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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Abstract

본 연구는 실버계층의 스포츠 참여정도에 따른 참여

제약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55세

-64세의 뉴 실버세 와  65세 이상의 실버세 를 모집단

으로 선정하 다. 

의도  표집방법(purposeful sampling method)을 사용

하여 55세 이상의 스포츠 참여자를 모집단으로 총 

933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주당참여빈도는 신체ㆍ심리  부담, 시설, 정보․

기술, 인 계, 심부족, 시간부족, 비용부담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하루운동시간은 신체ㆍ심리  부담, 시설, 정보․

기술, 인 계, 심부족, 시간부족, 비용부담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참여경력은 신체ㆍ심리  부담, 시설, 정보․기술, 

인 계, 심부족, 시간부족, 비용부담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he point of the meaning, this study selects population 

which is aged over 65 and new silver generation who is 

aged between 55 to 64.

The objects were selected by purposeful sampling 

method and the 933 objects who participated in leisure 

sports age over 55 were used for this thesis's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

First, the weekly participation frequency was 

physical·psychological burden, facilities, information 

technology, interpersonal relations, concern lack, time 

lack, bear.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Second, the daily workout time was physical 

·psychological burden, facilities, information technology, 

interpersonal relations, concern lack, time lack, bear.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ird, the participant experience was physical 

·psychological burden, facilities, information technology, 

interpersonal relations, concern lack, time lack, bear.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UN『인구백서』의 정의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이 체인구의 7%를 과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이

상에 도달하면 `고령사회`라고 하고 20%이상 되면 ' 고령사

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미 고령 사회로 진입한 부분의 서

구 국가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은 편이나 고령화의 속

도는 OECD 소속 30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빠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2002년 평균수명은 73.4세로 

42년 인 지난 60년의 51.1세에 비해 43.6%가 늘어났으며 여

성의 평균수명은 53.7세에서 80.4세로49.7%의 증가율을 기록

했다[1].

문제는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80세를 나타내는 지 , 오히려 

은퇴 시기는 55세 이하로 빨라지고 있어 고령자들의 은퇴 후 

노년생활은 20-30년으로 무려 인생의 1/3을 차지하고 있는데 

있다.

고령사회로의 진 은 고령자의 가치 에도 변화를 래하게 

되었다. 즉, 고령자의 학력상승, 소득과 소비수 의 상승, 자산

의 증가, 자기실  욕구의 표출 등 고령자의 생활상을 일률

으로 규정하기 어렵게 되어 다양화와 개성화가 두드러지게 되

었다[2].

물론 아직도 많은 노인들이 열악한 경제환경하에서 곤란을 

경험하고 있기는 하나, 고도 경제성장의 성과에 힘입어 재산을 

축척해 온 많은 노년층이 생기고 있고 그 수도, 격히 늘어가

고 있는 것이 실이다[3]

이러한 가치 의 변화는 실버계층의 스포츠참여를 생활스포

츠에서 스포츠로 참여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스포츠는 일반 인 생활스포츠에 비하여 참가하는데 비

용이 많이 들며, 자연친화 인 스포츠 참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 이는 자연을 벗삼아 자연과의 동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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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 정신 으로 건강을 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

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인간의 본능 인 욕구를 조 이나마 만

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복잡하고 삭막한 도시 속에서 생

활하는 인들에게는 자연과의 친화가 실히 요구되고 있

으며, 하루가 달리 변하는 정보화의 홍수 속에서 스포츠

는 스트 스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방법 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4].

실버계층에 한 연구는 고령사회가 다가올 수록 매우 활발

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범 도 범 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

다. 

실버계층에게 있어서 여가  생활체육참가는 성·용돈·건강

정도·배우자유무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  특성변인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다. 이를 여가제약이

라 하는데 이는 노인의 생활체육참가에 어느 한 요인만 독립

으로 향을 미치기 보다는 여러요인이 복합 으로 향을 

미치게 된다[5]. 

구체 으로 스포츠 참여제약 요인에는  개인의 심리 인 상

태, 태도, 여가활동에 한 성과 가용성, 기후, 생활주기, 

경제  자원, 거집단의 태도, 근가용성 등 수 맣은 요소들

이 있다[6]. 이 듯 다양한 참여제약 요인 에서 실버계층의 

스포츠 참여제약요인은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사회경제  과정에서 엄청난 잠재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

버계층의 스포츠 참여제약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실

버계층의 스포츠 참여정도에 따른 참여제약요인을 분석

하여 향후, 스포츠분야 실버산업의 마 략을 수립하

는 과정에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 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주당참여빈도에 따라 실버계층의 스포츠 참여제

약요인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하루운동시간에 따라 실버계층의 스포츠 참여제

약요인은 차이가 있는가?

셋째, 참여경력에 따라 실버계층의 스포츠 참여제약요

인은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조사의 대상
본 연구는 실버계층의 구체 인 스포츠 참여행동 결정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55세-64세의 뉴 

실버세 와  65세 이상의 실버세 를 모집단으로 선정하 다. 

상자선정은 비확률 표본추출법 의 하나인 의도  표집방

법(purposeful sampling method)을 사용하 으며 구체 으

로 2005년 재 55세 이상의 스포츠 참여자를 모집단으로 

서울․경기,  의 스포츠센터, 골 연습장, 충남 D해수욕

장 등에서 총 1121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다. 이  응답한 인

원은 1035부이며 회수된 자료 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로 단되거나 설문의 이해도가 낮아 조사내용  일부가 

락된 102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933부의 응답이 실제분석에 사

용되었다. 스포츠 종목은 탐험  204명(21.9%), 해양

 138명(14.8%), 지상  262명(28.1%), 실내  255명

(27.3%), 리듬  74명(7.9%) 이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단  : (명/%)

성 별
남자 529 56.7

직업유무
있다 629 67.4

여자 404 43.3 없다 304 32.6

계 층
뉴실버 621 66.6

자녀동거
단독 271 29.0

실버 312 33.4

가 계

소 득

100만원이하 98 10.5 동거 662 71.0

101-200만원 237 25.4

배우자

유무

있다 778 83.4
201-300만원 213 22.8

301-400만원 175 18.8
없다 155 16.6

401만원 이상 210 22.5

2. 조사 도구
1) 설문지 구성

실버소비자의 스포츠 소비행동을 분석하기 해 사용된 

도구는 설문지이다. 실버소비자의 스포츠 참여행동 향 

요인  제약요인은 이승구(2002)가 스포츠참여 제약요인

을 알아보기 해 사용한 설문문항을 참여행동 결정요인은 

Wakefield와 Sloan(1995), Hansen과 Gauthier(1989)에 의해 

개발되고 김홍설(1999)에 의해 번안되어 스포츠팬의 소비자행

동 결정요인(13문항)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설문지와 이상일

(1999)이 스키소비자의 소비자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사용한 

설문지를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구체 인 문항수는 인구통계학  특성 6문항, 참여정도 4문

항, 실버계층의 스포츠 참여제약요인 30문항 등 총 40문

항으로 구성하 다.

2) 설문지의 신뢰도  타당도

스포츠 참여 제약요인의 α 값은 .9385로 좋은 신뢰성을 

확보하 으며 설문지의 내용타당도 (Content validity)를 검

사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경 학 박사학  소지자, 

박사과정, 석사과정 10인으로 구성된 문가 회의를 구성하여 

설문지에 한 검토  논평을 요청한 후 내용타당도  문항

의 합성 여부를 논의하고 지 된 사항을 수정․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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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 2 3 4 5 6 7

3. 몸에 손상이 가해 질 수 있어 두려움 .758 .062 .216 .127 .069 .014 .160

1. 스포츠를 하면 몸이 피곤하다 .755 .106 -.047 .176 -.026 .095 .062

2. 활동자체를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 .712 .017 .171 .102 .203 .071 .105

5. 자신감이 없음 .653 .134 .308 .072 .264 .109 .125

4. 건강상의 문제 때문 .589 .143 .036 -.059 .242 .066 .140

13. 스포츠시설이 무 혼잡스러움 .125 .816 .163 .134 .157 .130 .121

14. 기존의 스포츠시설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음 .116 .798 .090 .087 .206 .164 .068

12. 스포츠시설의 용도가 합하지 못함 .089 .763 .249 .190 .114 .168 .122

11. 스포츠시설이 부실함 .135 .690 .240 .188 .022 .319 .102

7. 스포츠를 습득할 시설  로그램을 모름 .204 .188 .792 .161 .164 .124 .132

8. 스포츠에 참가할 장소  시설 모름 .133 .218 .783 .159 .156 .230 .190

9. 스포츠를 가르쳐  사람 없음 .176 .270 .756 .181 .096 .230 .127

10. 스포츠에 참여할 충분한 실력연마가 안됨 .343 .325 .527 .160 .107 .258 .247

21. 내친구나 트 는 스포츠를 싫어함 .031 .146 .175 .813 .043 .105 .068

23. 사회생활( 사활동 포함)에 쫓기어 스포츠 참가시간없음 .131 .191 .126 .784 .121 .108 .151

22. 가정과 가족을 리해야하므로 참여시간 없음 .151 .180 .094 .679 .156 .146 .210

20. 내친구나 트 는 스포츠를 싫어함 .223 .064 .230 .464 .377 .194 .149

27. 지  상태의 생활리듬을 깨고 싶지 않음 .124 .184 .018 -.026 .718 .073 .163

26. 스포츠에 심이 많지 않음 .227 .090 .283 .095 .646 -.038 .208

25. 과거 미경험으로 스포츠에 참가하고 싶지 않음 .259 .123 .146 .275 .633 .147 .101

24. 지 하고 있는 다른 취미활동(독서, 바둑, 원 , 서  등등)에 쫓기어 스포츠 

참가시간부족
.031 .111 -.042 .383 .522 .197 -.051

6.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싫음 .407 .095 .257 .125 .432 -.012 .141

16. 거리가 무 멀어 시간소비가 많음 .060 .272 .187 .156 .014 .776 .122

15. 집근처에 스포츠를 즐길만한 곳이 부족 .067 .390 .148 .119 -.025 .751 .070

17. 이동수단이 불편하거나 없음 .104 .206 .175 .125 .265 .673 .195

18. 스포츠를 함께 할 트 가 시간부족 .180 -.027 .184 .435 .346 .523 .211

19. 스포츠에 같이 참여할 사람부족 .143 -.005 .293 .382 .406 .449 .197

30. 스포츠에 필요한 입장료, 가입비의 부담 .199 .147 .127 .143 .146 .164 .864

29. 스포츠 용품을 구입할 경제  부담 .209 .154 .170 .153 .135 .140 .860

28. 이동비(차비 등)에 한 경제  부담 .190 .092 .207 .213 .214 .151 .780

Eigenvalue 3.202 3.195 3.151 2.937 2.707 2.699 2.652

% 분산 10.672 10.648 10.505 9.789 9.024 8.998 8.841

% 10.672 21.321 31.826 41.615 50.639 59.637 68.478

표 합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 .921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 17084.174,          df = 435,           sig = .00

[표 2] 실버계층의 레저스포츠참여 제약요인

한 조사 자료를 토 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하여 요인

분석(factor analysis)를 실시하 으며 결과는 <표 2>와 같

다.

3. 자료처리 방법
SPSS for Win 10.0 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분석에 목

에 따라 t검증(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을 실시하 고 유의한 차이에 한 사후검증은 Scheffe사후검

정 방식을 이용하 다.

III. 결과 및 논의
Hawkins 외[7] 는 제약요인으로 개인 심리  요인, 지

식의 부족, 시설과 서비스 문제, 근성 혹은 비용문제, 트

의 부재, 시간, 취미의 부족 등이 있다고 하 고 그 에서 

활동참여에 있어 향을 가장 많이 주는 요인은 시간과 경제

인 제약이라고 하 다. 실버계층의 스포츠 참여 제약요

인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참여정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1. 참여정도에 따른 레저스포츠 참여시 제약요인 
<표 3>에 의하면 주당참여빈도는 신체ㆍ심리  부담

(p<.001), 시설(p<.001), 정보․기술(p<.001), 인 계

(p<.001), 심부족(p<.001), 시간부족(p<.001), 비용부담

(p<.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세부 으로 

신체ㆍ심리  부담에서는 1일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3일, 

6일이상, 4-5일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 정보․기술, 인 계, 

심부족, 시간부족, 비용부담에서는 1일이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2-3일, 4-5일, 6일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루운동시간은 신체ㆍ심리  부담(p<.001), 시설(p<.001), 

정보․기술(p<.001), 인 계(p<.001), 심부족(p<.001), 시

간부족(p<.001), 비용부담(p<.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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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ㆍ심리  부담 시설 정보․기술 인 계 심부족 시간부족 비용부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주당참여빈도 1일 2.67 .76 2.89 .78 3.06 .84 2.90 .79 2.47 .66 3.07 .71 2.75 .91

2-3일 2.61 .73 2.77 .78 2.68 .87 2.64 .79 2.38 .63 2.73 .74 2.46 .86

4-5일 2.35 .69 2.56 .84 2.38 .86 2.38 .73 2.22 .62 2.45 .72 2.18 .79

6일이상 2.36 .66 2.52 .77 2.16 .78 2.12 .69 2.20 .51 2.40 .85 2.31 .86

F값 10.261*** 8.001*** 28.966*** 24.319*** 7.227*** 29.456*** 16.497***

하루운동시간 30분미만 2.66 .76 2.78 .84 3.10 .85 2.97 .85 2.39 .66 2.99 .69 2.85 .93

1시간 미만 2.81 .73 2.83 .74 2.82 .90 2.70 .77 2.48 .63 2.88 .75 2.66 .92

1시간 30분 2.49 .66 2.77 .84 2.61 .81 2.56 .75 2.38 .63 2.65 .75 2.40 .79

2시간 미만 2.43 .71 2.70 .82 2.56 .93 2.52 .81 2.26 .57 2.65 .78 2.13 .78

2시간 이상 2.11 .64 2.37 .71 2.12 .76 2.26 .77 2.07 .63 2.30 .68 2.17 .77

F값 23.043*** 7.643*** 20.261*** 11.961*** 10.128*** 16.369*** 18.754***

참여경력 2년이하 2.65 .75 2.85 .77 2.78 .85 2.79 .83 2.42 .70 2.80 .76 2.57 .91

5년이하 2.60 .64 2.70 .81 2.72 .84 2.58 .74 2.42 .60 2.80 .73 2.48 .84

10년이하 2.58 .80 2.75 .83 2.74 .90 2.62 .79 2.32 .55 2.74 .68 2.49 .84

10년 과 2.19 .65 2.52 .78 2.15 .89 2.25 .73 2.12 .62 2.31 .82 2.08 .83

F값 15.816*** 5.886*** 21.243*** 15.893*** 9.480*** 18.102*** 1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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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실버계층의 레저스포츠 참여정도시 제약요인의 평균의 차이분석 결과

이가 나타났고 세부 으로 신체ㆍ심리  부담에서는 1시간 미

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분 미만, 1시간 30분, 2시간 미

만, 2시간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에서는 1시간 미만, 30

분 미만, 1시간 30분,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과 인 계에서는 30분 미만, 1시간 미만, 1시간 

30분,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심부족에서

는 1시간 미만, 30분 미만, 1시간 30분,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부족에서는 30분 미만, 1시간 미만, 1시

간 30분,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비용부담에

서는 30분 미만, 1시간 미만, 1시간 30분, 2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경력은 신체ㆍ심리  부담(p<.001), 시설(p<.001), 정

보․기술(p<.001), 인 계(p<.001), 심부족(p<.001), 시간

부족(p<.001), 비용부담(p<.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고 세부 으로 신체ㆍ심리  부담에서는 2년이하, 5

년이하, 10년이하, 10년 과순으로 나타났고 시설에서는 2년

이하, 10년이하, 5년이하, 10년 과순으로 나타났다. 정보․기

술에서는 2년이하, 10년이하, 5년이하, 10년 과순으로 나타났

고 인 계, 심부족, 시간부족에서는 2년이하, 5년이하, 10

년이하, 10년 과순으로 나타났다. 비용부담에서는 2년이하, 

10년이하, 5년이하, 10년 과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도에 따른 스포츠제약요인은 주당참여빈도, 하루 

운동시간, 참여경력에서 모든 역에서 낮을수록  제약요인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참가정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스포츠활동의 참여가 본인의 

신체, 심리  만족감과 소외계층에서 벗어나 자신감과 즐거움

을 동시에 충족가능하며, 기간, 강도, 빈도의 하집단은 참가

정도의 비용  시간의 제약에 의해 지속  참여가 결여되어 

다른 역의 만족감을 충족하기 못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Ⅳ. 결 론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  결과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주당참여빈도가 낮을수록 스포츠 참여에 제약요

인은 높다.

둘째, 하루운동시간이 을수록 스포츠 참여제약요인은 

높다.

셋째, 참여경력이 짧을수록 스포츠 참여제약요인은 높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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