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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골 슨 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 184명을 상으로 참여동기, 자기효능감, 그리고 참여지속

의도에 하여 설문조사를 하 으며, 이를 기 로 변인 간 인과효과를 검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참여동기와 자기효능감에 한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 행동 자기효능감은 외 과시와 사교요인에서 유의미한 향 

계를 보인 반면, 유지 자기효능감은 기술발 /성취감, 즐거움, 외 과시, 무동기요인에서 유의미한 향 계가 나

타났다. 둘째, 참여동기와 참여지속의도에 한 회귀분석 결과, 즐거움요인만이 참여지속의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효능감과 참여지속의도에 한 회귀분석 결과, 행동과 유지요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향 계를 보 으며, 이때 유지요인이 보다 높은 련성을 나타내었다.

키워드 : 참여동기, 자기효능감, 참여지속의도, 골 , 골 슨 참여자

Abstract  In this study, we surveyed 184 participating participants in the golf lesson program. The motivation, 
self-efficacy, and intention to participate were surveyed. First,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self-efficacy showed that behavior self-efficac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external 
manifestation and socialization, whereas maintenance self-efficacy was related to technology development/ 
achievement, enjoyment, A significant influence was found. Second, regression analysis of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participation persistence intention showed that only enjoyment factor explains meaningfulness 
of participation persistence intention. Third, regression analysis of self-efficacy and participation persistence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both behavior and maintenance factors. 

Key Words : Participation Motive, Self-Efficacy, Intention, Golf, Golf Lesson Participants

1. 서론 

골 인구의 증가추세와 련해서 국 골 연습장이

나 골  아카데미에서 활약하는 골 지도자의 양 , 질

 성장 속도 역시 속히 이루어지고 있다[1]. 뿐만 아니

라 학습자와 원만한 유 계를 유지하고 정 인 이미

지를 각인 시켜 주는 것은 골  슨에 참여하는 참여자

의 골  슨의 지속  참여에 향을 다고 볼 수 있어 

골 지도자의 정 인 이미지는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도자의 효율 인 지도방법이나 문 인 지도능력, 

커뮤니 이션 능력 등에 의해 비춰지는 지도자의 자질은 

타인에 한 추천이나, 참여지속의도 등 고객충성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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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3].

참여동기와 련해서 김 채, 손정락 & 장동환은 모

든 스포츠 활동은 참여자 나름 로 그 스포츠에 참여를 

하는 동기가 있으며, 동기란 어떤 목표를 향하여 행동을 

이끌어 내는 요구, 욕구라 할 수 있다고 하 으며, 부분

의 심리학자들 역시 동기를 개인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

각되는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정의하 다

고 보고하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골 슨 참여자

의 참여동기의 요인을 살펴볼 의미가 있다[4].

한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해동을 수행할 때 성공 혹

은 일의 수행능력에 한 자신의 능력에 한 확신이나 

기 를 의미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사람은 어떤 활동

을 할 때 노력하지만 다양한 장애에 직면하게 되며 이 장

애를 극복 는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하는가에 

따라 결과발생을 통제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

다[5]. 골   슨 로그램에서 역시 개인이 자기효능

감을 높게 지각할 때 그 행동을 보다 자주 선택하고 지속

하며 효능기 가 높으면 높을수록 동기 수 이 높아진다

고 볼 수 있다[6]. 결국 어떤 행동으로 자기가 바라는 결

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에 한 단 기능을 구별하여 

자기효능감으로 해석하 다[5]. 

Jackson의 근지구력 연구에 의하면 높은 효능감을 갖

도록 유도된 피험자들이 오랫동안 수행을 지속할 수 있

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7], 임종은의 연구에서는 학생

을 상으로 신체  자기효능감이 학교 생활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참여동기, 

참여지속의도와의 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8]. 참여지속의도는 신체활동 참여자의 지속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해 신체활동 참여지속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규명하고 참여지속 유도 략이 필요

하다고 하 으며, 단순 운동에 참여하는 것과 지속  운

동참여는 구분하여야 한다고 하 다[9].

Boothby, Tungatt & Townsend은 즐거움의 지향정도

가 결국 참여자로 하여  스포츠 로그램으로부터의 탈

퇴를 가름하는 요한 원인이 된다고 하 으며[10], 

Wankel & Mummery은 즐거움 지향은 지속 인 활동에 

쳐를 진시켜주며 참여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다고 

하여 참여지속의도에 다양한 요인이 여하거나 향을 

 수 있음을 시사하 다[11]. 

이는 지속 인 스포츠 참여 행동의 측과 설명에 

한 주요 연구 상이 되었으며, 골   슨과 련해서

도 다양한 에서 연구의 이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에서 골 슨에 참여하고 있

는 참여자를 상으로 골 슨 참여동기와 자기효능감, 

참여동기와 참여지속의도, 자기효능감과 참여지속의도

의 계를 살펴보고 골 슨 참여자의 만족감과 지도자

의 지도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련 변인의 련

성을 정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 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의 실내, 외 골  연습장에서 골

슨 로그램에 참여하는 참가자를 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 다. 자료수집 과정은 본 연구자가 골 장

을 직  방문하여 재 골 슨 로그램에 참여하는 

참가자를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으며, 설문에 참여한 

상자는 본 연구자에게 직  연구의 취지  목 에 

한 상세한 설명은 들은 후 조사에 응답하 다. 최  설문 

조사에 응한 참가자는 223명이었으나, 응답의 성실성  

락 자료의 크기를 고려하여 39부를 제외한 184부를 분

석에 이용하 다. 이때 락 자료가 발생된 설문지의 경

우는 그 크기가 미비하여 평균으로 체하 다. 조사 

상자의 구체  정보는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Division Frequency Ratio(%)

sex
Male 133 72.3

Female 51 27.7

Age

Not less than 30years 61 33.2

40years 37 20.1

40years Over 86 46.7

Exercise 
frequency/
Week

1 time 24 13.0

2-3 times 69 37.5

3-4 times 51 27.7

More than 5 times 40 21.7

Exercise
Career

Less than a 1 year 9 4.9

1-2 years 43 23.4

2-3 years 93 50.5

3-4 years 33 17.9

More than 5 years 6 3.3

Table 1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은 남자가 133명

(72.3%), 여자가 51명(27.7%)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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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은 50  이상 86명(22.8%), 30  이하 61명(28.1%), 

40  37명(20.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주당 운동 빈

도별 특성은 2-3회 69명(37.5%), 3-4회 51명(27.7%), 5회 

이상 40명(21.7%), 1회 24명(13.0%)으로 조사되었으며, 

운동경력은 2-3년 93명(50.5%), 1-2년 43명(23.4%), 3-4

년 33명(17.9), 1년 미만 9명(4.9%), 5년 이상 6명(3.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골 슨 로그램 

련 배경정보변인 4문항(성별, 연령, 빈도, 경력), 골

슨 참여동기 29문항, 행동  유지 자기효능감 련 13문

항, 참여지속 의도 3문항 총 49문항으로 구성하 다. 설

문지의 척도는 리커드 형식의 5  척도로 구성하 다.

2.2.1 골프레슨 프로그램 참여동기

골 슨 로그램 참여동기는 정용각이 Vallerand, 

Pelletier, Blais, Senecal, & Vallieres의 SMS(spor 

tmotivation scale)과 Wessinger & Bandalos의 

LIM(leisure intrinsic motivation)을 기 로 개발한 척도

를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문항내용을 보완하여 사용하

다[12-14,18]. 수집된 자료에 기 한 탐색  요인분석 

결과  내 일 성 결과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분석

결과, 골 슨 로그램 참여동기는 총 6개 하 요인(건

강 체력, 기술발달/성취감, 즐거움, 외 과시, 사교, 무동

기)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때 각각 내 일 성 alpha는 .6

3～.87의 범 를 나타내었다. 한 6개의 하 요인 간 상

은 .034～.495의 범 를 나타내었다.

2.2.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Maddux, Mercandane, 

Prentice-Dunn, Jacobs, & Rogers의 Self-Efficacy 

Questionnaire와 Bandural에 의해 개발된 Exercise 

self-efficacy scale를 김 호가 번안한 한국  자기효능

감 설문지를 본 연구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6,15,16]. 본래 이 척도는 운동행동에 지속

으로 참여와 련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해 개발된 

설문지로 각각 10문항과 18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나, 여

러 문항의 내용이 유사 는 동일하여 복된 내용  본 

연구의 목 에 부합되는 10문을 추출하여 사용하 다. 

한 골 슨 로그램 참여의 유지와 련된 자기효능

감은 Barg, Latimer, Pomery, Rivers, Rench, Prapavessis, 

& Salover이 사용한 3문항을 본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항 내용을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 다[17]. 문항내용은 

골 슨 로그램 참여시 방해와 련된 내용으로 “다

음에도 지속 으로 슨 로그램에 참여할 자신이 있

다.”, “지속 으로 참여할 능력이 있다.” 참여하는데 방해

가 되는 요소를 극복할 자신이 있다.”의 내용으로 구성하

다. 골 슨 로그램의 지속  참여  유지 행동과 

련된 자기효능감에 한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3과 같다. 분석결과, 행동과 유지 자기효율성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때 요인 간 상 은 .55, 내 일 성 

alpha는 .77과 .78로 나타났다.

2.2.3 참여지속의도

골 슨 로그램에 지속  참여에 한 의도는 양

명환이 사용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 다[18]. 즉 문항

내용은 “바쁜 일이 있어도 운동을 지속하겠다.”, “시간  

여유가 없더라도 지속 으로 참여할 자신이 있다.”, “날

씨가 좋지 않더라도 운동을 지속하겠다.”의 내용으로 구

성하 다. 단일차원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재치는 

.496- .831의 범 를 갖으며, 신뢰도는 .67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본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 에 따라 다

음과 같이 분석하 다. 첫째, 수집된 자료는 조사 상자

의 특성을 악하기 해 빈도분석을 하 으며, 각 문항

의 분포를 악하기 해 기술통계(평균  표 편차, 왜

도, 첨도)를 실시하 다. 둘째, 수집된 자료의 타당도  

신뢰도 검증을 해 주축요인과 사각회 을 용하여 탐

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각 하 요인의 내 일

성 계수를 산출하 다. 셋째, 골 슨 로그램에 참여

자의 참여동기, 자기효능감, 참여지속의도의 계를 검증

하기 해 상 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

로 분석의 유의수 은 로 설정하 으며, 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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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golf lessons

Item
Factor

 
1 2 3 4 5 6

Improve your physical strength and help your life. .895 .308 .283 .035 .273 .204 .814

.83
Regular exercise requires good health. .887 .345 .229 .033 .220 .196 .795

It helps to control weight. .713 .349 .354 .093 .372 .337 .564

 I feel like I'm improving physically. .472 .264 .245 .210 .282 .296 .342

I feel happy that my athletic ability is developing well. .324 .875 .295 .147 .329 .361 .777

.87

When I came up with exercise skills, I felt the 

excitement of doing so.
.348 .867 .198 .105 .318 .341 .762

Acquaintance skills are fun to learn. .299 .723 .314 .035 .315 .394 .610

The satisfaction of the exercise when it comes to 

exercise skill.
.230 .717 .223 .059 .289 .334 .570

Golf is fun. .202 .179 .829 .002 .309 .160 .699

.82It's because of fun. .310 .308 .790 .060 .328 .238 .634

Because of a lively feeling .249 .332 .727 .004 .323 .304 .559

Deserve somebody else's attention .006 .073 .033 .636 .017 .014 .406

.63I want to show off to others. .036 .130 .125 .580 .127 .003 .357

You can let me know. .010 .082 .044 .576 .030 .001 .340

There is a chance to make another person. .349 .333 .316 .021 .892 .290 .798

.85I can comfortably hang out with others. .326 .306 .314 .119 .844 .257 .727

It is good to send with friends. .343 .241 .328 .129 .714 .307 .574

Customarily .223 .213 .229 .078 .250 .827 .686
.77

I don't know if I should continue. .231 .339 .264 .037 .279 .770 .602

Inter-factor correlation

1. Physical fitness 1.00

2. Technological advancement/achievement .412 1.00

3. Pleasure .306 .323 1.00

4. Externalization .034 .090 .014 1.00

5. Social intercourse .491 .386 .416 .015 1.00

6. motiveless .287 .495 .287 .059 .311 1.00

eigenvalue 3.77 4.09 3.11 1.21 3.77 2.95

Item
Factor

 
1 2

When things get annoying .624 .395 .393

.77

When you feel depressed .768 .428 .589

When the location of the exercise or the facility closed, .796 .438 .566

When the equipment or tools needed for the exercise are not prepared .775 .372 .606

When I exercise alone .815 .362 .676

When friends don't want to exercise .745 .432 .555

When families don't want to exercise .721 .481 .529

There is also a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lesson program continuously. .388 .663 .441

There is a faculty for continuing participation. .381 .879 .704 .78

There is a willingness to overcome obstacles that interfere with participation. .395 .722 .521

1. Behavior Self-Efficacy 1

2. maintenance Self-Efficacy .551 1

eigenvalue 4.34 2.98

Table 3. Result of Self-efficac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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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1 참여동기, 자기효능감, 참여지속의도의 기술/

상관 분석 결과

회귀분석 실시에 앞서 각 하 요인들 간 계 탐색을 

해 상 분석  기술통계를 실시하 으며, 다음의 

Table 4와 같다.

첫째, 기술통계 결과에서 각 하 요인들의 평균은 3.16 

～ 3.77의 범 를 갖으며, 이때 표 편차는 .66 ～ .95로 

나타났다. 한 각 하 요인들의 분포에 한 검증결과 

왜도  첨도 값이 정상분포에 가까운 범 를 나타내었다.

둘째, 상 분석 결과 모든 하 요인 간 계는  정

(+) 상 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냈으며, 참여동기의 하

요인인 외 과시와 련된 상 계수를 제외한 모든 상

계수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잠재변인 간 인

과효과 검증을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2 잠재 변인 간 인과효과 결과

골 슨 로그램에 참여하는 참가자의 참여동기와 

참여행동  지속  유지에 한 자기효능감, 그리고 참

여지속 의도와의 인과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다변량  

단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2.1 참여동기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참여동기 하  6개요인(건강체력, 기술발달/성취감, 

즐거움, 외 과시, 사교, 무동기)과 자기효능감 2개요인

(행동, 유지)간 인과효과 검증을 해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Table 5, Table 6에 제시

되어 있다. 다변량 회귀분석결과, 건강체력과 무동기를 

제외한 기술발달 [Wilks’λ=.930, F(2, 176)=6.65, p=.002], 

즐거움 [Wilks’λ=.682, F(2, 176)=41.11, p=.000], 외 과시 

[Wilks’λ=.946, F(2, 176)=5.03, p=.008], 사교 [Wilks’ λ

=.956, F(2, 176)=4.03, p=.019] 요인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모수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행동 

자기효능감은 사교(  ), 외 과시(  )의 

요인만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모형 설명력    , 분산분석 결과는 각각 

[F(1)=6.010, p=.015]와 [F(1)=7.791, p=.006]으로 나타났

다. 한 유지 자기효능감에서는 즐거움 (  ), 기

술발달 (  ), 외 과시 (  ), 무동기 

(  )의 요인에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모형 설명력    , 분산분석 결

과는 각각 즐거움 [F(1)=78.672, p=.000], 기술발달 

[F(1)=13.233, p=.000],  외 과시 [F(1)=7.193, p=.008], 무

동기 [F(1)=4.083, p=.045]로 나타났다. 따라서 참여동기

는 행동보다는 유지 자기효능감을 보다 잘 설명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Table 4. Correlates correlation between sub-factors and technical statistics

1 2 3 4 5 6 7 8 9

Physical fitness 1

Technological advancement/achievement .475** 1

Pleasure .326** .355** 1

Externalization .008 .131 .057 1

Social intercourse .519** .445** .400** .031 1

motiveless .304** .488** .276** .016 .301** 1

Behavior .253** .342** .248** .195** .364** .277** 1

Maintenance .436** .551** .663** .191** .463** .411** .481** 1

intention .414** .403** .385** .085 .408** .279** .537** .625** 1

mean 3.24 3.16 3.29 3.77 3.57 3.42 3.73 3.25 3.35

standard deviation .91 .91 .87 .92 .92 .95 .66 .72 .81

skewness .015 .001 .020 -1.044 -.259 -.121 -.266 .092 -.026

kurtosis -.429 -.427 -.261 1.647 -.256 -.320 .260 .683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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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s of inter-term interface-efficient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S df Mean square F Significant

Physical fitness
Behavior .013 1 .013 .036 .850

Maintenance .558 1 .558 2.542 .113

Technological 

advancement/achievement

Behavior .812 1 .812 2.228 .137

Maintenance 2.905 1 2.905 13.233 .000

Pleasure
Behavior .243 1 .243 .667 .415

Maintenance 17.271 1 17.271 78.672 .000

Externalization
Behavior 2.191 1 2.191 6.010 .015

Maintenance 1.579 1 1.579 7.193 .008

Social intercourse
Behavior 2.841 1 2.841 7.791 .006

Maintenance .427 1 .427 1.946 .165

Motiveless
Behavior .869 1 .869 2.383 .124

Maintenance .896 1 .896 4.083 .045

Error
Behavior 64.540 177 .365

Maintenance 38.857 177 .220

*Behavior. R Square = .214, Maintenance. R Square = .594

Table 6. Result of Multi variate Parameter estimation

Model
Non-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 Significant

B Standard error Beta

Behavior

Physical fitness .012 .061 .016 .189 .850

Technological advancement/achievement .095 .064 .129 1.493 .137

Pleasure .047 .057 .061 .817 .415

Externalization .120 .049 .166 2.452 .015

Social intercourse .168 .060 .233 2.791 .006

motiveless .083 .054 .119 1.544 .124

Maintenance

Physical fitness .075 .047 .095 1.594 .113

Technological advancement/achievement .180 .049 .227 3.638 .000

Pleasure .394 .044 .479 8.870 .000

Externalization .101 .038 .130 2.682 .008

Social intercourse .065 .047 .084 1.395 .165

motiveless .085 .042 .112 2.021 .045

3.2.2 참여동기가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골 슨 참여자를 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기 로 

참여동기가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7과 같다. 

분석결과, 즐거움 (  ) 요인만이 참여지속의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설명력 

   , 분산분석 결과는 F(6)=12.118, p=.001로 나

타났다.

Table 7.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ng motivation and participation

Model
Non-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 Significant
B Standard error Beta

Physical fitness .168 .070 .188 2.386 .018

Technological 

advancement/achievement
.130 .073 .145 1.767 .079

Pleasure .180 .066 .194 2.721 .007

Externalization .045 .056 .051 .797 .426

Social intercourse .133 .070 .151 1.910 .058

motiveless .043 .062 .051 .698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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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elf-efficiency and Participation Continuance Intention Interrelation

Model
Non-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 Significant
B Standard error Beta

 Constant .215 .267 .805 .422

Behavior .374 .075 .308 4.956 .000

Maintenance .536 .070 .477 7.678 .000

3.2.3 행동 및 유지 자기효능감이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행동  유지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참여지속의

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8과 같다. 분석결과, 행동 자기효는감(  )

과 유지 자기효능감(  )은 참여지속의도를 유의

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모형 설명력 

   , 분산분석 결과는 F(2)=78.140, p=.001로 나

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골 슨 참여자의 참여동기, 자기효능감, 

참여지속의도의 계를 살펴보고자 하 으며, 이와 같은 

목 을 바탕으로 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를 바

탕으로 논의를 개하고자 한다.

골 슨 참여자의 참여동기 6개요인(건강체력, 기술

발달/성취감, 즐거움, 외 과시, 사교, 무동기)과 자기효

능감 2개요인(행동, 유지)간에 건강체력, 무동기를 제외

하고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냈다. 구체 으로는 행동

 자기효능감보다는 유지  자기효능감에 보다 정

인 결과를 나타내 유지  자기효능감을 보다 잘 설명하

는 것으로 단된다.

조호민는 축구 참여자의 참여동기 유형과 자기효능감

의 계에서 참여동기와 자기효능감에서 유의한 정 상

을 나타냈다고 보고하 다[19]. 이는 본 연구의 참여동

기와 자기효능감의 계가 정 인 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지지해 주고 있다. 본 연구의 참여동기의 하 요인 

 건강체력, 무동기에서는 자기효능감에 의미 있는 

향을 주지 못해 이와 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이승찬의 학생의 방과 후 체육 로그램의 참여동기

와 자기효능감의 계에서 역시 참여동기는 자기효능감

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이를 고

려해 볼 때 참여동기는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 변인으로 볼 수 있으며, 골 슨 로그램 참여자

의 참여동기 역시 행동  자기효능감과 지속  자기효능

감에 정  향을 주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이원헌은 생활체육 참여자의 참여동기와 참여지속의

도의 계를 살펴본 결과 참여동기가 참여지속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며, 무동기는 참여지속의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다[21]. 이는 참여지속

을 높이기 해서는 참여동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볼 수 있다고 제시하 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골 슨 참여자의 참여동기 

요인  즐거움 요인만 참여지속의도에 유의미한 향력

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골  종목의 특성이 반 된 

결과로 골 의 자세, 골 의 스윙 등의 요소가 다른 종목

보다 미세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종목의 특성 상 참여자에게 스트 스가 될 수도 

있으며, 즐거움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단된다.  골

슨 시 골  종목의 특성을 고려해 참여자의 즐거움 요인

에 을 두고 슨을 실시한다면 참여지속이 보다 

정 으로 개선 될 것으로 단된다.

임주이는 교양체육 참여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참여

지속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참

여지속의도에 상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2], 박윤기의 연구에서는 신체  자기효능감의 하 요

인인 인지된 신체능력이 높아지면 운동지속의도의 경향

성, 가능성, 강화성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23]. 

박상진의 연구 역시 재미요인이 자기효능감  참여지속

의도를 높이며, 자기효능감은 참여지속의도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다[24]. 이러한 내용을 종합

해 볼 때 자기효능감은 참여지속의도에 유의미한 변수로 

단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골 슨 참여자의 행동 , 

지속  자기효능감 역시 참여지속의도의 의미 있는 변수

로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면 골 슨 로그램참여

자의 참여지속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골 슨 참여자의 참여동기가 행동/유지 

자기효능감,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향과 선행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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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을 살펴보았으며, 한 자기효능감이 참여지속의도

에 미치는 향에 해 선행연구  연구과정에서 얻어

진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논의하 다. 이러한 논의 과정

에서 참여동기, 행동/유지 자기효능감, 참여지속의도가 

서로에게 향을 주고 있으며, 정  향 변수인 것을 

확인하 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골 슨 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 184

명을 상으로 참여동기, 자기효능감, 그리고 참여지속의

도에 하여 설문조사를 하 으며, 이를 기 로 변인 간 

인과효과를 검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참여동기와 자기효능감에 한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 행동 자기효능감은 외 과시와 사교요인에서 유의

미한 향 계를 보인 반면, 유지 자기효능감은 기술발

/성취감, 즐거움, 외 과시, 무동기요인에서 유의미한 

향 계가 나타났다. 

둘째, 참여동기와 참여지속의도에 한 회귀분석 결

과, 즐거움요인만이 참여지속의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효능감과 참여지속의도에 한 회귀분석 결

과, 행동과 유지요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향 계를 보

으며, 이때 유지요인이 보다 높은 련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골 슨 참여자의 참여동기, 자기효능감, 

참여지속의도의 계를 분석하 으며 이에 정  연구

결과를 얻었다고 단된다. 하지만 분석 상의 사례수의 

성 등은 외  타당성 확보에는 부족하다고 사료된

다. 한 수리  모형에 있어 탐색  요인분석보다는 확

인  요인분석 등을 통해 보다 이론  모형에 근 할 수 

있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련 연구가 진행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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