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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골프전공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 및 자기주도학습의 관계를 
조사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골프전공 대학 수업에 참여한 257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270명의 학생
들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SPSS 21.0 및 AMOS 22.0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델을 분석하
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골프전공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골프전공 대학생들의 학습몰입은 자기주도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셋째, 골프전공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주제어 :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 학습몰입, 골프학과, 대학수업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through learning flow of golf department students. This study consisted of 257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golf classes and the data of 270 students were analyzed. The structure 
equation model was analyzed by SPSS 21.0 or AMOS 22.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cademic self-efficacy of golf department students showed a positive effect on their learning flow. 
Second, the learning flow of college students in the golf department showed a positive effect on their 
self-directed learning. Third, the academic self-efficacy of golf department students showed a positive 
effect on their autonomous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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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매스컴을 통해 대한민국 여성 골프선수들
이 LPGA(미국여자골프대회)에서 우승을 위한 경
쟁을 하는 것을 보면서 골프에 대한 애정과 자부
심을 느낀다. 우리나라 골프인구는 500만을 넘었
으며 골프장 내장객 수는 3000만명에 이르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1]. 골프는 긴 역사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로 발전해 오고 있
다. 또한 평생스포츠로 중·장년층에서는 노후에 
가장하고 싶은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2]. 
골프는 자연 친화적 스포츠로 시장가치 규모는 
12조 4,028억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
  90년대 후반부터 한국 골프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골프학과가 만
들어 졌다. 대학의 골프학과 신설은 실기 위주의 
골프 환경에서 안정적인 교육환경과 이론적인 내
용을 바탕으로 지도자로써의 소양을 완성시키고
자 만들어 졌다. 국내에는 약 20여개의 대학에 
골프전공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4], 대한골프협
회에 등록된 선수는 2171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5].
  현재 대학 스포츠교육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분석 및 인지하고 
선택 가능한 창의적 인재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21세기 사회적 요구
에 맞는 인지적 측면과 비인지적 측면을 균형 있
게 성장 시키는 종합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
요시 되고 있다[6]. 특히 미래사회에서는 다양한 
영역에 있어 지식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지속
적인 변화와 혁신이 요구 되어진다[7]. 인간의 행
동 변화에 중요한 학습 인지에 있어서 중요변인
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있다[8].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의도한 일을 성공
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동으로 변화하고 실행해 
나가는 지각된 능력을 의미한다[9]. 특히 학습능
력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행동과 학업
성적에 영향을 주며 긍정적인 학습능력을 만들어 
준다. 또한 학습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적응과 학습
전략의 성공적인 성취를 위하여 필요되어진다
[10]. 이와 같이 골프 대학선수는 학업과 더불어 

자신의 경기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 되어지는 
요인이다.
  앞서 연구 되어진 내용과 같이 학습적 자기효
능감은 과제와 행동을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개인의 신념으로 학습몰입과 연관성
이 있다[11,12,13,14,15,16]. 따라서 골프전공 대
학생들의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나타나는 주
요 요인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학습몰입은 효율적인 학습 여건조성과 학업상
황에서 몰입 경험을 통하여 학습활동에 집중되어
지는 상태를 말한다[17]. 골프전공 대학생의 학습
몰입은 운동성적과 학업성취에 관련하여 긍정적
인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중요시 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학습몰입은 자기주도학습에 중요한 관
계가 있다고 조사되었다[18,19,15]. 따라서 골프
전공 대학생이 처해 있는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
면서 자신만의 학습몰입과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관계를 확인하여 어떠한 관련성이 나타나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자기주도학습은 개인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선택하여 창의적
인 인간을 만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특히, 대학생
에 있어 자기주도학습은 자율성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가늠할 핵심역량이다
[19]. 또한 자기주도학습은 대학생이 요구되는 가
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대학교육에서 배양되어야 
한다[7]. 즉, 골프전공 대학생의 선수생활과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여 주어진 환경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얻기 위해서 자기주도적학습 요인
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학습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조
사되어 왔다[20,21,22,23]. 즉, 학업적 자기효능감
이 학업에 있어 긍정적인 요인이며 이제까지 경
험하지 않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
술을 습득하는데 필요하다. 이와 같이 골프전공 
대학생은 기존의 운동선수로써만 잘해야 하는 부
분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학생활의 교육과 운동을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되어 진
다. 즉, 골프전공 대학생의 운동과 학업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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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ategory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162 63

female 95 37

Grade

1Grade 76 29.6

2Grade 44 17.1

3Grade 66 25.7

4Grade 71 27.6

병행은 자신의 목표성향과 자아능력을 향상시키
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위와 같이 자기주도학습
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파
트로 연구되어 왔으며 실기와 관련된 분야보다는 
중·고등학생의 이론 교육과 관련되어 대학생 관련 
연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 골프전공 대학생의 학습적 자기효능감과 자기
주도학습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 되어진
다.
  90년도 후반부터 2000년도 초반에 대한민국 
골프 붐과 함께 생겨난 골프학과 골프 선수들의 
학습권과 함께 골프 관련 직업의 다양화에 큰 도
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순
응하면서 국내 골프학과는 지속적인 변화가 요구
되어 진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골프전공 대학생
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학습 및 학습
몰입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골프전공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
감에 따른 학습몰입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가 자기주도학습에 어떠
한 관계가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골
프전공 대학생들의 올바른 학업 형태와 운동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부분을 확인하여 교육적 시사점
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골프전공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은 학습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골프전공 대학생의 학습몰입은 자기주
도학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골프전공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은 자기주도학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표집

  이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충남 지역에 있
는 골프학과에 다니는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선정
하였다. 설문지는 골프전공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이에 응답을 받는 것으
로 진행되었다. 조사기간은 2019년 3월부터 6월
까지 약 3개월간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표집방
법은 비확률 표본추출법인 편의표본추출법을 이
용하여 표집 하였다. 표집 된 270개의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자료 13개의 자료를 제외한 
총 257개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2. 조사도구

  2.2.1. 학업적 자기효능감
  이 연구에서는 골프전공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학습몰입 및 자기주도학습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묻는 설
문지는 김아영 & 박인영(2001)의 연구에서 사용
된 학업적 자기효능감 문항을 바탕으로 골프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사
용하였다[24]. 설문지의 구성은 3개의 하위요인으
로 과제수준선호 8문항, 자기조절 효능감 10문항, 
자신감 8문항으로 총 2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
다’(5점)의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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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alidity and Reliability of Subfactor

Category Subfactor AVE CR Crombach

Academic self-efficacy

Task level preference .646 .936 .969

Self-regulation efficacy .601 .938 .969

Self-confidence .683 .945 .973

Learning Flow
Cognitive flow .663 .969 .986

Affective flow .712 .979 .990

Self-directed learning

Learning plan .625 .943 .973

Learning implementation .702 .959 .980

Learning evaluation .688 .957 .981

다. 수집된 자료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확
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모델적합도 지
수는 x2=626.450, df=296, p=.000, TLI=.957, 
CFI=.961, RMSEA=.066로 전반적으로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문항의 표준화 요
인부하량은 .749∼.922로 나타났다. 또한 각 하위
요인 별 AVE, CR 계수를 산출한 결과, 각 하위
요인에서 AVE값 .5, CR값 .7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를 확보하였다. Cronbach α 계수는 
.969∼.973로 나타나 적합한 신뢰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2>.

  2.2.2. 학습몰입
  이 연구에서는 골프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
습몰입의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박형근
(2010)과 석임복(2007)이 개발한 학습몰입척도를 
이지혜(2009)의 요인을 기초로 골프전공 대학생
에 맞게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25,26,27]. 설
문지의 구성은 2개의 하위요인으로 인지적 몰입
(도전과 능력의 조화, 행동과 의식의 통합, 구체
적인 피드백, 명확한 목표) 16문항, 정의적 몰입
(통제감, 과제에 대한 집중, 자의식의 상실, 시간
감각의 왜곡, 자기목적적 경험) 19문항, 총 35문
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1점)~‘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Likert) 5
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
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
시한 결과, 학습몰입의 모델적합도 지수는 
x2=942.566, df=559, p=.000, TLI=.971, 
CFI=.973, RMSEA=.052으로 전반적으로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
하량은 .852~.926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 별 
AVE, CR 계수를 산출한 결과, 요인에서 AVE값 
.5, CR값 .7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를 확보
하였으며, Cronbach α 계수는 .986~.990로 나
타나 적합한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2.2.3. 자기주도학습
  이 연구에서는 골프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
기주도학습의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유현숙, 
김태준, 이석재 & 송신영(2004)이 개발하고 이지
혜(2009)가 사용한 척도를 대학생에게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28,29]. 설문지의 구성은 3
개의 하위요인으로 학습계획 10문항, 학습실행 
10문항, 학습평가 10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
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
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
시한 결과, 자기주도학습의 모델적합도 지수는 
x2=737.904, df=402, p=.000, TLI=.967, 
CFI=.969, RMSEA=.057로 전반적으로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문항의 표준화 요
인부하량은 .871∼.931로 나타났다. 또한 각 하위
요인 별 AVE, CR 계수를 산출한 결과, 각 하위
요인에서 AVE값 .5, CR값 .7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Cronbach α 계수는 
.973∼.981로 나타나 적합한 신뢰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위해 사용된 조사도구
로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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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1 2 3 4 5 6 7 8

1.Task level preference 1

2.Self-regulation efficacy .675** 1  

3.Self-confidence .635** .667** 1

4.Cognitive flow .410** .316** .276** 1

5.Affective flow .342** .283** .222** .622** 1

6.Learning plan .254** .303** .313** .310** .331** 1

7.Learning implementation .239** .289** .201** .305** .266** .762** 1

8.Learning evaluation   .292** .331** .254** .259** .237** .711** .754** 1

26문항, 학습몰입 35문항, 자기주도학습 30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 2문항으로 총 93문항으로 구
성되었다<Table 2>.

2.3. 자료처리

  SPSS 21.0와 AMO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
째, 조사에 참여한 골프전공 대학생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수집된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
며, AVE, CR,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단일차원성이 확인된 각 요인들의 관련성 
및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마지막
으로 넷째, 구조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분석을 통해서 골프전공 대학생의 학업
적 자기효능감이 학습몰입 및 자기주도학습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 변인 간의 경
로분석과 요인간의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3. 결 과

3.1. 각 변수간 상관분석 결과 및 정규성 검증

  골프전공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습
몰입 및 자기주도학습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
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단일 차원성이 확인된 각 요인들의 관계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 결과에서 요인 간 측정
값은 김계수(2007)가 제시한 .80 이하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0]. 
따라서 각 변인들은 상호 독립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3.2. 구조모형 및 가설 검증

 가설 검증에 앞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
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Figure 1>과 
<Table 4>에서 나타난 것 같이 구조모델의 적합

도 지수는 =35.470, =17, =.005, 
=2.086, TLI=.970, CFI=.982, RMSEA=.065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
었다. 
  다음으로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가설 Ⅰ ‘학습적 자기효능감은 학습몰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에 따른 경로계
수는 .486(t=6.234,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가설을 채택하였다. 
  둘째, 가설 Ⅱ ‘학습몰입은 자기주도학습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에 따른 경로
계수는 .295(t=3.369,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가설을 채택하였다. 
  셋째, 가설 Ⅲ 학습적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
학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에 
따른 경로계수는 .245(t=3.037, p<.01)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가설을 채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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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Structure Model Verification 

Theory Route Condensation Factor C.R. Hypothesis Verification

H1
Learning self-efficacy

→
Learning flow

.486 6.234*** selection

H2
Learning flow

→
Self-directed learning

.295 3.369*** selection

H3
Learning self-efficacy

→
Self-directed learning

.245 3.037*** selection

Model Fit-=35.470, =17, =.005, =2.086, TLI=.970, CFI=.982, RMAEA=.065

**p<.01, ***p<.001

Fig. 1. Factor Relationship Structure of Research Model.
a1:Task level preference, a2:Self-regulation efficacy, a3:Self-confidence, 

b1:Cognitive flow, b2: Affective flow, 
c1:Learning plan, c2:Learning implementation, c3:Learning evaluation.

4. 논의

  이 연구는 골프전공 대학생의 학습적 자기효능
감은 학습몰입 및 자기주도학습과의 관계를 검증
하고자 하였다.
  첫째, 골프전공 대학생의 학습적 자기효능감이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도 학업적 자기효
능감은 학습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31,11,14,12,15,16,22]. 대학 운동선수인 골프전
공 대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가지
는 목적과 참여동기를 만들어 주고 학업이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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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참여시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키워 주
어 학습몰입을 높여준다[13]. 이와 같이 골프선수
와 학업을 병행하는 골프전공 대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진로와 목적이 일반 대학생에 비하여 어
느 정도 정해져 있다. 개인별 자신의 진로 목적
과 방향이 정해져 있을수록 학업에 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골프라는 특정 종목에 참
여하면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스스로 학습하고 탐
색하여 자신만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 따라서 골프전공 대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
능감을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학습몰입을 이
루어져야 한다. 특히, 스스로 학습 방법을 위한 
현장 실습과 이론 교육을 고려한 지도가 선행되
어야 할 것이다.  
  골프학과는 신설목적에 맞게 실기와 이론의 겸
비한 학과로 발전했지만 최근 변화하는 환경과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
요되어 진다[32]. 골프전공 학생들은 다른 전공 
학생들과 수업이나 전공 교과목이 공통적으로 겹
치지 않아 공감대 형성이 적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자신의 종목 외에 다른 사회경험이 매우 제
한적 일 수 있다[33]. 따라서 학습적 자기효능감
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른 전공학과 학생들과 같
이 들을 수 있는 기초과목이 다양하게 필요하다. 
이와 같이 골프전공 대학생의 학습적 자기효능감
은 대학생활과 선수생활에 모든 부분에서 필요하
다. 골프 종목은 개인 스스로 경기와 훈련계획을 
세우고 관리해야 자신이 경기 중에 심리적인 안
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34]. 특히, 대학생
들은 학업적인 부분의 요인인 학습몰입을 강화해 
주며 운동 난이도가 높은 경우 이를 이겨내고 해
결해 내는 힘을 만들어 줄 것이다. 골프전공 대
학생은 한국 골프의 미래에 교육과 지도를 담당
할 지도자로 성장 할 수 있다. 골프전공 대학생
들의 요구가 필요한 교육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
완하여 골프교육에서 필요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능력을 키워 놓는다면 교육적 자질을 갖춘 지도
자와 선수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둘째, 골프전공 대학생의 학습몰입이 자기주도
학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결과가 기존의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임
을 알 수 있다[18,19,15,35,36,29]. 이와 같이, 학
습몰입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에 있어
서도 긍정적으로 높아진다는 강현욱(2016)의 연
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8]. 즉, 학
습자에게 필요한 능력과  기술 능력이 일치할 때 

학습몰입이 높게 형성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골
프전공 학생들의 주도적인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
하기 위해서는 대학생활의 교육 수준과 실기교육
의 난이도 선정이 중요시 될 것이다. 이러한 부
분에서 일반 대학생들 보다 교육하기 어려운 부
분이 있다. 골프전공 지도 교수의 경우 이론지도
와 선수들의 시합 참여에 있어 수업의 연결성 등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하여 지도해야 한다. 최근 
다른 대학에서는 운동선수를 위한 대학생 멘토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족한 학업에 학생 멘토가 
도움을 주어 학업 성적을 높이는데 성공한 사례
가 있다. 교수가 학생의 모든 부분을 담당하기 
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학업환경 변화를 가지도록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주는 것
이 대학교육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된
다.
  마지막으로 셋째, 골프전공 대학생의 학습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학습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로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21,20,37,38,23,39,22]. 즉,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주도학습에 영향을 많이 준다
는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준다[40]. 따라서 골프전공 대학생
들은 골프전공 자체가 자신의 미래 직업과 밀접
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골프를 학문적으로 접하거
나 운동을 참여할 때 임하는 자세가 더 진지할 
수 있다.
  학업 형태에 있어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키우고 이를 통하여 자기주
도학습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골
프전공 대학생이 학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졸업
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표출될 수 있다[41]. 따라
서 대학생 시기의 자기주도학습은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고 성장해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 
대학생 시기는 학업의 성취와 더불어 미래 진로
에 있어서 준비와 함께 성장해야 할 시기이다
[42]. 이러한 시기에 골프전공 대학생의 진로 준
비를 활발히 이루기 위한 탐색이 전제되어야 한
다[43].
  위와 같이 골프전공 대학생들은 대학생활을 통
하여 자신이 스스로 생활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키워 나가야한다. 
이를 통해 학습과 자신의 진로에 맞는 운동과 교
육을 계획하고 스스로 학습하여 자기주도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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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만들어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발전 되
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골프전공 대학생의 교육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국제적으로도 통영 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학생들이 골프전공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이 연구는 골프전공 대학생의 학습적 자기효능
감과 학습몰입 및 자기주도학습의 관계를 검증 
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골프전공 대학생의 학습적 자기효능감이 학습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골프전공 대학생의 
학습적 자기효능감은 학습몰입을 높여 주었다. 
즉, 개인의 학습몰입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전과 
기술의 균형을 잘 이루도록 이론과 실기의 난이
도를 잘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대학시기에 골프 교육과 학업
을 수행하면서 스스로 운동 수련의 방법을 이어
나가고 학업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켜 학업적 자
기효능감을 높이고 자신만의 학습몰입이 이루어
지도록 긍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골프전공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업의 
난이도 조절에 어느 정도 잘 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
에서 개인이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능력에도 불
구하고 간과되어 왔다[7]. 세부적으로 대학교육을 
스스로 향상시키고 대인관계 등을 발전시키기 위
해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실증적으로 필요하
다. 골프전공 대학생의 경우 실기와 이론을 같이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학과적인 특수성을 배제되
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실기적인 부분을 장점으
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부분의 수준을 높
여 나아가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유라 사건 이유 대학교육에
서 실기 및 시합출전에 대한 부분을 엄정하게 구
분하여 수업결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습권의 강화와 더불어 실기 선수들
은 학업을 병행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로 가고 있
다. 이러한 부분도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필요한 
부분임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인 교육시스템이 만
들어지지 않는 구조속에서 선진화된 시스템을 바
로 적용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
다. 따라서 현실적인 사항과 교육적인 부분을 고

려하여 단계별로 변화되어야 엘리트 스포츠도 같
이 공생하여 살아갈 수 있다. 골프전공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시합과 학업을 진행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운영 시스템의 개발로 골프
발전에 기여하길 기원한다.

5.2. 제언

  이 연구를 통해 골프전공 대학생의 학습적 자
기효능감은 학습몰입 및 자기주도학습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었다. 최근 한국 골프의 위상이 더
욱더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도자의 교육
방법과 한국선수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의 대학에서 교육되고 있는 
골프전공 교육프로그램을 잘 홍보하고 제공한다
면 아시아를 비롯한 서방국가 학생들이 이를 배
우기 위해 한국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골프전공 대학생의 가치와 방향성
을 명확히 정립하여 우수한 재능을 펼칠 수 있도
록 교육과 운동환경을 정비를 하여야 한다. 시대
적 흐름에 어울리는 교육과 실습시스템 구축으로 
시대적 욕구와 가치 창출에 적극적으로 맞추어 
나아가야 한다. 한국 대학의 골프전공에서는 현재
의 교육지도 시스템에 안주하지 말고 학생들의 
요구에 비례한 교육적인 인프라와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한다면 미래 최고의 교육적 
가치를 가지는 학과로 자리 잡아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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