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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physical self-concept and sportswear dependence on psychological

happiness for women over 20 years of age who participate in life sports. Survey questionnaires were devel-

oped and implemented to collect data. Three hundred and thirty nine responses were analyzed to test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using SPSS 21.0 and Amos 21.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hysical self-

concept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sychological happiness and sportswear dependence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Second, sports competenc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sychological happi-

ness and sportswear dependence respectively. Third, appearance satisfaction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psy-

chological happiness and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portswear dependence. Fourth, physical strength

satisfaction did not affect psychological happiness and sportswear dependence. Fifth, health condi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sychological happiness and negatively influenced sportswear dependency. In

conclusion, physical self-concept and sportswear dependen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psychological happi-

ness that requires a differentiated marketing strategy in the sportswea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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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념, 스포츠웨어 의존성, 심리적 행복감, 생활체육

I. 서 론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선진국 기준인 1인당 3만 달

러에 근접한 시대를 맞아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국민생활체육의 참여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정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실태 조

사’에 따르면 국민생활체육활동에 주 1회 이상 참여하

는 사람이 2012년 43.4%에서 2017년 59.2%로 증가하였

으며 주 2회 이상 참여율도 35%에서 48.2%로 크게 증

가하였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7).

국민생활체육의 성장 배경에는 평균 수명의 연장과 건

강에 대한 관심 증가, 영양의 과다 섭취 및 운동 부족으

로 인한 건강 문제, 복잡한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주

5일제 근무 및 주당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이유가 존

재한다. 한편 생활체육 및 여가 활동의 활성화와 더불어

스포츠웨어 시장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스포츠웨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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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규모는 최근 10년간 급격히 성장하여 2009년 2조

9335억에서 2017년에는 7조 6404억에 이르렀는데(Zo,

2017), 이는 세계적인 추세로 스포츠웨어 시장의 전 세계

매출액이 2017년에는 전년 대비 6.8%가 상승한 3001억

달러에 이르렀다(“2017년 세계 의류, 신발 시장 [Global

clothing and footwear market in 2017]”, 2018). 이렇게 스

포츠웨어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와 그 중요성으로 인

해 스포츠웨어에 대한 업계와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포츠웨어는 일상에서 입는 애슬레저(athleisure)에서

전문 선수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데 생활체육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스포츠웨어 중에서도

특별히 생활체육에서 착용하는 스포츠웨어를 따로 구분

하여 그 역할을 이해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웨

어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스포츠웨어의 기능성 측

면이나 구매 선택 기준 및 소비자 선호 연구에 중점을 두

었고 소비자의 사용상황을 전제로 한 연구는 별로 이루

어지지 않았다. 스포츠웨어에 대한 만족은 운동 참여를

활성화하며 긍정적 정서에 기여하는 반면 불만족은 운동

욕구의 저하 및 부정적인 정서를 가져오며 사회적 이미

지의 결손을 가져온다(Baek & Kwon, 2017; Christel et

al., 2016). 따라서 스포츠와 의복의 융합적 관점에서 스

포츠웨어가 생활체육 활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역

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스포츠 마케팅이나 패션마

케팅의 이론 및 실무 모두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생활체육의 참여는 신체적 자기개념의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체적 자기개념은 자신의 외모뿐 아니라

운동 능력, 체력, 건강 등의 신체 기능 및 신체 이미지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말하는데(Kim & Oh, 2017), 의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신체적 개념을 주로 외모에 국

한되어 연구하였다. 의복은 신체에 직접 착용하는 제2의

피부로 신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스포츠 또한 신체

적인 기능과 건강의 향상을 목표로 신체의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체와 연관이 깊다. 특히 여성은 남

성에 비해 신체적 만족감이 적고 자신감의 부족으로 상

실감이나 우울증과 같은 병리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여

지속적인 운동을 통한 신체적 자기개념의 향상이 필요

하다(Kang et al., 2016; Kim & Oh, 2017; Won, 2013).

의복과 스포츠가 신체에서 만나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소비자의 심적 상태에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는 것은 의

복 착장상황을 고려한 소비자 행동에 새로운 이해와 통

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성인 여성의 신체

적 자기개념이 스포츠웨어 의존성 및 심리적 행복감의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스포츠웨어 의존성이

신체적 자기개념과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그 역할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스포츠웨어 연구

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뿐 아니라 생활체육 활성화에

유용한 실무적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 신체적 자기개

념의 각 구성요소가 스포츠웨어에 대한 관심을 통해 심

리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 생활체육 참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수요 중심의 스포츠웨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신체적 자기개념

신체적 자기개념은 자신의 운동 능력, 외모, 체력, 건

강 등의 신체 기능 및 신체 이미지에 대한 총체적인 인

식을 말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Kim & Oh, 2017; Lee

et al., 2009). 신체적 자기개념에 대한 주관적 인지평가

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 평가의 방향

성을 가지며 자존감, 대인관계, 건전한 성격발달과 같은

정신건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Park & Park, 2013).

또한 신체적 자기개념은 스포츠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지속적인 신체 활동 참가는 신체 능력의 향상 및

외모와 건강의 변화를 통해 신체에 대한 자기확신을 증

가시킨다(Roh, 2016). 신체적 자기개념은 다차원적인 개

념으로 선행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Kim(2001)의 한국형

신체적 자기개념 척도에서는 스포츠 유능감, 체지방, 외

모, 건강, 신체 활동, 자기존중감, 유연성, 지구력, 근력,

신체 전반 등의 10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신체적 자기

개념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이들 요인을 바탕으로 연구

목적에 따라 전체 혹은 일부 항목을 선택적으로 사용하

였다(Table 1).

신체적 자기개념은 개인의 정신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

할을 하며 자기존중감을 높여주고 스트레스 등의 부정

적 효과를 감소시켜 심리적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증가

시킨다(Kim & Park, 2017; Lee, 2010). 한편 신체적 자기

개념이 낮으면 자존감이 낮아 소외, 우울증, 자살 같은

정신적 병리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은 마른

몸매를 선호하는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로 자신을 실

제보다 더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에 대

해 부정적인 신체상을 가지고 규칙적인 운동보다 바람

직하지 않은 식습관 등 무리한 체중조절을 시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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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있다(Jin & Kim, 2018; Lee, 2008). 그 결과 외형상

으로는 날씬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체지방률이 높은

마른 비만이 증가하므로 운동에 대한 바른 의식이나 태

도의 정립이 필요하다(Ryu & Song, 2013).

신체적 자기개념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스포츠

활동 참가가 신체적 자기개념에 주는 영향 및 신체적 자

기개념이 심리적 행복감, 행복감, 자기가치감, 사회유능

감 및 생활만족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Jeon, 2016;

Kim, 2014; Moon & Choi, 2017). 연구결과를 종합해보

면 운동이 신체적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

로 유의하였으나 신체적 자기개념을 구성하는 하위 구

성요인에 대한 유의성은 조사대상 및 운동 종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Kim, 2018).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운

동 종목은 생활체육, 다이어트 댄스, 방과 후 체육, 학교

스포츠 클럽, 수중운동, 댄스, 필라테스, 무용, 요가, 재

즈댄스, 구기 활동, 축구 동호회 등으로 다양하며, 조사

대상 또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성인, 여성, 노인에 이

르기까지 포괄적이다.

선행연구에서 신체적 자기개념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신체적 자기개념이 심

리적 행복감에 주는 효과가 긍정적임이 증명되었다(Kim

& Oh, 2017). 신체적 자기개념과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

에서 스포츠 활동은 개인의 신체 능력을 높임으로 신체

적 자기개념을 증진시키고 대인관계를 원만히 유지하여

건전한 성격발달 및 심리적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

었다(Lee et al., 2009). 또한 스포츠 참여는 긍정적인 신

체적 자기개념을 높이는 동시에 심리적 행복감의 증진

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스포츠 활동을 지속시켜 건

강 증진에 도움이 되었다(Ham, 2013). 선행연구에서 신

체적 자기개념의 하위 구성요인의 영향은 심리적 행복

감과의 단일 관계에서 측정하였는데 연구결과는 일관성

이 부족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의 뒷받침

이 부족하여 활용성이 낮다고 하겠다. 이에 이들 변수 간

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수 혹은 조절변수를 밝히

며 신체적 자기개념의 각 하위 구성요소의 서로 다른 역

할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세분 소비자 집단의 서로

다른 욕구를 이해하고 신체적 자기개념과 관련 개념들

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심리적 행복감

심리적 행복감은 개인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인지적,

정서적 상태로 다양한 요인들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삶

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이다(Kang et al., 2016). 또한 심리

적 행복감은 타인이나 스스로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

재의 상태가 얼마나 만족스러운지에 대한 주관적 만족

의 평가이다(Lee et al., 2015). 특히 스포츠와 관련된 심

리적 행복감은 신체 활동 후 경험하는 쾌락적 즐거움,

도취, 만족감 또는 감정 호전 현상과 같은 정서적 반응

을 말한다(Park & Park, 2013). 운동에 따른 신체적 자신

감은 정신건강을 통해 심리적 행복감을 가져오며 심리

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높다(M. J. Kim & Kim, 2013; Lee, 2010).

스포츠 참여는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가져오므로 심리적 행복감에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Nam et al., 2009). 많은 연구

에서 운동과 심리적 행복 간의 관계를 밝혔는데, 규칙적

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

Table 1. Measurement of physical self-concept

Dimensions of

physical self-concept

Kim

(2018)

Moon and Choi

(2017)

Baek and Choi

(2017)

Lee et al.

(2017)

Cho et al.

(2016)

Choi et al.

(2011)

Kang et al.

(2016)

M. S. Park et al.

(2015)

Sports Capacity O O O O O O O O

Body Fat O O O O O

Appearance O O O O O O

Physical Condition O O O O O O O

Physical Activity O O O O O

Self Esteem O O O O

Flexibility O O O O

Endurance O O O O

Physical Strength O O O

Whole Body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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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삶에 만족하고 자기존중감, 자신감, 활력이 넘쳐 심

리적 행복감이 높았다(Kim et al., 2013). 그러므로 스포

츠 참여는 건강을 위해서 뿐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해서

도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Kim and Oh(2017)는 신체적 자기개념과 심리적 행복

감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는데 메

타분석 결과 신체적 자기개념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중간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로부터

스포츠 참여는 신체 능력을 증진시킴으로 신체적 자기

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원만한 대인관계 및 성격

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심리적 안녕감 및 주관적 행

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Kang & Kim,

2014; Park & Lee, 2013). 생활체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Kang et al.(2016)의 연구를 포함하여 많은 연구에서

신체적 자기개념은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는데 운동 참여기간이 길고 운동 빈도가 높으며 강도

가 높은 신체 활동에 참여할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행복감의 개념적 정의는 연구에 따라 매우 다

양한데 심리적 안녕감과 주관적 행복감으로 측정되거

나, 만족감과 행복감, 자신감과 즐거움, 심리적 안정 및

심리적 효능감 등으로 다양하게 측정되었다. Lee et al.

(2015)은 심리적 행복감의 개념을 심리적 안녕감과 주관

적 행복감으로 구성하였으며 심리적 안녕감 척도로 자

율성, 자아수용, 개인적 성장 및 대인관계를 측정하였

고 주관적 행복감으로 주관적 만족, 생활목표 및 성격

요인을 측정하였다. 또 Park and Park(2013)은 심리적 행

복감을 만족감 및 행복감으로 측정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체적 자기개념과 심리적 행

복감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 신

체적 자기개념을 구성하는 각 하위 요인과 심리적 행복

감의 관계는 연구에 따라 상이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나 논의가 부족하다. 신체적 자기개념을 단일 개

념이 아니라 다차원적 개념으로 볼 때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에 대한 개념적 이해 및 검증을 통해 스포츠의 효과

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 신체적 자

기개념의 각 구성요소와 심리적 행복감 간의 관계를 살

펴보겠다.

3. 신체적 자기개념과 심리적 행복감

Kim(2001)의 한국형 신체적 자기개념 척도는 스포츠

유능감, 체지방, 외모, 건강, 신체 활동, 자기존중감, 유

연성, 지구력, 근력, 신체 전반 등 10개 요인으로 구성되

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유능감, 외모 만족, 체력

만족 및 건강 상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생활 체육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연성, 지구력, 근

력 등 특정 신체 능력을 측정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체력

만족을 측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자기개

념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하므로 신체 활동이나 자기존

중감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편 Kim(2001)의 연구에서

는 외모를 얼굴로 보고 체지방을 몸에 대한 것으로 보아

분리시켰으나 본 연구에서는 외모 만족을 얼굴과 몸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측정하였다. 아래에서는 본 연

구에 포함된 신체적 자기개념의 구성요인으로 스포츠 유

능감, 외모 만족, 체력 만족 및 건강 상태와 심리적 행복

감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1) 스포츠 유능감과 심리적 행복감

자기관리의 일환으로 몸 관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자

신의 스포츠 유능감에 대한 지각이 높으며, 스포츠 유능

감은 자신감 및 즐거움과 같은 심리적 행복감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Baek & Choi, 2017; Kim, 2018). Moon

and Choi(2017)의 연구에서 운동 능력 인지도는 중학생

의 학교 행복감을 구성하는 심리적 안정과 자기효능감

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Kang and Kim(2014)

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스포츠 유능감은 자신에게 유리

하게 생각하는 자기 고양 편향인 긍정적 착각에 정적인

영향을 주어 심리적, 정서적 안녕감과 같은 긍정 정서

를 고양하였다. Moon and Choi(2017)의 연구에서 운동

능력 인지도는 자기효능감 및 심리적 안정에 유의한 정

적 영향을 주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신체적 자기개념

중 스포츠 유능감은 심리적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

었으나 걷기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Choi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스포츠 유능감이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이는 다른 스포츠와 비교해 걷기

운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술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

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여러 집단과 종목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스포츠 유능

감은 심리적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다

양한 스포츠 활동을 포괄하는 생활체육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스포츠 유능감이 심리적 행복감에 정적

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가설 1-1. 스포츠 유능감은 심리적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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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모 만족과 심리적 행복감

자신의 외모에 대한 지각이 높은 사람은 자기관리의

일환으로 몸 관리를 많이 하며 외모에 대한 인식이 높을

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다(Baek & Choi, 2017; Choi et

al., 2011). 여러 연구에서 외모 만족은 심리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Kim(2018)의 연구에서 배드

민턴 동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운동 경력이 오래

될수록 자신을 날씬하다고 생각했고 날씬함은 심리적

행복감에서 자기존중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

Won(2013)의 연구에서도 외모 만족은 심리적 행복감을

구성하는 행복감과 만족감에 모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 한편 필라테스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Roh(2016)

의 연구에서 외모 만족은 주관적 행복감에는 유의한 영

향을 주지 않았으나, 긍정적 대인관계와 삶의 목적과 같

은 심리적 웰빙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Park and Park

(2013)의 연구에서는 여가 스포츠 참여 중년 여성의 외

모 만족이 심리적 행복감에서 만족감에는 유의한 영향

을 주지 않았으나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

또한 Moon and Choi(2017)의 연구에서 외모 만족은 학

교 행복감의 구성요인 중 심리적 안정,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및 자기효능감에 모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

었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외모 만족과 심리적 행복감

의 관계는 구성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

의 연구에서 외모 만족은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긍정

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생활체육에 참

여하는 성인 여성의 외모 만족은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

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다.

가설 1-2. 외모 만족은 심리적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

을 줄 것이다.

3) 체력 만족과 심리적 행복감

신체적 자기개념 중 체력 만족은 독립적으로 측정되거

나 신체 전반 측정문항의 일부로 측정되었다(Kang et al.,

2016; Kim, 2001). 신체적 자기개념 중 체력 만족은 심리

적 효능, 운동적 효능, 건강, 영양을 포함하여 자기효능

감에 모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Cho et al., 2016).

Kang et al.(2016)의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체력, 외모,

스포츠 자신감, 비만, 규칙적 운동으로 구성된 신체적 자

기개념이 즐거움, 몰입감, 자아실현으로 구성된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한편 신체적 자기개념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에서 체력을 포함한 신체 전반에 관한 인식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Han(2009)의 연구에서 신체 전반에

대한 인식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Cho et al.(2009)의 연구에서 요가 수련 참가학생의 신체

전반 인식은 심리적 안녕감에서 자아수용, 삶의 목적, 환

경에 대한 지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개인적 성

장에는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Kim(2018)의 연구에

서 신체 전반에 관한 인식은 심리적 행복감을 구성하는

요소에서 자신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즐거움

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Won(2013)의 연구에서 신체

전반 인식은 행복감과 만족감에 오히려 부적인 영향을 주

었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체력 만족 및 신

체 전반에 대한 인식과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는 일관되

지는 않으나 체력 만족은 신체적 자기개념의 일부로서

심리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설 1-3. 체력 만족은 심리적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

을 줄 것이다.

4) 건강 상태와 심리적 행복감

신체적 자기개념에서 건강 상태가 심리적 행복감에 미

치는 영향은 대부분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심리적 행복

감의 하위 구성요인 각각에 대한 영향은 연구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학교 스포츠에 참여하는

중학생의 건강 상태는 심리적 행복감에서 행복감 및 만

족감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걷기운동 참여

자의 건강 상태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Choi et al., 2011; Won, 2013). 대학생의 신체적 자

기개념 중 건강 상태는 긍정적 착각을 매개로 주관적 행

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참여 중학생의 건강 상태는 학교 행복감에서 학습 활동

즐거움, 자기효능감, 환경 만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

었다(Kang & Kim, 2014; Lee & Won, 2013). 또 필라테

스 참가자들의 신체적 자기개념 중 건강 상태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어 건강의 중요성을 보

여주었다(Roh, 2016).

위의 연구에서는 모두 건강 상태가 심리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그렇지 않은 연구결과도 있

다. 예로 배드민턴 동호인에 대한 연구(Kim, 2018)에서

건강 상태는 심리적 행복감의 구성요소 중 자신감과 유

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즐거움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또 건강 상태는 학교 행복감을 구성하는 요소 중

친구관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심리적 안정,

교사와의 관계, 자기효능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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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Moon & Choi, 2017). 여가 스포츠 참여 중년 여성

의 건강 상태는 역시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

지 않았다(Park & Park, 2013). 이같이 신체적 자기개념

에서 건강 상태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

적 행복감의 하위 구성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유의한 정적 영향이 있으므로 이들 간

의 긍정적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가설 1-4. 건강 상태는 심리적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

을 줄 것이다.

4. 스포츠웨어 의존성

스포츠웨어 의존성이란 스포츠 활동 시 착용하는 스

포츠웨어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의존도를 말한다(S.

Park et al., 2015). 스포츠웨어는 고기능성의 선수용 운

동복부터 일상에서 입는 가벼운 운동복까지 모두 포함

하며, 여가 활동 소비시간이 늘어나면서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주요 아이템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스포츠웨어에 대해 사람들은 기능성이나 실용성뿐 아니

라 미적 특성, 상징성, 표현성 등 다양한 혜택을 추구한

다(Lee, 2010). 의복은 자기정체성 및 이미지 표현의 수

단이며 특히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에 타인에게 인정받

기 위한 도구로 다양한 욕구를 추구하는데, 스포츠웨어

도 다른 의복과 마찬가지로 인상형성, 자기표현, 사회적

동조, 쾌락, 상징, 성취와 같은 표현적 욕구뿐 아니라 기

능성, 물리적 특성, 경제성, 생리적 특성과 같은 도구적

욕구를 함께 추구한다(Kim & Rhee, 2008; Lee, 2017).

스포츠웨어에 대한 선행연구가 주로 기능성 소재를

다루었다면 최근에는 일상생활에서의 스포츠 활동 증가

로 라이프스타일, 추구 혜택, 브랜드 선택, 구매 행동, 디

자인 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예

를 들어 외모에 대한 태도의 사회적 내면화 및 신체 이미

지가 스포츠웨어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Lee & Ryou,

2011), 브랜드 개성 및 동일시가 스포츠웨어 브랜드 충성

도에 미치는 영향(Hur, 2015), 스포츠웨어 제품 디자인

개발(Eom & Lee, 2012),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스포츠웨

어 추구 혜택(Moon, 2010), 쇼핑성향에 따른 아웃도어 스

포츠웨어 구매 행동(Park & Park, 2018), 운동 기능 향상

을 위한 기능성 스포츠웨어의 필요성(Park & Suh, 2018)

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스포츠웨어의 추구 혜택과 관련하여 Lee and Park(2013)

의 연구에서는 중년층이 아웃도어에서 편안함, 체형 보

완, 유행성, 기능성, 경제성 등의 혜택을 추구하는 것으

로 나타나, 스포츠웨어에서도 단지 기능성만이 아니라

다양한 표현적 속성을 추구함을 알 수 있다. 소비자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스포츠웨어에서 서로 다른 혜택을

추구하는데, Moon(2010)의 연구결과 배드민턴 참여자

는 스포츠웨어에서 추구하는 혜택이 브랜드, 몸매 및 외

모 향상, 젊음과 개성 추구, 편안함, 유행과 브랜드, 젊음

과 개성 등으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스포츠웨어의 기능성을 조사한 Kim(2013)의 연구

에서 고기능성 스포츠웨어는 비단 전문 선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활 스포츠의 확산으로 일반인이 널리 착

용하였으며, 소비자는 스포츠 참여동기에 따라 고기능

성 스포츠웨어에서 활동 및 쾌적 기능, 신체 보호 및 물

리적 기능, 피부 보호 및 건강 등의 다양한 기능을 추구

하였다.

스포츠웨어의 구매 행동은 스포츠 참여동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건강 추구 집단과 외적 동기

추구 집단은 활동 및 쾌적 기능, 신체 보호 및 물리적 기

능, 피부 보호, 및 건강 기능에 대한 수요 및 자기과시욕

이 높았고, 스포츠 활동 참여기간이 긴 소비자일수록 고

기능성 스포츠웨어의 구매 의도가 높았다(Sung, 2012).

스포츠웨어에서는 특히 실용성 추구 욕구가 높아 착용

감, 활동성, 기능성은 스포츠 활동 종목과 상관없이 필

수요소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골프와 구기 종목, 등산 참

여자의 경우 브랜드와 유행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스포츠 활동에서는 타인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좋은 이미지를 표현하기를 원

함을 알 수 있다.

스포츠웨어에 대한 선행연구는 초기 기능성 소재 중

심의 연구에서 점차 마케팅 관점의 연구로 범위가 확대

되고 정교화되어 다양한 운동 종목별 차이 및 세분 소

비자 집단별 차이를 밝히고자 했다. 스포츠웨어가 스포

츠의 효용성 및 사용자의 심리적 만족을 통해 건강 증진

및 웰빙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웨어의 영향에 대

한 개념적 모델을 밝히고 연관변수와의 관계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5. 신체적 자기개념과 스포츠웨어 의존성

신체적 자기개념은 의복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

신체 만족도가 클수록 의복 관심이 높으며 의복을 통한

사회적 인정을 중요시한다(Kang, 2011; Kim & Choi,

2011). 신체 만족도는 외모 만족을 통해 의복 선택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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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데 신체 만족도가 높은 대학생은

외모 만족이 높으며 의복 선택 시 유행성을 중요시하고

정숙성을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Jeong & Chu, 2011). 중

년기 여성의 신체적 자아에 대한 인식은 의복 기능의 중

요성 인식이나 의복 선택에 영향을 주며 신체 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의 디자인이나 유행성, 개성 표현 등 외

적 표현요소에 대해 만족하였다(Jeon, 2001). 또한 Baek

and Kwon(2017)의 연구에서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

미지와 스포츠웨어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한 상관이 있

었다. 이상 선행연구 결과로부터 신체적 자기개념은 의

복 선택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특히 스포츠 활동

은 신체적 자기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스포츠

웨어의 착용은 신체적 자기개념과 유의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1) 스포츠 유능감과 스포츠웨어 의존성

스포츠웨어는 인체의 자율성 및 항상성의 유지를 통

해 운동 능력 향상을 도와주므로, 경기 종목에 따라 적

절한 기능성 스포츠웨어를 착용하는 것은 운동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Yeo, 2002). 운동 능력의 향상을

위한 기능성 스포츠웨어의 필요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스포츠웨어는 스피드, 의복압, 보호성에 영향을 주며 운

동 수행 능력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줌이 밝혀졌다

(Park & Suh, 2018). 한편 스포츠웨어 관련 업체에서는

고기능성 소재로 스포츠 경기력이나 소비자 만족을 높

일 수 있는 고기능성 스포츠웨어를 개발해 왔다. 그간

고기능성 스포츠웨어는 전문 스포츠 선수의 경기 능력

증진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스포츠와 여가 활

동의 확산으로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즐기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고기능성 스포츠웨어

가 널리 착용되고 고기능성에 대한 프리미엄 가격의 지

불 의사가 높았다(Kim, 2013). 또 운동 시 마음에 드는

의복의 착용은 운동 자신감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Baek & Kwon, 2017). 이상에서 스포츠웨어는 운동 능

력 향상을 통한 스포츠 유능감의 증진과 관계가 있고

신체적 자기개념 중 스포츠 유능감이 높을수록 스포츠

웨어에 대한 관심이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가설 2-1. 스포츠 유능감은 스포츠웨어 의존성에 정

적 영향을 줄 것이다.

2) 외모 만족과 스포츠웨어 의존성

신체적 자기개념 중 외모 만족은 특히 여성에게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 외모 만족도는 자신의 얼굴과 신체

를 포함하여 외모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만

족감을 말하는데, 자기개념이나 자존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기효능감을 높여 사회적응을 도와준다

(Kang & Park, 2014). 외모를 강조하는 외모 지상주의의

사회분위기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하며, 사

람들은 짧은 시간에 외모로 판단하고 선입관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외모 불만족이 높을 때 대인관계에서의 불

안 정도가 높으며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과 같은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H. H. Kim & Kim, 2013: Park & Son,

2009). 또한 외모 만족도가 낮은 여성일수록 스포츠 참

여도가 낮고 이상적인 외모를 가꾸기 위해 불법적인 약

물 복용이나 성형을 하는 경우가 많아 잘못된 외모 관리

로 신체적인 건강을 해치고 정신적 건강의 손상으로 사

회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다(Im et al., 2017).

의복은 자기표현이며 동시에 인상 관리의 수단으로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에 외모를 보완할 수 있는 비교적

쉽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널리 사용된다(Lee, 2017). 외

모에 대한 만족은 적극적인 외모 관리 행동으로 이어지

며 외모에 대한 신체 만족도가 클수록 외모 관리 행동에

서 특히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다(Kang, 2011). 외모에

대한 인식 및 관심은 비단 젊은 여성에게 국한되는 것

이 아니고 전 연령층에 걸쳐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인 성인 여성의 외모 지각은 스포츠웨어에 대한 관

심 및 착용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외모 만족은 스포츠웨어 의존성에 정적 영

향을 줄 것이다.

3) 체력 만족과 스포츠웨어 의존성

스포츠 활동의 참여는 체력 수준의 향상에 도움이 된

다. 생활체육 중 아쿠아로빅스 운동에 참여한 갱년기 여

성은 삶의 질이 증가하고 우울감이 감소하였으며 유연

성과 근지구력과 같은 체력이 향상되었다(Jung et al.,

2011). 또한 폐경기 전후의 여성은 운동을 통해 신체 형

태, 체력 및 근육 활성도의 향상을 가져왔으며(Bae &

Chang, 2013), 복합 운동 프로그램은 여성 노인의 유산

소 지구력, 견관절 유연성, 평형성, 근력 등 건강 체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Chu & Shon, 2012). 체력이 좋을

수록 체중조절 효능감, 신체 효능감 및 삶의 질이 높으

며, 체력의 향상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Ahn et al., 2011). 한편 스포츠웨어는 체력을 보완하

는 역할을 함으로 체력이 약한 사람이 스포츠웨어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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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의존할 수 있다. 스포츠웨어의 기능을 생리학적 측면

에서 보았을 때 체력이 약한 고령자가 온열 및 한랭 환경

에서 운동할 때 스포츠웨어는 체온조절 기능을 하였다

(Sunoo & Kim, 2006). 이같이 체력이 약할수록 스포츠웨

어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체력은 스포츠웨어 의존성에

부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가설 2-3. 체력 만족은 스포츠웨어 의존성에 부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4) 건강 상태와 스포츠웨어 의존성

유산소 운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건강 증진은 스

포츠 참여동기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Sung,

2012). 스포츠웨어에서 건강을 고려한 기능성의 중요성

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스포츠 레저산업 및 첨단 기술

발달에 따른 신소재 개발로 고기능성 스포츠웨어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스포츠웨어

의 고기능성은 착용 시 쾌적감을 주는 기능, 건강을 유지

시키는 기능, 외부자극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 주는 기

능, 형태를 유지해주는 물리적 기능 등을 포함한다(Kim,

2013). 건강에 대한 필요성이 클수록 스포츠웨어에서 고

기능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관심 및 의존도가 높을 것으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체적 자기개념에서 건강에 대

한 자신감이 낮을수록 스포츠웨어 의존성이 높다고 예

측할 수 있다.

가설 2-4. 건강 상태는 스포츠웨어 의존성에 부적 영

향을 줄 것이다.

6. 스포츠웨어 의존성과 심리적 행복감

스포츠 활동의 참여동기는 운동 그 자체에서 얻는 만

족감 외에 자기만족, 외모 관리, 젊음의 유지, 건강, 주변

의 인정 등 다양한 목적을 포함한다. 스포츠웨어는 스포

츠 참여목적을 달성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궁극

적으로 운동을 통한 심리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스포츠웨어의 만족 여부가 운동 정서 및 심리적 요

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Baek and Kwon(2017)

의 연구에서 평균 10년 이상 규칙적인 신체 활동에 참

여한 신노년층은 운동할 때 착용하는 운동복이 마음에

들 때 운동 참여가 활성화되며 정서가 최적화되고 긍정

적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반면 운동복이 마음에 들지 않

는 경우는 운동 욕구가 저하되며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

하고 사회적 이미지가 결손되었다. 따라서 스포츠웨어

의존성이 높을 때 마음에 드는 스포츠웨어를 선택하고

착용할 확률이 높으므로 스포츠웨어의 만족을 통한 심

리적 행복감의 증진을 가져올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가설 3-1. 스포츠웨어 의존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행

복감이 높을 것이다.

III. 연구모델 및 연구문제

1. 연구모델

본 연구에서는 생활체육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성인

여성의 신체적 자기개념이 스포츠웨어 의존성 및 심리

적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델을

설정하였다(Fig. 1). 신체적 자기개념이 높은 경우 운동을

통한 만족이 커 심리적 행복감이 높을 것인데 이때 신체

적 자기개념이 높은 사람은 스포츠웨어 의존성 즉 스포

츠웨어에 대한 관여를 통해 심리적 행복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은 모델을

설정하였다.

2. 연구가설

1) 신체적 자기개념과 심리적 행복감

가설 1-1. 스포츠 유능감은 심리적 행복감에 정적 영

향을 줄 것이다.

가설 1-2. 외모 만족은 심리적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3. 체력 만족은 심리적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4. 건강 상태는 심리적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2) 신체적 자기개념과 스포츠웨어 의존성

가설 2-1. 스포츠 유능감이 스포츠웨어 의존성에 정

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2. 외모 만족은 스포츠웨어 의존성에 정적 영

향을 줄 것이다.

가설 2-3. 체력 만족은 스포츠웨어 의존성에 부적 영

향을 줄 것이다.

가설 2-4. 건강 상태는 스포츠웨어 의존성에 부적 영

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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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포츠웨어 의존성과 심리적 행복감

가설 3-1. 스포츠웨어 의존성이 심리적 행복감에 정

적 영향을 줄 것이다.

IV.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자기개념, 스포츠웨어 의존성

및 심리적 행복감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신체적 자기개념은 Kim(2001)

의 신체적 자기개념 척도 개발 연구에서 사용한 개념 정

의 및 척도를 본 연구모델에 따라 스포츠 유능감, 외모

만족, 체력 만족 및 건강 상태의 네 요인으로 측정하였

다. Kim(2001)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스포츠 유

능감을 “운동에 소질을 갖고 있어 여러 스포츠를 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p. 73) ‘또래보다 운동을 잘한다’, ‘여

러 운동을 잘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마찬가

지로 외모 만족은 Park and Son(2009)의 정의에 따라 “자

신의 전체적인 신체 및 신체 장식 상태로 표현되는 겉모

습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로 정의하고(p. 355), Kim(2001)

이 개발한 신체적 자기개념 척도에서 외모 만족을 묻는

문항인 ‘또래에 비해 외모가 매력적이다’, ‘외모가 준수

한 편이다’로 측정하였다. 체력 만족은 Kim(2001)에 따

라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

는 것”으로 정의하고(p. 73) ‘자신의 체력에 대해 자부심

을 느낀다’, ‘파워가 넘친다’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건

강 상태는 Kim(2001)에 따라 “병에 잘 걸리지 않으며, 병

에 걸리더라도 쉽게 회복되는 상태”로 정의하고(p. 73)

‘병원이나 약국에 갈 정도로 아픈 적이 거의 없다’, ‘유행

할 때 병이 걸리지 않는 편이다’의 문항으로 측정하였

다. 스포츠웨어 의존성은 S. Park et al.(2015)의 측정에 따

라 ‘스포츠 할 때 입는 운동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좋아하는 운동복과 그렇지 않은 운동복을 입었을 때 기

분과 행동이 달라진다’로 측정하였다. 심리적 행복감은

Park and Park(2013)의 정의에 따라 “스포츠와 관련된

심리적 행복감으로 신체 활동 후 경험하는 쾌락적 즐거

움, 만족감 또는 감정의 호전과 같은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하였다(p. 425). 측정은 Baek and Yang(2017)의 연

구에서 사용한 ‘다른 활동에 참여할 때 보다 더 큰 만족

감을 느낀다’, ‘이 운동을 할 때 매우 쾌감을 느낀다’와 같

은 쾌락적 즐거움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생활

체육에 참여하는 20대 이상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2016년 2월에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은 온라인 조사

전문 기관에 의뢰하였으며 총 339부를 최종 분석에 사

용하였다. 데이터는 SPSS 21.0과 AMOS 21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설문은 20대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

였으며 연령 분포는 20대 112명(33.04%), 30대 112명

(33.04%), 40대 75명(22.12%), 50대 40명(11.80%)으로

구성되었다. 결혼 여부는 기혼이 173명(51.03%)이고 미

혼이 166명(48.97%)이었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34명

(10.03%), 대학교 재학이 47명(13.86%), 대학교 졸업이

225명(66.37%), 대학원 재학 이상이 33명(9.7%)이었다.

직업은 전업주부가 69명(20.35%), 학생이 49명(14.45%),

사무직이 134명(39.53%), 전문 기술직이 43명(12.68%),

전문직이 18명(5.31%), 서비스 판매직이 15명(4.42%),

기타가 11명(3.24%)이었다.

본 연구대상의 스포츠 활동 참여는 배드민턴, 스쿼시,

배구, 테니스 등의 구기 운동이 66명(19.4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걷기 및 뛰기(조깅, 빨리 걷기, 경보 등)

가 58명(11.10%), 요가, 필라테스, 발레, 에어로빅, 재즈

댄스, 밸리댄스 등이 58명(17.11%), 헬스가 57명(16.81%)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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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많았다. 또 수영이 36명(10.62%), 바이크(자전거, 사

이클, 스피닝 등)가 27명(7.96%), 등산이 18명(5.31%), 골

프가 7명(2.06%), 기타가 12명(3.54%)으로 전 종목에 걸

쳐 고르게 분포하였다. 스포츠 활동에 1회 참여시간은

바이크가 131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수영이 70분으로 가

장 짧았고, 구기 운동, 헬스, 피트니스, 걷기운동 등이

72분에서 91분 사이에 분포하였다. 나이별로는 20대가

걷기운동이나 바이크, 30대는 구기 운동, 40대는 피트니

스, 50대는 수영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피험자의 스포츠웨어 착용은 본인이 가지고 가는 옷

을 입는 여성이 292명(86.14%)이었고 스포츠 센터에서

제공하는 옷을 입는 여성이 47명(13.86%)이었다. 본인

이 직접 가지고 가는 옷과 센터에서 제공하는 옷에 대한

만족도 비교결과 본인이 직접 가지고 가는 옷에 대한 만

족도(평균=3.57, 표준편차=.66)가 센터에서 제공하는 옷

에 대한 만족도(평균=3.09, 표준편차=.83)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값=4.47, p=.00).

V. 연구결과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

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일반화된 최소제곱법으로 요인을

추출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한 결과 측정변수의

요인구조가 확인되었다(Table 2). 신체적 자기개념은 스

포츠 유능감, 외모 만족, 체력 만족, 건강 상태의 네 요인

으로 구성됨을 확인하였으며, 요인구조의 적합도 지수는

χ
2
=44.31(df=39, p=.26), Normed χ

2
=1.14, GFI=.98, AGFI

=.96, CFI=.99 RMR=.02, RMSEA=.02로 나타났다(Table

2). 신뢰도의 검증을 위해 크론바하 알바(Cronbach Alp-

ha)를 살펴본 결과 내적일관성은 .66~.86의 범위로 나타

났다. 변수 간의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AVE(Ave-

rage Variance Extracted)와 CR(Composite Reliability) 및

요인부하량을 구한 결과 AVE값은 .49~.77, CR은 .89~

.96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부하량은 유의수준 5%에서 모

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각

변수 간 상관관계 제곱값과 AVE값을 비교한 결과 모든

AVE값이 상관관계 제곱값보다 크게 나타나 판별타당도

를 만족시켰다(Table 3).

모델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Fig 2), (Ta-

ble 4). 첫째, 스포츠 유능감은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이 채택되었다.

이는 심리적 행복감의 하위 요인인 만족감이 스포츠 유능

감과 정적 관계를 나타낸 연구결과(Park & Park, 2013)와

일치한다. 또한 여가 스포츠 활동 참여 노인의 신체적 자

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Kim and

Yang(2008)의 연구 및 수영 참가자의 지각된 유능감이 생

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Han and Kim(2017)의 연

구결과와 관련이 있다. 또한 스포츠 활동을 통한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준 Ha(2014)

의 연구와도 관계있다.

Table 2.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struct Item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t Cronbach's α AVE CR

Sports Ability
X1 .88 15.39***

.85 .75 .96
X2 .85 -

Appearance Satisfaction
X3 .91 10.44***

.86 .76 .95
X4 .83 -

Physical Strength Satisfaction
X5 .94 -

.85 .77 .95
X6 .80 15.08***

Physical Condition
X7 .84 -

.66 .54 .88
X8 .61 06.54***

Sportswear Dependence
X9 .73 05.62***

.67 .49 .89
X10 .68 -

Psychological Happiness
X11 .80 -

.85 .60 .92
X12 .75 06.87***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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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squared correlations and AVE of variables

Sports Ability
Appearance

Satisfaction

Physical Strength

Satisfaction

Physical

Condition

Sportswear

Dependence

Psychological

Happiness

Sports Ability .75
a

Appearance

Satisfaction
.21

b
.76

Physical Strength

Satisfaction
.45

1
.14 .77

Physical

Condition
.09

1
.02 .26 .54

Sportswear

Dependence
.12

1
.09 .02 .03 .49

Psychological

Happiness
.17

1
.07 .12 .08 .06 .60

a: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for constructs are displayed on the diagonal.

b: Numbers below the diagonal are squared correlation estimates of two variables.

Fig 2. Fin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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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외모 만족은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

지 않아 가설 1-2가 기각되었다. 이는 Won(2013)의 연구

를 포함하여 많은 연구에서 외모 만족이 행복감에 정적

인 영향을 준 것과는 일치하지 않은 결과이며, 외모 만족

이 심리적 안녕감 및 만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다고 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Lee et al., 2015; Park &

Park, 2013). 외모 만족이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

을 주지 않은 것은 연구모델의 투입변수 중 스포츠웨어

의존성과 외모 만족의 상관이 높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

다. 또 심리적 행복감은 다차원적 개념으로 그 측정요인

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체력 만족은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

지 않아 가설 1-3이 기각되었다. 이는 Park and Park(2013)

의 연구와 Won(2013)의 연구에서 신체 전반, 근력, 지구

력 등이 심리적 행복감의 하위 요인인 만족감이나 행복

감에 정적인 영향을 준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Kim

(2018)의 연구에서 신체 전반에 대한 인식이 심리적 행

복감의 즐거움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과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체육 종목 전체를 대상으

로 조사하였으므로 각 운동 종목에 따라 체력 외의 여러

다른 운동 참여목적이 있어 체력이 운동 참여도나 흥미

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체력의 사전

적 의미는 육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몸의 힘이라 할 수

있지만 응답자에 따라 종합적인 신체 능력으로도 인식

할 수 있기에 서로 다른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건강 상태는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

어 가설 1-4가 채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건강이

즐거움, 심리적 안녕감 및 주관적 행복에 정적인 영향

을 준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Choi et al., 2011; Kang

& Kim, 2014; Lee et al., 2015; Lee & Won, 2013; Won,

2013). 한편 건강이 심리적 행복감에서 즐거움이나 심

리적 만족감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Kim, 2018; Park & Park, 2013). 선행연

구에서 건강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심리적

행복감의 하위 구성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긍정적 영향이 유의함이 본 연구에서

도 증명되었다.

다섯째, 스포츠 유능감이 높을수록 스포츠웨어 의존

성이 높게 나타나 가설 2-1이 채택되었다. 이는 운동 자

신감과 운동 시 마음에 드는 의복의 착용이 관계가 높다

고 한 Baek and Kwon(20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신

체적 자기효능감이 스포츠웨어 의존성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Kim(2016)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여섯째, 자신의 외모를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스포

츠웨어 의존성이 높아 가설 2-2가 채택되었다. 이는 신체

만족도가 클수록 외모 관리 행동에서 의복 관심이 높다

고 한 연구결과(Jeong & Chu, 2011; Kang, 2011)와 일치

하며 신체 만족이 클수록 의복의 외적 표현요소에 대한

만족이 커지고 의복을 자신의 연장으로 생각한다는 Jeon

(2001)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일곱째, 자신의 체력에 대한 만족이 스포츠웨어 의존

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아 가설 2-3이 기각되었

다. 이는 체력이 약한 고령자의 경우 스포츠웨어 의존도

가 높다고 한 Sunoo and Kim(2006)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나 본 연구는 20세 이상의 성인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결과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활 스포츠에서 착용하는 스포츠웨어에 대해서는 체력

Table 4.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Structural paths Standardized Coefficient S.E t

Sports Ability → Psychological Happiness .24** .10 2.23**

Appearance Satisfaction → Psychological Happiness .06** .08 .80**

Physical Strength Satisfaction → Psychological Happiness .04** .08 .30**

Physical Condition → Psychological Happiness .22** .08 2.27**

Sports Ability → Sportswear Dependence .36** .08 3.13**

Appearance Satisfaction → Sportswear Dependence .19** .07 2.32**

Physical Strength Satisfaction → Sportswear Dependence −.04** .07 −.30**

Physical Condition → Sportswear Dependence −.28** .07 −2.62**

Sportswear Dependence → Psychological Happiness .18** .14 2.27**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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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을 포함한 기능성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건강 상태는 스포츠웨어 의존성과 부적인 관

련이 있어 가설 2-4가 채택되었다. 최근 다양한 고기능성

스포츠웨어의 발달로 건강에 대한 필요성이 클수록 스포

츠웨어 의존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한다(Kim,

2013; Sung, 2012).

아홉째, 스포츠웨어 의존성은 심리적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어 가설 3이 채택되었다. 즉 스포츠웨어에 대

한 의존성이 높은 사람은 운동을 통한 심리적 행복감도

큰 것으로 나왔다. 이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했

지만 운동복이 마음에 들 경우 운동 참여가 활성화되고

정서가 최적화되며 자신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

된다고 한 Baek and Kwon(201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

V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성인 여성의 신

체적 자기개념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스포

츠웨어 의존성이 이들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

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하였고, 그 결과 신체적 자기개념을 구성하는 요인

중 스포츠 유능감과 건강 상태는 스포츠웨어 의존성에

는 부적 영향을 주고 심리적 행복감에는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외모 만족은 스포츠웨어 의존성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주고 심리적 행복감에는 영향을 주지 않

았다. 한편 스포츠웨어 의존성은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

한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스포츠 참

여가 신체적 자기개념의 증진을 통해 심리적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증명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둘의 관계에 미치는 스포츠웨어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개념화하고 검증하였다. 신체적 자기개념은 심리적 행

복감의 증진에 직접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스포츠

웨어 의존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스포츠웨어 의존성이 심리적 행복감을 증진하는

또 다른 경로가 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심리적 행

복감 증진을 위한 스포츠웨어의 역할을 설명하는 이론

적 틀을 제시함으로 스포츠웨어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

용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결론과 이에 따른 이론적, 실무적 시

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성인 여

성의 신체적 자기개념이 높을수록 심리적 행복감이 높았

다. 이로부터 성인 여성은 생활체육을 통해 신체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행복해짐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규칙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에서는 생활체육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필요

가 있다.

둘째, 신체적 자기개념의 구성요인 중 스포츠 유능감

은 심리적 행복감뿐 아니라 스포츠웨어 의존성에도 유

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 스포츠 유능감이 높은 사람은

심리적으로 행복할 뿐 아니라 스포츠웨어에도 관여가

높아 스포츠웨어를 통해서도 만족함을 알 수 있다. 이로

부터 생활체육 참여자가 심리적 만족을 통해 운동에 지

속해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에 대한 자신감이 중

요하며, 스포츠의 전문성을 살려줄 수 있는 디자인과 성

능을 갖춘 스포츠웨어가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전문

스포츠 영역이 아닌 생활 스포츠에서도 운동 성과가 중

요하며 스포츠웨어는 자신의 스포츠 능력에 대한 인식

에 영향을 주므로, 스포츠 유능감이 높은 여성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는 스포츠웨어 마케팅에서는 스포츠웨어의

착용과 관련하여 운동 성과나 성취감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신체적 자기개념 중 자신의 외모 만족은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스포츠웨어 의

존성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는 외모에 자신

감이 있는 여성은 운동 자체에서 느끼는 행복감보다 스

포츠웨어의 착용을 통해 행복감을 느낌을 말해준다. 따

라서 외모에 자신감이 높은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스포

츠웨어 마케팅에서는 스포츠웨어의 미적 특성과 외모

를 보완하는 역할을 강조할 수 있겠다.

넷째, 신체적 자기개념 중 체력 만족은 심리적 행복감

이나 스포츠웨어 의존성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생활체육은 다양한 운동

종목을 포함하며 각 운동 종목에 따라 성취목표가 다르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체력을 측정할 때 지구력, 근력

과 같이 운동을 통해 구체적인 신체 능력이 아니라 일반

적인 신체 상태를 측정하였기 때문으로 예측된다. 특히

여성은 필라테스, 요가 등과 같은 슬로우 스포츠에도 많

이 참여하므로 체력 증진보다 날씬함이나 외모 관리에

목표를 두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 및 운동 종목

을 한정시켜 이에 적합한 문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

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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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신체적 자기개념 중 건강 상태는 심리적 행복

감에는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반면 스포츠웨어 의존성

에는 부적 영향을 주었다. 이는 건강이 좋을수록 스포츠

를 통한 심리적 만족감이 크며,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

람이 스포츠웨어에 더 많이 의존함을 뜻한다. 즉 건강한

여성의 심리적 행복감이 더 크지만 건강하지 못해도 스

포츠웨어를 통해 심리적 행복감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웨어 시장에서 건강에 자신이 없는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 유효하며 이때 스포츠웨

어의 건강 보완 역할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연구의 이론적, 실무적 의의를 살펴보았

으며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행복감을 스

포츠를 통한 심리적 행복감에 한정해 쾌락적 즐거움의

단일 차원으로 측정하였는데, 심리적 행복감은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행복감, 만족감, 자신감, 심리적 안정, 심

리적 효능감 등 다양한 개념을 통합한 포괄적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심리적 행복감의

다차원성을 기반으로 한 검증도 필요하겠다. 또 스포츠

웨어 의존성은 S. Park et al.(2015)이 처음 제시한 개념

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스포츠웨어 의존성을 구성하는 구

체적인 요인 및 척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생활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스포

츠웨어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스포츠웨어 시장에 대

한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스포츠웨어에 대한 다양

한 욕구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소비자 집단을 전제로 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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