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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운동선수들의 미신적 신념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고 이

를 바탕으로 미신적 사고와 행동을 믿는 정도에 대한 신념을 측정할 수 있

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에 <연구 Ⅰ>에서는 스포츠 현장에서 운동선수들의 미신적 신념에 대

한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국가대표 경험이 있는 개인종목 운동선수 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대한체육회에 소속된 대학급 이상의 개

인종목 운동선수 78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결

과, 미신적 사고와 행동에 대한 인식, 심리적 요인과의 관계, 경쟁상황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스포츠와 같은 경쟁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함, 압박감과 같은 부정적

인 심리적 상황과 승리하고자 하는 절실함과 같은 긍정적인 심리적 상황으

로 인해 미신적 사고와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징크스를

스스로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부정적 혹은 긍정적 심리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징크스를 지킴으로써 인지하게 되는

긍정적 심리 에너지로 인해 실제 경기력 관련 긍정적 경험을 하게 되고 이

러한 경험이 반복됨으로써 미신적 사고와 행동에 대한 신념이 더 강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Ⅱ>에서는 <연구 Ⅰ>의 결과를 바탕으로 징크스 인식 9

문항, 긍정적 신념 17문항, 부정적 신념 17문항 총 3요인의 최초 43문항을

구성하였다. 이후 전문가 회의를 통한 내용타당도 검증 과정을 거쳐 21개의

예비문항을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예비문항을 활용하여 대한체육회에 소속

된 고등학교 및 성인 운동선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34명의 자

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문항분석을 실시하여 반응 집약

율이 50% 이상인 11개의 문항을 삭제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1

개의 문항이 추가로 삭제되어 긍정적 신념 5문항, 부정적 신념 4문항, 총 9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



및 요인적재량이 모두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내적합치도 분

석을 통해 척도의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최종 9문항을 바탕으로

집중타당도 및 판별타당도 분석을 통해 개념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측정동

일성 검증을 통해 연령 및 선수경력에 따라 요인의 개념이 동일하게 측정되

어 최종모형에 대한 교차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미신적 신념 척도는 기존 척도들의 한계점들을 보완

하였으며, 본 척도를 통해 운동선수들의 징크스와 같은 미신적 사고와 행동

에 대해 얼마나 믿고 있는지 측정 가능하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미신적

신념과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

료된다.  

주요어 : 운동선수, 징크스, 미신, 미신적 신념, 미신적 신념 척도, 루틴

학  번 : 2016-3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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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 ‘미신(superstion)’의 의미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과학적

인 관점에서 헛된 것으로 여겨지는 믿음을 의미하며,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는 것에 대해 맹신하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일컫는다(위키백과). 하지만

관련 연구 분야에서 미신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되거나 합의되지 않

았으며, 이에 의심할 나위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개념의 기준이 될 만한 정

의가 없기 때문에 관련 연구자들은 각자 임의대로 미신을 규정해 왔다

(Dundes, 2019).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미신에 대한 개념

은 오랜 세월에 걸쳐 역사적,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왔다(Josephson, 2012).

이러한 미신과 관련된 인간의 사고와 행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

과학적이고 잘못된 믿음이라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야 한다든

지, 빨간색으로는 이름을 쓰지 않는다던지, 중요한 날 미역국을 먹지 않는

등과 같은 미신적 사고와 행동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미신이라

고 할 수 있으며, 문화마다 각기 다를 뿐 전 세계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

고 그 유형과 종류는 무궁무진하게 다양하다(Dundes, 2019).

이처럼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일컫는 미신은 특히 스포츠 현장에서 흔

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일반적으로 운동선수들의 특정 독특한 행동들을

징크스라고 부른다. 스포츠 연구 분야에서 징크스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살

펴보면 어원에서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우리 사회와 스포

츠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미신적 사고와 행동을 포함하여 징크스라 부르며

사용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용세, 2015). 이에 김용세, 안효연, 권

성호(2017)의 연구에서는 징크스란 경기나 운동수행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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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비과학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현상이며, 부정적인

의미를 지녔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고와 행동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징크스 관련 스포츠 선수들의 일례를 살펴보면, 먼저 쇼트트랙 국가대표

이상화 선수는 현역시절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 머리카락 한 가닥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스타트 라인에서 준비할 시 출발 신

호를 알리는 신호총의 화약가루가 라인 앞에 떨어져 있을 때’ 경기가 잘 풀

린다는 징크스를 가지고 있다. 전 야구선수 홍성흔 코치는 ‘타석에 들어가기

전 투수가 하나의 점으로 보일 때까지 항상 투수만 바라봐야 하며 내야수나

외야수가 시야에 들어오면 100% 못 친다.’는 징크스를 가지고 있다. 종합

격투기의 김동현 선수는 ‘경기와 같이 중요한 날이면 항상 빨간색 속옷을 입

어야 경기가 더 잘 풀린다.’는 징크스가 있으며, 전 테니스 국가대표 이형택

선수는 ‘경기 날 경기장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 시합에서 승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징크스를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스포츠 현장에서 각 선수들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징크스를 살

펴보면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있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

다. 그렇다면 선수들은 과연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독특한 사고와 행동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일까? 또한 이런 행동들이 실제 스포츠 경쟁상황에서

선수들의 심리상태와 경기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과연 어떠

한 성향의 선수들이 미신적 사고와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일까? 이러

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체육학,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

의 연구자들이 미신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미신적 사고와 행동이 언제

나 일정하고 명백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과학적인 연구를 수

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Neil, 1982).

스포츠과학 연구 분야에서 선수들의 미신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면 Neil(1982)이 가장 선구적인 시도를 했음을 알 수 있는데(Dömötör,

Ruíz‐Barquín & Szabo, 2016), Neil은 모든 스포츠에서 다양한 형태

의 미신적 행동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미신은 경쟁상황에서 선수들이



- 3 -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압박감을 이겨내는데 도움을 주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메커니즘 이라고 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스포츠에서 미신이 어떻게 발생

되었는지, 미신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왜 선수들이 미신적 행

동을 나타내는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먼저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들의 미신적 사고와 행동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실제 74%

이상의 선수들이 미신적 행동을 가지고 있으며, 경기 전 자신만의 독특한

의식을 치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revers, Dan, Noel, & Nils, 2011;

Burger & Lynn, 2005; Schippers & Van Lange, 2006).

Schippers & van Lange(2006)의 연구에서는 197명의 엘리트 선수들

중 158명(80.3%)의 선수들이 평균 2.6개의 미신을 가지고 있으며, 경기

전 특정 음식 먹기, 경기용 유니폼 속에 수영복 입기, 경기 전 흡연, 경기장

입장 순서, 탈의실 사용 방법, 특정 장소에서 워밍업, 특정 매니큐어 칠하

기, 화장실 스케줄 정하기 등 다양한 미신적 행동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Ciborowski(1997)의 연구에서는 83명의 야구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

한 결과 98%의 선수들이 미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석에서

의 동작들을 비디오 촬영 후 미신적 행동과 같은 독특한 동작들에 대한 인

터뷰를 실시한 결과 73%의 선수들이 이러한 특정 행동들이 자신만의 미신

과 관련된 동작임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의 연구에

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창기, 이창섭(1982)의 연

구에서는 24개 종목 586명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86.3%의 선

수들이 징크스와 같은 미신적 사고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43.3%의 선수들이 경기 중 징크스가 실제로 실현 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6.5%의 선수들은 징크스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유재충(1983)의 연구에서도 징크스를 가지고 있는 선

수들 중 88.2%의 선수들은 징크스로 인해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56%

의 선수들은 징크스를 없애기 위해 노력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앞서 제시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들과 미신은 상

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국적, 성별, 나이, 종목, 경기력에 상관없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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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게나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들은 이러한 징크스와 같은 미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미신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향으로 초점을 두

며 연구되어 왔는데, 미신적 행동의 발생 원인에 초점을 둔 연구에서는 상

황에 대한 불확실성, 과도한 심리적 스트레스, 낮은 수준의 인지된 통제력,

불안을 경험할 때 미신에 관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einan, 1994; Malinowski, 1954; Whitson & Galinsky, 2008;

김용세 등, 2017). 다른 한편으로는 스포츠 경쟁상황에서 선수들의 미신적

사고 및 행동과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와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며,

미신의 효과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 아직까지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미신적인 신념이 낙관주의, 희망,

자신감과 같은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Darke &

Freedman, 1997; Day & Maltby, 2003, 2005),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미신을 활용하여 통제감과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 내

어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것으로 연구 되었다(Womack, 1992; Bleak &

Frederick, 1998; Keinan, 2002; Schippers & Van Lange, 2006;

Allen, Thornton & Riby, 2020). 이러한 미신의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스포츠 경쟁상황에서 선수들은 자신의 루틴과 미신적 행동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aselga, 2015; Olsen, 2020), 미신에 근거한 특정

행동은 명확하게 구조화된 루틴과 마찬가지로 일관되고 효과적인 수행 결과

를 보이는 것으로도 나타났다(Foster, Weigand & Baines, 2006;

Baselga, 2015).

앞서 제시한 연구들을 정리해보면 선수들은 경쟁상황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과도한 심리적 스트

레스, 높은 수준의 불안, 낮은 통제력을 경험할 때 미신적 사고와 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미신적인 신념이 경쟁상황에서 희망, 자신

감, 상황에 대한 통제감을 높여주며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데 긍정적인 역할

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스포츠 경쟁상황에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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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사고와 행동은 선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부정적

인 영향 또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심리학 연구 분야에서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적 사

고와 행동이 다양한 심리적 요인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 명확한 연구

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필요성

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스포츠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적 사고와 행동을 자신이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지에 대한 신념의 정도

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측정도구들을 개발하며 연구에 적용해 왔다. 먼저,

Buhrmann, Brown & Zaugg(1982)의 연구에서는 미신에 대한 선수들

의 믿음과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Superstitious Beliefs and

Behavior(SBB) 질문지를 개발한 바 있으며, 총 40개의 문항들로 구성된

이 질문지는 선수들의 옷과 용모, 페티시, 경기 전, 경기 중, 팀의 특정 의

식, 선수, 코치 등과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Tobacyk

& Milford(1983)가 개발한 Paranormal Belief Scale(PBS)은 스포츠

과학 분야가 아닌 초자연적 현상을 다루는 연구 영역에서 사용해온 질문지

들을 바탕으로 문항들을 수정하거나 연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항들

을 직접 추가하여 개발되었다. 하위요인으로는 전통적인 종교적 믿음, 초자

연적 현상, 마법, 미신, 영적, 강신론, 기이한 생명체, 예지 등 총 7개의 하

위요인 25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Tobacyk는 기존의 PBS 질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Revised Paranormal Belief

Scale(R-PBS)을 개발하게 되었고 R-PBS는 7개 하위요인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의 내용은 기존 PBS와 동일하였다(Tobacyk,

1988). 다음으로 Bleak & Frederick(1998)이 개발한 Superstitious

Ritual Questionnaire(SRQ)는 Buhrmann, Brown & Zaugg(1982)

의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5개의 문항이 추가되어 총 45문항 7개

의 하위요인(옷과 용모, 페티시, 경기 전, 경기 중, 팀의 특정 의식, 선수,

코치)으로 구성되었다. 이후에도 Wiseman & Watt(2004)가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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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ief in Superstition Questionnaire(BSQ), Vyse(1997)와

Buhrmann, Brown & Zaugg(1982)의 연구를 바탕으로

McClearn(2004)이 개발한 Belief in Sports Superstitions

Scale(BSSS), Donti, Katsikas, Stavrou, & Pykountaki(2007)이

SRQ를 수정하여 연구에 적용했던 Revised Superstitious Ritual

Questionnaire(R-SRQ), Brevers, Noël, Dan & Nils(2011)이 개발한

Superstitious Rituals(SR), Ritual Commitment(RC), Griffiths,

Shehabi, Murphy & Le Pelley(2019)가 개발한 Superstitious

Beliefs Questionnaire(SBQ), 마지막으로 최근 Chukkali &

Dey(2020)가 개발한 Superstitious Beliefs Scale(SBS)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측정도구들이 개발되어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적 사고와 행동의 경

향성을 측정하기 위한 앞서 제시했던 측정도구들은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개발 과정에서 통계적 검증 절차의 부재

(Buhrmann et al., 1982; McClearn, 2004)와 질문지 문항에 대한 타

당도 및 신뢰도 검증 부재(Bleak & Frederick, 1998; Donti et al.,

2007)의 문제가 있었으며,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한

문항의 보편성 부족(Buhrmann et al., 1982; Tobacyk & Milford,

1983; Tobacyk, 1988; Bleak & Frederick, 1998; Wiseman &

Watt, 2004; McClearn, 2004; Donti et al., 2007; Brevers et al.,

2011; Griffiths et al., 2019; Chukkali & Dey, 2020), 선수들의 미

신적 사고와 행동에 대한 경험적 탐색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 과정이 이루

어지지 않고 연구자의 개인적인 판단이 지나치게 반영되어 있는 등의 문제

점들이 확인되었다(Buhrmann et al., 1982; McClearn, 2004).

특히 현재까지 모든 측정도구의 문항들을 살펴보면 미신적 사고와 행동

이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것과 그 종류와 접근 방법의 다양성(Schippers &

Van Lange, 2006)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나는

경기 전 나의 행운의 부적에 키스를 한다.’, ‘같은 방식으로 운동복을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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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기 시즌 전에 문신을 한다.’, ‘검은 고양이는 불운을 가져온다.’, ‘숫

자 13은 불운을 의미한다.’ 등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미신의 주관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문항의 일반화에 문제가 있으며,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행동표본이 얼마나 전체 행동을 대표할 수 있는

지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지만(탁진국, 2017), 이를 간과한 문항들이 대부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정 미신에 대한 단순한 사고와 행동들을

의미하는 문항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미신의 심리학적인 특성이 확립되어 있

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tacek, 2016). 따라서 기존에

개발되었던 측정도구들로는 선수들이 얼마나 지신의 미신적 신념에 깊이 빠

져있고 이러한 행동을 할 경향성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명확한 측정이 어

려우며, 이로 인해 추후 미신과 다양한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도 불분명한 연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신적 사고와 행동은 이미 스포츠에 널리 퍼져 있으며, 선수들에게 지속

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Ofori, 2013;

Wakefield, Shipherd & Lee, 2017). 또한 한번 뿌리박힌 미신은 나이

와 경험으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Heiss, 2008). 따라서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들의 미신과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서는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현장에서 운동선수들의 미신적 사고와

행동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서 제시했던 기존 측정도구

의 문제점들을 개선 및 보완하여 미신적 사고와 행동의 신념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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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현장에서 운동선수들의 미신적 신념에 대한 경

험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미신적 사고와 행동을 믿는 정도에 대

한 신념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심층면담과

개방형 설문을 통해 미신적 신념의 경험적 내용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신의 주관적 및 심리학적인 특성을 고려한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미

신적 신념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3. 연구문제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운동선수들의 미신적 신념에 대한 경험을 탐색한다.

(1) 운동선수들은 징크스와 같은 미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2) 운동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적 신념은 심리적 변인과 어떠한 관

계가 있는가?

(3) 운동선수들의 미신적 신념은 경기결과 및 경기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운동선수 미신적 신념 척도를 개발한다.

(1) 운동선수 미신적 신념 척도의 문항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2)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3) 개발된 척도는 운동선수의 미신적 신념을 측정하는데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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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신(Superstition)

미신이라는 용어의 개념적 정의는 역사적, 정치적, 종교적 맥락이 함께하

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되거나 합의되지 않았으며, 개념의 함의 또한 매우

광범위한 자의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미

신의 조작적 정의는 스포츠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징크스를 포함하

는 용어로써 타인이 생각했을 때 비이상적일 수 있지만 스포츠 경쟁상황에

서 운동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주관적인 특정 사고와 행동을 의미

한다.

2) 미신적 신념(Belief in Superstition)

본 연구에서 미신적 신념은 미신적 사고와 행동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징크스와 같은 특정한 미신적 사고와 행동을 얼마나 믿

고 따르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믿음의 정도를 의미한다.

3) 징크스(jinx)

본 연구에서 징크스는 스포츠 경쟁상황에서 운동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적 사고와 행동을 의미하며, 경기나 운동수행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

는 비과학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현상으로 부정적인 의

미를 지녔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고와 행동을 의미한다.

4) 루틴(Routine)

본 연구에서 루틴은 스포츠에서 운동선수들이 이상적인 상태를 갖추며,

최적의 결과를 이루는 데 필요한 자신만의 고유한 동작이나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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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루틴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습

관화된 동작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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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미신의 이해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Superstition의 개념적 정의는 학자들마다 상이

하며,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이에 본 장에서는

먼저 Superstition의 어원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 미신이라는 단

어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과연 개념적 정의와 그 의미가 과

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은 Superstition의 애매모호한 개념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 판단된다.

1) 미신(Superstition)의 어원

현대사회에서 ‘미신’이라는 단어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흔

하고 거리낌 없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며, 미신은 우리에게 거부감을 주

는 무거운 느낌보다는 가볍게 사용되는 친근한 단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미신, 영어로 번역하면 superstition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에 대

해 살펴보면 종교적, 정치적,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

가 얽혀있다(김동규, 2012).

현재 우리사회에서 사용되는 미신이라는 단어는 한국에서 자생한 것이

아니라 수입 및 번역이 된 단어이다(김동규, 2012). 따라서 미신의 개념

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번역어로 수입된 개념인 미신과 번역되

기 이전의 서구적 맥락의 superstition의 어원과 의미에 대해 살펴볼 필

요가 있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superstition이라는 서구의 개념은 그

어원이 고대 로마로 거슬러 올라가며,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정치적 이

데올로기를 담고 있다(이인경, 2021). 당대 로마 사회는 그 때 당시 신들

에 대한 의례와 더불어, 점술에 대한 영향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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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초기 religion의 어원인 religio와 superstition의

어원인 superstito는 근대적 의미의 religion과 superstition과 같이 반

대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최화선, 2001). 예컨대 Benveniste

의 로마 문학 작품에서 드러난 religio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대체로 거리

낌, 가책, 다시 검토하고 훑어보는, 마음의 내적상태로 표현되며 점복, 전

조, 조짐의 의미를 강하게 내포함을 알 수 있다. 한편 superstitio는

super와 stared의 결합된 동사 supertare의 형용사인 supertes에서 파

생된 단어로써 ‘~을 넘어서 생존하는, 불행, 죽음을 모면하고 살아남은’

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을 겪은 뒤에 이 사건을 넘어서 생존하

는’, ‘진실을 예언하는 것’, ‘진실을 예언하는 예언자’ 등의 예언 행위와 연

관된 단어를 의미하며, 두 단어는 반드시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지 않았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당대의 종교관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태도를

보였던 분위기는 그 당시 학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었던 기원전 52~51

년경에 씌여진 법률론(De Legibus)이라는 서적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최

화선, 2001).

그러나 이후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키케로(B.C. 106 ~ B.C.

43)에 의해 기원전 44년경에 쓰인 ‘점술에 관하여’(De Divinatione)라는

작품에서는 로마 국가 종교의 핵심 부분을 이루고 있은 점술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태도로 나타나 있으며, 점술 행위에 대해 비판적 고찰이 담겨져

있다. 이 서적에서 키케로의 주장은 로마의 진정한 종교를 보존하기 위해

religio에 대한 비판이 아닌 오로지 미신 즉 superstitio를 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키케로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종교와 미신을

구별하려고 했는지, 당시의 역사적 상황은 어떠하였는지, 왜 로마 국가 종

교의 핵심을 이루는 점술을 참된 종교가 아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미신으

로 몰아붙이는지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키케로의 ‘점술에 관하여’ 라

는 서적에서 superstitio와 religio는 명확히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는 ‘자식의 장수를 기원하며 기도와 제사로 온종일 시간을 보내며

비정상적인 과장된 형식으로 신을 섬기는 자’들을 superstitiosus라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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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고 악덕 또는 악습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반면 religiosus는 ‘신들에

게 제사를 드리는 일에 알맞은 모든 일을 부지런히 재검토하고 다시 훑어

보는 자’들을 의미하며, religio와 superstitio는 신에 대한 숭배의 정상적

인 형식과 비정상적인 형식으로 정착되었다(최화선, 2001).

그렇다면 키케로가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던 것일까? 왜 superstitio

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게 된 것일까? 이러한 결과에 대해 당대의 로

마의 사회적 변화와 로마인들의 문화적 사상을 살펴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다. 먼저 거듭되는 로마의 성장은 공화정 말기 지중해 헬레니즘 문화 전

반이 로마 문화 속으로 급속하게 퍼져 들어오는 문화 변동기를 가져왔다.

특히 종교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전 시대 그리스의 신들이나 에트루리아의

관습들을 수용해서 로마 문화 속에 흡수하던 시기와는 달리 로마는 사회에

침투하는 이집트 바빌로니아의 신들과 제의 점술, 그리스의 종교 등을 통

제하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사회 틀을 유지하려는 키케

로와 같은 이들에게 이방의 종교는 우리(로마)의 종교와 명확히 구분되어

지고 배척되어야만 하는 대상이었다. 따라서 이방의 종교적 관행과 연결된

단어 superstitio는 religio의 대립되는 의미로 하나의 근절되어야 할 악

덕으로 자리 잡게 되며, religio는 조상들의 관습과 동일어로 사용되고

superstitio는 조상들의 관습을 보존해 나가고 공화정의 참된 모습을 방

해하는 이방의 종교적 관행들로 지칭하게 되었다.

또한 superstitio에 부정적인 의미가 실리게 된 것이 예언 행위에 대한

로마인들의 기본적인 거부감과 이러한 예언을 행하는 자들이 주로 이방에

서 온 점쟁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로마에는 원래 그리스에서와 같이

신적인 존재에 사로잡혀 미래를 예언하는 점술은 없었으며 이처럼 다가올

일을 직접 예언하는 형식은 로마인들에게 낯선 것이었다(Fowler, 1922).

당시의 로마의 전통적인 점술 형식의 의미를 살펴보면 신들의 평화를 거스

르지 않고 그들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

가에 대한 물음보다는 신들이 우리의 행위에 대해 찬성하는가? 그렇지 않

은가?에 대한 물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즉 로마의 전통적인 점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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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기능은 인간의 일에 대한 신의 동의 여부를 말해주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상들의 관습을 바탕으로 한 religio라는 말속에는

신들에게 바쳐야하는 제사 의례의 의미뿐만 아니라 적절한 점술을 통해 신

들의 뜻을 미리 파악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superstitio는 예

언 투시력과 관계된 단어였으며, 이에 superstitio가 의미하는 예언은 로

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점술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었다. 결과적

으로 앞서 제시한 사회적 변화와 로마인들의 문화적 사상을 바탕으로 당대

의 종교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로 인해 중립적인 의미였던 superstitio

가 우리(로마)의 점술과 그들(이방)의 점술을 구분되며 부정적인 의미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후 로마의 제정기에서는 superstitio가 이집트에서

유래한 종교적 숭배나 유대인들로부터 나온 기독교 등의 외래 종교를 지칭

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때 superstitio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부적

당하고 과장된 종교적 태도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타인의 종

교를 지칭하여 경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Fowler, 1922).

앞서 소개한 superstition의 어원에 대해 살펴보면 어떠한 역사적 과

정으로 인해 현재에 superstition이 부정적인 의미로 자리잡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으며, 그리고 superstitio라는 어원을 바탕으로 하여 근대에

superstition이라는 개념의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장

에서는 superstition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superstition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어 왔는지에 대해 구체

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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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신의 개념적 정의의 다양화

앞서 언급한 superstition의 어원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온

미신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그 배경에는 역사적, 정치적, 종교적 맥락이 함

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신이라는 개념은 그

뜻도 명확히 정의되거나 합의되지 않았을 뿐더러, 개념의 함의 또한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다소 자의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안승택, 이

시준, 2012; 이창익, 2020; Han, 2000; Josephson, 2012). 현재 미

신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일반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비과학적이고 비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믿음, 또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 ‘과학적·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 또는 그런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

으며, American Heritage Dictionary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일반적으

로 간주되어지는 이성적인 사실, 또는 자연의 순리와 조화되지 않는 신

념.’, ‘어떤 사물, 행동 또는 상황이 사건의 과정과 논리적으로 관련이 없

지만 이러한 비이성적인 믿음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것.’, ‘자연

의 법칙에 대한 무지나 마술, 우연에 대한 믿음에 의해 비이성적으로 유지

되는 믿음, 행동, 의식.’, ‘무지함 또는 불합리함에서 비롯되어 두렵거나 비

참한 마음의 상태.’ 등으로 정의되어 있다. 끝으로 Microsoft Encarta

Dictionary에서는 미신을 ‘비이성적으로 일부 행위나 의식에 신비한 효과

가 있다는 믿음.’ 으로 명시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현재의 미신에 대한 일

반적 정의들을 살펴보면 미신이란 무엇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애매

하고 그 정의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명

시되어 있는 표현들을 살펴보면 ‘비과학적’, ‘비합리적’, ‘비이성적’, ‘비논리

적’, ‘불합리함’, ‘무지함’ 등을 동반한 어떠한 믿음과 신념임을 표현하고 있

다. 이러한 표현들은 미신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느낌과 함께, 어떠한

미신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갖는 것이 무지하고 논리적이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만 같이 느껴진다. 현재의 미신에 대한 개념은 앞서 언급했던 미신

의 어원과 시대적 흐름에 따른 미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고스란히 담

겨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과연 미신과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는 학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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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민속학 연구 분야에서는 이런 미신을 어떻게 개념화 및 정의하고 있을

까?

민담의 구조 분석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인 Alan Dundes는 Analytic

Essays in Folklore라는 저서에서 그가 작성한 The Structure of

Superstition 이라는 제목의 글을 살펴보면, 미신이란 개념은 확실하게

기준이 될 만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미신과 관련된 연구들은 자료를 수집

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각자 임의대로 미신을 정의해 왔다고 하였다

(Dundes, 2019). 또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미신을 굳이 정의하려고 애

쓰지 않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미신의 분류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

생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는 이러한 이유를 현존하는 다양한 미신의

수만큼 미신 분류 체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보고 있으며, 이에

미신이란 개념은 하나의 명확한 정의가 합의되지 않기에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자의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1900

년에 Drake는 미신은 쉽사리 정의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1959년에 완성된 Britannica Dictionary의 집필자 Rose 역시 미신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다고 한 바 있다. 이렇게 보면 민속학 연구가

59년간 미신을 정의하는데 실패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Dundes,

2019).

1930년대 전후에서 부터 1950년대의 미신과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했

던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미신에 대해 정의하기 위해 의욕적

인 시도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대의 미신의 개념적 정의들을 살펴보

면 그 표현이 각각 다르지만 근대적 계몽주의의 사고틀에 기반 하여 근대

의 계몽주의가 위시하는 이른바 이성, 내지는 합리성, 근대적 과학성, 기

술 발달에 기반을 둔 탈주술의 패러다임이 담지 못하는 것들은 무의식적으

로 타자화 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먼저 Puckett(1926)이

정의한 미신에 대해 살펴보면 ‘미신은 어떤 세대의 좀 더 개명한 대다수

사람들이 승인하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 이라고 하였으며, 인

류학자인 Tylor(1958)는 미신을 ‘유물 즉 좀 더 문명화된 사람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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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잔존해 있는 야만족이고 미개한 신앙 혹은 의식’으로 정의하였다.

Krappe(1930)는 “미신은 우리(현대인)와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공유된

신앙과 의식의 총합을 의미한다. 우리가 믿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물론 종

교이다.”라고 정의하였으며, Bidney(1968)는 ‘비합리적이거나 신화적인

믿음에 기초한 두려움의 한 형태이며, 일반적으로 금기를 포함하는 것.’ 이

라고 정의한 바 있다. 앞서 제시한 미신의 정의들을 살펴보면 현대사회에

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신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녔음을 알 수 있

는데, Puckett, Tylor, Krappe가 정의한 미신의 개념에서는 ‘개명한 대

다수 사람들’, ‘문명화된 사람들’, ‘우리(현대인)’라는 표현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시대적 흐름에 집단의 형태가 변화됨에 따라 개명

한, 문명화된, 현대인이라는 기준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 표

현이라고 할 수 있다(Dundes, 1961). 또한 근대의 종교를 기준으로 하

여 이에 반하는 어떠한 믿음을 미신으로 치부하는 것은 Superstition의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의미가 당대의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에 의한

명확하지 않은 정의라고 할 수 있다. Bidney가 정의한 미신에 대한 개념

을 살펴보면 어떠한 믿음을 표현하기보다 ‘비합리적인 신화적인 믿음’, ‘두

려움’이라는 요소를 고려하여 정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신을 정의하

는 과정에서 그 발생의 측면을 즉 미신의 기원을 고려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Dundes(2019)는 이러한 정의를 하나의 대상이 어떤 요인

에 의해 발생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그 대상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Bidney의 정의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

였다. Dundes(2019)가 작성한 The Structure of Superstition에서는

앞서 제시한 ‘시대적 흐름에 따른 집단의 상대성’, ‘종교적 기준의 문제점’,

‘미신의 본질적인 문제’ 등 다양한 미신의 정의들에 문제점들을 제시하였으

며, 이 외에도 ‘과학적 진리에 대한 상대성’, ‘현대의 새로운 미신과의 적합

성’ 등의 문제들을 언급하며, 명확한 미신의 개념적 정의를 내리기 위한

고찰을 하였다. 이에 Dundes는 미신에 대한 정의는 발생 또는 믿음에 대

한 내용보다는 어떠한 형식이라는 기준을 활용함으로써 기술되어야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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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 여기서의 형식이란 미신을 하나의 공식으로 풀어서 해석함을

의미하는데, 이에 그는 미신을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조건, 그리고 조건징

후와 다른 원인들을 가진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과에 대한 일반적인 표

현’이라고 가설적으로나마 조심스럽게 정의하였다.

이러한 미신의 정의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고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현재 미신과 관련된

학문 영역에서 사용되는 미신의 정의는 앞서 제시한 표현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과정이 앞으로 보다 명확한 미신의

정의에 접근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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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포츠에서 미신의 이해

이번 장에서는 스포츠에서 미신이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운동선

수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적 신념에는 무엇이 있는지, 관련 연구들은 스포

츠에서 미신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그리고 스포츠과학의 연구 분야에

서 루틴과 미신적 신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이

러한 과정은 스포츠에서 운동선수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신에 대해 이

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1) 스포츠와 미신적 신념

우리는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거나 관람하다보면 선수들의 독특한 행동

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 이러한 독특한 행동들은 선수들의 특정 순간에 반

복적으로 나타나는데, 해설자는 이런 선수들의 행동을 징크스 또는 미신이

라고 표현하며, 스포츠 경기 관람에 하나의 작은 재미로 넘어가곤 한다.

하지만 선수들은 이러한 독특한 행동들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자신

의 운동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며, 심리적 부담감과 함께 미신을 없

애기 위해 노력을 하는 선수들도 있다(유재충, 1983). 스포츠에서 이러한

미신적인 행동은 모든 종목의 스포츠에 널리 퍼져있으며(Wakefield,

Shipherd & Lee, 2017), 다양한 미디어 매체와 TV의 보도에서도 미신

적 사고와 행동인 징크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자주 소개되어 오고 있는

현상이다(Bleak & Frederick, 1998). 또한 스포츠에서 미신은 비단 운

동선수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코치, 감독 그리고 심지어 관중들도

종종 스포츠 현장에 대한 미신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eil, 1982). 스포츠 분야에서 미신적 사고와 행동인 징크스와 관련된

기사를 통해 형성된 담론을 분석한 결과,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총

3,760개의 기사가 징크스와 관련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빈도는

9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이창

섭, 남상우, 2007). 이처럼 미신은 운동선수들에 의해 스포츠에서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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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스포츠 현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하나

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Neil, 1982).

다양한 연구에서도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징크스와 같은 미신을 가지

고 있는 선수들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높은 비율의 선수들이 자신만의 미

신적 사고와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74% 이상의 선수들이 미신

적 행동을 가지고 있으며, 경기 전 자신만의 독특한 의식을 치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revers, Noël, Dan, & Nils, 2011; Burger & Lynn,

2005; Schippers & Van Lange, 2006). 또 다른 연구에서는 197명

의 엘리트 선수들 중 158명(80.3%)의 선수들이 평균 2.6개의 미신적 사

고와 행동을 가지고 있으며(Schippers & Van Lange, 2006), 83명의

야구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Ciborowski(1997)의 연구에서는 98%의

선수들이 자신만의 미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민창기, 이창섭(1982)의 연구

에서는 586명의 다양한 스포츠 종목(축구, 야구, 농구, 태권도, 유도, 복

싱,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펜싱, 사이클링 등)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

사한 결과 86.3%의 선수들이 미신적 사고와 행동을 가지고 있었으며, 유

재충(1983)의 연구에서도 88.2%의 선수들이 징크스를 가지고 있고 이중

56%의 선수들은 징크스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며 징크스와 같은 미신을

없애기 위해 노력을 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연구들이 보고하고

있는 비율에 대한 결과는 다르지만 이러한 결과는 스포츠 현장의 선수들에

게 있어 미신은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신과 운동선

수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스포츠 현장에서 운동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은 다양한 유형과 형태

로 분류될 수 있다. 유형의 분류는 크게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는 마음과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바램에서 나타나는 미신적 신념과

행동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Ofori, 2013; Ofori, Tod & Lavallee,

2017),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결과(긍정적 결과/부정적 결과)를 위해 어떠

한 특정 사고와 행동에 관여하거나 또는 회피하는 유형으로도 나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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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Allen, Thornton & Riby, 2020). 이러한 유형에 대한 운동선수들

의 세부적인 미신적 신념 내용들을 살펴보면 유니폼, 경기용 장비, 특정

행동, 음식, 장소, 생리현상, 숫자, 코치 등 이 외에도 다양한 미신의 종류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chippers & Van Lange, 2006; Ofori,

2013). 스포츠 현장에서 나타나는 운동선수들의 독특한 미신적 신념에 대

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사고로는 이해하기 힘든 미신적 사고와 행

동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은 경기에서 행운을 위

해 그의 오래된 푸른색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반바지를 그의 유니폼 안에

입었으며, 마찬가지로 테니스 선수인 세레나 윌리엄스는 토너먼트 내내 같

은 양말을 신었다고 언급하였고 골프 종목의 타이거 우즈는 자신의 자서전

에서 말하기 긍정적인 행운을 얻기 위해 매번 결승전 경기에서는 붉은색

티셔츠만 입는다고 하였다. 축구 종목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는 경기

전 양말을 신을 때면 오른발부터 신으며, 경기장에 입장할 때도 오른발부

터 잔디를 밟는다고 한다. 또한 이와 같은 독특한 행동들로 유명한 대표적

인 스포츠 선수로 테니스 종목의 라파엘 나달 선수를 빼 놓을 수 없다. 그

는 물통과 음료수통에 붙은 라벨을 자신의 코트 정면 쪽으로 향하게 항상

놓으며 경기에 임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경기 중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총 12개 정도의 독특한 행동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이러한 행동들이 자신이 생각했을 때 미신이 아닌 경기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자신과의 약속된 일정한 행동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독특한 행동들을 바라보는 스포츠 관중들 입장에서는 선수들의

다양한 행동들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앞선 사례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논리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사고와 행동들이지만 이러한 각 선수들만의 독특한 행동들은 분명 어

떠한 이유가 있음에 틀림없다. 우리는 여기서 선수들이 과연 어떠한 이유

로 이러한 독특한 사고와 행동에 얽매여 있는지, 이런 행동들이 스포츠 경

쟁상황에서 선수들의 심리 상태와 경기력 그리고 경기 결과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야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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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포츠과학 분야에서 미신 관련 연구동향

앞서 언급했듯이 스포츠에서 미신은 모든 종류의 스포츠에 널리 퍼져있

으며, 이러한 미신은 종종 운동선수들이 극복해야할 하나의 과제로써 부정

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하지만 미신은 이와 반대로 선수들의 스트레스와

걱정을 줄여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이 점차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우리는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미신의 다양한

기능적 효과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포츠과학 연구 분야에서 미신 관련 가장 선구적인 연구를 했었던

Neil(1982)은 모든 스포츠에서 다양한 형태의 미신을 쉽게 발견할 수 있

으며, 경쟁상황에서 선수들이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압박감을 이겨내는데

도움을 주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메커니즘 이라고 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스포츠에서 미신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미신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왜 선수들이 미신적 행동을 나타내는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

가 이루어져 왔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독 스포츠에서 운동선수들이

미신적인 신념에 쉽게 빠지고 미신적 행동을 많이 행하는 이유는 바로 스

포츠라는 그 자체가 누구도 예측하기 쉽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의 연속이

며, 운동선수들은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

다(Keinan, 1994; Malinowski, 1954; Whitson & Galinsky,

2008; Burger & Lynn, 2005; Felson & Gmelch, 1979; Vyse,

1997; Dömötör, Ruíz‐Barquín, & Szabo, 2016). 이와 같은 스포츠

의 특수성 때문에 운동선수들에게 있어 미신은 그들의 삶에 중요한 영역이

라고 할 수 있으며(Sasvári, Harsányi, Dér, & Szemes, 2019), 엘리

트 운동선수들이 일반인에 비해 미신에 대한 신념이 더 강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Dömötör et al., 2016).

스포츠과학 연구 분야의 연구자들은 운동선수들의 미신적 신념의 근본

적인 원인에 대해 탐구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 왔다. 선행 연구들

을 살펴보면 미신은 불확실성을 강하게 인지하는 상황에 있을 때 주로 발

생하는데(Burger & Lynn, 2005; Felson & Gmelch, 1979; Vy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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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모든 미신적 행동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조건이 바로 불

확실성의 상황이며, 이를 ‘불확실성 가설’이라고 부른다(Burger & Lynn,

2005). Ciborowski(1997)의 연구에서는 3년 동안 대학 야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타석에서의 동작들을 비디오 촬영하여 각 선수들만의 독

특한 행동들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팀이 여유 있게 이기고 있

을 때와 비교하여 팀이 지고 있는 상황 또는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일 때

미신적인 움직임의 양이 증가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프로

야구 선수들이 더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는 동안 더 미신적인 행동을 보인

다는 Gmelch(1972)의 관찰을 뒷받침한다. Wright & Erdal(2008)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골프 기술 수준이 높은 참여자들은 쉬운 조건에 비

해 어려운 조건에서 더 미신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성을 나타냈으며, 쉬

운 조건에서는 행운, 찬스, 골프공의 색깔에 의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과 상황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는 상황에

서 운동선수는 미신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Brevers, Noël,

Dan & Nils, 2011). 특정 물체나 행동을 통해 상황과 결과에 대한 통

제력을 인지하고자 한다(Wright & Erdal, 2008). 따라서 어떤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통제력의 부족과 미신적 행동 사이에는 긍정적인 상관

관계가 존재하는데(Ofori, Biddle & Lavallee, 2012; Dömötör et

al., 2016), 운동선수들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대처하고 통제력을

느끼기 위해 미신적 사고와 행동을 나타낸다(Ofori, Tod & Lavallee,

2017). Vyse(1997)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어떠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는 통제력이 낮아지면서 더 많은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불확

실한 상황에 대해 통제력을 얻으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미신적 행동

을 하는 원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경쟁상황에서 낮은 수준의 통제력을

인지하는 선수들은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미신적 행동을 할 경향성이 높아

질 수 있다(Womack, 1979; Dömötör et al., 2016). Todd &

Brown(2003)의 연구에 의하면 운동선수들의 미신적 사고와 행동은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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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자신이 인지하는 경기의 흐름과 결과를 통제하는 통제의 위치(내

적/외적)에 따라 그 경향성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는데 즉, 외적인 영역에

서 통제의 소재(external locus of control)를 가진 선수가 내적인 영역

으로 통제의 위치(internal locus of control)를 가진 선수보다 더 미신

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Schippers & Van

Lange(2006)의 연구와 Ofori et al. (2012)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는데, 즉, 운동선수가 경기 결과나 경기 중 어떠한 특정 상황에 대한

원인을 자신의 기술 또는 능력과 같이 내적인 요인에 통제력을 인지한 선

수들이 그렇지 않은 선수들에 비해 미신적 사고와 행동의 경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어떠한 결과를 통제하는 요인을 외적인 또는 내적

인 요인에 두는지에 따라 미신적 신념에 대한 경향성의 차이가 있음을 언

급한 연구와 같이 상황에 대한 개인이 인지하는 통제력과 미신적 신념의

관계는 중요하며, 스포츠라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낮은 수준의 통제감은

미신적 신념의 수준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상황에 대한 인지된 통제력과 미신적 신념의 관계에 대한 연관

성을 밝히지 못한 연구들도 있는데, 관련 연구들에서는 미신적 행동과 통

제의 위치(Locus of Control)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불합리함을 언급하

며, 운동선수들이 인지하고 있는 ‘경기에 대한 중요성 인식’, 선수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학습된 경험’, 훈련하는 과정에서의 ‘환경적 요인’ 등 다양

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Bleak & Frederick,

1998; Burke et al., 2006; Allen, Thornton & Riby, 2020). 이에

Allen et al.,(2020)의 연구에서는 운동선수들의 성격적 특성에 따라 미

신적인 의식의 유형이 다를 수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낙관적인 성향과 비

관적인 성향에 따라 미신적 의식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낙관적인 성향의 사람은 행운을 위해 미신적 사고와 행동을 하는 반

면, 비관적인 사람은 불운을 피하기 위해 미신적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

다고 하였다. 또한 Raalte, Brewer, Nemeroff, & Linder(1991)은 우

연에 대해 인지하는 개인적 성향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미신의 수와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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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우연적인 사건에 대한 어떠한 영

향력이 있다고 믿는 선수일수록 골프 퍼팅에 성공한 후 그 공을 행운의 공

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Wright & Erdal(2008)는 미신적 행동을 한 후 긍정적인 결과

에 대한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미신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행하며 미신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강해진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미신적 행동의 발달은

정적인 강화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신에 대해

기록한 최초의 실험 연구라고 할 수 있는 비둘기를 대상으로 한

Skinner(1948)의 실험에서는 비둘기들에게 ‘왜’ 그리고 ‘언제’ 먹이가 주

어지는지 불분명한 상황에 놓이게 한 다음 비둘기들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

먹이가 오기를 바라는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발견

하였다. Skinner는 이러한 행동들이 비둘기들의 우연한 특정 행동이 의도

치 않은 긍정적 결과와 연관 짓게 되며, 긍정적인 강화를 초래한 결과라고

제안하였으며, 비둘기들이 먹이를 얻기 위한 특정 표현을 함으로써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실험의 결과와 해

석에 대해 완전하게 의견을 일치하기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실험 설

계와 해석이 필요로 하겠지만, 인간 또한 어떠한 불확실성의 상황에 처했

을 때 물체나 행동과 특정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믿으며 논리적

으로 인과성이 없음에도 통제력을 얻기 위해 그 특정 행동에 계속해서 시

간과 노력하기 때문에(Wright & Erdal, 2008) 이러한 점에서 인간과

스키너 실험의 비둘기는 비슷한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Ciborowski,

1997).

운동선수들의 미신적 신념의 발생 원인에 대해 심리적 요인과 관련하여

살펴본 김용세(2017)의 연구에서는 태권도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적

신념인 징크스와 심리적 요인들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스포츠 경쟁상황을 지나치게 위협적으로 지각하여 염려나 긴장감으로 반응

하며 경쟁상황에 대한 특성적인 불안 성향이 높은 선수들일수록 징크스에

의존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평소 경기내용에 대한 불만, 부정적인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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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체중조절에 의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인지한 운동선수들이 징크스 의

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Lazarus &

Folkman(1984)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 놓이면, Coping

Mechanisms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게 되는데,

이때 미신적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서 알 수 있듯이 운동선수들은 경쟁상황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인지

하는 심리적 특성이 높을수록 미신적 사고와 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앞서 제시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운동선수들은 경쟁상황에 대한 불확실

성, 높은 심리적 스트레스, 낮은 수준의 인지된 통제력을 경험할 때 미신

에 관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Keinan, 1994;

Malinowski, 1954; Whitson & Galinsky, 2008), 그 외에도 선수

개인의 성격 및 심리적 특성, 학습된 경험, 과제의 난의도 등 다양한 요인

들을 고려해야함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미신적 신념은 어떠한 긍

정적 심리효과가 있기에 스포츠 현장에서 운동선수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

는 것일까?

미신적 신념의 긍정적 기능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거의 알려져 있지 않

으며, 종종 비이성적이고 무의미한 행동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미신

의 효과에 대해 밝히고자 하는 시도는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연구에서는 운동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적 신념이 긍정적 기능으로써

그 활용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다(Damisch, Stoberock &

Mussweiler, 2010).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미신적인 사고와 행동 과

정에서 행운에 대한 믿음은 낙관주의, 희망, 자신감과 같은 자기 효율성과

관련된 개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Darke & Freedman,

1997; Day & Maltby, 2003, 2005), 이러한 자기 효율성은 선수들의

능력과 기술 다음으로 성과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일관된 예측 변수 중 하

나이며(Bandura, 1997), 미신적인 행동은 통제력을 확립하고 자기효율

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즉, 통제 가능한 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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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귀속시키는 것은 높은 자기 효율과 일관되게 연관되는 반면

(Bandura, 1997; Haney & Long, 1995),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대

한 결과 귀속은 낮은 자기 효율성과 학습된 무력성과 일관되게 연관되었다

(Bandura, 1997; Seligman, 1975). 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신적

인 행동을 통해 통제력을 얻으려는 시도는 자기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발견은 미신의 활성화에 의해 촉발된 심

리적 과정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하고 미신을 활성화함으로써 초래

되는 자기 효율성의 증가는 더 높은 자기 설정 목표와 더 높은 수행 과제

의 지속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Damisch et al., 2010).

한편 실제 스포츠 현장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Ofori(2013)의

연구에서는 엘리트 축구 선수들이 활용하는 미신적 행동이 자신감을 높여

주며, 불안감을 줄여주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심리적

편안함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llen, Thornton &

Riby(2020)의 연구에서는 복싱 선수들을 대상으로 미신적 신념의 활용에

대해 연구한 결과 복싱 선수들은 높은 수준의 신체적 타격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그리고 격투종목 특유의 불확실성을 심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

단으로 미신적 행동을 함으로써 경기 전 정신적인 준비, 통제감 충족, 승

리에 대한 확신감 향상에 도움을 받으며, 매 경기마다 미신적 사고와 행동

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uhrmann & Zaugg(1981)의 연구에서

는 경쟁상황에서 운동선수들의 미신적인 신념은 경기실적과 긍정적인 관련

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농구 팀 내의 우수 선순 뿐만 아니라 우승을

한 팀 역시 다른 선수와 팀에 비해 미신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처럼 실제 스포츠 현장의 운동선수들은 각자 특유의 미신

적 사고와 행동을 함으로써 신체적 또는 심리적 안도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수행 상황에서도 미신적인 생각과 행동이 수행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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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포츠과학 분야에서 징크스와 미신의 개념

미신과 징크스 두 개념의 일반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비과학적, 비합리

적, 비이상적, 근거가 없는, 논리적 관련성이 없는 등과 같이 유사한 부분

이 있지만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미신의 어원과 정의에 대한 내용과 같이

미신은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배경과 그 맥락을 함께 함(Han,

2000; Josephson, 2012)에 있어서 징크스는 미신의 하나의 유형이며

미신은 징크스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징크스는 딱따구리 일종인 개미핥기새(wryneck)를 지칭하

는 그리스 단어 junx에서 비롯되었는데 희귀한 습성과 짝짓기 시 묘한 의

식을 벌이기 때문에 이 새를 뱀과 같다고 하여 불길하고 신비롭게 여겨 마

법, 마술과 관련된 미신으로 치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새를

가리키는 junx라는 그리스 단어가 yunx 또는 jynx로 변형되어 전래되면

서 지금의 징크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징크스의 어원이다(나

무위키; 두피디아). 이처럼 징크스는 마법, 마술과 같이 미신의 개념적 영

역 안에 있으며 미신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과학 연구 영역에서 미신과 징크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국외에

서는 주로 미신(supersti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국내에서는 징크

스(Jinx)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되어 오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 사용

된 징크스의 개념은 국외에서 사용되는 superstition의 개념과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개념적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 재수 없는 것 또는

그런 사람이나 상황이란 어원을 지니고 있는 부정적으로 상상되기 쉬운 관

념이라고 하였으며, 최적의 상태로 이어지는 정서적 긴장을 유발시키지 못

하게 하고 경기력에 대해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것 이라고 하였다(민창

기, 이창섭, 1982; 유재충, 1983). 이종호, 최대우, 이창섭(1989), 유오

근(1991), 노재귀(1992)의 연구에서는 미신적이고 의식적인 것으로 여겨

지는 행동과 사고이며, 평소에 지니는 상념을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생각

에 연합시켜 이를 경기의 승패의 합리화 구실로 삼게 되는 것을 흔히 징크

스라고 불리는 미신적인 행동과 사고라 하였다. 이정학(2002), 김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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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은 일상생활을 통하여 우연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우연한 일

들이 반복적으로 혹은 겹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주 경함하게 되며, 이때

사람들은 ‘재수 없다.’ 아니면 ‘행운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는데, 이러한 현

상들이 징크스라고 하였다. 윤영길(2005)은 Skinner(1948)와

Klein(1996)의 개념을 인용하여, 우발적 강화의 누적된 결과물로, 행동

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사건의 결과와

특정행동을 연합시키는 일종의 미신적 행동이라고 하였으며, 서선자

(2002), 박정호(2014)는 징크스란 본디 불길한 징후를 뜻하지만 일반적

으로 선악을 불문하고 불길한 대상이 되는 사물 또는 현상이나 사람의 힘

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운명적인 일 등을 뜻한다고 하였다. 박창범, 송은

주, 임수원(2003)은 징크스란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을 종합하여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해석을 내린 것이라고

하였다. 김승명(2007)은 반복되는 인생의 테두리 속에서 일정한 규칙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좋고 나쁨을 떠나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운명적인 것

을 징크스라 하였다. 이에 김용세(2015)의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징크

스와 미신의 다양한 개념에 대한 공통된 특징들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 및

국외 연구를 바탕으로 그 특성을 분류한 결과 부정적 의미, 습관적인 행동

이나 생각, 운동수행 및 경기결과와 불분명한 인과관계, 긍정적 효과 기대

등 4개의 차원의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앞서 언급했던 스포츠과학 영역에서 미신과 징크스의 개념을

살펴보면 그 의미의 맥락이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양한 선행연구에

서와 같이 징크스를 미신적 사고와 행동으로써 그 의미를 두며, 이는 미신

의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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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동선수의 루틴과 미신적 신념

미신적 신념을 통해 상황에 대한 통제감을 느끼고 자기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들에서와 같이 미신적 신념은 극한의 경쟁상황에서 운동선

수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찾게 해주는 하나의 대처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미신의 순기능 때문인지 스포츠 현장에서는 운동선수들의 루틴과

미신적 사고와 행동을 종종 혼동하는데(Cotterill, 2010; Lobmeyer &

Wasserman, 1986; Singer 2002), 이에 루틴과 미신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Wright et al., 2008).

스포츠에서의 PPR(pre-performance routines)은 운동선수가 특정

스포츠 기술을 수행하기 전,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행하는 수행 관련 생각

과 행동의 순서라고 할 수 있으며(Moran, 1996), 수행 과정에서 규제적

인지 행동 전략으로 사용된다(Moran, 1996; Singer, 2002;

Velentzas, Heinen, Tenenbaum, & Schack, 2010; Wrisberg &

Anshel, 1989). 운동선수들은 경쟁상황에서 수행 관련 단서에 초점을 맞

추고 부정적인 생각을 차단하며, 불안감을 줄이고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적

절한 수행 행동의 선택을 위한 정신적인 준비를 하고자 PPR을 활용한다

(Boutcher & Crew, 1987; Lidor & Singer, 2000; Weinberg &

Gould, 2003). 이러한 PPR은 현재까지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그 효

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왔다(Hagan-Jnr & Schack, 2019).

스포츠과학 연구 분야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루틴과 미신적 행동에 대한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는 차이점

들이 항상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Dömötör et al., 2016;

Schippers & Van Lange, 2006). 다양한 연구에서는 운동선수들에게

있어 루틴과 미신이 선수들의 경기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동일한 기

능과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언급하였으며(Cohn, 1990; Brevers et al,

2011), 미신에 근거한 특정 행동은 명확하게 구조화된 루틴과 마찬가지로

일관되고 효과적인 수행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도 나타났다(Foster,

Weigand & Baines, 2006; Baselga, 2015). 이와 관련된 연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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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lga(2015)의 연구에서는 영국의 대표적인 발레단의 무용수 6명을

대상으로 공연 전 특정 행동과 그 효과에 대해 탐구한바 있다. 연구에서

무용수들은 공연 전 행하는 루틴과 미신적 행동 현상의 차이점에 대해 명

확하게 구별하지 못했지만 두 가지 유형의 행동에 지속적으로 관여해 왔었

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루틴과 미신적 행동이 공연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Foster, Weigand &

Baines(2006)의 연구에서는 농구선수들을 대상으로 자유투 과제를 부여

한 연구 결과, 루틴 또는 미신적인 행동을 해왔던 선수들은 두 집단 간 자

유투 결과에 차이가 없었으며, 루틴과 미신적 행동 모두를 하지 않았을 때

는 두 집단 모두 자유투의 성공 확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신적 행동이든 구조화된 사전 수행 루틴이든 어떠한 특정 목적이 있는

행동은 일관되고 효과적인 수행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미신

의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스포츠 경쟁상황에서 선수들은 자신의 루틴과 미

신적 행동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Baselga, 2015; Olsen,

2020).

하지만 Czech, Ploszay & Burke(2004)는 비록 루틴과 미신적 행동

의 기능적인 면에서 유사하며, 이에 운동선수들이 함께 사용되기는 하지만

특정 행동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대한 분명한 차이점이 있음을 언급하였

다. 즉, 미신은 루틴과는 대조적으로 사고나 행동에 어떠한 마법적인 의미

가 내포되어 있으며, 상황에 대한 통제감을 인지하게 하여 자기효능감이

향상됨으로써 그 효과가 나타나지만, 루틴은 움직임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주의를 집중시키는 원리에서 비롯됨을 의미한다. 특히 루틴은 운동선수들

에 의해 학습된 인지 및 행동 전략을 통해 인지적, 신체적인 특정성과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Cohn, 1990), 미신적인 신념은 선수들

의 인식된 자기 통제력에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특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역할(Bleak & Frederick, 1998)을 한다는 점에서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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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신적 신념 관련 측정도구

앞서 살펴본 내용에서는 스포츠에서 미신적 신념에 대한 이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보며, 운동선수들이 미신적 신념에 관여하

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스포츠 경쟁상황에서 미신적 사고와 행동의 효

과적인 활용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

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스포츠과학 연구 분야에서 미신적 신념의 명확한

활용 방안과 그리고 루틴과 미신적 행동의 비교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미

비한 실정이다. 특히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

심도 있는 연구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

정도구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선행연구의 미신적 신념 측정도구

과거부터 현재까지 스포츠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선수들이 가지고 있

는 미신적 사고와 행동을 스스로가 얼마나 믿고 따르는지에 대한 신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측정도구들을 개발하고 연구에 적용해 왔다.

<표 1>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스포츠과학 연구 분야에서는 다양한 측정도

구를 사용하여 운동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적 사고와 행동에 대한 신념

을 측정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측정도구들의 특

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 척도들의 문항들은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

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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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년도 연구자

Superstitious Beliefs and Behavior

(SBB)
1982

Buhrmann, Brown 

& Zaugg 

Paranormal Belief Scale

(PBS)
1983 Tobacyk & Milford

A Revised Paranormal Belief Scale

(R-PBS)
1988 Tobacyk

 Superstitious Ritual Questionnaire

(SRQ)
1998 Bleak & Frederick

Belief in Superstition Questionnaire

(BSQ)
2004 Wiseman & Watt

Belief in Sports Superstitions Scale

(BSSS)
2004 McClearn

Revised Superstitious Ritual 

Questionnaire(R-SRQ)
2007

Donti, Katsikas, Stavrou, 

& Sykountaki

Superstitious 

Behavior

superstitious 

rituals
2011

Brevers, Noël, Dan & 

NilsRitual 

Commitment

Superstitious beliefs questionnaire

(SBQ)
2019

Griffiths, Shehabi, Murphy 

& Le Pelley

Superstitious Beliefs Scale

(SBS)
2020 Chukkali & Dey

표 1. 선행연구의 미신적 신념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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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perstitious Beliefs and Behavior(SBB)

Superstitious Beliefs and Behavior(SBB) 척도는 Buhrmann,

Brown & Zaugg(1982)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고등학교 농구팀을 대상

으로 그들의 미신적 신념과 행동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측

정도구이다. SBB 척도는 이후 개발된 SRQ(Superstitious Ritual

Questionnaire)의 기초가 되는 척도이며, 총 40개의 문항들로 구성된 이

척도는 선수들의 Clothing and preparation, Fetish, Pre-Game,

Game, Team Ritual, Prayer, Coach 요인 등과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

되어 있다.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총 24명의 농구선수들을 대상으

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적 신념과 행동을 사전조사를 통해 문항들을

제작하였으며, 각 문항에서 나타나 있는 미신에 대한 내용들을 ‘never’,

‘occasionally’, ‘always’의 3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총 미신에 대

한 점수는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였으며,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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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stitious beliefs and behavior associated with

Subscales Item

Clothing 

and 

preparation

Check appearance in mirror

Good luck markings in shoes

Dressing well: feel better prepared

Wear warm-up top same way

Dressing sloppily: feel better prepared

Wear socks inside out for luck

When sub in: take jacket to player

Tie double knot in laces

Fetish

Have lucky item of clothing

Team mascot helps cause

Wearing lucky charm on game days

Wear lucky charm so can be seen

Wear lucky charm so can’t be seen

Discarding lucky charms

Pre-Game

Taping body: even if not injured

Make last basket in warm-up

Music during warm-up

Snacks: energizers before contest(important for winning)

Need silence: seclusion before game

표 2. Superstitious Beliefs and Behavior(SBB) 척도 문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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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Cheerleading

Scoring first point 

Free throw: important to stand in identical spot

Slap hand of scorer

Ritual before shooting free throw

Bounce ball same number of times before free throw

Bounce ball same way before free throw

Toss ball between hands before shooting

Shift weight before free throw

Gum chewing

Team Ritual

Stacking hands

Team cheer

Unprepared if no pep talk

Pep talks important for good performance 

Prayer

Pray for success before each game

Afraid luck run out if no prayer

Team has team prayer

Important for team to pray together

Coach

Coach is superstitious

Coach takes lucky charm to game

Coach encourages prayer: med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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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ranormal Belief Scale(PBS)

Tobacyk & Milford(1983)에 의해 개발된 Paranormal Belief

Scale(PBS)는 초자연적이고 종교적인 믿음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이다.

391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PBS는 총 25개 문항, 7개 하위요

인,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으로는 Traditional

Religious Belief, Psi, Witchcraft, Superstition, Spiritualism,

Extraordinary Life Forms, Precognition 요인 등이 있다. 모든 문항

들이 부정적인 미신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신적 믿음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PBS를 활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Wiseman, 2004; Tobacyk, 2004).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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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cales Item

Traditional 

Religious 

Belief

The soul continues to exist though the body may die.

There is a devil.

I believe in God.

There is a heaven and a hell.

Psi

Some individuals are able to levitate (lift) objects 

through mental forces.

Psychokinesis, the movement of objects through psychic 

powers, does occur.

A person’s thoughts can influence the movement of a 

physical object.

Mind reading is not possible.

Witchcraft

Black magic really exists.

Witches do exist.

Voodoo is a real method to use paranormal powers.

There are actual cases of Voodoo death.

Superstition

Black cats can bring bad luck.

If you break a mirror, you will have bad luck.

The number “13” is unlucky

Spiritualism

Your mind or soul can leave your body and travel 

(astral projection).

During altered states, such as sleep or trances, the 

spirit can leave the body

Reincarnation does occur.

It is possible to communicate with the dead.

Extraordinary 

Life Forms

The abominable snowman of Tibet exists.

The Loch Ness monster of Scotland exists.

Big Foot exists.

Precognition

Dreams can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future.

Some people have the ability to predict the future.

The idea of predicting the future is foolish.

표 3. Paranormal Belief Scale(PBS) 문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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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vised Paranormal Belief Scale(R-PBS)

Tobacyk(1988)에 의해 개발된 Revised Paranormal Belief

Scale(R-PBS)는 기존 PBS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

었으며, 총 26문항, 7개 하위요인(Traditional Religious Belief, Psi,

Witchcraft, Superstition, Spiritualism, Extraordinary Life

Forms, Precognition),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R-PBS는

기존 PBS를 보완하며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문항의 내용에 대한 문

화적 차이를 줄이기 위해 Precognition, Witchcraft, Extraordinary

Life Forms와 관련된 문항들을 개선하였으며, 문항의 의미의 범위를 완

화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미신적 신념을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7점

Likert 척도로 수정하였다(Tobacyk, 2004).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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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put a number next to each item to indicate how much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at item. Use the numbers as indicated below. 

There are no right or wrong answers. This is a sample of your own 

beliefs and attitudes. Thank you

1=Strongly Disagree 2=Moderately Disagree 3=Slightly Disagree

4=Uncertain 5=Slightly Agree 6=Moderately Agree 7=Strongly Agree

1. The soul continues to exist though the body may die.

2. Some individuals are able to levitate (lift) objects through mental 

   forces.

3. Black magic really exists.

4. Black cats can bring bad luck.

5. Your mind or soul can leave your body and travel 

   (astral projection).

6. The abominable snowman of Tibet exists.

7. Astrology is a way to accurately predict the future.

8. There is a devil.

9. Psychokinesis, the movement of objects through psychic powers, 

   does exist.

10. Witches do exist.

11. If you break a mirror, you will have bad luck.

12. During altered states, such as sleep or trances, the spirit can leave 

    the body

13. The Loch Ness monster of Scotland exists.

14. The horoscope accurately tells a person’s future.

15. I believe in God.

표 4. Revised Paranormal Belief Scale(R-PBS) 문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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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 person’s thoughts can influence the movement of a physical  

    object.

17. Through the use of formulas and incantations, it is possible to  

    cast spells on persons. 

18. The number “13” is unlucky

19. Reincarnation does occur.

20. There is life on other planets.

21. Some psychics can accurately predict the future.

22. There is a heaven and a hell.

23. Mind reading is not possible.

24. There are actual cases of witchcraft.

25. It is possible to communicate with the dead.

26. Some people have an unexplained ability to predict the future. 

Note. 

Item 23 is reverse scored. Traditional Religious Belief = Mean of 

Items (1, 8, 15, 22); Psi = Mean of Items (2, 9, 16, 23); Witchcraft = 

Mean of Items (3, 10, 17, 24); Superstition = Mean of Items (4, 11, 

18); Spiritualism = Mean of Items (5, 12, 19, 25); Extraordinary Life 

Forms = Mean of Items (6, 13, 20); Precognition = Mean of Items (7, 

14, 2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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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uperstitious Ritual Questionnaire(SRQ)

Superstitious Ritual Questionnaire(SRQ)는 Buhrmann,

Brown, Zaugg(1982)가 개발한 Superstitious Beliefs and

Behavior(SBB) 척도를 바탕으로 Bleak & Frederick(1998)에 의해

개발된 질문지이다. 운동선수들 자신이 인지한 미신적인 행동과 특정 의식

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로써 총 45문항, 7개 하위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평가된다. 하위요인으로는 Clothing

and Appearance, Fetish, Pre-Game/Meet, Game/Meet, Team

Ritual, Prayer, Coach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SRQ는 질문지를 작성

하는 연구대상자가 각 문항 중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신적 사고 또는 행동

에 표시를 한 후 해당되는 미신에 대해 5점 Likert 척도에 표시하는 방식

으로 자신이 인지하는 총 미신적 행동의 효과성에 대한 점수를 결정한다

(Bleak & Frederick, 1998).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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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cales Item

Clothing 

and 

Appearance

1. Check appearance in mirror

2. Good luck markings in shoes

3. Dressing well to feel better prepared

4. Wear warm-up top or bottom the same way

5. Dressing sloppily: feel better prepared

6. Wear socks inside out for luck

7. When sub in: take jacket to player

8. Haircut on game/meet day

9. No shaving on game/meet day

10. Take ice bath morning of game

11. Face painting(e.g. black under eyes)

12. Get tattoo before season

13. Carve number in flesh

14. Eat same pre-game/meet meal on game day

15. Tape shoes identically before game/meet

16. Wear same clothing under pads

17. No socks under running spikes

Fetish

18. Have lucky item of clothing

19. Team mascot helps cause

20. Wearing lucky charm on game/meet days

21. Wearing lucky charm so that it can be seen

22. Wearing lucky charm so it can’t be seen

23. Discarding lucky charms

24. Kiss/Touch lucky charm before game/race

표 5. Superstitious Ritual Questionnaire(SRQ) 문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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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Game/

Meet

25. Taping body: even if not injured

26. Music during warm-up

27. Snacks: energizers before contest

28. Need silence: seclusion before game

29. Same trainer does taping job

30. Warm-up using same routine

Game/Meet

31. Cheerleading

32. Scoring first point(s) 

33. Slap hand of scorer

34. Gum chewing

Team Ritual

35. Stacking hands

36. Team cheer

37. Unprepared if no pep talk

38. Pep talks important for good performance 

Prayer

39. Pray for success before each game

40. Afraid luck will run out if no prayer

41. Team has team prayer

42. Important for team to pray together

Coach

43. Coach is superstitious

44. Coach takes lucky charm to game

45. Coach encourages prayer/med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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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elief in Superstition Questionnaire(BSQ)

Wiseman & Watt(2004)에 의해 개발된 Belief in Superstition

Questionnaire(BSQ)는 특정 미신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로써 부정적 미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3개 문항, 긍정적 의미를 담

고 있는 3개 문항으로 총 6개 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다리, 거울, 숫자 13과 관련된 부정적 미신에

대한 질문과 손가락 교차하기, 나무를 두드리거나 만지기, 행운의 물건과

관련된 긍정적 미신에 대한 질문들이 있다.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6>과 같다.

Subscales Item

Negative 

items

Have you avoided walking under a ladder because it is 

associated with bad luck?

Would you be anxious about breaking a mirror because it 

is thought to cause bad luck?

Are you superstitious about the number 13

Positive 

items

Do you say fingers crossed, or actually cross your 

fingers?

Do you say touch wood or actually touch or knock on 

wood?

Do you sometimes carry a lucky charm or object?

표 6. Belief in Superstition Questionnaire(BSQ) 문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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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elief in Sports Superstitions Scale(BSSS)

Belief in Sports Superstitions Scale(BSSS)는 Vyse(1997)와

Buhrmann, Brown & Zaugg (1982)의 연구를 바탕으로 McClearn

(2004)이 개발한 척도이다.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미신을 얼마나 지지

하는지에 대해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써 9개 문항, 4점 Likert 척도로 구

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특성상 특정 스포츠 종목의 선수에게는 적용이 불

가능할 수도 있다(McClearn, 2004).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7>과 같다.

Item

1. I believe that wearing a "lucky" item of clothing increases an 

   athlete's performance.

2. Touching or having a lucky object before a game will enhance  

   athletic performance. 

3. Listening to particular music or specific songs prior to each game 

   will increase performance.

4. Eating the same foods before every game will help a player perform 

   better.

5. Having certain pre-game rituals is important for athletes.

6. Game location affects the outcome of the contest.

7. Avoiding a particular person, place, or action prior to a game can 

   help an athlete's performance.

8. Wearing a lucky number is an important practice for athletes. 

9. Warming up should be done the same way before each game.

표 7. Belief in Sports Superstitions Scale(BSSS) 문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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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evised Superstitious Ritual Questionnaire(R-SRQ)

Revised Superstitious Ritual Questionnaire(R-SRQ)은 Bleak

& Frederick(1998)가 개발한 SRQ를 바탕으로 Donti, Katsikas,

Stavrou & Psychountaki(2007)가 수정 및 보완한 질문지이다. Donti

et al.,(2007)는 그리스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에서의 미신적 신

념, 행동, 특정 의식 등을 얼마나 믿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R-SRQ를 개발

하고자 하였다. 개발 과정으로는 먼저 기존의 SRQ를 3명의 스포츠심리학

자와 함께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그리스 선

수들을 대상으로 문장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후 문항들을

삭제하였다. 이후 주성분 분석을 통해 15개의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

을 삭제하였으며, 15개 문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회의를 통해 10개의 문항

으로 축소 시켰다. 최종 10개의 문항은 2개의 하위요인(미신적 의식과 신

념, 미신적 물건),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또한 기존 SRQ 질문

지와 마찬가지로 질문지의 문항에는 없는 자신의 미신을 작성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을 포함 시켰다. 구체적인 문항에 대한 내용은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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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cales Item

Rituals/

Beliefs

I believe that the  order of entrance  in the competition 

field affects my performance.

I always enter the competition area on the same foot.

I always ask from someone to break the jinx caused by 

the “evil eye”

I sit at a specific place when I am not competing.

Some competition fields bring me good luck.

Some competition fields bring me good luck.

Objects

Wearing lucky charm on game/competition day.

Kiss/Touch lucky charm before game/competition.

I always have a religious object with me.

I always have a talisman for the “evil eye” with me.

표 8. Revised Superstitious Ritual Questionnaire(R-SRQ) 문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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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uperstitious Behavior(superstitious rituals/Ritual Commitment)

Brevers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평소에 미신에 대해 얼마나 의식하는지 그리고 미신적인 의식에 얼마나 관

여하기를 원하거나 그 필요성을 인지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Superstitious Behavior 관련 문항을 제작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총

4개의 문항, 2개 하위요인,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하위요인은

Superstitious Rituals 요인과 Ritual Commitment 요인으로 나뉘어

져 있다. 구체적인 문항에 대한 내용은 <표 9>와 같다.

Subscales Item

superstitious 

rituals

(SRs)

How superstitious do you find yourself in comparison to 

other sportsmen?

How superstitious do other sportsmen find you?

Ritual 

Commitment 

(RC)

How annoying would it be for you if, for whatever 

reason, you were not able to carry out the rituals that 

you mentioned before?

How important is it for you to be able to carry out 

these rituals?

표 9. Superstitious Behavior 척도 문항 내용



- 50 -

(9) Superstitious beliefs questionnaire(SBQ)

Griffiths, Shehabi, Murphy & Le Pelley(2019)는 과거 미신적

신념을 측정하고자 개발된 질문지들의 문항이 일상적인 미신적 사고와 행

동의 범주에서 벗어난 문항들로 구성되었기에 새롭게 미신에 대한 신념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Superstitious beliefs questionnaire(SBQ)를

개발하여 연구에 적용하였다. SBQ는 총 25개의 문항, 4점 Likert 척도

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문항에 대한 내용은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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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1. Knowing a person's star-sign can give extra insight into their 

   personality characteristics.

2. Reading horoscopes can help people to anticipate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3. The alignment of stars and planets when you are born can 

   influence your personality or your destiny.

4. Sometimes dreams can give us signs and guidance about current or 

   future events in our lives, or the lives of the people around us.

5. The power of our thoughts can sometimes influence the physical 

   world (e.g. thinking about a person might cause them to telephone 

   us, or thinking positive thoughts about a person might cause good 

   things to happen to them).

6. I would be uncomfortable with taking long trips on a Black Friday 

   (a Friday that falls on the 13th of any month).

7. There are things that we can do to improve our luck (e.g., carrying 

   a lucky charm or choosing our lucky number in a random draw).

8. 'Alternative' therapies (such as homeopathic remedies, 

   aromatherapy, reflexology, chiropractic manipulation, or therapy 

   based on the body's energy fields) can be an effective way of 

   treating illnesses and ailments.
9. Wishing or praying for something can make it more likely to  

   happen.
10. If I passed a ladder I would walk around it rather than underneath 

    it.

11. Certain actions can cause good luck, or prevent bad luck

    (e.g., knocking on wood, or throwing salt over your shoulder).

12. It is possible to gain information about a person's personality by 

    analysing their handwriting.

표 10. Superstitious beliefs questionnaire(SBQ) 문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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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I am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paranormal activity or 

    psychic phenomena.

14. Recruiting people with psychic abilities can help police and 

    detectives solve crime mysteries more effectively.

15. I believe in soul mates: that is, that there is someone in the world 

    that we are destined to be with.

16. What happens to people is determined by fate.

17. I believe there is more to the workings of the universe than 

    science can explain.

18. I believe in the existence of a higher being (such as a Christian 

    God, Allah, Shiva, Waheguru, or Satan).

19. Prophecies can hold much information about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20. I believe that things like palm-reading, fortune-telling or séances 

    are more than forms of entertainment - they can offer us 

    guidance by telling us things that we do not already know.

21. I find myself to be more superstitious than most people I know.

22. When making important life decisions I am more likely to call on a 

    'Higher Self' intuition than logic.

23. Through visualization, we can attract desired people, events and 

    opportunities into our lives.

24. I believe that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25. Karma is a powerful source for both good and bad events in our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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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uperstitious Beliefs Scale(SBS)

Chukkali & Dey(2020)는 집단 사회에서 확립된 미신의 규모와 집

단주의적 문화의 특징인 상호의존적 성격을 통한 믿음의 형성에 대한 탐구

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미신적 신념의 척도를 개발하고자 기존의

Wiseman & Watt(2004)이 개발한 척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Superstitious Beliefs Scale(SBS)을 개발하였다.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먼저 338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표본에 대한 미신적 신념의 요인들의

구조를 탐색하고 신뢰성을 확립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이후 추출된 17

개의 문항은 483명의 연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17개 문항, 6개 하위요인(Popular

Beliefs, Belief in Good Luck, Belief in Bad Luck, Belief that

Luck can Change, Personal superstitious Behaviour, Social

Superstitious Behaviour),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Chukkali

& Dey(2020)는 기존의 척도가 개인적인 미신적 신념에 대한 문항들로

만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현대의 집단 사회에서 널리 믿어지고 있는 특정

미신적인 신념을 반영해야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SBS의 특징은

서구사회에서 대중적으로 믿고 있는 미신적 신념에 대한 문항과 개인적인

미신적 신념의 문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문

항에 대한 내용은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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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cales Item

Popular 

Beliefs

If someone sneezes just before you are about to travel 

or do an important task, it is bad luck

A black cat crossing your path brings bad luck

It is bad luck to cut one’s nails on particular days

 Belief in 

Good Luck

Good luck charm/s helps bring good luck

When given an option to choose a number, I tend to go 

with the lucky one
A good luck charm can change the outcome of chance 

events

 Belief in 

Bad Luck

It is important to avoid unlucky actions

I avoid unlucky situations

Number 13 is considered inauspicious

Belief that 

Luck can 

Change

Trying to change your luck is a waste of time

I often attempt to change my luck

Doing things a certain way can change your luck, for 

good or bad

Personal 

superstitious 

Behaviour

I follow certain rituals unrelated to the task that had 

been followed by positive outcomes on previous 

occasions
I believe that I can change the outcome of events if I do 

certain rituals
If a certain action/ behaviour though unrelated to the 

task, had helped me through a situation, I would repeat 

it as I believe that it would lead to positive outcomes

Social 

Superstitious 

Behaviour

I follow certain good luck/bad luck rituals just because 

my family expects me to follow them
I practice certain good luck/bad luck rituals because 

they are prevalent in my community

표 11. Superstitious Beliefs Scale(SBS) 문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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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측정도구의 문제점 및 한계점

앞서 제시한 측정도구들을 살펴보면 미신적 사고와 행동을 얼마나 믿고

따르는지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미신적 신념관련 측정도구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스포츠과학 분야 연구에 적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

정은 운동선수들의 미신적 신념을 측정하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가 현재까

지 이어져 왔으며, 다양한 학자들이 스포츠에서 미신관련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의미하는 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운동선수들의 미신

적 신념에 대한 경향성을 명확하게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 한

다. 이에 기존 측정도구들의 한계점들을 <표 12>와 같이 분류하였으며,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추후 스포츠에서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개발되고 사용되어야 할 측정도구의 필요조건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문화적 차이 고려 부재

먼저, 기존 측정도구들의 문제점과 한계점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째, 가장 큰 공통적인 문제점은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고려를

하지 않았기에 측정도구 문항의 보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신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화에 걸쳐 널리 펴져왔지만 미신에 관

한 현존하는 대부분의 연구가 주로 서구의 미신적 신념에 기반을 두고 있

다(Chukkali & Dey, 2020). 이러한 미신적 신념은 분명 문화적인 차

이가 존재하며(Burger & Lynn, 2005), 따라서 미신과 관련된 연구는

문화적으로 다양화된 관점을 고려하여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Hagan-Jnr & Schack, 2019; Allen et al.,2020). 앞서 소개한 모

든 측정도구들의 문항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한국 문화에서 보편적

으로 인식하고 있는 미신의 유형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를 들어 ‘검은 고양이는 불운을 가져온다.’, ‘숫자 13은 불운을 의미한다.’

등의 문항 내용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문화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미신의 유

형이며, 이러한 미신의 유형이 흔하지 않는 문화권의 운동선수일 경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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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응답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추후 미신적 신념 측정도

구 개발 과정에서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문화권의 운동선수들

의 미신적 사고와 행동을 측정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문항 디자인을 제시

할 필요가 있다.

(2) 일반화 및 대표성 문제

기존의 미신적 신념 측정도구 문항들을 살펴보면 일반화 및 대표성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문화적 차이 문제와 비슷한

맥락을 갖는 문제이다. 미신적 사고와 행동은 지극히 주관적이며, 그 종류

와 접근하는 방법이 각 개인마다 다양성이 존재한다(Schippers & Van

Lange, 2006). 또한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행

동표본이 얼마나 전체 행동을 대표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중요하다(탁진국,

2017). 하지만 기존 측정도구들의 문항들을 살펴보면 ‘나는 경기 전 나의

행운의 부적에 키스를 한다.’, ‘경기 시즌 전에 문신을 한다.’ 등 개인이 가

지고 있지 않을 수 있는 미신적 사고와 행동 관련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항들은 문항에 포함된 징크스를 가지고 있는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특정 징크스에 대한 미신적 신념 정도를 측정하기

에는 적합하지만 운동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미신의 유형을 각 문항

에 모두 반영하여 미신적 신념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항의 일반화 및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징크스

에 대한 미신적 신념의 정도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시한 특정 미신

의 유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연구참여자들은 측정도구의 문항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낮은 점수에 응답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신의 주관적

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일반화 될 수 없는 문항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추후 측정도구 개발 과정에서는 미신적 사고와 행동의 주관적

인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미신과 관련된 내용을 문항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닌, 미신적 사고와 행동의 근본적인 심리적 메커니즘을 적용한 문항들로

구성함으로써 기존 문항의 일반화 및 대표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



- 57 -

성이 있다.

(3) 심리학적 특성 부재

기존의 문항들을 살펴보면, 미신에 대한 단순한 사고 또는 행동들을 표

현한 문항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어 미신의 심리학적인 특성이 확립되어 있

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tacek, 2016; Ofori et al.,

2017). 이러한 문제는 앞서 제시한 기존 측정도구 문항의 일반화 및 대표

성의 문제와도 동일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같은 방식으

로 옷을 입는다.’, ‘경기 전 머리카락을 자른다.’, ‘부상이 없을 때도 테이핑

을 한다.’ 등의 문항들의 내용과 같이 문항에서 특정 미신적 행동에 대해

서만 제시하는 것은 미신의 근본적인 발생 원리와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과

의 관계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문항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운동선수

중 자신이 원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미신적 사고와 행동을 하는 경우

가 있다(Vyse, 1997; Damisch, Stoberock, & Mussweiler, 2010;

Allen et al., 2020). 따라서 추후 측정도구 개발 과정에서는 긍정적인

미신과 같은 미신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Wiseman &

Watt, 2004).

이에 추후 측정도구 개발 과정에서는 미신 관련 단순한 사고와 행동을

문항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운동선수들이 미신적 사고와 행동에 관여하는

동기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부정적, 긍정적 심리적 변인들을 바탕으로 한

문항들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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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루틴과 미신에 대한 혼동 문제

운동선수들의 루틴과 미신에 대한 명확한 분류의 문제이다. 사실 일부

의 미신적 행동은 수행 전 루틴과 기능적인 면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으며,

그 차이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Brevers, Noël, Dan & Nils,

2011). 이에 Olsen(2020)의 연구에서는 올림픽에서 입상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루틴을 탐색한 결과 항상 같은 반

바지, 글러브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이러한 루틴들은 미신적인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하듯 기존 미신적 신념 측정

도구들의 문항들을 살펴보면 미신적 행동과 루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문항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연구에 참여한 운동선수들이 설

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혼동을 줄 수 있고 나아가 명확한 미신적 신념에

대해 측정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앞서 언급한 미신의 심리학적 특성을 고려한 문항들

을 제시함으로써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루틴과 미신은 그 기능은 비

슷할 수 있지만 특정 행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Czech, Ploszay & Burke, 2004). 즉, 미신은 루틴과는 대조적으로

상황에 대한 통제감을 인지하게 하여 자기효능감이 향상됨으로써 그 효과

가 나타나지만, 루틴은 움직임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주의를 집중시키는

원리에서 비롯됨을 의미한다. 특히 루틴은 운동선수들에 의해 학습된 인지

및 행동 전략을 통해 인지적, 신체적인 특정한 성과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

로 하는 반면(Cohn, 1990), 미신적인 신념은 선수들의 인식된 자기 통

제력에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특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역할(Bleak & Frederick, 1998)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

다. 이처럼 미신은 다양한 운동선수들이 경쟁상황에서 활용하는 심리적 수

단으로써 심리학적인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Dömötör et al.,

2016). 따라서 앞으로 개발되는 측정도구에서는 운동선수들이 가지고 있

는 자신만의 루틴과 미신적 신념에 대해 연구자가 직접적인 분류를 하여

평가하기 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 사고나 행동이 미신적 신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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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심리학적인 구조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

성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5) 통계적 검증 절차의 부재

다섯째,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통계적 검증 절차의 부재에 대

한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개발된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들을 정확하게 측정 가능한지 검증하는 절

차가 요구된다(탁진국. 2017). 하지만 기존 측정도구들의 개발 과정을 살

펴보면 질문지 문항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에 대해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운동선수들의 미신적 사고와 행동에 대한 경험적 탐색을 위

한 충분한 자료수집 과정 없이 선행연구와 연구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과도

하게 의존하여 문항들을 개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측정

도구 개발 과정에서는 운동선수들의 미신적 사고와 행동에 대해 충분한 경

험적 탐색을 바탕으로 명확한 통계적 검증 절차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연

구에 투명하게 보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앞서 제시한 스포츠과학 선행연구에서 개발 및 적용해온 미신적 신념

척도들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자신의 미신적 신념에

깊이 빠져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측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신적 신념과 다양한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고려한 측정도구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바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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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문제점 및 한계점

Superstitious Beliefs

and Behavior

(SBB)

· 문화적 차이 문제

· 통계적 검증 절차의 부재

· 문항의 일반화 및 대표성 문제

· 심리학적 특성 부재

· 루틴과 미신적 신념 혼동

Paranormal Belief Scale

(PBS)

· 문화적 차이에 대한 고려

· 통계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타당화 검증 결과 제시

  (Wiseman et al., 2004)

· 문항의 일반화 및 대표성 문제

· 심리학적 특성 부재

A Revised Paranormal 

Belief Scale

(R-PBS)

· 문화적 차이에 대한 고려

· 문항의 일반화 및 대표성 문제

· 심리학적 특성 부재

 Superstitious Ritual 

Questionnaire

(SRQ)

· 문화적 차이 문제 

· 측정도구의 타당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Grewal, 2019; Ofori et al., 2018) 

· 미신에 대한 자료수집 과정 부재

· 문항의 일반화 및 대표성 문제

· 심리학적 특성 부재

· 루틴과 미신적 신념 혼동

Belief in Superstition 

Questionnaire

(BSQ) 

· 문화적 차이 문제 

· 통계적 검증 절차 및 검증 데이터 부재

· 미신에 대한 자료수집 과정 부재

· 문항의 일반화 및 대표성 문제

· 심리학적 특성 부재

표 12. 기존 미신적 신념 측정도구의 문제점 및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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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문제점 및 한계점

Belief in Sports 

Superstitions Scale

(BSSS)

· 문화적 차이에 대한 고려

· 통계적 검증 절차 및 검증 데이터 부재

· 미신에 대한 자료수집 과정 부재

· 문항의 일반화 및 대표성 문제

· 심리학적 특성 부재

Revised Superstitious 

Ritual Questionnaire

(R-SRQ)

· 문화적 차이 문제 

· 측정도구의 타당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Grewal, 2019; Ofori et al., 2018) 

· 미신에 대한 자료수집 과정 부재

· 문항의 일반화 및 대표성 문제

· 심리학적 특성 부재

Superstitious 

Behavior

superstitious 

rituals

· 문화적 차이 문제 

· 통계적 검증 절차 부재

· 미신에 대한 자료수집 과정 부재

· 문항의 일반화 및 대표성 문제

· 심리학적 특성 부재

Ritual 

Commitment

Superstitious beliefs 

questionnaire

(SBQ)

· 문화적 차이 문제 

· 통계적 검증 절차 부재

· 미신에 대한 자료수집 과정 부재

· 문항의 일반화 및 대표성 문제

Superstitious Beliefs Scale

(SBS)

· 문화적 차이 문제 

· 통계적 검증 절차 부재

· 미신에 대한 자료수집 과정 부재

· 문항의 일반화 및 대표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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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운동선수들의 미신적 신념에 대한 경험 탐색을 통해 스

포츠 경쟁상황에서 징크스와 같은 미신을 얼마나 믿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미신적 신념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를 모두 활용하는 혼합방법론(mixed methods)

을 적용하였다(Hanson et al., 2005).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그림 1>과 같으며, <연구 1>에서는 심층면담과

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해 스포츠 경쟁상황에서 운동선수들의 미신적 사고와

행동 관련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징크스에 대한 인식과 다양한 심리적 변인

들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질적 자료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운동선수들의 미신적 신념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

를 개발한 후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림 1. 연구절차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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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Ⅰ. 운동선수의 미신적 신념에 대한 경험탐색

1. 연구참여자

1) 심층면담 참여자

운동선수들의 미신적 신념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기 위한 적합한 심층면

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목적적 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대한체육회에 소

속되어 있는 운동선수 중 개인종목과 국가대표 경험이 있는 선수 9명을 연

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표 13>. 연구참여자를 위와 같이 선정한 이유는 단

체종목에 비해 개인종목 선수들은 경기 결과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

해야 하며, 개인의 기량이나 능력에 의해 경기결과가 좌우되고 더 높은 스

트레스와 경쟁불안의 정도가 높아지는데(조대용, 설영환, 김종민, 2008; 안

경헌, 2012), 이에 개인종목의 선수들이 미신적 신념에 더 관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경력이 높은 선수들일수

록 미신적 사고와 행동에 대한 경험이 많으며 이러한 현상에 의존하는 경향

성이 높을 수 있고(김용세 등, 2017), 불확실성을 강하게 인지하는 상황에

있을 때 주로 나타난다(Burger & Lynn, 2005; Felson & Gmelch,

1979; Vyse, 1997). 따라서 지금까지 극도의 높은 수준의 불확실한 경쟁

상황을 수없이 경험해온 국가대표 선수들 중 개인종목에 대한 경험이 있는

운동선수들의 경우 미신적 사고와 행동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경험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심층면담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2) 개방형 설문 참여자

개방형 설문 조사에서는 미신적 신념에 대한 보다 다양한 경험과 인식

그리고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에 소속된 대

학급 이상의 개인종목 운동선수들 중 미신적 신념에 대한 경험이 있는 선

수들 78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

하였다<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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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별 연령 종목 선수경력 주요경력

1 여 30대 양궁 24년 (전)국가대표

2 여 20대 쇼트트랙 13년 국가대표

3 남 20대 쇼트트랙 21년 국가대표

4 남 20대 스키 20년 (전)국가대표

5 여 20대 수영 10년 (전)국가대표

6 여 20대 수영 20년 국가대표

7 여 20대 펜싱 21년 국가대표

8 남 30대 볼링 22년 국가대표

9 남 30대 육상 22년 (전)국가대표

표 13. 심층면담 참여자 배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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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구분 인원(명) 백분율(%)

성별

남성 54 69.2

여성 24 30.8

연령

20대

20~24 43 55.1

25~29 23 29.5

30대

30~34 10 12.8

35~39 2 2.6

종목

태권도 14 17.9

유도 7 9.0

레슬링 13 16.7

배드민턴 15 19.2

탁구 10 12.8

수영 15 19.2

육상 4 5.1

소속

대학교 56 71.8

실업 및 프로 22 28.2

선수경력

4년 이상 ~ 10년 미만 48 61.5

10년 이상 ~ 15년 미만 16 20.5

15년 이상 14 18.0

표 14. 개방형 설문 참여자 배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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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절차

1) 문헌고찰

운동선수의 미신적 신념 경험에 대한 구성 개념을 탐색하기 위해 현재

까지 연구되어온 미신 관련 연구에 대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

에서는 스포츠과학 연구 분야를 포함한 민속학 연구 분야도 함께 고찰함으

로써 미신과 심리적 변인들과 관련된 보다 깊이 있는 문헌들을 탐색하였

다. 이후 문헌고찰 과정에서 추출한 내용과 전문가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방형 설문 및 심층면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구성하였다.

2) 심층면담

스포츠 경쟁상황에서 운동선수들의 미신적 사고와 행동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평소 징크스를 가지고 있으며 경쟁상황에서 징크스 관련 경

험이 있는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약 40~50분 동안 1:1 심층면담을 진

행하였다. 심층면담을 실시하기 전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구하였

으며, 연구참여자의 권리(비밀보장,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 참여 중

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질문 내용으로는 사전에 준비한 반

구조화된(semi-structured) 인터뷰 질문 내용과 비구조화

(unstructured) 인터뷰를 혼용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인터뷰 방법은

연구참여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데 용

이하게 하며, 실제 인터뷰 과정에서 시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데이터

분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Yin, 2009). 또한 비구조화 인터뷰 과정

을 통해 정해진 질문의 형식의 틀을 깨어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생각을 자

유롭게 말할 수 있어 보다 다양한 자료수집이 가능했으며, 이러한 연구참

여자들의 답변은 연구에 대한 연구자의 선입견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객관적인 자료를 얻는데 도움이 되었다. 심층면담 과정에서 질문의 내용은

연구참여자가 현재까지 선수생활을 하며 스포츠 경쟁상황에서 경험했던 징

크스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질문들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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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였다<표 15>.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기를 이용하여 녹취되었으며,

이후 연구자는 녹취된 내용을 ‘한글’ 프로그램을 통해 전사 작업을 실시하

였다.

 

3) 개방형 설문조사

미신적 신념에 대한 보다 다양한 경험과 인식 그리고 심리적 변인들과

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스포츠 심리학 교수 1명과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심층면담의 질문 내용과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방형 설문문항 작성하

였다. 심층면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이 ‘미신’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징크스’

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가 문항을 이해하기 쉽고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스포츠 경쟁상황에서 징크스에 대한 간

략한 설명과 연구의 목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후 개방형 설문 문항에 응

답할 수 있게 하였다.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기 전 연구참여자의 사전 동의

를 받았으며, 연구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설문을 전달하였고 방문이 불가

능한 경우에는 G사의 온라인 설문 폴랫폼을 활용하여 URL 링크를 문자

메시지로 전달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개방형 설문 문항

에 대한 내용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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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질문 내용

미신에 대한

인식

▶ 평소에 어떠한 징크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 징크스가 일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 행운을 위해 또는 불행을 막기 위해 징크스를 지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신적 신념 

경험 탐색

▶ 훈련상황이나 경기장에서 징크스와 같이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이나 행동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 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 어떠한 계기가 있습니까?

▶ 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주로 언제 이와 같은 특정 사고와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

까?

▶ 주로 어떠한 심리적인 상황에서 이와 같은 특정 사고와 

행동을 합니까?

경쟁상황 및

경기결과와의 

관계

▶ 경쟁상황에서 징크스로 인해 얻는 심리적인 장점이나 또는 

단점은 무엇입니까?

▶ 당신이 만약 경기장에서 자신만의 징크스를 지키지 못했다

면, 심리적으로 어떠할 것 같습니까?

▶ 징크스가 경기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 경기결과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고와 행동을 

반복해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 15. 심층면담 질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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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문헌고찰, 심층면담, 개방형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에 대한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여, 연구 목적에 따라 귀납적 범주화를 통한 자료분석을 실

시하였다.

심층면담은 ‘심층면담 → 전사 → 주제 범주화 → 의미화’ 의 순서대로

진행하였다. 먼저 녹취한 자료를 전사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응답 내

용을 몰입하여 반복 청취하였으며, 전사된 자료를 반복하여 정독하면서 질

적자료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범주화 하는 분류작업을 실

시하였다. 또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범주화의 과정과 결과를 검토하는 과

정을 거쳐 자료분석 절차에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개방형 설문을 통해 수

집된 자료는 개방형 코딩 과정을 통해 핵심적인 개념들을 도출하고, 도출

된 개념의 공통적인 의미를 찾아 주제별 분류 및 범주화하는 귀납적 방법

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심층인터뷰와 개방형 설문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구별된 주제들을 다시 연구주제에 맞게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화 과정을 거

쳤으며, 빈도가 높은 내용을 따로 분류하여 예비문항 제작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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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를 위하여 연구참여자 검

토, 전문가 검토, 삼각검증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

였다.

먼저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연구참여자가 전사 자료를 재검

토하는 과정인 연구참여자 검토 과정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정 및

추가 보완할 사항들을 반영하여 전사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연구참여자로부

터 왜곡 유무를 검토를 받음으로써 최종적인 전사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

인 받았다.

또한 수집된 자료들에 대한 연구결과가 편향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삼

각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운동선수의 미신적 신념 경험에 대한 전반적

인 이해를 위해 문헌고찰, 심층면담 및 개방형 설문조사의 다각적인 방법

을 활용하여 자료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주제와 관련된 스포츠심리학 교수 1명, 박사 2명과 함

께 전문과 회의 과정을 거쳐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였으며, 이

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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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Ⅱ. 운동선수의 미신적 신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2> 에서는 운동선수 미신적 신념 척도 개발을 위해 <연구 1>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된 예비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설

문조사와 통계적 검증 과정을 실시하였다.

1. 연구참여자

운동선수의 미신적 신념 척도 개발을 위해 대한체육회에 소속된 고등학

교 및 성인 운동선수들 4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개인

종목 및 단체종목의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 선수들로 구성하였

다. 수집된 468명의 자료 중 답변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일부 응답이 누락

된 34부를 제외한 434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료분석에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353명, 여자 81명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구분으로는 청소년 266명, 성인 168명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스포츠 종목으로는 총 12종목의 선수들이 연구에 참여했으며 개

인종목으로는 태권도(84명), 유도(45명), 레슬링(58명), 배드민턴(35

명), 탁구(46명), 육상(11명), 수영(13명), 사격(14명) 종목 선수들이

참여했고 단체종목은 축구(37명), 야구(43명), 농구(21명), 핸드볼(24

명) 종목의 참여자들로 구성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선수경력을 살펴보면

5년 미만 146명, 5년 이상 10년 미만 172명, 10년 이상 15년 미만 65

명, 15년 이상 20년 미만 38명, 20년 이상 11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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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구분 인원(명) 백분율(%)

성별
남성 353 81.3

여성 81 18.7

연령(만)

청소년 16~18 266 61.3

성인

19~24 98 22.6

25~30 62 14.3

31~36 8 1.8

종목

개인종목

태권도 87 20.1

유도 45 10.3

레슬링 58 13.5

배드민턴 35 8.1

탁구 46 10.6

수영 13 2.9

육상 11 2.5

사격 14 3.2

단체종목

축구 37 8.5

야구 43 9.9

농구 21 4.8

핸드볼 24 5.5

소속

고등학교 266 61.3

대학교 139 32.0

실업 및 프로 29 6.7

선수경력

5년 미만 146 33.6

5년 이상 ~ 10년 미만 172 39.6

10년 이상 ~ 15년 미만 65 15.2

15년 이상 ~ 20년 미만 38 9.1

20년 이상 11 2.5

표 16. 예비 검사지 설문 참여자 배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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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절차

먼저 <연구 1>의 문헌고찰, 심층면담과 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운동선수들의 미신적 신념을 측정할 수 있는 예비문항을

제작하였다. 이후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연구 주제와 관련 있는 스포츠

심리학 교수 1명, 박사 2명과 함께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여 문항의 의미

가 중복되거나 연구참여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으며, 설문을 진행하기 전 사전에 담당 코치진 및 설문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후 실시하였다. 설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

의 연구자는 설문에 참여하는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특히 스포츠 경

쟁상황에서 운동선수들의 미신적 신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문의 첫

번째 장에 관련 내용과 연구목적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였으며, 구두로 설

명한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직접 설문 방법이 어려운 경우에는 G사가 제

공하는 온라인 설문 플랫폼을 활용하여 설문을 제작한 후 URL 링크를 발

송하였으며, 연구 참여 희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연구 참여 동의 항목

을 만들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통해 코딩 작업을 실시한 후 문

항 적합도 검증을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이후 자료에 대한 구

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 그리고 집

중타당도, 판별타당도 및 교차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측정도구의 모형적

합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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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CEFA 3.04, SPSS 20.0과 AMOS 21.0의 통계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1) 미신적 신념 척도 예비문항을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문항반응집약율)과 신뢰도 분석

(문항-총점 간 상관관계, 문항 제거 시 내적합치도, 전체 내적합치도)

을 통해서 문항적합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2) KMO(Kaiser-Meyer-Olkin) 적합도 검증과 Bartlett의 구형성 검

증을 실시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하였으

며, 구성 개념의 하위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였다.

3)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구조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한 후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vach’ α)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최종적으로 확정된 문항들에 대하여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 검증을 실시하였

다.

5) 최종적인 구성개념 모형에 따른 측정도구가 배경변인이나 표본에 영

향을 받는지 확인하고자 교차타당도(cross validity) 검증을 실시하

였으며, 교차타당도는 다집단분석을 통한 측정동일성 검증을 통해 확

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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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윤리적 검증

본 연구는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윤리적 문

제를 확인하고 방지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SNUIRB)로부터

승인심의를 받았다(IRB No. 2110/001-018). 이후 모든 연구진행 과정

은 SNUIRB에서 제시한 연구윤리 준수 규정에 맞춰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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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연구 1>에서는 스포츠 경쟁상황에서 운동선수들이 경험하는

미신적 신념과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심층면담 및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결과를 바탕

으로 스포츠 경쟁상황에서 운동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에 대한 신념을

측적하기 위한 질문 문항을 제작하였으며, 타당도 신뢰도 검증을 위한 통

계적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연구 Ⅰ. 운동선수의 미신적 신념 경험 탐색

1. 심층면담

스포츠 경쟁상황에서 운동선수들의 미신적 사고와 행동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징크스와 같은 미신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

9명을 대상으로 미신에 대한 인식,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경쟁

상황 및 경기결과와의 관계에 대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운동선수들은 미신이라는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응답하지 못하였으며, 무당, 굿, 복점

등과 같은 무속신앙과 관련된 이미지를 떠올렸었다. 반면 징크스라는 용어

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하며, 자신의 경험 또는 주변에서 흔히 가지고 있는

징크스 등에 대해 어렵지 않게 응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연구자는

‘미신’이라는 용어 대신 ‘징크스’ 라는 용어로 바꾸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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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신에 대한 인식

심층면담에 참여한 운동선수들은 자신만의 다양한 징크스를 가지고 있

었으며, 일상생활과 같은 평상시에는 징크스를 떠올리거나 관련 행동을 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징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

아들이느냐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며,

징크스라는 부정적인 어원의 의미와는 다르게 중립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기가 안 풀릴 때면 절대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아야 경기가 잘 풀려

요. 누가 얘기를 해도 답 안 하려고 하고 내 할 것만 생각하죠.  

  보통 평상시에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굳이 말은 안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경기장에서만 그렇게 하죠...(중략)...이게 사람마다 생각하는게 다

르니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키는 게 편하면 지키면 

되는 거고 무언가 부정적으로 생각되면 안하면 되는 거죠. 

 - 연구참여자 H -

  저는 평상시나 훈련 때는 신경 안 쓰는데 경기 전에는 경기에서 이겼

을 때 입었던 속옷을 찾아서 입어요...(중략)...입는다고 해서 굳이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 연구참여자 G -

  스타트 라인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손바닥으로 제 몸을 계속 때려요. 

그래야 무언가 힘을 받는 것 같고 이긴다고 생각하게 되요.

  징크스라는 게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좋게 받아들이면 좋은 

건데 나쁘게 생각하면 없애 버려야죠.  

 - 연구참여자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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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전에 장비를 관리하면서 라이터를 사용하는데 전 항상 꼭 빨간색 

라이터를 사용해야 해요...(중략)...그리고 하얀색 속옷을 입는 게 중요해요.

  경기에 도움이 되던 안 되던 내가 좋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거

죠...(중략)...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신경 쓰고 조심하려고 

하고요.   

 - 연구참여자 A -

  저한테 손톱이 정말 중요해요. 일부러 기르는 선수들도 많은데 전 경기 

전에 손톱을 항상 짧게 잘라요. 같은 손톱인데도 선수들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누구는 기르고 저는 자르고 복장도 마찬가지에요. 같은 브랜드인

데 누구는 절대 안 입고 누구는 그것만 입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

요한 것 같아요.

 - 연구참여자 E -

  저는 경기 바로 직전까지 내가 생각해 놓은 시간별로 스케줄이 다 정

해져 있고 나만의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반드시 이대로 지키려고 하고요.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징크스를 지키는 것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나

만의 특정한 습관이 기록에 도움이 된다면 유지하는게 좋겠죠.   

    

 - 연구참여자 I -

  스타트대에서 출발하기 전 준비하고 있을 때 항상 눈 위에다가 가래침

을 뱉어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성적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징크스를 지키는 게 누군가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중

략)...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하기 나름 아닐까요?   

  

 - 연구참여자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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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시합에서는 그냥 사먹으면 되니까 안 그러는데 해외 시합에만 나

가면 제가 항상 챙겨가는 음식이 있어요. 꼭 먹어야 해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가져가서 경기 전에 항상 먹어요.

 저는 꼭 지키려고 하죠. 근데 다른 선수들은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편한 

데로 하지 않을까요? 경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저처럼 하는 거

고 별로 도움 안 되면 하지 마라야죠.  

 - 연구참여자 C -

  저는 제가 입는 복장이 따로 있어요. 언제부터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항상 그 브랜드만 입어요. 몸에 잘 맞기도 한데 잘 했었던 기억이 있으니

까 챙겨 입게 되요.  

  사실 이런 얘기 잘 안 해서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

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대로 가는 거고 부정적

으로 생각하면 또 부정적이게 되는 거고 스스로가 결정해야 하는 거겠죠.  

    

 - 연구참여자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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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신과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연구참여자들은 징크스와 스포츠 경쟁상황에 대한 불안, 압박감, 안정

감, 몰입 등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성 대해 언급하였다.

스포츠 경쟁상황에서 징크스를 지킴으로써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

타나고 지키지 못하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긍

정과 부정의 측면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반드시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즉,

징크스를 지킴으로써 긍정적인 심리 효과를 얻지만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적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반대로 징크스

를 지키는 것이 긍정적 심리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지키지

않는다면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신경이 쓰이며, 불안정함을 인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 긍정적 신념

스포츠 경쟁상황과 같은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징크스를 지킴으로

써 불안 감소, 심리적 컨디션 유지, 자신감 향상, 안정감, 경기에 대한 몰

입 등 긍정적인 심리 효과가 있음을 언급하며, 징크스를 지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평소에는 경기장에서도 활발한 편이에요. 다른 선수들이랑 잡담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경기가 잘 안 풀릴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말을 아예 

안 하려고 해요. 누가 말 걸면 정말 짜증나고 스코어도 안 나오게 되고..

(중략)...이런 징크스를 지키면 오히려 더 경기에 몰입할 수 있게 되요. 그

래서 점수가 안 좋을 때마다 항상 말을 안 하는 거죠.     

 - 연구참여자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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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하던 행동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

요. 안정감을 느끼니까 더 시합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죠...(중략)...이게 실

제 결과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작용이 되는지가 중요하기 보다는 내가 내 

징크스를 지키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조금이라도 더 불안감을 줄일 수 있

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 연구참여자 A -

  최고의 심리적인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해도 손해 보는 건 없으니까 오히려 이런 걸 지키면 신경 안 쓰이고 더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중략)...정신적으로 집중하는데 도움은 

되는데, 안 지킨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받지는 않아요.         

 - 연구참여자 G -

   내가 항상 해오던 행동을 똑같이 하면서 습관이 된 건데 스타트 전에 

같은 행동을 하면서 가장 큰 거는 긴장 완화랑 불안감 낮추는데 도움이 

되죠.

 - 연구참여자 D -

  사실 제일 심장 터질 것 같은 순간이 스타트하기 전인데 긴장감을 줄

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몬가 할 수 있다는 기합을 넣기에

도 좋고요...(중략)...징크스를 극복하고 부셔버리는 것보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받아들이는 게 마음이 더 편하죠. 

  못 지켰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흔들리지는 않아요. 깜박 하더라도 그냥 

흘러가는 데로 경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죠. 물론 경기 전에 심리적으로 

도움은 되지만 안 했다고 해서 불안해 할 필요는 없죠.        

 - 연구참여자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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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해오던 행동들이기 때문에 경기 전에도 똑같이 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 습관에 확신이 있

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는 거죠. 

  - 연구참여자 I -

  

  항상 경기 전 먹던 거니까 습관처럼 찾게 되요. 경기 전 준비라고 해야 

하나? 무언가 준비하고 있다는 게 마음이 편안해 지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 연구참여자 C -

  평소 때랑 일정한 마음으로 시합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과정에서 챙겨 

입게 되는 거죠. 막 극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안정감? 같

은 게 있죠. 습관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긴장하게 되면 습관이 나오잖

아요.

  - 연구참여자 E -

(2) 부정적 신념

징크스를 지키지 않거나 혹은 지키지 못했을 때 경기 전 계속 신경이

쓰이고 경기에 집중하기 힘들며, 경기에서 패배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 압박감,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심리가 나타남을 언급하며, 징크스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원래 하던 행동인데 못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죠. 어차피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냥 할 걸...이라고 생각하면서 후회하기도 하고요. 계속 신경 

쓰이면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몰입감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 연구참여자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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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하던 행동인데 안하게 되면 리듬이 안 맞을 것 같고 흐트러지게 

되죠.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낮아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계속 신경쓰다보

니까. 

 - 연구참여자 D -

  몬가 불길한 예감? 같은걸 느끼게 되요. 그러면서 불안해 지는 것 같고. 

오늘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요. 사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경기 전이니까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경기 전 

준비하는 흐름이란 게 깨지게 되고요. 

  경기 전에 손톱을 잘랐다고 해서 막 자신감이 생기거나 불안감이 없어

지지는 않죠. 그냥 경기 전 준비하는 과정인거죠. 근데 안 자르면 깨질까

봐 괜히 신경 쓰이고 집중이 안 되는 거죠.   

 - 연구참여자 E -

  내가 생각하고 준비했던 일정 패턴을 다른 외적인 이유 때문에 흐트러

지거나 지장이 생기면 엄청나게 신경 쓰이고 화가 나요. 심리적으로 흔들

리게 되고요. 경기 당일인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죠. 

 - 연구참여자 I -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하는 상황이 오면 엄청 짜증을 내죠. 그러면 또 

시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더 신경 

쓰이게 되는 것 같아요. 

 - 연구참여자 H -

  그냥 몬가 찝찝함? 같은걸 느끼죠.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느낌? 항상 

먹던 건데 못 먹으면 생각나죠. 막상 경기장 가면 생각 안 나겠지만 만약 

지면 생각 날 것 같아요. 먹을걸...하고.    

 - 연구참여자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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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른 건 제 몸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움직임이 불편하면 계속 신

경 쓰이고 집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얘기 했듯이 내가 경기 전에 

준비하기 위한 습관 같은 건데 갑자기 바뀌면 싫죠.   

  - 연구참여자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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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신과 경기결과 및 경기력과의 관계

연구참여자들은 징크스와 경기결과 및 경기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직접

적인 관련성 보다는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응답 내용들을

살펴보면 경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안정감, 집중력,

몰입감, 편안함 등과 같은 심리적인 작용으로 인해 경기 중 운동수행 능력

이나 실제 경기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경기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실제 결과도 좋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는 말을 안 하면서 더 내 동작에 집중하고 이게 경기에 몰입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코어도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 연구참여자 H -

  이런 행동들을 지키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경기에 더 집중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신경 쓰일게 없으니까요...(중략)...이런 과정이 지금

까지 반복되다 보니 정말 경기 결과도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지키

려고 하는 거고요.

 - 연구참여자 A -

  사실 징크스는 다 심리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안 지킨다고 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예민하고 긴장되는 순간에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는 도움이 되고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시합 뛸 수 있는 거죠. 이런게 경

험이 쌓이다 보니 다음에도 찾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 연구참여자 G -

   실질적인 경기력 향상보다는 내가 평소에 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똑같

이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거죠. 이런게 통제감을 갖는 느낌

을 받으면서 내 경기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 연구참여자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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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해야하는 행동이기는 한데 그냥 제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지 이거 

한다고 이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중략)...대부분 제 시합 영상을 보면 

출발하기 전에 항상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냥 안정감 느끼려고 하는 습관

과 같은 거죠.          

 - 연구참여자 B -

  신기하게 어떻게 보면 이기려고 하는 건데 이거 먹는다고 이긴다고는 

생각 안하거든요. 내가 경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이런게 경기에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 연구참여자 C -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긴 해요. 경기 결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근데 더 큰 거는 내가 생각한 시간별 일정을 하나

하나 완료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경기력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게 다시 좋은 기록이 되는 거죠.

 

  - 연구참여자 I -

  손톱이 깨지면 기록이 안 나온다 생각하기보다 몬가 안 좋을 것 같은

데? 몬가 잘 못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예민하게 받

아들이게 되는 거죠. 집중해야 하는데 이게 은근히 계속 생각나요. 이러면

서 점점 경기 흐름이 꼬이는 거죠.  

  - 연구참여자 E -

  안 입으면 망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습관이 무서운 것 같

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입는다고 해서 기록이 안 나오는 건 아니

거든요. 근데도 그냥 입는 거죠. 내 습관이니까. 굳이 마음 불편하고 신경 

쓰이 게 할 일은 안 만드는 게 좋으니까요.  

  - 연구참여자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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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형 설문

운동선수의 미신적 사고와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 탐색을 위해 78

명의 성인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의 문

항은 문헌고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수집

된 원자료를 귀납적 범주화 하는 과정에서는 스포츠심리학 교수 1인과 박

사급 연구자의 전문가 회의를 거쳐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전체 1414개의 원자료가 도출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분류한

결과 미신적 사고와 행동에 대한 인식 273개, 심리적 요인 관련성 731

개, 경쟁상황 관련성 410개 등으로 나타났다.

1) 미신적 사고와 행동에 대한 인식

운동선수들의 인식하고 있는 미신적 사고와 행동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273개의 원자료가 도출되었다. 세부적으로 분류한 결과 부정적

인식(78)과 긍정적 인식(195)등 2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되었다<표 17>.

(1) 부정적 인식

부정적 인식 요인을 세부적으로 분류한 결과 회피성(7), 민감성(29),

절대성(42)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회피성 요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벗어나고 싶음, 생각하고 싶지 않음, 피하게 되는 것 등의 내용들이 포함

되어 있으며, 민감성 요인은 귀찮은 현상, 조심스러움, 말할 수 없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절대성 요인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절대적 준비과정, 어떨 수 없는 운명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2) 긍정적 인식

긍정적 인식 요인을 세부적으로 분류한 결과 수용적 태도(91), 필요성

(104)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수용적 태도 요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 조심해서 나쁠 건 없음, 지킬 수 있다면 괜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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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는 선수의 것을 따라해 본적 있음 등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 되었다.

다음으로 필요성 요인은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과정, 필요한 절차,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필요한 것 등의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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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료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벗어나고 싶음 

회피성

(7)

부정적

(78)

미신적 사고와 

행동에 대한 인식

(273)

생각하고 싶지 않음 

피하게 되는 것 

자꾸 신경 쓰이게 하는 것 

민감성

(29)

귀찮게 따라다니는 현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 

항상 조심스러운 것 

지킬 수밖에 없는 것 

절대성

(42)

반드시 해야만 하는 행동 

절대적인 준비과정 

어쩔 수 없는 운명 

지킬 수만 있다면 괜찮음 

수용적 

태도

(91)
긍정적

(195)

잘하는 선수의 것을 따라해 본적 있음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 

조심해서 나쁠 건 없음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과정 

필요성

(104)
나에게 필요한 절차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필요한 것 

표 17. 미신적 사고와 행동에 대한 인식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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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리적 요인 관련성

심리적 요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731개의 원자

료가 도출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분류한 결과 심리유발(355), 발생원인

(376)으로 분류되었다<표 18>.

(1) 심리유발

심리유발 요인을 세부적으로 분류한 결과 부정적(152), 긍정적(203)

요인으로 분류되어 징크스와 같은 미신적 사고와 행동으로 인해 다양한 부

정적, 긍정적 심리 요인들이 유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정적 요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긴장, 스트레스, 불안, 찝찝함, 몰

입의 어려움, 집중력 저하, 불쾌함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긍

정적 요인에는 통제감 느낌, 심리적 컨디션 유지, 안정감, 긴장완화 효과,

행운에 대한 기대감, 자신감 향상 등의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2) 발생원인

발생원인 요인을 세부적으로 분류한 결과 부정적 심리상황(243), 긍정

적 심리상황(133) 요인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심리적 상황으로 인해 징크

스와 같은 미신적 사고와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정적 심리상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불안, 압박감, 긴장감, 부담

감, 초조함, 불안정함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며, 긍정적 심리상황으로

는 승리에 대한 절실함, 절박함, 간절함 등의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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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료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더 긴장하게 됨 

부정적

(152)

심리유발

(355)

심리적 요인

관련성

(731)

스트레스 유발 

불운이 올 것 같은 불안함 

계속 찝찝함 

몰입하기 어려움 

집중을 못함 

불쾌함을 느낌 

상황에 대핸 통제감 느낌 

긍정적

(203)

심리적 컨디션 유지 

심리적인 안정감 

긴장완화 효과 

행운이 올 것 같은 기대감 

자신감 향상 

불안한 상황에서 생각남 

부정적

심리상황

(243)
발생원인

(376)

압박감을 느낄 때 생각남 

긴장되는 순간에 하게 됨 

부담감으로 인해 발생 

초조한 상황에서 지키려고 함 

불안정한 상황에서 생각남 

승리에 대한 절실함 긍정적

심리상황

(133)

승리에 대한 절박한 마음 

승리에 대한 간절함 

표 18. 심리적 요인 관련성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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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쟁상황 관련성

경쟁상황 관련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410개의 원자료가 도

출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분류한 결과 경기 전(158), 운동수행(71), 경기

결과(116), 경기 후(65) 등의 하위요인들로 분류되었다<표 19>.

(1) 경기 전

경기 전 요인을 세부적으로 분류한 결과 준비단계(120), 집착(38) 요

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준비단계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면 준비하는 과정,

항상 하는 행동, 습관적인 행동, 마음을 다잡기 위한 행동, 심리적 준비단

계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집착 관련 내용에는 같은 행동을

반복, 같은 생각을 반복, 반복적으로 확인함 등의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2) 운동수행

운동수행 요인을 세부적으로 분류한 결과 실수(11), 부상(5), 최상수

행(55)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실수와 관련된 내용들에는 똑같은 실수

방지, 예상치 못한 실수 방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부상 관

련 내용들을 살펴보면 부상 방지, 부상재발 방지의 내용들이 있었으며, 최

상수행 관련 내용에는 최고의 기량을 위해서, 원하는 경기 내용을 위해서

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3) 경기결과

경기결과 요인을 분류한 결과 승리(63), 패배(53) 요인으로 분류되었

으며, 승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경기가 잘 풀리기를 기대함, 경기

에서 승리할 것 같은 믿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패

배와 관련 내용에는 패배를 피하기 위해, 경기 패배의 원인과 관련된 내용

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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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 후

경기 후 요인을 살펴보면 경기 후에도 징크스를 지속해서 할 것이라는

지속의도(65)와 관련된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관련 내용으로는 결과와

상관없이 반복할 것이다, 결과만 좋다면 계속할 것이다, 패배하더라도 반

복할 것이다. 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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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료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 

준비단계

(120)
경기 전

(158)

경쟁상황 

관련성

(410)

항상 하는 행동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 

마음을 다잡기 위한 행동 

심리적 준비단계 

같은 행동을 반복 
집착

(38)
같은 생각을 반복 

반복적으로 확인함 

똑 같은 실수 방지 실수

(11)

운동수행

(71)

예상치 못한 실수 방지 

부상 방지 부상

(5)부상 재발 방지 

최고의 기량을 위해 최상수행

(55)원하는 경기 내용을 위해 

경기가 잘 풀리기를 기대함 승리

(63)
경기 

결과

(116)

경기에서 승리할 것 같은 믿음 

경기에서 패배를 피하기 위해 패배

(53)경기 패배의 원인 

결과와 상관없이 반복
지속의도

(65)

경기 후

(65)
결과만 좋다면 반복 

패배하더라도 반복 

표 19. 경쟁상황 관련성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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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Ⅱ. 운동선수의 미신적 신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2>에서는 스포츠 경쟁상황에서 운동선수들이 경험하는 미신적 신

념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예비문항을 개발하였으며, 타당도 검증을 실

시하여 척도를 개발하였다.

척도 개발절차는 예비문항 구성 → 내용타당도 검증 → 문항적합도 검

증 → 탐색적 요인분석 → 확인적 요인분석 → 신뢰도 검증 → 개념타당도

검증 → 교차타당도 검증의 단계로 실시하였다.

1. 예비문항 구성

예비문항 구성은 <연구 1>의 심층면담과 개방형 설문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운동선수들이 스포츠 경쟁상황에서 징크스와 같은 미신

적 사고와 행동에 대한 신념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제작하였다. 문항

제작 과정은 스포츠심리학 교수 1인과 전문가 회의를 통해 제작되었으며,

운동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징크스에 대한 인식과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과

의 관계성 관련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제작된 예비문항은 고등

학교 및 성인 운동선수 3명의 검토 과정을 통해 운동선수들이 이해하기

쉽고 명료한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예비문항은 징크스 인식 9문항, 긍정적

신념 17문항, 부정적 신념 17문항으로 총 3요인 43문항으로 구성하였으

며, 구체적인 예비문항의 내용은 <부록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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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타당도 검증

전문가 회의를 통해 43개의 예비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

하였다. 먼저 운동선수들의 징크스에 대한 인식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에 대해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1번, 10번, 27번 문항과 문장의 의미

가 다소 모호하다고 판단된 14번 문항을 제거하였다. 다음으로 징크스 인

식 요인에서 3번, 4번, 5번 문항은 6번 문항으로 측정될 수 있다고 판단

되어 제거하였다. 긍정적 신념 요인에서는 11번 문항은 12번 문항과 의미

가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15번 문항 역시 16번 문항과 의미가 중복되고

16번 문항이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5

번 문항을 삭제하였다. 22번, 24번, 25번 문항은 20번 문항으로 측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으며, 26번 문항은 소수의 의견으로 판단되

어 삭제하였다. 다음으로 부정적 신념 요인에서 28번, 34번 문항은 29번

문항과 유사하여 제거하였으며, 31번 문항은 32번 문항에 중복되는 의미

로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43번 문항 역시 36번 문항과 유사한 의미의 문

항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으며,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문항은

37번 문항으로 측정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타

당도 검증 결과는 <표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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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용 요인

1 나는 경기 전 징크스를 믿는 편이다.

징크스

인식

2 경기에 도움이 된다면 징크스를 믿을 수 있다.

3 경기 전 징크스와 같은 미신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한다.

4 경기 전 징크스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5 경기 전 징크스를 지키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과정이다.

6 경기 전 징크스를 지키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7 경기 전에는 항상 징크스를 조심한다.

8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징크스를 계속 지킬 것이다.

9 경기에서 패배하더라도 징크스를 계속 지킬 것이다.

10 징크스를 지키면 심리적 컨디션 유지에 도움이 된다.

긍정적

신념

11 징크스를 지키면 되면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

12 징크스를 지키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13 징크스를 지키면 경기에 대한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

14 징크스를 지키면 경기 전 나의 마음을 다잡는데 도움이 된다.

15 징크스를 지키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다.

16 징크스를 지키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데 도움이 된다.

17 징크스를 지키면 경기에 대한 압박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18 징크스를 지키면 경기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된다.

19 징크스를 지키면 경기에 몰입하는데 도움이 된다.

20 징크스를 지키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경기가 잘 풀린다.

21 징크스를 지키는 것이 경기에서 승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22 징크스를 지키게 되면 경기에서 행운이 올 것 같은 기대를 하게 된다.

23 징크스를 지키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경기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된다.

24 징크스를 지키는 것이 경기 중 실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25 징크스를 지키면 경기를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26 징크스를 지키면 속이 후련하다.

표 20. 미신적 신념 척도 예비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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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요인

27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면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된다.

부정적

신념

28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면 더 긴장하게 된다.

29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면 더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

30 징크스를 지키지 못 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31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게 되면 괜히 마음이 찝찝하다.

32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게 되면 무언가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

33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진다.

34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면 경기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35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게 되면 경기에 몰입하기가 힘들어 진다.

36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면 경기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

37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는다.

38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면 경기에서 패배할 것만 같다.

39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게 되면 경기 중 불운이 올 것만 같다.

40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는 것이 나의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 준다.

41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면 경기 중 실수를 하게 된다.

42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게 되면 경기에 대한 통제감을 잃는다.

43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한 것에 대해 계속 신경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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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항적합도 검증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구성된 21개의 문항에 대한 문항적합도 검증

을 위해 기술통계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엄한주(1996)에 의

하면 5점 리커트 척도의 정상분포를 기준으로 하여 왜도와 첨도가 ±2 이

상인 문항과 문항반응비율이 50% 이상인 문항은 적합하지 않은 문항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문항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모두 기

준에 위배되는 문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문항반응 비율을 살펴본 결과 2

번, 6번, 8번, 9번, 13번, 18번, 20번, 21번, 30번, 33번, 35번 문항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삭제되었다. 다음으로 신뢰도 분석을 통

해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모든 문항이 .40보다 높은 수치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문항의 제거 시 내적합치도 값이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 .927보다 높은 문항은 없었다.

이와 같이 문항적합도 검증을 통해 11개의 문항이 삭제되어 총 10개

문항이 구성타당도 검증 자료에 활용되었다<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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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반응

비율(%)

문항-총점

상관계수

문항제거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

2 3.77 1.07 -1.377 1.483 58.3 .284 .930

.927

6 3.02 .98 -.002 .231 54.1 .506 .926

7 3.02 1.04 .091 -.414 40.3 .475 .926

8 2.85 1.12 -.051 -.315 51.6 .800 .920

9 1.90 1.26 1.261 .314 56.7 -.015 .937

12 3.17 1.15 -.314 -.553 35.5 .730 .921

13 3.17 1.05 -.305 .144 52.5 .694 .922

16 3.19 1.13 -.381 -.360 39.9 .741 .921

17 3.13 1.08 -.230 -.415 39.2 .695 .922

18 3.05 1.01 -.132 .034 50.9 .648 .923

19 3.10 1.11 -.418 -.351 41.0 .704 .922

20 2.88 1.10 -.048 -.228 52.1 .727 .921

21 2.57 1.04 .750 -.136 50.2 .440 .927

23 3.02 1.14 -.232 -.582 38.7 .736 .921

29 2.74 1.19 .212 -.710 34.8 .776 .920

30 2.84 .994 -.031 .069 52.1 .438 .927

32 2.76 1.18 -.002 -.843 35.5 .816 .919

33 3.42 1.10 -.809 -.148 50.7 .240 .931

35 2.89 .953 -.207 .070 51.6 .564 .925

36 2.73 1.08 -.058 -.555 43.3 .774 .921

37 2.71 1.15 .017 -.753 38.0 .755 .921

표 21. 기술통계와 문항적합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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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탐색적 요인분석

1) 자료적합도 및 하위요인 수 검토

내용타당도와 문항적합도 검증을 통해 10개로 구성된 예비문항이 요인

분석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 지수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KMO는 .916으

로 1에 가깝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에서는 3779.961(df=45,

p<.001)로 나타나 수집된 자료에서 나타난 상관행렬이 요인분석을 실시하

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요인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추정 모형에 대한 요인의 수를 추

출하기 위해 최대우도법(MLM: maximum likelihood)과 직접 오블리민

회전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고유값(eigenvalue)이 1.0 이상

으로 나타나는 구성성분의 개수는 2개로 나타났으며, 누적 설명량은

71.869%로 나타났다. 또한 스크리 검사 결과 <그림 2>와 같이 고유값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지점이 2, 3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번째 요인에

서 완만하게 감소하여 고유값이 1미만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신념, 부정적 신념 2개 하위요인 총 10

개 문항을 통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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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크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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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은 총 434명의 자료 중 무작위로 추출한 217명의 자

료를 바탕으로 CEFA 3.04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되었다. 관측된 상

관행렬로부터 모상관행렬을 추정하기 위해 적합한 요인을 추출하는 최대우

도법을 적용하였으며(허준, 2013a), 요인들 간의 상관을 가정하는 회전

방법으로 사각회전 방법(oblique rotation)인 타겟 로테이션(target

rotation)을 적용하여(김청택, 2016)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요인부하량이 .40 미만으로 나타난 1개 문항(7번)을 삭제하

였으며<표 22>, 삭제된 문항을 제외한 후 2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40 이상으로 나타나 긍정적 신념 5문항,

부정적 신념 4문항, 최종 9개 문항이 남게 되었다<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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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번

호
문항

요인

부하량

1 2

긍정적

신념

12
징크스를 지키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

는데 도움이 된다.
0.77 0.11

16
징크스를 지키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데 

도움이 된다.
0.83 0.08

17
징크스를 지키면 경기에 대한 압박감을 줄이

는데 도움이 된다.
0.94 -0.08

19
징크스를 지키면 경기에 몰입하는데 도움이 

된다.
0.98 -0.06

23
징크스를 지키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경기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된다.
0.86 0.04

부정적

신념

29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면 더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
0.16 0.74

32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게 되면 무언가 심리적

으로 불편함을 느낀다.
-0.01 0.91

36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면 경기에 집중하기 어

려워진다.
-0.13 0.96

37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는다.
-0.02 0.89

7 경기 전에는 항상 징크스를 조심한다. 0.16 0.37

표 22. 1차 탐색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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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번

호
문항

요인

부하량

1 2

긍정적

신념

12
징크스를 지키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0.77 0.10

16
징크스를 지키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데 도

움이 된다.
0.83 0.07

17
징크스를 지키면 경기에 대한 압박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0.94 -0.08

19
징크스를 지키면 경기에 몰입하는데 도움이 된

다.
0.98 -0.06

23
징크스를 지키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경기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된다.
0.86 0.03

부정적

신념

29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면 더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
0.17 0.73

32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게 되면 무언가 심리적

으로 불편함을 느낀다.
0.01 0.90

36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면 경기에 집중하기 어

려워진다.
-0.12 0.96

37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경

기가 풀리지 않는다.
0.00 0.87

표 23. 2차 탐색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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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df χ2/df p CFI TLI RMSEA SRMR

53.925 26 2.074 <.001 .984 .978 .071 .035

표 25. 1차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 

5.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은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에서 사용된 자료를 제외한 217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2요인 9개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 적합도 기준은 배병렬(2014)

이 제시한 내용으로 판단하였다<표 24>.

분석 결과 절대적합지수인 χ²(53.925, p<.001) 값은 영가설을 기각하

였지만, χ²을 자유도로 나눈 값인 표준(normed) χ²값이 2.074로 나타났

으며, CFI=.984, TLI=.978, RMSEA=.071, SRMR=.035로 나타

나 적합도 지수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25>. 또한 각 문항의 표

준화 회귀계수 모두 .6을 상회하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 신념 5

문항, 부정적 신념 4문항 최종 9개 문항 구성으로 선정되었다<표 26><그

림 3>.

지수 기준

χ2 p >.05: 적합

χ2/df 3 이하: 적합

CFI .90 이상: 적합

TLI .90 이상: 적합

RMSEA .08 이하: 적합 

SRMR .08 이하: 적합

표 24.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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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하위 요인
표준화

회귀계수

긍정12 ← 긍정적 신념 .839

긍정16 ← 긍정적 신념 .888

긍정17 ← 긍정적 신념 .893

긍정19 ← 긍정적 신념 .841

긍정23 ← 긍정적 신념 .868

부정29 ← 부정적 신념 .823

부정32 ← 부정적 신념 .919

부정36 ← 부정적 신념 .934

부정37 ← 부정적 신념 .873

표 26. 확인적 요인분석 표준화된 회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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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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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뢰도 분석

최종적으로 선정된 2요인 9문항을 바탕으로 434명의 전체 자료를 활

용하여 Cronbach’ α(내적합치도)를 통해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신뢰도는 .938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신뢰

도는 긍정적 신념 .943, 부정적 신념 .933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 수준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문항-총점 간 상관 분석에서 .40 보다 낮은 문항은 발견되지 않았

으며, 문항제거시 신뢰도 또한 전체 신뢰도 값보다 모두 낮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표 27>.

요인 문항
문항-총점

상관계수

문항제거시

신뢰도 

하위요인

신뢰도

전체

신뢰도

긍정적

신념

긍정12 .773 .930

.943

.938

긍정16 .794 .929

긍정17 .761 .931

긍정19 .774 .930

긍정23 .792 .929

부정적

신념

부정29 .735 .932

.933

부정32 .779 .930

부정36 .735 .932

부정37 .730 .932

표 27. 최종 28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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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념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변인의 구성개념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434명의 전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통해 확인하였다.

1) 집중타당도

집중타당도 검증은 문항별 요인적재량과 오차분산 값을 바탕으로 산출

공식(Hair, Black, Babin, & Anderson, 2010)을 통해 평균분산추출(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지수와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 값을 확인하였다. 긍정적 신념 요인의 AVE 값은

.768로 나타났으며, C.R. 값은 .943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신념 요인의

AVE 값은 .780으로 나타났으며, C.R. 값은 .934로 나타났다. 이에 기

준치 (AVE≥.50, C.R.≥.70)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어(Hu &

Bentler, 1999) 집중타당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표 28>.

문항 하위요인 B S.E. C.R.1 p β AVE C.R.2

긍정23 ←

긍정적

신념

1.000 .877

.768 .943

긍정19 ← .980 .038 26.040 <.001 .883

긍정17 ← .955 .037 25.929 <.001 .881

긍정16 ← 1.010 .038 26.654 <.001 .892

긍정12 ← .976 .041 24.061 <.001 .849

부정29 ←

부정적

신념

1.000 .846

.780 .934
부정32 ← 1.073 .042 25.714 <.001 .918

부정36 ← .960 .039 24.608 <.001 .895

부정37 ← .990 .042 23.465 <.001 .871

C.R.1: 유의성(critical ratio), C.R.2: construct reliability

표 28. 집중타당도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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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별타당도

판별타당도는 하위요인들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ф2)이 각 요인들의

AVE 지수에 비해 작을 경우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AVE > ф2). 검토

결과 <표 29>와 같이 요인 간 상관계수(.657)의 제곱 값이 .431로 나타

나 하위요인의 AVE 지수들 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이에 판별타당도가 검증되었다.

긍정적 신념 부정적 신념 AVE

1 1 .768

2
.657

(ф2=.431)
1 .780

ф2:상관계수의 제곱

표 29. 판별타당도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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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차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교차타당도 검증을 위해 연구참여자의 배경변인 중 연령

과 선수경력에 따른 측정동일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척도 개발 후 추

후 연구에서 청소년 운동선수와 성인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척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 운동선수(266명), 성인 운동선수(168명)

의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 1 형태동일성의 모형적합도는 양호한 것

으로 나타나 집단 간의 요인구조가 동일한지를 평가하는 1단계 형태동일

성이 검증되었다(RMSEA=.064, CFI=.976, TLI=.966). 다음으로

모형 1과 모형 2(요인계수 동일성) 간의 χ² 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Δχ²=9.606, df=7, p=.212),

따라서 집단별 요인계수가 동일한지를 검증하는 단계인 2단계 요인계수

동일성도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선수경력의 중앙값(6년)을 기준으로 고·저 집단(고: 195 명,

저: 239명)으로 분류하여 측정동일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1단계 형태동

일성이 검증되었으며(RMSEA=.062, CFI=.968, TLI=.977), 다음으

로 모형 1과 모형 2(요인계수 동일성) 간의 χ² 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집

단 간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Δχ²=4.740, df=7, p=.692).

이에 집단별 요인계수가 동일한지를 검증하는 단계인 2단계 요인계수 동

일성도 검증되었다.

일반적으로 측정동일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형태동일성과 요인계수 동

일성이 만족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측정동일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허

준, 2013b).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최종 모형에 대한 교차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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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χ2 df Δχ2 Δdf p CFI TLI RMSEA

연령

모형 1.

형태동일성
143.519 52 .976 .966 .064

모형 2.

요인계수

동일성

153.125 59 9.606 7 .212 .975 .969 .061

선수

경력

모형 1.

형태동일성
137.849 52 .977 .968 .062

모형 2.

요인계수

동일성

142.588 59 4.740 7 .692 .977 .973 .057

표 30. 교차타당도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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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운동선수들은 높은 수준의 경쟁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 자신의 운동수

행에 도움이 되는 심리적 요인과 불필요한 요인들을 조절하며 다양한 심리

적 요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미신적 사고와 행동은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 쉽게 발견되며, 그 유형에 다양성이 존재하는 지극

히 자연스러운 심리적 메커니즘이다(Neil, 1982). 스포츠 과학 연구 분야

에서 미신적 사고와 행동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Neil의 선구적 시도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Dömötör, Ruíz‐Barquín & Szabo, 2016). 주요 연구 영역으로는 운

동선수들의 미신적 행동 발생원인 그리고 미신적 사고와 행동에 따른 심리

적 요인의 변화 관련 연구들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면 운동선수들은 경쟁상황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과도한 심리적 스트레스, 높은 수준의 불안, 낮은

통제력을 경험할 때 미신적 사고와 행동을 나타내며, 이러한 미신적인 신

념이 경쟁상황에서 자신감, 희망, 상황에 대한 통제감을 높여주며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스포츠

현장에서 운동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징크스와 같은 미신은 스스로가 어떻

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 또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때문에 미신적 사고와 행동이 다양한 심리적 요인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경쟁상황에서 운동선수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보다 명확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측

정도구의 필요성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운동선수들의 미신적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측정도구

들이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의 측정도구들을 살펴보면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의 부족, 문항의 일반화 문제, 심리학적 특성 부재, 루틴과 미신

의 혼동 문제, 통계적 검증 절차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개선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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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미신적 사고와 행동에 대한 신념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추후 스포츠 현장에서 나타나는 운동선수들의 징

크스에 대한 신념과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과의 명확한 관계를 밝히는데 바

탕이 되어 운동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함에 보탬

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에 <연구 1>과 <연구 2>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 Ⅰ. 운동선수의 미신적 신념 경험 탐색

<연구 1>에서는 운동선수들의 미신적 신념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기 위

해 대한체육회 소속 운동선수 중 개인종목과 국가대표 경험이 있는 선수

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78명의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미신이라는 용어에 대해 일반적으로 스포츠 현장에서 사용되는 징크스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인식하

고 있는 미신은 무당, 굿, 복점과 같은 무속신앙과 관련된 의미로 인식하

고 있었으며, 반면 징크스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포츠에서 미신적 행동에 대한 의미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미신

보다는 징크스에 대해 보다 친숙하고 더 쉽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연구참

여자들이 징크스 관련 경험에 대해 어렵지 않게 응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운동선수들의 미신적 신념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징크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심층면담과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스

포츠심리학 교수 1명과 스포츠심리학 전공 박사급 2명과 전문가 회의를

통해 예비문항을 제작하기 위한 귀납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과 개

방형 설문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운동선수들이 스포츠 경쟁상황에서 인식하고 있는 미신적 사고와

행동인 징크스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탐색한 결과 징크스라

는 부정적인 어원의 의미와는 다르게 중립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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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즉 스스로가 징크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

정적인 측면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나의 운동수행에 도움이

된다면 받아들이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제거 해야하는 것으로 인식하

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징크스를 존재 자체

만으로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어

떻게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나의 최상수행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에 대해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개방형 설문을 통해 미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273개

의 원자료 중 부정적 인식(78)보다 긍정적 인식(195)이 더 높은 비율로

도출되었으며, 긍정적 인식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과정’, ‘나에게 필요한 절차’ 등과 같은 내용들이 포

함되어 있었다. 이는 징크스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심층

면담의 결과와 같이 주체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긍정적으로 인

식함으로써 운동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Ofori(2013), Allen, Thornton &

Riby(2020), Buhrmann & Zaugg(1981)의 연구에서와 같이 징크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긍정적 심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와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운동선수들에게 있어 징크스는 평소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관

련이 없는 미신적 사고와 행동이었으며, 오직 스포츠 현장과 관련된 경쟁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관련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운동선수들은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평소보다 중요

성이 강조되는 상황, 통제력이 부족함을 인지한 상황에서 징크스와 같은

미신적 사고와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며(Brevers, Noël,

Dan & Nils, 2011; Ofori et al., 2012; Dömötör et al., 2016),

이와 같은 징크스의 발생 원인으로 인해 운동선수들이 비운동선수에 비해

미신에 대한 신념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Dömötör et al., 2016).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스포츠 경쟁상황이라는 미래의 결과에 대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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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성을 높게 인지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 높은 빈도로 자주 노출되는

운동선수들은 그 상황에 대한 통제감을 인지하기 위해 주로 징크스와 같은

행동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이는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스포츠 경쟁상황에서 미신적 사고와 행동이 심리적 요인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탐색한 결과 총 731개의 원자료가 도출되었으며,

징크스로 인해 유발되는 심리적 요인 관련 내용(355)과 어떠한 특정 상황

에서 징크스적인 사고와 행동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발생원인(376) 관련

내용으로 분류되었다. 심리 유발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징크스로 인해 더

긴장하게 되고 불운이 올 것 같은 불안함을 인지하며, 경기에 집중하지 못

한다는 등의 내용들이 있었으며, 반대로 상황에 대한 통제감을 느끼게 되

고 심리적 안정감, 자신감 등이 향상된다는 내용들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앞서 제시했던 선행연구(Ofori, 2013; Allen, Thornton & Riby,

2020, Buhrmann & Zaugg, 1981)와 본 연구의 심층면담 결과에서

언급했듯이 징크스를 스스로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부정적 혹은

긍정적 심리반응이 있음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 현장의 코치 및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징크스를

스스로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운동수행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고

민해봐야 할 것이며, 스포츠과학 분야의 연구자는 과연 어떤 유형의 징크

스가 운동선수들의 최상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보다 구체적인 연구와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발생원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불안하고 경기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며, 승리하고자 하는 절실함과 간절함을 느끼는 상황에서 미

신적 사고와 행동이 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

서 미신에 대한 인식 관련 도출된 결과의 논의 및 선행연구(Brevers,

Noël, Dan & Nils, 2011; Ofori et al., 2012; Dömötör et al.,

2016)와 관련성이 있으며, 운동선수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유독 스포츠 경

쟁상황에서 징크스와 같은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뒷받침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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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미신과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관련 심층면담 결과에서는 개방형

설문과 유사하면서 특이한 점이 나타났는데 징크스를 지킴으로써 긍정적

심리효과가 있으며, 지키지 못 함으로써 부정적인 심리 반응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과 부정의 측면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

만 이러한 관계가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구체적인 내용

을 살펴보면 경기 전 최고의 심리적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미신적 사고

와 행동을 함으로써 경기에 더 집중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징크스

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는다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이와 반대로 징크스를 지키지 않으면 불길한 예감이 들고 불

안해 지며 경기 전 흐름이 깨지게 되지만 지켰다고 해서 경기에 대한 불안

감이 줄어들거나 자신감이 향상되지 않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

존 선행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이며, 이는 운동선수가 자신의 징

크스를 지킴으로써 긍정적 심리효과가 나타나고 반대로 지키지 못 하면 부

정적 심리반응이 나타나는 거와 같이 일관된 패턴의 조건화 과정만이 존재

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심리적 매커니즘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

후 연구에서는 미신적 신념과 다양한 심리적 변인과의 새로운 인과관계를

밝힘으로써 스포츠 현장에서 효율적인 징크스 활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다음으로 경쟁상황에서 미신적 사고와 행동이 운동선수들이 인지하는

경기력과 실제 경기결과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탐색한 결과 총 410개의

원자료가 도출되었으며, 경기 전(158), 운동수행(71), 경기결과(116),

경기 후(65)와 같이 분류되었다.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

전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 전 ‘습관화된 행동’, ‘심리적 준비단계’, ‘특

정 사고와 행동에 대한 집착’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며, 다음으

로 높은 빈도를 나타낸 경기 결과 관련 내용으로는 미신적 사고와 행동을

하는 원인으로 ‘긍정적 경기 결과에 대한 기대’, ‘부정적 결과 회피’와 관련

된 내용이 도출되었다. 운동수행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실수와 부상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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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기 위해 그리고 최상수행을 위해 미신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마지막으로 경기 후 관련 내용으로는 경기 결과와 관련하여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징크스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지속의도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

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살펴보면 운동선수들은 자신이 원하는 경기력과

경기 결과를 위해 징크스와 같은 미신적 사고와 행동을 경기 전 가장 많이

하며, 경기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심층면담 결과를 살펴보면 징크스와 경기 결과 및 경기력의

관계는 직접적인 관련성보다 안정감, 집중력 향상, 몰입감 등과 같은 심리

적인 작용으로 인해 자신의 경기력과 경기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심리적 작

용으로 인한 간접적 효과가 반복됨으로 인해 긍정적 경험이 쌓이면서 앞으

로의 경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징크스를 지키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동일한 맥락을 보였는데, Damisch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신적인 행동을 통해 통

제력을 얻으려는 시도는 자기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추후 더 높은 수준의 과제에 대한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

Wright & Erdal(2008)는 미신적 행동 후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미신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행하며 미신에 대한 신뢰의 정도

가 강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징크스를 지켰을 때 인지하

는 긍정적 심리 에너지로 인한 실제 경기 결과와 경기력 관련 긍정적 경험

에 대한 기억이 반복됨으로써 미신적 사고와 행동에 대한 신념이 더 강해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 앞서 제시했던 <연구 1>에서 도출된 심층면담과 개방형 설문 결과

에 대한 자료들은 <연구 2>에서 미신적 신념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운동선수들이 경험했던 미신적 사고와

행동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의 의미를 예비문항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다음 <연구 2>의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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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연구 Ⅱ. 운동선수의 미신적 신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본 연구의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도출된 운동선수들이 경험했

던 미신적 신념에 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예비문항을 제작하였으며, 이후

내용타당도 검증, 기술통계분석,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을 통해 통계적 검

증을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측정도구 개발 과정에서 각 단계별 결과에 대

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예비문항 제작은 심층면담과 개방형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스포츠

심리학 교수 1명, 박사급 연구원 2명과 함께 전문가 회의를 거쳐 문항을

제작하였다. 먼저 자신의 징크스를 얼마나 믿는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정말로 필요한 행동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징크스를 지킬 의향이 있는지와

관련된 문항들을 예비문항에 포함시킴으로써 징크스 인식이라는 하위요인

으로 설정하여 미신적 신념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방형 설문 응답 중 징크스에 대한 절대성, 필요성, 수용적 태도와 관련

된 내용이 문항에 반영되었다. 다음으로는 경쟁상황에서 징크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심리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한 문항들을 작성

하였으며, 이에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긍정적 신념과 부정적 신념으로 구

분하여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심층면담과 개방형 설문을

통해 나타난 징크스를 지켰을 때와 지키지 못 했을 때 인지하는 다양한 심

리적 요인들 중 빈도가 높게 나타난 요인에 대한 내용들을 예비문항으로

작성하였다. 징크스를 지킴으로써 인지하는 긍정적 심리 요인으로는 불안

의 감소, 자신감 향상, 안정감, 집중력 및 몰입감 향상 등이 있었으며, 징

크스를 지키지 못 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정적 심리 요인으로는 불안, 스트

레스, 불편함, 불안정함, 집중 및 몰입에 방해 등의 요인들을 포함한 문항

들로 제작되었다. 다음으로 심층면담과 개방형 설문 결과 도출되었던 징크

스와 경쟁상황과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 중 징크스를 지킴으로써 경기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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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기결과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들은 앞서 구분된 하위요인 중 긍정적

신념에 포함 시켰으며, 이와 상반된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함으로써 경기력

과 경기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은 부정적 신념 요인에 포함

시켜 예비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총 43개의 예비문항은 운

동선수들이 문항을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전문가 회의

를 통해 표현 방법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징크스를 지키고 또는

지키지 못 함으로써 나타나는 긍정적, 부정적 심리적 반응 그리고 경쟁상

황과의 관련성과 관련하여 유사한 문항들이 존재하였지만 징크스와 같은

미신적 사고와 행동의 특성상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그 의미

의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문항 제작 후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재검토 과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증에서는 앞서 총 43개의 예비문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먼저 구성된 문항들 중 포

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문항들을 삭제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내용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하위요인 중 징크스 인식 요인에서 1번

문항과 긍정적 신념 요인에서 10번 문항 그리고 부정적 신념 요인에서

27번 문항을 삭제하였으며, 문항의 의미가 다소 모호하여 응답하는데 어

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14번 문항과 소수의 의견으로 판단되어 추후

응답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26번 문항을 삭제하였다. 다음으로 문항

의 의미가 중복되거나 유사한 문항 또는 다른 문항으로 충분히 측정 가능

한 문항들을 선별하여 삭제하였다. 이에 징크스 인식 요인에서 3번, 4번,

5번 문항은 응답자가 자신의 징크스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

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고와 행동으로써 6번 문항(‘경기 전 징크스를 지

키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으로 충분히 측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삭

제하였다. 다음으로 긍정적 신념 요인에서 11번 문항에서 의미하는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12번 문항의 불안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

다는 문장의 의미와 중복된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으며, 15번 문항 역시

마음이 편안해 지는 것과 16번 문항의 안정감을 느낀다는 내용과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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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된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다음으로 긍정적 신념 요인 중 경쟁상황

과 관련된 22번, 24번, 25번 문항의 의미는 모두 경기가 잘 풀린다는 의

미에 속함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경기가 잘 풀린다.’라는 문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20번 문항으로 측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다음

으로 부정적 신념 요인에서 28번, 34번 문항은 29번 문항(‘징크스를 지키

지 못 하면 더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과 유사하여 제거하였으며, 마음이

찝찝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31번 문항은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는

32번 문항과 중복되는 의미로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다음으로 징크스를

지키지 못 했을 때 계속 신경이 쓰인다는 내용의 43번 문항은 계속 신경

이 쓰임으로써 경기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인 36번 문항과 중복되

는 내용으로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다음으로 부정적 신념 요인 중 경쟁상

황과 관련된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문항은 모두 경기가 풀리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내용으로써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면 내가 원하는 대

로 경기가 풀리지 않는다는 의미인 37번 문항으로 측정될 수 있다고 판단

하여 삭제하였다. 앞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삭제된 문항 이외에도 나머지

문항들 중 중복된 의미의 문항, 다소 포괄적 의미의 문항, 다른 문항으로

측정 가능한 문항들이 존재했지만 심층면담과 개방형 설문 결과에서 높은

빈도가 나타난 문항들이었으며, 연구자의 판단 하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항들은 삭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내용타당도 검증결과 22개의

문항이 삭제되어 최종적으로 선정된 예비문항은 징크스 인식 5개 문항, 긍

정적 신념 9개 문항, 부정적 신념 7개 문항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선정된 3요인 21개 예비문항을 활용하여 대한

체육회에 소속된 고등학교 및 성인 운동선수 4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한 후 답변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일부 응답이 누락된 34부를 제외

한 434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항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수집

된 자료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모든 문항이 엄한주(1996)가 제시

한 ±2 기준을 충족하여 자료의 정규성이 확인되었으며, 문항반응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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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결과 2번(58.3%), 6번(54.1%), 8번(51.6%), 9번(56.7%),

13번(52.5%), 18번(50.9%), 20번(52.1%), 21번(50.2%), 30번

(52.1%), 33번(50.7%), 35번(51.6%) 문항들이 50% 이상의 비율로

확인되어 질문 문항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

였다. 이후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신뢰도 계수는 .927로 나타

나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신뢰도 분석을 통해 문항-총점 간 상

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모든 문항이 .40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전

체 문항의 내적합치도보다 높은 문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척도가 문항의 변별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총 11개 문항이

삭제되어 총 10개 문항이 구성타당도 분석에 활용되었다.

다음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 내용타당도와 문항적합도 검증을 통

해 10개로 구성된 예비문항이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확인하고자

KMO(Kaiser-Meyer-Olkin) 지수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분석을 실

시한 결과 KMO=.916로 1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

증은 3779.961(df=45, p<.001)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후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탁진국(2007)이

제시한 3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고려하였다. 먼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연

구 1>의 질적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징크스 인식, 긍정적 신념, 부정적 신

념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요인의 수를 결정하였으며, 이후 3개의 하위요

인이 요인의 수로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요인 고유치 검증과 스크리 검

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고유치 검사를 위해 고유값(eigenvalue)의 기준을

1.0으로 설정하여 확인한 결과 총 2개의 구성성분이 확인되었으며, 스크

리 도표를 통해 고유값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지점을 확인한 결과 3번째

요인에서 완만하게 감소하면서 고유값이 1미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와

같은 3가지의 방법을 통해 본 척도의 요인의 수를 2개의 모형으로 설정하

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으며, 이에 긍정적 신념, 부정적 신

념 2개 하위요인으로 총 10개 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신적 신념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신에 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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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 효과에 대한 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

한 Wiseman & Watt(2004)의 주장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있으며, 미

신적 사고와 행동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주체자의 다양한 징크스의

유형을 수용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무작위로 추출한 217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10개의 예비문항

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40

미만으로 나타난 1개의 문항(7번 문항)을 삭제한 후 2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40 이상으로 나타나 긍정적 신념 5문항,

부정적 신념 4문항으로 최종 9개 문항이 남게 되었다. 연구자는 7번 문항

이 삭제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해석하였다. 먼저 ‘경기 전

에는 항상 징크스를 조심한다.’ 라는 7번 문항은 초기 예비문항 제작 시

징크스 인식이라는 요인에 포함되어 있던 문항으로써 애초에 징크스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인식과 관련된 문항이며, 긍정적 또는 부정

적으로 수용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아니었다. 또한 징크스를 조심한다

는 문장의 의미는 징크스를 지킬 경우 긍정적인 심리효과 또는 긍정적 경

기결과와 연관이 있으며, 지키지 못 할 경우 부정적인 심리 효과와 부정적

경기결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의 의미한다. 따라서 7번 문항은 하위요인인

긍정적 신념과 부정적 신념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이러

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위와 같은 이유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1개의 요인이 삭제되어 긍정적 요인 5개 문항, 부정적 요인 4

개 문항 최종 2요인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결정된 최종 2요인 9개 문항의 요인

구조가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

과 모형의 적합도 및 요인적재량이 모두 적합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요

인분석은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념타당도(구성타당도)를 검증하

기 위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통계기법으로 연구자가 가정했던 이론적 구성

개념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이다(탁진국, 2017). 따라

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미신적 신념 척도는 운동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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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징크스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 측정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위요인이 해당 요인의 문항들로 잘 설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최종모형에 포함된 각 하위요인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긍

정적 신념 요인은 징크스를 지킴으로써 수반되는 긍정적인 심리효과 및 경

기력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의미하며, 부정적 신념 요인은 반대로 징크스

를 지키지 못 함으로써 수반되는 부정적인 심리반응 및 경기력에 대한 믿

음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2요인 9문항을 바탕

으로 434명의 전체 자료를 활용하여 Cronbach’ α(내적합치도)를 통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신뢰도는 .938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별 신뢰도는 긍정적 신념 .943, 부정적 신념 .933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

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Cronbach(1951)는 검사의 α계수가 높다

는 것은 문항 간의 정적 상관이 높음을 의미하며,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이

일관성 있게 측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미신적 신념을 측정할 때마다 측정된 점수가 일관성 있게 나타난

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신뢰도 분석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변인의 구성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집중타당도 및 판별타당도 분석을 통해 개념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집

중타당도는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관측변수들이 잠재변수의 설명력에 대한

타당성을 의미하며, 평균분산추출(AVE) 지수와 개념신뢰도(C.R.) 값을

확인하여 파악한다. 판별타당도는 잠재변수 사이에서 구성된 개념들 간의

유사성이 없는지 그리고 차별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타당성이며, 평균분

산추출 지수와 각 요인의 상관계수의 제곱값(ф2)을 비교함여 타당성을 검

증한다(허준, 2013b). 개념신뢰도는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관측변수의 내

적일치도를 측정한 것으로 .7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

으며, 평균분산추출 지수는 잠재변수에 대해 관측변수들이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를 나타내며, .5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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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Hu & Bentler, 1999). 이에 본 연구에서 긍정적 신념 요인의 AVE

값은 .768, C.R. 값은 .943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신념 요인의 AVE 값

은 .780, C.R. 값은 .934로 나타나 집중타당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 또한 요인 간 상관계수(.657)의 제곱 값이 .431로 나타나 하위요

인의 AVE 지수들 보다 낮은 값을 나타나 이에 판별타당도가 검증되었음

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음에 미신

적 신념 척도의 구성개념에 대한 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도출된 모형에 대해 교차타당도 검증을 실시하

였다. 교차타당도는 표본이나 배경변인에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검증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령(청소년 운동선수 집

단 및 성인 운동선수 집단)과 선수경력에 따른 집단 간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동일성 검증은 5단계로 구분되며, 형태동일성, 요인계수

동일성, 공분산 동일성, 공분산 동시 동일성, 오차분산 동시 동일성의 단

계가 있다. 형태동일성 단계는 집단 간의 경로모형이 동일한 형태인지를

확인하는 단계이며, 요인계수 동일성은 측정동일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써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관측변수들의 요인계수값의 측정 부분이 동

일한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다음으로 공분산 동일성 단계는 2개 집단의 잠

재변수 분산과 잠재변수들 간의 공분산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단계이며, 4

단계인 공분산 동시 동일성 단계는 요인계수와 공분산이 동시에 동일하게

측정되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오차분산 동시 동일성 단계는

요인계수, 공분산 그리고 오차분산 모두 동시에 동일하게 측정되는지 확인

하는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2단계인 요인계수 동일성 단계 까지 검증이 되

면 측정동일성이 있다고 판단한다(허준, 2013b).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집단 간의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

두 요인계수 동일성 단계까지 검증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운동선수와 성인 운동선수들 그리고 선수들의 경력에 따라서 각 문

항에 대해 동일하게 해석하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최종모형에

대한 교차타당도가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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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철학자 Baruch de Spinoza(1632-1677)의 저서 신학-정치론에서는

‘만약 자신의 모든 환경을 통제할 수 있거나 지속적으로 행운이 따라준다

면, 인간은 결코 미신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아무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함에 대해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미신이라는 비상식적인 인과관계를 적용하여 현재 상

황에서 통제감을 느끼고 좀 더 긍정적인 미래의 결과를 희망한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고 무언가에 의지할 곳을 찾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자연스러운 심리적 메커니즘일 것이다. 더욱이 스포츠 현장의 운동선

수들의 삶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경쟁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이에 운동선수들이 경쟁상황에서 경험하

는 징크스와 같은 미신적 사고와 행동은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과 관계성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스포츠과학 연구 분야에서는 운동선수들의 미신적 신

념을 정확하게 측정 가능한 척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운동선수들이 경험하는 미

신적 사고와 행동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크스와 같은 미신을 믿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미신적 신념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개발 과정에서

기존 미신적 신념 척도들의 한계점과 문제점들을 탐색하고 이를 최대한 보

완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 1>에서는 대한체육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개인종목과 국가대

표 경험이 있는 운동선수 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대학

급 이상의 개인종목 경험이 있는 운동선수 78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

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운동선수들은 징크스와 같은 미신적 신념에 대해 받아들이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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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중립적인 개념으로 인

식하고 있으며, 오직 스포츠 현장과 관련된 경쟁상황에서만 나타나는 현상

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운동선수들이 경험하는 징크스와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

면 불안함, 압박감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적 상황과 승리하고자 하는 절실

함과 같은 긍정적인 심리적 상황으로 인해 미신적 사고와 행동을 하며, 자

신의 징크스를 스스로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부정적 혹은 긍정적

심리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미신적 신념과 경기결과 및 경기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운동선

수들은 자신의 징크스를 지킴으로써 인지하게 되는 긍정적 심리 에너지로

인해 실제 경기력 관련 긍정적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이 반복됨으

로써 미신적 사고와 행동에 대한 신념이 더 강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

문항을 제작 후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통해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미신적

사고와 행동을 얼마나 믿는지 그 신념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

를 개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운동선수 미신적 신념 척도는 긍정적 신념(5문항), 부정적 신념

(4문항)의 2요인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각 하위요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긍정적 신념 요인

은 징크스를 지킴으로써 수반되는 긍정적인 심리효과 및 경기력에 대한 믿

음의 정도를 의미하며, 부정적 신념 요인은 반대로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함

으로써 수반되는 부정적인 심리반응 및 경기력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의미

한다.

셋째, 최종 모형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호한 수준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가 검증되어 개념타당도 또한

확보되었다. 이후 교차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청소년 운동선수

및 성인 운동선수)과 선수경력 수준에 따른 집단 간의 측정동일성이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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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앞서 연구의 필요성에서는 기존 미신적 신념 척도들의 한계점을 제시하

며 새로운 척도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이에 본 척도는 기존 척도의

문제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결하였다. 먼저 특정 징크스 유형에 대한

문항을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문항의 일반화 문제를 극복하고 다양한 문

화권의 운동선수들에게 적용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미신적 사고 및 행동

과 긍정적, 부정적 심리적 요인들의 관계를 고려하여 심리학적 특성과 다

양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반영한 문항들로 구성하였으며, 충분한 자료수집

과정과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통한 통계적 검증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진행하며 극복하지 못한 한계점과 향후 연구

에서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미신적 신념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징크스와 루틴

의 개념적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징크스

와 루틴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오직 미신적 신념을 측정 가능한 척도를 개

발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는 분명 운동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적

사고와 행동이 루틴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으며, 그 차이

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Brevers, Noël, Dan & Nils,

2011),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부록

5>의 완성된 측정도구의 질문지 문항과 같이 징크스와 루틴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적 설명과 예시를 작성함으로써 운동선수들의 미신적 신념만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를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개방형 설문

과정에서도 설문지를 시작하기 전 징크스에 대한 개념적 설명과 다양한 예

시를 <부록 1>과 같이 제공한 후 설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개방형 설

문에 참여했던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문항의 이해 정도와 문제점

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결과 루틴과 구분하여 징크스와 같은 미신적 사고

와 행동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며, 개방형 설문 문항을 작성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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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미신적 신념

척도가 징크스와 루틴을 완벽하게 구분하여 측정하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본 척도를 활용하여 운동선수들의 미신적 신념의 정도와 다

양한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되며, 본 척도를 추후 연구에서 활용할 경우 반드시 징크스에 대한 개념적

설명과 예시를 설문지 문항 앞에 제시한 후 연구참여자들이 설문을 실시할

수 있게 연구자의 주의가 필요로 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본 연구의 제언을 바탕으로 운동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징크스와 루틴의 관계 그리고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한 공통점

및 차이점 관련 보다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운동선수들의

최상수행을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징크스와 루틴의 활용 방법 관련 지

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스포츠 현장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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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개방형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운동선수들이 경쟁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징크스와 같은 미신에 대한 

신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스포츠에서 미신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하며 경험했던 실제 경쟁상황을 떠올려보며 여러분들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

게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설문조사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응답내용은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여러분이 응답

하여 주신 내용은 학문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반드시 모든 문항에 빠

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스포츠심리학전공 박사수료 김 용 세

▶ 기본 정보

해당부분에 동그라미로 표시하거나 괄호 안에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1) 성별 : 남 / 여    

(2) 연령 : 만 ( )세   

(3) 운동종목 : ( )

(4) 소속 : ( )

(5) 선수경력 : ( )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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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에서 미신이란?

▶ 스포츠에서 미신적인 사고와 행동은 징크스라고도 불리우며 훈련 중,

경기 전, 경기 중 등 다양한 상황에서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징크스는 비과학적인 사고와 행동으로써 경기결과나 경기 중 운동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지만 운동선수들은 경기의 승패 또는 자신의 경기력과 

연관 지으며 ‘반드시 해야만 하는’ 또는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생각이나 행

동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 이러한 징크스의 유형으로는 유니폼, 경기용 장비, 날씨, 음식, 장소, 생

리현상, 숫자, 코치, 부모님, 속옷, 특정 물건, 신체부위 등 이외에도 다양한 유

형의 징크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아래의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선수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징크

스와 관련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징크스가 없다고 하여도 문항에 응답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징크스

와 같이 경기 전 자신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또는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생각이나 행동들을 떠올려보며 아래의 질문에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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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신이 훈련상황이나 경기장에서 징크스와 같이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이나 행

동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해주세요.)

                                           

                                           

                                           

                                          

2. 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3. 당신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이와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까?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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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때는 심리적으로 어떠했습니

까?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5. 징크스를 지키면서 얻는 심리적인 장점이나 단점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6. 징크스를 지키는 것이 경기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7. 당신이 만약 경기장에서 자신만의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한다면 심리적으로 어떠

할 것 같습니까?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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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만약 누군가가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게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 입니까?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9. 이러한 징크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10. 징크스로 인해 심리적으로 흔들렸던 기억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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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기에서 계속 패배한다 하여도 당신은 앞으로 경기에서도 똑같이 징크스를 

지킬 의향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12. 당신은 언제부터 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었습니까?

                                           

                                           

                                          

                                           

13. 코치님이나 팀 동료가 당신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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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러한 행동을 할 때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는 않습니까?

                                           

                                           

                                          

                                           

15. 당신의 이러한 독특한 생각과 행동을 누군가가 따라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16. 당신의 징크스를 누군가에게 얘기해 본적이 있습니까?

                                           

                                           

                                          

17. 징크스에 대해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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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앞으로도 계속해서 징크스를 지킬 의향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

니까?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19.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선수생활을 생각해 봤을 때 징크스를 지키는 것이 당신

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까?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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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최초 예비문항 (43문항)

문항 내용 요인

1 나는 경기 전 징크스를 믿는 편이다.

징크스

인식

2 경기에 도움이 된다면 징크스를 믿을 수 있다.

3 경기 전 징크스와 같은 미신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한다.

4 경기 전 징크스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5 경기 전 징크스를 지키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과정이다.

6 경기 전 징크스를 지키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7 경기 전에는 항상 징크스를 조심한다.

8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징크스를 계속 지킬 것이다.

9 경기에서 패배하더라도 징크스를 계속 지킬 것이다.

10 징크스를 지키면 심리적 컨디션 유지에 도움이 된다.

긍정적

신념

11 징크스를 지키면 되면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

12 징크스를 지키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13 징크스를 지키면 경기에 대한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

14 징크스를 지키면 경기 전 나의 마음을 다잡는데 도움이 된다.

15 징크스를 지키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다.

16 징크스를 지키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데 도움이 된다.

17 징크스를 지키면 경기에 대한 압박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18 징크스를 지키면 경기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된다.

19 징크스를 지키면 경기에 몰입하는데 도움이 된다.

20 징크스를 지키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경기가 잘 풀린다.

21 징크스를 지키는 것이 경기에서 승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22 징크스를 지키게 되면 경기에서 행운이 올 것 같은 기대를 하게 된다.

23 징크스를 지키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경기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된다.

24 징크스를 지키는 것이 경기 중 실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25 징크스를 지키면 경기를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26 징크스를 지키면 속이 후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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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요인

27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면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된다.

부정적

신념

28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면 더 긴장하게 된다.

29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면 더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

30 징크스를 지키지 못 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31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게 되면 괜히 마음이 찝찝하다.

32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게 되면 무언가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

33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진다.

34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면 경기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35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게 되면 경기에 몰입하기가 힘들어 진다.

36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면 경기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

37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는다.

38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면 경기에서 패배할 것만 같다.

39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게 되면 경기 중 불운이 올 것만 같다.

40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는 것이 나의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 준다.

41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면 경기 중 실수를 하게 된다.

42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게 되면 경기에 대한 통제감을 잃는다.

43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한 것에 대해 계속 신경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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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1차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계수

Q1 Q2 Q3 Q4 Q5 Q6 Q7 Q8 Q9 Q10

Q1 1

Q2 .781** 1

Q3 .727** .791** 1

Q4 .785** .812** .828** 1

Q5 .753** .783** .765** .832** 1

Q6 .727** .647** .608** .667** .642** 1

Q7 .606** .680** .565** .642** .626** .780** 1

Q8 .562** .574** .539** .534** .557** .735** .789** 1

Q9 .589** .597** .577** .608** .625** .764** .795** .756** 1

Q10 .393** .431** .330** .401** .413** .425** .444** .362** .476** 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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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최종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계수

Q1 Q2 Q3 Q4 Q5 Q6 Q7 Q8 Q9

Q1 1

Q2 .781** 1

Q3 .727** .791** 1

Q4 .785** .812** .828** 1

Q5 .753** .783** .765** .832** 1

Q6 .727** .647** .608** .667** .642** 1

Q7 .606** .680** .565** .642** .626** .780** 1

Q8 .562** .574** .539** .534** .557** .735** .789** 1

Q9 .589** .597** .577** .608** .625** .764** .795** .756** 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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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최종 운동선수의 미신적 신념 척도

 
 스포츠에서 미신이란?
▶ 스포츠에서 미신적인 사고와 행동은 징크스라고 불리우며 훈련 중, 경기 전, 경기 중 등 다양

한 상황에서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징크스는 비과학적인 사고와 행동으로써 경기결과나 경기 중 운동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

지만 운동선수들은 경기의 승패 또는 자신의 경기력과 연관 지으며 ‘반드시 해야만 하는’ 또

는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 이러한 징크스의 유형으로는 유니폼, 경기용 장비, 날씨, 음식, 장소, 생리현상, 숫자, 코치, 부모

님, 속옷, 특정 물건, 신체부위 등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징크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아래의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선수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징크스와 관련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징크스가 없다고 하여도 문항에 응답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징크스와 같이 경기 전 자신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또는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생각이나 행동들을 떠올려보며 아래

의 질문에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인 측정문항

긍정적

신념

징크스를 지키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징크스를 지키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데 도움이 된다.

징크스를 지키면 경기에 대한 압박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징크스를 지키면 경기에 몰입하는데 도움이 된다.

징크스를 지키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경기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된다.

부정적

신념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면 더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게 되면 무언가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면 경기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

징크스를 지키지 못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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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xploration of Athletes’ Belief in

Superstition Experience and the

Development of Scale

Yongse Kim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athletes’ experiences

of superstitious beliefs and to develop a scale that measures

the belief of superstitious thinking and behavior.

Therefore, in <Research I>,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mong nine national team athletes who are currently

active,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superstitious beliefs and

open-ended data were collected from 78 college or higher

leveled athletes who were registered in the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As a result, perceptions of superstitious

thinking and behaviors, relationships between psychological

factors, and relationships between competitive situations were

derived from the collected data. First of all, superstitious

thinking and behavior appeared due to negative experiences of

anxiety and pressure from competitive sports situations and

positive experiences of desperateness to win. Second, it is

found that negative and positive psychological reactions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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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 depending on how one perceives “jinx”. Third, by

repeatedly experiencing optimistic psychological energy built

from personal jinx as well as achieving positive results,

athletes were found to have higher belief in superstitious

thinking and behavior.

Next, <Research II> takes data and results collected from

<Research I> and developed nine questionnaires related to the

perception of jinx, 17 questionnaires about positive belief, and

17 questionnaires about negative beliefs –three factors and a

total of 43 questionnaires. 21 preliminary questionnaires were

created through content validity verification process with

professional meetings.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surveying was conducted among 434 athletes who were

affiliated in high school teams or were adult athletes. 11

questions with more than 50% of response integration rate

were deleted and another question was deleted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 total of nine questions were

consisted of five questions related to positive beliefs and four

questions related to negative beliefs. As a result of factor

analysis, it was found that model-fit and factor load were at

appropriate levels, and the reliability of the scale was verified

through internal consistency analysis. Additional construct

validation, convergent validation and discriminant validation

were verified. Through the measurement invariance test, it was

proved through cross validity that the concepts of factors were

equally measured according to age and athlete experience.

The superstitious belief scale developed in this study

supplemented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scales. Thus, it is

possible to measure how much athletes believe in superstit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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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ts and behaviors such as jinx. Furthermore, it is

understood that future studies can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superstitious beliefs and various psychological

variables.

Key words: Belief in Superstition Scale, Athlete, Jinx,

Superstition, Belief in Superstition, Routine

Student Number: 2016-3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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