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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청소년 운동선수의 절실함과 자기조절 및

운동 몰입 간의 구조관계 검증 

김 현 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청소년 운동선수의 절실함과 자기조절 및 운동 몰입 간의 구

조관계를 검증하고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최상수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서울 체육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운동선

수 42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운동선수 절실함, 자기조절,

운동 몰입 질문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한 후 연구의 목적에 맞도

록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운동선수 절실함, 자기조절, 운동 몰입의 하위요인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운

동선수 절실함과 자기조절, 운동 몰입 간의 영향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

과, 운동선수 절실함은 자기조절과 운동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조절 역시 운동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운동선수 절실함과 자기조절, 운동 몰입 간의 구조관계

를 검증한 결과, 자기조절이 운동선수 절실함과 운동 몰입의 관계를 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에 따른 모형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척도의 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학교급, 운동 종목에

따른 측정동일성과 절편동일성이 검증되어 본 연구모형이 다양한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모형이며 집단 내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청소년 운동선수, 운동선수 절실함, 자기조절, 운동 몰입

학번: 2014-20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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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는 무언가를 갈망하는 사람의 말투, 행동, 눈빛 등을 보고 절실하

다는 표현을 쓰곤 한다. 이러한 절실함의 실체는 유명선수나 감독의 인

터뷰에서도 드러나는데 일례로 런던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한순철 선수

의 “절실함이 노력을 부른다. 절실함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라는

말을 통해 운동선수 절실함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성서호, 2012). 선수

들은 특히 목표 설정에 따른 최고의 심리적 상태요인으로 절실함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프로 및 국가대표선수들의 기본 바탕에 자리한 절실함

은 청소년 선수시절부터 그들을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한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국내 청소년 운동선수의 수는 약 7만여 명

에 달하고 있지만(체육정보센터, 2015), 청소년 축구선수의 경우 프로선

수가 될 확률은 약 3.2%, 야구선수는 약 4.1%(유병수, 2009)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즉,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전문 선수로서 직업의 안정성을 가

질 수 있는 경우는 극소수임을 의미하며, 이들에게는 운동선수로서의 절

실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으며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들로 인해 자신의 수행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청소년 운동선수들(Hill, Hall & Appleton, 2010)은 자신의 목표를 위

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운동선수로서 성공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실제로 스포츠 상황에서는 최상수행을 위한 집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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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jean, Taylor & Weiner, 2002), 자신감(Kjormo & Halvari, 2002),

몰입(Koehn & Morris, 2012)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가 지속

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동

기(Zuber & Conzelmann, 2014), 심리기술훈련(Jenny, Munroe-Chandler,

Hall & Hall, 2014)과 더불어 국내에서는 자기관리(정성우, 표내숙, 2009,

문한식, 박진성, 2008)에 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심리변인만으로는 운동선수들이 실제로 시합에

대한 관심이나 열망이 있었는지 혹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 제대로 된 준

비를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는 최근 정립된 개념인 운동선수 절실

함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절실함이란 느낌이나 생각이 뼈저리게 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매

우 시급하고도 긴요한 상태(네이버 국어사전)에 있는 것을 뜻하며, 더불

어서 운동선수 절실함이란 운동선수의 느낌이나 생각이 최상수행을 위해

뼈저리게 시급하고도 긴요한 상태(권성호, 문민권, 안효연, 2015)로 정의된

다. 또한 특정 시합을 앞둔 운동선수들에게 절실함은 경기에 임하는 자

세가 진지할 수 있도록 해주며 심리기술의 발현도를 높여주고 경기에 대

한 관심이나 열망이 최고조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

제 스포츠 상황을 통해 자주 접하고 있는 절실함은 최근에서야 그 개념이

정립되어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권성호 등, 2015).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상황에서 자주 언급되는 운동선수 절실함이 운

동선수의 최종목표라 할 수 있는 최상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하지만 운동선수가 실제로 최상수행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측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최상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

동 몰입과의 연관성을 통해 운동선수 절실함이 최상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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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flow)이란 ‘사람들이 어떤 일에 완전하게 몰두할 때 갖는 심신일

체의 느낌 또는 자동적이며 통제되는 현상’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Csikszentmihalyi, 1975), 운동 몰입은 스포츠 상황에서 발생하여 운동선

수의 최상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권성호, 이용현, 이정규, 2011). 특히, 스포츠 상황에서 선수들의 몰입경

험과정, 몰입기제, 몰입방해요인 등에 대한 심리적 특성을 밝히는 것은

수행적인 측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Csikszentmihalyi,

1975; Jackson & Roberts, 1992; Jackson, 1992). 운동 몰입은 운동 몰입

이전, 진입, 경험, 결과 요인에 의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동시다발적

으로 경험될 수 있는데(Csikszentmihalyi, 1988), 본 연구에서는 실제 경

기상황에서 발생하는 운동 몰입 경험 요인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즉, 통

제감, 자아의식의 상실, 시간의 변형된 느낌으로 범주화(Csikszentmihalyi,

1990)되며 권성호(2008)는 이 외에 행동과 지각의 일치 영역을 운동 몰입

경험요인에 포함시켰다.

또한, 몰입은 높은 수준의 수행 및 긍정적인 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며(Stavrou, Jackson, Zervas & Kateroliotis, 2007), 선수의 최상 수행

은 몰입의 특성과 연관된다고 밝혀진 바 있다(Jackson & Roberts,

1992). 특히 운동 몰입은 최상수행과 비슷한 개념으로 여겨질 정도로 밀

접한 관련이 있고, 최상수행을 하는 상황이라면 몰입상태에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Csikszentmihaly & Massimini, 1985). 이처럼 선수의 몰입 가

능성이 높아진다면 최상수행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운동선수는 몰입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며 스

포츠심리학자들 역시 스포츠분야에서 주요 관심을 가지는 변인 중에 하

나이다(Stavrou 등, 2007).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운동선수 절실함이

운동 몰입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는 운동선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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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수행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운동선수 절실함과 운동 몰입 간의 관계는 본 연구에 앞서 프로 및 국

가대표선수를 대상으로 운동선수 절실함에 대한 사전조사(인터뷰)를 실

시한 결과를 통해 예측해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절실함을 생각하면

힘든 순간에 고비를 많이 넘긴다.’, ‘절실하면 시간이 가는 지 잘 모른

다.’, ‘절실함이 있을 때 몰입이 훨씬 더 잘 된다.’, ‘절실하면 밖에서 시끄

럽게 얘기해도 잘 안 들릴 정도로 경기에 몰입한다.’ 등의 언급을 통해

운동선수 절실함이 운동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동선수 절실함과 운동 몰입 간의 연관

성을 통해 운동선수 절실함이 실제 경기 상황에서의 운동 몰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하지만 운동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절실함만으로는 운동 몰입이 높아지

진 않을 것이며, 이들 간 관계를 매개할 변인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절실한 선수들이 오랜 시간 자신의 인지, 정서

및 행동을 지속적으로 조절하고 유지함에 따라 운동 몰입으로 어이진 것

으로 보았다. 즉, 운동선수의 능력이 눈에 보일 정도로 향상되어 경기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는 자기

조절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Pintrich, 2004). 자기조절

(self-regulation)이란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인지, 정

서, 행동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적 충동을 조절하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정의된다(Zimmerman, 2000). 본 연구에서는 자기

조절이 운동선수 절실함과 운동 몰입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며, 이

는 우선 운동 몰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아직까지는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이들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존재한

다는 연구결과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자기조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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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지만(Toering, Elferink-Gemser, Jordet

& Visscher, 2009), 학습 분야의 선행연구를 통해 이들 간 관련성을 예측

해 볼 수 있었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습몰입을 매개로 하여 학업만족

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다(조범현, 도경수, 2013). 또한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갖춘 학습자들은 주어진 과제에 몰두하여 과제의 구성형태를 알

아보며 과제 수행에 요구되는 기본 조건을 탐색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학습목표를 설정한다(Pintrich & Groot, 1990; Schunk & Zimmerman,

1994). 특히 목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자기조절과 몰입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자기조절을 잘 하는 학습자일수록 지속

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목표를 끊임없이 개선시킨다

(Toering, Elferink-Gemser, Jonker, Hcuvclen & Visscher, 2012). 또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운동 몰입 역시 성취하고자하는 목표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으며(Nicholls, Cheung, Lauer & Patashnick, 1989),

Csikszentmihalyi(1997)는 분명한 목표는 몰입에 대한 조건으로서, 개인

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모호할 경우에는 몰입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고 하였다. 즉, 자기조절을 잘 하는 운동선수는 확고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표로 인해 운동 몰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유추

해 볼 수 있어 스포츠 상황에서도 자기조절과 운동 몰입 간 관계를 다루

어 보고자 한다.

특히 이와 같은 자기조절은 자기통제보다 발달된 심리적 특성이며 인

지조절과 정서조절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심리적 과정으로써(Fernyhough,

2010; 원현준, 유진, 2012) 심리적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Schmeichel & Baumeister, 2004). 자기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목표를 성

취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절하는 행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Zimmer-

man & Schunk, 2004)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과제수행에 훨씬 유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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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일반 학습자뿐만 아니라 운동선수에게도 역

시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정해천, 2015). 실제로 선수들은 시합 상황에

서 자신의 목표를 반영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 자신의 강

점·약점·이전 수행 등에 관한 자기평가를 통해 행동을 조절한다

(Ashford, 1989). 더불어서 청소년 운동선수에게 자기조절은 연습상황에

서 효과적으로 배우도록 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Kitsantas & Zimmerman, 2006). 운동선수의 자기조절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조절을 잘하는 선수들은 그렇지 않은 선수들에 비

해 연습량이 많고(Cleary & Zimmerman, 2001; Toering 등, 2009) 청소

년 축구선수들의 경우, 엘리트 선수들이 비엘리트 선수들에 비해 더 나

은 자기조절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oering 등, 2009). 또한,

배구 선수들에 관한 연구에서도 숙련자가 비숙련자에 비해 더 나은 목표

설정과 계획 및 전략 사용 등 자기조절을 잘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Schunk & Zimmerman, 2012). 즉, 숙련된 선수들일수록 그렇지 않은

선수들에 비해 자기조절이 뛰어나고, 자기조절을 잘 하는 선수들일수록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으며(Toering, 2011), 최상의 수행

력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조절과 관련된 심리적 구조는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원현준, 유진, 2012) 이에 대하여 밝힐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앞서 사전조사(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운동

몰입과 마찬가지로 운동선수 절실함이 자기조절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들은 ‘나는 지금 절실하기

때문에 몸관리를 위해 술을 안 마신다.’, ‘밤새서 술 마시면 몸 망가지니

까 참는다.’, ‘절실함이 없으면 경기를 할 때 자신감이 없다.’, ‘절실함이

있을 때는 연습 시간 외에 혼자 부족한 부분을 연습한다.’ 등과 같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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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였다. 이는 자기조절의 하위요인인 계획, 자기점검, 노력 등과 유사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본 연구에서는 운동선수 절실함이 자기조절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지금까지 기술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선행연구와 사전조사 및 스포츠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통하여 운동선수 절실함과 자기조절 및 운동

몰입 간 긍정적인 상호관계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서 운

동선수 절실함은 최상수행을 위한 하나의 심리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으

며, 운동선수 절실함과 운동 몰입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이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을 위해 심리요인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어(공성배,

박성배, 김영훈, 김보겸, 2013), 본 연구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최상수행을 위한 운동 몰

입의 형성에 운동선수 절실함과 자기조절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모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

구를 통해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실제 경기에서 심리기술을 발현하고 몰

입하게끔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의 최상수행을 위한 심리적 준비단계

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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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운동선수의 절실함이 자기조절, 운동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운동선수 절실함과 자기조절 및 운동 몰입 간

의 구조관계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운동선수 절실함, 자기조절 및 운동 몰입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다.

2) 청소년 운동선수 절실함, 자기조절 및 운동 몰입 간의 연구모형을

검증한다.

3) 집단에 따른 운동선수 절실함, 자기조절 및 운동 몰입 간의 연구모

형은 적합한지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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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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운동선수 절실함, 자기조절 및 운동 몰입 간의 영향관계는 어

떠한가?

2) 청소년 운동선수 절실함, 자기조절 및 운동 몰입의 연구모형은 적합

한가?

(1) 연구문제에 따라 설정한 <그림 1>의 연구모형이 적합한가?

(2) 청소년 운동선수 절실함, 자기조절 및 운동 몰입 간의 구조관계에서

자기조절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3) 집단에 따른 운동선수 절실함과 자기조절, 운동 몰입 간의 연구모형

은 적합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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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사용할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동선수 절실함(Athlete’s Julsil)

운동선수의 느낌이나 생각이 뼈저리게 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매우

시급하고도 긴요한 상태로 정의할 수 있으며 성공기대·자기절제·인내와 극

복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2) 자기조절(Self-regulation)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정서, 감정, 행동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적 충동을 조절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계획·자기점검·평가·반영·노력·자기효능감의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3) 운동 몰입(Flow)

스포츠 상황에서 선수들이 완전하게 몰두할 때 갖는 심신일체의 느낌 또

는 자동적이며 통제되는 현상으로 정의하였으며 운동 몰입 발생이전·진입·

경험·결과요인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 하위

요인 중, 행동과 지각의 일치, 통제감, 자아의식의 상실, 시간의 변형된 느

낌과 같은 4가지 요인(권성호, 2008)을 포함하고 있는 운동 몰입 경험요인

을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중점으로 연구를 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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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운동선수 절실함

1) 절실함의 개념 및 정의

‘절실하다’라는 표현은 ‘느낌이나 생각이 뼈저리게 강렬한 상태에 있다’

혹은 ‘매우 시급하고도 긴요한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긴

급 또는 압박이라는 단어 또한 일맥상통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절실함이

란 소속한 사회에서 만든 성공의 기준을 넘기 위한 욕구, 즉 사회적 욕구

로 볼 수 있다.

2) 운동선수 절실함

운동선수 절실함은 ‘운동선수의 느낌이나 생각이 최상수행을 위해 뼈저

리게 시급하고도 긴요한 상태’로 정의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일상에서

절실하다는 말을 은연 중에 사용하고, 절실함이 인과관계에 관여하는 듯한

표현들을 사용하며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도 역시 절실하다는 표현이 비일

비재하게 사용되고 있다. 운동선수의 절실함이란 실제 스포츠 상황에서 보

이는 선수들의 눈빛, 행동, 움직임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운동선수에게

는 절실함이 높을수록 경쟁에서 승리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이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선수, 감독뿐만 아니라 스포츠 기사, 뉴스 등을

통해서도 절실함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는 것을 통해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으며 최근 그 개념이 정립되었다.

이는 특정 시합을 앞둔 운동선수들에게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진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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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기술의 발현도를 높여준다. 또한, 절실함이 높다는 것은 제대로 된 준

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며 선수들의 경기에 대한 관심이나 열망이 최고조

에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운동선수들의 이러한 절실함은 시합 전 연습

에 매진할 수 있는 능력은 몰론 운동 외 시간에도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

록 도와주고 시합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높여줌으로써 경기상황에서 심리

기술을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권성호 등,

2015). 이는 스포츠심리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단일 개념으로 사용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이나 지도자들이

인터뷰를 통해 언급하고 있는 절실함의 실체와 이러한 절실함을 통해 운동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탐색해야하는 것

은 중요하다. 이에 따라, 경기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자세가 되었는지

측정해야하는 중요성에 바탕을 두어 권성호 등(2015)에 의해 운동선수 절

실함 척도가 개발되었으며, 이는 성공기대, 자기절제, 인내와 극복으로 총

3요인,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자기조절

1) 자기조절 학습능력의 개념 및 정의

자기조절 연구는 Bandura(1986)의 동기에 대한 사회인지 이론에 기초를

두고 심리학 분야에서 Zimmerman(1989)을 중심으로 자신의 학습을 조절

해 나가는 학습과정과 능력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Zimmerman(1990)은 자기조절이란 학습자가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으로 자

신의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조절이 학업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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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촉진하는 실제적 촉진자라고 하였다.

Zimmerman(1989)은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의 이론적 견해

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정의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고 하였다(이명자, 송영명, 2005). 동기적 차원에는 목표설정, 자

기효능감, 내재적 가치 등이 포함된다. 목표설정은 의도된 행위나 결과를

구체화시키는 것으로서 학습자가 학습하기 위해서 세우는 구체적인 과제를

말한다. 자기효능감은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내면적

인 자신감 또는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 내재적 가치는 학습하는 그

자체에 중요성을 두고 나중에 새로운 학습을 하는 데 관련된다고 느끼는

신념을 말한다.

방법적 차원에는 과제전략, 심상, 자기 교수 등이 포함된다. 과제전략은

학습을 하기 위해서 과제를 세분하고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학습방법을 선

택하는 것이다. 즉, 학습자가 새로운 내용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시연 및

기억 전략을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심상은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서 그림이나 도표를 활용하여 생생한 이미지를 만들거나 회상하는 것이며,

학업 수행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결과를 상상하는 것도 포함된다. 자기교

수는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필요한 과정들을 소리 내어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즉, 학습자가 수학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결 절차를 반

복하여 소리 내어 말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행동적 차원에는 자기점검, 자기평가, 자기강화 등이 포함된다. 자기점검

은 자신의 수행결과를 관찰하고 분석하여 수정하는 것이다. 즉, 학습자가

자기의 과제를 정확하게 완성했는지 스스로 점검 및 기록하여 살펴보는 것

이다. 자기평가는 자기 나름의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판단해 보는 것으로

서 학습자가 과제물을 제시하기 전에 검토하는 것이다. 자기 강화는 학업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강화 또는 처벌하는 것으로서 학습자가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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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내     용

자기조절

학습능력

인지조절 능력
인지전략 사용(시연, 점검, 정교화)

초인지전략 사용(계획, 점검, 평가)

동기조절 능력

숙달목적지향성(목표설정)

자아효능감(자기효능감)

성취가치감(내재적 가치)

행동조절 능력

행동통제(학습행동 조절)

학업시간 관리(시간, 노력 조절)

도움구하기

표 1. 자기조절 학습능력의 구성요소 

을 잘 보았을 때 스스로에게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시간적 차원에서는 시간관리가 있다. 이는 시간을 아껴 시간을 과목 및

내용별로 세분하여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물리적 환경 차원에

는 환경의 구조화가 있다. 환경의 구조화는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거나 선택하는 것으로서 학습자가 주의집중을 하기

위해서 조용한 도서관을 찾는 것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환경 차원에는 도움 추구가 있다. 학습에 도움이 되는 동료나 교

사 또는 다른 사람을 찾거나 책을 보러 가는 것 등이 해당된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자기조절 학습능력의 구성요소를 인지조절, 동기조

절, 행동조절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참조: 박주희(2014). 자기조절학습 프로그램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

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재정리.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인지조절 능력은 학습자가 학습하는 동안에

몰두하는 행동과 사고로서 과제수행에 필요한 체계적인 계획이다. 인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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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사용하는 목적은 학습 내용을 알고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에 있다면,

초인지전략은 자신의 인지를 계획, 검토, 수정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인지전

략은 학습내용의 이해를, 초인지전략은 자신의 인지과정을 조절하고 통제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백승희, 2002). 자신의

학습과정을 계획, 점검 및 조절하는 초인지전략 사용은 중요한 자기조절

학습능력(Zimmerman, 1986)이라 할 수 있다.

동기조절 능력은 학습에 참여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한 동기적 특성을 조

절하는 능력을 말한다. 동기적 측면을 이루는 숙달목적을 지향하는 학습자

는 새로운 기능과 지식 습득을 지향하고, 과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능

력향상과 숙달됨을 느끼고자 한다. 학습자들이 다양한 학습과제에 가치감

을 지각하는 것은 스스로 노력을 투자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며 이러한 노력

을 통해서 성공적인 과제수행이 가능하다(백승희, 2006).

행동조절 능력은 행동적·시간적·물리적·사회적 환경 차원을 모두 포함한

다. 즉, 자기조절을 잘 하는 학습자는 스스로의 행동을 의지적으로 통제하

고 환경을 잘 관리하면서 집중하고 시간을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적극적

으로 타인의 도움을 유도하고, 다른 행동을 통제해 가면서 학습행동을 유

지한다고 할 수 있다.

2) 자기조절 형성 및 발달

자기조절(self-regulation)은 즉각적이고 외적인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개

인 스스로의 목표달성을 위해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동을 조절하는 과정과

전략이다(Kirchenbaum, 1984). 이 과정은 사고, 정서, 생리적 반응, 환경적

속박과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

양한 이론적 모형들이 자기조절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Bandura,

1986; Zimmerman, 2000; Cameron & Leventh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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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ura(1986)는 자기관찰, 자기 판단, 자기반응의 3가지 단계의 자기 조

절적 과정이 순환적으로 작용한다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Kirchenbaum(1984)은 문제인식, 개입, 실행, 환경관리, 일반화의 5단계의

과정을 통하여 자기조절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좀 더 통합적인

관점에서 Crews(1993)는 자기조절이 시간과 상황의 변화 그리고 의식 수

준에 따라 심리생리, 인지/정서, 행동의 조절 요인들이 변화한다는 결합모

형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자기조절의 과정을 좀 더 실제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Pintrich, 2000; Zimmerman, 2000). 이 연구들은 실제적인 수행이 일

어나기 전의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자기조절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일관

되게 주장하고 있다. 요약하면, 자기조절의 계획단계에서 개인은 다각적인

분석과 사전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

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계획한다는 것이다. 실천단계에서는 자기통

제와 자기조절 학습의 핵심인 모니터링 과정을 적용하며 반응단계에서는

자기조절을 평가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재구조화한다.

국내에서는 시행된 유진과 한시완(2006)의 탐색적 연구는 자기조절에 대

한 선행연구들과 유사하게 한국의 무용수들이 공연 전 계획단계에서 공연

중 실천단계, 그리고 공연 후 반응단계에서 각각 다양한 자기조절 전략들

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무용수들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 자신의

연습상황, 공연상황, 그리고 일상생활까지 자기에게 맞는 독특한 자기조절

전략을 적용하여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잠재적 무용수행 능력

을 향상시키고 있음을 나타낸다(한시완, 유진, 2008).

3) 스포츠 영역에서의 자기조절 연구

스포츠에서의 자기조절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서, 경쟁적 환경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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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선수들과 필연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선수들에

게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운동선수의 경우

지속적으로 스포츠 상황에 노출되며 선수들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는

최상 수행을 위해 경기 이전, 경기상황, 경기 이후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철

저하게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Zimmerman(1989, 2006)의 자기조절학습이론에 근거하여 스포츠 분야에서

는 연습상황에서 자기조절 연구가 진행되었다(Toering & Elfrerink-Gemser,

Jordet, Jorna, Pepping & Visscher, 2011). 운동선수에게 자기조절은 연습상

황에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자기조절을 잘 하는 학습자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뛰어남을

나타냈다. 첫째, 계획(Planning)은 자신이 행동을 하기에 앞서, 어떻게 과제

에 도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 자기점검

(Self-monitor)은 과제 수행 중에 자신을 지속적으로 되돌아보며 개선시키려

는 노력이다. 셋째, 평가(Evaluation)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한 후에 이에 이

르기까지의 과정과 계획의 결과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해보는 것이다. 넷째,

계획·자기점검·평가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을 발

전시키는 반영(Reflect)이다. 이는 학습자 스스로에게 미래의 과제를 수행하

고,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한 방법의 수를 증가시키고 그

들의 행동에 지식을 더하는 것을 의미하는 학습과정이다(Ertmer &

Newby, 1996).

이와 더불어서 자기조절 학습자는 자신의 어떤 부분을 개선시켜야하는

지, 또한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지하며 이는 스스

로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immerman, 1989, 2006).

자기조절 연구에서는 동기적인 결과변인인 노력(Effort)과 동기적인 믿음인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 인지와 메타인지의 사용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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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다(Pintrich & Schunk, 2002; Schunk, 2001). Bandura(1997)는 자기

효능감이 요구된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믿도록 한다고 제언

하였다. 또한 이는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인내, 그리

고 실패에 대한 탄력성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노력과 자기효능감은 자기조

절학습의 동기적인 변인에 추가되었고, Toering 등(2011)은 스포츠 상황에

서의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으며(Self-Regulation

of Learning Self-Report Scale: SRL-SRS) 이는 총 6요인 46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3. 운동 몰입

1) 운동 몰입의 개념 및 정의

몰입(flow)은 Csikszentmihalyi(1975)가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그는 체

스를 두는 것, 산악 등반, 댄스, 매우 정교한 외과수술과 같은 스스로 동기

화된 활동들을 조사하면서 이러한 몰입의 개념을 최초로 발전시켰다. 원래

‘자기목적적인 경험(autotelic experience)’이라고 했던 것을 몰입(flow)이라

는 용어로 정립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자기 목적적 경험과는 달리 몰입은

구체적이고 대하기가 편했으며 무엇인가 진정한 것을 지칭하는 것 같았다

고 하였다. 결국 Csikszentmihalyi(1975)는 인간 삶에 있어 ‘최고의 감정’,

‘최상의 즐거움’, ‘행복한 심리상태’를 ‘몰입경험(flow experience)’으로 정의

하였다. 그는 몰입경험을 운동선수들이 느끼는 ‘물아일체의 상태(being in

the zone)’, 신비주의자(mystics)가 말하는 ‘무아지경·황홀경(ecstasy)’, 예술

가들이 경험하는 ‘미적환희(aesthetic rapture)’ 등으로 묘사하면서 ‘최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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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특징

명확한 목표
수행 전 미리 분명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즉각적인 

피드백

수행에 대한 분석이나 의견이 아닌 정확하고 신속한 피드백이 지

속적인 행동과 연관되어 있음

표 2. 몰입의 요인(Csikszentmihalyi, 1990)

험(optimal experience)’ 또는 ‘자기 목적적 경험(autotelic experience)’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활동자체가 목적으로서 동기화되고 그 자체에 만족을 느

끼며, 완전히 몰두(absorption)하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권성호, 2008).

(1) 몰입의 요인 및 단계

피험자의 자기기술에 의한 연구를 통하여 Csikszentmihalyi(1975)는 몰입

(flow)의 경험을 6개 요인으로 나누었다. 즉, 행동과 지각의 통합, 주의집중

의 향상, 자기의식의 상실, 행동과 환경에 대한 통제감, 행동과 명확한 피

드백 그리고 몰입의 자기목적성이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몇 가지 요인이

수정되거나 추가되었는데 1996년 연구에서 Csikszentmihalyi는 몰입의 요

인을 아홉 개의 차원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명확한 목표, 즉각적인 피드

백, 개인의 능력과 도전과의 조화, 활동과 인식의 통합, 현재 과제에 대한

집중, 통제감, 자아의식의 상실, 시간감각의 왜곡, 경험의 자기목적성 등이

다. 하지만 이러한 9개 요인들은 각각의 차원을 이루게 되는데 이 차원들

의 상호관계성은 분명하지 않다. 어떤 차원에서는 행동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 어떤 차원은 몰입 도중에 일어나는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또 어떤 차원은 몰입 경험 이후의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권성호, 2008).



- 20 -

능력과 도전의 

조화

상황에 대한 도전과 그 도전에 대한 적절한 개인의 노력과의 조

화를 인지하는 것

활동과 인식의 

통합

선수들의 몰입상태에서 수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묘사하

는 것

현재 과제에 

대한 집중
수행자가 몰입상태에서 어떠한 과제에 대해 전적으로 집중하는 것

통제감 
몰입하는 동안 실질적으로 통제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몰입경험

자가 통제감각을 자연스럽게 가지는 것

자아의식의 

상실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은 현상처럼 몰입경험자가

주위환경이나 감정이 하나가 되어 몰두하는 것

시간감각의 

왜곡

몰입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의 변형된 감각이나 시간이 변

형되는 것

경험의 

자기목적성

긍정적인 상태와 내적으로 보상되는 경험인 즐거움을 이끄는 특

별한 특성들과 관련이 있음

Csikszentmihalyi 등(1988)은 여가활동에서 몰입경험의 다양한 요소들은 몰

입발생 이전단계(Antecedents), 진입단계(Threshold), 경험단계(Experience),

결과단계(Consequences)를 순차적으로 거치면서 상호연결적이며 의존적임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몰입 이전단계에서는 명확한 목표와 즉각적인 피드

백, 개인의 능력과 도전과의 조화가 포함된다. 몰입 진입단계에서는 현재 과

제에 대한 집중, 활동과 인식의 통합 등이 포함되며, 몰입 경험단계는 통제

감, 자아의식의 상실, 시간의 왜곡을 들면서 이러한 몰입경험의 결과, 자기

목적적 경험으로 사람들은 활동에 따른 즐거움으로부터 만족을 느끼며, 만족

자체가 보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구하도록 동기화 된다고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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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몰입경험의 단계(Csikszentmihalyi 등, 1988)

(2) 운동 몰입 경험단계

Csikszentmihalyi(1990)는 운동 몰입 경험요인을 통제감, 자아의식의 상

실, 시간의 변형된 느낌으로 범주화하였으며 권성호(2008)는 이 외에 행동

과 지각의 일치 영역을 운동 몰입 경험요인에 포함시켰다.

통제감은 경기 중에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라기보다 시합을 대비하는 과

정에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졌을 때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경기

가 풀리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평소 연습에서 오는 자신감과

긍정적 사고로 자신의 통제감을 유지하여 운동 몰입을 경험할 수 있으며

자신이 억지로 경기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더라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자아의식은 동양에서 흔히 말하는 ‘물아일체’의 경지로서, 운동 몰입의 최

고 경지라고 할 수 있으며, 서양에서는 특정한 것과 하나가 되는 것 같은

느낌, 인간이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Jackson, 1992; 권성호, 2008)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시간의 변형된 느낌은 운동 몰입을 경험할 때 실제보다 시간이 빨리 가

거나 천천히 지나감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경기 중의 시간의

변형은 수행자체의 시간 변형이 일어나는 것인지 혹은 경기 전체에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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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이 일어났는지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권성호, 2008).

마지막으로 지각의 일치는 행동과 지각의 일치와 관련된 것으로 자동적

으로 발생하는 것,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선수들은 운동 몰입을 경험할 때 자신들의 수행과 인지가

일체된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경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조건들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언급하였다(권성호, 2008).

2) 스포츠 수행과 몰입

Csikszentmihalyi(1975)는 몰입이 스포츠나 게임 상황에서 가장 쉽게 경

험될 수 있다고 하였다. Jackson(1992)은 스포츠나 게임은 분명한 목표와

구체적인 피드백을 내포하고 기술 개발과 함께 점진적으로 숙달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제한된 일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목표달성을 위해서 그 자체에

몰두해야한다는 점에서 몰입 경험의 기본적인 구조 요건들을 충족한다고

보고하였다.

Jackson과 Marsh(1996)는 몰입상태측정도구(FSS)를 개발하여 운동 몰

입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비록 몰입상태측정도구가 특정한 종목

이나 집단에 대해 일반화가 가능하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지속적

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도구 개발을 통해서

몰입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스포츠 과학에서 시

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손영수, 최만식, 문익수, 2002). 이후 스포

츠 심리학자들은 수영, 칠인 3종 경기, 싸이클, 육상 등 다양한 스포츠 상

황에서의 몰입상태를 연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기개념, 심리

적 기술, 수행 등과 같은 변인과 운동 몰입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진

행함에 따라 스포츠 상황에서 발생하는 몰입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Csikzentihalyi의 몰입 개념을 바탕으로 스포츠 상황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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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몰입 측정도구를 개발함과 동시에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스포츠에 접목

시킴으로써 운동 몰입 연구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1) 스포츠 상황에서의 운동 몰입 연구

Jackson과 Marsh(1996)의 몰입척도개발은 몰입의 연구를 질적 연구에서

양적연구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손영수, 최만식, 문익수(2002)의

KFSS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타당화 연구로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보다

적합한 몰입모델을 만들었다. 또한 권성호(2008)는 운동 몰입개념으로 접근

하여 운동현장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였다.

운동선수들에게 몰입은 선수 자신이 운동수행에 완전하게 집중하여 경기 중

에 임하는 시간이 중지된 것 같이 느껴지고 주변과 혼연일체가 될 때 나타난

다. 이에 따른 운동 몰입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보게 되면 Jackson(1992)의

연구는 그 토대가 되어 운동 몰입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Russell(2001)은 대학 운동선수 42명을 대상으로 몰입을 발생시키는 요인과 방

해하는 요인 및 몰입을 분열시키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운동선수의

운동 몰입 연구가 질적 연구뿐만 아니라 양적 연구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후 운동 몰입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운동 몰입

과 최상수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몰

입 상태에 있다고 해서 최상수행을 하는 것은 아니며 운동 몰입 경험은 최

상수행과 유사하는 않은 점이 있다. 하지만 최상수행을 하는 상황이라면

몰입상태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Csikzentihalyi와 Massimini(1985)의

주장과 유사하게 스포츠 상황에서의 몰입 연구는 최상의 운동 수행동안 선

수들이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또한 연구자들은

몰입상태와 동기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과제목표성향과 높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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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력 수준이 몰입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ackson

& Robert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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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인원(명) 백분율(%)

성별
남 262 61.6

여 163 38.4

학교급
중학교 179 42.1

고등학교 246 57.9

운동종목
폐쇄운동기술 106 24.9

개방운동기술 319 75.1

입상경력

국제대회 입상 11 2.6

전국대회 입상 288 67.8

시도대회 입상 77 18.1

입상경력 없음 49 11.5

전체 425 100

표 4. 연구대상자의 집단별 인원비율                                     (n=425)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운동선수 절실함과 자기조절 및 운동 몰입 간의 구조적 관계

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표집을 위해 집락표본추출법(cluster

sampling)을 실시하여 서울 지역의 체육 중·고등학교 운동선수 433명을 대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중 응답내용이 편중되거나 불성실하여 연구

분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8부를 제외한 425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한 연구 대상자의 집단별 인원비

율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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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도구

조사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할 경우, 선행연구

및 연구자의 주관을 통해 요인이 구분되었다면 탐색적 요인분석은 생략하

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통계 자료를 분석하게 된다(권성호, 2008).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내용타당도가

확보되었으며, 이론적 근거를 가진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고 판단하여 확

인적 요인분석만을 실시하였다.

1) 운동선수 절실함

청소년 운동선수의 절실함을 측정하기 위하여 권성호 등(2015)의 운동선

수 절실함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

는 성공기대, 자기절제, 인내와 극복의 3요인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문항은 6점 Likert(1: 매우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 척도로 이루

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운동선수로서의 절실함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선수 절실함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

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이 .50이상일 때 측

정변수와 요인 간의 관련성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요인부하량 .50을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림 2>에 보

이는 바와 같이 요인부하량이 .50보다 낮은 문항이 존재하지 않아 모든 문

항이 측정변수와 요인 간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

3요인 15문항으로 1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추정방

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χ2가 479.278, 자유도는 87로 영가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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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되었지만(p<.000),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TLI는 .890, CFI는

.909, RMSEA는 .103으로 나타났다. Browne & Cudeck(1993)은 RMSEA

값이 .05이하는 좋은 적합도, .05-.08사이는 괜찮은 적합도, .10이하는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부적절한 적합도라고 하였으며, 홍세희(2000)는 TLI와

CFI는 .9이상이면 적합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5>에 보이는 바와 같이 CFI 값은 적합도 지수를 충족할 만한 수준을

보였지만, TLI 값이 적합도 지수를 충족하지 못하며, RMSEA 값 역시 부

적절한 적합도를 보임에 따라 연구자가 제안한 모형이 구성타당도 검증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으로 수정지수(M.I.: Modification Indices)가 5이상

인 변인들을 묶음으로써 모델을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수정지수가 136.363을 보인 e9와 e10 간의 상관성을 인정하여

<그림 3>과 같이 모형을 수정하였으며, 그 결과 χ2가 317.555, 자유도는 86

으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0),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TLI는

.946, CFI는 .934, RMSEA는 .080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모형의 확인적 요

인분석 결과 TLI, CFI, RMSEA 값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기

에 운동선수 절실함의 최종 문항을 성공기대 5문항, 자기절제 5문항, 인내

와 극복 5문항의 총 3요인 15문항으로 본래의 척도와 같이 구성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표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성공기대

.851, 자기절제 .856, 인내와 극복 .93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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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TLI CFI RMSEA

운동선수 절실함 .946 .934 .080

표 6. 운동선수 절실함 척도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TLI CFI RMSEA

운동선수 절실함 .890 .909 .103

표 5. 운동선수 절실함 척도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성공기대 1, 2, 3, 4, 5 5 .851

자기절제 6, 7, 8, 9, 10 5 .856

인내와 극복 11, 12, 13, 14, 15 5 .932

표 7. 운동선수 절실함 척도 구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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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운동선수 절실함 척도 1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 30 -

그림 3. 운동선수 절실함 척도 2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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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조절

청소년 운동선수의 자기조절을 측정하기 위하여 Toering 등(2011)이 개발

한 연습상황에서의 자기조절 척도(Self-Regulation of Learning Self-Report

Scale: SRL-SRS)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번안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계획, 자기점검, 평가, 반영, 노력, 자기 효능감의 6요인 46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문항은 모두 5점 Likert(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

우 그렇다)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을 잘 하는

선수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부하량

.50을 기준으로 이에 미달하는 문항을 삭제하려 하였으나 <그림 4>에 보

이는 바와 같이 총 6요인 46문항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나 어떤 문항도

삭제되지 않았다.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χ2가 2642.979,

자유도는 974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0),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

석 결과,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TLI는 .888, CFI는 .894, RMSEA는

.064로 나타났다. 즉, RMSEA 값은 괜찮은 적합도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TLI와 CFI의 값은 적합도 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연구자가 제안한 모형이 구성타당도 검증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지수가 5 이상인 문항들 중 각각 한 문항씩 제거하였다.

즉, 수정지수가 각각 74.823, 71.953, 46.196, 40.177을 보인 e1과 e2, e13과

e14, e45와 e46, e38과 e39 간의 상관성을 인정하여 1번, 13번, 46번, 39번

문항을 제거하였다. 따라서 최종 모형은 <그림 5>와 같이 구성하였으며,

그 결과 χ2가 2038.906, 자유도는 804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0),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TLI는 .905, CFI는 .911, RMSEA는 .060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TLI, CFI, RMSEA 값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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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TLI CFI RMSEA

자기조절 .888 .894 .064

표 8. 자기조절 척도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계획 2, 3, 4, 5, 6, 7, 8 7 .914

자기점검 9, 10, 11, 12, 14 5 .871

평가 15, 16, 17, 18, 19, 20, 21, 22 8 .935

반영 23, 24, 25, 26, 27 5 .878

노력 28, 29, 30, 31, 32, 33, 34, 35, 36 9 .923

자기효능감 37, 38, 40, 41, 42, 43, 44, 45 8 .910

표 10. 자기조절 척도 구성내용 

요인 TLI CFI RMSEA

자기조절 .905 .911 .060

표 9. 자기조절 척도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기에 자기조절의 최종 문항을 계획 7문항,

자기점검 5문항, 평가 8문항, 반영 5문항, 노력 9문항, 자기효능감 8문항의

총 6요인 4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표

1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계획 .914, 자기점검 .871, 평가 .935, 반영 .878,

노력 .923, 자기효능감 .91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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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자기조절 척도 1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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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자기조절 척도 2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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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동 몰입

청소년 운동선수의 운동 몰입을 측정하기 위하여 권성호(2008)의 운동

몰입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4

요인 18문항으로, 몰입 발생 이전요인 3문항, 진입요인 4문항, 경험요인 6

문항, 결과요인 5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5점 Likert(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운동 몰입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본래 운동 몰입 척도의 4가지 하위

요인 중, 실제 운동선수의 몰입상태를 뜻하며 행동과 지각의 일치·통제감·

자아의식의 상실·시간의 변형된 느낌과 같은 4가지 요인(권성호, 2008)을

포함하고 있는 운동 몰입 경험 요인을 본 연구의 측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단일 요인으로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운동 몰입 경험요인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부하량 .50

을 기준으로 이에 미달하는 문항을 삭제하려 하였으나 <그림 6>에 보이는

바와 같이 모든 문항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보이는 바와 같이 총 1요인 6

문항 중 어떤 문항도 삭제되지 않았다.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

으며, χ2가 59.466, 자유도는 9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0), <표 1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TLI는 .948, CFI는 .969, RMSEA는 .115로 CFI 값과

TLI 값은 적합도 지수를 충족할 만한 수준을 보였지만, RMSEA 값이 부

적절한 적합도를 보임에 따라 연구자가 제안한 모형이 구성타당도 검증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으로 수정지수가 5이상인 문항들 중 한 문항을 제

거하였다.

즉, 수정지수가 15.427을 보인 e1과 e3 간의 상관성을 인정하여 3번 문항

을 제거하였다. 따라서 최종 모형은 <그림 7>과 같이 구성하였으며, 그 결

과 χ2가 17.842, 자유도는 5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3), <표 1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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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TLI CFI RMSEA

운동 몰입 경험 .948 .969 .115

표 11. 운동 몰입 경험 척도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TLI CFI RMSEA

운동 몰입 경험 .977 .988 .078

표 12. 운동 몰입 경험 척도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몰입 경험 1, 2, 4, 5, 6 5 .878

표 13. 운동 몰입 경험 척도 구성내용 

나타난 바와 같이 TLI는 .977, CFI는 .988, RMSEA는 .078로 나타났다. 2

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TLI, CFI, RMSEA 값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으

로 나타났기에 운동 몰입의 최종문항을 하위요인 운동 몰입 경험을 단일요

인으로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표

1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운동 몰입 경험 .878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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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운동 몰입 경험 1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그림 7. 운동 몰입 경험 2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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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그림 8.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NUIRB)에서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서울 체육 고등학교 청소년 운동선수 10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내용과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한 뒤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여 433명에게 본 조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6월부

터 2015년 8월까지 서울 체육 중·고등학교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방문조사

를 통해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 조사 대상자 및 각 학교의

담당 지도자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

한 동의를 구한 후 조사 일정을 상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방문조사 시

에는 연구자가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중요성을 알

려주며 성실한 답변을 당부하고 설문이 끝난 후 소정의 선물을 나누어 주

었다. 설문지의 조사방법은 설문 내용에 대하여 자신이 설문지를 작성하는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을 사용하여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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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설문지의 응답이 완성된 자료를 회수하여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

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분석 가능한 자료를

코딩 지침에 따라 컴퓨터에 개별 입력시킨 후 전산처리하였다. PASW

Statistics 18.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처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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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사용한 척도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분석을 위해 내적합치도 분석(Cronbach’s α)을 실시하였다.

3) 변인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4) 변인 간 영향관계,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

형분석을 실시하였다.

5) 집단에 따른 연구모형의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다.

6) 본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 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5. 연구의 윤리적 검증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 모집에서부터

연구 진행과정, 연구방법 등에 대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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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로부터 검토 후 승인을 받

았다(IRB No. 1508/008-015). 이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IRB 승인 내용과 연

구 참여자 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SNUIRB에서 제시한

연구윤리 수준 규정에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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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운동선수 

절실함 

(15문항)

성공기대(5) 4.25 1.03 1.00 6.00

자기절제(5) 4.17 .91 1.00 6.00

인내와 극복(5) 4.72 .89 1.00 6.00

자기조절

(42 문항)

계획(7) 3.86 .67 1.00 5.00

자기점검(5) 3.84 .65 1.00 5.00

평가(8) 3.74 .70 1.00 5.00

반영(5) 3.94 .61 1.20 5.00

노력(9) 3.88 .65 1.33 5.00

자기효능감(8) 3.80 .66 1.13 5.00

운동 몰입
(5 문항)

몰입 경험(5) 3.42 .80 1.00 5.00

표 14. 운동선수 절실함, 자기조절, 운동 몰입의 기초 통계량      (n=425)

Ⅳ.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청소년 운동선수의 절실함이 자기조절, 운동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운동선수 절실함과 자기조절 및 운동 몰입 간 구조관계

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각 변인의 기초 통계량

본 연구에서 분석할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운동선수 절실함 3요인, 자기조절 6요인, 운동 몰입

1요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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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절실함, 자기조절, 운동 몰입의 기

술 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운동선수 절실함은 3

개의 하위 요인 중 인내와 극복(M=4.72, SD=.8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성공기대(M=4.25, SD=1.03), 자기절제(M=4.17, SD=.91) 순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둘째, 자기조절은 6개의 하위요인 중 반영(M=3.94, SD=.61)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력(M=3.88, SD=.65), 계획(M=3.86,

SD=.67), 자기점검(M=3.84, SD=.65), 자기효능감(M=3.80, SD=.66), 평가

(M=3.74, SD=.70) 순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운동 몰입 경험

은 (M=3.42, SD=.80)으로 나타났다.



- 43 -

학교급

t p
중학교(n=179) 고등학교(n=246)

운동선수

절실함

성공기대 4.19 4.30 -1.088 .277

자기절제 4.11 4.21 -1.062 .289

인내와 극복 4.70 4.74 -.452 .652

자기조절

계획 3.78 3.92 -2.146* .032

자기 점검 3.75 3.90 -2.271* .024

평가 3.66 3.79 -1.911 .057

반영 3.89 3.97 -1.271 .205

노력 3.83 3.92 -1.348 .178

자기 효능감 3.73 3.85 -1.708 .089

운동 몰입 몰입 경험 3.36 3.47 -1.518 .130

표 15. 학교급에 따른 운동선수 절실함과 자기조절, 운동 몰입의 t 검증 결과 (n=425)

2. 배경변인에 따른 운동선수 절실함과 자기조

절 및 운동 몰입

1) 학교급에 따른 운동선수 절실함과 자기조절, 운동 몰입

학교급에 따라 운동선수 절실함과 자기조절 및 운동 몰입에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15>를 살펴보면,

자기조절의 하위요인 중 계획과 자기점검 요인에서 학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계

획과 자기점검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05*



- 44 -

입상여부

t p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입상

(n=299)

시도대회 입상 및

입상경력 없음

(n=126)

운동선수

절실함

성공기대 4.31 4.11 1.803 .072

자기절제 4.23 3.93 3.507** .001

인내와 극복 4.78 4.58 2.072* .039

자기조절

계획 3.93 3.68 3.682*** .000

자기 점검 3.92 3.63 4.340*** .000

평가 3.82 3.53 3.918*** .000

반영 4.01 3.76 3.886*** .000

노력 3.92 3.78 2.038* .042

자기 효능감 3.87 3.61 3.744*** .000

운동몰입 몰입 경험 3.54 3.15 4.671*** .000

표 16. 입상경력에 따른 운동선수 절실함과 자기조절, 운동 몰입의 t 검증 결과 (n=425)

2) 입상경력에 따른 운동선수 절실함과 자기조절, 운동 몰입

입상경력에 따라 운동선수 절실함과 자기조절 및 운동 몰입에 차이가 있

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경험이 있는 운동선수들과 전

국대회에서 입상한 경험이 있는 운동선수들을 한 집단으로, 시도대회에서

입상한 운동선수들과 입상경력이 없는 운동선수들을 한 집단으로 지정한

후,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16>을 살펴보면, 운동선수 절실함의

하위요인 중 성공기대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입상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에서 입상

경력이 있는 운동선수들이 시도대회 입상경력이 있거나 입상경력이 없는

운동선수들에 비해 운동선수 절실함과 자기조절, 그리고 운동 몰입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p<.01**,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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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동선수 절실함, 자기조절, 운동 몰입 간의 영향관계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운동선수 절실함, 자기조절, 운동 몰입 간의 영향관

계를 살펴보기 위해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

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방식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구조방정

식 모형에서는 관찰변수의 상관계수가 원자료(raw data)이므로 운동선수

절실함 3요인, 자기조절 6요인, 운동 몰입 1요인으로 구성된 관찰변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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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운동선수 절실함과

운동 몰입, 운동선수 절실함과 자기조절, 그리고 자기조절과 운동 몰입이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운동선수 절실함과 자

기조절의 일부 하위요인의 상관계수가 0.7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상관관계

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

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 VIF 값이 모두

10 이하의 값을 나타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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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운동선수 절실함과 운동 몰입의 관계

1) 운동선수 절실함이 운동 몰입에 미치는 영향

운동선수 절실함이 운동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

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운동선수 절실함과 운동 몰입의 관계를 보면 표준화된 회귀계수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Estimate)는 .58(p<.000)로 나타나 운동

선수 절실함이 운동 몰입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중

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는 .335로 나타나 운동선수 절실함은

운동 몰입을 33.5%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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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운동선수 절실함과 자기조절의 관계

2) 운동선수 절실함이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

운동선수 절실함이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

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10>과 같다.

운동선수 절실함과 자기조절의 관계를 보면 표준화된 회귀계수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Estimate)는 .90(p<.000)으로 나타나 운

동선수 절실함이 운동 몰입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

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는 .807로 나타나 운동선수 절실함

은 자기조절을 80.7%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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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자기조절과 운동 몰입의 관계

3) 자기조절이 운동 몰입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이 운동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

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11>과 같다.

자기조절과 운동 몰입의 관계를 보면 표준화된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Estimate)는 .62(p<.000)로 나타나 자기조절이 운동 몰

입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는 .390으로 나타나 자기조절은 운동 몰입을 39.0%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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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모형 검증

1) 연구모형 검증

선행연구를 통하여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나, 운동선수의 절실함과

관련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었으므로 운동선수들의 인터뷰 및 기사 등의

사전조사를 통해 변인 간 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었다. 우선, 운동선수들이

절실할수록 몰입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인터뷰를 토대로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운동선수 절실함이 높을수록 운동 몰입도가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운동선수 인터뷰 및 기사를 통해 운동선수들이 절실

할수록 자기조절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 빈도가 잦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

으며, 이에 따라 운동선수 절실함과 자기조절 간의 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운동선수 절실함이 높을수

록 자기조절을 더 잘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조절과

운동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학습 분야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을수록 학습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가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자기조절을 잘 하는 운동선수일수록 운동

몰입을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전조사와 선행연구 및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425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림 12>는 연구모형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최대우

도법을 사용하여 요인부하량을 추정한 결과, <표 17>에서 나타났듯이 χ2가

250.588, 자유도는 74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0), TLI는 .955, CFI는

.963, RMSEA는 .075로 모형의 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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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χ2 자유도 p TLI CFI RMSEA

수치 250.588 74 .000 .955 .963 .075

표 17. 연구모형의 적합지수 결과

그림 12. 연구모형의 요인관계 구조



- 51 -

모형 χ2 df ⊿χ2 p TLI CFI RMSEA

연구모형 250.588 74 .955 .963 .075

매개모형 250.656 75 .068 .794 .956 .963 .074

표 18. 연구모형과 매개모형 적합도

경로 직접효과(β) 간접효과(β) 총효과

운동선수 절실함 → 운동 몰입 .036 .534** .570*

운동선수 절실함 → 자기조절 .899** .000 .899**

자기조절 → 운동 몰입 .594** .000 .594**

표 19. 연구모형의 직접, 간접, 총효과

2) 매개모형 검증

운동선수 절실함과 운동 몰입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위하여 연구모형과 매개모형의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각 경로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운동선수 절실함이 운동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를 ‘0’으로 제약한 매개모형의 적합도는

<표 18>과 같다.

연구모형과 매개모형의 χ2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구모형과 매개모

형 간 χ2값의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χ2=.068, ⊿df=1), 유의확

률 또한 p=.794 (p<.05)로 유의하지 않아, 자기조절이 운동선수 절실함과

운동 몰입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부트

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한 간접효과 분석을 95% 신뢰구간에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표 19>와 같이 운동선수 절실함이 운동 몰입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β=.534, p=.005로 유의수준(α=.01)에서 자기조절의 매개

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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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단에 따른 연구모형의 차이 분석

연구모형에 대해 통계적 검증을 한 결과 운동선수로서의 절실함이 높

을수록 자기조절을 잘하며 이것이 운동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성별(남성, 여성), 학교급(중학교, 고등학교),

운동종목(폐쇄운동기술, 개방운동기술) 등의 집단에 따른 구성요인 간 평

균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단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에서 Simpson의 역설을 비롯한 상관에서 나타나는 집합의 오류 또한 발

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김청택, 이소영, 2001). Simpson의 역설이란, A

와 B집단에서 각각 a라는 관련성이 있다고 나타났지만, 실제로 A와 B집

단을 합쳐서 분석하였을 때에는 a라는 관련성이 나오지 않고 b라는 새로

운 관련성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Simpson, 1951). 상관에서 나타나는

집합의 오류는 집단들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을

구분하지 않은 채 분석을 하였을 경우 각 집단이 본래 가지고 있던 변수

들의 상관관계가 사라지거나 또는 반대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기도 하는

현상을 말한다(Nunnally & Bernstein,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

(남성, 여성), 학교급(중학교, 고등학교), 운동종목(폐쇄운동기술, 개방운동

기술) 등의 집단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연구모형의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검증을 실시한 이후, 절편동일성(Scalar Invariance) 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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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모형 χ2 df ⊿χ2 p TLI CFI RMSEA

성별

형태동일성 모형 345.203 148 .950 .959 .056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359.610 158 14.407 .155 .952 .958 .055

표 20. 성별에 따른 형태동일성 모형과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1) 측정동일성 검증

(1) 성별에 따른 측정동일성 검증

성별에 따른 측정동일성 검증에 앞서 관찰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피

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부록 2>와 <부록 3>에 제

시되어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연구모형이 성별에 따른 집단에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

아보기 위해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아무런 제약을 가하

지 않은 형태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는 χ2=345.203, 자유도=148, p<.000로 영

가설은 기각되었지만, TLI=.950, CFI=.959, RMSEA=.056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요인들의 잠재변수로부터 받는 영향을 동일

한 것으로 제약한 측정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는 χ2=359.610, 자유도=158,

p<.000, TLI=.952, CFI=.958, RMSEA=.055로 나타났으며, 형태동일성 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표 20>과 같이 ⊿χ2=14.407,

⊿df=10, p=.155로 형태동일성 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운동선수 절실함, 자기조절, 운

동 몰입 간 구조관계의 측정동일성이 검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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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모형 χ2 df ⊿χ2 p TLI CFI RMSEA

학교급

형태동일성 

모형
329.061 148 .954 .963 .054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337.798 158 8.737 .557 .957 .963 .052

표 21. 학교급에 따른 형태동일성 모형과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2) 학교급에 따른 측정동일성 검증

학교급에 따른 측정동일성 검증에 앞서 관찰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

피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부록 4>와 <부록 5>에

제시되어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연구모형이 학교급에 따른 집단에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아무런 제약을 가

하지 않은 형태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는 χ2=329.061, 자유도=148, p<.000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 TLI=.954, CFI=.963, RMSEA=.054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요인들의 잠재변수로부터 받는 영향을 동일

한 것으로 제약한 측정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는 χ2=337.798, 자유도=158,

p<.000, TLI=.957, CFI=.963, RMSEA=.052로 나타났으며, 형태동일성 모형

과 측정동일성 모형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표 21>과 같이 ⊿χ2=8.737,

⊿df=10, p=.557로 형태동일성 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교급에 따른 운동선수 절실함, 자기조절,

운동 몰입 간 구조관계의 측정동일성이 검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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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모형 χ2 df ⊿χ2 p TLI CFI RMSEA

운동

종목

형태동일성 

모형
372.367 148 .943 .954 .060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379.805 159 7.438 .763 .948 .954 .057

표 22. 운동 종목에 따른 형태동일성 모형과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3) 운동종목에 따른 측정동일성 검증

Gentile(1972)은 운동기술을 수행하는 동안 환경의 변화를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가 하는 정도에 따라서 폐쇄운동기술과 개방운동기술로 구분하였으

며,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운동종목을 분류하였다. 운동종목에 따른 측

정동일성 검증에 앞서 관찰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피기 위해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부록 6>, <부록 7>에 제시되어 있고, 통계적

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연구모형이 운동종목에 따른 집단에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아무런 제약을 가

하지 않은 형태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는 χ2=372.367, 자유도=148, p<.000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 TLI=.943, CFI=.954, RMSEA=.060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요인들의 잠재변수로부터 받는 영향을 동일

한 것으로 제약한 측정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는 χ2=379.805, 자유도=159,

p<.000, TLI=.948, CFI=.954, RMSEA=.057로 나타났으며, 형태동일성 모형

과 측정동일성 모형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표 22>와 같이 ⊿χ2=7.438,

⊿df=11, p=.763으로 형태동일성 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의 차이가 유의하

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운동종목에 따른 운동선수 절실함, 자기조

절, 운동 몰입 간 구조관계의 측정동일성이 검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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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모형 χ2 df ⊿χ2 p TLI CFI RMSEA

성별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359.610 158 .952 .958 .055

측정 및 절편동일성 

제약모형
360.353 161 .743 .863 .953 .959 .054

표 23. 성별에 따른 절편동일성 검증

2) 절편동일성 검증

연구 모형의 구조적 관계에서 성별, 학교급, 운동종목에 따른 차이가 있

는지 검증하기 위해 절편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1) 성별에 따른 절편동일성 검증

연구 모형의 구조적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측정동일성이 검증되어 측정

동일성 제약모형과 측정 및 절편동일성 모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표

23>에 보이는 바와 같이, ⊿χ2=.743, ⊿df=3, p=.863으로 나타나 남녀 두 집

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남녀 두 집단 모

두 운동선수 절실함이 자기조절에 영향을 주어서 자기조절이 운동 몰입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준다고 간주 할 수 있다.

(2) 학교급에 따른 절편동일성 검증

연구 모형의 구조적 관계에서 학교급에 따른 측정동일성이 검증되어

측정동일성 제약모형과 측정 및 절편동일성 모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표 24>에 보이는 바와 같이, ⊿χ2=4.823, ⊿df=3, p=.185로 나타나 중·

고등학교 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두 집단 모두 운동선수 절실함이 자기조절에 영향을 주어서

자기조절이 운동 몰입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준다고 간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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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모형 χ2 df ⊿χ2 p TLI CFI RMSEA

학교급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337.798 158 .957 .963 .052

측정 및 절편동일성 

제약모형
342.621 161 4.823 .185 .957 .962 .052

표 24. 학교급에 따른 절편동일성 검증

집단 모형 χ2 df ⊿χ2 p TLI CFI RMSEA

운동

종목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379.666 158 .947 .954 .058

측정 및 절편동일성 

제약모형
380.295 161 .629 .890 .949 .955 .057

표 25. 운동 종목에 따른 절편동일성 검증

(3) 운동 종목에 따른 절편동일성 검증

연구 모형의 구조적 관계에서 운동 종목에 따른 측정동일성이 검증되

어 측정동일성 제약모형과 측정 및 절편동일성 모형을 비교 분석한 결

과, <표 25>에 보이는 바와 같이, ⊿χ2=.629, ⊿df=3, p=.890으로 나타나

폐쇄·개방 운동 기술 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폐쇄·개방 운동 기술 두 집단 모두 운동선수 절실함이 자기

조절에 영향을 주어서 자기조절이 운동 몰입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준다고

간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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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운동선수의 절실함이 자기조절, 운동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운동선수 절실함과 자기조절 및 운동 몰입 간의

구조관계를 검증하여 최상수행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논의에서는 이에 따른 연구 결과가 지니는 의미를 고찰해보고

그 의의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1. 각 변인의 기초통계량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운동선수 절실함과 자기조절 및 운동 몰입의 경향

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의 기초통계량을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운동선수 절실함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분석한 결과, 6

점 척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내와 극복(M=4.7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인내와 극복은 운동선수들이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악

조건이나 고생 따위를 이겨 내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 운동선수

들의 경우 국제대회와 대학 진학 및 실업팀에 들어가기 위해 몹시 고된 훈

련을 견디고 있다는 보고(한태룡, 2009)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운동선수로서 자신의

역할과 목표를 위해 노력할 각오가 되어있음은 물론 현재 국가대표가 되기

위한 길이 매우 좁은 실정(유병수, 2009)이기 때문에 고된 훈련뿐만 아니라

힘든 경기상황에서도 참고 이겨내는 태도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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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료된다.

자기조절에서는 반영(M=3.94)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영은 계

획·자기점검·평가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을 발전

시키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청소년 운동선수들

이 규칙적인 훈련 상황 속에서 훈련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반

복적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지각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운동 몰입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M=3.36).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실제 경기 상황을 반복적

으로 접하면서 통제감·자아의식의 상실·시간의 변형된 느낌·행동과 지각의

일치 등과 같은 운동 몰입을 경험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배경변인(학교급, 입상경력)에 따른 운동선수

절실함과 자기조절, 운동 몰입

학교급과 입상경력에 따라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운동선수 절실함과 자기

조절, 운동 몰입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학교급(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른 운동선수 절실함,

자기조절, 운동 몰입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기조절의 계획과 자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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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외의 하위요인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운동선수 절실함, 자기조절, 운동 몰입의 모든

하위요인들에서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이 중학교 운동선수들에 비해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은 중학교 운동선수들에 비해 입시, 시합 등과 관련

하여 실질적으로 더 가깝고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기

에 앞서 어떻게 과제에 도달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계획 요인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점검 요인이 더 높은 것은 고등

학교 운동선수들이 중학교 운동선수들에 비해 더 많은 선수 경험을 토대로

과거의 자신을 반성하며 자신의 의도와 목표 등이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실

행에 옮기고,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

가 도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2) 입상경력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입상경력(국제대회 입상 및 전국대회 입상, 시도대

회 입상 및 입상경력 없음)에 따른 운동선수 절실함, 자기조절, 운동 몰입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운동선수 절실함의 하위요인 중 성공기대를 제

외한 모든 영역에서 입상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특히,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에서 입상 경력이 있는 운동선수들이 시

도대회 입상경력이 있거나 입상경력이 없는 운동선수들에 비해 운동선수

절실함, 자기조절, 그리고 운동 몰입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운동선수 절실함에서는 생활습관이 최상수행을 위해 얼마나 맞춰져 있으

며 철저히 준비했는가를 나타내는 자기절제에서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에서

입상 경력이 있는 선수들이 시도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입상경력이 없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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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에 비해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입상경

력이 더 좋은 선수들은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많은 기대 속에서

스스로를 넘어서기 위해 많은 압박을 견뎌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선수들에 비해 절실함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자기조절에서는 모든 요인에서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

이 시도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입상 경력이 없는 선수들에 비해 높은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입상경력이 더 좋은 선수들은 연습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되돌아보며 어떤 부분을 개선시켜야 하

고 계획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인지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므로 그

렇지 않은 선수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수행력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

다.

운동 몰입 역시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이 시도대회에

서 입상하거나 입상경력이 없는 선수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즉, 상

대적으로 입상경력이 더 좋은 선수들이 실제 경기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동

작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경기를 이끌어 갈 수 있으며 결국, 운동 몰

입을 더 많이 경험함에 따라 국제대회 입상, 전국대회 입상과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3. 운동선수 절실함, 자기조절, 운동 몰입 간의 영향관계

1) 운동선수 절실함과 자기조절 및 운동 몰입의 관계

청소년 운동선수의 절실함과 자기조절 및 운동 몰입 간의 연구모형을 검

증하기에 앞서 각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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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동선수 절실함, 자기조절, 운동 몰입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운

동선수 절실함은 성공기대, 자기절제, 인내와 극복의 3개요인, 자기조절은

계획, 자기점검, 평가, 반영, 노력, 자기효능감의 6개요인, 운동 몰입은 단일

요인으로 구분하여 운동선수 절실함이 자기조절 및 운동 몰입에 미치는 영

향, 자기조절이 운동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청소년 운동선수의 운동선수 절실함이 운동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운동선수 절실함은 운동 몰입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는 본 연구에 앞선 사전조사에서 운동선수 절실함이 운동 몰

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운동선수 절실함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무엇보다 운동선

수의 최종목표라 할 수 있는 최상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동 몰입 경

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낸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최상수행을 위해 청소년 운동선수들에게는 운동선수 절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제시 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 운동선수

들에게 중요시될 수 있는 심리적 변인을 밝혀낸 것에 의미가 있다.

유명 선수들은 목표 설정에 따른 최고의 심리요인으로 절실함에 대해 언

급하고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운동선수 절실함이 청소년 선수시절부터

그들을 지금의 위치에 있게 한 원동력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상수행을 위해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가져야

하는 심리 상태 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방법을 강구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운동선수 절실함과 관련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운동 몰입

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낸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 63 -

청소년 운동선수의 운동선수 절실함이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운동선수 절실함은 자기조절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이 역시 사전조사를 통한 인터뷰에서 운동선수 절실함이 자기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절실

한 운동선수들은 자기조절의 하위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나타났으

며, 이를 본 연구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무엇보다도 자기조절과 관련된 심리적 구조는 아직 불분명한 실정(원현

준, 유진, 2012)이므로 이에 대해 밝힌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절실한 운동선수들은 의지에서만 그치지 않으며, 운동선수 절

실함이 훈련 및 연습상황에서 자신의 정서, 감정,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조절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

직 초기 단계에 있는 운동선수 절실함과 국내 스포츠 학계에서는 크게 다

뤄지지 않고 있는 자기조절이라는 변인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소년 운동선수의 자기조절이 운동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기조절은 운동 몰입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포츠분

야에서는 자기조절이 운동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이는 자기조절 학습을 잘 하는 학생들이 학습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학습 분야의 선행연구(Pintrich & Groot, 1990, Schunk &

Zimmerman, 1994, 조범현, 도경수 2013)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더불어서 국외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스포츠에서 자기조절이 수행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Toering, Elferink-Gemser, Jordet, Pepping, &

Visscher, 2012)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기조절과 관

련된 연구는 주로 서양에서 많이 이루어졌기에 아시아에서도 역시 자기조

절의 개념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어(Zimmerman & Schunk, 2011),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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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결과는 의미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스포츠 상황에서는 자기조

절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본 연구를 통해 스포츠 상황에서 역

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연습 및 훈련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자기조절이 실

제 시합 상황에서 최상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본이자 필수 요소가 되

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자기조절을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최상수행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자기조절과 운동 몰입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청소년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자기조절이 운동 몰

입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4.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매개모형으로써. 이와 같은 모형에는

주모형과 동일한 설명량을 지닌 대안모형(MacCallum, Wegener, Uchino

& Fabrigar, 1993)인 등가모형(Equivalent Model)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

어 주의가 요구된다. 주모형과 관련된 모든 등가모델을 찾는 것은 불가

능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등가모형 존재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체모형이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MacCallum 등(1993)은 주모형이 등가모형에 비해 이론적 근거에 의해

제작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신명진, 권성호(2014)는

스포츠 심리학에서 이루어지는 3가지의 매개모형 선정방법에 대해 정리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첫 번째인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되는 현상

을 통해서 검증하는 경우를 바탕으로 매개모형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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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역시 등가모형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모

형에 비해 왜곡된 현상을 나타내며, 이론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결과 해

석에 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운동선수 절실함

과 자기조절 및 운동 몰입의 인과관계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 주모형이

등가모형에 비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등가모형의 경우 이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모

형은 등가모형과 비교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연구모형을 검증하였

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모형 검증

운동선수 절실함이 운동 몰입에 바로 영향을 주기에 앞서, 운동선수 절

실함이 자기조절을 통하여 운동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였으며, 자기조절이

운동선수 절실함과 운동 몰입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절실함이 운동 몰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조절을 거쳐 운동 몰입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운동 경기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운동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운동선수 절실함을 제시하였다. <연

구문제 1>에서 운동선수 절실함이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운동 몰입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실제 운동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절실함이라는 심리적 변인만으로는 운동 몰입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동선수 절실함과 운동 몰입

의 중간 경로에 작용하는 또 다른 변인이 존재할 것이라 예측하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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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에서 밝힌 것처럼 운동선수 절실함에 의해 영향을 받고 운동 몰입

을 경험할 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된 자기조절을 중간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운동선수 절실함과 운동

몰입 두 변인만을 대상으로 직접효과를 분석했을 때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다르게 매개모형의 결과에서 경로계수가 유의한 영

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기조절이 운동선수 절실함과 운동 몰입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운동선

수 절실함이 운동 몰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자기조절을 통

해서 운동 몰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즉, 운동선수들이

절실함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운동 몰입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

및 연습을 하는 도중에 선수 스스로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돌아보고 점검하

는 자기조절에 힘쓰고 노력함으로써 운동 몰입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지금까지는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자기조절과 운동 몰입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연구가 부족하였으나 본 연구를 통해 스포츠 상황에

서 이를 적용시켜 그 관계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이와 더불어서,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운동선수 절실함과 자기조절에

관련된 심리적 구조를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절실한 운동선수들은 연습 및 훈련 상황에

서 자기조절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이에 따라 스포츠 상황에 완전하게

몰두할 때 갖게 되는 심신일체의 느낌이자, 최상수행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운동 몰입에 도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운동선수들은 최상수행

을 위해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확고히 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이를 행동

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서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 운동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코치들 역시 외적 환경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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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운동선수 절실함을 높여주기 위한 상황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선수들이 실제 연습과 훈련 상황에서 자기조절을 습관화하

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즉, 선수 본인의 노력과 코치의

도움이 더해져 최상수행을 위한 밑거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집단에 따른 연구모형의 차이 검증

1) 측정동일성 및 절편동일성 검증

본 연구모형은 성별, 학교급, 운동종목 등 집단에 따른 구성요인의 평

균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단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모형으로,

Simpson의 역설(Simpson, 1951)과 상관에서 나타나는 집합의 오류

(Nunnally & Bernstein, 1991)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집단

에 따라 청소년 운동선수의 운동선수 절실함, 자기조절 및 운동 몰입 간

의 구조관계가 동일한지 모형의 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집단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연구모형의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형태

동일성 모형과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나 본 연구모형이 다양한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서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에서 집단에 따른 측정동일성이 검증

되어 집단(성별, 학교급, 운동종목) 내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측정동일성 제약모형과 측정 및 절편

동일성 모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중학교 집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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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집단·폐쇄 운동기술 집단과 개방 운동기술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즉,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경우 성별,

학교급, 운동 종목에 관계없이 운동선수 절실함과 운동 몰입 간의 관계

를 자기조절이 매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 운동선수 절실함과 자기조절 및 운동 몰입 간

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더불어서 청소년 운동선수의 집단에 따른

차이검증을 실시함에 따라 본 연구모형이 여러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여 모형의 안정성까지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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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 운동선수의 절실함과 자기조절 및 운동 몰입 간의 구

조관계를 검증하고 집단의 차이를 고려한 연구모형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 체육 중, 고등학교 청소년 운동선수 425명을 대상으로 운동선

수 절실함, 자기조절, 운동 몰입을 측정하였다. 운동선수 절실함, 자기조절,

운동 몰입 측정도구의 질문 내용과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해 확인

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용된 측정도구는

운동선수 절실함 총 3요인 15문항, 자기조절 총 6요인 42문항, 운동 몰입

총 1요인 5문항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조사에서 얻은 425명의 자료를

PASW Statistics 18.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 목적

에 따라 빈도분석,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과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운동선수 절실함, 자기조절, 운동 몰입의 경

향성을 살펴본 결과, 운동선수 절실함에서 인내와 극복, 자기조절에서 반영

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고 운동 몰입 경험은 보통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

다.

둘째,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배경변인(학교급, 입상경력)에 따른 운동선수

절실함과 자기조절, 운동 몰입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 선수들이

중학교 선수들에 비해 자기조절의 하위요인 중 계획, 자기점검이 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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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대회에서 입상하였거나 전국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있는 선수들이 시도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입상경력이 없는 선수들에 비해

운동선수 절실함의 하위요인 중 성공기대를 제외한 모든 요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운동선수 절실함과 자기조절, 운동 몰입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운동선수 절실함은 자기조절과 운동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조절 역시 운동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넷째, 운동선수 절실함과 자기조절, 운동 몰입 간의 구조관계를 검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여 운동선수 절실함이 운동

몰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조절을 통해 운동 몰

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운동선수 절실함과 자기조절, 운동 몰입의 구조관계가 성별, 학

교급, 운동 종목에 따른 집단에 대하여 측정동일성이 검증되었고, 각 집단

내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어 본 연구모형이 다양한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2. 제언

본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

고 후속 연구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문제에 대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425명으로 서울 체육 중, 고등학교 운동선

수들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즉, 본 연구 결과를 모든

청소년 운동선수들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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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후 연구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프로 운동선수 등으로 표집단위를

확장하고, 단체 종목과 같이 다양한 스포츠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대상자의 배경변인이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자기조절 질문지의 경우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서구 스

포츠 상황에 초점을 두고 개발된 질문지로써 언어나 표현이 중복되는 등

국내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Pitkethly

와 Lau(2015)의 연구에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자기조절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문화적 차이에 의해 자기조절의 하위요인 중 노력, 자기효능

감 요인과 계획 요인에 높은 상관성이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본 연구

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동양과 서양

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국내 혹은 동양 스포츠 상황에 적합한 운동선

수 대상 자기조절 척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스포츠

상황에서 자기조절과 관련된 연구를 보다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운동선수 절실함, 자기조절, 운동 몰입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적인 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운동선수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며 쉬는 시간, 종례 시간 중에 질

문지 작성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중요한 시합 직전 혹은 직후, 실제 연습시

간, 중요한 시합이 끝나고 휴식시간에 질문지를 작성하게 될 경우 그 결과

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는 즉, 상황의 변화에 따

라 각 변인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변인들이 발생하는 상황 혹은 조건 등에 따른 차이에 관한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살펴보면, 절실한 청소년 운동선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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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절에 힘쓰며 그에 따라 운동 몰입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선수들이 성인기에 접어든 이후

운동선수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와 같은 종단연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 운동선수들에게 절실함과 훈련 상황에서 자기조절의 역

할을 설명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는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될 것으로 사료된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선행연구 고찰에 있어 아쉬운 점이 있

었다. 본 연구는 운동선수 절실함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선행연구와 연구결과를 비교하거나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실제 스포츠 상황 혹은 사전 조사를 통한 인터뷰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더불어서 운동선수 절실함

과 자기조절, 운동선수 절실함과 운동 몰입의 관계에 대해 확실하게 정의

내리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

해 위와 같은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운동선수 절실함, 자기조절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의 효과 검증을 통해 새로운 심리적 구조를 밝히고, 선수들의 운동

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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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기대 자기절제
인내와 

극복
계획 자기점검 평가 반영 노력

자기

효능감
몰입경험

성공기대 1

자기절제 .609** 1

인내와 

극복
.652** .666** 1

계획 .560** .608** .716** 1

자기점검 .472** .622** .674** .787** 1

평가 .575** .642** .691** .783** .807** 1

반영 .510** .566** .682** .788** .783** .765** 1

노력 .537** .604** .731** .740** .734** .727** .754** 1

자기

효능감
.570** .623** .759** .756** .720** .745** .740** .820** 1

몰입경험 .375** .490** .453** .472** .527** .546** .450** .497** .567** 1

부록 1. 운동선수 절실함, 자기조절, 운동 몰입 상관계수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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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기대 자기절제
인내와 

극복
계획 자기점검 평가 반영 노력

자기

효능감
몰입경험

성공기대 1 　 　 　 　 　 　 　 　 　
자기절제 .617** 1 　 　 　 　 　 　 　 　
인내와 

극복
.647** .670** 1 　 　 　 　 　 　 　

계획 .568** .618** .733** 1 　 　 　 　 　 　
자기점검 .453** .644** .682** .805** 1 　 　 　 　 　

평가 .596** .674** .713** .796** .841** 1 　 　 　 　
반영 .488** .588** .690** .812** .802** .792** 1 　 　 　
노력 .537** .591** .717** .767** .753** .745** .790** 1 　 　
자기

효능감
.571** .627** .747** .774** .754** .753** .784** .841** 1 　

몰입경험 .403** .519** .465** .516** .576** .580** .507** .513** .617** 1

부록 2. 남자 집단의 운동선수 절실함, 자기조절, 운동 몰입 상관계수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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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기대 자기절제
인내와 

극복
계획 자기점검 평가 반영 노력

자기

효능감
몰입경험

성공기대 1

자기절제 .598** 1

인내와 

극복
.662** .672** 1

계획 .545** .596** .686** 1

자기점검 .505** .583** .659** .758** 1

평가 .536** .572** .656** .762** .744** 1

반영 .553** .532** .684** .756** .761** .719** 1

노력 .540** .643** .752** .696** .703** .701** .707** 1

자기

효능감
.574** .640** .775** .732** .670** .745** .697** .790** 1

몰입경험 .340** .462** .420** .410** .449** .512** .409** .473** .478** 1

부록 3. 여자 집단의 운동선수 절실함, 자기조절, 운동 몰입 상관계수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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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기대 자기절제
인내와 

극복
계획 자기점검 평가 반영 노력

자기

효능감
몰입경험

성공기대 1

자기절제 .601** 1

인내와 

극복
.672** .661** 1

계획 .573** .623** .703** 1

자기점검 .490** .645** .632** .790** 1

평가 .563** .631** .673** .789** .802** 1

반영 .535** .603** .662** .788** .785** .793** 1

노력 .603** .666** .769** .755** .714** .720** .761** 1

자기

효능감
.607** .634** .787** .737** .674** .731** .707** .818** 1

몰입경험 .419** .529** .516** .460** .542** .540** .481** .519** .599** 1

부록 4. 중학교 집단의 운동선수 절실함, 자기조절, 운동 몰입 상관계수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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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기대 자기절제
인내와 

극복
계획 자기점검 평가 반영 노력

자기

효능감
몰입경험

성공기대 1

자기절제 .614** 1

인내와 

극복
.637** .679** 1

계획 .548** .602** .732** 1

자기점검 .454** .608** .718** .781** 1

평가 .583** .653** .711** .774** .808** 1

반영 .487** .543** .702** .787** .782** .736** 1

노력 .483** .560** .698** .724** .750** .730** .746** 1

자기

효능감
.538** .623** .732** .771** .762** .757** .772** .823** 1

몰입경험 .343** .463** .409** .481** .513** .550** .428** .480** .546** 1

부록 5. 고등학교 집단의 운동선수 절실함, 자기조절, 운동 몰입 상관계수

p<.01**



- 86 -

성공기대 자기절제
인내와 

극복
계획 자기점검 평가 반영 노력

자기

효능감
몰입경험

성공기대 1

자기절제 .693** 1

인내와 

극복
.752** .710** 1

계획 .714** .704** .752** 1

자기점검 .615** .675** .741** .805** 1

평가 .722** .753** .760** .824** .832** 1

반영 .697** .649** .762** .845** .783** .815** 1

노력 .697** .712** .765** .809** .777** .786** .852** 1

자기

효능감
.658** .704** .772** .777** .733** .799** .837** .882** 1

몰입경험 .486** .538** .519** .482** .567** .655** .592** .559** .656** 1

부록 6. 폐쇄운동기술 집단의 운동선수 절실함, 자기조절, 운동 몰입 상관계수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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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기대 자기절제
인내와 

극복
계획 자기점검 평가 반영 노력

자기

효능감
몰입경험

성공기대 1

자기절제 .577** 1

인내와 

극복
.607** .649** 1

계획 .490** .566** .696** 1

자기점검 .410** .603** .641** .778** 1

평가 .508** .588** .655** .761** .796** 1

반영 .433** .533** .646** .763** .784** .743** 1

노력 .471** .560** .715** .707** .714** .700** .712** 1

자기

효능감
.533** .590** .754** .747** .714** .721** .699** .793** 1

몰입경험 .331** .494** .434** .477** .511** .512** .398** .473** .539** 1

부록 7. 개방운동기술 집단의 운동선수 절실함, 자기조절, 운동 몰입 상관계수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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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청소년 운동선수 절실함과 자기조절 및 운동 몰입의 관계에 관해 연구

하는 과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응답자 여러분의 답변은 통합된 결과만이 분석에 사용되므로 개별적으로 분석되거

나 유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무기명으로 분석에 사용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설문조사의 각 문항에 대한 응답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며, 응답자 여러분이 느

끼는 생각을 정확하게 표시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질문내용을 

잘 읽으신 후 한 문항도 빠짐없이 느끼신 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대학원 스포츠심리학전공 김현정

( 010-3712-6426 / ddrhj9193@snu.ac.kr )

청소년�운동선수의�절실함과

자기조절�및�운동�몰입의�관계에�관한�설문

♠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연관 지어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를 해주시거나 내용을 기입해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소속은?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학년

3. 귀하의 운동 종목은? ① 육상 ② 체조 ③ 수영 ④ 태권도 ⑤ 유도 ⑥ 복싱

⑦ 레슬링 ⑧ 사격 ⑨ 양궁 ⑩ 배드민턴 ⑪ 역도 ⑫ 사이클 ⑬ 근대5종 ⑭

조정 ⑮ 펜싱 ⑯ 리듬체조 ⑰ 다이빙 ⑱ 핀수영 ⑲ 기타( )

4. 귀하의 운동경력은?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3년 미만

③ 3년 이상 - 5년 미만 ④ 5년 이상 –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5. 입상경력: ① 국제대회 입상 ② 전국대회 ③ 시도대회 ④ 입상경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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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선수의 절실함 질문지입니다. 본인이 가장 절실했었던 때를 떠올리며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매우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조금
그렇
지 

않다

조금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운동선수로 꼭 성공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내 인생에서 운동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선수로서 반드시 성공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선수생활의 성공을 위해 내 삶의 다른 것들은 모두 희생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나는 다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운동해야만 하는 이

유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시합과 훈련을 위해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최상수행을 위해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절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내 모든 생활습관은 오직 경기력을 위해 맞춰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시합에 출전하기 전 상대에 대해 철저히 분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상대를 이기기 위해 전략적인 면에서 철저하게 준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승리를 위해 힘든 훈련의 고통은 참아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어떤 위기가 닥쳐도 반드시 극복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경기 중에 겪게 되는 어려운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다른 선수들보다 더 많이 노력할 각오가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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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자기조절을 파악하기 위한 자기조절 질문지입니다. 훈련 상황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연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
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운동 계획을 마음속으로 새긴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더 연습해야 하는 운동(기술)이 무엇인지 스

스로에게 질문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연습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운동할 때의 태도를 신중하게 계획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상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운동할 때 해야 할 행동을 명확하게 계획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운동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9 운동을 잘 할 수 있을지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연습을 하면서 잘하고 있는 지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운동할 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

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 실수들을 고친다. ① ② ③ ④ ⑤
13 운동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운동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판단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운동을 계획한대로 잘했는지 되돌아보고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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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운동방법이 맞았는지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올바른 순서대로 운동했는지 되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19 연습 과제를 통해 나의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올바르게 운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목표를 

다시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이미 수행한 운동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운동 연습시간에 각 단계를 잘 끝냈는지 확실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내 운동 경험을 평가해 봄으로써 배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내 행동을 개선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새로운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과거 경험을 떠올린다. ① ② ③ ④ ⑤
27 운동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생각하

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어려운 운동이라도 계속 시도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연습할 때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운동할 땐 오직 운동에만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운동 연습이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2 중요하지 않은 운동이라도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모든 운동을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내가 좋아하지 않는 운동이라도 열심히 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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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36 추가적인 운동을 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7 수행해야하는 운동량이 많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해

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8 새로운 일을 대처할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39 예상치 못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자
신있다. ① ② ③ ④ ⑤

40 만약 내가 곤경에 처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
각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1 나는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알
고 있기 때문에 침착한다. ① ② ③ ④ ⑤

42 내가 충분히 노력한다면 힘든 운동도 이겨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3 목표에 집중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은 쉽다. ① ② ③ ④ ⑤
44 열심히 노력했다면 훈련을 잘 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5 문제에 부딪치더라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6 내가 하는 일에 장애물이 생겨도 이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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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선수의 운동 몰입 질문지입니다. 본인이 경기에 몰입했던 때를 떠올리며 질

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몰입을 경험하는 시합은 시합 전에 잘 할 수 있다는 자신
감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2 하고자하는 의지가 높을 때 몰입을 경험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실력으로 충분히 도전해 볼만한 경기에서 몰입을 경

험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하고 있는 운동 동작에 완전하게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경기에 완전하게 몰두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내 기록이나 운동 동작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몰입을 할 때 나의 모든 초점은 특별한 동작에만 맞춰진다. ① ② ③ ④ ⑤
8 모든 것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어간다. ① ② ③ ④ ⑤
9 시합에 몰입되어 힘든 줄을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원하는 대로 경기를 이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운동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하기 힘들었던 동작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14 시합에서 경험한 짜릿함을 다음 경기나 연습 때 다시 느

끼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5 몰입을 경험하는 경기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경기성적이 좋을 때 몰입을 경험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몰입을 할 때 경기성적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18 몰입을 경험하는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모든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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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athlete’s Julsil,

self-regulation, and flow of adolescent athletes.

HyunJeong Kim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athlete’s Julsil, self-regulation, and flow of 

adolescent athletes and to provide a basic report for the peak performance 

on young athletes. A total of 425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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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on athlete’s Julisl, self-regulation, and 

flow, all sub factor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influencing 

relationship of each factor. The results revealed that athlete’s Julsil has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to self-regulation and flow, and self-regulation 

also has a positive influence to flow. The result of verify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athlete’s Julsil, self-regulation and flow, self-regulation 

was found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thlete’s Julsil and flow. In 

addition, measurement invariance was verified across gender, school, 

award-winning career that can be applied equally to various groups an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within the group. 

Keywords: adolescent athlete, athlete’s Julsil, self-regulation,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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