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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교양체육 수강생의 수업에 대한 재미요인과 행복감 및 사회적 체형불안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

고 있는지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연구대상은 2013년도 경인지역에 소재한 대

학에서 교양체육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 380명을 선정하였다.자료처리는 PASW 18.0과 AMOS18.0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빈도분석,확인적요인분석,상관분석,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

은 연구결과를 얻었다.첫째,교양체육 수강생이 인지하는 수업 재미요인은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둘째,교양체육 수강생이 인지하는 행복감은 사회적 체형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교양체육 수강생이 인지하는 행복감은 수업 재미요인과 사회적 체형불안 사이에 완충역할을 하는 매개효과가 

있었다.

주제어 : 교양체육 수업,재미요인,행복감,사회적 체형불안

Abstract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eal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physical Education’s Enjoyment 

Factor and Happiness, social physique anxiety via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the research object of this 
study 380 students, taking a cultural physical education class in Kyungki-Incheon district, have been selected. 
Statistics processing was carried out through PASW 18.0 and AMOS 18.0.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by analysis of frequenc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to 
serve it’s purpose. First, perceived enjoyment factor of cultural physical education student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happiness. Sencond, perceived happiness of cultural physical education student had negative(-) 
correlation with social physique anxiety. Third, cultural physical education student’s happiness has mediating 
effects as a buffer between class enjoyment factor and social physique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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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가 행복해지기 해서 가장 먼 할 일은 정

감정을느낄수있거나더나아가몰입을경험할수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이와 련하여 운동은 우리가 정

인감정과몰입을경험하기 해할수있는신체활동

이라할수있다.운동은특히우울증을감소시키는효과

가 있으며,심리치료와 병행할 때 우울증 감소의 효과가

극 화된다. 한 운동은 최면이나 명상 등의 요법과 유

사하게 불안을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낸다[1].규칙 인

운동이나신체활동의참여가생리 인기능향상과더불

어 심리 인 부분에도 상당한 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

제 일반화에 근 하고 있으며,운동 참여로부터 나타나

는 심리 장 들은 일반 으로 불안 감소,심리 행복

감 고양,인지 기능 향상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2].

최근외모에 한 심과이를가꾸기 한행동이사

회 상으로 특징되어질 만큼 외모가 강조되고,사람

을평가하는기 에있어서도실제로 요한평가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이처럼 사회의 은이들은 과거에

비해외모를 요시하는경향을나타내고있는데외모에

한 가치부여가 단순히 외 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이제는 다른 하나의 능력이라는 생각

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확산되고 있다[3].이를

변하듯‘몸짱’신드롬은남녀노소를불문하고미(美)에

한 심과아름다움에 한사회 추이가건강보다는

매력 인 몸매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사회 상으로 나타나고 있다[4].이러한 체형

에 한지각은신체활동참여와자아개념과연결되어지

며,체형에 한 만족의 정도는 체형불안과 신체활동 참

여 동기를 측할 수 있는 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5].

교양체육수업은 학생활에서다양한경험과여가활

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의 생활방식을

터득하게 해주는 교육 하나이다[6].교양체육 수업은

통 으로학생들에게있어서많은 심의 상이되어

왔는데,그 이유로는 학생들이 교양체육을 통해 건강증

진,폭넓은교우 계형성,스포츠활동을통한스트 스

해소, 학생활의활력,자아실 의기회등다양한재미

거리를제공받을수있기때문이다.최근몸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각 학마다 교양체육 수업은 가장 인

기있는강좌로 심받고있다.이러한교양체육수업을

통해 느끼는 재미란 일반 인 스포츠 참여의 정 정

서보다는 좀 더 세부 이며,흥분과 같은 구체 인 정서

보다는더욱일반 인개념으로써스포츠참여경험에서

느끼는 정 정서 반응으로 정의되고 있다[7].

행복과 련하여 양명환은 심리 으로 행복감

(psychologicalwell-being)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

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정 인 인지 -정서 상태를

의미하는데,능동 인신체활동에참여한사람들이운동

후 반복 으로 보고하는 정서 반응 하나가 쾌락

즐거움 는 감정호 상이 나타난다고 하 다[8].

한 Netz등은 운동이 심리 행복감에 효과 이라 강조

하면서신체활동이심맥 계상태,힘,기능상태에개선

을 가져오고,이것이 반 인 행복감 향상과 련된다

고보고하 다[9].Deci&Ryan은운동에서심리 욕구

가 만족되었을 때 정 정서가 높아질 것이라고 하

으며,반 로 욕구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최 의 결과를

기 하지 못하여 부정 정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10][11,재인용].

한편,사회 체형불안(socialphysiqueanxiety)은 인

지,정서,생리 활동에서자신의체형이사회 기 에

맞추어어느정도불안감을가지는지를의미한다[12].즉,

타인이 자신의 체형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해

자신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를 말한다.인간은 사회 으

로 체형불안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인간의 행동에

향을 미치는 정도는 차이가 있다[13].이와 련하여

사회 체형불안은 자기표 ,운동동기,정서,식이태도,

외모에 한 사회문화 태도,섭식장애 등에 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15][16].

이상의 내용들과 선행연구들을 고찰해 볼 때,교양체

육수강생들이수업에서느끼는재미요인은개인의행복

함을 느끼게 해주는 요한 요소이며,이러한 행복함은

개인의 체형불안을 낮춰주는 변인임을 유추할 수 있다.

교양체육 수업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상으로 그동안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부분 교양체육과 련하

여 학습태도와 운동지속,수업만족도,참여 동기, 인

계,지도유형,서비스 품질,수업환경에 한 연구들

[17][18][19][20][21][22][23]이 주를 이루고 있다.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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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간의구조 계를검증한연구는 무한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양체육 수강생의 수업에 한

재미요인과행복감 사회 체형불안이어떠한 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실증 으로

검증하고,이를 바탕으로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이

를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교양체육 수강생이 인지하는 수업의 재미요인과

행복감의 계를 알아본다.

둘째,교양체육 수강생이 인지하는 행복감과 사회 체

형불안의 계를 알아본다.

셋째,재미요인과사회 체형불안의 계에서행복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본다.

Fun Happiness

Social

Physique

Anxiety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이연구의 상은경인지역에 치한3개 학의교양

체육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 으

며,유의표집법을 이용하여 400명을 선정하 다. 체

400명 조사내용이 락되거나불성실하게응답되어진

자료20명을제외한380명이최종결과분석에사용되었

다.연구 상의 일반 특성은 <Table1>과 같다.

Section Frequency Expense(%)

Gender
Male 192 50.5

Female 188 49.5

Grade

1st 102 26.8

2nd 104 27.4

3rd 84 22.1

4th 90 23.7

Total 380 100

<Table 1> General Feature of Subject of Study

2.2 연구도구

이연구의연구도구는설문지이며,설문내용은연구목

에 유용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문가회의를 통해

<Table2>와같이구성하 다. 한설문지의응답형태

는 ‘ 아니다’1 에서 ‘매우 그 다’5 까지 리커트

5 척도로 구분하 으며,구체 인 변인들의 구성방법

은 다음과 같다.

Saction Contents
Numberof
items

Fun
Interest,Health,Sociable

Stability
12

Happiness

Self-realization,

Competence

Flow,HedonicEnjoyment

20

Social
Physique
Anxiety

EffectsofFearof

negative,Anxiety,Evasion
9

<Table 2> Construction of Questionnaire

첫째,교양체육 수업의 재미요인을 측정하기 해서

김병 과유효 장문연의연구를근간으로김 미와

한혜원이 사용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으며,

흥미,건강,사교,인정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24][25][26].

둘째,행복감을 측정하기 해서 양명환과최경석,신

정택의 연구에서 사용된 스포츠 련 정 인지 -정

서 상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으며,자아실

감,유능감,몰입감,쾌락 즐거움의 하 요인으로 구

성되었다[8][27].

셋째,사회 체형불안을 알아보기 해서 Peterikles와

Athanassios이 개발한 체형불안 척도(Appearance

AnxietyinPhysicalEducationScale:AAPES)를근간으

로유기성과김 욱,김재엽에의해번안된문항을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으며,내 몸의 부정 평가에 한 두

려움,불안과 회피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28][29].

2.3 타당도와 신뢰도

이 연구에서는 연구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해서 확

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신뢰도를 검증하기 해서

Cronbach́sα 계수를산출을하 다.확인 요인분석결

과는<Table3>과같다.확인 요인분석은다변량정규

성을가정하는최 우도법을사용하 고,요인부하량(.50

이상)과 모델 합도 지수를 분석하 다.외생변수인 재

미요인의 분석결과

=94.572,df=24,


/df=3.940(5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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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umber
Standardized

value
Residual AVE CR .IC

Social

Physique

Anxiety

Effectsof

Fearof

negative

a15 .673 .482
.540 .700 .708

a13 .763 .401

Anxietyand

Evasion

a11 .717 .515

.693 .870 .870a10 .930 .142

a9 .863 .284

Fun

Interest

t3 .653 .493

.742 .894 .858t2 .930 .094

t1 .904 .146

Health

t8 .818 .294

.575 .800 .764t7 .613 .464

t5 .701 .376

Sociable

t12 .848 .232

.721 .886 .877t10 .796 .392

t9 .876 .197

Happiness

Self-realization

m3 .902 .246

.803 .924 .936m2 .945 .124

m1 .889 .243

Competence

m28 .701 .534

.504 .751 .742m27 .796 .330

m26 .622 .626

Flow

m16 .743 .371

.595 .814 .790m17 .683 .412

m18 .799 .345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하),GFI=.951(.90 이상),CFI=.968(.90 이상),TLI=

.945(.90이상),NFI=.952(.90이상)로나타났다.내생변수

인 행복감은

=58.514,df=24,


/df=2.438,GFI=.967,

CFI=.984,TLI=.975,NFI=.973으로 나타났으며,사회

체형불안은

=15.769,df=4,


/df=3.942,GFI=.985,

CFI=.986,TLI=.965,NFI=.981로 나타나 연구도구의 구

조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한 재미요인은 3개요인(9

문항),행복감은 3개요인(9문항),사회 체형불안은 2개

요인(5문항)으로 추출되었다.

한편,모델의 집 타당성 검증을 해서 개념신뢰도

AVE(평균분산추출)을 비교하 다.개념신뢰도는

.700～.924(.70 이상)로 나타났고,AVE(.50 이상)는

.504～.803으로 나타나 구성개념간의 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각 연구변인의 Cronbach́sα 계수는

.708～.936의 범 로 신뢰도가 양호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2.4 자료처리

이연구에서는교양체육수업을수강하는학생들에게

연구자와 보조연구자가 직 연구목 과 설문지 작성방

법을 충분히 설명한 후,설문지를 배포하고 자기평가기

입법(self-administrationmethod)으로 설문내용에 응답

하도록하여작성되는설문지는 장에서즉시회수하

다.이러한 차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PASW 18.0과

AMOS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확인 요인

분석과 신뢰도분석, 상 분석, 구조방정식모형분석

(structuralequatingmodel)을 실시하 다.

3. 연구결과

3.1 연구변인간의 상관관계

이 연구에서는 단일차원성이 확인된 각 연구단 별

척도들에 한 상 계를 악하기 해서 상 분석을

실시하 다.분석결과는 <Table4>와 같이 나타났으며,

요인간의 계가모두통계 으로유의한상 계를보

여주고있음을알수있다. 한상 계수가-.436~.699로

.80이상보다 작게 나타났기 때문에 다 공선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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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1 2 3 4 5 6 7 8

1.Interest 1 .549** .558** .534** .447** .497** -.233** -.279**

2.Health 1 .586** .459** .547** .522** -.127* -.110*

3.Sociable 1 .699** .628** .637** -.304** -.385**

4.Self-Realization 1 .574** .665** -.389** -.386**

5.Competence 1 .666** -.436** -.339**

6.Flow 1 -.417** -.378**

7.EffiectsofFearofNegative 1 .458**

8.AnxietyandEvasion 1
**p<.01(BothSides)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

는 없다고 볼 수 있다.

3.2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

이 연구에서는 재미요인이 행복감을 매개로 사회

체형불안에 향을 미치는 경로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

고자 하 다.모형검증을 해 합지수인

,GFI

와증분 합지수인NFI,TLI,CFI지수를사용하여검증

하 다.연구모형의 합도는

=75.5408,df=18,



/df=4.197,GFI=.958,CFI=.965,TLI=.945,NFI=.954로 나

타나연구모형은모든 합지수기 을충족시키는것으

로 나타났다.

3.3 가설검증

연구모형에 따른 경로계수를 검증한 결과 <Fig.2>,

<Table5>와같다.그결과재미요인은행복감에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력을 나타

내는 표 화 계수값은 .934(C.R=12.400,p<.001)이다.

한 행복감은 사회 체형불안에 부(-)인 향을 미치

고 있으며, 향력을 나타내는 표 화 계수값은 -.440

(C.R=-8.225,p<.001)이다.특히,이연구에서검증하려고

하는행복감의간 효과는-.411로나타났다.한편,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서 부트스트 핑

(Bootstraping)을수행하 다.분석결과<Table6>과같

이매개효과의95%신뢰구간은-.494～-.309로나타나0

을포함하지않고p<.01수 에서유의하게나타났기때

문에매개효과가통계 으로유의한것으로검증되었다.

따라서 재미요인이 사회 체형불안에 향을 미치는데

있어 행복감은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4
***

.93***

Fun Happiness

Social

Physique

Anxiety

[Fig. 2] Research Model Analysis Result

<Table 5> Path Coefficient of Research model

Route
Standardize

dvalue
S.E. C.R.

Fun→

Happiness
.934 .125 12.400

***

Happiness→

SocialPhysique

Anxiety

-.440 .006 -8.225***

***
p<.001

<Table 6> Verification of Significance of Mediated 

Effect

Bootstrap95% ConfidenceInterval

Lower Upper p

-.494 -.309 .003

4. 논의

이연구에서는교양체육수업의재미요인이행복감과

사회 체형불안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결과를통해나타난내용들을 심으로논의하면다

음과 같다.

첫째,교양체육수강생이인지하는재미요인은행복감

에정(+)인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이와 련

하여 윤태진과 김량 ,심상신의 연구에서는 스노보드

참여자가 인지하는 재미요인이 심리 행복감에 반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 균

의 연구결과에서도 수 참여자들의 재미요인이 행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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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정(+)인 향을미치는것으로확인되어본 연구결

과와 일치하고 있다[30][31].이러한 결과는 스포츠의 참

여를 통해 느끼는 재미요인이 그 활동의 즐거움과 집 ,

자신감,자아도취 등을 느끼게 함으로써 심리 행복감

에 정 인 향을 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재미

는 즐거움이나 행복감,흥미 등의 정 인 정서반응을

증 시키는요소가될수있다.그 기 때문에교양체육

수업에서 정 으로 인지되는 재미요인은 심리 행복

감을높이는 요한요인이라고할수있다.이 듯교양

체육수업은수강하는학생들에게 정 인 향을나타

내고 있는데,이러한 효과를 지속시키기 해서는 학

생들의다양한요구와흥미그리고기 에부응할수있

는 교양체육 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교양체육 수강생이 인지하는 행복감은 사회

체형불안에 부(-)인 향을 미친다.자신의 체형에

한 만족은 자신감을 갖게 되어 정 인 자아를 형성하

게 되지만 그 지 못할 경우 신체불만족으로 인해 부정

인 신체상과 자신감의 상실로 이어진다[32][33].교양

체육수업으로부터경험되는심리 행복감은여러가지

다양한요소들이통합되어나타나는 정 인인지 ·정

서 상태이기때문에사회 체형불안을낮춰주는역할

을 수행한다.심리 행복감은 자아 존 감을 높여주며,

불안이나 우울증을 감소시켜주는 요한 요인이다

[34][35].따라서 행복감이 높아질수록 사회 체형불안

은 낮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교양체육수강생의행복감은재미요인과사회

체형불안 사이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는 행복감이 교양체육 수강생의 재미요인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사회 체형불안을 감소시키는 매개변인으로서

의역할을하고있는것이다.이와 련하여강 욱의연

구에서도행복감은건강교육참여학생들의신체 자기

개념을 증가시키면서 외 만족을 충족시켜주는 요한

매개역할을하는것으로보고되어이연구결과를지지해

주고있다[36]. 한이재주와은동령의연구에서도심리

행복감은 정 향을 주는 주요인자라 규명하여

이연구의결과와부분 으로일치하고있음이확인되었

다[37][38].

활발한 신체활동은 긴장이완,불안 스트 스 해소,

자신감,자기충만감 고양 등의 심리 행복감에 기여한

다[39]. 학생활 이러한효과를얻기 한가장효과

인방법은교양체육수업을수강하는것이라할수있

다.스포츠에서 행복감을 극 화하기 해 참여자에게

다양한 스포츠 재미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스포츠 련

지도자들의일차 인목표이며,다양한재미거리에 한

경험 자료들은지도자의 로그램개발이나개선에

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40].이 연구를 통하여 얻어

낸 결과들은 학 장에 있는 교양체육 교수자가 수업

을계획하거나운 할때에수업의재미요인과수강생의

행복감과사회 신체불안과같은정서 인특성도고려

해야 하는 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시사해 다.마지

막으로교양체육활동의참여는개인의신체능력향상은

물론인간의삶을질 으로향상시키는원동력으로써심

리 행복감을향상시키는 요한역할을할수있을것

이라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이 연구에서는 교양체육 수업의 재미요인과 행복감

사회 체형불안이어떠한 계를형성하는지를살펴

보았으며,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첫째,교양체육수강생이인지하는수업의재미요인이

클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둘째,교양체육 수강생이 인

지하는 행복감이 높아질수록 사회 체형불안은 낮아진

다.셋째,교양체육 수강생의 행복감은 수업의 재미요인

과사회 체형불안사이에완충역할을하는매개효과가

있다,즉,행복감은 재미요인의 정 효과를 증가시키는

동시에사회 체형불안을감소시키는효과를지니고있

다.

5.2 제언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나타난 한계 과 후속 연구를

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이연구는제한된표본의특성상외 타당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연구들을 이론 으로 지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나 교양체육의 체 상을

설명하는과 한해석은피해야할것이다.둘째,이연구

는 자기평가기입법을 통해 측정되었기 때문에 동일방법

으로 인한 분산(commonmethodvariance)에 의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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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과장되었을 수 있다.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인터

뷰나심층면담과같이다양한연구방법을병행할필요가

있으며,이는 변인들의 향력을 검증하는데 있어 보다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셋째,이 연구는

제한된 변인들을 통제하여 활용하 기 때문에 연구결과

에서 제시한 모델이 최 화 되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 요인 심리

요인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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