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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스스포츠 참여 노인을 상으로 참여 동기와 심리  행복감 그리고 참여지속의도와의 계

를 규명하여 스스포츠 참여를 유도하고, 노인들의 지속 인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시키

고자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연구의 자료를 확보하기 하여 라북도 J시와 K시에 소재한 노인복지회

과 보건소에서 스스포츠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263명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으며, 설문지 

 부 하거나 미완성 된 질문 응답지 14부를 제외하고 최종분석 자료는 249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수

집된 설문지는 통계 로그램인 SPSS Version 18.0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자료 분석 방법은 

탐색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 계 분석  다 회귀분석,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상의 

연구 차와 자료 분석결과를 기 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 참여 동기의 하

요인 건강지향과 취미오락지향은 심리  행복감의 하 요인 성취감과 만족감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 동기의 하 요인 건강지향과 취미오락지향은 참여지속의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리  행복감의 하 요인 성취감, 만족감은 참여지속

의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심리  행복감은 참여 동기와 참여지속의

도의 향상을 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참여 동기∣심리적 행복감∣참여지속의도∣댄스스포츠∣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psychological 

euphoria and adherence intention in elders. To achieve this purpos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sampled 249 dancesports participant from J and K city in Jeonbuk.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s which were used by preceding study. The factor analysis 

method was used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motivation(health, hobby) 

had positive effects on psychological euphoria(accomplishment, satisfaction). Second, 

motivation(health, hobby) had positive effects on adherence intention. Third, psychological 

euphoria(accomplishment, satisfaction) had positive effects on adherence intention. Forth, 

psychological euphoria mediated between motivation and adherenc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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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회는 2012년 6월 23일 오후 7시를 기 으로 

5,000만 명을 돌 하 지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00년에 7.2%에서 2017년에는 14.0%로 변하면서 고령

화 사회(aging society)로, 2026년에는 20.8%로 인구 10명

 2명이 노인이 되는 고령화 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1]. 이에 정부에서는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 패턴 정립과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보장 책을 마련하는 ‘100세 시  로젝트’[2]를 

노인보건복지 시책의 주요 과제 의 하나로 삼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변화는 그에 한 비

가 갖추어져 있다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

지만, 고령화 사회에 비하는 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며,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여가활

동 로그램이 아직까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다[3]. 

이와 같은 고령화 사회 속에서 성공 인 노화를 해

서는 단순한 생존이나 수명연장에 역 을 두는 것이 아

닌 인간이 리는 삶의 질 인 측면이 더 요하게 고

려되어야 하며, 노인의 삶의 질 유지와 개선을 한 정

책  방안들이 논의 되어져야한다[4][5].

이에 따라 노인들은  사회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

기 하여 건강과 수명연장을 높이기 한 건강지향

인 여가활동의 참여를 하고 있다. 

노인들의 운동참여는 생리 , 신체 , 심리  기능의 

약화로 새로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노년기에 있

어서 행복하고 바람직한 삶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

이고 필수 인 요소이며[5], 운동참여는 노인의 자신의 

역할 상실로 인한 고독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자기존

과 자아실 의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서 자기개념의 확

립  생활만족, 행복감 등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6].

요즘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신체  여가 활동 

 하나로 가벼운 강도의 크리에이션  신체활동을 

가미한 스스포츠는 특별한 기구를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후나 계 과 같은 외부환경과 계없이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로서[8] 바른 자세의 유지

에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체력유지  향상, 건

한 여가활동, 사회·정서  안정, 삶의 질의 향상에도 도

움을 다. 특히 여가활동을 통한 단체 활동은 고독감

과 소외감을 해소시켜 사회 응에 도움을  수 있으므

로 노인들에게 단체 활동을 극 으로 권장하여야 한

다[9]. 스스포츠와 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연령

과 성별의 제한 없이, 모든 사람에게 사회생활을 윤택

하게 해주고 정신  건강과 이기심을 제거해주며 기쁨

과 즐거움을 소생시켜  뿐만 아니라, 정서 으로도 안

정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10].

노인들의 여가활동의 참여는 분명 노년기의 응과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매우 요한 요인으로서, 건강

리, 인간 계, 자기개발 등의 다양한 동기로 하여  

선택을 하게 된다.

라해근, 하규수[11]는 노년기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

도간의 계에서 노인의 여가활동의 참여정도는 삶에 

한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김남희, 

최수일[12]는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따라 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있다고 하 다. 그러나 이러한 여가활

동은 지속 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참여활동  

자신에게 맞지 않다는 이유나 환경  향, 개인  

향 사회  향 등에 의해 활동을 도 포기하는 경우

도 생기게 된다[13][14].

운동수행에서 참여 동기와 미래에도 지속 으로 참

가할 것인가를 악하는 것은 요한 과제 의 하나이

며, 이러한 참여지속 행동과 련하여 보고된 연구들은 

실제 운동에 지속 으로 참여하여 왔던 참여자의 경우 

정  정서가 높다고 하 으며[15][16], 국내에서도 최

근 참여 동기와 지속 인 참여의도에 한 연구[17][18]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지속 인 운동이 참

여자의 자 심에 더욱더 큰 효과를 미치며, 지속 인 

운동의 참여는 신체와 련된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신체  자기 개념의 변화가 감성 , 사회 , 인지  자

기개념과 상호작용하여 반 인 자기개념의 발달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즉, 참여 동기를 분석하는 것

은 연령, 성별, 특정 종목의 스포츠 활동 참여 이유나 지

속  참여 그리고 생활만족이나 자아존 감 등의 련 

변인과의 계를 악하는데 매우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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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에 처해있는 노인들은 자신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느냐 하는 삶의 질에 을 두고 있으며, 성공

인 노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많은 노

력들이 시도되어왔다[19]. 그  심리  행복감, 생활만

족이 성공 인 노화의 주요 종속변인으로 보고되어왔

다.

심리  행복감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통합되

어 나타나는 정 인 인지 ·정서  상태이며, 능동

인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운동 후에 반복 으

로 보고하는 정서  반응 의 하나로 쾌락  즐거움 

는 감정호 사상이라고 하 다[20].

따라서 심리  행복감은 노인들의 성공 인 노화를 

한 요한 요인으로서, 참여지속의도에 향을 미치

는 변수의 정 인 요인으로 참여 동기의 향을 받는 

동시에 참여지속의도를 향상시키는 경로로 존재할 것

으로 상할 수 있다. 즉, 심리  행복감은 참여지속의

도를 설명하는데 주요한 변수로 작용될 수 있음을 측

할 수 있다.

심리  행복감과 련된 운동 련 연구들은 운동 

로그램의 참여를 통하여 노인들은 심리  안정감을 가

지며 이는 곧 심리  행복감을 경험하게 되며 운동 련 

활동이 심리  행복감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하고 있다[21][2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여 동기와 참여지속의

도의 상호 계는 매우 정  계가 될 수 있다는 

측아래 스스포츠 참여 노인들의 심리  상태를 악

할 수 있는 연구 문제의 설정은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스스포츠 참여 노인들의 참여 동기 향상

과 참여지속의도를 유도하기 해서 참여 동기의 유형

과 참여지속의도를 높이기 한 다양한 략  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심리  행복감의 매개변인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스포츠 참여 노인들을 

상으로 참여 동기가 참여지속의도에 어떠한 향을 주

는가에 한 분석과 심리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규명

하여 스스포츠 참여의 활성화 방안의 기 자료를 제

공하여 스스포츠 참여를 유도하고, 노인들의 지속

인 참여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하게 하

고자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1.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스스포츠 참여 노인을 상으로 참여 동

기의 유형과 심리  행복감  참여지속의도의 계를 

실증 으로 분석함으로서 스스포츠 참여의 활성화 

방안의 기 자료를 제공하며 스스포츠 참여를 유도

하고, 노인들의 지속 인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하게 하고자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와 같

은 연구의 목 을 규명하기 한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참여 동기는 심리  행복감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참여 동기는 참여지속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심리  행복감은 참여지속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참여 동기와 참여지속의도의 향 계에 

서 심리  행복감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표집
본 연구는 2012년 라북도 J시와 K시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회 과 보건소에서 스스포츠 참여 노

인을 연구 상으로 설정하 다. 표집방법은 편의표본

추출법(convenient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총 

263명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으며, 이  질문문

항에 올바르게 응답하지 않은 14부를 제외하고 최종분

석 자료는 249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최종분석에 사

용된 연구 상자의 구체 인 인  사항은 [표 1]에 제

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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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특성 수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12 45.0
여 137 55.0

연령
60세 - 65세이하 40 16.1
66세 - 70세이하 116 46.6
71세이상 93 37.3

참여경력 

6개월이하 10 4.0
6.1개월 - 1년이하 44 17.7
1.1년 - 2년이하 52 20.9
2.1년이상 143 57.4

주당
참여횟수

2회 이하 121 48.6
2.1회이상 - 5회이하 96 38.6
5.1회이상 32 12.9

참여시간 
1시간이하 9 3.6
1.1시간이상 - 2시간이하 205 82.3
2.1시간 이상 35 14.1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국내 선행연구에서 

신뢰도  타당도 검증을 거친 구조화된 설문을 바탕으

로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하 다. 

개인  특성(5문항), 참여 동기(14문항), 심리  행복감

(20문항), 참여지속의도 (6문항)으로 총 45문항으로 구

성하 다. 각 문항은 ‘매우 그 다’(5 ) ‘  그 지 않

다’(1 )까지 5  리커트(Likert)척도로 구성하 으며, 

구체 인 설문지의 요인별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참여동기
스스포츠 참여 동기의 측정은 Iso-Ahola & 

Allen[23]이 개발한 스포츠 참여 동기에 한 질문지를 

이철화[24]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2) 심리적 행복감
심리  행복감과 련된 척도는 양명환[25] 박승찬

[26] 등이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3) 참여지속의도
참여지속의도 척도는 정용각[27]이 발표한 척도로 

재 참여하고 있는 운동에 한 지속의도에 련된 문항

을 본 연구에 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3. 조사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배포  회수는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 걸쳐 실시하 다. 스스포츠 참여 동

기, 심리  행복감 그리고 참여지속의도의 계를 검증하

기 하여 본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들이 연구의 목 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기평가 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을 이용하 다. 혼자 기입 할 수 없는 노인 분들

과 시력과 청각이 약한 노인 분들은 보조 연구자들이 

설문지를 읽어주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연

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 다. 설문지는 작성

이 끝난 직후 바로 수거하 다.

4.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 18.0 로그램을 사

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기법으로 처리하 다

첫째, 인구통계학  특성의 분류를 하여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과 측정변인의 타당화를 하여 

탐색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동일한 집단으로 분

리된 요인들의 신뢰성 검증을 하여 Cronbach'α 계수

를 산출하 다. 둘째,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에 변인간

의 계를 알아보기 해 변인 간 상 계분석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셋째, 참여 동기, 

심리  행복감, 참여지속의도의 향을 규명하기 하

여 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

시하 다. 넷째, 참여 동기가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향 계에서 심리  행복감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매개변수 효과 검증을 하여 3단계 매개회귀분석

(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i)을 실시하

다.

5. 측정척도의 평가
5.1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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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요인 1 고유값 분산율 (%) 분산율 (%) 신뢰도

참여동기

가정
지향 

7 여가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댄스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827

2.29 20.86 20.86 .78610 가족이 함께 댄스스포츠를 하면 가족들 상호간에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821

14 가족의 화합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546

건강
지향 

8 운동 부족을 느껴서 .794
1.92 17.52 38.39 .7839 체력 및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해서 .764

4 비만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 .608
사교
지향

6 친구나 동료 간의 우정관계의 증진을 위해서 .749
1.46 13.33 51.72 .799

5 댄스스포츠를 함으로써 사람들을 쉽게 사귈 수 있어서 .695

취미
오락
지향

3 댄스스포츠를 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지기 때문에 .746
1.38 12.60 64.33 .6492 기술 향상에 따른 기쁨 때문에 문항 .675

1 기분전환을 위해서 문항 .470

심리적
행복감

성취감 

3 나는 어떤 활동이나 활동자체에 몰두한다 .809

2.87 31.95 31.95 .741
5 나는 모든 활동에서 성취감을 느낀다 .790
1 나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즐거움을 느낀다 .745
4 나는 항상 모든 일에 명확한 목표를 가진다 .627

만족감

9 나는 항상 정신집중이 잘 된다 .820

2.69 29.95 61.90 .864
8 나는 모든 일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680
15 나는 지금 가장 행복하다고 느낀다 .662
7 나는 항상 모든 일에 만족감을 느낀다 .618
2 나는 모든 일을 할 때 흥에 도취한다 .617

참여지속
의도

지속
의도

2 댄스스포츠는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916

2.77 69.28 69.28 .828
1 나는 댄스스포츠를 계속할 것이다 .883
5 나는 시간만 있으면 댄스스포츠를 하고 싶다 .803
3 나는 어떤 경우라도 댄스스포츠를 계속하고 싶다 .712

표 2. 참여 동기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본 연구에서는 요인추출모델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사용하 으며, 요인 재치의 

단순화를 하여 회 방법은 직각회 방법(orthogonal 

rotation)  베리멕스(varimax)를 이용하 다. 본 연구

에서의 문항의 선택기 은 고유값(eigen value) 1.0이

상, 요인 재치 .60 이상을 기 으로 하 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 동기 14개의 문항에 

하여 요인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고유치가 1.0이상

은 총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각 요인은 부하량이 

.40이상인 것만을 추출한 것이다. 4개 요인의 공통 변량

은 총 64.33%로 나타났으며, 추출된 요인은 가정지향, 

건강지향, 사교지향, 취미오락지향으로 명명하 다.

참여 동기의 하 요인인 가정지향은, 가족 구성원간

의 화목을 도모하려는 형태의 참여 동기를 의미하며, 

건강지향은 참여목 을 개인의 건강과 체력의 유지 증

진을 한 형태의 참여 동기를 의미한다. 사교지향은 

스스포츠 참여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을 사귀거나 동료들 

간의 우의 증진 등 인 계의 개선의 도움을 한 참여

의 형태이며, 취미오락지향은 자유 시간에 자발 으로 

참여하여 여가 활동 그 자체가 목 인 형태이다[25].

기본 인 연구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들에 한 

측정항목들의 alpha값은 가정지향 .786(3문항), 건강지

향 .783(3문항), 사교지향 .799(2문항), 취미오락지향 

.649(3문항)으로 분석되었다. 결과 으로 설문지에 

한 체 인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a=.649

∼.799로 나타나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한 항목들

의 신뢰성은 비교  높다고 단할 수 있다. 

한편 심리  행복감은 20개의 문항에 하여 요인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고유치가 1.0이상은 총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각 요인은 부하량이 .40이상인 것만을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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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2개 요인의 공통 변량은 총 61.90%로 나타났

으며, 추출된 요인은 성취감, 만족감으로 명명하 다.

심리  행복감의 하 요인 성취감은 반 인 삶의 

일에 하여 자신의 능력에 한 확신이나 장애에 직면

하여 그 활동에 한 성취를 통해 나타나는 정 인 

정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만족감은 삶의 질에 한 

만족정도로 정의 될 수 있다.

기본 인 연구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들에 한 

측정항목들의 alpha값은 성취감 .741(4문항), 만족감 

.864(5문항)으로 분석되었다. 결과 으로 설문지에 

한 체 인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a=.741

∼.864로 나타나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한 항목들

의 신뢰성은 비교  높다고 단할 수 있다. 

참여지속의도 6개의 문항에 하여 단일요인으로 요

인분석의 설명된 총 분산은 69.28%로 나타났다.

Ⅲ. 연구 결과 

1. 상관관계 분석결과
스스포츠의 참여 동기와 심리  행복감, 참여지속

의도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하여 피어슨(Pearson)

의 상 계 검정 방법을 통하여 상 계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상관관계 분석결과 

변수 1 2 3 4 5 6 7

1. 가정지향 1
2. 건강지향 .271** 1
3. 사교지향 .488** .428** 1
4. 취미오락

지향 .263** .342** .402** 1

5. 성취감 .160* .504** .263** .065 1
6. 만족감 .116 .558** .254** .381** .643** 1
7. 참여지속 .154* .439** .247** .005 .478** .446** 1
평    균 
표준편차 

3.5349
.89916

4.3561
.67397

3.8273
.75020

3.6774
.86337

4.2751
.60627

4.0450
.62313

4.5562
.5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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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에 의하면 변수들 간에는 유의수  p<.05와 

p<.01 이하에서 상 계(r= .446～.271)가 나타나 유의

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변인의 

하 요인들 간의 모든 상 계 계수는 다 공선성

(multicollinearity)의 기 인 .80보다 작으므로 다 공

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 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i)이 가능하리라 단된다. 

2. 참여 동기와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
참여 동기가 심리  행복감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

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참여 동기가 성취감에 미치는 영향 검정결과 

독립변수 
성취감 

b β t

(상수) 2.318 9.645
가정지향 .006 .009 .138
건강지향 .458 .509 8.255***
사교지향 .090 .111 1.612

취미오락지향 .108 .155 2.536**
R2/F .279/23.492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참여 동기의 하 요인 

건강지향은 p<.001 수 에서 심리  행복감의 하 요인 

성취감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취미오락지향 은 p<.01 수 에서 성취감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반해 참여 동기의 하 요인 가정지향(β=.009)과 사교

지향(β=.111)은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감에 미치는 참여 동기의 하 요인은 건강지향(β

=.509), 취미오락지향 (β=.155)순으로 향을 나타났으

며 성취감에 한 참여 동기의 측값은 27.9%(R
2=.279) 

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표 5. 참여 동기가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검정결과  

독립변수 
만족감

b β t

(상수) 1.631 6.990
가정지향 -.049 -.071 -1.199
건강지향 .469 .507 8.714***
사교지향 -.021 -.025 -.388

취미오락지향 .170 .236 4.101***
R2/F .358/3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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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참여 동기의 하 요인 

건강지향과 취미오락지향 은 p<.001 수 에서 심리  

행복감의 하 요인 만족감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참여 동기의 하 요인 가정지향(β=-.071)

과 사교지향(β=-.025)은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만족감에 미치는 참여 동기의 하 요인은 건강

지향(β=.507), 취미오락지향 (β=.236)순으로 향을 나

타났으며 만족감에 한 참여 동기의 측값은 

35.8%(R
2=.358)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3. 참여 동기와 참여지속의도와 관계
참여 동기가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

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참여 동기의 하 요인 

건강지향은 p<.001 수 에서 참여지속의도에 통계 으

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미오락

지향 은 p<.01 수 에서 참여지속의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참여 동기가 참여지속에 미치는 영향 검정결과

독립변수 
참여지속의도

b β t

(상수) 3.047 13.564
가정지향 .017 .028 .430
건강지향 .365 .449 7.045***
사교지향 .088 .120 1.692

취미오락지향  .130 .205 3.260**
R2/F .230/18.097

이에 반해 참여 동기의 하 요인 가정지향(β=-.028)

과 사교지향(β=.120)은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참여 동기의 하 요인

은 건강지향(β=.449), 취미오락지향 (β=.205)순으로 

향을 나타났으며 참여지속의도에 한 참여 동기의 

측값은 23.0%(R2=.230)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4. 심리적 행복감과 참여지속의도의 관계
심리  행복감이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향을 살

펴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심리적 행복감이 참여지속에 미치는 영향 검정결과

독립변수 
참여지속의도

b β t

(상수) 2.455 10.805
성취감 .295 .326 4.563***
만족감 .208 .236 3.304***
R2/F .261/43.543

[표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심리  행복감의 하

요인 성취감, 만족감은 p<.001 수 에서 참여지속의도

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심리  행복감의 하 요인은 

성취감(β=.326), 만족감(β=.236)순으로 향을 나타났

으며 참여지속의도에 한 심리  행복감의 측값은 

26.1%(R2=.26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5. 심리적 행복감의 매개효과 검증
참여 동기가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향 계에서 심

리  행복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하여 3단계 매개희귀

분석을 실시하 으며, 분석의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심리적 행복감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독립/매개/
종속별 

매개효과
검정단계 

β t R
2 매개효과

유무

참여동기
심리적행복감 
지속의도

단계 1 .428 7.433*** .183

유
단계 2 .264 4.300*** .070
단계 3
(독립) .058 2.946***

.260
단계3
(매개) .483 7.946***

***p<.001

[표 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참여 동기

가 매개변인 심리  행복감에 미치는 향력이 통계

으로 유의하 고 (β=.428, p<.001), 참여 동기가 종속변

인인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향력도 통계 으로 유

의하 다(β=.264, p<.001).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

개변인 심리  행복감이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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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유의하 으며(β=.058, p<.001) 참여 동기가 참여지

속의도에 미치는 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β=.264)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어들었다(β=.058). 따라서 심리  

행복감은 참여 동기와 참여지속의도의 계에서 매개효

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참여지속의도에 

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R
2값은 1단계 18.3%(R2=.183)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고, 2단계에서는 7%(R2=.070), 3

단계 26%(R
2=.260)의 설명력을 제시하고 있다.

Ⅳ. 논의

심리  행복감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의 측면에

서 요하게 작용하는 변인으로서 노인들의 생활만족

도에 향을 주는 선행요소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에서 본 연구는 스스포츠 참여 노인들을 상으로 

참여 동기, 심리  행복감, 참여지속의도에 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의 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검토해 보았으며, 결과를 토 로 보다 구체 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1. 참여 동기와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참여 동기의 하 요인 건강지

향과 취미 오락지향은 심리  행복감의 하 요인 성취

감과 만족감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참여 동기의 하 요인 가정지

향과 사교지향은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은 자신의 건강과 취미활동으

로 스스포츠에 참여함으로서 자기 신체의 건강과 여

가의 활용을 얻게 되며 나아가 심리  행복감이 커진다

는 것으로 단된다. 즉, 노인들은 체 으로 신체 인 

체력의 하로 인한 운동능력의 감소를 최소화하기 

하여, 는 여가를 활용하기 하여 스스포츠에 참여

하게 되며 참여를 통하여 노인들은 심리  안정감을 가

지고 나아가 심리  행복감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

다. 이와 상반된 가정지향과 사교지향에 한 결과에 

해서 추론해 본다면 가정지향의 설문지 문항을 살펴

보면 ‘여가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스스포츠를 하기 

해서나’, ‘가족이 함께 스스포츠를 하면 가족들 상

호간에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족

의 화합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등의 문항들로 이루어

졌다.  사회의 가정의 형태에서 비롯된 핵가족 화, 개

인주의  경제  활동으로 인한 가족의 화합과 친목의 

시간  여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서 비롯된 상

으로 악되며, 사교지향의 참여 동기는 스스포츠의 

특성상 트 쉽의 계가 먼  우선 으로 해결되는 

것이 스스포츠에 참여가 자연스럽게 유도됨에 따라 

타인과의 사교의 목 보다 트 와의 트 쉽을 더 

우선 으로 지향하는 것으로 추론해 본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노인들의 운동의 참여 즉, 

스스포츠의 참여는 건강을 추구하기 한 선택과 참

여 자체에서 오는 취미 오락의 즐거운 경험을 추구하려

는 특성을 제로 하는 것으로 악된다.

선행연구와 지지여부를 살펴보면 석미란[7]은 운동

참여를 통하여 자신의 역할 상실로 인한 고독감을 해소

하고 나아가 자기존 과 자아실 의 기회를 제공받음

으로서 생활만족, 심리  행복감을 경험하게 되며, 김수

연[28]은 휘트니스 참여 동기와 만족도에서 외 과시가 

높을수록 자신감이 커짐으로서 심리 으로 안정을 갖

게 되며, 나아가 만족감도 커진다고 하 다. 이와 함께 

정의석[29]은 참여 동기의 외 동기인 건강요인이 높을

수록 심리  만족도가 높아지며, 이순림[30]은 여성

스스포츠 참여자들을 상으로 심리  행복감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됨에 따라 노인들의 참여 

동기의 건강지향과 취미오락 지향이 심리  행복감에 

한 계가 있다는 에서 본 연구를 지지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신체  자기개념이 심리  행복감에 유의

한 향을 미치는 연구[26], 스포츠의 참여를 통하여 불

안이나 우울증을 감소시켜 행복감을 높여 다는 연구

[31][32], 생활무용 참가자의 내 동기가 높으면 신체

, 사회 , 환경 , 정서  만족이 높아지고, 외  동기

가 높으면 사회 , 환경  만족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연구[33]는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 으로 뒷받침해 주

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생활체육활동에 극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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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참가한 사람들은 신체 , 정신 , 사회  가치와 효

능에 만족해서 자기 존 감을 높이며 더 나아가 심리  

행복감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34].

이와 같이 스스포츠 참여 노인들의 스포츠 활동의 

특성을 볼 때, 신체 인 특성의 정 인 변화나 건강

유지와 같은 신체  요소가 스스포츠 참여 노인들의 

심리  행복감을 높여주는 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유추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들이 스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한 체력 향상과 심리 인 만족의 체험을 하

도록 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삶을 

하고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단된다. 

2. 참여 동기와 참여지속의도와 관계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참여 동기의 하 요인 건강지

향과 취미오락지향은 참여지속의도에 통계 으로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참여 동

기의 하 요인 가정지향과 사교지향은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들의 스스포츠 지속의도를 

증진시켜주는 동기유발 인 힘이 바로 건강이며, 건강

은 참가지속에 한 실제  행동과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단되며, 참여 동기

에 따라 지속성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참여 동기의 내 동기 즉, 활동 

속에서의 즐거움과 만족감 등을 얻었을 때 외  보상이 

오지 않더라도 자발 인 행동을 수행하며[35] 목 을 

한 수단으로의 외  동기도 사회 인 인정이나 건강

과 체력 등의 외 인 이유들 한 지속성에 향을 미

친다는 연구들은[36]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다. 

한편 양명환[37]은 직장인들의 운동 참여 동기, 참여

제약, 지속의도  참여수 간의 계에서 참여 동기 

하 요인인 내 동기(즐거움, 자극추구), 외 동기(건

강, 체력)가 지속의도에 직  향이 있다고 보고하

으며, 정용각[27]은 여가활동의 참가 동기는 참가지

속의도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이와 함께 양명

환[34]은 마라톤 회 참여 동기가 참여만족에 유의하

게 향력을 행사하며, 김주희[38]는 학교양 골 수

업 참가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참여 동기  즐거

움, 운동기술, 사회 계, 건강증진이 운동지속의사에 유

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동기는 

참여만족을 매개로 재 참여의도에 간 인 인과 계

가 있다고 밝힘으로서 참가동기와 지속의도와 한 

계가 있다는 에서 본 연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반면 참가동기의 하 요인 즐거운 지향은 지속 인 

활동에 여를 진시켜주며, 즐거움의 지향정도가 결

국 참여자로 하여  스포츠 로그램으로부터의 탈퇴

를 가름하는 요한 원인으로 작용되지만 본 연구에서

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 수[39]는 스포츠 참여 동기의 내 동기를 나타내

는 기술발달, 즐거움 요인이 외  동기 요인 사교, 체력/

건강, 외 과시, 여가활동 요인보다 스포츠 몰입에 요

한 변수로 작용하며, 최성훈, 김재운[40]은 테니스 참가

자의 참여 동기  내  동기는 지속의도에 향을 미

쳤으며, 선희[41]는 스스포츠 참가의 사교지향이 

운동지속에 정 인 향을 다는 연구는 본 연구결

과와 다소 상반된 연구결과이다. 

특히 가정지향과 사교지향의 지속의도와의 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본 연구의 결과에 해 추

론해 볼 때 본 연구 상자의 모집단이 65세 이상의 노

인을 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악해볼 수 있으며, 

노인들은 특성상 자발  참여나 활동자체에 한 자기

만족이나 즐거움보다 건강을 최우선의 비 으로 두기 

때문으로 건강추구와 함께 여된 여가활동에서 참가

지속을 진시켜 다고 단된다. 

따라서 노인들의 참여 동기의 건강지향과 취미오락

지향을 자극한 능동 인 참여유도가 최우선 으로 선

행되어야 함을 입증하여 다. 

3. 심리적 행복감과 참여지속의도의 관계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리  행복감의 하 요인 성

취감, 만족감은 참여지속의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스스포츠 활동참여

는 삶의 질  향상을 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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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으며, 심리  행복감은 노인들의 스스포

츠 참여를 계속 으로 유지하게 하는 요한 요인으로

서 그 역할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와 지지여부를 살펴보면 이상덕[42]은 노인

들의 심리  행복감이 지속의도에 정 인 향을 미

치며, 임승 [43]은 노인들의 스포츠 활동을 통하

여 생활의 만족감, 행복감의 증진, 심리  안녕으로 웰

빙의 생활이 삶의 질 개선에 효과가 있고 이를 통해 지

속 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기철, 안창규[44]는 여가만

족은 여가스포츠 활동의 참가를 지속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를 부분 으

로 지지해주고 있다. 즉, 노인들의 정서 , 정신 인 안

정, 만족감과 같은 심리 인 요인들이 스포츠 참여를 

지속시키거나 참여를 계속 으로 유도하는 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와 같은 선행연구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심리  행

복감과 운동지속이 유의한 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여

가를 통해 형성된 만족감이 행동의도로 연결된다는 

에서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심리  행복감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통합되

어 나타나는 정 인 인지 , 정서  상태로서 개 

능동 인 신체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운동 후에 반복

으로 보고하는 정서  반응 의 하나인 쾌락  즐거

움 는 감정 호  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45]. 따라

서 결국 스포츠 활동에 지속 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은 

주 인 행복감과 만족감을 획득하는데 가장 큰 기여

를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노인들은 자신의 행복감이 충

만하면, 재하고 있는 여가활동 참여에 정 으로 받

아들이고 결국 지속 인 지속의도를 한다는 것으로 해

석되어진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노인들의 가장 높은 심

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건강에 한 문제이

며, 노인의 스스포츠의 참여는 여가 선용뿐만 아니라 

바로 건강유지 측면에서 시되어야 할 과제이다. 

사회의 고령화 사회는 단순한 생존이나 수명연

장에 역 을 두고 의학  과정에서 벗어나 차츰 인간이 

리는 삶의 질 인 측면이 더 요하게 고려되어야 한

다는 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스스포

츠 참여를 통하여 성취감과 만족감을 경험하도록 그 원인

을 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4. 심리적 행복감의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리  행복감은 참여 동기와 

참여지속의도의 계에 있어서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  행복감은 참여 동기와 참

여지속의도에 매우 요한 요인으로서 참여지속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참여 동기와 참여

지속의도를 연결해 주는 매개변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스포츠 참여 노인들의 참여 동

기의 유형은 심리  행복감을 증가시켜 결국 참여지속

의도를 극 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악된다. 

노인에게 심리  행복은 심리  건강뿐만 아니라 성

공  노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생활만족도, 고독

감, 자아존 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되어 왔다[46]. 

이와 련하여 Layman[47]는 신체와 정신의 통합원리

를 강조하면서 신체활동은 정신건강 향상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고, 개인의 신체능력 증진은 

신체 지각에 정  변화를 일으켜 심리  행복감을 향

상시킨다고 하 으며, 이윤주[48]은 규칙 인 운동습

을 가진 사람들은 정 인 사고와 바른 삶에 한 자

세를 가지고 있어 더 높은 심리  행복감을 느끼고 있

다고 하 다. 이와 련하여 이순림[30]의 연구에서도 

스포츠 참여나 신체활동에 참여한 노인은 그 지 않은 

노인들보다 심리  행복감을 더 느끼며, 정신건강이나 

생활만족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정계순[49]의 연구에서는 심리  행복감은 신체

 자기개념과 생활만족도 변인간의 계에서 부분

인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고, 요한 매개변인으로 보

고함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 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한편 이재주[50]는 생활체육 동호인 련 연구에

서 심리  행복감은 생활만족이 높아짐을 경로모형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심리  행복감은 생활만족

에 향을 주는 주요 인자로 규명함으로서 심리  행복

감이 심리  행복뿐만 아니라 생활만족도, 자아존 감 

등 성공  삶의 질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매우 

요한 역할을 하는 보고는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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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스포츠 참여 노인들은 신체  

단련  자신감을 회복하여 신체  자기개념을 극 화 

시키고, 일상생활에서의 만족감  행복감을 높여, 노인

들 간의 친 한 유 계 유지  일상생활에 한 

반 인 흥미를 높여, 심리  행복감을 극 화 하는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호 결합하여 시 지 효과를 창출

하여 생활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심리  행복감은 스스포

츠 참여 노인들의 참여지속의도에 한 매개변수로서

의 역할을 통해 노인들의 생활만족에 더 큰 향을 미

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스스포츠 참여 노인의 심리  행복감

은 참여 동기와 참여지속의도에 매우 의미 있는 직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스스포츠 참여 

노인들의 꾸 한 참여지속의도를 해 자발 인 참여 

동기와 심리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 인 

스스포츠 로그램의 개발이 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스스포츠 참여 노인을 상으로 스스

포츠의 참여 동기와 심리  행복감 그리고 참여지속의

도와의 계를 규명하여 스스포츠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 인 참여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연구의 자료를 확보하기 하

여 라북도 J시와 K시에 소재한 노인복지회 과 보건

소에서 스스포츠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263

명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으며, 설문지  부

하거나 미완성 된 질문 응답지 14부를 제외하고 최종분

석 자료는 249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수집된 설문지는 통계 로그램인 SPSS Version 

18.0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자료분석 방법

은 탐색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 계 분석  다

회귀분석  3단계 매개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이

상의 연구 차와 자료 분석결과를 기 로 본 연구에서

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 참여 동기의 하 요인 건강지향과 취미오락지

향은 성취감과 만족감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참여 동기의 하 요

인 가정지향과 사교지향은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 동기의 하 요인 건강지향과 취미오락지

향이 참여지속의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리  행복감의 하 요인 성취감과 만족감은 

참여지속의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넷째, 심리  행복감은 참여 동기와 참여지속의도의 

향상을 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스스포츠의 참여 동기와 심리  행복

감  참여지속의도의 계를 규명한 본 연구결과를 토

로 연구의 제한 을 밝힌다. 

첫째, 연구의 상은 J와 K시에 소재되어 있는 노인복

지회 과 보건소에서 스스포츠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을 상으로 한정하 으므로, 본 연구의 결

과를 국의 노인들에게 일반화하기에 제한을 가진다. 

둘째, 연구의 자료 수집을 한 설문지의 작성과 분

석의 과정에서 설문지법의 한계인 응답자의 주  

단에 치우치기 쉽다는 과 응답자의 성실성과 진실성

을 검토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연구의 상을 노인으로 한정하 기 때문에 설

문 작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체계  오차가 발생할 것

으로 단되었다. 이를 최소화하기 해서 설문 문항 

작성과정에서 노인들에게 맞는 단어와 문장을 이용하

고자 하 지만 명확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데 에는 한

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제한 을 토 로 향후 이루어져야 할 연구

과제에 하여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라북도 J시와 K시 노인복지회

과 보건소만을 상으로 하 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지역을 확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스스포츠라는 종목에 해 연구하 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종목을 확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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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셋째, 향후 연구에서는 양 연구와 질  연구를 

병행하여 연구함으로써 보다 심층 인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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