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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승부차기 상황에서의 키커의 골 결정 전략행동을 심층적으로 분석
하여 팀 승리를 위한 승부차기 성공 확률을 높이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수도권에 위치한 고등학교 축구선수인 경력
자 27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승부차기 상황에서의 키커의 골 결정 전략행동에 대한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chi-square을 사용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키커의 승부차기 
성공 여부는 선수 경력에 따라 성공 확률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키커의 슈팅구질은 슈팅 위치와 상관
없이 정확하게 슈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승부차기 성공 확률을 높이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은 슈
팅 시선을 통한 전략행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키커가 슛을 하기 전 전략행동을 골키퍼는 키커의 서있는 위치
를 먼저 확인한 후 키커의 몸동작과 시선을 통해 슛의 방향과 슈팅구질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승부차기, 키커, 전략행동, 성공률, 예측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s to analyze kickers' strategic actions for finishing in penalty shoot-outs among 
youth soccer players ultimately to increase success rates of shoot-outs and to score a victory. Subjects were 
experienced 271 soccer players attending high schools located around the capital area. To determine any 
difference in strategic actions for finishing in penalty shoot-outs among the subjects, frequency analysis or 
chi-square was used for the analysis. The analysis found the following points: First, the success or failure rates 
of kickers in penalty shoot-outs were found to depend on subjects' experiences as soccer players. Second, in 
terms of kickers' shooting qualities, they were found to shoot on goal regardless of shooting positions. Third, 
an important factor to enhance the shoot-outs probability was found to be a strategic action through the eyes. 
Fourth, in view of the strategic actions prior to kickers' shooting, goalies were found to check out kickers' 
positions first and estimate the directions and qualities of shooting via kickers' body actions and eye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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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구기 종목은 동일한 경기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에서도 특히 축구 종목의 경우에는 측이 불가능한 경

기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측 불가능한 상황을 비

하기 해서는 다양한 술을 비하는 것이 요하며 

의 승리를 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이는 의 

술과 지도력이 다양한 만큼이나 학생선수들의 기량도 날

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

만 이러한 술은 한 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모

든 들의 경기력 역시도 동소이해 짐에 따라 이기는 

경기의 수보다는 무승부로 인한 승부차기로 승패를 가리

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기도 한다.

축구 경기에서 페 티 킥의 요성은 다음에 상을 

통해서도 짐작을 가능  한다.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2.7골, 1998년 랑스 월드컵 2.6골, 2002년 한·일월드컵 

2.7골, 2006년 독일월드컵 2.3골로 최근 12년간 게임당 득

 평균이 2.5 임을 고려해볼 때 경기  페 티 킥으

로 얻은 1 은 승리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백종철, 2006). 이 듯 축구 경기에서 숙련된 략행동

은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운동 숙련성을 결정짓는데 있어 

인 요소로 작용되며 특히, 키커의 빠른 측능력

이 요시되는 축구 경기에서 페 티 킥은  경기의 승

패를 결정짓는데 가장 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Abernethy, et al., 1993; Starkes & Allard, 1993; 

Williams, Davids & Williams, 1999).

지 까지 청소년 축구클럽 장에서는 학생선수들의 

페 티 킥 략행동과 술능력을 향상시키기 해 주로 

신체 기술과 련된 훈련만을 주로 연습을 수행시키고 

있지만, 성공 인 운동 수행을 해서는 정확하고 효율

인 동작뿐만 아니라 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략 인 행동 훈련을 히 병행하면서 수행해 나가야 

한다(Williams, Davids & Williams, 1999).

승부차기 상황에서의 략행동은 일반 으로 설명되

는 지각 능력에 비유할 수 있으며 시각, 청각, 각, 후각 

등 신체의 다양한 감각기 을 통해서 주  환경의 모든 

사물과 사건에 한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러한 지각 능력은 승부차기 상황에서 략 인 행동을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김선진, 2000).

특히, 축구선수들에게는 운동기술 장면에서 나타나는 

움직임 정보를 받아들이는 시각이 가장 요한 역할을 

하는데, 시각정보의 지각 과정에서 인지된 정보를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용하는 것이 

보다 나은 승부차기 상황에서의 골 결정 략행동 능력

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요한 요인으로 작용된다

(Posner, Nissen & Klein, 1976).

모든 스포츠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운동경기인 만큼 

100%의 성공 확률이 불가능하지만 골 결정 략행동 분

석을 통하여 승부차기에서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술 훈련은 다른 종목에 비해 축구 종목

을 상으로 한 연구가 부분 이루어져 왔으며, 재에

도 새로운 기술을 고안해서 용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

고 있다. 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는 숙련자

가 가지고 있는 사  지식이나 경험, 시각단서가 골 결정

력을 높이고 운동 숙련 수행에 있어 요하다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류동 , 2007; 백종철, 2006; 신세 , 2002; 

Frank & Hanvey, 1997; McMorris & Hauxwell, 1997; 

Willams & Burwitz, 1993).

하지만, 지 까지 이루어진 승부차기 상황에서의 략

행동 기술에 한 선행연구는 훈련 자체의 효과인지, 반

복되어진 검사의 응과정에서 보이는 결과인지를 명확

하게 구별할 수 없다는 문제 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이러한 문제 들

을 보안하고자 Magill(1998)이 제안한 방식에 따라 수행자

에게 직  지도하는 방법인 명시  략을 보다 게 사용

하는 방법을 통해 청소년 축구클럽 경기에서 승패를 결정

짓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되는 승부차기 상황을 실  

경기상황과 동일하게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 축구선수들

의 골 결정 략행동을 면 히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승부차기 

상황에서의 키커의 골 결정 략행동을 심층 으로 분석

하여  승리를 한 승부차기 성공 확률을 높이는데 있

어서 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승부차기 상황에

서의 키커의 골 결정 략행동(시선, 치, 몸동작)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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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으로 탐색하기 한 기 자료 수집의 일환으로 수도

권에 치한 고등학교 축구선수인 경력자 271명을 연구

상으로 설정하 다.

구체 인 연구 상의 일반  특성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축구선수인 경력자 가운데 290

명을 상으로 선정하 으며, 자료  미 기입되었거나 

불성실하다 단되는 19명의 자료를 제외한 271명의 자

료를 최종 으로 이용하 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n=271)

characteristic division persons frequency(%)

grade

a first 107 39.5

second 88 32.5

third 76 28.0

position

defender 100 36.9

midfielder 92 33.9

forward 79 29.2

experience

less than one week 68 25.1

less than 3 times 68 25.1

less than 5 times 52 19.2

5 or more times 83 30.6

2.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승부차기 상황에

서의 키커의 골 결정 략행동을 심층 으로 탐색하기 

해 근의 용이성과 다양한 자료수집의 가능성을 고려

하여 수도권에 치한 축구클럽 명문 고등학교를 직  

방문하여 운동부 계자  축구선수들에게 조를 구한 

후 엘리트 축구선수인 경력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 다.

설문조사  키커들에게 승부차기 시 몸동작, 시선, 출

발 치에 한 사  정보를 숙지시킨 뒤 실  경기상황

과 동일한 환경에서 승부차기를 실시한 후 연구자가 개

발한 설문지를 조사 상자에게 직  배포한 다음 자기평

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설문 내용에 

하여 응답하도록 하고 완성된 설문지는 장에서 연구

자가 직  회수하 다.

설문지의 구성 체계는 크게 키커의 골 결정에 한 

략행동을 분석하기 해 3가지 역 총 12문항(몸동작, 

시선, 치)으로 구분하 다. 설문조사  내용의 합성

과 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엘리트 축구선수 지도자들

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하고 연구 목   상 특

성을 고려하여 문항을 수정·보완한 다음 본 연구의 측정 

도구로 최종 사용하 다. 

2.3 자료처리 방법

자료 분석을 한 통계처리는 SPSS 12.0을 사용하

고,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승부차기 상황에서의 키커의 

골 결정 략행동에 한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빈도

분석과 chi-square를 실시한 후 분석결과에 기 하여 해

석하 으며, 본 연구에서의 모든 유의수 은 α=.05로 설

정하 다.

3. 연구결과

3.1 키커의 승부차기 성공 여부 분석

3.1.1 경력에 따른 승부차기 성공 여부 분석

키커의 승부차기 성공 여부를 선수들의 경력별로 구

분하여 빈도분석한 결과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수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5회 이상 승부차기에 성공

한 선수가 95명으로 체의 40.8% 비율로 가장 높았으며, 

3회 미만 승부차기에 성공한 선수도 26.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선수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56.3%인 18명

이 3회 미만에 성공 횟수를 나타냈으며, 선수 경력 1년 

이상인 경우가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uccess of experience a shoot-outs

factor
over

1 year

more than 

3 years

more than 

5 years
sum

less than 

one week

n 2 4 22 28

% 33.3 12.5 9.4 10.3

less than 3 

times

n 2 18 61 81

% 33.3 56.3 26.2 29.9

less than 5 

times

n 2 3 55 60

% 33.3 9.4 23.6 22.1

5 or more 

times

n 0 7 95 102

% 0.0 21.9 40.8 37.6

sum
n 6 32 233 271

% 100 100 100 100

3.1.2 포지션에 따른 승부차기 성공 여부 분석

키커의 승부차기 성공 여부를 선수들의 포지션별로 

구분하여 빈도분석한 결과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

이 키커의 승부차기 성공 여부에서 선수 포지션이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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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인 경우 5회 이상 승부차기에 성공한 선수가 36명으

로 체의 36.0% 비율로 가장 높았으며, 3회 미만 승부차

기에 성공한 선수도 34.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선수 

포지션이 공격수(FW)인 경우 43.0%인 34명이 5회 이상

에 성공 횟수를 나타냈으며, 미드필드(MF)인 경우도 

34.8%인 32명이 5회 이상에 성공 횟수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3> Posi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shoot-out success

factor DF MF FW sum
less than 

one week

n 12 8 8 28

% 12.0 8.7 10.1 10.3

less than 3 

times

n 34 27 20 81

% 34.0 29.3 25.3 29.9

less than 5 

times

n 18 25 17 60

% 18.0 27.2 21.5 22.1

5 or more 

times

n 36 32 34 102

% 36.0 34.8 43.0 37.6

sum
n 100 92 79 271
% 100 100 100 100

3.2 키커의 슈팅구질을 통한 분석

3.2.1 슈팅 위치에 따른 슈팅구질 분석

키커의 슈 구질은 슈  치에 따라 변화가 발생되

는지에 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키커는 승부차기 여부에서 우측에 치해 슛

을 날리는 경우 정확하게 슈 하는 축구선수들이 100명

으로 체의 62.9% 비율로 가장 높았으며, 강하게 슈

한 축구선수들도 3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앙에 치해 슛을 날리는 경우에도 60.0%인 42명

이, 좌측에 치한 선수들도 강하게 슈 하기 보다는 정

확하게(88.1%) 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커의 슈  치에 따라 승부차기 시 슈 구질 변화 

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χ²검정을 

실시한 결과, 키커의 슈  치에 따라 승부차기 시 슈

구질 변화 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Shooting the results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the ball changes

factor the left the right the middle sum

hard
n 5 59 28 92
% 11.9 37.1 40.0 33.9

accurate
n 37 100 42 179
% 88.1 62.9 60.0 66.1

sum
n 42 159 70 271
% 100.0 100.0 100.0 100.0

χ²=10.95 (df=2, p=.004)

3.2.2 슈팅 방향에 따른 슈팅구질 분석

키커의 슈 구질은 슈  방향에 따라 변화가 발생되

는지에 한 차이를 분석 결과 <Table 5>에 나타난 바

와 같이 키커는 승부차기 여부에서 우측 방향으로 슛을 

날리는 경우 정확하게 슈 하는 축구선수들이 63명으로 

체의 70.8% 비율로 가장 높았으며, 강하게 슈 한 축

구선수들도 29.2%를 차지하고 있다. 한, 앙 방향으로 

슛을 날리는 경우에도 70.4%인 57명이, 좌측에 치한 

선수들도 강하게 슈 하기 보다는 정확하게(57.4%) 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커의 슈  방향에 따라 승부차기 시 슈 구질 변화 

여부에 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χ²검

정을 실시한 결과, 키커의 슈  방향에 따라 승부차기 시 

슈 구질 변화 여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Table 5> Shooting the ball in the direction of 
the change results

factor the left the right the middle sum

hard
n 40 28 24 92

% 42.6 29.2 29.6 33.9

accurate
n 54 63 57 179

% 57.4 70.8 70.4 66.1

sum
n 94 96 81 271

% 100.0 100.0 100.0 100.0

χ²=4.76 (df=2, p=.093)

3.3 키커의 전략행동을 통한 분석

3.3.1 슈팅 방향을 통한 분석

키커의 략행동인 슈  방향을 골키퍼가 사  측

하고 슛을 한 방향으로 몸을 날려 선방하는지에 한 분

석 결과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키커의 슈 방

향이 좌측을 향할 것을 측하고 골키퍼가 슛을 선방한 

경우가 55회로 체의 35.3% 비율로 가장 높은 측력을 

보 으며, 키커의 슈  방향이 우측을 향할 것이라고 

측하고 골키퍼가 슛을 선방한 경우도 34.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키커의 슈  방향을 측하지 못하고 실 한 

경우 키커의 슈  방향이 우측을 향할 것이란 측 실패

가 37.4%인 43회로 가장 높은 미 측력을 나타냈다.

키커의 슈  방향을 통한 승부차기 성공 여부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χ²검정을 실시한 결과, 

키커의 슈  방향을 통한 승부차기 성공 여부에는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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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Shooting shoot-out success over the
           direction of the results

factor mispredict
prediction

success
sum

shot

the left

n 39 55 94

% 33.9 35.3 34.7

shot

the right

n 43 53 96

% 37.4 34.0 35.4

shot

the middle

n 33 48 81

% 28.7 30.8 29.9

sum
n 115 156 271

% 100 100 100

χ²=.35 (df=2, p=.840)

3.3.2 슈팅 시선을 통한 분석

키커의 략행동인 슈  시선을 골키퍼가 사  측

하고 슛을 한 방향으로 몸을 날려 선방하는지에 한 분

석 결과 <Table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키커의 슈  시

선이 슈 하는 반 쪽 방향일 것이라고 측하고 골키퍼

가 슛을 선방한 경우가 112회로 체의 71.8% 비율로 가

장 높은 측력을 보 으며, 키커의 슈  시선이 슈 하

는 방향과 일치할 것이라고 측한 경우도 28.2%를 차지

하고 있다. 반면, 키커의 슈  시선을 측하지 못하고 실

한 경우 키커의 슈  시선이 슈 하는 반 쪽 방향일 

것이란 측 실패가 60.0%인 69회로 가장 높은 미 측력

을 나타냈다.

키커의 슈  시선을 통한 승부차기 성공 여부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χ²검정을 실시한 결과, 

키커의 슈  시선 을 통한 승부차기 성공 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Shooting through the eyes results
           shoot-out success

factor mispredict
prediction

success
sum

shot

direction

n 44 44 88

% 28.5 22.4 25.1

shot

opposite

direction

n 69 112 181

% 60.0 71.8 66.8

stare into

the ball

n 2 0 2

% 1.7 0.0 0.7

sum
n 115 156 271

% 100 100 100

χ²=6.15 (df=2, p=.046)

3.3.3 슈팅 위치를 통한 분석

키커의 략행동인 슈  치를 골키퍼가 사  측

하고 슛을 한 방향으로 몸을 날려 선방하는지에 한 분

석 결과 <Table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키커의 슈  

치가 우측 방향일 것을 측하고 골키퍼가 슛을 선방한 

경우가 87회로 체의 55.8% 비율로 가장 높은 측력을 

보 으며, 키커의 슈  치가 앙 방향일 경우 측된 

슛을 선방한 경우도 30.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키커

의 슈  치가 우측 방향일 경우 측하지 못하고 실

한 경우 62.6%인 72회로 가장 높은 미 측력을 나타냈다.

키커의 슈  치를 통한 승부차기 성공 여부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χ²검정을 실시한 결과, 

키커의 슈  치를 통한 승부차기 성공 여부에는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키커의 시선예측을 통한 전략행동 분석

키커의 시선 측에 따른 승부차기 성공 여부에 한 

분석 결과 <Table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키커는 승부

차기 여부에서 시선이 골을 넣고자 하는 골 의 반 쪽

을 응시하는 경우 골키퍼는 키커의 시선을 측하고 시

선의 반 방향으로 몸을 날리는 경우가 116회로 체의 

72.5% 비율로 가장 높았으며, 키커의 시선이 차고자 하

는 방향 그 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을 경우 골키퍼는 정

면과 반 되는 방향으로 몸을 날려 측하지 못하는 경

우도 26.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키커의 시선이 골을 

넣고자 하는 골 의 반 쪽을 응시하는 경우 골키퍼는 

키커의 시선을 측하고 시선의 방향으로 몸을 날리는 

경우가 65회로 체의 58.6%가 키커의 시선을 측하고 

슛을 선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Penalty shoot-out success over 
            shooting position results

factor mispredict
prediction

success
sum

shot

the left

n 20 22 42

% 17.4 14.1 15.5

shot

the right

n 72 87 159

% 62.6 55.8 58.7

shot

the middle

n 23 47 70

% 20.0 30.1 25.8

sum
n 115 156 271

% 100 100 100

χ²=3.62 (df=2,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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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커의 시선 측을 통한 략행동 여부에 유의한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χ²검정을 실시한 결과, 키커

의 시선 측을 통한 략행동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Estimate eye action through the 
            strategic results

factor
eyes

direction

eyes opposite

direction
sum

goalpost

front

n 45 43 88

% 40.5 26.9 32.5

goalpost

opposite

n 65 116 181

% 58.6 72.5 66.9

stare into

the ball

n 1 1 2

% 0.9 0.6 0.7

sum
n 111 160 271

% 100 100 100

χ²=5.06 (df=2, p=.025)

4. 논의

축구 종목의 경우 측 불가능한 상황을 비하기 

해서 다양한 술을 비하는 것이 가장 요하며 의 

승리를 한 필수요소로써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운동 숙

련성을 결정짓는 인 요소로 작용하는 키커의 골 

결정 략행동 유형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 을 두고 

있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 까지 이루어진 략

행동 유형에 한 선행연구는 훈련 로그램의 효과에 

한 가능성만을 제시하 을 뿐 훈련 자체의 효과인지, 

반복되어진 검사의 응과정에서 보이는 결과인지를 명

확하게 제시한 연구가 충분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이 부

분의 논의 과정과 결과에 한계가 있음을 먼  밝히고자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토 로 승부차기 

상황에서의 키커의 골 결정 략행동을 한 효율  정

보를 제시하고 종합 인 논의를 개하고자 한다.

4.1 키커의 승부차기 성공 여부 분석

키커의 승부차기 성공 여부를 축구선수들의 경력과 

포지션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선수들의 경력이 승부

차기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Savelsbergh, Williams, 

Vander Kamp & Ward, 2002; Williams & Burwitz, 

1993; Williams & Davids, 1998)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축구 경기에서의 승부차기에 한 사  지식과 이  경

험을 기반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처리하는 선수들의 

략 인 행동이 그 지 못한 선수들보다 더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4.2 키커의 슈팅구질을 통한 분석

승부차기 상황에서의 키커의 슈  치에 따라 슈

구질이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백종철(2006)이 

제시한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페 티 킥을 수행하는 키커

는 자신의 동작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

울이며 그에 따른 슛의 강도에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

다. 한, 배재열(2008)은 슈 의 효과를 극 화하기 

한 신체 밸런스와 정확한 임팩트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키커는 슛을 하기  슈  치와 차려고 하는 방향을 

골키퍼가 측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목 을 지니고 

있지만 정작 키커의 슈  치와 방향을 찰해 본 결과 

모든 치에서 정확하게 슛을 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상은 키커가 골 를 바라보는 시 에서 부분 

오른발을 주로 사용하기에 좌측에 치해 있는 상태에서 

우측으로 강하게 슛을 하면 실축할 험이 크고, 디딤 발 

한 우측방향으로 잡아야 하기에 그에 따른 몸동작이 

골키퍼에게 측당할 확률이 높아져 정확하게 많이 차는 

것으로 단된다. 

4.3 키커의 전략행동을 통한 분석

승부차기 상황에서의 키커의 슈  시선을 통한 략

행동 유형에서만 승부차기 성공 여부에 차이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승부차기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데 요한 훈련 요인으로 슈  방향과 슈  

치보다는 슈  시선을 통한 략행동에 을 두고 훈

련하는 것이 승부차기 성공 확률을 높이는데 주요한 요

인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4.4 키커의 시선예측을 통한 전략행동 분석

키커가 슛을 하기  골키퍼는 키커의 골 결정 략행

동을 측하기 해 키커의 서있는 치를 먼  확인한 

후 키커의 몸동작과 시선을 통해 슛의 방향과 슈 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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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  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졌다. Morya 등(2001)

은 페 티 킥 성공 확률을 높이기 해 키커는 페 티 킥

을 하는 동안 골키퍼가 반응할 수 없도록 골 결정 략행

동의 효과를 극 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의 결과를 다소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는 골키퍼가 사 에 키커의 치와 볼과의 거리를 

확인한 후 볼과 거리가 가깝다고 느껴지면 강하게 찰 것

이라고 측하고 선방하는 것이며, 키커의 골 결정 략

행동을 사  측하기 해서 키커의 정 방향 보다는 반

 방향의 시선을 측하여 슈 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으로 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승부차기 상황에서 

키커가 차는 슛을 골키퍼가 부분 키커의 골 결정 략

행동을 사  측하고 슛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만 승부차기   술로 계획되어진 략 인 행동과 

순서를 사 에 결정해두기 때문에 매 경기상황에서 같

은 결과가 나오기란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수도권에 치한 고등학교 축구선수 271명

을 상으로 축구 승부차기에 있어서 키커의 골 결정 

략행동을 분석하여 청소년 축구선수들에게 승부차기 상

황에서의 키커의 골 결정 략행동 유형과 기술을 향상

시켜주기 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 을 두었으며, 

연구 목 과 방법에 의해 수집된 자료와 결과를 분석하

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키커의 승부차기 성공 여부는 선수 경력에 따라 

성공 확률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키커의 슈 구질은 슈  치와 상 없이 정확

하게 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승부차기 성공 확률을 높이는데 주요한 요인으

로 작용되는 것은 슈  시선을 통한 략행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키커가 슛을 하기  략행동을 골키퍼는 키커

의 서있는 치를 먼  확인한 후 키커의 몸동작과 시선

을 통해 슛의 방향과 슈 구질을 측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에서 진술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향후 개될 연구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지역 청소년 축구선수들만

을 상으로 표본을 확보하 다. 따라서 국의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인식이라고 보기에는 조심성이 요구되며,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 상자의 표본을 범 하게 확

하여 보다 일반화 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

록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축구클럽 엘리트 학생선

수 경력자(5년 이상) 남학생 선수들에게만 을 맞추

어 연구를 진행하 는데 승부차기에 있어서 좀 더 효과

인 결과를 해서 여학생을 포함한 , 등, , 실업, 

로 까지도 연구가 확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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