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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의 목적은당구경기에 참여하는 당구선수들을대상으로참여동기를 개방형질문지를통하여 심층

적으로규명하고, 연령과 경력에따른당구경기참여동기차이점을규명하고자하였다. 이에 경기도 소재당구선수

267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지를 통하여 참여 동기에 대한 696개의 원자료를 획득하여 귀납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구선수의 당구경기 참여 동기는 재미, 목표성취동기, 경쟁, 대인관계, 정신건강, 직업,

도박, 스포츠 유능감, 주요타자의 권유, 대학진학의 10가지 일반영역으로도출되었다. 둘째, 연구대상의 연령에따른

당구 경기 참여 동기는 모든 연령대에서 재미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경력에 따른 당구경

기참여동기는 5년 미만은재미영역에대한비율이가장높았으며, 5년 이상은목표성취동기영역이가장높은반응

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당구선수들이 당구경기에 참여하는 관계를 이해하고 나아가 올바른 당구 경기 문화를

창달하는데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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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devoted to investigating participation motivations of billiard players who join

games through open-ended questionnaires, and identify the difference of participation motivations in the

game according to age and experience. Thus, 696 original data on participation motivations was obtained

from 267 billiard players in Gyeonggi-do based on open-ended questionnaires. Results from inductiv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ir participation motivations included 10 general sectors such as interests,

objective achievement motive, competi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mental health, job, gambling, sport

competence, suggestion by others, and university admission. Second, enjoyment showed the highest

percents among participation motivations according to participants' age. Third, interest showed the highest

percents among participation motivations in less than five years of their experiences. Objective achievement

motive was the highest portion for more than five years. These outcomes will be used as a basic data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of billiard players who participate in the game and further create better billiard

game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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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당구는 세계적으로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즐길 수 있

는 스포츠 종목 중 하나이다. 최근 당구분야의 두드러진

변화는 국내 선수들이 해외 주요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국내 당구 환경에 활성화가 촉진되었다.

국내 당구경기는 1998년 대한체육회에정식종목으로

가맹되었고 2011년 전국체전에서 최초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당구가하나의스포츠로서의모습을갖추기시

작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1998년 방콕아시안 게임과

2013년 실내무도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

두어 당구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당구환경의급진적활성화는 2013년 전국 3개의

대학과 3개의 실업팀에서 당구부를 창단하는 매개체가

되었으며현재에도중·고등학교현장에서당구부창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2012년 국민생활체육당구연합회는국내당구동

호인 수가 이미 1,000만 명에 도달하여 당구가 스포츠로

서뿐만아니라평생스포츠로서각광받고있다고보고하

였다. 특히 2014년 당구와 관련하여 전문채널 빌리어즈

(Billiards) TV가 탄생하면서 실시간 국내외 당구대회를

방송하게 되었다. 당구 전문 채널과 지속적 방송은 당구

의 잠재적 가치를 높이고 자연스럽게 동호인의 수를 확

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1]. 이러한 당구의 확장은 대

부분의 당구선수의 시작이 동호인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종목의 특성을 반영한다면 미래 당구선수의 수는 매우

급진적인 증가 추이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당구 경기 종목을 살펴보면 1쿠션, 3쿠션, 포켓볼, 그

리고 스누커 등이 있으며, 종목들은 국가마다 그 선수층

과 선호 종목에서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중

3쿠션은가장보편화되고참가선수도가장많은종목이

다. 이처럼 당구는 국제 스포츠로서 다양한 종목과 많은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고 국내 당구 환경도 이와 유사하

게 발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 왜 많은 사람들이 당구에 참가하고 또

선수로서 전이되는 것이며 그 이유와 동기는 무엇일까?

동기(motivation)란다양한의미(성격, 이유 등)로해석되

어한마디로정의하기가힘들지만, 스포츠심리학분야에

서는 Sage[2]가 제시한 ‘노력에 대한 방향과 강도’로 보

고되고 있다.

스포츠 참여를 결정하게 되고 그러한 행동을 지속하

게되는것은개인의내적인선택에의해크게좌우된다.

즉스포츠참여동기의문제는사람들이왜그들이원하

는방식으로스포츠활동에참여하는지를이해하고분석

하는데도움을줄뿐아니라스포츠참여의결과를이해

하는데상당히중요한영역이라고볼수있다. 최수열[3]

은 스포츠 활동은 여러 가지 목적과 방법으로 수행되며

참여 동기 또한 다양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참여 동기

는 일반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함으로써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스트레스해소, 상쾌함, 대인관계 등직·간접적으

로 이익을 추구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체육 혹은 스포츠 활동에 대한 참여 동기

는많은학자들을통해다양한결과들이보고된바있다.

연구들에서 대표적으로 분석된 요인들을 살펴보면 건강

및체력증진[4, 5], 재미[6, 7], 성취와효능감[8, 9], 기술향

상[10], 도전[11] 등과 같은요인들이있다. 또한 국내 연

구에서는 Seong과 Kim[12]은청소년선수들을대상으로

한연구에서재미와유능감등의내적요인이높게나타

났다. 또한 운동에 참여하고 지속하는 동기들을 조사한

여러연구에서는일반적으로운동에참여하게되는주요

동기로는 건강증진, 체형유지, 체중조절, 또는 개인적 외

모 개선, 기술학습, 호전감, 심리적 행복, 즐거움과 재미

등이 보고되고 있다[13].

한편 스포츠 동기를 직접 참여자에 국한하지 않고 참

여행태에 따라 참여 동기를 규명한 연구도 있었다. 최재

원[14]는 골프 갤러리들의참여동기측정도구 개발연구

에서 골프 갤러리들의 참여동기를 즐거움, 환경, 여가활

동, 이벤트, 대리학습, 건강으로 규명하였으며이는 선수

중심의 동기 규명 연구에서 탈피되어 스포츠 참여동기

보다 폭 넓은 시각에서 규명하였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

미 있는 연구라 생각된다.

이러한 스포츠 동기에 대한 연구들은 스포츠 종목과

다양한 연령층에 대하여 그들이 왜 운동에 참여하고 지

속하고 탈퇴하는지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

되었다. 그러나또다른시각에서 Seong과 Kim[12]은스

포츠 참가동기에 대한 연구들은 성차와 연령차 뿐만 아

니라다양한종목그리고비교문화적관점에서국가간

동기연구는그구성개념에서차이가있을수있다고보

고하였다[11, 15, 16]. 이러한 측면에서 아직까지 국내외

적으로 실시되지 않은 당구 선수들의 참여 동기를 규명

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최근까지국내에서당구경기에대한연구는매우극

소수에 불구하다. 그 이유는 당구 경기가 아직까지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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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로 인식되기보다 사회적 탈선을 부추기는 행위로서의

인식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17].

이처럼 당구 경기는 한국 사회에서 갖는 부정적인 인

식으로 인하여 학문으로의 발전은 더욱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현재국내외적으로당구에대한연구는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당구의 학문성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당구의다양한환경과경기력그리고선수들을심층적으

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특

히 당구 선수들이 왜 선수로서 참여하고 지속하는지에

대한 동기 연구는 시대적으로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당구 선수들이 왜 선수로서

참여하는지에 대한 동기를 귀납적 분석을 통하여 구성

개념을규명하고자한다. 나아가당구선수경력, 연령의

세부적 특성에 따른 동기를 규명하여 보다 심층적인 자

료를 산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수원시 연맹 소속 당구선수와 경

기도당구연맹에소속해있는당구선수 274명을대상으

로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자는 S시 협회와 K 당구 연맹

관계자 분들과 면담을 통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 조사에 대한 동의를 획득하였다.

이에총 274명의 선수들의 연구 참여자를선정하였으

며 당구선수들의 참여 동기에 대한 개방형 질문지를 통

하여 자료를 획득하였다. 그 중 불성실하게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 당구스포츠 참여 동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7명을 제외하고 최종 267명을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연령및경력을살펴보면 30대 미만 87

명(32.6%), 30-40대 78명(29.2%), 40대 이상 102명

(38.2%) 또한 경력은 5년 미만 108명(40.4 %), 5년 이상

159명(59.6%)로구성되었다. 이에 본연구에참여한연구

대상자는 3쿠션종목에참여하는당구선수들로연구대상

자를 조작적 정의하였다.

2.2 측정도구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당구선수들의 참여 동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개방형 질문지를 배포하여

그들의 당구경기에 참가하는 참여 동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수집된자료들은귀납적내용분석방법을채택

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당구경기에 참가하는 참여 동기의 구조적 개념

을파악하기위하여연구참여자에게 “귀하는당구경기

에참여하는이유(동기)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심사숙고하시어 3가지이상적어주세요”라는개

방형 질문지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개방형 질

문지작성에앞서연구대상자들에게는당구스포츠의분

류와 정의 그리고 참여 동기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

여 연구대상자의 혼돈을 최소화하려 하였다.

한편 당구경기에 참가하는 참여 동기의 세부적 정보

를취득하고자경력및연령에대한기초적질문문항을

삽입하였다.

이후 타당성 있는 측정을 위하여 협회 관계자의 참여

를 배제한 후 개방형 질문지를 투여하여 자유롭게 기술

하도록 유도하였다. 당구선수들의 개방형 질문지 작성

시간은 시합이 끝나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이루어졌으며 평균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2.3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당구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참여

동기를심층적으로분석하기위하여개방형질문지방법

을 채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개방형 질문지의 응답은

각각원자료를훼손하지않도록컴퓨터에부호화하여입

력하였다.

개별 응답에서는 연령, 경력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켜

추후 분석에 이용할 수 있도록 부호화 하였다.

이에 개방형 설문지를 통하여 도출된 당구선수들의

스포츠참여동기는총 696개의원자료가도출되었다. 한

편 당구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참여 동기에 대한 개

방형질문지의귀납적내용분석은 Choi와 Park[14]의골

프 갤러리들의 참여 동기 척도개발 연구와 Kim과

Kim[18]의 국가대표 여자 체조선수들의 경쟁 스트레스

연구그리고 Choi 등[19]의청소년들의 e-스포츠참여동

기에서 사용된 귀납적 내용 분석 절차가 참조되었다.

먼저 개방형 질문지에 대한 반응은 내용분석 절차에

따라 분류 및 범주화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원자료

들 중 당구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참여 동기와 관련

된 의미 있는 내용을 분류하고, 이를 좀 더 일반적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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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영역(theme)으로통합하는 3단계로범주화방법을채

택하였다.

특히 영역별로 범주화시킬 때 분석수준에 관계없이

일반 영역은 원자료의 여러 반응을 충분히 포함시켰고

개별분석수준에서분류된영역들이서로배타적이며다

른 주제와 구분되도록 하였다.

한편 자료 분석과정에서 신뢰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스포츠심리학을전공하고질적분석에경험이있는

박사 2명, 그리고 연구자로 구성된 3명의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즉, 당구경기에 참가하는 참

여 동기 영역의 분류 및 범주화는 삼인 합의검증

(traingulation) 방법을활용하여 3인 모두가동의한내용

만을결과자료로인정하였으며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

반응들은 기타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연령 및 경력

에따른당구경기의참여유형을알아보기위하여 PASW

18.0 다중응답분석을이용하여영역별빈도와비율을산

출하였다.

3. 결 과
3.1 당구선수들의 참여동기에 대한 귀납적 분석 
<Table 1>은 개방형 질문지를 이용한 당구선수들의

참여 동기에 대한 귀납적 내용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

에 따르면 당구선수들의 참여 동기는 “재미”, “목표성취

동기”, “경쟁”, “대인관계”, “정신건강”, “직업”, “도박”,

“스포츠유능감”, “주요타자의권유”, “대학진학” 등 10가

지 일반영역으로 도출되었다.

각 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구선수의 참여 동

기에서 “재미”는 전체 분석대상 반응수 696개 중 181개

의 반응빈도를 보였으며, 반응비율은 26%로 참여 동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세부영역으로는 ‘각성

추구’, 당구 묘미’, ‘경기 특성’의 3가지 영역이 도출되었

으며, 대표적 원자료는 「다른 스포츠에서 느끼지 못한

짜릿하고 상쾌한 쾌감」, 「하나 하나 풀어치는 묘미」,

「집중과 전략의 스포츠」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목표성취동기” 영역은전체 분석대상 반응

수 696개 중 104개의 반응빈도를 나타내었으며, 영역별

반응비율은 14.9%를 차지하였으며 ‘도전’, 해외진출’, ‘목

표달성’ 등 3가지의세부영역이도출되었으며, 「항상새

로운기술을습득할수있어서」, 「더큰무대로진출하

기위해서」, 「유명선수가되기위해서」등이진술되었

다.

“경쟁” 영역에서는전체반응수 696개 중 90개의 반응

빈도를 나타내었으며, 반응비율은 12.9%를 차지하였다.

“경쟁”의 세부영역으로는 ‘승부욕’, ‘경쟁추구’ 의 세부영

역이 도출되었으며, 「강한 의지와 기량을 발휘할 수 있

어서」, 「승부욕으로 인한 개인 발전」등이 대표적 원

자료로 진술되었다.

다음으로 “대인관계” 영역은전체반응수 696개 중 65

개의 반응빈도를나타내었으며 반응비율은 9.3%를차지

하였다. “대인관계” 영역의세부영역으로는 ‘인맥형성’과

‘친목도모’ 등이도출되었으며원자료로「많은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다같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

문에」등이 진술되었다.

또한 “정신건강” 영역은전체반응수 696개 중 61개의

반응빈도이며, 8.8%의반응비율을차지하였다. ‘스트레스

해소’와 ‘긍정적 여가선용’ 세부영역에 도출되었으며

「팽팽한 긴장감으로 생활에 활력소」와 「건전한 놀이

문화」, 등의 원자료가 진술되었다.

한편 “직업” 영역은 696개의반응수중 57개를차지하

였으며, 8.2%의 반응비율을 보였다. 세부영역은 ‘당구클

럽 운영’과 ‘프로선수’로 도출되었고 원자료는 「직업선

수」,「당구클럽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등이 진술

되었다.

당구선수의 참여동기 일반영역의 “도박” 영역은전체

반응수 696개 중 55개의 반응빈도가 나타났으며 반응비

율은 7.9%를차지하였다. ‘도박중독’의세부영역이도출

되었으며「도박/사행성때문에」와「적은시간에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등의 원자료가 있었다.

다음으로 “스포츠 유능감” 영역은 696개의 반응수에

서 41개의 반응빈도를나타내었으며 5.9%의 반응비율을

차지하였다. 세부영역으로는 ‘강한멘탈’, ‘유능감’의세부

영역이도출되었으며, 원자료는「타인보다강한멘탈」

과 「다른 사람보다 샷의 스피드와 파워가 월등하기 때

문에」 등이 진술되었다.

한편 “주요타자의 권유” 영역은 696개의 반응수에서

22개의 반응빈도를 나타내었으며 2.9%의반응비율을차

지하였다. 세부영역으로는 ‘주요타자’ 가 도출되었으며,

원자료는 「부모가 시켜서」와 「주위 사람들의 권유」

등이 진술되었다.

마지막 일반영역은 “대학진학”으로 696개의 전체 반

응수중 20개의반응빈도로나타났으며 3.2%의반응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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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ductive Content Analysis Result
Raw Data Details area Theme

Speed of the ball and light sound
A thrilling and refreshing pleasure
Excitement of high score
Thrill of pushing and pulling

Seeking arousal

Enjoyment
N: 181
(26%)

Charm of turning
Charm to release one by one
The principle of ball and cushion in square table
Unpredictable good luck shot
Charm of position play

Billiard charm

Manner sports
High concentration sports
Unlimited artistry
Play sports
Sports of centralization strategy
Self-training

Characteristics of
game

Always learn new skills
Get the best average
Find out own ball pitch

Challenge

Goal achievement motivation
N: 104
(14.9%)

Advance abroad
Advance to a bigger stage
Go to the World Cup

Advancing abroad

Become a national champion
Become a famous player
Become a Global Player
Broadcasting and commentary

Achieve the goal

Win the opponent
Demonstrate my strong will and ability Competition Competition

N: 90
(12.9%)Competition improve my skills

Upgrade my weakness Competition Pursuit

Connect with others
Meet many people Network formation Human relationship

N: 65
(9.3%)Research the ball with people

Enjoy with all together Friendship

Relieve stress
Avoid tension, anxiety, depression
A lot of tension caused energizer of life
Refreshing to release elusive ball

Relieve stress
Mental health
N: 61
(8.8%)Can have a all healthy leisure life

Leisure sports
A healthy play culture

Positive leisure

Become a professional player
Want to work as a professional player.
Professional player

Professional player Job
N: 57
(8.2%)Operate a player and a billiards club

Operate and invigorate a billiards club Operate Billiard club

Because of gambling
Make a lot of money in less time
Can easily access the billiards as gambling.

Gambling addiction
Gambling
N: 55
(7.9%)

Strong mental than others
Can play billiards better than anyone else Strong mental

Sports competency
N: 41
(5.9%)

Speed and power of the shot are superior than others
Good at posture with the cue bridge.
Do it the best

Competence

By the parent
Recommend of acquaintance
Invitation of around people

Intimate person
Intimate person’s suggestion

N: 22
(2.9%)

University entrance
Go to university that can’t go to my grade
Go to university as a elite athletes

University entrance
University entrance

N: 20
(3.2%)

Answer Data Number : 62 Details area :
19factor

10factor
Response frequency : proportion

69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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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차지하였다. 일반영역 “대학진학”의세부영역도 ‘대학

교진학’으로명명하였으며원자료로는「특기생으로대

학에진학할수있어서,「성적으로갈수없는대학을갈

수 있어서」등이 진술되었다.

3.2 연령에 따른 당구선수 참여동기 유형
당구선수참여동기의 10개 요인이연령에따라차이

가있는지를알아보기위하여 PASW 18.0 다중응답분석

을이용하여영역별반응빈도와반응비율을산출한결과

는 <Table 2>와같다. <Table 2>에대한결과를살펴보

면 연령에 따른 당구선수의 참여 동기에서 30대 미만은

“재미”영역에서가장높은반응을보이고있으며 “경쟁”,

“대인관계”, “대학진학”, “정신건강”, “목표성취동기”,

“직업”, “주요타자의 권유”, “스포츠 유능감”, “도박” 순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0-40대 에서도 재미요인이가장높은반응

을보이고있으며 “목표성취동기”, “경쟁”, “도박”, “대인

관계”, “직업”, “스포츠 유능감”, “주요타자의 권유”, “대

학진학”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40대 이상에서는 “재미”영역이가장높게나타났

으며 “목표성취동기”, “경쟁”, “직업”, “도박”, “대인관계”,

“스포츠유능감”, “주요타자의권유” 순의당구참여동기

경향을 나타내었다.

3.3 경력에 따른 당구선수 참여동기 유형
당구선수 참여동기 10개 요인의 경력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력에 대한 당구 참

여 동기의 반응빈도와 비율은 5년 미만은 “재미”영역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5년 이상은 “목표성취동기”

영역이 가장 높은 반응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5년미만은 “목표성취동기”, “경쟁”, “대인관

계”, “직업”, “정신건강”, “도박”, “스포츠 유능감”. “주요

타자의권유”, “대학진학” 순으로나타났으며 5년이상은

“목표성취동기”, “재미”, “경쟁”, “정신건강”, “대인관계”,

“도박”, “직업”, “스포츠유능감”, “주요타자의권유”, “대

학진학” 순으로 당구 참여 동기 경향을 나타내었다.

4. 논 의
1990년대 후반 당구 경기는 대한체육회에 정식 종목

으로승인되면서스포츠로서대중들에게보급되었다. 이

<Table 2> The frequency and rate of participation in the billiards players according to age

Age
Participation
motivation

Less than 30ages (n=87) 30-40ages (n=78) More 40ages (n=102) Total (n=267)

Response
Frequency

Response
Rate(%)

Response
Frequency

Response
Rate(%)

Response
Frequency

Response
Rate(%)

Response
Frequency

Response
Rate(%)

Enjoyment 51 31.1% 57 28.1% 73 22.2% 181 26%

Goal achievement
motivation

9 5.5% 27 13.3% 68 20.7% 104 14.9%

Competition 32 19.5% 22 10.8% 36 10.9% 90 12.9%

Human relationship 19 11.6% 17 8.4% 29 8.8% 65 9.3%

Mental Health 10 6.1% 21 10.3% 30 9.1% 61 8.8%

Job 9 5.5% 16 7.9% 32 9.7% 57 8.2%

Gambling 4 2.4% 19 9.4% 32 9.7% 55 7.9%

Sports competency 5 3% 13 6.4% 23 7.1% 41 5.9%

Intimate person 8 4.9% 8 3.9% 6 1.8% 22 2.9%

University entrance 17 10.4% 3 1.5% 0 0% 20 3.2%

696 100%100%329100%203100%164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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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환경의변화는레저문화에서대중스포츠로서탈바

꿈하며 동호인의 확장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에는 당구 경기의 참여가 확산되면서 참여빈도, 참여 시

간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당구경기는남녀노소구분없이즐길수있으며환경

에크게부여받지않는특성을가지고있다. 당구는이제

단순한 여가 문화를 넘어서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다고 생각되어 진다.

현 시점에서 당구는 당구선수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왜 당구 경기에 참여하고 지속하는가에 대한 동기를 규

명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나아가

당구경기참여동기를규명하는것은궁극적으로당구선

수들이당구경기에참여하는관계를이해하고나아가올

바른당구경기문화를창달하는데기초자료로서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경기도소재 267명의 당구선수

들을대상으로당구경기에참가하는참여동기를개방형

질문지를 통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도구를 통하여 당구 경기에 참여하는

동기는 696개의 의미 있는 원자료가 도출되었다. 696개

의 원자료들은 귀납적 내용 분석을 통해 분석되었으며

도출된결과를중심으로의미있는원자료가도출되었다.

먼저 당구선수들의 당구경기 참여 동기에 대한 귀납

적내용분석을실시한결과 “재미”, “목표성취동기”, “경

쟁”, “대인관계”, “정신건강”, “직업”, “도박”, “스포츠 유

능감”, “주요타자의 권유”, “대학진학”등 10가지 일반영

역으로 도출되었다.

과거에서부터지금까지다양한스포츠종목과선수들

을대상으로스포츠참여동기에대한핵심적요인을추

출하고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많은 학자들은 종

목과 대상자의 특성성을 고려하여도 몇 가지의 공동된

스포츠참여동기를보고하고있다. 그중재미, 성취, 건

강, 경쟁, 스포츠유능감과같은차원은스포츠의핵심적

참여 동기로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15,10,11,20].

본 연구에서도재미, 성취, 경쟁요인의도출은비교문

화적 관점에서 서구사회의 스포츠 참여 동기와 맥을 같

이 한다. 즉, 스포츠 종목, 대상자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

서참여하는스포츠상황에서재미, 성취, 경쟁요인은운

동선수들의 핵심적 요인임을 본 연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입증되고 있다.

또한 세부적으로 재미요인은 그동안 스포츠 참여 동

기의 핵심적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스포츠 활동에 참

여, 유지, 탈퇴를결정하는요인들은매우다양하지만그

중에서도 재미와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 경험은 직접적

참여의결정적요인이된다고선행연구들은보고하고있

다[21,22,23].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은 본 연구의 결과들을 상반되

지않았다. 그러나상당수스포츠참여동기연구와상반

되게 본 연구에서는 당구 선수들의 참여 동기 요인으로

서 직업과 대학진학 요인이 도출되었다는 것은 특이할

만하다.

비록 직업과 대학진학의 반응비율이 각각 8.2%와

3.2%로상대적으로높은반응비율은아니었지만많은당

구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당구를 직업의 한 영역으로 인

지하고 있음이 반영되었다. 이는 최근 당구가 단순히 여

가스포츠로서의협소한영역을탈피하고직업으로서충

<Table 3> The frequency and rate of participation in the billiards players according to career
Career

Participation
motivation

Less than 5 years(n=108) More than 5years (n=159) Total(n=267)
Response
Frequency

Response
Rate(%)

Response
Frequency

Response
Rate(%)

Response
Frequency

Response
Rate(%)

Enjoyment 73 28.1% 63 14.5% 136 19.5%

Goal achievement motivation 41 15.8% 108 24.8% 149 21.4%

Competition 36 13.8% 54 12.4% 90 12.9%

Human relationship 25 9.6% 40 9.2% 65 9.3%

Mental Health 20 7.7% 41 9.4% 61 8.8%

Job 25 9.6% 32 7.3% 57 8.2%

Gambling 16 6.2% 39 8.9% 55 7.9%

Sports competency 13 5% 28 6.4% 41 5.9%

Intimate person 6 2.3% 16 3.7% 22 3.2%

University entrance 5 1.9% 15 3.4% 20 2.9%

Total 260 100% 436 100% 69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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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나아가 전문적 영역으로 영

역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최근 국내 세계대회 및 월드컵 유치 그리고 국내선수

들의세계상위랭커진입등이강한동기로작용하였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유사하게 당구선수들의 참여 동

기 요인 중 대학진학은 최근 대학에서 당구선수들을 특

기자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결과라 생각된다.

이러한대학진학의요인들은서구사회에서좀처럼발

견되지 않은 요인이다. 이에 Seong과 Kim[12]은 유일하

게국내청소년운동선수의참가동기에대한연구결과에

서도학업부진/진학의요인이색출된것과맥을같이한

다. 이러한 결과들은 국내 학원 스포츠의 고유한 특징을

반영한결과로서공부와학업이부진하여도스포츠가대

학 진학의 대체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으로 특히

주목할사항은당구선수들의참여동기요인중도박요

인이 도출되었다는 점이다. Lee[24]는 스크린골프 참여

자의운동동기탐색의귀납적내용분석연구에서사행성

유발 요인 도출되었다. 이에 사행성 유발에서는 술자리

문화와도박요인이 2차주제로분류되었는데이는본연

구의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이다.

물론 당구와 스크린 골프의 참여 동기를 단순히 비교

할수없지만과거에서부터지금까지당구는여가스포츠

로서 순기능 측면보다도 놀이적 측면의 일환으로 탈선,

도박, 흡연, 잡기와같은부정적인이미지로일반화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17, 25, 26].

특히 최근 일련의 프로스포츠에서 발현된 도박, 승부

조작이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는시점에서당구

가건전한여가문화를창달하고나아가국위를선양하는

엘리트스포츠로자리매김하기위해서는당구인의철저

한 스포츠맨십 정신을 함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프로스포츠에서 도박, 승부조작과 같은 교육을 지

속적으로실시하고있는바책임있는관련부처에서이

러한 도박과 같은 스포츠 정신에 저해되는 요인들에 대

하여 철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

다.

스포츠 영역에서 동기 연구의 핵심은 선수들이 왜 운

동에 참여하고 지속하며 때로는 운동을 중단 하는가에

대한원초적질문을과학적으로해석하기위한연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 참여 동기 연구는 스포츠 심

리학, 스포츠 교육학, 스포츠 마케팅에서 스포츠를 이해

하고 선수를 이해하여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심층적 이

해를 도모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국내에서 당구는 평생 여가 활동 영역에서 이제 세계

적인스포츠로서의모습을갖추어가고있는전환기를맞

고 있다. 따라서 당구의 활성화 또한 학문 영역으로서의

발전을위해서는당구에대한다양한시각으로서의연구

들이 질적·양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나아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과학적 자료들이 축척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당구경기에 참여하는 핵심 대상인

당구선수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왜 당구경기에 참여하고

지속하는지에대한동기를개방형질문지를통하여심층

적으로규명하고나아가연령과경력의연구참여자의특

성에 따른 당구경기 참여 동기 차이점을 규명하고자 하

였다.

경기도 소재 당구선수 267명을 대상으로개방형질문

지를 통하여 그들의 당구경기 참여동기에 대한 696개의

원자료를 획득하였으며 이에 귀납적 내용 분석 방법을

채택하여내용을분석하였다. 일련의연구절차를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기초로 한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구선수의당구경기참여동기는 “재미”, “목표

성취동기”, “경쟁”, “대인관계”, “정신건강”, “직업”, “도

박”, “스포츠 유능감”, “주요타자의 권유”, “대학진학”등

10가지 일반영역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연구대상의연령에따른당구경기참여동기는

모든연령에서 ‘재미’ 요인의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

타났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경력에 따른 당구경기 참여 동기

는 5년 미만에서는 ‘재미’, 5년 이상은 ‘목표성취동기’ 요

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그동안여가문화의중심에서벗어나당구

경기를스포츠라는것에국한시켜당구선수들의참여동

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자료를기초로척도개발연구가진행될필요성이

있다. 또한 당구경기와 스포츠에 참여하는 동기 중 ‘재

미’, ‘목표성취동기’, ‘경쟁’ 과같은요인이일치함에따라

당구경기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더욱더 스포츠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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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는방안을종단적연구를통하여모색해야될필

요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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