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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는 2017년 국가대표펜싱 에페선수 선발전에 참가한 선수를대상으로성취목표성향과 자기관리가
심리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22.0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설문지 타당도 및
신뢰도 검사, 빈도분석, Pearson의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제지향성
과대인관리, 정신관리, 자아지향성과 훈련관리, 대인관리, 정신관리, 팀조화, 몸관리와 불안조절, 정신관리와팀조화
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펜싱 에페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자기관리, 심리기술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성취목표성향과 자기관리가 심리기술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하여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영향은 없었으나 하위 요인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 펜싱, 에페, 성취목표성향, 자기관리, 심리기술

Abstract In this study, 109 athletes participating in the national fencing Epee competitions in 2017 were
sampl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self
- management on psychological skills of fencing Epee athletes. The research tools used to achieve these
research objectives are psychological techniques developed by Kim, Byung - joon (2001), a sport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test paper, and an athlete self - management questionnaire developed by Huh
Jung - hoon (2001) I used the questionnaires. The results obtained were analyzed by SPSS 22.0 program,
test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frequency analysis, Pearson '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irst, task orientation and interpersonal management, mental management, self - orientation and
training management, interpersonal management, mental management, team harmony, body management
and anxiety control, mental management and team harmony have significant correla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goal orientation, self - management, and psychological skills was found to be correlated. Second,
to analyze the effect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self-management on psychological skill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but the subordinate had a
partial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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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스포츠 종목 중에서도 긴 역사를 자랑하는 펜싱 에페

는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서 남자들 간의 결투에서 기원

하였다. 펜싱은관습유무에따라플뢰레와사브르, 에페

로 분류되어 경기가 이루어진다. 에페 경기의 경우 플뢰

레와 사브르와 달리 1/24초라는 시간 내상대 선수의 신

체중어느한부분을먼저찌르면득점을인정받는특징

을 지닌다.

이러한 경기방식은 과거의 결투 방식이 잔존해있어

다른 종목 보다 규칙이 엄격하지 않지만, 찌르는 시간의

지속성에 따라 경기 결과가 결정되므로 상대보다 빨리

찔러야한다는 심리적, 체력적으로 부담감을 안고 있다.

또에페의경우보호장치인관습이없어전신체를과녁

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종목보다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도록 하지만, 관습이 없어 공격 중 예기치

못한 상대방의 역공격, 계속적인 공격과 수비 등 극도의

주의를 갖게 한다.

이러한특징으로선수들에게있어서공격을주저하게

하는 데 영향[1]을 미칠 수 있으며, 이들은 경기 상황 외

훈련상황에서도실전과같은심리적인스트레스와압박

감이클것이며이를해소또는완화해줄수있는기전이

필요하다.

종목을 불문하고 스포츠 심리학 연구자들은 개인의

심리상태와경기력사이의관계를규명하기위하여다양

한시도를통해경기력과구체적인심리적요인간의밀

접함을 밝혔다[2,3,4,5,6,7,8]. 이러한 연구들은 스포츠 상

황에서 선수가 최상의 운동 수행능력과 기량에 도달 할

수있도록하는심리적기제에초점을두고연구를진행

해왔다.

펜싱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에페 종목에 국한

하지않더라도비교적스포츠과학적관점에서의연구적

시도가미비하며, 대부분의연구가척도개발, 체력요인,

역학적 요소가 중점이 된 연구[1,9,10,11]로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일어날수있는예측불가한심리적요인, 전략

등에대한연구는전무한실정이다. 실제현장에서는펜

싱 경기의 경기력 구성요소를 꼽으라면 기술, 체력 요인

과함께심리요인을중요요소로꼽고있으며, 선수스스

로 관리하기 어렵고 제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선수, 지

도자들에게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또 펜싱경기는 3분씩 3라운드로 진행되며 한정된 공

간인피스트안에서경기가이루어져경기전략과관련된

스트레스와더불어심리적부담감과그외적인스트레스,

심리적 문제점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를

완화해줄수있는전문적인심리적처치및관리가더욱

필요하나 현 실정에서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설정 전 단

계인 기초자료의 수집이 시급하다.

Williams에 의하면 집중, 긍정적인 정신태도, 자신감,

신체적, 자기관리 등이 선수들에게 중요한 공통적인 심

리요인이라고 밝혔다[12]. 또 조대용, 엄성호는자기관리

를 기반으로 하는 심리기술훈련이 스트레스는 감소시키

고,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이라고 하였

고, 선수들에게있어서심리기술이중요함을강조[2]하여

이미 경험적으로 선수들에게 있어서 개인의 목표설정과

그방향, 성향파악, 자기관리등이중요한요소임은다양

한 방법을 통해 강조하였다.

우수한 선수일수록 자신의 목표가 뚜렷하며, 자기 관

리또한철저하다는것은이미많은연구또는경험적으

로제시되어져왔다. 또 인간은늘자신이추구하는바를

이루기위해목표를세우고구체적인시간내목표를달

성하고자저마다노력을기울인다. 더욱이운동선수들은

순간적인찰나에의해경기결과가결정될수있어더욱

성취목표 지향적 존재라고 할 만큼 목표설정은 남다른

의미이다.

성취목표성향이론에 의하면 스포츠 상황에서 선수가

수행에 대한 목표를 어떻게 지각하는 가에 따라 성취행

동 패턴이 결정 될 수 있다[13,14,15,16]. Meaher &

Nicholls에 따르면 저마다 다른 성취상황에 놓여있는 개

인은 자신의 유능감을 나타내기 위하여 서로 상반 되는

성취목표성향을 가진다고 하였다[14]. 대표되는 이원적

인 성향으로 과제(task)성향과 자아(ego)성향에 따라서

성취행동이 결정될 수 있으며,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

는선수개인의성향을파악하여그에맞는관리및심리

기술훈련의 적용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세계적으로성공한운동선수의경우철저한자기관리

가심리기술향상은물론운동선수로써의삶을성공으로

이끌어주었다고한다[17,18,19]. 운동선수의신체적, 생리

적, 심리적측면의자기관리는운동수행의결과를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실제 선수들의 인터뷰 결과 자

기관리에 철저했음을 언론을 통해 많이 언급되어왔다

[20]. 이에 따라선수들의최고의경기력실현및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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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로서의 발전가능을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관리가 뒷

받침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자기관리는선수개인이이루고자하는목표설정에따

라 관리되어져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또

Williams & Krane는우수선수일수록기술, 체력, 심리적

요소가우수한것이아니라그들만의성향차이가있으며,

자기관리또한투철하며심리기술도뛰어난것으로나타

나 성취목표성향, 자기관리, 심리기술 변인간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21].

실제 선수들은 개인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목표를 적

절히 세우고 이에 따른 기술, 체력, 전략, 심리적 목표를

세우고연습에서잘된경험, 이 전경기에서잘된성공적

인장면이이후경기수행에서나타날수있도록노력한

다. 이에 따라 펜싱 에페선수를 대상으로 성취목표성향

과 자기관리, 심리기술의 관계 및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며, 이차적으로는 현장 또는 연습 상황에

서일어날수있는심리적문제점들을해결할수있는심

리적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펜싱 에페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성공적인운동수행을위하여성취목표성향, 자신의목표

달성을 위한 자기관리를 모색하고 경기 상황에 직·간접

적인 다양한 심리적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심리기술에

대한 영향을 규명하여, 우리나라 펜싱 에페의 발전과 우

수선수 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1.2 연구의 목적 및 가설 
본 연구는 펜싱 에페 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 자기

관리가심리기술에미치는영향을규명하고자한다. 연구

목적에 따른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펜싱 에페선수의성취목표성향, 자기관리, 심

리기술은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2. 펜싱에페선수의성취목표성향은심리기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펜싱 에페 선수의 자기관리는 심리기술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7년 국가대표 펜싱 에페선수 선

발전에 참가한 선수 121명을 전수표집하였다. 연구대상

의 구성은 대학, 일반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21명 중 불

성실하게응답하거나누락이발생한자료 12부를제외한

109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Section Frequency %

Gender
Male 69 47.6

Female 40 36.7

total 109 100.0

2.2 측정 도구
1) 성취목표성향 설문지
성취목표성향 설문지는 Duda가 개발한 스포츠 성취

목표 성향 설문지(TEOSQ)[22]를 김병준이 번안한 설문

지[23]를 활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2요인 총 13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구[24]에서의 내적

일관성신뢰도는 과제지향성 .853, 자아지향성 .801로 나

타나 구조적 타당성이 입증된 설문지이다.

2) 자기관리 설문지
자기관리설문지는스포츠상황에서운동선수의자기

관리를측정하기위한도구로허정훈이개발한운동선수

자기관리설문지(ASMQ)[25]를 사용하였다. 이설문지는

4요인,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행연구[25]에서

밝혀진내적일관성신뢰도는 .68-.71로 나타나구조적타

당성이 입증된 설문지이다.

3) 심리기술 설문지
본 연구에서 활용한 스포츠 심리기술 설문지는 스포

츠 상황에 대한 선수들의 심리기술을 측정하기 위한 목

적으로유진, 허정훈에의해개발된설문지[20]이다. 심리

기술설문지는 7개요인에따른 4개문항, 총 28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법은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선행연구[26]에서 자신감 .81, 집중력 .80,

목표설정 .80, 팀조화 .74, 심상 .73, 의지력 .74, 불안조절

.68의 준수한 내적 일관성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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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측정도구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자

료를 탐색요인분석 중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rs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직교회전방식요인분석

중베리맥스(Varimax)를 활용하였다. 요인적재량은 .4이

상,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1) 성취목표성향 설문지
성취목표성향설문지의탐색적요인분석및신뢰도검

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Table 2>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Validity and 
Reliability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ection

Cronbach’s αTask
orientation

ego-
orientation

10 .779 .049

.780

8 .701 .155

12 .668 .140

7 .652 .249

11 .581 .316

13 .574 .263

9 .565 .181

5 .025 .763

.697

6 .286 .649

2 .222 .648

3 .080 .558

4 .295 .501

1 .229 .486

eigen value 3.234 2.531

variance 24.881 19.473

accumulate(%) 24.881 44.354

Kaiser-Mryer-Olkin=.798

표본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KMO 값 .798로 Bartlett

검증 통계값 384.703(df=78, p=.001)로 나타났으며 2개의

요인은전체분산의 44.35%를설명해준다. 내적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이용하여 신뢰도 검사

를실시한결과자아지향성 .697, 과제지향성 .780으로나

타나 내적일관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자기관리 설문지
자기관리설문지의탐색적요인분석및신뢰도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Table 3> Self management Validity and Reliability
Self-mana
gement

section
Cronbach’s α

training body
Interperso
nal

mental

3 .858 .020 .017 .189

.619
11 .828 -.043 .269 .027

13 .794 .039 .192 .147

5 .704 .445 .007 .041

16 .683 .490 .088 .019

.623

15 .114 .822 .195 .005

12 -.170 .612 -.089 .235

10 .189 .609 -.117 -.056

2 .165 .608 .226 .185

17 .169 .532 .367 -.237

.576
6 .189 -.102 .724 .124

3 .213 .139 .704 -.326

18 .078 .325 .585 .149

14 .168 .429 .113 .682

.7648 .173 -.096 .114 .634

7 .107 .543 .026 .579

eigen value 3.574 3.177 2.355 1.644

variance 19.854 17.648 13.082 9.243

accumulate
(%)

19.854 37.502 50.585 59.828

Kaiser-Mryer-Olkin=.718

표본의적절성을측정하는 KMO 값 .718으로 Bartlett

검증통계값 892.514(df=153, p=.001)로 나타났으며, 중복

적합치가 나타난 1, 4번 문항은 삭제하였다. 4개의 요인

은 전체 분산의 59.83%를 설명해준다. 내적일관성을 측

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이용하여 신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훈련관리 .619, 몸관리 .623, 대인관리 .576,

정신관리 .764로 나타나내적일관성이양호한 것으로 나

타났다.

3) 심리기술 설문지
심리기술설문지의탐색적요인분석및신뢰도검사를

실시한결과는다음 <표 4>와같다. 표본의적절성을측

정하는 KMO 값 .715로 Bartlett 검증 통계값

1861.264(df=378, p=.001)로 나타났으며 7개의 요인은 전

체분산의 69.24%를설명해준다. 내적일관성을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이용하여 신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의지력 .834, 심상 .847, 팀조화 .829, 자신감 .625, 집

중력 .622, 불안조절 .719, 목표설정 .693으로나타나내적

일관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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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료처리
자료분석을위해 통계프로그램 SPSS 22.0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설문지

의 타당도 확인을 위해 빈도분석과 탐색적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Cronbach‘s α 계수를 활

용하였다. 성취목표성향, 자기관리, 심리기술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을 실시하였으며, 성취목표성향, 자기관리가 심리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결 과
3.1 성취목표성향, 자기관리, 심리기술의 관계
성취목표성향, 자기관리, 심리기술각변인간간의관

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

출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의 결과에 따르면 과제지향성과 대인관리

(.262**), 정신관리(.315*), 자아지향성과 훈련관리

(.203*), 대인관리(.302**), 정신관리(.201**), 팀조화

(.231*), 몸관리와 불안조절(.205*), 정신관리와 팀조화

(.189*)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Psychology Skills Validity and Reliability
Psychology
skills

section

Cronbach’s α
will power image

Team
harmony

Confidence concentration Anxiety control Goal setting

14 .799 .037 .229 .185 .072 -.197 .053

.834
11 .790 .165 .125 -.075 .088 -.149 .311

18 .727 .081 .280 .006 -.010 .184 -.055

27 .598 .156 .489 .248 .001 -.068 -.151

24 .066 .741 .268 .341 -.016 -.086 .054

.847
20 .426 .730 .029 .013 .146 .077 -.258

26 .057 .707 .319 .351 -.093 .030 .246

6 -.026 .657 .144 .257 -.199 .077 -.117

15 .327 .295 .767 .159 .040 -.063 -.072

.829
22 .021 .277 .765 .110 .105 -.309 .079

8 .316 -.054 .721 .013 -.020 .299 -.014

28 .323 .267 .672 .083 .012 .076 -.174

23 .042 .259 .108 .804 -.055 -.229 -.002

.625
1 .059 .207 .086 .761 -.031 .094 -.083

9 .260 .274 .068 .708 .079 .014 -.187

25 .295 .232 .358 .452 -.103 -.188 -.172

12 .290 -.086 -.145 .032 .730 -.074 -.308

.622
19 -.129 .044 .116 -.281 .721 .109 .177

4 -.006 .120 .182 -.228 .632 .467 .050

16 .182 -.361 .051 .323 .568 .260 .098

5 -.021 .027 -.005 -.070 .209 .828 .228
.719

2 -.008 .014 .052 .179 .516 .634 .011

3 .099 .045 -.105 -.172 .120 .150 .678
.693

7 .306 .372 .091 .288 .124 -.264 -.556

eigen value 3.367 3.329 3.101 3.050 2.438 2.241 1.591

variance 12.988 11.889 11.076 10.892 8.708 8.004 5.683

accumulate(%) 12.988 24.877 35.953 46.845 55.553 63.557 69.240

Kaiser-Mryer-Olkin=.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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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성취목표성향과 자기관리가 심리기술에 미
치는 영향
펜싱 에페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 자기관리가 심리기

술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하여중다회귀분석을실

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성취목표성향 2요인, 자기

관리 6요인을 예측변인으로 심리기술 7요인을 종속변인

으로 각각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표 6>의 결과에 따르면 의지력, 심상, 팀조화, 자신

감, 집중력, 불안조절, 목표설정 예측변인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의지력 R²=.113로 총

변량의 11.3%, 심상 R²=.061로 총 변량의 6.1%, 팀조화

R²=.089로 총 변량의 8.9%, 자신감 R²=.079로 총 변량의

7.9%, 집중력 R²=.083로 총 변량의 8.3%, 불안조절

R²=.076로 총 변량의 7.6%, 목표설정 R²=.034로 총 변량

의 3.4%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논 의
본연구는펜싱에페선수의성취목표성향과자기관리

가 심리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는 데 목적

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실시한 연구과정에

따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성취목표성향과자기관리, 심리기술의변

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과제지향성과 대인관리,

정신관리, 자아지향성과 훈련관리, 대인관리, 정신관리,

팀조화, 몸관리와불안조절, 정신관리와팀조화가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소

종목에차이는있으나배드민턴국가대표선수를대상으

로한이동수, 김유나의연구[27]에서과제지향성과불안

조절, 대인관리와팀조화, 훈련관리와자신감, 집중력, 목

표설정, 심상, 정신관리와 불안조절이 유의한 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조선수를 대상으로 한 서연희

의연구[28]에서 성취목표성향, 자기관리, 심리기술 변인

들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부분

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과제지향성이 높은 선수들은 개

인 내적 의 관점이 부각되어 있어 개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주관적성공의개념을개인의목표로추구하며

자기 자신의 내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자기 스스로 조절

하고 노력하는 성향이다. 자아지향성이 높은 선수들은

<Table 5>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result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Task orientation 1

2. ego-orientation
.578
**

1

3. t raining .174 .203* 1

4. body .117 .168
.502
**

1

5. Interpersonal
.262
**

.302
**

.622
**

.519
**

1

6. mental
.315
**

.201*
.279
**

.291
**

.491
**

1

7. will power .114 -.121 .051 -.058 -.097 -.116 1

8. image -.113 -.181 .040 -.116 -.023 -.046
.343
**

1

9. Team harmony -.097 -.231* -.090 -.143 -.183 -.189*
.606
**

.532** 1

10. Confidence -.071 -.115 .097 -.115 .069 -.030
.462
**

.538**
.409
**

1

11. concentration .049 -.089 .091 .109 -.071 -.086 .071 -.043 .049 -.090 1

12. Anxiety control -.003 -.125 -.051 -.205* -.174 -.067 -.027 -.032 .049 .003
.459
**

1

13. Goal setting -.012 -.046 .023 -.084 -.067 -.141
.461
**

.481
**

.443
**

.544
**

.043 -.049 1

*p<.05, **p<.01



펜싱 에페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자기관리가 심리기술에 미치는 영향 355

개인이성취상황에서결과에대해객관적으로평하고자

한다. 이러한성향은성격특성뿐아니라환경의영향을

받으므로 먼저 선수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종목 특성에

적절한성향으로의성장과더불어성향에따른체계적이

고정량화된관리를통해심리기술의향상및관리가필

요하다.

성취목표성향과 자기관리가 심리기술에 미치는 영향

을분석하기위하여중다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은 없었으나 하위 요인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

동수, 김유나의연구에서불안조절은과제지향, 정신관리

순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고집중력은

훈련관리, 목표설정은 훈련관리, 대인관리 순, 팀 조화는

대인관리, 훈련관리, 심상은 훈련관리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것으로나타나[27] 다소본연구의결과와는다른

연구결과로 나타났으나 이는 종목에 특성 또는 선수 저

마다의 성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펜싱 에페선수의

특성과 성향 파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 김철이의 연구에서는 성취목표성향 중 과제지향

성향이 높은 선수가 자아지향 성향이 높은 선수보다 심

리기술요인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

라심리기술수준도높아불안조절, 자신감등이우수하

다[29]고 하여본연구결과와부분적으로맥락을함께한

다.

심리기술, 불안조절등과같은요인들은이미많은선

행연구를 통하여 심리기술훈련과 같은 지속적인 정신관

리, 심리관리를 통하여 향상될 수 있다고 입증되어왔다

[30,5,31,6,32,33,27].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은 없었으나 향후 펜싱

에페 선수의 심리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수한 선수의 경우 체력, 기술, 심리기술 훈련 뿐 아

니라 정신 훈련 등을 포함하는 자기관리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관리와 심리기술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

는다[34]고 하여본연구에서갖는의미와펜싱에페선수

들에게필요한심리적요소가무엇인지에대해재구성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구성과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운동선수로써 성공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성향, 성취목표 구성에 따라 엄격한 자기관리와 스스로

결정하고, 절제, 철저해야할 필요가 있다.

성취목표성향의 특성상 기술 수준 및 경기력 수준에

따라 성취목표성향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펜싱경기

는짧은시간안에공격을하고방어해야하는대인경기

인특성상성향을제어또는확고하게유도할필요가있

으며심리기술또한적절하게활용하여실전에서도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성취목표성향, 자기관리가 심리기

술에 영향을 미치며 그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

[14,35].

<Table 6> Regression analysis result

section

Psychology skills

will power image Team harmony Confidence concentration Anxiety control Goal setting

β t β t β t β t β t β t β t

constant 3.813 4.727 5.303 5.343 5.530 7.416 4.470 6.600 2.519 3.083 5.316 5.245 4.128 4.608

1
Task .468

2.716
**

-.036 -.175 .132 .851 -.023 -.160 .269 1.583 .195 .928 .093 .498

ego -.375 -2.343* -.294 -1.494 -.301 -2.039* -.153 -1.139 -.242 -1.493 -.241 -1.201 -.081 -.454

2

training .221 1.547 .196 1.126 .060 .457 .151 1.270* .190 1.326 .211 1.190 .152 .970

body -.061 -.321 -.351 -1.499 -.101 -.576 -.333 -2.083 .285 1.481 -.391 -1.637 -.157 -.743

Interpersonal -.214 -1.003 .083 .320 -.102 -.518 .209 1.175 -.321 -1.492 -.313 -1.174 -.045 -.192

mental -.136 -1.268 -.017 -.127 -.119 -1.198 -.042 -.462 -.101 -.923 .025 .186 -.150 -1.255

R²=.113
F=2.114

R²=.061
F=1.097

R²=.089
F=1.656

R²=.079
F=1.348

R²=.083
F=2.814

R²=.076
F=1.398

R²=.034
F=.603

1.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2. Self-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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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각 선수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심리적 요소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성취목표성향 파악하

고이에따른자기관리, 심리기술등약점은보완하고강

점을 강화시킨다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실제 현장에서 선수들의 경

기상황, 훈련상황에서필요한전략구성과선수목표관

리, 성향 관리, 선수관리 등에 적절히 이용될수 있는 기

초자료라 판단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7년 국가대표 펜싱 에페선수 선발전에

참가한 선수 121명을 전수표집하였다. 연구대상의 구성

은대학, 일반부로구성되어있으며 121명중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누락이 발생한 자료 12부를 제외한 109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펜싱 에페 선수들을 대상으로 성취

목표성향과 자기관리가 심리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

용된 조사도구는김병준(2001)이번안한스포츠성취목

표성향 설문지, 허정훈(2001)이 개발한 운동선수 자기관

리 설문지, 유진, 허정훈(2002)에 의해 개발된 심리기술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얻어진 결과는 SPSS 22.0프로그

램을활용하여설문지타당도및신뢰도검사, 빈도분석,

Pearson의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한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제지향성과 대인관리, 정신관리, 자아지향성

과훈련관리, 대인관리, 정신관리, 팀조화, 몸관리와불안

조절, 정신관리와 팀조화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펜싱에페선수의성취목표성향과자기관리, 심리

기술의 관계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취목표성향과 자기관리가 심리기술에 미치는

영향을분석하기위하여중다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통

계적으로유의한영향은없었으나하위요인간부분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후속연구를 위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을 펜싱 에페선수들만으로 한정

하였으므로 향 후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확대시켜

연구 대상별 비교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둘째, 후속연구에서는 펜싱 선수의 심리적 요인을 정

확하게규명하기위해양적연구와질적연구를병행하고,

관찰, 심층면담과 같은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한다면

보다질높은연구결과를얻을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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