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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Psychological Skill Factors during the 

Competition of Archery Excellence and 

Non-Excellence Athletes.

                        Heo, Young-Kyun

                        Advisor : Prof. Kim, Hyun-Woo Ph.D.

                        Major in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quantitatively analyze and analyze the 

skill factors of archery excellent and non - excellent athletes during 

the game. For this purpose, a total of 163 players were sampled using 

the self-administration method of the G Metropolitan Archery Player 

(middle and high school, college and unemployment team) registered in 

the Korean Archery Federation. A total of 150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is study, except for 13 missing or missing parts of the 

survey. 

The questionnaires used in this study consist of 3 general items, 

4 excellent and no excellent areas, and 28 psychological and psychological 

factors. The data analysis method for the hypothesis test is SPSS 

window Ver. 25 one-way ANOVA was performed us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t-test, and one-way ANOVA. 

First, the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skill factors amo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game were the sub - factors of psychological skill 

factors such as self - confidence, concentration, team harmony,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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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power, anxiety control in male players group, The mean was high, 

but all the factors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nxiety control among the sub-factors of 

psychological skill factors among the members,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high school' group and 'unemployment 

team' group. In addition, among the sub- factors of psychological skill 

factor in the athletic career, the self-confidence, concentration, goal 

setting, team harmony, image,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factors. 

Second, the difference of the psychological skill factors among the 

competitions according to the archery excellent and poor athlete area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ub-factors of 

psychological skill factor in the national representative experience. 

Among the sub-factors, confidence, The factors of setting, team 

harmony, image and will power were higher in the group with national 

representative experience, and the anxiety control factor was higher in 

the group with no national representative experience.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nfidence, concentration, goal 

setting, image and willpower among the sub-factors of psychological 

skill factors in the form of current player's service. Confidence and 

imagination factors were classified as'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of 8 candidates in the field, and the concentration 

and willpower factors are markedly different between the 'national 

representative' group and the 'standing army' and 'not available' groups. 

And 'not applicable'.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confidence, concentration, image, anxiety control factor among the sub 

factors of psychological skill factor in the individual award winning 

career. Confidence, concentration and image factor were found in the 

award winning group, The average was higher in the group without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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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s of self- 

confidence, concentration, goal setting, team harmony, imagination, 

willpower were higher in the award winning group and the anxiety 

control group was higher in the award winning group.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factor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shown that the group of excellent 

archery players perceived confidence, concentration, goal setting, team 

harmony, image and willpower. On the other hand, the groups that 

belonged to the non-excellent athletes showed a high perception of 

anxiety control. Through these studies, it seems that the non - athletes 

tend to have higher psychological anxiety than the best athletes during 

the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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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양궁 선수들은 올림픽을 포함하여 국, 내외 여러 양궁 시합에서 

최강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올림픽 게임만 보더라도 금메달을 가장 

많이 획득하고 또 세계 정상급에 선수들이 가장 많이 두껍게 포진되어 있는 종

목중의 하나가 바로 양궁이다.

우리나라 양궁은 1978년 방콕아시안게임에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우

리 대한민국의 엘리트 선수들의 양궁실력은 전 세계적으로 명실 공히 1위라는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고, 세계적인 시합이나 대회에서도 준결승이나 결승에서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대결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세계 최

고의 실력을 향상 유지시켜 올 수 있었던 요인들로는 범국민합의지지, 탄탄한 선

수육성 시스템, 협회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지, 지속적인 양궁기술 개발 전수, 

스포츠과학을 기반으로 한 양궁 장비 개발 및 보급, 지도자의 끊임없는 자기 개발

교육 등이 있고(박성현, 2012), 사격과 더불어 대표적인 폐쇄운동에 속한다. 

운동기능 유형은 개방적 기능과 폐쇄적 기능으로 구분된다. 개방기능 종목 선

수들은 주로 높은 운동 강도에서 경기를 수행하기 때문에 동적인 활동에 적응이 

잘되어있으며, 폐쇄기능선수들은 운동 강도 면에서는 강한 운동 강도가 필요하지

는 않고 정적인 면 즉, 정서적 안정이 주로 요구되는 운동기능 형태이다(박성동, 

1998). 정서적 안정과 심리가 중요시 요구 되는 대표적인 폐쇄종목 중 하나인 

양궁은 점수를 획득하는 기록경기이며 시합 중 과제를 이루는 환경적인 구성요

소가 시간적, 공간적, 환경적으로 고정된 상태인 폐쇄기술(closed skill)의 특징

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같은 환경에서 고정된 자세, 고정된 과녁을 맞혀 점수를 

얻는 것이다. 폐쇄기술 수행할 때는 근신경계 및 정보처리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김영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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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는 최근 신체적, 운동 기술적 수준의 향상과 스포츠 장비의 최첨단 화

에 따라 개인이 갖고 있는 심리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심리적 상황에서 

받게 되는 경기에 대한 압박감이 더욱 더 커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양궁에서 

최상수행을 발휘하기 위해서 선수의 심리 상태 조절 및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

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홍길동, 2005), 특히 국내 양궁 선수들은 시합 

중 역경 상황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는 인지재구성이나 

수행자신감 요인을 대처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영숙, 박상혁, 

2013). 이와 같이 우수 선수들은 부정적인 생각 보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혼잣말

을 활용하는데, 이는 긍정심리학의 접근인 긍정적인 요인 즉 자신의 강점에 주목

하는 부분과 공통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장가능성인 강점을 신경 쓰

기보다는 약점 보완과 개선에 더 집중하고 있다(Buckingham, 2009). 또한 많

은 선수들은 자신의 강점 보다는 약점에 집중하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그

러나 약점의 보완과 개선에 집중하는 것은 최고의 수준까지 성장할 수 없으므로 

약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강점을 인식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태

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Buckingham, 2009). 강점을 분명히 이해하

는 것이 자신에게 제일 우세한 강점을 계발하고 그 강점을 최적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이지혜, 2014), 매우 역동적인 스포츠와 운동수행 현장에서 선수들의 심리

적 특성과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변인의 통제와 조작에 의한 실험적 방법만 

사용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한계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 바뀌는 선수들의 개인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질적 접근

과 같은 진보적인 연구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며(Martens, 1987; Smith, 1988; 

Strean & Roberts, 1992), 정량적 자료와의 비교를 통한 자료의 진실성을 확

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이은경, 2011).

양궁은 경기의 특성상 매 세트 시작부터 끝이 날 때까지 고도의 집중력을 유

지하면서 경기에 임해야 하는데 최적의 심리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

다. 그리고 이러한 시합 중에 일어나는 심리적인 부분에서 우수선수와 비우수선

수의 기량의 차이가 확연히 들어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비 우수 선수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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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약점에 대한 생각으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어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되며, 이는 곧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경기결과와 직결이 되지만 우수 선

수는 이러한 시합 중 상황에서 더욱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경기를 이끌어 

가는 것이고, 우수 선수와 비 우수 양궁 선수들이 시합 중에 나타나는 심리적 기

술들의 요인 중에서 우수 선수와 비 우수 선수는 어떠한 요인에서 차이점이 나

타나며, 나타난 차이점을 토대로 비 우수 선수 또한 인지하고 보완을 하게 된다

면 결과적으로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한

국 양궁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코치행동, 직무만족, 지도자가 경기력

의 미치는 영향, 지도자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만이 대다수 주를 이루고, 스

포츠심리학 분야에서 간헐적으로 선수의 시합 중 심리적 연구의 관계에 대해서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궁 우수선수와 비우수선수의 시합 중에 나타나는 심리적 

기술이 어떤 것에 차이와 영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또 

나아가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양궁뿐만 아니라 다른 타 엘리트 종목 분야에서도 

다양한 이론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활용하고 접목시켜 세부적이면서 구체적인 

그리고 확실한 근거가 뒷받침 될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

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된 연구 자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적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한민국 양궁 우수선수와 비 우수 선수의 시합 중 심리적 기술요

인 분석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시초로 나아가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양궁뿐만 아니라 다른 타 엘리트 종목 분야에서도 다양한 이론들을 조금 더 깊

이 있게 활용하고 접목시켜 세부적이면서 구체적인 그리고 확실한 근거가 뒷받

침 될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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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자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적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에도 목적이 있다.

3. 연구문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궁 선수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양궁 선수들의 우수·비우수 선수 영역에 따라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

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양궁 우수선수와 비 우수선수의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분석 

을 규명하기 위하여 앞서 설정한 연구 변인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 일반적 특성(성별, 소속, 선수 경력)에 따라 양궁 시합 중 심리적 기

술 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양궁 선수들의 성별에 따라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에 유의한 차이

가 있을 것이다.

    1-2. 양궁 선수들의 소속별에 따라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에 유의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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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을 것이다.

    1-3. 양국 선수들의 경력별에 따라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에 유의한 차

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우수·비우수 선수 영역(국가대표 경험 여부, 현 선수 복무 형태, 개

인전 수상 경력 여부, 단체전 수상 경력 여부)에 따라 양궁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양궁 선수들의 국가대표 경험 여부별에 따라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양궁 선수들의 현 선수 복무 형태에 따라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

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양궁 선수들의 개인전 입상경력 여부에 따라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4. 양궁 선수들의 단체전 입상경력 여부에 따라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수행과정과 연구의 결과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

을 갖는다.

  가. 본 연구는 G광역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부에서 육성중인 양궁 

종목 선수들만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연구하였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은 타 

종목들까지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시합 중 심리적 기술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변인은 통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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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는 양궁 우수선수와 비 우수 선수의 개인적인 특성은 고려하

지 않았다.

  라. 앞 서 선정한 배경변인 이 외의 다른 변인은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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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양궁

  가. 양궁의 발달

활과 화살은 긴 역사를 지내오는 동안 발전을 거듭하여, 그 본래의 목적이던 

생존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에서 탈피하여 현재의 근대적 스포츠로서 양궁경기 

및 레저나 수렵으로 인간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점차 친근감을 더해 

가고 있고(대한양궁협회, 2011), 양궁의 발생지는 북유럽으로 추정되나 양궁이 

스포츠로서 가치를 찾기 시작한 것은 1583년 영국의 헨리 7세 때 오락용 기

구로서 스포츠화 하여 몇 차례 시합을 가진 것이 그 유래가 되어 있다(대한양

궁협회, 2011). 1937년 영국의 요크셔 지방에서 개최된 고대 스코튼 실버 에

로우(Scorton Silver Arrow)대회에서 매년 승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으며, 여러 가지의 경기 방법이 존재했다. 영국은 누가 제일 멀리 

보낼 수 있는가 하는 경기를 하였고, 네덜란드는 이웃 마을 상대로 25m의 거

리에 표적을 놓고 경기를 실시하였고, 벨기에는 파핀재(popinjay)라는 경기로 

30m거리에 있는 목재로 사용된 새 모양의 마스코트를 놓고 맞추는 경기가 성

행하였다. 이와 같이 각 국에서 거행되는 경기방식이 차이가 있었으나, 점차

국제 경기로 발전되면서 경기 방식을 통일시켜나가게 되었다(장용수, 김기찬, 

김진호, 2000). 

현대화 시대에 들어와 스포츠로서의 양궁은 1900년 제 2회 파리 올림픽에서 

50m, 30m의 유럽형 경기방식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1904년 제 3회 

세인트루이스 올림픽에서는 미국의 경기 방법과 혼합한 경기를 하였다. 그 후 

1920년 제 7회 벨기에 안트베르펜 올림픽까지 정식종목으로써 올림픽경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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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러왔다. 그리고 1924년 제8회 프랑스 파리 올림픽부터 1968년 제19회 

멕시코올림픽까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지 않아 경기가 중단되었다가, 1972년 

제 20회 뮌헨올림픽부터 다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경기방식의 다양한 변

화를 겪었다. 그리고 몇 해 후 1992년 제 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부터 올림픽

라운드(OLYMPIC FITA ROUND)방식의 경기를 채택하여 양궁경기의 방식과 

기록을 관중이 흥미 있게 관람할 수 있는 스포츠로 전환되었다(대한양궁협회, 

2011).

  나. 양궁의 특성

양궁의 슈팅 동작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한 채 신체적, 정신적 몰입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 양궁은 체격과 체력이 좋고 자질이 뛰어난 선수들을 발굴

해 체계적으로 양성할 뿐만 아니라, 장비가 현대화되어서 선수들 간의 기술적 수

준 차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경기 방식이 올림픽 피타라운드(Olympic FITA Round) 방식으로 바뀌

어 경기 중 선수가 느끼는 심적 부담은 더욱 커졌는데, 이러한 상황적 요인은 

정신적 안정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최상의 운동수행을 경험

하기 위해서는 정신력을 기를 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성을 유지시켜야만 하고

(김태응, 2005), 이것은 곧 심리기술훈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이로 인해 양

궁에서 최상의 운동수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양궁기술, 체력, 심리기술이 적절

한 조화가 이루어야 한다. 양궁경기 수행력에 관련되는 요인은 아래 <그림 1>과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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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양궁 경기 수행력의 구성(정청희, 2006)

일반적으로 양궁에서는 목표설정, 자신감, 주의집중, 심상, 동기, 긍정적 사고, 

사고정지, 이완 등 대부분의 심리기술이 필요하지만, 연습상황이냐 아니면 시합상

황이냐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고(정청희, 2003), 실제 시합상황에

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기 위해 연습에서부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시합상황

에서 자신의 마음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안점을 두고 연습해

야 할 심리기술 요인은 목표설정, 자신감, 심상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김태응, 

2005), 분명한 목표설정은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가지 목표 수행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선수들은 장기적 목표 및 단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

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선수는 자신이 목표한 것을 하나씩 성취해 나아

가게 되면서 자신감도 그에 따라 커지게 되며 이러한 자신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

니라 철저한 준비, 긍정적 생각, 성취경험, 자신 있는 행동, 심상과 자화 등에 의

해 고취될 수 있다고 말하였고(박경모 2015), 우리나라의 우수한 양궁 선수들은 

대부분 평소에 심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김병현, 2003), 이를 통해 실제 시합

을 상상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감을 키운다. 이때 시합상황에 대한 적응 능

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작 중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거나 부족한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효과를 얻는다(정청희 2003). 사선에 올라간 선수가 생각을 많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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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양궁 경기방식의 변화

더블라운드(Double FITA Round) 1957~1986

개인전
남자 90m, 70m, 50m, 30m / 여자 70m, 60m, 50m, 30m

각 거리별 싱글(36발×4회)×2회 더블(288발), 종합기록, 개인등위 결정

단체전
남자 90m, 70m, 50m, 30m / 여자 70m, 60m, 50m, 30m

팀 선수 3명의 종합기록 더블 (288발×3명), 단체순위 결정

것은 결코 좋지 않다. 시합상황에서는 심상보다는 사선에 올라가서 자신을 믿고 

슈팅할 수 있는 자신감, 주의집중, 이완능력이 필요하다. 우수한 선수들은 평소 연

습 시에 신체적 이완 기법과 자신감 있는 심상을 통해서 기술과 전략을 구상하고 

이러한 것을 반복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몸에 익숙하도록 자동화시킨다.

  다. 현대 양궁의 경기방식의 변화

양궁종목이 처음 도입된 1900년 제2회 파리올림픽에는 50m, 33m, 경기와 

30m 조류표적 경기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957년부터 1986년까지 더블라운드

(Double Round)방식 즉, 남자 90m, 70m, 50m, 30, 여자 70m, 60m, 50m, 

30m을 순수한 기록경기로 각 거리별 36발 144발(Single Round)을 두 번 기록

해 더블라운드 288발을 쏘는 경기방식이었다. 1987년부터 1991년까지 그랜드

피타라운드(Grand FITA Round)방식으로 즉, 144발 싱글라운드 예선전을 거친 

후 각 거리별 9발 36발로 24강, 16강, 12강, 8강, 최종 8명이 순위결정전을 하

는 경기방식이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부터 2009년 울산세계대회까지 올

림픽라운드(Olympic Round) 예선전을 거쳐 128강, 64강, 32강, 16강, 8강, 4

강, 준결승, 결승까지 토너먼트경기를 실시한다. 2010년부터는 1:1경기로 승패

를 가르는 경기방식에서 올림픽라운드 토너먼트 셋트 시스템 경기방식이라는 새

로운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 11 -

그랜드피타라운드(Grand FITA Round) 1987~1991

예선전

개인전
남자 90m, 70m, 50m, 30m / 여자 70m, 60m, 50m, 30m

각 거리별 36발×4회(144발) 종합기록으로 24명 선발

단체전
남자 90m, 70m, 50m, 30m / 여자 70m, 60m, 50m, 30m

팀 선수 3명의 종합기록 (144발×3명=432발), 12팀 선발

개인전

Eight

Final

90m(70m), 70m(60m), 50m, 30m 순, 각 거리별 9발(3발 3엔드×4)

총 36발, 18명 선발 (6명 탈락)

Quarter

Final

30m, 50m, 70m(60m), 90m(70m) 순, 각 거리별 9발(3발 3엔드×4)

총 36발, 12명 선발 (6명 탈락)

Semi

Final

90m(70m), 70m(60m), 50m, 30m 순, 각 거리별 9발(3발 3엔드×4)

총 36발, 8명 선발 (4명 탈락)

Grand

Final

30m, 50m, 70m(60m), 90m(70m) 순, 각 거리별 9발(3발 3엔드×4)

총 36발, 개인순위 결정

단체전

Semi

Final

90m(70m), 70m(60m), 50m, 30m 순, 각 거리별 27발

팀 선수 3명의 종합기록, 총 108발, 8팀 선발

Grand

Final

30m, 50m, 70m(60m), 90m(70m) 순, 각 거리별 27발

팀 선수 3명의 종합기록, 총 108발, 단체순위 결정

올림픽피타라운드(Olympic FITA Round) 1992~2010

예선전
개인전 70m 2회 기록 36발, 총 72발, 128 선발

단체전 팀 선수 3명 예선전 종합기록 (72발×3명) 16팀 선발

개인전
128~16 70m 예선전 순위 대진에 의한 128강 토너먼트, 3발 4엔드 (12발)

8~결승 1앤드(1발씩 교대발사, 총 3발), 3발 4엔드(12발). 1발/30초

단체전

16~8강
70m 예선전 순위 대진에 의한 16강 토너먼트, 3명 1인2발(6발)

4엔드(총 24발), 동시발사, 1엔드(6발). 제한시간 2분

준/결승
선수 3명 각 1발(1인 2발), 교대발사, 총 6발

각 팀 6발 4엔드(총 24발), 1엔드(6발). 제한시간 2분

개인전
128~16

70m 예선전 순위 대진에 의한 128강 토너먼트

3발 5셋트 6점 선득점 승. 승점: 승 2점, 무 1점, 패 0점

8~결승 3발 5셋트 6점 선 득점 승, 1발씩 교대발사, 1발/20초

단체전

16~8강
70m 예선전 순위 대진에 의한 16강 토너먼트, 3명 1인2발(6발)

4셋트 5점 선득점 팀 승. 승점: 승 2점, 무 1점, 패 0점

준/결승

선수 3명 각 1발(1인 2발), 교대발사, 총 6발, 제한시간 2분

각 팀 총 6발 4셋트 5점 선득점 팀 승,

슛오프(동점)일 때 1인 1발(총 3발)발사, 3발 합계 고득점 승

자료: 대한양궁협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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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대 양궁의 경기방식

2010년도 국내 및 국제 양궁계의 큰 화두는 당연 양궁 경기방식의 변화 및 

적용이다. 양궁경기는 싱글라운드, 그랜드피타라운드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1992

년 바르셀로나올림픽부터 올림픽 FITA 라운드방식으로 개정 운영되었다. 이 방

식은 싱글라운드에서 예선(Qualification)경기를 통해 정해진 대진으로 1:1 개인 

토너먼트를 실시하며, 고도의 경쟁상황 속에서 선수들에게 과도한 긴장과 불안, 

승리 및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유발시킨다.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이 경기방

식은 2006년도에 새롭게 개정되어 더욱 더 경기 전, 중에 선수들이 느끼는 심리

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기 내, 외적 상황 요인은 심리적 안정

상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게 되었다. 즉, 기존 올림픽 FITA 라운드 경기 

방식에서는 3발씩 4엔드로 진행되며 1발당 40초가 부여되었으나, 개정된 방식

에서는 3발씩 4엔드로 진행되며 1발당 30초에 쏘도록 되어있었지만(홍성택, 

2011), 2010년도부터 적용되는 토너먼트 Set제 경기방식은 예선경기를 통해 

정해진 대진으로 1:1 개인 토너먼트 방식의 기존 형식과 동일하나, 총 12발 누

적점수에 따라 결정되는 순위결정이 3발씩 총 5 Set로서 각각 의 Set 결과의 

점수를 부여하여 총 점수의 차이로 결정한다. 즉, 한 Set에 서 이기면 2점, 동점

이면 1점, 지게 되면 0점을 부여한다. 새로 개정 및 적용되는 Set제 양궁경기방

식은 다른 나라선수들보다 우수한 실력을 갖고 있는 국내 양궁선수들에게 더욱 

더 높은 심리적 압박감을 유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개정 경기방식에 따라 이전 경기방식보다 시합 전, 중에 다양한 심리

적 긴장과 압박 유발상황들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따른 선수 자

신의 자기 조절력, 위기 상황 대처능력 등이 절실히 요구될 것이다(박경모,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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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수선수

  가. 우수선수의 개념

현대와 시대에 들어와 우수선수의 개념은 나라를 대표하는 우수한 실력을 갗

춘 엘리트선수라 하고, 엘리트 선수는 자신의 전공 스포츠 종목에서 신체 기능상 

최고의 기량을 겸비한 대표급 선수라고 정의하기도 하며(손수범, 2003), 엘리트

란 프랑스어로 사회적으로 뛰어난 위치에 있는 사람 또는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네이버 백과사전). 스포츠의 있어서 엘리트 집단은 특정 종목에서 

신체적 ․ 정신적으로 뛰어난 기질을 발휘하고 기능적으로 전문적 능력과 업적에 

의하여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스포츠 집단을 엘리트 스포츠 집단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김상헌, 2000).

3. 양궁 경기력 결정요인과 양궁심리

  가. 양궁경기의 결정요인

양궁경기는 신체 및 기술요인, 장비에 의한 요인과 같이 심리적 요인에 의해

서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양궁 경기의 승패 여부는 안정된 자세에서 

신체의 동요 없이 정신력을 집중하여 정확히 조준을 한 후 화살을 날려 보내는 

것에 달려있다(윤미진, 2008). 이때 슈팅 순간의 작은 오차는 화살의 비행거리

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크게 나타나게 되어 기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

로 극히 안정된 상태에서 정확하고 일정한 발사 동작의 반복이 요구된다. 즉, 자

세의 동요 없이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신체적 안정성과 고도의 심리적 긴장감

과 압박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안정성, 그리고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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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일정한 페이스로 계속 슈팅해야 하는 생리적 안정

성이 동시에 유지될 때 좋은 기록의 수립이 가능하다(장용수, 김기찬, 김진호, 

2000).

장비 또한 현대화되어서 선수들 간의 기술적 수준 차이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경기 방식이 올림픽 피타 라운드 방식(Olympic FITA 

Round)으로 바뀌어 경기 중 선수가 느끼는 심적 부담은 더욱 커졌는데, 이러한 

상황적요인은 정신적 안정성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정다운, 2013).

따라서 최상의 운동수행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신력을 기를 뿐만 아니라, 정신

적 안정성을 유지시켜야 하며(김태응, 2005), 양궁 경기력에 관련되는 요인은 

아래 <그림 2>와 같다. 

일반적으로 양궁에서는 목표설정, 자신감, 주의집중, 심상, 동기, 긍정적 사고, 

사고정지, 이완 등 대부분의 심리기술이 필요하지만, 연습 상황이냐 아니면 시합

상황이냐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정청희, 김병준, 1999). 

그림 2. 양궁 경기력의 요인(김병현, 김정호,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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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양궁경기의 심리특성

Locke와 Latham(1985)은 목표설정이 수행을 향상시키는 이유를 다음과 같

은 4가지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목표를 설정하면 평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기술의 요소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예를 들어 골프의 드라이브 샷을 연습할 때 목표를 세우면 어드

레스, 볼의 방향, 시선, 체중 이동 등 개선이 필요한 기술의 특정 요소에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 둘째, 목표를 세우면 게으름을 피울 상황에서도 노력을 투입하게 

된다. 연습이나 시합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을 하게 된다. 운동종목, 그리고 세트와 반복회수를 정하고 헬스클럽에 가면 그

렇지 않은 것에 비해 동기수준이 높아 충실한 훈련을 할 수 있다. 셋째, 목표는 

노력을 하게 할뿐 아니라 그 노력을 지속하게 한다. 체중을 10킬로 줄인다는 목

표는 달성하기 힘들어 보이지만 10킬로를 다시 주 단위로 나누어 감량 목표를 

설정하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체중 조절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넷째, 

목표를 설정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나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일

례로 퍼스트 서브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연습하는 학생은 연습 과정에서 토스

와 스윙의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발견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자신감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마음 상태를 나타낸

다. 자신의 퍼포먼스(performance)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자신감은 

성공에 대한 확신이다. Singer(1980)은 최대 운동수행능력의 발현과 유지를 위

해서는 경기 전 갖춰야 할 심리적 준비로“자기능력에 대한 실제적인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효율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해야 한다. 자기 자신과 스포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내적 동기유발을 시켜야한다. 경기 전이나 

경기 중에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경기 전이나 경

기 중에 적절히 주의를 집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각 개인의 잠재적 수행능

력을 인식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배워야한다”고 강조하였다(정청희, 김병준, 

1999). 또한, 자신감은 운동 수행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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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다. 궁극적으로 최상의 수행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첫째, 시합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는 자신감을 가져다준다. 

승리를 확신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행하여야 한다. 둘째, 긍정적으로 생각하

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것은 실패 할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과 ‘어

떻게 하면 이것을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의 차이는 같은 상황

이지만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신체 조건의 조절이 

필요하다. 신체 상태를 시합에 적합하게 관심을 두고 관리해야만 충분한 자신감

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넷째,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학습해

야 한다. 다섯째, 자신 있는 생각과 행동이 필요하며, 여섯째, 적절한 심상과 자화

의 활용이 필요하다. 목표 지점에 공이 떨어지는 모습을 그린다거나, 할 수 있다

고 독백하는 일은 결국 자신에게‘가능’이라는 암시를 통해 자신감을 가지게 된

다(홍길동, 2005).

세 번째, 심상(心傷), imagery이란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마음속으로 어떤 경

험을 떠올리거나 새로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Vealey와 Walter, 

1993). 우리는 어떤 것을 실제로 체험하지 않고도 그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고, 

움직임을 느끼며, 냄새 맛 소리 등을 마음속으로 떠올릴 수 있다. 심상은 새로운 

운동 반응이나 운동 기술 학습을 강화하기 위하여, 또는 이미 학습 된 기술을 수

행하기 전에 더욱 수행 향상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위하여, 그밖에 이완이나 명

상, 정서의 통제 등 심리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용되며(Murphy, 1994; 

Ravizza, 1995), 심상을 통해 선수들은 동작과 전략, 기술 등을 반복 연습해서, 

학습 시간을 단축하거나 효율성을 높이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정청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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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리적 기술

  가. 심리적 기술의 개념

많은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지금까지 선수들의 운동수행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인 측면을 발달시키고자 실시하는 훈련을 정신훈련(mentaltraining), 정신연습

(mentapractice), 시상화(visualization), 심상(imagery), 정신적재연(mental 

rehearsal)등과 같은 다양한 전문 용어들로 사용하여 왔다. 이처럼 선수들의 심

리적인 요인을 규명하고자 표현한 많은 개념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Vealey 

(1988)와 Weinberg와 Gould(2014)는 심리적인 훈련(psychological skills 

training)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선수들의 심리적인 요인을 규명하고자 표현한 많은 개념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Vealey(1988), Gould(1995)는 심리기술 훈련(psychological 

skills training)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심리기술이란 자신의 심리상태

를 조절하여 최상수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자기지각(self-awareness), 스트레스 대처, 불안감소, 각성조절, 자신감 증진, 

자긍심 증진 등과 같은 변화를 의미하고 심리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심리기술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표설정 훈련, 심상훈련, 이완훈련, 주의집중 훈련 등

과 같은 테크닉을 말한다. 따라서 심리기술 훈련이란 여러 가지 심리적 방법을 

연습하고 훈련하여 심리기술을 향상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이현우, 2000). 심리

기술 훈련의 기본적인 개념은 운동수행에 영향을 주는 정신적인 측면과 신체적

인 측면, 시합 준비 기술 등에 긍정적으로 집중하는 것이다(박현석, 2005).

심리기술이란 개념은 다른 유사개념과 중복되어 개념상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

다. 우선 심리기술이란 용어는 Martens(1987)가 정립한 심리기술 훈련 모형이 

영향을 받아 주로 미국과 캐나다의 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개념으

로는 정신훈련(mental training), 정신연습(mental practice), 이미지트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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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training), 정신력훈련(mental thoughness traing), 대체전략(coping 

strategy), 심리적 준비(psychological preparation), 심리적 시연(mental 

rehearsal), 정신 기술 훈련(mental skills training), 인간 잠재력 훈련(human 

potential training)등 매우 다양하다.

훈련정신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강조하면서 심리적 기술훈련을 심리적 기술

(psychological skills)과 심리적 방법(psychological methods)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여기서 심리적 기술이란 자신의 심리상태를 조절하여 최상수행을 발휘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자기-지각(self-awarenessa),

스트레스 대처, 불안감소, 각성조절, 자신감 증진, 자긍심 증진 등과 같은 변화를 

의미하고, 심리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심리적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Vealey는 1980년부터 1988년 사이에 북미에서 출간된 스포츠 심리학 저서들

에서 네 가지의 심리적 기술훈련(심상, 생각조절, 신체적 이완, 목표설정)을 주

로 사용하였고 제시하였고, 심리적 기술훈련의 기본적인 개념은 운동수행에 영향

을 주는 정신적인 측면과 신체적인 측면, 시합 준비기술 등에 긍정적으로 집중하

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기술훈련 프로그램의 기본 가설은 머릿속으로 상상한 

것들이 진정한 능력이 되고, 자신의 정신적인 생각을 실행하게 되면, 시합을 할 

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선수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선수들이 운동수행 결과에 대해 긍정

적인 생각을 할 때 그들은 자신 이 생각한 것이 일어날 것이라는“확신 또는 믿

음”을 갖게 된다(김종이, 2012).

  나. 심리적 기술훈련의 필요성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심리상태와 경기력 사이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하면 선수의 심리상태는 운동기술의 

수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심리기술(psychological 

skills)이란 ‘생각과 감정의 조절을 통해 스포츠 상황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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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고 경기력을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신적인 전략과 기법’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정청희, 2000).

5. 양궁선수의 심리적 특성

  가. 양궁선수의 심리적 특성

신체적, 운동 기술적 수준의 향상과 스포츠 장비의 최첨단 화에 따라 개인이 

갖고 있는 심리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심리적 상황에서 받게 되는 경기

에 대한 압박감이 더욱 더 커지게 되었다. 이결과, 최상 수행을 발휘하기 위해서 

선수의 심리 상태를 조절 및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게 

되었다(홍길동, 2005).

양궁경기는 신체 및 기술요인, 장비에 의한 요인과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경

기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양궁 경기의 승패여부는 안정된 자세에서 신체의 

동요 없이 정신력을 집중하여 정확히 조준을 한 후 화살을 날려 보내는 것에 달

려있다(윤미진, 2008). 이때 슈팅 순간의 작은 오차는 화살의 비행거리가 멀어

지면 멀어질수록 크게 나타나게 되어 기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극히 

안정된 상태에서 자세를 유지하는 신체적 안정성, 그리고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강한 근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일정한 페이스로 계속 슈팅해야 하는 생리적 

안정성이 동시에 유지될 때 좋은 기록의 수립이 가능하다(장용수, 김기찬, 김진호, 

2000). 그렇기 때문에 발사선의 서있는 선수는 수많은 고도의 심리적 압박을 극복

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성을 요구한다. 

일반적인 양궁경기는 대부분의 경기가 1 : 1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상대선수

를 이기면 계속해서 경기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렇지 못하고 패하는 경우에는 대

결을 해볼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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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선수의 심리상태가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결국 상대선

수의 승리로 경기가 마무리되기도 한다(정다운, 2013). 경기에서 심리적 대처 

전략을 잘 수립하여 실천하는 것이 승패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

황이 선수에게 긴장을 유발시키는지, 또 그에 따른 우수선수의 대처 전략에는 어

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대두된다.

경기상황에서 나타나는 긴장유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따른 개인별 

대처전략을 분석함으로써 경기 수행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박성현, 

2013). 사선에 올라간 선수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시합상황

에서는 심상보다는 사선에 올라가서 자신을 믿고 슈팅할 수 있는 자신감, 주의집

중, 이완능력이 필요하다. 우수한 선수들은 평소 연습 시에 신체적 이완기법과 

자신감 있는 심상을 통해서 기술과 전략을 구상하고 이러한 것을 반복연습을 통

해서 자신의 몸에 익숙하도록 자동화 시킨다(이은경,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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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우수 ‧ 비우수 영역

변 인 구 분 빈 도 백 분 율 (%)

일

반

적

특

성

성 별
남 81 54.0

여 69 46.0

소 속

고등학교 68 45.3

대학교 48 32.0

일반부 34 22.7

선수경력

5년 미만 8 5.3

5년~10년 미만 63 42.0

10년~15년 미만 47 31.3

15년 이상 32 21.3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양궁 우수선수와 비우수선수를 대상으로 하여 시합 중 기술 요인

분석을 위하여 양적으로 분석하고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대상, 조사도구,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의 과정을 통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한양궁경기연맹에 등록되어 있는 G광역시 양궁선수

(중·고등학교, 대학부, 실업팀)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자기평가기입법(self- 

administr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총 150명을 표본 추출하여 <표 2>와 같이 

조사하고자 한다.



- 22 -

우

수

‧

비

우

수

영

역

국가대표경험
유 37 24.7

무 113 75.3

현재 선수 복무 

형태

국가대표 9 6.0

상비군 14 9.3

선발전 8명 11 7.3

해당없음 116 77.3

개인전 

수상경력 여부

있다. 83 55.3

없다. 67 44.7

단체전 

수상경력 여부

있다. 81 54.0

없다. 69 46.0

총  계 150 100.0

2. 조사 도구

가. 예비검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세 차례에 걸쳐 예비검사(pilot study)를 통하

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첫 번째 예비검사의 목적은 설문내용의 적합성 및 설

문내용이 양궁 선수들에게 적용 가능한 내용인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첫 번째 예비검사에서는 이 연구와 관련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스포츠 교육학 교수 1명, 박사 1명, 양궁 감독 1명, 코치 1명 총 4명 집

단을 구성한 다음 연구자가 설문내용을 한 문항씩 그 개념을 설명한 후 의미가 

통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는 단어나 문장 혹은 내용을 지적하도록 

요구하며, 특히 문항 구성이 해당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항들이 

특정 내용영역의 독특한 의미를 얼마나 잘 나타내주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와 

같이 과정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두 번째 예비검사 설문지에 반영 하였다. 

두 번째 예비검사는 대한양궁협회에 등록되어있는 광주광역시 양궁 선수들을 대상

으로 소수인원인 70명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세 번째 예비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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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첫 번째, 두 번째 예비검사를 통하여 수정된 설문지의 난이도 및 적용 

가능성을 평가함과 동시에 설문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 하는데 있다.

나.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로 사용한 설문지는 양궁 우수선수와 비 우수선수의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분석에 관한 항목으로써 양궁 우수선수와 비 우수 

선수의의 시합중 기술 요인분석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국내외 선

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측정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예비검사를 통한 내용의 적합성과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고 

구성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설문지 주요 구성내용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수 선행연구

일반적 특성

성    별

3문항 ·소    속

선수 경력

우수 ‧ 비우수 

영역

국가 대표 경험 여부

4문항 ·
현 선수 복무 형태

개인전 수상경력 여부

단체전 수상경력 여부

심리적 기술 

요인

자 신 감(4)

28문항

Theodorakis,  Weingerg, 

Natsis, Douma & 

Kazakas(2000)와 Smith 

etal.,(1995), Nelson & 

Hardy(1990), 유진(1996)

유진, 허정훈(2003)

김종이(2012)

집 중 력(4)

목표설정(4)

팀 조 화(4)

심    상(4)

의 지 력(4)

불안조절(4)

총 문항 수 3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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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측정 도구는 성별, 소속, 선수 경력 총 3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

하였다.

  2) 우수·비우수 영역

우수·비우수 영역 측정 도구는 국가대표 경험 여부, 현 선수 복무 형태, 개인

전 수상 경력 여부, 단체전 수상 경력 여부 총 4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3) 심리적 기술 요인

양궁선수들의 심리적 기술을 알아보기 위하여 Theodorakis,  Weingerg, Natsis,

Douma & Kazakas(2000)와 Smith etal.,(1995), Nelson & Hardy (1990), 

유진(1996)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진, 허정훈(2003)이 개발한 스포츠 심리

기술 설문지와 김종이(2012)의 설문지를 예비조사 실시한 후 본 연구에 부합되

도록 수정․보완하였다. 심리적 기술 요인의 하위요인은 자신감(4문항), 집중력

(4문항), 목표설정(4문항), 팀 조화(4문항), 심상(4문항), 의지력(4문항), 불안

조절(4문항)등 총 7개 영역 총 2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지의 응답형태 측

정은 Liker-type 5단계 척도이다. 응답내용에 따라“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으로 순차적으로 부과 되어있다.

3. 자료 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Ver. 25.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의 목적에 따라 전산처리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될 통계기법은 인구통계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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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의 빈도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성별, 소속, 선수 경력) 및 우수 ‧ 비우수 선수 영역(국가대표 경험 

여부, 현 선수 복무 형태, 개인전 수상 경력 여부, 단체전 수상 경력 여부)에 설

정된 집단과 심리적 기술 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independent 

t- test) 및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과 심리적 기술 요인의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보였기 때문에 사후검증(Sheffe)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신뢰도분석

(Cronbach’s α)을 실시하였다. 

4.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은 요인간의 관계에 대한 과정 없이 요인의 구조를 탐색해 내

는 통계기법이다. 여러 요인간의 상호관계로부터 공통변량을 구하고, 측정치의 

중복성을 찾아내어 몇 개의 변수군을 추출해 내는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요인의 

추출은 고유치 1.0 이상, 요인적재값은 0.5이상을 기준으로 하였고, 총 분산비는 

70% 이상의 설명력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요인구조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 회

전 중 요인행렬표의 요인 적재값의 분산을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베리맥스 회전 

방법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목적 중 하나인 각 요인의 항목들

이 일정한 상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검증하기 위해 KMO(Kaiser- 

Mayer-Olikin)값과 Bartlerr의 구형성 검정 값에서 항목들의 일정한 상관의 관

계에 대한 여부를 파악 할 수 있다. KMO측도는 0.6이상이 되지 않으면 변수들

의 상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요인분석의 변수들로서 적절하지 못함

을 의미한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변수들의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이라는 귀

무가설을 검증하는 것으로 유의확률이 낮을 경우 변수간의 행렬이 단위행렬이라

는 귀무가설은 기각되고, 요인분석이 가능하다(김기탁,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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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심리적 기술 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결과

    요인

문항
요인Ⅰ 요인Ⅱ 요인Ⅲ 요인Ⅳ 요인Ⅴ 요인Ⅵ 요인Ⅶ

문항18 .833 .266 .174 -.066 .140 .051 .198

문항17 .732 .113 .199 -.014 .215 .225 .263

문항19 .710 .196 .187 -.034 .239 .202 .228

문항20 .703 .286 .239 -.192 .289 .042 -.001

문항12 .328 .781 .160 -.041 .197 .033 .108

문항10 .088 .734 .373 -.012 .139 .078 .254

문항9 .161 .726 .210 .005 .207 .083 .272

문항11 .321 .712 .199 .064 .214 .181 .184

문항23 .122 .128 .877 .068 .120 .112 .059

문항22 .161 .240 .819 .108 .121 .058 .101

문항24 .222 .311 .752 .018 .094 .218 .144

문항21 .318 .152 .639 .065 .093 .219 .336

문항26 -.098 .048 .000 .912 -.041 .019 -.078

문항28 .014 .030 -.014 .888 -.061 -.049 -.046

문항27 -.096 .081 .098 .868 -.033 -.058 -.117

문항25 -.016 -.259 .145 .623 -.130 .113 .166

문항2 .164 .197 .090 -.112 .843 .124 .176

문항1 .253 .221 .175 -.131 .777 .195 .152

문항3 .322 .227 .117 -.069 .735 .103 .171

가. 탐색적 요인 분석

  1) 심리적 기술 요인에 대한 타당도 검증

<표 4>의 심리적 기술 요인의 타당도검증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28개의 문

항 중 26개의 문항이 7개의 하위요인(자신감, 집중력, 목표설정, 팀조화, 심상, 

의지력, 불안조절)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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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15 .201 .107 .088 .061 .056 .805 .086

문항13 .134 .214 .167 .039 .189 .737 .238

문항14 -.075 -.044 .057 -.245 -.023 .676 -.247

문항16 .208 .015 .238 .190 .346 .663 .147

문항8 .193 .288 .204 -.031 .154 .070 .752

문항7 .352 .238 .140 -.057 .226 .079 .653

문항6 .202 .363 .226 -.155 .345 -.002 .602

요인명 심상 목표설정 의지력 불안조절 자신감 팀조화 집중력

고유치 3.187 3.128 3.115 2.996 2.630 2.435 2.127

분산% 12.256 12.029 11.982 11.525 10.114 9.367 8.181

누적분산% 12.256 24.285 36.267 47.792 57.907 67.273 75.454

KMO= .887,  BTS= 2608.864,  Sig=.000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타당성과 적절성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KMO=.887, 

BTS= 2608.864, p<.000)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75.454%로 나타나 

심리적 기술 요인들이 설문에 적용하는데 알맞은 결과 값이 도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신뢰도 분석 및 최종문항

  1) 신뢰도 분석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Cronbach’s 

a계수를 산출하였다.

양궁 우수와 비우수 선수의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별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a계수가 .6이상이면 수용 가능한 것으

로 여겨지므로 본 연구의 모든 결과 값은 .06이상이 도출되어 내적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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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심리적 기술 요인의 신뢰도분석

변 인 요인명 (문항수) Cronbach's Alpha

심리적 기술 요인

자신감(3) .882

집중력(3) .822

목표설정(4) .892

팀조화(4) .748

심상(4) .889

의지력(4) .892

불안조절(4) .854

  2) 최종 문항

일반적 특성, 심리적 기술 요인의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값을 통하여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스포츠 교육학 교수 1명, 박사 1명, 양궁 감독 1명, 코치 1명 총 4명의 회의

를 통하여 문항을 제거하는 문제에 대해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지장

이 없다는 판단 하에 문항을 제거하고 <표 6>과 같이 구성 하였다.

표 6. 설문지 주요 구성내용

구성지표 구성내용 최초 문항 제외 문항 최종 문항

일반적 특성

성    별

소    속

선수 경력

1,2,3 ‧ 1,2,3

우수 ‧ 비우수 

선수 영역

국가 대표 경험 여부

현 선수 복무 형태

개인전 수상경력

단체전 수상경력

1,2,3,4 ‧ 1,2,3,4

심리적 기술 

요인

자신감 1,2,3,4 4 1,2,3,

집중력 1,2,3,4 1 2,3,4

목표설정 1,2,3,4 1,2,3,4

팀조화 1,2,3,4 1,2,3,4

심상 1,2,3,4 1,2,3,4

의지력 1,2,3,4 1,2,3,4

불안조절 1,2,3,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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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본 연구는 대한민국 양궁 우수선수와 비우수선수를 대상으로 하여 시합 중 

기술 요인분석을 위하여 양적으로 분석하고 알아보기 위해 설정된 가설을 중

심으로 첫째, 양궁 선수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의 차

이를 분석하였다. 둘째, 양궁 선수들의 우수·비우수 선수 영역에 따라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의 차이

가. 성별에 따른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의 차이

성별에 따른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을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성별에 따른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의 차이 (n=남자: 81 , 여자: 69)

요 인 구분 M SD t P

자신감
남자 3.9959 .83914

1.825 .070
여자 3.7246 .98179

집중력
남자 3.7119 .82790

.438 .662
여자 3.6522 .83907

목표설정
남자 3.5031 .98146

-.663 .528
여자 3.6014 .90882

팀조화
남자 4.0617 .64169

.329 .316
여자 3.9457 .77278

심상
남자 3.8580 .83754

.625 .800
여자 3.8225 .87773

의지력
남자 3.5525 .90114

.012 .990
여자 3.5507 .84189

불안조절
남자 3.0185 1.03061

.388 .698
여자 2.9529 1.0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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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소속 간에 따른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의 차이 

요 인 구분 N M SD F P
post

-hoc

자신감

고등부(a) 68 3.7598 .97709

.946 .391
대학부(b) 48 3.9444 .91309

실업팀(c) 34 3.9902 .77627

전 체 150 3.8711 .91453

집중력

고등부(a) 68 3.6863 .74843

.517 .597
대학부(b) 48 3.6042 .89563

실업팀(c) 34 3.7941 .90273

전 체 150 3.6844 .83079

목표설정

고등부(a) 68 3.5404 .81909

.277 .759
대학부(b) 48 3.4896 1.18497

실업팀(c) 34 3.6471 .81908

전 체 150 3.5483 .94687

팀조화

고등부(a) 68 3.9522 .74094

.617 .541
대학부(b) 48 4.0990 .67976

실업팀(c) 34 3.9926 .67275

전 체 150 4.0083 .70498

이 <표 7>의 결과에 따르면 심리적 기술 요인의 하위요인인 자신감(M=3.9959), 

집중력(M=3.7119), 팀조화(M=4.0617), 심상(M=3.8580), 의지력(M=3.5525), 

불안조절(M=3.0185)는 남자 선수 집단에서, 목표설정(M=3.6014)은 여자 선수 

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 소속 간에 따른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의 차이

소속 간에 따른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을 검정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

(One way ANOVA)을 실시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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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

고등부(a) 68 3.7426 .86707

1.169 .313
대학부(b) 48 3.8594 .83460

실업팀(c) 34 4.0147 .84822

전 체 150 3.8417 .85354

의지력

고등부(a) 68 3.4963 .89723

.612 .544
대학부(b) 48 3.6667 .86192

실업팀(c) 34 3.5000 .84163

전 체 150 3.5517 .87148

불안조절

고등부(a) 68 3.1507 1.04483

3.727* .026 a-c
대학부(b) 48 3.0469 1.05015

실업팀(c) 34 2.5809 .86978

전 체 150 2.9883 1.02827
*p<.05

이 <표 8>의 결과에 따르면 심리적 기술 요인의 하위요인인 자신감(M=3.9902), 

집중력(M=3.7941), 목표설정(M=3.6471), 심상(M=4.0147)은‘실업팀’집

단에서, 팀조화(M=4.0990), 의지력(M=3.6667)은 대학부 집단에서, 불안조절

(M=3.1507)은‘고등부’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검

증(Scheffe)을 실시한 결과 불안조절은‘고등부’ 집단과‘실업팀’ 집단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선수 경력별에 따른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의 차이

선수 경력별에 따른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을 검정하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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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선수 경력별에 따른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의 차이 

요 인 구 분 N M SD F P
post
-hoc

자

신

감

5년 미만(a) 8 4.0833 .90414

.727 .537

5년~10년 미만(b) 63 3.7831 .95632

10년~15년 미만(c) 47 3.8369 .97770

15년 이상(d) 32 4.0417 .72710

전 체 150 3.8711 .91453

집

중

력

5년 미만(a) 8 4.0417 .11785

.797 .498

5년~10년 미만(b) 63 3.6825 .75830

10년~15년 미만(c) 47 3.5816 .94401

15년 이상(d) 32 3.7500 .88799

전 체 150 3.6844 .83079

목

표

설

정

5년 미만(a) 8 4.0313 .47127

.789 .502

5년~10년 미만(b) 63 3.5437 .88734

10년~15년 미만(c) 47 3.4734 1.13998

15년 이상(d) 32 3.5469 .82900

전 체 150 3.5483 .94687

팀

조

화

5년 미만(a) 8 4.2813 .36443

.583 .627

5년~10년 미만(b) 63 3.9722 .72417

10년~15년 미만(c) 47 3.9681 .75112

15년 이상(d) 32 4.0703 .66670

전 체 150 4.0083 .70498

심

상

5년 미만(a) 8 4.2500 .70711

1.674 .175

5년~10년 미만(b) 63 3.7341 .83143

10년~15년 미만(c) 47 3.7766 .89721

15년 이상(d) 32 4.0469 .83385

전 체 150 3.8417 .85354

의

지

력

5년 미만(a) 8 3.6250 .62678

.852 .468

5년~10년 미만(b) 63 3.4921 .95774

10년~15년 미만(c) 47 3.7074 .83620

15년 이상(d) 32 3.4219 .79168

전 체 150 3.5517 .87148

불

안

조

절

5년 미만(a) 8 3.3750 1.12599

2.283 .081

5년~10년 미만(b) 63 3.0556 .99337

10년~15년 미만(c) 47 3.1011 1.09428

15년 이상(d) 32 2.5938 .90418

전 체 150 2.9883 1.0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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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 9>의 결과에 따르면 심리적 기술 요인의 하위요인인 자신감(M=4..0833), 

집중력(M=4.0417), 목표설정(M=4.0313), 팀조화(M=4.2813), 심상(M=4.2500), 

불안조절(M=3.3750)은‘5년 미만 집단’에서, 의지력(M=3.7074)은‘10년~15

년 미만’ 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양궁 우수 ‧ 비우수 선수 영역에 따른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의 차이

가. 국가대표 경험 여부에 따른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의 차이

국가대표 경험 여부에 따른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을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국가대표 경험 여부에 따른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의 차이 

      (n= 있다: 37, 없다: 113)

요 인 구분 M SD t P

자신감
있다. 4.4595 .75911

4.835*** .000
없다. 3.6785 .88071

집중력
있다. 4.0901 .86299

3.553** .001
없다. 3.5516 .77890

목표설정
있다. 3.9730 .94975

3.242** .001
없다. 3.4093 .90760

팀조화
있다. 4.3176 .56103

3.166** .002
없다. 3.9071 .71977

심상
있다. 4.3446 .61619

4.373
***

.000
없다. 3.6770 .85805

의지력
있다. 3.8919 .76272

2.798** .006
없다. 3.4403 .87899

불안조절
있다. 2.4797 .88854

-3.603** .000
없다. 3.1549 1.01952

***p<.00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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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현 선수 복무 형태에 따른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의 차이 

요 인 구분 N M SD F P
post
-hoc

자

신

감

국가대표(a) 9 4.9259 .22222

10.851*** .000 d-a,c

상비군(b) 14 4.3333 .62703

재야 선발전 8명(c) 11 4.5455 .71915
해당 없음(d) 116 3.6695 .89063

전 체 150 3.8711 .91453

집

중

력

국가대표(a) 9 4.7778 .44096

7.240*** .000 a-b,d

상비군(b) 14 3.7381 .64289
재야 선발전 8명(c) 11 3.9697 .72195

해당 없음(d) 116 3.5661 .82030
전 체 150 3.6844 .83079

목표

설정

국가대표(a) 9 4.5000 .63738

4.411** .005 a-d

상비군(b) 14 3.7857 .94999

재야 선발전 8명(c) 11 3.7500 .90139

해당 없음(d) 116 3.4267 .92960

전 체 150 3.5483 .94687

팀

조

화

국가대표(a) 9 4.3611 .54645

2.646 .051

상비군(b) 14 3.9643 .70613

재야 선발전 8명(c) 11 4.4545 .43038

해당 없음(d) 116 3.9440 .71936

전 체 150 4.0083 .70498

이 <표 10>의 결과에 따르면 심리적 기술 요인의 하위요인인 자신감(M=4.4595), 

집중력(M=4.0901), 목표설정(M=3.9730), 팀조화(M=4.3176), 심상(M=4.3446), 

의지력(M=3.8919)은 국가대표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불안조절(M=3.1549)은 

국가대표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감

(p=.001, t=4.835), 집중력(p=.01, t=3.553), 목표설정(p=.01, t=3.242), 팀

조화(p=.01, t=3.166), 심상(p=.001, t=4.373), 의지력(p=.01, t=2.798), 불

안조절(p=.001, t=-3.603) 모든 요인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현 선수 복무 형태에 따른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의 차이

현 선수 복무 형태에 따른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을 검정하기 위하여 일원

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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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상

국가대표(a) 9 4.7778 .34106

8.273*** .000 d-a,c

상비군(b) 14 4.1429 .64833

재야 선발전 8명(c) 11 4.4091 .58387

해당 없음(d) 116 3.6789 .84943

전 체 150 3.8417 .85354

의

지

력

국가대표(a) 9 4.1944 .63465

2.761
*

.044 a-b,d

상비군(b) 14 3.3571 .99863

재야 선발전 8명(c) 11 3.9091 .79272

해당 없음(d) 116 3.4914 .85778

전 체 150 3.5517 .87148

불안

조절

국가대표(a) 9 2.2778 1.06393

3.097* .029 a-d

상비군(b) 14 2.5893 .99328

재야 선발전 8명(c) 11 2.7273 1.14266

해당 없음(d) 116 3.1164 .99205

전 체 150 2.9883 1.02827
***p<.001,  **p<.01,  *p<.05 

이 <표 11>의 결과에 따르면 심리적 기술 요인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M=4.9259), 집중력(M=4.7778), 목표설정(M=4.5000), 심상(M=4.7778), 

의지력(M= 4.1944)은‘국가대표’ 집단에서, 팀조화(M=4.4545)는 재야 선발

전 8명 집단에서, 불안조절(M=3.1164)은‘해당 없음’ 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한 결과 자신감, 심상 요인은

‘해당 없음’집단’과‘국가대표’,‘재야 선발전 8명’ 집단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으며, 집중력 요인은‘국가대표’집단과‘상비군’,‘해당 없음’집단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고, 목표설정 요인은‘국가대표’집단과‘해당 없음’집

단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의지력 요인은 사후검증

(Scheffe)을 실시한 결과 기준이 엄격하여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던칸 검증

(Duncan test)을 실시하였으며,‘국가대표’집단과‘상비군’,‘해당 없음’집단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으며, 불안조절 요인도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한 결

과 기준이 엄격하여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던칸 검증(Duncan test)을 실시하였

고,‘국가대표’집단과‘해당 없음’집단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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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전 수상 경력 여부에 따른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의 차이

개인전 수상 경력 여부에 따른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을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12>와 같다.

이 <표 12>의 결과에 따르면 심리적 기술 요인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M=4.0241), 집중력(M=3.8996), 목표설정(M=3.6536), 팀조화(M=4.1054), 

심상(M=4.0361), 의지력(M=3.6175)은 개인전 수상 경력이 있는 집단에서, 

불안조절(M=3.3881)은 개인전 수상 경력이 없는 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감(p=.05, t= 2.313), 집중력(p=.001, t=3.675), 심상

(p=.01, t=3.084), 불안조절(p=.001, t=-4.552)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개인전 수상 경력 여부에 따른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의 차이 

       (n= 있다: 83, 없다: 67)

요 인 구분 M SD t P

자신감
있다. 4.0241 .83906

2.313* .022
없다. 3.6816 .97344

집중력
있다. 3.8996 .70564

3.675*** .000
없다. 3.4179 .89958

목표설정
있다. 3.6536 .80189

1.474 .143
없다. 3.4179 1.09266

팀조화
있다. 4.1054 .63453

1.894 .060
없다. 3.8881 .77151

심상
있다. 4.0361 .68313

3.084** .003
없다. 3.6007 .97900

의지력
있다. 3.6175 .73183

.995 .322
없다. 3.4701 1.01832

불안조절
있다. 2.6657 .97552 -4.552**

* .000
없다. 3.3881 .95474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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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단체전 수상 경력 여부에 따른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의 차이

단체전 수상 경력 여부에 따른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을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13>과 같다.

이 <표 13>의 결과에 따르면 심리적 기술 요인의 하위요인인 자신감(M=3.9177), 

집중력(M=3.7325), 목표설정(M=3.5710), 팀조화(M=4.1080), 심상(M=3.9537), 

의지력(M=3.5926)은 단체전 수상 경력이 있는 집단에서, 불안조절

(M=3.1123)은 단체전 수상 경력이 없는 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나,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3. 단체전 수상 경력 여부에 따른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의 차이 

       (n= 있다: 81, 없다: 69)

요 인 구분 M SD t P

자신감
있다. 3.9177 .87326

.675 .501
없다. 3.8164 .96429

집중력
있다. 3.7325 .71961

.750 .444
없다. 3.6280 .94719

목표설정
있다. 3.5710 .87521

.317 .752
없다. 3.5217 1.03054

팀조화
있다. 4.1080 .69478

1.893 .060
없다. 3.8913 .70382

심상
있다. 3.9537 .81309

1.754 .082
없다. 3.7101 .88661

의지력
있다. 3.5926 .79887

.662 .535
없다. 3.5036 .95341

불안조절
있다. 2.8827 .96346

-1.367 .174
없다. 3.1123 1.0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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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는 양궁 우수선수와 비우수선수를 대상으로 하여 시합 

중 기술 요인분석을 위하여 양적으로 분석하고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규명

하는데 있다.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된 연구결과 분석내용을 토대로 하여 종합적

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의 차이

첫째, 양궁 선수들의 성별에 따른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의 차이에 대한 결

과는 모든 하위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는 선행 연구 도구로 사용되었던 김종이(2012) 연구에서는 심리적 기술 하위요

인 중 자신감, 의지력, 불안조절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 중 자신감, 집중력, 팀

조화, 심상, 의지력, 불안조절 요인은 남자 선수들이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김종이(2012) 연구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김지혜

(2014)의 사격선수를 대상으로 한 심리적 기술 관련 연구에서 심리적 기술 모

든 하위요인이 남자 선수 집단에서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기술 하위요인 중 목표설정 요인에서 여

자 선수들이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각 스포츠 종목마다 선수들

이 인지하는 심리적 기술 요인이 각각 다른 것으로 판단이 되며, 추후에 부분적

으로 더 연구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궁 선수들의 소속 간에 따른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심리적 기술 요인 중 불안조절 요인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고

등부 > 대학부 > 실업팀 순으로 불안조절 평균이 낮게 나타났으며, 소속 급별이

올라 갈수록 불안조절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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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의 연구에 의하면, 학력이 낮을수록 인지불안과 신체불안을 높게 인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자신감을 높게 인지하는 한다

고 하였다. 이는 고등학생 시기에 대학 입시가 시합 성적에 따라 좌우됨으로서 

매 시합 마다 입시에 대한 압박이 시합 중 불안을 인지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

학생 시기에도 시합 성적에 따라 실업팀 입단에 영향이 미침으로 시합 중 불안

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양궁 선수들의 경력별에 따른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모든 하위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선행연구 

도구로 사용한 김종이(2012)의 연구에서는 선수 경력별에 따른 심리적 기술 결

과에서 하위요인 중 자신감, 집중력, 의지력, 불안조절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김지혜(2014) 연구에서도 심리적 기술 요인의 하위 요인 중 집중

력, 심상, 불안조절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김종이(2012), 김지혜

(2014) 연구에서 경력이 많은 집단 일수록 심리적 기술 요인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본 연구 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 또한 스포츠 종목 간에 따른 심

리적 기술 요인에 대한 계속적인 추후 검정이 요구된다.

2. 양궁 우수·비우수 선수 영역에 따른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의 차이

첫째, 양궁 선수들의 국가대표 경험 여부에 따른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심리적 기술 요인의 하위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중 자신감, 집중력, 목표설정, 팀조화, 심상, 의지력 

요인은 국가대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안

조절은 국가대표 경험이 없는 선수들에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대표

경험자들과 실업선수에서 높은 응답을 하여 심리적 요인들은 경험이 많은 선수나

우수선수들은 스스로가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선수나 비 

우수선수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중재하지 못한다는 장덕선(1995), 김종이(2014)

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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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양궁 선수들의 현 선수 복무 형태에 따른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심리적 기술 요인의 하위요인 중 자신감, 집중력, 목표설정, 

심상, 의지력, 불안조절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

대표 집단에서 자신감, 집중력, 목표설정, 심상, 의지력 요인을 높게 인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없음 집단에서 불안조절 요인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Cornelius (2002); 박성호 등(2016)의 연구에서 우수선수 일수록 비우수 선수 

보다 승부근성과 자신감 수준이 높아 심상능력과 목표설정능력, 성공적인 몰입

경험이 경기력에 좋은 영향이 미친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셋째, 양궁 선수들의 개인전 수상 경력 여부에 따른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

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심리적 기술 요인의 하위요인 중 자신감, 집중력, 심상, 

불안조절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개인전 수상 경력이 있는 선수들이 자신

감, 집중력, 심상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상경력이 없는 선수들 

불안조절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Jackson(1992); 

Williams & Krance(1993); 장덕선(1995); Harris & Harris(1984); Orlick(2015); 

황진철(2011); 김태희(2011)의 연구에서 우수선수의 경우 일반선수보다 운동에 

대한 몰입을 실현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고 하였으며, 운동의 몰입이 

됨으로 동기유발, 상태불안, 적정 각성수준 유지, 주의집중력,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전 수상 경력이 있는 선수일수

록 끊임없는 자기 관리와 노력을 통해 운동에 대한 집중도를 향상됨으로 심리적

으로 자신감과 집중력, 심상에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전 수상 경

력이 없는 선수 일수록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불안조절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양궁 선수들의 단체전 수상 경력 여부에 따른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

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모든 하위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으나, 단체전 수상 경력이 있는 집단이 하위요인 중 자신감, 집중력, 목표설정, 

팀조화, 심상, 의지력 요인을 높게 인지하였으며, 단체전 수상경력이 없는 집단

이 불안조절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안정덕, 송강영(2008); 박종화, 전병관

(2017)은 국가대표에 선발된 우수한 선수들은 일반선수보다 몸관리, 대인관리, 

훈련관리, 정신력관리 요인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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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김유나(2017)의 연구에서는 우수 선수일수록 불안 대처 능력과 주의집중 능

력이 뛰어나며, 다양한 전략과 철저한 정신적 준비, 이완 및 심상능력이 높은 것

으로 밝혀져(Gould, Eklund & Jackson, 1992a, 1992b; Jackson & Roberts, 

1992; Vealey, 1988, 1994; Williams & Krane, 2001) 우수한 경기력을 발

휘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 제어의 중요성이 경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으

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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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양궁 우수선수와 비우수선수를 대상으로 하여 시합 중 기술 요

인분석을 위하여 양적으로 분석하고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를 위

해 대한양궁경기연맹에 등록되어 있는 G광역시 양궁선수(중·고등학교, 대학부, 

실업팀)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총 163명을 표본 추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조사내용의 일부가 누

락되었거나 불성실한 자료 13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50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 특성 3문항, 우수 ‧ 비우수 영역 4

문항, 심리적 심리적 기술 요인 28문항으로 총 3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설검정을 위한 자료 분석방법으로는 SPSS window Ver. 25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대상을 통해 수집된 설문지를 기초로 자료를 분석하고 도출된 결론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의 차이 결과는 성별에서 

심리적 기술 요인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집중력, 팀조화, 심상, 의지력, 불안조절은

남자선수 집단에서, 목표설정은 여자선수 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소속 간에서는 심리적 

기술 요인의 하위요인 중 불안조절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고등부’ 

집단과‘실업팀’집단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수 경력

별에서 심리적 기술 요인의 하위요인 중 자신감, 집중력, 목표설정, 팀조화, 심상, 

불안조절 요인은‘5년 미만 집단’에서 의지력은‘10년~15년’미만 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둘째, 양궁 우수·비우수 선수 영역에 따른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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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국가대표 경험 여부에서 심리적 기술 요인의 하위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중 자신감, 집중력, 목표설정, 팀조화, 심상, 

의지력 요인은 국가대표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불안조절 요인은 국가대표 경험

이 없는 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선수 복무 형태에서는 심리

적 기술 요인의 하위요인 중 자신감, 집중력, 목표설정, 심상, 의지력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신감과 심상 요인은 ‘해당 없음’집단

과‘국가대표’,‘재야 선발전 8명’집단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으며, 집중력

과 의지력 요인은‘국가대표’집단과‘상비군’,‘해당 없음’집단 간에 두드러

진 차이가 있고, 목표설정 요인은‘국가대표’집단과‘해당 없음’집단 간에 두

드러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전 수상경력 여부에서는 심리적 기술 요

인의 하위요인 중 자신감, 집중력, 심상, 불안조절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신감, 집중력, 심상 요인은 수상 경력이 있는 집단에서, 불안

조절은 수상경력이 없는 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전 수상경력

여부에서는 심리적 기술 요인의 하위요인 중 자신감, 집중력, 목표설정, 팀조화, 

심상, 의지력은 단체전 수상경력 있는 집단에서, 불안 조절은 수상경력이 없는 

집단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요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양궁 우수 선수로 속해 있는 집단이 자신감, 집중력, 

목표 설정, 팀 조화, 심상, 의지력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우

수 선수에 속해 있는 집단들은 불안 조절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러한 연구를 통하여, 우수 선수들 보다 비우수 선수들이 시합 중에 심리적으로 

불안에 대한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양궁 지도자들이 선수를 지도할 때 비우수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향상하

기 위한 효율적 운동프로그램 구성과 선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훈련을 실시하

고, 선수 개개인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직접적 관심으로 상담과 대화를 통하여  

선수들에게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며, 시합 전 목표설정의 

중요함을 상기시켜 선수 스스로 목표를 향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

들어주면 선수들이 경기 참여시 향상된 경기 결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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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설문 응답에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본 설문지는 육상 종목에서 중·고등학교 우수 선수와 비 우수 선수들 간

의 심리적 기술 요인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

다. 아래의 문항들은 답이 없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이 설문지는 연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겁니다. 정성껏 하나하나 대답해 주시면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사용하여 육상의 활성화와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이

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Page: 1 ~ 2

Ⅰ- 1 ~ 3

Ⅱ- 1 ~ 4

Ⅲ- 1 ~ 28

<부 록>

우수·비우수 선수의 시합 중 

심리적 기술 요인 분석에 대한 질문지

2018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

연구자 : 허 영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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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가 해당하는 곳에 “ ü ”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소속팀은? 

  ① 고등부  ② 대학부  ③ 실업팀

3. 귀하의 선수 경력은? 

  ① 5년미만  ② 5년 ~ 10년 미만  ③ 10년 ~ 15년 미만  ④ 15년 이상

Ⅱ. 다음은 우수‧비우수 선수 영역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가 해당하는 곳에 “ ü ”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현재 국가대표 경험은?

  ① 있다.    ② 없다.

2. 귀하의 현재 선수 복무 형태는?

  ① 국가대표   ② 상비군    ③ 재야 선발전 8명    ④ 해당 없음

3. 2017년 개인전 수상 경력은?

  ① 있다.  ② 없다.

4. 2017년 단체전 수상 경력은?

  ① 있다.  ② 없다.



- 51 -

다음의 문항들은 심리적 기술 요인에서 자신감, 집중력, 목표설정, 팀조화, 심상, 

의지력, 불안조절 관하여 묻고 싶습니다. 자세히 읽으시고 해당 항목에 “ ○ 또는 ü 

”표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문 항 내 용
전  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나의 능력을 믿는다. ➀ ➁ ③ ④ ➄

2 나의 실력에 자신이 있다. ➀ ➁ ③ ④ ➄

3 나는 자신 있게 시합에 임한다. ➀ ➁ ③ ④ ➄

4 나는 힘들어도 잘 해낸다. ➀ ➁ ③ ④ ➄

5 나는 운동할 때 한 곳에 집중을 한다. ➀ ➁ ③ ④ ➄

6 나는 집중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➀ ➁ ③ ④ ➄

7 나는 시합에서 집중이 제대로 할 수 있다. ➀ ➁ ③ ④ ➄

8 나는 시합할 때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➀ ➁ ③ ④ ➄

9 나는 세부적인 목표를 세운다. ➀ ➁ ③ ④ ➄

10 나는 계획을 세워 운동한다. ➀ ➁ ③ ④ ➄

11 나는 평소 훈련할 때 목표를 설정한다. ➀ ➁ ③ ④ ➄

12 나는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편이다. ➀ ➁ ③ ④ ➄

13 나는 소속팀 친구들과 잘 지낸다. ➀ ➁ ③ ④ ➄

14 나는 소속팀 친구들의 사기를 올려주고자 
노력한다. ➀ ➁ ③ ④ ➄

15 나는 소속팀 친구들을 믿고 의지한다. ➀ ➁ ③ ④ ➄

16 나는 소속팀 친구가 실수를 하면 격려해를 준다. ➀ ➁ ③ ④ ➄

17 나는 성공적인 경기 장면을 자주 상상해 본다. ➀ ➁ ③ ④ ➄

18 나는 내 기술이 성공한 장면을 선명하게 떠 
올릴 수 있다. ➀ ➁ ③ ④ ➄

19 나는 시합 전 멋진 플레이를 연상한다. ➀ ➁ ③ ④ ➄

20 나의 동작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➀ ➁ ③ ④ ➄

21 나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해내려고 애쓴다. ➀ ➁ ③ ④ ➄

22 나는 아파도 이겨낸다. ➀ ➁ ③ ④ ➄

④ ➄③➁23 나는 쓰러져도 끝까지 한다. ➀

④ ➄③➁24 나는 이를 악물고 해내는 편이다. ➀

25 나는 시합에 대해 너무 걱정하는 편이다. ➀ ➁ ③ ④ ➄

26
나는 나의 경기력에 지장을 줄 정도로 
긴장한다. ➀ ➁ ③ ④ ➄

27 나는 시합 상황이 불리하면 흔들린다. ➀ ➁ ③ ④ ➄

28 나는 시합 전 마음이 긴장된다. ➀ ➁ ③ ④ ➄

Ⅲ. 심리적 기술 요인 ( 1 ~ 28번 문항)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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