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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synthetic mentalfactors ofplayers with the subjectof
golfersandsetstitleofinfluenceofgolfers'stressandmentalpoweron their
attention andperformancein ordertokeepoptimalmentalstateofplayersand
coaches,improvetheirperformanceandemphasizementalimportance. Forthis
study,itselected496golferswhowereregisteredonDaehanGolfAssociationand
KoreaProfessionalGolfAssociationasofOctoberof2004,conductedt-testand
one-wayANOVA usingstatisticalprogram SPSS10.1toanalyzewhetherthereis
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instress,mentalpower,attentionandperformance
according togeneralcharacteristicsofsubjects,post-testusing Duncan method,
CanonicalCorrelation Analysi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analyzerelationshipbetweenstressandattention,andmentalpowerandattention
andmultivariantregressionanalysistotestsub-factorsofstressandmentalpower.
Consequently,itobtainsthefollowingconclusions.



First,asaresultofanalysisaccordingtogeneralcharacteristics,menshowed
higherawakeningcontrolfactorthanwomeninsub-factorsofmentalpower. BIT
andNARofsub-factorsofattentionwerehigherinmenthaninwomenandOIT
washigherinwomenthaninmen.
StressbypositionwashighestingraduateschoolstudentsandBIT wasalso
highestin them. Professionalplayersshowed thelowestscorein performance
capabilityandgraduateschoolstudentsgotthehighestscore.
Imageryandawakeningcontrolofmentalpowerbyexercisecareerwerehigher
in those who have 11-15 year career and BET,BIT and NAR which are
sub-factorsofattentionwerehighestinthosehaving 6-10yearsofcareerand
OET washighestin thosehaving 5year-career. Recentand mean scoresof
performancecapabilityfactorswerelowestinplayershaving11-15yearsofcareer
andtheyshowedexcellentcompetitioncapability.
According totypesofqualifications,whilesemi-professionalplayershadmost
stressrelatedtotheirpersonallife,lessonproplayershadleaststressrelatedto
theirlife. BET ofattentionwashigherinsemi-proplayersandlowestinamateur
players. Numberofstrokesinperformancecapabilitieswaslowerinproplayers
andhigherinamateurplayers.
Second,asaresultofanalyzingrelationshipbetweenstressandattention,two
variableshavesignificantrelationshipwithpracticerelatedstress,privacyrelated
stressandgamerelatedstresswhicharesub-factorsofstress,andBET,BIT and
NAR which aresub-factorsofattention through CanonicalCorrelation Analysis,
andthelowergamerelatedstress,thehigherattention.
Asaresultofanalyzing relationshipbetweenmentalpowerandattention,the
firstandsecondcanonicalvariantsfocusedonexaminationofrelationshipbetween
two variantgroups. Levelofmotivation,imagery controland tension factors



which are sub-factors of mentalpower had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all
sub-factorsofattentioninthefirstcanonicalvariants. Allsub-factorsofmental
powerin thesecond canonicalvariantshad significantrelationshipswith BET,
OET,BIT,NARandRED exceptOIT ofsub-factorsofattention. Asaresultof
conducting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to testmentalpowerfactors affecting
attentionanditssub-factors,awakeningcontrol,tensionandattitudecontrolfactors
hadstatisticallysignificantinfluenceandmentalpowerfactorsaffectingsub-factors
ofattentionwereBET,OET,BIT,OIT,NARandRED.
Third,asaresultofperformingmulti-variantregressionanalysistoteststress
and sub-factorsofmentalpoweraffecting performance,factorshaving common
influenceonrecentandaveragenumberofstrokesandbestscoreswereimagery
controlwhichissub-factorofmentalpower.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골프는 현대사회에서 여가시간의 증대와 삶의 질적 향상으로 인해 많은 참여 확
대를 이루었고 이러한 일반 수요자의 증대는 결국 이들을 지도할 전문가나 골프선
수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특히 한국의 남,여 골프 선수들이 해외로 진출하여
우수한 성적을 올리기 시작해서 2002년에는 최경주 선수가 미국 PGA대회를 2번이
나 우승하는 등 한국의 골프 실력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수준으로 성장하였다.최근
의 이러한 경향은 많은 골프선수들에게 자극제가 되었고 골프선수의 증가를 가져왔
으며 미래의 박세리,최경주가 되겠다는 신념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결국
이러한 노력들은 운동수행의 향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골프를 포함하여 스포츠 장면에서 코치나 감독들은 운동선수의 수행이 최고에 도
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또한 스포츠과학자들은 운동선수의 최적의
수행을 위해 많은 연구를 해왔으며 그들의 연구를 현장에 적용시켜 운동선수의 수
행을 향상시키는 업적을 쌓아 왔다.운동수행결과에 대한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주
는 요인은 신체적,심리적,사회환경적 측면 등 다양한 근원을 찾을 수 있지만 무엇
보다 신체적 훈련의 정도에 못지 않게 정신적 측면은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특히 경기 전 혹은 경기 중 선수들이 갖게 되는 심리적 상태
는 운동수행능력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Unestall,1982).
특히 Forster＆ Porter(1986)에 의하면 골프 경기는 80～90%가 심리기술에 의해
결정되고 경쟁적인 승패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또한 골프 황제인 잭 니클
라우스도 골프경기의 승패를 결정하는데 심리적인 역할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
였으며 새로운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는 자신의 심리적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



속 맨탈 트레이너를 두고 시합 중 자신이 보인 정신적 불안정을 보완하고 있다(장
승화,2003).
Cratty(1983)에 의하면 운동선수들의 정신적 생활은 비 운동 선수들의 정신 생활
과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고 전제하면서 스포츠활동 자체에 내재해 있는 긴장감으로
인하여 운동성취의 근원에 대한 생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그러한 사고가 주요
경기 중에는 선수들의 의식적 생활에 침투하게 된다고 하였다.그러므로 시합 전 심
리적 상태 혹은 정신적 준비는 운동수행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과 심리기
법의 적용에 앞서 선수자신의 심리상태에 대한 특성파악이 중요하다고 하겠다(서태
석,2003).
선수들은 경기상황이 가까워지거나 직면하게 되면 주로 경기 외적인 정보나 요인
에 의하여 보다 많은 심적 부담을 느낀다.이러한 과중한 심리적 부담은 선수들의
주의형태나 집중력을 방해하고,그 결과 신체적 긴장을 야기 시킴으로써 비효율적으
로 운동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쉽게 피로해지거나 무기력하게 된다.
평소 연습 때나 혹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은 경기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는 선수들도 중요한 경기에서는 그러한 심적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고 허무하
게 무너지거나 크게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스포츠에서 체력과 기술,그
리고 정신력은 경기력을 결정짓는 요소이다.신체적 능력과 기술수준이 같다면 정신
력(심리적 조절능력)이 강한 선수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듯이 시합상황에서 심리
적인 문제는 그 정도에 따라 경기결과에 긍정적,부정적 측면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
으로 실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선수들의 심리상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Loehr(1982)는 MTT(MentalToughness

Test)즉 정신력 검사지를 개발하였고 골프에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고영규(2000),
모경원(2002),박준성(2004),박현석(2005)등이 있으며 이들은 골프선수의 정신력과
경기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정신력과 경기력의 구조를 분석
하였으나 정신력의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하였을 뿐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 요인을



측정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심리적 요인에서 부정적 요인 중의 하나인 스트레스는 근래에 와서 주요 연구의
대상이 되었으며,특히 운동 선수의 경기력과 스트레스의 인과관계가 있음이 Passer
＆ Seese(1983),Williams＆ Krane(1993)등의 연구에서 입증되었다.선수들이 스
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근육 긴장,주변협소,주의산만 등 스트레스에 대한 증
후군이 생겨 신체적 피로가 증가하고 시야의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환경에 대처
능력이 떨어짐으로 경기력이 저하된다.
스트레스는 경기력 뿐만 아니라 주의집중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Lander(1980)
는 스트레스와 주의력의 인과관계를 지적하면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면 주의력은
저하된다고 하였고 운동선수의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주의력이 변한다고 하였다.
Nideffer(1976)는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의변화는 운동수행능력,
특히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개방형 운동기술을 감소시킨다고 지적하였다.따라서
골프 같은 종목의 특성 상 주의집중은 골프선수에게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골프 선수에 관한 주의집중의 선행연구로는 이영준(2004),조용행
(1995)등이 있으나 연구가 극히 부족한 실정이며 이들의 연구도 스트레스나,심리상
태와 연관성이 아닌 외적 자극 초첨에 맞추어져 있다.따라서 골프선수의 주의집중
과 스트레스,심리상태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운동장면에서의 심리적 요인들이 중요한 이유로는 평상시 학습된 신체적 능력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이라는 장면에서는 이미 학습된 신체적 능
력,즉 수행능력이 각종 심리적 요인들로 인하여 안정되게 발휘되지 못하고 동요가
발생함으로써 운동수행에 부적 영향을 미쳐 경쟁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박범영,2004).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을 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운동수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적절한 심리적 상태를 유지한다면 운동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이다.특히 심리적인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 골프 같은 종목은 활용가치가 더욱더



커진다고 사료된다.그러나 지금까지 운동선수들의 심리상태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
은 경쟁상태불안 등의 어떤 특정한 변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되어 온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여러 심리적인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들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본 연구는 골프선수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골프선수들의 스트레스와 정신력이 주의집중과 운동수행에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분석하여 운동선수와 지도자에게 최상의 심리상태를 유지하고 운동수행을
향상시키며 더 나아가 심리적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BBB...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골프를 포함하여 모든 운동선수의 최대의 목표는 운동수행 향상시키고 유지하는
것이다.이러한 운동수행과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심리적 상태는 중요한 과
제일 수밖에 없다.따라서 선수들의 심리상태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불안이나 각성을 이용한 획일적인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고 여러 가지의 변
인을 분석한 연구도 상태,조절 등의 긍정적인 요인만을 분석하는데 그쳤다.따라서
본 연구는 골프선수를 대상으로 스트레스의 3개 요인,정신력의 5개 요인,주의집중
의 6개 요인을 통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골프선수에게 최상의 심리상
태를 유지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이들 요인과 운동수행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
여 운동수행의 극대화를 꾀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CCC...연연연구구구문문문제제제

1)일반적 특성에 따라 스트레스,정신력,주의집중,운동수행은 차이가 있는가?
1)-Ⅰ 성별에 따라 스트레스,정신력,주의집중,운동수행은 차이가 있는가?
1)-Ⅱ 소속에 따라 스트레스,정신력,주의집중,운동수행은 차이가 있는가?
1)-Ⅲ 운동경력에 따라 스트레스,정신력,주의집중,운동수행은 차이가 있는가?
1)-Ⅳ 자격종류에 따라 스트레스,정신력,주의집중,운동수행은 차이가 있는가?

2)스트레스와 정신력은 주의집중에 영향을 미치는가?
2)-Ⅰ 스트레스는 주의집중에 영향을 미치는가?
2)-Ⅱ 정신력은 주의집중에 영향을 미치는가?

3)스트레스와 정신력은 운동수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3)-Ⅰ 스트레스는 운동수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3)-Ⅱ 정신력은 운동수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DDD...관관관계계계 변변변인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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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골프선수의 스트레스,정신력,주의집중,운동수행의 관계 변인



1)배경변인
배경변인은 골프선수의 일반적 특성으로서 성,소속,운동경력,자격종류로 구성되
어 있다.
2)독립변인
독립변인은 2개의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스트레스 변인과 정신력 변인이다.
스트레스 변인은 연습관련,시합관련,개인생활관련의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있고
정신력변인은 동기수준,심상,각성조절,긴장감,태도조절의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다.
3)종속변인
종속변인은 2개의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의집중과 운동수행이다.주의집중
은 BET(포괄적-외적 주의력),BIT(포괄적-내적 주의력),NAR(한정적-효과적 주의
력),OET(외적-과부하 주의력),OIT(내적-과부하 주의력),RED(한정적-비효과적
주의력)의 6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동수행은 평균타수,최근타수,최고성적
으로 구성되어 있다.

EEE...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골프선수의 스트레스,정신력,주의집중 등의 심리적 요인을 측정하여 운동수행과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둔다.
1)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수 개개인의 개인적 특성이나 환경적 요
인,체력적 요인 등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2)골프선수의 심리상태나 경기력은 지도자와 훈련방법 등의 영향을 받지만 이러
한 요인들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3)프로골프선수와 아마골프선수의 차이에서 오는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FFF...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심리상태
골프선수의 스트레스,동기,심상,긴장감 등의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
적 상태를 의미한다.

2)스트레스
압박 즉 주위환경에서 요구하는 것과 자신의 수행능력과의 불균형 혹은 불일치로
오는 자극을 의미한다.
a.연습관련 스트레스:골프선수가 연습중에 오는 스트레스
b.시합관련 스트레스:골프선수가 시합에 관련되어 오는 스트레스
c.개인생활관련 스트레스:골프선수의 동료나 선후배,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를 말한다.

3)정신력
정신력은 이상적인 최적의 심리상태를 오랫동안 강하게 유지하는 힘으로써 경기
에 대한 동기수준,심상,각성조절,태도조절,긴장감을 의미한다.
a.동기수준 :인간의 행동을 지속시키거나 제지시키는 힘,즉 골프선수가 성공을

거두려는 의욕,훈련계획에 따르려는 의지,인내력 등의 총체적 수
준을 말한다.

b.심상 :장면을 보다 선명하고 세부적이며 사실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c.각성조절 :스트레스,압박,압력 등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으로 어려
운 상황을 위협이라기보다는 도전으로 인식하고 부정적 에너지의
흐름과 충격을 통제하는 능력을 말한다.



d.태도조절 :선수의 사고,습관,훈련에 임하는 자세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
인 사고나 신념,그리고 자기 확신을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

e.긴장감 :선수에게 필요한 적정한 긴장수준,즉 불안을 통제하여 긍정적인 자극
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

4)주의집중
스포츠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a.BET(포괄적-외적 주의력):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는 대단히 활동적이고 신속하

게 전개되는 상황적 자극에 주의집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OET(외적-과부하 주의력):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는 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외
적 정보를 과중하게 받고 있어 부적절한 정보에 의해 주의가 산만
해져 실수를 유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c.BIT(포괄적-내적 주의력):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는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분석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d.OIT(내적-과부하 주의력):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는 선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주의가 산만해져서 실수를 유발하게 되는 것은 의미한다.

e.NAR(한정적-효과적 주의력):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는 한 가지 일에 효과적으
로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f.RED(한정적-비효과적 주의력):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는 너무 한정된 좁은 주의
를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AAA...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111...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스트레스(stress)라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의 ‘Stringer(팽팽하게 죄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오늘날에 쓰이고 있는 스트레스 개념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의
학계에 소개되었고,이 때를 기점으로 해서 스트레스의 대한 사람들의 반응양상을
조직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Quick& Quick,1984).즉 스트레스 분야에 대한 초
기의 연구들은 주로 생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Cratty(1989)은 혈액 호르몬 수준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을 조사하였다.그는 스
트레스를 “한 개인의 정상적인 내부환경을 침해하는 모든 종류의 자극”이라고 정의
하였다.그 후 1950년대에 Selye(1956)가 “스트레스원(stressor)이라고 불리는 자극
들에 대해 한 개인의 불특징 반응”이라고 규정하고,이러한 스트레스원에 노출됨으
로써 발생되는 스트레스 반응을 일반적응증후군(GeneralAdaptation Syndrome:
GAS)이라 명명하고,스트레스에 대한 인간의 3단계 반응을 발표했다.그러나 1985
년에는 “어떤 것이든 그 요구에 대한 신체의 불특정 반응”이라 정의하였다.
최근에는 스트레스 관련 연구들이 스트레스의 심리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었다.이
러한 관점에서 스트레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경험되지는 않고,잠재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Lazarus와 Folkman(1984)은 이러한 과정을 특정 스트레스
원에 대한 한 개인의 평가(appraisal)과정으로 여겼다.따라서 스트레스란 한 개인의
특정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다는 불특정 반응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또한
Simith(1980)는 스트레스의 인지적 이론을 개발하여 스트레스반응은 두 가지 특징



즉 강도와 질에 기초한다고 제안하였다.
즉 개인의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개인의 인지과정에 따라 정서가 유발된다고
믿었다.만약 스트레스원이 위협적으로 지적되었다면 자유신경계(투쟁,혹은 회피)의
각성과 함께 우려와 긴장감이 유발된다.이러한 상태에 이어 방어기제,대처 등과
같은 스트레스 자극을 감소시키려는 신체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222...골골골프프프선선선수수수의의의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스트레스가 발생되는 근본 원인을 정리하면 첫째,스트레스는 운동선수 자신이 경
기의 요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발생되며,둘째,이와 같이
지각된 요구와 능력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사회적으로 평가받을 때
스트레스는 발생된다.셋째,운동유형에 따라 스트레스반응은 다르게 나타난다.즉,
개인운동은 수행에 대해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
게 돌아간다.따라서 개인경기 선수들은 단체경기 선수들보다 훨씬 높은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했다(Griffin,1972;Johnson,1949).마지막으로 경기결과에는 상관없이 경
기중에 선수들이 가지는 즐거움의 양에 따라서 스트레스 반응은 다르다.즉,경기중
많은 즐거움을 경험한 선수들은 그렇지 않은 선수들보다 창출하는지,아니면 적은
스트레스가 큰 즐거움의 원인이 되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즐거움과 스트레스는 역비
례 관계라는 것이다
운동선수들의 스트레스는 종목마다 다양하지만 골프선수들의 스트레스의 원인을
김성욱(2002),이근춘(2000),이화정(2000),이우만(1999)등이 검증한 결과 성적부진,
심리문제,경제적 문제,가정문제,골프환경문제,장래에 대한 걱정,라운딩 파트너,
선배,후배,협회와 경기진행 등으로 나타났다.특히 이와 같은 원인 중에서 김성욱
(2002),이근춘(2000),이화정(2000)은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성적부진에 대한 걱
정과 부담감으로 나타났는데 김성욱(2002)은 이와 같은 결과는 심리적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심리적 스트레스는 불면증,두통,불안감,자신감 상실,
집중력 감퇴들을 경험하게 한다고 하였다.우리나라의 골프 상황에서는 전통적으로
승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단기간에 기능을 향상시켜 진학과 프로 입문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승부에 대한 부담감을 주는 처벌은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이렇듯 한국 스포츠 선수들은 자신의 욕구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의 지나친
기대감 때문에 승리에 대한 부담감이 높으며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며 장래
에 대한 걱정이나 경제적 문제 등과 함께 결부되어 탈진 또는 탈퇴에까지 이르게
하는 주 요인이 된다.
이우만(1999)은 골프선수들의 스트레스나 심리적 방해요인의 원인을 검증한 결과
골프에 관련된 일반적인 상황과 경기와 관련된 실제적인 방해요인 2가지 중 실제적
인 방해요인이 스트레스의 원인이며 수행능력을 떨어뜨린다고 하였다.따라서 이미
지트레이닝,통제,집중,이완,자신감,긍정적인 사고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하
고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 등을 살펴보면 골프 선수들의 스트레스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
에서도 성적 즉 수행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주요 요인으로 판단되지만 박정근
(1995)은 사회적지지 등의 경기 외적 요인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주요타자의 기대,
갤러리의 문제,가정 및 직장 문제에 의해 방해를 받는다고 하였다.즉 사회적 지지
는 지도자,운동 파트너,가족구성원,친구를 통해 지지를 받게 되는데,타인의 태도
가 긍정적일수록 운동의 강도와 집착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의해 운동현장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Burton(1988)는 경
쟁적인 운동경기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실패하는 운동선수들의 문제를 제
기하면서 이들은 경기참여에 대한 가치를 내면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적인 지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기술하였다.이런 선수들은 외적인 보상이 없어지면 알콜이
나 약물남용,신경질적인 성격 등,성격 와해의 조짐을 보인 것이라고 시사하였다.
Smith(1986)도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될 때 탈진이 유발된다고 규정한 후,그는 선



수들의 탈진에 대한 인지적,정서적 모형에서 탈진의 증후군을 정신적,신체적,행동
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즉,정신적으로 주어진 상황을 과대 평가하여 중압감을 느
껴서 지루함을 경험하며,상황을 자신이 조정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무력감을
가지며,또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려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행
동을 평가절하 한다는 것이다.또한 신체적으로 긴장,피로,초조함,불안을 유발하
며 불면증 또는 숙면을 취할 수 없다.자신의 건강을 의심하며,행동적으로는 경직
되어 부적절한 행동이 나타나고,행동이 비 조직화 되어서 대인관계가 어려워진다고
그의 모형에서 제시하였다.그리고 일시적 스트레스로 주의집중,주의의 초점,에너
지 소모,운동의 효율성,각성과 같은 인지적 과정과 심리․생리적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Lazarus& Folkman,1984;Smith,1980,1986)불쾌한 일을 장애
를 받게 된다면 종종 정서적인 혼란이 발생되고 효율적인 기술이 수행에 장애를 받
게 된다(Carver,& Scheier,1981;Smith,1980,1986).특히,지속적인 일련의 일시
적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동기유발이 되지 못하고 불쾌한
정서,좋지 않은 운동수행을 초래해서 궁극적으로 심리적 탈진과 위축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따라서 스트레스는 신체적으로나 행동적․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BB...주주주의의의집집집중중중

111...주주주의의의집집집중중중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따라서 많은 정보를 동시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하고 나머지 정보들은 무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이와 같이 선택적으로 정보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의의 핵심이
라고 할 수 있다(Landers,1986).주의(attention)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
고 있다. 이것은 어떤 때는 경계성(alertness)을 나타내기도 하고 집중
(concentration)을 나타내기도 하며 또 어떤 때는 선택성(selectivity)을 나타내기도
한다.주의하는 용어가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부여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의 연구에서 용어상의 혼동이 많은 것은 당연
하다.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주의는 일반적으로 “과제에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
이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마음의 눈을 사로잡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고 유지하는
것은 노력을 요하기 때문이다.주의라는 용어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
(Morgan,1996).
첫째,의식의 집중(concentration)과 집중의 전환(shift)이다.이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대상에 정신적 노력 초점을 맞추고 또 다른 대상으로 그 초점을 옮길 수 있
는 능력이다(Kanheman,1973).이것은 곧 주의의 선택 능력을 말한다.
둘째,어떤 조건에서 정신적 자원을 여러 가지 동시에 발생하는 대상에 효율적으
로 분산시킨다는 것이다.예컨대 노련한 운전사는 운전을 하면서 능력으로써 바로
이것이 정신적 노력의 “배분”을 나타내는 것이다.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한
꺼번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주의를 나누는 것을 “주의의 배분”(divided
attention)이라 한다(Eysenck& Keane,1995).
셋째,갑작스런 자극에 순간적으로 반응하기 위한 경계성이나 준비성을 나타낸다.



이것은 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 가장 중요한 단서에 반응하기 위해 준비하
고 경계를 지속하는 능력이다(Posner& Peterson,1990).
이처럼 주의는 최소한 선택성,배분성,그리고 경계성의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인간은 이러한 능력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이 지닌 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
다.우리가 복잡한 행동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주의의 초점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
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능력이 없다면 운동기능을 익히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주의의 대상을 선택하고 주의를 배분할 수 있는 능력은 주의
의 초점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상반된 능력이다.다시 말하면 주의를
다른 곳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행동을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변화하
는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

222...주주주의의의집집집중중중의의의 형형형태태태요요요인인인

일반적으로 스포츠에서 주의형태의 역할에 대한 가장 유용한 연구는 주의집중을
넓이와 방향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는데 주의집중의 폭은 넓은 영역과 좁
은 영역으로 나누고 주어진 방향은 내부영역과 외부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따라서
한 개인이 주어진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할 수 있는가에 따
라 개념화 할 수 있다(Easterbrook,1959).Wachtel(1967)에 의해 개발된 개념을 스
포츠 상황에 처음으로 이용한 Nideffer(1976)가 이론적 구조에서 발전 해 왔다.주의
집중의 폭으로는 넓은 집중과 좁은 집중이 있다.넓은 집중은 여러 가지 사건을 동
시에 인지하는 것으로 특히 스포츠에서 선수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을 깨닫고
민감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좁은 집중은 골퍼가 퍼팅 할 때나 야구타자가 투구에 맞
서 스윙을 할 때처럼 한둘의 단서에만 반응할 때 일어난다.이처럼 개인이 외부환경
의 좋은 부분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운동에 적합하다.그리고 주의 집중의 방향으로
는 외적 집중은 관심을 외부대상으로 돌리는 것으로 야구에서 볼이나 하키에서 퍽,



테니스 더블 매치와 같은 경기에서 상대선수의 움직임들과 같은 외부의 대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며,내적집중은 시범 없이 코치가 경기를 설명할 때나 높이뛰
기 선수가 런-업을 시작할 때나 볼링선수가 볼을 던지기 위해 나아갈 때 하는 생각
과 감정을 내부적으로 돌리는 것을 말한다.여러 가지 스포츠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 집중의 형태를 넓이와 방향을 4가지 형태로 나누면 <그림 2>에 보는 바와 같
다(Nideffer,1976).

내적

광의

외적

협의

광의광의광의광의----외적외적외적외적

복잡한스포츠상황을간파하고
주의환경을종합적으로평가하는

중요한주의집중형태
(보통단체경기에사용된다)

광의광의광의광의----내적내적내적내적

스포츠상황을분석하여전략을
세우는데중요한주의집중의형태

(코치는앞으로발생할수있는상황을
회상하여작전계획을수립하는데사용한다.

이형태의주의집중이우수한
선수는경기력향상이빠르다)

협의협의협의협의----외적외적외적외적

어떤행동이막발생할당시의목표물에
대처하는주의집중형태

(이형태의주의집중은볼을차기위하여
또는상태선수의움직임에대응하기
위하여외적으로좁아지고집중된다)

협의협의협의협의----내적내적내적내적

선수자신의신체적, 정신적상태에대하여
민감하게대처할수있는주의집중의형태
(이형태의주의집중은선수가자신의

감정을차분하게가라앉히고
어떤특정기술이나경기장면을

머리속으로예행연습하는데사용된다)

그림 2.4가지 다른 형태의 주의 집중



이처럼 주의집중은 상황에 따라 특이하게 작용하므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개념에 원리를 두고 TAIS(TestofAttentionalandInterpersonal
Style)를 개발하여 하위요인 정의와 해석내용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하위척도 약칭 해석

포괄적-외적 주의력
(BroadExternalattentionalfocus)BET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은 선수일수록 많은
외적자극들을 효과적으로다룰 수 있다.이러
한 선수들은 항상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안다.

외적-과부하 주의력
(OverloadedbyExternalstimulus)OET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은 선수일수록 지나치
게 외적 자극에 치중하여 혼란을 일으켜 실
수를 많이 일으키게 된다.이러한 선수는 필
요할 때,주의를 집중하기 어렵다.

포괄적-내적 주의력
(BroadInternalattentionalfocus BIT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은 선수일수록 필요할
때 한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선수들은 결과를 예측하거나 앞일을
계획함에 있어 분석적이며 사려가 깊은 사람
들이다.

내적-과부하 주의력
(OverloadedbyInternalstimulus) OIT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은 선수일수록 한번에
너무 많은 일들을 생각함으로써 자신들을 혼
란케하여 실수를 많이 일으킨다.이러한 선수
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의해 방해받는다.

한정적-효과적 주의력
(Narrow attentionalfocus) NAR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은 선수일수록 주의집
중이 필요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주의를 좁
힐 수 있다.이러한 선수들은 한사람,한가지
일 또는 한가지 생각에 집중 할 수 있으며,
다른 일을 하기 전에 현재의 일을 마무리하
는데 뛰어나다.

한정적-비효과적 주의력
(Reducedattentionalfocus) RED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은 선수일수록 만성적
으로 주의가 좁아져 있다.이러한 선수들은
폭넓은 주의를 지녀야 할 때,그렇게 하지 못
함으로써 실수를 한다.

표 1.TAIS측정내용 및 해석방법



333...주주주의의의집집집중중중과과과 스스스포포포츠츠츠 수수수행행행

스포츠 경기에서 지금 해결해야 할 과제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그러므로 스포츠 경기에서 주의의 집중이라는 것은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여
러 가지 혼란 자극에 주의가 흩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장시간 동
안 경계성을 늦추지 않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스포츠 수행에
서 선택적 주의와 정신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Morgan,1996).
Schmit & Peper(1993)는 주의의 선택성과 정신적 노력을 결합하여 주의집중을
“당면하고 있는 과제에 주의의 초점을 맞추고 부적절한 내․외적 자극에 의하여 방
해를 받지 않은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Etzel(1979)은 스포츠 수행에서 필요한 몇 가지 주의요소를 제안하고 있다.그 첫
째 요소는 용량이다.용량은 주어진 스포츠 상황에서 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
는데 요구되는 정신적 에너지의 양을 말한다.둘째 요소는 지속시간 차원이다.이
차원은 경계성이라고 알려진 특성으로서 오랫동안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우리는 연습을 통하여 기술이나 전술을 자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주의의 용
량을 확장하고 정신적 노력의 소모를 막을 수 있다.셋째 요소는 주의의 융통성 차
원으로 수해자가 주의의 범위와 초점을 정하기도 하고 또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융통성 차원과 선택성 차원은 주로
경기를 읽는 시야와 관계되어 있다.시야가 넓으면 필요한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주의 대상을 효과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스포츠 수행에 필요한 주의집중의 요소로 Etzel(1979)이 제시한 것들은 성공적인
스포츠 수행에 핵심적인 요건들이다.사실 아무리 기술과 체력과 동기가 높아도 주
의가 집중되지 않으면 훌륭한 수행은 기대할 수 없다.선수의 주의 용량이 적으면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모두 처리할 수 없고,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시
간이 짧으면 상당한 시간동안 계속되는 수행을 완수해 내기 어렵다.또한 다이나믹



하게 변화하는 스포츠경기상황은 재빠르게 주의를 전환하고 또다시 초점을 맞추는
능력을 요구한다.스포츠 상황에서 이미 일어난 일에 주의를 빼앗기면 새로 전개되
는 상황에 주의를 전환시킬 수가 없다.또한 과제와 관련된 적절한 단서와 부적절한
단서를 구분하지 못하면 축구선수가 위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공을 동료에게
정확하게 연결시키지 못하고 아무데나 차버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김성옥,2000).
또한,선수가 시합에 궁극적으로 자신의 경기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수행 또는 플로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적의 주의집중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최적의 주의집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수들은 심리적 기술을 평소
에 훈련해야 할 것이다.선수들이 최적의 주의집중 상태에 들어가기 위하여 선수들
은 우선적으로 신체적 이완 기법과 자신의 스포츠에서 요구하는 특정 기술에 대한
상이나 전략에 대한 상을 명확하게 확립해야 한다.신체적 이완 기법은 모든 종목의
선수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심상훈련은 우수 선수들이 가지는 공통적
인 심리적 특성으로 추출되었다(김병현,1994;Orlick& Partington,1988).즉 훈련
시에 구사해야 할 기술이나 전술에 대한 명확하고도 선명한 상이 확립되어야만 시
합시 자신의 기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이 연결은 최고의
운동수행 상태에서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자동화 현상으로 발현된다.이 자동화된 기
술의 수행은 주의집중의 정보처리 이론에서 제시된 자동화 과정과 부합하기 때문에
우수 선수들은 최적의 주의집중 상태를 유발하기 위하여 심상훈련을 반드시 실시해
야 할 것이다(김병현,1998).

주의향상 변인 주의감소변인
충분히 학습된 일차 및 이차 과제들

적정 각성수준
자극에 대한 높은 예측력
단기간의 주의요구

학습이 부족한 일차 및 이차과제들
극단의 고저 각성수준

자극반응에 대한 예측력 부족
장기간의 주의요구

표 2.주의집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Cratty,1989)



444...주주주의의의집집집중중중 형형형태태태의의의 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주의이론을 근거로 하여 Nideffer(1976)가 스포츠 현장에 주의 유형을 분석한 연
구이래 그 형태는 2가지 연구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운동종목 별 주의유형을
분석한 연구들(Albrecht& Feltz,1987;Kirschenbaum & Wittrock,D.A.1984;
Summers.Miller& Ford,1991;VanSchoyck& Grasha,1981)이고 또 하나는 경
기력 수준과 주의 유형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LandersFurst& Daniels1981;
Naatanen,1985;Nideffer,1981;VanSchoyck& Grasha,1981)로 구분된다.골프와
관련된 주의의 연구들은 Joneston & McCabe(1993),이영준(2004),최상범(2004),
전진효(2003),김재훈(2002),김진철(2000)등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의 연구는 주의집
중이나 주의형태와 경기력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Joneston & McCabe(1993)는 가상적인 골프 과제의 스트레스 대처 방안에 대한
인지적 전략이란 연구에서 여대생 골퍼 90명을 대상으로 난이도가 높은 퍼팅과제를
부여한 집단과 난이도는 없고 쉬운 퍼팅과제에 잡음이나 음악을 들리게 하여 두 개
의 집단으로 분류해서 전자에는 정신훈련을 시켰고 후자에는 주의집중 훈련을 한
결과 ,전자와 후자의 두 가지를 적절히 사용하면 수행능력이 향상되고 스트레스도
감소한다고 보고하여 주의집중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주의집중은 골프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요인이라 할 수 있다.어떤 의
미에서 골프경기는 집중력의 싸움이라 할 수 있으며 정청희(2000)는 훌륭한 골프 선
수라면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통제 가능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상적인
플레이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CCC...최최최상상상의의의 운운운동동동수수수행행행을을을 위위위한한한 심심심리리리상상상태태태

선수가 그 경기종목에 훌륭한 기술이나 적합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
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 중 어떤 특정 요인이 바람직하지 못해 경기에서 패배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으며,체력이나 기술수준이 약간 낮은데도 불구하고 우수한 정
신력 때문에 시합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것은 경기력에 관련된 신체적,
생리적 능력 이외에도 심리적인 요인이 경기의 승패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이와 같은 관점에서 많은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운동선수
들의 개인차 변인이나 환경적 조건과 같은 선행조건에 따라 시합 전 경쟁상태 불안
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명호(1995)는 한국프로골프협회에
(K.P.G.A)에 등록된 선수 10명,프로 지망생 10명 대학골프연맹에 등록된 선수 10명
을 총 30명을 대상으로 경기 중 불안 상황과 극복기법에 대하여 기초 질문지와 면
담을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불안의 원인은 실수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으며 상대선
수의 불안 순으로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불안요인은 세컨샷이나 어프로치에
의한 실수에 대한 불안이 가장 많았다고 나타났다.차성복(1996)은 서울에 소재한
고등하교 남,여 33명의 골프 선수를 대상으로 전국대회 4위 이상 입상경력이 있는
우수 선수군 16명과 그 외 선수들 17명을 대상으로 경쟁불안을 검사한 결과 우수
선수가 비 우수선수보다 경기 전,후에 낮은 경쟁불안으로 나타났으며,우수선수가
비 우수 선수보다 자신감,각성수준 조절능력,주의 조절능력,시각화 및 심상조절능
력,동기수준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살펴
보면 기능수준에 따라 시합 전 경쟁상태 불안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경기장면에서 선수가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심리상태와 기량
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리적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최상의 운동
수행을 위한 이상적인 내적 심리상태가 존재하는데 어떤 선수든 간에 어떤 경기장



면에서 최상의 운동수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내적 심리상태가
있다.그러한 이상적인 내적 상태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경기 전에 그러한 심리상
태를 스스로 유도하는 방법을 마련해 놓은 것이 좋다.Loehr(1982)의 연구에 의하
면 운동수행 수준이 최상일 때의 자신의 심리상태를 기술 할 수 있으며 운동수준이
최상일 때의 자신의 심리상태는 개개인의 선수들이 경험한 특정한 감정상태에 비추
어 정확히 기술할 수 있다.또한 경기장면에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 기술은
운동을 수행하는 동안 이상적인 심리상태를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실제
로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Loehr(1982)는 세계적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 훌륭한 선수와 이들
의 지도자는 훈련의 성과가 적어도 50% 가량은 정신적 혹은 심리적인 요인의 결과
라고 답하였다고 하였다.또한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기술은 경기 중에 이상적
인 수행을 위한 심리상태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하였다.다시 말해서,경기장면에서
선수가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심리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상태는 경기종목,선수의 성격특성,기능수준에 관계없이 공통적이라는
것이다.개인의 일반적인 성격특성이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간에 관계없으며,역동
적이거나 보수적이라도 관계없으며,선수가 참가하는 경기 종목이나 경기종목 내에
서도 기능의 높낮이와 관계없이 선수 각자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할 이상적인 심
리상태는 같다는 것이다.
Loehr(1982)가 제시한 선수의 이상적인 심리상태 경험 때 나타내는 12가지의 내적
상태는 (1)신체적 긴장이완 (2)정신적 평온 (3)낮은 불안수준 (4)의욕에 넘침
(5)낙관적임 (6)즐거움 (7)힘들이지 않음 (8)자동적 상태 (9)재빠른 상황판단
(10)정신집중 (11)자신감 (12)조절됨이다.
신체적 긴장이완이란 신체적으로 긴장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실제로 선수
들이 신경적인 근육긴장을 느끼지 않을 때에 최상의 운동수행을 할 수 있다.특히,
양궁,사격,골프 등과 같이 섬세하고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는 폐쇄기능의 경우에는



신체적 긴장이완이 더욱 중요하다.정신적인 평온은 내적으로 냉정함과 침착한 감각
을 느끼는 상태이다.일반적으로 선수들은 정신적으로 흥분된 상태와 정신력이 강화
된 상태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것도 잘못 이해한 것이다.이와 반대
로 최상의 운동수행은 내면적으로 냉정하고 침착할 때에 이루어진다.
적정수준의 불안은 운동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
나 스포츠 현장에서의 선수들은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한결같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때에 최상의 운동수행이 이뤄진다는 것이다.선수가 흥분을 느끼거나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면 수행은 곧 저하된다.
운동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조건 열심히 하려는 의도는 근육의
긴장을 초래하거나 정신상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따라서 운동수행이 별로 힘
이 드는 것 같지 않는 감각상태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자동적 상태란 수행이 자
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상태를 말하는데 운동수행을 할 때에 계
속하여 멋진 수행을 생각하고 실패했을 경우를 생각하는 것 등은 선수가 운동수행
에 필요한 정보를 동원하는데 지장을 준다.따라서,자동적으로 혹은 본능적으로 운
동수행을 시도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정신적으로 강인한 선수가 되는 기본이 된
다.
한편,정신적으로 민첩함을 느끼는 상태로 선수가 최상의 운동수행을 할 수 있는
심리상태에 있어 운동수행을 아주 잘 할 수 있는 때에 흔히 비상한 지각상태에 이
르게 된다.그러한 상태에서 선수는 자신과 상황을 똑바로 인식할 수 있으며 움직임
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정신집중은 특별한 목표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이를
유지하려는 능력으로서 운동 수행 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운동수행 기준이 높
은 사람의 경우에는 정신집중의 상태를 의식적인 노력으로 이루지 않고,여러 가지
내면적인 심리상태가 적합할 때에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조절됨이란 자신의 조절
을 말하는 것으로 운동 수행 중 자신과 상황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Loehr(1982)는 정신적 에너지를 긍정적 에너지와 부정적 에너지로 구분하면서 이



를 두 가지 에너지간의 차이점을 분류하고 개념화하였다.한가지 차원은 정신적 활
동력이 높고 유쾌하며,다른 한가지는 정신적 활동력이 낮으며 불쾌한 상태이다.최
대의 수행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이것은 경기 중에 즐거움
이나 낙천적인 느낌,도전적인 느낌,높은 팀 정신,자기 동기유발과 같은 활동력이
다.이와 반대로 부정적 에너지는 분노,불안,증오,두려움과 관계된 활동력이며 부
정주의와 좌절로부터 야기되며 상황을 위협으로 간주할 때 일어난다.결과적으로 최
대의 운동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활동들이 높고 긍정적인 상태를 장기간 유
지하는 것이 필요하며,긍정적 활동력에 대한 기능을 습득해야 한다.



DDD...정정정신신신력력력과과과 운운운동동동수수수행행행

일반적으로 일선 스포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지도자나 선수들은 경기력을 향상시
키기 위한 훈련효과가 마치 신체적,기술적인 훈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처럼 인식하고 있으며,이러한 신체적인 연습에 소비한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운
동의 효과가 크고 경기력 향상 또한 신체적인 연습에 의해서만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외형적인 신체 훈련만을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내면적인
처리 과정과 정신적인 능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다.
최근 20여년 동안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 과학은 눈부신 발전을 해왔다.즉,
운동생리학,스포츠 생체역학,트레이닝 방법론,영양,체력이나 기술 요인 등 경기
력과 관련이 있는 거의 모든 학문 분야의 연구결과가 극치를 이루고 있다(Loehr,
1982)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스포츠 심리학 분야는 어떠한가?각종 심리적인 요인의 규명이나 연구방
법 등의 이론적인 면에서는 다른 관련 분야와 큰 차이가 없이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스포츠 현장에서의 도입이나 응용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다.좋은
예로서 Loehr(1982)가 정신력 검사지를 개발하기 직전에 자료수집을 위해 미국,캐
나다,일본 등을 순방하면서 경기 종목별로 세계 정상급의 운동선수나 그들을 현장
에서 지도하고 있는 일선 지도자들과의 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결
론으로 귀결되고 있다.
경기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기력을 좌우하는 요인 중 심리적인
요인이 최소한 50% 정도 적용한다고 보거나,또 다른 선수나 지도자의 느낌은 그
이상인 70-90% 까지 심리적인 요인이 적용한다고 믿는다는 사실이다.그러면서도
실제 연습 시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정신력이나 정신적 기술 연습에 할애하고 있느



냐는 질문에는 거의 대부분이 연습 시간의 5-10% 정도의 시간만을 할애하고 있
다고 하였다.그들의 대답대로라면 전체 훈련량의 최소한 50% 정도의 시간을 심리
적 요인의 강화에 할애해야 하겠지만,그들의 대답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
겠다고 대답했다는 사실이다.따라서 운동선수나 지도자들이 정신력 혹은 제반 심리
적 문제에 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가르치고,통제해야 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
는 대단히 중요하다.
정신력이란,이상적인 최적의 심리상태를 오랫동안 강하게 유지하는 힘이며,몸과
마음의 아주 특별한 관계를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으로 볼 수 있다.
Loehr(1982)는 정신력은 선천적으로 소요하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습
득하는 것이며,모든 운동선수나 지도자가 연구하고 지배하여야만 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의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는 정신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정
신적인 강점과 약점 혹은 미비점을 잘 분석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정신력 강화 훈
련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정신력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을 자신감,각성조절 능
력,주의조절 능력,시각화와 심상조절 능력,동기수준,긍정적 에너지,태도조절 능
력의 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경쟁이라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
인들은 경기 승패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EEE...골골골프프프경경경기기기의의의 변변변천천천과과과 골골골프프프 수수수행행행시시시 심심심리리리적적적 요요요인인인

111...골골골프프프경경경기기기의의의 변변변천천천

골프의 기원에 대하여는 다른 경기와 같이 그 발상지가 분분하다.골프가 골프다
운 체제를 갖추고 일반적으로 널리 유행하기 시작한 곳은 스코틀랜드이고 골프를
발전시킨 사람도 스코틀랜드인 이라는 것도 정설이다.이러한 설과 더불어 스코틀랜
드에서의 골프 기원을 보면 스코틀랜드의 양치는 목동들이 목장에서 토끼 굴에 돌
맹이를 넣어 놀이를 하던 것이 오늘날 골프경기의 발단이며 그 발상지는 스코틀랜
드의 궁중 스포츠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다(김동진,1998).
골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한 것은 1900년 원산세관 구내인 해안에 영국인들
이 6홀의 골프코스를 만들어 골프를 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골
프가 시작한 효시라고 볼 수 있겠다.그 후 1921년 6월 1일 서울 효창공원에 경성
골프 구락부 9홀 코스를 개장하면서 골프가 이 땅에 뿌리를 내렸으나 이 코스는 몇
년 후 공원지정으로 폐장되고 말았다.정규 18홀의 코스가 일반인에게 문호가 개방
된 때는 1924년 4월 개장된 청량리 골프장이었다.그때까지만 해도 극히 제한된 인
사들만이 골프를 향유하고 있었다.또한 1929년 군자리 골프장의 개장과 더불어 한
층 골프인구 증가와 일반인에 있어 붐이 일고 있는 와중에 2차대전과 6.25동란으로
일시 중단되었으면 1954년에 재개장을 하게 되니 한국골프 발전사에 큰 전기를 마
련하였다(정성태,1999).
1980년부터 일어난 골프 붐으로 현재는 골프장의 면적 당 참여하는 인구 밀도 면
에서 세계 제2위이고 또한 골프계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구인 대한골프협회
(KGA)가 1958년 창립,활동을 하고 있으며 1968년에는 대한프로골프협회(KPGA)가
창립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현재는 규정 18홀 골프장만 해도 전국에
약 177개에 이르고 있고 골프인구는 약 3백만 이상으로 볼 수 있겠다(한국 골프장



경영협회,2004).또한 골프는 1987학년도부터 대입 특기자 선정에도 포함되어 있어
중․고등학교에서도 적극 장려하는 스포츠 종목으로서 매우 기대가 되는 스포츠이
기도 하다.한편,골프를 사회체육적 측면에서 볼 때 골프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일반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선진국에서는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스포츠
중의 하나이다.이는 골프 활동을 통하여 노출되는 자신의 본래 인간성을 억제하고
또한 어려운 코스 등 난관에 부닥칠 때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정신력을 기르는데
있다고 보겠다.

222...골골골프프프경경경기기기의의의 특특특성성성

골프는 다른 스포츠와 다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다른 스포츠 게임과 달라서
상대편의 방해 없이 자기 볼을 자기 마음껏 치며 코스를 라운드 하는 것이다.축구,
야구,농구,배구 등의 운동경기나 다른 스포츠 특기는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여
순간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상대방의 실력을 봉쇄하여 방어하는 작전을 쓰는 데에
반하여 골프는 상대적인 스포츠 게임이 아니다.게임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난관의
코스나 골퍼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데 있는 것이며,상대편에게 방해가 되는 일은 금
하고 있다.따라서 어떠한 언어와 동작으로 상대방 실력을 방해할 때에는 그 플레이
어는 경기에 실격되고 만다.또한,골프는 다른 스포츠가 동적인데 비하여 상대방과
투쟁적도 아닌 공평무사한 정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동작이 단순한 것 같지만 그렇
지는 않다.다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아서 심신의 피로와 과로가 적게 되면서 진행
되는 게임인 만큼 모든 수양 면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한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
니다(김동진,1998).
골프에서 가장 큰 묘미는 복잡하고 획일화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대 자연 속에
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넓은 초원과 산을 마음이 맞는 친우와 정겨운 담소를 나
누며 경기를 즐기는 즐거움이다.또 매 홀마다 무한정 홈런을 날리는 통쾌함이 있고



자신이 친 공이 어떻게 날아갈까?하는 긴장감이 있으며 경기 때마다 변화무쌍하고
전혀 예측 할 수 없는 상황이 수 없이 나타난다.골프는 수없이 많은 장애물을 극복
해 가면서 목적을 이루어 가는 인생과 비슷하여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되는 스포츠이
다.골프경기는 조건이 까다롭고 변화가 많으나 남을 방해하거나 간섭받지 않고 서
로의 인격을 존중하며,자기능력으로 처리하는 경기이다.골프경기가 무엇보다도 다
른 스포츠와 본질적으로 판이한 것은“자기 자신이 심판”이라는 것이다.일일이 심판
이 판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공정한 판단을 내려 공정하게 경기하는 것이 요구되
는 스포츠이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자기 책임 하에 경기를 운영해야 한다.골프장
에는 18개의 코스가 있다.각 홀마다 길이와 모양과 코스의 넓이도 좁은 곳과 넓은
곳이 각각 다르고,특히 골짜기,언덕 그리고 흐르는 물과 같은 여러 가지 장애물을
설치하여 경기를 보다 재미있고 어렵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정성태,1999).

333...골골골프프프수수수행행행과과과 심심심리리리적적적 요요요인인인간간간의의의 관관관계계계

하나의 개체는 여러 개의 기관계가 균형을 이루면서 배치돼 전체적으로 볼 때 매
우 잘 통제된 생활 기능을 영위한다.즉 인간의 움직임은 인체를 구성한 각 기관계
의 구조와 생리적인 작용이 작동순서에 의한 상호 작용으로 수행되는 특성을 지니
고 있다.
이와 같은 생리작용의 특성에 의해 골프경기 중의 기술동작(샷,퍼팅)수행은 에
너지의 지원을 받은 신체가 두뇌의 프로그램의 의해 실행된다.따라서 경기 결과는
①신체를 통해 발휘되는 기술 동작의 실행 체계 ②기술동작 수행을 지원하는 에너
지 생성 체계 ③기술 동작 수행 과정을 조절하는 프로그램 생성 체계 등 세 가지
체계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개념화 될 수 있다(김동진,1998).
세 가지 체계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산출되는 골프의 기술 동작은 경쟁



상태에서 시시각각 변한다.특히 긴장이 고조된 경쟁 상태에서 더욱 그러하다.경쟁
상태에서 기술 수행이 부진 하는 이유는 기술 동작 수행의 지원 체계인 에너지 생
성 체계나 제어 체계인 프로그램 생성 체계가 상황에 따라,특히 긴장이 고조된 경
쟁 상태에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 체계의 작동이 가변적인 이유는 인간에게 이들 세 가지 체계 외에 이들 체계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신체계(mentalsystem)가 있기 때문이다.
정신체계는 마음과 정신의 일반적 심리 상태로 마음(정서)은 샷 실행을 위한 뇌의
프로그램 생성과 작동에 영향을 미치고 정신(동기)은 뇌의 작동 여부와 작동 방향,
작동강도에 영향을 주며 에너지 생성의 작동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기술수행의
효율성에 영향을 준다.이와 같은 정신 체계는 경쟁 상황 자극에 따라 민감하게 작
동하며 그 결과 경기자의 심리 상태를 결정짓는다.예를 들어 경기의 경쟁상황이 갖
고 있는 자극속성은 본질적으로 스트레스다.경기자가 스트레스 상황(경쟁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경쟁 상황에 대한 인지적 지각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불안을 느끼며
자율신경계가 작동돼 효율적인 운동수행에 부적절한 사고(실패했던 기억과 실패 대
한 두려움 등),주의 산만,집중력 감소,의기소침,자신감 결여 등의 여러 심리적인
증상을 유발시킨다.그리고 호흡과 심장의 활동이 증가하고 근육의 긴장이 증가되는
등 여러 생리적인 부수 증상을 유발시킨다.그 결과 프로그램 생성 과정과 에너지
생성 과정을 비정상적으로 유도해 궁극적으로 경기 결과를 저하시킨다.골프는 기술
동작이 정적인 상태에서 시작되는 폐쇄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동작 실행 때의 정신
체계의 작용이 실행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그러므로 골프경기는 샷 실행
과정의 심리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내적 요인의 적응 및 저항 등의 정신
조절 능력이 중요하다(김동진,1998).
골프 경기 중 정신 체계의 작용원리를 밝히기 위한 연구는 골프의 역사와 함께
진행됐다.연구 초기는 경기중의 골퍼의 생리․심리적인 요인을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고 정신은 자유스런 행위자가 아닌 것으로 인식했으나,경기 중 적절한 시기에 긴



장을 완화하고 집중할 수 있는 조절 능력이 인식됐다.그리고 정신체계의 조절은 기
술 동작을 수행 할 때 에너지 전달과 신체의 효율적인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됐다.또한 4～5시간 동안의 18홀 라운드에서 수백번 이상의 판단이 지
속․반복되는 정신 작용 중에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정신과 두뇌 의 작용에
의한 최적의 신체․정신적인 상태에서 샷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짧은 시간 내에 조절
할 수 있는 집중력이다(Cratty,1989).
집중력은 골프 경기력의 50～9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정신력의 핵심적인 요인
으로 샷을 실행할 때 집중력을 최적의 상태로 조절하는 최선의 방법은 일정한 형식
의 집중과정(Thepre-shotattentionalroutine)을 샷 실행 전에 활용하는 것이다.우
수한 샷을 실행할 때 50～75%이상의 비중을 두고 있는 집중과정은 골퍼가 실시할
리듬의 영상으로 구상해 최적의 심리상태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집중과정에서 샷 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일련의 준비 동작은 샷을 실행할 때
의 집중 상태를 나타내는 심리변인들을 일정하게 유지시켰으며 샷의 실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정성태,1999).



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AAA...연연연구구구 절절절차차차

본 연구의 목적은 골프선수의 스트레스와 정신력이 주의집중 및 운동수행에 미치
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
트레스 요인과 정신력 요인,주의집중 및 운동수행간의 가설적 모형을 설정한 뒤 스
트레스와 정신력이 주의집중 및 운동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따라서 <그
림 3>과 같이 연구내용의 선정,조사도구의 개발,통계분석기법에 의한 자료처리,
설문분석결과의 해석 순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 문 지 작 성

연 구 내 용 의 선 정

예 비 조 사

신 뢰 도 와 타 당 도 검 사

자 료 수 집

자 료 의 코 딩자 료 의 처 리

빈 도 분 석

t – 검 증 , 분 산 분 석

정 준 상 관 분 석 , 회 귀 분 석

분 석 결 과 해 석

설 문 지 작 성

연 구 내 용 의 선 정

예 비 조 사

신 뢰 도 와 타 당 도 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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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연구 절차



BBB...조조조사사사 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04년 10월 현재 대한골프협회와 한국프로골프협회에 등
록하고 골프시합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으며,자료수집은 연
구도구 개발을 위한 1차 조사와 본 연구를 위한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대상자
의 표집방법은 층화집락추출법(StratifiedClusterSampling)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
출하였다.
표본의 추출절차는 2004년 6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대한골프협회와 한국프로골
프협회가 주최하는 공식적인 골프시합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에게 본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표
집 틀을 작성한 다음 각 지역별로 남․여 비율로 520명을 추출하였으며 표집 대상
에 실제 사용된 자료는 회수된 자료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판단되거나 조
사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자료를 제외한 496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본 연구
에 이용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특 성 구 분 빈도수(N) 백분율(%)
성 별 남 자 424 85.5

여 자 72 14.5

소 속
고등학생 176 35.4
대 학 생 110 22.1
대학원생 66 13.3
직업선수 144 29.2

운동경력
5년이하 320 64.5
6-10년 110 22.2
11-15년 48 9.7
15년이상 18 3.6

자격종류
아마선수 344 69.3
레슨프로 52 10.5
세미프로 50 10.1
투어프로 50 10.1

표 3.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CCC...조조조사사사 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에서 골프시합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스트레스와 정신력이 주의집중 및 운
동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 조사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설문 문
항은 Bramwell(1975),Loehr(1982),Nideffer(1976),김원배(2002)의 연구에서 이용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일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설문지는 선행
연구에서 신뢰도,타당도가 검증된 설문지를 근거로 예비조사(pilotsurvey)를 실시
하여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후 본 연구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수정․보완하여 타당도
및 신뢰도를 재검증하였다.

111...예예예비비비조조조사사사

예비조사의 목적은 설문내용의 적합성과 설문문항이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을 적용
가능한 내용인지를 파악하는데 있다.따라서 골프선수 100명을 사전조사(pilot
study)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222...설설설문문문지지지의의의 구구구성성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주요구성은 <표 4>와 같이 배경변인 일반적 특성
에 관한 4개 문항,스트레스 요인 15문항,정신력 요인 35문항,주의집중 요인 12문
항,운동수행 요인 3문항 등 총 6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성 지표 구성 내용 문항수
일반적 특성 성별,소속,운동경력,자격 종류 4

스트레스 연습 스트레스,시합 스트레스,
개인생활 스트레스 15

정신력 심상조절,각성 조절,긴장감,동기 수준
태도조절 35

주의집중 BET,OET,BIT,OIT,NAR,RED 12

운동수행 최근 시합타수,평균타수,최근 가장 좋은
타수 3

총 문 항 수 69

표 4.설문지의 구성 지표와 설문 내용

aaa...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요요요인인인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골프선수의 성별,소속,운동경력,자격 종류를 묻
는 4개 질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bbb...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요요요인인인
골프선수들의 스트레스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Bramwell(1975)등이 개발한
SRRS(SocialReadjustmentRatingScale)를 우리나라 선수에게 맞게 재구성하여 사
용한 김승민(2000)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는데,선행
연구에서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 .695로 나타나 신뢰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 설문지는 연습 관련 스트레스 5문항,시합관련 스트레스 5문항,
개인생활 관련 스트레스 5문항,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척도는 Likert
의 5점 척도로 “매우 나쁘게”,“대체로 나쁘게”,“보통”,“대체로 좋게”,“매우 좋게”
5단계로 구분하여 각각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



CCC...정정정신신신력력력 요요요인인인
골프선수들의 정신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Loehr(1982)가 개발한 정신력 검사
지 MTT(MentalToughnessTest)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는
데,이 설문지는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 .806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TT는 운동선수들의 정신력을 검사하는 도구로서 가장 공인된
설문지이며 7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성 조절,심상 조절,태
도 조절,동기 수준,긴장감 등 5개 요인 35문항을 사용하였다.본 척도는 Likert의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그저 그렇지 않다”,“보통이다”,“그렇다”,“매우
그렇다”5단계로 구분하여 각각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

ddd...주주주의의의집집집중중중 요요요인인인
주의집중을 측정하기 위하여 Nideffer(1976)가 개발한 주의유형검사지 TAIS(Test
ofAttentionalandInterpersonalStyle)를 사용하였는데,선행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 .736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ideffer(1976)가 선수용
으로 축소하여 개발한 이 설문지는 6개의 주의과정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별로 각각 2문항씩 총 12문항으로 제작되어 있다.
각각의 항목은 Likert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전혀 그렇지 않다”,“그저 그
렇지 않다”,“보통이다”,“그렇다”,“매우 그렇다”5단계로 구분하여 각각 1점에서 5
점 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선수자신의 상태와 가장 가까운 내용을 선택하면 이것
을 각 요인별로 점수화하여 측정하고 6개의 하위척도 중 3개의 척도 BET(포괄적-
외적 주의력),BIT(포괄적-내적 주의력),NAR(한정적-효과적 주의력)에서 높은 점
수를 얻으면 긍정적인 주의 특성을 반영하고,다른척도 OET(외적-과부하 주의력),
OIT(내적-과부하 주의력),RED(한정적-비효과적 주의력)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다
면 부정적인 주의특성을 나타낸다.



eee...운운운동동동수수수행행행 요요요인인인
운동수행 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원배(2002)의 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의 목적
에 맞게 수정하여 제작하였는데 이 설문지는 골프선수 최근경기 참가 타수,평균 타
수,최고성적을 묻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DDD...설설설문문문지지지의의의 타타타당당당도도도 및및및 신신신뢰뢰뢰도도도

111...설설설문문문지지지의의의 타타타당당당도도도

본 연구에서 이용된 설문지의 구성 타당도(ConstructValidity)를 검정하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Analysis)을 실시하였다.설문지의 구성 타당도는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일련의 가설적 개념(Constructs)을 평가 할 수 있는 적
합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인자 타당도(FactorialValidity)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
당도를 증명하는 구성 타당도의 형태(Allen& Yan,1979)이므로 스트레스,정신력,
주의집중 및 운동수행에 관련된 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아래의<표 5>-<표 6>은 스트레스,정신력에 관련된 문항에 대해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이다.주성분 추출방법으로 요인을 추출하였고,직교회전방법으로
베리맥스(Varimax)방법을 실시한 결과이다.<표 5>는 스트레스 요인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이다.인자적재 계수가 0.5이하인 문항을 제외한 결과 3개 요인에 9개
문항을 채택하였다.이들의 <표 5>에 의하면 스트레스에 관련된 문항은 3개의 하위
요인으로 묶였는데 요인 1은 문항번호 A-6,7,8로 연습 스트레스,요인 2는 문항
번호 A-1,2,9,11로 개인생활 스트레스,요인 3은 문항번호 A-14,15로 시합 스트
레스로 명명하였다.이들의 설명력은 59.92%로 나타났다.



문항번호 연습 스트레스 개인생활 스트레스 시합 스트레스

A - 6 .736 .182 .196

A - 7 .675 .194 .113

A - 8 .581 .314 -.105

A - 9 .192 .554 .096

A -11 .258 .491 .038

A - 2 .221 .487 .154

A - 1 .057 .482 .313

A -14 .124 .073 .718

A -15 .014 .169 .503

고 유 값 2.980 1.380 1.033

누적분산(%) 33.112 48.440 59.920

표 5.스트레스 관련문항의 회전된 인자적재행렬

<표 6>은 정신력 요인 문항에 대한 인자분석 결과이다.인자적재 계수가 0.5이하
인 문항을 제외한 결과 5개 요인에 18개 문항을 채택하였다.
<표 6>에 의하면 정신력에 관련된 문항은 5개 하위요인으로 묶였는데 요인 1은
문항번호 B-28,29,30,34로 동기 수준,요인 2은 문항번호 B-3,5,6,7,11로 심상
조절,요인 3은 문항번호 B-8,23,26,27,31로 각성 조절,요인 4는 문항번호 B-1,
2로 긴장감,요인 5는 문항번호 B-14,33로 태도 조절로 명명하였다.이들의 설명변
량은 61.63%로 나타났다.



문항번호 동기 수준 심상 조절 각성 조절 긴장감 태도 조절
B-30 -.809 -.187 -.018 -.085 -.032
B-34 .762 .233 .099 .003 .116
B-29 .711 .277 .147 .074 .088
B-28 .681 .311 .247 .082 .092
B- 6 .241 .724 .291 .097 .059
B- 5 .245 .717 -.044 -.085 .060
B- 3 .074 .660 .185 -.250 .252
B- 7 .254 .631 .353 .152 -.077
B-11 .314 .619 .145 .044 .019
B- 8 -.192 .298 .707 .049 .063
B-31 .423 -.047 .648 -.135 .026
B-27 .190 .148 .608 .125 .045
B-26 .049 .106 .599 -.116 .121
B-23 .286 .248 .549 .326 -.003
B- 2 -.057 -.122 .104 .854 .058
B- 1 .196 .055 -.077 .787 .091
B-14 .056 .134 -.023 .264 .826
B-33 .234 .045 .388 -.116 .644
고 유 값 5.528 1.759 1.591 1.173 1.042

누적분산(%) 30.713 40.488 49.329 55.846 61.633

표 6.정신력 관련문항의 회전된 인자적재행렬

222...설설설문문문지지지의의의 신신신뢰뢰뢰도도도

신뢰도는 측정도구의 안정성(Stability)및 일관성(Consistency)과 관계가 있으며,
조작된 정의나 지표가 측정의 대상을 일관성 있고 믿을만하게 측정하는가의 문제이
다.따라서 신뢰도의 연구방법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요



인 중의 하나이며 인지적 경험을 측정하는 설문지 조사는 비체계적이고 임의적인
오차를 유발 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신뢰도 측정 방법으로 몇 가지 방법이 제안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항 내적
일관성(item internalconsistency)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Cronbach's α 검정방
법을 이용하였다.본 연구에서 이용된 설문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결과,스트레스
측정문항의 Cronbach's α 계수는 0.700-0.745,정신력 측정문항의 Cronbach's α 

계수는 0.760-0.830,주의집중 측정문항의 Cronbach's α 계수는 0.661-0.699,운동수
행 측정문항의 Cronbach's α 계수는 .603-.736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표 7>과 같다.

구분 변인 Cronbach'sα

스트레스
연습관련 .700
시합관련 .734

개인생활 관련 .745

정신력

동기수준 .793
심상 .760

각성조절 .830
긴장감 .812
태도조절 .788

주의집중

BET .686
BIT .664
NAR .661
OET .699
OIT .680
RED .674

운동수행
평균타수 .736
최근타수 .705
최고성적 .603

표 7.조사도구 신뢰도



EEE...자자자료료료처처처리리리 및및및 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의 조사절차는 먼저 구체적인 연구절차 계획을 설계한 다음,본 연구의 목
적에 맞도록 설문지를 작성하였다.조사는 본 연구자가 표본으로 추출된 골프선수들
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한 다음,자기 평가 기입법
(Self-administration)으로 설문내용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설문지의 응답이
완성된 자료를 회수하여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판정된 자료
는 자료검색과정을 거쳐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분석 가능한 자료는 자료 분석의
목적에 따라 통계 프로그램인 SPSS10.1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스트레스,정신력,주의집중,운동수행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t-test와 일원변량 분산분
석(One-wayANOVA)을 실시하였으며 Duncan방법을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
하였다.
둘째,스트레스와 주의집중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정준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과 단계별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정신력과 주의집중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정준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과 단계별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운동수행능력(최근타수,평균타수,최근 가장 좋은 타수)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및 정신력의 하위요인들을 검정하기 위해서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ⅣⅣ...결결결 과과과

AAA...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비비비교교교분분분석석석

골프선수들의 스트레스와 정신력이 주의집중과 운동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서 일반적인 특성(성별,소속,운동경력,자격 종류)에 따라 스트레스 하위요
인,정신력 하위요인,주의집중 하위요인,운동수행 하위요인을 비교하였는데 그 결
과는 아래와 같다.아래의 <표 8>-<표 9>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정신력,주의집중,운동수행의 하위요인을 비교한 것이다.
<표 8>은 골프선수들의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정신력,주의집중의 하위요인을
비교한 결과이다.이 표에 의하면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고,정신력의 하위요인에서 각성조절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는데 각성조절에서는 남자(M=3.28)가 여자(M=3.02)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각성조절
의 정신력을 가졌다.주의집중의 하위요인에서 BIT,OIT,NAR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BIT는 남자(3.23)가 여자(M=2.66)보다 더 높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상
대적으로 생각이 깊어 분석적이며 사려가 깊은 선수이다.OIT는 여자(M=3.11)가 남
자(M=2.83)보다 더 높으므로 여자가 남자보다 한번에 너무 많은 일들을 생각함으로
써 자신을 혼란케 하여 실수를 많이 할 것이다.



하위요인 연 령 평 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연습관련 남 자 2.59 .87 -.678 .498여 자 2.69 .91

개인생활관련 남 자 2.96 .69 .102 .918여 자 2.95 .59

시합관련 남 자 3.41 .75 1.180 .239여 자 3.25 .72

동기수준 남 자 3.42 .47 -.448 .654여 자 3.46 .41

심상조절 남 자 3.56 .74 .796 .427여 자 3.45 .77

각성조절 남 자 3.28 .66 2.139 .033*여 자 3.02 .61

긴 장 감 남 자 3.38 .99 -.339 .735여 자 3.44 .98

태도조절 남 자 3.19 .86 .346 .729여 자 3.14 .95

BET 남 자 3.21 .83 1.586 .114여 자 2.97 .89

OET 남 자 2.80 .92 .597 .551여 자 2.70 1.12

BIT 남 자 3.23 .87 3.599 .000***여 자 2.66 .90

OIT 남 자 2.83 .76 2.087 .038*여 자 3.11 .64

NAR 남 자 3.26 .86 2.129 .034*여 자 2.93 .80

RED 남 자 2.65 .97 -.057 .955여 자 2.66 1.05
*p<0.05,***p<0.001

표 8.성별에 따른 하위요인별 비교



<표 9>은 골프선수들의 성별에 따른 운동수행능력을 비교한 결과이다.이 표에
의하면 운동수행능력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 인 성 별 평 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최근타수
남 자 79.90 11.75

-1.292 .198
여 자 82.97 12.22

평균타수
남 자 80.37 10.80

-1.125 .262
여 자 82.79 10.56

최고성적
남 자 78.16 11.03

-.540 .590
여 자 79.60 10.22

표 9.성별에 따른 운동수행능력별 비교

<표 10> -<표 12>은 골프선수들의 소속에 따른 스트레스,정신력,주의집중의
하위요인을 비교한 결과이다.<표 10>에 의하면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에서 소속에
따라 개인생활 스트레스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고등학생이
개인생활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학원생이 가
장 높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사후검정에서 고등학생과 기타로
구성된 군과 대학생,대학원생,직업선수로 구성된 군간의 비교는 Duncan의 검정방
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고 고등학생과 기타로 구성된 군은 개인생활
스트레스 점수가 평균 3점 이하로 측정되어 개인생활 스트레스를 그다지 많이 받지
않고 대학생,대학원생,직업선수로 구성된 군은 개인생활에 관련된 스트레스 점수
가 평균 3점 이상으로 측정되어 개인생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상대적으로 대학생,대학원생,직업선수로 구성된 군이 개인생활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신력의 하위요인들은 소속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위요인 소 속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연습관련
고등학생 2.60 .92

.110 .979대 학 생 2.66 .92
대학원생 2.65 1.13
직업선수 2.54 .88

개인생활관련
고등학생 2.77a .63

6.671 .000***대 학 생 3.24b .65
대학원생 3.26b .84
직업선수 3.15b .65

시합관련
고등학생 3.25 .79

1.251 .290대 학 생 3.48 .78
대학원생 3.39 .74
직업선수 3.53 .61

동기수준
고등학생 3.41 .52

1.038 .388대 학 생 3.56 .43
대학원생 3.42 .50
직업선수 3.41 .47

심상조절
고등학생 3.40 .83

1.628 .168대 학 생 3.61 .65
대학원생 3.37 .91
직업선수 3.71 .60

각성조절
고등학생 3.15 .75

.501 .735대 학 생 3.26 .74
대학원생 3.24 .63
직업선수 3.32 .58

긴 장 감
고등학생 3.55 .97

.938 .442대 학 생 3.43 1.00
대학원생 3.17 1.26
직업선수 3.39 .86

태도조절
고등학생 3.21 .89

1.800 .129대 학 생 3.14 .72
대학원생 3.25 .97
직업선수 3.43 .81

***p<0.001

표 10.소속에 따른 스트레스,정신력 하위요인별 비교



하위요인 소 속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BET

고등학생 3.11 .91

1.099 .358
대 학 생 3.08 .80
대학원생 2.97 .87
직업선수 3.26 .67

OET

고등학생 2.76 .94

1.547 .189
대 학 생 2.78 .89
대학원생 2.33 .82
직업선수 2.79 .95

BIT

고등학생 2.92a .87

2.435 .048*
대 학 생 3.29ab .85

대학원생 3.53b .99

직업선수 3.24ab .77

OIT

고등학생 3.13 .91

.379 .824
대 학 생 3.13 .66
대학원생 2.94 .73
직업선수 3.07 .65

NAR

고등학생 3.28 .86

.999 .409
대 학 생 3.38 .80
대학원생 3.28 1.09
직업선수 3.15 .90

RED

고등학생 2.47 1.04

.967 .427
대 학 생 2.78 .95
대학원생 2.61 1.14
직업선수 2.77 .93

*p<0.05

표 11.소속에 따른 주의집중 하위요인별 비교



<표 11>에 의하면 주의집중의 하위요인에서 소속에 따라 BIT(포괄적-내적 주의
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학원생 선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선수보다 상대적으로 결과를 예측하거나 분석적이며 사려가 깊은 선수임을 알
수 있는 반면 고등학생 선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또한 고등학생 선수
는 BIT 점수가 평균 3점 이하로 측정되었고 대학생,대학원생,직업선수,기타는
BIT 점수가 평균 3점 이상으로 측정되었다.사후검정에서 BIT 하위요인에 관해 고
등학생 선수,직업선수,기타선수는 같은 동일군으로 나타났고 대학원생,대학생,직
업선수,기타선수는 동일군으로 나타났다.BET,OET,OIT,NAR,RED 하위요인에
서는 소속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2>은 골프선수들의 소속에 따른 운동수행능력을 비교한 결과이다.이 표에
의하면 운동수행능력은 최근타수,평균타수,최고성적에서 소속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최근타수에서는 직업선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경기력이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원생의 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Duncan의 통계방법을 이용한 사후검정 결과 고등학생,대학생,직업선
수가 동일군으로 최근타수에 차이가 없었고,대학원생과 기타가 동일군으로 최근타
수에 차이가 없었다.
평균타수에서는 고등학생과 직업선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고 대학원생이 가장 높게 나타나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Duncan의 통
계방법을 이용한 사후검정 결과 고등학생,대학생,직업선수가 동일군으로 평균타수
에 차이가 없었고,대학원생과 기타가 동일군으로 평균타수에 차이가 없었다.
최고성적에서는 직업선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원생
이 가장 높게 나타나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Duncan의 통계방법을 이
용한 사후검정 결과 고등학생,대학생,직업선수가 동일군으로 최고성적에 차이가
없었고,대학원생과 기타가 동일군으로 최고성적에 차이가 없었다.전체적으로 최근



타수,평균타수,최고성적에서 직업선수의 타수가 낮게 나타나 직업선수의 경기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 인 소 속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최근타수

고등학생 78.11a 12.40

7.760 .000***대 학 생 77.18a 6.90
대학원생 87.76b 14.33
직업선수 76.53a 9.10

평균타수

고등학생 77.26a 11.41

11.607 .000***대 학 생 78.27a 6.12
대학원생 89.65b 14.09
직업선수 77.98a 7.39

최고성적

고등학생 76.56a 10.14

5.712 .000***대 학 생 75.55a 8.68
대학원생 86.54b 14.08
직업선수 75.04a 7.91

***p<0.001

표 12.소속에 따른 운동수행별 비교



<표 13> -<표 15>는 운동경력에 따른 스트레스,정신력,주의집중,운동수행의
하위요인을 비교한 결과이다.<표 13>에 의하면 스트레스 하위요인들에서는 운동경
력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정신력의 하위요인에서는 심상조절과 각성조절에서 운동경력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심상조절 하위요인에서 11-15년의 운동경력을 가진 선수
의 심상조절의 정신력이 높게 나타난 반면 15년 이상과 5년 이하의 운동경력을 가
진 선수는 가장 낮은 심상조절의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다.Duncan의 통계방법을 이
용한 사후검정 결과 운동경력이 5년 이하와 15년 이상은 동일군으로 심상조절의 정
신력이 차이가 없었고,운동경력이 5년 이하,6-10년,11-15년은 동일군으로 심상조
절의 정신력이 차이가 없었다.각성조절의 하위요인에서 11-15년 사이는 각성조절의
정신력이 높게 나타난 반면 15년 이상과 5년 이하의 운동경력을 가진 선수는 가장
낮은 각성조절의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Duncan의 통계방법을 이용한 사후검정 결
과 운동경력이 5년 이하와 6-10년은 동일군으로 각성조절의 정신력이 차이가 없었
고,운동경력이 6-10년과 11-15년은 동일군으로 심상조절의 정신력이 차이가 없었
고,운동경력이 15년 이상은 운동경력 5년 이하,6-10년,11-15년과는 심상조절의 정
신력이 차이가 있었다.



하위요인 운동경력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연습관련
5년이하 2.60 .88

.171 .9166-10년 2.55 .82
11-15년 2.71 1.04
15년이상 2.59 .78

개인생활관련
5년이하 2.94 .66

.451 .7176-10년 2.96 .67
11-15년 3.06 .73
15년이상 3.14 .81

시합관련
5년이하 3.34 .72

1.525 .2096-10년 3.38 .87
11-15년 3.69 .62
15년이상 3.39 .55

동기수준
5년이하 3.42 .45

.917 .4336-10년 3.46 .46
11-15년 3.47 .52
15년이상 3.19 .54

심상조절

5년이하 3.48ab .75

3.811 .011*6-10년 3.63b .71
11-15년 3.92b .62
15년이상 3.11a .88

각성조절

5년이하 3.13b .66

8.890 .000***6-10년 3.48bc .52
11-15년 3.61c .51
15년이상 2.76a .96

긴 장 감
5년이하 3.37 1.00

.940 .4226-10년 3.53 .92
11-15년 3.15 1.10
15년이상 3.56 .92

태도조절
5년이하 3.11 .82

1.596 .1916-10년 3.26 .94
11-15년 3.48 .98
15년이상 3.33 .87

*p<0.05,***p<0.001

표 13.운동경력에 따른 스트레스,정신력 하위요인별 비교



<표 14>에 의하면 주의집중의 하위요인에서 BET,OET,BIT,NAR에서 운동경
력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BET(포괄적-외적 주의력)에서는 운동
경력이 6-10년인 선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많은 외적자극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다
룰 수 있는 반면 운동경력이 15년 이상인 선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OET(외적-과부하 주의력)에서는 운동경력이 5년 이하인 선수가 가장 높게 나타
나 지나치게 외적 자극에 치중하여 혼란을 일으켜 실수를 많이 한 반면 15년 이상
의 선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Duncan의 통계방법을 이용한 사후검정 결과
운동경력이 5년 이하,6-10년,11-15년은 동일군으로 OET 점수는 차이가 없었고,
운동경력이 6-10년,11-15년,15년 이상은 동일군으로 OET 점수는 차이가 없었다.
BIT(포괄적-내적 주의력)에서는 운동경력이 6-10년인 선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생각이 깊어 결과를 예측할 때나 앞일을 계획할 때 분석적인 반면 15년 이상인 선
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Duncan의 통계방법을 이용한 사후검정 결과 운동경력이
5년 이하,6-10년,11-15년은 동일군으로 BIT 점수는 차이가 없었고,운동경력이 5
년 이하,11-15년,15년 이상은 동일군으로 BIT 점수는 차이가 없었다.
NAR(한정적-효과적 주의력)에서는 운동경력이 6-10년인 선수가 가장 높게 나타
나 주의집중이 필요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주의를 집중한 반면 운동경력이 15년 이
상인 선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Duncan의 통계방법을 이용한 사후검정 결과 운동
경력이 5년 이하,6-10년,11-15년은 동일군으로 NAR점수는 차이가 없었고,운동
경력이 5년 이하,11-15년,15년 이상은 동일군으로 NAR점수는 차이가 없었다.



하위요인 운동경력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BET

5년이하 3.04 .86

5.160 .002**6-10년 3.52 .69
11-15년 3.37 .66
15년이상 3.00 1.12

OET

5년이하 2.90b .96

2.874 .037*6-10년 2.63ab .70
11-15년 2.63ab 1.20
15년이상 2.17a 1.06

BIT

5년이하 3.05ab .91

3.006 .031*6-10년 3.41b .80
11-15년 3.35ab .78
15년이상 2.83a 1.17

OIT

5년이하 3.11 .78

1.861 .1376-10년 3.07 .61
11-15년 3.07 .84
15년이상 2.50 .75

NAR

5년이하 3.14ab .84

4.099 .007**6-10년 3.55b .82
11-15년 3.04ab .86
15년이상 2.83a .97

RED

5년이하 2.64 .97

1.426 .2366-10년 2.67 .92
11-15년 2.85 1.21
15년이상 2.06 .77

*p<0.05,**p<0.01

표 14.운동경력에 따른 주의집중 하위요인별 비교

<표 15>는 골프선수들의 운동경력에 따른 운동수행능력을 비교한 결과이다.이
표에 의하면 운동수행능력은 최근타수,평균타수,최고성적에서 운동경력에 따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최근타수에서는 운동경력이 11-15년인 선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경기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운동경력이 15년 이상인 선수가 가



장 높게 나타나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Duncan의 통계방법을 이용한
사후검정 결과 운동경력이 5년 이하와 6-10년,11-15년인 선수가 동일군으로 최근
타수에 차이가 없었고,5년 이하인 선수와 15년 이상인 선수가 동일군으로 최근타수
에 차이가 없었다.
평균타수에서는 운동경력이 11-15년인 선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운동경력이 5
년이하인 선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성적에서는 운동경력이 15년 이상인 선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경기력이 우수
하고 5년 이하인 선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의 통계방법을 이용한 사후검정 결과 운동경력이 6-10년과 11-15년,15년 이
상인 선수가 동일군으로 최고성적에 차이가 없었고,5년 이하와 6-10년,11-15년인
선수가 동일군으로 최고성적에 차이가 없었다.

요 인 운동경력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최근타수

5년이하 82.51ab 12.06

5.744 .001***6-10년 76.22a 7.11
11-15년 74.43a 5.66
15년이상 85.33b 29.31

평균타수

5년이하 82.41 11.93

3.987 .009**6-10년 77.68 6.05
11-15년 75.86 3.89
15년이상 81.57 17.17

최고성적

5년이하 80.69b 11.89

4.994 .003**6-10년 74.27ab 5.34
11-15년 71.44ab 3.36
15년이상 70.00a 1.58

**p<0.01,***p<0.001

표 15.운동경력에 따른 운동수행별 비교



<표 16>-<표 18>은 자격 종류에 따른 스트레스,정신력,주의집중,운동수행의
하위요인을 비교한 결과이다.<표 16>에 의하면 스트레스 하위요인에서 개인생활
스트레스에서만 자격종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개인생활 스트
레스에서는 세미프로 선수가 개인생활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반면
레슨프로 선수가 개인생활에 관련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방법을 이용한 사후검정 결과 세미프로와 투어프로 선수가 개인생활 스트
레스 정도가 차이가 없었고,아마선수,레슨프로,투어프로 선수가 개인 생활 스트레
스 정도가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자격 종류에 따른 정신력 하위요인들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위요인 자격종류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연습관련
아마선수 2.57 .88

.605 .612레슨프로 2.53 .82
세미프로 2.80 .92
투어프로 2.68 .85

개인생활관련
아마선수 2.91a .70

2.875 .037*레슨프로 2.87a .59
세미프로 3.30b .60
투어프로 3.07ab .56

시합관련
아마선수 3.32 .76

1.579 .195레슨프로 3.56 .65
세미프로 3.58 .80
투어프로 3.46 .59

동기수준
아마선수 3.40 .49

1.182 .317레슨프로 3.41 .47
세미프로 3.41 .41
투어프로 3.59 .34

심상조절
아마선수 3.49 .77

.957 .414레슨프로 3.70 .64
세미프로 3.64 .57
투어프로 3.64 .85

각성조절
아마선수 3.18 .68

2.071 .105레슨프로 3.36 .58
세미프로 3.29 .54
투어프로 3.49 .65

긴 장 감
아마선수 3.39 1.02

1.055 .369레슨프로 3.12 .95
세미프로 3.54 1.00
투어프로 3.54 .79

태도조절
아마선수 3.15 .88

1.026 .382레슨프로 3.06 .97
세미프로 3.36 .76
투어프로 3.38 .78

*p<0.05

표 16.자격종류에 따른 스트레스,정신력 하위요인별 비교



하위요인 자격종류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BET

아마선수 3.07 .85

3.409 .018*레슨프로 3.37 .84
세미프로 3.48 .67
투어프로 3.44 .79

OET

아마선수 2.85 .97

.741 .529레슨프로 2.71 .90
세미프로 2.64 .88
투어프로 2.62 .93

BIT

아마선수 3.11 .94

1.416 .239레슨프로 3.06 .61
세미프로 3.48 .70
투어프로 3.22 1.00

OIT

아마선수 3.07 .79

.645 .587레슨프로 3.21 .62
세미프로 2.92 .66
투어프로 3.10 .69

NAR

아마선수 3.16 .90

.674 .569레슨프로 3.38 .64
세미프로 3.32 .72
투어프로 3.26 .91

RED

아마선수 2.67 .99

1.026 .382레슨프로 2.79 1.02
세미프로 2.66 1.00
투어프로 2.34 .86

*p<0.05

표 17.자격종류에 따른 주의집중 하위요인별 비교



<표 17>에 의하면 주의집중의 하위요인에서 BET에서만 자격 종류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BET(포괄적-외적 주의력)에서는 세미프로와 투어프
로 선수가 가장 높은 주의력을 가져 많은 외적 자극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아마선수가 가장 낮은 주의력을 가짐을 알 수 있다.OET(외적-과
부하 주의력),BIT(포괄적-내적 주의력),OIT(내적-과부하 주의력),NAR(한정적-효
과적 주의력),RED(한정적-비효과적 주의력)에서는 자격종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18>은 골프선수들의 자격종류에 따른 운동수행능력을 비교한 결과이다.이
표에 의하면 운동수행능력은 최근타수,평균타수,최고성적에서 자격종류에 따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최근타수에서는 레슨프로,세미프로,투어프로의 타
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마선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타수에서는 레슨프로,세미프로,투어프로의 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마선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Duncan의 통
계방법을 이용한 사후검정 결과 레슨프로와 세미프로,투어프로인 선수가 동일군으
로 평균타수에 차이가 없었고,아마선수와 세미프로,투어프로인 선수가 동일군으로
평균타수에 차이가 없었다.
최고성적에서는 레슨프로,세미프로,투어프로의 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마선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Duncan의 통
계방법을 이용한 사후검정 결과 레슨프로와 세미프로,투어프로인 선수가 동일군으
로 최고성적에 차이가 없었고,아마선수와 세미프로인 선수가 동일군으로 최고성적
에 차이가 없었다.



요 인 자격종류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최근타수

아마선수 82.30 12.78

4.027 .008**
레슨프로 75.75 7.06

세미프로 76.46 10.68

투어프로 76.48 6.33

평균타수

아마선수 82.50b 11.19

4.712 .003**
레슨프로 76.20a 6.64

세미프로 76.96ab 12.58

투어프로 76.77ab 3.80

최고성적

아마선수 81.32b 11.14

6.079 .001***
레슨프로 71.21a 6.27

세미프로 74.72ab 10.91

투어프로 73.50a 5.37
**p<0.01,***p<0.001

표 18.자격종류에 따른 운동수행별 비교



BBB...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와와와 정정정신신신력력력이이이 주주주의의의집집집중중중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111...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와와와 주주주의의의집집집중중중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aaa...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와와와 주주주의의의집집집중중중 요요요인인인간간간의의의 연연연관관관성성성 검검검증증증

스트레스와 주의집중간의 정준상관분석 결과가<표 19>-<표 20>이다.<표 19>
에의하면 스트레스와 주의집중의 하위요인간의 관계는 첫번째 정준상관계수(ρ
=0.377)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우도비=0.816,p=0.000)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2개의 정준상관계수는 두 변량 집단의 연관성을 파악하는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0>에 의하면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연습관련 스트레스,개
인생활 관련 스트레스,시합관련 스트레스 요인들은 주의집중의 하위요인인 BET,
BIT,NAR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가졌다.첫번째 정준변량에서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들은 정준 부하량이 음(-)값으로 나타나 스트레스를 많게 받는다고 해석하여 정준상
관분석을 하면 연습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개인생활 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시합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포괄적-외적 주의력(BET)이 떨어지
며 포괄적-내적 주의력(BIT)이 떨어지며 한정적-효과적 주의력(NAR)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준변량 정준상관계수 Wilk's우도비 유의확률
1 .377 .816 .000***
2 .192 .951 .279
3 .113 .987 .545

***p<0.001

표 19.스트레스와 주의집중간의 정준상관분석



변 인 하위 요인 정준 변량

스트레스
연습관련 -.421a

개인생활관련 -.414a
시합관련 -.965a

주의 집중

BET -.652a
OET .125
BIT -.681a
OIT .232
NAR -.788a
RED .180

a:Structurecoefficients≥ 0.3

표 20.스트레스와 주의집중의 하위요인간의 정준부하량

bbb...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가가가 주주주의의의집집집중중중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주의집중의 하위요인(BET,OET,BIT,OIT,NAR,RED)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
스 요인들을 검정하기 위해서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주의집중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들을 검정
한 결과가 <표 21>이다.이 표에 의하면 시합관련 요인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쳤으며,수정된 결정계수는 0.024이다.따라서 시합관련 스트레스가 낮아질수록
주의집중은 0.103만큼 높아짐을 알 수 있다.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 주의집중의 하
위요인 요인은 BET,BIT,NAR이며 BET(포괄적-외적 주의력)에 영향을 미치는 스
트레스 요인들을 검정한 결과 시합관련 스트레스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
으며,수정된 결정계수는 0.054이다.시합관련 스트레스가 낮아질수록 BET는 0.272



만큼 높아졌다.BIT(포괄적-내적 주의력)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들을 검정
한 결과 시합관련 스트레스와 개인생활 관련 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수정된 결정계수는 0.054이다.시합관련 스트레스가 낮아질수록 BIT는
0.233만큼 높아졌고,개인생활 관련 스트레스가 낮아질수록 BIT는 0.324만큼 높아졌
다.NAR(한정적-효과적 주의력)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들을 검정한 결과
시합관련 스트레스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수정된 결정계수는 0.074
이다.시합관련 스트레스가 낮아질수록 NAR은 0.324만큼 높아졌다.

구 분 요 인 회귀계수 t 유의확률 Adj.
회 귀 선

F 유의확률

주의집중
상 수 2.660 19.888 .000

.024 7.085 .008**
시합관련 .103 2.662 .008

하
위
요
인

BET
상 수 2.261 9.277 .000

.054 14.860 .000***
시합관련 .272 3.855 .000

BIT

상 수 1.757 5.554 .000

.069 10.036 .000***시합관련 .233 2.997 .003

개인생활관련 .204 2.377 .018

NAR
상 수 2.118 8.554 .000

.074 20.506 .000***
시합관련 .324 4.528 .000

**p<0.01,***p<0.001

표 21.주의집중 및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



222...정정정신신신력력력과과과 주주주의의의집집집중중중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aaa...정정정신신신력력력과과과 주주주의의의집집집중중중 요요요인인인간간간의의의 연연연관관관성성성 검검검증증증

정준변량 정준상관계수 Wilk's 우도비 유의확률
1 .534 .488 .000***
2 .524 .682 .000***
3 .194 .941 .264
4 .146 .977 .482
5 .041 .998 .821

***p<0.001

표 22.정신력과 주의집중간의 정준상관분석

변 인 하위 요인 정준 변량
제 1축 제 2축

정신력

동기수준 0.381a 0.586a
심상조절 0.426a 0.662a
각성조절 0.693a 0.608a
긴 장 감 -0.540a 0.628a
태도조절 -0.153 0.661a

주의 집 중

BET 0.620a 0.561a
OET 0.429a -0.610a
BIT 0.555a 0.596a
OIT 0.379a -0.273
NAR 0.553a 0.338a
RED 0.483a -0.776a

a:Structurecoefficients≥ 0.3

표 23.정신력과 주의집중의 하위요인 간의 정준부하량



정신력과 주의집중간의 정준상관분석 결과가 <표 22> -<표 23>이다.<표 22>
에 의하면 정신력과 주의집중의 하위요인간의 관계는 첫번째 정준상관계수(ρ
=0.53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우도비=0.488,p=0.000)것으로 나타났고,두번째 정
준상관계수(ρ=0.52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우도비=0.6821,p=0.000)것으로 나타났
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정준상관계수는 두 변량 집단의 연관성을 파악하는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3>에 의하면 첫번째 정준변량에서 정신력의
하위요인 중 태도조절 요인을 제외한 동기수준,심상조절,각성조절,긴장감 요인들
은 주의집중의 하위요인 모두와 의미 있는 연관관계를 가졌다.두번째 정준변량에서
모든 정신력의 하위요인들은 주의집중의 하위요인 중 OIT 요인을 제외한 BET,
OET,BIT,NAR,RED 요인과 의미 있는 연관관계를 가졌다.첫번째 정준변량에서
동기수준의 정신력이 높을수록 심상조절의 정신력이 높을수록 각성조절의 정신력이
높을수록 긴장감의 정신력이 낮을수록 주의집중의 하위요인들(포괄적-외적 주의력,
외적-과부하 주의력,포괄적-내적 주의력,내적-과부하 주의력,한정적-효과적 주의
력,한정적-비효과적 주의력)이 높아졌음을 해석할 수 있다.두번째 정준변량에서
동기수준의 정신력이 높을수록 심상조절의 정신력이 높을수록 각성조절의 정신력이
높을수록 긴장감의 정신력이 높을수록 태도조절의 정신력이 높을수록 주의집중의
하위요인에서 포괄적-외적 주의력,포괄적-내적 주의력,한정적-효과 주의력은 높아
졌고,외적-과부하 주의력,내적-과부하 주의력,한정적-비효과적 주의력은 낮아졌
음을 해석할 수 있다.

bbb...정정정신신신력력력이이이 주주주의의의집집집중중중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주의집중의 하위요인(BET,OET,BIT,OIT,NAR,RED)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력
요인들을 검정하기 위해서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주의집중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력 요인들을 검정한



결과가 <표 24>이다.
이 표에 의하면 각성조절,긴장감,태도조절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수정된 결정계수는 0.256이다.각성조절의 정신력이 높아질수록 주의집중
은 0.298만큼 높아졌고,긴장감이 높아질수록 주의집중은 0.149만큼 낮아졌다.또한
태도조절의 정신력이 높아질수록 주의집중은 0.107만큼 낮아졌다.주의집중의 하위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력 요인은 BET,OET,BIT,OIT,NAR,RED이며,
BET(포괄적-외적 주의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력 요인들을 검정한 결과 각성조절
과 심상조절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수정된 결정계수는 0.186
이다.각성조절의 정신력이 높아질수록 BET는 0.345만큼 높아졌고,심상조절의 정
신력이 높아질수록 BET는 0.269만큼 높아졌다.OET(외적-과부하 주의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력 요인들을 검정한 결과 긴장감과 태도조절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수정된 결정계수는 0.132이다.긴장감이 높아질수록 OET는 0.275
만큼 낮아졌고,태도조절의 정신력이 높아질수록 OET는 0.216만큼 낮아졌다.BIT
(포괄적-내적 주의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력 요인들을 검정한 결과 각성조절 요인
과 심상조절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수정된 결정계수는 0.183
이다.각성조절의 정신력이 높아질수록 BIT는 0.456만큼 높아졌고,심상조절의 정신
력이 높아질수록 BIT는 0.198만큼 높아졌다.OIT(내적-과부하 주의력)에 영향을 미
치는 정신력 요인들을 검정한 결과 긴장감 요인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
으며,수정된 결정계수는 0.060이다.긴장감이 높아질수록 OIT는 0.192만큼 낮아졌
다.NAR(한정적-효과적 주의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력 요인들을 검정한 결과 각
성조절 요인과 동기수준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수정된 결정계
수는 0.117이다.각성조절의 정신력이 높아질수록 NAR은 0.316만큼 높아졌고,동기
수준의 정신력이 높아질수록 NAR은 0.319만큼 높아졌다.RED(한정적-비효과적 주
의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력 요인들을 검정한 결과 긴장감과 태도조절 요인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수정된 결정계수는 0.210이다.긴장감이 높아질수



록 RED는 0.335만큼 낮아졌고,태도조절의 정신력이 높아질수록 RED는 0.310만큼
낮아졌다.

구 분 요 인 회귀계수 t 유의확률 Adj.
회 귀 선
F 유의확률

주의집중

상 수 2.890 18.794 .000

.256 29.053 .000***각성조절 .298 7.267 .000
긴 장 감 -.149 -5.825 .000
태도조절 -.107 -3.415 .001

하
위
요
인

BET
상 수 1.118 4.042 .000

.186 28.787 .000***각성조절 .345 4.030 .000
심상조절 .269 3.551 .000

OET
상 수 4.406 16.248 .000

.132 19.478 .000***긴 장 감 -.275 -4.768 .000
태도조절 -.216 -3.253 .001

BIT
상 수 .979 3.296 .001

.183 28.346 .000***각성조절 .456 4.947 .000
심상조절 .198 2.440 .015

OIT 상 수 3.725 22.291 .000 .060 16.482 .000***긴 장 감 -.192 -4.060 .000

NAR
상 수 1.099 2.771 .006

.117 17.233 .000***각성조절 .316 3.502 .001
동기수준 .319 2.517 .012

RED
상 수 4.766 17.790 .000

.210 33.460 .000***긴 장 감 -.335 -5.878 .000
태도조절 -.310 -4.725 .000

***p<0.001

표 24.주의집중 및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력 요인



CCC...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와와와 정정정신신신력력력이이이 운운운동동동수수수행행행능능능력력력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운동수행능력(최근타수,평균타수,최근 가장 좋은 타수)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
스 및 정신력의 하위요인들을 검정하기 위해서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운동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및 정신력
의 하위요인들을 검정한 결과가 <표 25>이다.이 표에 의하면 운동수행능력인 최근
타수와 평균타수,최고성적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신력의 하위요인
인 심상조절임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심상조절의 정신력이 높아질수록 최근타수는
7.055만큼 낮아졌고,평균타수는 6.561만큼 낮아졌다.또한 최고성적은 6.864만큼 낮
아졌다.

하위요인
최근타수 평균타수 최고성적

B t 유의확
률 B t 유의확

률 B t 유의확
률

연습관련 -.048 -.031 .976 .060 .038 .970 .164 .124 .902
개인관련 .165 .083 .934 -.059 -.030 .976 -.206 -.123 .902
시합관련 -.680 -.414 .680 .263 .161 .872 -1.567 -1.132 .260
동기수준 3.825 1.165 .247 4.093 1.256 .212 5.543 2.005 .047*
심상조절 -7.055 -2.962 .004** -6.561 -2.776 .006** -6.864 -3.422 .001***
각성조절 -3.463 -1.411 .161 -.865 -.355 .723 .701 .340 .735
긴 장 감 1.131 .859 .392 .747 .572 .569 -.217 -.196 .845
태도조절 1.799 1.152 .252 1.078 .696 .488 1.356 1.031 .305

=0.182 =0.103 =0.130

*p<0.05,**p<0.01,***p<0.001

표 25.운동수행능력에 연관된 변수에 따른 다변량 회귀분석



ⅤⅤⅤ...논논논 의의의

본 연구는 골프선수들의 스트레스와 정신력이 주의집중 및 운동수행에 미치는 영
향을 규명하기 위해서 설정한 연구가설을 중심으로 첫째,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
레스,정신력,주의집중과 운동수행 요인들의 비교 검정하고 둘째,스트레스와 정신
력이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셋째,스트레스와 정신력이 운동수행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논 의 한다.
첫째,일반적 특성에 따라 스트레스,정신력,주의집중,운동수행 요인들을 분석
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고,정신력의 하
위요인에서 각성조절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각성조절에서는 남자가 여자
보다 높은 각성조절의 정신력을 가졌다.주의집중의 하위요인에서 BIT,OIT,NAR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BIT,NAR는 남자가 높고 OIT는 여자가 높아 남자
가 여자보다 더 높으므로 남자가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생각이 깊어 분석적이며 사
려가 깊은 선수임을 알 수 있다.인간은 수면,안정,불안과 같은 연속적인 상황에서
사는데,이러한 정서상태와 신체운동 사이의 흥분수준을 각성이라 표현했으며 선수
에게 적절한 각성수준이란 개인의 특성과 스포츠 종목 및 특징에 따라 변하기 때문
에 개개인이 숙지해야 한다고 하였다(Landers,1978;Martens,1974;Schmit,
1982).따라서 운동을 수행하는 동안 난이도와 상황에 따른 각성수준은 최고의 기량
을 발휘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남자가 각성수준이 높기에 여자보다 심리적
으로 안정되어 있고 각성과 연관이 있는 BIT,NAR도 높아지리라 사료되며 Yerker
와 Dodson(1980)도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소속에 따라 스트레스는 고등학생이 개인생활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
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학원생이 가장 높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골
프선수의 스트레스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이화정(2000)과 이근춘(2000)은 성적부진에



대한 걱정과 부담감을 제시하였고,김성욱(2002)은 상금이나 경제적문제,가정문제,
선후배와의 갈등을 제시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인생활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골
프선수의 주요스트레스 원인이라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특히 대학원생의 스트레
스가 높은 것은 학업과 운동,장래문제 등의 다변적인 역할증대가 스트레스를 증가
시킨다고 사료된다.주의집중의 하위요인에서 소속에 따라 BIT에서 대학원생 선수
가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선수보다 상대적으로 결과를 예측하거나 분석적이며 사
려가 깊은 선수임을 알 수 있는 반면 고등학생 선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운동수
행능력은 직업선수가 가장 낮은 타수를 기록했고 대학원생이 가장 높은 타수를 기
록했다.
운동경력에 따라 심상조절과 각성조절의 하위요인에서 11-15년의 운동경력을 가
진 선수의 심상조절의 정신력이 높게 나타난 반면 15년 이상과 5년 이하의 운동경
력을 가진 선수는 가장 낮은 심상조절의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다.주의집중의 하위
요인에서 BET,BIT,NAR에서는 운동경력이 6-10년인 선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OET에서는 운동경력이 5년 이하인 선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지나치게 외적 자극에
치중하여 혼란을 일으켜 실수를 많이 한 것으로 판단되며 운동수행능력은 최근타수,
평균타수에서 운동경력이 11-15년인 선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경기력이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자격종류에 따라서는 개인생활 스트레스에서는 세미프로 선수가 개인생활에 관련
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반면 레슨프로 선수가 개인생활에 관련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원인은 레슨프로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기 때문이며 김성욱(2002)도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레슨을
하게 되고 이러한 생활은 자신의 연습시간의 부족을 가져오며 결국 자신감 부족으
로 다양한 심리문제와 성적부진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주의집
중에서는 세미프로 선수가 가장 높은 주의력을 가져 많은 외적 자극들을 효과적으
로 다룰 수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아마선수가 가장 낮은 주의력을 가짐을 알 수 있



다.운동수행능력은 프로선수들의 타수가 낮았으며 아마선수의 타수가 높게 나타났
다.
둘째,스트레스와 주의집중과의 관계는 정준상관분석 결과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연습관련 스트레스,개인생활 관련 스트레스,시합관련 스트레스 요인들은 주의집중
의 하위요인인 BET,BIT,NAR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가졌다.첫번째 정준변량에서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은 정준 부하량이 음(-)값으로 나타나 스트레스를 많게 받는
다고 해석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긍정적인 주의집중의 3가지 요인인 BET,
BIT,NAR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또한 주의집중에 하위요인에 영향
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들을 검정하기 위해서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
합관련 요인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수정된 결정계수는 0.024이다.
따라서 시합관련 스트레스가 낮아질수록 주의집중은 0.103만큼 높아짐을 알 수 있
다.스트레스가 주의집중의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BET,BIT,NAR이며
스트레스가 낮아질수록 주의집중은 향상됨을 알 수 있다.Sarason(1972)에 의하면
과도한 스트레스는 선수의 주의협소를 유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운동수행
시 이용할 수 있는 단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수행을 방해하게 된다고 주장
하였고 Carver와 Scheider(1971)도 선수들의 스트레스 자각수준이 수행에 필요한 정
보의 이용을 방해한다고 하였으며 김승민(2000)은 스트레스는 운동단서를 인지하는
데 방해하거나 주의집중을 산만하게 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
다.따라서 스트레스는 주의 집중의 긍정적인 3가지 요인을 떨어뜨리는 변인으로 예
측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의 감소는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
다.
정신력과 주의집중간의 관계는 정준상관분석 결과 첫번째와 두번째 정준변량만이
두 변량 집단의 연관성을 파악하는데 유의하였다.첫번째 정준변량에서 정신력의 하
위요인 중 동기수준,심상조절,각성조절,긴장감 요인들은 주의집중의 하위요인 모
두와 의미 있는 연관관계를 가졌다.두번째 정준변량에서 모든 정신력의 하위요인들



은 주의집중의 하위요인 중 OIT 요인을 제외한 BET,OET,BIT,NAR,RED 요인
과 의미 있는 연관관계를 가졌다.첫번째 정준변량에서 동기수준,심상조절,각성조
절이 높을수록 그리고 긴장감의 정신력이 낮을수록 주의집중의 하위요인들이 높아
졌음을 해석할 수 있다.두번째 정준변량에서 동기수준,심상조절,각성조절,긴장감,
태도조절의 정신력이 높을수록 주의집중의 하위요인에서 BET,BIT,NAR은 높아졌
고,OET,RED는 낮아졌음을 해석할 수 있다.주의집중 및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
는 정신력 요인들을 검정하기 위해서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성조절,긴
장감,태도조절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수정된 결정계수는
0.256이다.각성조절의 정신력이 높아질수록 주의집중은 0.298만큼 높아졌고,긴장감
이 높아질수록 주의집중은 0.149만큼 낮아졌다.또한 태도조절의 정신력이 높아질수
록 주의집중은 0.107만큼 낮아졌다.주의집중의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력
요인은 BET,OET,BIT,OIT,NAR,RED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결과들을 볼 때
정신력 즉 심리상태와 주의집중은 밀접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Morgan(1996)은 주
의를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정의하여 정신적인 것과 주의의 연관성을
강조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특히 Nideffer(1976)가 주의집중을 크
게 넓은 주의집중과 좁은 주의집중으로 구분하고 6개의 주의과정 하위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는 TAIS(TestofAttentionalandInterpersonalStyle)를 개발한 이후 주
의집중은 운동선수의 시각적 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TAIS
는 (BET,BIT,NAR)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면 긍정적인 주의 특성을 반영하고,다
른척도 (OET,OIT,RED)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다면 부정적인 주의특성을 나타내
는데 본 연구에서 동기수준,심상조절,각성조절,긴장감,태도조절의 정신력은 긍정
적인 주의를 향상시키고 부정적인 주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운동
선수의 주의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신력과 심리조절이나 훈련이 병행되어
야 함을 알 수 있다.Weinberg와 Gould(1995)도 각성조절,심상,자신감,목표설정을
심리훈련의 주요대상으로 강조하였고 Weinberg와 Wiliams(1993)는 불안관리,심상,



목표설정,주의집중,사고중지,자신감 등의 심리전략을 세워야한다고 하였다.따라
서 골프라는 특성상 폐쇄적이고 자동화과정에 민감한 종목은 정신적,심리적 훈련의
극대화를 통해 주의력을 향상시키고 결국 운동수행의 향상을 이루리라 사료된다.
셋째,운동수행능력(최근타수,평균타수,최근 가장 좋은 타수)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및 정신력의 하위요인들을 검정하기 위해서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운동수행능력인 최근타수와 평균타수,최고성적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정신력의 하위요인인 심상조절임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심상조절의 정신력이
높아질수록 최근타수는 7.055만큼 낮아졌고,평균타수는 6.561만큼 낮아졌으며 또한
최고성적은 6.864만큼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에서 운동수행능력이 낮아졌
다는 것은 골프의 타수를 줄여 수행능력이 향상됨을 의미하는데 운동수행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정신력 요인은 심상으로 나타났다.정청희(2000)는 선수들은 심상을
이용하여 불안과 각성을 조절하고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등 여러 심리기술을 발달시
킬 수 있으며 여러 심리기술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심리기술 향상의
도구라고 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심리기술을 함께 발달시키도록 고안된 심리훈련
패키지에는 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또한 불안을 낮추고 불안에 대처
하는 방법을 배우는 스트레스 집중 훈련이나 관리 훈련 프로그램에는 심상이 핵심
적인 과정으로 포함된다고 하였다.Mahoney와 Avener(1977)는 미국 남자대표 체조
선수 선발전에 참가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심상의 관점을 조사한 결과,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탈락한 선수보다 불안에 대한 대처를 더 잘했으며,내적인 심상을 더
많이 했으며 긍정적인 암시를 많이 했다고 한다.Gould등(1992)의 연구 결과 메달리
스는 더 많은 심상연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LPGA에서 활약하는 박세리 선수도 무명시절 공동묘지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떠올리
며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신의 자세를 유지한다고 하며 심상의 중요성을 표현한 적
이 있다.골프선수 즉 모든 운동선수의 목표는 수행능력의 향상이다.수행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신체적 능력 또한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면을 간과할 수 없다.따라서



심상의 중요성을 발견한 만큼 골프선수에게 맞는 심상훈련 프로그램과 전문 지도자
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AAA...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골프선수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선수들의 종합적인 심리적 요인을 분
석하여 운동선수와 지도자에게 최상의 심리상태를 유지하고 운동수행을 향상시키며
더 나아가 심리적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골프선수들의 스트레스와 정신력이 주의집
중 및 운동수행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설정하였다.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
기 위하여 조사대상으로 2004년 10월 현재 대한골프협회와 한국프로골프협회에 등
록하고 골프시합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 496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조사도구
로 설문지를 사용하였는데 Bramwell(1975),Loehr(1982),Nideffer(1976),김원배
(2002)의 연구에서 이용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일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회수된 설문문항은 분석 가능한 자료는 자료 분석의 목적에 따라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0.1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스트레스,
정신력,주의집중,운동수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t-test와 일원변량 분산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였으며 Duncan방법을 이
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고 스트레스와 주의집중과의 관계,정신력과 주의집중과
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정준상관분석(CanonicalCorrelationAnalysis)과 단계별
다중회귀분석(StepwiseMultipleRegression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운동수행능
력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및 정신력의 하위요인들을 검정하기 위해서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일반적 특성에 따라 스트레스,정신력,주의집중,운동수행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정신력의 하위요인에서 각성조절요인이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나
타났다.주의집중의 하위요인에서 BIT,NAR은 남자가 OIT는 여자가 높게 나타났



고 스트레스와 운동수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에 따라서는 스트레스는 고등학생이 가장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
학원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의집중은 BIT에서 대학원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운동수행능력은 직업선수가 가장 낮은 타수를 기록했고 대학원생이 가장 높은 타수
를 기록했다.
운동경력에 따라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정신력은 심상조절과 각성조
절에서 11-15년이 높게 나타난 반면 15년 이상과 5년 이하가 낮게 나타났다.주의집
중의 하위요인에서 BET,BIT,NAR에서는 운동경력이 6-10년인 선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OET에서는 운동경력이 5년 이하인 선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운동수행
능력은 최근타수,평균타수에서 운동경력이 11-15년인 선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경
기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종류에 따라서는 세미프로 선수가 개인생활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반면 레슨프로 선수가 개인생활에 관련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주의집중에서는 세미프로 선수가 BET가 높게 나타났고 아마선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운동수행능력은 프로선수들의 타수가 낮았으며 아마선수의 타수가
높게 나타났고 정신력은 유의한 차가 없었다.
둘째,스트레스와 주의집중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인 간의 연관성은 정준
상관분석을 통해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연습관련 스트레스,개인생활 관련 스트레
스,시합관련 스트레스 요인들은 주의집중의 하위요인인 BET,BIT,NAR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주의집중에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스
트레스 요인들을 검정하기 위해서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합관련 요인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시합관련 스트레스가 낮아질수록 주의집중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력과 주의집중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관성은 첫번째와 두번째 정준변량
만이 두 변량 집단의 연관성을 파악하는데 유의하였다.첫번째 정준변량에서 정신력



의 하위요인 중 동기수준,심상조절,각성조절,긴장감 요인들은 주의집중의 하위요
인 모두와 의미 있는 연관관계를 가졌고.두번째 정준변량에서 모든 정신력의 하위
요인들은 주의집중의 하위요인 중 OIT 요인을 제외한 BET,OET,BIT,NAR,
RED 요인과 의미 있는 연관관계를 가졌다.주의집중 및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력 요인들을 검정하기 위해서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성조절,긴장
감,태도조절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주의집중의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력 요인은 BET,OET,BIT,OIT,NAR,RED로 나타났다.
셋째,운동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및 정신력의 하위요인들을 검정하
기 위해서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근타수와 평균타수,최고성적에 공통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신력의 하위요인인 심상조절로 나타났다.

BBB...제제제언언언

첫째,본 연구는 골프선수를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정신력이 주의집중과 운동수행
에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분석하여 운동선수와 지도자에게 최상의 심리상태를 유지
하고 운동수행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본 연구처럼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심리
학적 연구를 기초로 운동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최대
의 목표이다.그러나 골프선수를 포함하여 운동선수의 경기력에는 사회심리학적 요
인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본 연구에서 이러한 사회심리학적 면을 고려하기
위하여 스트레스를 개인생활,연습관련,시합관련으로 구분하여 포함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관중효과나 대회의 성격 등 외적 사회심리학 분야의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둘째,본 연구에서는 골프선수의 심리적 요인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을 아마선수와 프로선수 모두 선정하였다.따라서 아마선수와 프로
선수의 심리적 차이를 분석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현대사회의 주 관점이 된 프로
선수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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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 록록록

『『『골골골프프프선선선수수수의의의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와와와 정정정신신신력력력이이이 주주주의의의집집집중중중 및및및 운운운동동동수수수행행행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설문지는 골골골프프프선선선수수수의의의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와와와 정정정신신신력력력이이이 주주주의의의집집집중중중 및및및 운운운동동동
수수수행행행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내용은 본 연구의 목적 외에는 사
용되지 않을 것이며,개개인의 응답내용은 본 연구자 외에는 누
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각각의 문항을 충분히 읽어보시고 귀하께서 해당되는 사항에
∨표를 하시거나 직접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에 응하여 주신 것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지지도도도교교교수수수:::이이이학학학박박박사사사 조조조 동동동진진진

조조조선선선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박박박사사사과과과정정정

이이이정정정규규규 배배배상상상



아래의 질문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설문입니다.각 문장을 읽고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느낌을 솔직하게 문장 옆에 있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매우
나쁘게

대체로
나쁘게

보통/
모름

대체로
좋게

매우
좋게

1 당신은 가까운 친구나 선․후배간에 갈등
이 있었을 때 어떤 형태로 반응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당신은 일상생활의 법규위반(교통 등)을 했
을 때 어떤 형태로 반응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당신은 많은 연습에 대한 책임감,부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형태로 반응했습
니까?

① ② ③ ④ ⑤

4 당신은 부상이나 질병이 생겼을 때 어떤
형태로 반응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당신은 동료들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 어떤 형태로 반응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당신은 연습에서 기록이 저하 되었을 때
어떤 형태로 반응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7 당신은 연습이나 시합 중 빈번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 어떤 형태로 반응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8 당신은 동료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을
때 어떤 형태로 반응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9 당신은 평소 체력관리가 안되었을 때 어떤
형태로 반응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0 당신은 시합중 평소실력을 발휘하지 못했
을 때 어떤 형태로 반응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1 당신은 효과적인 운동방법을 못 찾았을 때
어떤 형태로 반응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2 당신은 심판의 불공정한 판정을 받았을 때
어떤 형태로 반응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3
당신은 시합결과에 대한 의심(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이 들었을 때 어떤 형태로 반응
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4 당신은 경쟁적(예측불허)인 시합을 할 때
어떤 형태로 반응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5 당신은 경기를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생
겼을 때 어떤 형태로 반응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정신력 진단 검사지 입니다.각 문장을 읽고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느
낌을 솔직하게 문장 옆에 있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시합 중에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로 의식하
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시합 중에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이 되어 있
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잘했던 경기 장면을 마음속으로 그려보
는 일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려는 의욕에 불타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연습과 시합에 관한 생각을
하면 흥분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어떤 것보다 경기 수행에 관하여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선수로서 자신감이 차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시합 중에 마음의 평정과 신체적 긴장의 이
완을 유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평소의 연습이나 시합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10나는 내가 왜 힘드는 일과 좌절을 겪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1나는 연습이나 시합 시에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13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수로서의 정신적 이미지
를 좋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나는 시합 중에 화가 나면 억제하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15나는 경기 내용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연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우수한 선수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에 대하여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7나는 게임의 흐름이 나빠지면 포기하는 경우가 있
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나는 시합 중에 비난받는 일이 있어도 의무를 다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나는 선수로서 나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시합에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마음이 조급해 진다. ① ② ③ ④ ⑤

21나는 경기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마음속으로 연습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나는 선수로서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최선
의 노력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시합을 하면 즐겁고 만족스런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4나는 경기에서 지면 참을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25나는 우수한 선수로서 상상해 보기는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6상황이 곤란하게 바뀌어도 경기를 더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27시합 전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심리적
연습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8나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연습하고 시
합에 임한다. ① ② ③ ④ ⑤

29운동경기는 나에게 있어 아주 즐거운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0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만족스럽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31나는 나의 재능과 기술수준보다 경기를 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2경기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지나치게 불안함을 느
낀다. ① ② ③ ④ ⑤

33경기 중에 실수했을 때 심리적으로 판단하고 수
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4선수로서의 목표를 생각하면 연습을 열심히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35경기 중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도전이라기 보다
위협으로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주의집중 검사입니다.각 문장을 읽고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느낌을 솔
직하게 문장 옆에 있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여러 명의 선수가 동시에 시합을 하는 복잡한 경
기상황에서 게임이 어떻게 전개되어가고 있는가를 정확
하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어린이들로 꼭 찬 교실이나 어린이들 각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할 때,나는 내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나 눈앞에 나타나는 것 때문에 정신을 집중
할 수 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여러 상황이 동시에 전개되는 경기장면을 볼 때
정신이 혼란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적은 정보를 가지고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도 아이디어를 쉽게 끌어낼 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자신의 생각에 골몰하고 있을 때,다른 사람이 나에
게 이야기를 하면,나는 그의 이야기에 재빨리 정신을
집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너무 많은 일을 마음속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려는 일에 혼동이 생기고 또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TV를 보거나 혹은 라디오를 들으면서도 별로 어렵지 않게 내가 생각하고있는 것을 계속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TV를 보거나 혹은 라디오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면 머
리 속에 어떤 잡념이 생기더라도 쉽게 TV나 라디오를
보고 듣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나는 단 한가지 생각이나 아이디어에 정신을 집중시키
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경기상황에서 한 사람의 플레이는 주시할 수 있으
나 나머지 사람들의 플레이는 주시하지 못해서 실수를
범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각 문장을 읽고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느낌을 솔직하게 문장 옆에 있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귀하의 소속은?

① 고등학생 ② 대학생 ③ 대학원생 ④ 직업선수

3.귀하의 운동경력은?

① 5년 이하 ② 6년-10년 ③ 11년-15년 ④ 15년 이상

4.귀하의 골프선수로서 자격종류는?

① 아마선수 ② 레슨프로 ③ 세미프로 ④ 투어프로

※ 다음은 운동수행에 관한 문항입니다.각 문장을 읽고 자신의 기록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귀하의 가장 최근 시합의 타수는 얼마입니까? ( )

2.귀하의 평소 평균타수는 얼마입니까? ( )

3.귀하는 최근 1년 이내의 시합에서 가장 좋은 성적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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