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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골프참여자들의 골프 디바이스 데이터의 신뢰, 만족 및 인지된 경기력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일반 골프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서울,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등 7개 시, 도 지역에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은 총 328부를 수집하
여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과 AMOS 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빈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모형분석 및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 간 관
계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골프참여자들의 골프 디바이스 데이터의 신뢰는 만족에 정( +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골프참여자들의 골프 디바이스 데이터의 신뢰는 인지된 경기력에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셋째, 골프참여자들의 골프 디바이스 데이터 만족은 인지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골프참여자들이 골프 디바이스를 통해 제시된 데이터를 신뢰하고 만족한 결과를 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인지된 경기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골프참여자들은 골프 디바
이스를 경기력을 높여준다는 생각보다는 골프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
다.

주제어 : 골프참여자, 골프 디바이스, 신뢰, 만족, 인지된 경기력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satisfaction and 
cognitive performance of golf participants in golf device, focusing on the swing analyzer. A total of 
328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WIN and AMOS program 
and frequenc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validity 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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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tion model analysis were performed. The result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trust of  
golf participants in golf device data has a positive effect on satisfaction. Second, the trust of golf 
participants in golf device data does not affect Perceived performance. Third, the satisfaction of golf 
participants in golf device data does not affect Perceived performance. In conclusion, golf participants' 
trust and satisfaction of the golf swing analyzer are irrelevant to the perceived performance.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golf participants trusted the data presented through the golf device and 
obtained satisfactory results. However, in that it did not affect the perceived performance, golf 
participants can think that golf devices should be used to play golf rather than thinking that golf 
devices enhance their performance.

Keywords : Golf Participant, Golf Device, Trust, Satisfaction, Perceived Performance

1. 서 론

  현재 골프 활동은 스포츠 활동 중 에서도 대중
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선
호하는 인기 있는 종목으로 과거의 귀족 스포츠
라는 인식을 벗어나 대중스포츠라는 인식이 확대 
되면서 회원제보다 대중 골프장에 참가하는 인원
이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며[1], 공원을 산책하
듯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하는 점에서[2] 골프에 
참여하는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40대 50대 참여자로 주요 대상 이였던 골
프는 점차 20대 30대로 연령층이 변화[3] 되어가
고 있음에 따라서 골프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의 필요성이 제시되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골프산업이 골프 대중화 
시대에 맞춰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4], 특히 
골프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력 있는 기기들이 출
시되고 골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골
프 디바이스는 골프참여자들에게 골프장 정보, 스
코어, 골프 스윙분석, 비거리 측정 등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골프참여자들의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5]. 골프참여자들은 골프 디
바이스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골프 경기력 향
상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골프 관련 연
구에서 집중적으로 제시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골프 디바이스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만족하고 있는가? 신뢰는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내용이 사전에 기대했던 내용과 같을 때 형성되
는 감정으로[6],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이익을 기
여하고 있다는 하나의 행동에 대한 믿음으로 정
의 될 수 있다[7]. 또한 만족이란 사람들의 기대
치와 관련하여 그 제품의 성과와 비교하여 나타

나는 개인이 느끼는 즐거움이나 실망감으로 정의
되며, 지각된 성과와 기대간의 차이에 의해 결정
된다. 따라서 만족에 대한 정의는 만족을 바라보
는 관점에 따라서 만족을 결과로 보는 입장과 만
족을 과정으로 보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
이다[8]. 이에 Oliver[9]는 만족에 대해 특정한 
서비스의 기대와 그 서비스가 소비됨으로서 실제 
성과와 비교과정을 거쳐 그 결과가 나쁘게 나타
나면 불만족에 이르게 되고 같거나 좋은 결과로 
나타나면 만족으로 느낀다고 정의 하였다.
  따라서 신뢰와 만족은 서로간의 긍정적인[10] 
이론적 근거로 제시 되어 지고 있다. 이는 골프 
참여자들이 골프 디바이스를 신뢰하고 만족을 하
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가능한 점이다. 
그렇다면 골프 참여자들은 골프 디바이스를 통해
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일가? 바
로 경기력 일 것이다. 스포츠 영역에서 경기력 
이란 개인이나 팀이 승리를 위해 발휘하는 기술 
및 능력을 의미하며[11], 통상적으로 스포츠 선수
들은 ‘경기력 향상’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성취하
기 위해 기술, 체력, 전술, 심리적 요인 등과 같
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12, 
13]. 또한 인지된 경기력은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의미하는데[14],자신이 설정한 목
표를 이루고 성공적인 운동수행을 위해서 요구되
는 핵심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으며, 인지된 경기
력은 선수 자신이 느끼는 믿음, 자신감 또는 기
대감이 운동 능력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
타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15]. 따라
서 골프 참여자들의 경우 아마추어 골프시합의 
증가로 인하여 아마추어 골프동호인들이 일정한 
목표의식을 갖고 운동을 한다고 생각 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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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내적동기가 외적동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일반 골프
참여자들은 골프시합을 통하여 외적 과시보다는 
자기만족을 위하여 골프시합에 참가 한다고 할 
수 있다[16]. 또한 골프 참여자들은 골프경기에서 
경쟁 선수들의 기술, 정보, 장비 등의 발전으로 
인해 시합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경쟁이 더
욱 치열해 지고 있다[17]. 이와 같은 점은 초기의 
골프 참가자들이 여가 수단으로서 골프에 참여 
했지만 최근에는 골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반인들의 골프 경기력이 상당 수준까지 높아져 
경쟁적 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18]. 
  따라서 골프 디바이스를 통한 신뢰 및 만족은 
골프 참여자들의 인지된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
한 방안을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골프 산업 측면에서 골프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와 골프 참여자들을 이해하는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골프참여자들의 골프 디바이스 
신뢰, 만족 및 인지된 경기력에 대한 구조적 관
계를 통합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골프 디바이스의 신뢰, 만족 및 인지된 경기력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수립 하여 본 모형의 적합성
을 검증 하였다.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골프참여자들의 골프 디바이스 신
뢰, 만족 및 인지된 경기력에 대한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골프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골프 디바
이스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연구를 진
행 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일반 골퍼 성인 남, 여 
들을 모집단으로 선정 하여 온라인 설문을 진행 
하였다. 온라인 조사로 획득한 데이터의 품질이 
오프라인 조사로 수집한 데이터보다 높은 수준이
라 할 수 있다[19]. 온라인 설문은 문항의 무응답
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응답자가 답변하지 
않고 다음 설문 단계로 넘어가려 할 때, 무조건 
모든 질문에 답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무응답에 
의한 불성실 응답은 허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온
라인을 통해 실시한 설문 조사는 총 328부를 자
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2.2. 연구가설 및 모형 

  본 연구에서는 골프참여자들의 골프 디바이스
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신뢰, 만족, 인지된 경기력의 변수들
로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개념들 간의 관계를 토
대로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H1 : 골프 참여자들의 골프 디바이스 신뢰는 
골프 디바이스의 만족에 정( +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 골프 참여자들의 골프 디바이스 신뢰는 
인지된 경기력에 정( +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 골프 참여자들의 골프 디바이스 만족은 
인지된 경기력에 정( +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 Level n %

Gender
male 219 66.8

female 109 33.2

Age

10s 14 4.3
20s 36 11.0
30s 101 30.8
40s 113 34.5

50s & above 64 19.5

Occupation

Student 28 8.5
Official 9. 2.7
Office/

Professional
209 63.7

Sales/Service 12 3.7
housewife 16 4.9

self-employment 28 8.5
inoccupation 4. 1.2

freelance 22 6.7

Years of 

playing golf

Less than 1 year 23 7.0
1 year ~ 2 year 45 13.7
2 year ~ 3 year 46 14.0
3 year ~ 4 year 37 11.3
4 year ~ 5 year 27 8.2

More than 5 years 150 45.7

Degree of 
participation 

in golf

Once a month 93 28.4
twice a month 103 31.4

3 times a month 33 10.1
4 times a month 33 10.1
5 or more times 

per month
66 20.1

total 32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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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Research Model. 

2.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골프 참여자들의 골프 디바이스 
신뢰와 만족 및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를 분석하
기 위해 설문지를 조사도구로 이용 하였다. 
  첫째, 골프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
기 위하여 성별, 연령, 직업, 골프 경력, 골프 참
여 횟수 정도에 대한 5개의 요인을 구성 하였다. 
  둘째, 신뢰를 측정하기 위하여 Chaudhuri & 
Holbrook[20], Morgan & Hunt[21]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최현호[22], 설수황, 안병욱[23] 연구에
서 사용한 3문항 단일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
정 및 보완하여 사용 하였다. 또한 느낀 정도에 
따라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
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 하였다. 
  셋째, 만족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Oliver 
[24], Cronin & Taylor[25]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을 기초로 김소영[26], 박두용, 최정웅
[27] 연구에서 사용된 4문항 단일척도를 본 연구
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 하였다. 느낀 정
도에 따라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 하였다. 
  넷째, 인지된 경기력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
는 Duda & Nicholls[28]가 개발한 성취목표지향 
설문지(Task and Ego orientation in Sport 
Questionnaire: TEOSQ)와 Hersey & Blanchard 
[29]가 개발한 하위 평가척도를 토대로 최지훈
[30], 김단경[31], 정범철[32]이 활용한 인지된 경
기력 단일척도 6문항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 하였다. 느낀 정도에 따
라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
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 하였다.

2.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는 SPSSWIN 프로
그램과 AMOS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 하였다. 
먼저, 개인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고, 조사도구의 타
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하기 위하여 신뢰, 만족, 
인지된 경기력에 관한 각 문항들에 대해서 확인
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lysis)과 
Cronbach's α 검사를 하였다. 또한, 골프 참여자
들의 골프 디바이스 신뢰와 만족 및 인지적 경기
력과의 변수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이용한 경
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여 가설의 채택과 
기각 여부를 판단하였다.

2.5.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으
며 구성된 설문지는 골프관련 전공 교수 1인과 
연구원 1인에게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를 
검증 받았으며, 사용된 측정도구의 정확한 구성타
당도 및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
다.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NNFI(non-normed fit 
index), 즉 TLI(tucker-lewis index)와 CFI 
(comparative fit index) 그리고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여 모형을 평가 하였다. 
TLI와 CFI지수의 경우 .90 이상일 때, RMSEA
지수는 .08 이하일 때, 모형 평가를 위한 적합한 
수준으로 권장되고 있다[3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TLI는 .970, CFI는 .961, 그리고 RMSEA는  
.064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신뢰
도 검증을 하였다. Cronbach's α 신뢰도 분석 
결과는 신뢰도 값이 .7 이상으로 측정도구로서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34]. 또한 
모든 요인에 대한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와 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를 산출하여 집중타당도를 검증 
하였으며, CR, AVE 값이 .6, .5 이상으로 나타
나면 타당성이 검증 되고 있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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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 ability Analysis

Factor Question β S.E. CR AVE
Cronbach's

α

Trust

I trust the swing analyzer I use. .889 .099

.913 .781 .837I believe in the swing analyzer I use. .871 .126
I think it is a safer choice to choose your 
swing analyzer than other swing analyzers.  

.670 .332

Satisfaction

I am satisfied with choosing this swing 
analyzer.

.836 .137

.908 .717 .841

I am satisfied with the use of a swing 
analyzer.

.864 .123

Satisfied with the data on the swing 
analyzer.

.815 .185

I am satisfied with the fee for using this 
swing analyzer.

.566 .512

Perceived 
Performance

My golf skills are showing my best skills 
than ever before.

.682 .445

.882 .559 .883

My golf skills are on the rise. .599 .501

My golf skills are satisfactory. .840 .286

I am confident that I will always be able to 
get a good score.

.739 .340

I have high golf skills. .746 .468

I am a good golfer. .739 .465

χ2=141.239, df=60, TLI=.970, CFI=.961, RMSEA=.064

3. 연구결과

3.1. 요인 간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골프참여자들의 골프 디바이스 
데이터의 신뢰, 만족 및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에 사용된 신뢰, 만족, 
인지된 경기력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상관분석 결
과 <표 3>에 제시된 결과와 같으며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통해 잠재변수간의 상관관계수의 
값이 .80 보다 높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연구모형의 적합도 

  본 연구에서 골프참여자들의 골프 디바이스 데
이터의 신뢰, 만족 및 인지된 경기력의 구조모형
을 분석한 결과 구조모형의 모수로 최대우도법
(Maximim Likelihood: ML)을 이용하여 <표 4>
에 제시한 결과로 나타났다. CFI .975(>.90), TLI 

.967(>.90), RMSEA .060(<.08)로 적합도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among Factors

1 2 3
Trust 1
Satisfaction .839*** 1
Perceived 
Performance

.476*** .449*** 1

***p<.001

x2 df TLI CFI RMSEA

128.154 59 .967 .975 .060

Table 4. Suitability of Model

3.3.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골프참여자들의 골프 디바이스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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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ath Analysis Result of Research Hypothesis

H Path Path Coefficient S.E. t Adopted

H1 Trust → Satisfaction .931 .073 13.036*** Accepted

H2 Trust → Perceived Performance .098 .270 .411 Rejected

H3
Satisfaction → Perceived       

Performance
.384 .267 1.585 Rejected

***p<.001 

이터의 신뢰, 만족 및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
한 결과는 <표 5>, 그리고 <그림 2>와 같은 결과
를 얻었다.

Fig. 2. Path Analysis Result.

  연구 가설 1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골프참여
자들의 골프 디바이스 데이터의 신뢰는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는 경로계수 
.931, t 값은 13.03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 되었다(p<.001).
  연구 가설 2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골프참여
자들의 골프 디바이스 데이터의 신뢰는 인지된 
경기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는 경로
계수 .098, t 값은 .41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기각 되었다.
  연구 가설 3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골프참여
자들의 골프 디바이스 데이터의 만족은 인지된 
경기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는 경
로계수 .348, t 값은 1.585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기각 되었다.

4. 논 의

   본 연구는 스윙분석기 중심으로 골프참여자들
의 골프 디바이스 데이터의 신뢰, 만족 및 인지
된 경기력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골프 디바이스 데이터의 신
뢰와 만족은 인지된 경기력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골프 디바이스 
데이터의 신뢰는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골프참여자들의 골프 디바이스 데이터의 
신뢰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
과에 따르면, 골프참여자들의 골프 디바이스 데이
터의 신뢰는 만족에 정( + )의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이는 골프참여자들은 스윙분석기에 나
타난 자신들의 측정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하고 
만족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디바이스 같은 경우 기기의 신뢰, 만족을 통한 
사용자의 상호작용성에 영향을 미치며[36], 디바
이스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신뢰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37]. 신뢰와 만족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어왔다. 스포츠제품의 구매를 위한 정보의 
신뢰성은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38], 모바일 스포츠 웹사이트 신뢰와 만족
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신뢰도는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39]. 또한 
지도자의 신뢰와 선수, 학습자의 만족에 대한 연
구[40, 41, 42, 43, 44, 45]에서도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선수, 학습자의 수행 과정에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신뢰와 고객의 만족[46, 47, 48, 49]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제시된 신뢰는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 선행연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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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
해 보면 본 연구에서 골프참여자들은 스윙분석기
를 사용하여 나타난 데이터를 신뢰를 하고 있고, 
스윙분석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게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스윙분석기에 나타난 데이터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동시에 골프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스윙분석기를 사용하였을 
때 스윙분석기에 나타난 데이터(거리 및 방향성)
를 통해 만족 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제시 되었다.    
  둘째, 골프참여자들의 골프 디바이스 데이터의 
신뢰가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골프참여자들의 데이터의 
신뢰는 인지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골프참여자들은 스윙분석기에서 나타난 
자신들의 데이터는 신뢰를 하지만 이러한 영향이 
직접적인 경기력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
했으며, 이는 골프참여자들이 각각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력 향상의 기본적인 요인은 상호간에 신뢰
에서 시작된다[50]. 투척선수, 대학운동선수, 태권
도선수, 아이스하키선수, 사격선수, 골프선수, 실
업팀선수, 스피드/쇼트트랙선수, 유도선수, 소프트
볼 선수, 경륜선수, 팀 스포츠 등의 지도자 및 동
료들 간의 신뢰는 경기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다[45,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는 선행연구들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선행연구
들은 대부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이
루어져왔으며, 본 연구결과에서는 일반 골프참여
자들의 스윙분석기 데이터의 신뢰가 인지된 경기
력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배치된 결과를 나
타냈다. 그 이유는 골프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사용
한 스윙분석기에 대한 신뢰가 높고 데이터 자체
를 믿고 있는 점과 스윙분석기를 통해 자신의 경
기력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은 미치지 않는 다
는 것이다. 즉, 자신의 경기력은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과 실제 
필드에서의 경기는 다르다는 것을 제시 해 주고 
있으며,  골프디바이스에 스윙분석기는 스윙을 고
치는 수단으로 만 이용하고 있다고 제시된다.   
  셋째, 골프참여자들의 골프 디바이스 데이터 
만족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골프참여자들의 데이터 만
족은 인지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즉, 골프참여자들은 스윙분석기에 나타
난 데이터에 대해 만족은 하지만 만족감으로 경

기력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다는 것
이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유도선수의 운동만족
이 인지된 경기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62]. 
검도선수들의 경기력은 선수들의 만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63].운동선수의 만족은 인지된 경
기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64]는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제시된 골프참여자들의 골프디바이스 
데이터 만족은 인지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는 다른 결과 들이다. 또한 골프디
바이스중 시뮬레이션 기기를 통한 경기력 향상이
[65, 66]된다는 선행연구들을 볼 때 골프디바이
스에서 스윙분석기와 시뮬레이션 기기의 차이점
이 제시된다. 
  그 이유는 일반 골프참여자들은 스윙분석기에
서 분석된 데이터에 대해서 만족은 하지만 이러
한 데이터는 단순한 스윙을 분석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경기력은 다르다고 판단을 한다. 또한 스
윙분석기를 통해서 다시 실내·외 골프연습장이나 
골프장에서 연습을 한다는 점에서 스윙분석기를 
통해 경기력을 향상 된다는 점이 추상적 개념으
로 받아드려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골프 참여자들은 
골프디바이스(스윙분석기)의 데이터를 신뢰하고 
만족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신뢰
와 만족은 경기력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스윙분석기는 스윙을 분석하는 하나의 연습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골프참여자들이 생각
하는 본질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에서 스윙분석기
를 통해 경기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판단하기 어
렵다고 이론적으로 제시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스윙분석기 중심으로 골프참여자들
의 골프 디바이스 데이터 신뢰, 만족 및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도출 하였다.
  첫째, 골프참여자들의 골프 디바이스 데이터의 
신뢰는 만족에 정( +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골프참여자들의 골프 디바이스 데이터의 
신뢰는 인지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골프참여자들의 골프 디바이스 데이터 
만족은 인지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골프참여자들이 골프 디바이스를 
통해 제시된 데이터를 신뢰하고 만족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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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인지된 
경기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골프
참여자들은 골프 디바이스를 경기력을 높여준다
는 생각보다는 골프를 하기위해서 당연히 사용 
해야되는 것,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것 이라고 
추론 해 본다면, 골프 디바이스로 골프 연습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두 가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골프참여자가 아닌 한국프로골프선
수들을 대상으로 골프 디바이스를 통한 경기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골프참여자들과 한국프로골프선수들이 골
프디바이스(스윙분석기)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심
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으로 분
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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