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태권도 선수의 성취목표 성향, 승부근성 및 지각된 경기
수행 능력의 구조적 관계-베이지안 모델링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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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본 연구는 여성 태권도 겨루기 선수를 중심으로 성취목표성향, 승부근성 및 지각된
경기력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Methods
이를 위해 대한태권도협회 경기단체에 등록한 여성 겨루기 선수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으
며, 전국대회, 협회장기 대회, 대학연맹 태권도 대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편의표
본 추출방식을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설문지에서 이상치 및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
문지를 제외하고 총 53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중 소속을 제
시하면 고등부 19명(39.6%), 대학부 18명(37.5%), 일반부11명(22.9%), 선수경력의 경우 5
년 미만 9명(18.8%), 5년 이상-5년 미만 34명(70.8%), 11년 이상-15년 미만 5명(10.4%),
입상경력의 경우 전국대회 미 입상 경력 42명(87.5%), 전국대회 입상 경력 3명(6.3%), 시,
도, 군 대회 입상 경력 1명(2.1%), 시, 도, 군 대회 미 입상 경력 2명(4.2%) 등으로 나타났다
. 연구에 활용한 측정도구인 성취목표성향의 경우 과제목표 및 자아목표 등 2가지 하위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고, Duda(1989) 의해 사용된 TEOSQ(ask and Ego Orientation in Sport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승부근성 변인은 승부욕, 투혼, 자신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김영미와 한혜원(2013)이 사용한 바 있는 승부근성 척도를 활용하였다. 지각된 경기수
행 능력은 단일변인으로 이승행(2017)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수집된 표본수가 53명으로 기존 전통적 방식의 구조방정식 모델 즉 최대우
도 추정방식을 기반으로 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부적절 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 대신 베이지안(beysian)을 기반으로 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
는데, 이 방법은 사례수가 작거나 정규성에 어긋난 경우에도 안정적인 추정이 가능한 장점
이 있다(김재철, 라종민, 2018).

Results
베이지안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여성 태권도 선수의 성취목표성향, 승부근성 및 지각된
경기수행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Mplus 7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과제목표는 승부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Est.=.041, Posterior S.D.=.859, 95%C.I.=-1.740∼8.963), ② 자아목표는 승부욕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Est.=.683, Posterior S.D.=.892, 95%C.I.=-1.814∼2.275), ③ 과제
목표는 투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Est.=.480, Posterior S.D.=3.007,
95%C.I.=-1.740∼8.963),

④ 자아목표 투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Est.=5.015, Posterior
S.D.=26.897, 95%C.I.=-.299∼81.444), ⑤ 과제목표는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고 있지 않았다(Est.=.371, Posterior S.D.=10.994, 95%C.I.=-1.537∼38.964), ⑥
자 아목 표는 자 신감 에 정 (+) 적 인 영 향을 미 고 있었 다 (Est.=4.926, Posterior
S.D.=34.672, 95%C.I.=.642∼89.037), ⑦ 승부욕은 경기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
고 있었다(Est.=-.533, Posterior S.D.=.230, 95%C.I.=-1.056∼-.138), ⑧ 투혼은
경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Est.=.015, Posterior S.D.=.317
95%C.I.=-.031∼.968), ⑨ 자신감은 경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Est.=.038 Posterior S.D.=.530 95%C.I.=-.004∼1.5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