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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스쿠버다이빙 참여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지도자 신뢰 및 참여지속의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강원도에 소재한 스쿠버다이빙 리조트 3곳의 이용자와 경기도에 소재한 
스쿠버다이빙 풀 2곳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통해 최종 유효 표본 총 267부를 선정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단순회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신체언어와 유사언어는 지도자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간행위와 신체외양
은 유의미 하지 않았다. 둘째, 지도자 신뢰는 참여지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신체언어는 참여지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간행위, 유사언어, 신체
외양은 참여지속의도에 유의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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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relations among the non-verbal communication, 
coach trust, and continuous participating intention of scuba diving participants. For this purpose, the 
investigator applied convenience sampling to users at three scuba diving resorts in Gangwon Province 
and those at two scuba diving pools in Gyeonggi Province and selected total 267 valid questionnaires. 
Collected data was put to simpl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SPSS 18.0 program.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body language and paralanguage of non-verbal communication had 
significant effects on coach trust, but spatial acts and physical appearance had no such effects on it; 
secondly, coach trust had significant impacts on continuous participating intention; and finally, body 
language of non-verbal communication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continuous participating 
intention, but spatial acts, paralanguage, and physical appearance had no significant influences on it. 

Key Words : Scuba Diving, Non-Verbal Communication, Coach Trust, Continuous Particip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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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 본연의 욕구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다
양한 방법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경제적 풍요와 노동시간
의 단축과 함께 생활수준 향상, 여가 시간의 증대로 스트
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레저스포츠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레저스포츠 활동 중 스쿠버다이
빙은 우리나라 해군에 보급되어 유능한 다이버들에 의해 
민간인들에게 전파되었으며, 모험심 많은 젊은이들에게 
널리 알려져 현재는 남녀노소 많은 동호인들이 찾는 스
포츠 활동으로 발전하였다.

스쿠버다이빙은 종목의 특성상 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 속에서 행해지는 활동은 인간에게 
있어서 위험에 대한 도전과 모험심을 요구한다[1]. 아울
러 수중이라는 독특한 환경으로 의사소통이 제한적이고, 
압착(squeezes), 질소마취(nitrogen narcosis), 감압병
(decompression sickness) 등의 위험을 수반하고 있어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다양한 스쿠
버다이빙 교육단체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교육을 이수한 
후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2]. 따라서 스
쿠버다이빙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도자는 매
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3].

운동참여자와 지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운동
에 대한 목표나 의욕, 감정 등의 변화에 주효하기 때문에
[4] 지도자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운동기술에 대한 설
명과 피드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 하지만 친근
함이나 목소리 톤, 발음과 말의 속도 등의 비언어적인 커
뮤니케이션은 정보전달 과정에서 지도자에 대한 능력과 
신뢰를 판단하는데 관여되기 때문에 지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5].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
적 표현이 함께 나타나지만 언어적 메시지에 비해 비언
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은 감정표현과 태도를 전달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이다[6].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적 음성행위를 제외한 
얼굴표정, 제스처, 목소리의 크기와 속도, 시간과 공간의 
사용, 신체적 외양 등을 포함하며, 특정상황에서 언어보
다 감정이나 느낌을 좀 더 정확하고 쉽게 전달하는 역할
을 한다[7]. 또한 비언어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는 타인
에게 정서적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 관계를 촉진 및 유
지시킨다. 따라서 비언어적인 정서표현은 유연하게 상호
작용하도록 조정하여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며[8], 운동
지속의도를 높이는데 주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9,10].

반면에 Joo, Cho, Kim and Kim[11]은 비언어적 커
뮤니케이션의 주 효과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커뮤니케이
션에 비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모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공식적이고, 불 확신적인 부분들이 직접적이거
나 정확한 의사전달을 어렵게 함으로서 참여지속의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지 못 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운동지속의도에 대한 
직접적인 비 효과성이 보고되고 있다[12-14]. 하지만 일
반적인 스포츠 활동과 달리 스쿠버다이빙은 주로 수중에
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지고,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스쿠버다이빙 참여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
이션과 운동지속의도의 관계 파악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비언어적인 요소는 상황에 대한 정서적, 감정적 
전달을 통해 상호 간의 개방감과 친 감 형성을 견인하
여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데 주요할 수 있으며  
[15-18], 사회적 관계를 유기적으로 유지시켜[10] 지속
의도에 직[19-21]·간접적인[22,23]영향을 미친다. 지도
자들의 배려와 호감, 인성 등을 통해 형성된 신뢰유지와 
개선 전략은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여 운동만족
과 참여지속에 기여할 수 있다[24]. 또한 지도자에 대한 
신뢰는 흥미, 집중 및 자신감의 향상을 도모하여 운동태
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18] 신뢰의 증진은 
할당된 목표를 수용하여 내면적인 비전을 제시한다[25].

Lewin[26]에 따르면 인지동기적 관점에서 의도는 접
근 및 회피의 행동을 결정지으며, 의도는 심적 자극을 초
래하는 환경의 요소들로부터 긴장해소 또는 위협의 유인
을 통해 영속적인 반복주기를 갖는다. 따라서 비언어적인 
단서의 환경은 참여자의 심적 자극을 통해 유인(지도자 
신뢰)을 가진 목표추구가 계속적인 행동을 지향하거나 
반대의 이유로 영속적인 행동이 단절될 수 있다. 그러므
로 지도자와 참여자 간에 발생되는 긍정적인 감정 공유
가 지속되면 참여운동에 대한 편견의 소거와 동시에 신
뢰를 구축시켜 참여의지를 강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쿠버다이빙 참여자의 비언어
적 커뮤니케이션과 지도자 신뢰 및 참여지속의도의 관계
를 파악하여 참여행동의 인지적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스쿠버다이빙 참여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
션은 지도자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스쿠버다이빙 참여자의  지도자 신뢰는 참여
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스쿠버다이빙 참여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
션은 참여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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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강원도에 소재한 스쿠버다이빙 리조트

에서 스쿠버다이빙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9년 5월∼10월까지 강원도에 소재한 3곳의 스쿠버
다이빙 리조트와 경기도에 소재한 스쿠버다이빙 풀 2곳
의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응답된 설문조
사 자료 중 불성실한 자료 또는 부분적인 응답누락 등의 
자료를 제외한 총 267부를 최종자료로 사용하였다. 표본
표집은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자기기입양식을 통해 
설문작성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설펴보면 성별에 따른 남성은 184명(68.9%), 여
성 83명(31.1%)이며, 연령은 20대 60명(22.5%), 30대 
105명(39.3%), 40대 71명(26.6%), 50대 31명(11.6%)으
로 나타났다. 참여목적은 체험다이빙 63명(23.6%), 오픈
워터 취득 105명(39.3%), 어드밴스 취득 69명(25.8%), 
마스터 취득 이상 30명(11.2%)으로 나타났다.

2.2 연구도구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한 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

며, 모든 문항의 Likert Scale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첫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Han[27], Lee[7], Lee 
and Park[13]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수정, 보완
하여 Joo 등[11]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이용하였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공간적 행위(5), 유사언어(4), 
신체언어(7), 신체적 외양(4)의 4요인 총 20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공간적 행위 
.781, 유사언어 .628, 신체언어 .855, 신체적 외양 .798
로 나타났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Table 1과 같
다. 둘째, 지도자신뢰는 Levering[28]의 척도를 토대로 
Yoon 등[10]이 사용한 설문지를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고, 단일요인 4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905로 나타났다. 셋
째, 참여지속의도는 Lee[23]의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설
문문항에 기반 하여 Lee and Lee[5]가 사용한 설문문항
을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척도 
구성은 단일요인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는 
Cronbach's α .945로 나타났다.

Table 1. Non-verbal communicatio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tem/No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h2

1-4 .763 .040 .009 .075 .590

1-2 .750 .130 -.063 .117 .597

1-3 .744 .015 .045 .049 .559

1-1 .735 .051 -.073 .106 .559

1-6 .729 .126 .106 .099 .568

1-5 .698 .052 .139 .095 .518

1-7 .634 .200 .236 .000 .498

2-2 .017 .783 .141 .149 .656

2-1 .133 .754 .192 .001 .624

2-3 .117 .722 .264 .122 .620

2-4 .228 .688 .172 .001 .555

3-2 .133 -.121 .722 .000 .553

3-3 .059 .333 .705 .069 .616

3-4 .092 .435 .698 -.011 .684

3-5 -.079 .244 .685 .105 .546

3-1 .076 .234 .602 .040 .425

4-2 .168 -.025 .082 .787 .656

4-4 .006 .158 -.007 .710 .529

4-3 .140 -.102 .169 .606 .425

4-1 .089 .184 -.063 .605 .412

eigenvalues 5.187 2.955 1.716 1.329

% of variance 25.936 14.776 8.581 6.647

cumulative 25.936 40.712 49.292. 55.940

1: Kinesics 2: Physical Appearance 3: Proxemics
4: Paralanguage

2.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267부의 최종자료를 가지고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을 실하였고,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후 
단순회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
다. 변수투입은 Enter방식을 적용하였다.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
 1 2 3 4 5  6

1 1

2 .197** 1

3 .255** .148* 1

4 .289** .514** .196** 1

5 .330** .213** .274** .260** 1

6 .214** .001 .128* -.047 .559** 1

1. Kinesics 2. Proxemics 
3. Paralanguage 4. Physical Appearance
5. coach Trust 6. Continuous Participating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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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non-verbal communication and coach trust 

Independent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
β Std E β

Proxemics .139 .114 .080 1.224 .222
Paralanguage .308 .101 .180 3.064 .002**

Kinesics .297 .076 .235 3.904 .000***
Physical Appearance .151 .088 .116 1.717 .087

F=13.778, R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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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coach trust and continuous participating intention

Independent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
β Std E β

coach Trust .528 .048 .559 10.972 .000***

F=120.388, R2=.312
***p<.001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non-verbal communication and continuous participating intention

Independent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
β Std E β

Proxemics .021 .114 .013 .186 .853
Paralanguage .154 .101 .095 1.524 .129

Kinesics .271 .076 .227 3.558 .000***
Physical Appearance -.170 .088 -.138 -1.927 .055

F=4.724, R2=.067

***p<.001

3. 결과

3.1 상관관계분석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지도자 신뢰 및 운동지속의

도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
계수를 적용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비언어적커뮤니
케이션은 지도자 신뢰와 유의미한 상관이 성립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운동지속의도와는 비언어적커뮤니
케이션의 신체언어와 유사언어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공간적 행위와 신체적 외양은 관계 성림
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도자 신
뢰는 운동지속의도와 상관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2와 같다.

3.2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지도자 신뢰의 중다회
귀분석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지도자 신뢰의 중다회귀분
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으며, 비언어적 커뮤니케

이션의 신체언어(β=.235, t=3.904)와 유사언어(β=.180, 
t=3.064)는 지도자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간적 행위와 신체적 외양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지도자 신뢰와 운동지속의도의 단순회귀분석
지도자 신뢰와 운동지속의도의 단순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이 나타났으며, 지도자 신뢰(β=.559, 
t=10.972)는 운동지속의도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4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지속의도의 중다
회귀분석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지속의도의 중다회귀분
석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으며, 비언어적커뮤니케
이션이 운동지속의도에 대한 영향력은 신체언어(β=.227, 
t=3.558)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간적 행위, 
유사언어 및 신체적 외양은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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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이 연구는 스쿠버다이빙 참여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
이션과 지도자 신뢰 및 운동지속의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고, 변인 간 분석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지도자 신뢰의 중다회
귀분석 결과, 신체언어와 유사언어는 지도자신뢰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간행위와 신체외양
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Kim 등[15]의 연구에서 특히 신
체외양은 전문적인 지식 전달의 교육상황에서 외양성이 
지도자의 자질이나 역량을 평가하는데 부수적이기 때문
에 신뢰형성에 중대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는 인지적 차
원과 정서적·감정적 차원의 정보들은 신뢰형성에 호의적
으로 작용하지만 이미지 자체만으로는 신뢰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와 달리 Park and Kim[17]은 요
가 수련환경에서 신체적 외양이 지도자에 대한 신뢰형성
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필라테스, 요가
와 같이 GX운동의 경우 건강추구와 더불어 신체적 외양
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거나 지도 전·중·후에 공간 활용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의 공간행위와 신체외양의 지도자 행동이 신뢰구축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스쿠버다이빙의 지도
환경은 GX계열 프로그램들과 달리 대단위 적이지 않으
며, 수중에서의 제한된 의사전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스쿠버다이빙의 특성상 지도자의 외모보다는 안
전한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타 운동 프로그
램들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도자 신뢰와 운동지속의도의 단순회귀분석 결
과, 지도자 신뢰는 운동지속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신뢰는 원활한 상호작용에 의해 학습에 대한 흥미
를 가지고 참여욕구를 지속시키는 것으로 지적인 행동의
사의 예언변인이다[10]. 지도자의 믿음이 높을수록 효과
적인 지도와 집중, 재미 등의 경험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운동참여에 대한 탐색이 증가시킬 수 있다. 

Kim[21]은 선수와 지도자의 불화에 따른 불신은 운동 
중도포기를 유발하기 때문에 지도자-선수 간에 신뢰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서 운동을 지속하는 원동력이라 하
였고, Oh 등[19] 은 스쿠버다이빙은 위험 인식과 위험 
요소가 신뢰형성에 관여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지각 요
인의 관리를 통한 신뢰형성이 재참여의도를 높일 수 있

다고 하였다. 스쿠버다이빙 경력과 수준에 따라서 참여자
들의 위험지각 수준과 요인들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
여자 수준과 개인차 수준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적인 심적 
상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지도프로그램과 교수행동을 
수립한다면 우호적인 신뢰형성을 통해 참여의도를 지속
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지속의도의 단순
회귀분석 결과, 신체언어는 운동지속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간행위, 유사언어 및 
신체외양은 운동지속의도에 유의미하지 않았다. Choi 
and Nam[24]은 스포츠종목별 특성에 따라서 지도방식
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참여만족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지속의도 연구는 신체외
양과 유사언어 그리고 신체언어[10]는 지속의도를 예언
하거나 유사언어[9,11,29] 및 공간적 행위[30]만이 지속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상
황이 갈등을 유발하면 왜곡과 부인의 불안을 증가시키기 
때문에[31]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을 경
우 행동촉발이 거부될 수 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중 신체언어는 온화함이나 냉정함의 감정적인 거리감을 
표현하며[32], 정보전달과 주의, 관심의 교환[7]을 나타
내는데 지도자의 신체언어가 긍정적으로 인식되지 않을 
경우 갈등유발을 통해 의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스쿠버다이빙과 같이 수중에서 제한적인 의사소통으
로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비언어적인 소통은 신체언어 방
식이 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체언어 방식의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역기능을 부각시키면 참여자는 
안전과 결부되어짐으로서 참여의사를 부적화 할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정서표현 양식은 사회적 능력을 증가시
켜 특정 활동에 대한 탐색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불편함을 지각하도록 한다면 수행
자의 목표추구를 방해하여 생산적이고, 발달지향적인 행
동을 저지시킨다. 그러므로 스쿠버다이빙 지도자들은 긍
정적인 신체언어의 전달을 통해 안정적인 감정지각을 극
대화하여 참여의도를 지속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지도자 신뢰 및 
참여지속의도의 관계를 분석하여 스쿠버다이빙 참여자의 
지속적인 참여에 대한 인지적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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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변인 간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결과를 도출
하였다.

첫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신체언어와 유사언어
는 지도자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공간적 행위와 신체외양은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도자 신뢰는 참여지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참여지속의도의 관계에서 공간적 행위, 
유사언어 및 신체외양은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신체언어만이 참여지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스쿠버다이빙 지도자들은 
제스처나 표정, 미소 등의 신체언어를 통해 감정적인 의
사전달이 원활할 때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참여자들의 적
극적인 참여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영속적
인 참여의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음고의 전달 상태를 
명확하게 하여 감정인식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가능하도
록 함과 동시에 신체언어의 긍정적인 응대로 신뢰를 강
화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운동지속의도의 관계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이러한 결과에 반대의견을 제기하는[11,12,14] 연
구들이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운동지속의도에 대한 판별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양변인의 투입을 통해 운동참여 
효과를 비교 및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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