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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of national youth cyclist`s psychological experience
in camp training
Bon-jae Ku & Young-kil Yun*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Purpose] The current study aimed to identify national youth cyclist`s experience and change
tendency of experience during camp training. [Methods] A total of 35 cyclists who participated in 2017
Korea youth national cycling camp training provided the data. The survey was conducted 9 times
during the 20 days of camp training using open-ended questionnaire by diary metho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ased on inductive categorization and response rate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he order of formation rapport, data collection, and data analysis. [Results] Youth cyclists experiences
during camp training to growing pains as an athlete, developing the attitude of savoring training, serve
as a motivation, expertise formation and opportunity of self-examination. Based on the change in
response frequency of the survey data, camp training experience falls into two categories: variable and
invariable. [Conclusions] Youth national cyclist were growing their growth power through various
experiences during the training camp, and these experiences changed to specific inflection points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the camp. Understanding changes in psychological experience can provide
the design of timely psychological support and coaching method.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material
for the design of the camp training program for the youth cyclist, as well as an opportunity to increase
the interest of continuity reflection on the psychological experience.
Key words: camp training, experience, diary method, psychological continuity, youth cyclist

1)

서 론

선수의 경기력은 영향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불연속
적으로 변화하고, 이러한 불연속적 변화가 누적되어 임계
점에 이르면 창발적으로 도약한다. 이러한 경기력은 신체
지능, 경기지능, 심리지능 등의 내적자원(Yun, 2011)과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 주요타자, 성장경험 등의 외적환
경(Yun & Jeon, 2013)은 물론 사회적 책임의 원천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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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지능(Yun, 2015) 등의 함수이다. 특히, 외적환경으로
경기 및 도약경험, 부상여부, 시대정신 등의 성장경험
(Yun & Jeon, 2013)은 선수의 내적자원을 경기력으로
실현시키는 촉매가 된다.
선수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규정한 자신의 한계인 성
장경계(Yun & Jeon, 2013)를 확장해간다. 선수는 경력
과정에서 지역대회부터 올림픽까지 범위의 대회에 참가
하고, 지역대표부터 국가대표까지 범위의 대표선수 경험
을 누적하며, 예선 탈락부터 신기록 수립이나 우승까지
대회성적 경험을 누적한다. 선수는 이러한 경험을 평가해
성공이나 실패로 해석(Jeon, 2015)하기도 하며, 이러한
경험과 평가 과정은 선수의 성장 자원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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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소년기는 생애주기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하
는 시기로, 이 시기 경험은 해당 영역에 대한 안목은 물론
창의성(Lee, 2007)이나 정체성 형성에 영향(Kim,
2012)을 미친다. 또한 청소년기에 형성된 태도는 전생애
에 걸쳐 개인의 특징으로 고착된다. 이러한 점은 청소년
기 선수의 다양한 경험이 선수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간적 성장에 기여할 개연성을 보여준다.
운동선수에게 청소년기는 경기나 훈련에 참여하며 선
수로서 가치를 내재화하고 삶의 발달과업(Yon, 1985)을
성취해가는 시기이다. 청소년기 선수는 훈련 시기나 구
조, 목적 등에 따라 개인이나 팀 훈련, 전지훈련, 동하계
집중훈련, 합숙훈련은 물론 연령별 국가대표훈련 등의 훈
련에 참여하기 때문에 훈련은 청소년기 선수의 지배적 경
험이다. 특히 연령별 국가대표훈련은 잠재적 성장이 기대
되는 청소년선수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경험이다. 청소년
선수는 국가대표상비군 발탁 및 훈련 참여 경험을 통해
선수로 성장하기도 하지만 경쟁이나 객관적 자기 지각으
로 인해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
국가대표 경험은 선수에게 심리적 영향력이나 기대효
과(Song et al., 2014) 측면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여기
에 청소년기가 선수 정체성 형성에 민감한 시기(Lee,
2011)인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대표팀 합숙훈련 경험은
경기력 도약과 삶의 자원 축적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 또한, 청소년선수에게 합숙훈련은 운동에 전념할
수 있고 즐거우며 동료와 연대감을 형성하는 계기(Jang
& Son, 2008; Yu, 2015)이자 지도자에 대한 인식형성
(Jang et al., 2012)의 기회이다. 동시에 청소년선수의
국가대표 합숙훈련은 사회성 형성(Kim, 1994), 합숙에
대한 인식개선, 지도자 이미지 변화 등 심리적 경험의 장
(場)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의 누적은 다시 경기력
형성 자원으로 환류(Yun & Jeon, 2013)되어 새로운 경
험의 계기가 된다.
훈련의 결과인 경기력 향상, 경기력 향상의 누적 결과
인 국가대표선수 발탁, 국가대표 발탁의 결과인 대표소집
훈련은 경기력 향상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할 개연성이 있
다. 새로운 경험으로 선순환 되기도 하는 훈련 과정과 결
과의 상호작용에서 도출된 선수의 경험을 주제로 학문적
관심은 다양하게 전개되며 선수의 경험과 그 영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올림픽 출전 경험(Kim & Park,

2014)이나 대표선수 발탁 경험(Song et al., 2014)을 통
한 선수의 성장, 올림픽의 특성과 출전 경험의 영향(Yun
& Jeon, 2010), 올림픽 메달 획득 경험으로 형성한 긍정
심리자본(Kim & Yun, 2017), 아시안게임 합숙을 통한
심리자본의 형성(Yun & Jeon, 2015) 등은 대표팀 발탁
경험이 선수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인간적 성장에 기여하
고 있음을 시사한다.
선수로서 이러한 경험은 개인의 특수성을 따르기 때문
에 동일 경험에 동일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올
림픽 출전 경험이 선수의 동기 저하나 성취증후군의 원인
(Yun & Jeon, 2010)이 되거나, 올림픽금메달 획득이
선수의 심리적 압박감 가중, 성취 후 무력감 야기, 주요타
자는 물론 타인과의 관계방식 악화, 산만해진 일상, 높아
진 눈높이(Yun et al., 2012) 등 부적응적 행동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경험은 선수를 성장시키는 동력이기
도 하지만, 선수성장을 억제하는 항력이기도 하다. 이는
경험 그 자체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경험 과정에 대
한 이해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선수의 경험은 경기력에 맥락적 영향을 미친다. 경험은
심리적 과정에서 경기력에 영향이 지속되고, 영향의 결과
는 다시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심리적 경험의 맥
락적 이해를 위해 심리적 영향 연속성을 심리적 모멘텀으
로 구현(Hardy & Silva, 1985)하거나, 수행영향의 연속
성 가시화를 통한 심리적 모멘텀 구명(Vallerand et al.,
1988), 경기의 흐름과 연속성 이해(Hammer, 1971) 등
의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경기 중에도 심리적 흐름 연속
성이 구현(Um, 2003)되고, 시즌 중 경기력 방해요인이
시계열적 경향성(Choi & Yun, 2013)을 보이기도 한다.
연구에서 맥락적 연속성은 특정 국면마다 존재하는 특
징의 연속을 전제한다. 운동기술의 발달단계나 단계별 특
징의 준거로 가시화 가능 변수를 추정(Gallahue &
Ozmun, 2009)해 연속성을 다루기도 한다. 실제로 역사
가의 시대 구분(Oh, 2010)이나 개인의 인지발달(Piaget
& Cook, 1952) 등 직접 관찰이 어려운 잠재변수의 연속
성 구현을 위한 다양한 추정은 잠재변수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결과의
활용성을 확대시켜 왔다(Kim, 2014).
한편 발달적 관점에서 심리적 연속성 구현을 위해 다
양한 방법론이 시도되어 왔다. 일기법은 반복적 자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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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Csikszentmihalyi & Larson, 1987)을 통해 개인
의 경험이나 정서 변화를 기록하는 방법(Sea, Joe, Lee
& Kim, 2017)으로, 자료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제공한
다. 일기법은 설문의 한계인 기억오류나 회상편중을 보완
하며(Choi et al., 2003) 생태적타당성 확보에 용이
(Jahng, 2011; shin, 2010)한 방법으로 평가되고, 일상
재구성법(Kahneman et al., 2004), 경험표집법
(Csikszentmihalyi & Larson, 2004) 또는 전통적 일기
법(Lewinsohn & Libet, 1972) 등으로 접근되고 있다.
이러한 일기법의 특징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경험 추출을 위하여 자기보고와 즉답의 일기법 알고리즘
을 도입하였다. 특히, 일기법의 방법론적 특징을 감안하여
정해진 시간마다 개방형설문에 응답하는 전통적 방식
(Lewinsohn & Libet, 1972)을 일부 채택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청소년선수에게 청소년대표팀 합숙훈
련은 선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경험이며, 청소년선수의
합숙 경험에 대한 맥락적 이해는 선수의 생애주기에 걸친
심리적 경험을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첫째, 청소년선수의 연령별대표 합숙훈련 기간 심리적
경험은 무엇인가? 둘째, 합숙훈련 기간 심리적 경험 변화
의 특징은 무엇인가? 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
가 대표팀 합숙훈련에 참가하는 청소년선수의 심리적
경험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청소년대표팀
합숙훈련 프로그램 설계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청소년대표팀 합숙훈련 프로그램
대한자전거연맹에서는 청소년사이클선수의 경기력 향
상과 종목 안목 개선을 목적으로 추천과 선발 과정을 거
친 중학생선수 대상의 청소년대표 합숙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진행된 청소년대표 합숙훈련은 7월 31일
부터 8월 19일까지 총 20일 일정으로, 경북 영주에 위치
한 경륜훈련원에서 진행되었다. 대표팀 소집 준비를 위한
지도자협의를 통해 체력 및 기술 등의 사이클 훈련과 스
포츠과학, 선수인권교육 등을 훈련 프로그램으로 구성하
였다. 청소년대표팀 합숙기간 설문차수와 설문일의 주요
사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Summary of camp training
district
period
personnel
training
contents

science
support
observe

연구방법
자료제공자
본 연구에는 2017년도 사이클청소년대표선수 합숙훈
련에 참가한 남(n=21), 여(n=14) 중학생선수 총 35명
이 자료를 제공하였다. 청소년대표팀은 3학년 27명, 2학
년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운동경력 평균은 22.54(SD=
8.44)개월이다. 자료제공자는 20일의 합숙 동안 총 9회
자료를 제공하였다. 연구자는 청소년대표팀 합숙훈련에
코치로 참여하여 선수를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합숙
기간 일상적 지원 업무를 병행하였다.

877

(day order)
event

item
2017. 07. 31 - 2017. 08. 19(20days)
6 coaches, 35 riders (41 total)
* body position(starts, aerodynamic)
* strength(gym, rollers, core, uphill training)
* technique(velodrome cornering, finishing)
* theory(regulation, bicycle maintenance)
* evaluation(measurement recording)
* strength & gene test
* nutrition & physiology lecture
* education of human right
* sport psychological analysis
* national team training
* professional keirin training
(1st) call-up
(3rd) performance measurement by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5th) watch a senior national team training
(8th) measurement timing at velodrome
(10th) gym because of rain
(12th) - new velodrome riding(250m)
- break a rules as a group
(15th) measurement timing at velodrome
(17th) party for finish the camp
(19th) 1day before disperse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일기법의 알고리즘과 일지작성을 감안
한 개방형설문을 통해 사이클청소년대표선수의 합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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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중 심리적 경험을 수집하였다. 개방형설문 제작 과정
에서 스포츠심리학 박사과정 이상 3인 등 총 5인이 참여
한 전문가회의를 진행하였다. 개방형설문 제작을 위한 전
문가회의에서는 자료제공자가 중학생이라는 점, 훈련 이
후에 응답을 주 3회 반복해야 하는 점, 답변이 쉬운 환경
조성 등의 실용도(Yun, 2017), 그리고 반복자료의 시계
열적 특성(Choi & Yun, 2018)을 고려하였다. 전문가회
의를 통해 설문문항을 “오늘 훈련을 하고 무슨 생각이 들
었는지 쓰세요”의 단일 문항으로 구성해 반구조화된 개방
형설문지를 제작하여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라포형성단계, 자료수집단계, 자료분석단계
로 진행하였다.
라포형성단계에서는 연구자와 자료제공자의 관계에서
오는 상황적 특수성을 감안하였다. 일반적으로 선수들은
대표팀은 물론 일상적 훈련 프로그램을 일지로 기록한다.
청소년대표팀 소집훈련에서도 코칭스텝은 선수 스스로
자신의 훈련 일지를 작성하고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도록
지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도자인 연구자는 선수들에게
심리적 경험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과정 또한 선수로 성장
하는데 필요한 과정임을 주지시켰다. 이후 선수들에게 지
도자인 연구자는 지도자인 동시에 연구자임을 밝혔다. 또
한 일지에 기록하는 내용을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과
청소년대표선수들에게 자발적 자료제공이 가능함을 안
내하였다. 자료제공 중에 자료제공 의사를 철회하여도 아
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에 한해
사용됨을 주지하였다. 이 과정은 선수들의 취약한 피험자
위험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팀의 다른 지도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하였으며, 조사도구 제작 과정의 전문가회
의 구성원과 취약한 피험자 위험 회피를 위한 전문가회의
를 진행하였다.
자료수집단계에서는 자료제공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일지의 일환인 개방형설문의 정리 방법을 설명하였다. 청
소년대표팀 합숙의 훈련프로그램에 따라 자료제공자가
일지를 매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집기간 3주 동안 총 9
회 개방형설문이 병행되었다. 개방형설문은 일기법의 알
고리즘을 도입한 고정간격조사법을 적용하여 훈련이 종

료되고 석식 이후 당일 훈련을 회상하며 작성하였다. 개
방형설문은 숙소에서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하였고 설문
지 배포 30분 후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단일 문항으
로 구성된 개방형설문을 9회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학생
인 자료제공자 설문응답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매 회기 설
문 시작 전, 당일의 훈련과 생활을 돌이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5~10분 배정하였다. 또한, 응답 내용이 불성실
한 선수에게는 차기 응답 직전에 “오늘은 너의 생각을 조
금 더 자세히 써 주겠니?”와 같이 설문 응답을 독려하였
다. 개방형설문과는 별도로 연구자는 참여관찰을 통해 선
수들의 훈련 참여 특성, 훈련 프로그램, 훈련 기간 중 특
이점과 선수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록하였다. 자료
제공 전체를 거부하는 자료제공자는 없었고, 9회의 개방
형설문 중 2~3회 등 특정시기 자료제공을 거부하거나,
의미 파악이 불가능한 자료를 제공한 자료제공자가 4명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제공자의 일시적 자료제공 거
부의사를 수용하였다.
자료분석단계에서는 9회에 걸친 개방형설문의 원자료
에 대한 귀납적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excel을 활용하
여 원자료를 컴퓨터에 전사한 후 연구진이 3회 정독하여
원자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의
미 파악이 불가능한 원자료는 분류해 분석에서 제외하였
다. 전사된 원자료는 내용과 의미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세부영역으로 유목화하였으며, 세부영역은 내용과 유사
성을 기준으로 일반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심리적 경험
의 응답빈도 추이를 탐색하기 위하여 설문회차별 세부영
역과 일반영역의 응답빈도를 산출하였다. 산출한 응답빈
도는 변화양상에 따라 유형화하여 분류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내용분석(Ryu et al., 2018)과
Excel 2010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귀납적 내용분석은 자
료제공자의 합숙훈련 경험 추출에, Excel 2010은 합숙훈
련 경험 응답의 회기별 빈도변화 분석에 활용하였다. 귀
납적 내용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Excel 2010을 활용하여
설문 회기별 응답빈도를 산출하였고, 세부영역 수준에서
응답빈도의 회귀식을 토대로 응답빈도 변화의 특징에 따
라 유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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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빈도 변화의 특징에 따른 유형화를 위해 사용된
회귀식 기울기는 Excel 2010에서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산출했다. 본 연구에서는 합숙훈련 중 설문회차별 응답빈
도 변화 경향을 단순파악하기 위해 회귀식 기울기를 산출
했기 때문에 회귀식 산출에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선
형성 가정과 통계적 유의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산출된
회귀식 기울기의 양과 음의 방향에 따라 합숙훈련이 진행
되면서 해당 경험이 점차 증가 혹은 감소되는 경향이 있
다고 판단하였다. 세부영역별 회귀식 기울기의 평균인
0.5를 기준으로 기울기 크기에 따른 경향성을 최초 판단
하였고, 이후 전문가회의를 통해 내용의 적절성을 고려하
여 최종 판단하였다.
귀납적 내용분석과 설문 회기별 응답빈도 양상에 따른
유형화의 타당도 확보(Creswell & Miller, 2000)를 위
해 연구진, 스포츠심리학 박사과정 이상 3인 총 5인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전문가회의 결과
에 대한 동료검토를 합숙훈련에 참여한 대표팀 코치진 5
인과 진행하였다. 전문가회의와 동료검토는 구성원 만장
일치를 기준으로, 논제에 이견이 발생하면 전원이 합의에
이를 때까지 논의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및 논의
청소년대표선수 합숙훈련의 심리적 경험
청소년대표선수를 대상으로 합숙훈련에 대한 심리적
경험의 개방형설문 결과 총 961항의 원자료가 수집되었
다. 수집된 원자료 중 내용파악 불가, 훈련내용 단순 서술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14항을 제외한 947항의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원자료는 21개 세부영역으로, 21개 세부영
역은 내용의 유사성에 따라 선수성장통, 훈련향유태도 함
양, 동기강화 계기, 종목 전문성 형성, 자기진단 계기 등
5개의 일반영역으로 <Table 2>와 같이 범주화하였다.
학생선수 대상 합숙훈련은 과한 운동, 문화단절, 학습
권 박탈 등 부정적인 관점에서 평가(Lee, 2012)되어 왔
다. 하지만 학생선수들은 합숙훈련을 즐거운 경험, 운동
전념의 기회, 연대감형성의 기회, 생활기술습득의 기회
로 인식(Jang & Son, 2008)하는 등 합숙훈련의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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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raining camp experience categories
Raw data

Specific Domain

General Domain

... hard training(187)/concerns about hard Growing pains
(225) training(22)/ longing to original life(16)
as an athlete
enjoying training camp(132)/ adaptation to
...
camp(46)/ relationship expansion(37)/ than(223)
ks for selection of youth national team(8)

Developing the
attitude of
savoring
training

... will to endeavor(119)/ will to develop(217) ment(59)/ assessing the level of effort(41)

Serve as a
motivation

accumulation of knowledge(56)/ develop... ing self-management strategy(39)/ underst(142) anding strategy for improvement performance(27)/ acceptance of athlete etiquette(20)

Expertise
formation

... self-reflection for performance(101)/
(140) perception performance(39)

Opportunity of
self-examination

기능을 평가하며, 국가대표후보 합숙훈련을 국가대표라
는 상징적 의미이자 일상탈출 및 교육적 의미로 수용
(Yu, 2015)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도 선수들은 합숙훈
련을 주로 순기능적 경험으로 인식했다.
선수들은 합숙훈련을 주로 선수로 성장하기 위한 전문
지식 축적, 전략수립, 태도 및 동기 함양 등으로 경험했
다. 이는 성인선수의 올림픽(Yun et al., 2012), 아시안
게임 출전(Yun & Jeon, 2015), 올림픽메달 획득(Kim
& Yun, 2017) 등의 선수로서 경험은 선수로 외적 조건
이 충족된 이후에 경험하는 스포츠영재의 소프트웨어적
경험(Yun, 2015)인데 반해 청소년기 선수의 선수로서
경험은 성인선수로 성장하는 외적조건인 스포츠영재의
하드웨어(Yun, 2015)를 구축하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합숙훈련은 청소년기 선수의 하드웨어 구축에 기여하여
성인선수로 성장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선수성장통
합숙훈련에서 선수로 가치를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겪
는 통과의례적 어려움과 관련한 225개 원자료는 선수성
장통으로 범주화하였으며, <Table 3>과 같이 고된 훈련,
훈련걱정, 원래 생활 그리움 등 3개 세부영역으로 범주화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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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rowing pains as an athlete
Raw Data
Specific Domain
it was hard/ pain in thigh/ tired/
Hard
feel sick
training(187)
worried about tomorrow`s training/ afraid Concerns about hard
of test
training(22)
home is most convenient/ missing original
Longing to
coach/ can`t wait to go back
original life(16)

운동선수에게 훈련은 한계를 극복해가는 과정이지만,
한계극복이 즉각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지구
중력장을 벗어나기 위한 탈출속도나 상전이를 위한 잠열
(latent heat)처럼 도약을 위해서는 임계점 이상의 에너
지 응축이 필요하다. 선수의 성장통은 경기력으로 즉각
발현되지 않지만 성장 임계점까지 에너지 응축과정에서
경기력 형성의 재료가 된다. 선수가 경험하는 역경은 중
도 탈락의 원인(Readeke et al., 2002)이 되기도 하지
만, 어려움 극복 과정을 통한 외상후성장(Kim & Yun,
2017)은 경기력의 자원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합
숙훈련에서 선수의 성장통 경험과, 어려움 극복 과정의
성장 자원 축적 방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처럼 대
표팀 합숙은 청소년선수에게 성장통을 통한 성장 동력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훈련향유태도 함양
선수로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훈련 기회에 감사
하며 훈련을 통한 성장과 관련한 223개 원자료는 훈련향
유태도 함양으로 범주화하였으며, <Table 4>와 같이 합
숙훈련 즐김, 합숙 적응, 동료 관계 확장, 대표훈련 기회
감사함 등 4개 세부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Table 4. Developing the attitude of savoring training
Raw Data
Specific Domain
interesting joint training/ satisfaction in Enjoying training
uniform/ expectations for future schedules
camp(132)
time flies/ intent to come again/ adaptation
Adaptation to
complete
camp(46)
nice to meet new friends/ meeting friends
Relationship
knew only by name
expansion(37)
thank for the opportunity/
Thanks for selection of
thank for coaches for good teaching
youth national team(8)

경기력 형성에 학습능력의 역할은 중요한데, 학습능력
의 원천에 훈련 흥미와 몰입이 자리한다(Yun & Jeon,
2013). 청소년사이클대표선수는 연령별 대표발탁을 긍
정적으로 인식하고 훈련을 즐기거나 적극적으로 적응하
는 등 대표 합숙훈련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즐거움을 이끌
고 선수로 태도를 함양하며 훈련을 향유(Bryant &
Veroff, 2007; Kwon, 2019; Kwon & Yun, 2014)하였
다. 즐거움은 선수의 운동지속 요인(Lee & Chung,
2017)으로 훈련은 물론 대인관계 확장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향유는 선수의 긍정심리자본 형성을 매개하고 운
동으로 형성된 긍정심리자본은 삶의 자원으로 환류(Kim
& Yun, 2017)되기도 한다. 청소년기 선수의 합숙훈련
은 학생으로서 대인관계고립 위험(Jang & Son, 2008)
도 보고되지만, 본 연구에서 합숙훈련은 훈련 등 생활뿐
아니라 대인관계 측면에서도 운동선수로 거듭나는 사회
적 관계망 확장으로 기능하였다. 이처럼 청소년대표팀 합
숙은 청소년기 선수에게 훈련을 향유하고 즐기는 태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동기강화 계기
합숙훈련을 통해 선수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는 동시에
성장을 위한 갈망강화와 관련한 217개 원자료는 동기강
화 계기로 범주화하였으며, <Table 5>와 같이 노력의지
강화, 발전의지 강화, 노력 수준 평가 등 3개의 세부요인
으로 범주화하였다.
Table 5. Serve as a motivation
Raw Data
Specific Domain
I`ll try harder/
Will to
I`ll work harder tomorrow
endeavor(119)
I want to be a better rider/ try harder to
Will to
become a national team member
development(59)
I do(not) my best/
Assessing the level
proud of myself for doing my best
of effort(41)

청소년사이클대표선수들은 합숙훈련을 통해 훈련 자
체에 열심히 참여하거나 훈련을 통해 발전하려는 의지 등
운동에 헌신적 태도를 형성하였으며, 훈련에 열심히 참여
하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하였다. 이처럼 내재화된 동기는
선수의 운동 지속(Cho, 2017)이나 경기력 형성(Kim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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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4) 등에 영향을 미친다. 대표선발은 그 자체로
내적동기를 유발하는 보상이 되고, 내적으로 유발된 동기
는 동기 고양과 동시에 수행의 질을 향상시킨다(Lim,
2005). 특히 대표선수에게 지급되는 물품은 청소년 선수
에게 강력한 외적보상이 되었다. 이러한 외적 보상 역시
운동의 재미를 고취(Kim & Seong, 1997)시키는 매개이
기도 하다. 이처럼 대표 합숙은 청소년선수에게 내적동기
는 물론 외적동기를 유발하고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종목 전문성 형성
합숙훈련을 통해 종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사이클선
수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여건을 탐색하는 기회와 관련
한 142개 원자료는 종목 전문성 형성으로 범주화하였으
며, <Table 6>과 같이 종목지식 축적, 자기관리 전략 개
발, 경기력향상 전략 이해, 선수가치 수용 등 4개의 세부
요인으로 범주화하였다.
Table 6. Expertise formation
Raw Data
learning importance of sport science/ new
velodrome experience

Specific Domain
Accumulation of
knowledge(56)
Developing
be confident/ not vain to success, not fear
self-management
to failure/ got a sleep earlier
strategy(39)
Understanding strategy
well warm-up before big effort/ realized
for improvement
the need to adjust my pace
performance(27)
be careful for my behavior/ Suitable act Acceptance of athlete
for national team/ be polite
etiquette(20)

청소년사이클대표선수들은 훈련과 교육 등 다양한 배
움의 기회가 주어진 합숙훈련을 통해 종목 전문성을 형성
하고 있다. 선수는 합숙훈련에서 교육의 경험 및 지식 축
적(Yu, 2015)과 동시에 지도자와 훈련은 물론 동료와의
관찰학습을 통해서도 성장한다. 특히 소속팀에 국한된 훈
련을 하는 청소년선수의 동료 모델링 효과는 기술적 측면
은 물론 대리경험(Bandura, 1978)을 통한 심리적 성장
에 기여한다. 또한 지도자와 동료, 훈련 프로그램(Yun
& Jeon, 2013) 등은 선수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Yun,
2015)인 동시에 제한요인(Newell, 1986)으로, 과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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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관련해 기술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연령별
대표 합숙은 청소년선수에게 종목 전문성 형성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자기진단 계기
훈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기력 수준을 선수가 동료와
비교 혹은 스스로 평가와 관련한 140개 원자료는 자기진
단 계기로 범주화하였으며, <Table 7>과 같이 경기력 성
찰, 경기력 지각 등 2개의 세부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Table 7. Opportunity of self-examination
Raw Data

Specific Domain

realize physical levels/ find out what is Self-reflection for
lacking/ appear to be growing up
performance(101)
realize difference in performance with
other riders/ I took 1st(last) place

Perception
performance(39)

청소년사이클대표선수들은 합숙훈련에서 스스로를 자
신의 과거 또는 동료의 현재와 비교하며 성찰한다. 이러
한 성찰의 과정은 목표 도출에 핵심 과정(Shin & Kim,
2005)이며 자신의 부족을 수용하는 동시에 자신에 관한
기억을 긍정적 방향으로 재구성(Brown, 1986; Mather
et al., 2000)하는 등의 긍정적 자기착각 발생을 감소시
켜 자아 성장에 기여(Choi, 2006)한다. 특히 자기성찰
과정은 경기력 형성 초기 단계에서 경기력 평가 기준 형
성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데, 연령별 대표 합숙은
청소년선수에게 자기성찰을 통해 경기력 자기진단의 계
기가 되기도 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청소년대표선수는 합숙훈련을 통해
선수성장통, 훈련향유태도 함양, 동기강화 계기, 종목 전
문성 형성, 자기진단 계기를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 특성
을 감안하면 청소년선수 대상의 대표 합숙훈련은 선수 입
문 오리엔테이션 과정인 동시에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 필
요한 기준과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의 방
향과 내용을 전수받는 과정으로 요약된다.
합숙훈련 경과에 따른 심리적 경험 빈도 경향성
청소년대표선수 합숙훈련 경과에 따른 경험의 변화 경
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귀납적 내용분석 결과의 설문 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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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ponse frequency of experience

별 응답빈도 회귀식의 기울기를 산출하였다. 일반영역의
응답빈도는 훈련향유태도 함양 1.12, 동기강화 계기
0.63, 선수성장통 -0.03, 종목 전문성 형성 -0.67, 자기
진단 계기 –0.3 등으로 회귀식 기울기가 양과 음의 방향
으로 나타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각각 증감 경향을 보
인다. 회귀식 기울기와 응답내용 및 빈도의 특징 등을 주
제로 전문가회의를 통해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세부영
역 수준에서 경험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전문가회의 결과
세부영역을 기준으로 합숙훈련 경과에 따른 심리적 경험
은 유지형, 사건종속형, 점증형, 감소형, 쌍봉형으로 구
분하였다.
유지형은 회귀식 기울기 크기가 양과 음의 방향으로
비교적 작게 나타나서 팀 내 사건과는 무관하게 합숙 초
기부터 후기까지 안정적인 발현 양상을 보이는 경험이다.
유지형의 회귀식 기울기는 고된 훈련 0.3, 소속팀 그리움
0.05, 선수가치 수용 0.12 등으로 사건이나 환경의 영향
에 따라 즉각적인 변화가 어려운 불변요인(Yun & Jeon,
2015)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건 독립적 경험은 훈련 프
로그램 설계를 통해 인위적인 조작보다 훈련 과정에서 자
연스럽게 내재화되는 경험일 개연성이 있다. 고된 훈련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원인으로 훈련 강도의 증가
와 더불어 훈련으로 인한 피로감 누적이 있을 수 있다.
사건종속형은 설문 차수별 사건에 따라 응답빈도 변화
편차가 커 사건에 종속되는 경험이다. 사건종속형의 회귀
식 기울기는 종목지식 축적 -1.27, 자기관리 전략 개발
0.08, 경기력 성찰 -0.15, 경기력 지각 –0.15 등으로 훈
련 프로그램 설계에 종속되는 경험일 개연성이 있다. 특
히 개인의 성장이 일화적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는
점(Lee et al., 2011)을 감안하면 훈련 프로그램 등 외적
환경(Yun & Jeon, 2013) 조성으로 경기력의 내적자원
(Yun, 2011)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점증형은 회귀식 기울기가 합숙훈련 즐김 0.68, 노력
의지 강화 0.60, 노력 수준 평가 1.18 등으로 나타나 기
울기 크기가 상대적으로 양의 방향으로 큰 경험이다. 합
숙 경과에 따라 훈련을 즐기고 노력 의식에 대한 점증적
변화는 팀의 동기적 분위기가 성취목표성향이나 내적동
기에 영향(Moon, 2005)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합숙
훈련 과정에서 지도자들은 선수들에게 경쟁보다 개인의
목표 달성, 훈련 참가 태도, 상호 존중 등을 강조했다. 또
한 청소년사이클대표선수 합숙훈련이 중학생선수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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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시즌이 끝난 시점에 진행된 점은 선수와 지도자
모두가 시합 성적을 비교적 덜 고려했을 수 있다. 실제로
합숙이 진행되면서 선수들의 기록에 대한 관심은 동료와
의 비교에서 자기 자신으로 이행되었는데, 이는 훈련에서
지도자 가치 정향의 영향을 반증한다.
감소형은 회귀식 기울기가 훈련걱정 -0.38, 발전 의지
강화 -1.15 등으로 나타나 기울기 크기가 비교적 음의 방
향으로 큰 경험이다. 선수는 연령별 대표에 발탁되고 합
숙훈련에 참가하면서 다양한 기대(Yu, 2015)와 함께 동
기화(Jang & Son, 2008)된다. 이러한 기대와 동기는 노
력의 동인(Cho, 2017)이 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환경의
생경함은 걱정이나 불안의 원인이기도 하다(Lee et al.,
2013). 합숙초기의 걱정과 발전의지는 선수들이 합숙훈
련에 적응해가며 합숙훈련 즐김, 노력의지 등으로 변화되
어 간다. 이러한 결과는 합숙 초기 선수들의 합숙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쌍봉형은 응답빈도 그래프가 U자 형으로 나타나 합숙
훈련 초기 높은 빈도를 보이다 중기 감소 후 다시 후기에
증가하는 경험이다. 쌍봉형의 회귀식 기울기는 합숙 적응
0.93, 동료관계 확장 -0.36, 대표훈련 기회 감사함
-0.13 등으로 나타났다. 합숙의 초기와 후기에 선수와 지
도자 모두 훈련 집중력의 감소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대
인관계나 환경 적응 등의 외적 요인에 자원을 집중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생애주기에서 집단형성 강화기
(Coleman & Hendry, 1999)인 청소년기 발달적 특징은
선수의 사회성 배양(Kim, 1994)이나, 동료와 유대감 형
성(Jang & Son, 2008) 등과 연결된다. 청소년대표 합숙
훈련은 청소년기 선수에게 또래나 지도자와 유대감 형성
계기 등 대인관계 확장의 계기(Yu, 2015)로 기능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인관계 확장과 더불어 합숙 적응
이나 대표 기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 등 훈련 환경적 요인
이 훈련 집중도가 비교적 떨어지는 합숙 초기와 후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청소년대표선수는 합숙훈련이 진행
되면서 훈련의 내용에 따라 전문지식을 내재화하고 자신
을 성찰하면서 종목 전문성을 형성해 간다. 또한 선수들
은 합숙의 진행에 따라 피로가 누적되지만 합숙에 적응하
고 팀의 동기적 분위기를 수용하며 합숙을 즐기고 노력의
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걱정과 불안은 줄어든다. 선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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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에서 비교적 훈련이 집중되지 않는 초기와 후기를 대
인관계 확장의 계기로 활용하기도 한다. 합숙훈련에서 이
러한 경험은 연령별대표선수 개인의 성장에 기여하며, 대
표선수들이 각자의 팀으로 돌아가 합숙훈련의 성과를 공
유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사이클 종목의 시대
정신(Yun & Jeon, 2013)으로 조성(shaping)될 개연성
이 있다. 이렇게 청소년대표선수의 합숙훈련 경험은 성인
선수로 성장을 견인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결론 및 제언
청소년대표 합숙훈련에 참가한 사이클선수들의 심리
적 경험과 경험의 변화유형을 탐색하여 다음의 결론을 도
출하였다.
첫째, 사이클청소년대표 합숙훈련은 선수에게 선수성
장통, 훈련향유태도 함양, 동기강화 계기, 종목 전문성 형
성, 자기진단 계기가 된다. 선수들에게 대표팀 합숙훈련
은, 선수성장통과 관련해 고된 훈련, 훈련걱정, 원래 생활
그리움 등 선수로 성장하기 위한 통과의례적인 경험의 기
회가 된다. 훈련향유태도 형성과 관련해 합숙훈련 즐김,
합숙 적응, 동료 관계 확장, 대표훈련 기회 감사함 등 대
표선수로 누리는 여러 경험을 향유하는 계기이다. 동기
강화 계기와 관련해 노력의지 강화, 발전의지 강화, 노력
수준 평가 등 자신의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
을 경험하는 기회이다. 종목 전문성 형성과 관련해 종목
지식 축적, 자기관리 전략 개발, 경기력향상 전략 이해,
선수가치 수용 등 사이클선수로 성장하기 위한 전문성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 자기진단 계기와 관련해
경기력 성찰, 경기력 지각 등 사이클선수로 자신을 진단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둘째, 합숙훈련 경험의 세부영역 응답빈도는 <Figure
2>와 같이 사건이나 시간에 종속적으로 변화하는 가변적
경험과 사건에 무관한 양상으로 독립작용하는 불변적 경
험으로 구분된다. 불변적 경험은 고된 훈련, 원래 생활 그
리움, 선수가치 수용 등 합숙훈련의 초기부터 후기까지
큰 변화 없이 경험하는 변수이다. 반면, 가변적 경험은 종
목지식 축적, 자기관리 전략 개발, 경기력 성찰, 경기력
지각 등 훈련 일정이나 사건에 따라 빈도 변화가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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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건종속형과 합숙훈련의 초기나 후기 혹은 초기와 후
기에 응답빈도가 높은 시간종속형 경험이다. 합숙 초기에
는 훈련걱정, 발전의지 강화 등이, 후기에는 합숙훈련 즐
김, 노력의지 강화, 노력 수준 평가 등이 높은 빈도로 나
타나며, 합숙 적응, 동료 관계 확장, 대표훈련 기회 감사
함 등은 초기와 후기 모두에서 높은 응답빈도를 차지하는
경험이다.

Figure 2. Psychological experiences change during national
youth team training camp

셋째, 합숙훈련에서 사이클청소년대표선수의 이러한
경험과 경험의 추이는 시의적절한 심리적 지원, 훈련 프
로그램 개발, 지도방법 구상 등에 시사점을 남긴다. 특히,
해당 종목의 선수로 다양한 가치를 내재화해 갈 청소년기
선수의 연령적 특성을 고려하여 합숙 초기 대인관계형성
촉진, 대표팀 적응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시작으로 점차 해
당종목의 전문 지식과 태도 함양 프로그램을 거쳐, 지금
까지 해당 종목 선수로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프로그램
경험, 합숙 종반에는 합숙훈련 반추 프로그램 등을 구성
하여 합숙훈련 프로그램의 축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유
지형 경험의 고된 훈련 등은 인위적 감소가 어려워 보이
기 때문에 역경 자체에 대한 대응보다 역경 극복을 통한
외상후성장(Kim & Yun, 2017)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
을 개발할 수 있다. 훈련 프로그램 구성은 단순히 경기력
뿐 아니라 장기적인 인간적 성장, 스포츠에 대한 안목 및
태도 개선 등을 통해 종목의 유산(cycling legacy) 형성
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과정과 결과를 토대로 스포츠현장과 후속연구에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합숙훈련 중 청소년사이클대표선수의 경험은
가변적 경험과 불변적 경험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각 유형
을 단정하기에 아직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창의성 등
심리적 잠재변수가 일반성과 특수성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일반성 관점의
경험과 사건에 종속되는 특수성 관점의 경험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심리적 변인에 대한 후속 논의에
서 보편적인 경험의 일반성 관점과 사건이나 시간에 종속
되는 특수성 관점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연구자는 청소년대표팀 코치로 선수들과 합숙하
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과정에서 지도자인
연구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선수들이 취약한 자료제공
자의 위험에 노출될 위험성을 경계하였다. 자료제공자의
자발적 참여의사 확인, 연구진 협의, 보호자 동의를 구하
였으나, 자료제공자가 부담을 완전히 해소한 상태에서 연
구자에게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
만 이러한 위험 이면에는 자료제공자가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 자체를 특별한 경험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
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점과 함께 연구자의 참여관찰
을 통해 응답내용의 이해 확대와 생태적타당성을 증진할
기회 또한 존재하였다. 취약한 자료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특히 지도자가 연구자로서 소속팀 선수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때, 이중관계로 인한 위험이 따른다. 팀의
지도자가 연구자로 팀 선수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때
는 지도자의 책임, 연구자의 윤리의식은 물론 소속팀 선
수 보호를 염두에 두어야한다.
셋째, 본 연구는 합숙훈련의 심리적 경험과 경험의 변
화양상을 탐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과 관찰 등 연구과정에서 심리적 경험의 단계 유형화 가
능성을 발견하였다. 심리적 경험의 단계를 특정하기는 어
렵지만, 대표팀 합숙훈련 경험의 응답빈도를 추출하는 동
안 합숙 3일차, 10일차, 17일차 등 심리적 경험의 세부요
인 빈도 변화가 비교적 크게 나타난 시점이 있었다. 특정
시점에 경험 특징의 변화와 더불어 선수들의 합숙훈련 태
도나 자세 변화 등 팀 역동의 변곡점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특이점과 관련해 변화 경향의 특징 파악을
통해 단계화하거나, 변화를 매개하는 변수나 영향 요인을
주제로 한 후속연구를 기대해본다.

Changes of national youth cyclist`s psychological experience in camp training

본 연구가 청소년선수의 대표팀 합숙훈련 심리적 경험
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청소년대표팀 지도자
의 훈련 프로그램 구성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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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훈련에서 청소년사이클대표선수의 심리적 경험 변화
구본재․윤영길(한국체육대학교, 박사과정 ․ 교수)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 선수의 연령별 대표 합숙훈련의 심리적 경험을 추출하고, 추출한 경험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방법] 2017년 하계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 합숙훈련에 참가한 35명의 사이클 선
수가 자료를 제공하였다. 일기법에 근거한 개방형설문지를 활용하여 총 20일의 합숙훈련 중 9회에 걸쳐 자료
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범주화와 응답빈도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라포형성단계, 자료
수집단계, 자료분석단계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결과] 수집된 947개의 원자료는 의미의 유사성을 토대로 21
개의 세부영역으로 범주화하였으며, 세부영역은 선수성장통, 훈련향유태도 함양, 동기강화 계기, 종목 전문성
형성, 자기진단 계기 등 5개의 일반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설문 차수별 자료의 응답빈도 변화 특징을 토대로
합숙훈련의 심리적 경험을 가변적 경험과 불변적 경험으로 구분하였다. [결론] 청소년사이클대표선수들은 합
숙훈련 중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선수로 성장 동력을 키우고 있었고 이러한 경험은 합숙 초기부터 후기까지 변화
한다. 이러한 심리적 경험의 변화 파악은 시기적절한 심리적 지원, 지도방법 구성 등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청소년대표팀 합숙훈련 프로그램 설계 자료로 활용과 더불어 심리적 경험에 연속성 반영의 관심확
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주요어: 합숙훈련, 경험, 일기법, 심리적 연속성, 청소년 사이클 선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