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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직장인들의 골프 참여에 따른

사회적 자본 형성과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의 구조적 관계

                                                        채 기 재

                                                          서 울 대 학 교 대 학 원

                                                          체 육 교 육 과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현대 사회에서 직장인들 간의 대인관계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여러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골프 참여는 직장인들의 대인관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직장인들의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장인들의 골프

참여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직장인들의 직장 동료와의 골프 참여 따라 형성된

사회적 자본은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신뢰,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공유된 목표로 나뉘게 되며,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계획행동이론의 요인인 직장 골프 참여에 대한 태도, 직장 골프 참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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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주관적 규범, 직장 골프 참여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 3가지 하위 요인을

사용하여 사회적 자본과의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 문제를 규명하고자 직장 골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

20대부터 60대까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해 총 277부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5.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인들의 골프 참여에 따라 형성된 사회적 자본의 하위 요인인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신뢰,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공유된 목표는 계획행동이론의 하위 요인인 직장 골프 참여에 대한 태도, 직장 골프

참여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직장 골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에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계획행동이론의 요인인 직장 골프 참여에 대한 태도, 직장 골프 참여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직장 골프에 대한 지각된 행통통제력 모두 직장인들의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 셋째, 사회적 자본의 하위 요인인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신뢰,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공유된 목표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계획행동이론의 하위 요인인

직장 골프 참여에 대한 태도, 직장 골프 참여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직장 골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을 매개로 측정한 간접 효과에서는 유의한 결과 값이 도출되어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던 직장 골프 참여에 대한 의도 파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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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를 사회적 자본(네트워크, 신뢰, 공유된 목표)과 계획행동이론(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을 바탕으로 연구하여, 직장인들의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의의가 있으며, 연구 결과에 따라 직장인들의 지속적인

골프 참여를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직장에서는 직장인들 간의 직장 골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직장인들 간 직장 골프 모임 활성화 등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직장인들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직장 내에서의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에 따른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직장 골프, 직장인, 사회적 자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 

재참여의도,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학   번 : 2020 - 27035



- iv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1

제 2 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6

제 2 장 이론적 배경 .................................................... 7

제 1 절 사회적 자본 ...................................................................7

1. 사회적 자본의 개념..............................................................7

2. 사회적 자본의 특성............................................................10

3.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인.....................................................13

제 2 절 계획행동이론................................................................19

1. 계획행동이론의 정의 ..........................................................19

2. 계획행동이론의 구성요인 ...................................................21

제 3 장 연구 모형 및 연구 가설 ..................................26

제 1 절 연구 모형.....................................................................26

제 2 절 연구 가설.....................................................................27

제 4 장 연구 방법...................................................... 35

제 1 절 연구 대상.....................................................................35

제 2 절 조사 도구.....................................................................36

1. 네트워크..............................................................................37

2. 신뢰.....................................................................................38



- v -

3. 공유된 목표 ........................................................................39

4. 태도.....................................................................................40

5. 주관적 규범 ........................................................................41

6. 지각된 행동통제력..............................................................42

7. 재참여의도 ..........................................................................43

제 3 절 자료 분석.....................................................................44

1. 기술통계 분석.....................................................................44

2. 상관관계 분석.....................................................................44

3. 신뢰도 분석 ........................................................................45

4. 확인적 요인분석 .................................................................45

5.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46

제 5 장 연구 결과...................................................... 47

제 1 절 인구통계분석................................................................47

제 2 절 기술통계분석................................................................50

제 3 절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52

1. 신뢰도 분석 ........................................................................52

2. 상관관계 분석.....................................................................53

3. 확인적 요인분석 .................................................................54

4. 집중타당도 분석 .................................................................55

5. 판별타당도 분석 .................................................................59

제 4 절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60



- vi -

1.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60

2.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61

3. 연구가설 검증(경로분석) ...................................................61

4. 연구가설 검증(매개효과 분석)...........................................68

제 6 장 논의 및 제언................................................. 73

제 1 절 논의.............................................................................73

제 2 절 제언.............................................................................78

제 7 장 연구 결론 및 연구 제한점 ............................ 80

제 1 절 연구 결론.....................................................................80

제 2 절 연구 제한점 .................................................................81

참고문헌 ..................................................................... 83

부 록 .......................................................................... 93

Abstract................................................................... 102



- vii -

표 목 차

[표 2-1] 사회적 자본의 여러 개념 및 정의........................................8

[표 2-2] 자본의 특성 비교................................................................12

[표 2-3]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인......................................................13

[표 4-1] 설문지 구성.........................................................................36

[표 4-2] 네트워크 설문 문항.............................................................38

[표 4-3] 신뢰 설문 문항....................................................................39

[표 4-4] 공유된 목표 설문 문항 .......................................................40

[표 4-5] 태도 설문 문항....................................................................41

[표 4-6] 주관적 규범 설문 문항 .......................................................41

[표 4-7] 지각된 행동통제력 설문 문항.............................................42

[표 4-8] 재참여의도 설문 문항.........................................................43

[표 5-1] 인구통계분석 .......................................................................48

[표 5-2] 측정 변수 기술통계분석 결과.............................................50

[표 5-3] 신뢰도 분석 결과................................................................53

[표 5-4] 주요 측정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54

[표 5-5]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 모형 적합도....................................55

[표 5-6] 집중타당도 분석 결과.........................................................57

[표 5-7] 판별다당도 분석 결과.........................................................59

[표 5-8]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61

[표 5-9] 경로 분석.............................................................................62

[표 5-10] 매개 효과 분석 결과 .......................................................68

그 림 목 차

[그림 2-1] 합리적 행동이론(TRA) 모형..........................................20

[그림 2-2] 계획행동이론(TPB) 모형................................................21

[그림 3-1] 연구 모형.........................................................................26

[그림 5-1] 구조방정식 모형 ..............................................................60



- 1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산업화로 인해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켜 현대인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

였으며, 기술의 발달로 노동시간은 단축되어 주 5일제와 주52시간 근무제가 정착 및

확대됨에 따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기술과 경제 성장

은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였지만, 경제가 성장됨에 따라 현대인

들은 노동 구성원 간 무한 경쟁 사회 구도가 창출되어 개인 중심적인 사회와 대인 문

제인 개인 간 인간관계의 단절, 타인과 사회를 향산 불신, 도덕심 상실 등 다양한 부정

적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부적응 현상으로 우울증, 사회적 일탈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직장 안에서 사회생활을 영위하

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인 스트레스 현황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조사되

었으며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는 상사 및 동료와의 인간관계 문제가 25.2%로 밝혀

졌다(Newsis, 2020). 이러한 직장인들의 직장 내 대인관계에 따른 스트레스는 직장인

들의 일상생활에 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을 추구

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직장 내 대인관계에 따른 스트레스는 이직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요인 된다(차주영, 2020).



- 2 -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기업들은 다른 기업보다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

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관리하는데 노력하고 있다(한용, 

2016). 따라서 기업 내 구성원들의 대인관계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는 결과적으로 기

업의 성과와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허찬영, 박재옥, 

2008).

다양한 여가활동 중 스포츠 참여는 개인의 건강 및 체력 증진, 근무의욕 향상, 공동

체의식 함양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시킬 수 있다(최소라, 2015). 

따라서 기업은 기업 구성원의 육체와 정신건강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기업의 운영을

위해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차운성, 2018). 

스포츠 참여와 대인관계의 관계에 대한 관련된 선행 연구로 진현숙(2005)은 스포츠

활동이 장애인의 심리적 외로움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스포츠 참여는 인간관계를 굳건하게 해주며,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과 자신감, 만족감,

성취감, 협동심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낸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 활동을 장려하였다.

장수인, 채재성(2018)은 대학생의 여가 스포츠 참여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대학생들의 지속적인 여가스포츠 참여는 사회적 자본의 하위 요

인인 여가스포츠 참가자들과의 신뢰, 네트워크(사회참여), 네트워크(인간관계), 상호

호혜적 규범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고 연구하였으며 이에, 대학생들

의 지속적인 여가스포츠 참여는 대인관계, 삶의 질, 학교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

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임태규(2021)은 대학생의 스포츠 참여 동기, 참여 만족, 사회적 자본 및 운동지속의

도의 구조 관계 연구에서 스포츠활동을 하는 대학생들 간 생겨나는 대인관계 요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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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 중 관계는 스포츠 지속 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어 대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인관계인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하였다. 스포츠 참여는 대인관계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며, 대인관계인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스포츠를 지속하는 의도에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된다. 

앞서 언급된 선행연구를 통해 스포츠참여는 통해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근무 의욕의

향상, 공동체 의식의 함양, 대인관계 형성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직장인들의 대인관계인 사회적 자본 형성이 중

요하다. 따라서 직장인들의 스포츠 활동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직장인들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해당 연구를 통해 직장인 개인의 스

트레스 해소 및 근무 의욕의 향상 등을 통한 개인의 이익뿐 아니라 기업 전체의 이익

추구에도 도움이 된다(정동근, 1994).

여러 스포츠 활동 중 골프는 대인관계의 원만한 유지와 비즈니스 성공에 큰 역할을

하며, 비즈니스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민서희, 2011),

골프에 참여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대인관계 형성 및 사교이며, 골프에 참여해 사회적

관계망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신휘언, 2013) 국민들의 골프에 대한 관심은 점차 증가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연구인 문화체육관광부(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주 1회 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율은 59.9%로 매년 증

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여러 스포츠 활동 중 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

표적인 여가 스포츠 활동이며, 수영과 더불어 국민 희망 여가 참여 종목 1위와 2위로

골프는 향후 참가해보고 싶은 운동 순위가 다른 종목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골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은 만큼 골프 시장과 골프 인구는 또한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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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골프 보고서인 World Golf Report에 의하면 한국의 골프 시장의 위치는 1위

미국, 2위 일본에 이은 3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골프 인프라의 확대와 그 저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한국 골프산업백서 2016). 문화체육관광부(2017) 발표에

따르면 국내 골프장 이용객은 2001년 1,168만 명에서 2016년 3,672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골프장의 수 또한 1998년 기존 126개에서 2016년에는

488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골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프라는

점차 확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골프와 관련된 연구 또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직장인들의 골프 참여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직장인의 골프 참여 동기와

직무만족도와의 관계(민서희, 2011), 공무원 사회에서 골프 문화의 사회문화적

함의(김성은, 김동규, 2015), 골프동호인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참여 동기 및

직무 만족도 비교(송승욱, 2009), 직장인들의 골프 시설 이용에 따른 여가 만족도 및

직무만족도의 관계(김소영, 2009) 등이 있다. 이처럼 직장인들의 골프 참여와 관련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으나, 직장인들의 대인관계인 사회적 네트워크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 관련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정민희(2018)은 사회적

네트워크인 신뢰, 이타심, 공동체적 사명감과 가치관은 시간의 흐름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전되며, 단기간에 걸쳐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은 어렵다고 하였으며, 원혜숙(2014)은

직장 구성원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은 직장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직장인들의 직장 내 대인관계에 따른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선행연구들이 스포츠 참여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으며, 특히 여러 스포츠 활동 중 골프는 다른 스포츠 활동들에 비해 대인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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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효과적이며, 사회적 네트워크는 단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골프 참여를 통해 형성되며, 이러한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이 중요하다(김연진, 2009). 따라서 본 연구인 직장인들의

직장 골프 참여에 따라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직장인들의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어떤 구조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들의 골프 참여에 따라 형성된 대인관계인 사회적 자본의

요인인 네트워크, 신뢰, 공유된 목표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계획 행동 이론의 요인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사회적 자본과 재참여의도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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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기존 직장인들의 골프 참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직장인들의 골프 참여에 따른 직무

만족, 직무스트레스 등과 같이 직장인들의 골프 참여에 따른 여러 긍정적 효과를 증명

했다. 골프 참여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단기간에 걸쳐 생성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골프 참여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골프 참여에 대한 재참여의도

요인을 파악한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골프에 대한

재참여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학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통해 직장인들의 직장 골프 참여에 따라 생성된 사회적 자본이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

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직장인들의 골프 참여에 따라 형성된 사회적 자본인 네트워크, 신뢰, 공유된

목표가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에 어떤 구조적 관계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통통제력이 직장 골프 재참여

의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사회적 자본인 네

트워크, 신뢰, 공유된 목표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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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사회적 자본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의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무형 자본의 개념으로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을 비롯하여 다양한 영역에

서 다양한 의미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그 의

미 및 형태와 수준이 여러 학문분야에서 다양한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

한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회적 자본은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사회의 조건 또는 특성을 지칭한다. 

사회학자들은 사회적 자본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첫째는 사회 구성원 간

의 유대 관계이며, 두 번째는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긴밀한 유

대관계를 강조하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사회 집단 내부 관계에 대한 영향과 그

집단 내에서의 네트워크 관계의 내용을 탐구한다. 예를 들어 특정 직장 내에서의 집단

사이의 긴밀한 관계의 형성을 통해 직장 내 구성원들은 스스로 강화되는 규범과 신뢰

를 형성해 직장 공동의 목적을 더욱 쉽게 달성할 수 있다(Coleman, 1988). 이처럼 사

회적 네트워크, 규범 그리고 개인 간 형성되는 신뢰는 사회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서

협조나 협동을 가능하게 해준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연결망

이나 연결망 속에서 생겨나는 상호 이익이며, 집합 행동을 촉진 시키는 규범과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신뢰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된다(남궁근, 2007).

Bourdieu(1986)는 자본을 크게 경제, 문화, 사회 세 가지의 자본으로 분류하였고, 

그 중에서 사회적 자본을 사회 속 지속적인 연결망을 통해 개인 간 상호 면식과 인식

이라는 제도화된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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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에, 사회적 자본은 개인 간 신뢰를 기반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자산이며,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질 때 자본으로서 유용성이 강화 및 유지

가 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Coleman(1988)과 Coleman (1990)은 사회적 자본이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사회

구조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구조 속에 있는 개인 혹은 집단은 사회적 자본

을 통해 특정한 행위를 하게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사회적 자본을 개인의 재산으로

구성하는 사회 구조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용이 가능한 사회 집단 관계

와 목적적인 관계를 언급하면서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인 관

계의 내용을 추가하여 정의하였다. 즉, 사회적 자본의 속성을 사회적 관계의 내재성, 

사회적 생산성, 사회구조적 기능성이라고 정리했다.

사회적 자본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Coleman의 세 가지 속성은 사회적 자본의 본질적

인 요소로 간주되어 왔으며, 이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Coleman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생성되며, 인적, 물적, 자본

과 같은 개념으로 사회적인 생산성을 포함하고 있는 비실체적인 자본적 형태라고 정의

하였다. [표 2-1]은 선행연구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나열한 표이다.

[표 2-1] 사회적 자본의 여러 개념 및 정의

학자 개념 및 정의

Hanifan(1916) 사회 구성원 간 상호교류를 통해 형성 혹은 축적되는 자본

Hanifan(1920)
구성원들의 일상적인 삶의 대부분에서 중시되고 있는 선의, 

동료애 또는 사회적 교류

Pierre 

Bourdieu(1986)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의 연결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

Fukuyama(1995)
집단 내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가능한 상태에서 생겨나는

가치나 규범

Coleman(1990)
사회적 자본은 단일 실체가 아닌 다양한 실체로서 사회적

구조 내 특정한 행위를 촉진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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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hapiet &

Ghoshal(1998)

개인 또는 사회적 단위가 소유한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된

실재적 또는 잠재적 자원의 합

OECD(2000)
사회 집단 내 혹은 집단 간의 상호 간 협력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규범, 가치

위 [표 2-1]과 같이 사회적 자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Fukuyama(1995)는 사회적 자본에 대해 집단 내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가능한 상

태에서 생겨나는 가치나 규범으로 집단 또는 직장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 구성원이 다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성원의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Fukuyama의 저서 [신뢰

(Trust)]는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다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사회적 자본

이라고 정의하면서, 구성원이 다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인 신뢰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Fukuyama(1995)는 시민사회의 중요한 축을 민간조직으로 보았으며, 민간 조직은 구

성원 간 공동의 업무를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생산성 또한 증대시킬 수 있다고 강

조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

을 바탕으로 여러 다양한 맥락에서 연구가 발전되었는데, 사회적 자본을 설명하는 여

러 유형 중 대표적인 유형은 신뢰(Trust), 기대감(Expectation), 규범(Norms), 공동

의 목표(Shared Goals), 네트워크(Networks) 등이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사회적 자본의 하위 요인은 연구자의 연구 방향에 따라 해당 요인이 구성되는데, 

이처럼 연구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과 방향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다양한 사회적 자본의 연구에서 세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연구자들은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자원, 사회적 자본의 효과, 지속 가능성 등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했다.

둘째, 연구자들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는지에 따라

각 사회 구성원들이 관계를 유지하는지, 사회 구성원들의 관계 구조에 대한 것인지, 두

가지 연관성을 모두 고려했는지 인식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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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셋째,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내부적 관계를 나타내는 유대와 외부적 관계를

나타내는 교량으로 나뉘었는데, 이러한 두 가지 관계에 대한 개념을 사회 공동체 간의

연결이라 표현했다(Putnam, 2001).

2. 사회적 자본의 특성

사회적 자본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본들과 차이점, 유사점을 비교하여

이해가 가능하며, 사회적 자본의 특성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자본은 다른 자본들과 달리 개인들이나 단체들 간 관계적인 차원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이나 특정 단체가 독점적으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소유

권을 주장, 또는 확보할 수 없다.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의 하위 개념으로 생겨난 사회

적 자본은 특정 개인 혹은 특정 단체가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특성 때문에 다른 자본, 자원과 달리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시키거나 개인 혹은 단체간 거래가 어려운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자본은 다른 자본들과 달리 형성되는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을 지

니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거래는 다른 경제 자본의 거래에 비해 구체화 되지 않았으

며, 불확실한 시간적 경계, 호혜성의 기대와 같은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체만으로

는 불분명한 것이 특징이다(서혜숙, 2007). 경제 자본의 교환은 일반적으로 동시적으

로 자본의 교환이 이루어지나, 사회적 자본의 교환은 동시성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교

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장에서의 경제 자본이 교환되는 시장과 사회적 자본이 교

환되는 영역에서 사회적 교환에 적용되는 개인의 동기가 자본의 종류에 따라 서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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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적 자본은 다른 자본들과는 달리 그 기원이 사회적이다. 인적 자본은 기술

과 교육과 관련되어 기원 되었으며, 경제 자본은 시장으로부터 기원 되었으나,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 간의 관계인 사회적인 관계에서 형성되고 기원 되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성원 개인이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적인 자본일 수도

있고 또는 모든 주체가 포함된 사회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특징에 의해 생겨나는

집단적 자본일 수 있다. 이에, 개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하더라도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

의 네트워크가 취약 하다면 사회적 자본의 형성 정도는 빈약할 수 있다(이동원, 2009)

넷째, 사회적 자본은 개인 혹은 집단 사이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특

성이 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조의 변화 혹은 정책에 대한 변화에 의해 조정될 수

있는 자원이다(엄창옥, 박상우, 2011). 사회적 자본은 다른 자본들과 다르게 소유 주

체가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에 의해 유지 될 수 있는 자원이며 이러한 특징은 물적 자

본과 큰 차이가 있다. 물적 자본의 경우 개인 혹은 집단이 자본을 소유하게 되면 지속

적인 관리 혹은 노력 없이 변함없이 머물러 있으나 개인 혹은 집단과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생겨난 사회적 자본의 경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성원들과의 지속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이인자, 2011).

이처럼 사회적 자본은 자본으로써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 자본과 차이점을 비교

하면 사회적 자본만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다음 [표 2-2]은 일반적인 자본과 사

회적 자본의 특징을 비교하고 있다(유석춘, 장미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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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자본의 특성 비교

구분 물적자본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정의 생산 수단의 형태의 자본

개인이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자원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

되는 자본

자본의 소유 개인 개인 개인, 집단

자본의 이익 경제적 이익 높은 임금
사회적 연대, 

결속의 창출

자본의 형태 물질적 기술과 지식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신뢰

연구의 핵심
집단 내의 계급적인 착취

관계
교육과정, 임금 연관성

사회 구성원, 집단 관계의

유형

분석 수준 구조(계급) 개인 개인, 집단

유석춘, 장미혜(2003)는 사회적 자본의 특징을 다른 일반 자본인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과 비교하여 설명한다. 사회적 자본의 가장 큰 특징은 자본의 소유자이다. 일반적

으로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은 개인, 집단의 차원에서 자본을 직접 소유하는 반면, 사

회적 자본의 경우 개인 혹은 집단이 직접 소유할 수 없다는 점을 가장 큰 차이라고 정

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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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인

사회적 자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그 의미 및 형태와 수준이 여러 학문분야에 맞

게 다양한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주제나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

게 하위 요인들이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 신뢰, 규범, 네트

워크는 대표적인 사회적 자본의 하위 요인이며, 아래의 [표 2-3]은 각 연구자에 따른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들을 정리한 표이다.

[표 2-3]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인

학자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

Coleman(1988) 신뢰, 규범, 도덕, 네트워크

Putnam(1993) 신뢰, 사회적 규범, 네트워크

Tsai&Ghoshal(1998) 구조적, 관계적, 인식적 차원

Nahapiet & Ghoshal(1998)
구조적 사회 자본, 인지적 사회 자본, 관계적 사회

자본

Lin(2001) 사회적 신뢰, 규범, 연결 망, 사회참여

Stone(2001) 비공식적 네트워크, 공식적 네트워크

소진광(2003)
신뢰 기반, 참여기회, 네트워크, 사회적 규범, 이타

적 성향 및 포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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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otaert(2004)
집단 및 네트워크, 신뢰 및 유대, 집단적 행동과 협

동, 사회적 결속과 포용, 권한 위임과 정치적 행동

한상미(2007)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

1) 신뢰

신뢰는 일반적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어 주는 요소로 특정 공동체 내에서 일반

적으로 공유하는 규범에 기초하여 그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이 규칙적이고 정직하게

협동적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이다(Fukuyama, 1995). Coleman(1988)과

Putnam(1993)은 신뢰를 사회적 자본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 파악하고, 

Fukuyama(1995)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 요소로 신뢰를 제시하고 있다. 

Portes(1998)는 신뢰를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 내는 또 다른 촉진 요인이라 설명하기

도 하고, 혹은 사회 자본이 만들어낸 결과적 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박찬웅(1999)

은 신뢰란, 특정한 행위자가 예상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바라거나 이해관계에

적합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주관적 기대라고 한다. 즉 신뢰에 대한 개념 속에는 심리적

상태, 주관적이고 긍정적인 기대, 위험성, 취약성 등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처럼 신뢰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통과 협력

을 통한 직장의 성과 창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회적 관계를 전제로 존재하며 신

뢰가 형성됨으로써 행위자들은 협동이 가능하고, 감시와 통제에 투입되는 비용을 감소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간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사회는 사회관계가 일회적이고 기회주의적으로 옮겨 갈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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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형의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신뢰는 집단 또는 사회가 다양

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적 자본의 일종으로 사회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인간 행위를 규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규범적 기능을 하기도 한다. 신뢰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는 사회적이면서 도덕적 성격도 강하게 띠고 있고, 관용과

낯선 사람에 대한 수용, 문화적, 정치적 차이 등을 수용하고, 공동체와 개인들의 결합

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집합적 연대를 강화한다(이성화, 2013).

Glateser(1999)은 행위자들 간의 관계 밀도가 높고 사회적 관계에서 반복된 행위의

가능성이 높을수록 신뢰가 촉진되고, 개인 간 이타주의가 신뢰를 지지한다고 한다. 이

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 공동체 집단에 소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신뢰의 결정요인은 타인의 신뢰성에 대한 믿음, 타인에 대한 선호, 타인으로부

터 신뢰 행동을 유발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안태숙, 2011).

Colman(1988)은 신뢰를 대인 신뢰와 제도 신뢰로 구분하고 대인 신뢰는 친근한 사

적인 관계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관계로 분류하고, 친근한 사적인 관계는 구체적

상황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설명이 가능하고, 잘 알지 못

하는 사람과 관계에서 신뢰는 일반화된 상호부조(generalized trust reciprocity)로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공유된 가치에 대한 기초를 전제로 한다고 설명한다. 제도 신뢰는

공식적 거버넌스 및 시장에 대한 신뢰에 초점을 두고 규칙 공정성과 공식적 절차, 쟁

점해결이나 자원배분 등에 의해 형성된다고 한다(김선희, 2014).

Sztompka(1999)은 신뢰 당사자와 공동체로 구분하여 신뢰의 기능을 설명한다. 신

뢰 당사자는 상대방의 긍정적 행위를 유발하고 교류를 지속하며 결과적으로 신뢰 주체

의 활동성과 자유 수준이 높아져 혁신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고 한다. 또한 공동체적

기능은 네트워크를 풍부하게 하여 친밀감을 강화시킨다. 소통의 확대를 촉진하고 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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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이방인에 대한 인정,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한다. 개인의 공동체에 대한 유

대강화와 자발적 봉사, 희생을 유발한다.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협력의 기회를 증진한다

고 한다.

Fukuyama(1995)은 신뢰에 대한 정의를 직장 구성원들의 보편적 규범에 따른 규칙

적이고 정직하며 그리고 협동적인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라 하였다. 이러한 신뢰는 직

장 혹은 사회에서의 경제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개념으로, 구성원 간 신뢰 형성은

직장의 협력을 촉진시키며, 공동체 생활에서의 안정적 유지와 결속력 강화, 협력 증진

등의 역할을 한다. 즉, 사회적 자본의 요소 중 신뢰의 형성을 통해 직장인들은 서로 단

결하여 직장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며, 이를 통해 업무성과 증진, 직무에 대한 만족, 직

장에 대한 몰입 증가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네트워크

Kianto & Waajakoski(2010)은 네트워크 형성은 구성원간 상호 관계 속에 존재하는

형태의 무형 자산이며 가치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구성원간의 사

회 연결망 안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은 사회구조를 구성하게 된다.

Putnam(1993)은 관계 속 형성된 네트워크에 따라 신뢰가 상호 이동 또는 확산 될

수 있으며, 조직 구성원간의 네트워크 형성의 강도와 크기에 따라 공동체로서의 사회

적 자본의 형성 정도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또한 강한 강도와 크기의 네트워크 형성은

구성원들 간 서로 도움을 줘야한다 라는 규범이 생기고, 내부 구성원들 간의 신뢰 형

성 및 기회주의, 개인주의적 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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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lcoock(1999)은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 중 네트워크를 속성에 따라 세가지 개

념의 유형을 구분하여 결속형 네트워크(bonding), 연결형 네트워크(bridging), 연합형

네트워크(linking)를 제시하였다. 결속형 네트워크(bonding)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집

단에서의 개인과 동료들간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형성되는 관계망으로 집단 내부 구성

원간의 결속력 및 특정한 공동의 목표를 강조한다. 연결형 네트워크(bridging)는 구성

원 간 지위와 권력이 비슷한 수준이며, 이에 집단 내부 구성원 간 수평적인 관계를 지

향한다. 연합형 네트워크(linking)는 집단 구성원 간 수직적인 관계에 따라 형성된 사

회적 자본으로 권력, 지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3. 공유된 목표

사회적 자본 중 공유된 목표는 서로 간 유대적 관계를 지니며 이해와 교류를 바탕으

로 생겨나는 사람들의 자원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의미한다. 직장에서의 공유된 목표

의 형성은 직장 내에서의 공식적인 목표의 확산을 위한 노력과 공유된 언어 혹은 공통

된 이야기의 공유 등 비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생겨난다(Nahapiet & Ghoshal, 1998).

직장에서 직장 구성원 간 공유된 목표가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직장 네트워크 연결

망 내의 서로 다른 직장 구성원들이 서로 하고자 하는 목표를 잘 이해하고, 이를 잘

소통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보는 측면과, 직장 내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가

치와 핵심역량이 무엇인지 서로 인지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

는 목표와 비전의 공유의 측면인 공유된 목표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경묵(1996)은 사회 구성원들 간 서로 공통의 언어와 공통의 코드를 공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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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비로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며 이러한 공통의 언어와 코드를 공유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구성원들 간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구성원들 간 공통된 언어와 코드를 서로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움을 요

청하는 구성원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다른 구성원

이 어떤 이유에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쉽지 않게 된다고 하

였다. 이러한 경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비용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또한 상대방이 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서로간 도움은 어려

울 것이라 정의하였다.

Tsai & Ghoshal(1998)은 직장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나 비전을 공유하게 됨으로

써 기업이 원하는 핵심역량과 가치가 어떤 것 인지 알게 되며, 공유된 목표는 직장 구

성원 개인의 비전을 통해 시작되며,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가치, 개인의 관심사, 개인

의 역할에 근거한 에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정의하였다.

Portes(1998)은 직장 구성원들이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고 직장의 비전을 공유하게

되면 구성원 간 도움을 주고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공유된 비전 및 공

유된 가치는 직장 구성원들 간에 공통의 인지적 체계와 상황을 해석, 또는 공유할 수

있는 근거의 틀을 제공해 줌으로써 직장 구성원들 간의 상호 정보 교류와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키고, 직장 구성원들이 직장의 공유된 비전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미를 공유함으로써 직장 내에서 직장인들이 필요한 핵심 역량과 핵심 가치가 무엇인

지를 인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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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계획행동이론

1. 계획행동이론의 정의

사회학 및 소비자학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인간의 행동과 행동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과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이 널리 사용 되어왔다(Bruin et. 2005).

합리적 행동이론의 정의는 인간은 사고방식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모

든 인간의 행동은 통제 가능한 행동이며, 행동에 대한 행동 의도는 태도와 주관적 규

범에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며 개념적 틀은 아래 [그림 2-1]와 같

다(Fishbein & Ajzen 1975). 합리적 행동이론에서의 태도란, 개인적 요인으로 분류되

는 요인으로 특정 행동을 행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인 신념이며, 주관적 규범은

사회적 압력에 대한 개인 의지의 정도로 주변에서 타인들에 의해 정해진 행위는 개인

스스로 반드시 따르고 수행해야 한다고 느끼는 개인의 지각된 신뢰이다. 마지막으로

행동 의도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의해서 결정되며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의지이다. 즉, 합리적 행동이론의 필수요소는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행동 의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

치게 되고 행동 의도는 행동 실행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 요인이 된다.

그러나 사회인지이론의 바탕인 합리적 행동이론의 행동 의도는 실제 행동에 대한

매개 변인으로써 설정은 되지만(윤지영, 2018), 인간의 의지만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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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들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 행동 이론으로 인간의 모든 행동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이진우, 손영곤, 2017).

[그림 2-1] 합리적 행동이론(TRA) 모형

계획행동이론은 합리적 행동이론의 한계점을 보안하기 위해 개인의 특정 행동에 대

해 느끼는 인식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각된 행동 통제력을 변인으로 추가해 실제 행동

에 대한 예측력을 높인 모형으로 발전시켰다(Ajzen, 1991). 즉, 계획행동이론에서 행

동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며, 지각된 행동 통제와 행동 의도는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

른 계획행동이론은 [그림 2-2] 같이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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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계획행동이론(TPB) 모형

2. 계획행동이론의 구성요인

계획행동이론은 개인의 행동에 대한 의도와 실제 행동 수행과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고안된 이론으로 행동의도에 대한 선행 요인으로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와 특정

행동에 대한 사회적 압력, 타인으로부터 느껴지는 인식 정도를 나타내는 주관적 규범

그리고 개인의 특정 행동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인식의 정도를 나타낸 행동 통제력에

영향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행동 의도는 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선행 변수가 되기

도 하며 실제 행동을 수행하는 설명력과 예측력을 높여준다(Ajzen,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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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도

태도란, 개인이 특정 행동을 행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을 가지고 인물 혹은 사물에

있어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Fishbein & Ajzen(1981)는

태도와 행동 간에 있어서 대상의 요인과 행위의 요인은 서로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으며, 행동에 대한 선행 변인으로서 태도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특정 행동에 대한 태

도를 측정해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김무송, 2011).

이처럼 행동에 대한 태도는 20세기 초 심리학자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 연구된 요

소로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다. (Zimbardo, 2010)  

특정 행동을 수행하고자 결정을 내려야하는 상황에서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 혹은

부정적인 평가의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Ajzen, 1991). 예를 들어 개인의 특정 행

동을 수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이익 혹은 손해라고 인식할 수 있으며, 이는 호

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상태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형석, 조현익, 2008). 스스

로 이익이라고 생각되고 호의적인 감정이 생길수록 특정 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형성된다. 태도는 행동의도에 따라 영향을 미치게 되며, 개인이 인지하는 태도는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윤설민, 신창렬, 이충기, 2014). 따라서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가 긍

정적이면 실제 행동을 수행하려는 행동 의도가 커지기 때문에 태도는 행동을 예측, 변

화시키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요인이다(김동규, 2017; 한규석,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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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은 개인의 특정 행동에 대한 타인의 의견에 관한 지각과 수용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Fishbein, 1963). 주관적 규범은 개인의 규범적 신념에 의해서 결정되

는데 특정 행동을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압력의 자각과 함께

개인의 동조 동기에 의해서 결정된다(이민규, 2001). 예를 들어 특정 행동에 대해 행

위자가 중요시하는 주변인들의 태도가 호의적이라면, 행위자는 특정 행동을 실행할 가

능성은 높아지며, 반대로 특정 행동에 대해 행위자가 중요시하는 주변들의 태도가 부

정적이라면 특정은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Ajzen I. & Fishbein 1980). 주

관적 규범은 특정 행동에 대한 행위자가 행동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주변 상황을 자신

의 힘으로 통제가 가능한 사회적 영향력과 관련이 있으며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변인은 인간행동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에, 개인의 특정 행

동은 주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즉, 개인의 특정 행동의 실행

결정 여부에 있어서 주변인의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하충룡ㆍ이유경, 2009).

3) 지각된 행동 통제력

계획행동이론은 기존 합리적행동이론의 구성 요인인 태도와 주관적 규범 이외에 지

각된 행동 통제력을 변인으로 추가한 모형이다. 지각된 행동 통제력은 특정 행동을 실

행하는데 있어서 행동에 대한 실현이 얼마나 쉽거나 어려운지에 관한 개인이 지각하는

믿음의 정도가 행동 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한다. 즉, 개인이 특정 행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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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 높다 면, 행동 실현에 대한 의도 또한 높아지는 것이며, 반대

로 개인의 특정 행동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 낮다면, 행동 실현에 대한 의도 또

한 낮아지는 것이다. 이처럼 지각된 행동 통제력은 태도, 주관적 규범과 같이 개인의

특정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문길봉, 2017). Stone, Jawahar, & Kisamore(2010)

은 지각된 행동 통제를 ‘부정행위의 시행에 대한 어려움의 정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행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해물이 없다고 믿었을 때, 행동의 실행에 대한 자

신감과 지각된 통제력도 같이 향상된다 하였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개인에게 주어

진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실성을 의미하는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이 있다.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특정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이나 자신감의 정

도를 의미하며,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에 있다고 믿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는 외적 요인과 내적 요

인이다. 첫째, 외적 요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 시간, 비용. 기회, 용이성 등이 있

다. 둘째, 내적 요인은 개인의 성격, 능력, 기술, 능력에 영향을 받으며, 개인이 통제하

지 못하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은 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 이에, 특

정 행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원, 기회, 기술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각된 행동 통제

력이 특정 행동에 대한 의도와 특정 행동에 대한 영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한덕웅, 

이민규, 2001). 결론적으로 개인의 특정 행동의 수행에 대한 어려움을 부정확하게 예

측하는 경우 행동에 대한 의도가 생겨났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으로 행동에 대한

실행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개인은 특정 행동이 자신의 통제력에 의해서 통제하지 못

한다고 인식하게 되면 행동을 회피하거나 실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Ter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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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ary, 1995). 또한 일반적으로 특정 행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호의적일수록 지각된 통제력 또한 커지게 되며 이에 따라 특정 행동에 대한 의도는 증

가하게 된다(Schifter & Ajzen, 1985). 

4) 의도

계획행동이론에서 개인의 행동은 행동에 대한 의도에 의해 실현되는 것으로 간주한

다. 행동 의도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통제력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세

요인들의 측정을 통해 개인의 특정 행동에 대한 의지, 신념의 크기를 확인하면 실제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계획행동이론에서 행동에 대한 의

도는 행동하기 위해 지각하는 행동 계획의 강도를 의미한다. 이에, 행동 계획을 변경할

정도의 변화 요인이 없다면 행동 의도는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다. 특정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에는 참여하지 않

게 된다는 계획행동이론의 동기유발과정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Ajzen, 1991).

5) 행동

계획행동이론에서는 행동에 대한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

고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측정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행동이론에 의하면 측정

요인인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받으며 이

론의 최종 목표는 개인의 특정 행동을 이해하려는 것이다(Ajze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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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모형 및 연구 가설

제 1 절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들의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계획행동이론을

적용시켜 이론의 하위 요인인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 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

범, 직장 골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파악하고자 하며, 또한 직장인들의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대한 설명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존 계획행동이론에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변수를 확장해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신뢰,

직장 골프 동료들과의 공유된 목표와 계획행동이론의 모형과의 관계를 파악해 아래

[그림3-1]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3-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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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들의 직장 골프 참여에 따라 형성된 동료들 간 사회적 네트워

크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앞서 제시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 사회적 자본(네트워크, 신뢰, 공유된 목표)이 태도, 주관적 규범

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를 연결 시키는 유대 관계이다. Putnam(2001)

은 사회적 자본의 발생 요인으로 네트워크, 신뢰, 공유된 목표로 정의 하였다. 구체적

으로 첫째, 네트워크는 사회 구조 내에서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사회적 관계들의 집합

체 중의 하나로 정의된다(Goodwin, 1994). 둘째, 신뢰는 특정 집단 내에서 일반적으

로 규정한 공유된 규범에 기초하여 집단 내 다른 구성원들이 서로 믿음을 가지고 협동

적으로 행동 할 것이라는 기대이다(Fukuyama, 1995). 마지막으로 셋째, 공유된 목표

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조직의 비전을 공유하는 행위로 정의된다(Portes, 1998).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개인 혹은 집단 간의 관계 형성에 따라 생겨나는 자본의 개념으

로 해석될 수 있으며(유석춘, 장미혜, 2003),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개인 혹은 집단의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행동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Castillo(2021)의

연구 결과와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개인 혹은 집단의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행동에 대

한 주관적 규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Chow(2008)의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인들의 직장 골프 참여에 따라 형성된 사회적 자본 중 네트워크, 신뢰, 목표가 직

장 골프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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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직장인들의 직장 골프 참여에 따라 형성된 사회적 네트워크(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

한 네트워크,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신뢰, 직장 골프 동료들과의 공유된 목표)는 직

장 골프에 대한 태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는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에 정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신뢰는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1-3 직장 골프 동료들과의 공유된 목표는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에 정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직장인들의 직장 골프 참여에 따라 형성된 사회적 자본(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

트워크,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신뢰, 직장 골프 동료들과의 공유된 목표)는 직장 골

프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는 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정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신뢰는 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정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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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3 직장 골프 동료들과의 공유된 목표는 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정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네트워크가 지각된 행동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 중 네트워크는 사회 구조 내에서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사회적 관계들의

집합체 중의 하나로 정의되며(Goodwin, 1994), Putnam(1993)은 관계 속 형성 된 네

트워크에 따라 개인 간의 신뢰가 이동 또는 확산 될 수 있으며, 직장 구성원 간의 네

트워크 형성의 강도와 크기 형성에 따라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 정도가 달

라진다고 하였다. 또한 내부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은 지각된 행동통제력을 높

일 수 있다고 정의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 중 Castillo(2021)의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 중 네트워크는 지각된 행동통제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들의 직장 골프 참여에 따라 형성된 사회적 자본 중 네트워

크가 지각된 행동통제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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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직장인들의 직장 골프 참여에 따라 형성된 직장 골프에 대한 네트워크는 지각된 행

동통제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재참여의도에 미치는 영

향

Ajzen(1991)이 정의한 계획 행동이론 모형인 TPB 모델은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정의하

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김동규(2017)은 소비자들의 국내 프로 야구 관람

스포츠의 소비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계획행동이론을 사용하여 프로 야구에 대한 관

람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프로야구 관람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 결과를 검증 하였다. 또한 박용수(2012)은 계획행동이론을 통해 무주 태권도

공원 방문객의 방문의도를 분석하였는데,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직장인들의 직장 골프 재참여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

된 행동통제력을 통해 구조적 관계를 검증할 것이다.

H4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 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직장 골프에 대한 지각된 행

동통제력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1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는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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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것이다.

H4-2 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4-3 직장 골프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력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정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 사회적 자본(네트워크, 신뢰, 공유된 목표)이 재참여의도에 미치

는 영향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네트워크, 신뢰, 공유된 목표로 정의하였다. 이러

한 사회적 자본은 이론적 배경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개인과 개인 혹은 집단과 집단이

서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생겨나는 대인관계망이다. 임태규(2021)은 사회적 자본의 형

성은 지속적인 운동 참여 의도에 통해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검증하였으며,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들의 직장 골프 참여에 따라 형성된 사

회적 자본이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할 것이다.

H5 직장인들의 직장 골프 참여에 따라 형성된 사회적 자본(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

트워크,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신뢰, 직장 골프 동료들과의 공유된 목표)은 직장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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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재참여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1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는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2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신뢰는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5-3 직장 골프 동료들과의 공유된 목표는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 사회적 자본(네트워크, 신뢰, 공유된 목표)과 재참여의도의 관계

에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의 매개 효과

Chow(2008)은 사회적 자본(네트워크, 신뢰, 공유된 목표)이 지식 공유 의도에 미치

는 영향에서 태도와 공유된 목표가 중요한 요인이라 정의하였으며, 김혜인(2010)은

사회 자본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사후 장기 기증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

구를 통해 사회 자본이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을 매개로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인 직장인들의 골프 참여에

따른 사회적 자본 형성과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의 구조적 관계 검증을 위해 사회적 자

본과 재참여의도의 관계에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매개 효과가 있

는지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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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6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

한 네트워크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H6-1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는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와 직장 골프 재참

여의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H6-2 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와 직장 골

프 재참여의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H6-3 직장 골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H7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 주관적규범은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신뢰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H7-1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는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신뢰와 직장 골프 재참여의

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H7-2 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신뢰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H8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은 직장 골프 동료들과의 공유된 목표와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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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재참여의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H8-1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는 직장 골프 동료들과의 공유된 목표와 직장 골프 재참

여의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H8-2 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공유된 목표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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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문헌 고찰을 통해 직장인들의 골프 참여에 따른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골프 재참여의도와 어떤 구조적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직장 골프 참여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직장인 20대부터 60대까지를 설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자는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연구대상을 모집하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국내 약 120만 소비자 패널을 보유한 온라인 설문 전문 기관인

마크로밀 엠브레인(https://embrain.com)에 의뢰해 비확률 표본추출방법(non-

probability sampling) 중 편의표본추출 (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여 응답을

수집하였으며, 설문 방법은 온라인 설문지(online survey)를 통한

자가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을 사용하였다.

비확률표집방법에 포함되는 가용표집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가용

표집 방법은 설문을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연구자가 쉽게 선정할 수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법이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즉시 응답을 받아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는 점에 장점이 있으며 전통적 설문조사와 비교하여 자로의 정확성이 낮지

않다는 점이 밝혀졌다(류귀열, 문영수, 2014). 

이를 통해 응답한 290부의 설문조사 답변 중 불성실한 답변한 13부를 제외한 총

277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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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조사 도구

본 연구인 직장인들의 골프 참여에 따른 사회적 자본 형성이 골프 재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Wing S. Chow & Lai Sheung Chan(2008)와 Chao-

Min Chiu, et. al(2005)의 사회적 자본 설문 문항을 수정 번안하여 Likert 7점 척도

21문항으로 측정할 것이며, 직장인들의 골프 재참여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Ajzen(2002)와 Gary & Franklin J. Boster(2001)의 계획행동이론 설문 문항을 수정

번안하여 Likert 7점 척도 15문항으로 측정할 것이다. 설문지는 자기평가

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구성할 것이며 각 항목의 문항 수 및

내용은 아래 [표 4-1]와 같다.

[표 4-1] 설문지 구성

변인 하위 요인 출처 문항수

사회적 자본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

A.Chua(2002)

Wing S. Chow & Lai Sheung 

Chan(2008)

Chiu(2009)

7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신뢰

F.Requena(2003)

A.Vaux, D.Harrison(1985)

Chiu(2009)

6

직장 골프

동료들과의 공유된

D.Ko, K.J.Kirsch &

W.R.King(200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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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W.Tsai, Ghoshal(1998)

Chiu(2009)

계획행동이론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

Ajzen & Driver(1992)

유진 & 김영재(1999)
3

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범
Ajzen & Driver(1992) 3

직장 골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
Ajzen & Driver(1992) 4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 Ajzen & Driver(1992) 4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최종학력, 월평균 소비, 

골프 참여 빈도, 골프 평균 타수, 

골프 경력

7

1.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사회적 활동에 의해 개인 또는 집단의 사회적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 간

연결되어 있는 인적 네트워크망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 이론에 근거하여 직장인들이 직장 동료와 함께

골프를 참여함에 따라 생겨나는 긍정적 효과를 사회적 자본의 하위 요인인 네트워크로

설정하였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Wing S. Chow & Lai Sheung Chan(2008)이 개발한

사회적 네트워크 척도를 번안하여 아래 [표 4-2]와 같이 Likert 7점 척도의 7개

문항을 측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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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네트워크 설문 문항

변인 설문 항목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

1. 나는 일반적으로 직장 골프 동료들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 나는 대체로 직장 골프 동료들과 매우 친밀하다.

3. 나는 항상 직장 골프 동료들과 깊이 있는 토론을 한다.

4. 나는 일부 직장 골프 동료들과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다.

5. 나는 일부 직장 골프 동료들과 많은 시간을 교류한다.

6. 나는 일부 직장 골프 동료들과 개인적으로 친하다.

7. 나는 일부 직장 골프 동료들과 자주 소통한다.

2. 신뢰

사회적 자본에서의 신뢰는 특정 집단 내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한 공유된 규범에

기초하여 집단 내 다른 구성원들이 협동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이다(Fukuyama, 

1995).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에 근거하여 직장인들이 직장 동료와 함께 골프를

참여함에 따라 생겨나는 긍정적 효과를 사회적 자본의 하위 요인인 신뢰로 설정하였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Wing S. Chow & Lai Sheung Chan(2008)이 개발한 사회적 자본

측정 척도를 번안하여 아래 [표 4-3]와 같이 Likert 7점 척도의 6개 문항을 측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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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신뢰 설문 문항

변인 설문 항목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신뢰

1. 나는 주어진 과업을 쉽게 수행하기 위해 직장 골프 동료들에게 도

움을 받을 수 있다.

2. 나와 직장 골프 동료들은 기회가 생기더라도 다른 동료들을 이용

하여 이익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3. 나와 직장 골프 동료들은 항상 서로의 약속을 잘 지킨다.

4. 나와 직장 골프 동료들은 고의로 다른 동료들 간의 대화를 방해하

지 않을 것이다.

5. 나와 직장 골프 동료들은 항상 일관성 있게 행동한다.

6. 나는 직장 골프 동료들에게 항상 진실하게 대한다.

3. 공유된 목표

사회적 자본의 하위 요인 중 공유된 목표는 직장이 필요로 하는 핵심 가치와

역량이 어떤 것인지 인지하고 소속된 집단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들이 직장 동료와 함께 골프를 참여함에 따라 생겨나는

긍정적 효과를 사회적 자본의 하위 요인인 공유된 목표로 설정하였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Wing S. Chow & Lai Sheung Chan(2008)이 개발한 사회적 자본 측정 척도를

번안하여 아래 [표 4-4]와 같이 Likert 7점 척도의 5개 문항을 측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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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4] 공유된 목표 설문 문항

변인 설문 항목

직장 골프

동료들과의

공유된 목표

1. 나는 직무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지 직장 골프 동료들과 의견을

나눈다.

2. 나와 직장 골프 동료들은 업무에 있어 같은 포부와 비전을 항상

공유하고 있다.

3. 나와 직장 골프 동료들은 조직 전체의 미션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나와 직장 골프 동료들은 다른 동료들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5. 나와 직장 골프 동료들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동일한

목표를 공유한다.

4. 태도

태도란, 사람이나 사물 등 특정 대상에 일관성을 가지고 호의적, 비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학습된 경향으로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의미한다(Sparks, 

2007).

본 연구에서는 계획행동이론에 근거하여 직장인들이 직장 동료와 함께 골프에

참여하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골프에 대한 태도를 측정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Ajzen과 Driver(1992)의 도구를 기초로 한 선행연구(윤설민, 

2010; 이상섭, 2011)에서 사용된 척도를 보완 및 수정한 다음 [표 4-5]와 같이

Likert 7점 척도의 3개 문항을 측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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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5] 태도 설문 문항

변인 설문 항목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

1. 직장 골프 동료들과 골프에 참여하는 것은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2. 직장 골프 동료들과 골프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3. 직장 골프 동료들과 골프에 참여하는 것은 유익하다.

5.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이란, 개인의 주변에 영향력 있는 집단인 가족, 친구, 동료 등이 특정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의미한다(오종철, 2007)

본 연구에서는 계획행동이론에 근거하여 직장인들이 직장 동료와 함께 골프에

참여하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직장 동료들의 주관적 규범을 측정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Ajzen과 Driver(1992)의 도구를 기초로 한

선행연구(윤설민, 2010; 이상섭, 2011)에서 사용된 척도를 보완 및 수정한 다음 [표

4-6]와 같이 Likert 7점 척도의 3개 문항을 측정할 것이다.

[표 4-6] 주관적 규범 설문 문항

변인 설문 항목

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범

1. 직장 골프 동료들은 내가 직장 골프에 참여하는 것에 지지한다.

2. 직장 골프 동료들은 내가 직장 골프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생각한다.

3. 나에게 중요한 대부분의 직장 골프 동료들은 내가 직장 골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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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 지각된 행동통제력

지각된 행동통제력이란,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특정 행동의 수행 여부를

지각하는 수준으로 행동의 실행이 개인의 통제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한덕웅, 이민규 2001).

본 연구에서는 계획행동이론에 근거하여 직장인들이 직장 동료와 함께 골프에

참여하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골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을 측정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Ajzen과 Driver(1992)의 도구를 기초로 한

선행연구(윤설민, 2010; 이상섭, 2011)에서 사용된 척도를 보완 및 수정한 다음 [표

4-7]와 같이 Likert 7점 척도의 4개 문항을 측정할 것이다.

[표 4-7] 지각된 행동통제력 설문 문항

변인 설문 항목

직장 골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

1.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직장 골프에 참여할 수 있다.

2. 직장 골프에 참여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3. 직장 골프에 참여하는 것은 나의 의지에 달려있다.

4. 나는 직장 골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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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참여의도

재참여의도란, 특정한 행동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행동 실현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행동이론에 근거하여 직장인들이 직장 동료와 함께 골프에

참여하는 재참여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골프에 대한 재참여의도를 측정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Ajzen과 Driver(1992)의 도구를 기초로 한

선행연구(윤설민, 2010; 이상섭, 2011)에서 사용된 척도를 보완 및 수정한 다음 [표

4-8]와 같이 Likert 7점 척도의 4개 문항을 측정할 것이다.

[표 4-8] 재참여의도 설문 문항

변인 설문 항목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

1. 나는 직장 골프 동료들과 골프에 다시 참여할 것이다.

2. 나는 직장 골프 동료들과 골프에 다시 참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

다.

3. 나는 직장 골프 동료들과 골프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도가 있다.

4. 나는 직장 골프 동료들과 골프에 계속 참여할 계획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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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처리는 IBM SPSS Ver.21.0통계 패키지와 IBM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분석의 목적에 따라 전산처리 할 것이며 통계기법에는 빈도 분석

(frequency analysis), 신뢰도 분석(Cronbach’ɑ),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구조방정식을 사용할 예정이다. 

1.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

    본 연구의 대상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초 통계갑(사회 인구학

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집된 자료의 기본적 특징(평균, 표준

편차 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2.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Matrix)

   확인적 요인분석에 앞서 변수들이 높게 상관관계가 있거나 다른 변수들과 결합한다

면 통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분석을 통하여 변수간의 관계를 확인하

는 것이 필요하다(Seo & Green, 2008). 따라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상

관관계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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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뢰도 분석 (Reliability) 

신뢰도 분석은 설문 참여자로부터 측정하고자 하는 각각의 개념이 일관성이 있게 측

정 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즉, 같은 개념에 관하여 측정을 반복할 경우 동일한 측

정 수치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송지준, 2011). 사회과학 분야에서 신뢰도

를 해석하는 Cronbach α 기준은 .60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한다(노경섭,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집된 각 변인과 관련된 자료의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4.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확인적 요인 분석은 선행 이론을 기반을 두어 검증을 하며 잠재 변수와 이를 측정하

는 측정변수들의 관계를 중점으로 두고 있다. 하나의 개념에 대한 잠재 변수와 이를

구성하는 측정 변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분석은 선행 이론을 다시

한 번 검증할 때 이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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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직장인들의 골프참여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골프 재참여의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할 것이다. 연구모델에 포함하는 잠재변수와 관

측변수 간의 관계, 잠재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관계 및 방향 등을 연구자가 사전에 가

설로 수립한 모델을 기초로 분석을 하게 될 것이다. 

모형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는데, 특히나 표본으로

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모형의 간명성과 오류를 고려한 적합도 지수를 사용할 것이다. 

표본 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다는 문제점이 있는 카이 스퀘어(Chi-Square)은 문제

점을 가지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와 함께 볼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구조방정식 모형

에서의 적합한 수치로는 CFI, TLI, 그리고 RMSEA를 권장하였다(Kline, 2010). 

Browne and Cudeck (1993) 또한 구조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RMSEA, TLI, 그리고

CFI을 통해 모형적합도 평가를 권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모형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CFI, TLI, RMSEA등을 통하여

진행할 것이다. CFI와 TLI의 값은 그 값이 .9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평가한다

(Kline, 2010). RMSEA 수치는 .08이하인 수치를 일반적으로 선호 되며 모형이 적합

하다고 여겨진다(Klin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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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인구통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응한 290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13개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277

개를 최종 분석하였다.

277개 설문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는 180명(65.0%), 여자

는 97명(35.0%)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연령대 분포는 20대 45명(16.2%), 30대 85명

(30.6%), 40대 96명(34.6%), 50대 38명(13.7%), 60대 13명(4.6%)으로 구성되었다.

277개 설문지 응답자의 최종학력 분포는 초등학교 졸업 0명(0%), 중학교 졸업 0명

(0%), 고등학교 졸업 15명(5.4%), 대학교 졸업 223명(80.5%), 대학원 졸업 39명

(14.1%)으로 구성되었다.

277개 설문지 응답자의 골프 참여 빈도는 주 1회 158명(57.0%), 주 2회 58명

(20.9%), 주 3회 24명(8.3%), 주 4회 16명(5.8%), 주 5회 8명(2.9%), 주 6회 6명

(2.2%), 주 7회 이상 8명(2.9%)으로 구성되었다.

277개 설문지 응답자의 골프 평균 타수는 72타 이하 15명(5.4%), 73타 이상 79타

이하 31명(11.2%), 80타 이상 89타 이하 99명(35.7%), 90타 이상 99타 이하 74명

(26.7%), 100타 이상 58명(20.9%)로 구성되었다.

277개 설문지 응답자의 골프 경력은 6개월 미만 28명(10.1%), 6개월 이상 1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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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6명(16.6%), 1년 이상 2년 미만 43명(15.5%), 2년 이상 3년 미만 31명

(11.2%), 3년 이상 4년 미만 35명(12.6%), 4년 이상 5년 미만 23명(8.3%), 5년 이

상 71명(25.6%)로 구성되었다.

277개 설문지 응답자의 월 평균 소비액은 199만원 이하 27명(9.7%), 200만원 이

상 299만원 이하 59명(21.3%), 300만원 이상 399만원 이하 54명(19.5%), 400만원

이상 499만원 이하 46명(16.6%), 500만원 이상 599만원 이하 29명(10.5%), 600만

원 이상 62명(22.4%)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분석 결과표는 아래 [표 5-

1]와 같다.

[표 5-1] 인구통계분석                                               (N=277)

특성 구분 빈도수(명) 비율(%)

성별 남성 180 65.0

여성 97 35.0

연령대 20대 45 16.2

30대 85 30.6

40대 96 34.6

50대 38 13.7

60대 13 4.6

최종학력 초등학교 졸업 0 0

중학교 졸업 0 0

고등학교 졸업 15 5.4

대학교 졸업 223 80.5

대학원 졸업 39 14.1

골프 참여 빈도 주 1회 158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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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58 20.9

주 3회 23 8.3

주 4회 16 5.8

주 5회 8 2.9

주 6회 6 2.2

주 7회 이상 8 2.9

골프 평균 타수 72타 이하 15 5.4

73타 이상 ~ 79타 이하 31 11.2

80타 이상 ~ 89타 이하 99 35.7

90타 이상 ~ 99타 이하 74 26.7

100타 이상 58 20.9

골프 경력 6개월 미만 28 10.1

6개월 이상 ~ 1년 미만 46 16.6

1년 이상 ~ 2년 미만 43 15.5

2년 이상 ~ 3년 미만 31 11.2

3년 이상 ~ 4년 미만 35 12.6

4년 이상 ~ 5년 미만 23 8.3

5년 이상 71 25.6

월 평균 소비액 199만원 이하 27 9.7

200만원 이상 ~ 299만원 이

하

59 21.3

300만원 이상 ~ 399만원 이

하

54 19.5

400만원 이상 ~ 499만원 이

하

46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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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 ~ 599만원 이

하

29 10.5

600만원 이상 62 22.4

제 2 절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 문항에 사용된 측정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을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변인인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신뢰, 직

장 골프 동료들과의 공유된 목표,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 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

범, 직장 골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의 기술통계치인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기술통계량은 다음 [표 5-2]에 제시하였다.

[표 5-2] 측정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
5.18 .81 1.00 7.00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신뢰
5.07 .77 1.00 7.00

직장 골프 동료들과

의 공유된 목표
5.00 .88 1.00 7.00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
5.29 .79 1.00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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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범
5.25 .77 1.00 7.00

직장 골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
5.20 .81 1.00 7.00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
5.37 .77 1.00 7.00



- 52 -

제 3 절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1.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각 구성 변인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측정

하였다.

Cronbach’s α 계수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기본적으로 Cronbach’s α값 계

수가 0.7 이상이면 해당 연구 문항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 되었다고 판단한다

(Nunnally & Bernstein, 1994).

본 연구인 직장인들의 골프 참여에 따라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직장 골프 재참여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사용된 사회적 자본과 계획행동이론의 척도의 신뢰

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문항인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측정하는 7문항,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는 8문항, 직장 골프 동료들과의 공유된 목표를 측

정하는 6문항,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4문항, 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

범을 측정하는 3문항, 직장 골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을 측정하는 4문항, 직장 골

프 재참여의도를 측정하는 4문항의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5-3]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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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신뢰도 분석 결과

변인 설문 문항 수 Cronbach’s α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 7 .909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신뢰 6 .890

직장 골프 동료들과의 공유된 목표 5 .901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 3 .824

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범 3 .833

직장 골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 4 .846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 4 .866

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 간 관련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

였다. 상관계수는 일반적으로 .85 이상의 경우 다중 공선성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다(Kline, 1998),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 간 상관계수의 경우 .85의 값을 넘기는 항

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표 5-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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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주요 측정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변인 1 2 3 4 5 6 7

네트워크 1

신뢰 .716** 1

공유된 목표 .687** .753** 1

태도 .687** .743** .718** 1

주관적규범 .653** .685** .700** .767** 1

지각된

행동통제력
.536** .596** .535** .569** .614** 1

재참여의도 .657** .643** .584** .763** .763** .665** 1

3. 모델 적합도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측정 모형(Measurement model)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

기 위하여 AMOS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 모형에 대한 적

합도를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로   

χ²값과 비표준부합지수 TLI(Tucker-Lewis Index), 비교부합지수인

CFI(Comparative Fix Index), 근사평균오차제곱근 RMSEA(Root Mean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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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of Approximation), 평균제곱잔차제곱근 SRMR(Standard Root Mean square 

Residual)와 같은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이러한 지수의 적절한 기준은 일

반적으로 TLI, CFI는 .9 이상, RMSEA는 .1 이하이면 적합도가 좋은 모델로 간주하고

있으며(Steiger, 1990), SRMR 값은 .1이하일 경우 수용 가능한 수준이며, .06이하일

경우 모델 적합도가 매우 좋은 것으로 간주된다(Hu & Bentler, 1999).

본 연구에서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 모형의 적합성의 적합 지수를 확인한 결

과,  = 799.657,  = 443, TLI = .933, CFI = .940, RMSEA = .054, SRMR

= .0562로 나타나 측정 모형의 적합 기준 수치에 적합한 기준 값으로 확인되었다. 구

체적인 모형 적합도 지수 수치를 정리는 [표 5-5]와 같다.

[표 5-5]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 모형 적합도

모형 적합도   TLI CFI RMSEA SRMR

적합도 지수 799.657 443 .933 .940 .054 .0562

적합 기준 - - .9 이상 .9 이상 .1이하 .06 이하

4. 집중타당도 분석(Convergent Validity)

본 연구에서는 측정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IBM AMOS Ver 21.0을 사용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

하는 것으로 전 단계인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통해 이미 검증된 척도를 연구에

사용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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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 모형의 타당성 검증 방법으로 집중타당도 분석이 사

용된다. 타당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계수 람다(λ)값, 평균 분산 추출 값

(Average Variance Extracted) 및 개념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를 통해 검증

할 수 있으며, 표준화계수 람다(λ)값은 최소 .5이상이여야 하며, .7이상일 경우 바람

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AVE값의 검증 기준치는 .5 이상이며(Podsakoff et al., 

2003), 개념신뢰도 값은 .7이상의 경우 측정 모형에 대한 타당도가 있다고 할 수 있

다(송지준, 2008)

본 연구에서의 측정 모형의 타당성 분석 결과는 아래 [표 5-6]와 같으며, 표준화

계수 람다(λ)값, 평균 분산 추출 값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개념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의 값들이 수용 가능한 수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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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6] 집중타당도 분석 결과

변인 문항
표준화

계수

비표준

화계수
S.E C.R AVE 개념신뢰도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

네트워크1 .699 .793 .064 12.353 .583 .907

네트워크2 .707 .859 .069 12.529

네트워크3 .73 .984 .076 13.024

네트워크4 .791 1

네트워크5 .81 1.044 .07 14.863

네트워크6 .818 1.026 .068 15.073

네트워크7 .817 .942 .063 15.053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신뢰

신뢰1 .711 1.12 .095 11.834 .587 .895

신뢰2 .746 1

신뢰3 .761 .97 .08 12.056

신뢰4 .783 1.035 .083 12.396

신뢰5 .772 1.03 .084 12.234

신뢰6 .795 1.073 .085 12.588

직장 골프

동료들과

의 공유된

목표

공유된 목표

1

.78 .993 .072 13.766 .636 .897

공유된 목표

2

.799 1.124 .079 14.168

공유된 목표

3

.813 1.021 .071 14.476

공유된 목표

4

.775 1

공유된 목표 .853 1.058 .069 1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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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장 골프

에 대한

태도

태도1 .823 .984 .068 14.458 .632 .837

태도2 .748 .971 .075 12.924

태도3 .777 1

직장 골프

에 대한

주관적 규

범

주관적 규범

1

.831 .989 .067 14.752 .608 .823

주관적 규범

2

.791 1

주관적 규범

3

.765 1.009 .075 13.367

직장 골프

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

력

지각된

행동통제력1

.758 1.015 .077 13.166 .614 .864

지각된

행동통제력2

.714 .902 .074 12.263

지각된

행동통제력3

.766 .999 .075 13.324

지각된

행동통제력4

.807 1

직장 골프

재참여의

도

재참여의도1 .806 .943 .063 14.982 .645 .879

재참여의도2 .762 1.032 .074 13.91

재참여의도3 .774 .933 .066 14.215

재참여의도4 .8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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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별타당도 분석

판별타당도 분석이란 잠재 변수의 개념이 다른 잠재 변수의 개념과 구별되는 정도로

평균분산추출값(AVE)이 변수 간 상관계수 보다 커야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연구에서에서 각 잠재 변수의 평균분산추출값과 상관계수의 제곱 값을 비

교해본 결과, 상관계수의 값이 AVE 값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판별타당성이 확보

되었다. 판별타당성에 대한 결과는 [표 5-7]와 같다.

[표 5-7] 판별타당도 분석결과

잠재변수 1 2 3 4 5 6 7

네트워크 .583

신뢰 .521 .587

공유된목표 .471 .567 .636

태도 .471 .552 .515 .632

주관적규범 .426 .469 .49 .588 .608

지각된

행동통제력
.287 .355 .286 .323 .376 .614

재참여의도 .431 .413 .341 .582 .582 .442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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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1.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본 연구는 직장인들의 골프 참여에 따른 사회적 자본 형성이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

를 파악하는 것으로 직장인들의 골프 참여에 따라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직장 골프 참

여에 대한 태도, 직장 골프 참여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직장 골프 참여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 그리고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기 위해 연구

모형의 상관분석 결과를 확인해본 결과, 상관계수가 1에 근접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수치는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구조방정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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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Chi-square(), 자

유도(), TLI, CFI, RMSEA, SRMR 지수를 활용하였다. 연구 모형을 통해 확인되는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 871.674,  = 448, TLI = .922, CFI = .929, RMSEA = .059, 

SRMR = .0562로 나타났으며, 연구에 사용된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 지수의 값들은

모두 적합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 모형은 적합한 모형이라 판단할 수 있

으며, 구체적인 적합도 지수는 아래 [표 5-8]와 같다.

[표 5-8]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

모형 적합도   TLI CFI RMSEA SRMR

적합도 지수 871.674 448 .922 .929 .059 .562

적합 기준 .9 이상 .9 이상 .1이하 .06 이하

3. 연구가설 검증(경로 분석)

본 연구는 직장인들의 골프 참여에 따른 사회적 자본 형성이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

를 파악하는 것으로 직장인들의 골프 참여에 따라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직장 골프 참

여에 대한 태도, 직장 골프 참여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직장 골프 참여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 그리고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으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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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사용된 연구가설 경로 분석 검증 결과는 다음 [표 5-9]와 같다.

[표 5-9] 경로 분석

가설 가설 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β)

표준오

차

(S.E.)

임계치

(C.R.)

P

Value
결과

H1-1 네트워크 -> 태도 .183 .081 2.127* .033 지지

H1-2 신뢰 -> 태도 .367 .0107 3.673*** *** 지지

H1-3 공유된 목표 -> 태도 .395 .084 4.38*** *** 지지

H2-1 네트워크 -> 주관적 규범 .312 .084 3.434*** *** 지지

H2-2 신뢰 -> 주관적 규범 .234 .108 2.314* .021 지지

H2-3 공유된 목표->주관적규범 .364 .086 3.921*** *** 지지

H3 네트워크 -> 지각된 행동통제력 .664 0.065 9.723*** *** 지지

H4-1 태도 -> 재참여의도 .776 .136 5.311*** *** 지지

H4-2 주관적 규범 -> 재참여의도 .341 .094 3.414*** *** 지지

H4-3 지각된 행동통제력 -> 재참여의도 .338 .006 5.189*** *** 지지

H5-1 네트워크 -> 재참여의도 .087 .094 ..802 .422 기각

H5-2 신뢰 -> 재참여의도 -.087 .115 -.777 .437 기각

H5-3 공유된 목표 -> 재참여의도 -.450 .103 -3.803 *** 기각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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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직장 골프 참여에 따른 사회적 자본 형성은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에 정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H1-1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는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가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를 보여주는 표준화 경로 계수는 .183로 p<.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

를 나타났다. 따라서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가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1-1은 지지되었다.

2. H1-2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신뢰는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에 정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신뢰가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보

여주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367로 p<.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를 나

타났다. 따라서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신뢰가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1-2은 지지되었다.

3. H1-3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공유된 목표는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에 정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공유된 목표가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

도를 보여주는 표준화 경로 계수는 .395로 p<.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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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를 나타났다. 따라서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공유된 목표가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1-3은 지지되었다.

[H2] 직장 골프 참여에 따른 사회적 자본 형성은 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정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H2-1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는 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정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는 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미치는 영향

의 정도를 보여주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312로 p<.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수치를 나타났다. 따라서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는 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2-1은 지지되었다.

5. H2-2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신뢰는 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정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신뢰가 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미치는 영향의 정

도를 보여주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234로 p<.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치를 나타났다. 따라서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신뢰가 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

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2-2은 지지되었다.

6. H2-3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공유된 목표는 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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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공유된 목표가 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미치는 영

향의 정도를 보여주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364로 p<.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치를 나타났다. 따라서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공유된 목표가 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2-3은 지지되었다.

[H3]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는 직장 골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에 정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7. H3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는 직장 골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가 직장 골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보여주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664로 p<.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를 나타났다. 따라서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가 직장 골프에 대

한 지각된 행동통제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3은 지지되었다.

[H4]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8. H4-1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태도는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태도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보

여주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776로 p<.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를 나



- 66 -

타났다. 따라서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태도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4-1은 지지되었다.

9. H4-2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

도를 보여주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341로 p<.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치를 나타났다. 따라서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4-2은 지지되었다.

10. H4-3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의 정도를 보여주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338로 p<.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수치를 나타났다. 따라서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4-3은 지지되었다.

[H5] 직장 골프 참여에 따른 사회적 자본 형성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H5-1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는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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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는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보여주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087, p값 .42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수치를 나타

났다. 따라서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5-1은 기각되었다.

12. H5-2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신뢰는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정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신뢰는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보

여주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087, p값 .43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수치를 나타

났다. 따라서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신뢰는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5-2은 기각되었다.

13. H5-3 직장 골프 동료들과의 공유된 목표는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장 골프 동료들과의 공유된 목표는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보여주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450로 p<.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

를 나타났다. 따라서 직장 골프 동료들과의 공유된 목표는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5-3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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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가설 검증(매개 효과 분석)

본 연구의 연구가설 H6, H7, H8에 대한 가설 검증을 위해 매개 효과 분석을 진행

하였으며, 매개 효과에 대한 자세한 수치를 확인해보기 위하여 직접 효과, 간접 효과,

그리고 총 효과를 다음 [표 5-10]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5-10] 매개 효과 분석 결과

가설 경로

(IDE)
직접효과DE

간접효과

IDE

총효과

TE

IDE 95% Bias 

corrected 결과

LB UB

H6-1. 네트워크 -> 

태도 -> 재참여의도

-0.17 .463 .445 .172 .829

지지

H6-2. 네트워크 -> 

주관적 규범 -> 재참

여의도

지지

H6-3. 네트워크 -> 

지각된 행동통제력 -> 

재참여의도

지지

H7-1 신뢰 -> 태도

-> 재참여의도

-.26 .436 .176 .155 .956

지지

H7-2 신뢰 -> 주관

적 규범 -> 재참여의

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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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8-1 공유된 목표 -

> 태도 -> 재참여의

도

-.152 .238 .086 .06 .481

지지

H8-2 공유된 목표 -

> 주관적 규범 -> 재

참여의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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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6]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14) H6-1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는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와 직장 골

프 재참여의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를 매개로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와 직장 골프 재

참여의도의 직접 효과는 -.017, 간접 효과는 .463 이며, 총 효과는 .445이다. 95% 

신뢰 구간에서 Lower Bounds와 Upper Bounds의 범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에,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는 직장 골프 동료

들에 대한 네트워크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

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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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H6-2 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을 매개로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의 직접 효과는 -.017, 간접 효과는 .463 이며, 총 효과는 .445이다. 

95% 신뢰 구간에서 Lower Bounds와 Upper Bounds의 범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

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에, 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직

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있

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16) H6-3 직장 골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

크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직장 골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을 매개로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의 직접 효과는 -.017, 간접 효과는 .463 이며, 총 효과는 .445

이다. 95% 신뢰 구간에서 Lower Bounds와 Upper Bounds의 범위에서 0을 포함하

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에, 직장 골프에 대한 지각된 행

동통제력은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의 관계에서 매

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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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7]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은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신뢰와 직장 골

프 재참여의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17) H7-1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는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신뢰와 직장 골프 재

참여의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을 매개로 직장 골프에 대한 네트워크와 직장 골프 재

참여의도의 직접 효과는 -.26, 간접 효과는 .436 이며, 총 효과는 .176 이다. 95% 신

뢰 구간에서 Lower Bounds와 Upper Bounds의 범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에,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는 직장 골프 동료들

에 대한 신뢰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

다.

18) H7-2 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신뢰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을 매개로 직장 골프에 대한 신뢰와 직장 골프 재참여

의도의 직접 효과는 -.26, 간접 효과는 .436 이며, 총 효과는 .176 이다. 95% 신뢰

구간에서 Lower Bounds와 Upper Bounds의 범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에, 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직장 골프 동

료들에 대한 신뢰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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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8]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은 직장 골프 동료들과의 공유된 목표와 직

장 골프 재참여의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19) H8-1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는 직장 골프 동료들과의 공유된 목표와 직장 골

프 재참여의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를 매개로 직장 골프 동료들과의 공유된 목표와 직장 골프 재

참여의도의 직접 효과는 -.152, 간접 효과는 .238 이며, 총 효과는 .086 이다. 95% 

신뢰 구간에서 Lower Bounds와 Upper Bounds의 범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에,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는 직장 골프 동료

들과의 공유된 목표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

증되었다.

20) H8-2 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직장 골프 동료들과의 공유된 목표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을 매개로 직장 골프 동료와의 공유된 목표와 직장 골

프 재참여의도의 직접 효과는 -.152, 간접 효과는 .238 이며, 총 효과는 .086 이다. 

95% 신뢰 구간에서 Lower Bounds와 Upper Bounds의 범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

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에,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는 직장 골프

동료들과의 공유된 목표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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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논의 및 제언

제 1절 논 의

본 연구는 직장인들의 골프 참여에 따라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 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직장 골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과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 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직장 골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사회적 자본과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연구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자본(네트워크, 신뢰, 공유된 목표)과 태도의 관계

직장인들의 골프 참여에 따라 형성된 사회적 자본(네트워크, 신뢰, 공유된 목표)과

직장인들의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사회적 자본(네트워크 신뢰,

공유된 목표)가 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Butista & Bayang, (2015)의 선행 연구 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직장인들이 직장

동료들과 함께 골프에 참여함으로서 생겨나는 네트워크와 동료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의 직장 목표 의식인 공유된 목표가 높아짐에 따라, 직장 골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재미있고, 가치 있고, 바람직하며, 유익하며 이는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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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자본(네트워크, 신뢰, 공유된 목표)과 주관적 규범의

관계

직장인들의 골프 참여에 따라 형성된 사회적 자본(네트워크, 신뢰, 공유된 목표)과

직장인들의 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사회적

자본(네트워크 신뢰, 공유된 목표)가 주관적 규범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Butista & Bayang(2015)의 선행 연구 결과와 Chow(2008) 

선행 연구 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직장인들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골프에

참여함으로서 생겨나는 인적 네트워크와 동료들간의 신뢰,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의

직장 목표 의식인 공유된 목표가 증가됨에 따라, 직장 골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동료들이 지지해주고 참여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네트워크와 지각된 행동통제력의 관계

직장인들의 골프 참여에 따라 형성된 네트워크와 직장 골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에 대한 관계를 검증한 결과 네트워크가 지각된 행동통제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astillo(2021)의 선행 연구 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직장인들이 직장 동료들과 함께 골프에 참여함으로서 생겨나는

친밀함과 동료간의 관계에 대한 깊이를 나타내는 인적 네트워크의 향상을 통해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직장 골프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직장 골프 참여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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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과 재참여의도의 관계

직장인들의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력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Nguyen

(2019)의 선행 연구 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골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개인이 호의적으로 생각하거나, 동료들이 개인의 골프 참여에 대해

지지하거나, 직장인들의 골프 참여에 대한 여건이 갖춰지면 스스로 직장 골프에 다시

참여하려는 재참여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5. 사회적 자본(네트워크, 신뢰, 공유된 목표)과 재참여의도의 관계

직장인들의 골프 참여에 따라 형성된 사회적 자본(네트워크, 신뢰, 공유된 목표)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왕즈웨이(2010)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식 공유 행위 의도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와 동일 하였다.

6.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과 네트워크,

재참여의도의 관계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접 효과인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는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간접 효과인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을

매개로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는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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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즉, 직장 동료들과의 골프 참여를 통해 서로 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더라도, 직장 골프 참여에 대한 개인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낮으면, 직장 골프에 다시 참여하려는 재참여의도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7.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과 신뢰, 재참여의도의

관계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신뢰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접 효과인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신뢰는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간접 효과인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을 매개로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신뢰는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즉, 직장 동료들과의 골프 참여를 통해 서로 간의 신뢰가

형성되더라도, 직장 골프 참여에 대한 개인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낮으면, 직장 골프에 다시 참여하려는 재참여의도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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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과 공유된 목표,

재참여의도의 관계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직장 골프 동료들과의

공유된 목표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접

효과인 직장 골프 동료들과의 공유된 목표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간접 효과인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을 매개로 직장 골프 동료들과의 공유된 목표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즉, 직장 동료들과의 골프 참여를 통해

서로 간의 직장에서의 목표 의식인 공유된 목표가 형성 되더라도, 직장 골프 참여에

대한 개인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낮으면, 직장 골프에 다시

참여하려는 재참여의도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검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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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제 언

1.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는 기존 계획행동이론의 하위 요인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에서 인간 행동에 대한 의도의 설명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회적 자본 중

네트워크, 신뢰, 공유된 목표를 추가 변인으로 확장시켜 연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선행 연구에서 진행하지 않았던 직장인들의 직장 골프 참여에 대한 의도 파악에 관한

연구를 직장 골프 참여에 따라 형성된 사회적 자본의 하위 요인인 네트워크, 신뢰,

공유된 목표와 계획행동이론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의 요인을

사용하여 검증하여, 직장인들의 직장 골프 참여에 대한 의도를 파악했다는 연구결과에

학문적 시사점이 있으며, 이러한 직장인들의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 요인 파악에 따라

추후 직장인들의 직장 골프 참여 행동과, 의도에 관련된 후속 연구에서 사용될 연구

자료 및 연구 방향 설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인 직장인들의 골프 참여에 따른 사회적 자본 형성이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직장인들의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 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직장인들의 지속적인 골프 참여는 직장

구성원들 간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 및 비즈니스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민서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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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스트레스 발생 예방 및 경감, 직무 만족(염두승, 2012)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나, 이러한 효과는 단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스포츠 참여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본 연구인 직장인들의 직장 골프

참여에 대한 재참여의도 파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직장에서 직장인들의 구성원들의

직장 골프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직장인들의 골프 참여에 따라 형성된 사회적 자본을 통해 직장인들의

골프 재참여의도 뿐 아니라,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의 도출을 통해 직장인들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해 직장에서는

직장인들 간의 직장 골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직장인들 간 직장 골프 모임 활성화 등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직장인들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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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연구 결론 및 연구 제한점

1. 연구 결론

본 연구는 직장인들의 골프 참여에 따라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 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직장 골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과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어떤 구조적 관계가 있는지 연구하고, 추가적으로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 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직장 골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사회적 자본과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는데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인들의 직장 골프 참여에 따라 형성된 사회적 자본 중 네트워크, 신뢰, 

공유된 목표는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장인들의 직장 골프 참여에 따라 형성된 사회적 자본 중 네트워크, 신뢰, 

공유된 목표는 직장 골프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장인들의 직장 골프 참여에 따라 형성된 사회적 자본 중 네트워크는 직장

골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직장 골프 참여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직장인들의 직장 골프 참여에 따라 형성된 사회적 자본 중 네트워크, 신뢰, 

공유된 목표는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직장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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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효과인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는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간접 효과인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을 매개로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는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곱째,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은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신뢰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효과인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신뢰는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간접 효과인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을 매개로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신뢰는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덟째,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은 직장 골프 동료와의 공유된 목표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효과인 직장 골프

동료들과의 공유된 목표는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간접 효과인 직장 골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을 매개로 직장 골프 동료들과의

공유된 목표는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연구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후속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 대상인 직장인들의 직장에서의 업무환경, 직종, 직위 등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 연구가 진행된다면,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보다

잘 이뤄질 수 있으며, 다양한 직장 혹은 다양한 환경에서 직장인들의 재참여의도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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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 분석에 보다 효과적인 연구 결과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들의 직장 재참여의도 파악에 대한 연구를 사회적

자본의 하위 요인 중 네트워크, 신뢰, 공유된 목표와 계획행동이론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력을 사용하여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요인을 확장시켜 연구를 진행한다면 다양한 상황에서

재참여의도 요인에 대한 설명력을 증가시키는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 데이터 수집 방식은 전문 설문 업체를 통한 온라인 설문 방식을 통해

이뤄졌는데, 이는 실제 직장에 방문해서 직접 설문을 받는 방식에 비해 편리하지만

여러 연구 제한점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직장에 직접 방문해

설문 데이터를 수집해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발전된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83 -

참 고 문 헌

김동규 (2015). 공무원 사회에서 골프문화의 사회문화적 함의.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논문, 경북대학교, 대구.

김동규 (2017).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통한 관람스포츠 소비자의 소비행동 예측: 프로

야구를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김무송 (2011). 계획행동이론에 기초한 한국대학생의 운동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력의

특성.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인천.

김선희 (2014). 사회적 자본이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시 소재 자치회관을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서울.

김성은, 김동규 (2015). 이종격투기의 사회문화적함의와 쟁점. 한국체육철학회, 23,

185-202.

김소영 (2009). 직장인들의 골프시설 이용에 따른 여가만족도 및 직무만족도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서울.

김연진 (2009). 사회적 네트워크 참여의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

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서울.

김형석 (2009).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해외골프투어 참여자의 행동 분석. 한국사회체

육학회지, 35(1), 237-247.

김혜은 (2010). 사회 자본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사후 장기 기증 의도에 미치는 영

향 : 계획된 행동이론의 확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남궁근 (2007). 사회자본의 형성과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쟁점. 정부학연구, 13,



- 84 -

297-325.

류귀열, 문영수 (2014). 인터넷 설문조사의 검증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

학회, 25, 11-18.

문화체육관광부 (2016). 여가백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6 스포츠산업백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민서희 (2011). 직장인의 골프 참여 동기와 직무만족도와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박용수 (2012).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통한 무주 태권도공원 방문객의 방문의도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서울.

박찬웅 (1999). 경쟁의 사회적 구조. 한국사회학회, 33, 789-817.

서혜숙 (2007).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수혜자의 만족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부산.

소진광, 안혁근, 임경수, 윤두섭, 송태수 (2004). 사회적 자본의 연구 동향. 성남발전연

구, 5, 47-65.

송승욱 (2009). 골프동호인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참여동기 및 직무 만족도 비

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경북.

송지준 (2008). Spss. AMOS 통계분석방법. 21, 74-99.

송지준 (2011). 서비스산업 종사원의 감정부조화, 소진, 조직몰입간의 구조적 관계: 

콜센터 상담직원을 중심으로.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지, 13, 103-123.

신휘언 (2013). 최고경영자 과정 골프 수강생의 참여동기가 만족도 및 운동결과 기대

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부산.

안태숙 (2011). 사회자본이 로컬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경기지역 지역사회복지협의



- 85 -

체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대학원, 경기.

엄창옥, 박상우 (2011). 지역 향토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정책. 한국지

역사회학회, 19, 137-157.

염두승 (2012). 스크린골프 마니아들의 지각된 가치 및 사회적 지지가 지속적 참여의

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 7, 63-72.

왕즈웨이 (2010).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식공유 행위의도 요인에 관한연구: 사회적자

본과 조직시민행동을 중심으로. 미간행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전남.

원혜숙 (2014).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의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대학원, 경기.

유석춘, 장미혜 (2002).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8, 88-125.

유진, 김영재 (1999). 여가 레크리에이션 / 대학생 여가활동 참여의도에 미치는 인지

심리적 결정요인 분석. 한국체육학회, 38, 919-927.

윤설민, 신창열, 이충기 (2014).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통한 자원봉사자의 행동의도

분석. 관광학연구, 38(5), 253-276.

윤지영 (2018).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친환경제품 구매프로세스 연구: 가격민

감성의 다중집단분석을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이경묵, 옥종석, 이동한 (1999). 음성인식을 이용한 상호대화식 언어 학습 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특허학회, 1, 151-166.

이민규 (2001). “섭식억제 행동을 예측하는 모형의 검증: 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모

형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2), 174-175.

이성화 (2013). 에어로빅체조선수의 팀 응집 지각과 자기-조절 동기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대학원, 인천.



- 86 -

이인자 (2011). 사회자본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교육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서울.

이진우, 손영곤 (2017). 계획된 행동이론의 확장은 행동을 설명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

인가? : 국내 학술지 대상 메타분석을 통한 확장된 계획된 행동이론의 정교화

를 위한 이론. 광고PR실학연구, 10(3), 217-243.

임수원 (2000). 길거리 농구의 하위문화적 특성과 기능.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2(1),

41-56.

임태규 (2021). 대학생의 스포츠 참여동기, 참여만족, 사회적 자본 및 운동지속의 구조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전북.

장수인, 채재성 (2018). 대학생의 여가 스포츠 참여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 한국스포

츠학회지, 17(2) 101-109.     

진현숙 (2005). 스포츠 활동이 장애인의 심리적 외로움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

간행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경남.

차운성, 윤영선, 안동수 (2018). 여가활동 참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

족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42, 27-42.

차주영 (2020). 직무스트레스가 공무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

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차주영 (2020). 직무스트레스가 공무원의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

문, 서울대학교, 서울.

최소라 (2015). 국내패션기업종사자들의 스포츠활동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서울.

하충룡, 이유경 (2009). 소비자의 문화성향과 주관적규범의 관계에 관한 연구. 무역학



- 87 -

회지, 34(2), 247-271.

한덕웅, 이민규 (2001).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한 음주운전 행동의 설명. 한국심리학회

지, 15(2), 141-158.

한상미 (2007).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자본 유형 연구. 한국사회복지정

책학회, 0, 211-237.

한용 (2016). 대기업 직장스포츠경기 참여가 삶의 질 지각과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영

향: 다층모형분석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허찬영, 박재옥 (2008).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직무스트레스 결과에 미치는 영향 - 예

방관리전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연구, 15 197-224.

Ajzen I. (1985). From intentions to actions: A theory of planed behavior. In Kuhl, 

J. & Beckman, J.(Eds.), Action-control: From cognition to behavior. 

Heidelberg: Springer-Verlag.

Ajzen, I. (2002). Constructing a TPB questionnair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University of Massechusetts Amherst, 

Office of Information Technologies. Retrieved from http://www-

unix.oit.umass.edu/~aizen/tpb.html.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Richardson, J.,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CT Greenwood: 

241–58.

Butista, R, G., & Bayang M, A. (2015). Social Network, Social Trust and Shared-



- 88 -

Goals towards Organizational-Knowledge Sharing.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5), 662-667.

Castillo, G. M. L. (2021).  Planned behavior and social capital: Understanding 

farmers' behavior toward pressurized irrigation technologies.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243, 106524.

Chiu, C. M. (2009). Understanding customers' loyalty intentions towards online 

shopping: an integration of technology acceptance model and fairness 

theory. Behaviour and Information Technology, 28, 347-360.

Chow, W. S., & Chan, L. S. (2008). Social Network, Social Trust and Shared 

Goals in Organizational Knowledge Sharing. Information & Management 

45, 458-465.

Chua, A. (2002). The Influence of Social Interaction on Knowledge Creation. 

Journal of Intellectual Capital, 3, 375-392.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Fishbein, M. (1963).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eliefs about an 

object and the attitude toward that object. Human Relations, 16(3), 233–

239.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Gary, M., & Franklin. J. (2001). Predicting adolescents’ decisions about fighting: 

A test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Communication Research 



- 89 -

Reports, 18, 315-323.

Grootaert, C. (2004). Measuring social capital: An integrated questionnaire.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Hanifan, L. J. (1916). The Rural School Community Centr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67, 130-138.

Hanifan, L.J. (1920). Review of the Community Center in Lindsay, C.F (Ed). 

Quaterly Journal of Speech, 10, 102-104.

Hedberg, B. (1981). How Organizations Learn and Unlearn. Oxford University 

Press.

James Coleman.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Kianto, A., & Waajakoski, J. (2010). Linking social capital to organizational 

growth.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 Practice 8, 4-14.

Kline, R.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Guilford Press, New York.

Lin, 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Nahapiet, J., & Ghoshal, S. (1998). Social Capital, Intellectual Capital, and the 

Organizational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2), 

242-266.

Nguyen, T. T. M. (2019).  An investigation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green purchase behavior in Vietnam and Taiwan. Journal 



- 90 -

of Economics and Development, 21(2), 247-258.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Putnam, R. D. (1993). What Makes Democracy Work?. National Civic Review, 82,

(2), 101-107.

Putnam, R. D. (2001). Social capital: Measurement and consequences. Canadian 

Journal of Policy Research, 2, 41-51.

Requena, F. (2003). Social Capital,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in the 

Workplace. Social Indicators Research, 61(3), 331-360.

Stone, W. (2001). Measuring social capital.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Sztompka, P. (1999). Trust: A sociological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sai, W., & Ghoshal, S. (1998). Social Capital and Value Creation: The Role of 

Intrafirm Network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1(4), 464-476.

Tsujinaka, J. (2000). Measuring Social Capital: Perspectives from Japan.

University of Tsukuba Press.

Vaux, A., & Harrison, D. (1985). Support network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support satisfaction and perceived suppor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3(3), 245–268.

Woolcoock, M. (1999). Learning from Failures in Microfinance. The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58(1), 17 – 42.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 91 -

behavior,”  Englewood Cliffs, New Jewsey: Prentice-Hall.

Ajzen I. (1985). From intentions to actions: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J. 

Beckmann & Kuhl(Eds.). Action control(pp. 11-39). Berlin. Germany: 

Springer.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Bandura, A.(1977).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 21(2), 230-258. 

Bruin, M. D., Hospers, H. J., Borne, B. V. D., Kok, G. (2005). Theory and 

evidence based intervention to improve adherence to antiretroviral 

therapy among hiv-infected patients in the netherlands: A pilot study. 

Aids Patient Care STDS. 19, 384–394.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Kline, R. B. (1998). Principle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Kline, R. B. (2013). Assessing statistical aspects of test fairness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Educational Research and Evaluation, 19(2-3), 204-

222.



- 92 -

Nunnally, J. C., & Bernstein, I. H. (1994). Psychometric theory (3rd ed.). New 

York: McGraw-Hill.

Podsakoff, P. M., & MacKenzie, S. B., & Lee, J. Y., & Podsakoff, N. P. (2003), 

Common method biases in behavioral research: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commended remed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5), 879-903.

Schifter, D.B., & Ajzen, l. (1985). Intention, perceived control, and weight loss: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843-85.

Seo, W. J., & Green, B. C. (2008). Development of the motivation scale for sport 

online consumption. Journal of Sport Management, 22(1), 82-109.

Steiger, J. H.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2), 173-180.      

Stone, T., Jawahar, I., & Kisamore, J. (2010). Predicting academic misconduct 

intentions and behavior u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personality.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32(1), 35-45.

Terry, D. J., & Leary, J. E. (1995).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effects 

of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self-efficacy.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4(2), 199-220.



- 93 -

부 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석사과정 채기재 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직장인들의 골프 참여에 따른 사회적

자본 형성과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의 구조적 관계 연구'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직장인들의 직장 골프 참여에 따라 형성된 대인관계인 사회적 자본과 직장 골

프 재참여의도에 어떤 구조적 관계가 있는지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

습니다. 

각 문항에는 정답과 오답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귀하의 생각에 따라 진솔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집된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연구 목적 외

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  구  자     채 기 재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석사과정)

지 도 교 수     임 충 훈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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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네트워크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 내용에 해당하는 정도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문항
매우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나는 일반적으로 직장 골프 동료

들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대체로 직장 골프 동료들과

매우 친밀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항상 직장 골프 동료들과

깊이 있는 토론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일부 직장 골프 동료들과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일부 직장 골프 동료들과

많은 시간을 교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일부 직장 골프 동료들과

개인적으로 친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일부 직장 골프 동료들과

자주 소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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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직장 골프 동료들에 대한 신뢰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 내용에 해당하는 정도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문항
매우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나는 주어진 과업을 쉽게 수행하

기 위해 직장 골프 동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와 직장 골프 동료들은 기회가

생기더라도 다른 동료들을 이용

하여 이익을 취하지 않을 것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와 직장 골프 동료들은 항상

서로의 약속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와 직장 골프 동료들은 고의로

다른 동료들 간의 대화를 방해하

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와 직장 골프 동료들은 항상

일관성 있게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직장 골프 동료들에게 항상

진실하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음은 직장 골프 동료들과의 공유된 목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 내용에 해당하는 정도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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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
매우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나는 직무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

지 직장 골프 동료들과 의견을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와 직장 골프 동료들은 업무에

있어 같은 포부와 비전을 항상

공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와 직장 골프 동료들은 조직

전체의 미션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와 직장 골프 동료들은 다른

동료들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

기 위해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와 직장 골프 동료들은 서로에

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동일한

목표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음은 직장 골프 참여에 대한 태도입니다.

  문항 내용에 해당하는 정도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문항
매우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직장 골프 동료들과 골프에 참여

하는 것은 가치 있다고 생각한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97 -

2
직장 골프 동료들과 골프에 참여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직장 골프 동료들과 골프에 참여

하는 것은 유익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음은 직장 참여에 대한 주관적 규범입니다.

  문항 내용에 해당하는 정도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문항
매우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직장 골프 동료들은 내가 직장

골프에 참여하는 것에 지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직장 골프 동료들은 내가 직장

골프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에게 중요한 대부분의 직장 골

프 동료들은 내가 직장 골프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음은 직장 골프 참여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력입니다.

문항 내용에 해당하는 정도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문항
매우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직장 골프

에 참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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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 골프에 참여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직장 골프에 참여하는 것은 나의

의지에 달려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직장 골프에 참여할 수 있

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음은 직장 골프 재참여의도 입니다.

문항 내용에 해당하는 정도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문항
매우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나는 직장 골프 동료들과 골프에

다시 참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직장 골프 동료들과 골프에

다시 참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직장 골프 동료들과 골프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도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직장 골프 동료들과 골프에

계속 참여할 계획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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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의 개인적인 특성을 묻는 문항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65세까지)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졸업

4. 귀하의 월 평균 소비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199만원 이하

② 200만원 이상 ~ 299만원 이하

③ 300만원 이상 ~ 399만원 이하

④ 400만원 이상 ~ 499만원 이하

⑤ 500만원 이상 ~ 599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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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600만원 이상

5. 귀하의 골프 참여 빈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주 1회

② 주 2회

③ 주 3회

④ 주 4회

⑤ 주 5회

⑥ 주 6회

⑦ 주 7회 이상

6. 귀하의 골프 평균 타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72타 이하

② 73타 이상 ~ 79타 이하

③ 80타 이상 ~ 89타 이하

④ 90타 이상 ~ 99타 이하

⑤ 100타 이상

7. 귀하의 골프 참여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③ 1년 이상 ~ 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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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년 이상 ~ 3년 미만

⑤ 3년 이상 ~ 4년 미만

⑥ 4년 이상 ~ 5년 미만

⑦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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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Capital Formation of Workers’

Participation in Golf and Re-Participation 

Intention Applying the Expa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Kijae Chae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lobal Sport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modern society,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 between workers is 

emerging as a major social problem. Several recent studies have found that 

participating in golf can impro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worker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capital formation of workers’ participation in golf and re-

participation intention applying the expa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Specifically, the social capital formed by workers’ participation in golf consists of 

networks of workplace golf colleagues, trust in workplace golf colleagu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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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d goals for workplace golf colleagues.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attitudes towards workplace golf participation, subjective norms for 

workplace golf participation,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f workplace golf 

participation) was used to identify re-participation intention in workplace golf.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277 office workers aged between the ‘20s and 

‘60s who participated in workplace golf. For the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5.0 and AMOS 21.0 programs to verify hypothe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ocial capital (networks of workplace golf colleagues, trust in workplace 

golf colleagues, and shared goals for workplace golf colleagues)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attitudes toward workplace golf participation, 

subjective norms for workplace golf participation,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f workplace golf participation.

Second, attitudes toward workplace golf participation, subjective norms for 

workplace golf participation,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f workplace golf 

participation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re-participation in workplace 

golf.

Third, attitudes toward workplace golf participation, subjective norms for 

workplace golf participation,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f workplace golf 

participat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network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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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place golf colleagues, trust in workplace golf colleagues, and shared goals 

for workplace golf colleagues), and re-participation intention in workplace golf.

This study has an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while previous studies focused 

only on the effect of workplace golf participation,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re-participate in workplace golf.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workers’ social capital formation is very 

important for re-participation in workplace golf. This indicates that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workplace golf social network service among the 

workers. To form the social capital of the workers, the workplace must be 

formed through various network activities such as activation of the workplace 

golf meeting among the office workers.

Finally, it is expected that this result can be used as useful data in terms of 

effici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according to the formation of smooth 

human relationships in the workplace.

Keywords : Workplace golf, Workers, Social capital, Attitude,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Re-Participate intention, Expa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Student Number : 2020-27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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