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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빙상선수의 성취목표성향이 셀프리더십과 동기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한목적으

로 진행되었다. 연구목적에 따라 수집된 369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성취목표성향과 셀프리더십 및 스

포츠 동기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각 요인간의 관계는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한 공분산구

조분석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빙상선수의 성취목표성향은 셀프리더

십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취목표성향은 스포츠 동기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셀프리더십과 스포츠 동기의 관계에서는 셀프리더십이 스포츠 동기에 정적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빙상선수의 자기 주도적 성향에 성취목표성향의 역할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목표설정을 통한 자기주도성향을 향상시키는 전략적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빙상선수, 성취목표성향, 셀프리더십, 스포츠동기.

1. 서론

개인의 목표가 존재한다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방향과 강도 및 노력이 이 있음을 의미한

다. 경쟁적 목표설정이론 (competitive goal setting theory)에서는 목표의 유무가 과제의 난이도는 물

론 노력의 강도와 동기형성 및 지속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수행결과의 질적 수준을 결정한다고 주장

한다 (Nam, 2010). 이러한 점은 무한 경쟁의 원리가 지배하는 스포츠 분야에서는 보편적 기준으로 이

해되고 있다. 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의 역할과 기능을 규명한 Duda (1993)는 선수의 목표성향이 선수

들의 기술수준과 수행의 성공여부를 결정한다고 보고하면서 선수들의 목표성향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Duda (1993)는 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이 과제성향과 자기성향의 두 개로 나누어지며 과제성향은 운동

수행 시 운동기술의 향상과 주어진 과제의 달성을 수행성공의 평가기준으로 하는데 반해 자아성향은 수

행성공의 기준을 오직 타인과의 경쟁이나 비교에서 승리하는 것을 수행성과의 평가기준으로 삼는다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성취목표성향은 스포츠 분야에서 운동선수들의 행동특성이나 수행간의 심리적 요인들의 변화

를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적합한 이론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선수들의 수행결과와 심리반응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는 배경변인으로 성취목표성향이 이용되고 있다 (Kim 등, 2005; Jung 등, 2010). 성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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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성향의 역할을 규명한 연구들에 의하면 성취목표성향은 선수들의 경쟁불안 (Kim 등, 2005)과 효능감

(Nam등, 2009),자기관리 (Jung등, 2010; Kim과 Lee, 2009),동기(Jang등, 2009)및운동지속 (Nam

등, 2009)이 형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취목표성향은 선수

들의수행력과관련된다양한변인들을이해하는데광범위하게적용되고있다.

그러나최근성취목표성향은성취귀인이론을근거로선수들의자율적조절변인들에대하여긍정적역

할을 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성취목표성향은 선수들의 자율적 욕구의 충족을 통하

여 자신의 목표 달성에 대한 건설적 사고와 효율적 행동전략으로 구성된 자기 주도적 능력을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un과 Choo, 2011; Kim 등, 2011; Park 등, 2009). 즉 성취목표성향은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한 영향력의 증대를 촉진하여 자기 주도적 수행력을 극대화하는 시키고 있음을

알수있다.

개인의 자기 주도적 수행력은 목표달성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조절하기 위한 영향력을 극

대화하는 것을 의미 (Houghton와 Yoho, 2005)하며 자신의 인지와 행동에 스스로의 영향을 미치는 자

기 영향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 이러한 자기 주도적 수행력은 셀프리더십 (self leadership)과 동

일한 개념으로 이해되며 목표달성에 대한 행동 지향적 (behavior-focused)전략, 자연적 보상 (natural

reward) 전략 및 건설적 사고 (constructive thought pattern)등의 하위 구성요소 구성된다 (Neck과

Houghton, 2006; Yang, 2008). 목표달성에 대한 행동지향적 전략은 목표달성과정에서의 비효율적

행동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 행동을 증진전략으로서 자기관찰, 자기암시, 자기비평의 전략을 이용한다

(Yang, 2008). 자연적 보상은 목표달성의 즐거움을 통해 동기유발이나 보상을 갖게 되는 전략으로 목표

달성에 대한 긍정적 동기형성을 촉진한다 (Song과 Yang, 2008). 마지막으로 건설적 사고는 자신의 생

활패턴과 사고방식을 긍정적 사고와 바람직한 습관의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전략으로 목

표달성을위한자신의신념을형성한다 (Manz과 Sims, 2001).

이러한 자기 주도적 수행력인 셀프리더십은 세 가지 하위전략을 통한 목표달성의 자기 동기와 자기조

절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근거로 확장된 자기관리 이론으로 볼 수 있다 (Houghton과 Yoho, 2005). 선

수들의동기에대한셀프리더십의기여도를규명한연구 (Kim 등, 2010; Park 등, 2010)들에의하면셀

프리더십은 선수들의 동기형성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으며 셀프리더십의 수준에 따라 동기의 성향이

결정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빙상경기는 크게 스피드 스케이팅과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및 피겨종목으로 구성된다. 예술적 표

현과 연기력을 경기력으로 이해하는 피겨와 달리 스피드 스케이팅과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은 순위

와 기록을 통하여 경기승패를 결정한다. 이로 인하여 빙상선수들은 다른 종목의 선수들에 비해 성취목

표성향의 특성과 경기력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Kim, 2006). 빙상종

목의 하나인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은 경기의 승패가 오로지 경쟁을 통한 순위로만 결정한다. 그러

나 이에 비해 스피드 스케이팅은 상대적 경쟁보다는 기록을 통해 경기의 승패를 결정한다. 이러한 경기

운영방식의 차이는 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빙상선수의 스트레스의

원인을 규명한 Kim과 Ahn (2008)의 연구에서는 빙상선수의 스트레스 주원인이 경기방식에서 기인하

며 특히 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 경기방식의 일치정도와 빙상선수들의 스트레스 유발과 수행력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자기성향중심의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일 경우나 과

제성향의선수가쇼트트랙스피드선수일경우스트레스의수준은높고경기력은낮은경향을보이는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성취목표성향이 빙상선수들의 특성과 경기력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

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빙상선수들의 경기력이나 경기력과 관련된 다양한 심리

요인의기전을이해하기위해서는빙상선수들의성취목표성향과이들과의관계를규명해야할것이다.

지금까지 성취목표성향과 선수들의 자기 주도적 수행력인 셀프리더십 및 동기에 관한 선행연구의 고

찰을 통하여 성취목표성향은 빙상선수의 경기력과 관련된 심리요인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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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의 경기력과 관련된 셀프리더십과 동기에도 성취목표성향의 기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

나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빙상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 선수들의 경기력과 상관성이 높은 셀프리더

십 및 동기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선행연구를

근거로 빙상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 셀프리더십 및 스포츠 동기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

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빙상선수의 성취목표성향은 셀프리더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빙상선수의 성취목표성향은 스포츠 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빙

상선수의 셀프리더십은 스포츠 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목적에 따라 진행된 본 연구의

결과는 성취목표성향이 빙상선수의 경기력에 대한 기여도를 이해하는데 실증적 준거가 됨은 물론이며

나아가빙상선수의경기력을향상시키기위한전략수립에실증적자료를제공할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참여자

본연구의참여자는비확률표집법인편의표집법을이용하여전국의빙상선수를모집단으로선정한다

음 서울과경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빙상선수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들을 대상

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우선 팀을 방문하기 전 사전연락을 통하여 연구의 협조의사를 구하였으며 협

조의사를 밝힌 팀을 연구자 외 4명이 방문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작성 방법으로 설문실시 전 연

구목적과 설문작성방법을 설명한 후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작성 후 현장에서 설문작성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미기입이나 중복 기재 또는 편중되게 작성한 설문을 추려내어 설문태도와 동기를 확인한

후 다시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총369부의 설문이 수집되었으며 자료 분석 전 검토한

결과불성실하게작성된자료없이 369부모두분석에활용되었다.

Table 2.1 Research target

n ％

Sex male 265 71.8
female 104 28.2

Events speed 233 63.2
short 136 36.8

Team
high 183 49.6

college 115 31.2
general 71 19.2

2.2. 조사도구

본연구에서의조사도구는핵심자기평가와셀프리더십및스포츠동기의검사지를사용하였으며조사

도구의구성타당도와신뢰도분석결과는 Table 2.2와같다.

2.2.1. 성취목표성향

빙상선수들의 모교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지는 Kim (2001)의 성취목표성향검사지를 사용하였다.

검사지의 구성은 2요인 (자기성향, 과제성향)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

여 각 문항의 문항반응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첨도 및 왜도 값이 ±2 이상, 응답빈도가 50％이상 나

타나 정규성을 위배하는 문항 (7, 8, 11, 13)이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기술통계분석 후 성취목표

성향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 사회과학분야에 적합한 최대우도법과 직접 오블리민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요인의 적

재값이 .40이하로 나타난 문항 (1)과 요인적재값이 두 요인에서 .40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을 나타

낸 문항 (3, 10)을 제외한 2요인 6문항을 재구성되었다. 신뢰도는 자기성향이 .763, 과제성향이 .73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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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EFA ＆ CFA

Que self orientation task orientation
O 6 .843 .253
O 4 .842 .001
O 9 .751 .256
O 2 .065 .786
O 5 .156 .773
O12 .230 .747
whole 2.738 1.229

dispersion 45.633 20.491
cumulative 45.633 66.123

α .763 .732

latent variable route measurement standard variation S.E. C.R.

self orientation →
O 9 .626 -
O 6 .909 .151 10.448
O 4 .673 .040 .10.21

Task orientation →
O 5 .744 -
O 2 .623 .103 9.320
O12 .588 .141 8.449

model χ2 df Q GFI TLI RMSEA
first 24.30 9 2.7 .96 .93 .07

standard - - 3 .90 .05 .08

2.2.2. 셀프리더십

Table 2.3 Self-leadership EFA ＆ CFA

Que action oriented constructive thought natural reward
L2 .851 .210 .076
L3 .824 .198 .137
L4 .824 .207 .162
L1 .791 .219 .031
L5 .639 .041 .370
L6 .633 .140 .363
L13 .159 .794 .178
L14 .178 .727 .172
L12 .128 .697 .281
L15 .179 .696 .083
L11 .213 .532 .333
L19 .093 .162 .744
L18 .130 .255 .725
L20 .293 .127 .677
L17 .125 .297 .605

whole 6.005 1.862 1.213
dispersion 40.043 12.410 8.084
cumulative 40.043 52.454 60.537

latent variable route measurement standard variation S.E. C.R.

action oriented →
S4 .691 -
S2 .949 .089 15.438
S1 .861 .085 15.193

constructive thought →
S15 .593 -
S14 .727 .128 10.079
S13 .781 .126 10.432
S12 .676 .112 9.643

natural reward →
S20 .644 -
S19 .627 .103 9.360
S18 .722 .118 10.229
S17 .625 .104 9.336

model χ2 df Q GFI TLI RMSEA
first 464.57 87 5.34 .85 .82 .10
last 112.85 41 2.75 .94 .93 .06

standard - - 3 .90 .05 .08

빙상선수들의 셀프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지는 Yang (2008)이 Prussia 등 (1998)의 셀프리더

십 검사지를 한국 상황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한 검사지로 Park 등 (2010)의 연구와 Jang (2012)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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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스포츠 분야에서 검사지의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셀프리더십 검사지는 행동지향적 전략, 자연적

보상, 건설적사고전략의 3요인 20문항과 5점 Likert 척도로구성되어있다.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셀프리더십 검사지의 문항반응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응답빈도에서 50％

이상의 반응을 보인 문항 7번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셀프리더십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탐색

적요인분석 (최대우도법, 직접오블리민)을실시한결과두요인에서요인적재값이 .40이상으로나타나

다중공선성을 나타낸 문항 (9, 10, 16)과 요인 적재값이 .40이하로 나타나 요인의 의미성을 저해하는 문

항 (8)이분석에서제외되었다.

탐색적요인분석후확인적요인분석을실시하였으며최초모형적합도가적합기준에적합하지않는것

으로 나타나 모형수정을 실시하였다. 모형 수정은 수정지수 (MI)를 이용하여 수정을 실시하였다. 모형

수정결과 적합지수를 저해하는 문항 (3, 5, 6, 11)이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수정 후 모형적합지수는 적합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최종 셀프리더십 모형의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요인부하량이 .50이상, 요인 간 상관이 .50이하로 나타나 셀프리더십 모형의 판별타당도와 집중타당성

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탐색및확인적요인분석결과 3요인 11문항으로재구성되었으며요인

별신뢰도는행동지향적전략 .866, 건설적사고 .784, 자연적보상 .749로나타났다.

2.2.3. 스포츠 동기

Table 2.4 Sport motivation EFA ＆ CFA

Que inner motivation immotive extrinsic motivation
M13 .851 .062 -.034
M10 .807 -.101 .179
M15 .763 .096 .245
M 4 .716 -.012 .371
M20 .704 .225 .033
M11 .675 .006 .070
M2 .629 .315 .211
M19 .614 .220 .167
M 1 .486 .329 .309
M 5 .180 .826 -.169
M 3 -.180 -.793 .059
M21 -.086 .785 .182
M14 .268 .713 -.157
M 7 .105 .102 .785
M 6 .152 .084 .726
M 9 .235 -.335 .717
M12 .242 -.360 .601
whole 5.649 3.113 1.497

dispersion 33.229 18.310 8.805
cumulative 33.229 51.539 60.344

latent variable route measurement standard variation S.E. C.R.

inner motivation →

M20 .793 -
M19 .820 .060 9.334
M15 .665 .112 11.332
M13 .702 .099 12.223
M11 .644 .175 13.443
M10 .593 .177 8.223

immotive →
M14 .883 -
M15 .902 .112 14.332
M 3 .788 .104 11.331

extrinsic motivation →
M12 .771 -
M 9 .644 .163 9.443
M 7 .595 .103 8.221
M 6 .801 .033 14.221

model χ2 df Q GFI TLI RMSEA
first 243.22 48 5.06 .81 .83 .10
last 110.11 24 2.79 .93 .91 .07

standard - - 3 .90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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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선수들의 스포츠 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지로는 Moon 등 (2009)의 스포츠 동기 검사지를 바

탕으로 Lee 등 (2012)이 구성타당도 검증을 통해 재구성한 스포츠 동기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

지는 3요인 (내적동기, 외동기, 무동기) 21항 5점 Likert 척도로되어있다.

수집된자료를이용하여스포츠동기검사지문항의문항반응을분석하였으며분석결과다중공선성을

위배하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동기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탐색 (최대우도법,

직접오블리민)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요인적재값이 .40이하로 타난

문항 (8, 16)과두요인이상요인의적재값이 .40이상으로나타나다중공선성을나타낸문항 (17, 18)이

분석에서제외되어 Table 2.2에서나타난것처럼 3요인 18문항으로재구성되었다.

새롭게 재구성된 요인구조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최초모형적합지수가 수용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수정을 실시하였다. 모형수정

은 수정지수 (MI)값을 이용하여 수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정지수 (MI)가 높은 문항 (1, 4, 21)이 분

석에서 제외되었다. 모형 수정후 모형적합지수는 수용타당하게 나타났다. 모형 수정을 통해 모형적합

도의 수용기준을 확보한 후 모형에 대한 잠재변수와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 및 요인 간 상관을 확인한

결과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모두 요인부하량이 .5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요인 간 상관은 .50이하로 나타

나 스포츠 동기 모형의 판별타당도와 집중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탐색 및 확인적 요인

분석결과 3요인 15문항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요인별 신뢰도는 내적동기 .892, 무동기 .863로, 외적동기

.842로나타났다.

2.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369부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와

AMOS 18.0을 이용하여 자료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한 탐색 (최대우도법, 직접오블리민) 및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빙상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셀프리더십 및 스포츠 동기

의관계를규명하기위하여 AMOS 18.0을이용하여공분산구조분석을실시하였다.

3. 결 과

3.1. 성취목표성향과 셀프리더십 및 스포츠 동기의 상관관계

Table 3.1 Correlation

SE TE AO CT NR IM IMM

SE 1

TE .026 1

AO -.056 .421** 1

CT -.028 .509** .394** 1

NR .112* .505** .112** .221** 1

IM .622** .277** .010 .201** .334** 1

IMM .060 -.462** -.155* -.533** -.377** .486** 1

EM .118* .521** .432** .322** .402** .676**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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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상선수의성취목표성향과셀프리더십및스포츠동기의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성취목표성향의자

기성향은 셀프리더십의 건설적 사고와 스포츠 동기의 내적동기와 외적동기에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성향은 행동지향과 자연보상, 건설적 사고, 내적동기 및 외적동기에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무동기에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과 스포츠 동기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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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자연보상과 건설적 사고는 외적동기와 외적동기에는 정적상관이, 무동기에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행동지향은 외적동기에는 정적상관이 있으며 무동기에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3.2. 성취목표성향과 셀프리더십 및 스포츠 동기의 관계

성취목표성향과 셀프리더십 및 스포츠 동기의 구조관계는 2단계 분석방법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우

선연구모형에대한적합도를검증한다음적합도가검증된연구모형을이용하여각요인간의관계를분

석하였다.

3.2.1.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성취목표성향과 셀프리더십 및 스포츠 동기의 구조관계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성립된 연구모형

의타당성을확인하기위하여적합도를검증하였다.

Table 3.2 Goodness-of-fit test ＆ relation analysis

χ2 df Q TLI RMSEA GFI CFI RMR

28.767 17 1.692 .96 .043 .97 .97 .03

latent variable route measurement factor loading standard error t

achievement goal →
task orientation .718 -

self orientation .512 .124 7.907

self leadership →
action oriented .572 -

natural reward .694 .134 7.811

constructive thought .733 .111 7.919

sport motivation →
immotive .535 -

extrinsic motivation .801 .244 9.798

inner motivation .851 .230 9.914

route coefficient standard error t verification

AGO → SL .881 .085 6.521*** O

AGO → SM .512 .035 7.902*** O

SL → SM .553 .154 7.818*** O

***p<.001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며 간명성으로 인해 권장 (Lee와 Nam, 2012; Lee와

Park, 2012; Hong, 2000)되고 있는 TLI (Tucker-Lewis index)와 RMSEA (root mean square er-

ror of approximation)를 기준으모형의 적합지수 Q값(/df), GFI (goodness of fit index), RMR (root

mean square residual), CFI (comparative fit index)지수 등을 통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

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Table 3.2에서 제시된 것처럼 TLI=.96, RMSEA=.043,

GFI (comparative fit index)=.97, RMR=.03, CFI=.97로 나타나 최초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적합기

준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와 Park, 2012). 연구모형의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반영정

도를 확인하기 위한 다중상관제곱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R2)을 고려한 요인적재값을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의 요인적재량은 유의수준 .000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성취목표성향과 셀프리더십

및스포츠동기의연구모형은타당하게구성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3.2.2. 성취목표성향과 셀프리더십 및 스포츠 동기의 관계

성취목표성향과 셀프리더십 및 스포츠 동기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Table 3.2.에서 제시된 것처럼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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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성취목표성향과 셀프리더십의 관계에서는 경로계수가 β=.881 (t =6.521, p ＜.001)로 나타나 성취

목표성향은셀프리더십에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성취목표성향과 스포츠 동기의 관계에서는 경로계수가 β=.512 (t =7.902, p ＜.001)로 나타나

성취목표성향은스포츠동기에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셀프리더십과 스포츠 동기의 관계에서는 경로계수가 β=.553 (t =7.818 p ＜.001)로 나타나 셀

프리더십이스포츠동기에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Figure 3.1 Structural equation model

4. 논의

이 연구는 빙상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셀프리더십 및 스포츠 동기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목

적으로 진행되었다. 빙상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 셀프리더십 및 스포츠 동기간의 관계를 규명한 결과

빙상선수의 성취목표성향은 셀프리더십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

취목표성향이 선수들의 자율적 조절변인들에 긍정적 기여를 한다고 보고한 Kim 등 (2011) 및 Chun과

Chu (20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한편, 셀프리더십이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적 전략으로

서능률적인사고와태도로형성된다는점 (Manz와 Neck, 2004)과목표의존재가효과적인목표달성에

대한 개인의 인지 및 판단활동을 촉진한다는 목표귀인이론 (Duda, 1993)을 함께 고려한다면 당연한 결

과로볼수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셀프리더십 연구들은 셀프리더십을 자기통제개념으로 이해하여 셀프리더십의 기

저요인으로 자기관리 (Carver와 Scheier, 1998)와 내적동기 (Deci와 Ryan, 1985)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인이외에 성취목표성향이 셀프리더십의 기저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

라 셀프리더십의 형성기전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관리와 내적동기 및 성취목표성향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에 의해 성취목표성향의 역할에 관한 연구들의 고찰

을 실시하였으며 고찰결과 성취목표성향은 자기관리와 내적동기의 형성을 결정하는 결정요인으로서 이

들 요인들의 상위개념으로 나타났다 (Park, 2011; Koo와 Yoon, 2012). 그러므로 셀프리더십의 형성에

있어서 성취목표성향이 자기관리나 내적동기 보다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선수들의 셀프리더십의 극대화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수 자신의 적극적 의지를 반

영한목표를설정하도록유도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성취목표성향과 스포츠 동기의 관계에서는 성취목표성향이 스포츠 동기의 형성에 정적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취목표성향이 동기의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고한 연구 (Kim,

2011; Moon, 2005; Yoo와 Kang, 2004)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성취목표이론에 따르면 목표의 설

정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조절 인지활동을 촉진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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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행동에 관한 동기의 형성을 촉진 한다 (Jung, 2007). Moon (2005)의 연구에서는 자기성향 또는

과제성향의 성취목표는 성취목표의 특성과 상관없이 내적 및 외적 동기의 형성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

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Moon (2005)의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본다면 성취목

표성향은 종목의 특성이나 성별의 상관없이 성취목표성향이 스포츠 동기의 형성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셀프리더십과 스포츠 동기의 관계에서는 셀프리더십이 스포츠 동기의 형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셀프리더십을 자신이 처해있는 현실의 평가를 통해 보다 낳은 환경이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신을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 동기화 과정으로 정의 한다 (Houghton과 Yoho, 2005; Manz와 Neck,

2004). 그리고 셀프리더십은 외적동기를 의미하는 자연적 보상은 물론 개인의 기대나 목표를 달성하는

내적동기의 형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촉진 한다 (Houghton과 Yoho, 2005). Deci와 Ryan (1985)은 셀

프리더십은 자기 결정감을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내재적 동기를 유도함으로써 가장 적극

적이고 효율적인 목적적 행동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셀프리더십은 다른 리더십에 비해

높은 수준의 과업활동에 대한 동기화를 일으킨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빙상선수들의 셀프

리더십이 스포츠 활동에 대한 동기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셀프리더십의 긍정적 동

기화과정을 지지함과 동시에 빙상선수들의 효과적인 동기화전략으로 셀프리더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을시사하는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빙상선수들의 성취목표 성향과 셀프리더십 및 스포츠 동기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진행되었으며다음과같은결과를도출하였다.

첫째, 빙상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셀프리더십의 관계에서 성취목표성향은 셀프리더십에 정적영향을

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빙상선수의성취목표성향과스포츠동기의관계에서성취목표성향은스포츠동기에정적영향을

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빙상선수의 셀프리더십과 스포츠 동기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은 스포츠 동기에 정적영향을 미

치는것으로나타났다.

지금까지 빙상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셀프리더십 및 스포츠 동기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

구를진행하는동안후속연구를위한제언사항은다음과같다.

첫째, 지금까지 성취목표성향과 셀프리더십 및 스포츠 동기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은 성취목표성향

과 동기가 성별이나 경력 등의 선수특성에 따라 유의한 수준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특성에 따른 이들 요인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요인간의 실증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분석을 이용하여 특성에 따른 요인간의 관계

를규명해야할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취목표성향이 선수들의 수행력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동기의 기저요

인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선수들의 수행력에 관한 연구들은 동기가 수행력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음

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성취목표성향과 동기의 관계를 근거로 본다면 성취성향목

표가 동기를 매개로 선수들의 수행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선수들의 수

행력에 관한 연구들은 성취목표성향과 수행력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이 사

실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선수들의 수행력과 성취목표성향과의 실증적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들

이진행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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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chievement goal orien-

tation, self-leadership and sport motivation of skating athletes. The data were collected

out of skating athletes in Seoul and Gyonggi area, and total 369 copies of data were

utilized in this study. To verify the relationships among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elf-leadership and sport motivation, the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for each factor

were analyzed using SPSS18.0 and AMOS18.0 program. And the relationships among

three factors were analyzed using covariance structural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f skating athletes had positive effects

on self-leadership. Second, th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f skating athletes had

positive effects on sport motivation. Third, the self-leadership of skating athletes had

positive effects on sport motivation.

Keyword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elf-leadership, skating athlete, sport moti-

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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