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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心理學의 發展파 陽究現況

柳 正 행

(體育敎育科)

I. 觸 論

人類가 생존하는곳 어디에서나 인간은의식적이던 무의식적이먼운동을 하는 有機體로서

존재한다. 體育이란 이러한 유커체가 신체활동 및 이와 관련된 學習活動에 의해서 모든 사

람을 대상으로 그 개인적 • 사회적 발달을 꾀하는 동시에 신체활동을 통해서 보다 높은 차

원의 목표를 향해 언간의 챙동이나 태도를 변화시키는 λ、間育成의 敎育이며， 스포츠 심리

학은 인간의 행동이나 태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여러가지 心理的인 事實

과 原理를 학승， 퍼포먼스， 그외 연관된 언간행동을 해결하려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

다 (Lauther, 1972: 1).

우리는 생활의 일부로서 즐기고 있는 스포츠 장면에서 심리적인 영역의 문제가 자주 등

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드로 스포츠 심리학이 一般 心理學을 運動場面이나 운동선수

에게 적용시켜， 運動行動(Movement behavior)을 기술하고 분류해서 일정한 법칙을 구하고

인간의 행동을 예측할 째 보다 효과적으로 체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제공

할 수 있게 된다(Ryan ， 1981 : 5).

팀에 유용한 공헌을 할 理想的인 섬리적 특성을 가진 선수에 대한 결정， 선수들에 대한

이해와 이들을 다루는 문제， 운동 前이나 운동 도중， 시합 前이나 시합 도중의 선수에 대

한 동기화문제， 팀의 土氣， 효율적인 경쟁과 협동적인 상황 및 지도력 증진에 관한 문채

등이 심리학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Straub, 1978)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과학적인 연구방법이 없어

서는 안되며， -般 純牌心理學과 무관하게 스포츠 심리학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묘

로， 스포츠 심리학을 지도하는 사람플은 일반 심리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순수하

고 체계적인 연구를 하여 응용적인 측면에서 스포츠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풍부한 경험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II . 冊究目的

모든 스포츠 科學 가운데 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 져 야하는 스포츠 심 리 학이 그동안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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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과학보다 그 발달아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1970년대 에 들어와서야 겨우 전문 잡

치가 발간되기 시작한 사질로서도 충분한 증명이 되고 있다.

그려나 오늘날의 선수들이 과학적인 선수 관리와 운동으로 과거 그 어느때보다 체격이

크고 강하며 바르게 잘 훈련되어 있어서 각 스포츠 종목마다 상위고지 (upper plateau)에 도

달하는 선수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여 가고 있으묘로， 송 • 패의 차이가 가끔 신체적인 요소

보다는 오히려 情縮的인 요소에 의해서 좌우 련다는 많은 行動主義 학자들의 주장과 함께

선수들의 내면적 청서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면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심리학적인 측면에

서의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4 (New York Times 1981. 9.18). 사실상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자신의 퍼스넬리티， 습관 및 태도와 같은 정서에 영향이 미치는 요인들을 경기장 밖

에 두고 피일드에 出場할 수 없￡며， 모든 근육 운동은 정서적인 면을 포함해서 일어날 뿐

만아니라 근육 운동을 매력적이거나조강하게 발현 시키는데는 정서적인 드럴이 적지않게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Tukto， 1971 : 61'""63).

이려한 맥락에서 볼때 스포츠 심리학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으나 우

리 나라에 서는 아직 스포츠심리 학이 體育 心理學이라는 이름으로 이흔과목으로만 다루어 져

왔다. 연구 활동도 교육 심리학척인 측면에서의 기술적 설명적 방볍에 의존하였을뿐 行動

科學으로셔의 실험 연구는 거의 불모지상태였음을 각성하고， 한국 체육학회지， 체육， 스포

츠 과학 연구보고서(대한체육회 발간)，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 논집，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서 입수한 심리학 관계 논문 등 116펀올 和田尙(1975) 가 교육구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분

류한 연구내용과 방법(松田， 1979: 31'""34)을 준거로 우리나라 스포츠 심리학 연구의 현질

을 분석하고 파악함으로서 미래 스포츠 心理學에로 進一步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스포츠 心理學의 짧展 및 冊究現況

1. 스포츠 心理學의 發展

고대 Hylozoism과 Animism에 서 시 작하여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모든 학문 가운데 서 가

장 오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심리학은 이미 B.C.4'""5세 기 경 Plato(427?"-'347? B. C.) 나

Aristotle (384'""322 B. C.) 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현대심리학자들이 해결 하려고하는 여러

가지 문제--學習動機， 뼈覺， 꿈릉--가 연구되었다. 이렇게 심리학이 가장 오래된 학문

이면서 하나의 새로운 학문이라는 역설을 Ebbinghaus (1850'""1927)는 “심리학은 긴 과거

를 가지고 있지만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심리학이 추구하는 “인간

본질에 대한 이해”는 현대 심리학에 있어서나 그 이전의 심리학에 있어서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接近方法， 이용된 테크닉이 현대 심리학과 고대 哲學的언 개념 ‘속에서 심리학

을 구분지을 뿐이다 (Schultz， 198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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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기 말까지 철학자플은 자신들의 제한된 경 험 에 근거한 思索이 나 直觀 및 一般化를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1879년 최초의 심리학적인 실험실을

설치 하고， 1881년 실험 적 인 보고서 를 수록한 최초의 심 리 학 저 널 “Philosophische studien"

을 발간하면서 이전의 철학에서 떨어져 나와 독자적인 학문으로서의 심리학이 발전하게 되

었으며 體育學的 입장에서는 이것을 스포츠 심리학의 嘴失로 보고 (Schultz , 3) 있다.

당시 에 학문으로 정 립되 지 않은 상태 에 서 운동적 측면에 서 의 “體育論 (Artis Gymmasticae)"

이 1959년 이 태 리 의 사 Mercrialish, H.에 의 해 저 술되 었으며 , 이 것은 신체운동과 그 효과

를 기술한 최초의 人文學的 • 醫學的 昭究가 되었다. 17세 기 대학에서도 신체운동에 대한

이론적이며 과학적인 논문이 제출되었으나 哲學 ，神學· 法學· 醫學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

했던 (前) 1 1， 1971) 것이다.

2. 여 러 나라의 맑究現況

1) 미국의 陽究現況

스포츠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스포츠 심리학의 先覺的 연구는 Fitz, W. (1895),

Trippett, N. (1899) , Lashley, K. S. (1915)등의 연구로 시 작해 서 19101건 “Journal of Educa

tional Psychology"가 발간되면서 체육적인 측면에셔 발달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1911년

Taylor, F.W. (1856"-'1915)의 “Principle of Scientific Management" , 1913년 Munsterberg

(1863"-'1916)의 “Psychology and Industrial Efficiency"등으로 신체활동을 연구하면서 그 적

용으로 塵業心理學에도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1920""1930년대 에 접어들어 오늘날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며 그당시 Illinois대 학

교의 심 리 학자였던 Griffith, C.R.가 1925년 경기 연구소 (Athletic Research Laboratory)를 세

우면서 조직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그의 두 저서 “Psychology of Coaching"

(1926)과 “Psychology and Athletics" (1928)는 오늘날 스포츠 심 리학의 古典으로 전해오고

있다.

초기에 생소하게 틀리던 스포츠 心理學은 차차 활기를 매기 시작했으며 기본적인 운동종

목의 심리학적 분석， 스포츠 트레이닝 과청과 시합에 있어서의 심리적 기능발달의 力動性，

경기자의 심리적 준비 형태와 그 전략， 경기자의 경기력 양성， 그리고 개성과 스포츠 문제

등이 제기되었고 스포츠 심리학의 연구는 주로 專門的인 질헝실을 가진 각 대학의 없究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 일본의 쟁주究現況

일본에서는 松本亦太郞 (19 14)이 최초로 東京大學과 京都大學에 動作昭究의 질험실을 두

면서 정신의 말현에 의해서 신체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학문 영역으로서의 “精神心理

學”을， 1921년에는 松本의 영향을 받은 田中寬一가심리학과질제생활과의 연관을 강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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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시킨 λ、間工學을 딸전시킴으로써 인간동작에 의한 인간의 힘을 증진시키는 원리를 규

명하였다(松田， 2).

3) 소련의 맑究現況

소련은 19201건대 후반부터 運動心理學的 측면에서의 각종 연구가 이루어 졌지만 1930년에

저술한 나에자에프(Netschajew， A.P.)의 체육심리학이 오늘의 스포츠 심리학에서 최초의

緣合的언 著書라고 할 수 있으며， 19301건대 초기에 스포츠 심리학은 질천적인 방향을 잡기

위해서 각종 연구에 몰두， 1950년대 이후에는 Pavlove의 이론이 심리학 분야에 커다란 영

향을 미처 1950년에 “천연방 스포츠 섬리학회의”를 개최케 되므로서 스포츠 심리학의 급속

한 발전적 계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럼 1 참조〉

Sports Psychology

athlete ’s personality(psychic)

JJ
Psychology of
athletic teams
and sports activities J

qualities

〈그림 1)

J
development

•
conditions

4) I. S.S .P .의 發足

20세 기 전반 50년간에 결처 각국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스포추 심리학의 영역을 찾으허는

논의와 연구가 있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 간에 조직을 만들고 의견을 교환하기위한 움직

임 이 일어 나기 시 작하었으며 , 급기 야는 1965년 4월 최초로 로마에 서 國際 스포츠 心理學會

(Intern ational Society of Sport Psychology)가 발족， 학회블 개 최하기 에 이 르렀다. 1968,

1973, 1977년 등 계속해서 국제 회의가개최되었으며 이러한 진전에 따라서 I.S . S . P. 에 서는

1970년부터 기관지 I. ]. S. P.를 발행 금일에 이르기까지 情報交換의 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맑究現況

이상에서 외국의 연구현황을 살펴 보아 알 수 있듯이 스포츠 심리학은 오래전부터 연구의

관심을 모았던 선진국의 연구와 발전의 추세 에 따라 우리 나라는 1953년에 韓國體育學會가

발족되었고， 1955년 학회지 창간호가 발간되면서 회원들의 학문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체

육학의 개념 정립을 비릇해 연구가 활기를 띄어 오다가 10여 년간의 공백상태가 되면서 연

구활동은 둔화되었던 것이다.

이제 그 현황을 著書 • 論文으로 구분해 서 살펴 보면

1) 著 書

1972년에 김대식 외 2명 이 Oxendine J.B.의 “Psychology of motr learninig"을 체흉 칭려

학으로 번역하여 학습이론， 학습과정， 학습조건， 학습과 개인차 등을 내용으로 하여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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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탑습하던 체육 심리학의 벽을 깨뜨리고 운동 학습의 심리적인 면을 소개하였다.

1973년 김종선과 한인호가 문교부체육교육자료 총서로서 체흉 심폐륜 공저， 체육 심리학

의 성질， 대근활동의 심리학적 성격， 체육 운동의 심리적 특성을 비롯해서 발달적인 측면과

학습， 연슬， 학습지도， 성격， 정신위생변을 교육 심리학적 접근방법으로 기술하였다.

1973년 김덕선이 體춤心揮學을 저술하여 체육 교육의 목척을 규명하고 반정하여 체육교

육의 활동에 이바지 하려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체육심리학의 본질， 체육과 스포흐의 가치

관， 놀이， 스포츠， 레크레이션의 본질， 운동경기의 심리， 연습요령， 학숨과 교수계획， 성

숙， 동기， 전이， 파지 및 망각을 다루었다.

1977년 유인호가 體흡心連學을 저술하여 인간형성이란 문제에 역점을 두고 신체척， 청신

적， 사회성에 관한 문제와 학습， 연습의 지도에 관한 문제， 정신위생， 특수아의 지도， 평가

등으로 서술하였다.

1979년 류정 무， 고홍환 풍이 Singer, R.N.의 “Motor Learning and Human Performance"

블 違動J6連學으로 번역， 외국에서 질험원 결과와 논문이 소개되면서 모든 실천적 체혐의

운동섬리를 인간 과학으로 새롭고 체계척으로 서술하였다.

1981년 류정무， 정행도등이 運動깜動의 心캘설걷혈해 E화究블 운동 과학적인 측면에서 운동의

생리섬리학적인 면， 운동과 관련펀 지각， 운동의 심리학적 특정， 운동 기술의 학습， 기술

치도， 집단사회심리， 정신뷔생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1981년 고홍환， 김종션은 Moore, l.W.의 “The Psychology of Athletic Coaching"을 스포

추 心理學으로 번역， 전문직으로서의 코우칭， 플레이어의 코우칭， 팀의 코우칭， 운동선수

의 컨디셔녕， 코우칭에 있어서 일반적안 문제점 등 코우치들이 현장지도에 문제가 되는 상

리적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였다.

1982년 오진구의 體育心理學은 체육심 리 학의 정 의 , 대근활동의 심 리 적 특성 과 분류， 발

달， 학승， 체육심리학 연구법을 다루었다.

그외 검 종선， 정 청 회는 Singer, R.N.의 “Myths and Truths in Sports Psychology"를 완

역 “스포츠 心理學이란 무엇인가”라는 문고판(1982)을 펼쳐 트레이닝을 할 때 선수들이 가

지는 심리적인 요인에 대한 스포츠 心理學的 지식과 기술을 소개하였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스포측 심리학에 관한 서적이 많이 출판되지 뭇했을 뿐 아니라 대

부분이 擺念定義나 교육 심리적인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으며， 실험 ·실습·관찰·實錢的

體驗 등의 부족， 용어의 흔란등으로 體系的이고 진보적안 저작활동이 결여된 실정이었다.

2) 論 文

(l) 昭究方法과 내용의 分析

체육학회지가 발간되기 시작한 1955년부터 1982년 2월까지 연대별로 구분하여 스포츠 심

리학의 연구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되어 오늘에까지 발달해 왔는가를 잘펴 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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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저 한다.

〈표 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내용은 原理·發達·學習·適應·指導法 등의 큰 유형흐

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세목별로 구분지었다.

분석된 1，380펀의 전체 논문중에서 8.5%인 116펀만이 心理學에 관계된 논문이었으며，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아주 낮은 퍼센터지인 것이다. 그 중에 척웅에 관한 것이

58펀으로 전체의 50%에 해당되는 것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학숨에 관한

논문이 21펀 (18. 1% ) , 발달에 관한 논문이 15펀 (12. 9% ) , 지 도에 관한 논문이 12펀 (10. 3% ) ,

원리에 관한 것이 7펀(8.6%) ， 기타 정신생리에 관한 논문이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볍 적 으로 보면 표준화된 검사지률 이 용한 논문이 43편으로 전체의 37% , 측청을 통한것

〈표 2> 한국체육학회지를 비롯한 각 기관지에 발표된 논문의 연대별 체제적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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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4펀(20.6%) ， 설문지를 이용한 논문이 20펀 (17.2%) ， 문헌고찰을 통한 논설식 논문이

19편 (16.4%) ， 실험을 통한 논문이 10펀(8.6%) 으로 나다났으며 관찰이나 評定法에 의한

논품은 한펀도 없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中村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1951'"'-'1970 1건까지 총논문 6，110펀중 심리학

적인 논문이 1, 007편으로 전체의 16.5%이 었다. 이중에서 적응에 관한 연구가 418편으로

전체의 41. 2%, 학습에 관한 논문이 318펀(31. 4%)을 차지하여 이 두영역에 관한 연구가

체육 심리학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연구a냉-볍에 있어서도 실험방볍을 통한 논문이

287편으로 전체의 28.3%로 가장 많았고， 검사지를 이용한 논문이 252펀(24.9%) ， 측정방

볍을 통한 것들이 191펀(18.9%) ， 질문지에 의한 논문이 168편 (16.6%) ， 평청법을 사용한

논문이 56펀(5.5%) ， 논설볍으로 서술한 것이 38펀(3.8%) ， 관찰법에 의한 논문이 21펀

(2.1%)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일 양국을 비교할 때 시대적인 차이， 학문분야에 종사하는 인구의 차이가 있키는 하치

만 논문펀수에 있어서 6배 정도의 차이가 나며， 심리학적인 논문도 일본에 휠씬 못 미치고

있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일본의 경우는 실험을 통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치는 대신

우리의 경우는 실험연구가 8.6%로 가장 적게 이루어지는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음은 한

국의 체육심리학 %究方法論이나 실험기재의 빈약정 응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야

들을 다시 領域別로 고찰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분석 된다.

φ 原理的인 연구

원리의 범주에는 체육의 목표， 교재체제와 교육의 주체에 관한 내용을 주로 포함한 것으

로서 체육과스포츠의 本質을통해 體育心理學의 특질과의의를뮤명하고그전망을예언하

려는 原理的인 것과 심리적 발생의 영역을 규정하는 연구들을 歷史的으로 살펴보는 것， Jj}주

究의 方法을 살펴보는것 등으로 구분 지울수 있다. 전체 논문이 7펀으로， 체육과 스포츠활

동의 본질을 규명하는 논문이 2편 (깅 병복， 1955 1), 스포츠의 심리적 특질을 고찰하는 논

문이 2편 (김 종션 ， 1970외 1)등이 있다. 이와갇은 원리적인 연구는 50년대 후반인 체육학의

발전초기 단계에 나타났으며 13년간 연구가 끊어진채 있다가 1976년 ， 81년 에 각 1펀씩 이 있

다. 그중 정청희 (1981)의 “心理學의 內容 및 構造設定”을 보면 체육의 의미와 정의를 밝히

면서 體育心理學의 본질을 찾고 그 내용과 구조블 살피기 위해 국내에서 발간된 「體育心理

學J 3권과 외국도서 8권을 內容分析한 결과 12개 항목의 내용과 구조를 추출해 낸 것 이 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개 논설식 논문으로 본질과 연구영역， 연구방법 등을 규명해 주는 71

본적인 연구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관한 더욱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 發達에 관한 연구

발달에 관한 연구는 피교육자의 상태파악으로서 체육의 목적은신체활통을통한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도묘하는데 있다. 따라서 체육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상당한 공현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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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 즉 성장과정에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추구하고 사

회적으로 가치있는 A間像을 형성하는데 체육은 그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러한 목표블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과정을 정

확하게 검토하고 각 발달 단계에서 체육활동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

다. 즉 연령에 따른 신체발달정도， 청신이나 지능의 발달청도， 사회성의 발달청도를 우선

규명한 후에 그러한 발달과업 (Developmental task) 에 알맞는 신체활동을 통해 발달의 加速

化를 이룩하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발달에 관한 연구는 15편으로서 운동기능의 발달에 관한 것이 2편 (엄 상용， 1971외 1)신

체의 발달에 관한 것이 5편 (문영 현 ， 1955"-'56외 4) , 청신이나 지능에 관한 것이 2편 (김종선

1968외 1) , 사회성의 발달에 관한 것이 2펀 (조명 열 ， 1978외 1), 청산과 신체발달의 상호관

련성에 관한 것이 4펀 (신영 식 ， 1971외 3) , 그중 신영식은 맹인과 정상인의 신체형태와 기

능을 측정하여 그들의 발달 양상을 비교하는 등의 특수한 논문등도 있으나 논문펀수의 빈

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 學習에 관한 연구

학습 영역의 연구내용은 17펀에 이르고 있다. 즉 學習效果， 학승의 轉移， 학습과정등을

영구하는 운동학숨 분야와 감정， 정서， 문화가 개인에게 어떻게 받아 들여져 나타나는가

하는 사회정， 껴억， 시간， 신체위치， 공간감각등을 지각하는 지각에 관한 분야， 자극에 대

한 반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속도와 정확성에 대한 반응에 관한 분야， 그외 기능， 학습

능력， 운동능력에 관한 분야로 크게 나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연구분야 중에서 반응에 관

한 것이 10펀 (고흥환， 1974외 9) 으로 가장 많고， 운동 학습에 관한 연구가 3편 (낌종선 ，

1969외 2) , 지각에 관한 것이 3펀 (박영 민 ， 1981 외 2) , 학슬능력에 관한 연구(박영호，

198 1) 가 1펀으로서 양적언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학습능력에 대한 연구가 부족

함을 알 수 있으나 이 분야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 適應에 관한 연구

적응 영역에 관한 연구는 58펀으로 전체 논문의 질만으로서 이 분야의 연구내용은 人格，

性質， 氣質이 신체활동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는 性格形成에 대한 것과， 個人

의 스포츠나 체육에 대한 인식， 자아개념， 관심， 태도 집단내에서의 인간관계나 접단 구조

가 신체 활동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집단에 대한 것과， 개개인의 운동에 대한 소

칠， 유전， 환경등을 분석해 보는 적성에 대한 것으로 나궐 수 있다. 성격에 관한 논문이

29편 (임 벤장， 1968외 28) 으로 가장 많았고， 태도에 관한 연구가 13펀 (이 진옥，1978외 12) ,

칩단내에셔의 인간관계에 관한 논문이 5펀 (강은석 ， 1981외 4) , 운동적성에 관한 연구가 7펀

〈정응근， 1972외 6) , 기다 운동선수의 욕구애 관한 연구가 3편 (김 종션 ， 1680외 2) 으로 나

타났다. 특히 성격에 관한 연구에셔는 대부분이 표준화펀 1性格 檢養紙블 이용하였다.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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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의 性格特性 調흉， 운동선수와 비운동선수의 성격특성 비교， 각 운동종목 선수간의 성

격특성 비교， 발달단계에 따른 특징， 각 운동종목에 따른 선수의 성격특정， 出生序列에 따

른 정격특성등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성격 검사지의 타당성 여부， 검사대상

의 표칩문제， 통계 처리의 문제 등에서 좀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언 연구가 펼요하며 운동을

통해 성격개조의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성격특성에 알맞는 운동 종목 선택에 기여할 수 있

는 混合形 調호法(Mixed longitudinal study) 이 아쉽다고 생각된다. 또한 태도에 관한 연구

에서는 체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태도， 체육을 통한 운동의 태도에 관한 변화， 스포츠와 체

육에 대한 일반학생과 교수간의 태도비교， 신체활동을 통해 칩단내에서의 인간관계의 변

화， 운동적성이나 욕구에 관한 연구 동은 일본과 비슷한 양상을 며고 있다.

@ 指導에 관한 연구

지도의 뱀주에는 교육자와 피교육자에게 심어지는 각종 문제 즉 교육의 주체와 객체와의

결합문제가 표함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연구 내용으로는 運動學習을효율적으로하기 위한

동기유발동 지도 방볍의 개선， 운동을 통한 심리치료나 카운셀링， 체육평가나 학읍효과 측

청방볍， 효과적인 훈련방법 등이 있다.

지도법에 관한 논문이 5편 (김 종션 ， 1970외 4펀 ) ， 운동을 통한 심리치료에 관한 것이 2펀

(김오중， 1969외 1) , 훈련방법에 관한 논문이 4편 (이 영용， 1974외 3) , 훈련효과와 평가에

관한 연구가 1펀 (송의동， 1967) 이 있으며， 그중 손의동 (1976)은 “學校 스포츠를 통한 問題

學生 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중학교 문제 학생들의 문제점을 해소시킨 실험적인 연구로서

스포츠활동을 할 때 섬리적 不安을 해소하기 위한 연습방볍의 연구， 학숨을 효과적으로 지

도하는 방법， 체육을 통한 문제 학생의 선도방안， 輝을 통한 긴장해소 등이 계속적으로 연

구되고 있으나 보다 많은 다각적인 연구가 펼요한 질정이다.

@ 其他-精神生理에 관한 연구

정신적 피로， 신경생리， 감각생리 등 生理心理學의 연구 내용이 있으며， 뇌생리， 신경생

리의 연구와 컴퓨터의 발달은 19701건대 후반부터 체육분야에서 관심을 끌게 된 것들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청신적 연습이나 최면의 효과에 대한 논문은 3펀 (정 성 태 ， 1982외 2)으로

연구시설과 실험기채의 확충을 통해 더욱 연구되어져야 할 분야이다.

(2) 年代別 變選 상황에 따른 分析

〈표 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1950년대 후반에는 비록 펀수는 적 었지만 2편의 원리적 인 논문

과 2펀의 발달에 관한 논문이 나왔음은 체육심리학의 원리적인 면을 규명하려는 學問의 基

本的 자세위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1956년 이후 13년간 학회가 첨체상태

에 있었기 때문에 학회지가 발간되지 못했으며， 1969년이후에 원리적인 면을 제외한 발달，

적응， 학습， 지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채개 되었다. 그중 적용에 관한 연구가 전체

21펀중 13펀을 차지하였으며， 精神生理나 원리적얀 면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이것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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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학 연구가 궤도에 오른 일본의 50년대 후반과 60년대 초반에 원리를 제외한 각 영역의

연구가 활발히 연구되어진 것에 비하면 연구논문수에 있어서는 비교할 바 없지만 체육분야

에 대하여 포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였준다. 연구방볍에 있어서도 표준화된 검

사지와 설문치흘 이용한 논문이 있고 실험을통한 논문 2펀이 나타난 것은실험적안 연구가

주종을 이루는 일본에 비하여 늦게나마 실험적인 연구방법이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초부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量的인 증가를 보인바 적응에 관한 연구가

17편으로 가장 많았고 발달과 학습에 대한 관심 이 늘어 남에 짜라 그에 관한 연구도 증가되

었다. 이 무렵의 연구방법론에 있어서 측정과 표준화된 검사치를 이용한 것이 각각 11편아

였고， 질문지를 활용한 것이 6편이 며 ， 論說式 논문이 5펀 등이다. 그런데 실험， 관찰， 평

정등 광법하고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치 않는 우려는 일본의 연구에 비해 극히 단펀적야

고 소극적인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표 3> 체육섬리학의 연대별 변천상황

6
5

건\~애~\~글끓
연 구 내 용 연 구 방 법

원리!발달(학습(션웅(저도 ( 71 다 실험 ( 측정 l검 사l질 문l관찰(평 점l논

1955~1956 4

1966~1969 21 - 1 3 i 1 2 7 61. -'I -

1970~1974 83 2 1 7 I 5 17 2 11 11 61 -[ -

1975~1979 35 2 I 3 I 4 19 5 2 5
1980~ 23 1 1 - 1 11 9 l l 3 6 I 31 -1 ~ 3

계 I 116 I . 7 ( 15 I 21 I 58 j 12 I 3 I 10 I 24 I 쩨 때 -I -I 19

1970년대 후반에도 적옹에 관한 연구는 35펀중 19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리와 정신생리

에 관한 논문이 2펀S로 가장 척었으나 처음으로 정신생리에 관한 논문이 대두되었음은 특

기할 만한 일이다. 이는 일본의 경우 1950년대 초반에 이미 정신생리에 관한 연구가 있었먼

것으로 보아서는 늦어진 것이나 서서히 生理心理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음은 다행한 알

이다. 따라서 연구방법면에 있어서도 검사치를 이용한 논문이 35편중 17편으로 가장 많았

으며 실험적인 논문이 5편이 나왔다.

80년에 들어 와서는 70년대 에 닙l 해 지각과 만응등 학습에 관한 논문이 많이 나왔으며 적

응과 지도， 精神生理 분야에도 계속 관심을 보여 학습자의 심리 현상을 발달된 기구에 의해

客題化하려는 경향에로 접근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IV. 結 論

지금까치 스포츠 心理學의 발전과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본바， 1920년대 부터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발전되어온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스포츠의 科學化라는 용어가 우리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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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오랫동안 언급되어 오키는 하였으나 실제로 과학적인 접근에서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

지게 된것은 1964년 동경 올림픽대회 이후부터 였다. 이 가운데서도 스포츠 심리학이 다

른 스포츠 과학분야에 비해 더욱 뒤떨어진 발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1970 1건 대 에 들어와

서야 겨우 10여 권의 스포츠 심리학 서적과 논문이 나오기 시작한 사실에서 여실히 증명되

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스포츠 심리학의 세계적인 發展的 趣勢에 병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계 학문 분야의 전공 書籍 出刊이 活性化되어야 하겠으며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抽象的

인 질문지나 논설， 표준화된 검사지에 의한 조사 연구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나 충분한 심리

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기초 연구와 웅용 연구를 겸한 보다 과학적이고 컴퓨터화된 實驗器

資材블 사용하는 실험적인 연구 방향으로 말전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각 대학 교과과정이 청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각종 실험실이 개설운영

되어야 하고 체육지도자， 코우치 및 선수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실험적인 연구에 의

하여 개발된 모텔과 理論에 공동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이를 스포츠가 갖는 특수한 현장

에 적용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블 다시 寶驗的인 많究에 feed back시 키는 과정을 거칠

때 한국의 스포츠 섬리학은 더욱 발전할 것오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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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and Present Research Situaton of Sports Psychology-

Ryu, Chung-Mo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ize the present situation of sports psychology in

Korea and a few foreign countries, and to help contribute to the further advancement of

sports psychology.

The result is as follows;

1. Our research activities for sports psychology fall behind such advanced countries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2. Sports psychology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sports science in what sports

arena, but· sports psychology in our country is not developed enough on account of a

variety of causes.

3. The study of sports psychology should be accelerated not through questionnaires and

standardized tests , but through experimental metho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