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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댄스스포츠참가자의 운동중단유혹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파트너폭력경험과 수치심, 성취욕구 및 운동중단유혹 간의 인과 구조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개인적 특성에 
따라 운동중단유혹은 차이가 있다. 둘째, 댄스스포츠참가자의 운동중단유혹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초기의 구조모형은 운
동중단유혹의 측정변인인 결과의 측정 요인으로 인해 적합하지 않았다. 초기의 제안된 구조모형에서 적합하지 않은 측정
요인들을 제거하고 초기모형을 수정한 모형은 적합하였다. 셋째, 댄스스포츠참가자의 운동중단유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수치심, 파트너폭력경험, 성취욕구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파트너폭력경험과 수치심, 

성취욕구는 운동중단유혹에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주제어 : 댄스스포츠참가자, 파트너폭력경험, 수치심, 성취욕구, 운동중단유혹

Abstract  The present paper attempts to account for temptation of quit excercise of dance sports participan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rtner Violence experiences of dance sports 
participant, their temptation of quit excercise, their embarrassment and desire of accomplish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differences in temptation of quit exercise according to personal 
characteristics. Second, after the analysis of the original structural model proposed in order to explain 
temptation of quit exercise of dan sports participants, it was found out that the modified model eliminating 
inappropriate factors, such as results which is a measurement variable of temptation of quit exercise. Third, in 
the following order, these factors had more relative influences on temptation of quit exercise of dance sports 
participants. Based on the above explanation, it was found out that partner violence experiences, embarrassment, 
and desire of accomplishment had direct causality with the temptation of quit exerci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vent and react appropriately to the possible violence of partner in order to lower the temptation 
of quit exercise of dance sports participants. Also, it is required for coaches and administers to make active 
and consistent efforts ro improve positive desire of accomplishment. 

Key Words : dance sports participant, partner violence experiences, embarrassment, desire of accomplishment, 
temptation of quit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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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국민의 생활체육 참가실태를 조사한 문화체육

부에 의하면 규칙 으로 운동하는 인구, 즉 1주일에 2

회 이상 운동에 직  참가하는 비율은 35.0%정도인 것으

로 밝 졌다[39]. 이러한 참가 비율은 경제 불황으로 인

해 2010년(41.5%)에 비해 다소 감소되었으나 1986년 

19.4%보다 약 1.8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서 10명  3.5명

이 주 2회 이상 운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극히 상식 인 논리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여가활용과 건강 활동으로서 생활체육은 이제 ‘선택’ 아

닌 ‘필수’가 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표면

으로 볼 때 운동참가자가 속히 증가되었다고는 하지만 

운동에 참여하는 인구의 다수가 아직도 규칙 인 운동

에 지속 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한 부인할 수 없다. 다시 말해 3명  1명 이상

의 국민이 자발 이고 규칙 으로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 에서 지속 인 운동참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많

은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한지 수개월내에 포기하는 상

이 발견되고[21, 43], 6개월을 한계로 략 50% 이상이 

운동을 단하고 있다[42]는 사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분의 사회에 상존하고 있는 범 한 상임에 틀림

없다. 따라서 생활체육 변 인구 확 를 해서는 새로

운 참가자를 창출하는 것 못지않게 운동 단을 유발하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고도 구체 으로 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책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

이라 단된다. 

운동 단이란 한동안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멈추는 

행동을 의미하며[23], 유혹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행동 는 습 을 하려는 욕구의 강도라 정의 할 수 

있다[5]. 이와 같은 에서 이 연구에서는 운동 단유

혹을 ‘개인의 운동 단과 련한 유혹상황과 그 유혹의 

강도로서, 운동행동과정  주기 이고 습 으로 운동

을 단하고자하는 정신/신체  상태’로 규정하고자 한

다. 운동 단유혹에 한 체육계의 심은 의학 분야의 

연구 경향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즉 건강행동에 한 

인식을 측정하는 변수인 유혹을 심으로 인간이라면 

구나 이 의 행동패턴으로 되돌아가려는 속성을 갖고 있

기 때문에 운동행동단계마다 운동을 단하고자 하는 유

혹이 발생한다는 것이다[8, 12, 23]. 다시 말해 한 개인이 

운동을 실천하고 이를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을지라도 

각 운동행동단계마다 끊임없이 운동을 단하려는 유혹

이 잠재되어 있는데, 이때 운동지속의 의지보다 운동을 

단하려는 유혹, 즉 운동 단유혹이 더 커지면 이 의 

행동단계로 돌아가 결국 운동을 단하는 결과를 래한

다는 것이다. 유혹의 개념을 운동 장에 용한 연구들

에서도 운동 단유혹은 운동실천  유지단계에 가장 큰 

련이 있으며[8, 15, 23], 자신감과 여가만족에 부 인 

계가 있다[12, 44]고 밝  운동 단유혹이 운동행동을 

이해하고 측하는데 핵심이 되는 개념임을 밝히고 있다. 

운동 단유혹에 한 이와 같은 연구의 궁극 인 목 은 

규칙 이고 지속 인 체육활동참여를 통한 체육활동의 

내실화로 귀결된다. 동일한 목 에서 스스포츠참가자

의 운동 단유혹도 학문 ․실천  측면에서 심의 

상이 되기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스스포츠와 

련되어 수행된 연구들은 많은 부분 운동참가를 지속․

고양하는 참가자의 개인의 사회 , 심리  요인들에 할

애되었을 뿐, 상 으로 스스포츠 참가를 단․ 하

시키는 요인들에 한 심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스스포츠의 운동 단유혹에 미칠 개연성이 

있는 트 폭력경험을 가설 으로 설정하여 운동 단

유혹에 련하여 어떠한 향과 계가 있는지 연구하고

자 한다.

트 폭력은 상호 계있는 트 들이 의도  혹은 

잠재 으로 상 방에게 폭력을 행하거나 하려는 행

동으로서, 신체폭력뿐만 아니라 비신체 인 형태의 언어

․정신  폭력 등과 같은 심리폭력, 그리고 성희롱․

성추행 등과 같은 성폭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37]. 그동

안 폭력의 역기능 내지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체육학분야

에서는 운동선수와 생활체육참가자를 상으로 폭력 혹

은 학 를 찰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13, 33, 48, 49, 

55]. 그 결과 등학교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은 운동에 한 회

피․ 단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공통 으로 발견되었다. 

한 스스포츠 장에서의 트 폭력에 련된 연구

[37]에서도 스스포츠 장에 심리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폭력이 심각하게 상존해 있으며, 이러한 트 폭

력경험은 개인의 신체 손상은 물론 정신장애와 성격변화, 

그리고 운동지속에 매우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

을 제시하 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볼 때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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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참가자의 트 폭력경험은 운동 단유혹에 계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단된다.

한편, 스스포츠참가자의 트 폭력경험과 운동

단유혹에 계할 개연성이 있는 매개변인으로 수치심과 

성취욕구를 상정할 수 있다. 수치심(embarrassment)은 

자기에 한 정서  표상의 한 부분으로 총체 인 자기

를 검토한 결과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으며 부 하고 

무력하고 작다고 느껴지는 자아의식으로부터 생겨나는 

고통스런 감정의 한 형태로서[11], 단순히 자신의 결핍이

나 잘못이 어떤 상황에서 공개 으로 노출됨으로써 느끼

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기 존재에 한 공허감과 부

감을 포함하는 감정이다[18]. 이러한 수치심은 폭력  

학  경험에 의해 발생되며[38], 인행동 즉 공격  반

응, 비난, 타인에 한 공감 능력 결핍과 같은 부정 인 

인 행동과 상 이 있음을 보고했다[58]. 한 수치심 

경향이 높은 사람은 우울해하고 부정  평가를 두려워하

며 사회  불안이 높을 뿐만 아니라[40], 자신에 한 부

정  평가  타인에 한 분노가 생성되어 타인에게 공

격 으로 반응하거나, 수치심을 경험하지 않기 한 회

피반응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인간 을 제한하거나 

철수하게 된다[19]. 한 성취욕구(desire of 

accomplishment)는 어떤 목 을 한 행 를 좀 더 극

이고 도 , 의욕 으로 실천하려는 욕구 내지 의욕과 

그것을 추진하게 하는 하나의 자극으로서[27], 특정한 성

취 상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달시키거나 획득하

고 이를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그동안 

성취욕구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 심리학  변인의 

효과를 탐색해온 연구에서 폭력  학 를 경험한 학생

은 학업에 한 성취도가 낮으며[10, 59], 성취동기는 수

치심 경향성과 유의한 부  상 이 있다고 보고하 다

[45]. 한 체육학분야에서는 성취목표에 있어 과제성향

은 운동에 한 흥미와 자신감을 유지시키고 운동지속에 

향을 미치는 가장 요한 요인  하나임을 제시하고 

있으며[25], 성공가능성의 희박, 자신감  흥미 상실, 그

리고 자신에 한 확신이나 기 수 이 낮을수록 운동을 

포기한다고 제시하 다[3, 14, 50].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스스포츠참가자의 트 폭력경험은 수치심과 성

취욕구에 향을 미치며, 나아가 운동 단유혹에 계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견된다. 즉 수치심과 성취욕구는 

트 폭력경험과 운동 단유혹에 매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내생변인으로 단된다.

종합 으로 스스포츠참가자의 운동 단유혹을 좀 

더 심도있게 악하기 해 트 폭력경험과 수치심, 

성취욕구  운동 단유혹이 어떠한 계가 있는 지를 

살피는 작업은 학문 인 호기심을 유발하기 충분하다. 

이러한 노력은 찰된 바 없는 변인들 간의 계를 실증

함으로써 스스포츠계는 물론 주변 학문 분야의 미흡한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보편 인 지식체 형성에 기여할 것

으로 기 된다. 아울러 스스포츠계는 물론 생활체육

장의 지도자와 행정가에게 트 폭력경험  운동 단

과 련된 심층 인 정보를 제공하여 그 생될 수 있는 

문제 을 해결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단된다.

이와 같은 에서 이 연구는 스스포츠참가자를 

상으로 개인  특성과 운동 단유혹의 차이, 트 폭

력경험과 수치심, 성취욕구  운동 단유혹의 계를 

측정모형과 이론모형을 통해 모형간의 인과 계를 악

하여 변인들 간의 계에 한 실제를 규명하는데 목

이 있다.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서 다음과 같은 연

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 문제 1. 스스포츠참가자의 개인  특성에 따라 

운동 단유혹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스스포츠참가자의 운동 단유혹을 설

명하기 해 제안된 인과모형은 합한

가?

연구 문제 3. 스스포츠참가자의 운동 단유혹에 

향을 미치는 각 요인의 상 인 향력

은 어느 정도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표집

이 연구는 사설  공공 스포츠센터  스스포츠 

로그램에 참가하는 성인 남녀 회원을 조사 상의 모집단

으로 선정하 다. 조사 상 표집은 2012년 2월～ 3월까

지 약 2개월 간 임의표집(accidental sampling)방법을 이

용하여 서울․경기․충청권에 치한 스스포츠 로

그램을 운 하는 사설  공공 스포츠센터 60개 장소에

서 10명씩 총 600명을 표본으로 수집하 다. 수집된 자료 

 동일한 답변이 5개 문항 이상 반복되는 표본과 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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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료로 인해 신뢰성이 낮을 것으로 단되는 표본은 

분석에서 제외하 다. 이에 따라 자료 분석에 최종 으

로 분석된 자료는 523명으로서 연구 상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Characteristics frequency  Ratio(%)

Gender
Male

Female

186

337

35.6

64.4

Age

20s

30s

40s

50s

60s or older

130

 81

129

129

 54

24.9

15.5

24.7

24.7

10.3

Education

level

under middle school
High school

Vocational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r older

 35

183

 83

176

 46

 6.7

35.0

15.9

33.7

 8.8

Monthly

Income

(10,000won)

under 99

100-199

200-299

300-399

400-499

over 500

 57

199

102

 84

 39

 42

10.9

38.0

19.5

16.1

 7.5

 8.0

Participation 

Type

Hobby

Licensed

Player

357

 66

100

68.3

12.6

19.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2.2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는 스스포츠참가자의 트 폭력경험

과 수치심, 성취욕구  운동 단유혹의 계를 실증

으로 규명하기 하여 설문지를 사용하 다.

첫째, 개인  특성에 한 측정문항은 총 5문항으로서, 

성에 해 묻는 문항을 자신의 성에 응답하도록 폐쇄형

으로 구성하 으며, 연령과 가정의 월수입에 하여 묻

는 문항은 개방형으로 구성하 다. 가장의 교육수 은 

명명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참가유형은 개방형

으로 구성하 다.

둘째, 트 폭력경험에 한 측정문항은 총 12문항으

로서, Straus 등[35]이 고안하고, 손정 [29], 김승용[51]

이 사용한 CTS2(conflict tactics scales) 척도, 그리고 공

미혜[36], 신효식, 이경주[17] 등이 검증․사용한 척도를 

스스포츠참가자의 트 폭력경험에 알맞게 측정하도

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각 문항은 5  척도로 구

성하며 항목별로 ‘  없었다’(0 )～ ‘자주 있었다’(4 )

의 5단계로 수가 높을수록 트 폭력경험 수 이 높

음을 의미하도록 구성하 다. 요인분석 결과 3개 요인의 

 분산율은 77.123%이며, 하 요인별 신뢰도는 .86

0～.920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치심에 한 측정문항은 총 24문항으로서, 

Cook[7]이 고안하고, 이인숙, 최해림[18]이 검증․사용한 

수치심에 한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각 문항은 5  척도로 구성하 으며 각 문항은 5  척도

로서 항목별로 ‘  그 지 않다’(1 )～ ‘매우 그 다’(5

)까지의 5단계로 수가 높을수록 수치심이 높음을 의

미하도록 구성하 다. 요인분석 결과 4개 요인의  분

산율은 66.477%이며, 각 하 요인별 신뢰도는 .650～.929

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취욕구에 한 측정문항은 총 20문항으로서, 

서울 학교 사범 학 부설 교육 행정연수원이 개발한 

‘성취동기육성 과정(AMDP)’에 제시된 성취인의 행동특

성과 박용헌[56]이 제시한 ‘성취동기 높은 사람의 행동특

성‘을 기 로 김길 [32]이 제작․사용한 척도를 사용하

다. 각 문항은 5  척도로서 항목별로 ‘  그 지 않

다’(1 )～ ‘매우 그 다’(5 )까지의 5단계로 수가 높

을수록 성취욕구 수 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구성하 다. 

요인분석 결과 5개 요인의  분산율은 72.608%이며, 

각 하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825～.883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운동 단유혹에 한 측정문항은 총 17문항으

로서, 통합이론에 근거하여 홍 희, 이 [23]이 한국의 

운동 장에 용하기 해 개발한 한국형 운동 단유혹 

척도를 사용하 다. 각 문항은 5  척도로서 항목별로 

‘  그 지 않다’(1 )～ ‘매우 그 다’(5 )까지의 5단

계로 수가 높을수록 운동 단유혹이 높음을 의미하도

록 구성하 다. 요인분석 결과 5개 요인의  분산율은 

81.738%이며, 각 하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852～.912로 

나타났다.

한편, 이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스스포츠참가자

의 트 폭력경험과 운동 단유혹에 한 가설  인과

모형은 [Fig 1]과 같으며 본 조사에 앞서 설문문항의 신

뢰도와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해 사  조사 150명의 

탐색  요인분석 후 연구 상자 523명의 확인  요인분

석을 통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인과 모형을 구성하

는 각 변인의 타당도를 확증하 다. 그 결과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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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ppropriateness Mistakes anxietySelf-punishmentVacuity

embarrassment

Experience of
Partner Violence

Sexual violence

Physical violence

Psychological 
violence

temptation of
quit excercise

Coaches

Time limitation

Result

Loss of 
motivation

Emotion

desire of
accomplishment

Task-oriented Confidence Innovation 
activities

Responsible Future oriented

[Fig. 1] Hypothetical model of the study

<Table 2>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Correction χ² df P GFI AGFI RMR NFI TLI RMSEA

Measurement Model 394.736 113 .000 .914 .884 .049 .923 .932 .069

Correction Model elimination: Result 283.693 98 .000 .936 .911 .042 .941 .951 .060

Comparison ▽ ▽ - △ △ ▽ △ △ ▽

GFI: Goodness of Fit Index,  AGFI: Adjusted GFI,  RMR: Root-Mean-square,  NFI: Normed Fit Index,
TLI: Tucker-Lewis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 측정 모형의 합도는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확인  요인분석의 경로계수의 

표 오차(2.5 이상)와 오차분산이 매우 큰 내생변인인 운

동 단유혹의 측정변인인 결과의 변인을 제거한 결과 

합도 지수가 크게 상승하 다. [Fig 2]는 이상의 과정을 

통해 최종 으로 확정된 외생변인  내생변인의 측정모

형과 추정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2.3 조사절차 및 자료처리

연구자가 명확하게 한정되어 조사 상의 지역으로 

선정한 곳을 연구자를 포함하여 과거 설문조사 경험이 

있고 사  교육을 받은 3명의 연구 보조원이 연구자와 

함께 미리 견학된 조사 상처를 부분 직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수합하 다. 설문지에 자기평가기입법

을 통하여 설문내용에 응답하도록 하며, 좀 더 성실한 

응답 내용을 유도하기 하여 해당기 의 련자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양해를 구하여 조를 받아 

실시하 다.

수집된 표본  유효 표본으로 선정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 으며,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를 아래와 같은 통계방법을 이용

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 다. 첫째, 스스포츠참가자

의 개인  특성에 따른 운동 단유혹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일원분량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스스포츠참

가자의 트 폭력경험과 수치심, 성취욕구  운동 단

유혹에 한 인과  계를 실증 으로 규명하기 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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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Coaches Loss of motivation Time limitation Emotion Result

M SD F M SD F M SD F M SD F M SD F

Gender
Male

Female

2.69

2.70

1.053

1.117
1.928

2.70

2.77

1.004

1.094
5.382*

2.84

2.96

1.046

1.136
4.623*

2.45

2.29

.946

1.084
5.444*

2.96

2.77

1.056

1.124
2.795

Age

20s

30s

40s

50s

60s or older

2.61

2.73

2.71

2.80

2.56

1.046

1.016

1.139

1.119

1.155

.724

2.67

2.87

2.71

2.76

2.75

1.028

.984

1.153

1.016

1.156

.487

2.67

2.96

3.02

3.06

2.86

1.091

1.040

1.133

1.126

1.051

2.530
*

2.40

2.53

2.19

2.31

2.44

1.019

.957

.996

1.091

1.145

1.632

3.11

3.10

2.69

2.55

2.80

1.109

.859

1.089

1.100

1.238

6.151
***

Education

level

under middle school
High school

Vocational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r older

2.08

2.68

2.79

2.75

2.85

1.057

1.176

1.129

.979

1.015

3.346
*

2.48

2.65

2.73

2.82

3.04

1.124

1.126

1.138

.955

.952

2.007

2.43

2.84

2.76

3.04

3.39

1.159

1.144

1.029

1.041

1.083

5.208
***

2.18

2.33

2.25

2.46

2.31

1.077

1.140

1.015

.951

.952

.936

2.70

2.80

2.76

2.89

3.01

1.212

1.266

1.068

.925

1.017

.636

Monthly

Income

under 99

100-199

200-299

300-399

400-499

over 500

2.45

2.73

2.74

2.78

2.72

2.55

1.056

1.037

1.177

1.065

1.083

1.257

.916

2.48

2.82

2.64

2.85

2.92

2.61

1.080

1.048

1.082

1.002

1.162

1.045

1.561

2.33

2.90

3.08

3.05

2.85

3.17

1.045

1.106

1.092

1.039

1.042

1.172

4.483
**

2.29

2.43

2.28

2.27

2.59

2.15

1.040

1.076

1.028

.934

1.099

1.010

1.178

3.11

2.94

2.69

2.73

2.77

2.65

1.246

1.081

1.082

1.097

1.043

1.057

1.862

Participati

on Type

Hobby

Licensed

Player

2.79

2.61

2.42

1.121

1.014

.999

4.696*
2.79

2.73

2.59

1.077

1.039

1.018

1.430

3.03

2.92

2.49

1.064

1.160

1.120

9.769***
2.33

2.34

2.43

1.042

1.106

.985

.407

2.71

3.03

3.16

1.073

1.121

1.122

7.815***

 *p<.05,    **p<.01,   ***p<.001

<Table 3> temptation of quit excercise according to personal characteristics

[Fig. 2] Study variables measurement model 
and coefficients

3. 결과

3.1 개인적 특성에 따른 운동중단유혹

개인  특성에 따른 운동 단유혹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은 운동 단유혹

의 의욕상실, 시간제약, 감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시간제약,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약은 50 , 40 , 30 , 60  이상, 20  순으로 나타났으

며, 반면  결과는 20 , 30 , 60  이상, 40 , 50  순으

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 에 따른 운동 단유혹의 차

이는 지도자, 시간제약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지도

자는 학원이상, 문 졸업, 학교졸업, 고등졸업, 

졸이하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제약은 학원이

상, 학교졸업, 고등졸업, 문 졸업, 졸이하의 순으

로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운동 단유혹

의 차이에서는 시간제약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500만원 이상, 200-299만원, 300-399만

원, 100-199만원, 400-499만원, 99만원 이하의 순으로 높

게 나타났다. 참가유형에 따른 운동 단유혹의 차이는 

지도자, 시간제약,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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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x1 x2 x3 y1 y2 y3 y4 y5 y6 y7 y8 y9 y10 y11 y12 y13

Psychological violence 1

Physical violence  .768** 1

Sexual violence  .439***  .568*** 1

Inappropriateness  .181***  .146***  .082* 1

Vacuity .219***  .183***  .117**  .697*** 1

Self-punishment  .159***  .155***  .086*  .738*** .699*** 1

Mistakes anxiety  .139**  .105**  .039  .638*** .627***  .667*** 1

Task-oriented -.128* -.102*  .019 -.245* -.211* -.216* -.149* 1

Confidence -.061 -.078* -.006 -.275* -.237* -.245* -.157*  .748*** 1

Innovation activities -.043 -.063  .044 -.216* -.198* -.174* -.145* .751*** .784*** 1

Responsible -.170* -.158* -.060 -.298* -.285* -.300* -.136* .672*** .683***  .680*** 1

Future oriented -.082
*

-.091
*

 .027 -.209
*

-.149
*

-.168
*

-.091
*

.688
***

.681
***
 .714

***
 .707

***
1

Coaches  .097*  .098* .144*** -.007 .023 -.058 -.101* .202*** .174***  .232***  .160***  .134** 1

Loss of motivation  .061  .058 .136
**

.155
***

.142
*

 .096
*

 .113
**

 .122
**

 .046  .092
*
 .094

*
 .057  .440

***
1

Time limitation  .003 -.010  .049 .039 .066 -.007  .006  .113**  .046  .103**  .090*  .029  .438***  .602*** 1

Emotion  .166*** .163*** .201***  .321*** .289*** .212*** .281*** .122**  .087*  .087*  .046 .144*** .345***  .530*** .337*** 1
 *p<.05,    **p<.01,   ***p<.001

<Table 5> Model fitness Index of hypothetical model
model Correction χ² df P GFI AGFI RMR NFI TLI RMSEA

Initial model 283.693 98 .000 .936 .911 .042 .941 .951 .060

Correction Model
e16 ↔ e17

e7 ↔ e11
245.146 96 .000 .945 .922 .036 .949 .960 .055

Comparison ▽ ▽ - △ △ ▽ △ △ ▽

GFI: Goodness of Fit Index,  AGFI: Adjusted GFI,  RMR: Root-Mean-square,  NFI: Normed Fit Index,
TLI: Tucker-Lewis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tudy variables

지도자와 시간제약은 취미반, 지도자․자격증반, 선수

반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결과는 선수반, 지도

자․자격증반, 취미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2 제안된 연구모형의 적합성

이 연구에서 설정된 구조모형의 합도 검증을 한 

투입자료를 얻기 하여 검증에 앞서 외생변인인 트

폭력경험의 측정변인들과 내생잠재변인인 수치심, 성취

욕구  운동 단유혹의 측정변인의 서로 간 상호 련

성을 알아보고 다 공선성을 확인하기 하여 상 계

를 분석하 다. 그 결과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생변인인 트 폭력경험의 측정변인들과 내생잠재변

인인 수치심, 성취욕구  운동 단유혹의 측정변인들 

간에 상 계수가 .8이하로 비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다 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모든 측

정 변인들 간의 상 계수가 상호 독립 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얻은 측정변인들 간

의 확인  요인분석과 상 계 분석 결과를 토 로 

트 폭력경험과 수치심, 성취욕구  운동 단유혹에 

한 가설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 연구모형의 합도는 비교  양호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 후 기모형의 합도를 좀 더 상승시

키기 해 공분산이 4이상 되는 지수  논리 으로 타당

한 2개의 오차항의 경로(e16 ↔ e17, e7 ↔ e11)를 공분산 

처리한 결과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 인 

합 지표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정된 

연구모형은 최종 으로 채택하기에 비교  우수한 모형

으로 명되었다.

3.3 각 변인간의 인과관계

최종 으로 채택된 모형의 가설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스포츠참가자

의 운동 단유혹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요인은 트

폭력경험(.159), 성취욕구(.133), 수치심(.122)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스포츠참가자의 트 폭력경

험과 수치심, 성취욕구  운동 단유혹의 인과 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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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path
Path 

coefficient
S.E Value Resul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Experience of Partner Violence → temptation of quit excercise  .143 .109  3.291
**

Adopt  .143 .016 .159

Experience of Partner Violence → embarrassment  .180 .084  4.178
***

Adopt  .180 .180

Experience of Partner Violence → desire of accomplishment -.084 .067 -1.928   Reject - -.048 -.048

embarrassment → desire of accomplishment -.269 .055 -6.355
***

Adopt -.268 -.268

embarrassment → temptation of quit excercise  .122 .056  2.812
**

Adopt  .122  .122

desire of accomplishment → temptation of quit excercise  .133 .043  3.059
**

Adopt  .133  .133
 *
p<.05,   

 **
p<.01,   

***
p<.001

<Table 6> Th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of each predictor variable of hypothetical 
model 

있어 수치심과 성취욕구의 요인은 트 폭력경험과 운

동 단유혹에 계하는 의미 있는 매개변인이라는 사실

로 명된다.

4. 논의

스스포츠참가자를 상으로 운동 단유혹에 한 

인과  계를 규명하여 스스포츠 장의 지도자들에

게 운동 단을 유발하는 유혹상황에 련된 심층 인 정

보를 제공하는 데 이 연구의 목 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의 분석을 통해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나타

난 의미 있는 결과에 해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스포츠참가자의 개인  특성에 따른 운동

단유혹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 연령, 교육수 , 수입, 

참가유형은 운동 단유혹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먼 , 성에 따른 운동 단유혹의 차이는 여

성이 남성에 비해 의욕상실, 시간제약에 의한 운동 단

유혹이 높으며, 반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감정에 의한 운

동 단유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양분된 

연구결과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가사에 련된 생

활이 주된 이유로 운동참여의 기회부족과 시간제약으로 

인해 운동을 단하려는 가능성이 크며[4], 남성이 여성

보다 트 와의 불화, 시합에 한 두려움, 연습에 한 

부담, 개인  손실, 제도 회에 한 불만 등의 스트 스

가 높다는 연구결과[28]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

다. 연령에 따른 운동 단유혹의 차이는 연령이 많은 집

단이 연령이 은 집단에 비해 시간제약에 의한 운동

단유혹이 높고, 연령이 은 집단이 연령이 많은 집단에 

비해 결과에 의한 운동 단유혹의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춘기까지는 연령이 증가

할수록 체육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 하다가 20세 이

후에 큰 폭의 감소 상이 나타나고, 50세까지 진 인 

감소추세를 보인다는 설명[6]을 기 로 할 때, 연령이 증

가할수록 직업  가사 등과 같은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증가됨으로써 상 으로 운동의 지속  참여가 어려워

지게 되는 반면, 연령이 고연령에 비해 운동결과에 

한 기 수 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만족스럽지 못한 운동

결과에 해서 상 으로 운동의 포기의지가 많다는 사

실을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다. 교육수 에 따른 운동

단유혹의 차이는 교육수 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지도자와 시간제약에 의한 운동 단유혹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육으로는 운동지속

성을 측하기보다는 다만 교육수 이 다른 요인들과 병

행될 때 운동지속성에 한 측이 증가된다[20]는 설명

에 기 로 할 때, 교육수 이 높은 참가자는 지도자의 지

도능력, 무성의, 무신경 등과 같은 지도자에 의한 불만에 

의한 요인으로 운동을 단하려는 유혹에 빠지거나 업무 

 학업, 시간부족, 과 된 업무 등과 같은 시간제약으로 

인한 요인으로 운동을 단하고자하는 유혹이 높아진다

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교육수 이 높을수록 스포츠참

가의 빈도가 지속 이며, 스포츠에 한 참가율이 높다

는 선행연구[57]와 상반된 결과를 볼 때 추후 후속 연구

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

된다.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운동 단유혹의 차이는 가

정의 월수입이 낮은 집단에 비해 월수입이 높은 집단이 

시간제약에 의한 운동 단유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정의 월수입이 운동 단유혹에 

한 계가 있다는 연구결과[52]와 소득이 스포츠 참가를 

측하는데 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

[54]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생활 정도와 직

결되는 가정의 수입은 운동 단유혹을 유발하는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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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참가유형에 따른 운동 단

유혹의 차이는 지도자와 시간제약은 취미반, 지도자․자

격증반, 선수반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결과는 

선수반, 지도자․자격증반, 취미반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이는 체 으로 취미반일수록 지도자와 시간제약에 

의한 운동 단유혹이 많고, 선수반일수록 운동결과에 의

한 운동 단유혹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취미반이나 동호회와 같이 여가의 수단으로 참가

하는 집단은 신뢰성 형성이나 몰입, 결속력이 낮게 나타

난다는 연구결과[24]와 스스포츠 선수들의 스트 스에 

한 연구에서 아마선수보다 로선수가 실패의 두려움, 

처벌의 두려움, 신체  한계, 시합의 부담 등과 같은 스트

스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보고[28]도 

이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와 같이 스스포츠 참가유

형에 따라 운동 단유혹의 계는 어떤 형태로 참가하느

냐에 따라 운동 단유혹 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취미나 여가활동을 한 목 으로 참여하는 참가자들

은 시간제약, 지도자 등과 같은 일상생활  인 계의 

문제로 인해 단유혹이 높은 반면, 선수반과 같은 문

인 성향을 띤 참가자들은 경기력 향상  시합결과 등 

운동결과의 만족여부가 운동을 지속하게 하거나 단하

게 하는 데 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의 연구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개인  

특성에서의 직업을 제외한 성, 연령, 교육수 , 가정의 월

수입, 참가유형 요인은 스스포츠참가자의 운동 단유

혹에 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운동참여에 요한 요인

이 되는 동시에, 운동을 단하게 되는 요한 요인이 됨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스포츠 지도자와 리자는 참

가자들의 지속 인 참여  스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해 우선 으로 참가자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둘째, 트 폭력경험과 수치심, 성취욕구  운동

단유혹의 구조모형의 검증을 통하여 구조모형 내의 경로 

 하나인 트 폭력경험과 운동 단유혹의 인과 계

에 하여 알아보았다. 이 결과 트 폭력경험과 운동

단유혹 간에는 유의한 인과 계(임계율 3.29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 폭력경험과 운동 단유혹 간의 

임계율이 1.96이상의 계를 보여 경로가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트 폭력경험이 높을수록 운동 단

유혹도 높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선행 연구로는 생활체육 장에서 발생하는 언어  

공격성이나 감은 운동 도탈락 의도에 큰 향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49]와 운동선수의 78%가 구타 경험

이 있으며 이로 인해 운동이 싫어지나, 인격  모욕감으

로 운동을 지하고 싶다는 부정 인 감정의 변화가 나

타난다는 연구결과[53], 그리고 운동선수의 성폭력 경험, 

즉 성희롱, 음란물, 강간 등과 같은 경험은 도탈락의도

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9]가 이 연구 결과

를 재확인하여 주었다. 반면 공격성이 운동 도탈락 의

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48]도 있는데, 그

러나 분명한 것은 폭력은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부 한 

공격행동 양상을 나타내고, 이러한 공격성은 심리  불

편감과 사회부 응과 연 되어 있다[34, 48]는 을 상기

할 때 트 폭력경험은 운동 단유혹에 아주 향력이 

있는 요인이라 단된다. 

트 폭력경험과 수치심의 인과 계에 한 결과는 

유의한 인과 계(임계율 4.178)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치심은 폭력  학  경험에 의해 생

겨날 수 있다는 연구[38]를 통해 입증되었다. 특히 정서

 학 는 명백하게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한 

지각의 정도가 클수록 자신을 부족하고 결핍되었고 부

하다고 느끼게 되며, 그로인해 수치감은 증가하게 된

다는 보고[41]와 수치심은 폭력사건과 우울, 외상 후 스

트 스 증상, 자존감 등의 심리  고통의 수 을 매개하

며, 수치심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은 더 낮

고 우울감과 스트 스 장애(PTSD)증상이 더 높다는 보

고[2]는 이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트 폭력경험과 성취욕구의 인과 계에 한 결과, 

트 폭력경험과 성취욕구 간에는 인과 계(임계율 

-1.928)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

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수치심에 의해 간 인 

향을 보 다. 비록 직 인 인과 계가 보이지 않는 것

으로 확인되었으나, 폭력  체벌이 회피학습을 유발하

며 정서  부작용을 수반함은 물론, 학습자를 낮은 수

의 도덕성에 머물게 하는 등의 부정  효과가 한층 크다

는 연구결과[46]와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폭력경험은 동

기상실 측면에서 회피반응을 유발하게 된다는 연구결과

[53]를 볼 때, 비록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구조모형의 

검증에서는 구조모형 내에서 향력을 미치지 못해 경로

로 채택되지는 않았어도 서로 간의 향력이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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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사료된다. 즉 트 폭

력경험이 개인의 수치심에 향을 미치고 이러한 수치심

은 과업지향, 자신감, 신활동, 책임감, 그리고 미래지향 

등과 같은 성취욕구에 향을 미치는 구조모형 내 경로

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단된다.

수치심과 성취욕구의 인과 계에 하여 알아본 결과, 

수치심과 성취욕구 간에는 유의한 인과 계(임계율 

-6.35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계율이 값 

1.96이상의 계를 보여 경로가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으

며 수치심이 높으면 성취욕구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

와 같은 연구결과는 수치심은 자신에 한 부정  평가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수치심을 경험하지 않기 해 회피

반응을 유발하며 인간 을 제한하게 된다는 연구결

과[19]와 수치심경향성은 실패에 한 두려움에 상황에

서의 회피 혹은 단하는 경향과 동시에 이면에는 인정

에 한 욕구도 잠재되어 있다는 연구결과[16], 수치심 

경향성은 성취동기와 유의한 부  상 이 있다는 연구결

과[45]는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

과는 체 자기(entire self)가 문제시 되는 경험인 수치

심은 무슨 일을 하든 탁월한 표 에 도달하려는 성향인 

성취욕구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시사한다. 

수치심과 운동 단유혹의 인과 계에 하여 알아본 

결과, 수치심과 운동 단유혹 간에 유의한 인과 계(임

계율 2.81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

는 수치심 경향성은 숙달 근 목표지향성을 제외한 숙달

회피, 수행 근, 수행회피 목표지향성 모두와 유의한 정

 상 을 나타났다는 연구결과[22]와 수치심은 형

으로 쓸모없고 힘을 상실했다는 지각에 의해 매우 축

되고, 도망치거나 숨고 싶어 하게 만든다는 연구결과[26]

는 이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들을 비추어 보면 수치심은 성취과제수행을 회피하

거나, 경험  회피 강화  부인, 인간 제한  방

어 등과 같은 행동을 하게 하여, 결국 계  측면에도 

향을 뿐 아니라 그 상황에서의 회피 혹은 단하려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단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체

육 활동 내에서도 이상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정 인 

자의 의식인 수치심은 운동 단유혹에 아주 향력이 있

는 매개체임을 단할 수 있다. 즉 수치심의 정도가 클수

록 운동 단유혹에 한 부정  향을 측할 수 있는 

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성취욕구와 운동 단유혹의 인과 계에 한 결과는 

유의한 인과 계(임계율 3.059)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운동 단을 찰한 연구들[14, 25, 30]

의 결과와는 배치되는 반면, 생활체육참가자의 운동욕구

와 포기의도에 한 연구에서 운동욕구 요인  과시욕

구가 운동 포기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31]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운동참가를 

통해 자신의 운동능력  기능의 우월성을 자랑하기 

한 욕구로 볼 수 있는 과시욕구가 오히려 포기의도를 가

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의 원인에 해 다음

의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그 첫 번째로는 이 연구에

서 사용한 운동 단유혹의 설문 문항이 기존의 선행연구

에서 사용된 운동생활로부터 탈퇴할 의도를 묻는 문항이 

아닌 운동참가자들의 운동 단을 하도록 하는 요인, 즉 

지도자, 의욕상실, 시간제약, 감정 등의 불만족  제약에 

의한 단유혹상황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추론은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좀 더 성취 지향 이고 고

도의 몰입과 완벽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요성을 인식해 주었으면 하는 존경추구욕구 

는 그 모든 것을 다 충족하고자하는 자아 실 욕구가 훨

씬 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 추론은 인간은 생리 , 안 , 사회 소

속감의 욕구가 충족되면 단순히 집단 구성원의 일원이라

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요성

을 인식해 주거나 실질 인 존경을 받고자하는 존경추구

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며, 더 나아가 그가 하고 싶은 것

을 다 충족하고자 하는 욕망, 즉 자아실 에 한 욕구를 

추구한다는 욕구계층이론[1]을 통해 지지 될 수 있다. 즉, 

자신의 성취에 한 확신이나 기 수 이 높은 참가자일

수록 타인의 인정, 보상, 는 만족감을 얻으려는 고도의 

기 감과 모든 상황에서 완벽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높은

데, 이러한 성취욕구성향이 높은 참가자가 운동 지도자

의 무 심에 한 불만감과 직장, 가정의 업무 등으로 인

해 시간제약이 많아지고, 그로 인한 운동에 한 의욕상

실  내  감정이 높아지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

결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련된 선행 연구[3, 50]에서 운동을 포기하는 유형으로 성

공가능성의 희박, 학업 지속, 불안, 부정  교우 계, 학

업 퇴보, 흥미 상실 등을 제시하 으며, 운동욕구 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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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욕구 만족이 운동포기의도  지속의도에 향을 미친

다고 보고하 다. 즉 성취욕구의 특성으로 볼 수 있는 운

동욕구  심리욕구 만족, 성취에 한 기 감은 운동의 

지속행동에 변화를 주는 원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한 상업스포츠 시설 참가자의 도탈락에 한 연구에

서 개인  운동 환경요인과 운동환경 만족, 즉 운동 내용, 

지도방법 등의 불만족 요인은 도탈락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운동 로그램 만족, 즉 운동을 통한 기능 발달의 

만족도, 동료강사와의 친 도 등의 만족 요인은 도탈

락에 부 인 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47]를 기 로 할 때 술한 가정은 충분한 개연성을 

갖는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운동 참가자의 성취욕구가 

운동 단유혹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고 있는지의 결과

에 해서 직 인 지지를 해주는 연구는 사실 부족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꾸 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 이러한 

결과와 추론이 심도 있게 찰될 필요가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와 이 연구의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스스포츠참가자의 트 폭력경

험이나 수치심  성취욕구는 운동 단유혹을 증가 혹은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즉 트 폭력경험, 

수치심, 성취욕구의 정도가 많거나 을수록 운동 단유

혹을 유발할 수 있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변

인 간의 계라고 단된다. 따라서 스스포츠 장에

서의 지도자들은 참가자들이 운동지속유지  상승을 

해 트  간의 불화  폭력 등과 같은 문제 은 없는 

지 극 인 심을 가져야 하며, 운동수행에 한 성취

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참가자 개인의 일상생활 여건을 

고려한 정 수 의 운동방안을 지속 으로 모색할 필요

성이 요구된다.

5. 결론

이 연구는 스스포츠참가자의 운동 단유혹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의 가설  인과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스스포츠참가자 523명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 개인  특성  성, 연령, 교육수 , 가정의 월수

입, 참가유형에 따라 운동 단유혹은 차이가 있다. 여성

이 남성에 비해 운동 단유혹의 수 이 높다. 연령이 많

을수록 시간제약에 의한 운동 단유혹이 높고, 연령이 

을수록 결과에 의한 운동 단유혹의 수 이 높다. 평

균 으로 교육수 이 높을수록 지도자, 시간제약에 의한 

운동 단유혹이 높다. 가정의 월수입이 높은 집단이 낮

은 집단에 비해 시간제약에 의한 운동 단유혹이 높다. 

선수반에 비해 취미반이 지도자, 시간제약, 결과에 의한 

운동 단유혹이 높다.

둘째, 스스포츠참가자의 운동 단유혹을 설명하기 

해 제안된 기의 구조모형은 분석결과, 운동 단유혹

의 측정변인인 결과의 측정 요인으로 인해 합하지 않았

다. 기의 제안된 구조모형에서 합하지 않은 측정요인

들을 제거하고 기모형을 수정한 모형은 합하 다.

셋째, 스스포츠참가자의 운동 단유혹에 직 으

로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트 폭력경험과 수치심, 

성취욕구로 나타났다. 즉, 운동 단유혹을 설명하기 한 

구조방정식모형은 독립 인 요인으로 트 폭력경험, 

매개 인 요인으로서 수치심과 성취욕구로 구성되는 간

명모형이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생활체육 장의 지도자와 계

자들은 스스포츠참가자의 운동 단유혹을 낮추기 

해서는 트  간에 유발될 수 있는 폭력에 한 세심한 

주 와 스스포츠 활동 에 수반될 수 있는 수치심에 

한 방․ 책을 강구하는 한편, 정 인 성취욕구를 

향상시키기 한 지도자  리자들의 극 이고 꾸

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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