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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구조화된 글쓰기처치가 엘리트 태권도 선수의 경쟁상

태불안,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경쟁상태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엘리트 태권

도선수 57명을 대상으로 글쓰기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

은 각각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무선배치되어, 통제집단의 경우

정서적으로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글쓰기를, 실험집단의 경우, 경

쟁과 관련된 불안에 대한 글쓰기를 각각 진행하였다. 두 집단 모두

글쓰기 처치 전후에 경쟁상태불안과 인지된 경기력 변화량을 알아보

기 위하여 자기보고식척도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집단간 동

질성확보 및 가설검증을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에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경쟁상태불안의 하위요인인 인지불안과 신체불안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상태자신감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인지된 경기력의 경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

로 연구의 시사점과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은 엘리트 운동선수의 경기력향상에 초점을 두어 글쓰기

처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연구 결과는 엘리트 운동

선수의 심리기술 훈련 방법 중 하나로 글쓰기 방법을 활용될 수 있

음을 입증하였다.

주요어 : 운동선수, 심리기술훈련, 표현적 글쓰기, 성장글쓰기, 경쟁상

태불안, 인지된경기력

학 번 : 2020-2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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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엘리트 운동선수의 궁극적 목표는 경쟁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국기 중 하나인 태권도는 올림픽 효자종목으로, 종

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지켜왔다(임태희, 2009). 하지만 최근 세계 태권도선

수 경기력의 상향평준화로 인해, 경기 성과의 하락세를 피할 수 없는 실정

이다(정광채, 양대승, 2016). 이러한 현상을 타계하기 위하여, 운동 생리

학, 심리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분야에서 태권도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

고자 노력을 지속해왔다(한미옥, 이용국, 2021; 박종화, 2020; 김동원, 심

태영, 2019).

경기력(Performance)은 경기수행에 있어서 요구되는 운동선수의 총체

적 역량을 의미하며, 체력과 기술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소 등 복합적 상

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양대승, 2015). 최근 스포츠 과학화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서 심리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태권도는 8m X 8m 정사각형의 좁은 공간에서 상대의 움직

임에 대응하기 위한 빠른 움직임 등이 결과로 직결되기 때문에, 적절한

각성 및 불안 조절 등의 심리요인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

인이 된다(Orlick & Partington, 1988). 또한, 태권도 선수의 경기력은 기

술, 심리, 체력, 전술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윤영길 외, 2006)

가 밝혀지면서 심리측면의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한편 운동선수의 경기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인지된 경기

력(perceived performance)라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지된 경

기력이란, 수행에 앞서 가지는 자신감 혹은 불안이라는 의미로(Black &

Weiss, 1992), 스포츠 맥락에서 경기력을 측정하는 데 겪는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태권도와 같은 토너먼트 경기 및 단체종목의

경우 기록종목과 다르게 경기력을 객관화하고 수치화하는 데 어려움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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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 따라서 선수들이 스스로 인지하는 경기력을 측정함으로써, 운동선수

가 경기 수행과 관련하여 가지는 효능감 및 주관적인 수준을 평가한다. 인

지된 경기력은 경기력을 예측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개념으로서 활용되

고 있다(심영균 외,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엘리트 태권도선수의 경

기력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인지된 경기력을 측정하였다.

태권도의 종목 중 겨루기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 제한된 공간 안에서

상대와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아야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태권도선수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는 경기

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어성문, 2014). 즉, 태권도선수의 기술

및 체력 요인의 기량 차이보다는 심리요인에 의해 성패가 결정될 수 있다

고 해석할 수 있다(양은석, 김진환, 2010). 태권도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심리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김수연, 2020; 심영균 외, 2019; 양대승 외, 2018). 이는 선수의 운

동 기능 수준이 높더라도, 불안(anxiety)과 같은 심리문제를 극복하지 못

하면 개인의 최고기량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을 시사한

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운동선수의 여러 심리문제 중 불안과 경기력 간

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혀냈다(김원배 외, 2000; 홍길동, 이홍식, 2005).

불안은 각성(arousal)이라는 생리적 활성화 및 자율 신경계의 반응

(autonomic reactivity)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불안은 크게 특성 불안

(trait anxiety)과 상태 불안(state anxiety)으로 구분된다. 특성불안이란,

객관적으로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 놓였을 때, 이를 위협으로 지각하여

불안을 경험하는 불안으로, 개인의 동기 및 후천적으로 학습된 경향성을

의미한다. 한편 상태불안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자율신경계의 활성화 및

각성상태에 의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긴장감(Spielberger, 1966)을 의미

한다. 이러한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은 역동적으로 운동선수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정청희, 2004). 예컨대, 운동선수가 높은 수준의 불안을 지각할 경

우, 신체·생리적 불안 수준이 함께 고조되어 운동수행을 방해하고, 이는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Smith, 1986).

특히 스포츠심리학 분야에서는 상태불안에 주목하여 다차원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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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고, 운동선수가 경기 맥락에서 느끼는 상태불안을 인지불안과 신체

불안으로 구분하여 경쟁상태불안(competitive state anxiety)이라는 개념

을 고안하였다(Martens et al., 1990). 경쟁상태불안은 경쟁상황이라는 특

수한 환경을 고려한 불안의 한 개념으로, 시합을 앞둔 선수들이 경험하는

경기 결과 및 경쟁상대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 등의 심리 상태를 의미한

다(조경진, 2008; Martens, 1982). 이는 경기력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

는 변인으로(한미옥, 이용국, 2021; 황승현, 2018), 스포츠심리학자들의 주

된 관심사이다. 경쟁상태불안은 운동에너지와 같으며 일정 수준의 강도에

도달하면 반응을 보이는 불안이다(Martens et al.,1990). 즉, 선수가 경쟁

상황을 위험한 상황으로 지각할 때 경험하는 즉각적인 반응이며, 이는 생

리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각성과 같은 개념으로 다루어진다(양은석, 김진

환, 2010).

높은 수준의 경쟁상태불안은 저조한 경기 성과와 연관이 있다(송진섭,

윤원정, 2018). 과도한 불안은 인지영역과 관련된 주의형태 및 집중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신체영역과 관련된 근육의 긴장 및 경직에도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황현주, 2009; 이정규, 2005). 따라서 경기력

에 직결되는 선행요인인 경쟁상태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은 경기력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운동선수의 높은

불안수준이 경기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선수들의 불안 조

절을 위한 심리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국내외를 불

문하고 지난 수 십 년 간 많은 학자들은 운동선수의 경쟁상태불안 감소

를 위한 심리기술훈련(psychological skills training; 이하 PST)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오고 있다(신대권, 2010; Birrer & Morgan, 2010).

다양한 심리 이론 중 인지행동 수정 이론에 근거한 중재는 스포츠심리학

분야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개입방법 중 하나이다

(Meichenbaum, 1977).

특히 심상을 활용한 경쟁상태불안 감소의 효과성은 다수 검증된 바

있다(박정호 외, 2014). 심상 훈련은 상상으로 수동·능동적 특성을 구성

하는 정신 과정 중 하나로(김정수, 1998), 실제 운동을 하지 않지만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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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을 상상함으로써 이미지를 연상시켜 수행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최기웅, 2000). 심상은 마음속으로 경기 계획 및 전략을 연습하고, 개인

의 성공 경험을 상상하여, 불안과 긴장을 통제하는 등의 인지과정을 의

미한다(Hall, Mack, Pavio, & Hausenblas, 1998). 이러한 인지 정서 조절

전략은 운동선수의 불안 감소(김정원 외, 2007), 경기력향상(조슬기 외,

2014) 등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심상과 유사하게 인지 정서 조절 전략을 활용한 처치 방법 중 하

나인 글쓰기 처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지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자신

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쓰는 글쓰기 처치의 효과성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박경희, 2006; Pennebaker & Beall, 1986). 글쓰기

처치는 불안조절 및 특정 영역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입방법

중 하나로(Park & Ramirez, 2014), 자신의 경험을 쓰는 과정에서 부정정

서가 해소되고, 그 경험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하는 과정을 통해 인

지적인 자기이해가 이루어진다(Pennebaker, 2004).

글쓰기 처치는 글쓰기가 하나의 도구가 되어 치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Pennebaker(1997)의 표현적 글쓰기(expressive writing)연구 진행

이래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다. 표현적 글쓰기란 개인이 직면

한 스트레스 상황에 관한 생각과 정서를 자유롭게 쓰도록 장려하는 비구

조화된 글쓰기 처치 방법 중 하나이다(Pennebaker & Beall, 1986). 구체

적으로, 지속된 트라우마 및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을 10~15분,

3~4회 동안 자유롭게 작성하게 하는데, 여기서 맞춤법이나 문법은 중요

하지 않다(Pennebaker, 1997). 표현적 글쓰기는 임상집단 뿐만 아니라,

비임상 집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ennebaker & Beall, 1986). 구체적으로, 우울 및 불안 감소, 정신외상

증상감소, 심박수 저하, 면역기능 강화, 학업성적 향상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손희정, 신희천, 2013; park & Ramirez, 2014;

Greenberg et al., 1996; Pennebaker & Evans, 2014; Pennebaker &

Francis, 1996; Pennebaker et al.,1988).

표현적 글쓰기의 효과는 운동선수 집단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배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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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 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표현적 글쓰기 개입을 통해 선수들의

경쟁상태 불안 수준이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다(Jannah et al., 2019). 뿐

만 아니라, 표현적 글쓰기를 통해 스포츠와 관련된 스트레스원을 감소시

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밝혀졌다(Hudson & Day, 2012). 다가오는

시합과 유사하게,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표현적 글쓰기를 했을

때,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밝혀졌다(Frattaroli et

al., 2011). Ramirez와 Beilock(2011)는 실험집단 학생들에게 다가오는 시

험에 대한 감정과 생각에 대해 쓰게 하고, 통제집단 학생들은 시험과 관

련 없는 내용에 대해 쓰게 하였다. 그 결과,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

학생들의 시험에 대한 부정적 심리반응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엘리트 태권도 선수의 경쟁상태불

안 감소를 위한 중재 방법 중으로서의 효과성을 일부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이러한 비구조화된 글쓰기 연구결과의 효과크기

가 작거나,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결과들이 밝혀지면서, 몇

몇 학자들은 이러한 비구조화된 글쓰기처치의 효과성이 비일관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Guastell, 2009). 146개의 비구조화된 글쓰기 방법을 사

용한 연구를 대상으로 메타 분석한 결과, 연구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으며,

효과크기 또한 전반적으로 작다는 점(effect size=0.075)이 밝혀졌다

(Frattaroli, 2006). 비구조화 글쓰기는 말 그대로 구체적인 지시 없이, 주

제에 대해 어떻게 글을 쓸지에 대해 참여자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

서 글을 쓰는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실제

로, 비구조화 글쓰기처치와 구조화된 글쓰기 처치의 효과성을 비교한 연구

에서, 비구조화 글쓰기처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은

반면, 구조화된 글쓰기 처치에서 유의미한 효과성을 보이며, 두 처치 방법

의 차이점을 밝혀낸바 있다(현승주, 2020). 즉,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없는

글쓰기는 개인에 따라 효과크기가 작거나,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등 혼재

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구조화된 글쓰기에서 제시하

는 각 단계의 정서처리 기법을 통해 의미부여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인지적 재평가 능력을 증진시키고(설지윤, 2018), 자기조절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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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이지혜,

2018).

이에, Guastella & Dadds(2006)는 비구조화 된 글쓰기의 효과성에 의

의를 제기하며, 비구조화된 글쓰기 패러다임을 보다 초점화 된 글쓰기 형

태로 변형하여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Guastella(2009)는 글쓰기 처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중 인지

및 정서처리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치는 것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에 각

각의 정서처리 단계를 노출(Foa & Kozak, 1986), 재평가(Davey, 1997),

이점 찾기(Davis et al., 1998)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구조화된 글쓰기 처

치를 구성하였고, 경험적 연구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구조화된 글쓰기(structured Written Disclosure)는 노출(exposure), 재

평가(devaluation), 이점 찾기(benefit0finding) 세 단계에 따른 인지행동

처리 과정으로 구성되었다(Guastella & Dadds, 2009). 구조화된 글쓰기

를 중재방법으로 사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불안감소(Barrett & Wolfer,

2001), 인지적 재평가, 정서반응(설지윤 외, 2019), 스트레스, 대처유연성

(현승주, 2020)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글쓰기 처치

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메타분석을 진행한 연구에서, 글쓰기 처치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는 .34로, Cohen(1966)의 효과 크기 해석 기준을 적용하였

을 때,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를 나타낸다. 따라서 수치상으로는 글쓰기 처

치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해석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글쓰기 처치는 시

간 및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PTSD, 섭싱장애 등 증상이 심각한 임상군보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글쓰기 처치를 진행할 경우 더 나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예슬, 2013). 따라서 임상군에 속하지 않는 운동선

수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처치를 진행할 경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구조화된 글쓰기 처치는 엘리트태권도선수가 경쟁 상황에서 지각하는

불안에 대해 노출하고, 불안을 지각하는 경쟁상황을 긍정적 관점에서 재

평가하며, 불안을 딛고 경쟁에 임한 경험을 통해 이점을 찾는 과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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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며 불안수준을 감고시키고, 경기력에 대한 주관적인 자신감을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인이 경험한 경기와 관련된 불안,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글을 쓰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상담사와 같

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언제 어디서든 수행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다.

이는 잦은 해외 원정 경기 및 전지훈련 등 심리상담사와 정기적으로 대

면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치 않은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매우 필요한

처치 방법으로, 선수들이 매일 일과 후 작성하는 훈련일지와 같이 능동

적으로 처치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엘리트 태권도 선수의 경쟁상태불안을 감소시키

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구조화된 글쓰기 처치를 제공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Pennebaker(1997)의 글쓰기 모형을 큰 틀로 두고, Guastella

와 Dadds(2006)의 노출-재평가-이점 찾기 세 단계에 걸친 인지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지시문을 활용하여 구조화된 글쓰기 효과를 엘리트 태권

도 선수의 인지된 경기력과 불안 측면에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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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및 가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규명하

고자 한다.

연구문제 1. 글쓰기 프로그램 참여는 엘리트 태권도선수의 불안감소에

효과가 있는가?

가설 1-1.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경쟁상태불안의 하위요

이인인 인지불안은 감소될 것이다.

가설 1-2.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경쟁상태불안의 하위요

이인인 신체불안은 감소될 것이다.

가설 1-3.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경쟁상태불안의 하위요

이인인 상태자신감은 향상될 것이다.

연구문제 2. 글쓰기 프로그램 참여는 엘리트 태권도선수의 인지된 경기

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가설 2-1.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인지된 경기력은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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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1. 불안

1) 불안(Anxiety)과 경쟁상태불안(Competitive State Anxiety)

불안은 경기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력은

신체기능 뿐만 아니라, 생리·심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발휘

된다(Singer, 1972; Alderman, 1974). 특히 심리요인은 경기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인으로,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선

행요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한미옥, 이용국,

2012). 다양한 심리요인 중 불안은 경기력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다이다. 불안이란, 자기보존을 위한 생리적 반응과 내적 욕구가 외

부로 표출되는데, 이는 경쟁 상황을 위협으로 느낄 때 나타나는 두려움,

우려, 걱정 등의 심리상태라고 할 수 있다(이강헌 외, 2005). 특히 경쟁상

태불안(competitive state anxiety)은 경기장면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

는 불안으로 알려져 있다(한미옥, 이용국, 2021; 황승현, 2018).

경쟁상태불안이란, 시합을 앞둔 선수가 경험하는 경기 결과 및 경쟁 상대

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과 같은 심리상태를 의미한다(조경진, 2008;

Martens, 1982). 이는 일반적인 불안과 달리, 스포츠라는 특수한 맥락에

서 고려되어야 하는 경쟁상황에 대한 불안을 설명하는 불안으로, Martens

et al.,(1990)은 경쟁상태불안이 운동 에너지와 같으며, 일정 수준 강도에

도달하게 되면 반응을 보이는 불안이라고 주장한다. 즉, 운동선수가 경쟁

에 대한 위험을 지각하게 되면 경험하는 즉각적인 반응이며, 이는 생리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각성과 같은 개념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양은석, 김진

환, 2010). 한편 높은 수준의 경쟁상태불안은 저조한 경기성과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원정, 2018). 특히 태권도 경기의 경우, 8m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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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m 정사각형의 좁은 공간에서 상대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빠른 움직

임 등이 결과로 직결되기 때문에, 적절한 각성수준 및 불안조절 능력은 경

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Orlick & Partington, 1988).

스포츠맥락에서의 불안은 인지·신체 요인의 다차원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

으며(Weinberg & Gould, 1995), Jones & Hanton(2001)은 불안을 ‘환경

의 요구에 대처하는 개인의 능력이 불확실하다고 지각한 주관적 평가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인 신체·인지 반응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경쟁상

태불안은 신체불안(somatic anxiety), 인지불안(cognitive anxiety), 상태

자신감(state competence)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구체적으로, 신체

불안은 땀 배출, 두통, 복통, 심장박동 증가 등의 반응을 유발한다. 한편

인지불안은 긴장, 초조함, 부정적사고, 걱정 등의 생각을 유발한다. 끝으

로, 상태 자신감은 편안함, 안전함, 즐거움과 같은 생각을 경험하게 한다.

선수들은 경기 장면에서 최상수행을 발휘하기 위해 경쟁상황에서 수반되

는 경쟁상태불안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선수들은 경기 결

과를 예측할 수 없을 때 공포나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안은

경기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홍길동, 이홍식, 2005;

한미옥, 이용국, 2021).

2) 경쟁상태불안의 구성요소

경쟁상태불안은 상태불안(State Anxiety)의 다차원적 요인을 고려한 개념

으로, 시합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인지상태불안(cognitive sate anxiety)

과 신체상태불안(somatic state anxiety) 그리고 자신감(self-confidence)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인지상태불안은 현재의 상황, 불확실한 결과, 예

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부담과 관련이 있으며, 수행에 있어서 부정적 기

대, 집중력 부족, 주의산만 등의 특성을 지닌다. 반면, 신체불안은 땀 분

비, 호흡, 심박수 증가와 같은 신체증상과 연관이 있다. 마지막 요인인 자

신감은 얻고자 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정의된다(Feltz,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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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상태불안 검사지 통해 선수의 불안과 수행력 간의 관계를 측정한 결

과, 자신감이 높고 불안 수준이 낮을 때 선수들의 수행이 향상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Martens, 1987). 또한, Burton(1988)은 신체 불안은 시합 시

작되기 직전에 최고수준에 달했다가, 점점 감소되기 때문에, 인지불안이

신체 불안에 비해 경기력에 강력한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경쟁상태불안의 다차원적 요인과 관련하여, 인지·신체 불안은 경기가

다가올수록 서로 다른 형태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각각의 선형관계 패턴을

띄는 것으로 확인되었다(Martens et al., 1990). 구체적으로, 시합에 참가

한 선수의 시합 전 24시간 동안 신체 불안의 증가를 나타낸 반면, 인지

불안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경쟁상태불안의 측정

스포츠 맥락에서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Martens(1977)가

Spielberger(1972)의 특성불안 및 상태불안을 기초로 스포츠 경쟁불안 검

사(Sport Competition Anxiety Test : SCAT)를 개발하였다. 스포츠 경

쟁불안 검사는 선수가 스포츠라는 경쟁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도록 질문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용과 성인용으로 나누어져있

다. 이는 스포츠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안은 ‘경쟁’이라는 상황에 의해 유

발되며, 스포츠 상황에서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

에 둔 구체적 불안 검사지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근거 하에 개발되었다.

한편 불안은 인지·정서 요인뿐만 아니라, 생리 요인 또한 포함되는 개념으

로 설명된다. Martens 등(1990)은 이러한 다차원적 측면에서의 불안을 설

명하기 위해 경쟁상태불안 질문지(CSAI-2)를 개발하였다. 이 질문지는 불

안과 관련된 이론 및 연구동향을 반영하여 경쟁 상황에서의 경쟁 상태 불

안 질문지를 구성하였고(Krane & Williams, 1987), 선수들의 불안을 연

구하는 연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척도이다. 이 척도엔 인지불

안, 신체불안, 상태자신감 세 요인을 측정하며, 불안의 다차원적 요인을

각각 측정한다. 불안을 인지, 정서, 생리 요인으로 이루어진 다차원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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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으로서 요인을 반영하였지만, 모든 요인을 자기보고식 척도로 측정한다

는 점에 있어서 측정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Bishop 등(2004)은 뇌 영상을 통해, 불안은 정서뿐만 아니라 인지조절

과 관련된 대뇌 네트워크 활동 저하에 깊이 관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불안이 단일요인이 아닌, 최소한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근심, 걱정 등 인지요인과

관련된 인지불안(Cognitive anxiety)과 호흡, 맥박 수, 근육 긴장과 같이

생리적 증상과 관련된 신체불안(somatic anxiety)으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Martens et al., 1990).

경쟁상태불안과 경기력 간의 관계는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한미옥, 이용국, 2021; 최연호, 김수연, 2021). 운동선수가 높은

수준의 경쟁상태불안을 느끼게 되면, 경기력 저하, 자신감 감소 등 여러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이준희, 신연지 2018). 하지만 운동선수가 적

정 수준의 불안을 경험할 경우엔, 경기 상황에서 집중력이 향상되고, 침착

하게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위재욱,

박수근, 2020). 즉, 이는 지나치게 높은 혹은 낮은 상태의 불안이 아닌,

개인에게 적절한 수준의 불안상태가 경기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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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된 경기력

1) 경기력

경기력(Performance)이란, 운동선수가 전술 및 기술 등 모든 것을 발

휘하는 능력으로, 일회성 수행이 아니라, 장시간의 철저한 준비, 훈련을

통해 얻은 안정적인 개인 운동능력을 의미한다(이상호, 2006). 즉, 경기력

은 스포츠 맥락에서 경기수행을 위해 작용되는 모든 행위, 기술을 포함한

총체적 능력을 의미한다. 경기력은 생물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신체조건,

훈련량, 훈련 기간, 경기 당시의 심리상태 등 선수의 내적·외적 요인의 역

동을 통해 결과로서 발휘된다(정국현, 김현식, 2004). 즉, 선수들의 내재된

잠재력뿐만 아니라, 시합 과정에서 적절한 심리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

력에 의해 경기력이 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기술적 측면 뿐만 아니라, 심리요인과 같은 여러 결정요인을 염두에 둘 필

요가 있다.

김의환(1991)은 스포츠 경기에서의 경기력은 신체적 측면(physical

aspcect), 정신적 측면(mental aspect), 기술 측면(technical aspect)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기력의 정신적 측면은 스포츠

심리학자들의 주된 관심사이다. 하지만 모든 종목에서 경기력을 일률적으

로 객관화 및 수치화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토너먼트를 치러야하

는 종목, 단체 종목의 경우, 개인의 경기력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이다. 이에,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선수의 경기력을 측정하기 위해 선수가

인지하는 경기력인, 인지된 경기력(perceived performance)이라는 개념

을 고안하였다.

2) 인지된 경기력

스포츠 심리학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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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선수들의 성공적인 경기력을 수행의 측정과 관련하여, 인지

된 경기력(perceived performance)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지된 경기

력은 수행에 앞서 가지는 자신감 혹은 불안감의 의미로(Black & Weiss,

1992), 인지된 성공, 인지된 수행력 등의 용어로 혼용되고 있다. 개인의

능력 범위 내에서 성공적인 수행 경험은 인지된 경기력의 성공감(Feeling

of success)을 증가시킨다.

인지된 경기력은 실제 스포츠 맥락에서 경기력을 측정하는 데 어려움

을 겪는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특히 태권도와

같은 토너먼트 경기에서의 개인의 경기력을 측정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종목의 선수의 경기력 측정을 위해서 선수들이 인지하는

경기력을 측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이안나, 2012). 인지된 경기력이란, 선

수가 수행에 있어서 스스로가 인지하는 운동 기능의 향상도 및 만족도를

의미한다.

최근 많은 학자들이 경기력 연구를 위한 변인으로 인지된 경기력이라

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Mamassis & Doganis, 2004). 인지된 경기력은

운동선수가 경기 수행과 관련하여 가지는 효능감 및 수행에 대한 주관적

수준을 설명하기 때문에, 경기력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서 매우 유용

하게 활용된다(심영균 외, 2019).

3) 인지된 경기력과 관련된 선행연구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은 다양하다. 그 중 운동선수의 불안

은 경기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김정환,

2019; 한미옥, 이용국, 2021).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상태

불안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밝혀졌다(홍길동, 이홍

식, 2005; 조현철, 김종식, 2011). 스포츠 맥락에서 선수들 간의 기술 수

준이 비슷한 경우라면, 더더욱 심리상태가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높다. 연습경기에서 높은 수준의 기량을 발휘하다가도, 막상 정식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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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선수들의 경우, 경기력저하의 원인을 심

리상태로 귀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심리 문제와 관련하여 선수의

경기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은 불안과 연관이 깊다. 양

궁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쟁상태불안이 경기력을 예측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입증하였다(홍길동, 이홍식,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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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화된 글쓰기 처치

1) 글쓰기 처치의 정의

글을 쓰는 행위는 하나의 표현 활동이다. 심리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한 연구에 적용되는 글쓰기는 개인의 감정을 표출하는 정서적 글쓰기

(emotional writing), 자기노출(self-disclosure)과 연관이 있다. 이는 글쓰

기가 하나의 도구가 되어 치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Pennebaker(1997)의 표현적 글쓰기(expressive writing)연구 진행 이래

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다. 표현적 글쓰기는 하루 15~20분,

3~4일 간 꾸준히 자신의 인생과 관련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에 대해, 깊

은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쓰게 하는 비구조적 글쓰기 처치이다.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맞춤법이나 문법은 중요하지 않으며,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면, 자신이 썼던 글을 반복해서 쓰며 쉬거나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구체적인 지시나 구조적인 가이드가 없는 비구조화된 글쓰

기이다.

스트레스 사건을 겪은 개인은 자신이 가진 문제에 직면하고, 이와 관련

된 생각이나 감정을 노출함으로써 적응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Pennebaker, 1997; Smyth, & Helm, 2003). 이러한 기제에 대한 설명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심리학의

기본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다양한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에서는 개인

의 억압된 정서를 노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Pennebaker와 동료들은 다양한 배

경을 개인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글쓰기 치료를 진행하였

고, 이를 표현적 글쓰기(expressive writing)이라고 설명하였다

(pennebaker & Beall, 1986).

Pennebaker(2004)의 표현적 글쓰기는 개인이 겪은 스트레스 사건에 대

한 깊은 생각과 이에 대한 감정을 글쓰기로 표현하게 하는데, 이를 통해

감정인식을 촉진한다. 이러한 촉진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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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보게 하고, 이는 심리적응 및 통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이다. 개인이 스스로의 감정을 잘 알게 되면, 강렬한 감정으로부터

압도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박경희,

2006). 감정인식은 개인이 스스로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 미분화된 감

정 각성이 감정의 인식을 통해 언어로 표현되고, 그 결과 감정이 명료화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최요원, 이수정, 2004).

표현적 글쓰기는 트라우마를 비롯한 우울, 불안 감소에 효과적인 처치

방법 중 하나로, 심박수 저하, 면역기능 강화, 의사방문횟수의 유의미한

증가, 학업 성적 향상 등 심리·신체상태를 비롯하여 다양한 영역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Foa & Konzak, 1986; Greenberg et al.,

1006; Pennebaker et al., 1990; Beilock et alk., 2014). 이처럼 글쓰기 처

치의 효과성은 다양한 영역에서 밝혀진 바 있으나, 글쓰기 효과를 설명

할 수 있는 지배적 이론은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자가 감정표현 및 인지변화를 주요 기제로서 간주하고 있다(Lu &

Stanton, 2010; 박경희, 2006).

2) 구조화된 글쓰기 처치

한편, 과거 글쓰기 처치 관련 연구는 개인이 과거에 겪었던 일에 대한

생각과 감정에 대한 글쓰기를 제안해왔다(Smyth, 1988). 하지만 비구조

화된 글쓰기의 효과성에 대한 비일관적 연구결과의 축적은 혼란을 야기

하였다(Stroebe et al., 2002). 한편 비구조화된 글쓰기를 처치방법으로

사용한 146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진행한 결과, 효과크기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Frattaroli, 2006).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참여자가 글쓰기 과제를 하는 동안 어떻게 글쓰기를 할 것인지

구조화를 실시한 글쓰기 프로그램을 고안하였다(Guastella & Dadds,

2008).

따라서 Guestella 등(2008)은 감정처리이론의 관점에서 세 단계를 글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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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프로그램을 구조화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는 성장글쓰기(growth

writing)이라고 명명되며, 노출(exposure), 재평가(devaluation), 이점 찾

기(benefit-finding) 세 가지의 인지행동처리 과정으로 구성된다

(Guastella & Dadds, 2009). 노출 단계에서는 개인의 힘들었던 경험에

대한 구체적 상황을 묘사하게 되는데, 이 때 사실적 기술 뿐만 아니라,

오감을 사용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개인의 상태를 쓰도록 지시한다. 이

를 통해 개인이 경험한 고통을 다시 한 번 떠올릴 수 있도록 한다. 재평

가 단계에서는 무엇이 개인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

한 후 새로운 사고방식을 탐구해보도록 지시받는다. 이는 고통 혹은 화

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 이유를 찾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점 찾기 단계에서는, 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경험에서 얻은 이점, 타인과의 관계, 세계관 세 영역에서의 탐색

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이익의 결과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

었는지, 미래에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달라는 지시를 받

고 글쓰기를 진행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표현적 글쓰기에서 제시하는 15분, 3회 이상 반복

되는 글쓰기 개입을 제공해야 한다는 틀을 따르되, Guestella 등(2008)

이 제시하는 구조화된 글쓰기 단계에 따라 글쓰기 처치를 시도할 것이

다.

3) 글쓰기 처치의 효과

글쓰기 처치는 임상 집단뿐만 아니라, 비임상 집단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ennebaker & Beall, 1986). 구체적으로,

우울 및 불안 감소, 정신외상 증상감소, 심박수 저하, 면역기능 강화, 학

업성적 향상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손희정, 신희천, 2013;

park & Ramirez, 2014; Greenberg, Wortman, & Stone, 1996;

Pennebaker & Evans, 2014; Pennebaker & Francis, 1996; Pennebaker,

et al.,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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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표현적 글쓰기 개

입을 통해 선수들의 경쟁상태 불안 수준이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다

(Jannah, Widohardhono, Fatimag, Dewi, & Umanilo, 2010). 다가오는

시합과 유사하게,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표현적 글쓰기를 했을

때,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밝혀졌다(Frattaroli et

al., 2011). 이와 같이, 글쓰기의 효과성은 다양한 영역에서 밝혀진 바 있

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른 글쓰기 개입의 구체적 효과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신의 정서와 생각을 노출하는 표현하는 과정으로부터 이점을 얻

을 수 있다. Pennebaker(2004)는 개인이 지금껏 회피해온 고통스러운 경

험에 대해 글을 매개로 정서와 사고를 표현함으로써, 생각과 정서를 통

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억압하거나 회피했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고통을 경감시켜줄 뿐만 아니라, 통찰력을 증가시켜서 대인관계 내

에서 개인의 상태를 상대에게 보여주어 의사소통을 활성화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러한 회피와 억압의 이면엔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면, 개인

이 분해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이다(Consedine et

al., 2002) 이 때 글쓰기를 통해 개인의 정서표현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

는 정서와 감각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허영자,

2010).

또한 성장 글쓰기에 기반한 구조화된 글쓰기는 비구조화된 글쓰기인 표

현적 글쓰기와 비교할 때, 우울, 불안, 부정정서, 적응수준 등에서 상대적

으로 높은 효과크기를 나타낸다(Frattaroli, 2006 ; Guastella & Dadds,

2009). Guastell와 Dadds(2009)는 노출, 재평가, 이점 찾기 세 단계로 구

조화된 글쓰기 프로그램을 고안하였다. 각 단계의 개념은 인지처리이론

을 기반으로 설명된다. 인지처리이론의 인지행동 모델은 개인이 두려운

장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병리적 공포 반응이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Foa & Kozak, 1986).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게 여겨졌던 감각과 정서가

덜 위협적인 것으로 인지되면서 사건과 거리를 두며 재평가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Ehlers & Clark, 2000). 임상치료 모델에서 자신의 외상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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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출이 우선시 되어야한다(Guastella, 2009).

재평가란,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한 원인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

점 찾기 과정을 통해, 외상사건이 개인에게 어떠한 긍정적 변화 및 이점

을 발견하게 했는지 알아보게 한다.

이러한 구조화된 글쓰기 처치는 외상사건을 입은 임상군 뿐만 아니라,

비임상군 대상자에게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제를 살펴보면, 인

지적 재평가를 통해 개인의 부정적이었던 생각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설지윤, 2018). 이러한 과정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조망을 또 다른 조망으로서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

도록 돕는다. 이 때 타인에게 개인의 정서를 표현하고 노출하는 것에 비

해서, 자기노출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부담이 덜 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는 경쟁사회에 노출되어 누군가에게 개인의 내면을 겉으로 털어놓는 데

어려움을 겪는 운동선수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표현 방식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

끝으로, 글쓰기 처치는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비용 측면에서

도 매우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이에.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 상담서

비스를 받기 어려운 개인을 포함한 훈련 및 경기 일정으로 상담사와의

일정 조율이 어려운 운동선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글쓰기

개입은 상담에 비해 짧고 간단한 처치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개입방법이

기 때문에(Sloan & Marx, 2004), 필요에 따라 선수들이 부담 없이 접근

하여 글쓰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글쓰기

처치를 통해 효과적 개입으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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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실험연구에서 필요한 표본 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G*Power를 활

용 하였다. 그 결과 최소 표본 수는 산출한 결과 두 집단 각각 26명의

표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Erdfelder et al., 2013). 이에, 연구

대상은 유의적 표집법(purposive sampling)및 집락표집법(cluster

sampling)을 적용하여 대한체육회 산하 기관인 대한태권도협회에 선수

로 등록된 대학 태권도선수들에게 모집문건을 전달하였다. 모집문건에

는 ‘시합과 관련된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글쓰기 연구’라는 연구

명과 함께 절차를 설명한 뒤,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불안 및 인지된

경기력을 측정하였다.

사전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총 98명이었으며, 57명이 선발 기준에 부

합하여, 연구 참여자로 선발되었다. 연구자가 선발된 연구 참여자에게

개별연락을 하여 실험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 밝힌 참여자에 한하여 글쓰기 처치를 진행하였다. 모든 참여

자에게 실험 도중 불참 의사를 밝힐 시, 참여를 중도에 포기해도 된다

는 사실을 전달하였고, 실험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한 뒤 실험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실험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가 실험절차에 완수하여 57명이 자

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총 57명의 연구참여자는 각각 실험집단(29명)

과 통제집단(28명)으로 무선 배정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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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집단조건
실험집단 29 50.9

통제집단 28 49.1

성별
남 36 63.2

여 21 36.8

학년

1학년 27 47.4

2학년 11 19.3

3학년 7 12.3

4학년 12 21.1

주전여부

후보 38 66.7

주전 14 26.3

로테이션 4 7.0

입상경력

시대회 1 1.8

도대회 6 10.5

전국대회 44 77.2

세계대회 2 3.5

없음 4 7.0

운동경력

8년 이하 24 42.1

9~12년 25 43.9

12년 이상 8 14.0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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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 하위척도 문항번호

CSAI-2

인지불안 1,4,7,10,13,16,19,22,25 (9뮨항)

신체불안 2,5,8,11,14,17,20,23,26(9문항)

상태자신감 3,6,9,12,15,18,21,24,27(9문항)

<표 2> CSAI-2 문항구성

2. 조사도구

1) 경쟁상태불안

Martens 등(1990)이 개발하고, 이강헌(1993) 등이 번안한 스포츠 경

쟁상태 불안 척도(competitive state anxiety : CSAI-2)를 사용할 계

획이다. 설문지의 구성은 인지상태불안 9문항, 신체 상태불안 9문항,

상태 자신감 9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

다. 질문지는 선수가 스포츠라는 경쟁상태에 대해 최근 얼마나 높은 수

준의 불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측정하며, 1점부터 5점 중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전체척도가 .78로 나타났으며, 하위척도

별로 인지불안은 .88, 신체불안은 .80, 상태자신감은 .88로 나타났다.

2) 인지된 경기력

연구 참여자들의 인지된 경기력을 측정하기 위해 Mamassis와

Doganis(2004)가 개발한 인지된 경기력 측정도구를 신정택, 육동원,

고의석(2006)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8문항 단일요인,

5점 Likert척도로, 1점부터 5점 중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경기

력을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

는 .7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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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구분 내용

노출

필수

포함

요소

1. 노출 단계에서는 개인의 힘들었던 경험에 대한

구체적 상황을 묘사하게 되는데, 이 때 사실적 기

술과

2. 오감을 사용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개인의 상

태기술

지시문

내용

경기장면을 떠올렸을 때 느껴지는 불안한 상태에
대해 잠시 떠올려보세요. 그 불안하고 떨리는 경
험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글을 써보세요. 이 때, 시각적으로 경험한
장면뿐만 아니라, 경기장의 냄새, 매트의 촉감, 긴
장되어 입에 침이 마르고, 손발이 떨리는 생리적
상태 등, 오감을 사용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묘사
해보세요. 현재 그 상황에 대한 생각을 기술하지
말고, 그 긴장되는 시합 상황으로 돌아간 것처럼
쓰세요. 만약 쓰고 싶은 글을 다 썼는데 시간이 남
는다면 앞에서 쓴 말을 반복해도 좋습니다. 최소한

<표 3> 글쓰기 필수포함요소 및 지시문

3) 글쓰기 지시문

글쓰기 과제는 총 30분 간 지시문에 따라 3번 연속(각 10분씩 3회)

시행하였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에는 각각 다른 글쓰기 지시문이 주어

지며, 실험집단에서는 Guestella(2009)의 성장글쓰기를 최가영(2011)이

국내에서 활용하기 위해 번역한 지시문을 기반으로 재구성하였으며, 통

제집단에서는 King과 Miner(2000)의 연구에서 사용한 지시문을 설지윤

(2019)이 재구성한 중립주제에 관한 글쓰기 지시문을 운동선수 맥락으

로 재구성하였다. 글쓰기 지시문의 개입의 목적이 잘 드러나게 구성되

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표 1]의 내용을 토대로 상담전공 교수 2인과

상담 전공 박사 1인 및 스포츠심리학 박사 1인으로부터 타당도 평정을

받았다. 이후 예비 연구를 통해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쳤다. 지시문은

각 단계의 목적을 반영하여 글 이에 실험집단의 경우, 노출-재평가-이

점 찾기 세 단계로 이루어진 글쓰기 지시문에 따라 시합 불안과 관련

된 경험에 대해 주어진 시간 동안 글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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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동안 쉬지 않고 글을 써보세요.(더 쓰고 싶으
면 오랫동안 글을 써도 좋습니다.)

글을 쓰면서 맞춤법이나 문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
습니다.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글을 쓰는 것이 중
요합니다. 지금 쓰는 내용은 반드시 비밀이 보장되
며 쓴 글은 어떠한 평가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필
요한 것은 불안 경험과 관련된 자신의 매우 깊은
느낌과 생각을 글 속에 털어놓고 탐색하는 것입니
다.

재평가

필수

포함

요소

1. 무엇이 개인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이유가 무엇

인지 파악한 후

2. 새로운 사고방식을 탐구하는 내용

이는 고통 혹은 화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

이유를 찾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실

시되는 것이다.

지시문

내용

앞에서 썼던 시합과 관련된 불안 경험의 이유에 대
해 생각해보세요. 즉, 그 불안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생각해보세요. (예 : 금메달을 못 따면 안
된다. 금메달을 못 따면 코치님께 혼날 것 같다. 지
난번에 했던 실수를 또 할 것 같다.) 그 불안의 이
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나를 불안하게 만든 생각을 찾아낸 다음, 여
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세요. (예 : 지
난 번에 실수를 했다고 해서 또 실수를 한다는 보
장은 없다. 나는 지금껏 최선을 다해 훈련을 해왔
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한
한 많은 방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어느 정도 다 썼는데도 시간이 남는다면 앞
에서 쓴 말을 반복해도 좋습니다. 최소한 10분 동
안 쉬지 않고 글을 써보세요.(더 쓰고 싶으면 오랫
동안 글을 써도 좋습니다.)

이점

찾기

필수

포함

요소

1. 그 경험으로부터 개인이 얻은 자신과 관련된

이점

2. 그 경험으로부터 개인이 얻은 타인과의 관계

에서의 이점

3. 그 경험으로부터 개인이 얻은 세계관에서의 이

점

4. 이익의 결과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or 미래에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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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는 지시를 받고 글쓰기를 진행한다.

지시문

내용

앞에서 썼던 불안과 관련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었나요? 1. 그 경험으로부터 스
스로가 얻게 된 이점, 2.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이
점, 3. 세계관에서의 이점 세 가지 측면에서의 이
점을 찾아서 적어보세요. 또한 그 이점의 결과로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혹은 앞으로의 삶
이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 생각하고 작성해보세
요. 최소한 10분 동안 쉬지 않고 글을 써보세요.
(더 쓰고 싶으면 오랫동안 글을 써도 좋습니다.)

가. 실험 집단 지시문

첫 번째 지시문 : 노출 글쓰기

경기장면을 떠올렸을 때 느껴지는 불안한 상태에 대해 잠시 떠올려

보세요. 그 불안하고 떨리는 경험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

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글을 써보세요. 이 때, 시각적으로 경험한 장

면 뿐만 아니라, 경기장의 냄새, 매트의 촉감, 긴장되어 입에 침이 마

르고, 손발이 떨리는 생리적 상태 등, 오감을 사용하여 최대한 구체

적으로 묘사해보세요. 현재 그 상황에 대한 생각을 기술하지 말고,

그 긴장되는 시합 상황으로 돌아간 것처럼 쓰세요. 만약 쓰고 싶은

글을 다 썼는데 시간이 남는다면 앞에서 쓴 말을 반복해도 좋습니다.

최소한 10분 동안 쉬지 않고 글을 써보세요.(더 쓰고 싶으면 오랫동

안 글을 써도 좋습니다.)

글을 쓰면서 맞춤법이나 문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쉬지 않

고 지속적으로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쓰는 내용은 반드

시 비밀이 보장되며 쓴 글은 어떠한 평가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필

요한 것은 불안 경험과 관련된 자신의 매우 깊은 느낌과 생각을 글

속에 털어놓고 탐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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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지시문 : 재평가 글쓰기

앞에서 썼던 시합과 관련된 불안 경험의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세

요. 즉, 그 불안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생각해보세요. (예 : 금

메달을 못 따면 안 된다. 금메달을 못 따면 코치님께 혼날 것 같다.

지난번에 했던 실수를 또 할 것 같다.) 그 불안의 이유는 다른 사람

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나를 불안하게 만든 생각을 찾아낸 다음, 여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세요. (예 : 지난번에 실수를 했다고 해서 또 실수

를 한다는 보장은 없다. 나는 지금껏 최선을 다해 훈련을 해왔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한 한 많은 방향에서 생각해보

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어느 정도 다 썼는데도 시간이 남는다면

앞에서 쓴 말을 반복해도 좋습니다. 최소한 10분 동안 쉬지 않고 글

을 써보세요.(더 쓰고 싶으면 오랫동안 글을 써도 좋습니다.)

세 번째 지시문 : 이점 찾기

앞에서 썼던 불안과 관련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었나요? 1. 그 경험으로부터 스스로가 얻게 된 이점, 2.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이점, 3. 세계관에서의 이점 세 가지 측면에서의 이점을

찾아서 적어보세요. 또한 그 이점의 결과로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

했는지, 혹은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 생각하고 작성해

보세요. 최소한 10분 동안 쉬지 않고 글을 써보세요.(더 쓰고 싶으면

오랫동안 글을 써도 좋습니다.)



- 28 -

나. 통제 집단 지시문

첫 번째 지시문

10분 동안 당신의 내일 계획에 대해 써 보세요. 계획에 대해 상세

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상상해보세

요.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이 할 계획에 대해 순서

대로 정확하게 기술해주세요. 당신이 옮겨 다닐 모든 장소의 루트를

기술해주세요. 이 것을 다 쓰고 시간이 남으면, 지금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기술하세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의 색, 촉감 등 자세하게 기술

해보세요.

두 번째 지시문

10분 동안 당신의 물건들에 대해 써 보세요. 당신은 시합 전에 어

떤 물건들을 준비해두나요? 시합을 준비할 때 소지품을 두는 장소에

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능한 그 물건들에 대해 자세히 묘사해주

세요. 어떤 물건들인지, 어디에 활용되는 물건들인지 기술해주세요.

만약 이것을 다 쓰고도 시간이 남으면, 오늘 날씨에 관해서 기술하세

요.

세 번째 지시문

10분 동안 당신의 쉬는 날에 대해 써 보세요. 훈련이 없는 날 당신

은 주로 무엇을 하고 시간을 보내나요? 가능한 상세하게 동선과 행

동에 대해 써주세요. 만약 이것을 다 쓰고도 시간이 남으면 훈련이

있는 날에 무엇을 하는지, 숙소에서 훈련장으로 가는 길에 무엇이 보

이는지,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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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내용

피험자 선발

-연구 참가 희망자 대상으로 연구 목적 설명

-설명 이후에도 참여의사를 밝힌 희망자를 대상으로 피험자

선발

-선발 후 통제 및 실험 집단에 무선배정

↓

연구 동의서

작성 및

사전검사

-연구 절차 설명 후 연구 참여 동의서 작성

-경쟁상태를 떠올리면 느껴지는 불안을 떠올려보라고 지시

-인지된 경기력(8문항), 경쟁상태불안(27문항) 으로 이루어진

설문 응답

↓

글쓰기 처치

-글쓰기는 실험자와 3:1로 진행

-첫 세션 종료 후 10분간 글쓰기를 진행한 후 3분 정도의 휴

식시간

-두 번 째 세션 종료 후에도 마찬가지로 10분의 글쓰기 이후

3분의 휴식시간

-이후 세 번째 세션 10분간 진행

이 때 실험자는 동석하지 않고 각자가 알아서 지시문에 따라

글을 써 나가게 됨

↓

처치 종료 후 -인지된 경기력(8문항), 경쟁상태불안(27문항) 사후 설문 진행

↓

실험 종료
디브리핑 및 심리적 어려움 지속 시 상담 신청이 가능한 곳 안

내

<표 4> 연구절차

3.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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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설문지의 응답이 완성된 자료는 회수하여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분석 가능

한 자료를 코딩 지침에 따라 컴퓨터에 개별 입력시킨 후 전산처리를

실시하였다. SPSS 25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처리 하

였다.

1) 수집된 자료의 전반적 특성(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을 파악하

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집단 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사전측정치를 비교하여 집단 동질

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 측정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

였다.

3) 실험집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후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4) 본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a = .05로 설정하였다.

5. 연구의 윤리적 검증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 모집에서

부터 연구 진행과정, 연구방법 등에 대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

회(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로부터 검

토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IRB No. 2204/004-010). 이후 연구 참여자

들과 보호자에게 IRB의 승인 내용과 연구 참여자 동의서를 받은 후 연

구를 진행하였으며, 이상의 모든 연구절차는 SNUIRB에서 제시한 연구

윤리 준수 규정에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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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하위요인 집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점수

인지된

경기력

인지된

경기력

실험 29 3.215 0.498

52.455 1.683

통제 28 2.968 0.601

경쟁

상태불안

인지불안

실험 29 3.616 0.748

54.328 1.278

통제 28 3.353 0.806

신체불안

실험 29 2.869 0.794

53.712 1.178

통제 28 2.642 0.655

상태

자신감

실험 29 2.674 0.627

54.824 0.473

통제 28 2.599 0.571

<표 5> 사전 측정치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제 4 장 연구 결과

1.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글쓰기 처치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이전에,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을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질한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

변수인 인지된경기력, 경재상태불안(인지불안, 신체불안, 상태자신감)수준

에 있어 두 집단 간 사전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

을 실시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및 집단간 동질성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상의 사전 측정치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두 집

단이 동질적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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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하위

요인

실험집단(N=29) 통제집단(N=28)

사전검사 사후검사 사전검사 사후검사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인지된

경기력

인지된

경기력
3.22 .50 3.36 .53 3.36 .53 3.06 .59

경쟁

상태

불안

인지

불안
3.62 .75 3.09 .65 3.35 .81 3.23 .80

신체

불안
2.87 .79 2.55 .62 2.64 .66 2.48 .66

상태

자신감
2.67 .63 3.14 .60 2.60 .57 2.69 .66

<표 6> 글쓰기 처치에 대한 사전 사후 기술통계량

2. 글쓰기처치 효과 검증

1) 글쓰기 처치에 대한 사전 사후 기술통계량

글쓰기 처치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인지된 경기력과 경쟁상태

불안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6>과 같다.

<표 6>을 보면, 인지된 경기력과 상태자신감은 글쓰기 처치 이후 평

균 점수가 향상되었으며, 인지불안과 신체불안의 평균점수는 하락하였다.

한편 통제집단의 경우, 인지된 경기력, 인지불안, 신체불안은 글쓰기 처

치 이후 평균점수가 향상되었으며, 신체불안의 경우 처치 이후 평균점수

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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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지된 경기력 사전사후 변화도

하위요인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p)

인지된 경기력

실험 29 3.36 .53
2.023

(.048)
통제 28 3.06 .59

<표 7> 글쓰기 처치가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2) 글쓰기 처치가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글쓰기 처치가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집

단의 사후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t값의 유의확률은 .04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인지된 경기력에 대한

글쓰기 처치의 유의미한 차이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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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p)

인지불안

실험 29 3.09 .65
-.716

(.477)
통제 28 3.09 .65

신체불안

실험 29 2.55 .62
.377

(.708)
통제 28 2.48 .66

상태자신감

실험 29 3.14 .60
2.715

(.009)
통제 28 2.69 .66

<표 8> 글쓰기 처치가 경쟁상태불안에 미치는 영향

3) 글쓰기 처치가 경쟁상태불안에 미치는 영향

글쓰기 처치가 경쟁상태불안의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집단의 사후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7> 을 살펴보면, 인지불안과 신체불안 변수에서 집단에 따른 유의

한 차이가 나타지 않았으며, 상태자신감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유의한 차이가 확인된 상태자신감 변수의 t값과 유의확률을 살펴보

면, 상태자신감(t=2.715, p=.009)로 나타났다. 한편 인지불안의 경우 유의

확률 p=.477, 신체불안의 경우 유의확률 p=.708로, 집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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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지불안 사전사후 변화도

<그림 3> 신체불안 사전사후 변화도

<그림 4> 상태자신감 사전사후 변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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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논의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구조화된 글쓰기 처치가 엘리트 태권도선수의 인지된 경기력

향상과 불안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

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상태불안 척도(competitive state anxiety

: CSAI-2)를 사용하였고, 평균점수가 3점 이상인 57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발하였다. 이후 선발된 연구 참여자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무선 배

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두 집단의 모든 참여자는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글쓰기

처치 전 1회당 10분간 이어지는 글쓰기 처치를 총 3회 실시하였다. 구조

화된 글쓰기 처치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 사후 두 집단 참여자

모두 글쓰기 처치 전 인지된 경기력과 경쟁상태불안 척도를 실시하였으며,

처치 직후에 사후검사를 위해 두 척도를 다시 한 번 수행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모든 요인의

신뢰도는 통계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57부

의 자료를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빈도분

석, 집단간 사전 동질성 검증 및 구조화된 글쓰기 처치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밝혀진 가설에 따른 연구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글쓰기 처치가 경쟁상

태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인지불안과 신체불안 요인에서 유

의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상태자신감 요인에 있어서 유

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상태 자신감은 얻고자 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믿음으로(Feltz, 1988), 운동선수의 경기력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 중

하나이다. 스포츠 자신감과 경기력은 최상수행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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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Weinberg & Gould, 1996). 자신감 수

준이 낮을 경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저하되고 이는 곧 높은 수

준의 인지불안 등으로 이어져 경기력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선수들의 상

태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선수들이 경기에서 최상수행

을 발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험집단의 경우, Guastella와

Dadds(2009)가 제시한 다중정서처리 과정을 거쳤으며, 경쟁상황을 긍정

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글쓰기를 세 차례 반복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구조화된 글쓰기 처치의 각 단계는 인지처리를 단계적으로 유도

하여 인지도식의 변화를 촉진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현승주, 2019).

한편, 기술통계 상으로는 인지불안, 신체불안 두 요인 모두 처치 후 하

락된 양상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작은 효과크기와 관련하여, 글쓰기 처치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메타분석을 진행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평균 효과크기가

.15(Frattaroli, 2006) .19(Frisina et al., 2004), .34(이예슬, 2014)로, 대체

로 글쓰기 처치의 효과크기가 크지 않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 유의한

효과크기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짧은 처치만으로 인지불안과 신체불안의

평균점수가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의 통계적 변화량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분석과 별개로, 사후점수에서

사전점수를 뺀 값을 토대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지

된 경기력과 신체불안에서는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상태자신감(t=2.872, p=.006)과 인지불안(t=3.320, p=.002)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태자신감의 유의한 집단 간 차이는

본 분석에서 실시한 사후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와 일치하지

만, 인지불안 요인의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사후점수에 대한 분

석결과와 일치하지 않다. 이러한 인지불안요인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었

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배드민턴 선수를 대상

으로 표현적 글쓰기를 통해 인지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Jannah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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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처치의 유의한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은 원인으로는 짧은 회기

간 간격을 추측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각 처치 회기

간 간격에 따라 효과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Smyth

et al., 1998). 즉, 회기 간 간격이 넓을수록 처치 효과가 증진되었다. 하

지만 본 연구의 실험은 시즌 중 진행되어 처치 간 간격을 두기엔 물리적

한계가 있어서 3분의 휴식시간 만을 두고 3회의 처치를 연달아 진행하였

다. 회기 간 간격이 길어진다면, 글쓰기 처치 참여자의 피로를 줄여주며,

자신이 쓴 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효과크기를 나타낸다는 주장이다(Frattaroli, 2006).

이 밖에 또 다른 원인으로는 사전점수의 통제 부족을 원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현재 지속적인 경기일정과 코로나19로 인한 접근적 어려움

등의 문제로 연구 참여자의 사전점수를 완벽히 통제하기엔 어려움이 따

랐다. 따라서 사후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

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신체불안의 유의하지 않은 효과성에 대해, 선수들이 생리적 측면

에 대한 정확한 자각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측정 상의 오류

가 있었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보고식 척

도는 경쟁상황을 떠올리며 개인의 신체적 상태를 수치화해서 표현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현재가 아닌 경쟁상황을 떠올리며, 신체에서 느껴지는

신체불안상태를 정확히 떠올리는 데는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다. 다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불안의 생리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기보고식척도

와 더불어,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뇌파측정 등 다양한 측

정도구를 활용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두 번째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글쓰기 처치가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노출-재평가-이점찾기 세 단계를

거친 실험집단의 인지된 경기력이 통제집단과 비교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중정서처리이론을 기반으로 한 세 단계의

글쓰기 전략이 인지적 재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고(설지윤, 2018), 특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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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 단계인 ‘이점 찾기’ 단계를 통해, 선수들이 경쟁과 관련된 경험 속

에서 얻은 이점을 찾는 과정을 거치면서 경쟁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구조화된 글쓰기 처치가 긍정정서에 유

의미한 처치 효과를 보인다고 밝힌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최가영,

2015). 인지된 경기력은 운동선수가 자신의 경기력에 대해 가지는 주관

적인 자신감으로, 실제 경기력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

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향상을 위한 심리기술

훈련의 일환으로 구조화된 글쓰기 처치가 가지는 효과성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부분의 운동선수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며, 자신의 기술 및 심리수준

을 성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훈련일지를 작성한다. 하루를 마무리

하는 시간에 훈련일지 작성과 더불어 구조화된 글쓰기 처치의 지시문에

따라 글쓰기를 하는 것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동선수들은 글쓰기를 통해 개인이 경쟁상황에

대해 느끼는 부정적 생각을 노출하고, 인지적으로 재평가 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조절 전략을 사용하여 인지적 재평가 과정을 학습한 결과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과정은 태권도 선수들이 경쟁상황에서 느끼

는 부담감, 실패에 대한 우려 등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여,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구조화된 글쓰기 처치의 두 번째 단계인 재평가 단계는 스포츠심리학에

서 주로 사용되는 심상(imagery), 자화(self-talk) 등의 심리기술과 연관이

있다. 특히 심상은 선수들이 직접 훈련에 임하지 않더라도, 경기 장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감각 영역이 활성화되어 경기력에 긍정적 효과를 나

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심리기술훈련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정성현, 김

유나, 2018).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심리기술훈련이지만, 심상을 선명하

고 정확하게 구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에겐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따라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에게 있어서, 글쓰기처치는 보

다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구체적으로, 단순히 상상 뿐만 아니라, 글

로 자신의 생각을 적는 과정에서, 경쟁상황을 보다 뚜렷하고 선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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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올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선수들은 자율성을 잃고 통제

력이 감소될 수 있다(Davis, 2020). 따라서 훈련일지를 쓰는 것과 같은 습

관과 더불어, 훈련일지의 연장으로 구조화된 글쓰기를 병행한다면, 통제력

을 찾아 여러 심리요인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펜데믹으로 인해 운동선수와 스포츠심리상담사 간의 대면상담에 어

려움을 겪게 되면서, 비대면 중재 방법의 고안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Davis et al., 2020). 따라서 이러한 글쓰기 처치를 통해 시간·비

용적으로 경제적인 심리기술 훈련방법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엘리트 운동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 기존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심리기술인 심상과 관련하여, 심상화가 어려운 선수들을 대상으

로 이러한 훈련이 적용된다면 하나의 심리기술훈련 방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Gilbert & Procter, 2006).

2.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 제언

글쓰기 처치의 효과성을 밝힌 선행연구 축적에도 불구하고, 국내 엘리트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엘리트 태권도 선수의 심리기술훈련의 일환으로, 글쓰기 처치라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태권도라는 특정 종목과 대학 선수라는 특정 연령층에 제한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모든 엘리트 운동

선수들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구조화된 글쓰

기처치의 실효성을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

한 종목과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기력 수준에 따른 결과 차이를 통제하지 못하였다. 경기력 수준

이 높을수록 심리기술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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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는 메달이 없는 선수부터 세계대회 입상실적이 있

는 선수까지 경기력 수준이 매우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 따라서 경기력

수준이 연구 결과에 가외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

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정확한 연구 결과를 위하여 경기력 수준을

통제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일주일 혹은 3~4일의 간격을 두고 구조화

된 글쓰기처치의 각 단계를 실시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경기 및 훈련

스케줄을 고려하여 하루에 세 단계를 모두 실시하였다. 이러한 설계상의

문제로 글쓰기 처치의 효과성이 미미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긴 간격을 두고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여, 효과성에 대해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더 많은 표본 수를 모집하여 실험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

구에서는 표본 수 산출 프로그램인 G*Power를 활용하여, 최소 표본 수

를 구하여 그에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통계분석을 하여 유

의한 결과를 얻기엔 매우 작은 표본 수이며, 본 연구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큰 표본

수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42 -

참 고 문 헌

김동원, 심태영 (2019). 단기간 로윙에르고미터 훈련이 중학교 태권도 겨

루기 선수의 체력과 스포츠자신감 및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

향. 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 19(3), 111-127.

김원, 우종민, 채청호 (2005). 정신과에서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의 이용. 신경정신의학, 44(2), 176-184.

김원배, 윤영길, 현종호 (2000). 경쟁불안이 수영 선수들의 경기력에 미치

는 영향.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 21(2), 71-85.

김정원, 황진, 김성옥 (2007). 태권도 선수들의 심상유형과 경쟁상태 불안

의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8(1), 119-132.

노희준 (2008). 심리·생리적 불안이 운동수행에 미치는 모형 연구 : 태

권도선수를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경희 (2006). 외상경험 글쓰기의 치료적 효과와 기제 : 가정폭력피해

여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용권, 허윤경 (2020). 태권도 선수들의 경쟁상태불안 감소를 위한 NLP

코칭프로그램. 한국코칭학회, 13(6), 209-234.

박은영 (2011). 유방암 환자를 위한 표현적 글쓰기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종화 (2020).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29(2), 423-439.

설수황, 여인성, 김범준 (2013). 중·고등부 태권도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스포츠자신감 및 인지된경기력의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8(3), 161-172.

손지영 (2020). 엘리트 경영선수의 경쟁상태불안과 경기력의 관계연구.

스포츠사이언스, 37(2), 63-75.

손희정, 신희천 (2013). 주관적 외상 사건에 대한 구조화된 글쓰기의 효

과. 상담학연구, 14(6), 3237-3259.

송진섭, 윤원정 (2018). 고등학교, 대학교 축구선수의 심리적 안녕감이 경

쟁상태 불안과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3(3),

451-465.

신대권 (2010). 심리기술훈련이 여자고등학교 펜싱선수의 경쟁상태불



- 43 -

안과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은석, 김진환(2010). CSAI-2를 이용한 태권도 경쟁상태불안 분석. 한

국스포츠심리학회지,21(1), 69-84.

윤영길, 김원배, 임태희(2006). 종목에 따른 경기력 구성 요소의 기여도.

한국스포츠심리학회, 17(1), 1-10.

이강헌, 구우영, 정구인, 정용각(2005). 운동행동과 스포츠심리학. 서울,

대한미디어.

이안나(2012). 프로골프선수들의 완벽주의 성향이 자기관리행동과 인

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재은, 여윤기 (2016). 대학 태권도 선수의 심리기술이 경쟁상태불안과

스포츠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무도학회지, 18(3), 29-41.

이정규 (2005). 골프선수의 심리상태가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

포츠리서치, 16(5), 107-117.

임태희(2009). 태권도 경기력 모형개발과 요인에 따른 우선순위. 체육과

학연구, 20(1),58-70.

정광채, 양대승(2016). 세계 정상급 태권도 선수들의 경기 운영형태에 따

른 득점 유형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25(5), 1303-1315.

정국현, 김현식(2004). 체육측정평가학 :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형성 요인. 한국체육학회지, 43(5), 475-484.

조슬기, 김정모, 박윤식 (2014). 대학 품새 선수를 위한 심상훈련 프로그

램 개발 및 적용에 관한 단일사례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23(4), 547-562.

최연호, 김수연 (2021). 고등학교 태권도선수의 그릿과 경쟁상태불안 및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6(5), 173-185.

한미옥, 이용국 (2021). 대학 태권도선수의 운동몰입과 경쟁상태 불안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19(1),

645-655..

허영자 (2010). 외상 피해자의 무력감 회복을 위한 용서 프로그램의상담

적 개입 – 정서표현을 위한 저널테라피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상담학회지, 19, 329-361.

현승주 (2019). 스트레스, 대처유연성, 분노표현 양식 및 분노의 관계 :

성장 글쓰기의 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4 -

홍길동, 이홍식 (2005). 양궁선수의 시합 전 경쟁 상태불안과 경기력과의

관계. 한국코칭능력개발원, 7(4), 141-150.

황승현 (2018). 심박변이도를 활용한 농구선수들의 시합불안도 측정. 한

국체육과학회지, 27(2), 261-270.

황현주(2009). 중, 고등학생 수영선수들의 경쟁상태불안수준에 관한 연

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Barrett, M. D., & Wolfer, T. A. (2001). Reducing anxiety through a

structured writing intervention: A single-system evaluation.

Families In Society, 82(4), 355-362.

Birrer, D., & Morgan, G. (2010). Psychological skills training as a

way to enhance an athlete's performance in high‐intensity

sports. Scandinavian journal of medicine & science in

sports, 20, 78-87.

Black, S. J., & Weiss, M. R. (1992).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Coaching Behaviors, Perceptions of Ability, and

Motivation in Competitive Age-Group Swimmers.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14(3)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 Lang, A. 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 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4),

1149-1160.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 Lang, A. G. (2013). G* Power

Version 3.1. 7 [computer software]. Uiversität Kiel, Germany.

Frattaroli, J., Thomas, M., & Lyubomirsky, S. (2011). Opening up in

the classroom: effects of expressive writing on graduate school

entrance exam performance. Emotion, 11(3), 691.

Greenberg, M. A., Wortman, C. B., & Stone, A. A. (1996). Emotional

expression and physical health: Revising traumatic memories or

fostering self-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3), 588-602.

Greeson, J. M. (2009). Mindfulness research update:

2008. Complementary health practice review, 14(1), 10-18.



- 45 -

Guastella, A. J., & Dadds, M. R. (2006). Cognitive-behavioral models

of emotional writing: A validation stud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0(3), 397-414.

Guastella, A. J., & Dadds, M. R. (2008). Cognitive-behavioral emotion

writing tasks: A controlled trial of multiple processes.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39(4),

558-566.

Guastella, A. J., & Dadds, M. R. (2009). Sequential growth in

cognitive-behavioral emotion-processing: A laboratory

stud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3(4), 368-374.

Hudson, J., & Day, M. C. (2012). Athletes' experiences of expressive

writing about sports stressor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3(6), 798-806.

Kay, S. M., & Marple, S. L. (1981). Spectrum analysis—a modern

perspective. Proceedings of the IEEE , 69(11), 1380-1419.

Lu, Q., & Stanton, A. L. (2010). How benefits of expressive writing

vary as a function of writing instructions, ethnic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y and

Health, 25(6), 669-684.

Mamassis, G., & Doganis, G. (2004). The effects of a mental training

program on juniors pre-competitive anxiety, self-confidence,

and tennis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6(2), 118-137.

Mamassis, G., & Doganis, G. (2004). The effects of a mental training

program on juniors pre-competitive anxiety, self-confidence,

and tennis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6(2), 118-137.

Martens, R, Vealey, R. S., & Burton, D. (1990).Competitive anxiety in

sport. ChampaignIL : Human Kinetics Pub.

Martens, R. (1982). Sport competitive anxiety test. Champaign, IL :

Human Kinetics Publishers.

Meichenbaum, D.(1977). Cognitive behaviour modification: An



- 46 -

integrative approach. New York: Plenum Press. 

Montano, N., Ruscone, T. G., Porta, A., Lombardi, F., Pagani, M., &

Malliani, A. (1994). Power spectrum analysis of heart rate

variability to assess the changes in sympathy vagal balance

during graded orthostatic tilt. Circulation, 90(4), 1826-1831.

Nijstad, B. A., Stroebe, W., & Lodewijkx, H. F. (2002). Cognitive

stimulation and interference in groups: Exposure effects in an

idea generation task.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8(6), 535-544.

Orlick, T., & Partington, J. (1988). Mental links to excellence. The

sport psychologist, 2(2), 105-130.

Park, D., Ramirez, G., & Beilock, S. L. (2014). The role of expressive

writing in math anxiet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Applied, 20(2), 103.

Pennebaker J. W., & Beall S.K. (1986). Confronting traumatic events:

Toward an understanding of inhibition and diseas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3), 274

Pennebaker, J. W., & Beall, S. K. (1986). Confronting a traumatic

event: toward an understanding of inhibition and

disea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3), 274.

Pennebaker, J. W., & Evans, J. F. (2014). Expressive Writing: Words

that Heal. WA: Idyll Arbor.

Pennebaker, J. W., & Francis, M. E. (1996). Cognitive, emotional, and

language processes in disclosure. Cognition & Emotion, 10(6),

601-626.

Pennebaker, J. W., Colder, M., & Sharp, L. K. (1990). Accelerating

thecoping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58(3), 528-537.

Pennebaker, J. W., Kiecolt-Glaser, J. K., & Glaser, R. (1988).

Disclosure of traumas and immune function: Health implications

for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2), 239-245.



- 47 -

Ramirez, G., & Beilock, S. L. (2011). Writing about testing worries

boosts exam performance in the classroom. science, 331(6014),

211-213.

Smyth, J., & Helm, R. (2003). Focused expressive writing as self‐

help for stress and trauma.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9(2), 227-235.

Spielberger, C. D. (1966). Theory and research on anxiety. Anxiety

and behavior, 1(3).



- 48 -

부 록

부록 1. 연구 참여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참여자용 설명문

연구 과제명 : 구조화된 글쓰기처치가 엘리트 태권도선수의 불안 

및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책임자명 : 서지예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이 연구는 엘리트 태권도선수의 불안감소를 위해 글쓰기처치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연구 대상자로서 적합한 특성의 태권

도선수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서지예 연구원(010-0000-0000)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

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

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

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

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엘리트 태권도선수의 불안감소를 위한 개입 방법 중 

하나로서의 글쓰기 처치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 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성인 엘리트 태권도 선수 (대한체육회 산하 대한태권도 협회에 등록된) 

65명의 사람이 참여 할 것입니다.



- 49 -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

다.

1) 귀하는 35문항 정도의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할 것입니다.

2) 연구자와 만나 10분간 총 3회의 글쓰기를 실시할 예정이며, 글쓰기 

처치 전 후로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3) 글쓰기 처치는 지시문에 따라 10분씩 총 3회의 글쓰기를 진행할 것이

며, 주로 경기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글을 쓰게 

될 것입니다.

4) 모든 과정은 연구자와 2:1 혹은 3:1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연구 참여 당일 한 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

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

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만두는 경우 모아진 자

료는 즉시 파기할 것입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예, 다만 경기 중의 불안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불안을 경험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즉각적으로 연구자가 불안감소를 위한 이완 

및 심호흡 등의 개입을 통해 중재를 제공할 것입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실험에서 제공하는 글쓰기 처치를 통해 시합에 대한 불안이 감소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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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

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서지예(010-0000-0000)니다. 본 연구

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연락처, 선수경력, 입상성적 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은 성별, 선수생활기간, 입상성적에 따른 연구 결과의 차이에 대

해 해석하는 목적으로 수집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연구자(서지예)와 

지도교수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며, 암호화된 형태의 디지털 파일형태로로 

보관이 될 것입니다.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을 보관한 후 폐기할 

예정이며, 연구자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가능한 

한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례금 지급 및 실험일정 조율을 목적

으로 수집된 전화번호는 연구 직후 파기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기타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

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

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

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현금 10,000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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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서지예      전화번호:   010-0000-000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

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이메일: irb@snu.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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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연구참여자 보관용)

연구 과제명 : 구조화된 글쓰기 처치가 엘리트 태권도 선수의 불안 및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책임자명 : 서지예(서울대학교, 교육학과)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

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

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

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

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

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

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받는 연구원

의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를 보관하겠습니다. 

8. 나는 나의 연락처, 선수경력, 입상성적이 수집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연구에 사용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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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연구자보관용)

연구 과제명 : 구조화된 글쓰기 처치가 엘리트 태권도 선수의 불안 및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책임자명 : 서지예(서울대학교, 교육학과)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

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

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

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

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

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

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받는 연구원

의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를 보관하겠습니다. 

8. 나는 나의 연락처, 선수경력, 입상성적이 수집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연구에 사용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부록 2.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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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연관 지어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를 해주시거나 내용을 기입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엘리트 태권도선수의 불안감소를 위해 글쓰기처치

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응답자 여러분의 답변은 통계법에 의거하여 개별적으로 분석
되거나 유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답변은 무기명으로 작성
되어 수집된 자료는 통합된 결과만이 분석에 사용되므로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습니다.

더불어 본 설문에 대한 응답과 관련해 옳고 그름이 없으며, 
응답자 여러분이 느끼는 생각을 정확하게 표시해주는 것이 가
장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니 모든 문항에 대해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할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석사과정 서지예
(010-0000-0000 / XXX@snu.ac.kr)

1. 운동 경력 :  (20   년) ~ 현재; (    ) 년째

2. 성별  ① 남  ② 여

3. 학년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학년  (출생연도:      )

4. 주전여부 : ① 주전  ② 로테이션  ③ 후보  ※2021 시즌 기준

5. 개인 입상경력: ① 시대회  ② 도대회  ③ 전국대회 ④ 세계대회 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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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자주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1 나는 지금 이번 시합이 신경이 쓰인다. ⓵ ⓶ ⓷ ⓸ ⓹
2 나는 지금 초조하다. ⓵ ⓶ ⓷ ⓸ ⓹
3 나는 지금 마음이 가볍다. ⓵ ⓶ ⓷ ⓸ ⓹
4 나는 지금 내 능력이 의심스럽다. ⓵ ⓶ ⓷ ⓸ ⓹
5 나는 지금 과도하게 민감해진다. ⓵ ⓶ ⓷ ⓸ ⓹
6 나는 지금 마음이 편안하다 ⓵ ⓶ ⓷ ⓸ ⓹
7
나는 지금 이번 경기에서 전처럼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
⓵ ⓶ ⓷ ⓸ ⓹

8 나는 지금 내 몸이 굳어지는 것 같다. ⓵ ⓶ ⓷ ⓸ ⓹
9 나는 지금 자신감을 느낀다. ⓵ ⓶ ⓷ ⓸ ⓹
나는 지금 경기에 질까 걱정된다. ⓵ ⓶ ⓷ ⓸ ⓹10

나는 지금 체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⓵ ⓶ ⓷ ⓸ ⓹11

나는 지금 안심이 된다. ⓵ ⓶ ⓷ ⓸ ⓹12

나는 지금 압박감 때문에 답답할까봐 걱정

된다.
⓵ ⓶ ⓷ ⓸ ⓹13

나는 지금 내 몸이 편안함을 느낀다. ⓵ ⓶ ⓷ ⓸ ⓹14

나는 지금 시합에 대해 자신이 있다. ⓵ ⓶ ⓷ ⓸ ⓹15

나는 지금 경기를 잘 못할까 걱정이 된다. ⓵ ⓶ ⓷ ⓸ ⓹16

나는 지금 내 심장이 마구 뛰는 것을 느낀

다.
⓵ ⓶ ⓷ ⓸ ⓹17

나는 지금 경기를 잘 해낼 자신이 있다. ⓵ ⓶ ⓷ ⓸ ⓹18

☞ 다음은 경쟁상태불안에 대한 질문지입니다. 여러분의 느낌을 솔직하게 답해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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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인지된 경기력에 대한 질문지입니다. 여러분의 느낌을 솔직하게 답해주

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

지가 걱정된다.
⓵ ⓶ ⓷ ⓸ ⓹19

20 나는 지금 속이 울렁거린다. ⓵ ⓶ ⓷ ⓸ ⓹

21 나는 지금 정신적으로 여유가 느껴진다. ⓵ ⓶ ⓷ ⓸ ⓹
22
나는 지금 남들이 내 경기 내용에 실망할

까봐 걱정된다.
⓵ ⓶ ⓷ ⓸ ⓹

23 나는 지금 손에 축축하게 땀이 난다. ⓵ ⓶ ⓷ ⓸ ⓹
24
나는 지금 머릿속에 목표에 도달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
⓵ ⓶ ⓷ ⓸ ⓹

25
나는 지금 집중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된다.
⓵ ⓶ ⓷ ⓸ ⓹

26 나는 지금 몸이 경직됨을 느낀다. ⓵ ⓶ ⓷ ⓸ ⓹

27
나는 지금 정신적 부담감을 극복할 자신이

있다.
⓵ ⓶ ⓷ ⓸ ⓹

문항
전혀

좋지

않다.

좋지

않다

보통

이다
좋다

매우

좋다

1 나의 신체적인 느낌은? ⓵ ⓶ ⓷ ⓸ ⓹
2 나의 기술의 질은? ⓵ ⓶ ⓷ ⓸ ⓹
3 나의 타이밍과 리듬은? ⓵ ⓶ ⓷ ⓸ ⓹
4 나의 집중력은? ⓵ ⓶ ⓷ ⓸ ⓹
5 나의 노력의 양은? ⓵ ⓶ ⓷ ⓸ ⓹
6 나의 정신적 태도와 사고는? ⓵ ⓶ ⓷ ⓸ ⓹
7 시합 중 자신감의 수준은? ⓵ ⓶ ⓷ ⓸ ⓹
8 실제 수행과 기대했던 수행을 비교하면? ⓵ ⓶ ⓷ ⓸ 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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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실험집단 글쓰기 지시문

첫 번째 지시문

경기장면을 떠올렸을 때 느껴지는 불안한 상태에 대해 잠시 떠올려

보세요. 그 불안하고 떨리는 경험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

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글을 써보세요. 이 때, 시각적으로 경험한 장

면 뿐만 아니라, 경기장의 냄새, 매트의 촉감, 긴장되어 입에 침이 마

르고, 손발이 떨리는 생리적 상태 등, 오감을 사용하여 최대한 구체

적으로 묘사해보세요. 현재 그 상황에 대한 생각을 기술하지 말고,

그 긴장되는 시합 상황으로 돌아간 것처럼 쓰세요. 만약 쓰고 싶은

글을 다 썼는데 시간이 남는다면 앞에서 쓴 말을 반복해도 좋습니다.

최소한 10분 동안 쉬지 않고 글을 써보세요.(더 쓰고 싶으면 오랫동

안 글을 써도 좋습니다.)

글을 쓰면서 맞춤법이나 문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쉬지 않

고 지속적으로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쓰는 내용은 반드시

비밀이 보장되며 쓴 글은 어떠한 평가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불안 경험과 관련된 자신의 매우 깊은 느낌과 생각을 글 속에

털어놓고 탐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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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지시문

앞에서 썼던 시합과 관련된 불안 경험의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세

요. 즉, 그 불안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생각해보세요. (예 : 금

메달을 못 따면 안 된다. 금메달을 못 따면 코치님께 혼날 것 같다.

지난번에 했던 실수를 또 할 것 같다.) 그 불안의 이유는 다른 사람

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나를 불안하게 만든 생각을 찾아낸 다음, 여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세요. (예 : 지난 번에 실수를 했다고 해서 또 실수

를 한다는 보장은 없다. 나는 지금껏 최선을 다해 훈련을 해왔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한 한 많은 방향에서 생각해보

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어느 정도 다 썼는데도 시간이 남는다면

앞에서 쓴 말을 반복해도 좋습니다. 최소한 10분 동안 쉬지 않고 글

을 써보세요.(더 쓰고 싶으면 오랫동안 글을 써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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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지시문

앞에서 썼던 불안과 관련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었나요? 1. 그 경험으로부터 스스로가 얻게 된 이점, 2.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이점, 3. 세계관에서의 이점 세 가지 측면에서의 이점을

찾아서 적어보세요. 또한 그 이점의 결과로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

는지, 혹은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 생각하고 작성해보

세요. 최소한 10분 동안 쉬지 않고 글을 써보세요.(더 쓰고 싶으면

오랫동안 글을 써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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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통제집단 글쓰기 지시문

첫 번째 지시문

10분 동안 당신의 내일 계획에 대해 써 보세요. 계획에 대해 상세

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상상해보세

요.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이 할 계획에 대해 순서

대로 정확하게 기술해주세요. 당신이 옮겨 다닐 모든 장소의 루트를

기술해주세요. 이 것을 다 쓰고 시간이 남으면, 지금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기술하세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의 색, 촉감 등 자세하게 기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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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지시문

10분 동안 당신의 물건들에 대해 써 보세요. 당신은 시합 전에 어

떤 물건들을 준비해두나요? 시합을 준비할 때 소지품을 두는 장소에

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능한 그 물건들에 대해 자세히 묘사해주

세요. 어떤 물건들인지, 어디에 활용되는 물건들인지 기술해주세요.

만약 이것을 다 쓰고도 시간이 남으면, 오늘 날씨에 관해서 기술하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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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지시문

10분 동안 당신의 쉬는 날에 대해 써 보세요. 훈련이 없는 날 당신

은 주로 무엇을 하고 시간을 보내나요? 가능한 상세하게 동선과 행

동에 대해 써주세요. 만약 이것을 다 쓰고도 시간이 남으면 훈련이

있는 날에 무엇을 하는지, 숙소에서 훈련장으로 가는 길에 무엇이 보

이는지,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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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Structured

Written Disclosure on the

Competitive State Anxiety and

Perceived Performance of Elite

Taekwondo Athletes

Jiye Seo

Department of Education, Educational Counsel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test the effect of structured

written disclosure on elite taekwondo athletes’ competitive state

anxiety and perceived performance. Structured written disclosure

was conducted on 57 elite taekwondo athletes who were

experiencing competitive state anxiety.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either the control group, which wrote on maintaining

emotional neutrality, or the experiment group, which wrote about

competition-related anxiety. Self-reporting questionnaires on

competitive state anxiety and perceived performance were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 writing interventions for both

groups. The collected data were used for the independent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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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est to secure homogeneity between the two groups and verify

hypotheses. Results showed that both cognitive state anxiety and

somatic state anxiety, two sub-factors of competitive state

anxiety,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while state self-confidence, the third sub-factor of

competitive state anxiety, and perceived performance proved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The implications and significance of the

study were discussed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was

conducted focusing on performance improvement of elite

athletes, which has not been attempted in Korea. The results also

prove that structured written disclosure can be used as an elite

athlete’s mental training method.

keywords : mental training, expressive writing, anxiety,

perceived performance,

Student Number : 2020-21358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문제 및 가설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불안  
	1) 불안과 경쟁상태불안  
	2) 경쟁상태불안의 구성요소  
	3) 경쟁상태불안의 측정  

	3. 인지된 경기력   
	1) 경기력  
	2) 인지된 경기력  
	3) 인지된 경기력과 관련된 선행연구  

	2. 구조화된 글쓰기 처치  
	1) 글쓰기 처치의 정의  
	2) 구조화된 글쓰기 처치  
	3) 글쓰기 처치의 효과  


	제 3 장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2. 조사도구  
	3. 연구절차  
	4. 자료분석  
	5. 연구의 윤리적 검증  

	제 4 장 연구 결과  
	1.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2. 글쓰기처치 효과 검증 

	제 5 장 논의  
	1. 요약 및 논의   
	2.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 제언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startpage>9
제 1 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문제 및 가설   8
제 2 장 이론적 배경   9
 1. 불안   9
  1) 불안과 경쟁상태불안   9
  2) 경쟁상태불안의 구성요소   10
  3) 경쟁상태불안의 측정   11
 3. 인지된 경기력    13
  1) 경기력   13
  2) 인지된 경기력   13
  3) 인지된 경기력과 관련된 선행연구   14
 2. 구조화된 글쓰기 처치   16
  1) 글쓰기 처치의 정의   16
  2) 구조화된 글쓰기 처치   17
  3) 글쓰기 처치의 효과   18
제 3 장 연구 방법 및 절차   21
 1. 연구대상   21
 2. 조사도구   23
 3. 연구절차   29
 4. 자료분석   30
 5. 연구의 윤리적 검증   30
제 4 장 연구 결과   31
 1.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31
 2. 글쓰기처치 효과 검증  32
제 5 장 논의   36
 1. 요약 및 논의    36
 2.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 제언   40
참고문헌   42
부    록   48
Abstract   63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