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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필   목적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며,

여가 인식에 한 가치 이변화 하 다. 과거의 여가 생

활패턴과 지 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달라졌다.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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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골프지도  비언어적 커 니  지도  신뢰  운동 몰 에 미치는 향  알아보  

하여 진행 었다. 연 상  울, 경  지역 실·내  골프 연습 에  골프 강습  고 거나 었  적  는 

생활체  목적 로 참여하는 골프 참여 들  상 로 하 다. 그  293  지  료처리에 사용하 ,

료처리는 빈도 , 신뢰도 검사, 확 적 , 회귀  실시하 다.  같  과정  통해 얻  결론  

다 과 같다. 첫째, 골프지도  비언어적 커 니  지도  신뢰에 정적  향  미쳤다. 째, 골프지도  

비언어적 커 니  운동 몰 에 정적  향  미쳤다. 째, 지도  신뢰는 운동 몰 에 정적  향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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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find out using of non-verbal communication of a golf instructor affects faith of 

Instructor and concentration in sports. Object of study was participants who had been  taking  a golf lesson 

and had an experience of a golf lesson at indoor and outdoor driving range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for their own leisure sports. Among them, questionnaires from 293 persons were used for data 

processing and analysis of frequency, reliability test,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for data processing. The conclusion from those processes are as below. First, non-verbal 

communication of a golf instructor has a positive effect on faith of instructor. Second, non-verbal 

communication of a golf instructor has a positive effect on concentration in sports. Third, faith of instructor 

has a positive effect on concentration in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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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른 스포츠 참여 행태도 분명 과거

와는 다른 시류(時流)를 타고 있다. 새로운 시류 하나의

가 바로 골 인구의 증과 골 환경의 변화이다.

2014년 기 골 장 이용객수 3천만 명을 돌 했으며,

총 골 인구는 500만 명에 이른다. 한 스크린 골 의

활성화로 20∼30 직장인들 골 인구가 증가했고 스크

린 골 장을 포함한 등록된 실‧내외 골 연습장의 개수

는 무려 만개 가까이에 이른다[1,2]. 2016년 올림픽 정

식종목 채택 등 다양한 골 환경과 인식의 변화는

인들에게 골 는 더 이상 ‘ 스포츠’라는 수식어를 굳

이 붙지 않더라도 스포츠임을 인지하게 만드는 상

황 변화이다.

이한 상황 변화는 결국 다양한 기 를 요구하는 골

퍼들의 증가로 이어졌으며[3], 골 지도자도 거기에 발맞

춰 다양한 변화를꾀하고 있다. 다양한계층의 골 인구

가 유입됨에 따라 골 지도자들은 확장된소통 방법으로

골 참여자들과 소통의지를 보이고 있다. 를 들면 자

신의 SNS와 블로그 활동을 통해 골 에 심을 가지는

참여자에게 많은정보를 제공 하는 것 등이있다. 하지만

면 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골 지도 환경 내에서는

참여자에게 직 들어나는 지도자의 외 이미지가 더

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참여자와 직 인

에 있는 지도자의 이미지는 참여자에게 지도자에 한

인지 단과 다양한 운동행태 속성에 향을 끼친다는

선행연구를 통해 단할 수 있다[4,5,6].

골 참여자에게 비춰지는 골 지도자 이미지는 지

도자의 소통 능력이 큰 향력을 미친다[7]. 소통 능력은

정보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커뮤니 이션이다[8].

커뮤니 이션에는 비언어 커뮤니 이션(non-verbal

communication)과언어 커뮤니 이션(verbal communication)

이 있다. 이 비언어 커뮤니 이션은 생활체육을 포

함한 다양한 교육 장에 언어 커뮤니 이션 보다 참

여자의 수업태도에 요한 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

다[9,10]. 특히 인류학자 Birdwhistell은 인간의 소통에서

비언어 방법이 65%이상을 차지한다고 까지 말한 부분

과 비언어 커뮤니 이션의 형태 하나인 자세, 몸짓,

표정, 시선과 같은 범주는 ‘동작학(kinesics)’이라고 명명

되어 하나의 학문 형태로 까지 연구되고 있는 실정임을

단했을 때 비언어 커뮤니 이션은 매우 요한 요소

임을 알 수 있다[11,12].

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본 비언어 커뮤니 이

션은 다양한 변인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

히 체육, 무용과 같은 강습 장에서 지도자 평가, 신뢰,

이미지, 지도자가 속한 스포츠센터 이미지에까지 향을

미쳤다. 비언어 커뮤니 이션 활용 능력은 이처럼 지

도자가 가져야할 요한 소통요소이다[9,13,14,15,16]. 결

국 지도자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은 피교습생이 지도

자를 인식함에 있어 매우 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으며

골 강습 장에서도 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가자들이 지도자를 인식하는 범주는 다양하게 존재

한다. 그 에는 지도자에 한 신뢰가 있으며 지도자 신

뢰는 참여자의 운동 행태에 다방면으로 향을 미친다.

신뢰는 서로 믿을 수 있는의지의 표 이며, 그러한 서로

의 믿음은 지도자 측면에서는 효율성, 참여자 입장에서

는 만족감, 몰입 등에 향을 미쳐 지도자와 참여자 모두

에게 정 인 작용을 한다[6,17]. 지도자에 한 신뢰는

스포츠 강습 장에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요한 변인이며, 일 일 형태의 개인별교육으로 주로 진

행되는 골 교습 장에서는 더욱 요할 것으로 상

된다. 한 지도자 수요가 부족했던 과거와는 달리 지도

자 공 이 지나칠 정도로 많아진 상황에서는 더욱 지

도자들이 신뢰라는 상호작용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골 지도자 신뢰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도행동 유형, 리더십유형, 지도 문성 등에 이 맞

춰져서 연구가 이루어 졌다[5,6,7,18]. 골 지도자의 커뮤

니 이션 활용에 따른 신뢰 계를 연구한 최 래, 남상

백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참여자의 운동 몰입과 련해서

살펴 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15].

한편, 신체활동과 활동에 한 의지, 소망, 정

측이라고정의 내릴 수 있는 운동몰입은다양한요

인에 의해 향을 받으며[19,20,21,22,23], 운동 지속 가능

성도 측 할 수 있는 변인이다[24]. 이러한 속성을 가진

참여자들의 운동 몰입은 지도자에게 많은 향을 받는다

[25]. 일반 생활체육 참가자들은 참가 이후 50% 정도가

도 탈락을 한다는 보고가 있다[26]. 이 은 골 지도

자들에게 참여자들의 운동 몰입에 향을 발휘 할 수 있

는 다양한 요소들을 개발하고 목 시키려는 시도가 필

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골 참여자들의 운동 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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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향을 미치는 지도자 신뢰, 지도자들의 비언어 커

뮤니 이션 활용이 어떠한 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아보고 변하는 골 지도 환경에 따른 골 지도자와

참여자 사이에 다양한 소통 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1.2 연 제

본 연구의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골 지도자의비언어 커뮤니 이션은지도자

신뢰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둘째, 골 지도자의비언어 커뮤니 이션은참여자

의 운동 몰입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셋째, 지도자 신뢰는 참여자의 운동 몰입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2. 연

2.1 연 상 

서울, 경기 지역의 실내외 골 연습장에서 골 강습

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아마추어 골퍼들을

상으로 비확률 표본추출법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

여 2015년 8월 에서 9월말까지 총 2개월에 걸쳐 300명

을 상으로 조사가 이루어 졌다. 조사 상자에게 직

응답을 요구하는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응답을 요구하

다. 조사된 300부 진실성이 의심되거나 부실한설문지

7부는 제외하고 29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연구

상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2 조사도

2.2.1 비언어적커 니

      (Nonverbal Communication)

Sundaram & Webster가 제시하고 김민주, 박진경, 김

상국, 이한성에 의해서 사용된 이 있는 설문지를 본 연

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 다[9,27,28]. 이 조사도구

는 신체언어 6문항, 공간언어 3문항, 청각언어 3문항, 신

체외양언어 5문항으로 4요인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1 은 ‘

그 지 않다’. 5 은 ‘매우 그 다’로 이루어 졌다.

Variables Division
Case

Number(n)

Percentage

(%)

Gender
Male 139 47.4

Female 154 52.6

Age

Under 30 years old 0 0

31-40 60 20.5

41-50 145 49.5

51-60 70 23.9

More than 60 years old 18 6.1

Period of

Participation

Less than 2 years 70 23.9

2-3 years 70 23.9

3-5 years 85 29.0

5-6 years 20 6.8

More than 6 years 48 16.4

Duration of

Golf Lesson

Less than 1 year 80 27.3

1-2 years 50 17.1

2-3 years 116 39.6

3-5 years 37 12.6

More than 5 years 10 3.4

Number of

Rounds

/year

Less than 5 times 100 34.1

5-10 times 79 27.0

10-20 times 67 22.9

20-30 times 37 12.6

More than 30 times 10 3.4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2.2.2 지도  신뢰

Sirdeshmukh, Singh와 Sabol이 제시하고 송윤재, 김

원기가 사용한 이 있는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하여 사용하 다[29,30,31]. 이 조사도구는 단일 요인으로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1 은 ‘ 그 지 않다’. 5 은 ‘매우 그

다’로 이루어 졌다.

2.2.3 운동 몰

정용각이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으며 총 12문항으로 구성

하 다[32]. 각 문항은 5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1 은 ‘ 그 지 않다’. 5 은 ‘매우 그 다’로 이루어

졌다.

2.3 측정도  신뢰도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

기 해 내 일 성 계수인 Cronbach's α, 확인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다.

Cronbach's α 값은 .6이상을 기 으로 하 고, 확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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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석(CFA)은 SMC값이 .4이상을 기 으로 설정하

다. 한 확인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구조의 타당성

을 확보하는데 GFI, NFI, CFI, RMR와 같은 합도 지수

를 사용하 다. 그 결과 비언어 커뮤니 이션 조사도

구의 신뢰도는 α=.972, SMC값은 .4이상의 문항을사용하

으며, 요인구조 모형 합도는 RMR=.003, GFI=.977,

NFI=.992, CFI=.993으로 수용할 만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지도자 신뢰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α=.938로 나타

났다. SMC값은 .4이하의 문항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요

인구조 합도는RMR=0.12, GFI=.928, NFI=.958, CFI=.959

로 나타났다. 운동 몰입은 신뢰도 α=.907로 나타났고,

SMC값 역시 .4이하 문항은 제외하여 사용하 다. 그 결

과 총 12문항 6문항인 문항1, 문항4, 문항6, 문항8, 문

항11, 문항12번만 조사에 사용하 다. 이에 따라 요인구

조 합도는 RMR=.025, GFI=.928, NFI=.941, CFI=.948로

수용할 만한 수치로 나타났다.

채택이된 문항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정용각이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수정, 보완하

여 사용한것으로 "골 는 나의 삶에있어소 한부분이

다.”, “나는 골 에 참여하면서 많은 행복감이 생겼다.”,

“여가시간에 가장하고 싶은 것은 골 참여다.”, “나는 골

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등의 내용이다[32].

2.4 료처리

자료처리에 사용된자료 293부는 SPSS 20.0과 AMOS

18.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체 인 유

의수 은 p<.05를 기 으로 설정하 으며, 빈도분석, 신

뢰도 검사, 확인 요인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리고 각 변인간의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3. 결과

3.1 각 변 간  상 계

<Table 2>는 변인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각 변인간의 상 계가 .9이하로 나타나 다 공선성에

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인에 정 인

상 이 있었다.

Variables
Faith of

Instructor

Concentratio

n in Sports

Non-verbal

Communicatio

n

Faith of

Instructor
1 * *

Concentratio

n in Sports
.372** 1 *

Non-verbal

Communicati

on

.896** .511** 1

p<.01**

<Table 2> Correlation between Non-verbal 

communication, Faith of Instructor 

and Concentration in Sports

3.2 골프 지도  비언어적 커 니  

지도  신뢰에 미치는 향

<Table 3>는 골 지도자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

이 지도자 신뢰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비언어 커뮤니 이션은 지도자

신뢰에 정 인 향을 미쳤으며(β=.922), 회귀식은 .851

의 설명력, F값은 1656.379(p<.001), Durbin-Watson 지

수는 1.772로 나타났다.

Variables Faith of Instructor

Non-verbal

Communication

β t

.922 40.699

R² .851

F값 1656.379﹡﹡﹡

D-W 1.772

﹡﹡﹡ρ<.001

<Table 3> Non-verbal Communication effects on 

the Faith of Instructor 

3.3 골프 지도  비언어적 커 니  

운동 몰 에 미치는 향

<Table 4>은 골 지도자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

이 운동 몰입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이다. 비언어 커뮤니 이션은 운동 몰

입에 정 인 향을 미쳤으며(β=.617), 회귀식은 .381의

설명력, F값은179.061(p<.001), Durbin-Watson 지수는

2.37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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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oncentration in Sports

Non-verbal

Communication

β t

.617 13.781

R² .381

F값 179.061﹡﹡﹡

D-W 2.376

﹡﹡﹡ρ<.001

<Table 4> Non-verbal Communication effects on 

the Concentration in Sports

3.4 지도  신뢰가 운동 몰 에 미치는 향

<Table 5>는지도자신뢰가운동 몰입에 미치는 향

을 알아보기 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지도자

신뢰는 운동 몰입에 정 인 향을 미쳤으며(β=.464), 회

귀식은 .216의설명력, F값은 79.959(p<.001), Durbin-Watson

지수는 2.171로 나타났다.

Variables Concentration in Sports

Faith of Instructor
β t

.464 8.942

R² .216

F값 79.959﹡﹡﹡

D-W 2.171

﹡﹡﹡ρ<.001

<Table 5> Faith of Instructor effects on the 

Concentration in Sports

4. 

본 연구는 골 지도자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 활

용 정도에 따라서 참여자가 느끼는 지도자 신뢰와 운동

몰입 차이와 지도자 신뢰가 참여자의 운동 몰입에 미치

는 향을 알아보기 해 앞서 진술된 바와 같이 연구문

제를설정하여각 변인간의 인과 계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에 한 구체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골 지도자의비언어 커뮤니 이션은참여자

가 인지하는 지도자 신뢰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비언어 커뮤니 이션은 지도자가 달하

고자 하는 의미를 달하기 용이하도록 다듬는 역할을

하여참여자가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역할로 인하여 참여자는 골 지도자에게 신뢰감

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 같은 내용을 달하고자

하 더라도 비언어 커뮤니 이션을 극 활용한 지도

자는 참여자의 신뢰를 강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와 같은 의미는 서비스 품질 마 연구에서 밝힌

고객과 에 있는 직원들의 극 인 소통의지와 신뢰

가 계가 있다는 결과에 의해 지지된다[33,34]. 이에

해 스포츠센터지도자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은 고객가

치와 감정반응 그리고 고객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

다는 연구[44]도 지지된다. 한 국내 무용교육자들을

상으로 실시된 비언어 커뮤니 이션과 신뢰에 한

연구에서도 지도자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은 참여자

에게 지도자에 한 능력, 자질에 한 부분을 정 으

로 작용하여 신뢰가 형성된다고 진술하고 있었다[13,35].

이처럼 비언어 커뮤니 이션은 인간 계에 있어 매

우 요한 변인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소통 방법은 소통

의 원활함을 용이하게 하며 새로운 정 인 이미지 각

인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비언어 커뮤

니 이션으로 형성된 정 인 이미지는 상 방에 한

신뢰형성에 까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연구결과

의 해석이다.

둘째, 비언어 커뮤니 이션이 운동 몰입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언어 커뮤니 이션의 세부

내용 지도자의 시선 처리, 맞춤과 같은 신체 표

이 참여자들로 하여 주의를 집 하게 하여 운동을

함에 있어 더욱 몰입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지도자의

극 인 비언어 표 은 골 약자에 해당하는 참여자

들의 극 인 참여의사에 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타 선행연구 고찰을 살펴보면 운동 몰입을 높이기

해서는 지도자들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이 제되어

야 한다고주장하고있었다[36,37]. 이러한선행연구는 비

언어 커뮤니 이션은 언어 커뮤니 이션을 체할

수 있으며 지도자의 애착에까지 향을 미치기에 더욱

지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들이 본 연

구결과와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인 골 참여자는 술한 바와 같이 골 약자

에 해당하며, 개인의 여가 선용을 해골 를 하는 경우

가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참여자들은 운동포기

의사가 쉽게 나타난다[26]. 이러한 은 골 지도자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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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학교에서 교사의 수업방법에서도 용되고 있다.

교사의 비언어 의사소통유형이 학생의 특성에따라 수

업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도 교사의 비언어

의사소통의 정도에 따라 학생의 수업에미치는 향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기도 하 다[45]. 따라서 골 지도

자는 극 인 비언어 커뮤니 이션 활용을통한 참여

자의 운동 몰입을 조장할 수 있는 연습환경을 유지할 필

요가 있음을 시사 하는 연구 결과로 사료된다.

셋째, 골 지도자 신뢰가 운동 몰입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

라고 하는 것은 상 방이 자신의 기 에 호응도가 높음

을 말한다[36]. 즉 지도자를 신뢰한다는 것은 참여자가

느끼는 개인의 기 에 지도자가 호응을 잘 해 것이라

는 믿음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도자 신뢰는 참여자의 운

동 몰입에 향을주는 변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 결과

도 그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 결과가 지지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39,40,41]. 한 무용 공자들을 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지도자 신뢰는 참여 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13,42,43]. 골 외에도 무용, 태권도 종목

에서도 지도자 신뢰는 운동 몰입을 설명하는데 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도자 신뢰는 참여자들의

기 를 충족 시켜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참여자에

작용하며, 그 믿음이 극 인 운동 몰입을 나타낸 것으

로 보이는 연구결과의 해석이다.

5. 결론  제언

과거 골 지도자들과 참여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소통은 지도자들의 일방 인 달에 가까운 방식이었다.

하지만 재 골 강습 문화는 과거와는 상이한 이 많

이 있다. 골 지도자의 수도 많이 늘어났고, 인터넷과 방

송매체의 발달로 참여자들은 더욱 많은 골 정보를 취

합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골 지도자들은 좀 더 다

양한 방법으로 참여자들과 소통의 필요성을느끼게 하는

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골 지도자의 비언

어 커뮤니 이션 활용이 지도자 신뢰와 운동 몰입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연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골 지도자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은 지도

자 신뢰에 정 인 향을 미쳤으며(β=.922, p<.001), 운

동 몰입에도 정 인 향을 미쳤다(β=.617, p<.001). 그

리고 지도자 신뢰 한 운동 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β=.464, p<.001).

따라서, 골 지도자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은참여

자들이 느끼는 지도자 신뢰와 운동 몰입에 정 인 역

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새롭게 변해만 가는 골

강습 장에서 참여자들의 극 인 운동참여와 지도자

신뢰의 향상과 련하여 다양한 강습효과를 얻기 한

비언어 커뮤니 이션은 극 권장되고 활용되어야 함

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와 과정에 바탕을

둔 제안 으로는 스포츠 강습 장에서 용될 수 있는

비언어 커뮤니 이션 측정도구의 개발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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