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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경로분석은 변수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방법으로 회귀분석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직접효과와 간

접효과, 의사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골프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력 요

소를 이용하여 평균타수에 어떻게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로분석을 통하여 연구하였

으며자료는 2010년남자프로골프선수상위권 186명을이용하였다.

주요용어: 간접효과, 경로분석, 공분산, 상관분산, 직접효과.

1. 서론

다중회귀분석은 하나의 반응변수와 다수 설명변수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하여 반응변수와 설명변수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적절하게 설정된 모형에 사용된 설명변수들이 반응변수에

얼마나영향을주는가를나타내는것이가장큰역할중의하나이다. 반면에비슷한성격의변수들이있

을 때 다중공선성 이나 변수 간의 문제로 각각의 변수들이 반응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각각의 설

명변수 간에는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점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

하고자 경로분석을 이용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 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며

최근에는 강의 설문지에 적용 사례가 있다 (Park, 2009). 골프경기에서 티샷에서 비거리를 멀리한 선수

는 짧은 선수보다 일반적으로 두 번째 샷이 그린에 올라가는 경우가 유리하여 타수에 영향을 주지만 회

귀모형에서는 타수와의 중요도가 다른 변수보다 작아서 타수에 대한 설명변수로 선택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비하여 경로분석은 변수들과의 연결 및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변수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골프경기에서 중요한 경기력과 평균타수와의 전

체적인관계및경기력상호간의관계를 SPSS Amos를이용한경로분석을통하여분석하고자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목적

경로분석을 통해서 경기력 간의 연결 관계에 대한 분석 및 각 경기력이 어떻게 직접, 간접적으로 타수

에 미치는가를 연구하였다. 과거에 있었던 전체 상금액을 반응변수로 어떤 경기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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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가를 연구했던 신경망을 이용한 우승자 예측모형 (Min, 2009)과 달리 골프를 상대 팀이 있어 공

수를 겸비한 매치플레이의 경기방식으로 간주하여 평균타수는 공격능력을 표현하는 라운드 당 평균 버

디 수에서 방어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평균보기 수와의 차이로 결정된다고 가정하였다. 공격력과 수비력

에 어떤 경기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최종적으로 타수에 직접, 간접으로 미치는가를 상관계수에 근

거한경로분석을통하여연구하였다.

2.2. 자료설명 및 변수의 기술적 분석

자료는 신뢰도가 가장 높고 세부적으로 경기력을 측정하는 2010년 PGA (Professional Golfers’ As-

sociation) 자료를 이용하였다. 측정변수는 2010년도 PGA 상위권 186명선수들의 골프기술에 관한 것

으로표 2.1에정리하였다. 표 2.1에의하면드라이브거리 v5, 드라이브정확도 v4, 그린적중률 v6, 그

린 적중 시 평균 퍼팅 수 v7, 라운드 당 버디 수 v3, 라운드 당 보기 수 v2, 샌드세이브 v8, 마지막으로

그린적중이 안 된 경우의 파 이상의 좋은 결과를 나타낸 스크램블 v9 등에 관한 것이다. Min (2010)이

LPGA 선수를 대상으로 군집분석에서 활용했던 경기력과 마찬가지로 PGA에서도 일반적으로 선수들

에 대한 기술력 평가를 힘, 아이언 샷의 정확도, 쇼트게임 및 퍼팅 능력 그리고 정신력 등으로 나눈다.

이번 연구에서는 반응변수로는 여러 가지 선수들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중 난이도를 고려하여 계산된

평균타수를 택하였다. 표 2.2는 경기력 간의 상관도를 나타낸 표이다. 경기력 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살

펴보면 평균타수와 직접적인 관계인 라운드 당 버디, 보기 수가 각각 0.68, -0.65로 상관도가 가장 높았

고 경기력 면에서는 라운드 당 스크램블 비율이 0.68로 가장 높았으며 드라이브 정확도와 평균드라이브

거리는각각 -0.18, -0.13으로관계가작게나타났다.

표 2.1 변수의 정의

변수 변수정의 변수역할

V1 수정된 평균타수 반응변수

V2 라운드 당 보기 수 예측변수

V3 라운드 당 버디 수 예측변수

V4 드라이브 정확도 예측변수

V5 평균 드라이브 거리 예측변수

V6 라운드 당 그린 정확도 예측변수

V7 그린적중 시 퍼팅 수 예측변수

V8 라운드 당 샌드세이브률 예측변수

V9 라운드 당 스크램블 비율 예측변수

표 2.2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

v1 v2 v3 v4 v5 v6 v7 v8 v9
v1 1.00
v2 0.68 1.00
v3 -0.65 -0.28 1.00
v4 -0.18 -0.28 -0.11 1.00
v5 -0.13 0.12 0.41 -0.58 1.00
v6 -0.40 -0.42 0.30 0.33 0.24 1.00
v7 -0.34 -0.15 0.20 0.00 0.21 0.34 1.00
v8 -0.46 -0.46 0.21 0.04 -0.19 -0.10 0.06 1.00
v9 -0.68 -0.79 0.15 0.26 -0.26 0.06 0.13 0.61 1.00

표준편차 0.67 0.217 1.52 5.18 8.12 2.58 0.07 6.3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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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로분석

3.1. 평균타수에 대한 기본 모형

경로분석은 변수 간의 공분산이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단순하

게 다수 설명변수와 하나의 반응변수 관계를 모형으로 나타내는 회귀모형과 차이가 있다. 특히 공간에

서 사건이 진행되는 스포츠, 농구나 축구에서는 당연히 직접적 기여도와 간접적 기여도를 구분하여 어

시스트로 표현한다. 골프에서도 이런 방식을 이용하여 타수가 결정되는 경로를 가정할 수 있다. 즉 그

린 주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린에 도달하기까지 과정인 드라이

브거리및정확도는간접적으로영향을미친다고할수있겠다. 종전의비슷한많은연구에서는단순하

게 타수나, 상금을 반응변수로 경기력 요소를 설명변수로 하여 그 관계를 회귀계수로 판단하였다. 회귀

모형의 단점은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을 설명하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전체적인

경로를 통하여 평균타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인과 관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골프경기

를 공격적인 면에서 라운드 당 버디 수로 측정하였고 수비적인 면에서 라운드 당 보기 수 그리고 타수는

버디 수와 보기 수의 차이로 결정된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이 가정을 근거로 버디와 보기를 반응변수

로 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요소와의 관계를 선형식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초기 이론적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경로분석은 SPSS 시스템의 Amos 프로시저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으며 모수는 최대우도함수를 이용하여 추정되었다. 최초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아래의 그림

3.1에 정리하였다.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나타내는 절대적합 지수로 카이자승을 이용하였고, 추가

로 기초모형에 대한 제안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증분적합 지수로 NFI (Normal Fit Index), NNFI

(Non-Normed Fit Index) 그리고 CFI (Comparative Fit Index)가 추가되었다. 위 인덱스는 0과 1사

이의 값을 가지며 0.95에 근접한 값은 우수한 적합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에 이

론적으로 가정한 모델은 평균점수가 공격력과 수비력의 차이, 즉 라운드 당 버디 수와 보기 수의 차이로

결정된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각 경기력 간의 상관계수와 골프경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기모형을 가

정하였다. 이모형에 대한 추정결과에서 카이스퀘어 값은 118, 자유도 13으로 P-값이 0으로 모형은 자

료를충분하게설명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림 3.1 초기모형

3.2. 수정모형

그림 3.2와 같이 초기모형을 발전시킨 수정모형이 제세 되었다. 수정모형의 다른 점은 초기모형에서

경로계수를 점검한바 v8에서 v2, v2에서 v1에 대한 경로계수가 유의하지 못하여 경로를 삭제했다. 수

정모형계수 (Byrne, 2010)를 토대로 v7, v9에서 v1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여 경로를 추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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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v4는 설명변수 간에 가장 상관도가 낮고 v3에 대한 영향력이 작아 더는 이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

았다. 그림 3.1에서 본 바와 같이 v8에서 v2에 대한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는 유의하였다. 수정된 모

델의 절대적합도를 나타내는 카이스퀘어 값을 초기모델의 값과 비교한바 새로 추가된 경로 v7에서 v1,

v9에서 v1에 대한 경로가 모형을 발전시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절대적합도를 나타내는 카이스퀘어

값은유의하였고 P-값도 0.05보다작아모형이아직도개선해야할부분이많이있다는것을알수있었

다.

그림 3.2 수정모형

3.3. 최종모형

그림 3.3의 최종모형은 수정모형의 일부를 발전시켰다. 수정모형의 모든 경로계수는 유의하나 아직

도 카이자승 값이 128, 자유도 13으로 크고 P-값이 0.05보다 작아 모형이 자료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다는 결론을 얻었다. 정규화된 잔차를 점검하여 v8에서 v3에 경로를 추가하고 추정결과를 살펴보았다.

표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카이자승 값이 14.48, 자유도 11로 P-값이 0.21로 유의수준 0.05에서 모형이

충분하게 자료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기초모형에 대한 제안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표준

적합 지수, 비표준적합 지수에서도 0.95에 근접한 0.9값을 나타내어 모형의 적합도에 만족함을 알 수 있

다.

그림 3.3 최종모형

3.3.1. 적합도 비교

공격과 수비 형태로 경기력을 연관시키고 최종적으로 골프평균타수가 결정된다고 가정한 초기모형은

표 3.1에서 보듯이 적합도에서 만족하지 못하였다. 유의하지 않은 경로계수를 삭제하고 표준화된 잔차

를근거로경로를추가한수정된모형은초기모형에비하여많은발전을하였으나아직도전체적인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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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만족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추가한 샌드세이브에서 라운드 당 평균버디수의 경로는 절대적합지수

인 카이자승 값을 크게 단축해 P-값이 0.21로 유의수준인 0.05보다 커서 모형이 자료를 잘 반영한다고

할수있다.

표 3.1 모형간의 적합도 비교

모 형 카이자승 자유도 P-값 NFI NNFI CFI

초기모형 235 18 0.0 .763 .545 .772

수정모형1 128 13 0.0 .844 .857 .855

최종모형 14.48 11 0.21 .982 .989 .996

3.3.2. 평균타수에 대한 직접, 간접효과

그림 3.3을 통해서 평균타수에 대한 직, 간접적인 경기력을 구분할 수 있다. 드라이브거리를 나타내

는 v5와 샌드세이브 변수 v8이 타수에 대하여 간접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드라이브거리가

길면 당연히 쇼트 아이언으로 두 번째 샷을 할 수 있기에 그린에 공을 올릴 가능성이 클 것이다. 또한,

파5에서그린주변의벙커에공이떨어졌을때샌드세이브를잘하는선수는버디를할가능성이많을것

이다. 이러한 이유로 드라이브거리와 샌드세이브는 버디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타수에 대하여

간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v6, v7, v9는 홀 주변의 경기력을 나타내는 지표이기에

직접적으로 타수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보기 수는 v6, v7 그리고 v9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

을받으나버디와는다르게타수에영향을미치지않았다.

표 3.2 경로계수의 유의성 검정

v1v3 v1v6 v1v7 v1v9 v3v5 v3v6 v3v8 v2v6 v2v7 v2v9

경로계수 -0.22 -0.05 -1.07 -1.07 0.08 0.13 0.08 -0.04 0.34 -0.06

표준오차 0.014 0.009 0.325 0.006 0.012 0.037 0.015 0.004 0.147 0.003

t 값 -14.9 -5.21 -3.28 -18.7 6.48 3.57 4.97 -10.8 2.3 0.022

P-값 0.00 0.00 0.001 0.00 0.00 0.00 0.00 0.00 0.02 0.00

3.3.3. 평균타수에 대한 각 변수의 효과크기와 유의성 검정

평균타수 v1에 대한 각 경기력의 효과를 Amos의 결과를 이용하여 표 3.3에 정리 하였다. 각 경기력

의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표준화 된 계수를 근거로 하였다. 총효과는 v9가 가장 크고 v6 다음으로

비교적 크게 나타났으며 v5, v8, v7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에 정리한 모든 효과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였다. 버디수를통한간접효과는드라이브거리인 v5가가장크고 v8, v6 순이었다. 평균타수에

대한직접효과는 v9 가장크고 v6, v7 순이다.

표 3.3 v1에 대한 v5-v9의 효과와 P-값

v5→v1 v6→v1 v7→v1 v8→v1 v9→v1

총효과 -.213(.009) -.300(.010) -.112(.023) -.157(.009) -.603(.019)

직접효과 .000 -.186(.009) -.112(.023) .000 -.603(.019)

간접효과 -.213(.009) -.115(.010) .000 -.157(.009)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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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경로분석은 여러 개의 다중회귀모형을 동시에 시행해서 계수를 추정한다는 점이 회귀모형과 차이가

있으며 인과모형에서 간접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골프에서 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는 경기력과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간접적인 경기력으로 분류하여 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를 경로분석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드라이브거리와 샌드세이브는 간접적으로 라운드 당 버디 수에 영향

을 주고 버디 수는 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로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반면 그린적중

률, 퍼팅 수, 스크램블 등은 라운드 당 보기 수와 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처음

예측한초기모형과는다르게보기수는타수에영향을미치지않았다. 여러경기력중가장중요한항목

으로 생각되는 그린적중률은 예상한 바와 같이 라운드 당 버디 수, 보기 수 그리고 타수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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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th analysis is a useful method to find out direct or indirect effects between vari-

ables. Compared to regression analysis for studying the casual relationship, this method

has a good advantage. In this study, I want to figure out direct or indirect relationships

between golf skills and adjust average scores using path analysis. To analyze data, I

applied AMOS in SPSS and collected data in 2010 P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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