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에서 게임즈맨십의 원인과 행동 및 정서반응 탐색
서성우 (중앙대학교 대학원생), 허정훈 (중앙대학교 교수)
서

론

• 스포츠 활동은 참여자의 바람직한 사회성과 도덕성을 함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엘리트 스포츠의 경우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반사회적 인성이 강화되어 선수들의 도덕적 판단 능력을 저하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기정, 최윤성, 2001; Beller, J. M., Stoll, S. K, 1995; Ogilvie, B. C, Tutko, T. A. 1971).

연구결과
1. 게임즈맨십에 대한 인식 및 견해
• 연구 참여자들은 게임즈맨십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경기의 일부 혹은 승리를 위한 수단’,’상대방을
속이거나 시비를 거는 비신사적인 플레이’등의 견해로 나누어져 게임즈맨십을 각자의 방식으로 인식하였다.

• 경쟁상황에서 상대방을 위협하고 의도적으로 규칙을 위반하거나 부상당한 것처럼 속임수를 써서 심판의 판정을

경기의 일부

모호하게 만들려는 행위들은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으며(Kavussanu, AR Seal, DR Phillips,

긍정적 측면

2006; Long, Pantaleon, Bruant, & D'Arripe-Longueville, 2006), 이는 스포츠에서 도덕적 무감각을
조장하고 게임즈맨십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Lee, M., Whitehead, J., & Ntoumanis, N, 2007).

- B그룹-

승리를 위한 전략
경기 중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

인식 및
견해

• 게임즈맨십이란 스포츠 경기의 규칙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선의의 경쟁이나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무시하고

- A그룹 -

스포츠에서 필요한 것

비매너·비신사적인 행동
부정적 측면

오직 승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성향을 의미하며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위반하는 것이 아닌 신체적, 심리적으로

본인의 페이스만 생각하는 사람
스포츠에서 부정적인 것
경기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

상대방을 교묘하게 공략하는 전략으로 정의된다(Lucidi, F., Zelli, A., Mallia, L., Nicolais, G., Lazuras,
2. 게임즈맨십의 발생 원인

L., & Hagger, M. S. 2017).
• 규정에 반하지 않으면서 윤리적으로 의심스러운 행위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비한 현시점에서 이를 탐색하는

• 게임즈맨십이 발생하는 원인은 주로 행위 시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우선시하여 상대를

것은 운동선수 인성함양 측면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경쟁 스포츠에 참여하는 엘리트 선수들에게서

심리적으로 제압하고자 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들은

관찰되는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에 가치 있는 이론적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도외시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본 연구는 게임즈맨십의 원인과 행동 및 정서 반응 탐색을 통해 스포츠 구성원의 윤리의식을 증진
팀이나 동료

시키는 것이 정해진 규칙을 준수한다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게 하고 스포츠가 지향해야 할

팀(학교, 파트너)의 사기를 올리고 상대방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
우리 팀이 유리해지기 위해서
상대 선수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방향성을 논의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 A그룹 -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상대방

연구방법

- B그룹 -

실력이 비슷한 상대이기 때문에
실력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대이기 때문에

발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원인

상대방이 먼저 했기 때문에(보복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교육 때문에
지도자나 부모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교육 때문에

1. 참여자

A그룹 (평균나이 : 21.5세 / 평균 선수경력 : 8.3년) B그룹 (평균나이 : 20.6세 / 평균 선수경력 : 8.4년)

게임즈맨십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코칭 때문에

➢ 5년 이상 선수 경력이 있는 대학 현역·은퇴선수

주전 경쟁 때문에
운동 환경

• A그룹 = 개인종목(스쿼시, 배드민턴, 골프) 9명

상위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입상을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선수 수에 비해 TO(입학정원)이 적기 때문에

• B그룹 = 단체종목(축구, 농구, 야구) 9명
3. 게임즈맨십 정서 반응
2. 자료수집

• 참여자들은 게임즈맨십 행위를 자신이 타인에게 했을 때 주로 기분이 좋았다고 응답하였으며 타인이 자신에게

➢ 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

했을 때는 흥분하는 등 같은 행위임에도 상반되는 정서를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심판의 눈을 속인

• 시작질문, 도입질문, 전환질문, 주요질문, 마무리 질문으로 구성된 Krueger & Casey(2002)의 질문지 형식을

것을 센스 있는 플레이로 인지하고 행위가 파울 판정을 받지 않은 것에 안도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사한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 스포츠심리학 전공교수 1명, 포커스그룹인터뷰 연구 경험이 풍부한 체육학박사 2명, 10년 이상의 선수 경력이

행위를 타인이 자신에게 했을 때는 화가 나서 흥분을 하고 상대 선수와 싸우고 싶어하는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있는 스포츠심리학 전공 박사과정생 2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 회의를 통해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기분이 좋았다, 안도감이 들었다
자신이

➢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 인터뷰 시간과 장소는 참여자들이 훈련이 없는 시간과 익숙하고 편한 장소로 선정하였으며 그룹당 1회, A그룹
79분, B그룹 73분이 소요되었다.

이용하여 기록하였다.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다, 뿌듯하고 당당했다

타인에게
정서

했을 경우

양심에 찔렸다, 미안했다

부정적 정서
집중력이 흐트러졌다, 경기에 집중을 못 했다

반응
타인이

• 자료의 녹음은 Sony ICD-UX560F 기기와 I-Phone 8+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였고 음성파일은 한글2018을

긍정적 정서

자신에게
했을 경우

화가 나서 흥분되었다, 짜증이 나서 심판에게 항의했다
부정적 정서 나도 똑같이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져서 경기가 안 풀렸다

3. 자료분석

➢ 전사(Transcription)

논

• 인터뷰 과정에서 얻어진 오디오 자료에 대한 전사 작업을 실시하였다.

의

• 이 과정에서는 참여자의 응답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까지 문자로 기록하였다.
➢ 개방 코딩(Open coding)

✓ 게임즈맨십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로 대립되었으며 그룹 간의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 자료를 문장별 혹은 단어별로 해체하고 자료 간의 반복적인 비교 및 분석을 통해 각 범주로 분류하였다.
• 분류 후에는 자료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었는지 재검토하고 범주와 관련 없는 코드가 발견되는 경우 삭제하였다.

✓ 게임즈맨십의 발생원인은 자신과 팀의 이득을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 상대가 기량을 펼치지 못하게

➢ 축 코딩(Axial coding)

방해하는 과정, 지도자나 부모가 게임즈맨십 행위를 묵인하거나 부추기는 것 등이 관찰되었다. 이는 스포츠의

• 개방 코딩 단계에서 생성된 범주들을 하위범주와 연결하였다.

경쟁적특성과 인간의 본능적 욕망이 스포츠에서 비도덕적 경험을 증가시키고(최의창, 2010) 선수들이 의도적으로

• 범주 간의 연관성을 탐색하여 그들의 관계를 결정하였다.

시간을 끌거나 반칙을 하는 것을 지도자가 방관하거나 부추기고 있다는 선행연구(송용관, 2015) 결과와 일치한다.

4. 연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 게임즈맨십에 대한 정서 반응은 행위가 동일한 환경과 조건에서 발생하였음에도 자신이나 같은 팀의 행위일 경우는

➢ 연구 참여자 검토(Member check)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상대 팀일 경우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모순적인 모습이 관찰되었다. 상대를 속이고

• 전사 작업 후 나열된 원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과 재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전사된 내용이 참여자들의

위협하는 것을 자신의 유능감과 실력으로 인지하여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으며 이는 놀이 형태의 스포츠 활동보다

의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경쟁스포츠 활동이 선수들의 공격성과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게 한다(박정준, 2012)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 전사된 자료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 해석, 검토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스포츠심리학 전공 교수 1명,
체육학박사 2명, 스포츠심리학 전공 박사과정생 2명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 Denzin(1978)이 제시한 삼각검증법의‘연구자의 삼각화’방법으로 자료의 범주화 및 귀납적 분석과정을 진
행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5. 연구의 윤리성 확보

✓ 게임즈맨십의 원인과 행동사례 및 정서 반응에 대한 탐색적 분석을 통해 Agon, Arete, Ethos 관점이 조화되지
않고 한쪽으로 편향되는 경우는 스포츠맨십과 스포츠정신을 해석하는 것에도 차이를 나타나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경쟁이 과열되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상대를 속이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종합된 결과는 경쟁과 승리에 치중하는 구조가 형성될수록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이

• 포커스그룹인터뷰 진행 전 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였다.

창출되거나 강화될 수 있고 자아실현과 수행 능력에 비중을 높게 두는 구조가 형성될수록 스포츠의 참된 목적에

• 비밀유지 및 수집된 자료가 연구 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안내하였다.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게임즈맨십에 대한 판단 근거를 다각적으로 논의할

•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으로 참여자를 구성하고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올바른 인성함양과 윤리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