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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imate the tendency of psychological factors 
influencing cycling performance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 factors of athlete 
reputation in the news big-data. METHODS To explore the psychological factors 
influencing cycling performance, an open questionnaire was conducted on 82 cyclists, 
and Inductive Content Analyses was performed. Overall, 89,520 news articles were 
collected through BIGKinds, and forming factors of athlete reputation were derived 
through LDA topic modeling analysis and inductive categorization. Through regression 
analysis, time series tendency of the factors of athlete reputation was calculated. Finally, 
the tendency of psychological factors to influence cycling performance was estimated 
based on the previously derived results in this study. RESULTS The psychological factors 
influencing cycling performance were found to be; emotion control, trust capital, 
cognitive control, motivation and communications with the coach. The forming factors 
of athlete reputation was found to be; reporting of the sports event, infrastructure 
creation, analysis to performance, moral issue, social environmental changes and 
sports gossip. The time series tendency of the forming factors of athlete reputation was 
found to include the categories of Hot, Warm, Cool and Cold. The psychological factors 
influencing cycling performance are estimated to expand to exercise performance and 
moral intelligence.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discussion 
of psychological factors influencing cycling performance extends not only to exercise 
performance, but also to moral intelligence, reflecting the socio-cultural context in the 
discussion of performance.

서론서론

국제사이클연맹의 Agenda 2022, 유럽축구연맹의 Respect 캠페인, 
국제축구연맹의 Social Responsibility 캠페인은 물론 최근 사회적 
논쟁의 블랙홀인 ESG까지 사회문화적 맥락은 선수 평가에 반영된다. 
특히 네트워크 기반의 초연결 환경에서 선수의 학창시절이나 사생활
은 물론 봉사 등의 행적이 평판으로 환류되어 경기력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2018 평창올림픽
을 기점으로 평판이 선수의 운동수행능력과 무관하게 축구, 배구, 야
구, 빙상 등 다양한 종목에서 경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력 논의는 인간의 역량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재능(Gagné, 
1985)이나 영재성, 지능 등으로 환원된다. 특히 단일요인으로서 학습
능력과 동일시되던 고전적 지능이론에서 다중지능(Gardner, 1983), 
성공지능(Sternberg, 1999), 도덕지능(Lennick & Kiel, 2007) 등 사
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내용지식과 방법지식 등이 반영되어가는 지능 
논의의 변천은 경기력 논의에 시사를 남긴다. 실제로 경기력에 대한 
관심이 체력, 기술 등 가시적 변인 중심에서 심리와 같이 잠재변인으
로 확대되는 흐름(Ivarsson et al., 2020)을 보이고, 운동수행능력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경기력에 개인 내적자원과 외적환경의 상호작용
과 함께 도덕지능 반영(Yun, 2015)을 통해 경기력에 내용지식, 방법
지식,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기도 한다. 이는 경기력의 개념과 경
기력 영향요인의 다양성 및 가변성을 시사한다. 

경기력에 대한 관심의 확장과 사회문화적 맥락의 반영은 사이
클 종목에도 나타난다. 사이클은 19C 초 자전거 발명(Berto,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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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lihy, 2004) 이후 당대 최고의 기술이 접목되는 스포츠(Cheung 
& Zabala, 2017)로, 근대올림픽과 역사를 함께 해온 종목이다(IOC, 
2020). 사이클은 종목에 따라 2~3주의 지구전이나 하루 동안 고강도 
반복 레이스가 진행되어 사이클선수는 한계상황에 직면하고(Renfree 
et al., 2012), 경기장의 경계가 불분명한 도로에서 경기가 진행되기
도 한다. 이러한 사이클의 특성으로 인해 생리학, 역학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경기력 논의가 최근 심리학 분야로 확대(Baghurst, 2012; 
Emmerman, 2012)되고 있지만 불안, 자신감, 인지기능 등에 연구가 
집중되는 경향(Spindler et al., 2018)이 있어서 연구 축적을 통해 사
이클 경기력 영향 심리요인 이해를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사이클 경기력 관련 심리 변인에 대한 관심에는 사이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요인(Spindler et al., 2018)뿐 아니라 성공적 경
력을 유지하는 운동선수의 심리적 특성(Williams & Krane, 2001)
의 필요성이 자리한다. 성공적 경력 형성과 유지 측면에서 심리적 변
인에 대한 관심은 성취의 유지와 관련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으로 도덕지능이 투영된 Good Work 관점(Gardner et al., 2001)
과도 맥을 같이한다. 특히, 약물 파동(Mignon, 2003), 기계 도핑
(Bouillet, 2018) 등 사이클계의 이슈는 사이클선수의 경기력 논의에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도덕적 엄격성이 강조되는 최근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반영된 심리요인의 필요성(UCI, 2020)을 시사한다. 

경기력에 사회문화적 맥락의 반영은 평판으로 구체화 된다. 평판은 
개인이나 집단의 언행, 성격, 특징, 성과, 이미지 등에 대한 타인의 평
가가 반영된 결과이다(Jin & Han, 2019; Zinko et al., 2011). 같은 
맥락에서 선수 평판은 개인의 인품, 전문성, 외적 매력, 이미지, 사생
활 관리, 사회적 책임, 경기 스타일 등(Kim & Bang, 2020; Park et 
al., 2014)으로 논의되고 있어 선수의 운동수행능력과 함께 사회인습
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 맥락이 반영되는 경기력 
논의는 평판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되고 있다. 

평판은 선수의 자기평가에 영향(Yun et al., 2012)을 미친다. 개인
에게는 자신의 긍정적 인상 형성을 위한 동기(Leary et al., 2011)가 
있어서 평판은 당위적 행동 양식을 규정하는 명령적 규범으로 작용
한다(Cialdin et al., 1991). 평판을 통한 자기평가는 선수에게 사회
적 촉진(Epting et al., 2011)이나 실패회피 동인(Chalabaev et al., 
2008)으로 작용해 자동화된 운동(Beilock et al., 2006)이나 근력 발
현(Chalabaev et al., 2013)에 영향을 미쳐 수행으로 환류(Park et 
al., 2014; Park & Yun, 2019)된다. 또한, 평판은 선수의 연봉이나 
계약체결 차이로 연결되기도 한다(Herm et al., 2014; Korzynski & 
Paniagua, 2016). 

평판의 내용이나 평판을 통한 평가의 결과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
라 가변적이어서 같은 현상이 다르게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평판
의 생성이나 유통, 스포츠 내부자와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에 뉴스가 
핵심 역할을 한다. 뉴스는 특정 현상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보도하거
나 기사의 논조를 통해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한다. 특히, 초연결 사
회에서 뉴스는 고속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확산의 영향이 단기간
에 집중되기 때문에 영향력을 넘어 파괴력을 가진다. 이러한 뉴스는 
선수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해 선수 이해(Entman, 1993)와 판단의 근
거가 되는(Scheufele, 2004; Shim et al., 2020) 동시에 선수 자신의 
평판 확인 방법으로 환류되는 등 대중이나 선수 모두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토대로 뉴스 기사를 분석해 사회적 담론(Kim & 
Park, 2019)이나 프레이밍 기능 탐색이 시도(Shim et al., 2020)되

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뉴스 분석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
하는데 특히 토픽모델링 분석은 내용의 직관적 이해에 유용하여 적
극 활용된다(Lee et al., 2014). 토픽모델링 분석은 뉴스, 소셜 미디
어, 논문 등 다양한 텍스트의 잠재 주제나 사회적 이슈 파악(Jeong et 
al., 2013; Lee et al., 2016; Park & Song, 2013)을 위해 주제 탐
색, 주제의 추이 변화 기반 동향분석 등에 활용(Griffiths & Steyvers, 
2004)되고 있다. 

주제 추이를 정의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선
형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기울기 증감과 유의도에 따라 추이의 속성을 
구분하기도 한다. 실제로 기울기의 증감에 따라 Hot, Cold(Griffiths 
& Steyvers, 2004)추세를 구분하거나 기울기 증감과 유의도에 따라 
추이를 Hot, Warm, Cool, Cold 등으로 구분(Kang, 2019)하기도 한
다. 이러한 추이의 속성에서 기울기는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되고 있
으며, 회귀분석의 유의도 또한 주제의 추세 검증에 활용하고 있다. 따
라서 변동성이 큰 뉴스 주제 추세를 감안하면, 뉴스 주제의 추이를 통
해 뉴스의 관심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추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이클 경기력 영향 심리요인을 탐색하고, 대
중매체에 편재하는 선수 평판 형성요인을 추출해 시계열적 경향성을 
산출한 후 이를 토대로 사이클 경기력 영향 심리요인의 향배를 추정
할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가 사이클 경기력 영향 심리요인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경기력 영향요인으로 잠재하는 평판
에 대한 관심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연구방법연구방법

자료제공자 및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사이클선수가 개방형설문에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평
판 형성요인으로 뉴스 자료 수집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
(BIGKinds)를 활용하였다. 

사이클 경기력 영향 심리요인 탐색을 위한 개방형설문은 스노우
볼 표집을 활용하여 2020년 대한체육회 등록 성인 사이클선수 중 자
료제공에 동의한 8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평판 형성요인 수집
을 위하여 빅카인즈 데이터베이스에서 “경기력”을 키워드로 2000. 
3. 1.~2020. 2. 28.까지 20년 간 자료 92,596건 중 중복기사, 작성일
이 특정되지 않은 기사, 인사/부고/동정 등의 예외기사로 필터링 된 
3,076건의 기사를 제외한 총 89,520건의 기사를 분석하였다. 

조사 및 분석도구

사이클 경기력 영향 심리요인 탐색을 위해 온라인 개방형설문지를, 
평판의 수집과 분석에 빅카인즈와 python, excel을 활용하였다.

개방형설문지는 연구 설명과 참여동의서 원본을 첨부하고 연구참
여동의 여부, 이름, 나이, 선수경력 등의 배경 변인과 “지금까지 선수 
경험을 떠올려보고 응답해주세요. 사이클 경기력에 관련이 있는 심리
적 정신적 요인을 생각나는 대로 써 주세요”를 문항으로 구글폼을 활
용(https://forms.gle/R9pPMbN2vqSWYxTC6)하여 제작하였다. 

이후 빅카인즈의 SSVM(Structural Support Vector Machine) 알
고리즘을 활용하여 뉴스 텍스트의 형태소 추출과 불용어 제거 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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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명사 키워드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선수 평판 형성요인 추출을 
위해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알고리즘(Blei et al., 2003) 
토픽모델링 분석을 진행하였고, 토픽모델링 분석에 python을 활용
하였다.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도출한 선수 평판 형성요인의 연도
별 출현빈도비율을 산출해 회귀분석을 통해 선수 평판 형성요인의 시
계열적 경향성을 산출하였다. 선수 평판 형성요인의 시계열적 경향성 
산출과 회귀분석에 excel을 활용하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사이클 경기력 영향 심리요인 탐색 단계, 선수 평판 형성요
인 추출 단계, 선수 평판 형성요인의 시계열적 경향성을 통한 사이클 
경기력 영향 심리요인 향배 추정 단계로 진행하였다.

사이클 경기력 영향 심리요인 탐색은 자료수집, 자료분석, 결과도출
의 단계로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단계에서 팀 단위로 개설된 소셜 미
디어 단체 채팅방을 활용해 온라인 개방형설문지를 배포하고, 연구목
적 및 내용을 설명하였다. 자료제공자는 휴대전화 혹은 컴퓨터를 활
용해 온라인 개방형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자료분석 단계에서는 수집
된 자료를 귀납적 내용분석으로 범주화하였다. 

선수 평판 형성요인 추출 단계에서는 우선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
라 경기력 영향력이 달라지는 평판을 대중매체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후 자료수집 및 데이터 전처리, 자료분석, 결과도출의 단계로 연구
를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및 데이터 전처리에는 빅카인즈, 자료분석
에는 python과 excel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빅카인즈를 통

해 2000. 3. 1.~2020. 2. 28.까지 “경기력” 키워드 검색 뉴스에서 데
이터 전처리를 거친 뉴스별 명사 키워드가 포함된 excel 파일을 다운
로드 하였다. 빅카인즈는 한 번에 20,000건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
문에 연구자가 검색 기간을 조정하여 자료를 다운로드하였다. 자료분
석에는 LDA 토픽모델링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도출된 토픽은 내용과 
의미의 유사성에 따라 귀납적범주화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사이클 
경기력 영향요인 탐색과 평판 형성요인 추출 단계에서 연구진, 스포
츠심리학 박사 2인, 스포츠심리학 박사과정 3인 등 총 7인이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범주화의 적절성을 협의하였다.

선수 평판 형성요인의 시계열적 경향성을 통한 사이클 경기력 영
향 심리요인 향배 추정 단계는 자료정리, 자료분석, 결과도출의 순으
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정리에서는 평판 형성요인의 연도별 뉴스 
출현 빈도와 연도별 전체 뉴스 빈도를 토대로 연도별 평판 형성요인
의 비율을 산출하였다. 자료분석에서는 정리한 평판 형성요인별 비율
을 연도별로 회귀분석하여, 회귀식 기울기와 통계적 유의수준에 따라 
Hot, Warm, Cool, Cold의 범주(Kang, 2019)로 분류하였다. 결과도
출 단계에서는 분류 결과에 따라 선수 평판 형성요인의 시계열적 경
향성을 산출하였고, 산출한 선수 평판 형성요인의 시계열적 경향성을 
토대로 연역적 내용전개를 통해 사이클 경기력 영향 심리요인 향배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체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에 심의를 거쳤다
(승인번호 : 2020112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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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이클 경기력 영향 심리요인 탐색에 귀납적 내용분
석, 선수 평판 추출에 토픽모델링 분석과 귀납적범주화, 선수 평판의 
시계열적 경향성 산출에 회귀분석, 사이클 경기력 영향 심리요인 향
배에서는 연역적 내용전개를 자료분석에 활용하였다. 

귀납적 내용분석에서는 근거이론의 분석 방법과 절차를 토대로 범주
화(Strauss & Corbin, 1998)를 진행하였다. 범주화 과정에서 연구자
는 수집된 자료를 2회 이상 정독하여 원자료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
하였고, 원자료의 의미나 내용의 공통성 여부에 따라 자료 통합 및 분
리 작업을 통해 자료를 정리하였다. 정리한 개방형설문 응답 내용 자료
를 줄 단위로 개념화하여 원자료를 추출하고, 추출한 원자료는 의미의 
유사성에 따라 유목화하여 세부영역, 일반영역 순으로 범주화하였다. 

선수 평판 형성요인 추출을 위한 토픽모델링 분석은 python의 
gensim 패키지를 통해 LDA 알고리즘(Blei et al., 2003)을 활용하
였다. 또한, mallet 패키지를 활용하여 Coherence Score(Newman 
et al., 2010)를 통해 토픽 개수를 자동 추출하여 토픽모델링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토픽모델링 분석은 계절별로 스포츠의 특
성 차이와 생성되는 뉴스양 차이를 고려하여 연도별로 봄(3~5월), 여
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2월)로 나누어 진행하고, 도출된 
토픽을 다시 연도별로 정리해 분석하였다. 도출한 토픽을 내용의 유
사성에 따라 유목화하여 하위 토픽으로 분류, 하위 토픽은 상위 토픽
으로 범주화하였다. 범주화 과정의 타당도 확보(Creswell & Miller, 
2000)를 위해 연구진과 스포츠심리학 박사 2인, 박사과정 2인 등 6인
으로 전문가회의를 진행하여 범주화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선수 평판 형성요인의 시계열적 경향성 산출에 excel을 활용하여 

연도 변화를 독립변수로, 연도별 전체 뉴스 대비 평판의 연도별 뉴스 
비율을 종속변수로 통계적 유의수준 .05의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회귀식 기울기와 유의수준을 토대로 평판 형성요인을 
하위토픽 수준에서 분류(Griffiths & Steyvers, 2004; Kang, 2019)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울기가 +이고 유의수준을 충족시킨 Hot 범주, 
기울기가 +이고 유의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Warm 범주, 기울기가 
–이고 유의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Cool 범주, 기울기가 -이고 유의
수준을 충족시킨 Cold 범주(Kang, 2019)로 구분하여 평판의 시계열
적 경향성을 산출하였다. 연역적 내용전개는 선수 평판 토대 사이클 
경기력 영향 심리요인의 향배 추정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연구결과

사이클 경기력 영향 심리요인을 탐색하고 경기력 평가에 영향을 미치
는 평판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사이클 경기
력 논의의 향배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이클 경기력 영향 심리요인

개방형설문 결과 사이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요인 236항이 
수집되었다. 이중 심리요인으로 분류가 어렵거나 의미 파악이 불가능
한 28항을 제외한 208항을 원자료로 채택하였다. 채택한 208항의 원
자료는 의미에 따라 유목화하여 21개의 세부영역으로, 21개 세부영
역은 정서 조절, 신뢰 자본, 인지 조절, 동기부여, 지도자 소통 등 5개 
일반영역으로 <Table 1>과 같다. 

Table 1. Psychological factors influencing cycling performance

Representative raw data Specific domain General domain
Physical & psychological anxiety, strain Anxiety control (47)

Emotion 
control

Fear of mistakes, worry about losing Worried about result (20)
Strain on the race, pressure Pressure (18)
Impatience, agitation, anger Excessive sensitivity (11)
Self-confidence, self faith, condition awareness Trust to performance (31)

Trust 
capital

Trust to training, thouough preparation Trust to training (15)
Consideration for teammates, team mood Trust to team mates (6)
Thorough preparation of equipment, equipment problems Trust to equipment (3)
Calmness, easy mind, relaxed mind Calmness (8)

Cognitive 
control

Concentration, don`t think too much Concentration (7)
Excited, happiness, feel good Opitmism (5)
Mental toughness, never-give-up mind Mental toughness (3)
Judgement ability, figuring out opposing rider`s tactics Judgement ability (2)
Willingness, desire to good performance Will to perform (6)

Motivation
Internal motive, fun, interest Internal motive (5)
Goal setting, pre-race strategy Will to purpose (5)
Boldness, competetive spirit Competitive sprit (4)
Coach`s verbal & nonverbal communications Communications with the coach (6)

Communications 
with the coachCoach`s support, respect for personal characteristics Coach`s support (4)

Trust in coach, belief in coach Trust in coach (2)

Tendency of Psychological Factors Influencing Cycling Performance Reflecting Re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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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화 결과 사이클 경기력 영향 심리요인은 정서, 성격, 인지, 동
기 등 심리학 대주제와 상당 부분 일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서 조
절은 불안 조절, 결과 걱정, 부담감, 과민 등 정서의 항상성 유지와 관
련된 요인이다. 신뢰 자본은 경기력신뢰, 자기신뢰, 훈련신뢰, 동료신
뢰, 장비신뢰 등 개인과 환경에 대한 신뢰 요인이다. 인지 조절은 침착
함, 집중력, 낙관성, 정신력, 판단력 등 인지 작동에 연동되는 요인이
다. 동기부여는 수행의지, 내적동기, 목표의식, 경쟁의지 등 동기의 발
현과 조절에 관련된 요인이다. 지도자 소통은 지도자 의사소통, 지도
자 지지, 지도자 신뢰 등 지도자와 상호작용 요인이다. 

경기력 영향요인으로 평판

1. 평판의 사회문화적 가변성
경기력 평가에 사회문화적 맥락이 반영된다. 2000년 이후만 보더

라도 국내외 선수 평가에 사회문화적 맥락이 깊숙이 영향을 미쳐왔
다. 2000년 무렵 성장이나 성과 중심으로 선수나 팀을 평가하던 대한
민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은 2020년 무렵 선수의 운동수행능력에 가치
나 평판 등이 더해져 선수를 평가하는 맥락에 놓이게 되었다.

실제로 2000년 무렵까지 국내외적으로 선수평가는 운동수행능력 
단일 변수였으며, 선수의 운동수행능력은 경기력과 동일한 개념이었
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은 사례 1)과 사례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례 1) 관중을 폭행한 선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에릭 칸토나(프랑스출신)가「올해의 축구선수」로 뽑혔
다. 크리스탈 팰리스구장에서 관중석의 팬을 걷어차 8개월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뒤 지난해 10월 복권, 그라운드에 선 칸토나는 21일 영국내 스포츠 기자
들의 인기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막판까지 경쟁을 벌인 네덜란드 출신 
루드 굴리트를 물리치고 수상자로 결정됐다(매일신문, 1996. 04. 23).

경기장에서 경기 중 자신을 야유한 관중을 폭행한 선수가 자숙 기간 
후에 바로 당해년 시즌에 복귀하고 있다. 또한 지도자나 팀에 분란을 
일으키는 선수에게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다.

사례 2) 관중을 폭행, 감독에게 욕하는 선수
“농구나 못하면 자르기나 하지…” 美NBA 「말썽꾼」 많아 구단 “속탄다” 맥스
웰 야유 관중 폭행…성격 급해 로드맨구단지시 멋대로 어겨 “눈총” 라이더기
자 회견 자청 감독에 욕설 스프레웰 툭하면 훈련 불참 지각예사 당대 제일가는 
코트의 마술사들이 모인 미국프로농구(NBA). 모두 팀에서 없어서는 안될 선
수다. ... 농구를 못하면 당장 자르기라도 할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속을 끓이는 
구단만 고단한 처지(동아일보, 1995. 03. 09).

운동수행능력에는 엄격하고 선수의 태도나 행동에 관대했던 2000
년 무렵 분위기는 2020년 무렵 선수의 운동능력에 다음과 같은 새로
운 기준이 더해지는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변화되었다. 

사례 3) 학교 폭력으로 제명된 선수 
올해 한국 배구를 논할 때 '쌍둥이 자매'를 빼놓을 수 없다. 이재영, 이다영(이
상 25·PAOK 테살로니키)은 한때 한국 배구의 아이콘으로 통했지만 이른바 
학교 폭력 논란으로 얼룩졌다. 사실상 한국 배구에서 영원히 사라질 이름으로 
바뀌었다(CBS 노컷뉴스, 2021. 12. 30).

사례 4) 도핑으로 영구제명된 선수 
암을 극복한 ‘사이클 황제’ 랜스 암스트롱은 살아 있지만 “잊혀져야 하는 존
재”로 전락했다. 국제사이클연맹(UCI)은 22일 선수 시절 도핑 사실이 적발된 
랜스 암스트롱에 대해 세계 최고 권위의 사이클 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에서 
획득한 7개 타이틀을 박탈하고 영구 제명하기로 결정 했다(문화일보, 2012. 
10. 23).

사례 5) 후배 폭행, 불법 도박, 음란행위로 제명된 선수 
회식을 하다 같은 팀 후배 선수 4명을 폭행한 울산 현대모비스 기승호(36)
가 제명됐다. ... 기승호는 앞으로 연맹과 프로 구단, 대한농구협회 등 농구 관
련 단체에선 일할 수 없다. 앞선 국내 선수 제명 사례로는 2015년 스포츠 불
법 도박에 가담했던 안재욱, 이동건(이상 당시 동부), 신정섭(당시 모비스)과 
2019년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한 정병국(당시 전자랜드)이 있다(조선
일보, 2021. 05. 01).

이처럼 청소년기 행동이 성인기에 재평가되거나, 도핑선수 재평가, 
폭행이나 도박 등에 대한 문책이 선수의 평가에 반영되고, 이러한 평
가 결과는 평판을 형성해 선수의 팀 계약이나 연봉 등에 영향(Herm et 
al., 2014; Korzynski & Paniagua, 2016)을 미치는 맥락이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평판은 선수의 경기력 평가에 잠재되어 반영되고 있다.

2. 선수 평판 형성요인
경기력 키워드 뉴스는 경기력 관련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고 이

는 선수 평판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평판 형성요인이 된다. 선수 평
판 형성요인 추출을 위하여 경기력을 키워드로 한 빅카인즈 자료수집 
결과 89,520건이 수집되었다. 수집된 뉴스의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982개의 토픽이 추출되었으며, 맥락이나 의미 파악이 불가능한 18개 
토픽을 제외한 964개 토픽을 채택하였다. 채택한 964개 토픽은 27개
의 하위 토픽으로, 27개 하위 토픽은 경기 보도, 경기력 분석, 도덕적 
쟁점, 인프라 조성, 사회환경 변화, 스포츠 주변 등 6개의 상위 토픽으
로 <Table 2>와 같이 범주화하였다. 

경기력과 관련한 대중적 관심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다. 경기 보
도 요인은 대회 및 경기 결과, 대회나 경기 진행 내용, 선수나 지도자
의 성과 등 경기의 과정과 결과 정보 제공을 내용으로 한다. 경기력 
분석 요인은 선수나 지도자 동향, 훈련이나 경기 준비, 경기력 분석과 
예측 등 경기 준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도덕적 쟁점은 선수 태도, 
도핑, 폭력 및 성폭력, 스포츠 관련 비리, 승부조작 등 사회적 바람직
성이나 스포츠에 가치 투영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인프라 조성 요인
은 대회 유치와 진행, 선수나 팀의 발굴과 육성, 소수자 대상 스포츠 
지원, 시설이나 장비 지원, 관중 유치, 상금 또는 지원금 등 스포츠 제
도를 내용으로 한다. 사회환경 변화 요인은 체육단체 인사나 정책, 과
학기술 도입과 e스포츠, 스포츠 기관 통합, 스포츠와 전염병, 선수 학
습권 보장 등 스포츠 거버넌스 문제를 다루고 있다. 스포츠 주변 요인
은 정치나 국제교류,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 용품이나 문화 환류, 스
포츠 규정이나 제도, 섹스와 경기력 관계 등 스포츠와 다른 분야의 관
련을 내용으로 한다. 

경기력과 관련한 대중적 관심은 선수 중심과 스포츠계 전반의 두 가
지 경로로 형성되고 있다. 경기 보도, 경기력 분석은 선수의 운동수행 
측면에서, 도덕적 쟁점은 선수의 사회적 바람직성 측면에서 선수 중심
적이고, 인프라 조성, 사회환경 변화, 스포츠 주변 등은 스포츠계나 스
포츠계를 둘러싼 환경적 변화에 대한 대중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스포츠
계 전반의 대중 관심 요인이다. 평판이 선수에 대한 대중의 평가인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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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면, 선수 중심 관심은 평판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스포츠 
전반 관심은 평판 형성에 상대적으로 간접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

사이클 경기력 영향 심리요인의 향배

선수 평판 형성요인의 시계열적 경향성을 통해 사회문화적 맥락을 추
정하고, 이를 통해 사이클 경기력 영향 심리요인의 향배를 논의하였
다. 선수 평판 형성요인 비율의 연도별 회귀분석 기울기와 유의수준
을 토대로 시계열적 경향성을 <Figure 2>와 같이 Hot, Warm, Cool, 
Cold 범주로 구분하였다.

Hot 범주는 빈도비율의 기울기가 0.028로 증가하고 유의한 요인으
로 대회 및 경기 진행 내용, 선수 및 지도자 성과, e스포츠 및 과학기
술 도입,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 선수 태도 요인이 해당된다. 경기진행 
내용, 선수나 지도자의 성과는 스포츠의 원천기술로 지속적으로 관심
이 증가하고 있고 선수 태도와 관련한 관심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
는데, 이는 대중적 평가와 연동되어 선수 평판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e스포츠 및 과학기술 도입이나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은 e스포츠의 대
두와 첨단기술 이슈가 스포츠에도 반영되고 있는 현실과 종편이나 다
른 매체의 등장으로 채널이 다양해진 환경에서 스포테이너의 등장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스포츠나 선수의 평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Warm 범주는 빈도비율 기울기가 0.098로 증가하지만 유의하지는 
않은 요인으로 대회 및 경기 결과, 선수나 팀 발굴 및 육성, 폭력과 성
폭력, 스포츠 관련 비리, 승부조작, 스포츠 기관 통합, 스포츠와 감염
병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기관 통합은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통합 과정, 스포츠와 감염병은 코로나19 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한 결
과로 해석되고, 이들 요인은 스포츠 평판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보
기 어렵다. 반면 대회 및 경기결과는 선수의 운동수행능력에 대한 관
심의 유지로 Hot 범주의 경기진행 내용, 선수나 지도자의 성과 요인
의 연장으로 해석되고, 폭력과 성폭력, 스포츠 관련 비리, 승부조작 등
은 관심이 증가한 요인으로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스
포츠나 선수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당한다.

Cool 범주는 빈도비율 기울기가 –0.066으로 감소하나 유의하지 않
는 요인으로 소수자 대상 스포츠 지원, 관중 유치, 선수나 지도자 이적 
동향, 경기력 분석 및 예측, 도핑, 체육단체 인사 및 정책 변화, 선수 
학습권 보장, 정치 및 국제교류, 용품 및 문화 환류, 스포츠 규정 및 제
도, 섹스와 경기력 관계로 나타났다. 특히 소수자 대상 스포츠 지원, 
관중 유치, 체육단체 인사 및 정책 변화, 선수 학습권 보장, 정치 및 국

Table 2. Forming factors of athlete reputation

Sub topic (news n) Annual mean % Topic Direction
Result of competition (24,111); RS1 13.7

Report the sports event; RS

Athlete

Course of competition (14,011); RS2 13.1
Achievement of athlete and/or coach (7,467); RS3 6.9
Transfer trend of athlete or coach (5,861); AP1 7.2

Analysis to performance; APPreparing the competition (6,293); AP2 8.7
Performance analysis and expectation (4,894); AP3 5.1
Athlete`s attitude (2,692); MI1 2.5

Moral issue; MI
Doping (1,399); MI2 1.7
(sexual) Violence (457); MI3 0.5
Corruption (394); MI4 0.4
Match fixing (311); MI5 0.3
Host and progress the competition (5,443); IC1 7.7

Infrastructure creation; IC

Sports
field

Scouting and/or fostering athlete (5,367); IC2 6.4
Support for weak category of sport (3,713); IC3 4.0
Support for facilities and equipment (1,664); IC4 2.4
Attracting spectators (810); IC5 1.3
Monetary support (374); IC6 1.0
Personnel transfer of sports organizations and change in policy (1,029); EC1 1.7

Social environmental changes; EC
Adopt cutting edge technology and e-sport (800); EC2 0.7
Integration of sports organizations (459); EC3 0.4
Infectious disease (394); EC4 0.9
Guarantee of athletes` learning rights (111); EC5 0.1
Political and international exchanges (1,168); SG1 1.6

Sports gossip; SG
Sports TV show program (109); SG2 0.1
Sporting goods and culture (80); SG3 0.1
Regulatory and system of sports (61); SG4 0.2
Relationship between have sexual relations and performance (48); SG5 0.2

Tendency of Psychological Factors Influencing Cycling Performance Reflecting Re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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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교류, 용품 및 문화 환류, 스포츠 규정 및 제도, 섹스와 경기력 관계 
등이 특정 시기에 다수 언급되는데, 이들 요인은 선수나 스포츠 평판
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특정 사건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대중의 관심이 일시적으로 집중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한편 도핑 관련 보도 역시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반도핑 노력
이 이미 국제반도핑기구(WADA)나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서 
진행되어 왔고, 기사의 절대량 증가 대비 유지된 상대적 감소로 해석
된다. 이러한 도핑 문제는 선수나 스포츠 평판에 영향요인이 된다.

Cold 범주는 빈도비율의 기울기가 –0.422로 감소하고 유의한 요인
으로 대회 유치 및 진행, 시설 및 장비 지원, 상금 및 지원금, 훈련 및 
준비 등으로 나타났다. 훈련이나 준비에 대한 유의한 관심 감소는 스
포츠에 대한 관심의 층위가 얇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대회 유치 
및 진행, 시설 및 장비 지원, 상금 및 지원금 등에 대한 관심의 유의한 
감소는 외형의 양적 중심으로 전개되던 스포츠나 선수에 대한 관심의 
변화를 반영한다. 이러한 관심은 스포츠나 선수의 평판에 직접적 영향
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중 관심 측면에서도 약화로 해석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Hot 범주의 경기진행 내용, 선수나 지도자의 성
과, 선수 태도, Warm 범주의 대회 및 경기 결과, 폭력과 성폭력, 스포
츠 관련 비리, 승부조작, Cool 범주의 도핑 등은 선수 중심의 경기력 
관련 사회적 관심으로서 선수의 평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선수나 스포츠의 평판에 직접 영향요인은 Hot 
범주나 Warm 범주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증가 
양상을 보여준다. 

사이클선수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분석 결과 사이클 경기력에 영
향을 미치는 심리요인으로 정서 조절, 신뢰 자본, 인지 조절, 동기부여, 
지도자 소통 등 선수 운동수행능력과 관련이 높은 5개 요인이 구조화
되었다. 여기에 최근 사이클계는 기계 도핑 방지, 반도핑 지원, 선수 보
호, 여성 사이클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을 국제사이클연맹에서 핵심 의
제로 다루고 있다. 또한 스포츠계에서 도덕지능을 사회적 환경 변화의 

일환으로 반영하고 있고, 선수나 종목에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감안했을 때 선수 태도, 폭력과 성폭력, 스포츠 관

련 비리, 승부조작, 도핑 등 평판의 문제는 도덕지능의 연장선에서 필
연적으로 사이클선수의 경기력 평가 기준으로 반영될 것이다. 따라서 
사이클 경기력 영향 심리요인은 정서, 성격, 인지, 동기 요인에 평판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 갈 것이다.

논의 및 제언논의 및 제언

개인의 평판은 필연적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이 반영되어 타인의 평가
와 개인의 의도가 투영된 결과이고, 이러한 평판은 명령적 규범으로 
작용하여 당위적 행동 양식을 규정한다(Cialdini et al., 1991). 유명
인(Han et al., 2005; Han et al., 2007)이나 운동선수(Kim & Bang, 
2020; Park et al., 2014)의 평판에는 성과, 외적매력, 인품, 사회적 
관계, 위기관리, 사회적 책임, 윤리적 행동 등 개인의 성과와 더불어 
사회적 바람직성이 포함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선수 평판 형성요
인으로 운동수행능력과 사회적 바람직성이 직접영향을 미치고, 스포
츠 전반에 대한 관심이 간접 영향을 미치는 점과 맥을 같이한다. 이러
한 평판은 운동수행능력뿐 아니라 사회적 바람직성을 추구하는 행동
으로 선수를 이끄는 당위적 행동양식이 된다. 

본 연구 결과, 사이클 경기력 영향 심리요인으로 정서 조절, 신뢰 자
본, 인지 조절, 동기부여, 지도자 소통 등이 도출되었고, 대중적 경기
력 관심에 기반한 선수 평판 형성요인은 경기 보도, 경기력 분석, 도
덕적 쟁점, 인프라 조성, 사회환경 변화, 스포츠 주변 등으로 도출되
었다. 또한, 이러한 평판 형성요인의 관심 정도는 지난 20여년간 시간 
경과에 따라 점차 주목받거나 서서히 관심에서 멀어지는 등 다른 양
상을 보인다. 운동수행능력 관련 내용과 도덕적 쟁점, 사회적 환경 변
화의 내용은 스포츠가 본질적으로 운동수행능력 향상에 기반한 승리
추구활동(Kang & Kang, 2009)인 동시에 사회문화적 맥락이 반영되
는 영역(Yun, 2015)임을 방증한다. 

운동수행능력 향상은 스포츠의 원천이자 핵심 주제이다. 현장과 
학계는 체력, 기술, 전술, 심리 등 다면적 접근(Yun & Lee, 2006)
을 통해, 스포츠심리학계 역시 경기력 영향 심리요인(Suppia et al., 
2016), 선수의 성장 가능성 예측 변수(Gledhill et al., 2017), 사회
적 상호작용의 영향(Epting et al., 2011) 등 선수의 운동수행능력 이
해와 향상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본 연구의 결과를 감안
하면, 선수의 운동수행능력 관점의 경기력 논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핵심적인 주제였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스포츠에서 지속가능한 가치
일 가능성이 크다.

평판 구성요인의 시계열적 경향성에서 스포츠 도덕 및 윤리와 관
련 논의가 점증하는 반면 사이클 경기력 영향 심리요인이 운동수행능
력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점은 사회문화적 맥락과 스포츠 맥락 변
화의 시차를 시사한다. 이는 스포츠 종목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축
구와 같은 종목에서 경기력과 선수평가에 도덕지능 반영이 시도(Yun, 
2015)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 폭력이나 성폭력, 스
포츠 비리는 사회구성원(Lee & Han, 2019)과 스포츠구성원(Jeon 
& Kwon, 2021) 모두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스포츠계에서 도덕
적 문제가 선수 자격 박탈이나 종목 존속 자체에 위협(Lee & Han, 
2019)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스포츠에서 도덕성이나 도덕지능
에 대한 강조는 중요한 논의로 남을 개연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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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ime series tendency of reputation forming factors 

Fig. 2. Time series tendency of reputation forming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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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이클연맹은 Agenda 2022를 통해 기계 도핑 방지, 반도핑 지
원, 선수 보호 등을 강조하는 등 선수의 운동수행능력뿐 아니라 사회
적 바람직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치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 및 집
행하고 있다(UCI, 2020). 유럽축구연맹의 Respect 캠페인, 국제축구
연맹의 Social Responsibility 캠페인 등 종목 중앙단체에서 전개된 
사회적 가치 지향이 시간 경과에 따라 대한축구협회의 Respect 캠페
인으로 확장되거나, 시간 경과에 따라 선수의 경기력 관련 심리적 인
식이 변화(Yun et al., 2021)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이클 경기력 논의
와 사이클 경기력 영향 심리요인 논의가 사회문화적 맥락이 반영되어 
운동수행능력과 도덕지능으로 확장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후속연구와 사이클계에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스포츠에서 경기력과 선수 평가에 선수의 운동수행능력이 중

시되는 전통적 흐름에 이어 평판이 대두되는 배경에 성과주의에 대한 
사회적 반성이 자리함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수의 훈련이나 
일상은 물론 경기에서 평판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체육계는 물론 선수나 지도자 모두 평판의 중요성
과 영향력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확장해야한다. 이러한 노력은 스포츠 
자체의 사회적 평판 형성과 선수의 지속가능성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도출한 선수 평판을 특정해 구체화하기에 아직은 
어려움이 있다. 평판은 이해관계자의 누적된 평가로 대중매체는 선수 
평판을 형성해 유통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평판을 형성하는 순환고
리를 만드는 핵심 액터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평판으로 활
용한 뉴스는 평판 형성요인 자체로서의 완결성이 부족할 수 있다. 향
후 경기력 논의와 선수 평가에서 평판의 구성요인, 평판 인식으로 인
한 선수의 심리적 경험 등 실증적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스포츠심리학 연구에 빅데이터 도입과 활용에 검증 가능성
과 실증성을 고려할 수 있다. 스포츠심리학은 잠재변인 추구(追究)를 
위해 타당도 및 신뢰도를 고려하여 정교한 연구방법을 발전시켜왔지
만, 여전히 가시적 결과물, 현장 요구의 실전성 및 편의성 등에 어려
움이 지적되고있다. 빅데이터는 스포츠심리학계의 잠재변인 추구에 
자연발생 데이터를 통해 생태적 타당성과 실용성을 재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데이터 가시화 측면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python을 활용한 토픽모델링 분석을 도입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시도하였다. 토픽모델링 분석은 pyldavis 등을 활용
한 시각화 자료도 제시가 가능하지만, 토픽모델링 결과를 다시 범주
화하고, 범주화 내용을 시계열 분석에 활용하는 등의 본 연구의 특성
에 따라 시각화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본 연구가 스포츠심리학계
에 연구방법과 내용으로 빅데이터 도입에 대한 관심의 기회가 되는 
동시에 사이클계에 경기력 영향요인으로 평판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
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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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 경기력 영향 심리요인으로 평판의 향배

주요어 
경기력, 심리요인, 평판, 빅데이터, 토픽모델링 분석, 사이클

[목적] 본 연구는 대중매체에 편재된 선수의 평판을 추출하여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사이클 경기력 영향 심리요인의 
향배를 추정할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성인 사이클선수 82명을 대상으로 개방형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귀납적 내용분석하여 사이클 
경기력 영향 심리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빅카인즈를 통해 경기력 키워드 뉴스 89,520건을 수집하고 python을 활용
한 LDA 토픽모델링 분석과 귀납적범주화를 통해 선수 평판 형성요인을 도출하고, 도출한 선수 평판을 회귀분석하여 시
계열적 경향성을 산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이클 경기력 영향 심리요인을 토대로 평판 형성요인의 양상을 반영해 사이
클 경기력 영향 심리요인의 향배를 추정하였다.
[결과] 사이클 경기력 영향 심리요인은 정서 조절, 신뢰 자본, 인지 조절, 동기부여, 지도자 소통 등으로 나타났다. 선수 
평판 형성요인은 경기 보도, 인프라 조성, 경기력 분석, 도덕적 쟁점, 사회환경 변화, 스포츠 주변 등으로 나타났다. 선
수 평판 형성요인의 시계열적 경향성은 Hot, Warm, Cool, Cold 등의 범주로 나타났다. 사이클 경기력 영향 심리요인
은 운동수행능력에 도덕지능의 반영으로 관심이 확장될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사이클 경기력 영향 심리요인 논의가 운동수행능력뿐 아니라 도덕지능으로 확장되며 경기력 
논의에 사회문화적 맥락의 반영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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