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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근대5종 세계대회 데이터베이스에서 2015년부터 총 5년간의 공식 세계기록을 수집하여 사격 유형 
및 특성이 기록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고자 했다. 이를 위해 UIPM Level 1 대회인 월드컵, 세계선수권대회 출전한 
남녀 모든 선수에 대해 전체 사격 격발 경우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왕복횟수와 차수가 늘어날수록 사격누적기록이 
나빠지는 양상을 보였고, 1번째 왕복 3차 사격에서 가장 좋은 기록을, 4번째 왕복 5차 사격에서 가장 나쁜 기록이 나타
났다. 또한, 첫발의 성공 유무에 따른 누적사격기록 편차 값은 왕복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9%가량 편차가 증가하는 경향
성이 나타났는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첫발의 성공은 더욱 중요하며 근대5종 사격 시 첫발 명중만으로 기록단축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사격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특징을 밝히고, 복합경기 특성
에 맞게 육상기록과 연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근대5종, 데이터마이닝, 경기분석, 사격, 데이터분석, 빅데이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llect official world records for a total of five years from 2015 
to 2019 from the modern pentathlon world competition database to reveal the impact of shooting types 
and characteristics on the record. To that end, the entire shooting spree was analyzed for all male and 
female athletes participating in the UIPM Level 1 World Cup and World Championships. According to 
the study, the number of round trips and the number of cars increased, the number of shooting 
accumulation deteriorated, the best record in the first round trip 3rd round, and the worst record in 
the fourth round trip 5th round. In addition, the deviation values are accumulated according to the fire 
recording or without success of the first step round trip by 9 percent in accordance with the growing 
number of the deviation is an increasing trend is, is that over time. Modern pentathlon at the success 
of the first step is more important and as fire can just hit first step in the event of great effect in 
reducing record. Based on these studies, the factors and characteristics that affect shooting accuracy 
are identified, and follow-up research linked to track records is necessary to mat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bined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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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근대5종 경기는 1912년 제5회 스웨덴 스톡홀름 올림

픽 때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통적인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펜싱, 수영, 승마, 육상, 사격 등 총 5개 종목에서 득점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으로 순위를 정한다. 육체적 완성과 
정신적 조화라는 고대 올림픽 정신을 바탕으로 기원전 
708년부터 시작된 고대 5종 경기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피에르 드 쿠베르탱 남작에 의
해 강한 인내심 및 스피드, 지구력에 중점을 두고 고안된 
복합 스포츠종목이다[1]. 

펜타슬론(pentathlon)이라는 영어 명칭은 숫자 5(penta)
와 경쟁(athlon)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또한 
고대 5종 경기(original-pentathlon)와의 구분을 위해 
근대(modern)라는 이름을 추가했다. 2종목의 차이는 고
대 5종 경기는 과거 이상적인 군인이 가져야했던 능력들을 
기준으로 종목을 정했다면, 근대5종은 19세기의 전령이 
가져야할 능력을 바탕으로 종목을 정했다[2, 14].

근대 5종 경기는 2009년부터 더욱 박진감 있고 경쟁
적인 종목으로의 변화를 위해 국제근대5종연맹(UIPM: 
International Modern Pentathlon Union)이 복합경
기(레이저런) 규정을 도입하면서 펜싱, 수영, 승마, 복합
경기(사격+육상)순으로 변화되었다. 복합경기는 동계스
포츠 종목인 바이애슬론(biathlon)과 비슷하며, 육상
(3.2km)과 사격(5발*4turn)의 조화가 경기력을 결정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3, 15]. 근대5종 경기규칙 개정 
전후의 경기기록 분석 연구를 시행한 한도령, 최형준
(2016)은 국내선수들의 수준별 경기기록의 변화를 보고
했는데 복합경기(육상+사격)로 개정된 이후 점수체계가 
각각의 종목 점수를 반영했던 개정전에 비해 높게 나타
난 결과를 토대로 레이저런(laser run) 종목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레이저런 경기에서는 동적움직임이 강한 육
상 이후 정적움직임인 사격을 시행함에 있어 순간적인 
운동 강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때 스피드 증가 또는 감
소에 따른 심박수의 조절과 정확한 사격이 곧 복합경기
의 경기력을 결정 짓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5]. 즉, 급격
한 운동 강도의 차이가 지속되지 않고 달리기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빠른 사격을 통한 정적구간
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근대5종사격은 10m거리에서 59.5mm 유효 규격 타
켓에 무제한으로 사격을 실시해 5회를 명중해야 되는데 
제한시간 50초 내에 5회의 유효 사격을 하지 못한 경우
에는 별도의 벌칙 없이 육상을 실시할 수 있다[6]. 또한 

선수는 아무런 의탁 없이, 신체의 어떠한 부분도 탁자에 
접촉하지 않고 한손으로 사격해야 되는데, 사격하지 않는 
손으로 사격하는 손 혹은 팔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6].

사격이나 양궁과 같이 정적인 상태에서 운영이 되는 
스포츠에서 특히 심리적 상태와 생리적 환경에 의해 경
기력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데[7], 근대5종 사격은 고강
도의 육상 종목 수행 이후 급격한 체력저하와 경쟁 및 인
지적 불안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반적인 정적스
포츠 보다 더욱 복잡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레이저런은 이전 3개 경기 종목의 종합점수에 따른 핸
디캡 스타트 방식을 적용[6]하는데 경기의 특성상 마지막 
종목인 레이저런 기록과 점수 관리가 경기 결과에 직접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석인, 안창식(2012)은 근대 5
종 선수들의 사격, 수영, 육상의 세계기록 및 국내기록 변
화 비교 연구를 통해 종목별 개인차를 고려한 기술 및 체
력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체력적 요소가 중
요하며[13] 기록 편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육상에 비해 기
술적 요소가 중요한 사격종목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종
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록 분석과 특성 비교가 반드시 이
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사격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객관
적이고 체계적인 경기내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이러
한 분석을 통하여 경기력이나 승패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들을 추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9]. 체계적인 기록·분석
을 위한 이론적, 기술적 발전은 스포츠 경기에 큰 비중을 
차지해가고 있으며[10], 다양한 통계 분석 기법과 기술의 
발전으로 스포츠 종목에서 경기기록 자료를 통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11]. 최근에는 스포츠 분야
에도 ‘빅데이터(Big data)’ 기술이 적용되어 정형 또는 
비정형화된 데이터에서 대량의 가치를 찾아 결과예측을 
하는 등의 발전을 보이고 있다[12], 반면 근대5종 종목의 
경우 장기간의 경기기록과 점수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고
자 한 연구는 미비하다[4]. 특히, 사격 종목의 경우 레이
저런으로 합쳐진 이후 공식 기록 제공은 사격 차수 간 걸
린 시간과 명중 여부만 제공해주는 등, 축소되었으며 국
제대회에서의 사격 기록과 점수변화를 구체적으로 비교
하고 분석해 사격 시간과 정확도에 대한 관계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격 공식 기록을 제공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의 UIPM 공식 세계기록을 수집하여 사격 
유형 및 특성이 기록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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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 및 자료 조사를 통
한 연구로 국제근대5종연맹에서 제공하는 공식 기록 중 
공식 사격 기록이 제공된 2015년에서 2019년 총 5년간 
UIPM Level 1 대회인 월드컵, 세계선수권대회 출전한 
남녀 모든 선수에 대해 전체 사격 격발 경우를 연구 자료
로 선정하였다. Table 1 은 수집된 연구 자료의 특성을 
나타냈다. 전체 연구 자료는 총 147,696건의 사격 데이
터를 수집하였고, 2019년 대회에서 34,9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7년 23,518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Year Match Shooting(n)  TotalMale Female
2015 5 13,219 12,386 25,605
2016 6 17,234 16,582 33,816
2017 6 11,432 12,086 23,518
2018 6 16,263 13,590 29,853
2019 6 18,625 16,279 34,904

Total 76,773 70,923 147,696

Table 1. Characteristics of shooting data by competition

2.2 자료수집 및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UIPM 국제근대5종연

맹에서 최근 5년간의 경기 기록 및 점수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python 3.8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웹
크롤러(web crawler)를 개발하였고, 자료의 정제(data 
cleaning) 및 전처리(data pturnrocessing)를 시행하
였다. 통계처리(data processing in statistics)를 위해 
SPSS Statistics 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왕복횟수(turn)와 차수(Shooting 
number)에 따른 차수별 누적사격시간(초) 차이와 왕복
횟수(turn)와 첫 번째 사격성공유무에 따른 왕복횟수별 
누적사격시간(초) 차이 분석을 위하여 이원분산분석
(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선수별 누적
사격시간 자료의 시각화(data visualization) 과정을 통
해 연구 결과를 도출해냈다. 이 연구에서 수집한 누적사
격시간, 왕복횟수, 사격차수, 첫 번째 사격 성공유무 등 
총 4개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에 대한 정의는 Table 2
와 같다.

Variables Contents
Cumulative 

Shooting time Time by Number of Shooting
Round Trips(turn) 1turn, 2turn. 3turn. 4turn

Shooting Number
2nd(1st Hit ~ 2nd Hit) Time
3rd(2nd Hit ~ 3rd Hit) Time
4th(3rd Hit ~ 4th Hit) Time
5th(4th Hit ~ 5th Hit) Time

Success of 
First-Shooting

First-time Shooting 
Success & Failure

Table 2. Definition of measurement variables

3. 연구결과 및 논의
이 연구는 근대5종 세계대회 기록을 바탕으로 사격종

목 왕복횟수와 차수에 따른 데이터 차이를 비교하여 사
격 기록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2가지로 
나누어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4번의 왕복횟수
(turn)와 4번의 사격차수(Shooting number)에 따른 누
적 사격시간(초)을 결과 값으로 제시 하였으며, 남녀로 
구분하여 차이를 제시하였다. 둘째, 선수별 왕복횟수와 
사격차수에 따른 유형 분류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왕복횟수와 사격 차수에 따른 누적사격시간 
근대5종 경기에서 누적사격시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해서 왕복횟수(1turn, 2turn, 3turn, 4turn)와 
사격차수(2차, 3차, 4차, 5차)에 따른 누적사격시간(초)을 
제시한 평균, 표준편차는 Table 3과 같다. 사격차수 기록
은 1차 사격 이후부터 제공되며 본 연구에서는 1차 사격 
명중 이후 2차 사격까지 걸린 시간을 시작으로 정의했다.

왕복횟수와 사격차수에 따른 누적사격시간(초)의 통계
적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변량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왕복횟수(turn)에 대한 주효과는 남자
(F=18.538, =.000), 여자(F=20.205, =.000)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차수에 따른 
주효과는 남자(F=3.890, =.000), 여자(F=10.343, 
=.000)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왕복횟수와 차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남자
(F=1.955, =.000)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왕복횟수와 사격차수 간의 상호작
용 효과는 남자(F=1.955, =.040)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지만, 여자(F=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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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남자 사격
에서 왕복횟수와 사격차수 간의 차이소재를 알아보기 위
한 사후검증 결과 왕복횟수는 1turn(M=3.219)집단, 
2turn(M=3.371), 3turn(M=3.374)집단, 
4turn(M=3.44)으로 구분되며, 사격차수는 4차, 3차
(M=3.321, M=3.307), 2차, 5차(M=3.383, M=3.390)
집단 순으로 구분되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000). 여자 사격 사후검증 결과 왕복 횟수는 
1turn(M=3.498)집단, 2turn(M=3.608), 
3turn(M=3.622)집단, 4turn(M=3.76) 순으로 구분되며, 
사격차수는 3차, 4차(M=3.534, M=3.582), 2차, 5차
(M=3.668, M=3.702)집단 순으로 구분되어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었다(=.000). 그 결과 남녀 모두 사격 차
수는 3,4차, 2,5차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었고, 왕복
횟수는 1turn, 2,3turn, 4turn의 3개 집단으로 구분되었
다. 

Fig 1, Fig 2는 사격 왕복횟수와 사격차수간의 사후비

교결과를 남녀로 구분해서 나타낸 그래프이다. 남자의 경
우 두 변수 간 상호작용이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상호
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녀 모두 비슷한 패턴
의 결과가 나타났다. 왕복횟수와 사격차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남녀 모두 1번째 바퀴 3차 
사격에서 가장 좋은 기록이 나타났으며, 왕복횟수와 차수
가 늘어날수록 사격누적기록이 나빠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육상종목의 높은 강도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체력
적인 요인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력은 떨어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사격에도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가장 마지막인 4번째 왕복에
서의 5차 사격이 가장 낮은 기록을 보여준 것은 체력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이 상호 작용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3.2 첫 발 성공 유무에 따른 기록 변화 
근대5종 경기에서 누적사격시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 차수의 성공유무에 따른 왕복횟

Source Round 
Trips n Shooting number

2nd 3rd 4th 5th Total

Male

1turn 2539 3.276±2.035 3.108±1.873 3.203±1.959 3.289±2.213 3.219±2.025
2turn 2539 3.462±2.235 3.380±2.118 3.338±2.109 3.306±2.140 3.372±2.151
3turn 2539 3.399±2.138 3.330±2.107 3.336±2.191 3.430±2.164 3.374±2.150
4turn 2539 3.397±2.168 3.408±2.231 3.409±2.444 3.536±2.523 3.437±2.347
Total 10,156 3.383±2.146 3.307±2.089 3.321±2.184 3.390±2.267 3.350±2.173

Female

1turn 2352 3.481±2.064 3.433±2.227 3.505±2.209 3.572±2.296 3.498±2.201
2turn 2352 3.662±2.180 3.548±2.116 3.575±2.223 3.646±2.290 3.608±2.203
3turn 2352 3.719±2.407 3.463±2.151 3.569±2.296 3.735±2.519 3.622±2.349
4turn 2352 3.807±2.434 3.694±2.453 3.681±2.472 3.856±2.658 3.760±2.506
Total 9,408 3.668±2.279 3.534±2.242 3.582±2.303 3.702±2.447 3.622±2.320

Table 3. Number of round trips(turn), cumulative shooting time technical statistics              (Unit: Seconds, M±SD)

Source     

Male
A 262.115 3 87.372 18.538 .000
B 54.994 3 18.331 3.890 .009

A*B 82.926 9 9.214 1.955 .040
Error 191384.759 40608 4.713   
Total 647792.093 40624    

Female
A 325.540 3 108.513 20.205 .000
B 166.649 3 55.550 10.343 .000

A*B 48.344 9 5.372 1.000 .437
Error 202023.706 37616 5.371   
Total 696149.092 37632    

A: Round trips(turn), B: Shooting number

Table 4. Number of round trips(turn), accumulated shooting time ANOVA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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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별 누적사격시간을 제시한 평균, 표준편차는 Table 5
와 같다. 왕복횟수와 첫발 성공유무에 따른 누적사격시간
(초)의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변량분석결

과는 Table 6과 같다. 왕복횟수(turn)에 대한 주효과는 
남자(F=17.184, =.000), 여자(F=17.724, 
=.000)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첫 
발 성공유무에 따른 주효과는 남자(F=1446.598, 
=.000), 여자(F=1324.175, =.000)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왕복횟수와 첫발
성공유무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남자(F=2.433, 
=.060)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여자(F=4.943, =.002)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남자 사격에서 왕복횟수와 사격차수 간의 
차이소재를 알아보기 위한 사후검증 결과 왕복횟수는 
1turn(M=14.065)집단, 3turn(M=14.918), 

2turn(M=14.972), 4turn(M=15.177)집단 순으로 
구분되며, 첫발성공유무에 따른 비교는 성공
(M=13.215), 실패(M=17.307)집단 순으로 구분되
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000).  

여자 사격 사후검증 결과 왕복횟수는 1turn(M=15.275)
집단, 3turn (M=16.029), 2turn (M=16.048)집단, 4turn 
(M=16.592) 집단 순으로 구분되며, 첫발성공유무에 따른 
비교는 성공(M=14.285), 실패(M=18.592)집단 순으로 
구분되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000). 그리
고 왕복횟수와 첫발 성공유무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성공과 실패 모두 왕복횟수가 
늘어날수록 사격누적기록이 나빠지는 결과를 보였다. 
round trips(turn), 첫발성공여부에 따른 누적사격시

Source Round 
Trips n First Shoot

Success Failure Total

Male
1turn 2539 12.777±4.589 16.470±5.606 14.065±5.269
2turn 2539 13.407±4.690 17.319±5.739 14.973±5.481
3turn 2539 13.257±4.723 17.436±5.796 14.918±5.565
4turn 2539 13.449±5.027 17.916±6.426 15.177±6.016
Total 10,156 13.215±4.765 17.307±5.925 14.783±5.604

Female
1turn 2352 13.935±4.959 17.750±5.806 15.275±5.576
2turn 2352 14.373±4.770 18.365±6.048 16.048±5.695
3turn 2352 14.310±4.902 18.589±6.400 16.029±5.935
4turn 2352 14.557±5.192 19.557±7.062 16.592±6.504
Total 9,408 14.285±4.963 18.592±6.392 15.986±5.956

Table 5. Number of round trips(turn), success of first shooting technical statistics             (Unit: seconds, M±SD)

Source     

Male
A 1408.703 3 469.568 17.184 .000
B 39530.037 1 39530.037 1446.598 .000

A*B 199.437 3 66.479 2.433 .063
Error 277306.334 10148 27.326   
Total 2538422.352 10156    

Female
A 1641.093 3 547.031 17.724 .000
B 40869.849 1 40869.849 1324.175 .000

A*B 457.709 3 152.570 4.943 .002
Error 290094.443 9399 30.864   
Total 2737577.445 9407    

A: Round trips(turn), B: Success of first shooting

Table 6. Number of round trips(turn), success of first shooting ANOVA analysis result

Fig. 1. Males round trips & shooting number 

Fig. 2. Females round trips & shooting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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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사후검증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인 Fig. 3을 살펴보
면 근대5종 사격 시 첫 번째 사격의 성공 유무에 따른 
누적사격기록 편차 값은 왕복횟수가 늘어날 때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즉 첫발의 성공이 남자는 
3.69초에서 4.47초, 여자는 3.82초에서 5초 정도의 
기록을 단축시켜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왕복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9%가량 편차가 증가 하는 경
향성이 나타났는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첫발의 
성공은 더욱 중요하며 근대5종 사격 시 첫발 명중만
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결과이다.

Fig. 3. Number of round trips & success of first 
Shooting

근대5종에서 기초체력이 중심인 육상과 수영에 비해 
기술적 요소가 중심인 펜싱과 사격에서 기량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으며,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제언한 
바 있다[16]. 또한, 기초 체력 중심 종목(육상, 수영)의 기
량이 상, 하위 그룹 간 차이가 적을 때, 세계대회에서 높
은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기능 중심 종목
(펜싱, 승마, 사격)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고려되
어야 한다고 제언했다[4]. 

최근 근대5종의 사격은 복합경기로 개정된 이후 그 중
요성은 점차 쇠퇴하고 있으며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최
소한의 데이터 획득도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최고 강
도의 육상 운동수행 중간 정적인 사격시간이 길어지면 
호흡의 균형이 무너지며 결국 육상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근대5종 복합경기 기록 단축을 위해서는 
사격 종목 기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4.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국제근대5종연맹(UIPM)에서 최근 5년간의 

사격 경기 기록을 수집하여 사격 유형 및 특성이 기록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고 경기력 향상과 기록 단축을 위
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
탕으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근대5종 사격 데이
터베이스를 활용해 147,696건의 사격(shooting)을 분석
한 결과, 왕복횟수와 차수가 늘어날수록 사격누적기록이 
나빠지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남녀 모두 1번째 바퀴 3차 
사격에서 가장 좋은 기록을 보였고, 가장 마지막인 4번째 
왕복에서의 5차 사격이 가장 나쁜 기록을 나타냈다. 

둘째, 근대5종 사격 시 첫 번째 사격의 성공이 3.69초
에서 5초 정도의 기록을 단축시켜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첫발의 성공 유무에 따른 누적사격기록 편차 
값은 왕복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9%가량 편차가 증가하
는 경향성이 나타났는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첫발
의 성공은 더욱 중요하며 근대5종 사격 시 첫발 명중만
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근대5종 사격 경기력 향상을 위해 우리나
라 선수들을 포함한 세계 우수 선수들의 기록과 패턴을 
체계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런 과학적 분석 자료를 통
해 선수별 장단점에 중점을 둔 분석 방법을 구축해야 된
다. 또한 본 연구는 근대5종 사격 기록에 따른 주요 특징
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사격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특징을 기반으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며 복합
경기 특성에 맞게 육상종목기록과 연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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