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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테니스동호인의 참여동기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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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생활체육 테니스 참가자의 참여동기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는데 목 이 있으며, 본 연구에 

표집된 설문자료 에서 340명의 자료를 토 로 분석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체육 테니스 참가자의 참여

동기의 기술발달, 사교, 즐거움, 외 과시, 건강과 체력은 직무만족의 내 만족에서 정 인 상 계가 나타났고, 무동기에서

는 부 인 상 계가 나타났으며, 참여동기의 기술발달, 사교, 즐거움은 외 만족에서 부 인 상 계가 나타났고, 무동기

에서는 정 인 상 계가 나타났다. 한편 외 과시, 건강과 체력에서는 상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생활체육 테니스 

참가자의 참여동기가 내 만족에서 기술발달, 무동기, 즐거움, 건강과 체력에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생활

체육 테니스 참가자의 참여동기가 외 만족에서 즐거움, 외 과시에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articipation motivation on Job Satisfaction of 

tennis participants. The subjects of this survey data consisted of 340 tennis participants.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otivation of Tennis participants of skill development, social intercourse, enjoyment, external

display, health and fitness positively correlation to intrinsic satisfaction.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 in 

amotivation. The motivation of Tennis participants of skill development, social intercourse, enjoyment negatively 

correlation to extrinsic satisfaction.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 in amotivation. On the other hand, in external 

display, health and fitness there were no correlation. Second, The motivation of Tennis participants of skill 

development, amotivation, enjoyment, health and fitness influenced to intrinsic satisfaction. Third, the motivation of

tennis participants of enjoyment, external display influenced to extrinsic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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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에 일상생활에서의 운동부족을 극복하고 건강하

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생활

체육 활성화로 나타나 테니스 동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생활체육 테니스는 특정 생활체육 종목을 선호하

는 사람들이 그 종목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  경험을 비

롯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목 에 의해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특정 종목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유사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모인 자생  조

직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체육동호회란 다양한 스포츠 

종목 에 심을 가진 종목을 통하여 스포츠 사회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자들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 

체육동호회에 비해 지역 체육동호회의 증세가 더욱 빠른 

것으로 악되었다. 이 같은 지역 체육동호회는 직장 내 

동료들로 구성된 조직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회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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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조직된 자생  단체의 

표 인 유형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매우 정 인 

상이라 볼 수 있다.

사회는 신체활동  생활체육의 참여가 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역사회를 심으로 활성화되

어 가면서 여러 직종 단체에서도 많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생활체육의 참여는 참여의 자유 즉 내 ·외

인 동기를 본질로 삼고 있으며, 이론  틀에 기 하고 

있다. 그 에서도 인간의 내 동기, 외 동기, 무동기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는 주장은 스포츠활동을 행하는데 

타당성을  수 있을 것이며, 한 참여동기는 사람들이 

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지를 이

해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을  뿐만 아니라, 여가참여의 

결과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가 연구 분

야에서 다루어야 할 요한 주제임을 주장하 다[1]. 한

편, 참여동기에서는 내 동기와 외 동기의 두 가지 유

형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와 련한 연구는 그 자체를 

해 참여로부터 생되는 기쁨과 만족을 해 참가하는 

행동이 내 동기이며, 외 동기는 활동 이외에 부수 인 

결과를 얻기 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 동기를 이해하기 한 연구는 다양한 학문분

야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체육·스포츠분야에서도 스포츠

참여 동기가 사회·심리  변인에 미치는 향력을 밝히

는데 그 주안 을 두고 있으며, 동기는 목표지향  특성

을 지니고 있으며 참여하고 있는 스포츠상황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내  혹은 외 으로 지향되어진다. 

 이는 참여자의 참여수 과 참여행동의 지속  강도

에 향을 미치게 된다[2]. 여가스포츠 활동은 참여동기

의 특성에 따라 추구하고자 하는 목  달성의 수 이 결

정되기도 하며, 참여만족이나 여가만족, 몰입, 생활만족, 

자아존 감 등 사회·심리  변인에 향을 주기도 한다

[3, 4]. 이처럼 동기는 여가스포츠 참여자의 심리  운동

행동 특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요한 토 가 된다. 개 

동기는 내 동기와 외 동기로 구분하고 있으나 최근에

는 무동기를 포함한 다차원 으로 측정하는 도구가 개발

되면서 그 특성을 통합 으로 규명하기 한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5, 6].

한 직무만족이란 직무에서 얻어지거나 경험하는 욕

구만족 정도의 함수 는 직원의 직무가치를 달성하고 

진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직무평가에서 얻어지는 유

쾌한 감성  태도[7]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생활스포츠 

참여는 조직의 분 기와 직무만족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감정의 정 인 상태인 생활만

족, 더 나아가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한 문화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직무만족도는 구성원들

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개인의 내재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는가를 스스로 지각된 반응과 감정  

지향으로서 직무에 한 평가 정도로 정의한다.

직장생활을 통한 직무만족, 불만족은 자신의 생활에 

한 만족과 불만족으로 표출될 수 있으며, 인생에 있어 

행복과 불행의 개념으로까지 확 될 수 있다. 인은 

복잡한 업무와 일상의 생활환경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자

신의 삶에 한 가치와 존재 의미를 확인하기를 원하고 

권태로운 직장생활의 습이나 책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동을 갈망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욕구 측면에서 직장

인에게는 직무스트 스를 해소하고 보다 나은 직무만족

과 즐겁고 명랑한 생활을 하기 해 자기 실의 기

회를 제공해 주는 건 한 스포츠 활동이 요한 의미로 

부각되고 있다[8].

직장 동호인 생활체육활동의 조직분 기  직무만족

의 계를 연구한 김강 [9]은 생활체육활동 참가정도에 

따라 직무만족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한 생활

체육 참여자의 참가동기가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10]에 한 연구는 생활체육 참여자의 참여

동기에 따라 직무만족  생활만족은 의미 있는 인과

계로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그와 련된 연구문제들을 

제기하는 계속 인 후속 연구 필요성을 제시한다.

생활체육 활동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정 인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반인의 생활체육 참여 이

후에 얻게 되는 심리 인 상들은 많은 학문  연구가 

시도되었음에도 일반인들에게 하게 소개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본 연구는 운동으로부터 얻는 

심리  효과  가장 표 인 것들  하나인 직무만족

이 과연 사회인 테니스 활동을 통해 실제 참여자들에게 

도움을  수 있는 지식을 모색하고자 한다.

생활체육에서 테니스라는 종목에 많은 심을 두고 

있는 동호인들의 개인생활, 직장에서 추구하는 욕구와 

충족간의 일치정도로 평가되는 직무만족이 인간의 행동

을 활성화시키고 유지·지속에 향을 받을 수 있다고 사

료되며, 따라서 생활체육 테니스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참여동기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력을 실증  분

석하고자 하는데 목 이 있으며, 이러한 목 을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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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생활체육 참여자의 참여동기와 직무만족간에 

상 계가 있는가?

둘째, 생활체육 참여자의 참여동기가 내 만족에 

향을 미치는가?

셋째, 생활체육 참여자의 참여동기가 외 만족에 

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은 2014년 재 생활체육 테니스동호

회에 참가하고 있는 상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북의 

J시, I시 지역의 규칙 으로 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성인

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 다. 표집

인원은 각 200명으로 총 400명을 상으로 하여 질문지 

자료를 배부하고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

으로 설문지 내용을 응답하도록 하 다. 회수된 자료에

서 불성실하게 응답하 거나 자료가 락된 설문지를 제

외한 총 340명을 연구 상으로 사용되었다.

조사 상의 특성은 연령별은 20  56명(16.5%), 30

 61명(17.9%), 40  92명(27.1%), 50  131명(38.5%)

이고, 교육수 은 고졸 50명(14.7%), 문 졸 53명

(15.6%), 졸 196명(57.6%), 학원졸 41명(12.1%)이

며, 직업은 학생 52(15.3%), 공무원 115(33.8%), 자 업 

64(18.8%), 사무직 54(15.9%), 문직 47(13.8%), 무직 

8(2.4%)이었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생활체육 참여자의 참여동기가 직무만

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자료수집 도구로 

설문지를 구성하 다.

스포츠 참여동기의 측정은 Vallerand 등[6]의 

SMS-28(Sport Motivation Scale-28)과 Wessinger 등

[11]의 LIM(Leasure Intrinsic Motivation)을 기 로 하

여 정용각[12]이 사용한 표 화된 스포츠 참여동기 검사

지를 사용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스포츠 참여동기 검사지는 비교  만족할 만한 수 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 검사지는 기

술발달, 사교, 무동기, 즐거움, 외 과시, 건강과 체력으

로 분류되어 있으며, 6개의 하 요인의 총 21문항으로 

구성하 다.

직무만족도를 측정하는 설문지는 Weiss 등[13]이 제

작한 MSQ(The 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를 기 로 하여 이창기[10]가 표 화하여 사용한 직무만

족도 검사지를 사용하 다. 이 검사지는 내 만족, 외

만족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2개의 하 요인의 총 6문항

으로 구성하 다. 검사에 한 반응 형식은 5  Likert 

Scale(5  척도법)을 사용하 다.

2.3 검사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의 설문지 타당도를 검증하기 하여 사용한 

방법은 탐색  요인분석의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이며,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분석법(principle 

componentanalysis)을 실시하 고, 요인 추출은 고유치

(eigen value)가 1.0이상 경우에 한하여 직교회

(varimax rotation)하여 요인부하량(factor roading)이 

0.4이상의 문항을 선택하여 채택하 으며, 신뢰도는 

Cronbach' α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참여동기에 한 설문지의 타당

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참여동기 설문지는 6가

지 하 요인으로 분류되어 요인1은 기술발달, 요인2는 

사교, 요인3는 무동기, 요인4는 즐거움, 요인5는 외 과

시, 요인6은 건강과 체력으로 각각 명명하 으며, 참여

동기에 한 고유값은 기술발달 7.817, 사교 2.702, 무동

기 1.953, 즐거움 1.670, 외 과시 1.180, 건강과 체력 

1.108로 고유값이 1.0 이상인 인자추출의 기 으로 볼 

때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총분산의 

78.240%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의 KMO 지수는 .805

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2
=5501.299, df=210, 

p=.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 요인의 신뢰도는 문항간 내 일 성인 Cronbach' α 

계수는 .711〜.929로 비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직무만족에 한 설문지의 타당

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직무만족 설문지는 2가

지 하 요인으로 분류되어 요인1은 내 만족, 요인2는 

외 만족으로 각각 명명하 으며, 직무만족요인에 한 

고유값은 내 만족 3.439, 외 만족 1.061으로 고유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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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skill

development

social

intercourse

amotivation enjoyment external

display

health and 

fitness

h
2

Q18 .909 .093 -.066 .107 .224 .065 .905

Q19 .863 .133 -.285 .139 .072 .125 .884

Q16 .857 .123 -.113 .120 .176 .133 .826

Q 8 .768 .173 .103 .325 .190 .136 .791

Q20 .671 .128 -.119 .266 .223 .234 .657

Q15 .150 .871 -.097 .231 -.061 .055 .851

Q21 .057 .761 -.178 .147 .167 -.090 .671

Q 9 .180 .747 .112 .126 .197 .163 .683

Q14 .155 .727 -.356 .192 .150 .145 .759

Q10 -.002 -.052 .888 -.077 -.010 -.073 .802

Q 6 -.182 -.135 .872 -.069 .052 -.127 .835

Q 4 -.165 -.164 .751 -.353 .067 -.047 .750

Q 1 .141 .265 -.236 .837 .135 .045 .867

Q 2 .314 .134 -.162 .836 .208 .101 .896

Q 3 .332 .339 -.115 .788 -.018 .028 .860

Q 7 .213 -.032 .123 .125 .812 .102 .747

Q17 .176 .261 -.133 .028 .788 .126 .755

Q 5 .320 .241 .109 .146 .656 .151 .647

Q12 .104 .085 -.186 .143 .102 .813 .744

Q13 .273 .288 -.083 .041 -.032 .787 .786

Q11 .122 -.156 .008 -.043 .341 .747 .715

eigen values 7.817 2.702 1.953 1.670 1.180 1.108

variance(%) 37.225 12.868 9.300 7.952 5.620 5.274

accumulation(%) 37.225 50.093 59.394 67.346 72.966 78.240

Cronbach'α .929 .851 .850 .915 .711 .752

KMO=.805, �
2
=5501.299, df=210, sig=.000

Table 1.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motivation to participate

1.0 이상인 인자추출의 기 으로 볼 때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총분산의 75.010%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의 KMO 지수는 .803이고, Bartlett의 구

형성 검정치는 �2
=1038.485, df=15, p=.000으로 나타

나 요인분석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 요인의 신

뢰도는 문항간 내 일 성인 Cronbach' α 계수는 .708

〜.886으로 비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 intrinsic

satisfaction

extrinsic

satisfaction

h
2

V4 .916 -.097 .848

V3 .843 -.070 .715

V5 .834 -.397 .852

V1 .726 -.386 .677

V2 -.214 .822 .721

V6 -.125 .820 .687

eigen values 3.439 1.061

variance(%) 57.319 17.691

accumulation(%) 57.319 75.010

Cronbach'α .886 .708

KMO=.803, �
2
=1038.485, df=15, sig=.000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job

satisfaction

2.4 자료처리

수집된 설문지 자료  내용이 불성실하여 응답 내용

에 해 신뢰성이 없다고 단되는 자료와 무기입, 이

기입 자료 등은 분석에서 제외시킨 후 분석 가능한 자료

를 컴퓨터에 개별 입력하 으며 SPSS/win program 18.0

을 이용하여 산처리를 하 다. 표본의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

하 고, 검사지에 한 구성타당도를 높이기 하여 탐

색  요인분석을 이용하 으며, 신뢰도를 알아보기 하

여 문항간 내 일 성인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

다. 참여자의 참여동기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하기 해 상 계 분석과 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자료에 한 통계  

유의수 은 α=.05로 설정하 다.

3. 연구결과

3.1 생활체육 참가자의 참여동기와 직무만족

과의 상관관계분석

생활체육 참가자의 참여동기와 직무만족과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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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1 2 3 4 5 6 7 8

1 1 .393
**

-.299
**

.543
**

.443
**

.396
**

.539
**

-.165
**

2 1 -.338
**

.527
**

.305
**

.225
**

.344
**

-.168
**

3 1 -.420
**

-.033 -.219
**

-.362
**

.180
**

4 1 .288
**

.220
**

.564
**

-.326
**

5 1 .343
**

.289
**

.062

6 1 .340
**

.041

7 1 -.453
**

8 1

** : p<.01, 1:skill development, 2:social intercourse, 3:amotivation, 4:enjoyment, 5:external display, 6:health and fitness, 7:intrinsic satisfaction, 

8:extrinsic satisfaction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the variables

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의 결과에 의하면, 생활체육 참가자의 직무만

족의 하 요인인 내 만족은 참여동기의 하 요인인 기

술발달(r=.539), 사교(r=.344), 즐거움(r=.564), 외 과시

(r=.289), 건강과 체력(r=.340)에서 정 인 상 계가 

나타났고, 무동기(r=-.362)에서는 부 인 상 계를 나

타내고 있다. 외 만족은 참여동기의 하 요인인 무동기

(r=.180)에서 정 인 상 계가 나타났고, 기술발달

(r=-.165), 사교(r=-.168), 즐거움(r=-.326)에서는 부 인 

상 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외 과시(r=.062), 건강과 

체력(r=.041)에서 상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3.2 생활체육 참가자의 참여동기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생활체육 참가자의 참여동기가 내 만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variables B SE β t

constant 1.282 .301  4.254***

skill development .235 .050 .257 4.653***

social intercourse -.021 .058 -.019 -.372

amotivation -.135 .056 -.115 -2.416*

enjoyment .347 .056 .348 6.206***

external display .027 .041 .032 .650

health and fitness .143 .052 .130 2.777**

R
2
=.321         F=46.272***

* : p<.05, ** : p<.01, *** : p<.001

Table 4. Regression results for intrinsic satisfaction 

for motivation of participation

Table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생활체육 참가자의 참

여동기가 내 만족에 미치는 향에 해서 알아본 결

과, 내 만족은 참여동기의 하 요인인 기술발달(t=4.653), 

즐거움(t=6.206), 건강과 체력(t=2.777)에서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동기(t=-2.416)에서는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향력에 

있어서 내 만족은 즐거움(β=.348), 기술발달(β=.257), 

건강과 체력(β=.130), 무동기(β=-.115)의 순으로 나타났

으며, 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 변인은 내 만족 변

량의 32.1%(R
2
=.321)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46.272(p<.001)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 참가자의 참여동기가 외 만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variables B SE β t

constant 3.535 .371  9.541***

skill development -.076 .062 -.082 -1.223

social intercourse -.030 .071 -.026 -.424

amotivation .047 .069 .040 .682

enjoyment -.322 .069 -.321 -4.687***

external display .140 .050 .166 2.783**

health and fitness .113 .064 .102 1.784

R
2
=.144         F=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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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Regression results for extrinsic satisfaction 

for motivation of participation

Table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생활체육 참가자의 참

여동기가 외 만족에 미치는 향에 해서 알아본 결

과, 외 만족은 참여동기의 하 요인인 외 과시

(t=2.783)에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즐거움(t=-4.687)에서는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향력에 있어서 외 만족은 외 과시

(β=.166), 즐거움(β=-.32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 변인은 외 만족 변량의 

14.4%(R
2
=.144)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9.347(p<.001)

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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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생활체육 테니스 참가자들의 참여동기와 

직무만족도의 계를 알아보고 규명하여 효율 으로 생

활체육을 지도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 이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체육 테니스 참가자의 참여동기의 하 요

인인 기술발달, 사교, 즐거움, 외 과시, 건강과 체력은 

내 만족에서 정 인 상 계가 나타났고, 무동기에서

는 부 인 상 계가 나타났으며, 참여동기의 하 요인

인 기술발달, 사교, 즐거움은 외 만족에서 부 인 상

계가 나타났고, 무동기에서는 정 인 상 계가 나타

났다. 한편 외 과시, 건강과 체력에서는 상 계가 나

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로 증명되고 있

는데, 진은설 등[14]은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와 활동 

만족도 간에 유의한 정  상 이 있었다고 하 으며, 김

세형 등[15]의 연구에서는 스포츠 로그램 참가자의 참

여동기가 만족도에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상된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는 스포츠 참

여동기가 결국 만족도로 이어지므로 동기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Kenyon 등[16]은 스포츠활동 참여와 한 계가 

있는 것으로 개인  속성, 사회화 동인, 사회화 상황의 

변인으로 스포츠 참여동기는 이러한 스포츠 사회화 모델

에 근거한 속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 고, 스포츠활동 참

여와 활동만족도에 련한 연구들 에서 스포츠는 인간

에게 여러 가지의 만족감을 다고 하 다[17, 18]. 이러

한 참여동기는 노력과 강도, 그리고 행동의 만족을 이룩

하도록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어떠한 동기와 목

을 가지고 테니스 클럽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는 개

인의 특성에 따라 테니스 클럽활동 참여 자체에 한 만

족  직무만족에 한 정 인 만족이 나타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생활체육 테니스 참가자의 참여동기가 내 만

족에서 기술발달, 무동기, 즐거움, 건강과 체력에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참여동

기가 내 만족에 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즉, 참여동기  즐거움 요인은 내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황기하[8]의 직장인들

의 인라인스 이트 참여동기는 즐거움 요인에서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간 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스포츠를 왜 하느냐는 질문에 부분 건강유지와 

재미, 그리고 즐거움 때문이라고 답한 이계윤 등[19]

의 연구와도 부분 으로 일치하고 있으며, 스포츠를 통

해 즐거움과 흥미 등이 신체와 정신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박수정[20]의 연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스포

츠 련 각종 활동참여와 련된 여는 자기 이미지, 흥

미, 다양한 즐거움, 인 계의 요성이 융화되어 나타

나고 있으며, 스포츠 활동에 한 여의 기 에 즐거움, 

인 계의 요성, 자기표  이미지 등의 개인  동기 

요인들이 작용함을 시사한다.

셋째, 생활체육 테니스 참가자의 참여동기가 외 만

족에서 즐거움, 외 과시에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참여동기가 외 만족에 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체력, 건강

증진, 스트 스 해소, 긴장해소, 흥미와 소질이 있어서 

체육교과를 선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정용각[2]의 여가

활동 참여자의 스포츠활동 참여동기 분석 결과 외 동기

인 컨디션닝과 건강  체력의 요인에서 높은 값을 보

다고 보고하 으며, 진종 [21]의 스포츠센터 회원의 참

여동기와 스포츠 활동만족도의 계의 보고에서 건강이 

좋을수록 활동만족도가 높다고 하는 연구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부분 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스포츠나 생활체육과 같은 행 에 참여

하는 사람들의 부분이 즐거움과 건강에 련되어 운동

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그만큼 즐거움과 건강이 

요함을 의미하고 있으며, 곧 즐거움과 건강은 직장생

활 는 여가생활에도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참여동기  즐거움, 외 과시 요인은 외  직

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 조[22]의 직장인의 테니스 클럽 참여동기  건강체

력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본 연

구의 결과를 간 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한 하창덕

[23]의 축구동호인의 참여동기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에서 내 만족은 사교요인에서, 외 만족은 기술발달 

요인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나타난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본 연구의 결과를 간 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재 참가하고 있는 스포츠활동과 련하여 운동의 

효과를 극 화하기 해서는 정규 이고 지속 인 운동

참여가 실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운동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7호, 2015

4534

을 시작한지 수개월내에 일탈하는 상이 발견된다. 즉 

효율 인 스포츠활동을 해 미래에도 지속 으로 참가

할 것인가를 악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생활

스포츠 는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지속 인 참여의

도 는 참여 후 행동[24]의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따라

서 성인들의 생활체육을 통해 즐겁고 재미있게 보내고 

싶은 개인 인 욕구가 직무만족을 으로써 정  결과

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생활체육 활동을 통하여 자기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높이며 자신을 자유롭게 표 하고 

자신을 좋아하게 되며, 자신을 해 신 하게 행동을 선

택하고 바라는 목 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

으며, 즉 성인의 경우 사회활동과 인 계에 축될 수 

있어 자신을 표 함으로써 인 계에 도움을 주며, 이

는 부분의 직장인들이 생활체육 활동이나 테니스 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건강을 가장 크

게 생각하며, 테니스라는 운동의 가장 큰 특성의 민하

고 섬세하여 기술향상 부분에서 다른 종목에 비해 더디

고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에 더욱 더 깊이 매료되어 성취

감을 느낌으로써 지속 인 클럽활동에 스포츠 활동을 하

는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주변 사람을 비롯해 

자신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자신

의 존재  생활체육 활동에 있어 자신을 부각시키면서 

주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정도의 만족감에 의해 그 

향력이 직장생활에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직무만족은 생활체육에서의 지속 인 행동과 

그 동기 인 요인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이다. 즉, 성인의 참여동기와 직무만족의 계를 규명하

는 것은 성인기에 생활체육 참여경험을 통해 평생체육을 

실천하는 거름을 제공할 것이며, 나아가 개인으로 하

여  건 하고 건강한 삶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

련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 생활체육의 선택은 스

포츠활동에 자발 이고 창의 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건

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사회 , 도덕  정신을 배양함

으로써 풍요로운 사회생활과 건강생활을 할 수 있도

록 하며, 나아가 평생동안 생활체육 활동에 즐겨 참여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

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생활체육 테니스 참가자의 참여동기가 직

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는데 목 이 있으며, 

선행연구를 기 로 하여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체육 테니스 참가자의 참여동기의 기술발

달, 사교, 즐거움, 외 과시, 건강과 체력은 내 만족에

서 정 인 상 계가 나타났고, 무동기에서는 부 인 

상 계가 나타났으며, 참여동기의 기술발달, 사교, 즐

거움은 외 만족에서 부 인 상 계가 나타났고, 무동

기에서는 정 인 상 계가 나타났다. 한편 외 과시, 

건강과 체력에서는 상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생활체육 테니스 참가자의 참여동기가 내 만

족에서 기술발달, 무동기, 즐거움, 건강과 체력에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생활체육 테니스 참가자의 참여동기가 외 만

족에서 즐거움, 외 과시에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에서 생활체육 테니스 참가자의 참여동기가 직무

만족도를 측하는데 향을 미치므로 이들은 운동욕구

가 충족  리가 될 수 있도록 략  지도활동이 

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에 나타난 한계 과 향후 

연구에 한 과제를 제시하여 보면, 첫째, 연구의 상은 

생활체육 참가자를 상으로 한정하여 지역  소표집으

로 한정하 다. 둘째, 연구에서 연구방법에 있어 양 연

구로 이루어져 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생활체육 참가자

의 직무만족에 따라 운동지속의사의 결과  방향성을 보

기 해서 질  연구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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