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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필   목적

가치 은 무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사람에게 큰

향을 미치며, 쉽게 변하지않는 기 이다[1]. 가치

에 한 개념 정의는 다양하다. 미국에서 발간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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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 사 에 보면 가치 은 요한 것을 구분해 주는 심

리 특성, 일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 기 이고, 바람직

하다고 규정짓는 보편 인 기 이다[2,3]. 이처럼 가치

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옳고 그름을 단할 때, 자신의

의지를 반 할 때 나타나는 하나의 요한 잣 이다.

가치 은 우리의 인식, , 행동양식 등 모든 것에

향을 미친다[4]. 일상 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결정

상황 부분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 으로결정을 한

다. 가치 은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에 인 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그 사람의 가치 을 이해하려는 노력

은 그 사람의 행동을 측할 수 있게 한다. 개인의 행동

을 상하기 해서는 그 사람의 가치 악이 무엇보

다 요하다.

와 같은 일반 인 가치 의 개념과 특성은 스포츠

장에서도 용될 수 있다. 인들은 스포츠가치 에

따라 스포츠를 다양하게 이해한다. 여러 첫 번째

는 스포츠 참여를 통한 사회화 차원이 있다. 두 번째는

개인의 욕구 충족 수단이 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는 가

치 달 효과가 있다[5]. 이처럼 생활체육 참여자는 각자

의 가치 에 따라스포츠를통해 소기(所期)의 목 을달

성하기를 기 한다. 즉, 참여자의 참여 목 과 목표가 다

양하다는 의미이다.

다양한 가치 을 가지고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참여자

의 다양한 욕구와 목표를 이해하기 해서 생활체육지도

자는 장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한다. 개인의 신체

특성을 악하기 해 각종 기기를 사용하고, 심리

특성을 이해하기 해 심리 검사지를 동원하기도 한다

[6]. 하지만 기존생활체육지도자는 사람의 행동, 사고 양

식을 결정하는데 가장 보편 인 기 인참여자의 가치

을 인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 다.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있어 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개인의 스포츠가치 은 생활체육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만족 수 의 질과 양에도 향을 미칠것이다. McDowell

의 연구에 따르면 여가참여에 한태도는 스포츠가치

에 따라 다양하게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생활체육참

여자가 가진 스포츠가치 은 참여만족도를 이해하는데

매우 요함을 알수 있으며, 더 많은 이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7].

최근 들어 생활체육 계자는 참여자의 참여만족도를

높이기 해 여러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8]. 를 들면

지도자 서비스 품질 향상, 운동 환경 개선, 고객에 한

공감 확 , 사후 리 등이 있다. 하지만 참여만족에 요

한 변인으로 향을 미치는 스포츠가치 과 참여만족에

한 연구와 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지 까지 참여만

족에 한 연구는 부분 개인의 정서, 동기, 목표 같은

심리 변인에 치 하여 이루어 졌기에 스포츠가치 이

참여만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의 필요

성을 제기한다[9,10,11].

이 연구는 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생활체육참여자

가 가진 스포츠가치 이 참여만족에는 어떠한 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고, 생활체육 계자 지도자에게 참여자

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데 있으며, 참여자의

가치 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운동지속성을 높이는데 있

다.

1.2 연  제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 생활체육참여자의 스포츠가치 은 참여만족에어떠

한 향을 미치는가?

- 생활체육참여자의 스포츠가치 은 운동지속의사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2. 연  

2.1 연 상

이 연구의 연구 상은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하고 있

는 종합스포츠센터, 단일 종목 체육 등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자이다. 자료 수집은 2015년 7월

부터 8월 까지 한 달 동안 직 해당 지역 이용 시

설을 방문하여 시설 리 책임자의 허락을 득한 후에 비

확률 표본추출 방법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t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여 추출 하 다. 설문지는

자기평가기입법의 형태로 이루어 졌으며, 장에서 수집

되었다. 수집한 설문지는 총 250부이고, 이 불성실하

게 응답하 다고 단되는 17부는 자료 분석에서 제외

하여 233부만 최종 분석에서 사용하 다. <Table 1>은

연구 상의 일반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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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Division Case number Ratio(%)

Gender
Male 127 54.5

Female 106 45.5

Age

20's 67 28.8

30's 50 21.5

40's 67 28.8

50's 48 20.6

60's 1 .4

Level of

Education

(Graduate)

Middle School 12 5.2

High School 79 33.9

Junior College 36 15.5

University 86 36.9

Graduate School 20 8.6

Income

(More than -

Less than)

Unit : Million

Won

2M or Less 54 23.2

2M - 3M 54 23.2

3M - 4M 47 20.2

4M - 5M 56 24.0

More than 5M 22 9.4

Period of

Exercise

(More than -

Less than)

Unit : Years

Less than 1 Year 73 31.3

1Y - 2Y 39 16.7

2Y - 3Y 36 15.5

3Y - 5Y 29 12.4

More than 5 Years 56 24.0

Frequency of

Exercise

(Per Week)

1time or Less 33 14.2

2 Times 35 15.0

3 Times 76 32.6

4 Times 44 18.9

More than 5 45 19.3

Duration of

Exercise

(Minutes /1Time)

Unit : Minutes

Less than 30M 9 3.9

30M - 60M 52 22.3

60M - 90M 96 41.2

90M - 120M 47 20.2

More than 120M 29 12.4

All 233 100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2.2 조사도

스포츠가치 측정도구는 Allport, Snyder, Spreitzer

가 제시하 으며, 오주훈, 조 웅이 사용한 도구를 이 연

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3,5,12,13]. 스포츠

가치 측정도구는 경제 가치 , 품성 가치 , 신체

가치 , 심리 가치 , 오락 가치 , 사교 가치

으로 각각 5문항씩 총 30개문항이다. 각 문항은 ‘매우 그

다’(5 ), ‘ 아니다’(1 ), 5 Likert 척도로 구성하

다.

참여만족요인 측정도구는 Beard와 Ragheb가 참여만

족정도를측정하기 해제시한 LSS(Leisure Satisfaction

Scale)를 김종길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 다

[14,15]. 각 문항은 ‘매우그 다’(5 ), ‘ 아니다’(1 ),

5 Likert 척도로 구성하 다.

운동지속의사 측정도구는 Corbin과 Lindsey가 제시한

운동지속수행검사지(Exercise Adherence Questionnaire:

EAQ)를 오수학, 송윤경, 김 정, 허미향. 조정환의 연구

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16,17]. 각 문항은

‘매우그 다’(5 ), ‘ 아니다’(1 ), 5 Likert 척도로

구성하 다.

2.3 조사도  타당도  신뢰도

이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자의 오차검

증을 살펴본 결과 타당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체계 오차

유무 확인을 해 탐색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내 일 성 지수 검사(Cronbach` α)를 실시

하 다.

타당도 확인을 한 탐색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

과 직각회 방식을 사용하 다. 요인과 문항의 선정기

은 고유값 1.0 이상, 요인 재값(Factor Roading)은 .5이

상으로 하 다. 신뢰도 검사는 .6이상이면 내 일 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하 다.

<Table 2>는 스포츠 가치 요인을 탐색 요인분석

을 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기 에 따라 실시한 탐색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스포츠 가치

은 심리 가치 4, 5번 문항, 품성 가치 1,5번 문항, 경

제 가치 2,4,5번 문항, 오락 가치 3, 4, 5번 문항이

재 값에 이상을 보 다. 실제 분석에 사용된 스포츠가치

측정도구 문항은 신체 가치 5문항, 사교 가치 5문

항, 심리 가치 3문항, 품성 가치 3문항, 경제 가치

2문항, 오락 가치 2문항으로 총 20문항이다.

참여만족은 교육 만족이 재 값에 이상을 보여 제

외하 으며, 5요인(환경 만족, 신체 만족, 사회 만

족, 휴식 만족, 심리 만족) 20문항을 사용 하 다.

운동지속의사는 가능성 요인이 재 값에 이상을 보

여제외 하 다. 운동지속의사 측정도구는 2요인(경향성,

강화성) 7문항을 사용 하 다.

참여만족, 운동지속의사는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각 20문항, 7문항을 사용하 으며, 공통성 추출값 .4이상

을 기 으로 하 다. 신뢰도는 참여만족이 .929, 운동지

속의사가 .80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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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료처리

회수한 설문지를 검토한 후 신뢰성이 의심 가는 설문

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를 코딩하 다. 코딩 후 통계

로그램 SPSS 21.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상 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 결과

3.1 생활체 참여  스포츠가치 , 참여만족,  

운동지 사 간  상 계

<Table 3>는 변인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상 계수 값이 .9이하로 나타나 다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인에서 정 인

상 이 있었다.

3.2 생활체 참여  스포츠가치  참여만

족에 미치는 향

<Table 4>은생활체육참여자의 스포츠가치 이 참여

만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3.8%(R²=.438,

F=29.233***)로 나타났다. Durbin-Watson은 1.789로 회

귀모형에 합한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가치 , 오락

가치 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품성 가치

(β=.240, t=3.928), 신체 가치 (β=.209, t=3.185), 심리

가치 (β=.188, t=3.031), 사교 가치 (β=.142, t=2.232)

이 정 으로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은 생활체육참여자의 스포츠가치 이 운동

지속의사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 실시

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6.8%

(R²=46.0, F=32.111***)로 나타났다. Durbin-Watson은

1.987로 회귀모형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성 가치

(β=.266, t=4.426), 심리 가치 (β=.264, t=4.439), 오락

가치 (β=.169, t=3.337), 신체 가치 (β=.132 t=2.050)

이 정 으로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actors

1 2 3 4 5 6

Physical2 .842 .220 .168 .052 .014 -.102

Physical4 .827 .080 .175 .216 .120 .084

Physical5 .801 .243 .161 .113 .007 .085

Physical1 .771 .200 .136 .153 .040 .137

Physical3 .770 .236 .204 .121 .042 -.029

Social4 .299 .712 .090 .026 .023 .142

Social5 .327 .706 .190 .079 -.035 -.014

Social3 .242 .654 .075 .122 -.095 .295

Social1 .232 .616 .271 .214 .110 -.210

Social2 .039 .509 -.101 .393 .257 -.098

Psychological2 .253 .102 .771 .172 .109 .072

Psychological1 .323 .048 .756 .114 .003 .055

Psychological3 .148 .307 .640 .191 .085 -.043

Personality4 .028 .058 .179 .849 .003 .097

Personality2 .367 .246 .144 .680 .042 -.015

Personality3 .333 .185 .217 .643 .084 .103

Economic3 .108 .056 .035 -.024 .781 -.184

Economic1 .006 .041 .100 .113 .744 .289

Entertainment2 .140 -.079 -.106 .152 -.032 .749

Entertainment1 -.069 .289 .310 -.072 .115 .614

Eigen Value 4.007 2.800 2.086 2.051 1.440 1.292

Variance 19.079 13.333 9.933 9.764 6.858 6.152

Cumulative Variance 19.079 32.412 42.345 52.109 58.967 65.119

KMO=.856, χ²=2094.536, df=190, sig=.000

Cronbach｀ α=.870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Sports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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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robability

B
Standard

Error
Beta

Sports

Values

Constant 1.011 .232 4.362 .000

Economic

Value
.054 .035 .078 1.520 .130

Social

Value
.133 .060 .142 2.232 .027

Value of

Entertainm

ent

.063 .037 .089 1.713 .088

Psychologi

cal Value
.147 .048 .188 3.031 .003

Physical

Value
.181 .057 .209 3.185 .002

Value of

Personality
.180 .046 .240 3.928 .000

R²=.438, F=29.233***, Durbin-Watson=1.789

*p<.05, **p<.O1, ***p<.001

<Table 4> Effects of Sports Values of Participants 

on Satisfaction of Participation

Model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
t e Probability

B
Standard

Error
Beta

Sports

Values

Constant .320 .267 1.201 .231

Economi

c Value
.022 .041 .027 .543 .588

Social

Value
.121 .069 .110 1.760 .080

Value

of

Entertain

ment

.141 .042 .169 3.337 .001

Psycholo

gical

Value

.243 .056 .264 4.349 .000

Physical

Value
.134 .065 .132 2.050 .041

Value of

Personali

ty

.234 .053 .266 4.426 .000

R²=.460, F=32.111***, Durbin-Watson=1.987

*p<.05, **p<.O1, ***p<.001

<Table 5> Effects of Sports Values of Participants on 

Intention to Adhere to Exercise

Variable

Econo

mic

Value

Social

Value

Value of

Entertain

ment

Psycholo

gical

Value

Physical

Value

Value of

Personali

ty

Psychol

ogical

Satisfac

tion

Satisfac

tion of

Relaxat

ion

Environ

mental

Satisfac

tion

Social

Satisfac

tion

Physical

Satisfac

tion

Tenden

cy

Bodily

Strength

Economic

Value
1

Social Value .199** 1

Value of

Entertainment
.122 .217** 1

Psychological

Value
.198** .442** .202** 1

Physical

Value
.144* .546** .155* .520** 1

Value of

Personality
.169** .477** .179** .456** .482** 1

Psychological

Satisfaction
.168* .351** .208** .394** .430** .432** 1

Satisfaction

of Relaxation
.155* .354** .252** .428** .397** .496** .718** 1

Environmental

Satisfaction
.184** .260** .162* .301** .295** .302** .518** .418** 1

Social

Satisfaction
.194** .464** .198** .313** .286** .415** .495** .407** .425** 1

Physical

Satisfaction
.154* .440** .126 .507** .635** .347** .542** .520** .425** .379** 1

Tendency .141* .418** .266** .461** .434** .479** .539** .598** .336** .475** .478** 1

Bodily

Strength
.178** .383** .278** .467** .400** .440** .338** .313** .331** .405** .398** .467** 1

＊ p<.05, p**<.O1

<Table 3> Correlations among Sports Values of Participants, Satisfaction of Participation and 

Intention to Adhere to Exercise



생활체  참여  참여만족, 운동지 사  계 Ⅱ (참여  스포츠가치  심 로)

512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Oct; 14(10): 507-514

4. 논   결론

이 연구는 생활체육에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스포츠

가치 과 참여만족, 운동지속의사와의 계를 알아보는

데 있었다. 그결과 스포츠가치 품성 가치(β=.240,

t=3.928), 신체 가치(β=.209, t=3.185), 심리 가치(β

=.188, t=3.031), 사교 가치 (β=.142, t=2.232)이 참여만

족에 유의하게 정 인 향을 미쳤으며, 경제 가치 ,

오락 가치 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 다. 운동지

속의사에는 스포츠 가치 품성 가치 , 심리 가

치 , 오락 가치 , 신체 가치 이 유의하게 정 인

향을 미쳤으며, 경제 가치 , 사교 가치 은 유의

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의 스포츠가치 은참여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참여자의 품성

가치 이 참여만족에 가장 강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들에게 생활체육 참여는 개인의 인성

함양에 큰 향을미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신체

가치가 참여만족에 가장 강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

반 인 상과는 달리 인성에 해당하는품성 가치 이

강한 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품성 가치 은 인내심, 집 력과 심리 인 부분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마라톤 참여자를 상으

로 한 장진우, 손원일의 연구에의하면 극한의 고통을 이

겨낸 후 얻어지는 인내심 함양 등이 참여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는데[18], 한 장애자녀를 둔 어머

니의 주 행복감에 골 운동과 같은생활체육이 정

으로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24]와 지체장애인의 휠

체어테니스 교실 참여가 기본 인 심리욕구와 운동정서

운동몰입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는연구결과도 주

목 할 만 하다[25]. 이와 같은 결과에 의해 이 연구는 지

지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한범, 우승주, 노도 은 수

상스키 참가자들을 상으로 운동정서와 운동만족의

계를 밝힌 연구에서 정정서는 참여만족에정 인 향

을 미친다고 하 다[19]. 이 결과도 이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운동만족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향을 미치지만, 밝고 명랑한 정 인 인성

과 인내심 극복에 따른 가치 이 참여만족에 강한 정

인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스포츠의 가치를

단순히 신체 건강에만 을 맞추기 보다는 인성, 인

내심, 명랑함과 같은 품성 인 가치도 연구해야 할 것으

로 보이는 결과이다.

둘째, 참여자의 스포츠가치 은 운동지속의사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성 가치 , 심리

가치 이 가장 강하게 정 인 향을 미쳤다. 품성

가치 은 개인의 인내심 함양, 명랑성과 같은 가치를 말

한다[5]. 이와 비슷한 요소를 다루었던 신창호, 이옥주는

라이 가치스타일은 운동지속행동에 정 인 향을 미

친다고 하 으며, 김기용, 석강훈은 골 회 참가자들의

라이 스타일과 운동지속성을 살펴본 연구에서 라이

스타일은 운동지속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는데

본 연구 결과와 부합되는 것을 알 수 있다[20.21].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의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체육참여자의 스

포츠가치 은 참여만족에 정 인 향을 미쳤다. 그

에서 품성 가치 (β=.240, t=3.928)이 가장 강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생활체육참여자의스포츠

가치 은 운동지속의사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에서 품성 가치 (β=.266, t=4.426)이 가

장 강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 가치

은참여만족(β=.078, t=1.520), 운동지속의사(β=..027 t=.027)

두 변인 모두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의 가치 은 그 사람의 생각이며, 행동 결정의 양

식이다. 따라서 스포츠를 바라보는 은 스포츠가치

이 된다[23]. 스포츠를 바라보는 이 참여만족과운동

지속의사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생활체육지도자와 같은 장에서 근무하는 지도자들이

참고하여 참여자를 지도하면 만족도와 운동지속가능성

을 높이는데 효과 일 것으로 단 할 수 있는 연구결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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