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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배드민턴 선수의 경기력 수준과
성취목표성향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the Performance Level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n Youth Badminton Players

김덕진*

Deokjin Kim*

요 약 본 연구는 대한민국 청소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를 대상으로 그들의 경기력과 성취목표성향의 하위 요

인인 자아성향과 과제성향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이에 배드민턴 청소년 대표 선수들의 경기

력 수준에 따라 자아성향과 과제성향은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두 개의 영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으

로는 2018년도 청소년 배드민턴 국가대표 하계 합숙훈련에 소집된 중,고등학생 92명으로 하였고, 이들의 학교급별 단식

전체리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경기력 상,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자아성향과 과제성향의 차이를 각각 알아보았다.

검사도구로는 스포츠 성취목표지향성에 관한 검사지(Task & Ego Orientation in Sport Questionnaire, TEOSQ)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검사지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신뢰도

분석(Cronbach’s α)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경기력 집단 간 성취목표성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기력 상집단과 하집단 간에 자아성향과 과제성향 두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였다.

주요어 : 배드민턴, 성취목표성향, 자아성향, 과제성향, 경기력 수준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level and ego orientation 
and task orientation, which are sub-factor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targeting the Korean youth 
badminton national team. Accordingly, two null hypotheses were established and tried to verify that there would 
be no difference in ego orientation and task orientation according to the performance level of the badminton 
youth representative players. A total of 92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divided into upper and lower 
performance group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ego orientation and task orientation were investigated, 
respectively. For the measurement, We used sport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task and ego orientation in a 
sports questionnaire, TEOSQ). Data were analyzed by performing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independent t-test. As a resul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both the ego orientation and 
task orientation between the upper and lower groups of performance. We discuss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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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포츠의 특징 중 하나는 경쟁성이다. 경쟁으로 말

미암아 새로운 기록들이 탄생되고 그 기록들을 경신

하려는 새로운 동기를 생성시킨다. 이는 인간이 가진

성장 본능이며 이를 성취동기라 칭한다.

그동안 스포츠상황에서 이루어진 성취동기 연구는

Atkinson의 모형을 기본 토대로 이루어졌다. 이 모형

의 핵심변수는 성공접근동기(motive to achieve

success), 실패회피동기(motive to avoid failure), 과제

난이도(task difficulty), 성공유인가(incentive value of

success)로써, 이 변수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개인의

성취동기가 결정된다고 본다 [1, 2].

하지만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는 개인에 따른 주관

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경기의 승리가 곧

성공(반대로 패배가 곧 실패)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

반면, 승리했더라도 경기내용이 좋지 않았을 때는 실

패했다고 느끼는 선수가 있다(반대로 패했더라도 경

기내용이 좋아서 성공했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취동기를 이해하려는 방식이 성취목표성

향 이론이다.

성취목표성향 이론은 동기의 사회인지적 접근방법

이다. 즉, 개인이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기준점을 어

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는 성격의 한 요소이기도 하며 상당히 주관

적이다.

최근 스포츠 상황에서 성취목표성향 이론이 주목받

고 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성취목표성향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자신을 비교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노력을 하면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성

향으로써 과제목표성향(task goal orientation)이라고

칭하고 두 번째는 비교의 기준을 타인으로 삼고, 수행

의 질적인 부분보다는 남보다 잘한 경우에 성공감을

느끼는 성향으로써 자아목표성향(ego goal

orientation)이라고 칭한다 [3].

그동안 스포츠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취목표성향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성취목표성향은 정서, 인지,

행동과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6].

연구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과제성향을

가진 사람은 도전적 과제를 선택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하며 실패에도 불구하고 끈기를 보인다. 반면, 자아성

향이 높은 사람은 부적응적 성취행동을 보이고 남들

보다 잘 보이는 것에 큰 가치를 두므로 매우 어렵거

나 쉬운 과제를 선택하며 노력과 끈기가 약하다. 또한

이들은 스포츠에 대한 흥미나 재미 수준도 과제성향

자보다 낮고 불안감은 더 크게 느낀다. 그러므로 과제

성향자가 스포츠 상황에서 더 좋은 경기력을 선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다.

하지만 스포츠는 경기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경기를

치르는 과정에서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본질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공유할 수 없는 결과와 순위를 얻게

됨으로써 그 경기력 수준을 평가받기 때문에 무엇보

다도 상대선수나 팀을 이겨야만 하는 것이 더욱 중요

한 가치로 자리잡게 되었다. 게다가 대한민국 스포츠

문화 저변에 깔려있는 ‘승리지상주의’는 이겨야 한다

는 강박감을 형성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문화는

어린 운동선수들에게 이기는 것만이 스포츠를 잘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

현재까지 스포츠 영역에서 성취목표성향에 관한 연

구는 상당히 많다. 하지만 경기력 수준별로 성취목표

성향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대표적으로 스쿼시 선

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 김용규 등의 연구[7]와 유도

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 김두만의 연구[8]가 있다.

김용규 등[7]의 연구에서는 경기력이 우수할수록

과제성향, 자아성향 둘 다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이 연구의 경기력은 실제 경기력이 아닌 개인

이 인지하고 있는 경기력을 변수로 삼았기 때문에 실

제 경기력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김두만[8]의 연구에서는 경기력에 따른 두 성향의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의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이유가 종목 특성의 상이성 때문이라

면 타종목 선수를 대상으로 새로운 연구의 시도가 필

요할 수 있겠다.

현재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는 선수 시스템을 국가

대표, 국가대표 후보, 청소년 대표(중, 고등학생), 꿈나

무 대표(초등학생)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청소년 대표는 연 2회의 합숙 훈련을 진

행하고 각종 측정과 평가가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배드민턴 청소년 대표를 대상

으로 하여 그들의 경기력과 성취목표성향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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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H0 : 배드민턴 청소년 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수준에 따라 자아성향은 차이가 없

을 것이다. 둘째, H0 : 배드민턴 청소년 대표 선수들

의 경기력 수준에 따라 과제성향은 차이가 없을 것이

다.

만약, 연구결과가 이 두 가설을 기각하게 된다면

청소년 배드민턴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성이 설정되고 이를 토대로 배드민턴 선수용 심

리기술훈련의 한 부분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청소년 국가대표 하계 합숙훈련에 참가한

선수 중,고등학생 남,여 총 92명이다. 대한민국 배드민

턴 청소년 국가대표는 중, 고등학생들로 구성되는데

경기성적과 미래 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80~100여명의 남, 여 선수가 하계, 동계 방학 기

간 동안 약 2주간 소집된다.

선수들의 경기력을 상, 하로 구분하기 위해서 다음

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합숙훈련동안 중학생은

남,녀로 구분하여 학년 구분 없이 통합으로 단식 풀리

그 경기로 진행하여 순위를 정하였고 고등학생은 남,

녀를 학년별로 나누어 풀리그 경기로 진행하여 각각

의 그룹에 순위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순위를 기초로

하여 그룹별 백분위 50% 이상을 경기력 상 집단으로,

50% 이하를 경기력 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대

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성취목표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

한 검사지는 Duda와 Nicholls [9]가 개발한 스포츠 성

취목표지향성에 관한 검사지(TEOSQ: Task & Ego

Orientation in Sport Questionnaire)이고 국내에서

Kim [10]이 번역/역번역 작업을 거쳐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구분 빈도 %

성별
남 46 50

여 46 50

힉교급
중학생 32 34.8

고등학생 60 65.2

경기력 수준
상 46 50

하 46 50

본래 이 검사지는 과제지향성(7문항)과 자아지향성

(6문항)을 포함해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합숙훈련 시 배드민턴 경기를 단식경

기로 진행하였음을 고려하여 자아지향성을 묻는 질문

중, “나는 혼자 득점을 거의 다 할 때 가장 잘 했다는

느낌을 갖는다.”라는 문항을 제외하고 12문항으로 재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likert형 5점 척도로 하였다.

변수별로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3. 조사절차

2018년도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열린 배드민턴 청소

년 국가대표 하계 합숙훈련장에 본 연구자와 연구보

조자 1인이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청소년대표 감독

과 연락하였고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동의

절차를 거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쉬는 시간에 훈련장 내의 강의실에서 검사를 실시하

였다. 감독에게 설명했었던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선

수들에게도 알렸고 동의를 얻었다. 그리고 검사에 솔

직하고 충실하게 임해달라는 부탁을 함으로써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였다. 검사시간은 대략

15분정도 소요되었고 검사가 끝난 후 그 자리에서 즉

시 검사지를 회수하였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 방법은 PASW 18.0 window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자료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

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검사지의 신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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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 위하여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선수들의

경기력 수준에 따라 성취목표성향에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력 수준을 상, 하로 구분하여 독

립 t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α

=.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표 2는 대한민국 배드민턴 청소년 국가대표의 경기

력 수준에 따른 성취목표성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해서 독립 t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2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경기력 수준 상 집단의 자아성향 평균

점수는 3.66(SD=.65)이고 하 집단은 3.51(SD=.66)이다.

그리고 t값이 1.078로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배드민턴 청소년 대표 선수들

의 경기력 수준에 따라 자아성향은 차이가 없을 것이

라는 첫 번째 영가설은 수락되었다. 둘째, 경기력 수

준 상 집단의 과제성향 평균점수는 4.22(SD=.48)이고

하 집단은 4.04(SD=.49)이다. 그리고 t값이 1.768로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배드민턴 청소년 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수준에 따라

과제성향은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두 번째 영가설은

수락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드민턴 청소년 선수들의

경기력 수준은 성취목표성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2. 경기력 수준에 따른 성취목표성향의 차이
Table 2. Difference of goal orientation according to
the performance Level

구분 경기력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자아
성향

상 46 3.66 .65
1.078

하 46 3.51 .66

과제
성향

상 46 4.22 .48
1.768

하 46 4.04 .49

그동안 스포츠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취목표성향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과제성향자가 자아성향자에 비해

서 인지, 정서, 행동 등 여러 변수들에서 긍정적인 관

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4-6]. 본 연구는 이런 관

계성을 근거로 성취목표성향 중 과제성향이 경기력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수행되었

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경기력 수

준에 따른 성취목표성향의 자아성향과 과제성향의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설정했던 영가설이 수락되

어 기대했던 연구가설이 기각되었다. 하지만 경기력

수준과 성취목표성향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의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성향 또는 과제성향 점수가 모두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Kim [8]이 유도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

구와 Moon [11]이 태권도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

과와 일치한다.

스포츠의 본질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운동선수

로써 체력이나 기술의 향상도 중요하지만 시합에 출

전해서 상대 선수나 상대팀을 이겨야지만 경기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운동선수 대부분은 경기력 수준에

상관없이 자아성향, 과제성향 둘 다 높게 나타난 것으

로 판단된다.

운동선수로써 상대선수, 상대팀을 이겨야 하는 것

은 생존과도 같다. 과거 중세시대에 목숨을 걸고 싸움

을 치러야 했던 검투사의 경기를 생각해보면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스포츠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체력,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의지력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청소년 국가대표라는 점을 감안

해 본다면 자아성향, 과제성향 둘 다 높은 것은 자연

스러운 결과라고 생각된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한민국 배드민턴 청소년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수준에 따라 성취목표성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소

속된 청소년 국가대표 중,고등학생 남,여 92명을 경기

력 상,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들의 자아성향과 과

제성향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는 경기력 상집단과 하집단 간에 자아성향

과 과제성향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과제성향에 대한 긍정적인 효

과가 많이 발견된 만큼 추후의 연구에서는 종목과 선

수들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구체화해서 연구를 수행하

고, 경기력 수준과 성취목표성향의 관계에서 어떤 변

수가 조절 또는 매개하는지 새로운 변수를 탐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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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하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포츠 세계에서 2등은 기억

되지 않는다는 말이 신념이 되지 않도록, 승리지상주

의로 물든 현재의 대한민국 운동선수들이 과제성향을

가질 수 있도록 유,청소년 운동선수를 위한 교육프로

그램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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