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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체육고등학교 학생운동선수들의 

감정반응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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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Instructor’s Non-verbal Communication on High School 
Student Athletes’ Emotional Reaction and Self-efficacy

 Young-Chan Park, Wi-Sug Ko*

Department of Sport & Leisure Studies, Daegu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는 체육고등학교 지도자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으로 인해 학생운동선수들의 감정반응 그리고 자기효능감

과 어떤 계가 있고 어떤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에 목 이 있다. 연구의 상자는 비확률 표본추출법  편의표본추
출법을 이용하여, S시와 D시에 소재한 2개의 체육고등학교에 재학 인 고등학교 체육특기생 258명을 표집 하 다. 총 184
부를 분석하여 사용하 다. 분석 로그램은 SPSS 22.0 로그램과 22.0 AMOS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여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지도자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은 학생운동선수들의 감정반응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생운동선수가 경험하는 감정반응은 자기효능감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도자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은 학생운동선수들의 자기효능감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생운동선수가 지도자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으로 인해 경험하는 감정  반응은 자기효능감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비언어  커뮤니 이션과 감정반응, 자기효능감 간의 계에서 성별, 운동경력별로 조 효과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instructor's non-verbal communication,
emotional reaction, and self-efficacy. By using convenience sampling method of non-provability sampling, 258 student
athletes from S and D cities were selected for a questionnaire survey. The 184 returned surveys were analyzed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rough SPSS 22.0 and AMOS 22.0 statics program. Th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structor's non-verbal communication has a positive influence on emotional reaction of high school
student athletes. Second, high school student athletes experiencing emotional reactions by instructor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self-efficacy. Third, instructor's non-verbal communication does not influence self-efficacy of high school
student athletes directly. Fourth, emotional reactions of high school student athletes experienced by instructor's 
non-verbal communication have a mediating effect on self-efficacy. Fifth, neither gender nor exercise period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on-verbal communication, emotional reactions, and self-efficacy.

Keywords : Physical Education High School, High school student athlete, Non-verbal communication, Emotional 
reaction,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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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분석결과 

학생운동선수들이 심리 으로 자신감 형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학생운동선수들에게 코치와의 
매일 반복되는 훈련에서 오가는 화들 속에는 익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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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과 단어들, 그리고 비슷한 형식으로 표 하는 의사

표 들이 부분이다. 한 매우 실 이며, 목표지향
이다. 이러한 표 들과 주변 환경은 자아 성숙이 필요

한 시기에 놓인 그들에게 심리 인 부담으로 다가와 자

신감을 상실하기 쉬우며, 자신 스스로 삶을 이끌어 나가
는 주체 인 정체성을 가진 인격체로 인식되기 에, 자
칫 목 을 해 훈련만 해야 하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역

할만 주어져 있다는 생각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인간 계의 기 는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커뮤니 이션이며, 그 커뮤니 이션의 정의

에서 가장 핵심 인 부분이 ‘의미의 공유’이기에[1], 본 
연구에서는 훈련이나 일상에서 오고가는 화의 표  속

에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열쇠가 숨어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인간의 커뮤니 이션은 크게 언어  커뮤니 이션과 

비언어  커뮤니 이션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2]. 이  
비언어  커뮤니 이션은 커뮤니 이션의 정보  역할

을 하는 언어  수단 이외의 신체행 (제스처), 얼굴의 
표정, 자세, 목소리, 공간, 옷차림 등을 포함하는 모든 소
통 방식을 의미하며[3], 비언어  커뮤니 이션은 언어

 커뮤니 이션보다 느낌이나 감정을 달하는 차원에

서 더 정확하기 때문에 감정 상태와 태도를 달하는 주

요한 통로가 된다[4]. 즉 언어로 표 하기 어려운 감정과 

내면 상태를 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5]. 감정이 
내면에서 느껴지는 것이라면 반응은 그 감정에 따라 외

으로 나타나게 되는 행  같은 것이다. 감정이란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의식하는 것으로 어떠한 지각과 더불어 

생기는 쾌감, 불쾌감 등을 말하는데, 신체 내에 막연하게 
느껴지는 쾌감, 불쾌감, 공포감, 피로감과 같은 생기 감
정과 어떤 일에 한 분노나 걱정하는 것과 같이 동기에 

의하여 반응성으로 생성되는 심  감정 등으로 구별 할 

수 있다. 이러한 감정반응은 어떠한 상에 하여 호의
 는 비호의 으로 반응하려는 학습된 선유경향(사람
들이 특정 사실에 하여 미리 갖고 있는 선입견)으로서, 
Palmer & Simmons[6]의 의사소통에 한 연구에 따르
면 사람들은 언어와 함께 유년시 에 의사소통의 수단으

로 와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감정을 교감(교류)하는 
비언어  표 을 배운다고 하 다. 사람들이 비언어 으

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은 그들이 언어를 배우는 방식

과 거의 동일하다고 하며[1], 비언어  요소를 화에 혼

합하여 친 함, 긴박함, 련성  우세 등의 특정한 사

회  의미를 달하기 해 이용된다고 하 다[7].
체육고등학교 코치들은 기본기에서부터 실 을 한 

략까지 언어 ·비언어  커뮤니 이션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학생운동선수들에게 달하게 된다. 이 때 학생
운동선수들은 의식 ·무의식 으로 코치의 언어 ·비언
어  요소 모두에 주의를 집 하게 된다. 특히 코치들의 
신체언어는 감정을 나타내는 것 이외에 주로 언어  측

면의 내용을 설명하는 반복, 보완, 강조 등의 행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Hinde[8]는 비언어  표 이 암시

이거나 모호한 언어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 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결정 인 단서로 기

능을 발휘한다고 하 다.
실제로 우리는 신뢰하거나 친 함과 호감을 가진 상

방의 표정이나 몸짓을 보고 따라하게 된다. 상 방이 

웃으면 같이 웃게 되고 반 로 상 방의 우는 모습에는 

슬  표정이 연출된다. 즉 사람간의 상호작용과정에서 
한 사람의 감정상태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 향을 미친

다고 하는 것이다[9]. 이처럼 코치가 지도상황에서 언어
으로 조직 인 사고력과 분명하고 쉬운 어휘들을 사용

해야 하는 것 못지않게 비언어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

는 것은, 잘못된 단어를 선택하 거나 소통과정의 잡음 

때문에 부정확하게 의미가 달되었거나, 메시지를 수신
자가 마음 로 해석할 경우[10], 이로 인해 오해, 불신, 
갈등 등의 감정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이다[11].
구체 인 를 들면, 비언어  커뮤니 이션의 요소 

 하나인 의사언어(paralanguage)는 실제  화는 아

니지만 화  사람의 다양한 소리를 탐구 상으로 한 

것으로[12], 음조의 범 , 입술의 조 , 리듬의 조 , 템
포 등에 의해 나타나는 음질(voice qualities), 웃음, 울음, 
하품과 같은 발성인자(vocal character), “응”, “아하”, 
“흥”과 같은 동의나 만족감, 경멸이나 불신을 나타내는 
소리와 화 의 짧은 침묵 등으로 구성된다. ‘ ’라는 
하나의 의사언어로도 노여움, 무 심, 동의, 도 의 의미

를 달할 수 있는데[13], 한국어의 운율(韻律) 에서는 
운소(韻素, prosodeme)의 자격을 갖지 못하는 강세, 고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런 어감(語感)의 표 은 표

어뿐만 아니라 방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14]. 
를 들어 강조를 한 의미 에 화자의 의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경우 그 의미 이 놓이는 음 에 

prominence(突立强勢)가 놓이며[15], 동일한 문장이라도 
억양에 따라 화자의 감정과 태도가 달리 달된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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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갔어.’라는 동일한 문장이라도 억양의 종류에 
따라 ‘단정 이고 냉 함(수평조), 부드럽고 친 함(낮
내림조), 흥미있음(높은수평조), 놀람(높내림조), 화남(내
리오름조), 경멸함(오름내림조)’ 등의 다양한 태도가 
달된다고 한다}는 논의들을 참고할 수 있다. 즉 의사언
어는 수신자에게 말하도록 격려하거나 상호 어떤 화가 

오고 갔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내용

의 강도, 감정 상태를 악하는 근거가 된다[17]. 한 

발신자의 개성과 감정뿐만 아니라 수신자의 이해 정도나 

설득에도 향을 미친다[18,19]. 이러한 의사언어는 서
비스 산업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말할 때의 음고(pitch)와 음조(voice tone)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의 자신감을 확인한다[1]. 즉 음고와 음조는 듣는 
사람이 상 방의 능력과 사회성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되

며, 목소리의 톤(음고)은 감정을 표 할 때 이해와 설득

력을 높여 신뢰감과 자신감을 형성 할 때 주요한 요소이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코치가 비언어  커뮤니 이션을 통해 학

생운동선수들에게 미치는 향은 정서감염이론

(emotional contagion theory)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정서
감염은 두 사람 간 상호작용과정에서 한 사람의 정서상

태가 다른 사람의 정서상태에 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커뮤니 이션 과정에서 감정의 염이 발생하는 것을 의

미한다[9,20]. 즉 발신자가 보낸 감정 표 을 수신자가 

악하여 발신자가 보낸 감정상태와 유사한 감정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21]. 이러한 정서감염은 의식  그

리고 무의식  수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22]. 무의
식  수 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얼굴표 , 목소리 
톤, 움직임을 통해 표 되는 감정을 자신의 감정으로 수

렴하는 것이라면[23], 의식  수 은 사회  정보의 형

태로서 감정을 극 으로 탐색하는 사회화 과정이다

[24]. 즉 상 방의 감정을 악하여 이를 근거로 자신의 

감정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  상호작용과정에서 

자신의 감정표  혹은 타인의 감정 악은 언어 , 비언
어  커뮤니 이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므로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언어 , 비언어  감정표 이 상 방에

게 감염되어 그것과 일치하는 공감 상이 유발되면 정서

감염 상이 발생하게 된다[25].
소비자의 감정경험을 연구한 Mano & Oliver[26]는 

그들의 연구에서 감정  반응이 행복의 반 는 슬픔이라

는 기존의 일차원설과는 달리, 정  혹은 부정  감정 

2개의 독립 인 차원을 표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 다

[27]. 재는 부분의 감정 연구에서는 감정이 정  

차원과 부정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차원설에 동

의하고 있으며, Mano & Oliver[26]와 Yoo, Park & 
MacInnis[28]이 연구한 정  부정  감정차원이 표

이다.
환경심리학 에서 Mehrabian & Russell[29]은 외

부환경 자극에 하여 유기체가 보이는 반응을 모형으

로 제시하 는데, 유기체라는 간과정을 감정상태

(emotion states)로 개념화하여 매장의 환경  자극이 

감정상태에 향을 미치고 이러한 감정상태가 매장에

의 근  회피반응에 향을 미친다는 자극유기체반

응(SOR: Stimulus-Organism-Response) 모델을 제시하
다.
이와 같이 감정을 유발시키는 환경  자극에 한 마

 분야에서의 연구뿐만 아니라, 개인의 감각  경험

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는 경험론  인식론의 맥락에서 

인간을 탐색한 사상가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가 있었다. 그의 서 How we think[30], 
Democracy and Education[31], Experience and 
Education[32]등을 통해, 인간은 세계와 긴 하게 상호

작용하면서 자신을 성장, 갱신해 가는 유기체  존재로

서, 소  일원론  을 설명하 다. 그는 서 How 
we think[29]에서 반성  사고에 함의된 앎의 과정과 반

성  사고 단계에서, 인간은 경험에 의한 사고(empirical 
thinking)와 과학  사고(scientific thinking)라는 분석과 
종합의 과정을 거치는 ‘반성  사고(reflective thinking)’
를 통해 개인에게 진정한 의미로서의 지식이 될 수 있도

록 변형시키는 교변작용(transaction, 橋邊作用: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interaction)하는 경험 속에서 반성이
라는 탐구 과정을 통해 자신과 경험을 결합시키는 과정

을 말하는 것으로, 애 에 갖고 있었던 하나의 가설을 개

인의 지식으로 변형·체화시키는 것을 의미)[33]의 과정
을 경험한다고 하 다. 한 Bandura[34]에 의하면 자기
반성은 인간의 가장 독특한 능력으로, 자기 참조  사고

를 통하여 사람들은 그들의 사고나 행동을 조 하고 평

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자기평가는 “통합  상

황을 조 하는 데 필요한 행동들을 조정하는 개인의 능

력에 한 신념”으로서 효능감을 의미한다. 개인의 능력
에 한 신념은 몇 가지 방식으로 개인의 선택과 하고자 

하는 일련의 행동들에 향을 다. 사람들은 자신이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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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있다고 믿고 확신하는 과제를 하려고 하고, 그 지 

않은 과제는 피하려고 한다. 기본 으로 개인이 경험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선택에 향을 주는 자아 신
념(self-belief)은 개인의 경험 하에서 작용하고,  삶에 

향을 주는 사건들을 조 함으로써 방법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향으로 자기 효능감은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성취 수 에 강한 결정 변인으로 작용한다. 자기
효능감은 Bandura[35]의 서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에서 시작된 
것으로, 개인의 효능 신념은 인간 힘의 심이 되는 요소
라고 주장하 다[36]. 안정 인 개인차 변수로서의 일반

 자기 효능감의 개념은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수행

수 을 잘 측할 수 있다는 에서 유용하다[34]. 사회
인지이론[34]에 따르면, 인간의 동기와 행동은 미래를 
어떻게 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이 견 조
 기제는 다음 세 가지의 기 와 연 이 있다. (a) 개인
인 행동과는 무 한 환경 요인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상황 결과 기 , (b) 개인의 행동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
는 행동 결과 기 , (c) 기 하는 결과를 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과 련된 지각된 자기 효능감

이 그것이다.
훈련의 과정에서 코치의 비언어  요인들에 의해 어

떤 수행의 피드백이 정  감정 반응에 의해 성공경험

으로 인식이 되면 학생운동선수들은 내재  피드백 과정

(혹은 반성  사고 과정)을 통해 그 수행을 법칙 추상화
시키거나 자신만의 운동 로그램을 학습하는데 지 한 

향을 미칠 수 있고, 감정 으로는 학생운동선수들의 

자기효능감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코치의 지도
방법, 즉 해당 기술의 지도방법, 연습방법, 피드백을 통
한 주의 집 법 등은 선수 고유의 운동 로그램을 습득

하는데 있어서 능력, 성숙도, 경험, 운동지능, 인지지능, 
주의능력, 동기 등의 요인들에 향을  수 있다. 선수 
자신 만의 루틴을 형성하게 되고 운동 로그램(인지  

기술 습득 차 혹은 피드백을 통한 자신만의 기술향상 

패턴)이 좋은 지도에 의해 견고해 질수록 그 선수의 자
기효능감은 자연스  높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논리

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체육고등학교 코치들은 비언어  커뮤니 이

션의 요성에 해 인식하고, 그로 인해 학생운동선수
들의 감정반응에 미치는 향, 그리고 이것을 통해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측면을 이해하여, 장기 으로 실제 인 

지도 장에서 비언어  커뮤니 이션에 한 인식을 개

선하는데 이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1.2 연구가설

H1. 비언어  커뮤니 이션은 감정반응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H2. 감정반응은 자기효능감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3. 비언어  커뮤니 이션은 자기효능감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H4. 비언어  커뮤니 이션과 자기효능감과의 계

에서 감정반응은 매개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H5. 비언어  커뮤니 이션과 감정반응, 자기효능감
은 성별/운동경력별로 조 효과를 가질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 조사 상은 S특별시  D 역시에 치

한 체육고등학교 2곳의 재학생  총 258명을 연구 상

으로 하 다. 회수된 설문지  응답이 불성실한 74부를 
제외한 184부를 분석한 결과 일반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variables n ratio(%)

Gender
male 115 62.5

female 69 37.5

grade

1st 84 45.7

2nd 24 13.0

3rd 76 41.3

exercise 
period

2 years or under 30 16.3

3 to 5years 91 49.5

5 to 8years 41 22.3

9 years or above 22 12.0

Total 184 100.0

비언어  커뮤니 이션을 측정하기 하여 Sundaram 
& Webster[1]의 설문지를 기 로 하여 김상희[37]가 사
용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연구조사 설문지로 사용하
다. 비언어  커뮤니 이션은 신체언어를 묻는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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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a measure

non-verbal communication emotional reaction self-efficacy

kinesics proxemics para
language

physical 
appearance

positive 
emotional
reaction

negative 
emotional
reaction

self
regulation confidence

task
difficulty 
preference

early final early final early final
n 13 10 10 8 24 9

 147.210 39.176 67.887 27.371 652.812 32.328

p .000 .098 .000 .096 .000 .119
CMIN/DF 2.495 1.351 1.997 1.441 2.622 1.347

RMR .031 0.19 .034 .024 .090 .040
GFI .897 .958 .934 .965 .764 .963

AGFI .841 .921 .893 .934 .716 .930
CFI .954 .993 .983 .995 .742 .985
NFI .927 .973 .967 .983 .646 .946
IFI .955 .993 .983 .995 .747 .985

RMSEA .090 .044 .074 .049 .094 .044

공간언어를 묻는 2문항, 의미언어를 묻는 3문항, 신체  

외모를 묻는 3문항으로 총 13문항으로 구성하 다.
감정반응을 측정하기 하여 Oliver[38], Yi[39]의 설

문지를 기 로 하여 주 식[40]이 사용한 설문지를 연구
조사 설문지로 사용하 다. 감정반응 측정은 정  반

응 5문항, 부정  반응 5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하 으

며, 각각의 문항은 5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 다.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하여 차정은[41]이 개발한 

일반  자기효능감 비척도를 김아 [42]이 수정한 것
을 사용하 다. 일반  자기효능감은 자신감, 자기조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세 가지 하  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문항에 한 응답은 ‘  그 치 않다’가 1
에서, ‘매우 그 다’가 5 이다. 수가 높을수록 학생
들의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단할 수 있다.

 

2.3 자료처리방법

측정모델 평가, 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  

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조 효과분석

(moderating effects analysis), 간 효과분석(indirect 
effects analysis)을 실시하 다.

3. 연구결과

이 연구에서는 체육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을 상으로 

지도자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이 선수들의 감정반응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설정한 

연구가설을 심으로 분석하 다.

일반 으로 확인  요인분석 방법이 탐색  요인분

석 방법보다 단일차원성 검정에 보다 더 바람직하기 때

문에 각 측정변수들을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자료의 합도를 검정하기 하여,  , GFI, AGFI, 
CFI, NFI, IFI, RMR, RMSEA 값을 사용하 으며, 최종 
문항에서 제시된 높은 합도를 생성하기 하여 최  

문항에서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 

가를 단할 때 사용하는 지표인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값 0.4이하를 기 으로 하나씩 제

거하는 과정을 반복 으로 실시하 고<Table 3.>, 
<Table 2.>는 그 결과이다. 최종 분석결과, 카이스퀘어 
검정의 p값이 0.098, 0.096, 0.119로 귀무가설이 채택되
어 모델이 데이터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CMIN/DF 
값도 모두 2보다 작게 나타났다. RMR 역시 모두 0.05
보다 낮은 수치를 보 고, GFI, AGFI, CFI, NFI, IFI 모
두 합도 기 치인 0.9 이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RMSEA도 모두 0.05보다 낮게 나타나 기 치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는 측정모형의 자료 합도를 보여 다. 그 

결과 =264.772, DF=216, p=0.013, CMIN/DF=1.886, 
GFI=0.896, AGFI=0.856, CFI=0.986, RMR=0.030, 
RMSEA=0.035, NFI=0.930, IFI0.986으로 나타났다. 카

이제곱() 검정은 그 값이 크면 모델이 데이터에 합

하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되는데, 본 연구의 

=264.772(p=0.013)로 가설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카이
제곱 검정에서 기각되었다는 것은 모델을 채택할 필요조

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따라서 다른 합도 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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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MC(Square Multiple Correlation) of Observed variables

Concept SMC(Square Multiple Correlation)

non-
verb

al 

com
muni
catio

n

kinesics
variable kinesics 1 kinesics 2 kinesics 3 kinesics 4 kinesics 5

early .739 .680 .432 .617 .449
final .796 .632 - .635 -

proxemics
variable proxemics 1 proxemics 2

early .735 .793
final .711 .819

para
language

variable paralanguage 
1

paralanguage 
2

paralanguage 
3

early .673 .829 .779
final .691 - .727

physical 
appearance

variable
physical 

appearance 
1

physical 
appearance 

2

physical 
appearance 

3
early .791 .835 .629
final .797 .828 .632

emoti
onal 

reacti
on

positive 
emotional 
reaction

variable
positive emotional 

reaction 
1

positive emotional 
reaction 

2

positive emotional 
reaction 

3

positive emotional 
reaction 

4

positive emotional 
reaction 

5
early .808 .843 .748 .712 .678
final .837 .853 - .666 -

negative 
emotional 
reaction

variable

negative 
emotional 
reaction 

1

negative 
emotional 
reaction 

2

negative 
emotional 
reaction 

3

negative 
emotional 
reaction 

4

negative 
emotional 
reaction 

5
early .782 .817 .906 .882 .873
final .782 .818 .906 .883 .872

self-
effic
acy

self-
regulation

variable s-r
1

s-r
2

s-r
3

s-r
4

s-r
5

s-r
6

s-r
7

s-r
8

s-r
9

s-r
10

s-r
11

s-r
12

early .380 .552 .512 .470 .217 .537 .225 .299 .244 .267 .333 .203
final - .707 .617 .609 - - - - - - - -

confidence
variable confidence 

1
confidence

2
confidence

3
confidence

4
confidence

5
confidence

6
confidence

7
early .443 .364 .605 .111 .425 .481 .558
final - - .526 - .443 .492 .666

task 
difficulty 
preference

variable task difficulty 
preference 1

task difficulty 
preference 2

task difficulty 
preference 3

task difficulty 
preference 4

task difficulty 
preference 5

early .526 .000 .011 .426 .438
final - - - .638 .454

참조하여 단하여야 한다. 모델을 채택하기 한 일반
인 합도 지수의 기 은 GFI, AGFI, CFI, NFI, IFI는 

0.9이상, RMR는 0.05이하, RMSEA는 0.1이하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 GFI는 0.9에 약간 미치지 못하 고, 
AGFI도 0.9 이하로 나타났다. 그러나 GFI과 AGFI는 표
본특성에 기인한 비일 성(inconsistencies)으로 인하여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본특성으로부터 자유로운 

CFI(comparative fit index)를 권고하고 있는 을 감안
한다면, 본 연구의 CFI 지표값이 0.986으로 높게 나타나 
모델 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 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 측정항목들과 개념간의 비표 화 요인부하값과 다

상 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 값을 보
면, 잠재변수와 측정변수간에 한 모수추정치가 모두 0

보다 상당히 큰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추정치에 

한 C.R. 값도 모두 2를 훨씬 과하고 있다. 그리고 
SMC값은 0.4이상의 값을 보여 잠재변수는 해당 측정변
수들의 변량을 상당히 잘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Table 5.>는 측정모델을 분석한 후, 해당 모델의 타
당성을 평가한 결과이다. 측정모델의 타당성은 집 타당

성과 별타당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 는데, 집 타당

성을 평가하기 하여 모든 변수의 분산추출의 평균

(variance extracted: VE)값을 구한 결과, 모든 변수가 
0.5 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 집 타당성을 확보하 다. 
별타당성은 평균분산추출(AVE)을 통한 평가방법을 
사용하 다. <Table 5.>의 안쪽 요인별 데이터는 상 계

수(correlation)의 제곱 값으로서, 이 값이 평균분산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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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asurement model evaluation

concept observed 
variable

factor 
loading

standardized 
factor loading S.E. C.R. SMC reliability

non-v
erbal 

comm
unicat

ion

kinesics

kinesics 4 1.000* 0.797 - 0.000* 0.635
α =

0.773kinesics 2 0.804 0.793 0.067 11.943 0.629

kinesics 1 0.996 0.894 0.071 14.027 0.799

proxemics
proxemics 2 1.000* 0.902 - 0.000* 0.814

0.865
proxemics 1 0.904 0.846 0.058 15.476 0.715

para
language

para
language 3 1.000* 0.850 - 0.000* 0.723

0.900
para

language 1 1.096 0.834 0.078 14.037 0.696

physical 
appearance

physical 
appearance 3 1.000* 0.793 - 0.000* 0.629

0.847physical 
appearance 2 1.104 0.917 0.078 14.066 0.840

physical 
appearance 1 1.156 0.887 0.085 13.612 0.787

emotio
nal 

reaction

positive 
emotional 
reaction

positive 
emotional 
reaction 1

1.000* 0.913 - 0.000* 0.834

0.940
positive 

emotional 
reaction 2

0.989 0.922 0.051 19.476 0.850

positive 
emotional 
reaction 4

0.933 0.822 0.061 15.399 0.675

negative 
emotional 
reaction

negative 
emotional 
reaction 5

1.000* 0.935 - 0.000* 0.875

0.966

negative 
emotional 
reaction 4 

1.019 0.940 0.041 25.085 0.883

negative 
emotional 
reaction 3

1.010 0.951 0.038 26.340 0.904

negative 
emotional 
reaction 2

0.932 0.904 0.043 21.836 0.817

negative 
emotional 
reaction 1

0.900 0.883 0.044 20.337 0.781

self-ef
ficacy

self-
regulation

self-
regulation 2 1.000* 0.840 - 0.000* 0.706

0.825
self-

regulation 3 0.863 0.789 0.134 6.420 0.623

confidence
confidence 3 1.000* 0.691 - 0.000* 0.478

0.844
confidence 7 1.253 0.900 0.271 4.614 0.810

task 
difficulty 
preference

task 
difficulty 

preference 4
1.000* 0.730 - 0.000* 0.533

0.723
task 

difficulty 
preference 5

0.930 0.737 0.163 5.716 0.544

measurement model 
goodness of fit

=264.772, DF=216, p=0.013, CMIN/DF=1.886, GFI=0.896
AGFI=0.856, CFI=0.986, RMR=0.030, RMSEA=0.035

NFI=0.930, IFI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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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between the construct
variable 

name kinesics proxemics para
language

physical 
appearance

positive 
reaction

negative 
reaction

self-
regulation confidence task 

preference

Non-
verbal 

communication

kinesics 1.00
proxemics .789 1.00

para
language .867 .878 1.00

physical 
appearance .475 .518 .548 1.00

Emotional 
reaction

positive 
reaction .557 .433 .489 .338 1.00

negative 
reaction .281 .133 .188 .225 .227 1.00

Self-
efficacy

self-
regulation .081 .068 .029 .056 .067 .000 1.00

confidence .052 .023 .036 .053 .040 .110 .002 1.00
task 

preference .001 .002 .000 .000 .058 .035 .171 .064 1.00

variance 
extracted: VE .688 .765 .709 .752 .786 .852 .664 .644 .538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885 .903 .866 .920 .924 .960 .855 .745 .720

Table 6. The test results of hypothesis and indirect effect.

hypothesis (path) coefficient C.R. p
indirect effect

coefficient p
non-verbal communication → 

positive emotional reaction (H1) 1.102 9.087 .000***

non-verbal communication →  

negative emotional reaction (H2) -.888 -6.269 .000**

positive emotional reaction → 

self-regulation (H3) 0.217 1.815 .070

positive emotional reaction → 

confidence (H4) -0.003 -0.022 .983

positive emotional reaction → 

task difficulty preference (H5) 0.466 3.589 .000***

negative emotional reaction → 

self-regulation (H6) 0.142 2.065 .039*

negative emotional reaction → 

confidence (H7) -0.246 -2.916 .004*

negative emotional reaction → 

task difficulty preference (H8) 0.229 3.181 .001*

non-verbal communication → 

self-regulation (H9) 0.232 1.212 .226

non-verbal communication → 

confidence (H10) 0.092 0.449 .653

non-verbal communication → 

task difficulty preference (H11) -0.260 -1.383 .167

non-verbal communication → emotional reaction → 

self-regulation (H12) 0.232 1.212 .226 .256 .011*

non-verbal communication → emotional reaction → 

confidence (H113) 0.092 .449 .653 .274 .009*

non-verbal communication → emotional reaction → task 
difficulty preference (H14) -.260 -1.383 .167 .152 .115

measurement model 
goodness of fit

=164.193,  /df=1.293, p=.015, GFI=0.916, AGFI=0.887, CFI=0.985, 
RMR=0.052, RMEA=0.040, NFI=0.939, IFI=0.985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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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verbal 
communication

self-regulation

negative
emotional
reaction

3.589(.000***)
3.181(.001**)

-2.916(.004**)

-0.022(.983)

1.815(.070)

-6.269(.000***)

9.087(.000***)

confidence

task
difficulty
preference

positive
emotional
reaction

1.212(.226)

0.449(.653)

-1.383(.163)

2.065(.039*)

a) C.R. (p) 
b) p<0.05* p<0.01** p<0.001***
Fig. 1. The test results of hypothesis

값(AVE)보다 작으면 별타당성을 확보하 다고 할 수 

있다.
<Table 6.>는 최종 제안모델에 한 구조방정식 모델

의 추정치 결과와 조 효과 검정결과이다. 반 으로 

수용 가능한 자료 합도를 보여주었다. 구체 으로는 

=164.193  /df=1.293, p=0.015, GFI=0.916, 
AGFI=0.887, CFI=0.985, RMR=0.052, RMEA=0.040, 
NFI=0.939, IFI=0.985로 나타났다. 지도자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과 학생운동선수의 감정반응, 자기효능감
의 계에 한 <H1>, <H2>, <H5>, <H6>, <H7>과 
<H8>의 검정결과, <H1>의 계수값이 1.102, C.R.=9.087, 
<H2>은 계수값이 0.382, C.R.=2.136, <H5>은 계수값이 
0.466, C.R.=3.589, <H6>은 계수값이 0.142, C.R.=2.065, 
<H7>은 계수값이 –0.246, C.R.=-2.916, <H8>은 계수
값이 0.229, C.R.=3.181으로 각각 95%의 신뢰수 에서 

유의하다. 즉, 지도자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은 학생

운동선수들의 정  반응을 높여주고, 부정  감정반응

은 감소시켜주며, 학생운동선수들의 이런 정  반응은 

과제선호성을 높이고 부정  반응에서는 자기조 성을 

높이며, 자신감을 낮추지만 과제선호성을 높이는 선행변
수로 밝 졌다.
간 효과 유무에 한 일반  해석은 다음과 같다. 비

언어  커뮤니 이션이 정  반응과 부정  반응을 경

유하여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에서는 자기조 요인

(H12)으로의 간 효과는 p값이 0.011로 유의하게 나타
났고, 자신감요인(H13)에서도 p값이 0.009 으로 나타나 
경로에서는 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는 남녀 간에 차이를 알아보기 한 조
효과 검정결과이다. 표를 보면, 학생운동선수의 남녀학
생의 경우 비언어  커뮤니 이션이 정 /부정  감정

반응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녀학생 모두 
정  반응이 자기효능감의 자기조 력과 과제선호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학생 모두 부정  

감정반응이 과제선호 요인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은 부정  감정반응이 자신감에 

부  향을 미치고, 여학생은 부정  감정반응이 자기

조  요인에 향을 미치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남녀학생 모두 정  감정반응에서는 

과제선호 보다 자기조 에 더 많은 향을 미치지만, 부
정  감정반응에서는 과제선호보다 남학생은 자신감에, 
여학생은 자기조 에 더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남녀학생별 조 효과 검정 합도는 반 으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조 효과 검정결과, 조 효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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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gulation effect verification path coefficient on gender

Division
male students female students

C.R.(p) C.R.(p)
non-verbal communication → positive emotional reaction 6.913(.000**) 6.146(.000**)
non-verbal communication → negative emotional reaction -4.637(.000**) -4.713(.000**)

positive emotional reaction → self-regulation 3.141(.002*) 2.964(.003*)
positive emotional reaction → confidence -0.168(.866) 0.474(.635)

positive emotional reaction → task difficulty preference 2.505(.012*) 2.490(0.013*)
negative emotional reaction → self-regulation 0.747(.455) 2.822(.005*)

negative emotional reaction → confidence -3.915(.000**) -0.092(.927)
negative emotional reaction → task difficulty preference 2.874(.004*) 2.112(.035*)

measurement model 
goodness of fit

=347.402,  /df=1.368, p=.000, GFI=0.839, AGFI=0.783, 
CFI=0.964, RMR=0.063, RMEA=0.045, NFI=0.880, IFI=0.965

p<0.05*  p<0.01**  p<0.001***

Table 8. regulation effect verification path coefficient on exercise period

Division
2 years or

under 3 to 5 years 6 to 8 years 9 years or 
above

C.R.(p) C.R.(p) C.R.(p) C.R.(p)
non-verbal communication → positive 

emotional reaction 4.041(.000**) 5.748(.000**) 5.735(.000**) 2.097(.036*)

non-verbal communication → negative 
emotional reaction -3.074(.002*) -3.586(.000**) -3.639(.000**) -1.677(.094)

positive emotional reaction → 

self-regulation 1.241(.215) 2.735(.006*) 1.741(.082) 2.612(.009*)

positive emotional reaction → confidence 0.169(.866) 1.249(.211) 1.077(.282) 0.806(.420)
positive emotional reaction → task 

difficulty preference 1.652(.099) 2.657(.008*) 0.795(.426) 1.269(.204)

negative emotional reaction → 

self-regulation 0.815(.415) 1.619(.105) 1.242(.214) 0.950(.342)

negative emotional reaction → confidence -0.974(.330) -1.685(.092) -1.306(.192) -1.315(.188)
negative emotional reaction → task 

difficulty preference 2.142(.032*) 1.954(.051) 1.061(.288) -0.416(.678)

measurement model 
goodness of fit

=895.830,  /df=1.763, p=.000, GFI=0.729, AGFI=0.635, CFI=0.867, RMR=0.094, 
RMEA=0.065, NFI=0.747, IFI=0.872

p<0.05*  p<0.01**  p<0.001***

정 유무는 Model Comparison의 p값이 0.05보다 작아야 
하는데 이 검정에서는 p<0.116으로 나타나 성별간의 비
언어  커뮤니 이션은 조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Table 8.>은 운동경력별로 차이를 알아보기 한 조
효과 검정결과이다. 표를 보면, 운동경력이 2년 이하
부터 3~5년, 6~8년까지 모두 비언어  커뮤니 이션이 

정 /부정  감정반응에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9년 이상 학생운동선수들에게서만 비언어  

커뮤니 이션이 정  감정반응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정  감정 반응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으로서는 3~5년 경력 학생운동선수들이 자기조 과 

과제선호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9년 이상 
경력 학생운동선수들은 자기조  요인에만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감정반응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은 2년 이하 학생운동선수들이 과제선호 요
인에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경력별 조
효과 검정의 측정모델 합도는 반 으로 수용 불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운동경력에 따른 조 효과 검정결과 Model 

Comparison의 p값은 0.954으로 나타나 운동경력간의 비
언어  커뮤니 이션은 조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4. 논의

본 연구는 체육고등학교 코치의 비언어  커뮤니 이

션이 학생운동선수들의 감정반응과 자기효능감의 계

를 검증하고자 하 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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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지도자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이 학생운동선

수들의 감정반응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박종화, 권민 [43]은 생활체육 지도자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 요인, 즉 신체언어, 의사언어, 신체  

외형 요인이 생활체육 참가자의 정 , 부정  감정반

응에 각각 부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조원호 외 3명[44]의 연구에서도 에어로빅 지도자
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이 참여자의 감정반응에 부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승연[45]의 연
구에서는 비언어  커뮤니 이션  표정과 제스처, 
화시 당한 거리감, 신체 , 매력  외모와 단정한 복

장 등은 고객의 감정반응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 외 다수의 연구에서도 비언어  커뮤니 이션

이 감정반응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37,46,47,48,49,50,51,52]. 지도자의 성격이나 감정, 
태도의 표  수단이 되는 비언어  커뮤니 이션이 아직 

감정 으로 미성숙한 청소년기의 학생운동선수들의 

정 , 부정  감정반응에 향을 미친다는 것은 철 한 

자기 리와 심리기술[53]이 필요한 스포츠 세계에서 실
제 인 경기력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 될 수 있

다. 코치가 학생운동선수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상황, 언
어 표 만으로 의사 달이 충분할 경우도 있으나 언어 

표 의 제한으로 인해 감정의 달을 충분히 할 수 없을 

경우, 즉 단시간에 많은 정보의 획득이 필요한 상황에서
는 비언어  단서를 활용하여 상 방의 감정을 읽거나, 
자신의 의사를 달해야 할 경우가 빈번하기에[54]이
런 비언어  요소가 언어  의미를 반복, 체, 강화, 비
교 그리고 조 하는 기능을 담당하여 언어로 표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달해 주기 때문이다[55]. 
Harrison[56]은 인  커뮤니 이션으로부터 얻어지는 정

보  많은 부분이 언어 이외의 수단을 통하여 얻어지고 

있다고 언 하면서 언어  메시지보다 비언어  메시지

가 커뮤니 이션에 있어 매우 요하다고 지 하고 있

다. 이는 비언어  커뮤니 이션이 무의식 인 것이며, 
이것이 표면화될 때 언어로 달되기 어려운 진정한 인

간의 내면 인 상태나 감정  반응을 그 로 노출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언어  커뮤니 이션은 친 감, 
심과 같은 사회  의미를 달하는데 이용되며[7], 이것
은 인간 계를 시작하고 지속하는 요한 수단이 된다. 
Hinde[8], DeVito[13]등은 비언어  행 가 암시 인 

내용이나 모호한 언어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 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결정  단서로서 그 

기능이 발휘된다는 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비
언어  커뮤니 이션은 언어  커뮤니 이션과 마찬가

지로 의사 달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시 이며 아

주 작은 움직임일지라도 각각은 의미를 담고 있는 신뢰

도가 높은 커뮤니 이션 수단임을 지 하고 있다. 를 

들어 언어 인 채 을 통해 정  단서들이 표 되고 

비언어  채 을 통해서 부정  단서들이 표 되는 경우 

의미 해석은 비언어  행 에 근거하여 달된 메시지의 

진실성을 악하게 된다. 이번 연구의 결과는 과거 비언
어  행동의 인간, 개인 내 인 기능(interpersonal and 
intrapersonal function of nonverbal behaviors)을 강조
한 연구들[57,58]에서 비언어  행동이 수신자

(addressee)에게 달하는 정보의 주요기능으로부터 더 
크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제
약을 많이 받고 있는 학생운동선수들에게 감정  인지과

정과 내 성숙의 청소년기에 요한 동기화 기능으로 작

용할 수 있고, 장기 인 측면에서 성장을 한 올바른 귀

인 요인을 강화시켜 나가는 매제 역할을 한다고 해석

할 수 있겠다.
둘째, 학생운동선수가 경험하는 감정반응은 자기효능

감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37]와 박종화, 권민 [43]의 연구결과들을 간 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운동선수들의 부정  감

정반응이 자기효능감의 자기조 과 자신감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정  감정반응 모두 과

제선호성에 더 높은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실제 경기력에 향을 미치는 훈련방법이나 
단기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이다. Bandura[34]는 각 개인은 각자의 사고, 감정, 
행동을 어느 정도 조 하게 하는 자기 체계(self-system)
를 가지고 있는데, 자체 인 인지  정서구조를 가지고 

기호화되거나 안  략을 계획하거나 자기 행동을 조

하고 자기반성의 능력을 가지며, 한 자아체계와 외

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로서 행동을 수용하

고, 조 하고, 평가하기 한 일련의 하  기능과 참조 

기제를 제공하는데도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 다. 즉 
자신이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에 해 아는 것에서부터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보완하기 한 계획과 그 계획의 

실행 과정을 평가하는 것에 이르는 개념인 메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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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cognition)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학
생운동선수 자신의 사고과정 반에 한 이해와 평가가 

가능해지면 어떤 것을 수행하거나 배우는 과정에서 어떠

한 구체  활동과 능력이 필요한지를 알고, 이에 기 해

서 효과 인 략을 선택하여 히 사용할 수 있기 때

문에 지도자는 한 커뮤니 이션을 통해 정  감정

반응을 유도해 나가야 하겠다. 
셋째, 비언어  커뮤니 이션은 자기효능감에 직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
언어  커뮤니 이션이 감정이나 생각, 태도를 달하는 
수단이 되기는 하지만 자기효능감은 자기반성  사고를 

통해 자아체계와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로

서 행동을 수용하고, 조 하고, 평가하기 한 일련의 하
 기능과 참조 기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

언어  커뮤니 이션이 자기효능감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윤운성[59]에 의하면 
학생들은 정보에 극 으로 주의 집 하여 조직, 시연, 
부호화과정을 통하여 정보를 재조직한다고 한다. 따라서 
주어진 환경내의 사회 , 교수  요소들을 변화시켜나가

기에, 학업성취는 끊임없는 통합구성으로서의 이러한 상
호작용을 포함한다. 높은 자기 효능감은 학생들에게 학
습을 진시키려는 과제에 노력과 지속력을 증가하게 한

다. 따라서 학생이 학습 과정을 지각할 때 자기 효능감이 
유지되고 동기화 된다. 에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던 경
험이 있었을지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은 부정 인 

 경험을 불식하고 동기화 행동을 지향하게 한다[34]. 
성공과 실패 귀인에 한 경험  학습은 결과에 한 원

인을 지각하는 교사의 정 인 도움(피드백)이 많은 
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낮거나 혹은 높은 학생들 스스
로의 능력에 한 지각은 교사에 의해 성공에 한 자부

심을 고취시켜 성취 결과에 계없이 수행경험 그 자체

로 동기부여 시킴으로 인해 학생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

킬 수 있기에, 후일의 성공  과제를 통해 더 높은 성취

기 를 언할 수 있도록 칭찬이나 격려 속에서 비언어

 커뮤니 이션 요인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체육고등학교 코치들은 부분 해당종목의 선수출신

들이기에 자기효능감의 정보근원인 수행성취, 리  경

험, 언어  설득, 생리  상태와 련하여 언어  커뮤니

이션과 함께 주어지는 비언어  커뮤니 이션의 과정

에서 동기·자기 반성  사고(자기체계, self-system)의 순
환과정의 문성에 많은 향을 미치며, 자신의 능력(자

기효능감)을 단하고 목표지향성과 지속성을 향상시키
는데 향을 미치게 된다. 허나 학생은 물론 교사에게도 
자기 효능감은 수업에 향을 미친다고 한다[59]. 자기 
효능감이 낮은 교사는 수업에 향을 주는 자신의 능력

을 낮게 평가하고, 학생의 학습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 도
와주는 인내력이 부족하며, 보충 인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 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도 인 학습

활동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성공하도록 도움을  것이

다. 이러한 동기  효과는 학습을 증진하게 할 수 있는

데, 지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 이션의 부분  

비언어  커뮤니 이션은 교사의 자기효능감을 나타내

는 표 의 도구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넷째, 학생운동선수가 지도자의 비언어  커뮤니 이

션으로 인해 경험하는 감정  반응은 자기효능감에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37]의 연구에서 
고객이 매원의 커뮤니 이션으로 인해 경험하는 감정

 반응은 고객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

구결과를 간 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서비스 산업에
서 고객은 서비스 제공자가 말하는 내용을 듣고 제공자

의 자신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때의 음고
(pitch)나 음조(voice tone)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의 자신
감을 확인한다[4]. 즉 음고와 음조는 듣는 사람이 상 방

의 능력과 사회성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 다. 
이 게 목소리의 톤(음고)은 감정을 표 할 때나 이해와 

설득력을 높여 신뢰감과 자신감을 형성할 때 주요한 요

소이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에서는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할 때 가장 선호하는 목소리 톤인 ‘솔’톤을 유지하여 발
성하도록 교육을 받고 있다. Sandaram & Webster[4]는 
더 높은 신뢰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높은 수 의 추진

력을 경험하게 되고 결과 으로 더 빠르게(1분당 
120~160단어 정도를 말하는 보통속도)말을 하며 더 크
게 말을 한다고 하 다. 한 음성의 특징에 한 연구에 
따르면, 길게 멈추지 않고 망설임 없이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신뢰를 안겨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60]. 한편 Scherer[61]에 의하면 한 

멈춤(분명한 구 을 끊어서 읽는 것)은 듣는 사람의 이
해를 높일 수 있으며 신뢰와 믿음에 한 인식을 강화 

시켜주기도 한다고 하 다. 이는 스포츠지도하는 상황, 
시범을 보이거나 략, 술에 한 구체 인 훈련지시

나 과 개인 간의 모든 의사소통에서 용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지도자의 지속 인 비언어  커뮤니 이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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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의사소통은 학생운동선수들에게 하나의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태도는 특정 상에 해 가지고 있는 내
 평가로[62]호의 , 비호의 으로 반응하려는 학습된 

선유경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Heider[63]는 균형이론
을 통해 개인의 내  일 성을 설명하 는데, 사람들은 
어떤 상들을 평가하는데 있어 인지  일 성을 유지하

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들 간의 태도가 일치하지 

않으면 개인의 내  일 성을 해하기 때문에 균형 상

태로 돌아가기 해 상에 한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운동선수들은 지도
자에 한 태도를 일정한 감정선 혹은 일 성 있는 방향

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때 지도자가 비언어 인 커뮤니 이션을 통해 운동 기술 

등을 지 하면, 즉 태도와 행동 간의 불일치를 경험하게 
되면 인지부조화를 경험하게 된다[64]. 인지부조화에 따
른 심리  불편감은 이를 해소하려는 동기로 작용하여

[65], 부정  상태를 해결하기 한 노력을 요구하게 된

다. 이러한 기  불일치 패러다임[66]에 근거하여, 부정
 불일치는 정  불일치보다 더 많은 귀인을 자극하

고 더 다양한 감정유형과 감정 강도를 가지게 된다

[67,68]. 부정  불일치는 기 와 성과 간의 불일치에 

한 인지  평가로서 후회와 실망이라는 부정  감정을 

유발하게 된다. 감정의 인지  평가모형에 따르면 인지

는 감정을 유발하고 감정은 응 반응과 행동에 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지도자의 성격이나 종
목의 특성에 따라 학생운동선수들이 동기부여 되어지도

록 이끄는 지도자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 요인의 개별

성 혹은 특이성을 계발하여 매력성, 즉 ‘특정 상을 일

성 있게 정 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성 혹은 태

도’[69,70]을 가지게 된다면,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의 차원[71]의 차원에서, 학생운동성수들의 자
기효능감(self-efficacy)이 차 향상하게 될 것이며, 이
를 통해 지도자에 한 호의 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학

생운동선수는 훈련의 최종 결과물인 경기결과 상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좋은 결과를 얻기 해 최선의 노
력을 다하려고 할 것이다. 
다섯째, 비언어  커뮤니 이션과 감정반응, 자기효

능감 간의 계에서 성별, 운동경력별로 조 효과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나 Model Comparison의 P값이 
0.954로 0.05보다 크게 나타났지만 측정모델의 합도
가 만족하여 세부 인 항목을 살펴본 결과, 부분의 경

로에서 남녀학생이 의미 있는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정반응과 부정반응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에서 남녀 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남학생은 비언어  커뮤니 이션을 통한 감정반응이 

자신감에 향을 미치고, 여학생은 자기조 력에 향을 

미친다는 은, 남성언어와 여성언어의 사회언어학  

근을 살펴본 김귀순[72]의 연구에서, 남녀간의 의사소통
기능의 근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역사 으로 성 계

의 지배  성격, 즉 여성의 종속  치를 약한 것과 동

일시하고 여성의 언어를 남성의 언어보다 열등한 것으로 

주장한 Lakoff[73]의 ‘지배 근방식’보다 남녀간의 힘
의 불균형을 반 한다기보다 의사소통 작용에 있어 내재

화된 서로 다른 규범이 남녀간에 있다고 주장한 Maltz 
& Borker[74]의 차이 근방식에서 남성의 화양식은 
경쟁에 바탕을 두는 반면 여성은 동에 바탕을 두고 있

다는 이 본 연구결과를 설명하는데 더 설득력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즉 지도자가 남녀간의 언어  의사소통의 

차이를 이해(유형선, 2004)하고, 나아가 문화된 비언
어  커뮤니 이션을 활용하는 것은 학생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한 신체  훈련의 피드백은 물론, 심리
인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추가 인 연구를 통해 조 효과 검정의 P값을 만족시

킨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 된다. 운
동경력별 조 효과 검정에서는 Model Comparison의 P
값과 합도 모두 수용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는 체육고등학교 지도자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이 학생운동선수들의 감정반응  자기효능감의 

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첫째, 지도자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이 학생운동선

수들의 감정반응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학생운동선수가 지도자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으로 인해 경험하는 감정반응은 자기효능감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언어  

커뮤니 이션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생운동선수가 지도
자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으로 인해 경험하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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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은 자기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비언어  커뮤니 이션과 감정반응, 자기효능감 
간의 계에서 성별, 운동경력별로 조 효과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체육고등학교 운동부 선수들로 

제한시켰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연령층과 기술수 을 고

려하지 않았다는 과 서울과 에 소제한 일부 체육

고등학교 운동부 선수만들 상으로 하여 비언어  커뮤

니 이션의 특성이 잘 들어나는 사투리 개념 등을 제한

으로 측정함으로써 그 정교함이 떨어진다는 함계 을 

갖는다. 한 지도자에 한 비언어  커뮤니 이션 

련 연구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 비교를 통한 깊은 통찰이 

부족했다는 것도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 일 것이다. 그
러므로 후속 연구들은 비언어  커뮤니 이션에 한 명

확한 범주를 설정함은 물론 그 상들은 체 인 기술

수 과 연령층 고려와 함께 련 연구들에 한 체계

인 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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