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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스포츠상황에서 코치-선수관계는 승리에 매진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

용한다. 기존에 진행된 코치-선수관계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코치-

선수관계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거나 최상수행을 위한 기전적인 측면을 설

명하기 위해 동기, 자신감, 팀 응집력 등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에 초점

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인관계의 관점에서 일정한 시간과 특정

사건이나 환경 등 변수에 따라 관계의 질이 변화된다는 측면을 충분히

다루지 못해 코치-선수관계를 평가하고 예측하는데 있어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탐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코치-선수 관계 유지 척도는(Coach Athlete Relati-

onship Maintenance – Questionnaire: CARM-Q) 서구의 문화를

바탕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중국 스포츠 문화에 맞게 적용시키기에 한

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구에서 개발된 CARM-Q 척도를

동양권 문화에 있는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요인구

조의 차이를 검증한 이후, 이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사회문화적 특성

이 반영된 중국형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를 개

발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 1>에서 CARM-Q 척도를 동양권 문화에 있는 한국

(n=131)과 중국(n=134)의 대학생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요인구조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한국에서 검증된 CARM-Q 척도는 갈등

관리요인(4문항), 동기성요인(5문항), 예방요인(4문항)과 개방/확언요

인(6문항)등 총 19문항 4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중국에서 검증된

CARM-Q 척도는 갈등관리요인(4문항), 동기성요인(5문항), 예방요인

(3문항), 인적 네트워크요인(4문항)등 4요인 16문항으로 나타나 동양

권에서의 CARM-Q 척도 요인구조가 서구의 문화를 바탕으로 개발된

CARM-Q 원 척도(7요인 28문항)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2>에서는 중국 체육국(General Administration of Sport of

China)에 등록된 축구, 농구, 배구 3종목의 대학생 운동선수 72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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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고,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

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귀납적 분석을 통해 개방형 설문과 심

층면담의 응답을 범주화한 결과 갈등관리, 동기성, 소통전략, 거리감 유

지 등 4개의 요인으로 중국형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구성요인을 정립

하였다.

<연구 3>에서는 <연구 2>에서 정립된 구성요인과 세부내용을 바탕으

로 예비문항을 제작한 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예비문항에 대해 내용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4요인 41문항을 선정하였다. 예비문항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중국 체육국에 등록된 대학생 운

동선수 486명을 대상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

의 문항적합성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개념타당도(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 공인타당도, 교차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최종 척도(4요인 27문항: 갈등관리 8문항, 동기성 8문항, 소

통전략 6문항, 거리감 유지 5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과정을 통해 중국 내 스포츠 현장에서 코치-선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선수들의 최상수행을 돕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코치-선수관계, 코치-선수관계유지, 비교문화연구, 

보편성, 토착성 

학  번 : 2016-3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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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사회집단이라는 사회관계의 맥락 속에서 서로 융합되어 상호작

용을 하므로 대인관계는 한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朱東燁, 1983; 강신녀, 전정우, 정태겸, 2015). 이와 마찬가지로

운동선수의 대부분 시간은 “스포츠 집단”이란 특수한 환경 속에서 생활

하게 되며 역시 사람과 사람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스포츠 집단

에서의 대인관계는 운동선수, 코치, 부모 등 다양한 구성원들에 의해 형

성되며 이와 같은 조직 내에서 선수가 코치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가는

가에 따라 선수들은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일상

생활에서 훈련 상황, 경기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Jowett,

Cockerill, 2003; Wylleman, 2000; 박중길, 2009; 박병훈, 2011;

마해영, 2014).

경기와 훈련 상황에서 코치와 운동선수는 의심할 여지없이 두 개의 중

요한 참여 개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코치는 운동선수들의 선발, 훈

련, 성적, 심지어 선수의 생애를 좌우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대부분 상

황에서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코치는 운동선수들의 윗사

람, 교사, 의사소통자, 동반자, 친구, 멘토 등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해야

함으로 선수들의 발달과정에 있어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강신녀,

류태호, 2013; Philippe, Sagar & Jowett ea al., 2011). 그 이유

로는 선수가 코치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 경우, 자신감, 운동만

족, 욕구만족, 팀 응집력 등 다양한 심리적 변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반면 부정적으로 지각할 경우는 스트레스, 탈진, 자신감 저하 등 부

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Jowett, Cockerill, 2003;

Wylleman, 2000; Davis & Jowett, 2014; Arnold & Flet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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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Connaughton, 2008; 강신녀, 정두화, 전정우, 2014; 유정

인, 최만식, 임용택, 2012; 최마리, 박상혁, 성창훈 2012; 王進, 高乃

春, 趙臣, 2008). 특히 승리를 최종 목표로 하는 운동선수들에게 중요

한 변수로 코치-선수관계가 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Coakley,

1990; Poczwardowski, Barrot, & Jowett, 2006; 박중길, 2009;

박병훈, 2011; 마해영, 2014).

코치-선수관계(Coach-Athlete Relationship: CAR)란 코치와 선수

가 인지, 정서, 행위에 있어 서로 상호의존하고 상호작용하는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Jowett & Poczwardowski, 2007), 스포츠 상황에

서 코치-선수관계에 대한 최초 연구는 경영학과 리더십이론을 바탕으로

진행되었고(Smith, Zane & Smoll, 1983), 상호작용적인 시각으로

한 연구는 주로 코치의 리더유형과 행동이 선수들의 심리와 수행력에 미

치는 영향에 주목해 왔다(Chelladurai, 1984). Jowett와 Meek

(2000)는 질적사례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코치-선수관계의 구성개념을

정립하였고, Jowett와 Ntoumanis(2004)에 의해 스포츠상황에서 코

치-선수관계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코치-선수관계척도(Coach-Athlete

Relationship Questionnaire: CART-Q)를 개발하였는데 해당척도는

친밀성(closeness), 헌신 (commitment), 상보성(complementarity)

등 총 3요인 11문항의 으로 구성되었다. 그 후 Jowett(2007)는 코치-

선수관계는 코치(선수)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행동들이 선수(코치)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양자적 관점에서 3+1Cs(친밀감, 헌신,

상보성, 공동 지향성) 구성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척도는 이미 여러 국

가(아테나, 중국, 벨기에, 스페인, 영국, 미국, 스웨덴, 그리스 등)에서

번역 및 타당도 검증을 통해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Balduck &

Jowett, 2010; Anne-line, Sophia & Marc, 2011; Yang &

Jowett, 2010; 2012; Jowett & Ntoumanis, 2003; LaVoi;

2004; 钟日升，王迪，2007).

지금까지 Jowett 등이 개발한 CART-Q를 바탕으로 진행된 코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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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관계의 연구들은 코치-선수관계(Coach athlete relationship)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거나 최상수행을 위한 기전을 설명하기 위해 동기적

측면이나 자신감, 팀 응집력 등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에 초점을 두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 주목하여 코치

와 선수의 상호작용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들에게도 대인관계는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만족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

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Canary & Stafford, 1994).

또한, 대인관계는 일정한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시간의 흐름과

특정 사건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관계유지의 중요성을 더욱 간과할 수

없다(Dindia & Canary1993).

기존에 진행된 많은 연구는 코치선수관계의 핵심적인 속성인 “시간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 된다”는 관점이 배제되어 코치-선수관계의

연속성과 유기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

으므로 코치-선수관계를 보다 다양한 측면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제

한적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코치-선수관계

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형성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최적의

심리적⋅행동적 전략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관심은 최상의 경기력과 성

적을 기대하는 코치와 선수, 팀 전체에게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코치-

선수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전략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Rhind

& Jowett, 2010; 2012).

현재 체육학 영역에서 코치-선수관계 유지 전략을 직접적으로 규명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지만 일부의 스포츠심리학자들은

간접적으로 코치-선수관계 유지의 구성개념을 밝히려고 노력해왔다

(Smith & Smoll, 1990;Gould, Lauer, Collins & Chung, 2007;

Coatsworth & Conroy, 2006; Trzaskoma 2007). 특히, Jowett



- 4 -

와 Poczwardowski(2003, 2007)등은 코치-선수관계는 어떠한 경향성

(predisposition) 혹은 특성(trait)과 같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

이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는 특정 상황(situation) 혹은 상태(state)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Rhind & Jowett (2010)

는 코치와 선수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탐색하기

위해 6명의 코치와 6명의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COMPSS(Conflict Management:갈등관리,

Openness:개방성, Motivational:동기성, Positivity:긍정성, Advi-

ce:조언, Support:지원, Social Network:인적 네트워크)이론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 후 Rhind & Jowett(2012)는 COMPASS 이론 모형

을 바탕으로 영어권 코치-선수를 대상으로 코치-선수관계 유지척도

(Coach-Athlete Relationship Maintenance Questionnaire

CARM-Q)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기존에 언급했던 코치-선수관계의

개념보다 확장된 개념으로서 보다 본질적이고 효과적인 유지전략 요인을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척도의 개발 이후 코치-선수관계 유

지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Davis, Jowett &

Tafyelin, 2019; Stirling & Kerr, 2014; Ward, 2014; Bennie

& O`Connor, 2012; Rhing & Jowett, 2010, 2011, 2012; 장동

수, 성창훈, 2017: 허진영, 최헌혁, 2016; 강신녀, 전정우, 정태겸,

2015).

서구의 스포츠심리학 영역에서 최상수행을 위한 중요한 심리적 접근

중 하나로 코치와 선수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양권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程雲峰, 姜丽, 杨太胜,2002). 특히 중국의 학자들은 코

치-선수관계를 교육적 관점, 사회계약론적 관점, 유교문화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다(何珍文, 1998; 张晓龙, 沈建华, 2007; 孙永泰, 2009).

이들의 연구에서 코치와 선수의 관계를 중국의 뚜렷한 제도적 특징을 지

닌 사회관계구조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심리학의 관점에서 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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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간의 조화와 갈등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王进,高乃春,赵臣, 2008). 王斌(2007), 钟日升(2004)의 연구에서는

중국코치의 “체제적 흔적” 특성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고 하였고, 이러한

제도적, 문화적 특성은 연구자들의 인식, 아울러 연구방향까지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국에서 이루어진 코치-선수관계의 연구는 대

부분 코치에 주목하고 있는 경향성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李欣등(2007)은 코치와 선수의 상호작용과 역동적인 특성을 강조하

면서 추후의 연구는 운동선수들의 개인적 심리와 사회 심리적 특성을 고

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姚家新(2007)의 선수만족감 연구동향과 관

련된 연구에서 “코치-선수관계”라는 주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선수들의

만족감이 코치-선수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중국에서

코치-선수관계 연구가 제한점이 있었던 이유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론

적 근거가 부족하고 또한 전통적인 훈련체제로 인해 코치-선수관계에서

특수한 중국의 문화적 성격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구에서

개발된 이론을 중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관련

이론에 대한 토착적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王进,

高乃春,赵臣, 2008).

한편, 같은 동양권에 있는 한국의 학자들도 코치-선수관계에 대한 많

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김기형과 박중길(2008)에 의해 구조적 타당

도 검증을 실시한 한국판 코치-운동선수 관계 척도(KrCART-Q)를 활

용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선수들이 지각한 코

치-선수관계와 선수만족(최성희, 김승철 2005), 심리적 안녕감(박중길,

2009), 팀워크, 팀 효과(김성일, 이근모, 2011)등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는데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선수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최

근 들어 코치입장에서 코치-선수관계를 바라보고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는데, 이근철, 이강헌(2017a, 2017b)은 운동선수 코치의 번아웃

이 코치-선수관계를 부정적으로 예측한다고 하였고, 코치들이 지각하는

감정노동 전략은 코치-선수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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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들은 특정한 문화적 맥락에서 개발된 코치-선수관계 설문지

를 박중길(2008)등이 번안한 척도를 무비판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

국 문화를 바탕으로 토착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한 상황

이다.

스포츠심리학에서 개발된 개념과 이론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보편적

으로 공통된 특징을 가져야하지만 사회문화적 차이나 스포츠정책 등에

의해 운동선수들의 인식과 심리적인 특성이 다르게 반영될 수 있다(엄창

량, 김용세, 권성호, 2020; Babbitt, 2019). Li, Dittmore & Park

(2015)은 중국과 서구의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대상으로 코치-선수관계

에 대한 인식을 비교분석 실시하여 중국과 서구의 선수들은 모두 코치-

선수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인정하지만, 코치-선수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서로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밝혀냈다. 일반적으로 중국선수들은 서구선수

들 보다 코치와 더욱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구선수들은 코치와

의 관계를 “파트너십”의 관계로 인지하는 반면에 중국선수들은 이러한

관계를 “부자(父子), 사생(师生)”의 관계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 중국선수들의 사생활이 대부분 코치에 의해 지배되는 반면 서구의

선수들은 코치에 의해 더 많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부여 받는다고 하였

다. 더불어 동양의 선수들이 서구선수들에 비해 코치로부터 더 많은 독

재적 코칭행동을 선호한다는 결과(Chelladurai,1988;Kang, 2003)를

비추어 봤을 때, 이러한 결과는 중국과 서구의 문화적 차이에 의해 나타

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서구의 집단주의-개인주의적 틀은 인간의 발

달과 사회관계가 어떻게 다른 문화 속에서 조직되어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다(Hofstede, 1984). 즉 집단주의 문화(예: 중국)는 스스로를 가족,

집단의 일부로 인식하고 이들은 집단 구성원과의 친족관계를 우선시하는

반면에 개인주의 문화(예: 미국)는 자신이 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목표, 욕구와 자신의 선호에 따라 행동을 한다는 것이

다(Triandis, 1995).

이러한 현상은 동양권 문화 내에서도 나타난다(김원배, 김정수, 이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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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99; 윤재만, 2008; 이계윤 백종수, 2008; 변원태, 2008). 한

국과 중국은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유교사상체계의 영향

을 받아 유사한 가치관과 문화권을 공유하고 형성해 왔지만 운동선수들

이 경기나 훈련 상황에서의 심리적 특성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일

반적으로 한국선수들은 지도자의 권위적인 행동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서 지도자의 관심과 배려, 또는 보상을 바라지만, 중국선수는 상대적으

로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요구한다는 연구결과와(이계윤, 백종수,

2008), 또한 지도자의 특정행동이 한국과 중국 선수들에게 다르게 작용

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문화에 맞는 지도행동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이계

윤, 김인숙, 2005). 이처럼 같은 문화권에 있는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선호하는 코칭행동은 서로 다른 양상으로 보이고, 국가에 따라 코치들의

코칭행동 또한 다른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코치-선

수관계를 결정짓는 요인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코치와 선수들

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적, 심리적 전략도 서로 다른 유

형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의 중요성은 선수들의 최상수행이나

자기관리 등의 측면에서 증명되어 왔지만,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나타나

는 다양한 시각으로 진행된 연구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동양권,

특히 중국에서 이루어진 코치-선수관계와 관련된 연구들은 기존의 모형

과 척도를 중국 스포츠문화에 맞게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제

대로 된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교문화적

관점이 함의된 구성개념이나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치와 선수들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Rhind & Jowett(2012)

의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척도를 동양권의 문화에 적용하여 재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중국 스포츠문화권 내에서

제기되는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과정을 통해 중국내 스포츠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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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코치-선수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선수들의 최상수행을 돕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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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Rhind & Jowett (2012)에 의해 개발된 코치-

선수관계 유지전략 척도(CARM-Q)를 동양권의 문화(한국, 중국)에 있

는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요인구조에 대한 차이점을 검증하고, 이를 토대

로 비교문화적 관점에 근거하여 중국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데 있다.

3. 연구문제

연구 1) 비교문화에 따른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차이 검증

(1) 한국과 중국, 서구의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의 구성요인은 차이

가 있는가?

연구 2) 중국형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의 구성요인 탐색

(1)중국형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은 어떠한 요인들로 구성되는가?

연구 3) 중국형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척도 개발 및 타당화

(1) 중국형 운동선수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은 어떤 문항들로 구성

되는가?

(2) 개발된 중국형 운동선수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척도의 신뢰도

와 타당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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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코치-선수관계

코치-선수관계는 코치와 선수간의 신뢰, 존중, 감사, 좋아함 등을 의

미하는 친밀감과 관계를 지속시키려는 대인간의 생각과 의도를 의미하는

헌신, 정서반응, 편안함, 친절 등의 대인간 행동과 협력을 나타내는 상

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운동선수들이 지각하는 코치-선수관계의 수

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코치-선수관계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2)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은 코치 또는 선수가 성공적인 관계를 지속적

이고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심리적, 행동적 전략을 의미하고

본 연구에서는 운동선수들이 코치-선수 관계 유지 전략에 대한 지각 수

준을 측정하여 요인의 측정값이 높을수록 코치-선수관계 유지 전략이 높

은 수준에 해당된다고 정의하였다.

3) 비교문화적 관점

비교문화 관점은 인간 문화가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나 원리를

발견하려는 보편적 접근과 시대나 문화에 따라 문화의 독특한 현상이나

원리를 발견하려는 토착적인 접근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영역을 발전

시키는 과정에서 코치-선수관계가 다른 문화와 비교하여 학문적인 발전

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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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코치-선수관계

1) 코치-선수관계의 이해

인간은 일정한 가치와 행동양식을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주

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내면화 하는 과정을 통해 특정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 간다. 사회적 상호작용이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접촉하여 서로

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과정이다(강운성, 1997; 朱東燁,

1983).

코치와 선수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상호작용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의 팀, 집단을 형성한다. 스포츠현장에서 지

도자, 감독, 트레이너, 강사 등으로 지칭되는 코치들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코칭행동은 선수가 운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관련된 철학, 태

도, 기술, 체력 등의 요인을 빠르게 습득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총체적인 행위를 지칭한다(김병현, 이종영, 1990). 코치는 사회화 영향

자로서 코치들이 행하는 선수들과의 상호작용 행동은 선수의 경기력은

물론 그들의 삶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효율적인 코칭행동은 팀

의 목표설정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팀의 효율성과 경기력 향상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Jowett, 2005; LaVoi, 2004; 김기형, 박중

길, 2009). 따라서 코칭행동은 단순히 코치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지

도자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Fleishman, Hunt,1973; Barrow,

1997), 그리고 지도자의 지휘를 받는 구성원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복잡

한 관계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그림 1>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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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포츠에서 리더의 영향력 체계(Chelladurai, 1978)

LMX(Leader-Member Exchange : LMX)는 리더와 멤버 간에 형

성된 교환관계의 질을 의미하는 개념이며, 리더-멤버 교환관계이론은 리

더와 멤버 간의 상호 영향력 관계의 본질을 규명하는 리더십 이론이다.

이 이론은 주로 리더가 모든 멤버들에게 동일하게 대하며,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영향력을 강조하던 리더 중심적인 전통 리더십 이론들과 다르

게 리더-멤버 교환관계 이론은 리더와 멤버 간의 쌍방향적인 영향력 관

계에 초점을 둔 것이다. 즉, 리더는 멤버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멤버들로 부터 조직의 성과 창출을 이루어낸다는 것이다. LMX는

(Grean & Cashman, 1975; Grean & Scandura, 1987). 조직 내

에서 멤버들과 리더의 관계 질이 좋을수록 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리더와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필요

하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리더-멤버 교환관

계(LMX)이론은 리더와 멤버간의 상호영향력 관계에 초점을 두었고 효

율적인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 제기된 이론이다(이안호, 2012). 이 이

론은 체육학 분야에서 코치-선수 교환관계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LMX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연구들이 이루어 졌다(Hoy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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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nmer, & Myers, 2015; Cranmer, Arnson & Moore et. al,

2019)

스포츠에서는 전형적으로 코치나 감독의 권한이 강력하고 과제도 잘

정립되어 있어 선수들의 경력, 기술 수준, 연령 등 성숙도를 상황요인으

로 고려할 수 있다. 즉, 기술수준이 높고 과제지향적인 선수들에게는 관

계지향의 지도자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 기술 수준이 떨어지고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이 필요한 선수들에게는 과제지향적인 지도가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 중, 고, 대학 등 선수들의 연령층에 따라서도 효

과적인 코칭행동과 리더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가정들은

스포츠 상황을 직접 대상으로 한 다차원 스포츠리더십 모형에 대한 연구

에서 체계적으로 검증되었다.

다차원 리더십 모형(Multi-Dimensional Model of Leadership)은

Chelladurai(1990)과 그의 동료 연구진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이

론이 다차원적 리더십 모형으로 불리는 이유는 선수의 성취도와 만족도

의 결과가 지도자나 코치의 행동과 많은 선행조건들과 서로 상호작용함

에 따라 설명되기 때문이다. 이 모델의 세 가지 유형은 첫 번째, 지도자

의 지도행동을 결정짓는 선행조건(상황 특성, 리더 특성, 구성원 특성)

과 두 번째, 지도자의 행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도자의 행동

과 선행조건에 따른 결과로 분류된다. 상황 특성은 집단의 규모, 집단의

형태, 스포츠 종목의 특성 등이며, 리더의 특성은 리더의 경력, 리더의

선수경력, 리더의 연령 등이며, 구성원 특성은 각 개인의 성별과 경력,

능력 등이라 할 수 있다. 지도자의 행동에는 규정행동, 실제행동, 선호

행동이 있는데, 규정행동은 조직 내에서 리더가 해야만 하는 행동, 선수

가 리더로 부터 기대하는 행동을 뜻한다. 실제행동은 리더가 실제로 행

하는 행동을 말하며, 선호행동은 선수들이 리더에게 원하는 행동을 뜻한

다. 이 모델의 주된 핵심은 규정행동, 실제행동, 선호행동과 같은 세 가

지 지도자의 행동이 서로 일치할수록 수행결과와 선수만족에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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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다차원 스포츠리더십 모형(Chelladurai, 1990)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좋은 결과와 선수의 만족은 리더의 행

동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즉, 리더의 실제 행동이 선수들이 선호하는 행동,

주어진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동과 가까울수록 팀 수행이 좋아지고, 선수

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것이다(<그림 2> 참고).

종합해보면, 이상의 이론은 리더십 이론을 기반으로 바림직한 코칭행

동에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러한 코칭행동이 선수나 팀에 어떤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둔 이론으로, 결과적으로 지도자의 코칭행동과

선수들이 기대하는 리더가 서로 일치해야 팀의 수행이나 선수들의 만족

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이론은 작은 범위 안에서 코치-

선수관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LMX

와 다차원 스포츠리더십 모형은 모두 코치 중심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

며, 선수들의 시각을 반영하여 코치-선수관계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Hinde(1997)과

Ickes(2000)는 스포츠 에서 코치와 선수와의 관계는 아주 복합적이고

역동적이며 다차원적이고 상호작용적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이론적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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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보다 주의 깊은 탐구방법을 선택하여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고 밝혔다(박중길, 2009).

2000년도에 들어서서 많은 학자들은 코치-선수관계의 개념을 대인관

계의 차원에서 제시하기 시작하였으며 (Wylleman, 2000; Poczwar-

dowski, Barott & Henschen, 2002) 대표적으로 Jowett와 Meek

(2000)의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구성개념이 정립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Jowett와 Ntoumanis(2004)는 친밀성(closeness), 헌신(commitm-

ent), 상보성(complementarity) 총 3요인 11문항의 코치-운동선수

관계 척도(Coach-Athlete Relationship Questionnaire: CART-Q)

를 개발하였다. 그 후 Jowett(2005; 2007)등은 코치(선수)의 감정 생

각, 그리고 행동들이 선수(코치)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양자적

관점에서 코치와 선수 관계의 질은 4요인(친밀감, 헌신, 상보성, 공동

지향성)에 의해서 구성된다고 주장하면서 3+1C의 구성개념을 제시하

였다.

2) 코치-선수 상호작용의 개념

스포츠 집단은 그 집단의 공통 목표 및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에서 각각의 역할과 위치에 따라 매우 다차원적인 대인간의 상호관계성

과 위계관계가 지속되는 사회-심리적 구조를 갖고 있다(박성현, 2012).

스포츠현장에서 지도자는 선수들의 역량에 맞는 기술의 지도뿐만 아니라

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선수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

함으로써 팀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성노, 김현덕, 이태

현, 정창욱, 전병덕, 2011). 모든 집단에서 사회조직의 구조와 마찬가

지로 구성원 상호간의 유형화된 관계가 존재하고, 집단 구성원들은 집단

내에서 자신만이 갖는 특별한 지위와 그 지위에 따른 고유한 역할을 바

탕으로 집단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존하는 현상이 존재한다(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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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2013).

스포츠심리학에서 상호작용 연구는 주로 그들의 해결방법인 코치와 선

수 상호간의 역동성에 대하여 이루어져왔다.(Poczwardowski, Barott

& Jowett,2006; 강현우, 2016). 상호작용은 한 개인이 타인의 출현

에 의해 행동적으로 반응하거나, 의사소통하는 것을 의미하며, 스포츠상

황에서는 코치가 운동선수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박수현, 2016). 스포츠현장에서 코치와 선수의 상호작용에 대

한 최근 개념은 선수의 경기력 향상 뿐 만 아니라 코치, 선수, 부모를

위한 조직적이고 포괄적이며 실증적인 바탕이 되어 지식 발전 수단으로

제공되고 있다(Jowett & Poczwardowski, 2007; 최미영, 2014).

3) 코치-선수관계 통합 모형

코치-선수관계에 대한 연구는 Jowett & Ntmoumanis(2004)에

의해 헌신, 친근감, 상보성으로 구성된 척도가 개발된 이후 활발하게 진

행되었다. Philippe & Seiler(2006)의 연구에서는 친근감, 헌신, 상

보성으로 구성된 코치-선수관계의 동기에 의해 선수들이 운동에 참여하

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고, 코치-선수관계와 동기, 만족과 같은 행동변화

와 관련된 변인과의 통합 연구모델을 제시한 LaVoi(2004)는 코치-선

수관계의 특성은 운동수행동기와 만족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코치-선수간의 행동이 일치할수록 선수의 내적동기가 높아지고 자기효

능감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도자와 선수간의 행동유

형의 일치성으로 심리적 메커니즘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결과를 보여

준 것이며, 코치와 선수의 행동부합 수준이 높을수록 코치와 선수 사이

의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며, 동기수순을 높여 운동수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최마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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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선수관계의 통합된 연구모형의 주요 단계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코치와 선수의 성별, 나이 그리고 관계의 본질에 작용하는 변수들을 가

정하고 모형의 중심 단계에서는 코치와 선수 관계의 특징을 나타내고 결

과 변수들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존경과 신임을 바탕으로 구성된

선수와 코치는 낙담과 절망이 아닌 흡족과 충족감 같은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관계의 본질이 개인과 개인 사이, 그리고 팀

성과에 작용을 주고받는 것이다(강승우, 2016). 코치와 선수의 상호관

계 모형은 다음과 같이 여러 학자들이 정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나타낼

수 있다.

첫째, Wylleman(2000)에 의해 개념화된 모형에서는 코치와 선수의

상호관계가 스포츠 분야에서 명시하는 행동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하

며, 이와 같은 상호간의 행위는 수용과 거부, 사회-정서적 측면, 세 가

지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수용과 거부 행위는 상호관계에서 긍정적,

부정적 태도를 묘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정서적 측면은 상호관계에

서 사회적, 개인적 역할에 대한 행위로 구분하였다.

둘째, Jowett(2005)와 동료연구진들이 개발한 코치와 선수의 상호관

계의 통합된 모형은3+1Cs 모형이다. 먼저 친밀감(Closeness)은 코치

와 선수의 상호관계에 원인을 두는 호감, 존중, 신뢰 등과 같은 정서적

의미를 말하며, 헌신(Commitment)은 코치와 선수의 상호관계를 유지

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루고자 하는 코치-선수의 의도를 의미 한다. 그리

고 보상(Complementarity)은 코치와 선수가 공동의 목적에 상응하는

행위와 상호간의 지배와 복종의 행위를 표현하며 상호간의 지배와 행위

는 코치의 주문과 선수의 실행을 의미한다. 끝으로 상호적응(Co-

orientation)은 코치와선수의 상호간 의식과 그들의 상호관계에서 확립

된 공통 기반의 수준을 나타낸다하였다.

셋째, LaVoi(2004)인간의 소속에 대한 욕구와 개인적인 이득을 이끌

어 낼 수 있는 상호 관계의 접근을 스포츠 상황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는 심리학 분야에서의 관계중심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Jo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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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lan, Miller, Stiver, &Surrey, 1991; Miller & Stiver,

1997)., 관계중심이론은 코치와 선수의 상호관계에 적용될 때, 코치와

팀 동료들 간의 상호의존적이거나 최적으로 결속할 때 이들의 만족과 성

장으로 더 높은 수준의 성취에 도달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다. 나아가

LaVoi(2004)는 사회문화규범과 규율을 설명하는 맥락적 연구 제안에

서 양자관계성에 대한 중요성과 코치와 선수가 필수적인 연구 대상이라

고 강조하였다.

넷째, Poczwardowski와 동료연구진(Poczwardowski, 1997; Po-

czwardowski, Barott, Henschen Barott, et al, 2002)은 연구에서

는 코치와 선수 상호관계의 맥락과 과정을 관찰하는 질적-해석학적인 이

론적 기반을 제시하였으며 코치와 선수 상호관계의 질적 연구를 통하여

상호관계의 구성원으로서 코치와 선수의 역동적인 관계에 중점을 두었

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코치와 선수의 상호관심의 순환 패턴으로서의

상호관계를 개념화 하였다.

다섯째, Jowett(2005)은 통합 연구 모형을 통하여 코치와 선수의 감

정과 사고들은 인지적과 상호적으로 의존하고 이모형은 여러 층으로 설

명할 수 있으며,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처럼 통합연구 모형은 스포츠에서 중요한 관계적 측면을 예언하고

해석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코치와 선수의 감정,

생각, 행위, 관계속성의 시작과 끝인 의사소통의 역할, 필수적인 개인

간의 구성요소의 효과 그리고 다양한 결과의 과정과 함께 개인 간의 구

성요소를 규정하는 과정을 밝혀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Jowett & P-

oczwardowski, 2007). 앞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스포츠영역의 관계

모형인 Wylleman의 모형(2000), Jowett(2005)의 모형, LaVoi (20

04)의 이론적 접근, Poczwardowski(2002)와 동료연구진, Jowett(2

005)의 통합 모형은 지도자선수 상호관계가 파트너십 과정으로 발전하

는 체계적인 연구의 기초 구조를 제공해왔다(최미영,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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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차이 특성
폭넓은

사화-문화-스포츠맥락
관계특성

나의

성별

경험

인격(이기주의, 통제,

욕구, 우울증)

문화적 규범

관습

규범

역할

문화에서 스포츠맥락

관계유형

관계 지속시간

관계 변이(동성,이성)

대인관계 의사소통

감정 사고 행동

친근감

관심

사회-정서적 관계

책임

상호작용(지각)

의미(해석)

상보적 상태(일치,호혜)

상호작용

관계에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구성요소

대인관계 의사소통

개인 내 성과 대인관계 성과 그룹 성과

만족

동기부여(긍정, 부정)

스포츠 성과

관계만족

갈등

안정성 지속

팀 응집력

역할(명확, 모호)

사회적 수용

출처:(Jowett, 2005, 최미영,2014 재인용)

표 1. 코치-선수관계의 통합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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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1) 관계 유지의 정의

Canary & Dainton(2003)가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

간관계 등 관계에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즉 상대방관과 좋

은 관계를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 부재할 경우 대인간의 관계는 단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관계 유지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hea

& Pearson(1986) 등은 관계유지란 “현재의 관계를 장기간 동안 긍정적

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Dindia와 Baxter

(1987)등은 관계유지를 미래에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사건이나 문제들

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만족스러운 관계를 회복하

기 위한 행동적인 전략이라고 하였다. Duck(1988)의 관점에 따르면 관

계유지는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행위들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

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Braiker와 Kelly(1979)는 대인간의

관계에서 직적접인 대화를 나누는 갓과 같은 행동을 관계 유지행동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Ayres(1983)는 교환이론의 관점으로 관계유지의 개념을

만족스러운 관계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계획적인 행동들을 유지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관계유지, 유지행동 등 개념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

하게 정의 되고 있지만, 관계유지를 보다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는 앞서 관계유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Canary & Stafford(1992)는 관계유지의 개념을 보다 체계적

으로 정의하기 위해 기존에 많은 학자들에 의해 언급되었던 정의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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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들은 기혼부부를 대상으로 관

계유지의 구성개념에 대해 재정립하였으며 관계유지를 원하는 관계를 지

속하기 위해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는 의사소통적 접근이라고 정의했다.

즉, 관계유지 전략이라고 설명되는 교류행위들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

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Canary & Stafford(1992)의 연구에서 제

시한 관계유지 전략의 문항들은 살펴보면 관계유지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

지는 행동의 다양한 유형을 나타낸다. 따라서 각 문항들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효과를 실제 개인해동의 빈도 혹은 정도를 측정하여 관계를 유지

하기 위해 개인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다. 이들은 기혼부부를 대상으로 남편과 부인에게 개방형 질문을 실시하

여 각각 자신이 상대방에게 자주 이용하는 관계 유지전략이 어떤 행동이

나 전략들이 있으며 상대방이 자신에 자주 이용하는 관계 유지전략이 어

떠한 행동이나 전략들이 있는지 파악하였다. 자기기입의 형식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방성(openness), 긍정성

(positivity), 확신 심어주기(assurance), 네트워크형성(use of social

networks),공동과제(sharing tasks)로 총 5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첫째, 개방성(openness)은 자신이 관계에 대한 생각과 마음 상태를 상

대방과 직접 표현하거나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것과 개인의 원하는 대화

를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현재의 관계 상태에 대해 직접적

으로 이야기하고,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발전시킬지에 대해서

상대방과 대화하려는 행동을 말하며, 여기서 또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정

서를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포함된다.

둘째, 긍정성(positivity)은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상대방에게 동기부여해주고 비판 보다 칭찬

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함으로서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의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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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확신 심어주기(assurance)는 특정한 행동 혹은 메시지를 통해

자신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려

는 노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상대방과 미래를 같이 계획하고자하는

제안을 하거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는 말을 해주는 것을 말

한다.

넷째, 네트워크형성(use of social networks)은 나의 가족이나 친구

들에게 상대방을 소개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과,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상배방과 가족이나 지인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행동이

나 노력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 공동 과업(sharing tasks)은 상대방의 일을 도와주려는 노

력과 상대방 역시 나의 일에 도와주길 바라는 것으로 상호간의 책임감을

발휘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행동을 말한다.

앞서 언급한 Canary & Stafford(1992)에 의해 정립된 관계유지전략

요인들을 커플이나 기혼부부 등 로맨틱한 관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었다.

그 후 Dindia와 Canary(1993)는 관계 유지전략을 개인이 관계를

일정기간 혹은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역동적인 행위라는 차원에서 관

계유지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정의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로 관계의 존재, 그 자체를 유지하

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관계의 질이나 특성에 관계없이, 관계가 종결 되

지 않는 한 그 관계는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한 예로 결혼생활의 질이나

만족도와는 관계없이 부부가 이혼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유지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두 번째 정의는 관계를 특정한 단계나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관계

그 자체만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정의하였다.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에서 사람들이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은 관계 그

자체라기보다는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의 속성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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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유지된다고 이야기할 때 관계 그 자체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감, 신뢰, 헌신, 호감과 같은 관계의 본질적 요소가 함

께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에서의 이러한 본질적 속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두 번째 정의의 관점에서 관계를 유지하는데 실패하는 것으

로 말할 수 있다.그러나 관계의 본질적 속성이 유지된다고 해서 그 관계

의 만족감 수준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계의 본질적인 요소

는 유지하더라도 관계에 대한 만족감의 수준은 이전보다 낮아질 수도 있

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권현진,2006).

세 번째 정의는 관계를 만족스러운 상태로 유지 또는 만족스럽지 않은

관계라도 유지될 수는 있다고 정의한다. 이는 관계 만족도나 관계의 다른

질적 요소들이 이론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보다 어떤 관계는 만족스럽

지 않더라도 유지는 된다는 뜻으로 보았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본다

면, 관계를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관계 유지에 실패

하는 것이다. 관계가 아무리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갈등으로부

터 완전히 자유로운 관계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계 유지에 대한 네 번째 정의는 관계를 회복 가능

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에는 유지와 회복의 의미가 둘

다 포함되어 있다. Davis(1973)는 예방적 차원의 유지와 직접적인 유지

를 포함하는 것으로 관계 유지를 정의하면서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전

에 예방적 차원의 방법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거나 혹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후라도 직접적인 개선적 차원의 방법을 통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고 하였다. Dindia와 Baxter(1987, 1990)도 관계 유지에 대한 정의에

서 유지와 회복을 모두 포함하였다. Dindia와 Canary(1993)는 관계 유

지에 대한 정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연구와 이론적 관점 에서

이에 대한 개념적, 또는 조작적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

적하였다(권현진, 2006,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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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의 개념과 측정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며 각 영역이나 환경, 문화에

따라 다른 양상의 관계의 형태가 나타난다. 지금까지 관계에 대한 연구

는 결혼이나 가족관계, 또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낭만적 관계나 결혼

관계에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스포츠 상황에서도 코치-선수관계는 가

장 보편 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편이고, 이

러한 관계 유지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는 최근 들어

시작되고 있다. 스포츠영역에서의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은 Rhind &

Jowett(2012)의 COMPASS모형을 바탕으로 정립된 개념으로부터 시작

되었으며,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이란 코치(선수) 또는 선수(코치)가 성

공적인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

의된다. Rhind & Jowett(2010)는 스포츠 영역에서 최초로 대인관계의

이론을 코치-선수관계에 적용해 연구를 실시하였고, 코치-선수관계

3+1Cs이론 모형을 (친금감, 헌신감, 상보성, 공동 지향성)을 바탕으로

코치-선수관계 유진전략의 구성개념을 정립하여 COMPASS모형을 제시

하였다. COMPASS모형은 7개의 요인(Conflict Management:갈등관

리, Openness:개방성, Motivation:동기부여 ,Positivity:긍정성,

Advice:조언, Support:지원 ,Social Network:인적 네트워크)으로 구

성된다.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는 사전전략(proactive strat-

egies)과 반응전략(reactive strategies)이 포함되어 있으며 충족되지

않은 기대와 협력의 결과를 반영한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보고된 연구

들은 대부분 기대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Gould, Collins,

Lauer, & Chung, 2007). 이러한 관점에서 갈등이 부정적 의미로써

작용하기 보다는 스포츠 상황에서 코치와 선수가 양자적 측면에서 미래

발생할 사건에 대해 목표 설정과 계획이 사용되었던 것처럼 갈등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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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선제적 전략은 특히 스포츠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로 작용할

것이다.

개방성(Openness) 느낌을 드러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코치와 선수

간의 관계에서 코치는 비스포츠(non-sport)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 관계의 질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코치와 선수 간의 많은 대화도 좋은 관계를 유지

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때로는 코치가 스포츠나 코칭에 대해 직접적으

로 이야기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쩌면 그들의 관계를 더 끈끈한 관계

로 구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동기부여(motivation)는 코치와 선수 또는 선수와 코치가 함께 업무

를 지속할 수 있는 개인의 동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요인에는 노력

(effort), 재미(fun), 능력(ability), 그리고 다른 동기부여(motivate

the other, 예; 코치나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려고 시도하는 것)등

의 주제가 포함된다. 코치들은 선수들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는 지식, 능력 또는 기술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선수들은 코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

다. 이는 결국 스포츠 상황에서 코치와 선수가 서로 동기화 되어 질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긍정성(Positivity)은 3가지로 세부요인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적응성

(Adaptability), 공정성(fairness), 외부 압력(external pressures),

예: 적응성은 코치/선수가 선호하는 것에 맞게 행동을 하거나 바꾸는

것, 공정성은 훌륭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주는 것, 외부 압력은 코치/선수

의 스포츠 상황 이외, 즉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긍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코치의 행동들로 선수와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

성할 것이다.

조언(Advice)은 조언은 코치나 선수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

견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피드백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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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이는 또한 3가지 중요한 요인을 나타내는 것

으로, 스포츠 커뮤니케이션(sport communication)은 훈련과 또는 경

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점을 논의하는 것, 보상적 피드백(reward

feedback)은 코치/선수들에게 적절한 칭찬을 하는 것, 건설적 피드백

(constructive feedback)은 비판적인 피트백 보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

고안된 의견과 지시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언은 스포츠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보상적 피드백과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코치-선수관계를 유지할 수 있

는 중요한 전략이다.

지지(support)는 선수들이 경쟁 중에 코치의 지지제공은 경기력에 상

당한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코치의 원활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코치와의 관계를 질적으로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Rhind & Jowett(2010)는 지원을 개인 개인의 문제

를 비롯하여 스포츠 모든 것에 관해서 코치와 선수는 가능한 최선을 다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팀 스포츠 경기의 경우 응집력을 강화하

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능력은 물론 정신적 측면을 포함하여 집단의 목

표와 구성원의 목표가 일치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를 이루고 코치와 선

수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는 관점에서 지원은 결과적으로 집단 구성

원들의 욕구 충족과 친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코치와 선수들의

질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인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s)의 경우는 스포츠 환경 외부에서 발

생하는 사회적 행사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경

기장이 아닌 장소에서 친한 친구처럼 코치나 선수가 상호작용과 관련된

사회적 시간을 보내는 경우로 정의된다<그림 3, 참고>.

Rhind & Jowett(2010)에 의해 개발된 COMPASS모형은 코치-선수

관계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유지하는데 있어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 후 Rhind & Jowett(2012)는 스포츠 상황에서 코치-선수 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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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OMPASS 모형 (Rhind & Jowett, 2010)

전략을 실질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COMPASS모형을 기반으로 코치-선수

관계 유지 척도(Coach-Athlete Relationship Maintenance Ques-

tionnaire CARM-Q)를 개발하였다. 해당 척도는 총 7요인(갈등관기:

conflict management, 개방성:openness, 동기성: motivational, 예

방:preventative, 확신:assurance, 지지:support, 인적 네트워

크:social networks)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CARM-Q척도의 7요인

이 앞서 설명한 COMPASS모형과 대부분 일치하게 구성되었으나, 긍정

성(Positivity)요인과 조언(Advice))요인이 삭제되고, 추가로 예방

(preventative)요인과 확신(assurance)요인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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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내용

갈등관리

(Conflict

Management)

1 나는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해도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2 나는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해도 참는다.

3 나는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해도 코치를 이해한다.

4 나는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해도 코치의 말을 경청한다.

5
나는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한 것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를 코치와 같이 협력한다.

동기성

(Motivational)

6
나는 나의 코치와 함께 열심히 훈련하는 것에 의욕이

있음을 보여준다.

7 나는 선수로써 나의 능력을 보여준다.

8 나는 내가 목표성취에 의욕이 있음을 보여준다.

9 나는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10 나는 훈련과 경기에 대해서 열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예방

(Preventative)

11 나는 내가 코치에게 기대하는 것을 직접 말한다.

12
나는 코치에게 우리 관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말한

다.

13
나는 나의 코치에게 나의 기대치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말 한다

14
나는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지원

(Support)

15
나는 나의 코치가 시련(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코치에

게 도움을 준다.

16 나는 코치의 사생활에서의 일들을 배려한다.

17
나는 일들이 잘되고 있지 않을 때도 나의 코치를 지지해

준다.

인적 네트워크

(Social

Networks)

18
나는 나의 코치가 서로 아는 지인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19 나는 나의 코치와 잘 어울린다.

20 나는 나의 코치와 훈련 외에도 함께 시간을 보낸다.

21
나는 나와 코치가 서로 아는 지인들과 우리 소속팀에 대

한 이야기를 한다.

개방

(Openness)

22 나는 우리의 목표 설정을 할 때 내 의견을 말한다.

23 나는 나의 코치에게 개선적인 피드백을 준다.

24 나는 나의 코치에게 적절할 때 고마운 표현을 한다.

25 나는 나의 감정/기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을 한다.

확언

(Assureance)

26
나는 설령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도, 코치가 나를 의

지(신뢰)할 수 있도록 보여준다.

27 나는 나의 코치에게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보여준다.

28
나의 코치가 무엇이든지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보여준다.

표 2 코치-선수관계 유지(CARM-Q)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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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연구

지금까지 코치-선수관계에 대한 초기에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수상경력이 있는 미식축구 코치들을 대상으로 운동선수와의 관계유지 전

략에 관한 인터뷰에서 코치들은 선수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수

의 성격이나 개성에 관해 직접적인 비난이나 처벌을 피하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Gould,

Lauer, Collins & Chung, 2007). 실제로 자주 동기부여를 해주는

대화를 하는 코치들은 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Coatsworth & Conroy, 2006). 그리고 코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잘 해주고 격려해주는 코치는 선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코칭행동은 자신감이 낮은 운동선수들에게 더 좋은 효과를 발휘

하였다고 보고하였다(Smith & Smoll, 1990). 또한 Trzaskoma

(2007)등은 헝가리의 12명 코치와 운동선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기적

인 의사소통과 지지행위가 긍정적인 코치-선수관계 유지에 중요하다고

밝혀냈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록 체육학 영역 안에서 코치-선수

관계 유지 전략을 직접적으로 규명한 실증적 연구는 양적으로 매우 부족

한 실정이지만 소수의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간접적으로 코치-선수관계

유지의 구성개념을 밝히려고 노력해왔다. 특히 Rhind & Jowett

(2012)에 의해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CARM-Q)척도를 개발한 이후

로 이전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연구와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이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해지고 있

는 추세이다. Bateman & Jones(2019)는 코치-선수관계를 프로축구

분석가(Analyst)들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COMPASS모델을 이용하여 프로축구 분석가(Analyst) 6명을 대

상으로 반구조화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연역법(deductive) 귀납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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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COMPASS모델의 7개의 모든 요인이 긍

정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혀냈고, 또한 솔직하고 개

방적인 관계가 코치-선수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한다고 하였으며, 권위적 코칭행동이 코치-선수관계 유지에 부정적인 요

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Ward(2014)는 테니스, 태권도, 골프

등 개인종목 운동선수들이 지각하는 코치-선수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떠한

전략들이 필요한가를 1대1 심층면담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연

구의 결과에 따르면 Rhind & Jowett(2010)의 COMPASS모델을 지

지하고 있으며, 개방성, 동기부여와 조언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또한 코치-선수관계에 대한 연구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비교하는 것보다 장기적인(예: 한 시즌) 측면

에서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의 효과를 보다 다각적이고 실질적으로 검

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Davis, Jowett & Tafvelin(2019)

의 연구에서는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CARM-Q(갈등관리. 동기부여,

지지요인), 코치-선수관계와 운동만족감에 관계를 검증한 결과

CARM-Q가 코치-선수관계와 운동만족감의 관계에서 정적인 매개효과

가 존재한 것을 확인하였고, 의사소통 전략이 코치-선수관계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신녀 등(2015)은 고등학교 태권도선수의 지각된 코치-선수 관계 유

지가 기본심리욕구 및 운동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 태

권도선수의 지각된 코치-선수 관계유지는 기본심리욕구를 정적으로 예측

하고, 운동스트레스를 부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다해

(2013)의 연구에서는 코치-선수 관계 유지 전략을 갈등관리, 자기개방,

열정표명, 관심/배려 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자선수가 여

자선수보다 갈등관리와 관심/배려를 관계 유지 전략으로 더욱 많이 사용

하였고, 실업선수가 고등학교 선수에 비해 자기개방과 열정표명을 보다

많이 활용하였다. 또한 유능감 수준이 높은 선수가 낮은 선수에 비해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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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관리, 자기개방, 열정 표명을 코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더욱 많이 활

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택용 등(2013)과 허진영 등(2016)은

Rhind & Jowett(2012)의 코치와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코치-

선수관계 유지 척도(CARM-Q)를 국내 프로 스포츠 상황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지 재검증을 실시한 결과 각각 문화적 차이로 인해 문항삭제와

요인삭제 등 절차를 거쳐서 검증되었다.

Rhind & Jowett(2012)의 코치-선수 관계 유지전략은 Canary &

Stafford(1992)의 관계유지 개념을 스포츠 상황에서의 코치-선수관계에

적용시켜 정립된 개념으로 코치-선수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이

론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연구들은 특정한

종목이나 집단에서 구성개념을 재탐색하고 정립하는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으며, 소수의 연구에서 코치-선수 유지전략이 선행변인과 결과변인으로

설정하여 변인 간 관계를 밝힌 등 한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코치-선수 관계 유지전략이란 개념이 똑 같은 문화권에

서도 종목특성의 차이로 인해 코치나 선수들의 인식이나 관점이 서로 다

른 양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포츠 혹은 체육학 영역에서

서구문화에 의해 개발된 이론들은 비서구문화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

여주고 있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 서구의 학문처럼 자기 문화에 맞게 개

념을 구조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은 사실

이다.

스포츠 현장에서 코치-선수관계는 팀의 경기력을 결정질 수 있는 중요

한 심리적 요인이고, 선수들의 사회⋅심리적 발전에 아주 큰 영향을 발휘

한다(Smoll＆Smith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에서 코치-선

수관계와 관련된 연구들은 기존 모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연구의 범

위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 스포츠상화에 적당한 코

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을 중국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구성요인을 규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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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의 필요하다.

3.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의 비교문화적 관점

1) 문화의 개념

문화(culture)는 사전적으로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정신적 과정의 산물”로 정의된다(네이버 지식백과).

문화의 개념에는 인간의 생각과 행동 방식 중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배우

고 전달받은 모든 것들, 의식주,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등

을 모두 포함한다. 문화는 라틴어의 “cultus”에서 유래하였으며 ‘재배하

다’, ‘경작하다’, ‘마음을 돌보다’, ‘지적인 개발을 하다’ 등의 뜻을 의미하였

으며, 그 후 문화는 자연(nature)적인 행동과 반대되는 문명화된 행동이

라는 의미로 바뀌었고 나아가 상류 계급의 행동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어

서 19세기에는 가장 훌륭한 예술, 음악, 사상을 가리키는 ‘고급문화’의 개

념으로 등장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대중문화가 발달하면서 문화의 개

념이 ‘세련된, 교양 있는 고급스러운’의 의미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

활양식을 넓은 의미로 가리키는 것으로 정립되었다.

문화의 의미는 크게 좁은 의미의 문화와 넓은 의미의 문화로 나눌 수

있다. 좁은 의미의 문화란 문학이나 예술 분야와 관련된 의미로 정신적이

고 세련되고 교양 있는 모습을 말한다. 예를 들어 문화인, 문화생활, 문화

행사, 신문의 문화면 등을 들 수 있다. 넓은 의미의 문화란 한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생활양식을 의미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후천

적인 학습을 통해 공유하고 있는 행동 양식과 사고방식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 문화, 청소년 문화, 기독교 문화, 한국 문화, 서양 문화,

대중문화 등이 있다.

문화와 비슷하게 문명이라는 용어도 있다. 문화와 문명의 차이점은 문

화는 문명을 구성하는 개별적 요소이면 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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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김완주, 이강화, 2002). 문화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후천적으로 학

습된 공통적인 생활양식을 말한다. 즉, 문화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생

활양식 자체를 가리키지만, 문명이란 지식과 시술의 발전 단계를 말한다.

문명은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발달된 사회에서만 존재하

지만, 문화는 미개하고 야만적인 사회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문화의 기능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사회의 재생산이다. 문화는 그 사

회의 생활양식이다. 인간이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그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삶의 약식을 습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고 이

는 그 삶의 양식을 반영하고 있는 사회의 질서, 규범, 가치 등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는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되

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을 사회체제에 편입시키면서 사회를 재생산하는

문화의 기능은 문화가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다. 다양한 문화적 기제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어진 문화에 순응하게 함

으로써 기존의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기능을 한다(이홍종,

2016).

2) 비교문화

(1) 비교문화 연구의 이해

스포츠와 인간의 상호작용적 과정을 이해하려는 스포츠심리학은 광범위

한 심리학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유진, 2003) 비교문화 연

구(Cross-Culture Studies) 또한 심리학에서 그 자취를 찾아 볼 수 있

다.

심리학에서 비교문화 연구는 구미의 심리학자들이 영국 연방의 구식민

지지역(홍콩, 인도 등)에 나가 생활하면서 겪은 문화차이에서 학문적 관

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구미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제3세계의 학자들이

자국으로 귀국하면서 연구가 확대되었다(최상진, 한규석, 2000). 문화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 말에 미국의 Western Washington 대학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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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교 연구소"(Center for Cross-Cultural Research)가 설립되면

서 1970년부터 "문화 비교 심리학회지"(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JCCP)가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1972년에는 홍콩에서 "국

제 문화 비교 심리학회지"(International Asoociation for Cross-

Cultural Psychologists :LACCP)를 창립하면서 최초의 학술대회를 개

최하였다(한규석, 1997).

스포츠심리학은 1900년대 초 심리학적 지식을 스포츠에 적용시키는 시

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유진, 2003). 그래서 심리학을 비롯해 스포츠심

리학의 대부분 지식과 정보는 서구문화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스포츠

참여가 범(凡)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선수들의 스포츠 체험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김병준, 1998) 개인주의 문화가 주(主)가 되는 서

구문화의 한계 속에서 생성된 이론과 지식들은 집단주의 문화가 주(主)가

되는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이에 많은 학자들은 타문

화에서 생성된 원리나 현상들을 자신의 문화에서 설명하려면 문화적인 보

편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원배, 1999; 김원배 윤영길,

2003;문창일, 김병준, 최만식, 문익수, 2005; 유진, 정우영, 2005). 그

리고 진정한 문화비교가 진행되려면 우리 문화의 스포츠 상황에서 나타나

는 현상들을 기술하는데서 먼저 출발해야 함을 알 수 있다(김병준,

1998).

비교문화 연구는 양적인 방법으로 세계의 여러 문화 중 특정의 한 문화

에서 출발하거나 아니면 2개 혹은 그 이상 선정하여 문화내의 현상이나

이론과 개념들을 기술하고 그러한 현상의 보편성과 토착성을 찾으려는데

있다(李炳全, 2006). 따라서 스포츠심리학에서 비교문화 연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김병준, 1998). 첫째, 우리 문화

뿐만 아니라 타 문화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스포츠 현상의 보편적

특징을 찾는 연구이다. 둘째, 우리 문화의 맥락에서만 나타나는 스포츠

현상의 고유한 특징을 찾는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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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보편성 초점과 토착성 초점

(2) 비교문화 연구전략

비교문화 연구의 목적은 문화 내 현상의 보편성과 토착성을 찾으려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비교의 초점을 보편적 특징을 찾으려는데 두었

는지 아니면 토착적인 현상을 규명하려는데 있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그림 4> 참고).

가. 보편성 전략 및 연구동향

비교문화 연구에서 보편성이란 개별 문화를 떠나서 여러 문화권에서 공

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론이나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에틱

(Etic) 접근’이라고도 부른다. 에틱이란 ‘모든 언어에 존재하는 소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김병준, 2003). 즉, 보편성의 연구는 모든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생각, 행동, 개념들을 찾는데 있다.

보편성을 찾는 연구는 특정문화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나 이론을 기술하

는데서 출발하여 타문화에서의 보편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다. 스포츠심리학은 서구에서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에 서구 스포츠 상황

과 사회문화를 배경으로 생성된 이론과 원리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서

구에서 생성된 이론이나 개념의 동양권문화에서의 보편성 검증을 하는 연

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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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형과 방중길(2008)은 영어권 문화에서 코치와 운동선수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Jowett와 Ntmoumanis(2004)가 개발한 코치-선수관계

척도(Coach-Athlete Relationship Questionnaire: CART-Q)를 한

국 대학운동부 선수들을 대상으로 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CART-Q

의 하위요인인 친근감 요인에서 1문항이 삭제되어 총 3요인(헌심감, 친근

감, 상보성) 10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판 코치-선수관계척도 KrCART-Q

의 구조적 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구문화에서 개발된

코치-선수관계 유지 척도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하기 위해서 대학교 운동선

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Rhind와 Jowett(2012)의 7요인 28

문항으로 구성된 CARM-Q 척도가 문항분석과 타당화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7요인 24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판 CARM-Q척도에 의해 대학생 운

동선수들의 코치-선수관계 유지를 반영된다고 보고하였고(권택용, 박경

석, 최영래, 2013), 허영진과 최헌혁(2016)은 CARM-Q를 한국 프로

스포츠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야구 코치-선수관계 유지 척도를

재검증을 실시한 결과 원 척도에서 독립 요인으로 구성된 개방/확언 요인

이 이 연구에서는 동일한 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5요

인 21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판 CARM-Q 척도가 타당화한 것으로 검증되

었다.

이 외에도 중⋅고교 소속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스포츠 성취목표성향 측

정도구의 타당도를 부분적으로 검증한 연구(이승주, 권성호, 황수웅 등

2020); 한국형 스포츠동기척도(SMS-K)의 타당도와 위계적 모형 검증

을 실시한 연구(이보람, 정지혜, 2017); 정소조절 질문지(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ERQ)를 중국인 청소년 운동선수와 성인 운

동선수를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연구(张春青, 钟伯光, 姒刚
彦 등 2014 ); 몰입성향 척도(Dispositional Flow Scale:DFS)와 몰

입상태 척도(Flow State Scale, FSS)를 중국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재

구성하여 타당도를 확보한 연구(刘微娜, 2010) 등 서구의 개념과 척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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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권 문화에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보편성을 찾는 연구들은 우리에게 스포츠상황에서 나타나는 문

화적 공통점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찾아내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문화 보편성 특징을 찾는 연구

를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특정문화에서 생성된 이론은 이론형성의 배

경이 된 문화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문화

의 현상은 물론 그러한 학문을 낳게 된 문화까지도 수용하는 현상을 가져

오게 된다(권성호, 2011). 따라서 어떤 주제를 연구해야 하는지를 신중

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한 문화를 기술할 때에는 적절하던 주제가

다른 문화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이수원, 1997)

보편성을 검증하려는 타문화에 대한 요해도 있어야 한다.

나. 토착성 전략 및 연구동향

토착성의 연구는 특정 문화에서 고유하게 발견되는 현상을 규명하는 접

근으로 ‘에믹(Emic) 접근’이라고 한다. 에믹이란 ‘어떤 하나의 언어에만

존재하는 소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김병준, 2003). 즉, 토착성의 연구

는 특정 문화에서 고유하게 나타나는 생각, 행동, 개념을 찾는데 있다.

토착성의 연구는 특정 문화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나 이론을 기술하는 단

계에서 출발하여 타문화와의 비교를 통하여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수

한 현상을 검증할 수 있다. 현재의 스포츠심리학은 서구에서 먼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서구 스포츠현상에서 나타나는 이론들은 많이 기술되었다.

비서구의 입장에 있는 우리는 진정한 우리 스포츠현상의 토착성을 찾는

연구가 진행되려면 먼저 우리 스포츠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 기

술하여 우리 스포츠문화의 자본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동양권의 문화에서 측정도구나 이론에 대한 문화적 토착

성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비록 코치-선수 관계유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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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토착적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스포츠심리학 영역에서 토척적 연

구를 시도한 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대표적으로 권성호

(2015) 등은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토착심리학적 관점에서 “절실함”이란

개념을 정립하였다. 절실함은 ‘운동선수의 느낌이나 생각이 최상수행을 위

해 뼈저리게 시급하고도 긴요한 상태’로 정의되며 한국의 운동선수들이 목

표설정에 따른 최고의 심리적 상태로 인식하고 있으며, 스포츠 현장에서

승리의 근원으로 “절실함”이란 심리적 요인이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다

(Kim, Kang & Kwon, 2019). 이러한 한국의 문화를 반영할 수 있는

토착적 개념이 정립된 이후로 “절심함”이란 개념이 많은 연구자들로 의해

주목받고 있으며, 절실함과 경기력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권성호, 장도진,

이도흥 등 2020), 한국과 중국의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비교문화연구

(엄창량, 권성호, 김용세, 2020) 등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한편, 최근 들어 중국의 스포츠심리학 영역에서도 토착적 관점에서 중

국문화에 부합된 이론을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姒刚彦,

蒋小波(2011)는 거국체제(举国体制)와 중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운동선수들의 성적취득과 심신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아해탈(自我

解脱)과 대인관계(人际关系)가 현재 중국 스포츠 현장에서 중요한 과제라

고 언급하면서 중국 문화의 특수성을 심리기술 훈련 시스템에 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cultural transmission(문화적 전달)의 시각

으로 “和而不同”, “尽人事、顺天命”, “众生皆佛”, “儒道平衡”등 다양한 중국

문화가 내포되어야 하고 이를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발굴해내야 한다고

하였다. 张 凯, 张力为(2011)는 중국의 스포츠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심리상담과 심리기술은 서구에서 온 “박래품”으로 동서양의 문화⋅스포츠

제도의 차이 때문에 서양에서 개발된 심리상담과 심리기술 훈련방법이 중

국 운동선수들에게 적용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중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스포츠심리학의 이론을 접목하여 동서양 문화의 특징을 겸비

한 훈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 중국 스포츠심리학자들의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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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문제이며 과제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은 중국 문화

에서 운동선수 심리상담과 심리기술은 “人生境界”, “知行合一”, “自然之道”,

“身心控制”, “术以载道” 등 5가지가 부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 에틱(Etic)과 에믹(Emic)의 통합적 관점

Emic(에믹)과 Etic(에틱)은 1954년 미국의 언어학자인 파이크

(Pike, K.)가 처음 고안하여 사용한 용어이다. 이후 인류학, 언어학, 심

리학, 사회학, 교육학, 경제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

다. Emic은 문화에 따라 특정적인 생각, 행동, 개념을 의미하며, Etic은

모든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공통되는 생각, 행동, 개념을 말한다(김병준,

2003). 특히, Emic(에믹) 연구는 문화 간 측정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으

며 특정 문화에서의 내부적 특수성을 연구하는 반면, Etic(에틱) 연구는

다문화적맥락에 걸쳐 통용되는 보편성을 연구한다.

Earley & Ang(2003)은 Emic과 Etic의 구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구성개념이 주어진 문화 내에서 고려된다면 이것은 Emic 관점이며 문화

간에 보편적이라면 Etic 관점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코치-

선수관계 유지전략은 역시 개념상 문화간 측정동일성(cross-cultural

invariance)이 검증되어야 한다는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본다면, 코치-선

수관게 유지전략 척도의 측정항목은 문화간 측정동일성을 전제로 한 문화

보편적 성격인 Etic적인 관점이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ARM-Q 척도 문항의 예로 “I give my coach/athlete praise when

appropriate”라는 문항은 한국어로 “나는 나의 코치/선수에게 적절할 때

칭찬을 해준다”라는 뜻으로 번역 될 수 있다. 사전적 의미로 “praise”는

“칭찬, 찬양”의 뜻을 의미하며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선수가 코치, 지도자,

부모 등 윗사람에게 “칭찬”해준다는 말은 부적절한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비교문화 관점에서는 각 문화마다 독특한 특성이 존재하며 동시에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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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패턴들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보편

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연구하여야 한다(이기숙, 정미라, 김현정, 2006).

왜냐하면 토착적 현상을 적절하고 정당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접

근의 논리를 좇아야 한다. 그리고 또 보편적 접근만도 각 문화에서 나타

나는 토착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때 두 접근이

주장하는 논리는 각각 그 나름의 정당성이 있지만 또한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두 접근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두 접

근을 하나로 혼합하여 여러 문화들 간의 비교가 가능하면서도 비교 대상

이 되는 각 문화들의 고유한 특성이 무시되지 않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져

야한다.

3) 코치-선수관계 비교문화 연구 국외 연구동향

국외의 코치-선수관계에 관련 비교문화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Google Scholar를 통해 논문 검색을 실시하였으며, 저자(년도), 측정도

구, 연구참여자, 연구결과에서 주로 사용된 분석방법 등으로 요약을 하였

으며 <표 3>을 통해 제시하였다.

코치-선수관계 비교문화 연구는 총 9편의 학술논문이 발간된 것을 확인

되었으며, 9편의 논문 중 7편이 Jowett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

다. 따라서 코치-선수관계를 비교문화의 관점에 근거하여 진행된 대부분

의 연구는 Jowett에 의해 한정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으며

발간된 논문은 2003년도 이후 2021년 사이에서 수행된 것으로 확인되었

다. 측정도구는 Jowett, S., & Ntoumanis, N. (2004) 개발한 코치-

선수관계 척도(Coach–Athlete Relationship Questionnaire; CART-

Q)를 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구의 목적은 대부분 여러 나

라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CART-Q 척도의 보편성 검증, 즉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등 통계적 검증방법으로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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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검색된 논문 중 대부분의 연구는 양적연구로 진

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단 1편에

불과하다. 이 논문에서 인종/민족(Race/Ethnicity)의 관점에서 흑인 선

수들이 코치-선수관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20문항으로 구성된

개방형 질문의 형식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한편, 비교문화 연구에는

국가와 국가, 인종과 인종에 대한 비교뿐만 아니라 종목과 종목에서 또한

서로 다른 문화속성들이 배재되어 있음으로 광의적인 개념에서 단체종목

과 개인종목 선수들이 코치-선수관계에 대한 인식적 차이를 밝힌 논문은

본 파트에 포함시켰다.

종합해보면, 이상의 연구를 통해 국외에서 진행된 코치-선수관계 관련

비교문화 연구는 대부분 Jowett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연구목적은 다른

문화권에서 CART-Q 척도의 보편성을 확보시키는데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다. 코치-선수관계의 토착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단 1편으로

확인되어 관련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본 연

구에서 주목하는 코치-선수관계 유지와 관련된 비교문환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앞서 언급한 서구에서 창출한 개념과 이론을 비서구의

문화에서 적용하기에 한계점이 있을 것이며 이는 코치-선수관계와 관련된

연구도 똑 같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CART-Q개념 역시 서구의 문화

적 관점에서 개발된 것으로 비서구 지역의 연구자가 무비반적으로

CART-Q의 개념을 그대로 연구에 적용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학술적 논

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편성과 토착성을 융합하

여 체계적인 비교문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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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년도) 측정도구 연구대상 분석방법

Yang, S. X., &

Jowett, S.

(2012)

Coach–Athlete

Relationship

Questionnaire

(CART-Q)

Belgium (N=200)

Britain (N=382)

China (N=200)

Greece (N=115)

Spain (N=120)

Sweden (N=169)

United States of

America (N =177)

Measurement

invarianc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Jowett, S., Adie,

J. W.,

Bartholomew, K.

J., Yang, S. X.,

Gustafsson, H., &

Lopez-Jiménez, A.

(2017).

Basic Need

Satisfaction in

Relationship

Questionnaire

(BNRSQ);

Behavioral

Regulations in

Sport

Questionnaire

(BRSQ)

Warwick-Edinbu

rgh Mental

Well-being Scale

(WEMWBS)

China (N=143)

Greece (N=168)

Spain (N=137)

Sweden (N=71)

UK (N=137)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Jowett, S., &

Ntoumanis, N.

(2003).

Study 1

The Greek

Coach – Athlete

Relationship

Questionnaire

(GrCART-Q)

Study 2

13-item

(GrCART-Q

)

Study 1

Total(N=273)

coach(N=182)

athlete(N=91)

Study 2

Total(N=400)

coach=30.5%.

athlete=69.5%

Study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Study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Ahmad, H., Ada, Arabic version athlete(N=259) confirmatory

표 3 코치-선수관계 비교문환 연구 국외 연구동향



- 43 -

E. N., Jowett, S.,

Alabduljader, K.,

& Kazak, Z.

(2021)

of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Questionnaire

(ArCART-Q);

Athlete

Satisfaction

Questionnaire

(ASQ)

factor analysis

(CFA);

Independent

sample t-test

Contreira, A. R.,

Andrade do

Nascimento

Junior, J. R.,

Pizzo, G. C.,

Sitoe, S. A.,

Moreira, C. R.,

Jowett, S., &

Fiorese, L. (2019)

Brazilian

version

Coach–Athlete

Relationship

Questionnaire

(CART-Q :

Coach Version);

Satisfaction

Questionnaire

(ASQ)

Coach(N=130)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Balduck, A. L., &

Jowett, S. (2010)

Belgian coach

version of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Questionnaire

(CART-Q)

coach(N=144)

male(N=139)

female(N=5)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Jowett, S., &

Frost, T. (2007).

20 open-ended

questions

male black

football players

Total(N=12);

British West-Indian

(N=2), black Africa

n (N=4), black Cari

bbean(N=2), black

African(N=4)

qualitative

research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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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 S. X., &

Jowett, S. (2010)

Chinese

version

Coach-Athlete

Relationship

Questionnaire

(CART-Q)

elite(N=246)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Li, B., Dittmore,

S. W., & Park, J.

A. (2015)

Coach-Athlete

Relationship

Questionnaire

(CART-Q)

athlete(N=699)

individual

sports(N=500)

team

sports(N=199)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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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 1>에서는 비교문화에 따른 한국, 중국, 미국의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구성요인에 대한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

구 2>에서는 중국형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중

국 단체종목(축구, 배구, 농구) 대학생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개방형설문을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귀납적 분석을 실시하

여 문항을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문항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여 개발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실시하였다

(승인번호 IRB No. 2016/003-005).

연구 Ⅰ. 비교문화에 따른 코치-선수관계의 유

지전략 구성요인의 차이 검증

Rhind & Jowett(2012)에 의해 개발된 코치-선수 유지전략 척도

(CARM-Q)를 한국, 중국, 미국 간 구성요인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한국, 중국, 미국의 코치-선수관계 유지

전략의 문화적 보편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1. 연구대상

Rhind & Jowett(2012)에 의해 개발된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척

도(CARM-Q)를 한국의 131명 운동선수(축구, 배구, 농구)와 중국의

134명 운동선수(축구, 배구, 농구)를 대상으로 타당도 재검증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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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한국 운동선수는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대학생 운동선수를 대상으

로 실시하였고 중국 운동선수는 중국 체육국에 등록된 대학생 운동선수

대상으로 목적적 표집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참여자

의 구체적인 인적특성은 다음 <표 4>과 같다.

분류 구분 인원(명) 백분율(%)

국가
한국 131 100%

중국 134 100%

성별

한국
남성 108 82.4%

여성 23 17.6%

중국
남자 71 47.0%

여자 63 53.0%

종목

한국

축구 66 50.4%

농구 26 29.8%

배구 39 29.8%

중국

축구 55 32.8%

농구 35 41.0%

배구 44 26.1%

수상경력

한국

시대회 수상 1 0.8%

도대회 수상 18 13.7%

전국대회 수상 96 73.3%

수상 없음 16 12.2%

중국

시대회 수상 9 6.7%

도대회 수상 52 37.3%

전국대회 수상 70 52.2%

수상 없음 5 3.7%

표 4 설문조사 참여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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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도구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척도(CARM-Q)는 Rhind & Jowett

(2012)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해당 척도는 코치와 선수들의 심리적 속

성과 관계적 측면을 측정하는 총 7요인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요

인의 내적합치도 지수(Cronbach’s α)는 갈등관리 .860, 개방성 .830,

동기부여 .880, 예방 .860, 확언 .820, 지지 .790, 인적 네트워크

.80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7점 Likert(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3. 연구절차

(1) 조사도구 번역과정

본 연구에서 Rhind & Jowett(2012)에 의해 개발된 CARM-Q척도

를 한국과 중국 문화에 맞게 번역과 역 번역 검토과정을 거쳤으며

Pelletier, Fortier, Vallerand, Tuson, Briere, & Blais(1995)가

제시한 절차에 준하여 번역을 진행하였다.

1) 중국

먼저, 영어와 중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전문가 2명에게 의뢰하여

번역-역 번역을 실시하였으며, 번역된 척도를 스포츠심리학 전공 교수

1명, 박사과정 2명과 함께 설문문항의 문법과 의미전달에 대한 심층적

인 논의를 통해 보완시켰다.

2) 한국

먼저, 연구자와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스포츠심리학 박

사과정 2명과 함께 실문지에 대한 번역-역 번역을 실시하였으며, 번역

된 척도를 스포츠심리학 전공 교수 1명과 함께 설문문항의 문법과 의미

전달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보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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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타당도 검증

CARM-Q척도는 영어권 운동선수 문화를 바탕으로 문항들이 구성되

어 있으므로 한국과 중국 운동선수 문화에 적절하지 않은 문항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하여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변역된 CARM-Q척도

의 각 문항을 한국과 중국의 스포츠심리학자 2명, 운동선수 2명에게는

익숙하지 않아 수긍하기 힘든 정도를 5점 척도(1점: 선수들이 수긍하거

나 이해하기 매우 힘들다 ~ 5점: 선수들이 매우 잘 수긍하고 이해한

다)로 평정하였다. 각 문항 별 평균점수가 3점을 기준으로 하여 3점 이

상인 문항들은 보유하고 3점 이하를 보인 문항들은 연구자를 포함한 스

포츠심리학 박사과정 2명과 교수 1명과 함께 수정 및 보완하여 내용타

당도를 확보하였다.

(3) 요인구조 검증

먼저, 요인구조를 검증하기 앞서 수집된 자료의 기술통계는 각 문항

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한국과 중국 운동선수들이 문항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고, 왜도(Skewness), 첨도(Kurtosi)를 산출하여

자료의 정규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후 요인구조를 검증하기 위해 최

대우도(maximum likelihood)법과 사각회전의 직접 오블리민

(oblimin)방법을 적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실시하였다. 요인추출을 위한 기본 절차는 Tabachnik

와 Fidell(1996)이 제안에 따라 고유값(eigen value)이 1이상, 한 요

인 당 설명된 분산비(최소 5%), 요인부하량(.4이상)을 기준으로 하였

다(김기형 및 박중길, 2008).

최종적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타당도가 확보된 척도는 미국에서 개발

된 CARM-Q척도와 비교분석하여 요인구조에 대한 차이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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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Ⅱ Ⅲ. 중국형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척

도 개발 및 타당화.

본 연구의 <연구 2>에서는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측정도구를 개발

하기 위해 개방형 설문 및 심층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문항을 구성

하고, 설문조사와 통계적 검증을 통해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

보하였다.

1. 연구 참여자

(1) 개방형 설문 참여자

중국 운동선수들의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에 대한 폭넓은 개념을 파

악하기 위해, 중국 체육국에 등록된 대학교 운동선수 72명을 목적적으

로 표집하여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다. 개방형 설문 참여자의 구체적인

인적특성은 다음 <표 5>과 같다.

(2) 심층면담 참여자

본 연구의 심층면담 참여자는 중국 체육국에 등록된 대학교 운동선수

을 목적적으로 표집 하였고,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을 포괄적인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 코치 12명(축구 4명, 배구4명, 농구 4명)을 심층면담 참

여자에 포함하였다. 심층면담참여자의 구체적인 인적특성은 다음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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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구분 인원 백분율(%)

성별
남성 38 52.2%

여성 34 47.8%

나이

18~20세

20~25세

25세 이상

31

37

4

43.1%

51.4%

5.5%

종목

축구

농구

배구

27

21

24

37.5%

29.2%

33.3%

운동경력

5년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9

42

21

12.5%

58.3%

29.2%

입상경력

시대회

성대회

전국대회

수상경력 없음

7

34

23

8

9.8%

47.2%

31.9%

11.1%

표 5 개방형 설문 참여자 배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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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 종목 주요 경력

남 21 농구 U 리그, 전국대회 수상

남 19 농구 U 리그

여 21 농구 U 리그

여 22 농구 U 리그

남 22 축구 U 리그

남 19 축구 U 리그, 전국 대회 수상

여 23 축구 U 리그 우승

여 24 축구 U 리그 우승

남 21 배구 U 리그

남 19 배구 U 리그

여 22 배구 U 리그, 전국 대회 수상

여 21 배구 U 리그, 전국 대회 수상

표 6 심층면담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3) 설문조사 참여자

중국 운동선수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척도 개발과 타당도 검증을

위해 중국 체육국에 등록된 대학교 운동선수 4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참여자의 구체적인 인적특성은 다음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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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질문내용

종합적

질문내용

1. 당신은 코치와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진

술 해 주십시오.

你认为你和教练的关系如何，请做一个描述？

2. 당신은 코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你认为教练员与运动员的关
系重要吗？ 如果这样认为，请说出理由？

표 8 심층면담 및 개방형 설문의 질문내용

분류 구분 인원(명) 백분율%

성별
남성 296 60.9%

여성 190 39.1%

연령

18~20세 176 36.2%

20~25세 256 52.6%

25세 이상 54 11.1%

종목

축구 220 45.2%

농구 134 27.6%

배구 132 27.2%

수상경력

시대회 114 23.5%

성대회 158 32.5%

전국대회 166 34.2%

수상경력 없음 48 9.8%

표 7 예비문항 설문 참여자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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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신은 코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있다면 어떤 방법(전략) 들이 있습니까?

为了与教练保持良好的关系，你做了哪些努力？采取了哪些方
法？

4. 당신은 코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你认为与和谐相处，最为重要的是什么？为什么这样认为？

세부적

질문내용

5. 당신은 코치와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你经常与教练聊天吗？主要聊一些什么话题呢？

6. 당신은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때 있었

나요? 당신은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你有过与教练员意见不统一，导致发生摩擦的时候吗？ 你是如何
解决的呢？

7. 당신은 코치와 일(훈련, 시합)을 하면서 효율성이 낮다고 생

각한 적이 있었나요? 당신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在与教练工作时（训练，比赛)，你认为有过效率低下的时候
吗？你是如何解决的呢？

8. 당신은 코치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为了得到教练员的信任，你做了什么样的努力？

9. 당신은 장기간 동안 코치와 같이 일(훈련, 시합)을 할 수 있

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你能与教练员长时间一起共事（训练，比赛）的动机是什么？

10. 코치-선수관계에 있어 중국과 서구(북미, 유럽)는 차이/특

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就教练员-运动员的关系而言，你认为中西方存在什么样的差
别？

11. 코치-선수 관계유지에 대해서 보충할 내용이 있다면 편하기

말씀해 주십시오.

关于教练员-运动员关系维持的问题，如果还有补充的内容，请

自由回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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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문헌 고찰 및 개방형 설문, 심층 면담의 과정을 거쳐 체계적으로 정립

된 구성 요인을 토대로 척도의 예비문항을 제작하였다. 예비문항은 도출

된 각 요인의 세부내용과 기존 문헌들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1차로 제작

하고,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여 코치-선수관계를 측정

할 수 있는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에 대한 설명문을 제시하고 자발적 참여와 주의사항

등이 포함된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은 후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모든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소속대학교에 있는 코치들과 연락하여 대면의

형식으로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통계적 검증을 통해 측정도

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1) 질적자료 분석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개방형 설문문항을 제작하였다.

개방형 설문은 운동선수들이 코치-선수관계에서 경험한 갈등과 충돌에

대한 해결방법, 코치/선수가 상대방의 의지(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 긍

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 중국문화와 스포츠 환경에서 코치-

선수관계의 특징 및 영향 등 포괄적인 측면에서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에 대한 내용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개방형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코딩 작업을 통해 공통적인 의미

를 담고 있는 단어로 제시하고, 이 중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을 잘 설

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단어들은 세부내용으로 기재하였다. 의미 단위

로 코딩된 개방형 설문자료는 공통된 의미를 지니는 자료끼리 묶어 정리

하고, 정리된 자료는 기존 문헌들을 참고하여 연구 주제에 맞게 의미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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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담은 개방형 설문 내용의 질문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개방형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더 얻고 싶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진행하

였다. 면담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면담자와 장소와 시간을 약

속하여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여 대면으로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을 실시하는 동안 모든 내용을 스마트 폰을 통해 녹음을 하였

으며, 녹음된 모든 내용은 한글파일로 전사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후 저

장된 파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청취하고 숙독하면서 주요 주제별로 범주

화하는 내용요약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귀납적 범주화 자료와 심층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의

내용이나 의미를 개념화 하였다. 즉, 수집된 자료들을 특정한 요인으로

주목시켜 체계화 및 조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구별된 주제들을

다시 연구주제에 맞게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구성요인을 정립하였다.

2) 질적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

질적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는 자료의 진실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

하고 있다(Guba & Lincoln, 1985). 분석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가 직접 심층 면담과 개방형 설문 자료를 검토하는 과

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피면접자간의 검토를 실시하여 면담 참여자에게

분석한 일부 결과를 제공하고 자신이 답변한 내용에 대한 분석이 타당한

지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또한,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 연구자의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헌 고찰과 심층 면담, 개방형 설문 등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을 활용하여 삼각검증을 실시하였다. 문헌 고찰을 통해 얻

은 자료, 개방형 설문, 심층면담의 세 가지 자료를 통해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의 내용을 일관성 있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분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리개념 척도 개발 경험이

있는 스포츠심리학 박사 2명과 교수 1명으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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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다.

3) 양적자료의 통계적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양적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2.0

및 AMO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절차

는 다음과 같다.

(1)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척도 예비문항의 문항적합성 검증을 위한

기술통계분석, 신뢰도 검증을 위한 내적합치도(Cronbach’ a)분석을 실

시하였고,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KMO

(Kaiser-Meyer-Olkin) 적합도 검증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등을

실시하였다.

(2) 중국형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척도의 요인구조 확인하기 위해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3) 중국형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척도의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확인

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4) 중국형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

치도(Cronbach’ α)분석을 실시하였다.

(5) 중국형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척도의 구성개념 타당도(집중타당

도,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부하량, 평균분산추출(AVE), 개

념신뢰도(C. R.)를 산출하였다.

(6) 중국형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척도의 공인타탕도 검증을 위한 상

관분석, 교차타당도 검증하기 위한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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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구절차<연구 2>

3. 측정도구

개발된 중국형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Canary & Stafford(1992)가 개발한 관계유지 척도(Relational

Maintenance Strategy Measure, RMSM)를 李 涛, 王庭照(2010)

등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관계유지척도를

“关系保持策略量表”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측정하였다. 해당

척도는 총 5요인 2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의 내적합치도 지수

(Cronhach’s α)는 긍정성 .840, 개방성 .860, 확언 .880, 인적 네트

워크 .830, 공동과제.810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7점 Likert(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7)로 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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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연구1>에서는 Rhind & Jowett(2012)에 의해 개발된

CARM-Q척도를 비교문화에 따른 한국과 중국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측정도구(CARM-Q)의 요인구조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한국의 대학

운동선수와 중국의 대학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

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요인구조 검증을 실시하여 한국과 중국운동선수의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내고 비교문화적 관점

에서 Rhind & Jowett(2012)에 의개 개발된 CARM-Q와 문항내용,

구성요인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Ⅰ. 비교문화에 따른 코치-선수관계 유지

전략의 차이 검증

1. CARM-Q척도 기술통계 분석

한국과 중국 대학생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

술통계 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실시하였다. 척도의 평점은 7점

리커트(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전혀 그렇다)로 구성되었기 때문

에 문항의 방응 범위는 1점에서 7점사이로 분포된다. 한국 운동선수들

의 각 문항의 평균값은 3.76 – 6.00까지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1.08

– 1.79 사이로 나타났다. 중국 운동선수들의 각 문항 의 평균값은 4.19

– 6.03까지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1.13 – 1.78 사이로 나타났다. 측정

된 변인들이 정규분포를 이루어졌는지는 왜도와 첨도의 값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왜도 첨도 값은 ±2의 범위를 벗어나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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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한 국 중국

M SD 왜도 첨도 M SD 왜도 첨도

.q1 5.48 1.41 -.904 1.266 5.73 1.21 -1.026 1.411

q2 5.61 1.11 -.057 -1.196 5.85 1.26 -1.135 1.682

q3 5.34 1.39 -.396 -.428 5.83 1.27 -1.094 1.540

q4 5.60 1.21 -.323 -.950 5.84 1.24 -.957 .788

q5 4.82 1.60 -.211 -.618 5.64 1.41 -.905 .515

q6 5.70 1.21 -.562 .122 5.78 1.13 -.634 .140

q7 5.73 1.18 -.144 -1.280 5.57 1.24 -.515 -.167

q8 5.86 1.15 -.407 -1.224 5.89 1.16 -.949 .914

q9 6.00 1.08 -.593 -.902 5.96 1.15 -.997 1.123

q10 5.92 1.08 -.481 -.981 5.81 1.24 -.893 .435

q11 4.05 1.49 .251 -.095 4.90 1.63 -.406 -.486

q12 3.91 1.69 .001 -.502 4.82 1.61 -.436 -.270

q13 3.77 1.60 -.090 -.256 4.19 1.74 -.135 -.793

q14 4.40 1.41 -.286 .409 3.99 1.78 -.107 -.774

q15 4.08 1.46 -.269 .082 5.78 1.39 -1.105 .689

q16 5.09 1.14 .388 -.710 4.69 1.51 -.324 -.301

q17 4.97 1.20 .032 .262 6.03 1.20 -.1142 .808

q18 4.48 1.39 -.243 .709 4.99 1.76 -.456 -.770

q19 4.99 1.29 .081 -.350 4.43 1.71 -.164 -.759

q20 3.97 1.62 .050 -.518 4.30 1.67 -.063 -.678

q21 4.14 1.71 .156 -.806 4.34 1.70 -.064 -.815

q22 4.58 1.36 .004 -.234 5.30 1.45 -.625 -.202

q23 3.76 1.79 .089 -.626 4.66 1.49 -.144 -.380

q24 5.11 1.18 -.067 .020 5.45 1.54 -.871 .087

q25 4.40 1.43 .067 -.070 4.87 1.71 -.427 -.620

q26 4.88 1.19 -0.39 .392 5.56 1.50 -1.023 .604

.137-1.0371.255.94-1.189.1731.145.31q27

-.032-.8131.605.41-.505-.1541.404.92q28

표 9 CARM-Q척도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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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측정문항들의 분포가 정규성

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표 9>.

2. 비교문화에 따른 CARM-Q 척도의 요인구조

검증

한국문화에 따른 CARM-Q 척도의 요인구조를 검증하기 위해

Chronbach’s alpha 계수(내적일관성) 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탐

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은 최대우도

(maximum likelihood)법과 사각회전의 직접 오블리민(oblimin)방법

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분야에서 요인 간 상관관

계가 0인(없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요인간 상

관관계가 전혀 없다고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오블리민(oblimin)방

법을 채택하였다. 요인추출의 기준은 Tabachnik와 Fidell(1996)이 제

안에 따라 고유값 (eigen value) 1이상, 한 요인 당 설명된 분산비

(최소 5%), 요인부하량(.4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김기형 및 박

중길, 2008). 또한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KMO(Kaiser-Meyer-Olkin)지수와 Barttlett의 구형성 검정

(sphericity test)을 측정하였다. Barttlett의 구형성 검정값은 χ2 

=1973.525, df=171, P <.001, KMO지수는 .873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요인분석을 실시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문화에 따른 CARM-Q의 구성요인은 원척도의

7요인과 다르게 고유값(eigen value)이 1이상을 보인 요인이 총 5개로

구성된 것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인적 네트워크요인의

18번 문항(.353.)과 19분 문항(.398)의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이 .40이하로 나타나 이론적 구조가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

제하였고, 갈등관리요인의 5번 문항, 지원 요인의 16번 문항, 17번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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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동기부여

q8 .977 .015 -.146 .131
q9 .793 -.006 .096 .012
q10 .755 .100 .151 -.020
q7 .708 -.074 .026 .072
q6 .416 .085 .290 .041

예방

q12 .074 .903 .050 .009
q13 .042 .858 -.053 .037
q11 -.016 .814 .110 .093
q14 -.140 .490 .124 .316

갈등관리

q4 .093 .155 .873 -.105
q3 -.024 .092 .777 .101
q2 .175 .026 .682 -.083
q1 -.042 -.216 .521 .267

개방/확언

q28 .166 -.043 .174 .710
q24 .054 .090 .037 .698
q27 .243 -.016 .029 .685
q22 .092 .216 -.116 .649
q26 .097 .218 .030 .596
q25 -.006 .250 .017 .515

고유값 7.855 2.603 1.552 .931
분산(%) 41.340 13.700 8.167 4.899
누적(%) 41.340 55.040 63.207 68.106

표 10 한국문화에 따른 CARM-Q 척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항, 개방 요인의 23번 문항이 다른 요인과 중복된 부하량이 높은(.30이

상) 것으로 나타내고 있어 삭제하였다(Pett, Lackey & Sullivan,

2003). 그 결과 지원요인(문항15)은 단일문항, 인적 네트워크요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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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20, 문항21) 2문항으로 구성되었음으로 변수를 설명하는데 부적절하

다고 판단(Hair, Blak, Balin et al., 2010)하여 요인구조에서 제외

하였다. 그 후 2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갈등관리요인의 5번

문항과 예방요인과 높은 중복 부하량(.419)을 보여 요인구조에서 삭제

하였다. 최종적으로 한국문화에 따른 CARM-Q 척도의 요인구조는 원

척도의 개방요인과 확언요인이 동일한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한국문

화에 따른 CARM-Q척도는 갈등관리요인(4문항), 동기성요인(5문항),

예방요인(4문항)과 개방/확언요인(6문항)등 총 19문항 4요인으로 구성

된 것을 확인되었다.

중국문화에 따른 CARM-Q 척도의 요인구조 검증은 한국과 동일한

절차로 실시하였다. 먼저,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KMO(Kaiser-Meyer-Olkin)지수와 Barttlett의 구형성 검정(spher-

icity test)을 측정하였다. Barttlett의 구형성 검정값은 χ2=

128.337, df=74, P <.001, KMO지수는 .861로 나타나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요인분석을 실시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

과에 따르면 중국문화에 따른 CARM-Q의 구성요인은 원척도의 7요인

과 다르게 아이겐 값(eigen value)이 1이상을 보인 요인이 총 4개로

구성된 것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지원요인의 15번 문

항(.371), 개방요인의 22번 문항(.340)과 24번 문항(.361), 확언요인

의 26번 문항(.370)이 .40이하로 나타나 이론적 구조가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되었고, 갈등관리 요인의 5번 문항, 예방 요인의

14번 문항, 지원요인의 17번 문항과 확언요인의 27번 문항이 다른 요

인과 중복된 부하량이 높(.30이상)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어 삭제하였

다. 그 결과 지원요인이 2문항, 개방요인 1문항, 확언 1문항으로 구성

되었음으로 변수를 설명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Hair, Black, Balin

et al., 2010)하여 요인구조에서 제외하였다Pett, Lackey &

Sullivan, 2003). 최종적으로 중국문화에 따른 CARM-Q 척도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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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인적

네트워크

q20 .980 .005 -.030 -.048
q21 .948 -.006 .017 .050
q19 .786 .023 .104 .102
q18 .691 .048 -.097 -.019

동기부여

q9 .006 .918 -.011 -.010
q8 -.054 .913 .042 .075
q10 .021 .907 .064 .033
q7 .068 .866 -.015 -.116
q6 .073 .671 -.118 .035

갈등관리

q2 .064 -.019 -.948 -.017
q3 .001 -.016 -.873 .134
q4 .063 -.019 -.750 .068
q1 -.052 .057 -.667 -.137

예방

q12 -.045 .023 .019 .917
q11 .028 .112 -.047 .730
q13 .177 -.098 -.011 .631

고유값 7.855 2.603 1.552 .931
분산(%) 41.340 13.700 8.167 4.899
누적(%) 41.340 55.040 63.207 68.106

표 11 중국문화에 따른 CARM-Q 척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조는 갈등관리요인(4문항), 동기성요인(5문항), 예방요인(3문항), 인

적 네트워크(4문항)등 4요인 16문항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되었다.

최종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문화에 따른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CARM-Q) 척도에 대한 요인구조를 검증한 결과 Rhind &

Jowett(2012)에 의해 개발된 7요인 28문항으로 구성된 CARM-Q

원척도와 요인구조가 다르게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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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갈등관리요인, 동기성요인, 예방요인이 코치-선수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있어 한국과 중국 선수들의 보편적인 인식을 보

여주고 있지만, 한편으로 한국선수들의 경우 개방/확언요인, 중국선수들

은 인적네트워크요인이 코치-선수관계 유지에 중요한 요인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6>.

그림 6 비교문화에 따른 CARM-Q 척도 요인구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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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Ⅱ. 중국형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구성

요인 탐색

1. 중국형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구성요인

탐색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개방형 설문과 심층면담으로 수집된 자료들의 귀

납적 분석 및 범주화를 통해 중국형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의 구성요인

을 정립하였다. 개방형설문과 심층면담에 참여한 대상자는 모두 중국 체

육국에 등록된 대학생 운동선수(축구, 농구, 배구)들로 구성되었으며,

12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72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다.

1) 개방형 설문

개방형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귀납적 분석 및 코딩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훈련에 대한 노력, 개인기술 발전, 성공에 대한 욕

망, 공감하기, 자신의 비언어적 행위 파악, 자신의 문제 인지, 생각(관

점)신술 등 원자료를 통해 387개의 세부내용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범주화 및 의미화 과정을 거쳐 훈련 몰입(60), 목표달성(45), 믿

음/신뢰(51), 분위기 파악(21), 긍정적 귀인(67), 협상해결(37), 회피

(32), 훈련상황(53), 일상생활(30) 등 9개의 소분류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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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료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훈련에 대한 노력(12)

训练努力

훈련에 대한 열정(13)

训练热情

최선을 다함(11)

尽我所能

자신에 대한 책임(7)

对自己负责

적극성(9)

积极性
지속성(8)

坚持性

훈련몰입

训练投入

(60)

동기성

动机性

(105)

코치-선수

관계 유지

教练-运动员

关系维持

(387)
개인기술 발전(17)

个人能力提升
팀 성적 발전(10)

团队成绩提升

훈련임무 완성(11)

完成训练任务

성공에 대한 욕망(7)

成功欲望

목표달성

达成目标

(45)

표 12 동기성 요인에 대한 개방형 설문 귀납적 범주화

(1) 동기성

운동선수로서 무조건 훈련에 대한 노력, 열정, 책임감, 적극성이 있어

야 된다는 생각과 인식들을 훈련몰입(60)으로, 개인과 팀의 목표달성과

승리에 대한 욕망을 목표달성(45)을 소분류 하였으며, 이를 “동기성 요

인”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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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료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열심히 경청함(15)

认真倾听
존경, 예의 (17)

尊重，礼仪
공감하기(8)

认同

이해하기 (11)

理解

믿음/신뢰

相信/信任

(51) 소통전략

沟通策略

(72)

코치-선수

관계 유지

教练-运动员

关系维持

(387)
비언어적 행위 파악(10)

掌握非语言行行为

기분 상태 파악(11)

掌握情绪状态

분위기 파악

掌握氛围
(21)

표 13 소통전략 요인에 대한 개방형 설문 귀납적 범주화

(2) 소통전략

소통하는 과정에서 운동선수가 코치에 대한 존경과 공감, 이해 등을

나타내는 믿음과 신뢰(51), 선수들이 코치에 대한 높은 권위적 인식과

일방적인 특징이 드러내는 분위기 파악(21)을 소분류 하였으며, 이를

“소통전략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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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관리

운동선수들이 의견충돌이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자신의 문제점

을 인지하거나 컨디션을 조절하려고 노력하거나 코치가 자신에 대한 책

임과 격려라고 마인드 재구성을 하는 행동들을 긍정적 귀인(67), 자신

의 생각(관점)을 진술하거나 비공식적으로 진술하고자 하는 행동들을

협상해결(37),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숨기거나 주의를

전환하는 행동들을 회피(23)로 소분류 하였으며, 이를 “갈등관리 요인”

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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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료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자신의 문제 인지(23)

认知自身问题

자신의 컨디션 조절(21)

调整自身状态

나에 대한 책임(14)

对我负责

나에 대한 격려(9)

对我激励

긍정적 귀인

积极归因
(67)

갈등관리

冲突管理
(127)

코치-선수

관계 유지

教练-运动员

关系维持

(387)

생각(관점) 진술(13)

说明想法

비공식적 진술(15)

私下说明

자발적 사과하기(9)

主动认错

협상해결

协商解决

(37)

생각 숨기고 참기(13)

隐忍

무시하기(11)

无视

주의 전환하기(9)

转移注意

회피

回避

(23)

표 14 갈등관리 요인에 대한 개방형 설문 귀납적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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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료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규정 준수(19)

遵守规定

복종하기(14)

服从安排

반박 자제(9)

杜绝顶撞

단정한 훈련 태도(11)

态度端正

훈련상황

거리감

训练时

(53)

거리감

유지

保持距离
(83)

코치-선수

관계 유지

教练-运动员

关系维持

(387)
연락(방해) 자제(15)

避免打扰（联系）
존경, 예의 표현(15)

表示尊重，礼仪

일상생활

거리감

日常生活

(30)

표 15 거리감 유지 요인에 대한 개방형 설문 귀납적 범주화

(4) 거리감 유지

운동선수들이 코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고 코치의 의지를

따르고 팀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단정한 훈련태도 등 훈련상황 거리감

(53) 훈련 이외에 가급적으로 코치의 사생활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등

일상생활 거리감(30)으로 소분류 하였으며, 이를 “거리감 유지 요인”으

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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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료(32)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훈련에 대한 노력(12)

训练努力

훈련에 대한 열정(13)

训练热情

최선을 다함(11)

尽我所能

자신에 대한 책임(7)

对自己负责

적극성(9)

积极性
지속성(8)

坚持性

훈련몰입

训练投入

(60)

동기성

动机性

(105)

코치-선수

관계 유지

教练-运动员

关系维持

(387)

개인기술 발전(17)

个人能力提升
팀 성적 발전(10)

团队成绩提升

훈련임무 완성(11)

完成训练任务

성공에 대한 욕망(7)

成功欲望

목표달성

达成目标

(45)

열심히 경청함(15)

认真倾听
존경, 예의 (17)

尊重，礼仪
공감하기(8)

认同

이해하기 理解 (11)

믿음/신뢰

相信/信任

(51)

소통전략

沟通策略

(72)

표 16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에 대한 개방형 설문 귀납적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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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언어적 행위 파악(10)

掌握非语言行行为

기분 상태 파악(11)

掌握情绪状态

분위기 파악

掌握氛围
(21)

코치-선수

관계 유지

教练-运动员

关系维持

(387)

자신의 문제 인지(23)

找出自己问题
자신의 컨디션 조절(21)

调整自己状态

나에 대한 책임(14)

对我负责

나에 대한 격려(9)

对我激励

긍정적 귀인

积极归因
(67)

갈등관리

冲突管理
(127)

생각(관점) 진술(13)

说明想法

비공식적 진술(15)

私下说明

자발적 사과하기(9)

主动认错

협상해결

协商解决

(37)

생각 숨기고 참기(13)

隐忍

무시하기(11)

无视

주의 전환하기(9)

转移注意

회피

回避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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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료 소분류 중분류 척도

규정 준수(19)

遵守规定

복종하기(14)

服从安排

반박 자제(9)

杜绝顶撞

단정한 훈련 태도(11)

态度端正

훈련상황

훈련상황

训练时

(53)

거리감

유지

保持距离
(83)

코치-선수

관계 유지

教练-运动员

关系维持

(387)
연락(방해) 자제(15)

避免打扰（联系）
존경, 예의 표현(15)

表示尊重，礼仪

일상생활

日常生活

(30)

표 17 개방형 설문 귀납적 범주화(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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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층면담

심층면담은 문헌탐색과 개방형 설문의 내용을 질문하는 형식으로 면담

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심층면담 내용은 개방형 설문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선수들의 답변에 연구자가 좀 더 세

부적이고 심층적으로 질문하여 탐색하고자하는 내용들을 도출해냈다.

선수들의 경험과 생각에 대한 심층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동기성,

소통전략, 갈등관리, 거리감 유지 네 가지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1) 동기성

운동선수들은 중국에서의 코치-선수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유지

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인으로 동기성을 인식하고 있다. 면담에 참여한

12명의 남 여 선수들은 모두 훈련몰입과 목표달성으로 범주화 할 수 있

는 여러 내용을 통해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에 동기성이 있음을 언급하

였다.

저는 저의 실력을 발전시키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대학교에 왔어요. 

저의 대학교는 전국에서도 중점대학교로 꼽히는 대학교라서 누구나 쉽

게 올 수 있는 대학이 아닙니다. 우리학교 코치들은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시절이 자신의 실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매우 소중

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농구든 무슨 종목이든 스포츠이 

니까, 코치들이 열심히 훈련하는 선수를 선호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선수로서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열심히 할수록 코치는 

저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

게 되는 것 같아요. 

首先，我来到这个大学的目的就是为了实现我的梦想，提升我自己
的能力。不是每一个人都有机会来到这个大学，毕竟也是全国重点
大学，而且我们学校的教练也是水平非常高，经常带领队伍取得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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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绩，所以我很珍惜在大学提升自己的机会。而且，毕竟是竞技体
育，教练员都会喜欢努力训练的队员。这是最基本的不过的了。这
样教练才会教我更多的东西，以及更加关注我们。

-선수 A-

일반적으로 훈련과 관련해서 코치는 저한테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아

요, 저 스스로 훈련 강도랑 훈련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팀에서 오래된 선수이고 팀 주장입니다. 그래서 코치가 갑자기 개

인적인 사정이나 학교의 일 때문에 훈련장에 못 올 경우도 있어요, 그

럴 때마다 저는 항상 훈련을 먼저 시작해요, 팀 주장으로서 제가 다른 

선수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줘야죠, 그리고 열심히 훈련 계획을 완성하는 

것은 또한 자신에 대한 책임이니까요. 

一般来说，就在训练这件事儿上面，从来都不用教练跟我要求什
么，我都能自己控制好强度和训练内容，而且我是组里的重点也算
是老队员了,也是球队队长，所以自己应当在组里做个表率，起个带
头作用，再说了，努力完成训练计划也是对我自己负责。

-선수 J-

매번 훈련할 때 감독이 요구하는 훈련임무를 잘 완성하는 것이 선수로

서의 기본입니다. 코치는 우리들의 기술적 특징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

에, 우리에게 훈련 계획을 짤 때 우리의 기술특징에 맞춰서 짜줘요, 근

데 제가 몇 시간 동안 훈련했는데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어

쩔 수 없이 코치님한테 혼날 수밖에 없는거죠.

每一次训练，完成教练员布置的训练任务是最基本的，而且我们教

练非常了解我们的技术特点，所以他会根据你的情况来给你指定训
练内容，所以完成每一次训练，没有一点点进步的话，只能被教练

员训词了。
-선수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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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생선수는 프로선수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의는 열심히 훈

련한고 경기에 몰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습 성적 또한 일반 학생들 

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석사 추천생의 

모집대상으로 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

다. 만약에 제가 훈련과 시합상황에서 다른 선수들 보다 더욱 적극적이

고 진지한 태도를 보여드리면 코치가 저를 더욱 예뻐하고 신뢰할 것이

고 또한 코치님이 저를 학원에 선사 추천생으로 추천해 줄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죠.  

我认为作为学生运动员，还是有区别于职业运动员的。我们不仅要
训练，努力打好每一场必比赛，还要保证你的学习成绩不被拉下，
这样才能有机会争取到保研的名额。对于我来说保研名额非常重
要，而你如果在训练和比赛中拿出比别人更加认真的态度，教练或
许会更加喜欢你，信任你。这样或许教练员会往学院推荐你保研。

-선수 J-

중국 선수들이 코치-선수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동기성이라는

것을 심층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훈련에 노력하는 모습,

제때에 임무를 완성하고,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또한 승리에 대

한 욕망 등이 다수 언급되었다. 중국 선수들은, 특히 대학생 선수들은

코치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선

수로서 기본적인 태도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선수 혹은 다양한 스포츠 종목 일지라도 보편적

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코치들이 훈련에 대한 요구보다 스스로

훈련에 몰입하고 완성도를 높이려는 적극성이 선수들의 의해 언급되었으

며 이는 또한 중국문화 속에서 선수들이 코치들의 주목받기 위한 행동으

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의 최종 목표는 승리를 위한 것으로 선

수들이 개인 기술 습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으며, 또한 가급적으로 승리에 대한 욕구를 코치들에게 보여주려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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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수들이 코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훈련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목표달성

에 대한 욕망이 있어야 한다. 이는 결국 스포츠 상황에서 코치와 선수가

서로 동기화 되어 관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심층면

담 내용은 훈련몰입과 목표달성으로 범주화 할 수 있었으며, 코치-선수

관계 유지전략의 구성요소로서 “동기성요인” 이라고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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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통전략

의사소통은 대인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통방법 또한 다

양하다. 이는 스포츠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스포츠 상황에서의 의사

소통은 운동선수와 코치가 훈련 및 경기, 또한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소통 및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심

층면담 결과,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이 소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중요한 것을 상호간의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특히

여러 선수들은 소통과정에서 환경적인 요소, 즉 상황, 분위기를 잘 파악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저의 코치는 전 국가 대표 출신이리서 우리학교 모든 코치들 중에서도 

높은 명성을 지니고 있죠, 그리고 우리한테도 제일 엄격해 요구하는 코

치입니다. 그래서 저와 코치와의 대화는 주로 훈련과 경기에 대해서 이

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일상생활에서는 대화를 거의 안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열심히 듣고 경청합니다. 학생들이 수업 듣는 자세

로 코치의 가르침을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다 코치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저희는 매우 예의 있게 코치와 대화를 합니다. 코치가 저

희보다 윗사람 이니까요. 

我的教练以前是国家队的，所以他在我们所有教练员当中威望是最
高，也是对运动员的要求最严格的教练。因此我们之间的沟通主要
是有关训练和比赛方面的内容，日常生活当中很少有对话。所以我
们能做的只有认真听讲，就像上课一样，以认真学习的姿态去倾听
教练的指导。偶尔的对话，我们也会非常有礼貌的跟教练说话，毕
竟是教练是我们的长辈。

-선수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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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코치는 일상생활에서는 매우 친절한 선생님인데 훈련이나 시합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요. 수업에서 집중하지 않거나 게으름 

치다가 걸리면 무조건 벌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수업 중에 보통 코

치와 훈련내용 외에는 수업 중에 다른 애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의문이 

있어도 선생님의 기분을 살펴보고 얘기 하거든요, 만약 선생님의 기분

이 안 좋으신 것 같으면 아예 이튼날 혹은 다음 훈련 시 조심스럽게 

선생님과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훈련과 관련된 내용은 아직 선생님

께서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의는 가능한 코치

가 기분 좋아 보일 때 질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때 질문을 하면 

코치도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

는 것 같아요.  

我们教练在日常生活中是非常和蔼可亲的老师，但是对待训练和比
赛的时候就像完全变了一个人一样，如果你在课上不够专注或者偷
懒，被教练发现的话，教练肯定会罚你。即使是有关训练的内容，
我们也会小心翼翼的去问，或者观察一下教练今天的心情好不好，

如果感觉教练心情不好，我们一般不会去提问或者对话。会在第二
天或者下次训练的时候在跟教练沟通。毕竟有关训练和比赛的内容
还是教练员比我们有经验，懂得更多，所以我们会在教练心情好的
时候去提问，这样效果会更好。

-선수 I-

면담 참여자들의 응답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통은 스포츠 상황

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하지만, 소통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의 선수들은 듣고 경청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중국의 교육체제와 훈련체제의 특징은 교사, 코치 등 윗 사람이 무조건

권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관념이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

게도 깊숙하게 배겨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수들은 윗 사람, 즉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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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서열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고 판단하여 코치와의 소통전략이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라

고 판단하였고, 세부적으로 믿음/신뢰와 분위기 파악으로 범주화 하였고

이를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의 구성요소로서 “소통전략 요인“으로 명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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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관리

코치-선수 관계 유지전략은 다차원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중

갈등관리의 중요성이 또한 높은 빈도로 언급되었다. 코치와 외견 불일치

로 인해 갈등의 원인을 “코치는 나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다”, “자신의 문

제점라고 인지한다” 등 긍정적으로 귀인하는 응답들이 나타났고, 코치와

협상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선수들의 관점과, 코치와 마찰이 발

생하면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회피한다는

선수들의 응답도 나타났다.

경기를 앞두고 훈련 중에 제가 발목을 다쳤거든요, 코치는 다친 원인에 

대해 묻지도 않고 저한테 엄청 뭐라 했어요. “이렇게 성인이 다된 선수

가 자기를 보호할 줄도 모르냐? 중요한 시기만 되면 이꼴이야”. 라면서 

저를 혼냈어요. 그때 당시 저는 너무나 억울했고 화가 났어요, 제가 다

치고 싶어서 다친 것도 아닌데. 근데 추후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코치

의 입장이 이해되더라고요, 코치는 저보다 더 조급해 하셨을 것이고, 

제가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리고 선수로서 자기의 몸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

기 때문에 제 개인의 문제점도 인식하게 되기도 합니다.

临近比赛之际，我在训练中脚踝受伤了，教练当时连问都不问一下
原因，直接对我就破口大骂，说我这么大个人了怎么还不懂得保护
自己呢？一到关键时刻就掉链子。当时听到这些话，非常的委屈，
非常的懊恼，因为我也不想受伤。但是过后在想，教练也是着急，
他是希望我在比赛中拿出好的表现，为球队争光。而且作为一名运
动员，保护好自己的身体也是一份重要的工作。

-선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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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가 선수를 욕하는 것은 코치가 그 선수에게 관심을 해주는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팀에 선수들이 많은데 모든 선수들에게 똑같이 대하기 

쉽지 않을 거에요, 게다가 선수들의 성격들도 서로 다르고, 그래서 코

치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더욱 엄격히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我觉得教练之所以骂你，是因为对你重视，毕竟一个队伍里面有很
对队员，教练员不可能对每一位队员都同等对待，因为每个人的性
格也都不相同。所以我还是认为教练员是为了你好，才会对你严
厉，对我们的训练要求高。

-선수 D-

코치가 화를 낼 때면 저는 주의를 다를 곳으로 옮깁니다. 절대 코치와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보통 노래듣거나 혹

은 제가 즐기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편입니다. 최대한 주의를 다른 일

에 집중할려고 노력해요, 코치와 갈등이 생기면 저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通常教练对我们发火的时候，我都会转移注意力，不会去正面解决

问题。我会去听听歌，或者做一些自己喜欢的事情，把注意力转移
到其他事情上去。跟教练发生正面冲突对我们一点好处也没有。

-선수 E-

갈등관리는 사전저략, 혹은 반응전략이 포함되어 있으며 충족되지 않

는 기대와 협력의 결과를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갈등이란 단어는 부정적

인 의미로써 작용한다는 관점이지만, 심층면담을 통해 선수들은 코치와

의 갈등은 코치와 선수의 양자적인 측면에서 미래에 발생할 사건에 대해

목표를 설정하거나 전략을 세우는 등 비교적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러 선수들은 갈등의 원인을 긍정적으

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회피한다는 응답들도 나타났다. 이는 또한 코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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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갈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는 방법 또한 중국의 코치-선

수와의 수직적 관계어서 그들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구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의 구성요소로서 “갈등관리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구체적으로 긍정적 귀인, 협상해결, 회피 등으로

범주화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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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리감 유지

중국에서 “尊师重道，乃求学之本”라는 말이 있다. 교사, 선생님 등 윗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학습자로서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뜻이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과 교육적 분위기는 운동선수들에게도 똑같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관계가 아무리 좋더라고 그 틀 안에서 행동한다고 대부

분의 선수들의 인지하고 있다.

하루의 스승이 되면 평생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의 코치와 알고 지냈고, 저의 삼촌이 배구선수 출신인데 

현재 저의 코치와도 아주 친한 친구이에요. 하지만 저는 사적으로 친분

관계가 있다고 해도 훈련 상황에서 절대로 무리 선을 넘는 말이나 행

동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코치의 지시에 따라서 훈련하고 정확하고 

단정한 태도로 훈련을 해왔어요. 

一日为师，终身为父。我跟教练从小就认识，我舅舅也是篮球运动
员，跟我现在的大学教练是好朋友。但是我在训练场上，永远不会
因为私下关系密切，做出一些无理的行为。肯定会服从教练的训练
安排，用正确和端正的训练态度去训练。

-선수 L-

저의 코치는 특히 여자선수들이니까 엄청 잘해주세요, 일상생활 부분에

서부터 공부까지 많은 신경을 써주십니다. 평소에 먹을 것도 많이 사주

고 휴일에 우리랑 같이 놀러 다니기도 해요. 하지만 저의는 공부와 훈

련과 관련된 일 외에는 가급적으로 코치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방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我们教练对我们女队员很好，格外非常关心我们的生活，还有学
习。平时经常给我们买吃的，还有带我们出去玩。不过私下里，我
们通常不会主动与教练员联系，尽量不会去打扰教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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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F-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의 소양이 국외선수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팀 선수중의 한 명으로서 당연히 코치에 대한 믿음과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학교 선생/코치라고 치면 저의

학교는 교사/선생님을 육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의는 훈련장에

서 일반 학생들 보다 선생님/코치님을 더욱 존중하고 보다 엄숙

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훈

련상황이나 일상생활에서 저의는 항상 코치와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고 있습니다.

我们中国的运动员的素养跟国外有差异，我们一直对教练很尊重，
我毕竟作为一名队员出现在这个球队，我就应该对教练充满信任和
尊重吧。作为我们学校老师的话，我们学校是培养老师的地方，尤
其是在训练场，我们作为运动会比普通的学生更加尊重老师和运动

员，这是很多运动员都普遍认知的观点，因此与教练员的关系里面
必要有一些严肃性在里面吧，并且保持一定的距离吧。   

-선수 B- 

이상의 심층면담을 통해 선수들은 코치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

기 위해 가급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고 서열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한 중국의 유교문화의 “尊师重道”이란 관점의 영향을

받아 교육 현장이나 스포츠상황, 즉 코치-선수간의 관계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훈련상황과 일상생활로 구분하여

범주화 하였으며 이를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의 구성요소로서 ”거리감

유지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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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인 정의

동기성

선수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훈련에 전념하려고

지속해 나가려는 의도

是指运动员为了实现设定的目标，努力奋斗，并坚持

下去的意向

소통전략

선수들이 훈련경기 상황이나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선수가 코치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전략

是指运动员在训练比赛，日常生活中的问题进行有效

沟通的策略

갈등관리

훈련경기 상황이나 일상생활에서 코치와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

是指运动员在训练比赛或者日常生活中，为了有效预

防和解决与教练员之间冲突时所采用的手段

거리감 유지

훈련경기 상황이나 일상생활에서 코치와의 서열을

지키기 위해 가급적으로 코치와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행동

是指运动员在训练比赛或者日常生活中，为了遵守师

生关系与教练员适当地保持一定距离的行为

표 18 중국형 코치-선수관계 구성요인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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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Ⅲ. 중국형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척도

개발 및 타당화

1. 중국형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척도의 예

비 문항 구성

<연구 2>에서 나타나 자료들을 바탕으로 중국형 코치-선수관계 유지

전략 측정도구의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문항을 제작하기 앞서

Jowett(2012)에 의해 개발된 CARM-Q 척도, 李 涛, 王庭照(2010)

등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관계유지 척도

등과 같은 선행연구들의 문항내용을 참고하였다. 또한 중국 선수 4명을

선정하여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였으며, 문법이나 표현이 문제가

없도록 검토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예비문항은 동기성 13문

항, 소통전략 8문항, 갈등관리 11문항, 거리감 유지 9문항 등 총 4요인

4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적인 문항내용은 <표16>을 통해 제시하

였다.

2. 예비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

41문항으로 개발된 예비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동기성 요인에서 문항 6, 문항 10, 문항 11이 훈련몰입의 문항과 중복

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하여 제거하였고, 문항 9와 문항 12의 의미가

중복 된 것으로 확인되어 제거하였다. 또한 소통전략 요인의 문항 17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 제거되었으며, 문항 18은 의미가 중복된 것으

로 판단하여 제거하였다. 마찬가지로 갈등관리 요인의 문항 28은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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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요인

1. 나는 항상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我会始终保持努力训练的状态。

동기성

2. 나는 항상 훈련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다. 
我会始终保持对训练的热情.

3. 나는 훈련 중 최선을 다한다.
 我会在训练中，尽我所能。

4. 나는 훈련 중 자신에게 책임을 진다.
 我会在训练中对自己负责。

5. 나는 항상 적극성을 가지고 훈련한다.
我会在训练中始终保持积极性。

6. 나는 항상 꾸준히 훈련을 지속한다. 
 我会在坚持努力训练。

7. 나는 훈련을 통해 기인능력을 향상 시킬 것이다. 
我会通过努力训练，来提高个人的能力。

8. 나는 훈련을 통해 팀의 성적을 향상 시킬 것이다. 
我会通过努力训练，来提高团队的能力。

9. 나는 훌륭한 선수가 되도록 노력한다. 
 我会努力成为一名优秀的运动员。

10. 나는 코치가 내준 임무를 열심히 완성한다. 
我会努力完成训练任务。

11. 나는 항상 열심히 훈련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我在训练中总是很认真，从不偷懒。

표 19 중국형 코치-선수관계 유지 척도의 예비문항

문항의 의미가 중복되고 문항 30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 제거되었으

며, 거리유지 요인에서는 문황 36과 문항34, 문항 39과 문항40와의 내

용이 중복된 것으로 판단하여 제거하였다.

최종적으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동기성 9문항, 소통전략 6

문항, 갈등관리 9문항, 거리감 유지 7문항 등 총 4요인 31문항이 선정

되었고, 구체적인 문항내용은 표16을 통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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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나는 성공에 의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我会表现出对成功的渴望。

13. 나는 도전성이 있는 목표를 설정한다. 
我会制定出具有挑战性的任务。

14. 나는 코치와 소통할 때 열심히 경청한다.
我会在与教练员沟通时，认真倾听。

소통전략

15. 나는 코치와 소통할 때 존경과 예의를 보여준다.
我会在与教练员沟通时，表现出尊重和礼貌 。

16. 나는 코치와 소통할 때 코치의 생각을 공감해 준다.
我会在与教练员沟通时，认同教练的想法。

17. 나는 코치와 소통할 때 코치를 이해한다.
我会在与教练员沟通时，理解教练。

18. 나는 코치와 소통할 때 코치의 생각을 격려해 준다.
我会在与教练员沟通时，我会鼓励教练员的想法。

19. 나는 코치와 소통할 때 코치의 비언어적 행동을 파악한다. 
我会在与教练员沟通时，我会去了解教练的非语言行 为。

20. 나는 코치와 소통할 때 코치의 정서 상태를 판단한다.
我会在与教练员沟通时，我会观察他们的情绪状态。

21. 나는 코치와 소통할 때 코치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한다. 
我会在与教练员沟通时，理解教练的意图和目的。

22.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할 때 나는 우선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한다. 
在与教练意见不同时，我会首先找出自身原因。

갈등관리

23.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할 때 나는 나의 컨디션을 조절한다. 
在与教练意见不同时，我会及时调整自己的状态。

24.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할 때 나는 코치가 나에게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在与教练意见不同时，我会认为教练是对我负责。

25.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할 때 나는 코치가 나를 격려하는 것이라고 생
각한다. 在与教练意见不同时，我会认为教练是为了激励我。

26.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할 때 나는 나의 생각을 솔직히 진술한다. 
在与教练意见不同时, 我会说明我的想法。

27.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할 때 나는 비공식적으로 코치와 소통한다.  
在与教练意见不同时，我会在私下进行沟通

28.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할 때 나는 먼저 나의 잘못을 인정한다. 
    在与教练意见不同时，我会主动认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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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할 때 나는 그냥 참는다.
在与教练意见不同时，我会选择隐忍。

30.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할 때 나는 무시한다.
 在与教练意见不同时，我会无视掉。

31.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할 때 나는 주의를 전환한다.
在与教练意见不同时，我会转移注意力。

32.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할 때 나는 나의 말과 감정을 억누른다. 
   在与教练意见不同时，我会控制自己的情绪和言语。

33. 코치와 관계가 좋더라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即使与教练的关系融合，训练时也要遵守规定。

거리감

유지

34. 코치와 관계가 좋더라도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即使与教练的关系融合，也要服从教练的安排。

35. 코치와 관계가 좋더라도 의지를 따라야 한다.
即使与教练的关系融合，也要遵从教练的意见。

36. 코치와 관계가 좋더라도 대들지 말아야 한다.
即使与教练的关系融合，也不能顶撞教练员。

37. 코치와 관계가 좋더라도 태도가 단정해야 한다.
即使与教练的关系融合，也要态度端正。

38. 코치와 관계가 좋더라도 가능적 방해를 주지 말아야한다.   
即使与教练的关系融合，也尽量避免打扰教练。

39. 코치와 관계가 좋더라도 존경과 예의를 지켜야한다. 
即使与教练的关系融合，也要表示尊重和礼貌。

40. 코치와 관계가 좋더라도 서열을 지켜야 한다. 
即使与教练的关系融合，也不能忘记辈分。

41. 코치와 관계가 좋더라도 가능적 사적인 일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即使与教练的关系融合，也尽量不与教练谈论私事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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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총점
상관계수

문항제거시 
신뢰도

1 4.11 1.967 -0.130 -1.178 .271** .931
2 4.95 1.776 -0.857 -0.245 .637** .926
3 4.64 1.737 -0.649 -0.607 .667** .925
4 4.89 1.878 -0.826 -0.397 .576** .927
5 4.95 1.839 -0.813 -0.319 .624** .926
6 4.76 1.884 -0.729 -0.435 .620** .926
7 4.62 1.610 -0.530 -0.64 .608** .926
8 5.24 1.469 -0.980 0.522 .484** .928
9 5.25 1.683 -0.988 0.293 .661** .926
10 3.94 2.054 -0.158 -1.384 .486** .928
11 4.18 2.014 -0.174 -1.309 .564** .927
12 4.33 1.872 -0.388 -1.017 .545** .927
13 3.94 2.113 0.066 -1.58 .492** .928

표 20. 기술통계와 문항 적합성

3. 예비문항에 대한 문항적합성 검증

내용 타당도 검증을 통해 구성된 예비문항에 대한 문항적합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왜도와 첨도에서 기준치를 벗어난 문항이 발견되지 않아 수

집된 자료의 정규성이 확보되었다. 하지만, 신로도 분석에서 문항-총점

간 상관에서 문항 1, 문항 20, 문항 27이 기준치 .40에 충족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나 삭제되었다<표 17>.

따라서 본 연구에서 문항분성을 통해 총 3문항이 삭제되어 총 28문

항이 탐색적 요인분석 검증에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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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28 2.010 -0.167 -1.354 .617** .926
15 4.16 2.046 -0.055 -1.47 .563** .927
16 5.16 1.713 -0.927 0.105 .593** .926
17 4.50 1.464 -0.677 0.307 .477** .928
18 4.99 1.715 -0.923 0.059 .578** .927
19 4.97 1.692 -0.832 -0.146 .573** .927
20 5.80 1.361 -1.193 0.970 .328** .929
21 5.21 1.627 -1.011 0.298 .610** .926
22 5.10 1.667 -0.915 0.179 .553** .927
23 5.14 1.634 -0.976 0.357 .542** .927
24 5.23 1.733 -1.065 0.294 .618** .926
25 4.88 1.661 -0.578 -0.506 .479** .928
26 4.73 1.548 -0.692 0.277 .435** .928
27 4.55 1.924 -0.746 -0.917 .220** .931
28 4.95 1.679 -0.641 -0.454 .499** .928
29 4.77 1.503 -0.905 0.440 .506** .927
30 4.08 1.911 -0.342 -1.283 .468** .928
31 5.07 1.654 -0.953 0.223 .507**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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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탐색적 요인분석

총 486명의 자료 중 무작위로 243명(50%)의 자료를 탐색적 요인분

석에 활용되었다. 먼저,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KMO(Kaiser-Meyer-Olkin)지수와 Barttlett의 구형성 검정

(sphericity test)을 측정하였다. Barttlett의 구형성 검정값은 χ2=

499.484, df=272, P<.001, KMO지수는 .905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요인분석을 실시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은 최대우도

(maximum likelihood)법과 사각회전의 직접 오블리민(oblimin)방법

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요인추출의 기준은 고유 값(eigen value) 1

이상, 한 요인 당 설명된 분산비(최소 5%), 요인부하량(.4이상)을 기준

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유값이 1이상인 구성성분이 4개로 나타났다. 하

지만 30번 문항이 갈등관리 요인과 높은 중복 부하량(.440)을 보여 삭

제한 후 2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국형 코치-선수

관계 유지전략은 갈등관리 8문항, 동기성 8문항, 소통전략 6문항, 거리

감 유지 5문항 총 4요인 27문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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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번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갈등관리

Q23 .896 .067 .050 .101

Q21 .818 .136 .105 .169

Q24 .808 .221 .085 .102

Q22 .784 .083 .132 .117

Q17 .782 .038 .086 .073

Q19 .767 .134 .150 .090

Q18 .759 .210 .041 .166

Q16 .752 .186 .068 .209

동기성

Q9 .131 .862 .164 .155

Q3 .126 .801 .231 .166

Q5 .131 .780 .201 .132

Q8 .026 .747 .118 .010

Q4 .117 .743 .173 .103

Q2 .181 .727 .152 .236

Q7 .194 .713 .168 .144

Q6 .197 .689 .180 .144

소통전략

Q12 .090 .193 .848 .061

Q15 .102 .205 .833 .091

Q13 .108 .140 .789 .035

Q10 .015 .194 .780 .060

Q14 .203 .221 .773 .134

Q11 .115 .211 .720 .178

거리감

유지

Q26 .109 .063 .088 .815

Q28 .169 .136 .112 .770

Q29 .152 .162 .107 .753

Q31 .145 .233 .079 .712

Q25 .180 .167 .078 .677

표 21 2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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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 종류 기준

χ2 P> .05 양호

χ2/df < 3 양호

TLI < 0.9 양호

CFI < 0.9 양호

RMSEA > 0.08 양호

SRMR > 0.08 양호

표 22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판단 기준

5. 확인적 요인분석

중국형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을 실시하였

다. 예비문항에 대한 문항적합성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최종 문항을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에서 사용된 자료는 탐색적 확인분석에서 투입되지 않은 나머지 243부

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방

법을 사용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검증방법과 다른

적합도 지수(RMSEA, SRMR, TLI, CFI)를 활용하였다. 또한 잠재변

인이 관찰변인에 대한 회귀계수(standard estimate)값의 기준은 최소

.5로 설정하였다(배병렬,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적합도 지

수의 기준은 <표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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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df χ2/df p CFI TLI RMSEA SRMR

611.099 318 1.922 <.001 .941 .934 .062 .051

표 23.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절대적합지수인 χ2 (611.099, p<.001)의 값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CFI(.941), TLI(.934)값이 .9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RMSEA(.062), SRMR(.051) 지수도 모두 확인적 요인분석 접합도

기준치에 충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화 경로계수가

.701~.894로 기준치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1>. 따라서 갈등

관리 8문항, 동기성 8문항, 소통전략 6문항, 거리감 유지 5문항 등 4

요인 27문항으로 구성된 척도가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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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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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인 회귀계수

Q2 <--- 동기성 .790

Q3 <--- 동기성 .858

Q4 <--- 동기성 .770

Q5 <--- 동기성 .829

Q6 <--- 동기성 .752

Q7 <--- 동기성 .770

Q8 <--- 동기성 .701

Q9 <--- 동기성 .900

Q10 <--- 소통전략 .802

Q11 <--- 소통전략 .775

Q12 <--- 소통전략 .866

Q13 <--- 소통전략 .795

Q14 <--- 소통전략 .836

Q15 <--- 소통전략 .873

Q16 <--- 소통전략 .798

Q17 <--- 갈등관리 .777

Q18 <--- 갈등관리 .801

Q19 <--- 갈등관리 .794

Q21 <--- 갈등관리 .858

Q22 <--- 갈등관리 .803

Q23 <--- 갈등관리 .894

Q24 <--- 갈등관리 .850

Q25 <--- 거리감 유지 .731

Q26 <--- 거리감 유지 .804

Q28 <--- 거리감 유지 .810

Q29 <--- 거리감 유지 .793

Q31 <--- 거리감 유지 .768

표 24 확인적 요인분석 표준화 회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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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뢰도 분석

최종적으로 4요인 27문항으로 구성된 중국형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척도에 대하여 신로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신뢰도는 .930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 수준임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또한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동기성 .932, 소통전략 .926, 갈등관리 .943,

거리감 유지 .886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문항의 총점 상관계수(.4이

상), 문항제거시 신뢰도 등 모두 기준치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

연구모형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표 22>.



- 100 -

요인 문항
문항-총점

상관계수

문항 제거시

신로도

하위요인

신뢰도

전체

신뢰도

동기성

동기성1 .642 .930

.932

.930

동기성2 .682 .929

동기성3 .575 .931

동기성4 .638 .930

동기성5 .634 .930

동기성6 .627 .930

동기성7 .453 .932

동기성8 .658 .930

소통전략

소통전략1 .517 .932

.926

소통전략2 .573 .931

소통전략3 .564 .931

소통전략4 .496 .932

소통전략5 .644 .930

소통전략6 .589 .930

갈등관리

갈등관리1 .600 .930

.943

갈등관리2 .496 .932

갈등관리3 .582 .930

갈등관리4 .581 .930

갈등관리5 .614 .930

갈등관리6 .556 .931

갈등관리7 .556 .931

갈등관리8 .621 .930

거리감

유지

거리감 유지1 .448 .932

.886

거리감 유지2 .439 .932

거리감 유지3 .480 .932

거리감 유지4 .473 .932

거리감 유지5 .500 .932

표 25 최종 척도에 대한 신로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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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계수)

 이상
(∑ 표준화계수)+∑오차분산 

=
(∑ 표준화계수)

 이상
∑표준화계수 +∑오차분산 

7. 개념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 중국형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척도의 개념타당도는 집

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

를 통해 확인하였다.

(1) 집중타당도

중국형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척도 모형에 대한 집중타당도를 검증

하기 위해 평균분산추출(AVE)과 개념신뢰도(C.R.) 값을 확인하였다.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검증결과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5이상으로 나타났고, AVE 값은

0.611~0.681 사이로 기준치 0.5 보다 높게 나타났고, C.R. 값은

0.884~0.944 사이로 기준치 0.7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집중타당

도가 검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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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경로 B β S.E.  p AVE 

동

기

성

⟶ Q2 1.000

0.638 0.933

⟶ Q3 1.053 .790 .069 15.258 <.001

⟶ Q4 1.033 .858 .078 13.220 <.001

⟶ Q5 1.087 .770 .075 14.560 <.001

⟶ Q6 1.019 .829 .080 12.806 <.001

⟶ Q7 .880 .752 .067 13.204 <.001

⟶ Q8 .716 .770 .061 11.731 <.001

⟶ Q9 1.073 .701 .066 16.283 <.001

소

통

전

략

⟶ Q10 1.000 .900

0.681 0.928

⟶ Q11 .941 .802 .070 13.464 <.001

⟶ Q12 .982 .775 .063 15.675 <.001

⟶ Q13 1.016 .866 .073 13.915 <.001

⟶ Q14 1.020 .795 .068 14.918 <.001

⟶ Q15 1.087 .836 .069 15.849 <.001

갈

등

관

리

⟶ Q16 1.000 .873

0.677 0.944

⟶ Q17 .823 .798 .060 13.617 <.001

⟶ Q18 .999 .777 .070 14.175 <.001

⟶ Q19 .977 .801 .070 14.011 <.001

⟶ Q21 1.026 .794 .066 15.608 <.001

⟶ Q22 .963 .858 .068 14.227 <.001

⟶ Q23 1.063 .894 .064 16.555 <.001

⟶ Q24 1.083 .850 .070 15.394 <.001

거

리

감

유

지

⟶ Q25 1.000 .731

0.611 0.887

⟶ Q26 1.036 .804 .086 12.005 <.001

⟶ Q28 1.112 .810 .092 12.090 <.001

⟶ Q29 .979 .793 .083 11.843 <.001

⟶ Q31 1.047 .768 .091 11.470 <.001

표 26 집중타당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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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성 소통전략 갈등관리
거리감

유지
AVE

동기성 1 0.638

소통전략
.445** 

(.198)
1 0.681

갈등관리
.373**

(.139)

.291**

(.084)
1 0.677

거리감

유지

.374**

(.139)

.266**

(.070)

.357**

(.127)
1 0.611

표 27 요인 간 상관계수와 AVE값

(2) 판별타당도

판별타당도는 하위요인들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이 각 요인들의 평균

분산추출(AVE) 값에 비해 작을 때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위요인

간 상관의 제곱 값은 .070~.198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상관의 제곱값

이 AVE값의 최소값이 .611 보다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되어 중국형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척도의 판별타당도가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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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성 소통전략 갈등관리 거리감 유지

긍정성 .323** .237** .299** .181**

개방성 .465* .347** .604** .282**

확언 .336** .242** .410** .194**

네트워크 .340** .174** .326** .278**

공동과제 .400** .195** .493** .207**

표 28 공인타당도 검증결과 (상관관계 분석)

8. 공인타당도 검증

공인타당도(concurrent validity) 검증은 준거 관련 타당화

(criterion - related validity) 방법 중 하나로서 새로 개발된 척도와

유사한 내용을 측청하면서 타당도가 검증된 기존 척도 간의 상관계수를

통해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척도의 공인타당도 검증

을 실시하기 위해 일반인에게 타당도가 검증된 관계 유지전략 척도를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국형 코치-선수관계 유지

전략 척도의 모든 하위요인과 일반인에게 사용되는 관계유지 전략 척도

의 모든 하위요인 간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인타당도가 검

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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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차타당도 검증

교차타당도(cross validity) 검증은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한 두 표

본 집단에서 동일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 범주형

변수인 성별을 선정하여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두 표본에 대해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형태동일성 모형이

만족될 경우, 각 집단의 자료가 구조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의

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형태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

χ² (986.841, p<.001)의 값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수용 기준을 충족

시키지 못했으나, CFI(.929), TLI(.922) 값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

났으며 RMSEA는 .048로 08이하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므

로 형태동일성이 검증되었다. 이후 두 집단이 동일한 방법으로 문항에

반응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변인에 나타나는 요인계수를 동일하게

제약한 측정동일성 모형과 기초모형(형태동일성 모형)과의 χ² 차이를 확

인하였다. 그 결과, Δχ²는 17.622, p 값은 .778(p˃.05)로 나타나 두

모형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으며, 모형의 적합도(CFI .926, TLI

.931, RMSEA .047)가 양호하게 나타나 두 집단 간의 측정동일성 검

증되었다. 그 후 측정동일성 모델에서 절편(intercept)이 동일하도록

제약한 절편동일성 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과의 Δχ²는 37.837, p 값은

.258(p˃.05)로 나타나 두 모형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으며, 모형의

적합도(CFI .928, TLI .925, RMSEA .047)가 모두 양호가게 나타

나 절편동일성이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요인부하량과 잠재변수간의 공

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한 요인분산동일성 모형과 절편동일성 모형 간

Δχ²는 52.989, p 값은 .728(p˃.05)로 나타나 두 모형간의 차이가 유

의하지 않으며, 또한 모형의 적합도 (CFI .930, TLI .931, RMSEA

.042)가 모두 양호하게 나타나 요인분산 동일성이 검증되었다<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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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χ2 df Δχ2 p CFI TLI RMSEA

형태동일성 986.841 636 - - .929 .922 .048

측정동일성 1004.463 659 17.622 .778 .926 .931 .047

절편동일성 1024.676 669 37.834 .258 .928 .925 .047

요인분산
동일성

1039.830 696 52.989 .728 .930 .931 .045

표 29 측정동일성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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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본 연구

(중국형 CARM-Q척도)

선행연구

(CARM-Q 원척도)

동기성

8문항 5문항

예: 나는 항상 훈련에 대한 열정

을 보여준다,

예: 나는 훈련과 경기에 대해서

열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비교) 보편적 인식

갈등관리

8문항 5문항

예: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할 때 나

는 말과 감정을 억누른다.

Ÿ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할 때 나는

코치가 나를 격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 나는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해도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비교)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보편적 인식이 나타남.

또한 긍정적 귀인 등으로 문화적 특수성이 나타남.

소통전략

6문항

요인 없음
예: 나는 코치와 소통할 때 코치의

생각을 공감해 준다. 나는 코치와

소통할 때 코치의 정서 상태를

판단한다.

비교) 믿음/신뢰, 분위기 파악 등 문화적 특수성이 나타남.

거리감

유지

5문항

요인 없음
예: 코치와 관계가 좋더라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코치와 관계가 좋더

라도 가능적 방해를 주지 말아야한

다.

비교) 훈련과 일상생활에서 거리감 유지에 대한 문화적 특수성이

나타남.

표 30 비교문화에 따른 CARM-Q척도의 보편성 및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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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비교문화에 따른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차이검증

본 연구에서는 Rhind & Jowett(2012)에 의해 개발된 코치-선수

유지전략 척도(CARM-Q)를 한국, 중국, 미국 간 구성요인의 차이가 있

는지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한국, 중국, 미국의 코치-

선수관계 유지전략의 문화적 보편성을 밝혀내기 위해 한국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대학생 운동선수(축구, 농구, 배구) 131명과 중국 체육국에 등

록된 대학생 운동선수(축구, 농구, 배구) 1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통계분석과 요인구조를 검증하기 위한 탐

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활용된 각

변인의 왜도 첨도 값이 기준치에 벗어나지 않아 측정변인의 정규성이 확

보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비교문화에 따른 CARM-Q 척도의 요인

구조 검증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갈등관리요인(4문항), 동기성요인(5문

항), 예방요인(4문항)과 개방/확언요인(6문항)등 총 19문항 4요인으로

문항수와 요인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은 갈등관리요인(4문항),

동기성요인(5문항), 예방요인(3문항), 인적 네트워크(4문항)등 4요인

16문항으로 문항수와 요인 역시 축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갈등관리요인, 동기성요인, 예방요인이 코치-선수관계를 긍정적으로 유

지하는데 있어 한국과 중국 선수들의 보편적인 인식을 보여주었고, 또한

한국은 개방/확언요인, 중국은 인적 네트워크요인이 코치-선수관계 유지

전략의 구성요인으로 나타났지만, 지원요인이 한국과 중국이 동일하게

요인구조에서 삭제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동양권 문화에서 아직까지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과 관련된 비교문화

연구가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중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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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요인구조와 원척도와의 차이에 대해 직접적인 해석을 하는데 있어 한

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검증된 척도는 비교 문화적 접

근으로 새롭게 구성된 이론적 구조를 밝혀낸 것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본 연구에서 동양권 문화(한국, 중

국)를 바탕으로 검증된 척도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내용(7요인, 28문

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을 해당 사회문화와 스포츠 환경에 적절한 문항과 요인으로 구성된 측정

도구에 대한 계속적인 검증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코치-선수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개발

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동양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요인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갈등관리 전략(conflict management)은 선수와 코치가 관계에서 갈등

의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하기뿐만 아니라 미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전

전략(proactive strategies)과 반응전략(reactive strategies)이 포함

되어 있으며 충족되지 않은 기대와 협력의 결과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Rhind & Jowett,2010). 일반적으로 갈등은 ‘conflict’ 충돌이나 마

찰, 경쟁 또는 투쟁 등 대인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한 개념으

로 사용되어왔다. 물론 인간의 관계에서 갈등은 어느 영역에서도 존재하

지만, 이러한 갈등은 부정적 의미만 지닌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 이유

로는 충돌이나 마찰을 잘 관리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미래의 관계

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유

영국, 1991).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수와 코치의 관계에서 갈등은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것으로써 갈등은 또한 선수들에게 스트레스, 적대

감, 불안 등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의 원인

을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전략이 코치-선수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

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 혹은 어는 문화권

의 선수일 지라도 코치-선수관계에 있어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보편적으

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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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성(Motivational)요인은 선수가 코치와 함께 업무(훈련, 시합

등)를 지속하고자 하는 개인의 동기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된

다. 즉, 코치는 선수들에게 자신의 지식, 기술과 선수들의 목표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고, 선수의 입장은 자신의 기량을 발

휘하여 코치의 기대치에 만족해야 관계유지에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Rhind & Jowett,2010). 스포츠의 최종목표는 승리를 위한 것이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코치와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선수들은 훈련과 경기상황에서 자신이 습득한 기량을 보여주어야 하

고 승리에 대한 욕망 또한 가급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결국 스포츠 상황

에서 코치와 선수가 서로 동기화되어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방(Preventative)요인은 COMPASS 모델에서 갈등관리 전략의

하위요인으로 범주화되었지만, Rhind & Jowett(2012)의 추후 연구

에서는 코치와 선수가 상대방의 기대치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주장하면서 예방요인이 유지전략의 독립적인 요인으로 개념화하였

다. Trzaskoma & Bicserdy(2007)의해 진행된 질적사례연구에서 기

대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코치-선수관계 유지에 효과적이라고 언급한바

있지만 현재까지 해당분야에서 예방요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진행된 연

구가 없기 때문에 추후의 연구과제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에서 검증된 요인구조에서 개방성(openness)요인과 확언

요인이 동일한 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Rhind &

Jowett(2010)의 설명에 따르면 개방성은 개인의 느낌이 드러나는 것

과 관련이 있으며, 선수들이 훈련이나 경기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즉 비스포츠(non-sport)와 관련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확언

(assurance)요인은 코치와 선수의 관계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지

원에 관한 것으로 정의되며, CARM-Q 척도 개발과정에서 확언요인은

개방성요인과 지원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

에 대한 해석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Rhind & Jowet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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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인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s)요인이 CARM-Q 척도의

요인구조 중 하나로 검증되었는데 Rhind & Jowett(2010)는 훈련과

경기에서 벗어나 스포츠상황 이외에서 일어나는 행사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는 코치-선수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

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집단 응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의 요인구조에서 동일하게 삭제된 지원

(Support)요인은 선수가 코치와의 관계에 전념하고 있으며, 코치가 스

포츠와 관련된 모든 문제(특정훈련에 대한 지지)뿐만 아니라 사적인 문

제도 선수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행동으로 정의 될 수 있다(Rhind

& Jowett,2010) 선수들은 훈련이나 경기상황에서 코치의 지원행동이

선수들의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

을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 검증된 요인구조에서는 지원요인이 제외되

었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비교문화의 관점에서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기존의 원척도의 상위요인과 문항수가 축소된 것

으로 나타났다. 동양권(한국 중국)선수들의 코치-선수관계에 대한 요인

구조는 원척도와 명백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또한 한국과 중국과 같은

동양권 문화 내에서도 다소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연구방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 이러

한 결과는 분명히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양국 선수들이 코치-선수관계

유지에 대한 인식적 차이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은 다차원이고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이러한 통

계적 검증 과정을 통해 도출된 요인과 문항들을 실제 해당 스포츠 영역

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심리

학 영역에서 비교문화적 관점으로 접근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서구에서 발굴한 이론과 지식의 경험을 받아

들이는 것은 물론 자신의 문화속성이 반영된 토착적 이론을 창출하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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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중국형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구성요인

탐

본 연구에서 중국형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의 구성요인 탐색은 현 시

대 중국사회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 그리고 선수들이 인지하고 있는 심

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립하였다. 개방형 설문과 심층면담은 선행연구

고찰과 더불어 전문가 회의를 거쳐 질문문항을 제작하였으며 중국의 체

육국에 등록되고 축구, 농구, 배구 등 종목으로 구성된 대학교 운동선수

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자료수집 과정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범주화 및 의미화 하였다.

개방형 설문과 심층면담을 통해 총 387개의 원자료가 도출되었고 세

부적으로 훈련 몰입(60), 목표달성(45), 믿음/신뢰(51), 분위기 파악

(21), 긍정적 귀인(67), 협상해결(37), 회피(32), 훈련상황(53), 일상

생활(30) 등 9개의 소분류로 구성되었다. 이를 다시 범주화하여 갈등관

리, 동기성, 소통전략, 거리감 유지 등 4개의 하위요인으로 중국형 코치

-선수관계 유지전략의 구성요인을 정립하였다.

1) 갈등관리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에서 갈등관리에 대한 분류 결과 총 127개의

원자료가 도출되었고, 그 중 긍정적 귀인(67), 협상해결(37), 회피

(32)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갈등은 집단이나 대인관계의 차원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

는 것이고 이러한 갈등은 대인관계의 질을 파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현대사회에서 영역을 불문하고 갈등에 대한 관리는 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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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생존”능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Robbins(1998)는 갈등

은 개인 혹은 집단 구성원 간의 목표의식이나 이해관계, 대립과 내적,

외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으며, 이러한 갈등은

개인 혹은 집단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심리

학적 관점에서의 갈등은 동시에 해결할 수 없는 둘 또는 이상의 동기유

발 즉, 개인 내에서 양립할 수 없는 반응적 경향을 의미한다(나태준, 박

재희, 2004). 따라서 개인이 갈등을 지각하고 있을 경우 긴장, 불안,

적대감 등을 느끼기 시작하며 이는 결국 대립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갈등의 원인을 제때에 파악하고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

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다(이영봉, 2011).

본 연구의 질적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선수들이 코치와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코치는 나에게 책임을 지는 것

이다”, “내 자신의 문제점이라고 인지한다” 등 선수들이 갈등의 원인을

긍정적으로 귀인하는 내용들이 진술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관점

을 코치와 공유하여 협상해결하려는 행동과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코치-

선수관계에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회피하는 행동 등 내용들이 높은 빈

도로 언급되고 있다.

중국의 스포츠상황에서 코치와 선수들은 서로 다른 생활환경, 연령,

가치관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수의 운동경력이나 성

적취득, 사회적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선수들이 코치의 코칭이념이나 코

칭능력에 대한 만족도가 자신의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하다는 인식, 또한

코치의 권위성을 도전하는 행동들이 서로간의 의견과 충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결국 상호간의 감정교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선수들은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고 가급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스

스로 반성하고 과도한 행위를 자제하여 갈등을 완화시키는데 주의해야한

다. 즉 중국의 수직적 코치-선수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선수들

은 보다 성숙하고 합당한 전략들을 활용하여 코치-선수관계의 질을 높이

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안전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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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2) 동기성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에서 동기성에 대한 분류결과 총 105개의 원자

료가 도출되었고, 그 중 훈련 몰입(60), 목표달성(45) 등 하위분류로

범주화 되었다.

대인관계의 구축은 목표가 기반이 되고 이는 스포츠 분야에서도 마찬

가지다. 코치-선수관계의 형성은 결국 성적취득을 최종목표로 하기 때문

에 운동선수들이 코치-선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도 이러한 목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郭修金(2011）등은 코치와 선수가 공통된 이익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간다고 주장하였다. 이러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운동선수로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훈련과

경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하며 적극적인 태도로 경기나 훈련에 임해

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코치와 선수는 서로 상호의존하는 관계로

서 선수는 지도자로부터 지식과 능력향상, 경험을 얻고, 지도자는 선수

들의 기술과 능력을 경기력으로 전환시켜야한다(吴敏，2016). 특히 코

치가 선수들의 기술과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경기성적이기 때문에 선

수들은 코치가 설정한 목표에 달성해야만 코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

다.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의 호혜성 규범(The Norm

of Reciprocity)에 따르면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에는 반드시 교환이 관

계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이러한 교환과정에서 돌아올 보상과 지불해야

될 대가를 검토하여 최소의 대가로 최대의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선

택한다는 것이다. 즉, 보상의 회득에는 대가가 따르는데 대가와 보상의

균형을 이루어야 이들의 관계가 호혜적이며, 만약에 대가가 보상보다 크

게 되면 이들의 관계는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Homans.

1974). 코치와 선수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운동선수들이 코치가 설정한

성적과 목표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킬 때 코치는 더 많은 시간과 경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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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다는 것이다. 즉, 운동선수가 코치의 지도하에 코치가 만족할만한

성적을 거두지 못하거나 기술적 발전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코치는 보상

감이 떨어지며 심지어 선수와의 관계를 중지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다. 이에 반해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취득하고 발전된 경기력을 보여주

는 경우 코치는 선수들에게 더 많은 칭찬과 지원을 해줄 것이며 선수와

의 관계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코치와 선

수간의 호혜성 패러다임이 반복적으로 순환하면서 코치-선수관계 유지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질적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선수들은 우선 훈련에 대

한 열정과 적극성을 통해 훈련에 몰입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다수 언급되

었으며, 또한 개인의 발달과 승리에 대한 욕망 등이 중요하게 인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력은 승리를 추구하는 코치와 선수의

공통된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협력과 동기부여가 되어 관계 유

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승리를 최종목표로 하는 중국 선수를 막론

하고 전 세계 어느 나라 선수, 혹은 다양한 스포츠 종목 선수 일지라도

보편적인 인식으로 바라 볼 수 있다.

3) 소통전략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에서 소통전략에 대한 분류결과 총 72개의 원

자료가 도출되었고 그 중 믿음/신뢰(51), 분위기 파악(21) 등 하위분류

로 범주화 되었다.

스포츠 상황에서의 모든 행위는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선수가 코치와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경우에는 선수 개인과 팀의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선수의

자신감저하, 탈진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결국 팀 전체

의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Burke, 2001; Drews, 2002).

스포츠심리학 영역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으며(이원희, 2009), 코치와 지도자간의 원활한 소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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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팀 선수들이 설정한 목표에 매진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

(Loudhead & Carron, 2004; Philippe & Seiler, 2006), 비효율

적인 의사소통은 코치와 선수의 신뢰, 믿음, 존중을 무너뜨리는 가능성

이 존재하므로 팀의 성과와 개인의 발전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최

래영, 2006). 즉, 스포츠 상황에서 의사소통은 코치와 선수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선수 및 팀 전체의 경기력을 향상시키

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박현미, 윤용진, 신정택. 2012).

이는 또한 코치와 선수의 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는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Martens(2012)는 스포츠에서의 의사소통은 언어적으로 메시지를 전

달하고 표현하는 내용적 측면과 코치와 선수가 드러내고 있는 느낌을 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감정적 측면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

수들이 코치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선수들은 듣고 경청해야 한다

는 자세로 코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관계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과 수직적인 관계에서 코치의 비언어적행동을 파악하고 소통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또한 코치-선수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언

급하고 있다. 선수들의 이러한 생각과 관점들은 중국의 교육체제와 훈련

체제 등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 거리감 유지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에서 거리감 유지에 대한 분류결과 총 83개의

원자료가 도출되었고 그 중 훈련상황(53), 일상생활(30) 등 하위분류로

범주화 되었다.

일반적으로 코치와 선수간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속성으로

함께 시간보내기, 긍정적 행동하기, 지지, 활동공유하기 등 비교적 개방

적인 측면으로 나타났다(Langan, 2001). 또한 중국에서 선수들이 코

치와의 관계를 부자, 부모 등으로 인지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관점들이 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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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허들선수 ‘刘翔’과 ‘孙海平’ 코치는 장기간 동안 서로 허심탄회(虚

心坦言)하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개인의 생각과 관점을 숨기지 않으며 훈

련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부자(父子) 같은 사이로 지내 왔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훈련하고 성공을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사실 이

외에도 중국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 국가대

표 급 선수나 올림픽 메달리스트 수준의 선수들에게 가능하다.

하지만, 대학생 선수들은 프로선수, 엘리트 선수들과 처해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코치와의 관계를 부자(父子)와 같은 관계보다 사생(师生)

의 관계가 더욱 많이 드러나고 있다. 중국에서 “尊师重道，乃求学之本”

라는 말이 있다. 교사, 선생님 등 윗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학습자로서

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뜻이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과 교육적 분위기는

운동선수들에게도 똑같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교 선수

들의 코치는 선수들의 훈련과 경기에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학습, 미래

의 진로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선

수들로 하여금 코치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일정의 거리

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도출되었고 이는 훈련상황 뿐만아니

라 일상생활에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선수들이 인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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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형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척도 개발

및 타당화

개방형 설문과 심층면담을 통해 도출된 중국형 코치-선수관계 유지전

략에 대한 질적자료와 선행연구 문헌고찰 및 전문가가 제안한 문항을 참

조하여 예비문항을 제작하였고, 내용타당도 검증, 기술통계분석, 신뢰도

분석,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타난 중국형 코

치-선수관계 유지전략에 대한 최종 척도는 갈등관리 8문항, 동기성 8문

항, 소통전략 6문항, 거리감 유지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예비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개방형 설문과 심층면담 내용

을 분석하였고, 최초 예비문항은 갈등관리 11문항, 동기성 13문항, 소

통전략 8문항, 거리감 유지 9문항 등 총 4요인 4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1문항으로 구성된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동기성

요인에서 문항 6(나는 항상 꾸준히 훈련을 지속한다. 我会在坚持努力训

练), 문항 10(나는 코치가 내준 임무를 열심히 완성한다. 我会努力完成

训练任务), 문항 11(나는 항상 열심히 훈련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다. 我在训练中总是很认真，从不偷懒)이 훈련몰입의 문항과 중복된 의미

를 갖는다고 판단하여 제거하였고, 문항 9(나는 훌륭한 선수가 되도록

노력한다. 我会努力成为一名优秀的运动员)는 문항 12(나는 성공에 의욕

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我会表现出对成功的渴望)의 의미가 중복 된

것으로 확인되어 제거하였다. 또한 소통전략 요인의 문항 17(나는 코치

와 소통할 때 코치를 이해한다. 我会在与教练员沟通时，理解教练)의 내

용이 구체적이지 못해 제거되었으며, 문항 18(나는 코치와 소통할 때

코치의 생각을 격려해 준다. 我会在与教练员沟通时，我会鼓励教练员的想
法)은 의미가 중복된 것으로 판단하여 제거하였다. 마찬가지로 갈등관리

요인의 문항 28(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할 때 나는 먼저 나의 잘못을 인

정한다. 在与教练意见不同时，我会主动认错)은 22번 문항(코치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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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일치할 때 나는 우선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한다. 在与教练意见不同
时，我会首先找出自身原因)의 의미가 중복되고 문항 30(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할 때 나는 무시한다. 在与教练意见不同时，我会无视掉)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 제거되었으며, 거리유지 요인에서는 문항 36(코치와

관계가 좋더라도 대들지 말아야 한다.即使与教练的关系融合，也不能顶撞
教练员)과 문항34(코치와 관계가 좋더라도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即使

与教练的关系融合，也要服从教练的安排), 문항 39(코치와 관계가 좋더

라도 존경과 예의를 지켜야한다. 即使与教练的关系融合，也要表示尊重和
礼貌)와 문항40(코치와 관계가 좋더라도 서열을 지켜야 한다. 即使与教
练的关系融合，也不能忘记辈分)와의 내용이 중복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 판단하여 제거하였다. 최종적으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동

기성 9문항, 소통전략 6문항, 갈등관리 9문항, 거리감 유지 7문항 등

총 4요인 31문항이 선정되었다.

내용 타당도 검증을 통해 구성된 예비문항에 대한 문항적합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왜도와 첨도에서 기준치를 벗어난 문항이 발견되지 않아 수

집된 자료의 정규성이 확보되었다. 일반적으로 문항-총점 간 상관이 낮

게 나타날 경우에는 설문참여자의 특정 문항에서 높거나 낮은 점수를 받

았는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점수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

당 문항에 대한 변별력이 낮다고 할 수 있다(탁진국,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항-총점 간 상관의 기준치를 .40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신뢰도 분석에서 문항-총점 간 상관에서 문항 1, 문

항 20, 문항 27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준치에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삭제되었다. 최종적으로 문항분석을 통해 3문항이 삭제되어 총

28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척도개발과정에서 해당 요인들의 요인구조를 확인

하기 위해 실시된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분야에서 요인 간 상관관계가

0인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요인간 상관관계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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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없다고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오블리민(oblimin)방법을 채택한

다. 요인추출의 기준은 Tabachnik와 Fidell(1996)이 제안에 따라 고

유값 (eigen value) 1이상, 한 요인 당 설명된 분산비(최소 5%),

요인부하량(.4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김기형 및 박중길, 2008).

또한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KMO (Kaiser-

Meyer-Olkin)지수와 Barttlett의 구형성 검정(sphericity test)을 측

정하였다.

먼저 전체 자료의 50%인 243명의 자료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에 활용하였고, 요인들 간의 중복부하량을 확인하여 각 요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유값이 1이상인 구

성성분이 4개로 나타났다. 하지만 30번 문항이 갈등관리 요인과 높은

중복 부하량(.440)을 보여 삭제한 후 2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χ2 검증은 기각되었지만, 나머지 적합도 지수가 모두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된 회계계수도 모든 문항에서 기준치를 상

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종 중국형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은

갈등관리 8문항, 동기성 8문항, 소통전략 6문항, 거리감 유지 5문항 총

4요인 27문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된 최종 척도를 바탕으로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가정된 요인구조를 자

료에 적용시켜 그 구조의 타당성을 확인하는데 활용되는 분석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활용되지 않은 나머지 50%인 243

명의 자료가 확인적 요인분석에 활용되었으며 갈등관리, 동기성, 소통전

략, 거리감 유지 총 4요인을 27문항의 모형을 채택하여 실시하였다. 확

인적 요인분석의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검증방법과 다른 적합

도 지수(RMSEA, SRMR, TLI, CFI)를 활용하였다. 또한 잠재변인이

관찰변인에 대한 회귀계수(standard estimate)값의 기준은 최소 .5로

설정하였다(배병렬, 2014).



- 121 -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절대적합지수인 χ²(611.099, p<.001)의 값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CFI(.941), TLI(.934)값이 .9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RMSEA(.062), SRMR(.051) 지수도 모두 확인적 요인분석 접합도

기준치에 충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화 경로계수가

.701~.894로 기준치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갈등관리 8문

항, 동기성 8문항, 소통전략 6문항, 거리감 유지 5문항 등 4 요인 27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가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최종적으로 4요인 27문항으로 구성된 중국형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척도 대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신뢰도는 .930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 수준임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또한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동기성 .932, 소통전략 .926, 갈등관리 .943,

거리감 유지 .886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문항의 총점 상관계수(.4이

상), 문항제거시 신뢰도 등 모두 기준치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

연구모형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표 22>.

이 후 개념타당도 검증은 심리 척도의 개념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집중타당도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고자 하는 문항들의 일치

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연구에서 설계된 문항과 요인들 간의 내적

상관이 높다면 집중타당도가 확보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형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척도 모형에 대한 집중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평균분산추출(AVE)과 개념신뢰도(C.R.) 값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모

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5이상으로 나타났고, AVE 값은

0.611~0.681 사이로 기준치 0.5 보다 높게 나타났다. C.R. 값은

0.884~0.944 사이로 기준치 0.7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집중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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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검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25>.

판별타당도는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고자 하는 각 하위요인들 간의 상

관이 높지 않을 경우에 확보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판별타

당도는 하위요인들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이 각 요인들의 평균분산추출

(AVE) 값에 비해 작을 때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위요인 간 상관

의 제곱 값은 .070~.198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상관의 제곱값이

AVE값의 최소값이 .611 보다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되어 중국형 코치-

선수관계 유지전략 척도의 판별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전반적으로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

으며, 구성요인에 대한 타당도가 확보되어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중국형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을 측정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는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공인타당도(concurrent validity) 검증은 준거 관련 타당화

(criterion - related validity) 방법 중 하나로서 새로 개발된 척도와

유사한 내용을 측청하면서 타당도가 검증된 기존 척도 간의 상관계수를

통해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척도의 공인타당도 검증

을 실시하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타당도가 검증된 관계 유지전략 척

도를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국형 코치-선수

관계 유지전략 척도의 모든 하위요인과 일반인에게 사용되는 관계유지

전략 척도의 모든 하위요인 간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인타

당도가 검증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중국형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척도가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한 두 표본 집단에서 동일하게 작용하는지 확인

하기 위해 교차타당도(cross validity)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범주형 변수인 성별을 선정하여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고, 운동선

수 종목은 단체종목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집단으로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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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다.

먼저 두 표본에 대해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형태동일성 모형이

만족될 경우, 각 집단의 자료가 구조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의

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형태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

χ²(986.841, p<.001)의 값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수용 기준을 충족

시키지 못했으나, CFI(.929), TLI(.922) 값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

났으며 RMSEA는 .048로 08이하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므

로 형태동일성이 검증되었다. 이후 두 집단이 동일한 방법으로 문항에

반응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변인에 나타나는 요인계수를 동일하게

제약한 측정동일성 모형과 기초모형(형태동일성 모형)과의 χ2차이를 확

인하였다. 그 결과, Δχ²는 17.622, p 값은 .778(p˃.05)로 나타나 두

모형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으며, 모형의 적합도(CFI .926, TLI

.931, RMSEA .047)가 양호하게 나타나 두 집단 간의 측정동일성이

검증되었다. 그 후 측정동일성 모델에서 절편(intercept)이 동일하도록

제약한 절편동일성 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과의 Δχ²는 37.837, p 값은

.258(p˃.05)로 나타나 두 모형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으며, 모형의

적합도(CFI .928, TLI .925, RMSEA .047)가 모두 양호하게 나타

나 절편동일성이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요인부하량과 잠재변수간의 공

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한 요인분산동일성 모형과 절편동일성 모형 간 Δχ
²는 52.989, p 값은 .728(p˃.05)로 나타나 두 모형간의 차이가 유의

하지 않으며, 또한 모형의 적합도 (CFI .930, TLI .931, RMSEA

.042)가 모두 양호하게 나타나 요인분산 동일성이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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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스포츠 현장에서 코치와 선수는 의심할 바 없이 두 개의 중요한 참여

개체이다. 이들은 승리를 최종목표로 하며 최상의 경기력을 얻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스포츠 심리학 영역에서도 다양한 심리적 변인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 중 코치-선수관계는 승리에 매

진하는 중요한 변인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기존에 진행된 코치-선수관

계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코치-선수관계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거나

최상수행을 위한 기전을 설명하기 위해 동기적 측면이나 자신감, 팀 응

집력 등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인

관계의 관점에서 일정한 시간과 특정 사건이나 환경 등 변수에 따라 관

계의 질이 변화된다는 측면을 충분히 다루지 못해 코치-선수관계를 평가

하는데 있어 한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

지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탐구가 필요하다.

한편, 스포츠심리학의 이론과 지식들은 대부분 서구의 피험자들로 의해

개발되었으며 비서구의 학자들은 그 이론을 다른 문화권에서 그대로 적

용하는 경우가 매우 보편적이다. 물론 스포츠심리학에서 개발된 개념과

이론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보편적으로 공통된 특징을 가져야하지만

문화 차이나 스포츠 정책 등에 의해 운동선수들의 인식과 심리적인 특성

이 다르게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

복하기 위하여 비교문화적 관점으로 연구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구에서 개발된 CARM-Q 척도를 동양권 문화에 있는 한국

과 중국의 대학생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요인구조의 차이를 검증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사회,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중국형 코치-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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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유지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문헌고찰과 개방형설문, 심층면담 등 일련의 연구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서구에서 개발된 CARM-Q 척도는 한국

과 중국의 선수를 대상으로 검증된 요인구조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 구체적으로 한국은 동기성, 예방, 갈등관리, 개방/확언 등 총 4요

인 19문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은 동기성, 예방, 갈등관

리, 인적 네트워크 등 총 4요인 16문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2>의 중국형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척도개발의

필요성에 매우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질적연구를 통해 갈등관리, 동기성, 소통전략, 거리감 유지 등 총 4

요인의 중국형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척도의 구성요인을 정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4요인 27문항의 중국형 코치-

선수관계 유지전략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탐색한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의 요인구조는 중국의 문

화적 특성이 명백하게 반영되었으므로 중국의 스포츠 현장에서 코치-선

수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의미

가 있다.

2. 제언

본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극복하지 못한 한계점

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

다.

첫째,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

기 때문에 질적자료는 중국어로 수집되었으나 문서화 작업은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의 내용이 한국어로 완벽히 반

영 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추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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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기 위하여 연구자를 포함한 모국어와 타국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내용 전달에 오류가 없도록 엄밀한 검토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 단체종목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로

서 다양한 스포츠종목 선수들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다양한 종목에 따라 코치-선수관계 유지에 요구되는 전략들은 무엇인지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종목, 연령, 경력, 선수레벨 등 다양한 배경변인

에 따라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은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의 매우 복합적 개념이다. 예컨대, 갈등

관리요인은 긍정적 귀인, 협상해결, 회피 등 3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었는데 대인관계의 차원에서 갈등관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로 작용하기

때문에 추후의 연구에서는 갈등관리의 세부요인별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

요가 있다. 또한 관계유지와 관련된 다른 변인과의 관계설정이 추후 연

구에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시사한다.

넷째,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중국형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척도는 운동선수들의 관점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코치와 선수의 양자적인

관점을 반영하지 못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코치-선수관계의 상호작용,

양자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보다 효과적인 유지전략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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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영어권 문화에서 개발된 Rhind & Jowett(2012)

의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척도를 동양권의 문화에 적용하여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검증결과는 동양권 문화에 맞는 코

치-선수관계 유지전략을 개발하는데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작성된 설문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

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전혀 수집되지 않습니다. 성심성

의껏 답변해주시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좋은 연구를 완성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한국판 CARM-Q 설문지  

1. 귀하의 성별은 ?
(1) 남.   (2)  여
2. 귀하의 나의는(         )? 
3. 귀하의 운동종목은 (           )? 
4. 귀하의 운동경력은(           )? 
5. 귀하의 수상경력은(           )? 
(1) 시대회 수상  (2) 도대회 수상  (3) 전국대회 수상  (4) 수상경력 없음 

서울대학교 스포츠심리학 연구실

박사과정 연구생 엄창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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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내용

전혀

그렇

지

안하

약간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약간

그렇

다

완전

그렇

다

1. 나는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해도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1. 나는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해도 참는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3. 나는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해도 코치를

이해한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4. 나는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해도 코치 말

을 경청한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5. 나는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한 것에 대해

어떻게 처리 할지를 코치와 같이 협력한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6. 나는 나의 코치와 함께 열심히 훈련하는

것에 의욕이 있음을 보여준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7. 나는 선수로써 나의 능력을 보여준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8. 나는 내가 목표성취에 의욕이 있음을 보

여준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9. 나는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10. 나는 훈련과 경기에 대해서 열정적이라

는 것을 보여준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11. 나는 내가 코치에게 기대하는 것을 직

접 말한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12. 나는 코치에게 우리 관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어떤 상태/상황)를 말한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13.나는 나의 코치에게 나의 기대치에 맞는

지 맞지 않는지를 말한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14. 나는 코치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기적으

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15.나는 나의 코치가 시련(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코치에게 도움을 준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16. 나는 코치의 사생활에서의 일들을 배려

한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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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나는 일들이 잘되고 있지 않을 때도

나의 코치를 지지해 준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18. 나는 나의 코치가 서로 아는 지인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19. 나는 나의 코치와 잘 어울린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20. 나는 나의 코치와 훈련 외에도 함께 시

간을 보낸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21. 나는 나와 코치가 서로 아는 지인들과

우리 소속팀, 협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22. 나는 우리의 목표 설정을 할 때 내 의

견을 말한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23. 나는 나의 코치에게 개선적인 피드백을

준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24. 나는 나의 코치에게 적절할 때 고마운

표현을 한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25. 나는 나의 감정/기분에 대해서 솔직하

게 표현을 한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26. 나는 설령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도, 코치가 나를 의지(신뢰)할 수 있도록

보여준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27. 나는 나의 코치에게 나를 믿을 수 있도

록 보여준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28. 나의 코치가 무엇이든지 나에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보여 준다.
➀ ➁ ➂ ➃ ➄ ➅ ➆

소중한 시간 할애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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您好！ 

我是一名运动心理学专业的在读博士生，目前正在进行关于 《教练员-运动员
关系维持策略》 课题的研究。本次调查的主要目的是开发符合我国的体育运动
文化，适用于我国运动员的教练员-运动员关系策略量表。

研究员承诺： 

本次调查完全用于学术研究，绝对不会单独分析您的个人资料，也不会以学
校，队伍进行分析和报告。 本次调查均采用匿名方式，绝对不会泄露您的个人
信息，更不会损害个人及集体声誉。

本问卷均为填空和单项选择，没有对错之分，请您认真阅读，选择符合您的选
项。

期望得到您真实的回答，非常感谢！

<부록 2> 중국판 CARM-Q 설문지

教练员-运动员关系维持策略相关问卷

个人基本特征 ※ 请将答案填写在括号里，或在符合您的选项上打 （√）

1. 您的年龄是（     ）？

2. 您的性别是？① 男  ②女

3. 您从事的运动项目是（      ）？

4. 您有几年的运动经历（      ）？

5. 您的获奖经历是？

➀ 市级赛事获奖  ② 省级赛事获奖  ③ 全国赛事获奖  ④ 无获奖经历

研究员：严昌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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题

号
问项 完全不同意   →  完全同意

1 在与教练员意见不同时，我尽量克制自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在与教练员意见不同时，我很有耐心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在与教练员意见不同时，我能够理解我的教练/运动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在与教练员意见不同时，我会听取教练员/运动员的意

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在与教练员意见不同时，我们通常以合理的方式处理

分歧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我会在训练中表现出积极努力的状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我会发挥出作为一名运动员/教练员的能力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我会表现出对成功的渴望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我通过努力训练，从而实现我们的共同目标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我对所从事的运动项目充满热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我会告诉我的教练员/运动员我对他/她的期望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我会谈论我们各自的立场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当我的教练员/运动员没有达到我的期望时，我会告诉

他/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我会经常谈论我们的关系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我会在教练员/运动员遇到困难时给予帮助和关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我很关心教练员/运动在生活中遇到的事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即使有时候训练和比赛不顺利，我也会支持我的教练/

运动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我喜欢与教练员/运动员的共同的朋友在一起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我会经常与教练员/运动员一起参与社交活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除了训练，我会花费一些额外的时间与教练员/运动员

相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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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我们会经常一起谈论一些共同的朋友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当我们设定目标时，我会表明自己的看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我会给教练员/运动员一些建设性反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我会在适当的时候赞扬教练员/运动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5 我乐于和教练员/运动员分享我的情感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6
即使训练和比赛进展不顺利，教练员/运动员依然可以

信任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7 我会让教练员/运动员知道，他/她可以信任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8
我会让教练员/运动员知道，他/她可以和我谈论任何

事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非常感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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您好！

我是一名运动心理学专业的在读博士生，目前正在进行关于 《教练员-运

动员关系维持策略》 课题的研究。本次调查的主要目的是开发符合我国的
体育运动文化，适用于我国运动员的教练员-运动员关系策略量表。
研究员承诺：

本次调查完全用于学术研究，绝对不会单独分析您的个人资料，也不会以

学校，队伍进行分析和报告。 本次调查均采用匿名方式，绝对不会泄露您

的个人信息，更不会损害个人及集体声誉。

期望得到您真实的回答，非常感谢！

研究员：严昌亮

<부록 3> 개방형 설문 및 심층면담 질문지

个人基本特征 ※ 请将答案填写在括号里，或在符合您的选项上打 （√）

1. 您的年龄是（     ）？

2. 您的性别是？① 男  ②女

3. 您从事的运动项目是（      ）？

4. 您有几年的运动经历（      ）？

5. 您的获奖经历是？

➀ 市级赛事获奖  ② 省级赛事获奖  ③ 全国赛事获奖  ④ 无获奖经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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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你认为你和教练的关系如何，请做一个描述？

2. 为了与教练保持良好的关系，你做了哪些努力？采取了哪些方法？

3. 你认为与和谐相处，最为重要的是什么？为什么这样认为?

4. 你经常与教练聊天吗？主要聊一些什么话题呢？

5. 你有过与教练员意见不统一，导致发生摩擦的时候吗？你是如何解决的
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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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在与教练工作时（训练，比赛），你认为有过效率低下的时候吗？你是如
何解决的呢？

7. 为了得到教练员的信任，你做了什么样的努力？

8. 你能与教练员长时间一起共事（训练，比赛）的动机是什么？

9.  关于教练员-运动员的关系，你认为中西方存在什么样的差别？ 

10. 关于教练员-运动员关系维持的问题，如果还有补充的内容，请自由回

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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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번호 문항내용

积极性

1 我努力使我们的关系很愉快。
2 当我们之间遇见出现分歧时，我们会协商解决。
3 我常常称赞对方，满足他（她）的自尊。
4 我关心他（她）每天过得怎样。
5 我们谈话时，我变现的很谦虚、礼貌。
6 和他（她）在一起时，我们变现的很高兴、积极。
7 我不会指责对方。
8 和他（她）在一起时，我试图表现的很风趣。
9 我对他（她）很有耐心，会原来他（她）。
10 我会变现的兴高采烈和乐观。

公开性

11 我鼓励他（她）告诉我他（她）的想法和感觉。
12 我简单滴告诉他我对事物的看法。
13 我试图讨论我们之间的关系质量。
14 我会说出我对你的要求。
15 我会提醒他（她）我们之间的约定。
16 我喜欢定期讨论我们之间的关系。

保证性

17 我强调对对他（她）的承诺
18 我暗示着我们关系的前景很好。
19 我对他（她）表达我的爱。
20 我想他（她）表达我对他（她）的忠诚。

社交网络

21 我愿意和我们共同的在一起。
22 我关心普通的朋友和亲戚。
23 我便显出愿意为对方做事。
24 我们的活动中包括有我们的朋友和家人

分担任务

25 当有事情时，我会帮忙。
26 我们会共同承担责任。
27 我们合理分担任务。
28 我不会推卸责任。
29 我履行我的义务。

<부록 4> 중국형 관계유지전략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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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q2 q3 q4 q5 q6 q7 q8 q9 q10 q11 q12 q13 q14 q15 q16 q17 q18 q19 q20 q21 q22 q23 q24 q25 q26 q27 q28

q1 1
q2 .699 1
q3 .609 .678 1
q4 .620 .690 .613 1
q5 .530 .626 .572 .639 1
q6 .579 .637 .576 .641 .583 1
q7 .535 .670 .610 .632 .692 .577 1
q8 .766 .763 .708 .770 .645 .717 .580 1
q9 .277 .352 .299 .303 .307 .306 .252 .289 1
q10 .304 .401 .319 .344 .329 .293 .244 .339 .659 1
q11 .316 .366 .325 .331 .284 .312 .251 .328 .735 .682 1
q12 .276 .307 .231 .287 .255 .257 .203 .279 .618 .544 .723 1
q13 .322 .412 .288 .398 .398 .348 .277 .357 .612 .609 .732 .698 1
q14 .316 .377 .342 .358 .310 .310 .226 .349 .691 .714 .719 .714 .746 1
q15 .375 .254 .242 .299 .324 .329 .185 .303 .119 .182 .179 .175 .286 .190 1
q16 .207 .158 .179 .165 .219 .217 .044 .143 .085 .158 .157 .157 .235 .173 .580 1
q17 .348 .331 .268 .268 .301 .319 .176 .314 .084 .220 .151 .125 .267 .169 .602 .571 1
q18 .268 .265 .245 .235 .283 .290 .083 .274 .189 .232 .226 .227 .292 .233 .617 .648 .571 1
q19 .271 .248 .212 .261 .330 .302 .157 .273 .125 .254 .182 .201 .329 .203 .668 .619 .692 .645 1
q20 .232 .230 .171 .234 .221 .242 .076 .234 .144 .185 .218 .234 .281 .202 .615 .729 .691 .704 .690 1
q21 .239 .190 .168 .209 .247 .247 .105 .182 .070 .182 .150 .128 .256 .154 .770 .712 .730 .713 .775 .676 1
q22 .374 .335 .310 .267 .345 .328 .184 .320 .124 .232 .184 .204 .258 .230 .670 .674 .711 .693 .753 .628 .727 1
q23 .287 .273 .301 .298 .283 .264 .164 .255 .138 .178 .174 .124 .240 .172 .315 .235 .246 .269 .272 .240 .263 .229 1
q24 .294 .215 .162 .168 .226 .180 .079 .202 .151 .217 .136 .136 .212 .168 .287 .147 .231 .166 .239 .217 .178 .208 .597 1
q25 .311 .291 .206 .240 .241 .279 .102 .298 .186 .249 .199 .139 .263 .187 .307 .177 .303 .241 .317 .235 .243 .262 .588 .658 1
q26 .367 .289 .210 .275 .275 .280 .161 .285 .143 .311 .163 .165 .235 .216 .298 .219 .285 .202 .297 .235 .231 .215 .595 .638 .643 1
q27 .213 .175 .177 .201 .213 .191 .142 .165 .131 .161 .143 .160 .179 .184 .380 .397 .418 .410 .393 .427 .445 .462 .390 .376 .394 .357 1
q28 .360 .370 .275 .318 .291 .314 .173 .338 .112 .286 .171 .114 .235 .210 .316 .184 .287 .231 .269 .224 .207 .260 .539 .631 .613 .588 .381 1

<부록 5> 1차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계수(28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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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q2 q3 q4 q5 q6 q7 q8 q9 q10 q11 q12 q13 q14 q15 q16 q17 q18 q19 q20 q21 q22 q23

q1 1
q2 .699 1
q3 .609 .678 1
q4 .620 .690 .613 1
q5 .530 .626 .572 .639 1
q6 .579 .637 .576 .641 .583 1
q7 .535 .670 .610 .632 .692 .577 1
q8 .766 .763 .708 .770 .645 .717 .580 1
q9 .277 .352 .299 .303 .307 .306 .252 .289 1
q10 .304 .401 .319 .344 .329 .293 .244 .339 .659 1
q11 .316 .366 .325 .331 .284 .312 .251 .328 .735 .682 1
q12 .276 .307 .231 .287 .255 .257 .203 .279 .618 .544 .723 1
q13 .322 .412 .288 .398 .398 .348 .277 .357 .612 .609 .732 .698 1
q14 .316 .377 .342 .358 .310 .310 .226 .349 .691 .714 .719 .714 .746 1
q15 .375 .254 .242 .299 .324 .329 .185 .303 .119 .182 .179 .175 .286 .190 1
q16 .207 .158 .179 .165 .219 .217 .044 .143 .085 .158 .157 .157 .235 .173 .580 1
q17 .348 .331 .268 .268 .301 .319 .176 .314 .084 .220 .151 .125 .267 .169 .602 .571 1
q18 .268 .265 .245 .235 .283 .290 .083 .274 .189 .232 .226 .227 .292 .233 .617 .648 .571 1
q19 .271 .248 .212 .261 .330 .302 .157 .273 .125 .254 .182 .201 .329 .203 .668 .619 .692 .645 1
q20 .232 .230 .171 .234 .221 .242 .076 .234 .144 .185 .218 .234 .281 .202 .615 .729 .691 .704 .690 1
q21 .239 .190 .168 .209 .247 .247 .105 .182 .070 .182 .150 .128 .256 .154 .770 .712 .730 .713 .775 .676 1
q22 .374 .335 .310 .267 .345 .328 .184 .320 .124 .232 .184 .204 .258 .230 .670 .674 .711 .693 .753 .628 .727 1
q23 .287 .273 .301 .298 .283 .264 .164 .255 .138 .178 .174 .124 .240 .172 .315 .235 .246 .269 .272 .240 .263 .229 1
q24 .294 .215 .162 .168 .226 .180 .079 .202 .151 .217 .136 .136 .212 .168 .287 .147 .231 .166 .239 .217 .178 .208 .597
q25 .311 .291 .206 .240 .241 .279 .102 .298 .186 .249 .199 .139 .263 .187 .307 .177 .303 .241 .317 .235 .243 .262 .588
q26 .367 .289 .210 .275 .275 .280 .161 .285 .143 .311 .163 .165 .235 .216 .298 .219 .285 .202 .297 .235 .231 .215 .595
q27 .360 .370 .275 .318 .291 .314 .173 .338 .112 .286 .171 .114 .235 .210 .316 .184 .287 .231 .269 .224 .207 .260 .539

2차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계수(2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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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동기성

动机性

1
나는 항상 훈련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다.

我会始终保持对训练的热情.

2
나는 훈련 중 최선을 다한다.

 我会在训练中尽我所能。

3
나는 훈련 중 자신에게 책임을 진다.

 我会在训练中对自己负责。

4
나는 항상 적극성을 가지고 훈련한다.

我会在训练中始终保持积极性。

5
나는 훈련을 통해 기인능력을 향상 시킬 것이다.

我会通过努力训练，来提高个人的能力。

6
나는 훈련을 통해 팀의 성적을 향상 시킬 것이다.

我会通过努力训练，来提高团队的能力。

7
나는 성공에 의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我会表现出对成功的渴望。

8
나는 도전성이 있는 목표를 설정한다.

我会制定出具有挑战性的任务。

소통전략

沟通策略

9
나는 코치와 소통할 때 열심히 경청한다.

我会在与教练员沟通时，认真倾听。

10
나는 코치와 소통할 때 존경과 예의를 보여준다.

 我会在与教练员沟通时，表现出尊重和礼貌

11
나는 코치와 소통할 때 코치의 생각을 공감해 준다.

 我会在与教练员沟通时，认同教练的想法。

12
나는 코치와 소통할 때 코치의 비언어적 행동을 파악한다.

我会在与教练员沟通时，我会去了解教练的非语言行为。

13
나는 코치와 소통할 때 코치의 정서 상태를 판단한다.

我会在与教练员沟通时，我会观察他们的情绪状态。

14

나는 코치와 소통할 때 코치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한다.

我会在与教练员沟通时，理解教练的意图和目的。

<부록 6> 중국형 코치-선수관계 유지전략 척도(4요인 2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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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冲突管理

15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할 때 나는 우선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한다.

在与教练意见不同时，我会首先找出自身原因。

16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할 때 나는 나의 컨디션을 조절한다.

 在与教练意见不同时，我会及时调整自己的状态。

17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할 때 나는 코치가 나에게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

각한다.

在与教练意见不同时，我会认为教练是对我负责。

18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할 때 나는 코치가 나를 격려하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

 在与教练意见不同时，我会认为教练是为了激励我。

19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할 때 나는 비공식적으로 코치와 소통한다.

在与教练意见不同时，我会在私下进行沟通

20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할 때 나는 그냥 참는다.

在与教练意见不同时，我会选择隐忍。

21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할 때 나는 주의를 전환한다.

在与教练意见不同时，我会转移注意力。

22
코치와 의견이 불일치할 때 나는 나의 말과 감정을 억누른다.

   在与教练意见不同时，我会控制自己的情绪和言语。

거리감

유지

保持距离

23
코치와 관계가 좋더라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即使与教练的关系融合，训练时也要遵守规定。

24
코치와 관계가 좋더라도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即使与教练的关系融合，也要服从教练的安排。

25
코치와 관계가 좋더라도 태도가 단정해야 한다.

即使与教练的关系融合, 也需端正的态度。

26
코치와 관계가 좋더라도 가능적 방해를 주지 말아야한다.

即使与教练的关系融合，也尽量避免打扰教练。

27
코치와 관계가 좋더라도 존경과 예의를 지켜야한다.

即使与教练的关系融合，也要表示尊重和礼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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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Scale of Maintaining

Coach-Athlete Relationships based

to Comparative Culture

Yan Changliang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Coach-athletic relationships serve as an important variable

in the sport's context. Most of the previous work related to

coach-player relationships focused on 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 to motivation, confidence, and team cohesion to

directly evaluate coach-player relationships or explain the

mechanisms for peak performance. These studies do not

adequately address the aspect that the quality of the

relationship changes with variables such as certain times and

specific events or environments in term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leaving limitations in evaluating and predi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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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ch-athletic relationships. Therefore, there must be a

steady search for what strategies are needed to maintain a

positive coach-player relationship.

However, existing coaches-athletes relationships

measurement(Coach Athlete Relationship Maintenance – 
Questionnaire : CARM-Q) are limited in their application to

Chinese sports culture because they are developed based on

Western culture. Therefore, after verifying the difference in

factor structure of coach-athlete relationship maintenance

between Korean and Chinese college student athletes in

Eastern cultures,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measure to

identify the Chinese coach-athlete relationship strategy that

reflects China's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study 1, the CARM-Q scale was tested for

differences in factor structure among Korean(n-131) and

Chinese(n=134) college student athletes in Asian cultures,

and the CARM-Q scale verified in Korea was found to be a

total of 19 questions including conflict management factors(4

items), motivation factors(5 items), prevention factors(4

items), and open/confirmation factors(6 items). On the other

hand, the CARM-Q scale, which was verified in China,

showed 16 questions of four factors: conflict management

factors(4 items), motivation factors(5 items), prevention

factors(3 items), and human network factors(4 items),

indicating that the CARM-Q scale structure in the East

differed from the CARM-Q original scale developed based on

Western culture(7 factors 28 items).

In "Study 2" open survey of 72 college student athlet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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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categories of soccer, basketball, and volleyball

registered with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Sports of China

and in-depth interviews with 12 people were conducted. The

data obtained through open questions and semi-structured

interview were analyzed through the steps of transcription,

coding, categorization and systematization, and giving

meaning. As a result, Chinese coach-player relationship

maintenance strategy component was established as the

following four factors: conflict management, motivation,

communication strategy, and distance maintenance.

In Study 3, preliminary questions were produced based on

the components and details established in Study 2, and a

group of experts were formed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preliminary questions, and 41 questions were selected. To

verify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preliminary questions, a

survey of 486 college student athletes registered with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Sport of China was conducted,

which verified the question suitabilit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conceptual validity.

The reliability and feasibility of the final scale(4 factors 27

items; conflict management 8 items, motivation 8 items,

communication strategy 6 items, and distance maintenance 5

items) were secured by verifying the authorized feasibility

and cross feasibility.

This series of research processes is expected to help

maintain a positive coach-player relationship at sports field

in China and help athletes perform their peak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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