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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지상, 수상, 항공 스포츠 심의 활동 참가자들의 참여정도와 몰입의 계를 규명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지상(등산, 골 , 캠핑), 수상(래 , 스킨스쿠버, 낚시), 항공(패러 라이딩, 스카이다이

빙) 스포츠 심의 활동에 참가하는 총 437명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SPSSWIN 18.0을 이용하여 일원변량분석,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

다. 첫째, 스포츠 심의 활동 유형에 따라 몰입은 명확한 목표, 시간감각 왜곡, 자의식 상실, 도

과 기술의 균형, 자기 목  경험, 즉각 인 피드백, 통제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참가 기간

과 빈도가 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 으로 참가 기간은 도 과 기술의 균

형, 명확한 목표에, 참가 빈도는 도 과 기술의 균형, 시간감각 왜곡, 명확한 목표, 자기 목  경험, 즉각

인 피드백, 통제감에, 참가 강도는 시간감각의 왜곡, 자기 목  경험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레저스포츠∣관광∣참여정도∣몰입∣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and flow for participants in ground, water, and air leisure sports-based tourism 

activities. A total of 437 participants' data was employed for the analyses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 18.0 program.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clear goals, transformation of time, loss of self-consciousness, 

challenge-skill balance, autotelic experience, unambiguous feedback, and sense of control out of 

flow dimensions based on types of leisure sports-based tourism activities. Second, participation 

period and frequence had positive effects on flow. Specifically, period had an influence on 

challenge-skill balance. clear goals: frequence had an effect on challenge-skill balance, 

transformation of time, clear goals, autotelic experience, unambiguous feedback, and sense of 

control: intensity had an influence on transformation of time and autotelic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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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들의 여가 인식, 여가 욕구는 과거와 비교하여 

빠른 속도로 성장하 으며 실제로 많은 여가 정보를 요

구하고 있고 자신이 원하는 여가활동의 정보를 찾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욕구를 충

족시키기 해서는  여가문화의 패턴, 특히 최근 

여가 소비 패턴의 변화에 심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

의 여가 소비 패턴은 가족 심으로 변화하고 있

으며 1박 2일과 같은 미디어( 로그램)의 높은 인기와 

더불어 산업이 환경산업, 정보통신산업과 함께 세

계 3  산업으로 망되면서 자연환경과 스포츠를 활

용한 스포츠 이 활성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최

근에는 도심을 벗어나 그 외의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는 

스포츠 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16]. 즉, 과거

처럼 단순한 람 주의 정  활동이 아니라 활동성이 

강한 동 인  형태로 땅, 물, 하늘에서 즐기는 

스포츠의 참여가 증가하 다[30]. 

사람들은 이러한 형태의 스포츠 활동에 참

여하여 그 활동에 매료되고 삶의 새로운 활력을 느낀

다. 실제로 스포츠 참가자를 상으로 행복이나 삶

의 질 혹은 웰빙의 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에서 

스포츠 참여가 삶의 질이나 삶의 만족에 정 인 향

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12][22][25][26]. 한 

스포츠 참가 시, 참가자의 개인 능력과 활동의 도

 수 이 최 의 상호작용을 나타낼 경우 몰입경험이 

나타난다. 이러한 몰입 경험은 정정서와 삶에 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스포츠 참여 과정에서 

몰입 경험의 요성이 두 되고 있다[32].

스포츠 활동의 즐거움 요인  하나인 몰입은 활

동의 참가를 지속시켜주며[40], 몰입 경험을 통해 활동

의 만족감  정정서를 유발하여 생활만족이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36]. 이러한 몰입의 개념은 

Csikszentmihalyi[35-37]가 체스, 산악 등반, 매우 정교

한 외과 수술과 같은 스스로 동기화된 활동들을 조사하

면서 발견한 개념으로 어떤 일에 빠져서 그 일에 열

하게 되는 완벽한(최 의) 심리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

다. 한 몰입이 나타나기 한 기 으로 도 과 기술

이 서로 한 균형을 이룰 때 몰입이 발생한다는 몰

입이론을 구체화하 으며, 몰입의 9가지 특징으로 도

과 기술의 조화(challenge-skill balance), 행동과 지각

의 일치(action-awareness merging), 명확한 목표

(clear goals), 구체 인 피드백(unambiguous 

feedback), 당면한 과제에 한 집 (concentration on 

the task at hand), 통제 감각(sense of control), 자아의 

상실(loss of self-consciousness), 시간 감각의 변형

(transformation of time), 자기 목  경험(autotelic 

experience)을 제시하 다.

 Csikszentmihalyi의 몰입이론을 바탕으로 강 희[2]

의 연구에서 몰입은 여가제약 요인에 매개하여 직무 스

트 스에 향을 다고 보고한바 있으며 최근 안병욱, 

황선환[21]의 연구에서 몰입은 여가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선행연구에서

도 증명된바 있다[5][14][18][33]. 한 몰입은 자아 존

감에 정 인 향을 미치며[24][27] 여가 재 참가 

의사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이러한 

연구들은 몰입이 그 자체로 여가상태라고는 할 수 없지

만 여가 활동이나 개인생활에 향을 미치는 삶의 만

족, 자아 존 감 등에 직․간 으로 련됨으로서 삶

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 활동 참가자들의 지속 인 참여나 삶의 질 

향상을 해 스포츠  활동에서의 몰입 경험과 

그 수 을 높여주는 것이 요하다.  

스포츠 활동에서 몰입과 련된 몇몇 연구들은 몰입

에 향을 주는 선행 변인으로서 참가정도의 향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참가정도에 따른 스포츠 참가자들의 

몰입 특성을 악하고자 하 다[3][4][29][31]. Loy, 

Mcpherson & Kenyon[41]에 의하여 정의된 참가정도

(기간, 빈도, 강도)는 스포츠 활동에 얼마나 오랫동안 

참가하 는가, 얼마나 자주 참가하 는가, 얼마나 강도 

있게 참가하 는가로 구성된다. 하지만 선행연구 부

분은 익스트림 스포츠나 모험스포츠와 같이 특정종목

의 참가자들을 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스포

츠 활동 참가자들로 확 하여 참가정도에 따른 몰

입의 특성을 해석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Gibson[38]은 스포츠 활동을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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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활동으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신체  활동

이나 람을 하는 행 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일상에서 벗어나 최소한 2박 3일간의 여행에서 지

상, 수상  항공 스포츠와 을 함께 하는 활동

으로 조작 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사

람을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지 까지의 스포츠 련 선행 연구들은 지상

스포츠[4][9][15][34], 해양 스포츠[1][8][16], 항공

스포츠[19][20][26] 각각의 상에 한 참여와 여

러 변인간의 계에 해서만 조사 되었으며 스포

츠  유형에 따른 몰입의 차이나 스포츠 활

동 참가자들을 상으로 참가정도와 몰입의 계에 

한 연구가 미비한 시 이다. 

따라서 스포츠 활동 참가자들을 상으로 

참가정도와 몰입의 계를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

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 목 은 지상, 수

상, 항공 스포츠 심의 활동 참가자들의 참여

정도와 몰입에 한 분석을 통하여 그 계를 규명함과 

동시에 각 유형에 한 차이를 조사하여 스포츠 

심의 활동 발 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첫째, 스포츠 활동 유형에 따라 몰입의 차이

가 있을 것이다.

둘째, 스포츠 활동 참가자들의 참가정도는 

몰입에 향을 미칠 것이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지상, 수상, 항공 스포츠 활동 참

가정도와 몰입의 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한 구체 인 연구방법은 스포츠  유형

에 따른 몰입의 차이검증과 독립변인인 참가정도가 종

속변인인 몰입과 몰입의 하 변인에 미치는 향을 검

증하는 것으로 설정하 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지상(등산, 골 , 캠핑), 수상(래 , 스킨

스쿠버, 낚시), 항공(패러 라이딩, 스카이)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여를 모집

단으로 설정한 후 할당표집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

하 다. 설문은 2012년 5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 간 이

루어졌고 지상, 수상, 항공 스포츠  유형별 160

명씩 총 480부의 설문을 실시하 으며 최종 으로 450

부를 회수한 후 불성실한 응답이나 무기입한 자료를 제

외한 437명의 표본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

의 분석에 사용된 연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표 1]와 같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류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311 71.2
여자 126 28.8

연령
23세까지 111 25.4
24-38세 114 26.1
39-49세 108 24.7
50세 이상 104 23.8

월 
수입

80만원 이하 107 24.5
81-190만원 61 14.0
191-299만원 136 31.1
300만원 이상 133 30.4

교육
수준

고졸 131 30.0
대재 131 30.0
대졸 132 30.2

대학원 이상 43 9.8

2. 조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설문지 이며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이미 설문지의 신뢰도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

하여 사용하 다. 설문지는 인구통계학  특성, 참가정

도, 몰입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 다. 구체 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2.1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 통계학  특성은 성, 연령, 교육수 , 가계수입

을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측정하 다.

2.2 참가정도
참가정도는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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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강도로 구분하 다. 참가기간은 얼마나 오랫동안 

해당 활동에 참가 하 는가 이며, 참가자가 직  기간

을 기입하 다. 참가 빈도는 얼마나 자주 참가 하는가, 

즉 지난 1년 동안 몇 회 참가하는지 참가자 스스로 기

입하도록 하 다. 참여 강도는 한 번 참여했을 때 몇 시

간, 즉 얼마나 오래 참가하 는지 기입하도록 하 다.  

   

2.3 몰입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몰입 척도는 Jackson & 

Marsh[39]의해 사용된 36개의 문항을 바탕으로 김 재

[7]가 한국의 실정에 맞도록 개발한 30개의 문항을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한 

여가학 련 박사학  소지자 다섯 명으로 구성된 문

가 집단을 구성하여 내용 타당도 검증을 하 다. 여가

몰입 척도는 총 7개의 하  역으로 구성되었다. 7개

의 하  역은 “도 과 기술의 균형”( 문, 여가활동

에서 도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내가 가진 기술로써 극

복할 수 있다), “시간 감각 왜곡”( 문, 여가활동에 참여

할 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다), “명확한 목

표”( 문, 여가활동 시 나의 성취목표는 분명하게 정해

져 있다), “자기 목  경험”( 문, 여가활동을 통해 행

복을 느낀다), “즉각 인 피드백”( 문, 여가활동 참여

시 수행결과에 한 피드백을 바로 받고 있다), “통제

감”( 문,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에 해 통제력을 발

휘하고 있다), “자의식 상실”( 문, 여가활동 시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5  척도로 하 다.

3. 조사 절차 및 자료 처리
스포츠 활동 유형에 따른 몰입의 차이와 

스포츠 활동 참가자들의 참가정도와 몰입의 인

과 계를 규명하기 해서 표집 상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후 주의사항을 설명한 다음 자기평가기입법

(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응답하도록 하 다.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한 후 불성실한 응답이나 무기

입한 자료는 제외시키고 부호화하여 개별 입력시킨 후 

SPSS 18.0 Windows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자료 분석은 기술통계분석, 일원변량분석, 상 계분

석, 다 회귀분석을 사용하 다. 마지막으로 모든 통계

 유의 수 은 .05 이하로 하 다.

Ⅲ. 연구결과

1. 레저스포츠 관광활동유형에 따른 몰입의 차이
스포츠 활동유형(지상, 수상, 항공)에 따른 

몰입 수 의 차이를 살펴보기 해 일원분산분석을 실

시한 결과,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명확한 목표, 

시간감각 왜곡, 자의식 상실, 도 과 기술의 균형, 자기 

목  경험, 즉각 인 피드백, 통제감의 모든 요인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2. 레저스포츠 관광유형에 따른 몰입의 일원분산분석 결과

N M SD F-value Scheffe

명확한 
목표

Ⅰ. 지상 162 3.408 .738
34.779*** Ⅲ>Ⅰ,ⅡⅡ. 수상 144 3.419 .772

Ⅲ. 항공 131 4.084 .688
시간감각 
왜곡

Ⅰ. 지상 162 3.649 .770
24.121*** Ⅲ>Ⅱ>ⅠⅡ. 수상 144 4.012 .816

Ⅲ. 항공 131 4.257 .662
자의식의 
상실

Ⅰ. 지상 162 3.195 .882
3.191* Ⅲ>ⅠⅡ. 수상 144 3.384 .911

Ⅲ. 항공 131 3.455 .976
도전과 
기술의 
균형

Ⅰ. 지상 162 3.353 .809
7.753*** Ⅱ,Ⅲ>ⅠⅡ. 수상 144 3.612 .759

Ⅲ. 항공 131 3.694 .779
자기 
목적적 
경험

Ⅰ. 지상 162 3.598 .738
44.751*** Ⅲ>Ⅱ>ⅠⅡ. 수상 144 3.868 .743

Ⅲ. 항공 131 4.387 .649
즉각적인 
피드백

Ⅰ. 지상 162 3.416 .765
25.670*** Ⅲ>Ⅰ,ⅡⅡ. 수상 144 3.319 .850

Ⅲ. 항공 131 3.961 .779

통제감
Ⅰ. 지상 162 3.530 .733

13.709*** Ⅲ>Ⅰ,ⅡⅡ. 수상 144 3.623 .726
Ⅲ. 항공 131 3.971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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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 으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명확한 목표의 경우, 항공 집

단이 지상, 수상 집단보다 명확한 목표의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감각 왜곡의 경우, 항공 집단이 

지상, 수상 집단보다 시간감각 왜곡의 수 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고 수상집단이 지상집단보다 시간감각 왜

곡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의식 상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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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집단이 지상 집단보다 자의식 상실 수 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도 과 기술의 균형의 경우, 수상, 항공 

집단은 지상 집단보다 도 과 기술의 균형의 수 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목  경험의 경우, 항공집

단이 지상, 수상 집단보다 자기 목  경험이 높게 나

타났고, 수상집단은 지상 집단보다 자기 목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즉각 인 피드백의 경우, 항공 집단이 

지상, 수상 집단보다 즉각 인 피드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통제감의 경우, 항공 집단이 지

상, 수상 집단보다 통제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레저스포츠 관광활동 참가자들의 참가정도가 
몰입에 미치는 영향
스포츠 활동 참가자의 참가정도(기간, 빈도, 

강도)가 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다 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 다 회귀분석의 실행에 앞서 상

계분석을 실행하 으며 분석결과 모든 독립변인들 

간의 상 계수가 .80 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 공선

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표 3]. 다 회귀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3. 참가정도와 몰입의 상관관계 분석

(1) (2) (3) (4) (5) (6) (7) (8) (9) (10)
(1) 1

(2) .069 1

(3) .122* -.003 1

(4) .174** .135** .075 1

(5) .026 .151** .118* .431** 1

(6) .149* .179** .077 .540** .520** 1

(7) .089 .174** .120* .526** .650** .643** 1

(8) .088 .172** -.019 .487** .344** .517** .564** 1

(9) .088 .147** .083 .559** .475** .568** .606** .722** 1

(10) .061 -.052 .030 .425** .299** .250** .231** .221** .295** 1

*p<.05, **p<.01
(1)기간, (2)빈도, (3)강도, (4)도전과 기술의 균형, (5)시간감각왜곡, 
(6)명확한 목표, (7)자기 목적적 경험, (8)즉각적인 피드백, (9)통제감, 
(10)자의식의 상실  

스포츠 활동 참가 기간, 빈도는 몰입에 각각 

정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도는 몰

입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참가정도에 따른 몰입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b 표준오차 β t
상수 3.473 .045 76.583***
기간 .001 .000 .114 2.398*
빈도 .003 .001 .154 3.264***
강도 .000 .000 .067 1.422
R²=.045 *p<.05, ***p<.001

기간, 빈도, 두 요인들의 상  기여도를 나타내는 β 

값을 보면, 빈도(.154), 기간(.11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참가정도는 몰입 체변량의 4.5%를 설명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스포츠 활동의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빈도가 높을수록 몰입도가 높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포츠 활동 참가자의 참가정도(기간, 빈도, 

강도)가 몰입의 하 변인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5][표 6]

[표 7][표 8][표 9][표 10]과 같다.

스포츠 활동 참가 기간, 빈도는 도 과 기술

균형에 각각 정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강도는 도 과 기술균형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 빈도, 두 요인

들의 상  기여도를 나타내는 β 값을 보면, 기간

(.159), 빈도(.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참가정도는 

도 과 기술균형의 체변량에 4.9%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스포츠 활동의 기

간이 길수록, 그리고 빈도가 높을수록 도 과 기술의 

균형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참가정도가 도전과 기술균형에 미치는 영향

b 표준오차 β t
상수 3.340 .060 55.385***
기간 .002 .000 .159 3.350***
빈도 .003 .001 .125 2.265**
강도 .000 .000 .056 1.185
R²=.049 **p<.01, ***p<.001

스포츠 활동 참가 빈도와 강도는 시간감각 

왜곡에 각각 정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기간은 시간감각 왜곡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 강도, 두 요인들

의 상  기여도를 나타내는 β 값을 보면, 빈도(.151), 

강도(.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참가정도는 시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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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왜곡 체변량의 4.9%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요약하면 스포츠 활동의 빈도가 높고, 

강도가 클수록 시간감각의 왜곡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

표 6. 참가정도가 시간감각 왜곡에 미치는 영향

b 표준오차 β t
상수 3.796 .061 62.663***
기간 .000 .000 .001 0.019
빈도 .003 .001 .151 3.200**
강도 .000 .000 .118 2.484*
R²=.049 *p<.05, **p<.01, ***p<.001

스포츠 활동 참가 기간과 빈도는 명확한 목

표에 각각 정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도는 명확한 목표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 빈도, 두 요인들의 상

 기여도를 나타내는 β 값을 보면, 빈도(.170), 기간

(.13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참가정도는 명확한 목

표 체변량의 5.4%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스포츠 활동의 참가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빈도가 높을수록 명확한 목표가 높아진다는 것

을 의미한다.

표 7. 참가정도가 명확한 목표에 미치는 영향

b 표준오차 β t
상수 3.433 .060 57.496***
기간 .001 .000 .130 2.745**
빈도 .005 .001 .170 3.627***
강도 .000 .000 .062 1.310
R²=.054 **p<.01, ***p<.001

스포츠 활동 참가 빈도와 강도는 자기 목

 경험에 각각 정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기간은 자기 목  경험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 강도, 두 요

인들의 상  기여도를 나타내는 β 값을 보면, 빈도

(.170), 강도(.11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참가정도는 

자기 목  경험 체변량의 4.9%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스포츠 활동의 빈

도가 높고, 강도가 클수록 자기 목  경험이 많아진

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참가정도가 자기 목적적 경험에 미치는 영향

b 표준오차 β t
상수 3.727 .059 62.830***
기간 .001 .000 .063 1.335
빈도 .005 .001 .170 3.607***
강도 .000 .000 .113 2.323*
R²=.049 *p<.05, ***p<.001

스포츠 활동 참가 빈도는 즉각 인 피드백

에  정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간, 

강도는 즉각 인 피드백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의 상  기여

도를 나타내는 β 값을 보면, .166으로 나타났다. 한 

참가정도는 즉각 인 피드백 체변량의 3.6%를 설명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스포츠 

활동의 빈도가 높을수록 즉각 인 피드백이 높아진다

는 것을 의미한다.

표 9. 참가정도가 즉각적인 피드백에 미치는 영향

b 표준오차 β t
상수 3.434 .064 53.453***
기간 .001 .000 .080 1.678
빈도 .005 .001 .166 3.512***
강도 .000 .000 -.280 -0.594
R²=.036 ***p<.001

스포츠 활동 참가 빈도는 통제감에 정 으

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간, 강도는 통

제감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빈도의 상  기여도를 나타내는 β 값을 

보면, .143으로 나타났다. 한 참가정도는 통제감 체

변량의 3.3%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

면 스포츠 활동의 빈도가 높을수록 통제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0. 참가정도가 통제감에 미치는 영향

b 표준오차 β t
상수 3.535 .058 60.640***
기간 .001 .000 .070 1.456
빈도 .004 .001 .143 3.015**
강도 .000 .000 .075 1.565
R²=.033 **p<.01,  ***p<.001

스포츠 활동 참가 기간, 빈도, 강도는 자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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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11. 참가정도가 자의식 상실에 미치는 영향

b 표준오차 β t
상수 3.299 .o72 46.073***
기간 .001 .001 .063 1.293
빈도 -.002 .002 -.056 -1.166
강도 .000 .000 .023 0.471
R²=.007

Ⅳ.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참가정도와 몰입에 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스포츠 활동 참가자들의 참가정도가 

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의미 있는 결과들이 

발견되었으며, 이들을 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상, 수상, 항공 스포츠  유형에 따른 

몰입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몰입의 하  역에

서 항공 스포츠 활동이 지상, 수상 스포츠 

 활동보다 몰입경험이 크게 나타났으며, 부분 으

로 수상 스포츠 활동은 지상 스포츠 

활동보다 몰입경험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부상이나 

험성의 수 이 높은 모험스포츠에서 더 많은 몰입경험

이 일어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13]. 즉, 지

상에서 하는 활동보다는 수상에서 하는 활동이, 수상에

서 하는 활동보다는 항공에서 하는 활동이 험성이 크

고 이에 따라 몰입경험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한 모험성이 큰 스포츠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을 감각추구이론으로써 설명하려는 선행연구들

은 험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감각추구 성향이 높은 참

가자들은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감각추구 성향이 낮은 참가자들은 그러한 활동에 가치

를 느끼지 못하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

다[6][42]. 박동규[13]는 이러한 감각추구 성향이 몰입

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여 감각추구 수

이 높을수록 몰입경험 한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안

하 다. 이를 바탕으로 김희진, 김경렬[10]의 연구에서

는 패러 라이딩 참가자들이 스킨스쿠버 참가자들보다 

감각추구 성향이 크게 나타났고 박동규[13]의 연구에서

는 험요소의 통제가 어렵다고 단되는 항공스포츠 

참가자들이 지상스포츠 참가자들보다 감각추구 성향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항

공, 수상, 지상 순으로 몰입경험이 높아진다는 본 연구

의 결과와 부분 , 해석 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환경 으로 항공 스포츠 활동이 지상이

나 수상 스포츠 활동보다 몰입을 경험하는데 

더 합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으며, 활동 참가자 

개인 인 측면으로도 항공 스포츠 참가자들이 지

상이나 수상 스포츠 참가자들보다 감각추구 성향

이 커서 몰입경험 한 잘한다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

다. 따라서 스포츠 활동  몰입 경험을 증가

시키기 해서 각 종목마다 모험  요소를 더 가미하여 

참가자들이 스스로 몰입할 수 있을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둘째, 스포츠 활동 참가자들의 참가정도가 

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참가 기간과 빈도

가 몰입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구체 으로 스포츠 활동의 참가 기

간이 길고, 빈도가 높을수록 몰입수  한 높아지는 

정(+)의 인과 계가 나타났다. 반면에, 참가 강도는 몰

입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남인수, 노미라, 여지은[11]의 연구에서 인지몰

입은 참여기간이, 행 몰입은 참여빈도가 가장 큰 향

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부분 으로 일치하

다. 이밖에 김성배 외[4]의 연구에서도 참가정도(기

간, 빈도, 강도)가 몰입 경험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참가정도가 골 참여에 한 심과 흥

미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더 잘해보고자 하는 도 의

욕을 불러일으켜, 더욱 집착하고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고 하 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 으로 일치한

다. 따라서 스포츠 활동에서 몰입경험을 향상

시키기 해서는 참여 빈도를 증가시키고 장기간의 참

여 기간을 지속 시킬 수 있는 스포츠  로그

램 개발과 고객 지향  환경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에, 참가 기간과 강도가 몰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3][17][29]들은 본 연구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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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상구[28]는 생활체육의 

참가기간과 강도가 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치고 빈

도는 그 지 못하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그는 생활체

육 참가와 몰입에 있어 얼마나 자주 참가하는 것 보다

는 얼마나 심도 있게, 얼마나 오래 참가하는 것이 더 

요하다는 의미를 제시하 다.

요한 사실은 본 연구가 등산, 골 , 캠핑, 낚시, 래

, 스킨스쿠버, 스카이다이빙. 패러 라이딩과 같은 

스포츠 형태의 종목을 상으로 연구를 실시

하 다는 것이다. 축구나 농구와 같은 생활 스포츠는 

집밖에서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겠지만 본 연구의 

종목들은 산과 바다 등과 같이 장거리 이동이 필수 이

며 어도 1박 2일 간의 숙박을 요구하는 제약이 있는 

종목으로 아무 때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29]. 즉 스포츠 활

동은 숙박을 통한 활동이고 평소에 쉽게 즐길 수 없는 

특수한 활동이기 때문에 한 번에 얼마나 오랜 시간 참

가하는가 하는 참가 강도보다는 더 길게, 자주 참여하

여 아쉬움을 해소하고자하는 참가자들의 성향이 나타

나 참가 빈도와 기간이 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참가 빈도는 몰입의 모든 

하 역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친 결과로 볼 

때, 스포츠 심의  활동에서 참가정도  참

가 빈도는 몰입이 일어나는데 가장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통 으로 스포츠 활동 참가자들 상의 몰입 련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처럼 

의 성향과 스포츠의 성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스포츠 활동 참가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앞으로 스포츠 활동 참가자 

상의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한 캠핑이나 캠 와 같은 힐링, 휴

식의 목 이 큰 스포츠 활동과 이나 스

쿠버다이빙 같이 체험이 주목 인 스포츠 활

동 간의 몰입이나 기타 변인들의 비교 연구는 스포

츠 활동 발 에 기여할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지상, 수상, 항공 스포츠 심의 

활동 참가자들의 스포츠  유형에 따른 몰입의 

차이와 참가정도에 따른 몰입의 계에 한 연구이다. 

연구 상은 지상(등산, 골 , 캠핑), 수상(래 , 스킨

스쿠버, 낚시), 항공(패러 라이딩, 스카이다이빙) 

스포츠 심의 활동에 참가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여를 모집단으로 하여 할당표집법을 통해 표집을 실

시하 다. 최종 분석에는 남자 311명, 여자 126명 총 

437명의 데이터가 투입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SPSSWIN 18.0을 이용하여 일원변량분석, 상 계분

석,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 다. 

첫째, 스포츠 심의 활동 유형(지상, 수상, 

항공)에 따른 몰입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하

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구체 으로 항공 

스포츠 활동이 지상, 수상 스포츠 활동 보

다 높은 수 의 몰입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상

으로 모험이나 부상 가능성, 험성이 큰 환경이 

몰입하는데 보다 더 합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13]. 

따라서 지상이나 수상 스포츠  활동에 좀 더 

모험 이고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안을 마련한다면, 

스포츠  참여자는 더 높은 몰입과 함께 즐거움

을 느끼게 되어 재참가로 이루어지고 이는 해당지역의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둘째, 참가정도가 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참가 기간과 빈도가 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참가 기간이 길고, 자주 참여할수

록 몰입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다. 한 참가정도가 

몰입의 하 요인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참가 빈

도는 몰입의 모든 하  역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참가 정도  참가 빈도가 몰입에 가장 

요한 요인으로 악되었다. 앞으로 스포츠 심

의 활동 참가자들이 그 활동에 좀 더 자주 참가하

여 몰입경험을 자주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이 개선되도

록 스포츠 천후  시설 건설, 근성 문제 개

선,  홍보 방안 계획수립 등의 연구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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