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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참가자들의 참여정도에 따른 운동욕구와 

운동몰입 및 운동중독의 관계

현승권, 유기성
인하공업전문대 어학교양학부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exercise needs, exercise 

commitment and exercise addiction based o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by health club members 

seung-kwon Hyun, ki-sung Yoo

Inha Technical College A language the Faculty of Liberal Arts

요  약 본 연구는 헬스 참가자들의 참여정도에 따른 운동 욕구, 운동 몰입, 운동 중독간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목적

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연구대상은 2014년 인천에 위치한 10곳의 헬스클럽에서 3개월 이상 참여한 20세 이상

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편리할 때 편리한 장소에서 임의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인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

여 총 151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

과 자료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헬스 참가자의 참여정도에 따라 운동 욕구, 운

동 몰입, 운동 중독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운동 욕구는 운동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운

동욕구는 운동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넷째, 운동 몰입은 운동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주제어: 운동 욕구, 운동 몰입, 운동 중독, 헬스, 참여 정도, 긍정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hysical exercise needs, 

exercise commitment and exercise addiction based o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by health club members and 

furthermore to verify the suitability of the structural model of variables based on these relationships. The 

subjects for this study include adults aged over 20 years old who exercised for over 3 months in 2014 

Random sampling of data from subjects at their convenient time and place known as the convenience sampling 

method was used to analyze a total of 151 surveys. The collected data was statistically processed using SPSS 

18.0.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ly, depending o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of the health club member, a significant variation was perceived between physical exercise needs, 

exercise commitment and addiction. Secondly, physical exercise need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exercise 

commitment. Thirdly, physical exercise need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exercise addiction. Finally, exercise 

commitment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exercise addiction

Key Words : exercise needs, exercise commitment, exercise addiction, health club, participation, affi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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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90년 부터 국가가 주도하고 민간이 힘을 합쳐 생활

체육 활성화를 해 노력한 결과 운동을 하는 인구가 

증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 주 5일제 근무의 정착

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하면서 건강에 한 심이 높아지

고 자연스럽게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다. 

생활체육 참여율에서는 규칙 인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1994년 43.3%에서 차츰 어들다가 2008년

에는 53.2%, 2010년에 45.3%, 2012년에는 51.8%로 증가

했고[1], 주 2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은 경기불황과 실

업률 증가 등이 복합 으로 작용한 결과로 2010년에 

41.5%에 비해 6.5%가 감소했다[1]. 따라서, 운동의 다양

한 효과의 홍보와 기존의 참가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

속 인 참여를 한 다양한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헬

스 참가자는 2008년 2순 , 2010년과 2012년에는 걷기와 

등산에 이어 3순 를 차지하며 인 참여종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참여 장소는 공공체육시설은 11.6%, 

민간상업시설이 79.4%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1]. 이는 

2000년 의 몸짱 신드롬과 각종 매체에서 웨이트트

이닝의 요성을 보도하면서 헬스를 통해 자신의 건강 

유지나 외 인 미를 추구하려는 결과일 것이다. 웨이트

트 이닝은 신체의 변화를 꾀하는 운동이라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이다. 이러한 과정에

서 과거 10여년 부터 논의해왔던 운동 독을 경험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을 것이다. 운동 독은 동 의 양면

성과 같이 정  독과 부정  독이 함께 공존한다. 

참가자들에게 정 인 독을 높여주고 부정 인 독

을 최소화 하는 것은 요한 사안이다. 운동 독은 지속

인 참여의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지나친 

욕구와 몰입은 질 으로 윤택한 삶을 유지하려는 근본

인 목 에서 벗어나 생활의 심이 스포츠가 우선이 되

는 부정  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운동욕구(activity need)는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이

유나 동기를 말하는데, 부분의 사람들은 즐거움, 기쁨, 

호기심 그리고 경험과 련된 개인  우월을 한 내  

참여 동기에 의해 스포츠에 참가하고 있다[2]. 한, 운동

욕구는 재는 물론이거니와 미래의 스포츠 참가의 방향

과 참여정도를 결정하는 데 요한 동기로 작용하는 심

리  변인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3], 생활체육 운동욕

구에 한 다양한 형태의 실증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

다[4,5,6,7,8]. 한 운동욕구는 운동지속 행동에 향을 

미치기 에 운동에 몰입하는 성향 즉, 운동 독과 높은 

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9,10].

몰입(flow)은 개인의 강한 내  동기에 의해 나타나고 

수행되어지는 특정 활동에 완 히 빠져있는 상태로서 스

포츠 장에서 몰입경험은 만족감, 즐거움 등과 같은 운

동지속을 이끌어 내는 요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11,12].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이유는 부분 건강 때문이

라고 하지만 오랫동안 스포츠에 헌신하고 몰입해 있던 

사람들의 답변은 부분 즐거움 때문이라고 하 다[13]. 

앞서 언 한바 웨이트트 이닝은 신체의 변화를 해 지

속 인 참여가 필요함으로 참가자의 높은 욕구나 강한 

몰입이 수반되어야 신체  변화를 통해 만족감이나 즐거

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한 몰입은 운동에 참가하면

서 얻게 되는 기 , 기쁨, 보상 등의 내  욕구를 느끼면

서 지속 인 참여를 유도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몰입은 

웨이트트 이닝를 통해 자신의 신체의 변화를 보며 즐거

움과 만족감이 수반되어 지속 인 참여와 운동에 몰입할 

수 있는 내재  동기로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헬스 참가자들의 운동 욕구와 운동 

몰입, 운동 독은 계있는 변수임을 측할 수 있다.

운동 독은 Baekland(1970)가 운동박탈이 수면에 미

치는 향을 연구하기 해 피험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미국의 러닝 붐과 더불어 70년

 후반부터 학문  상이 되기 시작하 다[14]. 운동

독(exercise addiction)이란 어떤 행 에 참여해야 한다는 

강한 강박  집착, 문제행 에 한 통제력이 상실된 상

태, 행 를 단 하 을 경우 느끼는 불편함, 문제의 행

가 해롭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운동 독은 통제할 수 없

는 과도한 운동행동을 의미하며, 운동욕구를 만족하지 

못하면 심리 으로 불안하고 안 부  못하는 행동특성

을 보이게 된다. 더욱이 운동 독은 단증상과 같은 증

상을 느끼게 되어 하루하도 운동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

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15]. 한 Morgan(1979)은 다수의 사람들은 규칙 인 

운동 참여를 통하여 건 한 습 이 형성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운동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 운동을 

단하 을 경우 우울이나, 불안, 화가남과 같은 단증세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exercise needs, exercise commitment and exercise addiction based o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by health club membe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565

를 경험하게 되어 부정 인 독 상이 나타난다고 하

다[16]. 반면, 강신욱(2002)은 운동 독 수 이 높을수록  

삶의 질에 정 인 단을 한다고 보고하 고[17], 김

범과 조주란(2005)은 운동 독을 개인의 안녕, 기능 상태

를 개선하는 삶의 보완제라고 언 할 정도로 운동 독이 

개인  삶과 생활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 다[18]. 이외에도 국내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정

인 운동 독[19,20,21,22,23,24]에 한 보고와 개인의 

삶이 완  통제되어 일과 인 계에 부정 인 효과를 

주는 부정 인 운동 독[25,26,27] 에 한 련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건강이란 신체 으로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으며 

신체 , 정신 , 사회 으로 완 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

다. 지 까지 많은 운동과학자들은 물론 문기 의 연

구자들의 노력과 국가 정책  노력으로 윤택한 삶을 

하기 해서는 규칙 인 운동이 요한 사안이라는 것

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 운동을 통한 다양한 효과를 경

험하면서 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지속 이고 규칙

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운동이 주는 많은 효과와 혜택을 알면서도 자칫 잘못하

면 부정 인 운동 독의 효과로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25,27]. 헬스가 생활체육 참여율 3 에 

선정될 만큼 인기 있으므로 헬스 참가자를 상으로 참

여자가 하고 싶어 하는 기본 인 동기인 운동욕구, 참여

자의 몰입도와 운동 독의 계를 규명하여 헬스 참가자

들에게 정 인 효과는 높여주고 부정 인 효과를 낮추

어 주는 방법론을 제시하여 참여자들에게 바라던 목  

달성과 질 으로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헬스 참가자의 참여정도에 따

른 운동 욕구, 운동 몰입, 운동 독의 계를 살펴보는데 

그 연구 목 이 있다.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헬스 참가자의 참여정도에 따라 운동 욕구, 운동 

몰입, 운동 독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헬스 참가

자의 운동 욕구는 운동 몰입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셋째, 헬스 참가자의 운동 욕구는 운동 독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넷째, 헬스 참가자의 운동 몰입은 운동 

독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로 설정하 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2014년 인천에 치한 10곳의 헬스클

럽에서 웨이트트 이닝을 3개월 이상 참여한 20세 이상

의 성인을 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사용하 다. 성실한 설문을 해 연

구자와 보조연구자 1명과 함께 헬스클럽을 직  방문하

여 연구목 과 설문지에 해 설명 한 후 200부의 설문지

를 배포하 다. 이  회수된 설문지는 183부 으며, 불성

실하게 응답하 거나 이 응답  본 연구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단되는 32부를 제외하고 총 151부를 자료 분

석에 사용하 다.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을 살펴보

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Sortation N P(%)

sex
male 81 53.6

female 70 46.4

participat

ion 

degree 

period

6 months or less 31 20.5

6 months to one year 18 11.9

A year or three years. 33 21.9

More than three years 69 45.7

frequency

1-2 times per month 10 6.6

Weekly 10 6.6

Note 2 -3 times 54 35.8

Almost every day 77 51.0

time

30 minutes to an hour 31 20.5

1 hour or two hours 70 46.4

More than 2 hours 50 33.1

total 151 100

2.2 조사도구

헬스 참가자들의 운동 욕구, 운동 몰입, 운동 독의 

계를 규명하기 해 사용한 조사도구는 설문지이다. 

구체 인 설문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인 특성 4문항, 운

동 욕구 24문항, 운동 몰입 12문항, 운동 독 25문항까지 

총 6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의 구성 지표를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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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ariables and content of questionnaire

configuration index 
question 

number

general feature 
sex, period, 

frequency, time
4

exercise need

Conspicuous desire 4

Social need 4

Health needs 4

The desire for fun 4

The desire for cleanup 4

Body type needs 4

immersion sports
cognitive commitment 6

behavioral commitment 6

exercise addiction

Withdrawal 5

Conflict 5

Attachment 5

obsession 5

tolerance 5

total 65

운동욕구 설문지는 청소년 체육활동 욕구  실태조

사를 해 개발된 스포츠욕구 척도를 기 로 서희진

(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사용하 다[28]. 자

세히 살펴보면 과시욕구(4문항), 사교욕구(4문항), 건강

욕구(4문항), 재미욕구(4문항), 정화욕구(4문항), 체형욕

구(4문항)의 6개 하 요인으로 총 24문항이다. 운동 몰입 

설문지는 Scanlan등(1993)의 ESCM(expansion of the 

sport commitment modle)을 기 로 정용각(1997)의 연

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사용하 다[29,30]. 인지몰입(6

문항), 행 몰입(6문항)의 2개 하 변인으로 총 12문항이

다. 운동 독 설문지는 신규리(2000)가 개발하고 사용한 

바 있는 EAQ(Exercise Addicition Questionaire) 설문지

를 사용하 다[14]. 세부 으로 살펴보면 단(5문항), 갈

등(5문항), 애착(5문항), 강박증(5문항), 내성(5문항)의 5

개 하 요인으로 총 25문항이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인 5  Likert척도로 

구성하 다.

2.3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설문지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한 탐색  요인 분

석  확인  요인분석 결과는 이  선행 연구들에서 내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각 요인의 신뢰

성을 분석하기 하여 내 일 성을 이용한 Cronbach’α 

계수를 산출해 신뢰도를 분석하 다. Cronbach’α 계수의 

경우 운동욕구는 .917, 운동 몰입은 .962, 운동 독은 

.964로 나타났다. 체 으로 Nunnally(1978)가 비교  

신뢰할 만하다고 제시한 가이드라인 .70을 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자들의 설문문항을 그 로 분석에 

이용하 다[31].

2.4 조사절차

본 연구의 차는 연구자가 직  헬스클럽을 방문하

여 참가자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 을 설명한 뒤 자료

를 수집하 고,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질문 내용에 응답하게 하 다. 작성이 종료

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  수거하 다.

2.5 자료처리

자료 처리는 SPSS 18.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 다. 

조사도구의 문항 내  신뢰도를 검증하기 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 다. 개인  특성을 알아보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운동 욕구, 운동 몰입, 운동 

독의 향을 검증하기 하여 다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3. 연구결과

본 연구는 헬스 참가자의 참여정도에 따라 운동 욕구, 

운동 몰입  운동 독간의 계를 알아보기 하여 분

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3.1 헬스 참가자의 참여정도에 따른 운동 욕

구, 운동 몰입, 운동 중독의 차이. 

1) 참여 기간에 따른 차이

참가자들의 참여 기간에 따른 운동 욕구, 운동 몰입, 

운동 독 요인에 한 평균과 표 편차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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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period M SD N

exercise 

need

6 months or 

less
2.8737 .38512 31

6 months to 

one year
2.8704 .44485 18

A year or 

three years.
3.3851 .35248 33

More than 

three years
3.4915 .71209 69

total 3.2674 .62096 151

exercise 

commitment

6 months or 

less
2.8602 .92406 31

6 months to 

one year
2.8426 .92571 18

A year or 

three years.
3.6944 .60189 33

More than 

three years
3.6473 1.01642 69

total 3.4001 .97890 151

exercise 

addiction

6 months or 

less
2.5832 1.03242 31

6 months to 

one year
1.9933 .57986 18

A year or 

three years.
2.3830 .97201 33

More than 

three years
2.5055 .84697 69

total 2.4336 .89938 151

운동 욕구 요인에 한 참여 기간의 평균은 6개월 미

만이 2.87,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이 2.87,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이 3.39, 3년 이상에서 3.49로 나타났다. 운동 몰

입 요인에 한 참여 기간의 평균은 6개월 미만이 2.86,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이 2.84,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

이 3.69, 3년 이상에서 3.65로 나타났다. 운동 독 요인에 

한 참여 기간의 평균은 6개월 미만이 2.58, 6개월 이상

에서 1년 미만이 1.99,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이 2.38 , 3

년 이상에서 2.51으로 나타났다. 운동 욕구, 운동 몰입, 운

동 독이 운동 참여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하여 다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운동 욕구, 운동 몰입, 운동 독 요인 수에 한 

참여 기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Wilks의 람다는 .70, 유

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  .05에서 운동 참여 기간에 

따라 운동 욕구, 운동 몰입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결과 으로 요인에 따른 차이를 개별 종속변수별

로 분석해 보면 다변량 F 검정에서 참여 기간에 따라 운

동욕구 12.25, 운동 몰입 8.72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able 4> Result of needs, commitment, 

addiction based on the period of 

participation multi-variate analysis

independ

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Wilks  ̀

lambda

univaria

te F

degree of 

freedom

period

exercise 

needs

.70

(.000)

12.25
***

3

exercise 

commitme

nt

8.72
***

3

exercise 

addictions
1.94 3

***p<.001

2) 참여 빈도에 따른 차이

참가자들의 참여 빈도에 따른 운동 욕구, 운동몰입, 운

동 독 요인에 한 평균과 표 편차는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운동 욕구 요인에 한 참여 빈도의 평균

은 월1-2회가 3.54, 주1회가 2.77, 주2-3회가 3.06, 거의매

일이 3.439로 나타났으며, 운동 몰입 요인에 한 참여 빈

도의 평균은 월 1-2회가 3.08, 주1회가 2.54, 주 2-3회가 

2.92, 거의매일이 3.889로 나타났으며, 운동 독 요인에 

한 참여 빈도의 평균은 월 1-2회가 2.68, 주1회가 1.54, 

주 2-3회가 2.04, 거의 매일이 2.796로 나타났다. 

운동 욕구, 운동 몰입, 운동 독이 운동 참여 빈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다변량 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운동 욕구, 운동 몰입, 

운동 독 요인 수에 한 참여 빈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Wilks의 람다는 .60, 유의 확률은 .000으로 유의수

 .05에서 운동 참여 빈도에 따라 운동 욕구, 운동 몰입, 

운동 독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 으

로 요인에 따른 차이를 개별 종속변수별로 분석해 보면 

다변량 F 검정에서 참여 빈도에 따라 운동 욕구 7.58, 운

동 몰입 18.32, 운동 독 14.15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헬스 참가자들의 참여정도에 따른 운동욕구와 운동몰입 및 운동중독의 관계

56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5 Jan; 13(1): 563-574

<Table 5>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frequency M SD N

exercise 

need

1-2 times 

per month
3.5417 .61489 10

Weekly 2.7708 .46117 10
Note 2 -3 

times
3.0633 .53523 54

Almost 

every day
3.4394 .62400 77

total 3.2674 .62096 151

exercise 

addiction

1-2 times 

per month
3.0833 1.40546 10

Weekly 2.5417 .57097 10
Note 2 -3 

times
2.9213 .86775 54

Almost 

every day
3.8885 .76084 77

total 3.4001 .97890 151

exercise 

addiction

1-2 times 

per month
2.6800 .00000 10

Weekly 1.5400 .48488 10

Note 2 -3 

times
2.0370 .92014 54

Almost 

every day
2.7958 .78768 77

total 2.4336 .89938 151

<Table 6> Result of needs, commitment, 

addiction based on the frequency of 

participation multi-variate analysis

independ

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Wilks  ̀

lambda

univariate 

F

degree of 

freedom

frequency 

exercise 

needs

.60

(.000)

7.58*** 3

exercise 

commitm

ent

18.32
***

3

exercise 

addictions
14.15*** 3

***p<.001

3) 참여 시간에 따른 결과

참가자들의 참여 시간에 따른 운동 욕구, 운동 몰입, 

운동 독 요인에 한 평균과 표 편차는 <Table 7> 

같이 나타났다. 운동욕구 요인에 한 참여 시간의 평균

은 30-1시간이 3.13, 1-2시간이 3.12, 2-3시간이 3.56로 나

타났으며, 운동 몰입 요인에 한 참여 시간의 평균은 

30-1시간이 2.83, 1-2시간이 3.23, 2-3시간이 3.99로 나타

났으며, 운동 독 요인에 한 참여 시간의 평균은 30-1

시간이 2.53, 1-2시간이 2.10, 2-3시간이 2.84으로 나타났

다. 운동 욕구, 운동 몰입, 운동 독이 운동 참여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다변량 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운동 욕구, 운동 몰입, 

운동 독 요인 수에 한 참여 시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Wilks의 람다는 .67,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  

.05에서 운동 참여 시간에 따라 운동 욕구, 운동 몰입, 운

동 독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 으로 

요인에 따른 차이를 개별 종속변수별로 분석해 보면 다

변량 F 검정에서 참여 시간에 따라 운동 욕구 9.21, 운동 

몰입 19.02, 운동 독 11.25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able 7>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ime M SD N

exercise 

need

30 minutes 

to an hour
3.1277 .57774 31

1 hour or 

two hours
3.1202 .50424 70

More than 2 

hours
3.5600 .69809 50

total 3.2674 .62096 151

exercise 

commitment

30 minutes 

to an hour
2.8333 .93739 31

1 hour or 

two hours
3.2298 .87762 70

More than 2 

hours
3.9900 .84325 50

total 3.4001 .97890 151

exercise 

addiction

30 minutes 

to an hour
2.5303 .64266 31

1 hour or 

two hours
2.1034 .90198 70

More than 2 

hours
2.8360 .86647 50

total 2.4336 .89938 151

<Table 8> Result of needs, commitment, 

addiction based on the time of 

participation multi-variate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

t 

variable

Wilks  ̀

lambda

univariat

e F

degree 

of 

freedom

time

exercise 

needs

.67

(.000)

9.21
***

2

exercise 

commitm

ent

19.02*** 2

exercise 

addiction

s

11.25
***

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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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sult of commitment a need for Influence multi-variate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R²(adj. R²) F

B SE

exercise needs 1.198 .084 .760 14.27 .58(.57)% 203.67***

exercise addiction .597 .108 .413 5.53 .17(.16)% 30.55
***

exercise commitment .524 .062 .570 8.48 .32(.32)% 71.88
***

***p<.001

3.2 헬스 참가자의 운동 욕구가 운동 몰입에 

미치는 영향.

헬스 참가자의 운동 욕구는 운동 몰입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 참가자

의 운동욕구가 운동 몰입에 향을 미치는지 측하는 

모형의 통계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는 <Table 9>와 같

다. 헬스 참가자의 운동 욕구가 운동 몰입에 향을 미치

는지 측하는 모형의 통계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F

통계 값은 203.67, t값은 14.27, 유의확률은 .000로 운동 욕

구는 유의수  .05에서 운동 몰입에 향을 유의하게 미

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으며, 운동 몰입의 총 변화량의 

58%가 운동욕구의 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3.3 헬스 참가자의 운동 욕구가 운동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헬스 참가자의 운동 욕구는 운동 독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 참가자의 운동 욕구가 운동 독에 향을 미치

는지 측하는 모형의 통계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헬스 참가자의 운동욕구가 운동 독

에 향을 미치는지 측하는 모형의 통계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F통계값은 30.55, t값은 5.53, 유의확률은 

.000로 운동욕구는 유의수  .05에서 운동 독에 향을 

유의하게 미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으며, 운동 독의 

총 변화량의 17%가 운동 욕구의 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3.4 헬스 참가자의 운동 몰입이 운동 중독에 

미치는 영향.

헬스 참가자의 운동 몰입은 운동 독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 참가자

의 운동 몰입이 운동 독에 향을 미치는지 측하는 

모형의 통계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는 <Table 9>와 같

다. 헬스 참가자의 운동 몰입이 운동 독에 향을 미치

는지 측하는 모형의 통계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F

통계 값은 71.88, t값은 8.48, 유의확률은 .000로 운동 몰입

은 유의수  .05에서 운동 독에 향을 유의하게 미치

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으며, 운동 독의 총 변화량의 

32%가 운동 몰입의 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4. 논의

본 연구는 헬스 참가자의 참여정도에 따른 운동 욕구, 

운동 몰입, 운동 독의 차이를 알아보고, 운동 욕구, 운

동 몰입, 운동 독간의 향을 알아보기 한 목 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미 있는 결과들이 도출되

었는데, 이를 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4.1 헬스 참가자의 참여정도에 따라 운동 욕

구, 운동 몰입, 운동 중독의 차이.

기간에서만 운동 독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와 시간에서는 모든 변인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헬스 참가자들의 참여정도에서 운동 욕구는 참

여기간에서는 3년 이상, 빈도에서는 월 1-2회와 거의매

일, 참여시간에서는 2-3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운

동 몰입은 참여기간에서 1년 이상 - 3년 미만과 3년 이

상, 빈도에서는 거의매일, 참여시간에서는 2-3시간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운동 독은 참여기간에서 6개월 미만

과 3년 이상, 빈도에서는 월 1-2회와 거의매일, 참여시간

에서는 2-3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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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도에 따른 결과를 보면 참여기간을 제외하고는 

단기간 참여자 보다 장기간 참여자의 운동 욕구, 운동 몰

입, 운동 독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재  요

인인 운동 욕구와 운동 몰입을 느끼기 해서는 즐거움

이나 만족감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웨이트트 이닝은 신

체의 변화를 통해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얻는 종목이라는 

특성상 신체의 변화를 한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함으로 

참여정도가 높은 수 에서 운동욕구, 운동 몰입이 나타

났다고 사료된다. 이는 참여정도와 운동 욕구의 연구[3,6]

의 결과와 운동 몰입에 한 연구[30,32,33]결과들과 부분

으로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한 운동 독은 지속 인 

참여로 일정기간이 지나야 나타나는 상이기 때문에 장

기간 참여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완, 양종

훈(2009)의 연구에서도 높은 운동참여 정도가 높은 운동 

독 성향을 나타냈다고 보고하 고[34], 김민우(2003)는 

장기간 운동에 참여한 그룹이 운동애착 수 과 단증세

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여 본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35]. 반면, 운동 욕구에서 월 1-2회 참여자와 운동 독

의 6개월 이하와 월 1-2회 의 참여정도가 낮은 참가자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에 장기간 참여한 헬스 참가

자들이 운동을 하고 싶은 욕구는 높으나 살아가는 과정

에서 시간과 경제 인 부담으로 인해 자주 참여하지 못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라고 사료된다. 

4.2 헬스 참가자의 운동 욕구는 운동 몰입에 

미치는 영향.

헬스 참가자의 운동 욕구가 운동 몰입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한 결과 운동 욕구는 운동 몰입에 유의미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스포츠 참가자

들은 개개인의 따른 동기와 욕구로 인해 참여하는데 운

동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즉, 운동 욕구가 높을수록 운

동에 몰입하는 정도는 높다는 것이다. 헬스 참가자들의 

부분은 건강, 유지, 몸짱 등의 목표달성을 인해 운동을 

하려는 욕구로 헬스에 참여하게 되고, 참여자의 운동욕

구는 자신이 원하던 바를 이루기 한 몰입과 지속 인 

참여 효과로 다양한 운동의 효과를 얻는 것이다. 박 길, 

유정인(2008)은 자기결정성동기가 높을 경우 운동참여를 

지속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 고[36], Lutz, 

Karoly, ＆ Okun(2008)의 운동행동과 동기와 련한 연

구에서는 욕구가 운동행동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와 정 수(2010)의 생활체육참가자를 상으로 연구한 

결과 욕구는 몰입경험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부분

으로 지지받고 있다[38,39].

4.3 헬스 참가자의 운동 욕구는 운동 중독에 

미치는 영향.

헬스 참가자의 운동 욕구가 운동 독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한 결과 운동 욕구는 운동 독에 유의미한 향

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운동 욕구는 참가의 정도나 수

을 결정짓는데 사회 심리  변인으로 운동지속행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7,8]. 한 운동 욕구는 

지속행동에 향을 미치기 에 운동에 몰입하는 성향 

즉, 운동 독과 많은 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9,10]

는 연구결과는 본 연구를 부분 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

는 운동 욕구가 높은 사람은 운동 독에 빠지기 쉽다는 

의미이다. 생활체육참가자를 상으로 연구한 태

(2004)의 결과에서도 참가자들의 운동 욕구가 운동 독

에 유의미한 향을 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를 뒷받침 

하고 있다[10]. 결론 으로 헬스 참가자들에게 운동 욕구

를 높여주는 것은 지속 인 참여로 인한 정 인 운동 

독의 효과로 그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한다

는 것이다. 운동 독에 한 선행연구자들[40,41,42]은 운

동 독의 효과로 운동을 삶의 보완제라고 보고한 결과는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4.4 헬스 참가자의 운동 몰입은 운동 중독에 

미치는 영향.

헬스 참가자의 운동 몰입이 운동 독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한 결과 인지몰입과 행 몰입은 운동 독에 유

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동 몰입

에 따른 운동 독에 련된 선행연구[43,44,45,46,47,48]에

서 몰입의 정도가 높으면 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

고하 고, 차재흥(2011)이 미식축구 참여자를 상으로 

연구한 결과와 생활체육 참여자들을 상으로 한 정 수

(2010)의 연구에서도 몰입경험은 운동 독에 직・간

으로 항을 미쳤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

고 있다[49,39]. 따라서 참가자들은 근육의 증가를 해 

운동 몰입의 수 이 높아지면서 신체의 변화를 통해 즐

거움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어 지속 인 참여로 운동 

독에 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매희, 신성득(2009)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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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감, 목표달성, 기 환, 스트 스 해소 등 정 으

로 느끼는 심리  상태인 몰입의 수 이 운동 독에 빠

진다고 하 고[50], 송기헌(2009)과 이상덕(2010)은 운동

지속행동의 동기인 즐거움에 빠지면 몰입과 더불어 자기

통제능력을 상실하여 삶의 심이 스포츠로 변화하는 

독 상이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본 연구와 맥을 같이하

고 있다[45,51]. 즉, 헬스 참가자들의 내재  동기인 운동 

욕구와 운동 몰입의 수 이 높다는 것은 웨이트트 이닝

을 통한 즐거움으로 운동에 더 몰입하게 되고 이러한 결

과로 신체의 변화에서 오는 만족감은 지속 인 참여로 

이어져 운동 독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운

동 독에는 동 의 양면성처럼 부정 인 독도 존재하

기 때문에 지나친 운동 욕구와 운동 몰입에 의한 부정

인 운동 독에 빠지는 상을 미리 방하는 것도 매우 

요하다. 볼링 참가자 참여 동기와 볼링 독에 한 연

구[52]와 상업스포츠센터 참가자의 참가동기와 운동 독

에 한 연구[53], 그리고 검도 참가자를 상으로 보고

한 성용훈(2013)의 연구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결과는 운

동에 한 욕구가 높은 집단 즉, 실력이 상  혹은 고

에 치해 있을 때 운동에 더 몰입을 하고 열정 이며, 

운동 욕구가 높은 상  집단일수록 운동 독에 걸릴 가

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 고[37], 정 수(2010)의 연

구에서도 기본 인 심리욕구, 감각추구성향, 몰입경험, 

운동 독 간에 상 계가 성립한다고 한 연구는 본 연

구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39]. 지속 인 참여를 해 

운동욕구와 운동 몰입의 수 을 높이는데 재미

(enjoyment)란 요한 변수일 것이고, 지나친 욕구와 몰

입으로 부정 인 운동 독에 빠진 참가자들에게 그 수

을 낮추어 주는 것 한 매우 요할 것이다. 단기간에 

포기할 수 있는 헬스 참가자들에게 재미, 즐거움, 만족감 

등을 높여 주어 지속 인 참여를 유지하기 한 일선 지

도자들의 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흥미로운 로그

램 개발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헬스 

참가자들이 즐겁고 지속 인 참여와 정 인 운동 독

의 효과로 운동이 주는 다양한 효과를 제공받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처럼 운동 욕구, 운동 몰입, 운동 

독을 높여주는 장기간 참여를 한 다양한 방법과 욕

구와 몰입의 수 을 높이는 로그램 개발과 함께 부정

 운동 독은 낮추고 정  운동 독을 높여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흥미, 즐거움, 재미 등의 동

기 유발로 운동 욕구와 운동 몰입의 수 을 높여주는 다

양한 방법 개발과 지속 인 운동수행의 결과로 정 인 

운동 독의 효과를 제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고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는 2014년 인천에 치한 10곳의 헬스클럽에

서 3개월 이상 참여한 20세 이상의 헬스 참가자들을 상

으로 참여정도에 따른 운동 욕구, 운동 몰입, 운동 독간

의 계를 분석하여 정 인 운동 독의 효과로 지속

인 참여와 운동이 주는 다양한 효과를 제공하는데 그 

목 을 두었으며, 연구 목 과 방법에 의해 수집된 자료

와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헬스 참가자의 참여정도에 따라 운동 욕구, 운동 

몰입, 운동 독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기간

에서만 운동 독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운동 욕구는 운동 몰입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셋째, 

운동 욕구는 운동 독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넷째, 

운동 몰입은 운동 독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에서 진술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향후 개될 연구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는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연구 상을 선정하 으

나,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해서 유층집락표집법을 사용

하면 좀 더 의미 있는 자료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둘

째, 헬스 참가자들의 지속 인 참가를 한 부정  운동 

독을 낮추어  수 있는 다양한 변인에 한 많은 변인

을 이용하여 체계 이고 심층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내재  동기인 운동 욕구와 운동 몰입에 한 향후 

연구에서는 횡단 인 연구와 더불어 종단 인 연구도 

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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