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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청소년 골프선수들이 지각하는

부모동기분위기와 기본심리욕구가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청소년 골프선수들이 지각하는 부모동기분위기와 기본심리

욕구, 운동몰입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여 청소년 골프선수들의 최상수

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대한체육회

산하기관에 등록된 청소년 골프선수 429명을 대상으로 설문 연구를 진행

하였다. 이러한 연구 절차를 통해 선수들이 지각하는 부모동기분위기, 기

본심리욕구, 운동몰입 설문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한 후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검증한 후 본 연구의 목적

에 따라 빈도분석, 기술통계, 독립표본 검증, 일원배치 분산분석, 이원배

치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구조관계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자

료 분석 방법을 통해 도출한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골프선수들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

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부모동기분위기와 기본심리욕구에서 남녀 간의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입상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기본심리욕

구와 운동몰입에서 입상경력 유/무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

님 경기 동행 횟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운동몰입에서 부모님 경

기 동행 횟수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과 관여하는 부모의

상호작용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기본심리욕구와 운동몰입에서 성

별과 관여하는 부모의 상호작용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운동경

력과 입상경력의 상호작용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운동몰입에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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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력과 입상경력의 상호작용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동기분위기 중 배움-즐거움은 기본심리욕구와 운동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걱정-유발은 기본심리욕구와 운동몰입

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력없는 성공은 기본심리

욕구 중 자율성에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

구는 운동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숙련 및 경쟁부모동기분위기, 기본심리욕구, 운동몰입 간의 영

향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숙련부모동기분위기는 기본심리욕구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본심리욕구 역시 운동몰입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쟁부모동기분위기는 기

본심리욕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숙련 및 경

쟁부모동기분위기는 각각 운동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동기분위기와 기본심리욕구, 운동몰입의 구조관계를 검증한

결과, 청소년 골프선수들이 지각한 숙련부모동기분위기와 경쟁부모동기

분위기가 운동몰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심리

욕구를 통해 운동몰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청소년 골프선수, 부모동기분위기, 기본심리욕구, 운동몰입

학 번 : 2020-2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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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세계 최고의 LPGA 무대에 진출해서 그 위상을 보여 주고 있는 우리

나라의 여자 골프는 1988년 구옥희의 우승을 시작으로, 박세리의 통산

25승(메이저 5승)이라는 대기록과 명예의 전당 입성으로 이어졌고, 박인

비의 통산 21승(메이저 7승)과 명예의 전당 입성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

으로 이어져 왔다. 112년 만에 골프 경기가 정식 종목으로 부활한 2016

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박인비가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여자 골프는 대한민국이 여전히 세계 최강임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한국 여자골프선수들의 LPGA투어 성공 요인을 보고한 임진택, 권기

남, 임수원(2016)의 연구에 따르면 강인한 정신력과 함께 유소년 시절부

터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지는 부모들의 헌신과 전폭적

인 지원이 한국 여성 골퍼들의 우승 비결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만큼 심

리적 요인으로써 내적 요소인 정신력과 외적 요소인 부모의 열정적인 후

원 및 관여가 골프 경기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지대하다.

골프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방해요인과 대응 및 극복전략을 연구한

문지영(2008)은 방해요인의 하위 항목으로 주요 타인(부모, 친구, 소속팀

등)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타인 중 부모가 자녀 선수에게 내비치는 성적

에 대한 기대 및 헌신은 선수들에게 부담감으로 느껴져 경기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골프 경기에서 자녀 선수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골프선수를 대상

으로 진행한 사대환(2016)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기대와 골프 수행력 사

이의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국 골프선수 부모들은 연습장

부터 대회장까지 선수와 가장 가깝게 접촉하는 과정에서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대회 결과에 대한 민감한 감정을 자녀에게 거침없이 표출한다는

점에서도(최고은, 2015) 그 영향력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부모들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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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심리적, 물질적 지원은 선수들에게 동기 강화와 함께 성공 경험

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실패 시의 좌절감이 큰 아픔으로 작용하여 선수들이 골프

에 대한 흥미를 잃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사대환, 2016). 청소년

골프선수들에게는 부모와 가족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해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매우 중요한 성공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와 관련된 심층적이고 다차원적인 연구는 더욱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한

다.

청소년기는 자아 발달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주요 타

자로부터 받는 외적 환경의 영향이 선수의 내적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는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왔다(노미순, 1999; Danish, Petitpas, &

Hale, 1992; Deci & Ryan, 2000). 특히 골프선수는 다른 주요 타자보다

도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

이 크다(박나미, 육동원, 김지수, 신정택, 2005; 박정근, 2003). 또한 청소

년 골프선수들의 부모들은 자녀가 골프에 입문하는 시기부터 자녀를 직

접적으로 케어하며, 성장기를 함께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

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박인혜, 김형

훈, 2020; 박정근, 2003).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 골프선수를 둘러싼 주

요 타자 중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은 더욱 중요하

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성취목표이론에 따르면, 상황적인 요소로 여겨지는 동기분위기

(motivational climate)는 주요 타자로부터 받는 영향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의 구조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의미한다(Ames, 1992).

이때 동기분위기는 과제관여 분위기와 자아관여 분위기로 나뉜다(Ames,

1992). 주요 타자 중에서도 부모가 형성하는 동기분위기를 선수가 어떻

게 인식하는지를 의미하는 개념이 부모동기분위기(parent-initiated

motivational climate)이다(O’Rourke, Smith, Smoll, & Cumming, 2011;

White, Duda, & Hart, 1992). 부모동기분위기는 선수들이 지각하는 부모

의 행동과 가치에 의해 형성되는 학습 환경으로 정의되며, 세 가지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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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요인인 배움-즐거움, 걱정-유발, 노력없는 성공으로 구성된다(White,

Duda, & Hart, 1992). 배움-즐거움은 부모가 즐거움, 노력 및 새로운 기

술 습득을 강조하는 정도를 뜻하며, 걱정-유발 요인은 부모가 실패와 실

수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강조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노력없

는 성공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도 최고의 수행력을 펼치면 만족하는 정도

를 나타낸다.

성취목표이론에서 과제지향은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학습하고 그것

들을 익히는 과정을 중요시하며 도전할 만한 과제 수준을 선택하는 목표

성향으로 설명되고 있다(Nicholls, 1984, 1989). 반면에 자아지향의 사람

들은 비교의 준거가 타인이 되어 자신이 타인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를 기

준으로 성공을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고 제시되고 있다(Nicholls, 1989).

성취목표성향에 관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자들마다 성

취목표이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이한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과

제지향은 ‘숙련’으로, 자아지향은 ‘경쟁’으로도 지칭되고 있다(한국스포츠
심리학회 편, 2005). 따라서 성취목표성향에서의 과제지향과 숙련은 과

제관여 혹은 숙련동기분위기와 맥락을 같이하며, 자아지향과 경쟁은 자

아관여 혹은 경쟁동기분위기와 같은 맥락으로 연구되고 있다(김연진,

2018; Ames, 1992). 이를 부모동기분위기의 하위요인에 적용해서 살펴보

자면, 배움-즐거움은 부모가 자녀의 성공에 대한 기준을 과제의 향상과

숙련에 초점을 둔 숙련동기분위기로 해석할 수 있으며, 걱정-유발과 노

력없는 성공은 부모가 자녀의 성공에 대한 기준을 승리에 두는 경쟁동기

분위기로 해석할 수 있다(White, Duda, & Hart, 1992).

선수들에게 있어서, 주요 타자로부터 형성되는 동기분위기 중 숙련분

위기가 경쟁분위기에 비해 긍정적 측면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Harwood, Keegan, Smith, & Raine, 2015; Lavoi & Stellino, 2008). 노

미영, 이만령(2017)의 연구에서는 경쟁분위기가 운동지속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 지도자가 선수들에게 숙련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이 선수들의

운동참여를 증진시키는데 있어 효과적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숙련분위

기는 스포츠 재미와 만족감, 내적동기, 수행, 노력 투입, 긍정적 대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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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등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진, 1997; 유진, 허정

훈, 2001; 정동화, 유진, 2011; 허정훈, 김상현, 2009; 허정훈, 설정덕,

2011; Balaguer, Duda, Atienza & Mayo, 2002; Reinboth & Duda,

2006). 반면, 경쟁분위기는 불안감을 높이며, 성공의 원인은 능력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스포츠를 중도 포기하는 행동과 관련성이 높다고 보

고되고 있다(Smith, Smoll, & Cumming,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동기분위기의 하위요인 중 배움-즐거움을 숙련부모동기분위기로 걱

정-유발과 노력없는 성공을 경쟁부모동기분위기로 설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청소년 골프선수에게 중요한 주요

타자가 되는 부모로부터 선수들이 지각하는 부모동기분위기가 선수의 심

리적 욕구 및 동기 유발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Deci와 Ryan(1985b, 2000)의 자결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에서도 사회 환경적 요인은 선수 개인의 동기적 측면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결성이론의 하위이론

중 기본심리욕구이론에서는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세 가

지 욕구로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

을 제시하고 있다. 자율성에 대한 욕구는 스스로에게 부여된 결정권을

경험하고 자신의 행동에 근원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Deci &

Ryan, 1987). 유능성에 대한 욕구는 최적의 도전 과제에서 성공하고 원

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를 의미한다(Skinner, 1995; White,

1959). 관계성에 대한 욕구는 주변에 있는 주요 타자와의 상호 존중과

배려, 신뢰를 통해 얻게 되는 유대감과 소속감에 대한 개인의 욕구를 의

미한다(Baumeister & Leary, 1995; Harlow, 1974).

선수들을 둘러싼 사회 환경적 요인인 부모동기분위기와 기본심리욕구

에 관한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지만, 부모동기분위기는 과제성

향과 자아성향을 반영한 동기분위기로 설명될 수 있다. 주요 타자들이

조성하는 동기분위기와 기본심리욕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과제

관여분위기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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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Ntoumanis, 2001; Sarrazin, Vallerand, Guillet, Pelletier, & Cury,

2002; Standage, Duda, & Ntoumanis, 2003). 이와 반대로 자아관여분위

기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arrazin, Guillet, Cury, 2001; Standage, Duda, & Ntoumanis, 2003).

Reinboth와 Duda(2006)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운동선수가 지각하는 동기

분위기가 기본심리욕구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과제관여 동기분위기를 반영한 배움-즐거움은

기본심리욕구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반대

로 자아관여 동기분위기를 반영한 걱정-유발과 노력없는 성공은 기본심

리욕구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기본심리욕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봤을 때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

가 충족됨에 따라 인간의 다양한 행동을 추진하고 유발하기 때문에 스포

츠 상황에서는 선수 개인의 동기 유형을 결정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Deci & Ryan, 1985b, 2000).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에 대한 욕구를 충

족시키는 사회 환경적 요인은 내적동기의 촉진과 외적동기의 내재화를

촉진하는 반면, 이러한 욕구가 무시되거나 충족되지 못한다면 자기결정

성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Vallerand, 2001;

Vallerand, Foriter, Guay, 1997). 운동수행에서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은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기 때문에 최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와

반대로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지 못한다면 최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

다고 제시되고 있다(Ryan & Deci, 2000). 또한, Deci와 Ryan(2000)에 따

르면 이 세 가지 욕구는 심리적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분이나 조건을 의

미하며, 심리적 건강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욕구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고 설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는 사회 환

경적 요인은 내재적 동기를 촉진시키며, 선수의 내재적 동기 향상은 경

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김백수, 김용국, 2009; 소영호, 2015). 운동선수의 경기력은 신체적, 기술

적 조건 외에도 심리적 상태와 같은 내재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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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권성호, 장도진, 이도흥, 이승주, 김태우, 2020). 또한 긍정적인

정서와 함께 내재적 동기가 높을 때 선수들은 스포츠 상황에서 운동몰입

을 경험하게 된다(Jackson & Csikszentmihalyi, 1999). 따라서 청소년 골

프선수들의 경기력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운동몰입은,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변인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운동몰입을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개인이 과제를 이행하는 중에 최적 경험(optimal experience)을 제공

하는 심리적 상태로 정의(Csikszentmihalyi & Csikszentmihalyi, 1988)되

는 몰입(flow)의 개념은 그동안 스포츠심리학 분야에 응용되어 운동몰입

의 개념으로 다양하게 연구되어왔다(권성호, 2008). Csikszentmihalyi(1975)

가 정의한 몰입은 어떠한 행위에 몰두한 상태에서 일을 수행하게 될 때,

심신이 하나가 된 느낌을 가지고, 자동적으로 개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현상으로 설명된다. 권성호(2008)에 따르면, 몰입이란 신체활동을

통해 특정 행위에 깊이 빠져서 시간, 공간, 더 나아가 자신에 대한 생각

까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심리적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이같이 운동 상황

에서 선수들이 경험하는 몰입은 운동몰입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선수가 운동에 참여하는 중에 자신의 행위에 깊게 빠져들어 심신이 일체

되는 상태이며, 개인의 행위에 완전히 주의가 집중되는 상태로 정의될

수 있다.

Csikszentmihalyi(1985)는 운동선수들이 몰입상태에 있다고 해서 항상

최상수행을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최상수행의 상황이라면 운동몰

입상태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Orlick(1990)의 연구에서도

경기력이 우수한 선수들이 비우수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몰입 상태를 더

욱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엘리트 운동선수들은 몰입이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고 있다(Jackson &

Csikszentmihalyi, 1999; Unestahl, 1983). 국내에서 운동선수들을 대상으

로 한 운동몰입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종목에서 운동지속, 승부근성, 선

수만족, 절실함 등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있

다(권성호, 장도진, 이도흥, 이승주, 김태우, 2020; 공성배, 2016; 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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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이를 통해 운동선수의 경기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동몰입 경

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운동몰입이 운동선수의 운동수행능

력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변인이므로 선수들의 경기력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써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선수들의 경기력을 살펴보는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운동몰입과

기본심리욕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선수들의 기본심리욕구와 운동관

여가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Hodge, Lonsdale, & Jackson(2009)

의 연구에서는 기본심리욕구 중에서 자율성과 유능성이 운동몰입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owal과 Fortier(1999)의 연

구에서는 상황에 따른 자결성동기 형태와 지각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이 운동몰입과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최헌혁(2011)의 연

구에서는 대학 유도선수들이 지각한 변혁적 리더십과 기본심리욕구 및

운동몰입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은 운동

몰입의 발생이전요인, 진입요인, 경험요인, 결과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도선수들의 운동몰입은 기본심리욕구의 세 가

지 하위요인 충족에서 비롯되고, 선수들의 기본심리욕구는 운동몰입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회 환경적 요인을 통해 지각된 자율성, 관계성, 유

능성의 충족은 몰입상태와 긍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선

수들의 기본심리욕구와 경기력을 살펴보는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운동몰입은 선수들의 운동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연구는 그 필요성을 가진다(권성호, 2008; 최헌혁,

2011; Csikszentmihalyi, 1985).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스포츠 상황

에서 선수들의 기본심리욕구의 충족 여부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운동몰입을 할 수 있는 최상의 훈련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부모의 관점에서 적절하고 긍정적인 관여가 뒷받

침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골프선수들의 경우 종목의 특성

상 부모의 절대적인 지원과 관심 속에서 부모와 항상 밀접하게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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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기 때문에 부모동기분위기와 운동몰입의 관계에 관한 심층적인 연

구는 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학문적 기여도 측면에서

도 그 의의가 있다고 예측된다. 그러나 선수들이 지각하는 부모동기분위

기만으로는 운동몰입을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이상의 논의를 통해

기본심리욕구가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할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골프선수를 대상으로 올바른 운동몰입의 개념을 토대로 다

양한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며, 이와

함께 골프선수들이 느끼는 기본심리욕구가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밝

혀내는 연구 주제 역시 부족한 실정이기에 독창성 측면에서도 더욱 의미

있는 연구 주제라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골프선수의 환경적 요인을 부모가

조성하는 부모동기분위기로 설정하였다. 환경적 요소인 부모동기분위기

가 개인의 내적 심리요인에 해당하는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으로 이어진다

면 운동몰입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청소년 골프선수

들이 지각하는 부모동기분위기와 기본심리욕구가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

향을 규명한다면 청소년 골프선수들의 최상수행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

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골프

선수들이 지각하는 부모동기분위기가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고자 하며, 부모동기분위기와 운동몰입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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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골프선수가 지각하는 부모동기분위기가 운

동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청소

년 골프선수들이 지각하는 부모동기분위기에 따라 개인의 기본심리욕구

가 얼마나 충족되며, 이를 통해 청소년 골프선수들의 운동몰입이 얼마나

향상되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 3 절 연구문제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청소년 골프선수의 배경변인에 따라 선수가 지각하는 부

모동기분위기와 기본심리욕구, 그리고 운동몰입에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 골프선수들이 지각한 부모동기분위기와 기본심리

욕구 그리고 운동몰입 간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청소년 골프선수들의 부모동기분위기와 운동몰입 관계에

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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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용어의 정의

1. 청소년(Adolesecent)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은 2020년 개정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기본법을 기초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

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과 여학생을 청소년으로 정의한다.

2. 부모동기분위기(Parent-Initiated Motivational Climate)

본 연구에서 부모동기분위기를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동기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지, 어떤 목표성향에 가까운지에 대한 자녀의 인식으로

정의하였다(White, Duda, & Hart, 1992).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있

는 배움-즐거움을 숙련부모동기분위기로, 걱정-유발, 노력없는 성공을

경쟁부모동기분위기로 조작적 정의하여 White, Duda, & Hart(1992)의

부모동기분위기(PIMCQ-2)를 김연진(2018)이 수정, 번안한 질문지를 사

용하여 측정된 점수로 정의한다.

3. 기본심리욕구(Basic Psychological Needs)

본 연구에서 기본심리욕구를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욕

구의 충족 여부에 따라 정신건강과 성장, 웰빙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정

의하였으며(Deci & Ryan, 2000),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는 박중길, 김기형

(2008)이 개발한 기본 심리적 욕구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로

정의한다.

4. 운동몰입(Sport Flow)

본 연구에서는 운동몰입을 스포츠 상황에서의 신체 활동을 통해 선수

가 자신의 행위에 깊게 빠져서 시간, 흐름, 공간, 더 나아가 자신에 대

한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될 때를 일컫는 심리적 상태로 정의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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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운동몰입의 발생이전, 진입, 경험, 결과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

어있는 권성호(2008)가 개발한 운동몰입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

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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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부모동기분위기(Parent-Initiated Motivational Climate)

1. 동기분위기의 개념 및 정의

일반적으로 스포츠는 경쟁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경쟁 과제의 숙련과

향상을 강조하면서 동기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으로서 설명된다(Ames,

1992; White, 1996). 성취상황에서 조성된 동기분위기는 개인의 성취 행

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주요 타자들이 개인의 행동 및 사고에 영향력

을 형성하는 분위기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Ames, 1992; Nicholls,

1989).

송용관, 천승현(2018)의 연구에서는 동기분위기 질문지의 타당성을 검

증하였으며, 동기분위기를 역량강화 동기분위기의 자율성지지, 사회적지

지(관계성지지), 과제중심의 동기분위기 등 세 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였

다. 이때 역량저하 동기분위기는 통제와 자아중심의 동기분위기 등 두

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일반적으로 동기는 상황적 동기와 특성적 동기로 구분되는데 상황적

동기는 지각된 동기분위기를 의미하며 특성적 동기는 목표성향으로 설명

하고 있다(김은희, 2010). Ames(1992)는 동기분위기를 상황적인 목표구

조를 개념화하고, 과제목표성향과 자아목표성향이 반영된 성취상황을 각

각 숙련분위기와 수행분위기로 정의하였다. 또한 Ames(1992)는 스포츠

상황에서는 주요 타자들에 의해 형성된 숙련 및 경쟁분위기가 존재한다

고 설명하였다. 유진, 허정훈(2001)은 코치와 부모가 대인적 경쟁, 규범적

피드백, 공적인 평가를 강조한다면 이는 수행분위기를 의미하고, 과제의

향상과 숙련을 강조한다면 숙련분위기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동기분위기는 상황적 심리환경으로서 행동의 목표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

한 요인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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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취목표성향과 동기분위기 지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최승

민(2007)에 따르면 특성적 목표지향성과 동기분위기 지각의 명확한 인과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목표지향성이 동기분위기에 영향

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동기분위기가 목표지향성 효과를 중재하여 사람

들을 과제 또는 자아목표로 유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둘의 인과관계

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동기분위기와 목표지향 성

향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이에 관한 이론과 학술적 개념을 구체

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취목표이론에서 동기분위기의 지각은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한 오진식, 임상용, 김덕진(2010)의 연구에서는 성취목표이론은 개인

의 동기분위기 지각이 특정한 환경(예: 교사의 수업 지도 방식에 대한

학생의 지각, 과제 특성, 평가)에서 채택하는 목표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

안하고 있다. 즉 숙련분위기(mastery climate)는 노력과 과제숙달과 수행

향상이 자기-참조적(self-referenced) 상황으로 정의되지만, 수행분위기

(performance climate)는 개인 간의 경쟁과 규준-참조적

(norm-referenced) 성공을 강조 할 때 지각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지각된 숙련분위기의 내적동기와 만족, 성공이 노력에 기인한다

는 믿음과 긍정적으로 관계가 있지만, 지각된 수행분위기의 낮은 지각은

능력 성공이 능력과 속임수와 같은 전략의 결과라는 부정적 태도와 믿음

과 관련이 있음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Barkoukis, Ntmoumani,

Ntoumanis, & Nikitaras, 2007; Digelidis, Della, & Papaioannou, 2005;

Parish & Treasure, 2003).

이예승, 박진훈, 송용관, 이철(2014)은 동기분위기란 주요 타자에 의해

형성되는 학습 환경이라고 정의하였으며, Ames(1992)는 동기분위기를

과제참여와 자아참여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과거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과제참여 동기분위기는 운

동선수들의 재미, 불안 감소, 지속적인 참여와 노력 그리고 수행과 자아

존중감 향상에 기여하지만, 자아참여 동기분위기는 불안과 걱정 야기, 수

행 감소, 노력과 흥미 저하, 낮은 자아존중감, 자아성향 촉진 및 부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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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유진, 허정훈, 2001; 정동

화, 유진, 2011; Balaguer, Duda, Atienze, & Mayo, 2002; Sarrazin,

Vallerand, Guillet, Pelletier, & Curry, 2002; Smith, Cumming, & Smoll,

2008; Smith, Smoll, & Cumming, 2007).

김연진(2018)은 목표는 동기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선수의 복잡하고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을 탐색할 때 성취목표성향

과 동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동기분위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타인동기분위기와 부모동기분위기로 구분하

여 설명하였다. 타인동기분위기와 부모동기분위기는 스포츠 상황에서 주

로 선수를 둘러싸고 있는 코치나 감독, 동료선수, 부모 등에 의해서 과제

및 자아 동기분위기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며, 타인에 의해서 성공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선수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타인은 선수들

의 동기성향 및 목표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선수들의 행동을 예측

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관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부모동기분위기의 개념 및 정의

스포츠 현장에서 대부분의 선수들은 부모로부터 열렬한 지지와 응원

을 받고 경기에 임하게 되는데 이때 선수가 부모에게 느끼는 감정과 정

서의 개념에서 동기분위기를 경험하게 되며, 이 동기분위기를 통해 부모

의 목표성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통 부모동기

분위기로 설명한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부모동기분위기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

이기에 이와 관련된 선행문헌을 탐구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White(1996)

와 White, Duda, & Hart(1992) 등은 부모동기분위기의 개념을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배움-즐거움은 새로운 기술 습득과 노

력하는 과정 및 즐거움을 강조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둘째, 걱정-유발은

실수에 대한 걱정을 강조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노력없는 성

공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수행을 강조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배움-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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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은 과제지향을 반영한 숙련동기분위기로 해석된다. 반면에 걱정-유발

과 노력없는 성공에 대한 요인은 자아지향을 반영한 경쟁동기분위기로

해석된다(White, Duda, & Hart, 1992). 목표성향에서의 과제지향성향은

과제관여 동기분위기와 맥락을 같이하며 자아지향성향은 자아관여 동기

분위기와 같은 맥락이다(김연진, 2018). 또한 스포츠 상황에서 선수가 지

각한 부모동기분위기는 성취목표로부터 시작해서 과제지향성 관점과 연

결되며 목표수행을 위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김연진(2018)과 Nicholls(1989)는 아동기의 사회화 경험을 통해 목표

성향이 개발된다고 주장하며 부모가 이 사회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

을 한다고 밝혔다. 아이의 일생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은 거의 모든 분

야에 관여하여 나타나며, 그 중 하나가 스포츠나 운동 참여에 대한 것이

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부모와 아이의 목표성향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

구에서도 아이의 목표성향이 부모의 목표성향과 상당히 높은 관련성이

있음이 밝혀졌다(Duda & Hom, 1993).

특히 기대-가치 모델(expectancy–value model)에 따르면 아이들은

주어진 상황을 실제 그대로 인식하기보다 부모와 자신을 둘러싼 핵심 타

자의 선호에 의해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Eccles &

Harold, 1991). White(1992)는 부모가 아이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는지, 그리고 아이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그 과정을 즐기는 것을 얼

마만큼 중요시 하는지가 아이 스스로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

는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부모동기분위기는 아이가 부모

에 대해 느끼는 동기분위기를 의미하며, 이 동기분위기를 통해 부모의

목표성향을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부모동기분위기는 자녀의

부모가 어떠한 동기분위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목표성향에 가까운

지에 관한 자녀의 인식을 뜻한다(O’Rourke, Smith, Smoll & Cumming,

2011; White, Duda, & Hart, 1992).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부모동기분위기 설문지 내용을 요약해 볼 때 배

움-즐거움에 해당 되는 내용은 부모는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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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흡

족해하며, 실수가 있더라도 배움의 한 부분이라고 격려한다. 열심히 노력

해서 실력을 향상했을 때 긍정적인 반응으로 만족감을 나타내는 설문 내

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지각하는

긍정적인 동기분위기 측면에 응답하는 설문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반면에 부모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관여를 하는 입장에서 걱정을 유발

시키는 설문 내용은 자녀가 실패하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고, 실패에 대

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또한 자녀가 훈련과 대회에서 좋은 성적

을 얻지 못했을 때 자녀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설문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다. 부모의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운동선수인 자녀가 실수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잘하지 못하는 기술을 시도하려고 할 때

걱정하게 만들 수 있는 동기분위기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의 지

나친 걱정과 관여는 자녀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때 불안한 감

정을 유발하게 되고 실수를 걱정하게 만드는 부정적 요인으로서 걱정-

유발이라는 개념을 총체적으로 설문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노력없는 성공의 질문 내용은 서로 상반된 개념의 질문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다. 자녀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향상되었거나 기술 향상

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기술 향상은 반드시

성실한 노력의 결과로 얻어야 한다고 동기분위기를 조성하는 측면으로

질문 내용이 구성되어있다. 반대로 상반된 측면에서의 질문은 자녀가 열

심히 노력하지 않고 성취하는 것을 당연시하거나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도 성공과 성취를 얻어내는 것에 만족하도록 동기분위기를 조성하는 내

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설문 조사에 참여한 운동선수는 상반된

개념의 질문내용을 통해 평상시 노력없는 성공에 대한 부모의 관여와 입

장이 어떤 형태인지를 확실하게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노력없는 성공에

대한 부모동기분위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개념으로 구

성되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부모동기분위기에 관한 연구사례가 국내에서는 매

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도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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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골프대디’라는 문화적 특성 안에는 골

프선수인 자녀가 골프를 배우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매우 밀접하

게 관여한다. 이때 부모는 자녀에게 즐거움을 줄 것인가 아니면 걱정을

유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깊게 생각해 볼 때 부모동기분위기

는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인 소통으로 동기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부모동기분위기 관련 선행연구

부모동기분위기에 대한 연구는 White, Duda, & Hart(1992)의 연구에

서 시작됐다. 개발된 Parent Initiated Motivational Climate

Questionnaire(PIMCQ-2)에서는 배움-즐거움, 걱정-유발, 노력없는 성공

세 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그중 배움-즐거움은 과제목표 성향

을 반영한 숙련분위기이며, 걱정-유발과 노력없는 성공은 자아목표 성향

을 반영한 수행분위기로 해석된다.

부모동기분위기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운동선수를 대상

으로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의 동기분위기와 자녀의 목표성향(Duda &

Hom, 1993; White, 1996; White & Duda, 1993; White, Kavussanu, &

Guest, 1998)간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 이

밖에도 지각된 부모동기분위기에 따라 선수들의 동기(O’rourke, Smith,

Smoll, & Cumming, 2014), 불안(O’rourke, Smith, Smoll, & Cumming,

2014; White, 1998), 훈련 및 운동참여(Keegan, Harwood, Spray, &

Lavallee, 2009) 등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부모동기분위기와 목표성향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White(1996)의 연구에서는 여자 배구선수를 대상으로 선수들의 목표

성향과 지각된 부모동기분위기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 밖에도

White(1998)는 선수의 목표성향과 지각된 부모동기분위기가 경쟁특성불

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연구 결과를 통해 목표성향과 부모

동기분위기 간의 정적 관계를 확인하였고, 목표성향과 부모동기분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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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특성불안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하였다.

White, Kavussanu, & Guest(1998)의 연구에서는 선수들이 주요 타자

(코치, 부모)로부터 인식한 동기분위기와 목표성향 간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과제목표 성향은 코치와 부모님으로

부터 지각한 과제관여분위기와 관련이 있었으며, 자아목표 성향은 자아

관여분위기와 관련이 있었다. 이때 자아관여분위기 중 노력없는 성공은

아버지로부터만 지각되었으며, 걱정-유발 분위기는 어머니로부터만 지각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지각된 부

모동기분위기 중 배움-즐거움은 선수들이 스포츠 행동에서 과제에 대한

숙련과 학습에 중점을 둔 과제목표 성향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고, 걱

정-유발, 노력없는 성공은 선수들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여 개인의 능

력을 보이는 데 중점을 두는 자아목표 성향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

다.

과제목표성향과 과제관여분위기의 유의한 관계를 입증한 선행연구 결

과에 따라 Morris & Kavussanu(2008)는 스포츠 상황에서 지각된 부모

동기분위기와 과제-접근, 과제-회피, 수행-접근, 수행-회피 목표들을 다

중회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각된 배움-즐거움은 과제-접근과 과제-회

피 목표를 정적으로 설명했으며, 수행-회피 목표는 걱정-유발 동기분위

기를 정적으로 설명하였다.

Salselas & Márquez(2009)는 포르투갈 청소년 수영선수를 대상으로

지각된 부모동기분위기가 선수들의 성별, 나이, 연습 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성별과 연습 수준에 따라 지각하

는 부모동기분위기는 각각 달랐으며, 나이는 부모동기분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스포츠 상황에서 주로 선수를 둘러싼 주요 타자는 크게 코치, 부모,

동료선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선수들이 지각하는 코치, 부모, 동료선수

의 동기분위기가 각각 선수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연구들이 진행

되고 있다. Keegan, Harwood, Spray, & Lavallee(2009)의 연구를 살펴보

면, 주요 타자에 의해 형성되는 각각의 동기분위기가 유소년 선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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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선수들로부터 지각된 부

모동기분위기는 자녀의 운동 참여와 학습을 지원하는 방식에 제일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된 바 있다. White, Kavussanu, & Guest(1998)의

연구에서는 코치와 부모로부터 지각된 동기분위기와 선수의 목표 성향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선수를 둘러싼 각각의 주요 타자로

부터 지각된 동기분위기는 선수들의 목표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

르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Appleton, Hall, & Hill(2011)의 연구는 지각된 부모동기분위기가 선수

의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연구 결과 부모가 형성하는

동기분위기는 운동선수의 완벽주의와 관련된 사고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확인하였다. Atkins, Johnson, Force, & Petrie(2015)는 부모, 코치, 동료

선수로부터 지각되는 과제관여분위기와 과제목표 성향이 남자 선수들의

스포츠 유능감, 자기효능감 및 즐거움, 지속적인 운동 참여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부모와 동료 선수로부터 지각되는 과제관여

분위기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나타났다. Çağlar, Aşçi, &

Uygurtaş(2017)의 연구에서는 코치, 부모, 동료 선수로부터 지각된 동기

분위기가 선수들의 스포츠몰입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는데, 코치

와 동료 선수가 형성하는 동기분위기만이 스포츠몰입 성향을 설명하였

다. 그러나 부모동기분위기는 선수들의 스포츠몰입 성향에 영향을 미치

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어린 운동선수들

이 각각의 동기분위기로부터 자신의 역할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

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O’rourke, Smith, Smoll, &

Cumming(2014)는 유소년 수영선수들이 지각하는 코치의 동기분위기와

부모동기분위기 중 어느 동기분위기가 선수들의 자기효능감, 경쟁불안,

동기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동기분위기가

코치의 동기분위기보다 선수들의 자기효능감, 경쟁불안, 자율적 규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코치의

동기분위기 중요성이 더 강조되어왔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는 유소

년 선수는 부모동기분위기로부터 받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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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나이가 어린 선수일수록 코치보다도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

로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하였다.

국내에서는 스포츠와 관련된 연구영역에서 부모동기분위기에 관한 연

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최근 청소년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성취목표성

향에 따른 부모동기분위기의 차이를 연구한 김연진(2018)의 선행연구가

유일하다. 해당 연구는 중‧고등학교 청소년 운동선수 중에 개인종목(530

명)과 단체종목(29명) 총 559명을 대상으로 성취목표성향에 따라 부모동

기분위기와 실패내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분석한 결과

부모동기분위기의 하위요인과 성취목표성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

히 부모동기분위기의 하위 요인 중 배움-즐거움은 과제성향, 자아성향이

모두 높은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모동기분위기의 하위요인 중

노력없는 성공과 걱정-유발은 과제성향이 낮고, 자아성향이 높은 집단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국외 선행연구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

치된 결과로 분석되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김연진(2018)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운동선수 및 스포츠 관련 부모동기분위기를 중심내

용으로 연구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외 연구사례와 비교해

볼 때 국내 부모동기분위기 관련 연구는 더욱 다양한 계층의 운동선수들

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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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본심리욕구 (basic psychological needs)

1. 기본심리욕구 이론의 개념 및 정의

인간은 지속적으로 개인적인 안녕감과 사회적인 발달을 추구하면서

개인마다 다르게 타고난 자신만의 독특한 경향성을 최고의 상태로 만들

어내기 위해서 내재된 기본적인 심리욕구가 충족되어야만 한다. 이는 개

인에게 안녕감을 높여주며, 심신의 균형적인 발달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기본심리욕구는 인간

개체가 느끼는 부족함이나 결핍, 결함 상태에서 몸과 마음의 욕구

(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를 정신과 신체를

통해 평가하기도 한다. 또한 인간의 기본심리욕구는 때로 과잉현상이 생

겨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배제시키거나 조절하게 된다면 개인의 욕

구를 통제하는 능력이 생성된다.

Ryan & Deci(2002)는 인간의 기본심리욕구에 관한 다양한 논리와 이

론을 발표하였다. 기본심리욕구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구성하는 하위 이

론으로 규정하면서 개인의 심리적 성장과 발달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선택하여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기본심리욕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기결

정성 이론을 기초해서 기본심리욕구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자

한다.

1) 자기결정성 이론의 개념

자기결정성 이론은 지난 30년 동안 특정한 현상과 관련된 각각의 하

위 이론을 통해 발전되어왔다. 각각의 하위 이론들은 모두 변증법적, 유

기체적 가정을 공유하고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 개념을 포함한다는 점에

서 하위 이론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Ryan & Deci, 2002).

자기결정성 이론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Deci & Ryan(200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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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성 이론을 인지평가이론(cognitive evaluation theory), 유기체적

통합이론(organismic integration theory), 인과지향성이론(casuality

orientation theory), 기본욕구이론(basic need theory) 총 네 가지 하위

이론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인지평가이론(cognitive evaluation theory)은 내적동기를 증가시키거

나 감소시키는 사회 환경적 요인의 관점에서 구성된 이론이며(Deci,

1975, Deci & Ryan, 1980), 사회 환경적 요소들이 인간의 자율성을 유지

및 통제하거나, 무동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유기체적 통합이론(organismic integration theory)은 가치와 규제의

내재화 및 통합에 중점을 둔 이론이며(Deci & Ryan, 1985b; Ryan &

Connell, 1989), 개인의 행동에 따라 경험하는 자율성의 정도와 과정을

동기 유형에 따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인과지향성이론(casuality orientation theory)은 개인차에 따라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과 행동 조절 방식에 관해 설명하는 이론이며(Deci

& Ryan, 1985a), 지향(orientation)의 양을 측정하면 개인의 경험과 행동

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기본욕구이론(basic need theory)은 개인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동기

와 목표의 관계를 설명하며(Ryan & Deci, 2000), 부분적으로는 시간, 성

별, 상황 및 문화에 걸쳐 심리적 건강에 대한 가치 구성과 규제 유형의

연관성을 제시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인간에게 내재된 기본심리욕구를 자기결정성이론으로 설명하

기 위해서 사회 환경적 요소들의 관여와 영향력에 따라서 무동기와 동기

유발의 차이와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환경에 따른 적응력

에 기인하여 개인의 행동 양상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기본욕

구는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 중 특히 심리적 건강에 관여하여 문화

적 가치와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인간의 행동과 의사결정에서 심리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Deci &

Ryan(2000), Deci, Ryan, & Vansteenkiste(2008) 등은 자결성이론이 인

간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 욕구의 역할을 지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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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동기 이론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Deci & Ryan(2000)이 제시한 자

결성이론은 개인이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세 가지 보완적인 기본 심

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설명하였다.

자결성이론에서는 개인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한 개인의 생존,

성장 및 온전함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정의 하였다(Ryan, Sheldon,

Kasser, & Deci, 1996). 인간의 욕구는 학습된 것보다 선천적인 것으로

가정하는 이 관점은 욕망이나 목표가 사람들의 행복 수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경우에만 진정한 욕구(needs)를 나타낸다고 제안하였다. 따

라서 개인의 자율성 지지의 개념은 자결성 동기 부여에 필요한 조건을

지정한다고 판단된다.

인간의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자결성이론을 설명한 Ryan(1995)은 자율

성, 유능성, 관계성에 대한 기본 심리적 욕구에 대한 사회 맥락적 지지는

모든 영역에서 동기 부여와 심리적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개인이 여러 다른 대상들과의 연결고리 속에서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원칙에 따라 인간의 기본심리욕구를 통

제하거나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기본심리욕구 이론의 개념

일반적으로 욕구(needs)는 인간 개체의 어떤 결핍과 결함 상태로서

심신의 평형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며, 이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긴

장 상태가 유발되는 현상이다. 욕구는 동기와 혼용되거나 개체로 하여금

특정 행동을 취하게 하는 목표지향성을 갖고 있지 않은 점이 동기와 구

분된다(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이러한 인간 개체의 욕구는 충동

(impulse)이나 욕망(begierde)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인간의 욕구는 불

변하는 것이 아니고 개체가 처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하고 수정

되기도 한다. 이러한 욕구는 사람을 움직이는 심리적인 동인이라고 표현

하기도 한다. 또한 욕구는 인간 개체에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거나 절대

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채우는 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에 바라고 원하는 무

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행동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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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기본욕구는 먼저 생리적인 욕구로서의 생존욕구와 안전욕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욕구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신체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인간 개체는 생물학

적인 개체로서 신체적인 기본욕구를 일상생활에서 충족되도록 노력하는

유기체이지만, 심리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노력

하기도 한다. 상담학 사전의 저자인 김춘경, 이수연, 이윤주, 정종진, 최

응용(2016)은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기본욕구를 사랑과 소속감(belonging), 힘

과 성취(power), 자유(freedom), 그리고 즐거움(fun)으로 구분하여 설명

하였다. 이렇듯 인간 개체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리적인 욕구와

심리적인 욕구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개인마다 차이가 존

재한다.

인간의 기본심리욕구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와 이론을 개발한 Deci &

Ryan(2000)은 자기결정성 이론으로 인간의 기본심리욕구를 설명하였다.

자기결정성 이론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를

통해 다양한 인간 행동을 추진하고 유발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과 맥락

에서 인간 행동을 결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본심리욕구에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충족은 최적의 기능, 일상

적인 웰빙 및 성장 경향의 실현을 촉진한다. 이와 반대로 세 가지 욕구

가 차단되거나 충족이 안 된다면 개인은 수동적, 질병, 소외된 상태로 퇴

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Deci & Ryan, 2000). 횡단연구와 종단연구를 통

해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에서도 기본심리욕구가 개인의 성장을 촉진시

키는 역할이라는 것을 보고하였다(Deci, Koestner, & Ryan, 2001;

Vansteenkiste, Zhou, Lens, & Soenens, 2005).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 따

르면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개인의 건강(Cox &

Williams, 2008), 정신건강(Sheldon, Williams, & Joiner, 2008), 대인관계

(LaGuardia & Patrick, 2008)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

기에 오늘날까지도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에 대한 이론은 많은 학자들에

게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적 환경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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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내재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내재화를 촉진하는 반면, 이러한 욕구

를 무시하거나 충족이 안 된다면 자기결정성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설명하였다(Vallerand, 1997, 2001). 이러한 세 가지 욕구는 심리

적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분이나 조건을 나타내며, 심리적 건강을 위해서

는 세 가지 욕구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Deci &

Ryan, 2000).

Sheldon & Elliot(1999)의 연구에서는 활동 중 세 가지 욕구 사항에

대한 충족이 향상된 웰빙을 예측하는 변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횡단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들은 교육(Vallerand, Fortier, & Guay, 1997), 스포

츠(Reinboth, Duda, & Ntoumanis, 2004), 운동(Markland, 1999), 직장

(Deci, Koestner, & Ryan, 2001)과 같은 다양한 맥락에서 기본욕구 충족

이 동기 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전반적으로

욕구 충족은 체계적으로 다양한 삶의 영역 내에서의 동기 부여와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킨다. 즉, 참가자의 기본심리욕구가 더 많이 충족될수록

자기결정성 동기의 수준이 높아져 심리적 기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이론

을 발표하였다(Deci, 1980).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는 각각 상대적으로 동기의 유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예측변인이다(Vlachopoulos & Michailidou, 2006). 유능성은 자율

성 및 관계성과 비교해서 긍정적인 동기 부여를 결정하는데 더 강한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물리적이고 운동적인 요소

를 연구하는 영역을 통해서 검증되었다. 더 나아가 개인에게 동기 부여

된 행동은 유능성과 자율성을 상대적으로 더 느끼는 사람들의 욕구에 기

반하고 있다(Deci, 1975). 또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본질적으로

동기 부여된 행동의 기초라고 언급하였기 때문에(Izard, 1977) 즐거움과

관심은 나머지 다른 결과와 비교했을 때 자율성과 더 강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Deci와 Ryan(2000)은 관계성이 동기 부여

된 행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유능성과 자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

은 역할을 한다고 논의하였다. 또한 그들은 개인이 고립되어있을 수 있

는 상황에서 내재적 동기를 유지하는 데 주요 요인으로서 관계성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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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골프 종목과 같이 개인 종목에서는

개인이 고립된 상황에서 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기 부여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 중 관계성보다는 자율성 및 유능성이 더 강한 상관관계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렇듯 인간 개체의 기본욕구를 생물학적인 관점에서의 생리적인 기

본욕구와 심리적인 기본욕구로 구분하여 설명되고 있다. 인간 개체에게

공통적으로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현되는 기본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결

핍의 상태가 되면 채우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과잉 상태

가 되면 넘쳐나는 충족의 상태를 제거하려는 노력도 하게 될 것이다. 따

라서 인간 개체의 기본욕구는 한 개체가 처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하고 수정되기도 한다. 또한 자기결정성 이론에 의하면 Deci &

Ryan(2000)은 어떠한 제재나 권력의 관여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독립적

으로 판단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개념으로서 자율성을 제시하였다.

유능감은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에게 바람직한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표현하였다. 관계성은 두 명 이상 또는 여러

사람들 간의 서로 연결된 사회적 상황과 심리적 상황으로 설명하였다.

자율성, 유능성은 자기결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관계성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와 타인과의 연

결되어 있는 관계 때문에 한 개체의 기본심리욕구를 충족할 수도 있지

만, 이와 반대로 관계성이 결핍된다면 또 다른 변화된 양상으로 나타난

다는 측면에서 자기결정 이론의 개념을 기본심리욕구 이론에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다.

2. 기본심리욕구의 구성요인

1) 자율성에 관한 욕구

자율성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거나 절제하여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상태이다. 또한 타인의 간섭과 관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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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불편하거나 부담으로 작용해서 나의 의사결정에 부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 중에 자

율성을 추구하거나 보장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기본심

리욕구의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또한 자율성은 개인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강요받거나 압박받지 않으

며 개인의 행동에 있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는 상태를 의

미한다. 자율성에 대한 욕구는 스스로에게 부여된 결정권을 경험하고 자

신의 행동에 근원이 되고자 하는 욕구로 정의된다(Deci & Ryan, 1987).

특히 Cerasoli, Nicklin, & Nassrelgrgawi(2016)는 개인이 어떠한 것에

참여하도록 외부로부터 강요받거나 조종받는 느낌이 드는 경우 개인의

자율성을 침범하는 행위로 인해 내적동기 혹은 본질적인 욕구를 잃게 된

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인간의 기본심리욕구로서 자율성의 보장은 인

간 개체의 보존과 안녕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자율성을 느끼기 시작하고, 유지되었을

때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은 자신의 행동

에 있어 자율성을 부여받고 어떠한 제약도 없다고 느꼈을 때 자신의 행

동이 자유롭다고 인식한다(Cerasoli, Nicklin, & Nassrelgrgawi, 2016).

또한 자율성은 개인의 창의적 사고와 행동을 유발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며,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결과로서 생산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개인의 행동에 있어 규

제를 강요받거나 압박을 받는다고 느낄 때는 개인의 자율성을 침범받는

것으로 인식하였다(Cerasoli, Nicklin, & Nassrelgrgawi, 2016).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본심리욕구의 부정적인 표출의 행위와 불만과 불안한 정서

의 상태로서 창의적인 사고 및 행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자율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한 상황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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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능성에 관한 욕구

유능성은 어떤 일이나 과제를 수행하는 데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자

신에게 적합하고 바람직한 상태로 변화를 만들어낸다. 또한 타인보다 뛰

어난 능력으로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인간은 누구

나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싶어 하는 기본심리욕구

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유능성은 사회 환경적인 요소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상호작

용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개인이 지닌 능력을 표현할 기회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Deci, 1975; Hareter, 1983; White, 1959). 또한

유능성에 대한 욕구는 최적의 도전 과제에서 성공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

을 수 있어야 하는 개인의 욕구를 의미한다(Skinner, 1995; White, 1959).

따라서 인간의 기본심리욕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유능성은 인간의 사

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어떻게 발현시키느냐의 문제이

면서 과업지향적 측면에서 자신의 노력과 열정이 반영되어 매우 생산적

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스스로 만

든 노력의 긍정적인 결과로서 자신감을 추구하는 심리적 상태로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가치 있는 결과를 추구하기 때문에 기본심리욕구로

서의 유능성은 매우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논리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기본심리욕구를 자기결정성 이론으로 설명한 Ryan &

Deci(2002)는 인간은 유능성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면 자신의 역량에 가

장 적합한 도전을 모색하고 활동을 통해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

하거나 향상시키려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유능성은 어떠한 목표를 달

성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느

낄 수 있는 자신감과 영향을 의미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서 유능성에 대한 욕구가 충족된다면 숙달, 개인적 성공 및 통제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 29 -

3) 관계성에 관한 욕구

관계성은 기본적으로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과의 연결된 상태

를 의미하며 사람들과의 다양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수단

과 방법으로써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계성은 인간의 기본심리욕구

중에서 소속감을 충족시켜 나가면서 상호 이해와 배려, 그리고 존중이라

는 연결성을 의미한다(Ryan & Deci, 2002).

관계성에 대한 욕구는 주변에 있는 주요 타인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신뢰를 확립해야 하는 개인의 필요를 의미한다(Baumeister & Leary,

1995; Harlow, 1958). 관계성에 대한 욕구가 충족된다면 소셜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는 느낌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관계성에 대한 욕구는 중요한

다른 타인과 연결되어 있거나, 보살핌을 받거나, 주어진 사회적 환경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의미한다(Baumeister & Leary, 1995; Harlow, 1958;

Ryan & Deci, 2002).

Ryan과 La Guardia(2000)에 따르면, 관계성은 “타인이 개인의 경험에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반응하며 관심을 표현해주기를 바라는 욕망”

을 반영한다고 설명하였다. 인간의 기본심리욕구로서 관계성은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이 다양한 개체들과 긍정적인 만남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으로 성숙해진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

함으로써 자신도 타인에게 존경과 관심을 받아 가면서 상호 이해와 신뢰

를 추구하려고 하는 기본심리욕구가 반영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부정적이고 불편한 관계성은 상호

간의 신뢰가 깨지고 서로에게 분노와 공격적 언어와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타인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

로 긍정적인 관계성이 형성되고 유지된다면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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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심리욕구 관련 선행연구

기본심리욕구는 인간 개체가 느끼는 부족함이나 결핍, 결함 상태에서

몸과 마음의 욕구(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한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개념의 기

본심리욕구에 대한 연구는 일반심리학 분야와 교육심리학 분야에서 중심

적 연구를 수행해왔다.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연구의 시초는 척도개발에

서 출발하였다. 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타당화

를 연구한 전성희(2013)는 청소년들이 기본심리욕구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욕구를 어떻게 느끼고 이해하는지를 보고하였다. 또한 각각의

개념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인 경험은 무엇인지, 각 요소에 대한 중요도

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Hill, Thompson, &

Willams(1997)가 개발한 합의적 분석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을 사용하였다. 분석한 결과 자율성 욕구 문항 8문항, 유능성 욕구

10문항, 관계성 욕구 10문항을 선별하였다. 또한 기본심리욕구 하위요인

간 관계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욕구

별로 독립적인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부모의 양육 태도가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하여 내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여찬희(2015)는 초등학생 5-6학년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

님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본심리욕구의 측정은 Ryan과

Deci(2002)가 개발한 기본심리욕구 척도(Basic Psychology Needs Scale:

BPNSY)에 근거하여 이명희와 김아영(2008)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

하고 타당화한 한국형 기본심리욕구 척도를 윤인숙(2012)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정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기본심리욕

구 설문지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결과 자녀가 부와 모의

양육 태도를 애정지향, 자율지향, 성취지향, 합리지향이라고 지각하는 경

우 자녀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애정을 가지고 수용

적이고 헌신적으로 대하고 자녀에게 칭찬, 격려 등을 아끼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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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기본심리욕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특히 부가 자녀를

온정적, 애정적으로 대하며 자녀의 개성과 의사를 존중하는 양육 태도를

취할 때 자녀의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어 내재동기를 높이는 것으로 설

명하였다.

채은영(2016)은 아동의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아동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

였으며, 이명희, 김아영(2008)이 개발한 한국형 기본심리욕구 척도를 사

용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는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를 매개하여 의사결정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

동에게서 의사결정 참여의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기본심리

욕구의 만족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보고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 인지적 유연성 및 우울이 청년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조한솔과 김정민(2017)은 Ilandi, Leone,

Kasser & Ryan(1993)이 개발한 기본심리만족 척도(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Scale-General Version: BPNS-G)를 이명희와 김아

영(2008)이 번안한 한국형 기본심리욕구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심

리적 통제, 인지적 유연성 및 우울이 청년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에 미치

는 영향은 인지적, 정서적 특성을 포함하는 개인적 변인들의 영향력이

가족(혹은 부모)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

본심리욕구 하위요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기본심리

욕구 충족의 매개효과를 연구한 한송이(2015)는 여찬희(2015), 채은영

(2016)의 연구와 동일하게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

였다. 해당 연구에서 기본심리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이희은, 문수백

(2012)이 Koestner와 Veronneau(2001)의 아동 내재적 욕구 만족 척도

(Children’s Intrinsic Needs Satisfaction: CINSS)를 번안한 한국어판

CINSS 척도를 사용하였다. 상술한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와는 다르지

만 척도의 내용 구성은 기본적으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등 3가지 요

소로 구성되었다. 6문항씩 총 18문항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설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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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결과 아동이 기본심리욕구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 행동이 방해물임과 동시에 공

격적인 행동을 발현시키는 요인임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아동에게 있어

서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밖에도 노현종, 손원숙(2014)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내외재적 삶

의 목표와 기본심리욕구와 안녕감의 관계성을 검증하였다. 안도희, 박귀

화, 정재우(2008)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율성지지, 기본심리욕구 및 심

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이명희, 김아영(2008)은

Ryan과 Deci(2002)가 개발한 기본심리욕구척도(Basic Psychology Needs

Scale: BPNSY)를 근거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전성희(2014) 역시 한국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 척도 타당화를 위한 연

구를 실시하였다.

한편 정용각(2006)은 스포츠와 운동에서의 심리적 욕구척도의 타당도

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김덕진(2010)의 연구에서도

스포츠 상황에서의 심리적 욕구만족 척도개발과 기본심리욕구의 개념을

포함하는 자기결정성이론의 모형 검증을 통해 국내에서는 기본심리욕구

와 관련한 척도개발 연구성과를 만들어냈다.

채은영, 이재연(2016)과 채은영, 정문주(2016) 등은 아동의 기본심리욕

구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의 결과물

이 다른 대상자들보다 많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허은주, 오인수

(2014)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심리욕구와 희망

의 관계성을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사례도 다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체육 또는 스포츠 분야와 관련

성이 없는 심리학, 교육학, 가정관리학, 상담학 등에서의 연구 결과물이

었으며, 주 연구 대상자는 초등학교 5-6학년 또는 청소년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체육 또는 스포츠 분야에서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매우 제

한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김규동(2011)은 박사학위논문으로 골프선수

의 부모와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가 기본적 심리욕구 만족과 자기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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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인과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골

프선수 242명은 부모와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가 기본적 심리욕구 만족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기본적 심리욕구 만족

은 자기관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자율성이 자기관리 각 요인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함으로써 청소년과 대학생 골프

선수들에게 자율적 훈련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부모와 지도자

의 자율성 지지는 선수들에게 기본적 심리욕구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훈련 만족도와 경기성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운동선수의 기본 심리적 욕구 검사지를 개발한 박중길, 김기형(2008)은

서울 소재 대학의 팀스포츠 운동선수 265명을 대상으로 1차 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지방 소재 팀스포츠와 개인스포츠 선수 300명을 대상으로 2차

검사를 수행하였다. 특히 문항의 내적 일관성 분석을 실시하여 1-2차 동

일하게 관계성, 자율성, 유능성 순으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확인적 요

인분석에 따른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자율성과 유능성 간의 계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중·고등학교 골프선수를 대상으로 기본심리욕구와 운동몰입 및

경기력의 관계성을 연구한 조병철(2019)은 Deci & Ryan(1985),

Vallerand & Rousseau(2001)의 기본심리욕구 척도를 기초로 정용각

(2009)이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중·고등학교 골프선수

의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관계성, 자율성, 유능성 등은 선수의 운동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선수의 기본심

리욕구 충족을 위한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구자료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기본심리욕구와 다른 변인 간의 관계성을 연

구한 논문으로 박동휘(2014)는 대학씨름선수들을 대상으로 기본심리욕구

가 운동몰입 및 운동만족의 관계성을 보고하였다. 박삼일(2013)은 대학

운동선수의 기본적 심리욕구가 선수만족 및 운동지속 수행에 미친 영향

을 보고 함으로써 대학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측면에서 기본심리욕

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박상현, 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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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미(2017)는 챔피언스 투어 프로골프선수들을 대상으로 기본심리욕구

가 운동몰입 및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프로골프선수들의 기

본심리욕구가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정정우(2000)는 청소년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열정과 탈진 관계

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천경민(2010)은 기본심리

욕구와 운동몰입 및 운동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함으로써 청소년 운

동 선수들에게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은 운동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천경민과 표내숙(2008)은 운동선수가 아닌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동에

대한 기본적 심리욕구와 행동규제를 통한 운동행동을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 노미영과 문화실(2020)은 사회체육센터에서 요가, 필라

테스, 스쿼시, 테니스, 골프 등의 스포츠활동을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

는 여대생을 중심으로 사회적지지와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

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지지는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관계

성, 유능성과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여대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기본심리욕구를 높이고 이는 내적동기를 향상시켜

결국 운동행동 결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자와 중재자로서 가까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정서

적 지지가 운동수행의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학술적으로 매우 의

미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은정(2016)은 대학에서 교양체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심리욕

구, 운동몰입, 운동지속의도의 관계성을 규명하였다. 조흥식(2011)은 체육

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학생들의 기본적 심리욕구의 관계성을 연구 함으

로써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었던 연구범위가 점차 일반학생

들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스포츠 참여와 기본심리욕구의 관계성을 연구하

는 내용의 다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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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운동몰입(sport flow)

1. 운동몰입 개념 및 정의

1) 몰입의 개념

학자들마다 몰입에 대한 개념 및 특징을 자신의 연구 주제에 따라 조

작적 정의를 제시하였다. Csikszentmihalyi(1975)는 몰입의 개념을 처음

으로 제시한 학자이며, 심리학에서의 몰입은 개인이 어떤 활동 및 행동

에 참여할 때 완전하게 몰두하는 심신일체의 상태와 자동적으로 빠져들

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Privette & Bundrick(1987)은 본질적으로 재

미있는 경험이나 최적의 즐거움으로 몰입을 정의하였다. Mannell,

Zuzanek & Larson(1988)은 몰입이 어떤 행동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나

잠재력, 집중 등으로 정의하였다. Ghani, Supnick, & Rooney(1991)는 몰

입을 두 가지 특징으로 설명하였다. 첫 번째는 모든 활동에 집중하는 것

이며, 두 번째는 활동에서 얻는 즐거움으로 설명하였다. Ellis, Voelkl, &

Morris(1994)는 특정적 상황에서 개인의 기술과 능력, 도전과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인식할 때 발생하는 최적의 경험으로 정의하였다. Lutz

& Guiry(1994)는 몰입을 경험할 때 실제 시간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

시간의 흐름을 왜곡하게 되고, 자신의 활동 이외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

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2) 운동몰입의 개념 및 정의

운동몰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학자들의 조작적 정의를 살펴볼 때

운동몰입의 구성개념과 척도개발을 연구한 권성호(2008)는 몰입을 단일

차원의 개념이 아닌 여러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개념으로 제시

하였다. 특히 외국의 학자들이 설명한 몰입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인용함

으로써 통제성, 주의집중, 자발적 흥미, 집중력, 즐거움, 호기심, 본질적

즐거움 등으로 운동몰입을 정의하였다. 최헌혁(2011)은 스포츠 현장에서

최상의 경험, 즐거움, 만족감과 같이 운동수행자로 하여금 운동지속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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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운동에 더욱 몰두하도록 심리적 준비상태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내적

동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운동몰입의 개념을 해석하였다. 유송근(2002)은

스포츠활동에 완벽하게 몰두할 때 일어나는 최적의 심리적 상태를 의미

하며, 연습이나 시합하는 중간에 자신의 동작에 몰두해 있고, 힘이 들지

않으며,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운동몰입은 자신의 행위에 깊이 빠져들어

승리, 목표성취, 만족감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명확한 목표, 즉각적인

피드백, 개인의 능력과 도전과의 조화, 현재 과제에 대한 집중, 활동과

인식의 통합으로부터 운동몰입은 성립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운동몰입

은 스포츠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행위에 깊게 빠져들어 심신일체의

상태를 나타내고, 무언가에 완전히 주의 집중되어 얻게 되는 즐거움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운동몰입 구성요인 및 진행단계

Cskiszentmahlyi(1975)는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선수들이 경험한 몰

입에 관한 연구를 통해 몰입경험의 특징을 총 6가지 요인으로 제시하였

다. 활동과 인식의 통합, 과제에 대한 집중, 자기의식의 상실, 통제감, 즉

각적이고 명확한 피드백, 몰입경험의 자기목적성이다. 이후 그의 연구에

서는 6가지 요인으로 제시되었던 몰입의 경험요인을 총 9가지의 차원으

로 수정하여 제시하였다(Cskiszentmahlyi, 1996). 몰입의 경험을 구성하

고 있는 아홉 가지의 요인은 ①명확한 목표 ②즉각적인 피드백 ③개인의

능력과 도전과의 조화 ④활동과 인식의 통합 ⑤과제에 대한 집중 ⑥통제

감 ⑦자아의식의 상실 ⑧시간 감각의 왜곡 ⑨경험의 자기 목적성이다.

몰입의 특징을 나타내는 9가지 구성요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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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확한 목표

명확한 목표는 개인이 실제로 행동하기 이전에 세우는 목표를 통해서

자신이 명확하게 무엇을 실현하고 싶은지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Csikszentmihalyi, 1990). 명확한 목표는 선수가 다음 행동을 수행할 때

고민하거나 의심하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주의를 집중

시키고, 산만함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은 자신이

어떤 것을 달성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 비롯되므로 우왕좌왕

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행동에 몰두할 수 있다(Jackson, & Csikszentmihalyi,

1999).

2) 즉각적인 피드백

피드백은 선수들이 운동수행 중에 일어난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Jackson,

& Csikszentmihalyi, 1999). 또한 즉각적인 피드백은 수행 중에 분석과

생각을 요구하지 않으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되는 피드백이 개인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Csikszentmihalyi,

1990). 따라서 즉각적인 피드백은 나아가고자 하는 행동의 방향을 통제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개인이 계획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3) 도전과 능력의 조화

도전과 능력의 조화는 개인이 지각하는 개인의 능력과 자신이 당면한

상황에서의 도전의 조화를 의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Jackson과 Csikszentmihalyi(1999)

는 선수들이 자신의 능력과 지각된 도전의 수준이 일치했을 때 몰입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개인이 지각하는 도전의 수준은 모두

다르고, 개인이 가진 실제 능력보다 개인에게 주어진 도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선수의 경험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Jackson(1995)

은 피겨스케이트 선수들과의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에서 기술을 잘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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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 스피드를 지속시키는 것, 본인에게 적합한 페이스로 쉽게 전환

하는 것, 도전적인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4) 행위와 인식의 통합

행위와 인식의 통합은 자신의 움직임과 인식을 통합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며, 자신의 활동이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Csikszentmihalyi, 1990). 몸과 마음을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서 힘들이지 않고 수행하는 이 과정은 궁극적으로 완전한 행위와 인식의

통합을 생성한다. Jackson(1992, 1995)은 선수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에서 선수들은 자신의 행위에 있어 어떠한 지각도 할 수 없었

으며, 자신의 수행에 온전히 몰두하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Jackson과

Csikszentmihalyi(1999)는 행위와 인식이 통합되었을 때의 느낌은 개인과

자신의 행동이 하나가 된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의

연구 참여자 중 한 사이클 선수는 자신이 완전한 몰입을 경험했을 때 자

신과 자전거가 마치 한 몸이 되어 같이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몰

입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5) 현재 과제에 대한 집중

과제에 대한 집중은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전적으로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며, 몰입을 경험한 선수들에게 빈번하게 언급되는 요인 중

하나이다(Csikszentmuhalyi, 1990). 이와 같은 현상은 개인이 직면한 과

제에 집중함, 전적으로 집중함, 집중을 지속함, 자신의 수행과 관련 없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과 같이 표현하였다(Jackson, 1992, 1993,

1995). Jackson과 Csikszentmihalyi(1999)는 선수가 수행하고 있는 운동

행동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수행과 관련 없는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

고 있다면 이는 결코 좋은 수행을 해낼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

들은 과제에 대한 집중은 최적의 경험을 구성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Jackson, & Csikszentmihalyi,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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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제감

Csikszentmihalyi(1990)가 설명하는 통제감은 몰입되는 상황에서 개인

이 통제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몰입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통제 감각

을 익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몰입경험에서 나타나는 통제감은 자신

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있어 대응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며, 통제감

은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발현되는 것이 아닌 자신이 당면한 과제에 필

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Jackson, & Csikszentmihalyi, 1999).

실제로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자신이 노력한 만

큼 통제가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

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선수들이 긍정적인

사고, 전반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자신감, 깨짐이 없는 느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느낌, 두려움 혹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없는 것, 전적인

조화나 이완 상태와 같은 느낌으로 통제감을 묘사하였다(Jackson, 1992,

1993, 1995).

7) 자아의식의 상실

Csikszentmihalyi(1990)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어지는 상태

이며, 자신의 감정과 주변 환경이 하나가 되는 현상에 대한 경험을 자아

의식의 상실로 구분하였다. Jackson(1992, 1993, 1995)은 행동이 특정한

것과 통합이 되어 하나가 되는 느낌, 수행에 대한 걱정이 없는,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을 자아의식 상실로 제시하였다. 몰입

상태에서는 자아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기 때문에 선수들이 실패에 대한

걱정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Jackson, & Csikszentmihalyi, 1999).

8) 시간 감각의 왜곡

시간 감각의 왜곡은 몰입의 상황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평

소 개인이 지각하는 시간보다 빠르게 혹은 느리게 시간이 변형하는 것으

로 설명하였다(Csikszentmihalyi, 1990). 선수가 접근하는 환경에 따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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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다르게 경험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느리게 지나가는 것

처럼 느끼지만,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으로 느끼며,

이는 개인마다 다른 시간의 감각을 경험하게 된다(Jackson, & Csikszentmihalyi,

1999). 예를 들어 실제 골프 경기는 5시간 동안 진행되었지만, 선수가 직

접적으로 느낀 경기의 시간은 그 시간에 비해 느리게 혹은 빠르게 느끼

는 것이다.

9) 경험의 자기목적성(자동적인 경험)

Csikszentmihalyi(1990)는 몰입을 구성하는 9개의 요인 중 경험의 자

기목적성을 제일 마지막으로 소개하였으며, 이는 몰입의 단계에서 최종

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어떤 경험이나 활동에 있어서

미래의 보상이나 이익을 기대하지 않고, 그 활동 자체를 위해 행하는 것

이 자기목적성이다(Jackson, & Csikszentmihalyi, 1999). Jackson(1992,

1993, 1995)은 이와 같은 경험을 큰 틀에서 즐거운 경험으로 소개하였으

며, 고통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수행이 최상이라고 느끼는 것, 끝이 없는

에너지 생성과 노력을 즐긴다고 표현하였다.

한편, Csikszentmihalyi & Csikszentmihalyi(1988)는 여가활동에서 몰

입의 다양한 요인들은 몰입 발생 이전단계(antecedents), 진입단계

(threshold), 경험단계(experience), 결과단계(consequence)를 순차적으로

거치면서 서로 상호연결적이며 의존적임을 강조하였다. 세부적으로 몰입

이전단계에서는 명확한 목표와 즉각적인 피드백, 그리고 개인의 능력과

도전과의 조화가 포함된다. 몰입 진입단계에서는 현재 과제에 대한 집중,

활동과 인식의 통합이 포함된다. 몰입의 경험단계에서는 통제감, 자아의

식의 상실, 시간의 왜곡이 포함된다. 마지막 몰입의 결과단계에서는 자기

목적성 경험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단계를 밟아 운동몰입 상태를

경험함 사람들은 행위에 따른 즐거움으로부터 만족을 느끼며, 만족 자체

가 보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운동몰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도록 동기화

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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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동몰입 관련 선행연구

운동몰입은 자신의 행위에 온 정신을 다 기울여 열중한다는 의미로

몰두와 비슷한 심리적 상태의 의미와 함께 어떤 일에 흠뻑 빠져 있는 마

음의 상태로 정의된다. 선수가 운동하는 동안 모든 힘을 쏟아부어 목표

를 이루려고 하는 집중의 정도와 운동수행 과정에서 세운 목표를 성공적

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때 최선의 노

력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의 상태로서 심적 태도를 나타내며, 행위의 동

기로서 전념하여 성공적으로 운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최적의 집중상태를

운동몰입의 총체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운동몰입은 스포츠 심리학계에서 주로 ‘flow’와 ‘commitment’의 개념

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권성호, 2011). ‘Flow’의 개념을 살펴보자

면, 하나의 행위에 완전히 집중되어있는 상태로써 시간, 흐름, 공간 더

나아가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상태이다(권성호,

2008). ‘Commitment’는 운동참여와 관련하여 스포츠나 여가활동에 참여

하면서 얻게 되는 희망, 신념, 믿음을 나타낸 것으로 지속적인 스포츠 참

여 욕구를 의미한다(Scanlan, Carpenter, Simons, Schmidt, & Keeler, 1993).

두 용어의 개념이 의미하는 바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sport와 flow,

sport와 commitment를 결합하여 운동몰입 또는 스포츠몰입과 같은 개념

으로 번역되어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권성호, 2011). 즉 운동몰입에 대

한 용어의 개념을 올바르게 정의하고 이해해야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

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동몰입을

sport와 flow가 결합된 용어의 개념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발

된 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Jackson과 Marsh(1996)는 몰입상태측정척도(The Flow State Scale:

FSS)를 개발함으로써 몰입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기틀을

제공하였으며, 운동몰입 연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손영수, 최만식,

문익수(2002)는 Jackson과 Marsh(1996)가 개발한 몰입상태측정척도를

기반으로 한국 상황에 맞는 한국어판 스포츠몰입상태측정척도를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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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스포츠 상황에서 선수들

이 경험하는 운동몰입에 관한 이해증진과 중재 전략을 마련했다고 보여

진다. 손영수 등(2002)이 개발한 스포츠몰입상태측정 척도는 여러 종목

의 선수를 대상으로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타당화된 연구이다. 이후 권

성호(2008)는 Csikszentmihalyi(1985)의 연구를 참고하여 특정 종목을 대

상으로 측정이 가능한 운동몰입 척도를 개발하였다. 운동몰입의 구성개

념과 척도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운동몰입과 관련된 후속 연

구가 진행되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

라서 운동몰입에 관한 척도 개발 연구는 매우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

다.

운동몰입은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권성호, 이용현, 이정

규, 2011; 권성호, 장도진, 이도흥, 이승주, 김태우, 2020; 최헌혁, 2011).

권성호, 장도진, 이도흥, 이승주, 김태우(2020)의 연구에서는 운동선

수의 절실함과 운동몰입, 인지된 경기력 간의 구조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운동선수의 절실함은 운동몰입과 인지된 경기력에 유의한 정

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몰입 또한 인지된 경기력에 유

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실함과 인지된 경기

력 간의 구조 관계에서 운동몰입을 통한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

으로 보고된 바 있다.

최헌혁(2011)의 연구에서 대학 유도선수들이 지각한 변혁적 리더십과

기본심리욕구 및 운동몰입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기본심리욕

구의 충족은 운동몰입의 발생이전요인, 진입요인, 경험요인, 결과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도선수들의 운동몰입은 기본

심리욕구의 세 가지 하위요인 충족에서 비롯되고, 선수들의 기본심리욕

구는 운동몰입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운동몰입 관련 선행연구에서 골프선수를 대상으로 분석한 내

용을 서술하고자 한다. 권성호, 이용현, 이정규(2011)의 연구에서는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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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의 심리기술과 운동몰입이 수행력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연구 결과 심리기술과 운동몰입이 수행력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상에서의 선행연구들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운동몰입과 기본심리욕구, 경기력, 절실함, 심리기술 등과 같은 변인들이

서로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연구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엘리트 선수들이 아닌 일반인들의 골프 참

여가 운동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내기 위한 연구가 제시된

바가 있기에 이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자 한다.

유송근(2002)의 연구에서는 골프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몰입경

험에 따른 몰입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는데, 연구 결과 낮은 핸디캡을 보

유한 참가자일수록 몰입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경쟁성을 수반한 상태에서의 골프 참가는 그렇지 않은 상태보다 몰

입경험이 더 많았으며, 목표 결과와 수행 지향성의 난이도와 특수성의

특성들이 몰입경험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특히 엘리트 선수들이나 일반인 모두 경쟁 상황에서 몰입경험 빈

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대회 참가나 경기가 결국 운동

몰입의 양적 증가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추론될 수 있다.

운동몰입이 스포츠 현장에서 경기력 향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

면서 그동안 다양한 종목에서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권성호, 이용현, 이정규, 2011; 권성호, 장도진, 이도흥, 이

승주, 김태우, 2020; 최헌혁, 2011). 최근에는 생활체육 현장에서 일반인

들의 건강형 신체활동 및 스포츠 참가와 운동몰입에 관계성을 규명하고

자 하는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유송근, 2002). 따라서 연구의 범위와 대

상자의 다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에 스포츠심리학 영역에서의 학문적

발전을 이루는 긍정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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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의 참여대상자는 유의적 표집법(purposive sampling)을

적용하여, 대한체육회 산하기관에 등록된 청소년 골프선수 462명을 대상

특성 구분 인원 백분율(%)

성별
남자 203 47%

여자 226 53%

학교급
중학생 218 51%

고등학생 211 49%

운동경력

3년 이하 193 48%

4∼10년 229 50%

11년 이상 7 2%

입상경력

없음 254 59%

전국대회 162 38%

국제대회 13 3%

부모의 경기

동행 회수

전혀 안 함 78 18%
10번 중 3번 이상 41 10%
10번 중 5번 이상 17 4%
10번 중 7번 이상 27 6%

항상 266 62%

관여하는 부모

아버지 146 34%
어머니 92 21%
둘 다 183 43%
관여 안함 8 2%

전 체 429 100%
주 1. 입상경력의 경우 최고 실적을 반영함.

표 1. 연구 참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집단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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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편향되게 응답한 33

명의 설문을 제외한 총 429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

종적으로 자료 분석에 활용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

다.

제 2 절 조사 도구

1. 부모동기분위기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골프선수가 지각하는 부모동기분위기를 측정하기

위해 White, Duda, & Hart(1992)가 개발한 Parent-Initiated Motivational

Climate(PIMCQ)를 토대로 White & Duda(1993)가 수정 및 보완한

Parent-Initiated Motivational Climate-2(PIMCQ-2)를, 김연진(2018)이 한

국어로 번안한 부모동기분위기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김연진(2018)은 청소년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

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척도는 배움-즐거움(9문항), 걱정-유발(5문항), 노력없는 성공(4문

항) 총 3요인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점 리커트 형식이다. 부모동

기분위기 척도의 경우, 각각의 하위요인의 총점이 높을수록 지각하는 부

모동기분위기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기본심리욕구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골프선수의 기본심리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박

중길, 김기형(2008)이 개발한 운동선수의 기본심리적욕구 질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Deci & Ryan(1985)이 제시한 자

기결정성이론을 토대로 개발하였으며, 대학부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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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본 척도는 관계성(4문항), 자율성(4문항), 유능성(4문항) 총 3요인 1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형식이다.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경우, 총점이 높을수록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었음을 의미한다.

3. 운동몰입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골프선수의 운동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권성호

(2008)가 개발한 운동몰입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개인경기

선수와 단체경기 선수 각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한 내용과 Jackson,

Marsh(1996)가 개발한 몰입상태측정도구(FSS)를 활용하여 운동몰입 질

문지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해

당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본 척도는 발생이전요인(3문항), 진입요인(4문항), 경험요인(6문항), 결

과요인(5문항) 총 4요인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점 리커트 형식이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수들이 실제 운동몰입을 경험하는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운동몰입 척도의 4요인 중 운동몰입 경험요인만을 본

연구의 측정 목적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단일요인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운동몰입 척도의 경우, 총점이 높을수록 운동몰입을 경험하

는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3 절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NUIRB)에서 승인을 받

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의 절차는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청

소년 골프선수 4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내용과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한 뒤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여 본 조사 462명에게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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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21년 8월 14일부터 2021년 8월 15일에 중‧

고골프연맹에서 주최한 제1회 르카프배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 경기

장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전 조사 대상자에게 본 연구

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조사 방법은 설문 내용에 대하여 자신이

설문지를 작성하는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을 적용

하였으며, 완성된 설문지는 회수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

문지는 총 462부의 자료 중 응답 내용이 편향되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

된 33부를 제외한 429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림 2. 연구 절차

제 4 절 자료분석

설문지의 응답이 완성된 자료는 회수하여 응답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분석 가

능한 자료를 코딩 지침에 따라 컴퓨터에 개별 입력시킨 후 전산처리 하

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은 SPSS 26.0,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1) 수집된 자료의 전반적 특성(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2) 사용한 척도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분석을 위해 내적 합치도 분석(Cronbach’s α)을 실시하였다.

40명

예비조사
본 조사 자료수집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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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통계학적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검증
(-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과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하였다.

4) 변인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5) 변인 간 매개효과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최대우도법을 적용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실시하

였다.

6) 본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a = .05로 설정하였다.

제 5 절 연구의 윤리적 검증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 모집에서부

터 연구 진행 과정, 연구 방법 등에 대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

회(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로부터 검토

후 승인(IRB No. 2110/001-015)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후 연구

참여자들과 보호자에게 IRB의 승인 내용과 연구 참여자 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SNUIRB에서 제시한 연구윤리 준수 규정에 준

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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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조사도구의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골프선수들이 지각하는 부모동기분위기와 기본

심리욕구가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활용하

였다. 세 변인에 관한 각 조사도구의 구성타당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에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 MLM)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행하였다. 홍세희(2000)가 제시한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χ²통계량(χ²statistics),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NNFI(Non-Nor-

med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값을 바탕으로 측정모형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홍세희(2000)에 따

르면, χ²통계량은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한계점이 존재하

지만, 유의수준이 .05 이상인 경우에는 표본자료가 모형에 아주 적합하다

고 판단할 수 있다. CFI는 χ²와는 다르게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

지만, χ²의 분포를 바탕으로 값이 산출되어 현실적인 이론적 가정을 통

해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CFI는 모형의 간명성을 고

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TLI(NNFI)는 CFI와 비슷한 개념

의 적합도이지만,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CFI의 단점을 보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값이 1.00 이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해석의 용이성

이 감소하게 되지만, CFI와 TLI(NNFI) 값이 .90 ~ 1.00에 가까울수록

모형의 적합도 수준이 좋다고 평가한다. RMSEA는 표본의 크기에 영향

을 적게 받는 장점이 있으며,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을 모두 고려하며

신뢰구간 설정 및 모형 적합도에 대한 가설 검증이 가능하다. RMSEA

값은 신뢰구간 내에서 1.00 이하일 경우 수용 가능한 정도로, .08 미만일

경우 괜찮은 수준으로, .05 이하일 경우 좋은 적합도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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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희, 2000). 변인 별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수용할만한 적합도를

얻었다면, 송지준(2019)의 제안에 따라 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

여 수렴 및 판별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수렴타당도 검증은 표준화 회귀계

수 값의 기준보다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

이나 구성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값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이 더욱 엄격한 방법이기 때문에 평균분산추출(AVE)과 구성개념 신뢰

도(CR)를 산출하였다(송지준, 2019). 구성개념 신뢰도는 .7 이상, 평균분

산추출은 .5 이상의 값보다 크면 수렴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산출된 평균분산추출 값이 요인 간 상관계수 제곱(r²)의 값보

다 크면 판별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송지준, 2019).

1. 부모동기분위기 척도

청소년 골프선수들이 지각하는 부모동기분위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White & Duda(1993)가 Parent-Initiated Motivational Climate(PIMCQ)

(White, Duda, & Hart, 1992)를 토대로 수정 및 보완한 Parent-Initiated

Motivational Climate-2 (PIMCQ-2)를, 김연진(2018)이 한국어로 번안한

부모동기분위기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배움-즐거움, 걱정-유발, 노력없는 성공을 포함하여 3요인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점수는 6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6: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부모동기분위기 척도의 경우, 배움-즐거움의

총점이 높을수록 지각하는 숙련부모동기분위기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걱정-유발, 노력없는 성공의 총점이 높을수록 지각하는 경쟁부

모동기분위기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동기분위기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429부의 자료를 토대로 1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05 이하인 배움-즐

거움 4문항(1번, 5번, 7번, 11번)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1차 확인적 요

인분석에서 선별된 14개 문항의 자료를 바탕으로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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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결과는 <그림 3>과 같으며, χ²값이 239.994, 자유도는 74로 영가

설은 기각되었지만(p<.001), TLI=.917, CFI=.933, RMSEA=.072로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동기분위기 척도 검사지의 최종 문항을 배움-즐거움 5문

항, 걱정-유발 5문항, 노력없는 성공 4문항 총 3요인 14문항으로 구성하

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4>와 같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배움-즐거움 .871, 걱정-유발 .843, 노력없는 성공 .737로 나타났다.

부모동기분위기 척도 3요인의 구성개념 신뢰도(CR) 값은 모두 .7 이

상으로 나타났으며, 평균분산추출(AVE) 값은 모두 .5 이상으로 나타났

다. 이후 산출된 평균분산추출(AVE) 값이 상관계수 제곱합(r²)의 값보다

크게 나타났으므로, 부모동기분위기 척도 3요인의 수렴 및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요인 TLI CFI RMSEA

부모동기분위기 .866 .885 .077

표 2. 부모동기분위기 척도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TLI CFI RMSEA

부모동기분위기 .917 .933 .072

표 3. 부모동기분위기 척도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번호 문항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배움-즐거움 9, 14, 15, 17, 18 5 .871

걱정-유발 2, 4, 10, 12, 16 5 .843

노력없는 성공 3, 6, 8, 13 4 .737

표 4. 부모동기분위기 척도 구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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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부모동기분위기 척도 1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구분 구성개념 신뢰도(CR) 평균분산추출(AVE)

배움-즐거움 .924 .710
걱정-유발 .884 .658
노력없는 성공 .832 .556

구분 상관계수(Correlation) 상관계수 제곱합(r²)
배움-즐거움↔걱정-유발 -.389 .151
걱정-유발↔노력없는성공 .468 .219
노력없는성공↔배움-즐거움 -.233 .054

표 5. 부모동기분위기 수렴 및 판별타당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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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부모동기분위기 척도 2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2. 기본심리욕구 척도

청소년 골프선수들의 기본심리욕구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중길, 김기

형(2008)이 개발한 운동선수의 기본심리적욕구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Deci & Ryan(1985)이 제시한 자기결정성이론을

토대로 개발하였으며, 대학부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하여 탐색

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타당도와 신뢰도

를 확보하였다. 관계성, 자율성, 유능성을 포함하여 3요인 12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문항 점수는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6: 매

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경우, 각각의 하위요인의

총점이 높을수록 기본심리욕구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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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심리욕구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AMOS 21.0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429부의 자료를 토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그림 4>와 같으며, χ²값이 140.323, 자유도

는 51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1), TLI=.952, CFI=.963, RMSEA=.064

로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본심리욕구 척도 검사지의 최종 문항은 관계성 4문항, 자율

성 4문항, 유능성 4문항 총 3요인 1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결

과는 <표 7>과 같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관계성 .878, 자

율성 .805, 유능성 .768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 척도 3요인의 구성개념 신뢰도(CR) 값은 모두 .7 이상

으로 나타났으며, 평균분산추출(AVE) 값은 모두 .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후 산출된 평균분산추출(AVE) 값이 상관계수 제곱합(r²)의 값보다 크

게 나타났으므로, 기본심리욕구 척도 3요인의 수렴 및 판별타당도가 확

보되었다.

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관계성 1, 2, 3, 4 4 .878
자율성 5, 6, 7, 8 4 .805
유능성 9, 10, 11, 12 4 .768

표 7. 기본심리욕구 척도 구성내용

요인 TLI CFI RMSEA

기본심리욕구 .952 .963 .064

표 6. 기본심리욕구 척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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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본심리욕구 척도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구분 구성개념 신뢰도(CR) 평균분산추출(AVE)

관계성 .932 .775
자율성 .879 .646
유능성 .845 .579
구분 상관계수(Correlation) 상관계수 제곱합(r²)

관계성↔자율성 .660 .435
자율성↔유능성 .783 .613
유능성↔관계성 .483 .233

표 8. 기본심리욕구 수렴 및 판별타당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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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동몰입 척도

청소년 골프선수의 운동몰입을 측정하기 위하여 권성호(2008)가 개발

한 운동몰입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래 발생이전요인, 진입요인, 경험요

인, 결과요인 총 4요인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수들이 실제 운동몰입을 경험하는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운동몰입

척도의 4요인 중 운동몰입 경험요인만이 본 연구의 측정 목적에 타당하

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단일요인 6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문항 점수는 6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6: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운동몰입 척도의 경우, 총점이 높을수록 운동몰입을 경험하

는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운동몰입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AMOS 21.0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429부의 자료를 토대로 1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χ²값이 79.597, 자유도는 9로 영가설은

기각되었다(p<.001). TLI=.938, CFI=.963는 비교적 높은 모형의 적합도를

보여 주었으나, RMSEA 지수가 적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정지수(M.I.:

Modification Indices)를 사용하였으며, 수정지수가 30이상으로 나타난 변

인들 중 가장 높은 수정지수 값을 보인 변인을 삭제함으로써 모형의 적

합도를 충족시켰다.

이에 따라 오차항 간의 수정지수가 30.034을 보인 e5와 e6의 상관을

인정하고 두 변인 중 가장 높은 수정지수 값을 보인 e5를 제거하였다.

그 결과, χ²값이 14.632, 자유도는 5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1),
TLI=.986, CFI=.993, RMSEA=.067로 모형의 적합도는 만족할만한 수준

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운동몰입 척도 검사지는 최종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세

부적인 결과는 <표 11>과 같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11

로 나타났다.

운동몰입 척도 단일요인의 구성개념 신뢰도(CR) 값은 .7 이상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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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 평균분산추출(AVE) 값은 .5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운동

몰입 척도 단일요인의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요인 TLI CFI RMSEA

운동몰입경험 .938 .963 .135

표 9. 운동몰입 척도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TLI CFI RMSEA

운동몰입경험 .986 .993 .067

표 10. 운동몰입 척도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운동몰입경험 1, 2, 3, 4, 6 5 .911

표 11. 운동몰입 척도 구성내용

구분 구성개념 신뢰도(CR) 평균분산추출(AVE)

운동몰입경험 .862 .557

표 12. 운동몰입 수렴타당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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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운동몰입 척도 1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그림 7. 운동몰입 척도 2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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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각 변인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 분석한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

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부모동기분위기 3요인, 기본심리욕구 3요인, 몰입

경험(단일요인)에 관한 기술통계량은 <표 13>과 같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청소년 골프선수들이 지각한 부모동기분위기, 기

본심리욕구, 운동몰입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

타났다. 첫째, 지각된 부모동기분위기 중 숙련부모동기분위기를 반영한

배움-즐거움은 평균 5.00, 표준편차 .89로 제시되었으며, 경쟁부모동기분

위기가 반영된 걱정-유발(M=2.80, SD=1.19)은 노력없는 성공(M=2.29,

SD=.9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본심리욕구의 경우 3개의

하위요인 중 관계성(M=4.09, SD=.7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율성(M=4.04, SD=.72), 유능성(M=3.47, SD=.75) 순으로 나타났다. 셋

째, 운동몰입의 단일요인은 평균 3.62, 표준편차 1.09로 나타났다. 넷째,

측정변수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부모동기분위기

(14 문항)

배움-즐거움 5.00 0.89 -.959 .986

걱정-유발 2.80 1.19 .338 -.643

노력없는

성공
2.29 0.98 .690 .199

기본심리욕구

(12 문항)

관계성 4.09 0.73 -.620 .145

자율성 4.04 0.72 -.581 .501

유능성 3.47 0.75 -.037 -.197

운동몰입

(5 문항)
몰입경험 3.62 1.09 -.086 -.003

표 13. 청소년골프선수의부모동기분위기, 기본심리욕구, 운동몰입의기술통계량 (n=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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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왜도의 절대 값은 2점 이상, 첨도의 절대 값은 7점 이상인 경우

정규성 가정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산출한 결과 정규성 가

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절배경변인에따른부모동기분위기, 기본심리욕구, 운동몰입

본 연구에서 선정한 배경변인은 성별, 학교급, 골프경력, (최고)입상경

력, 부모님 경기 동행 횟수, 관여하는 부모이다. 이에 따른 부모동기분위

기, 기본심리욕구, 운동몰입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검
정(-test),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1. 성별에 따른 부모동기분위기, 기본심리욕구, 운동몰입

성별에 따른 부모동기분위기와 기본심리욕구, 운동몰입의 차이를 살

펴보기 위해서 독립표본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4>와

같다.

종속변수 성별 평균 표준편차   p

부모

동기분위기

배움-즐거움
남자 5.01 0.88

.382 .703
여자 4.98 0.89

걱정-유발
남자 2.63 1.16

-2.848 .005**
여자 2.96 1.21

노력없는

성공

남자 2.36 1.04
1.332 .184

여자 2.23 0.92

기본심리욕구

관계성
남자 4.14 0.69

1.494 .136
여자 4.04 0.75

자율성
남자 4.14 0.69

2.786 .006**
여자 3.94 0.74

유능성
남자 3.58 0.75

2.614 .009**
여자 3.38 0.75

표 14. 성별에 따른 부모동기분위기, 기본심리욕구, 운동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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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성별에 따른 부모동기분위기와 기본심리욕구, 운동몰입의 차이를 살

펴본 결과, 부모동기분위기 중 걱정-유발(=-2.848, p<.01)과 기본심리욕

구의 자율성(=2.786, p<.01), 유능성(=2.614,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동기분위기의 하위요인인 걱정-유

발에서는 남자 선수가 여자 선수보다 낮게 지각하고 있다. 기본심리욕구

의 하위요인인 자율성과 유능성에서는 모두 남자 선수가 여자 선수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급에 따른 부모동기분위기, 기본심리욕구, 운동몰입

학교급에 따른 부모동기분위기와 기본심리욕구 그리고 운동몰입의 차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5>와 같다.

운동몰입
남자 3.72 1.12

1.688 .092
여자 3.54 1.06

주1. n=429 / 남:203, 여:226

종속변수 학교 급 평균 표준편차  p

부모

동기분위기

배움-즐거움
중학생 5.04 0.89

1.028 .304
고등학생 4.95 0.89

중학생 2.72 1.17
-1.462 .144걱정-유발

고등학생 2.89 1.22

중학생 2.18 0.93
-2.381 .018*

노력없는

성공 고등학생 2.41 1.02

기본심리욕구

관계성
중학생 4.08 0.76

-1.08 .914
고등학생 4.09 0.69

자율성
중학생 4.09 0.71

1.683 .093
고등학생 3.98 0.73

유능성
중학생 3.54 0.73

1.746 .082
고등학생 3.41 0.77

표 15. 학교 급에 따른 부모동기분위기, 기본심리욕구, 운동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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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학교급에 따른 부모동기분위기와 기본심리욕구, 운동몰입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모동기분위기의 하위요인인 노력없는 성공(=-2.381,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동기분위기

중 노력없는 성공은 고등학생 선수가 중학생 선수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3. 입상경력에 따른 부모동기분위기와 기본심리욕구, 운동몰입

입상경력에 따른 부모동기분위기와 기본심리욕구, 운동몰입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는 <표 16>과 같다.

운동몰입
중학생 3.71 1.06

1.724 .085
고등학생 3.53 1.12

주 1. n=429 / 중학생:218, 고등학생:211

종속변수 입상경력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부모

동기분위기

배움-즐거움

a 5.06 0.82

3.235* -b 4.94 0.95

c 4.47 1.05

걱정-유발

a 2.74 1.16

.955 -b 2.90 1.24

c 2.67 1.09

노력없는

성공

a 2.25 0.95

.770 -b 2.35 1.03

c 2.50 0.91

표 16. 입상경력에 따른 부모동기분위기, 기본심리욕구, 운동몰입



- 63 -

*p<.05, **p<.01 ***p<.001

입상경력에 따른 부모동기분위기, 기본심리욕구, 운동몰입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모동기분위기 중 배움-즐거움(F=3.235, p<.05)과 기본심

리욕구의 하위요인인 유능성(F=9.698, p<.001) 그리고 운동몰입(F=6.367,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능성에서는

국내대회 입상경력이 있는 선수가 입상경력이 없는 선수보다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몰입의 경우 국내, 국제 모두 입상경력이 있

는 선수가 입상경력이 없는 선수보다 운동몰입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4. 부모님 경기 동행 횟수에 따른 부모동기분위기, 기본심리욕구, 운동몰입

부모님 경기 동행 횟수에 따른 부모동기분위기와 기본심리욕구, 운동

몰입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는 <표 17>과 같다.

기본심리욕구

관계성

a 4.10 0.75

.172 -b 4.06 0.72

c 4.15 0.60

자율성

a 3.99 0.76

1.303 -b 4.11 0.67

c 4.07 0.67

유능성

a 3.34 0.78

9.698*** b > ab 3.66 0.69

c 3.76 0.54

운동몰입

a 3.48 1.06

6.367**
c > a,

b > ab 3.80 1.11

c 4.24 1.10

주 1. n=429 / 없음:245, 국내대회:162, 국제대회:13

주 2. a=없음, b=국내대회, c=국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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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종속변수

부모님

경기

동행횟수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부모

동기분위기

배움-즐거움

a 5.10 0.88

1.143 -
b 4.96 0.88
c 5.03 0.82
d 4.68 0.89
e 5.01 0.89

걱정-유발

a 2.78 1.20

.191 -
b 2.76 0.97
c 2.61 1.40
d 2.91 1.21
e 2.82 1.21

노력없는

성공

a 2.53 1.03

1.586 -
b 2.17 1.07
c 2.44 1.20
d 2.30 0.90
e 2.23 0.94

기본심리욕구

관계성

a 4.01 0.73

.780 -
b 4.21 0.69
c 4.27 0.61
d 4.08 0.71
e 4.08 0.74

자율성

a 3.99 0.71

.491 -
b 4.05 0.82
c 4.22 0.63
d 4.13 0.71
e 4.03 0.71

유능성

a 3.38 0.79

.416 -
b 3.48 0.80
c 3.48 0.73
d 3.53 0.66
e 3.50 0.75

운동몰입

a 3.29 1.11

3.612** e > a
b 3.86 1.13
c 3.28 0.99
d 3.41 0.91
e 3.73 1.09

주 1 n=429 / 전혀안함:78, 10중3번이상:41. 10번중5번이상:17, 10번중7번이상:27, 항상:266

주 2. a=전혀안함, b=10번중3번이상, c=10번중5번이상, d=10번중7번이상, e=항상

표 17. 부모님 경기 동행 횟수에 따른 부모동기분위기, 기본심리욕구, 운동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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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경기 동행 횟수에 따른 부모동기분위기, 기본심리욕구, 운동몰

입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운동몰입(F=3.612, p<.01)에서만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모가 전혀 동행하지 않을 때보다

항상 동행할 때 운동몰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관여하는 부모에 따른 부모동기분위기, 기본심리욕구, 운동몰입

관여하는 부모에 따른 부모동기분위기와 기본심리욕구, 운동몰입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

석 결과는 <표 18>과 같다.

종속변수
관여하는

부모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부모

동기분위기

배움-즐거움

a 4.90 1.01

1.500 -
b 4.94 0.80

c 5.09 0.82

d 5.20 0.74

걱정-유발

a 3.01 1.33

4.134 -
b 2.86 1.22

c 2.64 1.03

d 1.92 0.91

노력없는

성공

a 2.39 1.00

.977 -

b 2.32 0.97

c 2.20 0.97

d 2.37 0.86

표 18. 관여하는 부모에 따른 부모동기분위기, 기본심리욕구, 운동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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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하는 부모에 따른 부모동기분위기, 기본심리욕구, 운동몰입의 차

이를 살펴본 결과, 관여하는 부모에 따른 부모동기분위기, 기본심리욕구,

운동몰입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6. 성별과 관여하는 부모 간에 따른 부모동기분위기, 기본심리욕구, 운동몰입

성별과 관여하는 부모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원 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9>,

<표 20>과 같다.

기본심리욕구

관계성

a 4.07 0.73

.359 -
b 4.08 0.75
c 4.09 0.72
d 4.34 0.65

자율성

a 3.94 0.77

1.804 -
b 4.03 0.75
c 4.10 0.66
d 4.34 0.61

유능성

a 3.40 0.83

1.296 -
b 3.55 0.71
c 3.48 0.71

d 3.81 0.70

운동몰입

a 3.44 1.10

2.590 -b 3.73 1.18
c 3.69 1.01

d 4.17 1.54

주 1. n=429 / 아버지:146, 어머니:92, 둘 다:183, 관여안함:8

주 2. a=아버지, b=어머니, c=둘 다, d=관여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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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종속변수 독립변인
제 Ⅲ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p)

운동몰입

성별 .041 1 .041 .035

관여하는 부모 7.909 3 2.636 2.248

성별*관여하는 부모 10.570 3 3.523 3.004*

오차 493.708 421 1.173 -

*p<.05

표 20. 운동몰입에 대한 성별과 관여하는 부모 간의 상호작용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인
제 Ⅲ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p)

유능성

성별 .113 1 .113 .202

관여하는 부모 1.744 3 .581 1.040

성별*관여하는 부모 5.039 3 1.680 3.005*

오차 235.337 421 .559 -

표 19. 유능성에 대한 성별과 관여하는 부모 간의 상호작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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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동기분위기, 기본심리욕구, 운동몰입에 성별과 관여하는 부모 간

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 중 유

능성(F=3.005, p<.05)과 운동몰입(F=3.004,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8>에서 제시된 것처럼 성별과 관여하는 부모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유능성의 점수가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남자 선수는 어머니가 관여할 때 유능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

타났지만, 부모 모두가 관여하지 않을 때는 유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자 선수들은 부모가 관여하지 않을 때 유능성이 제

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가 관여할 때는 유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에서는 성별과 관여하는 부모 간의 상호작용

에 따라 운동몰입에 대한 점수가 다르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자 선수의 경우 어머니가 관여할 때 운동몰입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

타났지만, 부모가 관여하지 않을 때는 운동몰입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에 여자 선수는 부모가 관여하지 않을 때 운동몰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버지가 관여할 때는 운동몰입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남자 선수는 유능성, 운동몰입에서 어머니가 관

여할 때 점수가 가장 높았지만, 부모가 관여하지 않을 때의 점수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여자 선수는 부모가 관여하지 않을 때 유능성, 운

동몰입 점수가 모두 높게 나타났지만, 아버지가 관여할 때는 모두 가장

낮은 점수가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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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유능성에 대한 성별과 관여하는 부모 간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9. 운동몰입에 대한 성별과 관여하는 부모 간의 상호작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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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동경력과 입상경력 간에 따른 부모동기분위기, 기본심리욕구, 운동몰입

운동경력과 입상경력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원 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1>과

같다.

*p<.05

부모동기분위기, 기본심리욕구, 운동몰입에서 운동경력과 입상경력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운동몰입(F=3.171,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림

10>에서 나타났듯이, 운동경력이 3년 이하인 선수 중 국내 입상경력이

있는 선수가 운동몰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입상경력이 없는 선수

는 비교적 운동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경력이 4년~10년 된

선수 중 입상경력이 없는 선수보다 국내 입상경력이 있는 선수의 운동몰

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경력이 11년 이상인 선수 중 국제

입상경력이 있는 선수들이 국내 입상경력이 있는 선수와 입상경력이 없

는 선수보다 운동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운동경력이 오래

되고, 입상경력이 높을수록 운동몰입이 높은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종속변수 독립변인
제 Ⅲ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p)

운동몰입

운동경력 1.509 2 .755 .649

입상경력 5.441 2 2.720 2.341

운동경력*입상경력 11.055 3 3.685 3.171*

오차 478.845 412 1.162 -

표 21. 운동몰입에 대한 운동경력과 입상경력 간의 상호작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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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운동몰입에 대한 운동경력과 입상경력 간의 상호작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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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상관관계분석

1. 배경변인과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배경변인과 측정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모든 변인을 연속변수로 가정하여 피어슨의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

on coefficient)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22>와 같다.

<표 22>를 살펴보면, 먼저 각 변인을 측정한 표본자료의 신뢰도 계수

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Cronbach’s α = .737 ~ .911). 변인 간 상관

계수에 있어서 첫째, 종속변인인 몰입경험은 독립변인인 부모동기분위기

의 노력없는 성공(r=.-011, p>.05)을 제외하고, 배움-즐거움(r=.307, p<.0
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걱정-유발(r=.-246, p<.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종속변인인 몰입경험과 매개변인인 기본심리욕구의 관계성(r=.31

3, p<.01), 자율성(r=.447, p<.01), 유능성(r=.573, p<.01)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독립변인인 부모동기분위기와 매개변인인 기본심리욕구의 상관

계수에 있어서 부모동기분위기의 하위요인인 배움-즐거움(관계성: r=.32

6, p<.01 / 자율성: r=.405, p<.01 / 유능성: r=.285, p<.01)과 기본심리욕

구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걱정-

유발(관계성: r=.-225, p<.01 / 자율성: r=.-351, p<.01 / 유능성: r=.-245,
p<.01)은 기본심리욕구와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부모동기분위기의 하위요인 노력없는 성공(관계성: r=.-0

51, p>.05 / 자율성: r=.-105, p<.05 / 유능성: r=.-043, p>.05)에서는 기

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자율성에서만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 중 성별은 부모동기분위기 중 걱정-유발(r=.137, p<.01)에서
만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본심리욕구(관계

성: r=.-072, p<.05 / 자율성: r=.-134, p<.01 / 유능성 r=.-125, p<.01)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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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부모동

기분위기의 노력없는 성공(r=.-120, p<.05)과 기본심리욕구의 유능성(r=.

-108, p<.05) 그리고 몰입경험(r=.-106, p<.05)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경력의 경우 기본심리욕구의 자율성(r=.-0

96, p<.05)에서만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상경

력의 경우 부모동기분위기의 배움-즐거움(r=.109, p<.05)과는 유의한 정

적 상관관계를, 기본심리욕구의 유능성(r=.-207, p<.01)과 몰입경험(r=.-1

71, p<.01)에서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

의 경기 동행 횟수의 경우 몰입경험(r=.119, p<.01)에서만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여하는 부모의 경우 부모동기분위

기의 배움-즐거움(r=.099, p<.05)과 걱정-유발(r=.-157, p<.01)에서 유의

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본심리욕구의 자율성(r=.108,

p<.05)에서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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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429, *p<.05, **p<.01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성별 -

2 학년 -.043 -

3 운동경력 -133* .120* -

4 입상경력 -.030 .067 -.492** -

5
부모님 경기

동행 횟수
.110* -.187** .228** -.283** -

6 관여하는 부모 .000 .004 -.141** .064 -.047 -

7 배움즐거움 -.018 -.085 -.074 .109* -.029 .099* (0.871)

8 걱정유발 .137** -.061 .115 -.047 .019 -.157** -.326** (0.843)

9 노력없는성공 -.064 -.120* .025 -.060 -.091 -.075 -.190** .362** (0.737)

10 관계성 -.072* -.014 -.056 .014 .004 .029 .326** -.225** -.051 (0.878)

11 자율성 -.134** -.086 -.096* -.072 .010 .108* .405** -.351** -.105* .573** (0.805)

12 유능성 -.125** -.108* .001 -.207** .053 .058 .285** -.245** .043 .347** .603** (0.768)

13 몰입경험 -.082 -.106* .102* -.171** .119** .113* .313** -.246** -.011 .313** .447** .573** (0.911)

주 1. 대학선 괄호 안은 해당 변인의 내적 일치도 계수를 나타냄

주 2. 운동경력은 1~3년=1, 4~10년=2, 11년 이상=3; 성별은 남자=1, 여자=2; 입상경력은 국제대회=1, 국내대회=2, 없음=3; 부모님경기동행횟수는 전혀안함=1, 10번 중 3번=2,

10번 중 5번=3, 10번 중 7번=4, 항상=5; 관여하는부모님은 아버지=1, 어머니=2, 둘다=3, 관여안함=4로 코딩하였음.

표 22. 배경변인과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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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 검증을 세 차례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

다. 첫째, 1차 매개효과 검증에서는 기본심리욕구의 총 12문항을 모두 활

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2차 매개효과 검증에서는 기본심리욕구 3개의 하위요인별로 문

항을 묶어주는 ‘파셀링(parceling)’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파셀(parcel)은 ‘묶음’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파

셀링이란, 평균값 혹은 합산 값을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서 많은 측정항

목을 묶어서 하나의 관측변수로 만든 후, 이를 구조방정식 모형에 포함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백영민, 2017). 파셀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점은 첫째, 여러 차례 측정된 관측변인의 평균값을 구하여 활용할 경우

잠재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관측변인의 신뢰도가 증가하는 것이다(백영

민, 2017; Bandalos & Finney, 2001). 둘째, 모형에 포함되는 관측변인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모형의 간명성이 증가한다(백영민, 2017; Bandalo

s & Finney, 2001). 셋째,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서열 범주형 관측변인

이 보다 더 정규분포에 가까워질 수 있다(백영민, 2017). 반면에 파셀링

을 활용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발생하는 약점은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이

잘못 규정(miss-specified)될 가능성을 배척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백영

민, 2017). 즉, 데이터가 이론적 모형을 잘 반영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는 목적이지만, 파셀링은 이론적 모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모형 규정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

을 제외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백영민, 2017).

셋째, 3차 매개효과 검증에서는 기본심리욕구 3개의 하위요인별로 3

번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기

본심리욕구 3요인에서 각각 다른 평균값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매개효과

검증에서 또 한 번의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3

차 매개효과 검증에서는 기본심리욕구 3요인 12문항을 각각의 요인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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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매개효과 검증

숙련부모동기분위기(배움-즐거움)와 운동몰입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

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추출 방식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χ²값이 649.403, 자

유도 185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1), TLI=.894, CFI=.906, RMSE
A=.077로 나타났다. TLI 적합도 지수는 .9에 미달하였으나 대체로 모형

의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Marsh & Hau, 1996).

*p<.05, **p<.01 ***p<.001

본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숙련부모동기분위기와 기본심리

욕구 간 경로계수는 .493(p<.01), 기본심리욕구와 운동몰입 간 경로계수

는 .508(p<.01)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숙련부

모동기분위기와 운동몰입 간 경로계수는 .109(p>.01)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4). 이후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간접효과 분석을 95% 신뢰구간에서 실시한 결과, 숙련부모

동기분위기가 운동몰입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251(p<.01)로 유의하게 나

타났으며, 이를 통해 기본심리욕구가 숙련부모동기분위기와 운동몰입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p<.01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숙련부모동기분위기 à 운동몰입 .109 .251** .359**

숙련부모동기분위기 à 기본심리욕구 .493** .000 .493**

기본심리욕구 à 운동몰입 .508** .000 .508**

표 24. 1차 매개모형(숙련부모동기분위기)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구분 χ² (df)  p TLI CFI RMSEA

매개모형 649.403 185 .000 .894 .906 .077

표 23. 1차 매개모형(숙련부모동기분위기)의 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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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1차 매개모형(숙련부모동기분위기)

경쟁부모동기분위기(걱정-유발, 노력없는 성공)와 운동몰입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요인 추출 방식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χ²값이 603.5

07, 자유도 204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1), TLI=.904, CFI=.915, R
MSEA=.068로 나타났다. TLI 적합도 지수는 .9에 미달하였으나 대체로 모

형의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Marsh & Hau, 1996).

*p<.05, **p<.01 ***p<.001

구분 χ² (df) p TLI CFI RMSEA

매개모형 603.507 204 .000 .904 .915 .068

표 25. 1차 매개모형(경쟁부모동기분위기)의 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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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경쟁부모동기분위기와 기본심리

욕구 간 경로계수는 –.406(p<.01), 기본심리욕구와 운동몰입 간 경로계

수는 .561(p<.01)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쟁

부모동기분위기와 운동몰입 간 경로계수는 -.033(p>.01)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6). 이후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

ng)방법을 통해 간접효과 분석을 95% 신뢰구간에서 실시한 결과, 경쟁

부모동기분위기가 운동몰입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228(p<.01)로 유의하

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기본심리욕구가 경쟁부모동기분위기와 운동몰

입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p<.01

그림 12. 1차 매개모형(경쟁부모동기분위기)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경쟁부모동기분위기 à 운동몰입 -.033 -.228** -.261**

경쟁부모동기분위기 à 기본심리욕구 -.406** .000 -.406**

기본심리욕구à 운동몰입 .561** .000 .561**

표 26. 1차 매개모형(경쟁부모동기분위기)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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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매개모형 검증

숙련부모동기분위기와 운동몰입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추출 방식

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χ²값이 170.826, 자유도 62로 영가

설은 기각되었지만(p<.001), TLI=.956, CFI=.965, RMSEA=.064로 모형의

적합도 수준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p<.05, **p<.01 ***p<.001

본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숙련부모동기분위기와 기본심리

욕구 간 경로계수는 .502(p<.01), 기본심리욕구와 운동몰입 간 경로계수

는 .582(p<.01)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숙련부

모동기분위기와 운동몰입 간 경로계수는 .067(p>.01)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8). 이후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간접효과 분석을 95% 신뢰구간에서 실시한 결과, 숙련부모

동기분위기가 운동몰입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292(p<.01)로 유의하게 나타

났으며, 이를 통해 기본심리욕구가 숙련부모동기분위기와 운동몰입의 관

계를 매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p<.01

구분 χ² (df) p TLI CFI RMSEA

매개모형 170.826 62 .000 .956 .965 .064

표 27. 2차 매개모형(숙련부모동기분위기)의 적합도 지수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숙련부모동기분위기 à 운동몰입 .067 .292** .359**

숙련부모동기분위기 à 기본심리욕구 .502** .000 .502**

기본심리욕구 à 운동몰입 .582** .000 .582**

표 28. 2차 매개모형(숙련부모동기분위기)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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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2차 매개모형(숙련부모동기분위기)

경쟁부모동기분위기와 운동몰입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추출 방식

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χ²값이 320.386, 자유도 110로 영

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1), TLI=.917, CFI=.931, RMSEA=.072로 모형

의 적합도 수준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p<.05, **p<.01 ***p<.001

본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경쟁부모동기분위기와 기본심리

욕구 간 경로계수는 –.408(p<.01), 기본심리욕구와 운동몰입 간 경로계

수는 .617(p<.01)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쟁

구분 χ² (df) p TLI CFI RMSEA

매개모형 320.386 110 .000 .917 .931 .072

표 29. 2차 매개모형(경쟁부모동기분위기)의 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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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동기분위기와 운동몰입 간 경로계수는 -.002(p>.01)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0). 이후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

g)방법을 통해 간접효과 분석을 95% 신뢰구간에서 실시한 결과, 경쟁부

모동기분위기가 운동몰입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252(p<.01)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기본심리욕구가 경쟁부모동기분위기와 운동몰입

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p<.01

그림 14. 2차 매개모형(경쟁부모동기분위기)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경쟁부모동기분위기 à 운동몰입 -.002 -.252** -.254**

경쟁부모동기분위기 à 기본심리욕구 -.408** .000 -.408**

기본심리욕구à 운동몰입 .617** .000 .617**

표 30. 2차 매개모형(경쟁부모동기분위기)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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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 매개모형 검증

숙련부모동기분위기와 운동몰입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관계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추출 방식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χ²값이 112.566, 자유도

74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1), TLI=.987, CFI=.989, RMSEA=.035
로 모형의 적합도 수준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p<.05, **p<.01 ***p<.001

본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숙련부모동기분위기와 기본심리

욕구(관계성) 간 경로계수는 .385(p<.01), 기본심리욕구(관계성)와 운동몰

입 간 경로계수는 .247(p<.01), 숙련부모동기분위기와 운동몰입 간 경로

계수는 .265(p<.01)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이

후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통해 간접효과 분석을 95% 신뢰

구간에서 실시한 결과, 숙련부모동기분위기가 운동몰입에 미치는 간접효과

는 .095(p<.01)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기본심리욕구(관계성)

가 숙련부모동기분위기와 운동몰입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p<.01

구분 χ² (df) p TLI CFI RMSEA

매개모형 112.566 74 .000 .987 .989 .035

표 31. 3차 매개모형(숙련부모동기분위기, 관계성)의 적합도 지수

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숙련부모동기분위기 à 운동몰입 .265** .095** .360**

숙련부모동기분위기 à 기본심리욕구(관계성) .385** .000 .385**

기본심리욕구(관계성) à 운동몰입 .247** .000 .247**

표 32. 3차 매개모형(숙련부모동기분위기, 관계성)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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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3차 매개모형(숙련부모동기분위기, 관계성)

숙련부모동기분위기와 운동몰입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자율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추출 방식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χ²값이 117.489, 자유도

74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1), TLI=.983, CFI=.986, RMSEA=.037
로 모형의 적합도 수준은 만족할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p<.05, **p<.01 ***p<.001

본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숙련부모동기분위기와 기본심리

욕구(자율성)간 경로계수는 .486(p<.01), 기본심리욕구(자율성)와 운동몰

입 간 경로계수는 .458(p<.01)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숙련부모동기분위기와 운동몰입 간 경로계수는 .137(p<.01)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이후 부트스트래핑(bo

otstrapping)방법을 통해 간접효과 분석을 95% 신뢰구간에서 실시한 결

구분 χ² (df) p TLI CFI RMSEA

매개모형 117.489 74 .000 .983 .986 .037

표 33. 3차. 매개모형(숙련부모동기분위기, 자율성)의 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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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숙련부모동기분위기가 운동몰입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223(p<.01)로 유

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기본심리욕구(자율성)가 숙련부모동기분위

기와 운동몰입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p<.01

그림 16. 3차 매개모형(숙련부모동기분위기, 자율성)

숙련부모동기분위기와 운동몰입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유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추출 방식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χ²값이 160.293, 자유도

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숙련부모동기분위기 à 운동몰입 .137 .223** .360**

숙련부모동기분위기 à 기본심리욕구(자율성) .486** .000 .486**

기본심리욕구(자율성) à 운동몰입 .458** .000 .458**

표 34. 3차 매개모형(숙련부모동기분위기, 자율성)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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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1), TLI=.966, CFI=.972, RMSEA=.052
로 모형의 적합도 수준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p<.05, **p<.01 ***p<.001

본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숙련부모동기분위기와 기본심리

욕구(유능성)간 경로계수는 .327(p<.01), 기본심리욕구(유능성)와 운동몰

입 간 경로계수는 .640(p<.01)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련부모동기분위기와 운동몰입 간 경로계수는 .148(p<.01)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6). 이후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간접효과 분석을 95% 신뢰구간에서 실시한 결과, 숙련부모

동기분위기가 운동몰입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210(p<.01)로 유의하게 나타

났으며, 이를 통해 기본심리욕구(유능성)가 숙련부모동기분위기와 운동몰

입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p<.01

구분 χ² (df) p TLI CFI RMSEA

매개모형 160.223 74 .000 .966 .972 .052

표 35. 3차 매개모형(숙련부모동기분위기, 유능성)의 적합도 지수

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숙련부모동기분위기 à 운동몰입 .148** .210** .359**

숙련부모동기분위기 à 기본심리욕구(유능성) .327** .000 .327**

기본심리욕구(유능성) à 운동몰입 .640** .000 .640**

표 36. 3차 매개모형(숙련부모동기분위기, 유능성)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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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3차 매개모형(숙련부모동기분위기, 유능성)

경쟁부모동기분위기와 운동몰입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관계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추출 방식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χ²값이 381.010, 자유도

116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1), TLI=.915, CFI=.927, RMSEA=.07
3로 모형의 적합도 수준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p<.05, **p<.01 ***p<.001

본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경쟁부모동기분위기와 기본심리

욕구(관계성) 간 경로계수는 -.273(p<.01), 기본심리욕구(관계성)와 운동

몰입 간 경로계수는 .303(p<.01), 경쟁부모동기분위기와 운동몰입 간 경

로계수는 -.165(p<.01)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8).

구분 χ² (df) p TLI CFI RMSEA

매개모형 381.010 116 .000 .915 .927 .073

표 37. 3차 매개모형(경쟁부모동기분위기, 관계성)의 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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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통해 간접효과 분석을 95% 신

뢰구간에서 실시한 결과, 경쟁부모동기분위기가 운동몰입에 미치는 간접효

과는 -.083(p<.01)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기본심리욕구(관계

성)가 경쟁부모동기분위기와 운동몰입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p<.01

그림 18. 3차 매개모형(경쟁부모동기분위기, 관계성)

경쟁부모동기분위기와 운동몰입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자율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추출 방식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χ²값이 294.741, 자유도

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경쟁부모동기분위기 à 운동몰입 -.165** -.083** -.248**

경쟁부모동기분위기 à 기본심리욕구(관계성) -.273** .000 -.273**

기본심리욕구(관계성) à 운동몰입 .303** .000 .303**

표 38. 3차 매개모형(경쟁부모동기분위기, 관계성)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 88 -

115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1), TLI=.935, CFI=.945, RMSEA=.06
0로 모형의 적합도 수준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p<.05, **p<.01 ***p<.001

본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경쟁부모동기분위기와 기본심리

욕구(자율성)간 경로계수는 -.407(p<.01), 기본심리욕구(자율성)와 운동몰

입 간 경로계수는 .504(p<.01)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쟁부모동기분위기와 운동몰입 간 경로계수는 -.049(p<.01)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0). 이후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방법을 통해 간접효과 분석을 95% 신뢰구간에서 실시한

결과, 경쟁부모동기분위기가 운동몰입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205(p<.01)
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기본심리욕구(자율성)가 경쟁부모동

기분위기와 운동몰입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p<.01

구분 χ² (df) p TLI CFI RMSEA

매개모형 294.741 115 .000 .935 .945 .060

표 39. 3차 매개모형(경쟁부모동기분위기, 자율성)의 적합도 지수

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경쟁부모동기분위기à 운동몰입 -.049 -.205** -.254**

경쟁부모동기분위기 à 기본심리욕구(자율성) -.407** .000 -.407**

기본심리욕구(자율성) à 운동몰입 .504** .000 .504**

표 40. 3차 매개모형(경쟁부모동기분위기, 자율성)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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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3차 매개모형(경쟁부모동기분위기, 자율성)

경쟁부모동기분위기와 운동몰입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유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추출 방식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χ²값이 328.734, 자유도

115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1), TLI=.922, CFI=.934, RMSEA=.06
6로 모형의 적합도 수준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p<.05, **p<.01 ***p<.001

본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경쟁부모동기분위기와 기본심리

욕구(유능성)간 경로계수는 -.253(p<.01), 기본심리욕구(유능성)와 운동몰

구분 χ² (df) p TLI CFI RMSEA

매개모형 328.734 115 .000 .922 .934 .066

표 41. 3차 매개모형(경쟁부모동기분위기, 유능성)의 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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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간 경로계수는 .668(p<.01)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쟁부모동기분위기와 운동몰입 간 경로계수는 -.083(p<.01)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 이후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방법을 통해 간접효과 분석을 95% 신뢰구간에서 실시한

결과, 경쟁부모동기분위기가 운동몰입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71(p<.01)
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기본심리욕구(유능성)가 경쟁부모동

기분위기와 운동몰입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p<.01

그림 20. 3차 매개모형(경쟁부모동기분위기, 유능성)

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경쟁부모동기분위기 à 운동몰입 -.083 -.171** -.254**

경쟁부모동기분위기 à기본심리욕구(유능성) -.253** .000 -.253**

기본심리욕구(유능성) à 운동몰입 .668** .000 .668**

표 42. 3차 매개모형(경쟁부모동기분위기, 유능성)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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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골프선수들이 지각하는 부모동기분위기가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선수들이 지각하는 부모동기분위기

와 운동몰입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가 지니고 있는 의미

를 고찰하여 그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배경변인에 따른 부모동기분위기, 기본심리욕구, 운동몰입의 차

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여자 선수가 남자 선수보다

걱정-유발에 대한 부모동기분위기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경향성이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 선수들이 여자 선수보다 걱정-유발 혹은 경쟁동

기분위기를 더 높게 지각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상반된 결과이다

(Marsh, Papaioannou, Martin & Theodorakis, 2006; White, Duda, &

Hart, 1992; White, Kavussanu, & Guest, 1998). 학습에서의 남녀 차이

를 살펴본 연구들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Severiens와

Dam(1998)은 남녀에 따라서 실패에 대한 걱정 수준은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났다고 보고된 바 있다. Vermunt(1992)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지능

수준, 학습의 경험, 연령 등의 개인적 특성과 과제 부여와, 평가 등의 맥

락적 요소들이 실패를 향한 걱정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서지예(2018)는 여자 선수들이 대체로 남자선수보다

불안, 두려움, 걱정 등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잘 통제할 수 없다고 해

석한 바가 있기에 여자 선수가 남자 선수보다 걱정-유발 부모동기분위

기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여자 골프의 문화적인 특성상 다른 나라 선수에 비해 현역으로 활

동하는 기간이 짧은 편에 속한다(최우열, 2021). 이같이 여자 선수는 비

교적 남자 선수들에 비해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는

압박감 및 부담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

로 판단된다. 기본심리욕구에서는 남자 선수가 여자 선수보다 자율성, 유

능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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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남녀의 자율성 요인의 차이를 살펴본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의

연구와 대학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자율성의 차이를 살펴본

서지예(201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 관련해서 Kagan과

Moss(1962)는 여자에게는 순종을 강조하고, 남자에게는 독립성 및 자기

주장을 주도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남

녀 대학생에 따라 지각된 자율성과 유능성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이수진

(2011)의 연구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

에 대해 이숙정(2011)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효능감의 수준을 보

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남학생은 자기 스스

로를 칭찬하는 경향이 높지만, 여학생은 보다 겸손하게 반응하는 경향성

이 나타난다고 김아영(2010)의 연구에서 보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에서는 고등학생 운동선수가 중학생 운동선수보다

부모로부터 노력없는 성공에 대한 부모동기분위기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창훈과 유승준(2011)에 따르면 고등학교 운동선수들

은 대학 진학 및 프로 전향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학생 운동

선수보다는 고등학생 운동선수가 성적에 대학 압박과 부담이 커질 수 있

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고등학생 운동선수들은 부모로부터 노력 없이

도 성공해야 한다는 부모동기분위기를 더 높게 지각할 수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입상경력에 따른 차이에서는 배움-즐거움, 유능성, 운동몰입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배움-즐거움에서는 입상경력이

없는 선수들이 입상경력이 있는 선수들 보다 배움-즐거움 부모동기분위

기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의 성적 수준이

개인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전영상, 최영신(2017)은 성적 수

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개인의 행복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 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다. 또한 동메달과 은메달을 수상한 선수들의

행복감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Medvec, Madey, & Gilovich(1995)의 연구

에서도 은메달 수상자의 행복감 수준이 동메달 수상자의 행복감 수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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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 골프선수 중에서도 입상경력이

있는 선수일수록 다음 대회에서도 입상해야 한다는 고민과 심리적인 압

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한편, 유능성과 운동몰입에서는 입상경력이 있는 선수들이 입상

경력이 없는 선수들보다 유능성과 운동몰입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이는 우승 경력이 있는 대학 운동선수들의 지각된 유능성이

가장 높았다는 박삼일(201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본 연구의 결과

를 일부 지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헌혁(2011)은 운동능력이

높은 선수들이 개인의 유능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

국 선수들은 좋은 경기 결과를 얻을수록 유능감에 대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운동몰입의 경우, 김현정(2016)의 연구에서도 국제대회 및 국내

전국대회에 입상한 선수들이 입상경력이 없는 선수보다 운동몰입의 수준

이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입상경력이 있는 선수일수록 높은 운동몰

입의 경험으로 실제 시합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경기

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가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경기 동행 횟수에 따른 차이에서는 운동몰입에서만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 골프선수들은

부모가 항상 경기에 동행할 때가 전혀 동행을 안 할 때보다 운동몰입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였다. 부모가 자녀 선수들의 경기에 항상 동

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녀 선수들에게 관심이 높으며, 자녀 선수가 시

합 준비를 할 때 부모의 정신적, 물질적 등의 지원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청소년 골프선수들의 부모 지원이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한 하상원(2007)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지원행동 중 연습환경 조성행위,

운동능력 신장행위가 운동몰입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운동에 관심을 가져 훈련 및 경기에 직접 참여하는

긍정적인 지원 행동이 운동몰입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운동 행동에 최대로 몰입하는 데에는 선수 개인의 노력 및 운동능



- 94 -

력도 중요하지만, 선수를 향한 부모의 지원 행동과 같은 환경적인 요소

도 운동몰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하상원, 2007). 따라

서 부모가 선수들의 경기에 항상 동행하는 것은 선수를 향한 부모의 지

원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운동몰입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성별과 관여하는 부모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차이에서는 유능성, 운

동몰입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자 선수들

은 부모가 관여하지 않을 때 유능성과 운동몰입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고교 태권도 선수들의 정신건강 증상을 분석한 안정덕

(2002)은 여자 선수들이 정신건강 증상을 나타내는 하위요인에서 신체화,

대인예민성, 불안이 남자 선수들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된 바 있다.

또한 김요셉, 김성천, 유서구(2011)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기 여학생

의 발달이 남학생보다 빠르기 때문에 여학생은 신체적인 변화에 예민하

거나 심리적으로 생각이 많고 상처받기 쉽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같은 수준의 부모개입 및 관여도 여자 선수들은 남자 선수보다

도 크게 느낄 수 있으며, 여자 선수들이 인식하기에 부모의 개입 및 관

여를 통제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박영민, 임효성, 2017). 따라서

여자 선수들은 부모의 개입 및 관여로부터 해방될 때 심리적으로 안정되

어 개인의 유능성과 운동몰입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여자 선수들은 아버지가 관여할 때 유능성과 운동몰입이 모두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선수들은 경기를 앞둔 시점에서 평소보다 더

불안하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자녀 선수를 응원하는 부모 또

한 마찬가지로 평소보다 더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다(김종건, 2019). 자녀

선수를 응원하는 마음은 아버지나 어머니 모두 똑같겠지만, 이를 표현하

는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딸

의 성공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고 있지만, 때로는 아버지들의 언

어 및 행동이 극성스럽게 느껴져 자녀 선수들의 경기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이길우, 2012). 이처럼 아버지들은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강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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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거나 지날칠 때가 있으며(김종건, 2019), 이는 특히 심리적인 문제를

통제하기가 어려운 여자 선수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비춰질 때가 많을 것

으로 판단되기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남

자 선수들은 어머니가 관여할 때 유능성과 운동몰입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더 개

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문영숙, 2008; 선명숙, 2011; 신효식,

김근화, 2004), 어머니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보

다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선명숙, 2011), 안녕감(김희수, 홍성훈, 윤은종,

2005) 등을 증가시키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를 통해서 남자 선수

들은 어머니가 관여할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자기효

능감이 높아질 수 있음에 따라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남자 선수들은 부모 모두가 관여하지 않을 때 유능성과

운동몰입이 낮은 경향성을 보였다. 운동선수에게는 개인의 운동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인정욕구가 있으며, 개인의 경기 결과를 통해서 본

인의 가치가 결정되고, 경기 결과가 좋을수록 그 선수의 가치는 더 높이

평가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강상욱, 2019). 또한, 김주희(2009)의 연구에

서는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자기과시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

고된 것과 같이 남자 운동선수들의 인정욕구 및 자기과시적 욕구가 여자

선수보다 높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부모 모두가 관여하지

않을 때 남자 선수들은 타인으로부터 개인의 능력을 인정받을 기회가 현

저히 적어지기 때문에 유능성과 운동몰입의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운동경력과 입상경력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차이에서는 운동몰입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제 및 국내에서 입상경

력이 있으며, 운동경력이 오래된 선수일수록 운동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운동경력이 오래되고, 입상경력이 있는 선수일

수록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경기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김현정, 2016)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입상경력이 없는 선수들은 운동경력이 오래될수록 운동몰입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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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선수들의 운동경력은 오래되었지만,

입상경력이 없는 선수들은 개인의 운동능력에 대한 의구심으로 자신감

및 자기효능감이 점점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선수들의 운동몰입

수준도 감소시킬 수 있다(Chavez, 2008). 선수들의 자신감은 운동몰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운동몰입을 경험하

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였다(Chavez, 2008; Kimiecik

& Jackson, 2002). 따라서 입상경력이 없는 집단에서는 운동경력이 오래된

선수일수록 개인의 운동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지속적으로 감소 됨에 따라

선수의 운동몰입 수준도 점차 감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부모동기분위기, 기본심리욕구, 운동몰입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동기분위기는 숙련부모

동기분위기(배움-즐거움), 경쟁부모동기분위기(걱정-유발, 노력없는 성

공)등 2개 요인, 기본심리욕구는 관계성, 자율성, 유능성 등 3개 요인, 운

동몰입은 몰입경험 단일요인으로 구분하여 부모동기분위기가 기본심리욕

구 및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 기본심리욕구가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

을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청소년 골프선수들이 지각하는 숙련부모동기분위기가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숙련부모동기분위기는 기본심리욕구, 자율

성, 관계성, 유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국외

선행연구를 통틀어 숙련부모동기분위기가 기본심리욕구에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 결과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이는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지각하는

숙련동기분위기가 기본심리욕구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

구(Ahmadi, Namazizadeh, & Mokhtari, 2012; Alvarez, Balaguer, Castill

o, & Duda, 2012; McLain, 2014; Ntoumanis, 2001; Sarrazin, Vallerand,

Guillet, Pelletier, & Cury, 2002; Standage, Duda, & Ntoumanis, 2003;

Weiss, Amorose, & Wilko, 2009)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서 청소년 골프선수들이 지각하는 숙련부모동

기분위기는 기본심리욕구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를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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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청소년 골프선수들이 지각하는 경쟁부모동기분위기가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경쟁부모동기분위기는 기본심리욕구, 자율

성, 관계성, 유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국외

선행연구를 통틀어 경쟁부모동기분위기가 기본심리욕구에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 결과는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경쟁동기분위기는 다른 심리적인

변인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된 바 있다(Smith,

Smoll & Cumming, 2007). 또한 경쟁동기분위기는 숙련동기분위기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선행연구의(Harwood, Keegan, Smith, & Rai

ne, 2015; Lavoi & Stellino, 2008) 주장에 따라 경쟁동기분위기가 기본심

리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선행연구는 더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지각하는 경쟁동기분위기가 기본심

리욕구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McLain, 2014; Sarrazi

n, Guillet, & Cury, 2001)와 일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서 청소년 골프선수들이 지각하는 경쟁부모동기분위기

는 기본심리욕구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

지해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스포츠 분야에서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코치, 또래

선수 등으로부터 지각된 동기분위기가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한 연구는 상당수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동기분위기와 기본심리

욕구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한국

청소년 골프선수들의 기본심리욕구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동

기분위기와 관련된 연구는 사실상 전무하다. 따라서 부모동기분위기와

같은 맥락으로 간주할 수 있는 동기분위기와 기본심리욕구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한 결과,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골프선수들이 지각하는 부모동기분위기와 기본심리욕구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기 골프선수들을 대

상으로 부모동기분위기가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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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골프선수들의 기본심리욕구가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한 결과, 기본심리욕구는 운동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대학 유도선수들을 대상으로 기본심리욕구와 운동몰입의 구조

적 관계를 살펴본 최헌혁(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Hodg

e, Lonsdale, & Jackson(2009)의 연구에서도 기본심리욕구 중 자율성, 유

능성은 운동몰입을 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또한 Ng,

Lonsdale, & Hodge(2011)는 기본심리욕구 만족에 따라 몰입을 경험하게

되는 경향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헌혁(2011)의 연구에서

도 대학 유도선수들의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은 운동몰입 행동을 일으킬

수 있고,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이 운동몰입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기본심리욕구는 운동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본 연구 결과가 부분적으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기본심리욕구와 운

동몰입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다수 보고되었지만(공성배, 박성배, 김영

훈, 김보겸, 2013; 김보겸, 김영훈, 이지우, 2016; 노미영, 문화실, 2020;

박성언, 이범, 정일미, 2017; 유주연, 임태희, 배준수, 2021; 인소정, 양명

환, 2018; 최헌혁, 2011; 허용, 정진배, 김보겸, 2017), 국내에서는 특히 운

동몰입(flow)의 개념을 스포츠 혹은 여가활동에서의 희망, 신념 등을 의

미하는 ‘commitment’ 개념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었다(권성호, 2011).

기본심리욕구와 정확한 운동몰입(flow)의 개념을 사용하여 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미래의 후속 연구에

서도 올바른 운동몰입의 개념을 토대로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

찰을 통해 올바른 운동몰입의 개념을 적용하여 청소년 골프선수들의 기

본심리욕구가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낸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청소년 골프선수들이 지각하는 숙련부모동기분위기와 경쟁부모동기분

위기 각각이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숙련부모동기분위



- 99 -

기와 경쟁부모동기분위기는 모두 운동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국외 선행연구를 통틀어 숙련 및 경쟁부모동기분

위기가 운동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같은

맥락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코치 및 또래선수로부터 지각된 숙련 및 경쟁

동기분위기는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가 있다(Çağlar,

Aşçi, & Uygurtaş, 2017; Moreno, Cervelló, & Cutre, 2010; Murcia, Gi

meno, & Coll, 2008). 한편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상이한 연구 결과로 해

석될 수 있다. Keegan, Spray, Harwood, & Lavallee(2010)는 코치, 또래

선수, 부모는 다양한 맥락과 상황에서 운동선수들의 동기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며, 각각 다르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선수들의 몰입경

험에도 각각 다른 영향을 주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Kohen, 2

007; Moreno, Cervelló, & Cutre, 2010; Murcia, Gimeno, & Coll, 2008).

이에 대해 Keegan 등(2009, 2010)은 선수를 둘러싼 주요 타자(코치, 또

래 선수, 부모 등)들은 선수에게 각각 다른 역할에 대한 영향력을 선사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Keegan 등(2010)은 부모로부터

지각되는 동기분위기가 선수들에게 정서적으로 지지되는 정도는 제한적

일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부모동기분위기가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

은 다른 동기분위기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청소년 골프선수들이 지각하는 부모동기분위기와

운동몰입에 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부모동기분위기와 같은

맥락으로 간주 될 수 있는 동기분위기와 운동몰입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

찰한 결과, 본 연구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후에 이

뤄질 후속 연구에서는 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더욱 자세하게 밝혀나가

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와 같은 결과는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청소년 골프선수들이 지각하는 숙련과 경쟁부모동기분위기가

운동몰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에 앞서, 청소년 골프선수들이 지각

하는 기본심리욕구를 통해 운동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만족할만한 수준을 보였으며, 기본심리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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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청소년 골프선수들이 지각하는 숙련 및 경쟁 부모동기분위기와 운

동몰입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소년 골프선수

들이 지각하는 숙련과 경쟁부모동기분위기는 운동몰입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심리욕구를 거쳐 운동몰입에 간접적인 영

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골프선수들이 시합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운

동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숙련과 경쟁부모동기분위기를 제시하

였다. 그러나 HMIEM(Hierarchical Model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

tivation) 모형을 제시한 Vallerand(1997)의 주장에 따르면, 선수들을 둘

러싼 사회 환경적인 요인은 매개변수, 동기의 순차적인 과정으로부터 세

가지 결과물(인지, 감정, 행동)이 도출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골프선수들이 지각하는 숙련, 경쟁부모동기분위기와

운동몰입의 중간 경로에 작용하는 또 다른 변인이 존재할 것이라 예측하

였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지각된 숙련과 경쟁부모동기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운동몰입을 경험할 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된 기

본심리욕구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먼저 숙련부모동기분위기에 해당하는 연구모형을 검증

한 결과, 숙련부모동기분위기와 운동몰입 간의 관계는 정적 관계로 유의

하였다. 그러나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이후 기존 두 변인

간의 경로계수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기본심리욕구를 통한 간접

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숙련부모동기분위기가

직접적으로 운동몰입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심리욕구를 통해

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 골프선수

들이 부모로부터 숙련부모동기분위기를 지각한다고 해서 운동몰입을 경

험하는 것이 아니라, 숙련부모동기분위기를 지각한 후 선수들의 기본심

리욕구 만족의 정도가 향상되면 경기 상황 중 운동몰입을 경험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경쟁부모동기분위기에 해당하는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경쟁부모동기분위기와 운동몰입 간의 관계는 부적 관계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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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이후 기존 두 변인 간의 경

로계수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기본심리욕구를 통한 간접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경쟁부모동기분위기가 직접적으

로 운동몰입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심리욕구를 통해서 간접적

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 골프선수들이 부모

로부터 경쟁부모동기분위기를 지각한다고 해서 운동몰입의 경험에 방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부모동기분위기를 지각한 후 선수들의 기본심리

욕구 만족의 정도가 감소하면 경기 상황 중 운동몰입 경험에 방해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부모로부터 숙련부모동기분위기를 지각

한 청소년 골프선수들은 개인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정도가 향상되고

이에 따라 스포츠 상황에서 개인의 운동수행에 완전하게 몰두하여 최상

수행의 가능성을 증가시켜주는 운동몰입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에 부모로부터 경쟁부모동기분위기를 지각한 청소

년 골프선수들은 개인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정도가 감소되고 이에 따

라 스포츠 상황에서 선수들의 최상수행에 대한 가능성을 증가시켜주는

운동몰입을 방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

해 청소년 골프선수들이 지각한 숙련부모동기분위기가 경쟁부모동기분위

기보다 기본심리욕구 충족에 도움이 되고, 이는 결국 선수들의 운동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기력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써 활용되는 운동몰

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골프선수들이 부

모로부터 경쟁부모동기분위기를 지각하더라도 운동몰입 경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정도를 유지

하거나 높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더

불어 선수들이 부모로부터 경쟁부모동기분위기보다 숙련부모동기분위기

를 더 높게 지각할 수 있도록 자녀 선수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에 변화를

주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여러 방안 중 본 연구에서는 Epstein(1988)이 제시한 TAR

GET 모형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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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ein(1988)이 제시한 TARGET 모형은 학교에서 교사가 결과만을 강

조하는 수업 분위기가 아닌, 배움과 즐거움을 강조하는 숙련동기분위기

를 보다 쉽게 형성할 수 있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Ames, 1992;

Epstein, 1988). TARGET 모형은 과제(task), 권한(authority), 인정

(recognition), 그룹화(grouping), 평가(evaluation), 시간(time) 총 6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는 개인 종목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골프선수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6가지 차원 중 그룹화(grouping)를 제외

한 5가지 차원을 활용하고자 한다.

첫째, 과제(task)는 배움 및 즐거움, 그리고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스포츠 상황에 적용한다면 부모와 선수는 경기 결

과보다는 해당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다. 선수들에게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과제를 끊임없이 제시

해 준다면, 선수는 개인의 능력을 다른 선수와 비교할 기회가 점점 사라

지고, 그저 본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권한(authority)은 의사결정 및 문제 해결에 대한 권한 부여를

의미하는데, 이는 훈련 및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수 본인의 의사

를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부모들은 자녀 선수

가 제시한 의사 표현에 강압적으로 반대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 의견

에 귀 기울이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훈련하

는 과정에서 선수에게 부여된 과제를 선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

고, 자신의 훈련 계획은 혼자 계획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 선수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

기보다는 자녀 선수가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개입하는 것이 자녀

선수들의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정(recongnition)은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칭찬과 같은 보상을

적절하게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부모는 선수가 계획한 목

표에 달성하거나 실력이 향상되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 선수의 노력에 대해 보상

을 하게 된다면, 선수들은 훈련 과정에서 더 쉽게 숙련부모동기분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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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선수 개인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

음에 따라 선수들의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

다.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선수들로 하여금 보상을 받는 것이

활동보다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평가(evaluation)는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개인의 능력이 향상

된 것에 기준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선수는 결과

(타수)를 통해 개인의 운동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능력 향상

및 개인의 노력을 기준으로 본인의 운동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때 부모는 자녀 선수가 개인의 운동수행 능력 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

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간(time)은 개인이 과제를 수행하거나 해결하는 데 필

요한 시간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선수들에게 적용한

다면, 선수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 시간표를

작성하거나 할당된 시간을 분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때 선수

들은 개인의 운동 학습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시간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이를 통해 선수 개인의 자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는 Epstein(1988)이 제시한 TARGET 모형을 실제 운동

선수들에게 적용하여 선수들의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을 충족시키고, 보다

더 숙련동기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Cecchini,

Fernandez-Rio, Mendez-Gimenez, Cecchini, & Martins, 2014). 따라서

Epstein(1988)이 제시한 모형의 기본구조를 선수와 부모 모두에게 적용

한다면, 선수들의 기본심리욕구와 숙련부모동기분위기 형성에 효과적이

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선수들의 운동몰입 경험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쳐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이

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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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 골프선수가 지각한 부모동기분위기와 기본심리욕

구, 운동몰입의 구조 관계를 검증하고, 집단의 차이를 고려한 연구모형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국의 중, 고등학교 청소년 골프선수 429명

을 대상으로 부모동기분위기, 기본심리욕구, 운동몰입을 측정하였다. 부

모동기분위기, 기본심리욕구, 운동몰입의 측정도구는 질문내용과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였다. 최종적으로 사용된 측정도구는 부모동기분위기 총 3요인 14문항,

기본심리욕구 총 3요인 12문항, 운동몰입 단일요인 6문항이다. 이를 바탕

으로 본 조사에서 얻은 429명의 자료를 SPSS 26.0과 AMOS 21.0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자료 분석 목적에 따라 빈도분석,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방법과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골프선수들이 지각한 부모동기분위기, 기본심리욕구, 운

동몰입의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부모동기분위기에서 배움-즐거움, 기본

심리욕구에서 관계성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운동몰입의 경험은 6

점 척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평균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둘째, 청소년 골프선수들의 배경변인(성별, 학교급, 입상경력, 부모님

경기 동행 횟수, 성별*관여하는 부모, 운동경력*입상경력)에 따른 부모동

기분위기, 기본심리욕구, 운동몰입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여자 선수들이 남자 선수에 비해 지각된 부모동기분위기 중

걱정-유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본심리욕구 중 자율성, 유능성

은 남자 선수들이 여자 선수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

른 차이에서는 고등학생 선수들이 중학생 선수보다 부모로부터 노력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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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에 대한 동기분위기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상경력

에 따른 차이에서는 입상경력이 있는 선수들이 없는 선수들에 비해 유능

성과 운동몰입의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 경기 동행 횟수

에 따른 차이에서는 부모님이 항상 동행하는 것이 전혀 동행을 안 하는

것에 비해 운동몰입의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관여하

는 부모의 상호작용에 따른 차이에서는 남자 선수들은 어머니가 관여할

때 유능성과 운동몰입의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 선수

들은 부모가 모두 관여하지 않을 때 유능성과 운동몰입의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경력과 입상경력의 상호작용에 따른 차이에

서는 3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선수들은 입상경력이 없었을 때 운동몰입

의 경험이 높았고, 4년에서 1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선수들은 국내 및

국제 입상경력이 있을 때 운동몰입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동기분위기와 기본심리욕구, 운동몰입의 관계에 대해 살펴

본 결과, 부모동기분위기 중 배움-즐거움은 기본심리욕구와 운동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걱정-유발은 기본심리욕구와 운

동몰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력없는 성공은 기

본심리욕구 중 자율성에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심리욕구는 운동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동기분위기와 기본심리욕구, 운동몰입의 구조 관계를 검증

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였으며, 청소년 골프선

수들이 지각한 숙련부모동기분위기와 경쟁부모동기분위기가 운동몰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심리욕구를 통해 운동몰입

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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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언

본 장에서는 해당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와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석하며 느낀 점을 바탕으로 향후 후

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429명으로 청소년 골프선수들에 한정되

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본 연구 결과를 다양한 종목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적용하거나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을 나타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종목의 특성상 부모와 밀접하게 상호

작용하는 골프선수를 청소년 골프선수에 한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특

히 우리나라 골프선수들은 프로가 되어서도 부모가 캐디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김홍기, 김한별, 2013) 본 연구 결과를 투어 프로골프선수들에게

는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목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선수들과 투어 프로골프선수들을 대상으로 확장해

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동기분위기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선수들이

지각하는 부모동기분위기 중 아버지와 어머니의 동기분위기는 선수들에

게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Appleton, Hall, &

Hill, 2011; Harwood, Caglar, Thrower, & Smith, 2019; Wagnsson, Sten

ling, Gustafsson, Augustsson, 2016; White & Duda, 199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수들이 지각하는 부모동기분위기를 측정할 때 아버지와 어

머니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측정하였기에 청소년 골프선수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동기분위기와 어머니의 동기분위기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지 못

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동기분위기를 따로

측정하여 그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셋째,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부모동기분위기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미

비한 실정이었기에 선행연구와 본 연구 결과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데 한

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선수를 둘러싼 부모 외 다른 주요 타자

(코치, 또래 선수 등)로부터 지각되는 동기분위기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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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본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선수를 둘러싼 주요 타자들

의 동기분위기는 선수들에게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Keegan, Spra

y, Harwood, & Lavallee, 2010; Kohen, 2007; Moreno, Cervelló, & Cutr

e, 2010; Murcia, Gimeno, & Coll, 2008) 주장이 제기되었기에 부모 외

주요 타자로부터 지각되는 동기분위기에 의존하여 본 연구 결과를 분석

한 것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와 더불어 선수들이 지각하는 부모

동기분위기와 기본심리욕구, 부모동기분위기와 운동몰입의 관계에 대해

확실하게 정의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부모동기분위기, 기본심리욕구 그리고 운동몰입 간의 관계

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선수들이 지각하는 숙련부모동기분위기가 개인의 기본

심리욕구를 충족시켜 운동몰입이 높아진다는 것은 선수를 둘러싼 사회

환경적인 요인으로부터 영향받은 총체적인 개인의 심리적 상태가 최상수

행과 관련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동기분위

기, 기본심리욕구와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인 변인 간의 효과를 검증하여

새로운 심리적 구조 관계를 밝혀 선수들의 최상수행에 이바지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동기분위기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경우 서양의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이기 때문에 언어 및 문장의 표현 등

이 국내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들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동양과 서양의 부모-자녀 관계를 연구한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는 서양의 청소년들과 다르게 동양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통제를 부모의 관심 및 애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Rohner & Pettengill,

1985; Kim, 1988). 또한 박영신, 김의철(2000)은 사회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에 국가 간의 부모-

자녀 관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이 동양과

서양의 사회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가 다르게 나타난다

는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국

내 또는 동양 운동선수들이 지각하는 부모동기분위기 척도가 개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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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후속 연구에서 국내 및 동양 선수를 대상

으로 부모동기분위기 척도가 개발된다면, 국내 스포츠 상황에서 선수들

이 지각하는 부모동기분위기와 관련된 연구를 보다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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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부모동기분위기, 기본심리욕구, 운동몰입 설문지

 1. 성별 : ① 남 ② 여

2. 학년 : ① 중학교 1학년 ② 중학교 2학년 ③ 중학교 3학년 (출생연도: 년) (예: 2005년)

④ 고등학교 1학년 ⑤고등학교 2학년 ⑥고등학교 3학년

3. 골프경력 : ( 년 개월) (예: 4년 7개월)

4. 하루 평균 훈련시간 : ① 3시간 미만 ② 3-4시간 미만 ③ 4-5시간 미만 ④ 5시간 이상

5. 최고 입상경력 : ① 국제대회입상 ② 국내대회입상 ③ 입상경력 없음

6. 2020년 입상경력 : ① 국제대회입상 ② 국내대회입상 ③ 입상경력 없음

7. 골프 평균스코어 : ( 타) ※ 2020년도 기준 (예: 72타)

8. 1년에 평균적으로 시합에 출전하는 횟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① 1-3 ② 4-6 ③ 7-9 ④ 10회 이상

9. 시합 때 부모님께서 얼마나 자주 동행하십니까(경기를 보러 오십니까)?

① 전혀하지 않음 ② 10번 중 3번 이상 ③ 10번 중 5번 이상 ④ 10번 중 7번 이상 ⑤ 항상

10. 현재 누구와 같이 생활합니까? ① 부모님 ② 클럽아카데미 기숙사 ③ 기타

11. 이번 시합의 목표 타수 : ( 타) (예: 72타)

12. 목표 타수의 선정인 : ① 본인 ② 부모님 ③ 코치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중‧고등학교 골프선수가 지각하는 부모동기분위기가 기본심

리욕구를 통해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하는 과정
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응답자 여러분의 답변은 통계법에 의거하여 개별적으로 분석되거나 
유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답변은 무기명으로 작성되어 수집된 자
료는 통합된 결과만이 분석에 사용되므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습
니다.

더불어 본 설문에 대한 응답과 관련해 옳고 그름이 없으며, 응답자 여
러분이 느끼는 생각을 정확하게 표시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니 모든 문항에 대해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할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대학원 스포츠심리학전공 심 예 지

☞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연관 지어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를 해주시거나 내용을 기입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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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문항을 읽고, 본인의 운동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관여하는 부모님(아버지, 어머니)중

한 명을 선택하여 아래 칸에 체크해주십시오.

아버지 □ 어머니 □ 두 분 모두 □

아버지, 어머니 중 본인이 선택한 한 명을 떠올리며 다음 문항들에 개인적으로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대해 응답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새로운 골프 기술을 배울 때 
가장 만족스러워 하신다. ⓵ ⓶ ⓷ ⓸ ⓹ ⓺

2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시합에서 잘하지 못했을 때 나 스스
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끔 하신다. ⓵ ⓶ ⓷ ⓸ ⓹ ⓺

3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경
기 결과가 좋으면 매우 만족스러워 하신다. ⓵ ⓶ ⓷ ⓸ ⓹ ⓺

4 나는 아버지/어머니가 실망하실까 봐 실패하는 것이 두렵다. ⓵ ⓶ ⓷ ⓸ ⓹ ⓺
5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골프 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하

는 것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신다. ⓵ ⓶ ⓷ ⓸ ⓹ ⓺
6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열심히 연습하지 않아도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 ⓵ ⓶ ⓷ ⓸ ⓹ ⓺

7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새로운 골프 기술을 배우기 전
에 기존의 기술을 확실하게 다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
각하신다.

⓵ ⓶ ⓷ ⓸ ⓹ ⓺

8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큰 노력을 하지 않고도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 ⓵ ⓶ ⓷ ⓸ ⓹ ⓺

9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새로운 골프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 즐겁게 배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 ⓵ ⓶ ⓷ ⓸ ⓹ ⓺

10 나의 아버지/어머니 기대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성적이 안 
좋을 때 기분이 안 좋다. ⓵ ⓶ ⓷ ⓸ ⓹ ⓺

11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골프 수준이 
높아질 때 매우 만족스러워하신다. ⓵ ⓶ ⓷ ⓸ ⓹ ⓺

12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신다. ⓵ ⓶ ⓷ ⓸ ⓹ ⓺
13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좋은 성

적을 낼 때 만족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⓵ ⓶ ⓷ ⓸ ⓹ ⓺
14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새로운 골프 기술을 배울 때 

즐기면서 배우는 것이 옳다고 말씀해주신다. ⓵ ⓶ ⓷ ⓸ ⓹ ⓺
15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즐겁게 골프 기술을 향상시키

는 것을 지지해주신다. ⓵ ⓶ ⓷ ⓸ ⓹ ⓺
16 나의 아버지/어머니 기대 때문에 내가 자신 없는 골프 기

술을 구사하게 될까 봐 걱정된다. ⓵ ⓶ ⓷ ⓸ ⓹ ⓺
17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새로운 골프 기술을 즐겁게 배

우는 것을 지지해주신다. ⓵ ⓶ ⓷ ⓸ ⓹ ⓺
18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실수도 배움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신다. ⓵ ⓶ ⓷ ⓸ ⓹ ⓺

☞ 다음은 여러분의 부모동기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한 부모동기분위기 질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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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여러분의 기본심리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운동선수 기본심리욕구 질문지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같은 아카데미에 있는 선수 및 프로님
과 함께 있을 때 매우 편안한 기분을 느낀다. ⓵ ⓶ ⓷ ⓸ ⓹

2 나는 같은 아카데미에 있는 선수 및 프로님
과 매우 사이좋게 지낸다. ⓵ ⓶ ⓷ ⓸ ⓹

3 나는 같은 아카데미에 있는 선수 및 프로님
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눈다. ⓵ ⓶ ⓷ ⓸ ⓹

4 나는 같은 아카데미에 있는 선수 및 프로님
에게 많은 관심을 보인다. ⓵ ⓶ ⓷ ⓸ ⓹

5 골프는 나의 흥미와 매우 일치한다.(예: 나는 
골프에 흥미를 느낀다.) ⓵ ⓶ ⓷ ⓸ ⓹

6 나의 훈련 방식은 내가 운동하는 스타일과 
일치한다. ⓵ ⓶ ⓷ ⓸ ⓹

7
나의 골프 스타일은 나 자신을 잘 표현하는 
것이다.(예: 내가 골프를 하는 방식은 나 자
신을 잘 표현하는 것이다.)

⓵ ⓶ ⓷ ⓸ ⓹

8
연습은 내가 선택할 기회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예. 내가 계획한 대로 연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⓵ ⓶ ⓷ ⓸ ⓹

9 내가 세운 목표를 빠르게 도달하는 편이다. ⓵ ⓶ ⓷ ⓸ ⓹
10 나는 매우 효과적으로 연습에 참여하고 있다. ⓵ ⓶ ⓷ ⓸ ⓹
11 나는 우리 팀 아카데미에 있는 선수들에 비

해 실력이 꽤 뛰어난 편이다. ⓵ ⓶ ⓷ ⓸ ⓹
12 나는 시합 상황에서 나에게 요구되는 기술을 

잘 발휘할 수 있다. ⓵ ⓶ ⓷ ⓸ 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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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다음은 여러분의 운동몰입을 파악하기 위한 운동선수의 운동몰입 질문지입니다.

평소 시합이나 연습에서 샷이나 퍼팅을 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모든 것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어간다. ⓵ ⓶ ⓷ ⓸ ⓹ ⓺
2 골프클럽과 하나가 되어 있음을 느낀다. ⓵ ⓶ ⓷ ⓸ ⓹ ⓺
3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느낌이 든다. ⓵ ⓶ ⓷ ⓸ ⓹ ⓺
4 내가 원하는 대로 경기를 이끌 수 있다. ⓵ ⓶ ⓷ ⓸ ⓹ ⓺
5 샷, 퍼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⓵ ⓶ ⓷ ⓸ ⓹ ⓺
6 내가 하기 힘들었던 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

진다. ⓵ ⓶ ⓷ ⓸ ⓹ 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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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s

of Parent-Initiated Motivational

Climate,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Flow of Adolescent Athletes

in Golf

Ye ji Sim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

ship between adolescent golf athletes’ perception in parent-initiated

motivational climate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to provide funda-

mental data for the peak performance of adolescent athletes. A total

of 429 adolescent golf athletes completed the survey for this study.

After carefully verifying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survey, the

data analysis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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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way ANOVA, two-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The results derived by the data analysis me

-thods mentioned above are as the following :

First of all,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background variables of adolescent golfers, there were significant di-

fferences between the two genders in parent-initiated motivational

climate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Also, a significant difference

could be found in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flow as one observes

the presence of an athlete's winning experience. According to the

number of times parents accompany their child's game, the number

affected the flow of an athlete. More specifically, depending on the

gender, the interaction of parents with adolescent golfers significantly

affected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flow. Additionally, the interac-

tion between an athlete's career and winning experience had a nota-

ble impact on flow.

Furthermore, the study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arent

-initiated motivational climate,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flow. A

s a result, learning-enjoyment among parent-initiated motivational

climate had a positive effect on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flow.

On the other hand, worry-conducive among parent-initiated motiva-

tional climate had a negative effect. However, success without an

effort affected one's autonomy negatively only from basic psycho-

logical needs. Also, basic psychological needs influenced flow positively.

Among task and performance parent-initiated motivational climate,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flow, task parent-initiated motivational

climate had a positive effect on basic psychological needs. Moreover,

basic psychological needs affected positively on flow. However, per-

formance parent-initiated motivational climate negatively influenced

basic psychological needs. Meanwhile, task and performance 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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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ted motivational climate did not affect significantly on flow.

Ultimately, after verify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

-initiated motivational climate,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flow,

task and performance parent-initiated motivational climate did not

directly affect flow. However, the flow was affected indirectly through

basic psychological needs.

Consequently,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discusse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and proposed a future research direction.

keywords : adolescent golf athletes, parent-initiated motivational

climate, basic psychological needs, flow

Student Number : 2020-2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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