분석할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였다. 팀 귀인 4요인, 집단효능감 4요인, 성취목표성향 2요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9>와 같다.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팀 귀인

인과소재 6.46 1.57 1.00 9.00

안정성 4.48 1.81 1.00 9.00

내적 통제성 6.26 1.43 1.00 9.00

외적 통제성 5.31 1.44 1.00 9.00

집단효능감

팀 전력 3.28 .88 1.00 5.00

충분한 훈련 4.16 .73 1.00 5.00

지도자 신뢰 4.06 .70 1.67 5.00

효율적 

의사소통
3.86 .80 1.00 5.00

성취

목표성향

자아목표성향 3.09 .87 1.00 5.00

과제목표성향 3.93 .66 1.29 5.00

표 9. 팀 귀인, 집단효능감, 성취목표성향의 기초통계량                  (n=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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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참여한 단체종목 선수들의 팀 귀인, 집단효능감, 성취목표성향의 기

초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팀 귀인은 4개의 하위요인 

이 인과소재(M=6.46, SD=1.57)와 내적 통제성(M=6.26, SD=1.43)은 척도의 중앙값

인 5점보다 높게 나왔고, 안정성(M=4.48, SD=1.81)은 척도의 중앙값보다 낮게 나

왔으며, 외적 통제성(M=5.31, SD=1.44)은 중앙값에 가깝게 나와 대체적으로 내적

이고 불안정적이며 통제가능한 팀 귀인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집단효능감은 4개의 하위요인 중 충분한 훈련(M=4.16, SD=.73)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성취목표성향은 2개의 하위요인 중 과제목표성향(M=3.93,

SD=.66)이 자아목표성향(M=3.09, SD=.87)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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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팀 중심편향 존재 유무를 통한 팀 귀인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팀 귀인 척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승리와 패배에 따른 팀 귀인 요인의 차이를 분

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승리

(n=128)

패배

(n=128)

승리

(n=128)

패배

(n=128)

인과소재 7.35 5.57 1.02 1.51 11.059 .000

안정성 5.22 3.73 1.78 1.52 7.126 .000

내적통제성 6.73 5.80 1.17 1.51 5.471 .000

외적통제성 5.51 5.11 1.39 1.47 2.192 .029

표 10. 승리와 패배 팀 귀인 t-검정 결과

t-검정 분석 결과 인과소재, 안정성, 내적 통제성 외적 통제성 요인 모두에서 

승리 집단이 패배 집단보다 평균값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승리와 패배 상황

에 따라 단체종목 고등학교 선수들이 팀 귀인 요인 4요인(인과소재, 안정성, 내적 

통제성, 외적 통제성)을 지각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구체적

으로 보면 인과소재는 승리했을 시 더 팀 내적인 귀인을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

고, 안정성은 승리했을 시 더 안정적인 귀인을 한다는 것이며, 내적 통제성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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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했을 시 더 팀 내에서 통제 가능한 귀인을 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냈다. 하지만 

외적 통제성 경우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긴 했지만(p=.029), 승리

(M=5.51)와 패배(M=5.11)의 평균값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 승리했을 때가 패배했을 때보다 더 내적이고, 안

정적이며, 팀 내에서 통제가능한 팀 귀인을 하기에 팀중심편향이 발생했다는 것

을 알 수 있고, 팀중심편향 존재는 팀 귀인 척도의 타당도가 확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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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인 간의 영향관계

단체종목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집단효능감과 성취목표성향이 팀 귀인 요인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관관계 분

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승리와 패배 상황에 따른 경로계수를 알아보기 위

하여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상관

관계 분석표는 <부록1>에 제시하였다.

1) 집단효능감과 성취목표성향이 팀 귀인에 미치는 영향 

단체종목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집단효능감과 성취목표성향이 팀 귀인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고 그 결과는 <표11>과 같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 유의확률 R²

인과소재

집단효능감 .165 .215 1.303 .194 .007

자아성향 .112 -.097 -.864 .388
.080

과제성향 .147 .687 4.680 .000

안정성

집단효능감 .189 .485 2.566 .011 .025

자아성향 .135 .046 .340 .734
.008

과제성향 .176 -.253 -1.438 .152

내적통제성

집단효능감 .145 .628 4.319 .000 .068

자아성향 .103 -.034 -.336 .737
.075

과제성향 .134 .596 4.448 .000

외적통제성

집단효능감 .152 .020 .132 .895 .000

자아성향 .107 .046 .425 .671
.007

과제성향 .140 -.182 -1.296 .196

표 11. 집단효능감과 성취목표성향이 팀 귀인에 미치는 영향 결과

집단효능감과 성취목표성향이 팀 귀인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한 결

과 집단효능감은 안정성(β=.485, p=.025)과 내적통제성(β=.628, p<.001)에 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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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성취목표성향 중 자아목표성향은 팀 귀인 요인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과제목표성향은 인과소재(β=.687, p<.001)

와 내적통제성(β=.596,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승리와 패배 상황에서 변인 간 영향관계

회귀분석을 통한 집단효능감과 성취목표성향이 팀 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 집단효능감은 안정성과 내적 통제성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성취목표성

향에서는 과제목표성향이 인과소재와 내적 통제성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 간의 관계에서 승리와 패배 상황에 따른 경로

계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승리와 패배 시 집단효능감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승리와 패배에 따라 집단효능감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각각 <그림 11>과 <그림 12>와 

같다.

그림 9. 승리 시 집단효능감과 안정성의 관계

승리 시 집단효능감과 안정성의 관계를 보면 표준화된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Estimate)는 .47(p<.001)로 나타나 승리 시에는 집단효능감이 안

정성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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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패배 시 집단효능감과 안정성의 관계

패배 시 집단효능감과 안정성의 관계를 보면 표준화된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Estimate)는 -.20(p=.114)로 나타나 패배 시에는 집단효능감이 

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승리와 패배 시 집단효능감이 내적통제성에 미치는 영향

승리와 패배에 따라 집단효능감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각각 <그림 13>과 <그림 14>와 

같다.

그림 11. 승리 시 집단효능감과 내적통제성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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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시 집단효능감과 내적통제성의 관계를 보면 표준화된 회귀계수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Estimate)는 .46(p<.001)로 나타나 승리 시에는 집

단효능감이 내적 통제성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2. 패배 시 집단효능감과 내적통제성의 관계

패배 시 집단효능감과 안정성의 관계를 보면 표준화된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Estimate)는 .27(p=.029)로 나타나 패배 시에는 집단효능감이 안

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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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리와 패배 시 성취목표성향이 인과소재에 미치는 영향

승리와 패배에 따라 성취목표성향이 인과소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

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각각 <그림 15>과 <그림 16>

와 같다.

그림 13. 승리 시 성취목표성향과 인과소재의 관계

승리 시 성취목표성향과 인과소재의 관계를 보면 각각 자아목표성향과 과제목

표성향이 인과소재에 미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Estimate)는 -.20(p=.159), 45(p=.002)로 나타나 승리 시에는 자아목표성향은 인과소

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 과제목표성향은 인과소재에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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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패배 시 성취목표성향과 인과소재의 관계 

패배 시 성취목표성향과 인과소재의 관계를 보면 각각 자아목표성향과 과제목

표성향이 인과소재에 미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Estimate)는 -.07(p=.513), 26(p=.016)로 나타나 패배 시에는 자아목표성향은 인과소

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 과제목표성향은 인과소재에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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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리와 패배 시 성취목표성향이 내적통제성에 미치는 영향

승리와 패배에 따라 성취목표성향이 내적통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각각 <그림 17>과 <그림 

18>와 같다.

그림 15. 승리 시 성취목표성향과 내적통제성의 관계 

승리 시 성취목표성향과 내적통제성의 관계를 보면 각각 자아목표성향과 과제

목표성향이 내적통제성에 미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Estimate)는 -.08(p=.560), 22(p=.109)로 나타나 승리 시에는 성취목표성향은 

내적통제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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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패배 시 성취목표성향과 내적통제성의 관계 

패배 시 성취목표성향과 내적통제성의 관계를 보면 각각 자아목표성향과 과제

목표성향이 내적통제성에 미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Estimate)는 .05(p=.667), 29(p=.008)로 나타나 패배 시에는 자아목표성향은 

내적통제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 과제목표성향은 내적통

제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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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현재 대한체육회에 소속해 있는 단체종목 농구, 수구, 배구, 핸드볼 

고등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집단효능감과 성취목표성향이 팀 귀인에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논의에서는 팀 귀인 질문지의 타당도 검증과 

집단효능감, 성취목표성향 각각의 변인들이 팀 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을 통하여 연구 결과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고찰해보고 그 의의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1. 각 변인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의 하위요인에 대한 기초통계량과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팀 귀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과소재(M=6.46)와 내적통제성

(M=6.26)은 높게 나타났고, 안정성(M=4.48)의 경우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외적

통제성(M=5.31)의 보통인 경향을 나타냈다. 즉, 단체종목 고등학교 선수들은 결과

에 대한 원인을 내적이고 통제가능하며 불안정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Weiner(1985)의 성취귀인 이론으로 대입해 보았을 때, 단체

종목 선수들은 결과에 대한 원인을 팀의 일관되지 않은 노력으로 지각하는 경향

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집단효능감에서는 충분한 훈련(M=4.23)과 지도자 

신뢰(M=4.06), 효율적 의사소통(M=3.86)이 높게 나타난 반면 팀 전력(M=3.28)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단체종목 고등학교 선수들

이 팀 전력과 같이 상대 팀보다 뛰어난 팀원들의 신체적 우월감보다는 시합에 

대비한 충분한 훈련 또는 상대 팀에 대한 분석을 가장 중요하게 지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성취목표성향에서는 과제목표성향(M=3.93)이 자아목표

성향(M=3.09)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단체종목 고등학생 선수들의 경우 타인과의 비교를 통하여 자신의 능력

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참고로 자신의 기술과 능력이 얼마만큼 향상되었

는가를 평가하는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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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팀 귀인 질문지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팀 귀인 질문지는 승리와 패배 상황에 따른 팀중심편향

(team serving vias) 존재 유무를 통하여 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다(Greenlees et al.,

2005). 기존의 선행 연구들(Bird & Brame, 1978; Chow & Feltz, 2008; Gill et al,

1982; Greenlees et al, 2005; Greenlees et al, 2007)에서는 이러한 팀중심편향과 관

련하여 결과의 일관성이 나타나지 못하였고, 팀중심편향이 있다고 해도 부분적으

로 나타났기 때문에 팀 귀인 질문지 타당도 검증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팀 귀인의 각 하위요인에 대해서 승리와 패배

상황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t검정을 실시하여 팀중심편향 존재 유무를 통해 팀 귀

인 질문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인과소재와 안정성 그리고 내적통제성 세 요인에서 승리 상황이 패배 

상황보다 통계적으로 높은 결과가 나타나(p<.001) 팀중심편향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인과소재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팀이 승리했을 

때가 패배했을 때보다 더 내적 귀인을 하게 된다고 하였고(Bird & Brame, 1978;

Greenlees et al., 2005), 주관적으로 팀의 수행을 성공이라고 인지했을  때가 실패

라고 인지했을 때보다 더 내적 귀인을 하게 된다고 하여(Greenlees et al, 2007).

선행 연구들을 지지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안정성 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Greenlees 등(2005)의 연구

에서는 승리했을 때가 패배나 비겼을 때보다 더 안정적인 귀인을 하게 된다고 

하였고, Greenlees 등(2005)과 Greenlees 등(2007)의 연구에서 또한 주관적으로 성

공했다고 인지했을 때가 실패했다고 인지했을 때보다 더 안정적으로 귀인하게 

된다고 하였다. 비록 Gill 등(1982)의 연구에서는 패배했을 때가 승리했을 때보다  

더 안정적인 귀인을 하게 된다고 하였지만, 최근 연구들의 결과들과 가설적으로 

일반적인 귀인 성향을 바라볼 때, 승리했을 경우 패배했을 때보다 더 안정적인 

귀인을 한다고 했기에(Greenlees et al, 2005), 본 연구의 결과는 안정성에 대한 선

행 연구들을 지지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제성에 대해서는 Gill 등(1982)의 연구에서 승리했을 경우 패배했

을 때보다 더 통제 가능한 귀인을 하게 된다고 하였지만, 최근의 연구결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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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성은 승리와 패배 그리고 주관적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지에서 유의미한 차

이를 나타나지 않았다(Chow & Feltz, 2008; Greenlees et al, 2005; Greenlees et al,

2007). 이와 같이 통제성에 대한 결과들이 일치한 결과를 보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최근 연구 결과들은 객관적 결과(승리/패배)에 대한 측정이 아닌 주관적 

수행의 성공/실패에 대한 귀인을 측정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일반

적 이론에 근거했을 때 승리했을 시가 패배했을 때보다 더 통제 가능한 귀인을 

하게 된다고 하였기에(Greenlees et al, 2005), 본 연구의 결과는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승리와 패배 상황에 따른 팀 귀인 하위요인의 차이를 살펴본 본 

결과 승리했을 때가 실패 했을 때보다 더 내적이고 안정적이며, 통제 가능한 귀

인을 한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팀 중심편향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

었으며, 이 말은 본 연구에서 실시한 팀 귀인 질문지의 타당도가 검증되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변인 간 영향관계 분석 

집단효능감과 성취목표성향이 팀 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

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요인들에 대해서는 

승리와 패배 집단으로 나누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집단효능감과 성취목표성향이 팀 귀인에 미치는 영향

집단효능감과 성취목표성향이 팀 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효능감은 안정성과 내적통제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취목표성향 중 과제목표성향이 인과소재와 내적통제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체종목 고등학교 선수들은 집단효

능감이 높을수록 팀의 승리와 패배에 대한 원인을 안정적(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

함이 없음)이며, 팀 내에서 통제 가능한 것이라고 인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성취목표성향 중 과제목표성향은 팀의 승리와 패배에 대한 원인을 팀 내에 존재

한 것이며, 통제 가능한 것이라 인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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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집단효능감과 팀 귀인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서 Greenlees 등

(2000a)과 Chow와 Feltz(2008)는 집단효능감이 높을수록 더 통제 가능한 귀인을 

하게 된다고 하였고, 더 나아가 개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집단효능감을 합한 팀의 

집단효능감이 팀 귀인의 안정성 요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Chow &

Feltz, 2008).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집단효능감과 팀 귀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성취목표성향과 팀 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확인할 수 

없지만 성취목표성향과 개인귀인 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들에서는 과제목

표성향일수록 성공에 대한 원인을 Weiner(1985)의 성취귀인이론에 입각하여 더 

내적이고 불안정하며 통제 가능한 귀인인 노력으로 믿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박종태, 2003; Duda & Nichills, 1992; Walling & Duda, 1995). 팀 귀인은 개인 귀

인의 개념으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관련 변인 간의 관계가 개인 귀인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Chow & Feltz, 2008; Greenlees, Lane, Thelwell,

Holder & Hobson, 2005; Weiner, 1986).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기존의 귀인 연구들

을 지지해주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성취목표성향과 팀 귀인간의 관계를 밝혀낸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사료된다.

2) 승리와 패배 상황에서 변인 간 영향관계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효능감과 성취목표성향이 팀 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4가지 관계(집단효능감이 안정성과, 내적통제성 미치는 영향; 성취

목표성향이 인과소재, 내적통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승리와 패배 상황에 

따른 경로계수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승리 상황에서 집단효능감이 안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단체종목 고등학교 선수들은 집단효능감이 높을수록 승

리에 대한 원인을 안정적, 즉 팀원들의 선천적 능력과 같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집단효능감과 내적통제성과의 관계에서는 승리와 패배 상황 모두에서 집단효

능감이 내적통제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단체종

목 고등학교 선수들은 집단효능감이 높을수록 승리와 패배에 대한 원인을 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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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노력과 같이 팀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행 연구의 결과를 보면, Greenlees 등(2000a)의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수행을 했

다고 인지했을 경우 집단효능감이 높을수록 더 내적인 귀인을 하고, 실패했다고 

인지했을 경우 집단효능감이 높을수록 팀 외부에서 통제 가능한 귀인을 하게 된

다고 하였다. 하지만 Greenlees 등(2000a)의 연구는 객관적 결과인 승패가 아니라 

주관적 수행의 결과에 따른 관계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객관적 결과인 승패에 따

른 집단효능감과 팀 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본 연구는 큰 의의를 가질 수 있

다고 사료된다. 또한 집단효능감이 통제성에 중요한 예측 변인이라 했던 Chow와 

Feltz(2008)의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의 집단효능감이 통제성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선행연구를 지지할 수 있는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성취목표성향과 인과소재의 관계에서는 과제목표성향이 승리와 패배 상황에서 

인과소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과제목표성향일 

경우 승리와 패배에 대한 원인을 팀원들의 협동과 같은 팀 내의 것이라 생각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취목표성향과 내적통제성의 관계에서는 과제목표성향

이 패배 상황에서만 내적통제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

과는 단체종목 고등학교 선수들은 과제목표성향일수록 패배에 대한 원인을 팀원

들의 노력과 같이 팀이 통제 가능한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의 성취목표성향과 귀인 간의 연구들을 보면, 과제목표성향일수록 성공에 대한 

원인을 내적이고 불안정하며 통제 가능한 귀인인 노력으로 믿는 경향이 있다 하

였다(Duda & Nichills, 1992; Walling & Duda, 1995; 박종태, 2003). 하지만 기존 연

구들에서는 개인 귀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성취목표성향과 팀 귀인과의 관

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귀인을 측정하는데 있어 Weiner

의 성취귀인 이론에서의 3차원 귀인 차원이 아닌 특정 귀인 자체를 측정하는 

“근본적 귀인 연구 오류”를 범하고 있어 측정 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Russell, 1982). 따라서 본 연구는 성취목표성향과 귀인간의 연구에서 범하고 있

는 “근본적 귀인 연구 오류”를 줄이기 위한 측정도구를 사용했다는 점과 기존의 

연구에서 더 확장하여 성취목표성향과 팀 귀인간의 관계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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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단체종목 고등학교 선수들의 집단효능감과 성취목표성향이 팀 귀인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남자 단

체종목 농구, 수구, 배구, 핸드볼 선수 256명을 대상으로 집단효능감, 성취목표성

향, 팀 귀인을 측정하였다. 자료 수집 전 측정도구가 고등학생 수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후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 확인적 요인분석과 내적합치도 분석을 실시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

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용된 측정도구는 팀 귀인 4요인 14문항, 집단효능감 4요인 

12문항, 성취목표성향 2요인 10문항이다.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21.0,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 목적에 따라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독립표

본 t-검정, 회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과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체종목 고등학교 선수들의 팀 귀인과 집단효능감, 성취목표성향의 경

향성을 살펴본 결과 팀 귀인에서는 결과에 대한 원인을 팀 내적이고 불안정적이

며, 팀 내에서 통제 가능한 것이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효능감은 충

분한 훈련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성취목표성향은 과제목표성향이 자아목

표성향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둘째, 팀 귀인 질문지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승리와 패배 상황에 대한 집단 차

이를 검증한 결과 승리 했을 때가 패배 했을 때보다 더 내적이고 안정적이며, 통

제 가능한 귀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팀 중심편향이 발생하였으므로 팀 귀인 

질문지의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셋째, 집단효능감과 성취목표성향이 팀 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집

단효능감은 안정성과 내적통제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취

목표성향 중 과제목표성향은 인과소재와 내적통제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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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집단효능감과 성취목표성향이 팀 귀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미한 결과

가 도출된 요인들에 대해서는 승리와 패배 집단으로 나누어 구조방정식모형 분

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집단효능감은 승리 상황에서 안정성과 내적통제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패배 상황에서 내적통제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성취목표성향 중 과제목표성향은 승리 상황에서 인과소재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패배 상황에서 인과소재와 내적통제성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제언

본 연구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

에 반영할 수 있는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단체종목 고등학교 선수 총 256명으로 농구 93명,

수구 71명, 핸드볼 61명, 배구 선수 3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종목 별 표본 크

기가 동일하지 않아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점이 있다고 사료되어 후

속 연구에서는 배경변인이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을 최소화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팀 귀인 질문지의 경우 질문 문항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아 대상자를 중

학생을 제외한 고등학생 선수들로 한정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어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 선수들에게 

적합한 팀 귀인 질문지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Weiner(1985)의 성취귀인 이론을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 귀인 연구 오류”를 줄이는 팀 귀인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여 여전히 단일 차원으로 측정하고 있어 팀 귀인 척도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팀 귀인을 다차원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질문지 개발이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조사방법에서 본 연구는 특정시점에 설문지를 응답하는 횡단적 설계를 

하였다. 팀 귀인을 측정하는데 있어 시합 이후 일관된 시점에 측정하는 것은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측정에 있어 시점이 일관되

지 않아 팀 귀인을 연구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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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팀 귀인 측정을 시합 이후 일관된 시점에 측정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성취목표성향이 팀 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지

만,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관계 검증에 있어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두 변인간의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경우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집단효능감과 성취목표성향

이 팀 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기에 집단 연구에 있어 제한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종목 연구에 있어 집단 차원에서 변인 간의 관계 검증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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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팀 귀인, 집단효능감, 성취목표성향 상관계수

인과소재 안정성 내적통제성 외적통제성 팀전력 충분한훈련 지도자신뢰 의사소통 자아목표 과제목표

인과소재 1

안정성 .311** 1

내적통제성 .676** .280** 1

외적통제성 .079** .242** .091 1

팀전력 -.060 .173** .090 .057 1

충분한훈련 .095 .109 .274** .002 .463** 1

지도자신뢰 .160 -.001 .208** -.029 .291** .387** 1

의사소통 .080 .182** .243** -.015 .460** .481** .554** 1

자아목표 .021 -.002 .050 .006 .046 -.055 -.052 -.113 1

과제목표 .278** -.087 .273** -.077 .198** .263** .377** .265** .255** 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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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승리 시 팀 귀인, 집단효능감, 성취목표성향 질문지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운동선수들의 팀 귀인을 연구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자

료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응답자 여러분의 답변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개

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연구 자료로만 사용될 것이며, 그 이외의 목적으

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에 대한 응답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응답자 여러분이 느끼는 생각을 정확하게 표시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니 모든 문항에 대해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할애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스포츠심리학전공 

윤석균

1. 성별 : ① 남자 ② 여자 2. 학년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3. 주전 유무 : ① 주전 ② 비주전 4. 참여 종목 (  )

5. 운동경력 (  ) [개월 수 반올림, 예 – 2년 6개월 = 3년] 

6. 귀하의 팀이 경기에서 승리 했을 때, 팀원들은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본인이 생각하는 승리 원인 5개를 선택 후 뒤쪽에 작성해주세요.)

① 정신력이 강했다. ⑦ 우리 팀 실력이 좋았다.

② 운(대진운, 심판운 등)이 좋았다.   ⑧ 우리 팀은 열심히 연습을 했다.

③ 팀웍이 좋았다. ⑨ 상대 팀의 실력이 낮았다.

④ 시합 날 컨디션이 좋았다. ⑩ 팀원들의 재능이 타고났다.

⑤ 코치님이 잘 지도하였다.

⑥ 상대 팀을 잘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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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선택한 승리 원인을 작성해주세요. (예-우리팀 실력, 운좋음 등)

①

 ② 

 ③ 

 ④ 

 ⑤ 

작성한 원인을 참고하여 1번 ~ 16번 문항들에 관해서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선택한 승리원인은 점수 선택한 승리원인은 

1 팀 내에서 유발된 것이다. 9  8  7  6  5  4  3  2  1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2 팀원들이 제어할 수 있다. 9  8  7  6  5  4  3  2  1 팀원들이 제어 할 수 없다.

3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9  8  7  6  5  4  3  2  1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4 팀원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9  8  7  6  5  4  3  2  1 팀원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

5 기타 요인에 의해서 통제된다. 9  8  7  6  5  4  3  2  1 기타 요인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다.

6 팀 내에 포함되어 있다. 9  8  7  6  5  4  3  2  1 팀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7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9  8  7  6  5  4  3  2  1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

8 기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9  8  7  6  5  4  3  2  1 기타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9 팀원들 덕분이다. 9  8  7  6  5  4  3  2  1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다.

10 팀원들의 통제 범위 안에 존재한다. 9  8  7  6  5  4  3  2  1 팀원들의 통제 범위 밖에 존재한다.

11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다. 9  8  7  6  5  4  3  2  1 여러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12 기타 요인에 의해 규제된다. 9  8  7  6  5  4  3  2  1 기타 요인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다.

13 팀 내부에서 발생한다. 9  8  7  6  5  4  3  2  1 팀 외부에서 발생한다.

14 팀 구성원에 의해서 통제된다. 9  8  7  6  5  4  3  2  1 팀 구성원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다.

15 경기마다 변하지 않는다. 9  8  7  6  5  4  3  2  1 경기마다 변한다.

16 기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9  8  7  6  5  4  3  2  1 기타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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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래 질문들은 우리 팀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잘 읽으신 후 주어진 문항에 대
하여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를 해당 번호에 솔직하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  항
 전혀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

다

1. 우리 팀은 강팀을 상대로 많이 이겼다. 1 2 3 4 5

2. 우리 팀은 패턴 플레이에 강하다. 1 2 3 4 5

3. 우리 팀은 선수층이 두텁다. 1 2 3 4 5

4. 우리 팀 선수들은 상대팀 선수보다 커 보인다. 1 2 3 4 5

5. 우리 팀은 시합을 위하여 많은 훈련을 해왔다. 1 2 3 4 5

6. 우리 팀은 훈련을 열심히 해왔다. 1 2 3 4 5

7. 우리 팀은 상대팀을 미리 분석해 두었다. 1 2 3 4 5

8. 우리 팀 감독님의 전술은 좋다. 1 2 3 4 5

9. 우리 팀은 코칭 스텝을 믿는다. 1 2 3 4 5

10. 우리 팀은 코칭 스텝과 선수간의 신뢰가 깊다. 1 2 3 4 5

11. 우리 팀은 실력 있는 감독님께 배운다. 1 2 3 4 5

12. 우리 팀은 서로 팀 동료를 위한다. 1 2 3 4 5

13. 우리 팀 선수들은 서로 신뢰를 갖고 있다. 1 2 3 4 5

14. 우리 팀은 서로 간에 호흡이 잘 맞는다. 1 2 3 4 5

15. 우리 팀은 선수 간에 갈등을 잘 해소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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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래 질문들은 본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잘 읽으신 후 주어진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를 해당 번호에 솔직하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  항
 전혀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나는 나 혼자만이 어떤 플레이나 운동기술을 할 수 있을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2. 나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더 많이 연습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3. 나는 내 동료보다 더 잘 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4. 나는 남들이 나만큼 하지 못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5. 나는 재미있는 무언가를 배울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6. 다른 애들은 실수를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7. 나는 땀 흘려 노력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8. 나는 정말로 열심히 연습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9. 나는 나 혼자서 득점을 거의 다 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10. 나는 무엇인가를 배우고 좀 더 많이 연습을 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11. 나는 내가 일등을 하거나 제일 잘 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12. 나는 배운 운동 기술을 제대로 했다고 여겨질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13. 나는 최선을 다 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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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패배 시 팀 귀인, 집단효능감, 성취목표성향 질문지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운동선수들의 팀 귀인을 연구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자

료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응답자 여러분의 답변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개

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연구 자료로만 사용될 것이며, 그 이외의 목적으

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에 대한 응답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응답자 여러분이 느끼는 생각을 정확하게 표시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니 모든 문항에 대해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할애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스포츠심리학전공 

윤석균

1. 성별 : ① 남자 ② 여자 2. 학년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3. 주전 유무 : ① 주전 ② 비주전 4. 참여 종목 (  )

5. 운동경력 (  ) [개월 수 반올림, 예 – 2년 6개월 = 3년] 

6. 귀하의 팀이 경기에서 패배 했을 때, 팀원들은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본인이 생각하는 패배 원인 5개를 선택 후 뒤쪽에 작성해주세요.)

① 정신력이 약했다. ⑦ 우리 팀 실력이 좋지 않았다.

② 운(대진운, 심판운 등)이 좋지 않았다. ⑧ 우리 팀의 연습이 부족했다.

③ 팀웍이 좋지 않았다. ⑨ 상대 팀의 실력이 좋았다.

④ 시합 날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⑩ 팀원들의 재능이 좋지 않다.

⑤ 코치님이 잘 지도하지 못했다.

⑥ 상대 팀 분석이 좋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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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선택한 패배 원인을 작성해주세요. (예-우리팀 실력, 연습부족 등)

①

 ② 

 ③ 

 ④ 

 ⑤ 

작성한 원인을 참고하여 1번 ~ 16번 문항들에 관해서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선택한 패배원인은 점수 선택한 패배원인은 

1 팀 내에서 유발된 것이다. 9  8  7  6  5  4  3  2  1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2 팀원들이 제어할 수 있다. 9  8  7  6  5  4  3  2  1 팀원들이 제어 할 수 없다.

3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9  8  7  6  5  4  3  2  1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4 팀원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9  8  7  6  5  4  3  2  1 팀원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

5 기타 요인에 의해서 통제된다. 9  8  7  6  5  4  3  2  1 기타 요인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다.

6 팀 내에 포함되어 있다. 9  8  7  6  5  4  3  2  1 팀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7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9  8  7  6  5  4  3  2  1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

8 기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9  8  7  6  5  4  3  2  1 기타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9 팀원들 덕분이다. 9  8  7  6  5  4  3  2  1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다.

10 팀원들의 통제 범위 안에 존재한다. 9  8  7  6  5  4  3  2  1 팀원들의 통제 범위 밖에 존재한다.

11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다. 9  8  7  6  5  4  3  2  1 여러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12 기타 요인에 의해 규제된다. 9  8  7  6  5  4  3  2  1 기타 요인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다.

13 팀 내부에서 발생한다. 9  8  7  6  5  4  3  2  1 팀 외부에서 발생한다.

14 팀 구성원에 의해서 통제된다. 9  8  7  6  5  4  3  2  1 팀 구성원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다.

15 경기마다 변하지 않는다. 9  8  7  6  5  4  3  2  1 경기마다 변한다.

16 기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9  8  7  6  5  4  3  2  1 기타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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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래 질문들은 우리 팀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잘 읽으신 후 주어진 문항에 대
하여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를 해당 번호에 솔직하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  항
 전혀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

다

1. 우리 팀은 강팀을 상대로 많이 이겼다. 1 2 3 4 5

2. 우리 팀은 패턴 플레이에 강하다. 1 2 3 4 5

3. 우리 팀은 선수층이 두텁다. 1 2 3 4 5

4. 우리 팀 선수들은 상대팀 선수보다 커 보인다. 1 2 3 4 5

5. 우리 팀은 시합을 위하여 많은 훈련을 해왔다. 1 2 3 4 5

6. 우리 팀은 훈련을 열심히 해왔다. 1 2 3 4 5

7. 우리 팀은 상대팀을 미리 분석해 두었다. 1 2 3 4 5

8. 우리 팀 감독님의 전술은 좋다. 1 2 3 4 5

9. 우리 팀은 코칭 스텝을 믿는다. 1 2 3 4 5

10. 우리 팀은 코칭 스텝과 선수간의 신뢰가 깊다. 1 2 3 4 5

11. 우리 팀은 실력 있는 감독님께 배운다. 1 2 3 4 5

12. 우리 팀은 서로 팀 동료를 위한다. 1 2 3 4 5

13. 우리 팀 선수들은 서로 신뢰를 갖고 있다. 1 2 3 4 5

14. 우리 팀은 서로 간에 호흡이 잘 맞는다. 1 2 3 4 5

15. 우리 팀은 선수 간에 갈등을 잘 해소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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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래 질문들은 본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잘 읽으신 후 주어진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를 해당 번호에 솔직하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  항
 전혀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나는 나 혼자만이 어떤 플레이나 운동기술을 할 수 있을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2. 나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더 많이 연습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3. 나는 내 동료보다 더 잘 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4. 나는 남들이 나만큼 하지 못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5. 나는 재미있는 무언가를 배울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6. 다른 애들은 실수를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7. 나는 땀 흘려 노력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8. 나는 정말로 열심히 연습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9. 나는 나 혼자서 득점을 거의 다 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10. 나는 무엇인가를 배우고 좀 더 많이 연습을 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11. 나는 내가 일등을 하거나 제일 잘 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12. 나는 배운 운동 기술을 제대로 했다고 여겨질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13. 나는 최선을 다 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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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collective efficacy and achievement goal or ientation

on team attr ibution among high school team spor t athl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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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 tment of Phys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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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collective efficiency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n team attribution so that it can be 

utilized to help coach team sports athletes and assist attribution retraining 

program. 256 high school athletes, including basketball, water polo, 

volleyball, handball, were studied using a survey. Credibility and validity 

test were conducted. Collected data was analyzed to suit the purpose of 

the study.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t-test, 

regress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ng model analysis were carried 

out. The results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winning group was 

more internal, stable and team control attribution than a loosing group. 

Therefore, team-serving bias was founded and it indicates that a validity 

of team-referent attributions questionnaire was verified. Second, collective 

efficiency positively affected stability and team control, and task goal 

orientation positively influenced the locus of causality and team control. 

Third, collective efficiency positively influenced stability and team control 

in winning situations, while positively affecting only team control during 

losing situations. Task goal orientation positively influenced the locus of 

causality in winning situations, while positively affecting the locus of 

causality and team control in losing situations.

Keywords: team attribution, team serving bias, collective efficacy,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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