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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정도가 지체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애착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대상은 D시의 지체장애인 227명으로 하였으며, 분석방법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요인분석, 빈도분석, 독립t검증, 일원변량분석 및중다회귀분석으로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첫째, 지체장애

인의인구사회학적특성에 따른 남성(성별), 40대와 50대(연령별), 1급과 2급(장애등급별)의 지역사회애착도 수준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정도에 있어서는정체성에서는 운동기간과 운동시간, 의존성에서는 운동기간, 친분

성에서는 운동기간과 운동강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지역공동체 의식 등에 영

향을 미쳤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심리적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질 필요가 있다.

• 주제어 : 지체장애인, 생활체육, 지역사회 애착, 신체활동,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sports

for the disabled on the community attachmen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27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in D city. The analysis method was analyzed by factor analysis, frequency analysi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1.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high level of community attachment to male(sex), 40 's and 50' s(by

age group) and 1st and 2nd grade(by disability grade). Second, i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the duration

of exercise and duration of exercise, duration of exercise in dependency, and duration of exercise and

intensity of exercise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identity. As a result, it affected the

consciousness of local community. In futur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psychological effect

connected with community.

• Key Words : physical disabilities, leisure sports, community attachment, physical activity, 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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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체장애인들에게있어서신체적결함은자신의삶에

대한부정적인식과더불어삶의활력등다양한측면에

서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결함은 결과적으로 신체적 움직임을 제한하게 되며, 잔

존능력에 대한 기능감퇴 등을 유발하여 또 다른 장애를

유발할수있다는점에서지체장애인들에게있어서신체

활동은 무엇보다 중요하다[1].

지체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규칙적인 신체활동 참여는

사회적 유능감과 긍정적인 자기개념 형성 등을 통한 사

회적, 심리적 발달 등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1,2,3]. 또한

신체활동은 지체장애인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심리상태

를긍정적인심리상태로바꾸어줌으로써활력있는삶을

통한보다적극적인삶을영위할수있는생활태도를기

를수있다는측면에서의미가크다[4]. 이러한결과를통

한자아존중감과자신감등은자기자신의삶에대한전

반적인 부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결

과적으로 적극적인 신체활동 참여는 건강 삶을 위한 최

적의 방법이고 삶의 질적 수준 향상의 일부분이라는 측

면에서 신체활동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6,7].

지체장애인들의신체활동을통한생활체육참여는삶

의질적측면에서매우의미가있다. 생활체육참여는지

역사회의시설등여러가지제반시설에영향을받을것

으로생각되며, 이는곧자신이속한지역사회에대한애

착과도연결이된다고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생활

체육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애착도에 관한 연구는 보다

많은장애인들의운동참여와생활체육활성화및시설확

충 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이 연구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애착도에 관한 애착의 의미는 인간이 다른

이들과정서적유대를긴밀히가지려는성향을의미하는

것으로써인간과환경의상호작용에의해형성된다고하

였다[8]. 사회학분야에서지역사회애착도는심리적개념

으로 간주되고 이는 사람 간의 친분과 유대를 의미하고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사

회에 참여하는 정도와 형태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감

정으로 정의된다. 즉 지역사회라는 공동체에 근거한 지

역 내 구성원이 해당 지역사회에 대한 심리적 연대감이

라고할수있다. 다시말해서지역사회애착이지역주민

과지역사회라는두가지주체에대해영향을미칠수있

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9].

지역사회 애착도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공공 여가시설의 서비스 성과가 지역주민의 지역사회애

착에관한연구[10], 지역사회애착도가지역연고프로스

포츠팀에 미치는 연구[11], 평창 동계올핌픽 관광이미지

에 관한 연구[9], 생활체육시설이용자의 지역사회애착과

여가만족에 관한 연구[12], 지역스포츠이벤트 개최에 따

른지역사회애착에관한연구[13]가진행되고있다. 그러

나이러한연구들은비장애인들을대상으로한연구이며,

주로 마케팅적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직접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심리적 효과성 측면에

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분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

으며, 또한 장애인스포츠 분야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

정이다. 그러므로 지체장애인 또한 비장애인과 동등한

운동적 욕구와 삶의 질적 향상 측면에서 지역사회와 연

계한심리적효과성에관한연구가필요하다는측면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정도

가지체장애인들의지역사회애착도에어떠한영향을미

치는지를규명하는데있으며, 이를통해지체장애인들이

신체활동을위한생활체육활성화및지역사회의장애인

체육시설마련에대한근거를제시한다는측면에서의미

가 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체장애인의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지역사

회 애착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생활체육 참여정도(운동기간, 운동시간, 운동강

도)에따른지체장애인의정체성에는차이가있

는가?

셋째, 생활체육 참여정도(운동기간, 운동시간, 운동강

도)에따른지체장애인의의존성에는차이가있

는가?

넷째, 생활체육 참여정도(운동기간, 운동시간, 운동강

도)에따른지체장애인의친분성에는차이가있

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이 연구대상은 D시에 거주하며, 장애인체육회와 J장

애인스포츠센터에서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는 지체장

애인들을모집단으로설정하였다. 이들은편의표집방법

(convenience sampling)으로 26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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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질문지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여 기입누락과

이중기입 등 부적절하게 응답한 질문지 33부를 제외한

227명에 대한 자료를최종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에대

한 구체적인 인구사회학적 현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Division Frequency ratio(%) total(%)

Gender
male 124 54.6

227(100)
female 103 45.4

Age

20's 38 16.7

227(100)
30's 66 29.1
40's 75 33.0
50's
over 48 21.1

Disability
rating

1 grade 45 19.8

227(100)
2 grade 79 34.8
3 grade 57 25.1
4 grade
over 46 20.3

Exercise
term

1year
under 39 17.2

227(100)
1～2year 41 18.1
2～3year 73 32.2
3~4year 38 16.7
4year
over 36 15.9

Exercise
time

1hours
under 45 19.8

227(100)
1～2hours 76 33.5
2～3hours 59 26.0
3hours
over 47 20.7

Exercise
degree

Not difficult
at all 49 21.6

227(100)

Some
himdeum 54 23.8

usually 55 24.2
Himdeum 55 24.2
Very
himdeum 14 6.2

2.2 조사도구 
2.2.1 지역사회 애착도 질문지
지역사회 애착도는 사람 간의 친분과 유대를 의미하

며, 사회적관계망(social network)이라는 측면에서지역

사회에 참여 정도와 형태 및 지역사회에 대한 감정으로

정의된다[9]. 지역사회 애착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ampson[14]과McCool & Matin[15]의 연구를바탕으로

윤종국, 한권상[16], 김선희[10]의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

지를 이용하였다. 3가지 하위요인(정체성, 의존성, 친분

성)과 전체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문항은 5점

(매우 그렇다)에서 1점(전혀 아니다)의 5단계 척도로 되

어 있다.

2.2.2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KMO의 값이 .769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 대한

결과 유의확률이 .000(p<.05)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실

시하기에 타당함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요인분석 결

과, 고유값 1.0을 기준으로정체성, 의존성, 친분성의 3가

지 요인 13문항으로 분류되었으며, 요인적재량은 .6

5～.90, 전체설명변량은 77.23%로 나타났다. 요인별로는

정체성 .91, 의존성 .85, 친분성 .87로 나타나신뢰도와타

당도가 확보되었다.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question Identity Dependency Affinity
A1 .88 .24 .09
A2 .85 .21 .17
A3 .83 .03 .12
A4 .82 .25 .07
A5 .65 .12 .03
B1 .10 .82 .24
B2 .17 .82 .22
B3 .23 .80 -.02
B4 .16 .72 -.05
D1 .21 -.04 .90
D2 .02 .01 .89
D3 .10 .18 .80
D4 .06 .21 .74
Eigen 6.04 2.52 1.48

Distribution 46.45 19.38 11.40
cumulative
distribution% 46.45 65.83 77.23

Cronbach's α .91 .85 .87
χ²=303.376, df=78, p<.001, KMO=.769

2.3 조사절차 
이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는 D시 장애인체육회와 J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체장애

인들로서 연구의 내용과 목적을 설명한 후 질문지 작성

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였다[17]. 또한 질문지 작성이 곤

란한 장애인(절단장애인, 척수장애인)들도 하여금 보조

원 6명이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은 장애가 있지

만, 지속적으로신체활동에참여하고있으며, 인지능력에

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질문지 작성에는 어려

움이 없었다.

2.4 자료처리 
이연구에서모든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통하

여 빈도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Cronbach's α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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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

성과지역사회애착도에관한차이분석을위한방법으로

성별에 대하여는 독립t검증(Independent t-test)과 연령

및 장애등급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으로

하였다. 그리고 참여정도에 따른 지역사회 애착도에 대

한분석은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

로실시하였으며, 모든자료에대한유의수준은 .05로설

정하였다.

3. 결 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지역사회 애착도

분석 
지체장애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장애

등급)에 따른 지역사회 애착도에 관한 분석으로는 독립t

검증과일원변량분석을실시한결과는 <Table 3>과같다.

<Table 3>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community 
attachment

Variables Group
Mean
±SD t p

Gender

male
(n=124)

3.78
±.66

2.40 .017*
female
(n=103)

3.57
±.70

Variables Group
Mean
±SD df F p Duncan

Age

(A) 20's
(n=38)

3.44
±.75

3 9.72 .001*** A,B<C,D

(B) 30's
(n=66)

3.58
±.76

(C) 40's
(n=75)

4.08
±.66

(D)50's
(n=48)

3.87
±.63

Disability
rating

(A) 1grade
(n=45)

4.09
±.75

3 3.99 .009** D,C<A,B

(B) 2grade
(n=79)

3.92
±.80

(C) 3grade
(n=57)

3.86
±.67

(D) 4grade
(n=46)

3.57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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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에서제시된바와같이성별에따른지역사

회 애착도 차이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t=2.40, p<.05). 구체적인 차이검증 결과는 남성

(3.78±.66점)이 여성(3.57±.70점) 보다 지역사회 애착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지역사회 애착도 차이분석 결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9.72,

p<.001). 구체적인차이검증결과, 40대(4.08±.66)와 50대

이상(3.87±.63)이 20대(3.44±.75), 30대(3.58±.76)보다 지

역사회 애착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등급에 따른 지역사회 애착도 차이분석 결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99,

p<.01). 구체적인 차이검증 결과, 1급(4.09±.75)과 2급

(3.92±.80)이 3급(3.86±.67), 4급이상(3.57±.68)보다 지역

사회 애착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3.2 생활체육 참여정도(운동기간, 운동시간, 운
동강도)에 대한 지역사회 애착도 분석 
생활체육 참여정도에 대한 지역사회 애착도에 관한

분석으로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하위요인(정

체성, 의존성, 친분성)에 관한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Analysis of Community Attachment on Sport 
for All

Independent
variable

subordina-
tion
variable

B SE β t df F

constant

Identity

2.92 .20 14.42***

3 7.90***

Exercise
term

.13 .04 .21 3.29***

Exercise
time

.12 .05 .16 2.54*

Exercise
degree

.08 .04 .12 1.88

R=.310, R2=.096, Adjusted R2=.084

constant

Depend
ency

2.99 .22 13.57***

3 4.19**

Exercise
term

.11 .04 .16 2.39*

Exercise
time

.10 .06 .12 1.81

Exercise
degree

.06 .05 .09 1.18

R=.231, R2=.053, Adjusted R2=.041

constant

friendshi
p

2.79 .21 13.56***

3 5.27**

Exercise
term

.11 .04 .18 2.71**

Exercise
time

.06 .05 .07 1.15

Exercise
degree

.09 .04 .14 2.11*

R=.257, R2=.066, Adjusted R2=.05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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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에서제시된바와같이생활체육참여정도

에 따른 지체장애인의 참여정도(운동기간, 운동시간, 운

동강도)가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적합도를 검

증한 결과, F=7.90,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회귀분석의결정계수를

검증한 결과 R²값은 .096으로 총 변량의 9%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생활체육 참

여 정도의 하위요인 중 운동기간(β=.13, p<.001)과 운동

시간(β=.12, p<.05)은 정체성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

으로나타났으나, 운동강도는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참여정도(운동기간, 운동시간, 운동강도)가 의존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의존성을 검증한 결과, F=4.19,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결정계수를 검증한 결과 R²값

은 .053으로총변량의 5%를설명하고있는것으로분석

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생활체육 참여 정도의 하위요

인인 운동기간(β=.11, p<.05)에서 의존성에 유의한 영향

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나, 운동시간과운동강도에서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p>.05).

참여정도(운동기간, 운동시간, 운동강도)가 통제신념

에미치는영향력에대한친분성을검증한결과, F=5.27,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결정계수를 검증한 결과

R²값은 .066으로 총 변량의 6%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생활체육 참여 정도의 하

위요인 중 운동기간(β=.11, p<.01)과 운동강도(β=.09,

p<.05)에서 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나, 운

동시간에서는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

으로 나타났다(p>.05).

4. 논의
이연구는생활체육에참여하는지체장애인의지역사

회 애착도에 관한 연구로써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역사회 애착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참여정도가 지역사

회애착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규명하려고하였

으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애착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상태여서이와유사한선행연구를중심으로논의

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체장애인의인구사회학적특성에대한지역사회애

착도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은 남성이 여성보다 지역사회 애착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선행연구와 비교하

면김동원[5]이 지체장애인을대상으로생활체육참여에

따른심리적요인분석에서남성이여성에비해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김대경, 박진우, 김혜

민, 이현수[18]가 성별에따른생활체육참여정도에서남

성이여성보다긍정적인심리요인을보였다는결과가이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여성보

다 사회활동 등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으며, 동시에 신체

활동에참여할수있는기회또한여성보다많으므로생

활체육 참여를 통한 대인관계 접촉 등으로 인한 적극적

인 신체활동 참여가 가능하였다는 측면에서 남성에게서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연령에 있어서 40대, 50대가 20대, 30대보다 지

역사회 애착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선행연구와비교하면이현수[19]와김성진[20]이 생활

체육 참여에 따른 심리적 효과에 대한 분석에서 연령이

증가함에따라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결과와일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생활체육 참여로 인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따라서지역내체육시설등의활용에대한관심증대는

결과적으로지역사회에대한관심과도관련성이있기때

문에연령이증가할수록지역사회에대한애착도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장애등급에있어서 1급과 2급이 4급보다지역사

회 애착도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김정숙[21]이 장애인의 긍정적 심

리증진을 이한 구조모형에 관한 연구와 김지태[22]의 지

체장애인의 스포츠참여정도의 관계에서 제시한 장애등

급이높을수록긍정적인심리적효과를가져온다는결과

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장애 등급이 높을수록 자존능력에 대한 향상과 더불

어신체의움직임에대한열망등이오히려높다는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신체활동에 참

여하기를원한다는측면에서이러한결과가나타난것으

로 판단된다.

지체장애인의생활체육참여정도에따른지역사회애

착도를분석한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참여

정도에 따른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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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간과운동시간은정체성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

으로 나타났다. 정체성은 지역사회에 대한 감성적 애착

(affective attachment)으로써 감성과 상징적 의미로 소

속감에 대한 가치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23].

정체성에 대해서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최성범[24]이

스포츠동호회와 지역사회 애착에 관한 연구와 박동균,

이은석[25]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에 관한 연구에서도

지역애착에 관한 연구에서도 운동기간과 운동시간에서

유의미한결과가나타나이연구결과를뒷받침하고있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체육에 참여함으로써 대인관계를 통

한 접촉으로 인한 친분과 유대증진 등에 의해서 지역사

회에 대한 소속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참여정도에 따른 의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운동기간은 의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성은 장소에 대한 기능적 애착

(functional attachment)으로써 어떤 장소에 대한 기능적

인용도와활동가능성에대한평가를받을수있으며, 구

성원 개인별 욕구와 목표에 대한 만족정도로써 특정 장

소의 잠재능력에 대한 애착정도를 의미한다[23].

의존성에 대해서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김종길, 전윤

수[26]가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지역애착에 관한 연

구에서 이들의 생활체육 참여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삶

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다고 제시하고 있어서 이 연구를

뒷받침하고있다. 이러한결과로미루어볼때, 운동기간

의 증대는 신체활동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였다는 점으로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존성처럼 장소에 대한

용도와 활용가능성에 대한 평가적 접근으로 지체장애인

의지속적인참여는결과적으로체육시설의활성화등에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

는 기회의 제공으로 인하여 의존성에 관한 수준이 향상

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참여정도에 따른 친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운동기간과운동강도는친분성에유의한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분성은 사회적 친분에 대

한 유대로써 사람간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사회화 과정

에기초한친분과혈연, 사회적관계등사회네트워크시

스템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27].

친분성에 대해서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윤종국, 한권

상[16]의 스포츠 이벤트 참가자의지역사회 애착에 관한

연구와 이장영, 강효민[28]의 지역사회 스포츠클럽 참여

에대한공동체형성에관한연구는스포츠의참여는지

역공동체의식을형성함과동시에지역사회애착도에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어서 이 연구의 결과

를 지지하고 있다[29,30,31]. 이러한 결과는 친분성이 의

미하는것처럼사회적친분에대한유대로써지체장애인

의 경우 잔존능력의 최대한 신장과 삶의 질적 측면에서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운동강도에 의한 결과는

자신의신체에대한한계성과강한운동참여에대한내

적욕구 증대로 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운동기간의

변화는이러한내적욕구의증대로인하여지속적인운동

참여가 가능하고 여기에 오는 자신감과 즐거움 등의 회

복으로 인한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이 연구는 생활체육 참여정도에 따른 지체장애인의

지역사회애착도에미치는효과를규명한연구로써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지체장애인의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성별남

성(성별), 40대와 50대(연령별), 1급과 2급(장애등급별)의

지역사회 애착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정도(운동기간, 운

동시간, 운동강도)에 따른 지역사회 애착도의 하위요인

중정체성에서는운동기간과운동시간, 의존성에서는운

동기간, 친분성에서는운동기간과운동강도에서각각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결과를종합하면, 지체장애인의생활체육참여

는 지역사회 애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애착도는 지역 주민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애착도에 대한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의 발전 등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하여 높은 관

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는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 등에 커다란 영향

을미칠수있으며, 지역사회에대한애착도의증대는결

과적으로 복지이념인 사회통합에 한층 더 다가설 수 있

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토대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신체활동을통한지역사회와연계한심리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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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성에 대한 분석과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심리요인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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