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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참여자의 기본적 심리욕구와 운동정서, 그리고 운동지속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범철호
경희대학교 골프산업학과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Golf Participants' Basic Psychological 
Needs, Exercise Emotion, and Exercise Adherence Behavior

Chul-Ho Bum
Department of Golf Industry, Kyung He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골  참여자들의 기본  심리욕구, 운동정서, 그리고 운동지속행동 간의 구조  계를 실증 으로 분석하

는데 그 목 이 있다. 최종 230부의 설문지들을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하 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었다. 첫째, 
골  참여자들의 기본  심리욕구와 운동정서의 계에서 자율성, 유능성  계성은 정  정서를 높이는데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유능성만이 부정  정서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율성과 계성은 통계 으로 유의

한 수 에서 검증되지 못했다. 둘째, 골  참여자들의 자율성, 유능성  계성은 운동지속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골  참여자들의 운동에 한 정  정서는 운동지속행동을 높이고, 운동에 한 부정  정서는 운동지속행동을 낮추

는 것으로 밝 졌다. 간 효과에서는 기본  심리욕구의 자율성, 유능성, 계성 모두 정서를 매개하여 운동지속행동에 유의
한 향을 다는 것이 밝 졌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운동지속행동으로부터 신체 활동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 행복한 삶을 
하는데 여러 면에서 도움을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empiricall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golf participants' basic psychological needs,
exercise emotion, and exercise-adherence behavior. Using two-hundred thirty questionnair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golf participants'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ositive emotions. On the 
other hand, only competence lowered the negative emotions, and the other variables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Second, golf participants'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increased the exercise-adherence behavior. Third, 
golf participants' positive emotion increased the exercise-adherence behavior but a negative emotion decreased it. In
terms of the indirect effect, golf participants'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influenced the exercise-adherence
behavior, which was mediated by exercise emotion. This study is useful to sports participants interested in real value
and a happy life through exercise-adherenc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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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인들은 건강 유지, 스트 스 해소 등과 

같은 이유를 들어 스포츠 활동에 직 으로 참여하고 

있지만[1], 지 않은 이들이 단기간 내에 운동을 그만두
거나 다른 종목으로 옮겨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이에 
따라 운동의 지속성에 향을  수 있는 선행변수들을 

고찰해보고, 그것들 간의 실증 인 계를 규명하는 것

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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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분야에서 기본  심리욕구에 한 연구는 끊

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Deci & Gangne[3]는 한 개인의 
기본  심리욕구에 한 만족은 특정 행 를 지속시키거

나 변화시킬 수 있으며, 우리의 삶에서 심리  안정에 유

의한 향을 다고 언 하 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기
본  심리욕구의 만족은 참여 동기를 강화하고, 운동의 
참여 횟수  강도와 정 인 상 계가 있다는 연구의 

결론이 보고되었다[4]. 이와 련하여 Deci & Ryan[5,6]
은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
을 소개하 는데 이 이론은 인간의 특정한 행 에 한 

근본  원인이나 동기를 밝히려는 것으로, 여기에는 기
본  심리욕구가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언 하 다.
인간의 기본  심리욕구는 자율성(autonomy), 유능성

(competence), 그리고 계성(relatedness)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욕구의 충족은 자아를 찾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요하게 인식되며[7], 스포츠 역에서도 그 로 

용이 가능하다[8,9]. 기본  심리욕구에서 자율성은 

자신의 행 에 련하여 외부로부터 어떠한 압력이나 제

약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경험하려는 것을 의미한다[10]. 
특정 활동에 자발 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통제를 받는 

이들보다 훨씬 높은 동기 유발이 되며, 재미나 즐거움과 
같은 정  정서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11]. 유능감이란 무언가를 잘하고 싶은 인간의 
기본  욕구를 의미한다[5,12]. 이러한 유능감이 비교  

낮은 사람은 자기효능감이나 자아존 감 한 낮기 때문

에 타인과의 계에서 심리 으로 축되거나 불안, 우
울과 같은 부정  정서를 느끼게 된다[8]. 마지막으로 
계성은 다른 사람들과 유  계를 맺고 있거나 집단이

나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느끼는 감정을 나타낸다

[13]. 이와 련하여 김진아[14]는 다른 사람들과 한 

계의 형성으로부터 오는 정서  유 감이 계성이라

고 기술하 다. 이러한 들을 요약해 봤을 때 기본  심

리욕구의 만족은 인간의 정서에 유의한 향이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서(emotion)에 한 사  정의는 다소 포 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외 인 환경이나 내 인 자극으로부

터 유쾌 혹은 불쾌 등으로 구분하여 나타나는 복합  감

정을 의미한다[15]. 스포츠나 신체활동에서 운동정서는 
운동 참가로부터 오는 재미, 즐거움, 행복을 경험하거나 
실망, 짜증, 화남 등을 느끼는 형태로 나타난다[16]. 즉, 
운동을 통해 정  정서를 느낄 수 있지만, 자신에게 

합하지 않은 운동을 하거나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심리

으로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부정  정서 상태에 이

르게 된다는 것이다[17]. 이러한 정서 상태는 운동 단
이나 지속 의도를 측하는데 요한 변수로 인식되기 

때문에[16,18,19], 운동정서와 운동지속행동은 유의한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운동 지속(exercise adherence)의 개념은 운동의 지속

성을 측정하는 연구 방법이나 지속성에 향을 주는 선

행 변수들의 설정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20-22]. 일반
으로 운동지속행동은 운동을 규칙 이고 지속 으로 

참여하는 것으로[23], 운동의 빈도, 강도  시간으로 구
분할 수 있다[22]. 이러한 들을 종합해봤을 때 기본  

심리욕구, 운동정서와 운동지속행동 간의 이론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인간의 기본  심리욕구에 한 

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욕구의 만족이 운동 몰입이나 
내  동기, 심리  웰빙, 지속  참여행동 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 지만 운

동 참여자들의 기본  심리욕구 만족, 운동정서, 그리고 
운동지속행동 간의 구조  계를 하나의 모형으로 제시

하여, 직 효과  간 효과를 실증 으로 검증한 연구

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골 에 참여하는 동호인

을 상으로 의 변수들 간의 구조  계를 검증한 논

문을 아직 학계에서 찾기 힘든 게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생활 체육의 장에서 빠른 

속도로 화되고 있는 골 의 참여자를 연구 상자로 

선택하여, 그들의 기본  심리욕구, 운동정서  운동지
속행동의 계를 규명하는 것은 학문 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운동의 
참가로부터 정  정서를 함양하고 부정  정서를 일 

뿐만 아니라 지속  참여를 통해 신체 활동의 진정한 의

미를 찾는데 여러 면에서 도움을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가설 및 모형 

1.2.1 기본적 심리욕구와 운동정서의 관계

박동수와 김성문[24]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에 재학 
인 운동선수들의 기본  심리욕구의 만족에서 자율성

과 유능성은 정  정서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 다. 한, 생존수 의 참여자들을 상으로 분석을 

한 연구에서 기본  심리욕구의 만족은 운동정서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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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밝 졌다[25]. 이와 더불어 
운동 역에서의 기본  심리욕구는 정  정서를 함양

하는데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6]. 이러
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

하 다.

가설1: 골  참여자의 기본  심리욕구는 운동정서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1.2.2 기본적 심리욕구와 운동지속행동의 관계

Deci & Gangne[3]가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기본  

심리욕구의 만족은 특정 행동을 강화하거나 변화시키는

데 유의한 향을 다고 밝혔다. 스포츠 역에서 기본
 심리욕구의 만족은 참여 동기와 련이 있기 때문에 

운동에 한 참여 횟수  강도를 높인다는 연구의 결과

도 도출되었다[4]. 즉, 한 개인의 기본  심리욕구에 

한 만족은 운동지속행동과 정 인 상 계가 있다고 보

고된다[26].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2: 골  참여자의 기본  심리욕구는 운동지속행

동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1.2.3 운동정서와 운동지속행동의 관계

해양 스포츠의 참여자를 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연구에서 운동에 해 정  정서를 느끼고 있는 참여

자들은 운동을 지속 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밝 졌다

[27]. 생활체육 여성들이 운동에 한 재미와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정  정서를 느끼게 하며, 이는 운동지속
행동을 강화한다고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28]. 그리고 
학운동선수들의 정 인 운동정서는 운동지속행동을 

높인다는 연구도 학계에 보고되어 있다[24]. 이러한 선
행연구들을 통해 운동정서와 운동지속행동은 유의한 

향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3: 골  참여자의 운동정서는 운동지속행동에 유

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Competence

Relatedness

Autonomy
Positive
emotion

Adherence

Negative
emotion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여 골  참여자

를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표본의 추출을 
해 2016년 10월 한 달 간 수도권에 있는 7곳의 골 연습

장을 방문하여 편의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사용했으며, 설문에 한 응답을 각자 작성하도록 하
다. 이러한 방법으로 회수된 258부의 설문지  응답 내
용이 불성실하다고 단된 28부를 제외한 230부의 최종
유효표본을 연구 분석 자료로 활용하 다. 응답자의 특
성은 다음과 같다<표 1>.

Category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162 70.4
Female 68 29.6

Age

20s 11 4.8
30s 41 17.8
40s 90 39.1
over 50s 88 38.3

Golf 
experience

under 2 years 39 17.0
under 5 years 49 21.3
under 8 years 61 26.5
over 8 years 81 35.2

 All 230 100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2.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기본  심리욕구, 운동
정서, 운동지속행동을 측정하 다. 모든 문항은 5  Likert 
척도로 1 은 ‘  그 지 않다’에서부터 5 은 ‘매우 
그 다’까지 구성되었다. 골  참여자의 기본  심리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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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Estimate Standard 
error Critical ratio Construct 

reliability AVE Cronbach'sα

 

Basic psychological 
needs
 
 
 
 

Autonomy 2 1.000 - -

.843 .573 .876
Autonomy 3 .774 .062 12.517***
Autonomy 4 .921 .067 13.735***
Autonomy 5 .808 .064 12.538***
Competence 1 1.000 - -

.843 .641 .866Competence 2 1.041 .081 12.869***
Competence 3 1.082 .082 13.138***
Relatedness 3 1.000 - -

.915 .783 .909Relatedness 4 1.044 .058 17.877***
Relatedness 5 .992 .059 16.806***

Exercise emotion

Positive emotion 5 1.000 - -

.865 .616 .896
Positive emotion 7 .966 .072 13.376***
Positive emotion 8 1.130 .067 16.883***
Positive emotion 9 1.009 .071 14.159***
Negative emotion 1 1.000 - -

.872 .545 .862
Negative emotion 2 .983 .092 10.688***
Negative emotion 3 .937 .080 11.646***
Negative emotion 4 1.078 .087 12.319***

Exercise adherence 
behavior

Adherence behavior 1 1.000 - -
.816 .598 .809Adherence behavior 2 .953 .087 10.896***

Adherence behavior 4 .948 .091 10.396***
***p<.001

Table 2. The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구는 BPNQ (Basic Psychological Needs Questionnaire)
라는 설문지를 정용각[29]이 국내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
한 것을 사용하 다. 본 측정도구의 하 요인은 자율성

(5문항), 유능성(5문항), 그리고 계성(5문항) 총 15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정용각[26]의 연구에서 자율성의 신
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자율성=.86, 유능성=.93, 
계성=.94으로 나타나 문항에 한 내  일 성이 검증되

었다. 
운동정서에 한 측정도구는 Watson, Clark, & Tellegen[30]

이 PANAS-X(Positive And Negative Affect-Schedule) 
개발하고, 정용각[26]등 다수의 연구자들이 사용한  있

는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 다. 본 측정도구는 
정  정서(10문항)와 부정  정서(10문항) 총 20문항
이 포함되었다. 정용각[26]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정  정서=.94, 부정  정서=.9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운동지속행동은 Courneya & McAuley[31]와 

Poff[32]의 설문지를 토 로 국내에서 김미량[33] 등이 
사용한  있는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이 측정도구는 
단일요인으로 4문항이 포함되었다. 김미량[33]의 연구에
서 신뢰도 계수는 .7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최  변수들의 확인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단일차원성
을 해하는 문항들을 순차 으로 제거하 다. 한, 집

타당성과 별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개념 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AVE)과의 값을 
구하 다. 신뢰도도의 검증은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를 이용하여 문항에 한 내  일 성을 확인하 다. 
확인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먼  확인  요인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인과

계수(estimate)는 댓값(absolute value)이 1.9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합도 지수는 CMIN=247.332, DF=174, 
p=.000, CMIN/DF=1.421, GFI(Goodness of Fit Index)=.909, 
NFI(Normed Fit Index)=.914, CFI(Comparative Fit 
Index)=.972, RMR(Root Mean Square Residual)=.054,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043으
로 최종 으로 수용가능하다고 단되었다. 집 타당성

(convergent validity)의 평가에서 개념 신뢰도는 0.7 넘
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VE값은 기 치인 0.5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의 검증에서는 AVE 값이 변수 간 상 계수의 제곱값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809에서 .909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2.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골  참여자들의 기본  심리욕구, 운
동정서, 그리고 운동지속행동 간의 계를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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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처리의 방법으로는 SPSS 18.0과 AMOS 18.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 다. 우선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을 확인하기 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 으며, 자료의 타
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확인  요인분석과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 다. 합도를 단하는 기
으로는 GFI, NFI, CFI, RMR, RMSEA 등의 지수를 
통해 수용 가능한 수 인지 단하 다. 마지막으로 선
행연구들의 이론  근거를 통해 설정된 구조  모형에 

있는 가설의 채택유무를 확인하 다.

3. 연구결과

3.1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Pearson의 상 계수를 이용하여 변수

들 간의 련성을 제시하 다<표 3>. 부분의 변수들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수 하에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검증
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2 3  4  5  6
Autonomy   1     
Competence  .121   1    
Relatedness  .210**  .066   1    
Positive emotion  .269**  .254**  .211**   1    
Negative emotion  -.090 -.178**  -.059 -.155**   1  
Adherence  .354**  .341**  .269**  .466** -.233** 1
**p<.0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among the variables

3.2 구조 모형의 적합도 및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이론  근거를 토 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 다. 모형의 합도를 살펴보면 
CMIN=249.908, DF=175, p=.000, CMIN/ DF=1.428, 
GFI=.908, NFI=.913, CFI=.972, RMR=.058, RMSEA=.043
으로 최종 으로 수용가능하다고 단되었다. 
가설 검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표 4>. 첫째, 골  

참여자의 기본  심리욕구에서 자율성(C.R.=3.216, p<.01), 
유능성(C.R.=3.559, p<.001), 계성(C.R.=2.328, p<.05)
은 정  정서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기본  심리욕구가 만족될수록 정 인 정서

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유능성
(C.R.=-2.538, p<.05)은 부정  정서를 낮추는 것으로 

밝 졌으나, 다른 하 요인들은 통계 으로 유의한 향

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은 부분
으로 채택되었다. 
둘째, 골  참여자의 기본  심리욕구와 운동지속행

동의 향 계를 보면, 자율성(C.R.=3.484, p<.001), 유
능성(C.R.=3.205, p<.01), 계성(C.R.=2.397, p<.05)은 
운동지속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셋째, 골  참여자의 운동정서는 운동지속행동의 

계에서 정  정서(C.R.=4.447, p<.001)와 부정  정서

(C.R.=-2.115, p<.05)는 운동지속행동에 통계 으로 유

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3은 채
택되었다. 간 효과를 살펴보면 자율성(p<.01), 유능성
(p<.01), 계성(p<.05) 모두 정서를 매개하여 운동지속
행동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밝 졌다.

Hypothesis  Esti. S.E. C.R. p

H1

Autonomy → PE  .205 .064  3.216 **
Competence → PE  .272 .076  3.559 ***
Relatedness → PE  .183 .079  2.328 *
 Autonomy → NE -.062 .065  -.905 .342
Competence → NE -.199 .078  -2.538 *
Relatedness → NE -.044 .081  -.550 .582

H2
Autonomy → Adherence  .178 .051  3.484 ***

Competence → Adherence  .200 .062  3.205 **
Relatedness → Adherence  .147 .061  2.397 *

H3
PE → Adherence  .268 .060  4.447 ***
NE → Adherence  -.121 .057  -2.115 *

Note. PE=positive emotion, NE=negative emotion
*p<.05, **p<.01, ***p<.001

Table 4. The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4. 논의

앞에서 실시한 가설 검증의 결과를 토 로 아래와 같

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골  참여자들

의 기본  심리욕구는 정  정서에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심리욕구에서 유능성만이 

부정  정서를 낮추는 것으로 밝 졌다. 이와 련된 선
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엘리트 선수들[24,26]뿐만 아니라 
운동을 즐기는 동호인들[25]사이에서도 운동을 통한 기
본  심리욕구의 만족은 정  정서를 함양하는데 도움

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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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도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구에
게나 생리  욕구  심리  욕구를 충족하기 해 다양

한 종류의 노력을 하려는 습성이 있다[34]. Maslow[35]
가 제시한 인간욕구계층의 5단계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최하 욕구인 생리  욕구가 해결되면 차 으로 상

욕구인 심리  욕구의 충족을 갈망한다고 주장하 다. 
이 듯 인간의 기본  심리욕구의 만족은 우리의 삶에서 

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7]. 
구체 으로 인간이 외부로부터 어떠한 억압이나 제약 

없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특정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은 동기를 강화하기 때문에 재미나 즐거움으로부터 정

 정서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11]. 이는 인간의 
자율성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능성은 어떤 일을 잘
하고 싶은 욕구로, 나의 능력이나 실력을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5,12]. 이것이 충족되었
을 때 자기효능감이나 자아존 감이 높아지지만, 그 반
의 경우에는 자신감의 하락, 우울  불안을 유발하기
에[8]정서에 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 연구에
서도 유능성이 높아질수록 정  정서가 형성되고, 부
정  정서는 낮아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와 같은 

까닭으로 보인다. 한, 다른 사람들과 한 계의 형

성은 계성의 만족과 련이 있기 때문에 정서  유

감에 향을 다[14]. 따라서 골  참여자들도 운동을 

통해 기본  심리욕구가 만족되고, 정  정서가 형성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골  참여자들의 기본  심리욕

구의 만족은 운동지속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밝 졌다. 이는 기본  심리욕구는 운동지속행동과 

유의한 계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4,26]의 결과
와 일치한다. Deci & Gangne[3]에 의하면 한 개인의 기
본  심리욕구의 만족은 특정 행동을 강화하거나 변화시

킬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즉, 스포츠 분야에서 
운동을 통해 기본  심리욕구를 만족하는 것은 운동 빈

도와 강도를 높인다는 것이다[4]. 이와 련하여 Dishman[36]
은 인간의 행동을 제기시키거나 활성화시키기 해서는 

심리 , 생리 , 사회  특성이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고 주장하면서, 심리  차원에서의 동기 유발은 운동에 

지속 으로 참여시기거나 도에 포기하는 기 이 된다

고 언 하 다. 따라서 골  참여자들의 기본  심리욕

구의 만족은 자기 동기를 강화하고, 운동을 지속하는데 
향을 주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골  참여자들의 정  정서와 부

정  정서는 운동지속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정  정서의 형성은 지속행

동을 활성화시키지만, 부정  정서는 지속행동을 감소시

키는 것으로 밝 진 것이다. 이는 해양 스포츠의 참

여자를 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연구[27]와 학운동선
수들을 심으로 분석을 실시한 연구[24]와 비슷한 맥락
을 보이고 있다. 
일반 으로 정서는 외부의 환경이나 내부의 특성으로

부터 유쾌 혹은 불쾌라는 감정을 의미한다[15]. 운동으
로부터 정  정서를 느끼고 있는 것은 재미, 즐거움, 
행복감 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속 으로 참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16]. 그 지만 자신에게 합하지 않는 

운동에 참여하거나 무리한 운동을 했을 때는 부정  정

서를 유발하게 된다[17]. 이는 복합 인 운동의 상황으

로부터 짜증, 화남,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운동지
속행동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 으로 선

행연구들뿐만[16,18,19]아니라 본 연구에서도 운동에 
한 정서는 운동의 지속행동을 활성화시키거나 낮추는데 

유의한 향을 다는 것이 밝 졌다. 이에 따라 운동 참
여자들은 자신이 참여하고 운동으로부터 어떤 정서를 느

끼는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간 효과에서는 골  참여자들의 기본  심리욕구에

서 자율성, 유능성, 계성 모두 운동정서를 매개하여 운
동지속행동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밝 졌다. 앞
에서 언 하 듯이 Maslow[35]는 인간은 생리  욕구

가 해결되면 심리  욕구를 충족시키기 해 다양한 노

력이나 활동을 한다고 주장하 다. 따라서 골  참여자

들을 상으로 그들의 심리  욕구의 충족은 정서와 지

속행동에 유의한 계가 있다는 것을 밝 냈다는 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골  참여자들의 기본  심리욕구, 운
동정서, 운동지속행동 간의 계를 구조 모형의 설정을 
통해 검증하 다.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첫째, 골  참여자의 기본  심리욕구에서 자율성, 유

능성, 계성은 정  정서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밝 졌다. 한, 유능성은 부정  정서를 낮추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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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둘째, 골  참여자의 기본  심리욕구에

서 자율성, 유능성, 계성은 운동지속행동을 높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골  참여자의 정  정서는 운동

지속행동을 높이고, 부정  정서는 운동지속행동을 낮추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 효과를 살펴보면 자율성, 유
능성, 계성 모두 정서를 매개하여 운동지속행동에 유

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밝 졌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계 과 후속연구에 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골 연습

장들의 회원들을 심으로 편의추출방식을 표본을 추출

하 다. 이는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
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표본추출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 본 연구에서는 기본  심리욕구의 만

족, 정서  지속행동 간의 계를 검증했지만, 후속연구
에서는 지속행동에 향을  수 있는 다양한 선행변수

를 포함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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