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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여자골프선수의 성취목표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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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본 연구의 목적은 엘리트 골프 선수들이 과제와 자아목표 성향을 이용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각 선수들의 프로파일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세부적인 연구 무
제가 조사되었다. 즉 성취목표 성향은 목표설정으로 이어지며 어떻게, 그리고 언제 성취
목표가 바뀌는지 이러한 성취 목표의 변화는 무엇을 촉진시키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7명의 여자 골프 선수로 전국대회에서 30위권에 드는 우수한 선수들
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도구는 스포츠에서 과제와 자아 성향 검사, 지각된 분
위기 척도, 그리고 내적동기 척도였으며 반구조화 면담도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선수는 과제에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고 답했고 시즌 전에는 이들의 목표가 프로가 되
는 것이며 열심히 노력하고 과제에 집중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선수들이 어렸을 때 경기를 했을 때는 과제 목표를 통해서 성공이라는 것을 경험하
였지만 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성공의 의미도 자아 지향적인 것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

* 이 논문은 2006년 경인교육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경인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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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성취목표 이론은 개인이 자아목표 성향과 과제 목표 성향 중에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든지, 아니면 두 개의 성향이 조화를 이루는 혼합된 프로파일을 가질 때 성취와 관
련된 행동을 어느 정도 예측함으로 연구자들은 과제와 자아 목표 성향은 각각 다른
인지, 행동, 동기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Duda, Fox, Biddle, &
Armstrong, 1992; Newton, & Duda, 1993). 그러나, 이들을 독립적으로 관찰할 때와 이
들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앞으로 더 연구가 되어져야
한다(Hodge & Petlichkoff, 2000). 한 종단적인 연구에서 115명의 남자아이들과 116명
의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각각 다른 과제와 자아 성향 목표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동기수준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Fox, Goudas, Biddle, Duda, & Amstrong, 1994; Tod &
Hodge, 2001), 낮은 과제/낮은 자아, 낮은 과제/높은 자아, 높은 과제/높은 자아, 높은
과제/낮은 자아로 분류하여 측정한 결과, 상황에 따라 두과제의 병용이 단일 목표 설
정만을 했을 때 보다 효과가 컸다고 보고되었다.
최근 Hodge와 Petlichkoff(2000)는 성취목표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257명의 럭비 선수
들의 지각된 능력, 유능감, 그리고 신체활동에 대한 자아개념을 연구한바 있다. 연구
자들은 군집분석과 평균분리 방법을 이용하여 목표프로파일을 비교분석하였다. 군집
분석의 결과 낮은 수준의 자아/중간 수준의 과제 성향을 가진 집단이 가장 낮게 지각
된 럭비 능력/유능감을 보여 준 것으로 보고하였다. 높은 자아 성향/중간 과제 성향
집단은 3개의 종속변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성취목표연구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 연구자들은 군집분석과 평균분리를 비교함으로서 목
표프로파일을 연구하는데 전체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 연구 결과는
이전의 연구와는 대조적으로 중간 정도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과제와 자아 성향의 균
형이 가장 적응성이 뛰어난 동기적 패턴을 보여주었다(Hodge & Petlichkoff, 2000).
한편, 지각된 동기 분위기(또는 상황적 구조)는 성취목표(또는 기질적 목표구조)와
관련된 요인들을 설명할 수 있다(Ames, 1972; Seifriz, Duda, & Chi, 1992). 성취목표와
유사하게 선수들도 분위기를 과제와 관련이 있거나 자아가 관련된 것으로 지각할 수
있다. 과제 분위기에서는 선수들은 지도자가 과제에 대한 향상, 노력, 협동심, 강화를
지각하고 각 팀의 성원들이 팀의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자아 분위기
에서 선수는 지도자가 선수의 주의 집중, 높은 능력에 대한 인정, 팀내의 경쟁력, 실
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각한다(Newton & Duda,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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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에 따르면 과제 분위기의 장려는 보다 높은 팀의 만족감과 즐거움에 관련이
있으며(Walling, Duda, & Chi, 1993) 자아 분위기 장려는 수행에 대한 걱정(Walling,
Duda, & Chi, 1994), 지루함(Tanaka & Yamanchi, 2000), 그리고 낮은 자기 효능감
(Nicholls, 1989)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자기 능력
이 적다고 믿는 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능력을 의심하는 수행
자들은 보다 불안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은 스스로에게 대처능력이 없다
고 믿으며 승리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노력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Newton과 Duda(1999)의 연구는 중학교 여학생 배구 선수들(N=385)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이러한 점을 더욱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동기 분위기의 지각, 목표성
향, 그리고 지각된 능력간의 상호작용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일련의 조사 연구를 통해
서 동기 분위기는 즐거움/흥미, 압력/긴장의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이었으며 목표성향
은 노력/중요성의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이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매우 중요한 발견으
로서 지도자와 스포츠 환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분위기는 성취목표와 선수들
의 동기를 유발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함메르 동계 올림픽에서 91명의 노르웨이 대표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동
기 분위기, 지각된 능력감, 그리고 스트레스 자원의 관계를 조사하였다(Pensgard, &
Roberts, 2000). 연구자들은 자아 관련 참여자들이 높은 스트레스를 예상할 수 있는
유의한 예상변인이었다고 보고 하였다. 한편, 낮은 능력감을 가진 선수들은 높은 능력
감을 가진 선수들보다 이들의 지도자가 스트레스원이라고 보고하였다. 지도자를 과제
성향을 촉진시키는 사람으로 인식한 선수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스트레스 원으로 인식
하지 않았다.
Balaguer, Duda, Atienza, 와 Mayo(2002)는 141명의 여자 핸드볼 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코치의 만족도와 수행증진을 고려할 때 선수의 목표성향, 분위기, 그리고 흥
미와 관련된 질문지 배포를 통해서 선수의 목표성향을 보고하고 동기 분위기가 과제
개입적이라고 할 때 이들은 더 자신의 수행향상에 있어서도 긍정적이었을 뿐만 아니
라, 지도자에 관해서도 보다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반면에 동기 분위기가 자
아 성향이라고 보고한 선수들은 전반적으로 지도자에게는 만족하지 못하였지만 팀의
경쟁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과제 성향분위기를 조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나 자아 성향 분위기는 어떤 상황에서만 적합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각된 동기 분위기는 개인의 향상에 대한 강한 예측변인이었다.
연구자들은 성취목표연구에 관련된 개념적인 문제와 측정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최
초로 Nicholls(1989)는 성취목표와 직교적, 다시 말하면 운동선수는 과제목표와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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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다양한 정도로 채택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즉, 성취목표는 둘 중 하나가 높을
수 있거나 둘 다 높을 수 있고, 또는 둘 다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Dweck
(1986)의 성취목표에 관한 이분법적 분리와 배치된다.
이분법적 분리란 어떠한 사람이 과제 성향이 높으면 이들은 반드시 자아 성향이 낮
아야 한다는 것이다. 목표개입은 독립적으로 동시에 두 개가 조합될 수 있다(Harwood,
Hardy, & Swain, 2001).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어떠한 선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게임
의 기본을 숙달해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의 기능정도가 상대방의 기능정도와 비
교해서 판단되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목표성향에 관한 직교적인 성격을 지지하는 높
은 과제와 높은 자아 성향의 혼합효과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성취 목표 성향에 대해 살펴볼 때, 본 연구의 목적은 엘리
트 골프 선수들이 과제와 자아목표성향을 이용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각각 선수들의
프로파일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몇 가지의 세부적인 연구 문제가 조사되었다.
즉 성취 목표 성향은 목표 설정으로 이어지며 어떻게 그리고 언제 성취 목표가 바뀌
며 이러한 성취 목표의 변화는 무엇을 촉진시키는가? 이다. 더욱이 지각된 동기 분위
기와 분위기의 변화에 대해서도 조사되었다.

II.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엘리트 골프 선수들이 과제, 자아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성향
을 갖는지를 조사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몇 가지 세부적인 연구 문제도 조사하였다.
다시 말하면 성취 목표 성향은 목표설정으로 이어지며 어떻게, 그리고 언제 성취목표
가 바뀌며 이러한 성취목표의 변화는 무엇을 촉진시키는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동
기 분위기의 영향도 또한 고려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가지 종류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반구조화 면담과 조사 자료를
모아 선수들이 채택한 목표와 무엇이 이러한 목표에서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
한 프로 파일을 개발하였다. 현재의 프레임웍크는 Nicholls(1989)와 Duda(1992)의 개념
적 프레임웍크를 본떠서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엘리트 선수가 목표 성향을 채택하고
두 가지 목표 성향의 조합을 탐구해 가는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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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7명의 골프 선수가 참여하여 연구 설문지를 받고 3개월에 걸쳐 반구
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각 선수들은 3개 대학교 여자 골프 선수로 전국대회에서
30위권에 드는 우수한 선수들이었다. 연구의 첫 단계에서는 지도자를 통하여 선수들
을 소개받고, 선수를 만나면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절차를 설명하고 개
별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연구에 참여하게 하였다.

연구 디자인
본 연구의 디자인은 반구조화 면담법과 질문지를 사용한 양적, 질적 방법을 사용하
였다. 수많은 연구들이 성취 목표에 관해 실행되었지만 아직도 저명한 연구자들은 일
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구성적 개념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지금까지 어떠한 연구도
본 연구자가 아는 한 엘리트 선수의 목표프로파일을 시도한 적은 없었다. 또한
Nicholls(1984, 1989)와 Duda(1992)의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조사하기 위해 질적인 연구
방법을 채택한 적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채택된 양화된 연구와 질적인
연구를 혼합한 연구 디자인은 이 분야를 연구 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 수집
첫째단계의 자료 수집에서는 선수들의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고, 연구에 대한 목적
과 연구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스포츠에서의 과제, 자아 성향 검사, 지각된
분위기 척도, 그리고 내적동기 척도를 선수들에게 작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질문지 자료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각 선수의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해 기술적 자료
를 수집하였다. 특히 내적동기 도구는 결과의 자료로 활용되었다. 질문지 자료는 평균
을 구하고 각 선수 각각의 점수는 면담자료와 비교되었다. 13문항의 성취 목표 질문
지(김병준, 2001; Duda, 1992)를 통해 선수의 자아, 과제, 또는 이 두 가지의 조합 상
태를 알아보았으며 이 측정척은 스포츠에서 과제와 자아 성향을 검사하는데 적용되었
다. 이 질문지는 신뢰도에 있어서 이미 믿을 만 한 것으로 사료된다(과제 영역에 대한
신뢰 알파계수는 .80이며 자아 영역에 대한 신뢰 알파계수는 .77이다(김병준, 2001;
Duda,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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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분위기
선수들은 20문항의 질문지에 답을 한다. 이 측정척은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분
위기가 과제와 자아 개입을 촉진시켰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1점(가장 동
의하지 않음)에서 5점(매우 동의함)에 이르기 까지 5점 동간 척도로 되어 있으며 충분
한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과제 성향에 대한 알파 신뢰도는 .80-81이며
자아 성향은 .73-.84)(Seifriz, Duda, & Chi, 1992). 본 연구자는 이 도구를 번역과 역번
역을 거쳐 150여명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구조적 타당성과 내적 일관성을 검증해본 결
과 과제 지향성에서 .45에서 .82, 그리고 자아 지향성에서 .47에서 .91에 이르는 적재
치를 얻었다. 또한 Cronback의 알파 값도 각각 .72와 .82의 값을 얻어 타당도와 신뢰
도에서 믿을 만 하였다.

내적 동기 척도
14문항의 내적동기 척도는 어느 정도까지 참여자가 즐기며, 유능성을 느끼고 있고,
노력을 하는지를 평가한다(McAuley, Duncan, Tammen, 1989) 참여자들은 1점 (가장 동
의하지 않음)에서 5점 (가장 동의함)까지 중의 하나를 표시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
척도는 3개의 요인에서 충분한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노력에 대한 알파값=.81, 즐거
움 알파값=.92, 유능성에 대한 알파값=.87(유생열, 1999). 그러나 다른 2가지 요인에서
는 알파값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면담
본 연구는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서 엘리트 선수의 관점에서 성취 목표 이론을 조
사하였으며 이 면담의 결과는 선수들의 성취목표 성향, 목표설정 실행, 그리고 동기
분위기의 지각과 같은 자료를 제공하였다.

연구절차
자료의 수집이 3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그 첫 단계로서 지도자를 통해 연구자가
참여자를 만나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본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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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단계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양화된 질문지를 배포하여 설문을 받았으며 이것이 끝
나고 반구조화된 면담이 진행되었다.

자료 분석
질문지 자료는 각 선수들의 프로파일을 만드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각 질문지마
다 각각의 변인에 대한 평균점수가 계산되고 이 점수는 프로파일을 만드는데 사용되
었다. 또한 면담 자료는 녹음된 후 연구자가 모든 내용을 노트에 전사하고 각 선수들
의 반응을 개념화하여 코드화하였다.

멤버 첵크
면담이 실행되고 노트에 옮겨 적은 다음 이 내용을 각 참여자들이 읽게 하였다. 선
수들은 각 질문에 대해 이들의 반응이 정확히 기술되었는지 확인하게 하고 만일 내용
이 자신이 표현한 것과 다르면 지적하여 고치도록 하였다.

III. 결

과

본 연구의 목적은 엘리트 골프선수의 성취목표 성향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특히, 골
프에서 성공을 정의할 때 선수가 과제나 자아 또는 복합적인 목표 성향을 채택하는
지, 이들이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떻게 이 목표 성향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
이었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이러한 선수의 목표 성향이 변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무엇이
이를 촉진시키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또한 팀 내에서의 동기 분위기의 영향이 또
한 논의되었다. 표본은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참가자는 현재 국내 3개 대학의 골
프 학과에 등록된 선수들이었다.
골프에서 성취목표 성향, 분위기의 지각, 노력과 즐거움, 그리고 지각된 유능감에 관
해 각 선수의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해 추가적인 데이타가 모아졌다. 질문지 데이터는
골프에서 능력, 즐거움의 수준, 노력, 지각된 유능감에 대한 참가자의 지각을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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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도움을 준다. 각 면접내용은 노트에 전사되어 각 선수의 프로파일이 만들어졌다.
프로파일은 각 질문지의 평균 점수와 질문에 대한 선수의 반응으로 구성되었다. 그
다음 요약 주제는 유사한 처음 코드를 그룹화 함으로서 만들어졌다. 각 선수는 과제
와 자아 목표 성향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습과 시합동안에 일
반적, 과정적, 수행결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목표 성향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상세한 반응을 제공하였다. 이들의 목표 성향은 씨즌 동안 그들이 전문적으로
어떤 수준에서 플레이를 하고 수행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표 1>에서 보듯이 본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의 평균 나이는 20.57세이고 모두 19-23
세의 범위에 있었다. 선수는 모두 대학에 등록된 골프 학과 학생들이었고, 1명의 선수
는 골프경력 8년, 2명의 선수는 골프 경력 7년, 1명의 선수는 6년, 그리고 3명의 선수
는 골프경력 5년의 소유자였다. 면접에 앞서 참가자는 배경 정보, 스포츠 과제와 자아
성향 질문지, 지각된 동기 분위기, 그리고 노력, 즐거움과 유능감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사용하여 참가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다.
<표 1> 참가한 선수들의 기술통계
선수

나이

경력

능력

과제

자이

과제*

자아*

노력

즐거움

유능감

P1

20

6

5.0

7.0

2.1

4.8

3.3

7.0

6.7

6.5

P2

20

5

4.2

4.8

3.2

3.0

4.2

6.7

4.7

5.2

P3

22

7

4.2

6.7

3.8

4.8

4.0

7.0

6.7

6.5

P4

23

8

4.0

6.2

4.4

4.6

4.3

6.2

5.5

6.4

P5

21

7

4.7

5.7

3.8

4.8

3.6

6.5

5.7

5.6

P6

19

5

3.5

5.7

6.0

4.7

3.4

6.7

6.5

6.8

P7

19

5

4.2

6.5

3.5

4.5

3.4

7.0

7.0

6.8

참가자는 지각된 능력에서 4.26의 평균점수를 기록하였다. 점수의 가능한 범위는 1
점(약함/낮음)에서 5점(뛰어남/최고)에 이르는 5점 동간 척도였다. 스포츠의 과제와 자
아 성향 질문지 점수에 있어서 참가한 집단은 과제 성향에서 6.09, 그리고 자아 성향
에서 3.83의 평균접수를 얻었다. 점수의 가능한 범위는 7(매우 동의한다)에서 1(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에 이르는 선상에서 표시할 수 있게 되어있다.
지각된 동기 분위기에서 참가한 집단은 자아 관여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문항에서
3.74의 평균 점수를 보여주었고 과제 관여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문항에서는 4.46의 평
균점수를 보여주었다. 점수의 가능한 범위는 1(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5(매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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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다)까지로 표시할 수 있는 5점 동간 척도이다. 마지막으로, 노력, 즐거움과 유능감
목록에서 집단 점수는 노력을 나타내는 문항에서는 6.73의 평균점수를, 즐거움을 나타
내는 문항에서는 6.11의 평균점수를, 유능감을 나타내는 문항에서는 6.26의 평균점수
를 보여주었다. 점수의 가능한 범위는 1(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7(매우 동의한다)
의 동간 척도로 되어있다. 이 점수는 이 표본이 높은 지각된 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들은 높은 과제 목표 성향과 완만한 자아 목표 성향을 보고했다. 또한 자신들이
처한 스포츠 환경을 매우 과제 관여적이고 완만한 자아 관여적인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들은 골프에 대한 노력, 즐거움, 그리고 지각된 유능감을 갖는 것을 매우 중요한 요
인으로 보고했다.
선수 프로파일면에서 P1은 20살이고, 선수경력 6년의 소유자로 스스로의 능력에 대
한 지각을 측정하고 있는 측정척에서 5점의 평균을 기록했다. 스포츠 과제와 자아성
향 질문지에서는 자아 성향을 나타내는 문항에서 평균 2.14점, 과제 성향을 나타내는
문항에서 7의 평균점수를 기록하였다. 지각된 동기 분위기 목록에서 과제 관여적 분
위기를 나타내는 문항에서는 평균 4.8점, 자아 관여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문항에서는
3.3의 평균 점수를 보여주었다.
한편으로, 노력, 즐거움과 유능감에서 그는 노력을 나타내는 문항에서 7점의 평균
점수를, 즐거움을 나타내는 문항에서 6.75의 평균점수를, 그리고 유능감을 나타내는
문항에서는 6.5의 평균점수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P1이 높은 지각된 능력을 가지고 있
으며 높은 과제성향과 낮은 자아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스포츠 환경을 약간 더 자아 관여적이라기 보다 과제관여적인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골프에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고 즐기고 있으며 스스로 유능성이 있다
고 지각하고 있었다. 그가 성공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의 재능
에서 모든 것을 끌어내며 결코 자신이 부족하지 않고 목표를 설정하고 부단히 연습하
며“많은 사람들이 승리가 모든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승리가 모든 것이라고 생
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합을 하는 것은 바로 승리하기 위해서라고 믿고 있기 때
문이다.”라고 답했다.
P1은 성공에 대한 정의가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고 하였
다. 그는 목표를 설정할 때, 필드에 따라 다르지만 몇 타를 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필드에서 시합에 임하며 상대가 자신보다 잘 할 때는 실수하지 않고 그의 기록을 따
라가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였다. P1은 과제와 자아 목표 두 가지 다 택한다고 보고
하였다. 그는 승리한다는 것은 게임에서 자신이 목표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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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어느 성취 목표에 집중하는지를 질문 받았을 때, 스스로 과제 목표에 더 많이
집중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과제 목표에 높은 초점을 두고 자아 목표에 완만한 초
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자신의 초점이 과제 목표에서 자아 목적으로 바뀌는지를 질문 받았을 때, 그는 연습
때는 과제 목표에 집중하지만 시합 시에는 자아 목표 성향 쪽으로 바뀐다고 보고하였
다. P1은 스스로가 과제 관여적인 동기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기술했지만 시합 시
에는 자아 관여적인 목표행동으로 바뀐다고 진술하였으며 본인이 시합에 나가게 되면
자아 관여 적으로 목표의 관점이 바뀔 때 다른 사람보다 시합이 더 잘 된다고 하였
다.
P2는 20살이고 5년 동안의 골프 경력이 있었다. 그는 골프의 지각된 능력을 평가하
는 척도에서 4.25의 평균점수를 기록했다. 스포츠 과제와 자아성향 질문지에서 그는
과제 목표 성향을 나타내는 문항에서는 4.85, 그리고 자아 목표 성향을 나타내는 문항
에서는 3.23의 평균 점수를 기록했다. 지각된 동기 분위기 질문지에서 그는 과제 관여
적 분위기를 표시하는 문항은 평균 3점을, 자아 관여적 분위기를 표시하는 문항에서
는 4.20의 평균을 기록했다. 한편, 노력, 즐거움과 유능감 질문지에서 노력은 6.75, 즐
거움은 4.75, 그리고 유능감을 나타내는 문항에서는 5.20의 평균점수를 기록했다. 이것
은 P2가 자아 성향보다 약간 더 높은 과제 성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신의 환경을 과
제 관여 적이라기보다 자아 관여적인 것으로 지각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그는 현재보다 골프를 잘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골프를 즐기고, 스스로 유능성
이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자신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어프로치를 하는가에 의
해 골프에 있어서의 성공을 정의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보내며 타격감이
좋을 때를 성공적이라고 보았으며 자신이 경쟁이 덜한 경기에 참여할 때와 경쟁이 많
은 경기의 참여에 따라서 성공에 대한 정의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경쟁이 덜한 경기
에서는 어떻게 목표에 도달했는가보다 결과가 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P2는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며, 골프에서 통제될 수 없는 많은 상황이 있다고 설명하
였다. 그는 자아 목표와 과제 목표 2가지에 다 집중하지만 과제 목표에 더 많은 신경
을 쓰며 상황에 따라 자아 목표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경쟁자를 능가하는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능에 의존해서 노력해야한다고 부가적으로
설명하였다. 골프는 항상 2가지가 다 공존한다. 하나는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과거보다
나아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경쟁 상대자를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
면 “상대에게 먹히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P2는 학년이 올라가고 경력이 쌓일수록 목표의 관점이 변해간다고 하였다.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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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나 또는 자아 목표가 더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일단 대학에
들어오니 자기 향상이나 과제 목표가 더욱 중요해지더라고 말했다. 또한 어떠한 선수
가 어떻게 해서 보다 더 잘 했다든가 프로로 진출했다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아 목표 쪽으로 목표 성향이 바뀌더라고 하였다. 특히, 어렸을 때는 다른 사람과 비
교하고 다른 사람이 못했을 때 나는 그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즐거움을
갖기도 했는데 점점 더 나이가 먹고 부터는 스스로 개선하고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키
는 것을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때때로 자신의 경쟁 대상자가 이길까 자신이 이길까 끝까지 막상 막하의 경기를 가
질 수도 있고, 또한 코치 선생님이 나를 다른 선수와 비교해서 말할 때도 있는데 이
것이 자아 지향적인 목표를 갖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 선수는 또한 동기 분위기
를 과제 관여적이라고 보고하면서 자아 지향적 분위기에서 과제 지향적인 분위기로
바뀌도록 촉진하는 환경을 설명하면서 만일 자신이 느슨해지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자아 지향적인 목표 설정은 보다 자신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하였다.
P3은 22살의 골프 경력 7년의 대학 3학년 학생이고 미국의 LPGA에 참여하기 위해
서 노력한다고 하였다. 그는 지각된 능력에서 4.25의 평균점수를 기록했다. 스포츠 과
제와 자아성향 질문지상으로 자아 성향을 나타내는 문항에서 3.85, 그리고 과제 성향
을 나타내는 문항에서 6.71의 평균점수를 얻었다. 지각된 동기 분위기 척도 상에서 각
각의 평균 점수는 자아 관여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문항에서 4점을, 과제 관여적 문항
에서는 4.80의 점수를 얻었다. 그리고 노력, 즐거움, 그리고 유능감 목록상에서 각각의
평균 점수는 노력이 7점, 즐거움이 6.75, 그리고 유능감이 6.5의 평균 점수를 보여주었
다. 이것은 그가 매우 과제 지향적이고 어느 정도는 자아 지향적이라는 것을 말해준
다. 그는 자신의 스포츠 환경을 과제와 자아 지향적이라고 지각했다.
그는 골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골프를 즐기고 있으며 골프에 유능성이 있는
것으로 답하였다. 그는 성공을 승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골프에서 개인적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다른 사
람보다 좋은 점수를 얻어 우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성공에 대한 그의 정의가 어렸을 때와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현저히 많
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승리하는 것은 재미있고, 특히 어린 나이에 타인들로
부터 많은 인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본인은 골프를 어렸을 때 보다 더 즐기고 있으며
골프만 생각해도 재미있다고 하였다.
본인이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많은 성공을 거두어서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 마치
중독이 되었을 정도로 승리를 한다는 것이 짜릿하고 재미있었다. P3은 과제와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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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2가지에 다 집중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그는 과제와 자아 목표를 마주보고 끝까
지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제 목표에는 중상 정도의 강도로
초점을 두는 반면에 자아 목표에는 최고의 목표를 둔다고 말했다.
만일 본인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하려고 한다면 보다 기술이 있어야하고 개인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과제 목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결국에 우승
이라는 개념을 놓고 볼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더
원하게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자아 중심적인 목표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P3은 연습할 때와 시합할 때가 목표 지양성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연습할
때는 보다 적은 수의 공을 쳐야하기 때문에 목표 지향적이 될 수밖에 없지만 시합할
때는 다른 사람을 이겨야함으로 당연히 자아 성향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연습을 할 때 개인의 기능위주로 연습한다고 보고 하였다.
P4는 23살의 8년 골프 경력 소유자였다. 그는 능력 지각에서 평균 4점을 기록했으
며, 스포츠 과제와 자아성향 질문지에서 각각의 평균 점수는 자아 성향을 나타내는
문항에서 4.43 그리고 과제 성향을 나타내는 문항에서 평균 6.28로, 자아 지향적이라
기보다는 과제 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지각된 동기 분위기에서 각각의 평균
점수는 과제 관여적 분위기에서는 4.60을 그리고 자아 관여적 분위기를 표시하는 문
항에서는 4.30의 점수를 얻었다. 또한, 노력, 즐거움, 유능감 목록에서 각각의 점수는
노력을 나타내는 문항에서는 6.25, 즐거움을 나타내는 문항에서는 5.5, 그리고 유능감
을 나타내는 문항에서는 6.40의 점수를 기록하였다.
그는 매우 과제 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완만한 자아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자신의 스포츠 환경을 과제와 자아 관여적인 것으로 지각하였
다. 또한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골프를 즐기고 있으며, 골프에 대해 자신이 있다고
하였다. 골프에서 성공이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기는 것이며 "제가 어
렸을 때는 성공이란 게임을 이기는 것이며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공이란 나에게 보다
점수를 적게 얻어 우승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즌이전, 연습, 그리고 게임 때는
스스로 구체적인 목표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시즌에는 시즌동안에 자신의 최고
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체력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신체의 약한 부위, 나의 단점 등
을 집중 파악하여 이러한 문제를 보강하도록 많은 신경을 쓴다고 했다.
자신의 목표는 매 게임마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그래야만 살아남
을 수 있다고 했다. P4는 과제 목적과 자아 목적 2가지를 동시에 시용하고 있었다. 만
일 스윙을 할 때 일정한 속도와 일관성을 유지하면 이것은 골프에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지름길이다고 하였다. 연습 시나 시합 시나 스윙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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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본인의 목표다. 그러나 경쟁 상대의 점수가 본인의 점수보다 앞서있다면
거기에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과제 성향과 자아 성
향 2가지가 게임 중에 다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과제 성향 목표와 자아 성향 목표는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왜냐하
면 자신의 기술에만 의존하든가 상대방이 얼마나 수행을 잘 하느냐가 본인에게 대단
히 중요하고 또 승리하기 위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게임 전에는 과제 지향적인 목표를 가지다가 게임 중에는 자아 목표 지향적으로
목표가 바뀐다고 했다.
게임 전에는 지금 당장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노력하
는 일이지만 일단 게임이 시작되면 자신의 경쟁 대상자보다 잘 하려고 매우 신경을
쓴다고 말했다. P4는 골프게임을 할 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특히 골프 플레잉의 분위기가 엄청 다르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그는 어렸을 때는 과제 지향적으로 초점을 두었으나 점차 대학 생활에
익숙해지고, 경쟁의 의미를 알면서 자아 지향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일단 더 높은
순위에 올라가면 다른 무엇보다 상대를 이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
나 본인의 점수가 스스로를 지배하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게임동안 시종일관 지배하
는 것은 상대방보다 잘 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P5는 21살이고 지금까지 7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는 능력 지각 면에서 4.75의
평균 점수를 기록했다. 스포츠 과제와 자아성향 질문지상에서 그의 평균점수는 자아
성향을 나타내는 문항에서 3.85를, 과제 성향에서는 5.71의 평균 점수를 얻었다. 지각
된 동기 분위기 목록에서 평균치는 자아 관여적 분위기를 표시하는 문항에서 4.80, 그
리고 자아 관련 분위기를 나타내는 문항에서 3.6의 평균 점수를 얻었다. 한편, 노력,
즐거움, 그리고 유능감과 관련된 측정척에서 각각의 평균 점수는 노력에서 6.5, 즐거
움에서 7.5, 그리고 유능감에서 5.6의 점수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그가 완만한 과제 지향형이며 능력 지각이 매우 높은 자아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스포츠 환경을 과제 관여적 이라기보다는
자아 관여적인 것으로 지각한다고 하였다. 그는 골프를 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한 즐기고 있으며 골프에 대한 자신감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골프에서 성공을 이기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그의 성공에 대한 개념이 어렸을 때부
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으며 어렸을 때는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게임에 진 경우는 울어버렸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이 선수는 시즌 전에 게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세우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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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골프장을 둘러보면서 앞으로 시합할 코스가 어떤가를 면밀히 관찰하기도 한다고
했다. 또한 매 홀마다 버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만약 잘 되지 않을 경우 상대
를 이기기 위해서 상대의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면밀히 주시하고 신경을 쓴다고 말
했다.
P5는 자아 목표는 높고, 과제 목표는 완만한 것으로 보고하고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
보다 잘 하는데 목표를 두지만 또한 스스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였
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
각하기 때문에 더 자아 목표 지향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비시즌에는 일
반적으로 과제 집중의 경향이 있어서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하지만 시즌동안에는 자아 지향적 목표로 변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특히 경기
가 대표선수를 위한 선발전이나 우승을 위한 시합이 있을 경우는 그 성격상 상대방을
이겨야 본인이 잘 할 수 있고 우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
다.
P5는 동기 분위기가 어렸을 때는 과제 관여적으로 흘러가다가 크면서 점차적으로
자아 관여적으로 바뀌어갔다고 했다. 그는 또한 프로 수준에 있어서도 그 분위기가
자주 변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일반적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선수들은 과제 지향적
이기도 하지만 점차 경쟁이 치열한 단계에서는 과제 지향적이기보다는 자아 지향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치 선생님이 일 년 내내 자신의 경쟁 상대자인 누구는 어떻고, 그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 본인은 어떤 기술을 이렇게 발전 시켜야하고 등등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
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상대방과 경기를 하다가 점수가 뒤질 때 상대방을 이기는 비
법을 소개 했는데 그것은 스스로 잘 할 수 있다는 정신적인 위안을 하라고 수없이 강
조한다는 것이다. 자기 최면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했다.
P6은 19살이고 골프 경력은 5년이었다. 그의 능력 지각에 대한 점수는 평균 3.50이
었으며 스포츠 과제와 자아성향 질문지상에서 그의 각각의 점수는 자아 성향을 표시
하는 문항에서 6점, 그리고 과제 성향을 나타내는 문항에서 5.7점을 기록하였다. 과제
관여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문항에서는 4.70점을 그리고 자아 관여적 분위기를 나타내
는 문항에서는 3.40을 기록했다.
노력, 즐거움, 그리고 유능감에서 각각의 평균 점수는 노력에서 6.75, 즐거움에서
6.5, 그리고 유능감에서 6.8이었다. 이것은 그가 중간 정도의 능력감을 가지면서 과제
와 자아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스포츠 환경을 약간 더 과제 관여적인
것으로 지각하였다. 그는 골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많이 즐기는 편이고 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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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느끼는 선수였다. 골프에서의 성공을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그가 어
렸을 때는 자신의 스포츠는 “그냥 게임은 게임일 따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17세
에서 18세쯤에서 게임에 대해 심각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본인이 어느 정도는 마음먹
은 대로 골프에 있어서 점수를 조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필드에 나가면 스스
로 마음먹은 대로 필드에서 점수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수많
은 연습을 반복적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어렸을 때는 게임은 게임이라는 생각에서 그냥 즐겁게 플레이만 했지
그것이 경쟁이라고 생각했거나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15세
나 16세쯤 되자 골프가 재미없다고 느껴져서 안하다가 17세 부터 다시 골프를 시작했
다. 전체적으로 P6은 고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골프를 하
게 되었으며 지금은 어떠한 느낌이라는 것을 보고하였다.
그냥 골프가 재미있어서 시작했다가 어느 날부터 지루해지고 그래서 1-2년 쉬다가
다시 재미있을 것 같아서 다시 시작했는데 청소년 때 왜 지루해졌는가를 생각해보니
코치 선생님의 지나친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골프가 지루해진 것 같다
고 말했다. 그는 시즌 전에는 과제 목표를 가지는데 일단 시즌이 시작되면 자아 목표
지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과제 목표에 더 높은 성향이 있었지만 자아 목표
에서는 어느 정도 완만한 성향을 보여주었다.
저는 게임 전에는 기술을 갈고 닦으려 최선을 다해요. 물론 이때 정신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도 연마하려고 하지요. 최근에 정신적인 면을 강조
해서 멘털 리허설이라든지 또는 근육 이완훈련, 그리고 자율 훈련 등 많은 훈
련을 하는데 이러한 훈련들이 스스로 나의 페이스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고
특히 상대가 어떻게 하는가 보다는 내 자신의 페이스대로 이끌고 가는 것이 굉
장히 용이로운 것 같아요. 그러한 면에서 정신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러한 훈련들은 나로 하여금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가를 늘 주시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 페이스를 잃지 않고 지키며 성적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P7은 19세이고 골프 경력은 5년이었다. 그의 능력감에 대한 점수는 4.25
였으며 스포츠 과제와 자아성향 질문지상에서 각각의 점수는 과제 성향을 나타내는
문항에서는 6.57, 자아 성향을 나타내는 문항에서는 3.40의 점수를 기록하였다. 지각된
동기 분위기 목록에서 각각의 점수는 과제 관여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문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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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자아 관여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문항에서는 6.8의 점수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노력, 즐거움, 그리고 유능감 목록에서, 그의 각각의 점수는 노력을 나타
내는 문항에서 7.0, 즐거움을 표시하는 문항에서 7.0, 그리고 유능감을 나타내는 문항
에서 6.8의 매우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그가 높은 능력 지각을 가지고 있으
며 매우 과제 지향적이고 완만한 자아 지향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는 자신의 스포
츠 환경을 자아 관여적이라기 보다는 약간 더 과제 관여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 종목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골프를 즐기고 있으며 자신의 종목에 대
한 유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골프에서 성공을 100%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렸을 때 패배하면 어떻게 그것에 대처해야 할지
를 잘 몰랐다고 했으며 특히 어렸을 때는 과정보다는 결과에 더 많은 비중을 둔 것
같다고 회고했다.
저에게 성공은 개인적으로 그냥 필드에 가서 매일 하던 대로 열심히 그냥 플
레이 하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는 지고나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고 어느 때
는 지고서 밤에 분해서 잠을 자지 못한 적도 있어요. 시합에 갈 때도 목표를
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만 가지고 경기에
임했지요.
그는 목표설정은 높이뛰기할 때처럼 바를 낮게 설치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왜냐
하면 목표를 설정하면 스스로 거기에 걸려서 그것을 넘는데 힘이 들 것 같다는 생각
도 해보았다면서 시합장에 가면 그냥 경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목표를 설정하면 목표
를 너무 낮게 설정하여 오히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것처럼 생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P7은 성취 성향질문지 상으로 과제 목표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자아 목표에
완만한 성향을 보이며 과제 목표와 자아 목표 두 가지 성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를 기술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현재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
며 해야 할 것을 항상 한다고 했다. 그는 과제 목표에서 자아 목표로 초점을 옮기는
뚜렷한 현상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P7은 자신의 코치가 자아 관여적 분위기를
촉진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그는 게임을 하다보면 지나치게 승리 지향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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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과제와 자아 목표 지향성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엘리트 골프
선수의 성취목표 성향은 무엇이며 그들이 목표를 설정할 때 이러한 요소들이 고려되
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선수들의 목표 성향은 바뀌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촉진시키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모두 7명의 선수가 본 연구에 참여했으며 모두가 완만한 정도의 과제와 자아 목표
성향 두 가지가 조합된 채로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대부분의 선수는 과제와 자아 목
표 성향을 함께 사용한다고 했으며 이러한 두 가지 목표의 사용은 그들의 수행에 긍
정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이들은 개개의 향상과 발전에 집중함으로서 타인보
다 경기를 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다.
대부분의 선수는 일반적 목표나 과제에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고 답했다. 시즌 전
에 이들의 목표는 보다 잘하는 프로가 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또한 열
심히 노력하는 데에 초점을 두며 시즌 전에는 과제에 집중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선수들은 과제와 자아 목표에 있어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선수들은 성숙도,
참가한 골프 선수들의 수준, 경쟁수준, 그리고 시즌중의 시간에 의해 이러한 변화가
촉진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선수들이 어렸을 때 경기를 할 때는 과제 목표를 통해
서 성공이라는 것을 정의하였지만 이들이 더 성숙해지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성공
에 대한 정의도 보다 자아 지향적인 쪽으로 변화되더라는 보고를 하였다.
이들은 또한 전문적인 직업으로 골프를 생각하고 발전시켜가게 되면 될 수록 자아
목표가 더욱 더 중요해지더라는 보고를 하였다. 일부 선수는 게임이 잘 되지 않을 때
이들의 초점을 상대방보다는 과제 자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술력이나 조건에 맞추려
고 노력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일부 선수들은 일일 단위로 연습시 어떤 때는 목표
설정을 통해서 얼마나 수행력이 좋아졌는가를 주시하기도하지만 주로 경쟁이 강한 게
임일수록 목표 지향성보다는 자아 지향성 쪽에서 경기를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선
수들은 스스로 골프 분위기가 평시에는 과제 지향적이라고 답하였으며 팀 내의 분위
기에 따라서 높은 과제 지향성이나 자아 지향성의 경향이 바뀐다고 하였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유사하게 선수들은 분위기가 팀과 지도자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수행정
도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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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설문에 따르면 본 연구에 참여한 선수들의 능력감은 매우 높은 수준이
었으며 높은 목표 지향성과 완만한 자아 목표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가 다 시
합 시는 자아 목표 성향으로 바뀐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선수들은 자신들의 성취 목
표 프로파일에 따라 채택하는 목표 설정 방식도 바뀐다고 하였다. 이들은 자기 종목
에 많은 노력을 하면서도 그것을 즐기고 있으며 스스로의 종목에 유능감이 있다고 하
였다. 이것은 엘리트 선수들이 과제 지향적 목표와 자아 지향적 목표를 다 사용할 것
이라는 연구자와 이 분야 종사자들의 기본적인 가정을 지지해 주는 것이었다(Harwood
& Hardy, 2001). 더욱이, 선수들은 능력에 대한 높은 지각이 있었으며 이것은 능력이
적응적 결과와 부적응적 결과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성취목표와 더불어 대단히 중요
한 요소라는 Nicholls(198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만일 어떠한 선수가 높은 능력감을 가지고 과제 목표 성향과 자아 목표 성향을 가
지고 있다면 적응적 결과가 훨씬 뛰어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엘리트 수행자들이
높은 능력감이 있다는 연구결과(Harwood & Hardy, 2001)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
항상, 과제 지향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나 이 분야에
종사자들은 과제 목표 성향과 자아 목표 성향의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
다(Hodge & Petlichkoff, 2000).
그러나 지각된 동기 분위기의 영향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지지되지 않았다
(Newton & Duda,199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Barron과 Harackiewicz(2001)의 변화 가
설이 지지되었다. 선수들은 두개의 성취 목표가 상황에 따라 서로 달라지며 지각된
동기 분위기도 달라진다고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 보고된 변화는 코치, 연구자, 그리
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암시해 준다. 예를 들면 만일 어떠
한 코치가 과제 목표를 채택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지만 경쟁적인 정신
을 잘 고려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이는 그 선수를 좌절시키는 과제 관여적 환경을
촉진 시키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도자들이 선수들이 성공하려 할 때 어떠한 성향
을 갖는지를 온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연구자
들은 과제 관여적 분위기가 연습 시나 시합 시에 가장 우선해야 된다는 결론을 너무
성급하게 내릴 수 있다.
이것은 선수의 초점이 골프의 수준이나 시즌 전부터 정규 시즌에 이르기까지 선수
의 관점이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지도자로서 선수의 수준이 변하게
됨에 따라 이들이 어떻게 목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
다. 예를 들면, 프로 선수가 목표를 설정할 때 이들이 과제 목표 성향과 자아 목표 성
향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초점이 바뀌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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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하다. 만일 같은 성향의 목표설정이 모든 선수에게 적용이 된다면 선수들은
목표설정에 대해서 저항하게 될 것이다.

또한 청소년 스포츠에서 엘리트 스포츠로

의 성장 발전하는 성숙도 수준의 변화에 관해서 선수가 제공하는 정보는 스포츠에서
선수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도울 것이며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의
결과는 특히 청소년 스포츠는 결과 보다는 과정형 목표설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매
우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일부 선수의 경우 지금까지 스포츠에 대한 체험을 하면서 성공에 대한 정의가 변하
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흥미 있는 일이다. 변한 것은 이들의 실패에 대한 대처 능력
이었다. 이것은 과제 성향과 자아 성향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개인이 지각하는 능력이다(Nicholls, 1984 & 1989)라는 것이다. 이것은 과제 관여적 분
위기를 촉진한다는 것은 청소년과 어린 나이의 선수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암
시하고 있다.
스스로 발전하는데 무엇에 가장 초점을 두느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선수
들은 과제 관여적 분위기가 적응적 결과를 촉진시킨다고 답했다. 게다가, 각 선수들은
능력에 대한 지각이 매우 높았다. 각 선수가 어렸을 때의 경험은 궁극적으로 프로가
되었을 때의 준비 단계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주로 과제 관
여적 분위기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보았다.
스포츠 과제와 자아성향 질문지의 집단 평균점수는 과제와 자아 목표 지향성 점수
가 둘 다 완만한 상태부터 매우 높은 점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대부분의 응답
자들은 두 가지 형태의 승리 중 한 가지에 있어서 성공을 정의하였다. 그들은 과제와
자아 지향성을 채택한다고 하였지만 자아 목표의 점수가 과제 목표의 점수보다도 더
낮았다. 사실, 성공을 정의할 때 대부분의 선수들은 가장 먼저 이기는 것이 제일 중요
한 것임을 보고하였다. 게다가, 대부분의 선수 면담에서 두 가지 지향성면에서 완만한
점수에서 높은 점수에 이르는 다양한 분포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면적 접근의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Hodge와 Petlichkoff
(2000)가 언급하듯이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처럼 다양한 목표 프로파일이 다른 다양
한 종목에서도 만들어지고 이러한 프로파일이 종목 간에 비교나 개인 간의 비교를 통
해서 데이터가 쌓여질 때 어떠한 일반적인 원리를 발견하여 법칙을 세울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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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Profiles of Elite Women
Golfers

Yoo, Seang-leol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wheter elite women golfers utilize task
and ego goal orientation and make profiles of each golfer. A few detailed study
questions were examined; i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leading to goal orientation?
and how and when the achievement orientation is shifted, which in turn facilitate
what factor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7 elite women golfers who ranked
among the top 30 in Korea. The research tools used in this study were 'sport task
and ego orientation inventory', 'perceived motivation climate scale', and 'intrinsic
motivation inventory'. Semi-structured interview was also utilized. According to all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most of the golfers had task-specific goal
setting and their highest priority of pre-season was to be professional and invest
more time on practice, and maintain their health condition. In their early age, they
experienced success through task goal. However, as they grow, their meaning of
success was shifted into ego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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