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산업의 고도화와 문화가 이루어지고 여가시간이 증

가함에 따라 사람들은 여가시간의 활용에있어서 생활체

육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다수의 시간을 신체활동에 할애

하 다[1-3]. 이와 같이 생할체육 참여가 지속 으로 늘

어남에 따라, 체육학 분야에서는 재까지 생활체육의

참여와 지속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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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배드민턴 동호인의 참여행동과 운동행동, 종목이미지 운동지속의 구조 계를 검증하는 목 으로

수행되었다. 그 결과, 첫째, 종목이미지에 향을 미친 변인은 참여행동의 하 요인 재미 으며, 운동행동의 하 요인

자존감과 스트 스해소 다. 둘째, 종목이미지는 운동지속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참여와 운동행동은 종목

이미지를 매개로 하여 운동지속에 간 향을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종목이미지가 참여행동, 운동행동

운동지속의 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검증하 으며, 종목이미지의 역할에 한 기 자료를 제공

한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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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cipation behavior, 

excercise behavior, sport Image and exercise Continuation of the badminton club member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variables that affected the sport image for the item were fun among sub-factors of participation 

behavior, self-esteem and stress relief among sub-factors of exercise behaviors. Second, the sport image was affecting 

the exercise continuation. Finally, participation and Exercise behaviors indirectly affected the exercise continuation 

that through sport im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ed that sport image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behavior, exercise behavior, and exercise continuation, and it is meaningful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role of the sport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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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활체육의 참여형태가 개인에서 동호회라는 매개

를 통해 집단화 되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과 련한

연구들이 지속 으로 수행되었다[8-11].

이처럼, 생활체육 장의 참여와 지속과 련한 연구

들은 체육학 분야의 오래된 심사 으며, 련 연구들

[12-14]은 참여와 지속사이의 변인들 간의 인과 계 속

성에 하여 규명하는 것에 주목하 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토 로, 운동을 지속하는 원인, 즉 운동지속성에

향을 주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주로 동기와 련한 내

동기요인[15-17], 참여선택과 련한 종목선택속성

[18], 운동활동과 련한 운동몰입[19,20], 자신감[21,22]

스트 스 해소[23,24] 등으로 나타났다.

참여행동과 운동행동은 행 자가 생활체육 활동이라

는 특정한 행 에 한 단을 함에 있어 가치체계 특

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치체계는 특정

한 상황에 하여 주 에서 특정한 입장이나 행

동으로나타나는기제를 말한다[25,26]. 즉 참여행동과 운

동행동은 가치체계를 통해 결정되는 주 행 를 의미

하며, 참여행동은 동기 측면이나 종목의 선택속성과도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운동행동은 주 정서와 유사

한 성격을 가진다.

한편, 배드민턴은 네트와 라켓, 셔틀콕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운동이 가능하다는 장 때문에남녀노소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며, 최근에는 학교 체육 이나 지자

체 소속의 체육 을 심으로 변이 확 되어 다수의

동호회를 심으로 활발한 운동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MCST[27]에 따르면, 배드민턴은 체력 리 생

활운동을제외한 주요 생활체육종목 최근 1년간 참여

경험은 축구, 사이클, 수 다음으로네 번째 으며, 축구

다음으로 높은 동호회 가입률을 보이고 있었고, 향후 가

입 희망 종목 수 과 사이클 다음으로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 주체 에서 배드민턴 동호

인과 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수의 연구들이 동기

[28,29], 운동 독[30-32], 지속[33,34] 등을 심으로 수

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참여동기

요인 탐색, 운동 독과 몰입, 열정, 행복감과의 계 규

명, 지속과 만족감, 효능감의 계규명 등을 주된 결과로

보고하 다.

한편, 종목이미지는참여자가 주 인 에서 해당

종목에 한 이미지를 기표화하는 것[35,36]이며, 스포츠

에 한 주 지식의 총체로 이해할 수 있다[37]. 종목

이미지는 행 자가 해당 종목에 한 인식정도를 나타내

는 방법[38]과 찰자의 에서 해당 종목에 한 인식

정도를 나타내는 방법[39,40]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 까지 체육학 분야에서 종목이미지와 련한 연구

들은 스포츠시설경 [41], 로스포츠 구단 마

[42,43], TV시청과 종목이미지의 계성[44] 스포츠용

품 마 [45]과 같은 스포츠 마 분야에 집 되어 왔

다. 최근 들어 LEE[38]의 연구에서 종목이미지가 운동지

속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는 변인임을 규명해내면

서, 종목이미지가 운동지속과 련하여 행 자의 심리

향력에 한 주요한 변인임을 확인하 다. 하지만,

재 스포츠심리학 분야에서 종목이미지와 련하여 다양

한 변인들과의 계성이나 인과 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한, 앞에서 제시된 연구들을 포함하여 운동지속과

련한 다수의 연구들[46-49]은 단순한 변인 간의 련

성이나 상 요인과 지속의 인과 계 심으로 수행된 반

면, 하 요인 간의 다차원 이고 다각도 인 인 계를

규명한 연구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하 요

인 간의 다차원 인 연구가 수행되어 보다 다양한 결과

들을 심으로 다각도 인 에서 운동지속에 한 논

의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생활체육 종목 성이 있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참여행동과 운동행동, 종목이미지 운동지

속의 구조 계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

가 될 것이다. 특히, 참여행동과 운동행동의 하 요인을

심으로 종목이미지와 운동지속 간의 구조 계에 있어

서 인과 계를 세부 으로 도출해낼 수 있다는 은 생

활체육 련 연구에서 운동지속에 한 장 용성에

있어 새로운 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에서 매우 의미가

클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행동과 운동행동

의 하 요인과 종목이미지 운동지속의 구조 계를 규

명하여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세부 자료를 제공함을 목

으로 한다.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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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행동과 운동행동의 하 요인들은 종목이미

지와 운동지속에 각각 향을 미치는가?

둘째, 종목이미지는 운동지속에 향을 미치는가?

셋째, 참여행동과 운동행동의 하 요인들과 운동지속

의 계에서 종목이미지가 매개변인으로서 역

할을 하는가?

2. 연

2.1 연 대상

본 연구는 2017년 10월에 개최된 제27회 문화체육

부장 기 국생활체육배드민턴 회에 참가한 배드민

턴 동호인 330명을 연구 상자로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

하 다. 설문에 한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락된 5부를

제외하여 최종 으로는 325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ategory Variable n % Accumulate %

Gender
Male 175 53.8 53.8

Female 150 46.2 100.0

Age

(yr)

≦ 20 20 6.2 6.2

21 - 30 18 5.5 11.7

31 - 40 34 10.5 22.2

41 - 50 164 50.5 72.7

51 - 60 77 23.7 96.4

61 - 70 5 1.5 97.9

> 70 7 2.1 100.0

Career

(yr)

≦ 1 31 9.5 9.5

2 - 3 74 22.8 32.3

4 - 10 140 43.1 75.4

> 10 80 24.6 100.0

2.2 조사도

본 연구에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참여행동, 운동행

동, 종목이미지 운동지속을 알아보기 하여 설문지

를 활용하 으며, 설문지에 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1 참여행동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참여행동을 알아보기 해서

Yang[50]과 Choi & Kim[51]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내

용을 토 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참여행동 설문지는 다양성, 편리성, 재미의 3요인 9문

항이며. 5 리커트(Likert)척도로 구성하 다.

참여행동 설문지의 타당도 검증을 한 합도 지수

산출을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참여행동

의 하 요인 편리성의 하 문항 1개가삭제되었다. 문

항을 삭제한 후 실시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의 합도

지수는 χ²=26.334, df=17(Q=1.549, p<.05), NFI=.982,

TLI=.989, CFI=.994, RMSEA=.041로 나타나 합도 기

을 충족하 다. 그리고 타당성 검증의 다른 방법인 평

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과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를 산출한 결과 AVE

는 .79로 기 치인 .5이상으로나타났으며, CR은 .97로 기

치인 .7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한 확

인 요인분석을 통해 확정된 요인의 신뢰도 분석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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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결과 Cronbach’ α 계수가 다양성은 .751, 편리성은

.672, 재미는 .927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하 다.

2.2.2 운동행동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운동행동을 알아보기 해 본

연구에서는 Baek & Oh[52]의 연구와 Kim[46]의 연구에

서 사용한 설문내용을 토 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

완하여 사용하 다. 운동행동 설문지는 자존감, 인

계, 스트 스 해소의 3요인 9문항이며, 5 리커트

(Likert)척도로 구성하 다.

운동행동 설문지의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운동행동의 하 요인 자존감의 하 문항 1개가 삭제

되었다. 문항을 삭제한 후 실시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

의 합도 지수는 χ²=38.611, df=17(Q=2.271, p<.01),

NFI=.980, TLI=.982, CFI=.989, RMSEA=.063으로 나타나

합도 기 을 충족하 으며, AVE는 .87, CR은 .98로 나

타났다. 한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확정된 요인의 신

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 α 계수가 자존감은

.910, 인 계는 .887, 스트 스 해소는 .911로 나타나 신

뢰도를 확보하 다.

2.2.3 종목 미지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종목이미지를 알아보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Na[44]의 연구와 LEE[38]의 연구에서 사

용한 설문내용을 토 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

여 사용하 다. 종목이미지 설문지는 단일요인 4문항이

며, 5 리커트(Likert)척도로 구성하 다.

종목이미지 설문지의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결과,

합도 지수는 χ²=2.419, df=2(Q=1.210, p<.05), NFI=.995,

TLI=.998, CFI=.999, RMSEA=.025로 나타나 합도 기

을 충족하 으며, AVE는 .75, CR은 .92로 나타났다.

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 α 계수가 .826

으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하 다.

2.2.4 운동지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운동지속을 알아보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Kim[53]의 연구와 Kim & Lee[54]

Yang[50]의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내용을토 로 본 연구

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운동지속 설문지

는 단일요인 4문항이며, 5 리커트(Likert)척도로 구성

하 다.

운동지속 설문지의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합도 지수는 χ²=7.329, df=2(Q=3.665, p<.05), NFI=.985,

TLI=.967, CFI=.989, RMSEA=.091로 나타나 Q값의 경우

기 치인 3을 과하 나, TLI나 RMSEA가 기 을 충

족하여 운동지속 설문지의 합도는 수용할만한 수 으

로 나타났으며, AVE는 .77, CR은 .93으로나타났다. 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 α 계수가 .881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하 다. Table. 2. Table. 3

Table 2. Result of CFA of Survey Tools

Q TLI RMSEA CFI NFI

standard ≦ 3 ≧ .9 ≦ 1 ≧ .9 ≧ .9

Participation 1.54 .98 .04 .99 .98

Behavior 2.27 .98 .06 .98 .98

Image 1.21 .99 .02 .99 .99

Continuation 3.36 .96 .09 .98 .98

Kim, Kim &Hong[55]은 확인 요인분석의 합도

검증에 있어서 수용여부에 한 단에 하여 합도

지수 TLI와 RMSEA를 요한 부분으로 제시하 다.

이들은 일반 으로 합도 검증에 있어서 사용되는 지수

는 카이제곱 검증(χ² /df=Q), TLI RMSEA인데 카이

제곱 검증의 경우 표본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TLI와

RMSEA가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명확한 기 으로 야 한다고 하 다.

한 이들은 합도 검증의기 에 있어서 TLI는 .9이

상, RMSEA는 1이하를 합도 검증에 있어서 수용가능

한 기 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기 을 바탕으로 제

시된 본 연구에 제시된 조사도구의 확인 요인분석 결

과를 입해 보면, TLI와 RMSEA는 각각 .9이상과 1이

하의 지수가 나타나 조사도구의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뿐만 아니라, TLI와 RMSEA 외에도 합도 기 으로 제

시되는 NFI와 CFI 역시 기 인 .9이상으로 나타나 본연

구의 조사도구 타당도는 수용가능한 것으로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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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 of AVE and CR

Category Item No. SRW EV AVE CR

Participation

P1 .675 .308

.79 .97

P2 .659 .263

P3 .796 .188

P4 .873 .121

P5 .742 .323

P7 .899 .062

P8 .943 .031

P9 .867 .092

Exercise

E1 .85 .188

.87 .98

E2 .981 .024

E4 .865 .138

E5 .914 .089

E6 .784 .204

E7 .88 .083

E8 .89 .106

E9 .876 .105

Image

I1 .69 .175

.75 .92
I2 .77 .212

I3 .902 .068

I4 .628 .311

Continuation

C1 .803 .119

.77 .93
C2 .723 .196

C3 .72 .186

C4 .756 .174

2.3 료처리  

본 연구의 목 인 배드민턴 동호인의 참여행동, 운동

행동, 종목이미지 운동지속의 구조 계를 알아보

기 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20.0과 AMOS 20.0을 활

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첫째,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일반 특성은 빈도분석

(frequency ananlysis)을 실시하여 확인하 다.

둘째, 각변인의 타당도검증을 해서확인 요인분

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 으

며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확정된 문항을 심으

로 각 변인에 한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

시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한 후 신뢰도 검증을 실

시하 다.

셋째, 각 변인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하여 상

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넷째,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수행하기 하여 구조방

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분석을 실시

하 으며, 종목이미지를 통한 간 효과의 유의성은 부트

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검증하 다.

3. 연  결 과

3.1 각 변 들 간  상 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다양성, 편리성, 재미, 자존감,

인 계, 스트 스해소, 운동이미지 운동지속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하여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Table. 4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변인들 사이의

상 계수는 1% 신뢰수 에서 .365～.687사이의 상 계

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Table 4.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Each Variable

Diversity Convenience Fun Self Esteem Interpersonal Stress Relief Image Continuation

Diversity 1

Convenience .523(**) 1

Fun .558(**) .506(**) 1

Self Esteem .387(**) .375(**) .365(**) 1

Interpersonal .483(**) .421(**) .535(**) .526(**) 1

Stress Relief .473(**) .445(**) .569(**) .458(**) .669(**) 1

Image .466(**) .429(**) .539(**) .665(**) .623(**) .675(**) 1

Continuation .437(**) .417(**) .527(**) .491(**) .618(**) .648(**) .687(**) 1

**p<.01



한 합학회논 지 제9  제8호240

3.2 연  형  적합도 평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수행하기 하여 설

정한 연구모형에 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

여 연구모형의 합도를 검증하 다. 검증 결과, 본 연구

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합도는 Q=1.92(χ²= 431.968,

df=224, p<.001), TLI=.95, RMSEA=.05, CFI=.96,

NFI=.92로 나타나 연구모형은 합한 모형임을 확인하

으며, 별다른 수정 없이 최 설정된 연구모형을 심

으로 분석을 실시하 다. Table. 5

Table 5. Verification of Research Model Fit

Q TLI RMSEA CFI NFI

standard ≦ 3 ≧ .9 ≦ 1 ≧ .9 ≧ .9

Research Model 1.92 .95 .05 .96 .92

3.3 조 형  결과

3.3.1 각 변  간  경로 계수

본 연구의 연구 문제인 참여행동과 운동행동이 종목

이미지와 운동지속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와 종목이

지미가 운동지속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알아보기

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각 변인 간의 경로계

수를 확인하 다. Table. 6

Table 6. Path Coefficient of Each Variable

Path Estimate S.E C.R

Diversity → Image -.024 .068 -.348

Convenience → Image .005 .049 .108

Fun → Image .123 .052 2.339*

Self Esteem → Image .284 .038 7.533***

Interpersonal → Image .071 .048 1.475

Stress Relief → Image .343 .061 5.585***

Diversity → Continuation .078 .085 .915

Convenience → Continuation -.033 .061 -.533

Fun → Continuation .071 .066 1.067

Self Esteem → Continuation -.083 .055 -1.505

Interpersonal → Continuation .092 .060 1.536

Stress Relief → Continuation .138 .085 1.619

Image → Continuation .697 .142 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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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참여행동의 하

요인 에서 종목이미지에 향을 미친 요인은 재미요인

이었으며, 운동행동의 하 요인 종목이미지에 향을

미친 요인은 자존감과 스트 스해소요인이었다. 이들 요

인은 모두 종목이미지에 정 (+) 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편,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 참여행동과 운동행동의

모든 하 요인은 운동지속에 직 으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목이미지는 운동지속에

직 으로 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정 (+) 향을 미

치고 있었다.

3.3.2 각 변  조적 계

다음으로, 참여행동, 운동행동, 종목이미지 운동지

속의 구조 계를 검증하 다. 구조 계의 검증 방법

은 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한 경로계수를 심

으로 총효과, 직 효과, 간 효과를 추출하고, 간 효과

에 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여 간 효과의 유의성

을 검증하 다. Woo[56)은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함에 있

어서 안정 인 반복횟수의 기 으로 500회 이상을 제시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을 999회 반복 실시

하여 유의성에 한 검증을 실시하 다.

먼 , 간 효과가 발생한 경로들을 심으로 살펴보

면, 다양성과 운동지속의 경로에서 직 효과는 .078, 간

효과는 -.017로 총효과는 .061로 나타났으며, 편리성과

운동지속의 경로에서 직 효과는 -.040, 간 효과는 .004

로 총효과는 -.03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미와 운동지속의 경로에서 직 효과는

.071, 간 효과는 .086으로 총효과는 .157로 나타났으며,

자존감과 운동지속의 경로에서 직 효과는 -.117, 간

효과는 .277로 총효과는 .160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 계와 운동지속의 경로에서 직 효과는 .116, 간

효과는 .063으로 총효과는 .179로 나타났으며, 스트 스

해소와 운동지속의 경로에서 직 효과는 .146, 간 효과

는 .252로 총효과는 .398로 나타났다. Table. 7

이들 경로에서 발생한 간 효과에 하여, 부트스트래

핑을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종목이미지는 재

미와 운동지속(β=.086, p<.05), 자존감과 운동지속(β

=.277, p<.01) 스트 스해소와 운동지속(β=.252,

p<.01) 경로에서 유의한 간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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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otal Effect, Direct Effect and Indirect 

Effect of Each Variable

Path Total Direct Indirect

Diversity → Image -.026 -.026 .000

Convenience → Image .007 .007 .000

Fun → Image .137 .137 .000

Self Esteem → Image .441 .441 .000

Interpersonal → Image .100 .100 .000

Stress Relief → Image .401 .401 .000

Diversity → Continuation .061 .078 -.017

Convenience → Continuation -.035 -.040 .004

Fun → Continuation .157 .071 .086

Self Esteem → Continuation .160 -.117 .277

Interpersonal → Continuation .179 .116 .063

Stress Relief → Continuation .398 .146 .252

image → Continuation .628 .628 .000

Table 8. Significance of indirect Effect

Path indirect effect

Diversity → Continuation -.017 X

Convenience → Continuation .004 X

Fun → Continuation .086* O

Self Esteem → Continuation .277** O

Interpersonal → Continuation .063 X

Stress → Continuation .252** O

**p<.01, *p<.05

한편, 다양성과 운동지속, 편리성과 운동지속, 인

계와 운동지속의 경로에서는 유의한 간 효과는 나타나

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최종 모형에 한

경로도는 다음과 같다. Figure. 2

Fig. 2. Final Model Path Diagram

Significant Insignificant

4. 논 

한 개인이 운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행동 기제는 매

우 요하다. 한 에 들어서는 운동에 참여하는 매

개체로 동호회와 같은 집단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행동 기제에 한 내재 의미를 해석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크다. 이에, 본 연구는배드민턴 동호인의참

여행동, 운동행동, 종목이미지 운동지속의 구조

계를 알아보기 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

과들을 심으로 배드민턴 동호인의 행동기제에 있어서

내재된 의미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모형을 토 로 배드민턴 동호인의 참여

행동과 운동행동요인이 종목이미지와 운동지속에 미치

는 향을 알아본 결과, 종목이미지에서만 참여행동의

재미요인, 운동행동의 자존감과 스트 스해소요인이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드민턴 동

호인들이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에 한 이미지를 정

으로 발화하기 해서는 자신들이 직 배드민턴에 참여

함에 있어서 배드민턴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즐거움을

느껴야 하며, 자신이 배드민턴에 소질이 있고 유능하다

는 느낌을 받는 등의 자존감이 향상되어야 하며, 배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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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에 참여함으로써 학습이나 직장생활 인 계 등

자신의 사회 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스트 스

요인에 한 요소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심리 상태가 되

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본 연구의결과는 참여 운동행동에 있어서즐거

움을 느낄 수있는 재미요인과, 자신의 유능성을 느낄 수

있는 자존감 사회 계에서 발생하는 스트 스의

해소를 경험하는 심리 효과가 자신이참여하는 종목에

한 이미지를 정 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는 Lee[38]의 연구에서 종목이미지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하나인 회의 참가유무와 기술습득의효과성을 제시

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한, 재미요인과 련하여 Na[44]는 심도에 따라

종목이미지에 한 인식은 정 는부정 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심이 높을수록 종목에 한 이미지는 정

이 된다고 하 다. Kim & Kim[43]은 유희성이 종목이

미지에 한 평가 요인으로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

으며, Han[40]은 재미와 흥미요인이 종목에 한 정

인 이미지를 증가시킨다고 하 다. 이들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연구결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스트 스해소와 종목이미지의 계와 련하여서는

수행된 선행연구들이 무한 계로, 본 연구의 결과를

직 비교할 수는 없지만, MCST[57]의 국민생활체육 참

여 실태조사의 응답자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이유로

스트 스해소를 4순 로 꼽고 있었으며, Hwang[24]의

연구 결과 역시 직장인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요인

하나로 스트 스해소를 제시하 다.

이들 연구 결과를 심으로 살펴보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 하나는 스트 스해소를 한 것이며,

활동에 한 스트 스해소에 한 기 의결과가 정

이 될수록 종목이미지에 한 정 인식의 공고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련하여 Jung & Oh[58]

는 마라톤에 참여하는 사람들 다수는처음에는 건강유지

나 체 조 과 같은 외 요인을 심으로 시작을 하지

만 활동이 지속되면서 마라톤이라는 종목에매료되어 결

국은 마라톤을 자신의 인생에 이입하여달리기와 자신의

계를 일체화 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 고,

Jung[59]은 달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주된 이유

하나가 스트 스해소임을 밝 냈는데, 이들의 연구 결과

는 스트 스해소라는 활동요인이 종목의 이미지를 정

으로 발 시키고 인식의 공고화가 이루어진다는 에

서 본 연구의 결과와 상당히 유사한 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종목이미지가 운동지속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

결과, 종목이미지는 운동지속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Na[44]와 Lee[38]의

연구 결과에서 종목이미지가 운동의 참여와 지속을 결정

하게 하는 요한 요인임을 보고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배드민턴 동호인의종목이미지가 정 일

수록 지속 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종목이미지가 운동지속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임을 의미하며, 배드민턴 동호인이 배드민턴이

라는 종목에 하여 정 으로 는 부정 으로 인식하

는지, 자신과 동일시 는 상이하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배드민턴을 지속하는지에 한 속성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배드민턴 동호인은 종목

에 한 이미지가 정 이고 자신과 동일시할수록 운동

을 지속하고자하는 의지가 강한 경향이 높은것으로이

해할 수 있다.

이미지는 개인의 구체 인 사유를 통해 그 의미가 계

승되고 그로 인하여 지속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한다

[60]. 이 듯,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이 내포하는 이미지는

생활체육의 분야에서 참여자로 하여 자신의 참여행

를 통해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에 한 평가나 느낌과 같

은 구체 인 사유를 토 로 이미지가 형성되고 형성된

이미지는 배드민턴에 한 정 인식 는 자신과의

동일시를 통해 배드민턴을 지속하게 되는 결과를 나타나

게 한다. 다시 말해, 배드민턴동호인이 참여를통해경험

하는 심리 정요인들로 인해 배드민턴을 정 으로

인식하고 결과 으로배드민턴을 지속하게된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 참여행동과운동행동 운동지속의 계

에서 종목이미지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에 해 알

아본 결과, 종목이미지에 한 매개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으며, 매개형태는 완 매개형

태를 보이고 있었다. 완 매개형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

인 모두 종속변인에 향을 미치는 부분매개형태에 비하

여 매개변인의 역할이 더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인 종목이미지는 높은

수 의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참여행동과 운동행동, 종목이미지 운동지속의

계에서 참여행동과 운동행동이 배드민턴 동호인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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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한 지속의 의지를 가지는데 해 직 으로

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종목이미지를 매개수단을 거치면

서 운동에 한 지속의지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배

드민턴 동호인이 최종 으로 원하는 결과인운동을 지속

함에 있어 종목이미지가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을 의미함은 물론 종목에 한 이미지를 인식하는 정도

에 따라 운동에 한 지속 의지가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한, 종목이미지가 해당 종목에 한 이미지를 기표

화 하는 것[35]이며, 종목에 한 주 지식의 총체[37]

로 이해된다는 것을 상기하면, 종목이미지는 배드민턴

동호인이 도달하고 싶어 하는 결과인 운동을 지속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징 인 의미를 가지는기표인 종목이미

지를 통해 운동 지속이라는 목표가 발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Boulding[61]은 이미지는

주 상이며, 개인의 가치문제를 수반하는 것으로

개인 가치체계에 구조화되어 그에 따른구조 형태로

선택을 수행하게 한다고 하 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

참여행동과 운동행동 운동지속의 계에서 배드민턴

동호인은 구조화된 개인 가치체계에 기반하여 종목이

미지를 운동을 지속하게 하는 요한요인으로 인식하

으며, 이에 따라 종목이미지에 한 인식정도에 따라 운

동을 지속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선택 체계를 갖추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배드민턴 동호인이인식하는

종목이미지는 참여행동과 운동행동 운동지속의 계

에서매우 요한 매개변인으로의 역할을가지고있으며,

종목이미지를 정 으로 인식하거나 자신과 동일시하

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운동에 한 지속 의지가 강화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배드민턴 동호회의 구성원 핵심역할을 맡고 있

는 임원 회원들과 지도자 등은 각 동호회에 속해있는

동호인들이 배드민턴에 지속 으로 참여할 수있도록 다

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배드민턴 동호인의 참여행동과 운동행동의

하 요인과 종목이미지 운동지속의 구조 계와 그

계 속에서 종목이미지의 매개변인의 역할을 알아보기

한 목 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첫

째, 참여행동과 운동행동의 하 요인 종목이미지에

향을 미친 요인은 재미, 자존감, 스트 스해소 요인이

었으며, 둘째, 종목이미지가 운동지속에 향을 미치고,

참여행동과 운동행동 운동지속의 계에서 종목이미

지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 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지 까지 많이 수행되

지 않았던 종목이미지의 개념이 스포츠 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해 알아본 것과, 이 의 연구에

서 단순히 스포츠 련 변인들과 종목이미지의 단순

계 검증에서 나아가 복합 인 구조 계에서의 매개

역할까지 검증하 다는데 그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스포츠 장에서의 종목이

미지에 한 심은 물론, 체육학 연구에서 종목이미지

에 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 다는데

그 의의가 높다.

하지만, 본 연구는 종목이미지가 스포츠 장에서 어

떠한 역할을 가지는지에 해 복합 인 구조 계분석을

통해 검증하 으나, 종목이미지의 개념자체가 다소 생소

한 것에 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 으며, 배드민턴이

라는 종목에 한정되어 타 종목에서의 종목이미지 역할을

검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향후 수행되는 연구에

서는 배드민턴 이외의 종목에서 종목이미지의 역할에

한 검증과 배드민턴을 포함한 타 종목에 참여하는 상

자들을 심으로 종목이미지에 한 인식이 어떻게 다양

한 방법으로 나타나는지에 한 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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