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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1)

현대사회에서 생활체육은 스포츠 참여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생활체육을 주축으로 생활체육 참여자

들은 공동의 경험이나 경계를 재구성하는 상징적인

사회적 행동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의 건강과 화합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되

고 있다 주 회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 2

는 인구는 년 에서 년 로 증가하2000 33.4% 2003 39.8%

였고 년에는 로 증가하였다김양례 김미, 2010 50.3% ( ,

이 논문은 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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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영옥 송홍선 이용식 한태룡 권순용 김정만, , , , , , ,

이와 같은 생활체육 참여 비율의 증가는 생활2010).

체육이 대중문화 및 여가활동에 있어서 적지 않은 부

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규칙적이고 지속적.

인 운동참여 즉 생활체육 참여의 필요성과 그 효과,

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소영호( , 2007).

생활체육 참여자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체육활

동을 통하여 예의 진실 공정 긍정적인 태도 상대방, , , ,

존중 지도력 그룹에서의 협동심 등을 습득한다 또, , .

한 신체 활동에 대한 건전한 반응 건강 상태에 대한,

감사 운동 수행 여가 활동에의 관심과 가치 신체, , ,

활동의 공헌 등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

진다 이처럼 생활체육을 통하여 발생하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통한 정보교류의 활성화 신뢰 규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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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ㄴ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participation in sports for all on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convenience sampling method with the 150 subjects who participated

Sports for All in Seoul and Gyeonggi area. and selected 150 questionnaires excluding 30 unsuitable for the

data. For data analysis was made by SPSS 17.0, perform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model. This analysis reveals that (1) participation eagerness in

sports for all influence on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social capital consist of information

sharing, norms, trust, network) (2) participation period of time and participation frequency in sports for all

don't influence on on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3) socioeconomic background don't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agerness in sports for all.

Keywords: Sports for All, Social capital, participation in sport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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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 관계들에 의해 나타나는 사회적 메커니즘

을 사회자본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연(social capital)

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스포츠 클럽을 중. ,

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독일의 생활체육은 일반인의

생활 속에 자리 잡은 문화적 삶의 한 형태로서 국민,

건강의 증진과 적극적이며 건전한 여가선용의 한 분

야로서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어서 사회적 통합에 기,

여하는 등 사회자본으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송형석( ,

이홍구, 2009).

사회자본이란 경제주체들 간의 신뢰와 다양한 지‘

원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고 정’

의된다 사회의 구성원들은 혈연관계에 포함되는 가.

족 친척과 친구 동창 등의 다양한 타인들과 관계를, ,

형성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지원한다이영찬( ,

김영재 이승석 이와 같이 생활체육은 생활체, , 2009).

육 참여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유지 지속함으로써 보,

이지 않는 자본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자본을 형성

한다.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참여자들 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써 나타나는 새로운 문화를 통

하여 정보공유 신뢰 규범 연결망으로 표현되는 사, , ,

회자본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강효민 박기동( , ,

는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생활체육 참2008)

여활동은 자발성 참여 구성원들 간의 상호관계 신뢰, ,

형성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사회자본이 형성될 수 있는 좋은 장이 된다 우리 사.

회에서 자발적이며 조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생,

활체육의 참여가 사회자본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

는가를 정량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분석 결과의 일반

화를 위한 의미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체육 참여가 사회자본의 형성에 주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이는 생활체육 참여가.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특성을 밝히고 성숙된 사회로,

의 발전에 생활체육이 기여할 수 있음을 보인다.

제 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고 제II ,

장에서는 연구방법으로 연구모형 가설 변수 자료III , , , ,

를 설명한다 제 장에서는 연구결과 연구결과의. IV ,

의의를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제 장은 결론으로 연. ,Ⅴ

구의 요약 기여점 한계점 미래연구의 방향을 포함, , ,

한다.

이론적 배경.Ⅱ
생활체육은 개인적 영역 안에서 각자의 취미 여,

건 그리고 환경에 따라 여가시간을 이용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개인의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신

체적 활동의 의미를 내포한다임번장 또한 생( , 1994). ,

활체육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현대 사회인의 스트,

레스를 완화해줌으로써 신체의 건 강유지 및 증진의

역할을 하고 있다유호 현대인들은 생활체육( , 2011).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서 정보교류의

활성화 신뢰 규범 등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 , .

처럼 생활체육 구성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메커니즘을 사회자본 의 개념으로 설명(social capital)

하려는 연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 의해 발전된 사회자본의 개념은

Bourdieu(1986), Coleman(1988), Fukuyama(1995),

등의 연구에서 다양하게 정의되Putnam(1993, 1995)

고 있다 는 사회자본의 개념을 특정. Bourdieu(1986)

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서 얻게되는 실제적인 또

는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계 즉 지속적인 네크워크의,

소유 정도와 관련된 실제적 혹은 자원의 결합체라고

정의하였다 은 사회자본의 개념을 연. Coleman(1988)

결망 연합 제도 규범 등의 사회구조와 관련되는 구, , ,

조적 측면과 개인이 받아들이는 태도 행동규범 공유, ,

된 가치 상호관계 신뢰와 같은 요소와 관련되는 인, ,

지적 차원 그리고 생산적인 가치를 통해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과 함께 그 속에서 개인

이 특정한 행위를 촉진시키는 가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정의하였다 연결 형태와 규범에 중점을 둔.

의 사회자본 개념은 일련의 공동체의Putnam(1993)

사회적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형성되어 개인과 집단의 발전을 가져오는 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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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두 가지의 가정이 사회자본 개념에 내포되

어 있다 하나는 시민참여의 연결망과 규범이 경험적.

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것들이,

중요한 경제적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즉 사회자본.

은 신뢰 규범 연결망 등과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과, ,

관련되는 것으로 사회구성원의 상호이익을 위해 조정

과 협력을 가능케 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을 강화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는 신뢰를 사회. Fukuyama(1995)

자본을 핵심적 측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신뢰,

는 상호 호혜성 규범 시민적 임무 도덕적 의무 등이, ,

사회의 유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정의하였다.

최근까지의 사회학적 연구영역에서는 설문조사 결

과를 이용하여 사회자본이 거버넌스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이숙종 김희경 최준규 를( , , , 2008)

통하여 사회자본을 신뢰로 유형화하였으며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박희봉 김명환 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참( , , 2000)

여 하나의 요인이 아닌 다양한 요인들의 긴밀한 관,

계가 형성되어야 사회자본의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보

고하고 있다 사회자본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 (Chiesi,

와 사회자본의 공식적 비공식적 패턴에 대한 연2007) /

구 들이 이론적 토대를 제시(Pichler & Wallace, 2007)

하고 있다 유한킴벌리 대전공장 포스코 건강보험심. , ,

사평가원의 활동에 대CoP(Communities of Practice)

한 실증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활동이 사회적CoP

자본과 조직성과에 긍정적이 영향을 준다는 연구김(

동현 김영재 이영찬 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기, , , 2010) .

업 내 구성원들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징이 구성원

들의 의사소통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진동철 홍아정.( , , 2012)

한편 스포츠 분야에서도 사회자본의 형성과 관련

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볼링동호인의 사회.

적 연결망의 정성적 분석최경애 박창범 임수원( , , ,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의 사회연결망에서의2004),

자원교환의 생성과 형태를 정성적으로 분석박창범( ,

임수원 스포츠클럽 활동과 네트워크 공동체, 2005), ,

의식 규범 사회적 적응의 특징을 갖는 구조적 사회, ,

적 자본과 동조 정보공유의 호혜성 신뢰 사회적 배, , ,

타의 특징을 갖는 인지적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특징

을 정성적으로 분석강효민 박기동 지역사회( , , 2008),

생활체육 동호회의 참가정도빈도 강도 경력가 커( , , )

뮤니티 의식욕구 통합 및 충족 구성원 의식 상호영( , ,

향력 정서적 유대감에 주는 영향 조사함경수 최종, ) ( ,

인 스포츠 참여자의 사회자본 척도개발 적용, 2010),

김명준 등의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2006) .

스포츠 분야의 기존연구들은 주로 정성적인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생활체육의 참여가 사회자본 형성

에 주는 영향이나 형성된 사회자본의 특징을 조사하

고 있거나 사회자본보다는 커뮤니티 의식 정보의,

교환관계 신뢰관계 등에 초점을 두고 조사하고 있,

다 이러한 기존연구들은 생활체육 참여가 사회자본.

의 형성과 관련되어 토대가 되는 연구지만 생활체,

육의 참여와 사회자본의 형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

는 연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

체육 참여가 사회자본의 형성에 주는 영향을 정량적

으로 분석한다.

연구방법.Ⅲ
연구모형 및 연구 가설설정1.

본 연구는 생활체육의 참여활동과 정보공유 규범, ,

신뢰 연결망으로 구성된 사회자본 변수를 이용하여,

생활체육 참여가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 < 1>

하였다.

그림 연구모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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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라디오 체조는 기존의 엘리트체육과 다른

생활체육의 유형으로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지역결속(

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

났다재단법인 통계연구회 또한 최근 보이지( , 2009).

않는 자본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자본은 정보공유,

규범 신뢰 연결망 등의 가지의 요인에 의해 예측되, , 4

어 진다박희봉 김명환 김명준 김승현( , , 2001; , 2006; ,

강효민과 박기동 은 지역사회에서 스포츠2008). (2008)

클럽 활동에 참여에 따른 사회자본 형성의 특징에 대

한 연구를 통하여 구조적 사회자본네트워크 공동체( ,

의식 규범 사회적 적응과 인지적 자본인지적 사회, , ) (

적 자본으로서는 동조 정보공유의 호혜성 신뢰 그리, ,

고 사회적 배타으로 규명하였다 김명준 은 스) . (2006)

포츠 참여자의 사회자본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를 통하여 스포츠 활동이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도 사

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통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연구결과박(

희봉 김명환 를 참고하여 성별 연령 직업 소, , 2001) , , ,

득 학력을 이용하였다, .

이러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변수들 간

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생활체육 참여는 사회자본 요소인 정보공1.

유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하위가설 생활체육 참여빈도는 정보공유에1.1.

영향을 줄 것이다.

하위가설 생활체육 참여기간은 정보공유에1.2.

영향을 줄 것이다.

하위가설 생활체육 참여열의는 정보공유에1.3.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생활체육 참여는 사회자본 요소인 규범에2.

영향을 줄 것이다.

하위가설 생활체육 참여빈도는 규범에 영2.1.

향을 줄 것이다.

하위가설 생활체육 참여기간은 규범에 영2.2.

향을 줄 것이다.

하위가설 생활체육 참여열의는 규범에 영향2.3.

을 줄 것이다.

가설 생활체육 참여는 사회자본 요소인 신뢰에3.

영향을 줄 것이다.

하위가설 생활체육 참여빈도는 신뢰에 영향3.1.

을 줄 것이다.

하위가설 생활체육 참여기간은 신뢰에 영향3.2.

을 줄 것이다.

하위가설 생활체육 참여열의는 신뢰에 영향3.3.

을 줄 것이다.

가설 생활체육 참여는 사회자본 요소인 연결망4.

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하위가설 생활체육 참여빈도는 연결망에 영4.1.

향을 줄 것이다.

하위가설 생활체육 참여기간은 연결망에 영4.2.

향을 줄 것이다.

하위가설 생활체육 참여열의는 연결망에 영4.3.

향을 줄 것이다.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2.
설문에서 생활체육의 참여와 관련된 문항은 일본

의 재단법인 통계연구회 에서 조사된 라디오 체(2009)

조 및 커뮤니티지역결속력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기( )

초로 하여 생활체육 참여빈도 생활체육 참여기간 생, ,

활체육 참여열의를 구성하였다부록 참조( ).

기존연구들에서 사회자본은 구성원들 간에 발생되

는 사회적 상호작용 및 관계에 근거한다는데는 의견

이 일치하고 있으나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다양하게 선택되어 이용되고 있다 사회자본의 개념.

을 규범 신뢰 네트워크로 측정박희봉 김명환, , ( , ,

하거나 연결망 규범 신뢰 정보공유 지위향상2001) , , , , ,

으로 측정김명준 하고 있으며 또는 네트워크( , 2006) , ,

규범 제도 신뢰로 측정김승현 하고 있다 본/ , ( , 2008) .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정보공유 규범 신뢰 연결망, , ,

차원에서 측정한다 정보공유는 사회자본에서 정보공.

유의 역할을 하여 정보획득 취업 공동체 동원과 같, ,

은 사회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것을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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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민 박기동 본 연구에서는 문항으로 구( , , 2008), 3

성하였다 규범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시스템 내에서.

의 합의 의 정도를 의미한다(consensus) (Narayan &

내면화 또는 외부적 제재를 통해 지Cassidy 2001).

탱되는 규범은 공공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를 바탕. Narayan & Cassidy(2001)

으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을3 .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개인과 단체생활 공,

공활동에 있어서의 행태 태도 성향에 기초가 되는, ,

통합된 개념 이(Putnam, et al., 1993; Putnam, 1995)

다 신뢰와 관련된 항목은 박희봉과 김명환 김. (2001),

명준 김승현 등을 참고하여 문항으로(2006), (2008) 5

구성하였다 연결망은 개인이나 집단 등 행위자들 간.

의 전체적인 연계형태를 의미한다최영출 누( , 2004).

가 누구에게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관한 관계 구조이

다 본 연구는. Grootaert & Bastelare(2002),

최영출 등을 이용하여 문항을 구Rohe(2004), (2004) 3

성하였다 사회자본 측정 문항들은 리커트 점 척도. 5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1 = , 3 = , 5 = )

로 조사되었다.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된 문항은 생활체육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성별 연령 직업 소득 학, , , ,

력의 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성별은 남녀로 구별5 .

하며 직업군의 데이터는 표본을 다섯 개의 군으로,

나누었다.

실증분석.Ⅳ
표본의 특성 및 상관관계1.

본 연구에서는 생활체육 참여가 사회자본 형성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생활체육배드민턴 축구 등산 야구 볼링 게이트볼( , , , , , )

단체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설문 조사는.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2010 9 1 9 8 ,

자가 생활체육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생활체육 참여

자의 협조를 구한 다음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

문지는 응답자가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는 자기평가

기입법으로 작성되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참가자는 명이었으나 회수150 ,

한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자의 설문 부를 제30

외한 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대상120 .

의 일반적 특성은 표 와 같다 남자는 명< 1> . 78 (65%),

여자는 명이었다 연령별로 대가 명42(35%) . 20 47

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대가 명(39.2%) , 50 23

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직업은 사무직에 종사하(19.2%) .

는 응답자가 명 이었고 학생이 명36 (30.0%) , 34 (28.3%)

이었다 소득별로는 만원이하의 응답자가 명. 99 30

만원 명 만원 명(25.0%), 100-199 28 (23.8%), 200-299 28

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학력별로는 대졸이 명(23.3%) . 58

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가 명 으(48.3%) , 39 (32.5%)

로 그 뒤를 이었다 생활체육의 참여 종목은 배드민.

턴 명 축구 명 등산 명 야구 명 볼링28 , 28 , 14 , 29 , 11

명 그리고 게이트볼 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10 .

통계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되었다 첫째. ,

탐색적 요인분석 을 수행(exploratory factor analysis)

하여 생활체육 참여가 사회자본에 주는 요인을 확인,

하였다 둘째 확인된 요인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

크론바하 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셋째 회귀분석. ,α

으로 생활체육 참여가 사회자본 형성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은 피어슨 상관계수 분석 결과이다 생활체< 2> .

육 참여빈도는 생활체육 참여기간이나 생활체육 참여

열의와 유의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1%

다 생활체육에 장기간 참여한 사람이 자주 참여하였.

다 또한 자주 참여하는 사람이 참여열의가 높았다. .

그러나 생활체육 참여기간과 참여열의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정보공유와 규범 연결망은 의 유의수준에. , 1%

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생활체육 참여열의.

는 사회자본 변수들과 내외의 정의 상관관계를 보0.3

이고 있다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들예를 들어. ( ,

분석 자료에 이상치 없음 설명독립변수의(outlier) , ( )

수와 표본 수의 적정 비율 자료의 선형성과 정규성, ,

잔차 간의 비자기상관성 등)(Hair, et al., 2005; Lee

이 충족됨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기존연& Kim,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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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 분 인원 명( ) 백분율(%)

성별
남성 78 65.0

여성 42 35.0

연령

대20 47 39.2

대30 20 16.7

대40 21 17.5

대50 23 19.2

대 이상60 9 7.5

직업

학생 34 28.3

사무직 36 30.0

전문직 26 21.7

자영업 11 9.2

기타 13 10.8

소득

만원 이하99 30 25.0

만원100-199 28 23.3

만원200-299 28 23.3

만원300-399 14 11.7

만원 이상400 20 16.7

학력

고졸 이하 39 32.5

초대졸 14 11.7

대졸 58 48.3

대학원 이상 9 7.5

생활

체육 종목

배드민턴 28 23.3

축구 28 23.3

등산 14 11.7

야구 29 24.2

볼링 11 9.2

게이트볼 10 8.3

표 응답자의 특성[ 1]

참여빈도 참여기간 참여열의 정보공유 규범 신뢰

참여빈도 1.000

참여기간 0.461** 1.000

참여열의 0.266** 0.086 1.000

정보공유 0.089 0.039 0.487** 1.000

규범 0.209* 0.057 0.260** 0.365** 1.000

신뢰 -0.039 0.058 -0.087 0.000 0.145 1.000

연결망 -0.019 0.024 0.340** 0.253** 0.286** 0.116

*p < 0.1; **p < 0.05

표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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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 방법을 이용하였다(Lee & Kim, 2006) .

그러나 통제변수로 사용되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된 개의 변수들 중 연령 직업 소득의 개의 변5 , , 3

수 간에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하여 본 연구는 변수 제거법 을 사용하(Gujarati, 2003)

여 연령 변수를 제거하였다 표본의 수가 이므로. 120 ,

회귀분석을 위한 독립변수의 수와 표본 수는 이상10

의 적정한 비율 을 유지하고 있다(Hair, et al., 2005)

표 참조(< 4> ).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2..
사회자본 요인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전체 개19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구성에 부적합한 개4

의 측정문항을 제거하고 고유치가 이상의 개 요1.0 4

인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과 같다 요인분석 결과 정보공< 3> . ,

유의 요인 적재량 은 규범(factor loading) 0.789~0.797,

은 신뢰는 연결망은0.642~0.846, 0.820~0.830,

로 나타났으며 고유값 은 각0.767~0.799 , (eigenvalue)

요인별 이상이고 누적 비율은 로 타당1 69.0% (Hair,

하였다 또한 각Anderson, Tatham, and Black, 2005) .

변수의 항목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내는 크론바

하 는 정보공유 규범 신뢰0.724( ), 0.754( ), 0.559( ),α

연결망이었다 일반적으로 크론바하 는 이0.510( ) . 0.7α

상이어야 하며 까지는 좋지는 않지만 수용할 수, 0.5

있다 본 연구에서 연결망 변수와 신(Nunnally, 1978).

신뢰 변수의 크론바하 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수,α

용할 수 있는 신뢰성의 최소 기준인 를 초과한다0.5 .

가설검증 결과3.
표 는 생활체육 참여 변수가 사회자본 형성에< 4>

주는 영향을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생활체육 참.

여열의는 정보공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

으나 생활체육 참여빈도와 참여기간은 정보공유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모형의( 1).

요인 연구변수 및 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정보

공유

나는주변사람들과필요한자료 정보 지식을공유한다, , . 0.797 0.221 -0.083 0.085

나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교류 활동을 한다. 0.792 0.019 -0.007 0.172

나는 사이버 상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을 통한 정보교류를 한다. 0.789 0.197 0.061 -0.023

규범

나는 상대방을 배려한다. 0.116 0.846 0.067 0.048

나는 상대방을 대할 때 신중하게 대한다 0.218 0.831 0.088 0.080

나는 사람을 대할 때 공정하게 대한다. 0.133 0.642 0.075 0.438

신뢰
나는 지역사회의 이웃을 신뢰한다. -0.039 0.020 0.830 0.191

나는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을 신뢰한다. 0.016 0.150 0.820 -0.169

연결

망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높다고 생각

한다.
0.035 0.038 -0.086 0.799

나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0.155 0.230 0.123 0.767

고유값(eigenvalue) 1.99 1.98 1.41 1.53

분산 누적( 69.0%) 19.9 19.8 14.1 15.2

신뢰도 크론바하( )α 0.724 0.754 0.559 0.510

표 전체 연구단위들에 대한 확인요인분석 결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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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력은 이고 통계량은 이며 수준에26.4% , F 5.67 1%

서 유의하였다 하위가설 은 지지되었으나 하위가. 1.3 ,

설 과 는 기각되었다 따라서 가설 은 부분적1.1 1.2 . 1

으로 지지되었다 생활체육 참여빈도 참여기간 참여. , ,

열의는 규범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하위가설 2.1, 2.2,

의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형 과 마찬가지로2.3 . 1

생활체육 참여열의가 정보공유에 주는 영향은 의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활체육,

참여빈도와 참여기간은 규범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

다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이고 모형은 수. 9.7% , 10%

준에서 유의하였다 하위가설 은 지지되었으나 하. 2.3

위가설 과 는 기각되어 가설 는 부분적으로1.1 1.2 , 2

지지되었다.

표[ 4] 생활체육 참여의 다중회귀분석결과

생활체육 참여빈도 참여기간 참여열의는 신뢰에, ,

영향을 줄 것이라는 하위가설 을 검정하3.1, 3.2. 3.3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생활체육,

변수들은 신뢰와 통계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따라서 가설 은 기각되었다3 .

연결망에 주는 생활체육의 영향모형 도 모형( 4) 1

이나 모형 와 유사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가2 .

설 도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4 .

가설검정 결과 생활체육 참여가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

정보공유 규범 신뢰 연결망으로 표현되고 있는 사, , ,

회자본의 형성과 축적은 정보를 공유하고 규범을 준,

수하며 신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전하고 성숙된 사, ,

회로의 발전을 나타낼 수 있다.

생활체육은 생활체육 참여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보공유

모형( 1)

규범

모형( 2)

신뢰

모형( 3)

연결망

모형( 4)

상수
6.172***

(1.134)

7.234***

(0.923)

2.985***

(0.804)

5.030***

(0.680)

참여빈도
-0.050

(0.136)

0.157

(0.110)

-0.091

(0.097)

-0.107

(0.082)

참여기간
0.025

(0.107)

-0.043

(0.086)

0.052

(0.076)

0.047

(0.065)

참여열의
0.807***

(0.164)

0.335**

(0.137)

0.014

(0.117)

0.349***

(0.099)

성별
-0.365

(0.305)

0.090

(0.241)

0.331

(0.212)

-0.101

(0.181)

직업
0.067

(0.125)

-0.019

(0.100)

-0.015

(0.089)

-0.109

(0.075)

소득
-0.072

(0.099)

0.069

(0.079)

0.116

(0.070)

-0.050

(0.059)

학력
-0.181

(0.140)

0.039

(0.112)

0.054

(0.099)

0.039

(0.083)

관측 수 119 119 120 119

R2 0.264 0.097 0.078 0.159

Adjusted R2 0.217 0.040 0.020 0.106

통계량F 5.67*** 1.70* 1.35 3.003**

더빈 왓슨- d 1.77 2.18 1.93 2.02

괄호안의 값은 표준오차*p < 0.1; **p < 0.05; ***p <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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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된 사회의 구현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

다 하지만 생활체육의 참여빈도와 참여기간은 사회.

자본을 구성하는 가지 요인정보공유 규범 신뢰4 ( , , ,

연결망 모두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생활체육에의 참여빈도나 참여한 기간보다는 참

여자가 어느 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생활체육에 참여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즉 생활체육에 강한 열의를 갖고 참여할 때 사회, ,

자본은 더욱 많이 형성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생활체.

육을 운영하거나 기획하는 생활체육 관계자들과 사회

의 발전을 추구하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의미있는 결

과를 제공할 수 있다 생활체육 참여를 권장하여 사.

회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데 이 때 생활체육에 참여,

한 기간이나 빈도보다는 생활체육에 참여할 때의 열

의가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생활체육에 장기간 참여한 회원이든 신입회원이든,

생활체육 참여에 대한 열의가 중요하다 기존회원은.

모임에 낯설 수 있는 신입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이끌어야 하고 신입회원은 관성적일 수 있는,

기존회원의 열의를 높일 수 있도록 모임에 신선함을

주어야 한다 또한 생활체육에 자주 참여하든 참여하.

지 않든 참여할 때 생활체육에 열의를 갖고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생활.

체육에 자주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냉대보다는 그들의

참여열의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생활체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 구축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결론 및 시사점.Ⅴ
본 연구는 생활체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생활체육 참여가 사회자본 형성에 주는 영

향 관계를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생활체육의 참여열의는 사회자본을 구,

성하는 정보공유 규범 그리고 연결망에 영향을 주었, ,

다 이는 생활체육 참여시 열의를 많이 가지고 참여.

하면 할수록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정보공유 규범 연, ,

결망 등의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사회자본 형

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생.

활체육의 참여빈도와 참여기간은 사회자본을 구성하

는 가지 요인정보공유 규범 신뢰 연결망 모두에4 ( , , , )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생활체육에 대한 열의가 부족.

한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오랜 기간 생활체육에 참여

할 때는 정보공유 규범 준수 신뢰 형성 연결망 확, , ,

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생활체육 참여

자의 열의가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원 전문가 초빙 편안한 참여환경 제공 강, , ,

사들의 성실한 모습 등의 방법으로 생활체육 참여자

들의 열의를 높일 수 있다면 생활체육을 통하여 사,

회자본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궁극.

적으로 생활체육의 다른 요인들보다 참여 열의가 높

을수록 사회자본의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시사

점을 제공한다 또한 질적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진.

사회자본과 관련된 연구에서 벗어나 실증적인 분석을

함으로써 사회자본의 형성에 도움을 주는 중요 요인

을 도출하였기에 추후 생활체육과 사회자본간의 관계

를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 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설문 대상자가 수.

도권 거주자들이었기에 생활체육이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반화하기

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으로.

부터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설문.

조사는 응답자들의 인식에 기반하는 제약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생활체육 참여가 사회자본 형

성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양적,

질적 연구들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에 참여하는 응답자를 전국적

으로 설문할 필요가 있으며 생활체육 종목별로 영,

향 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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