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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자기관리 및 운동수행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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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entation, Self-management and Exercis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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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사격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자기관리 및 인지된 운동수행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대한사격연맹에 2014년 등록된 대학 사격선
수 112명을 선정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16.0과 AMOS 7.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빈도분석, 탐색적요인분석, 확인적요인분석, 상관분석,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
다. 첫째, 성취목표성향 하위요인인 과제지향성은 자기관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취
목표성향 하위요인인 과제지향성과 자아지향성은 인지된 운동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
째, 자기관리는 인지된 운동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사격선수, 성취목표성향, 자기관리, 운동수행

Abstract  For the research object of this study 112 university shooting athletes, registered with Korea Shooting 
Federation in 2014, have been selected. Statistics processing was carried out through SPSS 16.0 and AMOS 
7.0.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by analysis of frequenc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to serve it’s purpose.
First, task orientation had passive influence on self-management. Second, task orientation and ego-orientation 
had passive influence on perceived exercise performance. Third, self-management had passive influence on 
perceived exercis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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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포츠 상황에서는 다양한 성취목표들이 존재하는데 

선수들의 효율 인 운동수행과 잠재된 능력개발을 증

시키기 해서는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1]. 

이에 해 이 정은 목표설정의 잠재  효과를 조 하는 

요한 변인으로써 성취목표성향을 제안하 다[2]. 성취

목표성향은 능력과 성공에 한 목표를 조망하는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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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특성에 따라 과제지향성과 자아지향성으로 구분된

다. 과제지향성인 선수는 운동수행 과제에 한 숙련과 

학습에 을 두고 자신의 이  수행과 비교하여 자신

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비해 자아지향 인 선수는 상 방

과 비교하여 주 인 자기능력을 평가한다[3]. 즉 과제

지향성인 선수는 비교의 기 을 자신에게 두고 성공과 

실패의 기 을 개인  숙련의 정도와 자기발 의 범주에

서 정의하기 때문에 노력을 시하며, 타인에게 패하거

나 실패했을 경우에도 좌 하지 않고 동기수 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자아지향성인 선수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

해 성공과 실패를 정의하기 때문에 타인을 이기는데 집

하여 타인에게 패하거나 실패했을 경우 자결성과 유능

성에 손상을 받는 경향이 있다[4].

성취목표성향에 한 선행연구에서 심우 은 경기 시 

과제지향성인 선수가 자아지향성인 선수보다 긴장과 불

안을 덜 느끼고 상 으로 높은 자신감을 나타난다고 

하 으며, 김정만은 과제지향성인 선수가 자아지향성인 

선수보다 높은 경기력을 보인다고 보고하 다[3,5]. 그러

나 김재철은 복싱선수의 자아지향  성향이 과제지향  

성향보다 경기력에 더 큰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상

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6]. 이와 련하여 박철우는 

스포츠 성취상황에서 코치들이 훈련 분 기를 어떻게 제

공하느냐에 따라 숙련 이고 기술습득을 강조하는 과제

지향  목표를 발달시킬 수도 있으며, 경쟁 이고 승리

를 강조하는 자아지향  목표를 발달시킬 수 있다고 밝

히고 있다[7]. 이외에도 성취목표성향은 선수의 운동수행

과 련한 다양한 행동들을 이해하는데 범 하게 용

되어 왔는데 연령, 성, 문화와 같은 개인 , 사회  요인

과 한 련이 있으며, 아울러 운동참여의 강도나 지

속과도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선수의 성공 인 운동수행을 해서는 부상, 슬럼 , 

인 계 갈등과 같은 스트 스나 역경을 효과 으로 조

하고 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리란 개인이 변

화하기 한 노력으로 스스로 환경여건을 수정하고 행동

결과를 조정하여 리해 나가는 과정이다. 스포츠 상황

에서 자기 리는 성공 인 운동수행과 목표달성을 해

서 신체 , 정신 인 면뿐만 아니라 훈련과 사생활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선수 자신이 스스로를 조 하

고 철 해 지는 것을 말한다[9]. 실제로 우수한 선수들의 

경우 독특한 자기 리 기법이 있으며, 과학 이고 철

한 계획과 습  속에 수시로 자기 리에 한 주의를 기

울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한 정지혜 등은 성

공한 많은 선수들의 원동력은 자신의 선수생활에 한 

일 되고 체계 인 자기 리를 철 히 하 기 때문이라

고 강조하 다[11].

한편 스포츠는 선수들의 최종 인 운동수행 결과물로 

다양한 상호작용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지는데 신체  기

능인 체력이나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 , 심리  변인들

도 포함하여 복합 으로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12]. 이에 해 이헌수는 선천 인 체격이나 체력, 운동

감각을 지니고 있는 선수를 선발하게 되더라도 실제로 

뛰어난 운동수행을 이루어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지 하 다[13]. 더욱이 김 욱은 사격과 같이 고정된 자

세에서 고정된 타킷을 정확히 맞추는 운동을 수행할 때

에는 근신경계  정보처리 과정이 매우 요하기 때문

에 심리 인 요인에 많은 향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14]. 그동안 경기력이나 운동수행력과 련하여 다양한 

심리  요인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선행연구들[15,16,17, 

18,19]이 수행되어 왔는데 주로 특정 변인과의 계에 

해 단일차원에서의 근이 이루어져 다양한 심리  요인

들을 종합 으로 다루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성취목표성향과 자기 리  인지된 

운동수행이 어떠한 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구조방정

식모형을 통해 실증 으로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

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특히 운동수행

에 있어 심리  요인의 향을 많이 받는 사격선수와 지

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

정하 다.

첫째, 성취목표성향(과제지향성/자아지향성)은 자기

리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성취목표성

향(과제지향성/자아지향성)은 운동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자기 리는 운동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내에 소재한 학 사격  에서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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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선수를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유

층집략무선표집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 method)을 

활용하여 117명을 표집하 다. 수집된 표본에서 획일

으로 응답하거나 조사내용의 일부가 락된 5부의 자료

를 제외한 112부의 자료가 최종 유효표본으로 실제 분석

에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표집 차에 따른 연구 상의 

일반 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feature of subject of study
Section Frequency Expense(%)

Gender
male 67 59.8

female 45 40.2

Grade

1st 44 39.3

2nd 25 22.3

3rd 18 16.1

4th 25 22.3

Athlete’s

career

(year)

under 5 8 7.1

6-8 42 37.5

9-11 48 42.9

over 12 14 12.5

Prize-winning
some 94 83.9

none 18 16.1

2.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연구도구는 설문지이며, 설문내용은 연구목

에 유용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문가회의를 통해 

<Table 2>와 같이 구성하 다. 한 설문지의 응답형태

는 ‘  아니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 리커트 

5  척도로 구분하 다.

<Table 2> Construction of questionnaire
Section Contents

Number of 

item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task orientation(7), 

ego orientation(6)
13

self-management

interpersonal management(6), 

mental management(4),

exercise management(3),

physical management(3)

18

exercise 

performance
8

한편, 구체 인 변인들의 조작  정의와 구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취목표성향은 성취상황에서 바람직하다고 생

각하는 주  성공의 개념에 기 를 두고 지배 으로 

채택하게 되는 개인의 목표추구성향을 의미하며, 과제지

향성과 자아지향성으로 구분된다. 이에 한 측정은 김

병 과 김병태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 보완하

여 사용하 다[10,20]. 둘째, 자기 리는 스포츠 상황에서 

운동선수의 자기 리를 말하는 것으로 인 리, 정신

리, 훈련 리, 몸 리로 구분된다. 이에 한 측정은 허정

훈과 김성훈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21,22]. 셋째, 운동수행은 최 의 운동수행력

의 발 과 유지를 한 이상 인 심리 , 육체  상태를 

의미하며, 이것은 실제 경기수행의 결과라기보다는 그 

결과에 한 선수 자신의 주 인 자기지각에 의해 평

가된다. 이에 한 측정은 Mamassis & Doganis가 개발

한 운동수행 검사지를 기 로 최마리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23,24].

2.3 탐색적요인분석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추출모델은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 으며, 직각회 방식(varimax)을 통해 각 

요인별로 노형진이 일반 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제시한 고유치 1.0 이상, 요인 재치 .50 이상

인 문항들만 선택하 다[25]. 그 결과 성취목표성향은 

<Table 3>과 같이 2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어 요인1은 과

제지향성, 요인2는 자아지향성으로 명명하 으며, 기

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2개의 문항은 제거되었다. 한 자

기 리는 <Table 4>와 같이 4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어 

요인1은 인 리, 요인2는 정신 리, 요인3은 훈련 리, 

요인4는 몸 리로 명명하 으며, 기 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2개의 문항은 제거되었다. 운동수행은 하나의 요인

으로 도출되어 단일개념으로 활용하 다.

한편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수렴된 측정항목을 심

으로 내  일 성을 나타내는 신뢰도를 알아보기 해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 다. 그 결과 과제지향성 

.889, 자아지향성 .836, 인 리 .880, 정신 리 .851, 훈

련 리 .826, 몸 리 .854, 운동수행 .825로 나타나 

Nunnally & Bernstein이 제시한 .70 이상을 충족시키고 

있어 이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는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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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by study units
Study Units

 The initial 

questions

The revised 

questions  df p GFI NFI CFI RMSEA

task orientation 7 6 52.482 10 .000 .952 .941 .956 .030

Ego orientation 6 5 45.133 9 .000 .942 .927 .941 .038

Self-management 18 16 135.630 28 .000 .914 .926 .936 .056

Exercise performance 8 8 64.624 12 .000 .926 .916 .934 .047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Question Factor Factor 2

task orientation 1 .853 .160

task orientation 2 .816 .154

task orientation 3 .838 .162

task orientation 4 .832 .116

task orientation 5 .625 .286

task orientation 6 .734 .149

ego orientation 1 .251 .588

ego orientation 2 .120 .793

ego orientation 3 .248 .752

ego orientation 4 .104 .791

ego orientation 5 .162 .792

eigenvalue 4.152 2.956

variance(%) 37.745 26.871

accumulation(%) 37.745 64.616

<Table 4>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self-management

Question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personal management 1 .651 .180 .221 .070

personal management 2 .666 .084 .298 .327

personal management 3 .830 .162 .266 .060

personal management 4 .715 .372 .272 .026

personal management 5 .670 .127 .082 .238

personal management 6 .711 .157 .199 .292

mental management 1 .228 .872 .320 .173

mental management 2 .187 .620 .148 .220

mental management 3 .212 .767 .257 .230

mental management 4 .286 .571 .126 .290

training management 1 .148 .110 .801 .369

training management 2 .127 .320 .655 .220

training management 3 .298 .236 .759 -.062

physical management 1 .226 .385 -.029 .662

physical management 2 .199 .133 .179 .833

physical management 3 .118 .326 .162 .655

eigenvalue 3.912 3.058 2.961 1.915

variance(%) 24.452 19.115 18.506 11.968

accumulation(%) 24.452 43.567 62.073 74.041

2.4 확인적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탐색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만족

한 측정항목에 해 각 연구단 별로 측정모형

(measurement model)을 도출하기 한 확인 요인분석

을 실시하 다. 합도의 평가기 은 김계수가 제시하고 

있는 χ2 통계량과 합도 지수인 GFI(≥.90), NFI(≥.90), 

CFI(≥.90), RMSEA(≤.08)를 용하 다[27]. 그러나 χ2

통계량의 경우 표본 크기와 복잡성, 자유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지  때문에 참고지표로만 사용하고, 검정 

통계량으로 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28].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χ2 통계량의 결과를 유보하고, 합도 지

수를 통해 측정모형의 합도 수용 여부를 단하 다. 

그 결과 <Table 5>와 같이 각 구성개념의 합도가 

반 으로 평가기 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의 수 으로 분석하 다.

2.5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가 가능한 학 사격 을 선

별하여 사  연락을 통해  계자에게 조를 의뢰하

다. 한 연구자와 보조연구자가 피험자에게 직  연

구목 과 설문지 작성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설문지

를 배포하고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설문내용에 응답하도

록 하여 작성되는 설문지는 장에서 즉시 회수하 다.

이러한 차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6.0과 

AMOS 7.0 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탐색 요인

분석, 확인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 분석, 구조방정

식모형분석을 실시하 다.

3. 연구결과

3.1 연구변인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척도들에 한 별타당성의 충족 정

도를 알아보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 다. Fornell &  

Larcker는 두 구성개념을 상으로  각 구성개념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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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The goodness–of–fit of SEM
Goodness of fit  df p GFI NFI CFI RMSEA

measurement model 316.382 60 .000 .924 .912 .935 .068

평균분산(AVE)이 두 구성개념의 상 계수 제곱값보다 

크면 별타당성이 있다고 하 는데 <Table 6>에 나타

난 결과들을 비교해 보면 상 계수의 가장 큰 제곱값은 

.316이며, 가장 작은 AVE는 .528이므로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척도들은 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

다[29]. 한 모든 변인들의 계가 연구가설에서 설정한 

계방향(+)과 일치하며, 상 계수가 .162~.562로 김계수

가 일반  기 으로 제시한 .80이상보다 작게 나타났기 

때문에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27].

<Table 6> Correlation snalysis between variable
Variable 1 2 3 4 AVE

task orientation 1 .652

ego orientation .562** 1 .632

self-management .524** .162 1 .528

exercise performance .426** 344** .443** 1 .594
**p<.01(양쪽)

3.2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해서 

구조방정식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le: SEM)

을 실시하 다. 그 결과 <Table 7>과 같이 합도가 

GFI=.924, NFI=.912, CFI=.935, RMSEA=.608로 나타나 

GFI, NFI, CFI는 .90 이상, RMSEA .80 이하이면 합한 

모형으로 비추어 볼 때, 이 연구에서 제안된 연구모형은 

반 으로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단하 다.

3.3 가설검증

본 연구는 사격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자기 리  

인지된 운동수행간의 인과 계를 밝히고자 하 다. 이를 

해 가설  명제를 제로 연구모형의 합성을 확인한 

후, 사 에 설정한 개별 연구가설을 검증하여 <Table 8>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셋째, 가설1의 검증결과, 경로계수 추정치 .611 

(t=9.377, p<.001)로 성취목표성향에서 과제지향성은 자

기 리에 정(+) 인 계로 나타나 지지되었다. 반면 성

취목표성향에서 자아지향성은 자기 리에 향을 미치

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둘째, 가설2의 검증결과, 경로계수 추정치 .473 

(t=6.927, p<.001)으로 성취목표성향에서 과제지향성은 

운동수행에 정(+) 인 계로 나타나 지지되었다. 한 

경로계수 추정치 .314(t=4.613, p<.01)로 성취목표성향에

서 자아지향성은 운동수행에 정(+) 인 계로 나타나 

지지되었다.

 <Table 8> Hypothesis testing

route
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t-value result

task orientation → 

self-management
.611 .073 9.377*** support

ego orientation → 

self-management
.084 .062 1.677 dismissal

task orientation → 

exercise 

performance

.473 .048 6.927*** support

ego orientation → 

exercise 

performance

.314 .064 4.613** support

self-management 

→ exercise 

performance

.519 .078  8.168
***

support

**p<.01, ***p<.001

셋째, 가설3의 검증결과, 경로계수 추정치 .519 

(t=8.168, p<.001)로 자기 리는 운동수행에 정(+) 인 

계로 나타나 지지되었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난 내용들을 

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취목표성향에서 과제지향성은 자기 리에 정

(+)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아지향성

은 자기 리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해 김용규와 한태 의 연구에서는 성취목표성향에

서 과제지향성이 자기 리의 하 요인인 인 리,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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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정신 리, 몸 리에 모두 정(+) 인 상 을 나타내

었으며, 자아지향성은 자기 리의 하 요인에 모두 상

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4,30]. 한 정지혜 등의 농구선수를 상으로 한 연구나 

구수용과 윤양진의 야구동호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 과제지향성이 자기 리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지향성은 자기 리에 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11,31].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수 자신을 내 으로 평

가하고 스스로와의 비교를 통해 성공을 평가하는 과제지  

향성이 외 요인인 타인과의 경쟁이나 승리를 기 으로 

평가하는 자아지향성보다 자기 리에 효과 임을 의미

하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해 김미량과 이동

은 성취목표성향에서 과제지향성이 경쟁 인 상황보다

는 과제의 반복 숙련이 주로 이루어지는 훈련 상황에 보

다 합한 개념으로 자기 리와 한 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8]. 사격 종목의 특징은 폐쇄 이고 반복된 

자동화 과정에 민감한 스포츠라 할 있다[14]. 따라서 사

격선수의 훈련 상황에 있어 과제지향 인 목표를 우선

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선수 자신의 효

과 인 자기 리가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성취목표성향에서 과제지향성과 자아지향성 모

두 인지된 운동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련하여 김윤태는 과제지향성과 자아지

향성 모두에서 볼링수행 결과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 조건상과 김해출은 육상선수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취목표성향은 운동수행 만족에 정(+) 인 

계가 있음을 검증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32,33]. 한 성창훈은 운동 상황에서 성취목표성향은 동

기  행동과 운동수행력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 다[34]. 이러한 성취목표성향은 운동수행에 있어 부

정 인 심리요인을 감소시켜 선수들의 최상 수행을 한 

재 략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사격 종목과 같은 기록

경기의 경우 이를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을 최상으로 올

릴 수 있는 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35,36]. 한편 성

취목표성향과 운동수행의 계의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 는데 박흥범의 배구선수

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과제지향성만이 인지된 경기

력에 향을 미친다고 하 으나 김재철은 복싱선수의 자

아지향성만이 경기력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37,6]. 이에 해 박철우는 스포츠 상황에서 성취목

표성향은 개인의 성격  측면보다는 상황  요인들에 더

욱 큰 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훈련 분 기를 어떻

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숙련 이고 기술습득을 강조하는 

과제지향  목표를 발달시킬 수도 있으며, 경쟁 이고 

승리를 강조하는 자아지향  목표를 발달시킬 수 있다고 

하 다[7]. 본 연구에서는 성취목표성향에서 과제지향성

(β=.473)이 자아지향성(β=.314)보다 운동수행에 상

으로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종목인 

사격선수를 상으로 과제지향성 선수들이 자아지향성 

선수들에 보다 높은 사격기록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한 

김정만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5]. 한 김우람  

Eliot & Church의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운동과제를 숙련된 활동목표로 인식하는 과제지

향성 선수는 타인과 비교하여 경쟁과 승리의 활동목표로 

인식하는 자아지향성 선수에 비해 더욱 극 이고 정

인 성취행동을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36,38]. 그러므로 

운동수행력을 높이기 해서는 사격선수의 성취목표성

향이 어떠한지를 먼  악하고 이에 따른 선수 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김우람의 연구에서 제안[36]된 바와 

같이 자아지향  성취목표성향을 지닌 선수의 과도한 승

부욕을 경계하고, 시합상황을 즐기며 자신의 목표기 을 

달성하는데 일차 으로 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자기 리는 인지된 운동수행에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 리와 운동수행

에 한 선행연구들[39,40,41]을 지지하는 것으로 자기

리가 잘 될수록 최 의 운동수행을 할 경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 정진배는 골 선수를 

상으로 자기 리와 인지된 경기력의 구조  계를 검

증하 으며, 김훈종은 자기 리가 증가함에 따라 인지된 

경기력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 다[42,43]. 

한 김병 은 스포츠 상황에서 우수 선수들의 경우 비우

수 선수들보다 긴장과 불안 혹은 부정 인 정서를 극복

하고 성공 인 운동수행을 해 정 인 사고와 자신감

을 갖는데 도움이 되는 자기 리를 매우 요하게 여기

고 있으며, 선수 스스로 자신의 운동능력이 높다고 지각

하는 선수들은 보통 는 낮다고 지각하는 선수들에 비

해 인 리, 훈련 리, 정신 리, 몸 리에서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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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자기 리 수 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다[10]. 스포

츠 상황에서 자기 리는 성공 인 운동수행을 비하고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격

선수 스스로가 문제 을 수정하고 올바른 행동을 강화하

기 해서는 훈련과 개인생활 등 다양한 부분에서 지속

인 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는 사격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자기 리  

인지된 운동수행간의 인과 계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

하 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

를 얻었다.

첫째, 성취목표성향 하 요인인 과제지향성에서만 자

기 리에 정(+) 인 향을 미친다. 둘째, 성취목표성향 

하 요인인 과제지향성과 자아지향성에서 모두 인지된 

운동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친다. 셋째, 자기 리는 

인지된 운동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성취목표성향은 

직·간 으로 인지된 운동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치

는 주요 변인이며, 자기 리는 이를 매개할 수 있는 변인

임을 확인하 다.

5.2 제언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나타난 한계 과 후속 연구를 

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제한된 표본의 특성상 외  타당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연구들을 이론 으로 지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나 운동선수의 체  상을 

설명하는 과 한 해석은 피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

는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법으로 연구 상의 심리  상

태를 통제하지 못한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지도자나 동료에 의한 평가 는 심층면담과 

같이 다양한 연구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변

인들의 향력을 검증하는데 있어 보다 의미 있는 결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설정된 변인들

만을 활용하 기 때문에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모델이 최

화 되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심리  요인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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