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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신체활동 대학생들의 시간관이 여가제약, 여가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2017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D시와 C시의 대학생 총 295명을 대상으로 집락무선표집법
(stratified clusterrandom sampling)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PSS Ver20.0통계 프로
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여가제약에서는 여성이 여가몰입에서는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은 시간
관의 과거부정과 여가제약의 개인적 제약에서 1학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에서는 자연계열, 인문계열은 과거
부정과 여가제약이 높고 서비스계열은 현재쾌락과 여가몰입의 자기목적적 경험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유형
에서는 시간관의 과거부정, 현재숙명, 여가제약은 율동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몰입은 경쟁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신체활동 대학생의 시간관에 따른 여가제약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가몰입은 전체
적으로 과거긍정, 현재쾌락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신체활동, 대학생, 시간관, 여가제약, 여가몰입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larify physical activity university students on time 
perspective in leisure constraints and leisure flow. To achieve this purpos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sampled 
295 Physical Activity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nt using purposeful sampling method for 2 months from May 
to June of 2017. Using questionnaires 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 in university students in D city and C 
city. The analysis method was used t-test, one-way ANOV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ethods in order to solve problems of the study.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 First, studies show that female 
have high levels of leisure constraints than males. Males have higher levels of leisure flow than females. The 
first grader show high level of individual constraints and past negation were also high. In the series of majors, 
natural affiliates and humanities are high in the past negation, present destiny, the service major currently high 
in pleasure and of leisure, autotelic experience of leisure flow. In the rhythmic type of Activity type, the past 
negation, present destiny and leisure constraints are highly likely to be higher. In the competitive have shown 
that is high. Second, leisure constraints on students' 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ies have been found to have 
negative influence on their students. Third, leisure flow have shown that they have a positive effect on past 
affirmation and present pl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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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해 인간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과거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지금은 여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시간이외의 여가시간을 바

람직하게 영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수있다. 특히, 신체활동은건강과체력을향상시키고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여가문

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체활동 여가문화는 대학생

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1] 스포츠나 신체적 활동에 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TV시청과 같은 비신체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보다 정체

감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획득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

으며, 수동적인여가활동보다능동적여가활동이개인의

여가만족과생활만족, 자아실현에밀접한관련성이있음

을시사하고있다[2]. 또한 [3]의 연구결과역시대학생의

여가활동 유형 중 스포츠 활동과 같은 능동적 여가활동

이다른여가활동에비해전반적으로여가만족에상대적

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바람직하고

능동적인신체활동의참여는삶의질에긍정적인향상[4,

5, 6]을 준다는연구결과는대학생시기의신체적여가활

동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준다.

대학생의여가에관한선행연구들을살펴보면초기에

는 여가활동 만족도 [3, 7, 8, 9]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으나최근에는대학생의여가제약에관한연구[10, 11]

와 여가몰입에관한연구[12, 13]가 진행되고있으며, [14]

는 대학생의 신체 여가활동에서의 여가태도, 즐거움, 몰

입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몰입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학생은

법적으로성인이지만사회적역할이제공되지않고자신

의 진로준비나 인생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탐색하고

설정하는시기에있기때문에여가몰입을하기에는매우

어려운실정이다. 사회진출과취업이라는압박감속에서

생활하다보니 여가시간의 활용이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여가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가제약은여가활동참여에제약을주는방해요인으

로 정의될 수 있으며, 사회심리학적 의미에서 자신에게

작용하는 내적인 심리상태, 혹은 특성 및 성격과 외적인

환경의 여가활동을 제한하는 힘이라 할 수 있다[15, 16].

오늘날과같이급격하게변화하는사회에서대학생들

에게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예측하는 것은 실제로 과

거의 경험과 현재의 지각상태 등이 상호작용한 결과[17]

이기 때문에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시간관에 대하여 알

아보는것은매우중요하다. 개인은한가지시간관만가

지는게아니라여러가지시간관의성향을가지고있어

상황에 따라 어떤 시간관이 강하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행동양식이다를수있다[18]. 시간관은사람들이시간에

대해 과거, 현재, 미래중 어느 것을 더 우선시하고 지향

하는지에 대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19]. 대학생의 시

간관은인생의가장중요한시기이기도하며앞으로인생

의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최근 대학생의 시간관에 관한 연구는 [20]의 연

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Zimbardo의 다섯 가지 시간

관 척도에 대한 타당도를 밝혔으며, [21]의 연구에서는

시간관과행복에대한 관계를분석한바 있다. [22]는 한

국 대학생들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시간관에 대해 시

사한 바가 있다.

[23]은 대학생의시간관과여가몰입에대한연구를통

해 현재쾌락, 미래지향, 과거긍정 시간관 순으로 여가몰

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는 시간관과 다양한 변인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간관과 여가제약, 여가몰입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인

과관계를 확인하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함으로

써 대학생을 위한 시간관과 여가제약, 여가몰입에 대한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대

학생들에게 매우 시사적인 연구라 사료된다.

이러한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한연구문제는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신체활동대학생들의개인적특성에따른

시간관, 여가제약, 여가몰입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신체활동대학생의시간관에따른여가제

약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신체활동대학생의시간관에따른여가몰

입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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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연구는대학생들의시간관이여가제약, 여가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017년 현재 대학생을 모

집단으로 선정하여 2017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D

시와 C시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집락무선표집법

(stratified clusterrandom sampling)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 하였다. 본 연구는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중에서 불성실하게 대답한 5명을 제외하고 남자 116

명, 여자 179명, 총 295명을표집하였다. 학년은 1학년 67

명, 2학년 54명, 3학년 76명, 4학년 98명, 전공은인문계열

82명, 사회계열 29명, 서비스계열 125명, 자연계열 59명,

신체활동유형은율동형 107명, 경쟁형 63명, 단련형 70명,

야회형 55명, 참가경력은 1년 이하 136명, 1년-2년은 33

명, 2년-3년은 126명, 참가횟수는 1회 133명, 2-3회 120

명, 4-5회 42명, 참가시간은 1시간 106명, 2시간 154명, 3

시간이상 35명으로 나타났다. <Table 1>은 연구대상자

의 개인적인 특성이다.

Characte
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116 39.3
female 179 60.7

grade
first year 67 22.7
second year 54 18.3
third year 76 25.8
fourth year 98 33.2

Major

humanities 82 27.8
society 29 9.8
service 125 42.4
natural 59 20.0

Activity
type

rhythmic type 107 36.3
competitive type 63 21.4
training type 70 23.7
outdoor type 55 18.6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   

2.2 조사도구
본연구의조사도구는설문지를사용하였다. 설문내용

의구성은개인적특성 4문항으로성별, 학년, 전공, 신체

활동유형으로구성되었고, 시간관 19문항, 여가제약 20문

항, 여가몰입 29문항으로구성되었다. <Table 2>는조사

도구의 신뢰도이다.

Variables Content n Cronbach’s ɑ

Time
Perspective

past affirmation 5 .760

.709

past negation 4 .749

present pleasure 4 .691

future oriented 3 .701

present destiny 3 .647

Leisure
Constraints

structural 7 .892

.935individual 7 .870

interpersonal 6 .892

Leisure
Flow

loss of self
consciousness

5 .931

.919

clear goals 5 .897

challenge skill balance 4 .898

autotelic experience 4 .898

immediate feedback 4 .866

sense of control 4 .847

altered sense of time 3 .903

Total
잘못된
계산식

<Table 2> Major Contents of Questionnaire 

2.2.1 시간관
시간관을 측정하기위해 [24]가 개발한 ZTPI(Zimbardo

Time Perspective Inventory)를 [20]이 한국형으로 타당

화한 한국형 Zimbardo 시간관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은 과거긍정(6문항), 과거부정(4문항), 현재숙명(7문

항), 현재쾌락(6문항), 미래지향(7문항)으로 5요인 Likert

5점척도의총 30문항으로구성되었으나본연구에맞게

수정, 보완, 삭제하여 19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Table 3>에 의하면 시간관은 총 19문항으로 5개의 요

인이 추출되었다. 하위요인별 요인 부하량을 살펴보면,

과거긍정 .622∼.769, 과거부정 .638∼.826, 현재쾌락 .620

∼.766, 미래지향 .747∼.807, 현재숙명 .678∼.839의 분포

가나타났으며, 누적비율은 58.942%를보여타당하게측

정된것을알수있다. 또한시간관의요인분석에적합한

가에 대한 KMO(Kaiser Meyer Olkin)를 실시한 결과

(KMO=.759/X2=1476.961/Sig=.000)로 적합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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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
past

affirmation
past
negation

present
pleasure

future
oriented

present
destiny

11 .769 -.233 .148 .119 -.008

8 .721 .054 .011 -.007 -.070

16 .710 .196 .159 .106 .042

4 .635 -.326 .150 .211 .148

1 .622 .209 .215 .087 -.191

9 -.019 .826 -.045 .093 .147

20 -.087 .729 -.022 .058 .241

2 .073 .727 -.119 -.094 .165

14 .064 .638 .168 .049 -.031

17 .191 -.002 .766 .156 -.017

26 .083 .034 .760 .252 .087

13 .066 -.143 .632 -.114 -.146

18 .230 .134 .620 -.227 .026

5 .080 .021 .129 .807 -.056

3 .189 .058 -.192 .749 .055

27 .072 .022 .088 .747 .003

24 -.067 .077 -.066 -.044 .839

23 .063 .262 -.092 .117 .700

7 -.058 .100 .077 -.049 .678

eigen value 2.581 2.524 2.189 2.041 1.864

%variance 13.586 13.282 11.521 10.744 9.809

communality 13.586 26.868 38.389 49.134 58.942

<Table 3>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bout time 
perspective

2.2.2 여가제약
여가제약을측정하기위한설문지는 [25]에 의해개발

되고, [26]의 연구에서번안하여사용한여가제약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척도는개인적제약 11문항, 대인적제약

7문항, 구조적제약 10문항, Likert 5점척도의총 28문항

으로구성되었으나본연구에맞게수정, 보완, 삭제하여

20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Table 4>에 의하면

여가제약은 총 20문항으로 3개의 요인이추출되었다. 하

위요인별 요인 부하량을 살펴보면, 구조적 제약

.651~.744, 개인적 제약 .608~.780, 대인적 제약 .639~.779

의 분포가나타났으며, 누적비율은 61.602%를보여타당

하게측정된것을알수있다. 또한여가제약의요인분석

에 적합한가에 대한 KMO(Kaiser Meyer Olkin)를 실시

한 결과(KMO=.928/X2=3447.086/Sig=.000)로 적합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Numb. structural individual interpersonal

23 .744 .256 .208

26 .734 .151 .389

21 .722 .271 .100

24 .708 .245 .349

20 .700 .135 .142

25 .694 .131 .283

22 .651 .217 .270

4 .151 .780 .240

1 .197 .741 .111

2 .175 .697 .201

8 .231 .687 .091

6 .121 .663 .117

11 .191 .652 .371

9 .270 .608 .342

16 .283 .201 .779

14 .374 .133 .752

15 .238 .266 .738

13 .078 .407 .653

17 .356 .246 .651

18 .480 .171 .639

eigen value 4.420 4.039 3.861

%variance 22.102 20.195 19.306

communality 22.102 42.296 61.602

<Table 4>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bout leisure 
constraints

2.2.3 여가몰입
여가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측정도구는 [27]가

개발한한국형여가몰입척도를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명확한 목표(5문항), 시간감각의 왜곡(4문항), 자의식의

상실(5문항), 도전과 기술의 균형(4문항), 자기목적적 경

험(4문항), 즉각적인 피드백(4문항), 통제감(4문항), 7요

인으로 Likert 5점 척도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본연구에맞게수정, 보완, 삭제하여 29문항으로구성하

여사용하였다. <Table 5>에의하면여가몰입은총 29문

항으로 7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하위요인별 요인부하

량을살펴보면, 1. 자의식상실 .812~.927, 2. 명확한목표

.679~.849, 3. 도전과 기술 균형 .773~.823, 4. 자기 목적적

경험 .693~.848, 5. 즉각적인 피드백 .637~.841, 6. 통제감

.686~.803, 7. 시간감각왜곡 .829~.857 의 분포가나타났으

며, 누적비율은 76.159 %를 보여 타당하게 측정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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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또한 여가몰입의 요인분석에 적합한가에 대

한 KMO(Kaiser Meyer Olkin)를 실시한 결과

(KMO=.887/X2=6445.250/Sig=.000)로 적합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Numb. 1 2 3 4 5 6 7
12 .927 .035 .071 .028 .035 .040 .051
11 .905 -.026 .118 .031 -.014 .036 .050
14 .875 .019 .114 .019 .089 -.065 .061
13 .873 .019 -.009 .050 .049 .009 .038
10 .812 -.006 .076 .029 -.088 .135 .053
2 .010 .849 .149 .091 .172 .165 .096
3 .055 .835 .134 .118 .155 .244 .112
4 .020 .799 .160 .142 .115 .264 .062
5 .029 .788 .241 .008 .216 .183 .110
1 -.042 .679 .028 .097 .059 -.028 .061
17 .052 .196 .823 .152 .136 .188 .069
16 .048 .177 .814 .196 .190 .149 .079
18 .122 .143 .781 .209 .107 .278 .089
15 .199 .135 .773 .109 .144 .105 .105
22 .053 .071 .181 .848 .120 .105 .246
21 .031 .102 .166 .842 .094 .120 .275
20 .048 .236 .116 .736 .236 .152 .170
19 .045 .085 .245 .693 .116 .107 .357
25 -.009 .196 .151 .048 .841 .148 .032
24 .058 .153 .142 .128 .836 .194 .011
26 -.018 .150 .106 .097 .747 .344 .097
23 .029 .168 .173 .309 .637 .193 .013
28 .007 .210 .176 .130 .183 .803 .065
30 .070 .205 .227 .079 .139 .706 .151
29 .062 .103 .212 .132 .334 .695 -.014
27 .045 .259 .121 .154 .354 .686 .048
9 .092 .074 .090 .310 .023 .101 .857
8 .106 .146 .150 .278 -.004 .061 .849
7 .064 .162 .050 .256 .092 .048 .829

eigen value 3.979 3.656 3.104 3.050 2.986 2.750 2.560
%variance 13.721 12.608 10.703 10.519 10.297 9.484 8.826
communality 13.721 26.329 37.033 47.551 57.849 67.333 76.159

<Table 5>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bout leisure 
flow 

2.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SPSS Ver20.0

통계프로그램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연구변인의타당

도는탐색적요인방법을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신뢰도

는 검증은 Cronbach’s ɑ 값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각 변
인 간 검증은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일원변량분석,

t-test,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

은 p<.05 수준을 기준으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신체활동 대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시간관, 여가제약, 여가몰입
신체활동 대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시간관과

여가제약, 여가몰입은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Table 6>과같다. 먼저성별을살펴보면, 시간관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제

약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구조적(M=3.40), 개인적

(M=2.80), 대인적(M=2.84)제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몰입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명확한 목표(M=3.42),

도전과 기술균형(M=3.40), 자기목적적 경험(M=3.89), 즉

각적인 피드백(M=3.33), 통제감(M=3.45), 시간감각왜곡

(M=3.8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시간관의 과거부정에서 3학년(M=2.77), 4학년(M=2.82)

보다 1학년(M=3.33)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제약

의 개인적 제약에서 4학년(M=2.41)보다 1학년(M=2.8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을 살펴보면 시간관의

과거부정에서 사회계열(M=2.72), 서비스계열(M=2.77)보

다 자연계열(M=3.23), 인문계열(M=3.1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쾌락에서는 사회계열(M=3.60)보다 서비

스계열(M=3.90)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여가제약의구

조적제약에서는서비스계열 (M=3.00)과 자연계열(M=2.90)

보다인문계열(M=3.36)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개인적

제약에서는 서비스계열(M=2.37)보다 자연계열(M=2.86),

인문계열(M=2.71)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대인적제약

에서는사회계열(M=2.44)과 서비스계열(M=2.49)보다인

문계열(M=2.90)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여가몰입의자

기목적적경험에서는자연계열(M=3.51)보다서비스계열

(M=3.77)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신체활동유형을살펴

보면 시간관의 과거부정에서 경쟁형(M=2.84), 단련형

(M=2.85), 야외형(M=2.71)보다 율동형(M=3.20)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숙명에서는 경쟁형(M=2.33), 단련

형(M=2.31), 야외형(M=2.37)보다 율동형(M=2.60)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제약의 구조적 제약에서는 경

쟁형(M=2.83)보다 율동형(M=3.29)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개인적 제약에서는 경쟁형(M=2.33)과 단련형

(M=2.42)보다 율동형(M=2.8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적 제약에서는경쟁형(M=2.32)보다율동형(M=2.74)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몰입의 도전과 기술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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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
tics

Time Perspective Leisure Constraints Leisure Flow

past
affirmation

past
negation

present
pleasure

future
oriented

present
destiny

structural individual
interperso
nal

loss of self
consciousn
ess

clear goals
challenge
skill
balance

autotelic
experience

immediate
feedback

sense of
control

altered
sense of
time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Gender
male 116 3.67 .67 2.85 .87 3.83 .60 3.13 .75 2.30 .80 2.61 .91 2.22 .84 2.25 .92 3.06 .99 3.42 .76 3.40 .72 3.89 .71 3.33 .71 3.45 .67 3.85 .78

female 179 3.53 .62 3.02 .78 3.77 .61 3.19 .76 2.51 .69 3.40 .70 2.80 .78 2.84 .83 3.18 .78 3.06 .71 2.89 .76 3.49 .69 3.08 .77 3.08 .65 3.57 .73

t 1.803 -1.760 .694 -.619 -2.368 -7.947 -6.032 -5.702 -1.094 4.170 5.730 4.911 2.778 4.674 3.140

p .072 .079 .439 .536 .019 .000 .000 .000 .275 .000 .000 .000 .006 .000 .002

grade

first year
(a)

67 3.59 .67 3.33 .82 3.80 .59 3.02 .79 2.57 .77 3.01 .82 2.85 .73 2.60 .85 3.25 .75 3.14 .54 3.18 .66 3.46 .64 3.24 .75 3.29 .66 3.54 .76

second
year
(b)

53 3.63 .63 2.96 .71 3.71 .56 3.30 .66 2.48 .71 3.18 .80 2.67 .77 2.65 .90 3.21 .89 3.24 .83 2.96 .77 3.72 .71 3.16 .79 3.20 .67 3.74 .72

third year
(c)

76 3.63 .59 2.77 .81 3.70 .66 3.14 .77 2.29 .61 3.05 1.03 2.47 .88 2.61 1.01 3.07 .96 3.08 .72 3.05 .81 3.69 .77 3.01 .77 3.13 .75 3.64 .81

fourth year
(d)

98 3.52 .67 2.82 .81 3.92 .59 3.22 .77 2.42 .82 3.13 .83 2.41 .92 2.59 .90 3.05 .87 3.32 .84 3.14 .84 3.69 .74 3.27 .72 3.26 .64 3.78 .74

F .554 7.300 2.308 1.567 1.823 .465 4.164 .043 1.053 1.786 1.025 1.900 1.811 .800 1.544

p .646 .000 .077 .198 .143 .707 .007 .988 .369 .150 .382 .130 .145 .495 .203

Scheffe a>c,d a>d

Major

humanities
(a)

82 3.43 .61 3.11 .83 3.71 .62 3.16 .73 2.52 .72 3.36 .87 2.71 .90 2.90 .88 3.15 .85 3.18 .70 2.91 .84 3.53 .72 3.08 .76 3.13 .65 3.59 .73

societyr
(b)

29 3.63 .73 2.72 .64 3.60 .67 3.09 .77 2.29 .67 3.12 .78 2.51 .81 2.44 .90 3.18 1.02 3.29 .87 3.08 .77 3.74 .75 3.05 .84 3.16 .69 3.75 .90

service
(c)

125 3.66 .63 2.77 .80 3.90 .56 3.23 .79 2.36 .77 3.00 .93 2.37 .86 2.49 .95 3.03 .90 3.22 .86 3.14 .82 3.77 .76 3.22 .74 3.26 .72 3.78 .78

natural
(d)

59 3.61 .66 3.23 .81 3.79 .61 3.07 .72 2.52 .73 2.90 .75 2.86 .69 2.55 .82 3.30 .75 3.16 .46 3.25 .57 3.51 .61 3.29 .73 3.31 .63 3.57 .67

F 2.128 6.588 2.659 .767 1.403 4.084 5.621 4.001 1.356 .228 2.509 2.762 1.294 1.028 1.539

p .097 .000 .048 .513 .242 .007 .001 .008 .257 .877 .059 .042 .277 .380 .205

Scheffe d,a>b,c c>b a>c,d d,a>c a>b,c c>d

Activity
type

rhythmic
type (a)

107 3.54 .65 3.20 .76 3.76 .58 3.21 .72 2.60 .72 3.29 .75 2.81 .74 2.74 .85 3.15 .70 3.12 .60 2.95 .71 3.45 .65 3.12 .81 3.10 .62 3.49 .74

competitive
typer
(b)

63 3.72 .54 2.84 .78 3.90 .59 3.05 .79 2.33 .76 2.83 .98 2.33 .93 2.32 .94 3.12 1.00 3.32 .87 3.37 .77 3.94 .79 3.27 .78 3.35 .74 4.05 .76

training
type
(c)

70 3.55 .75 2.85 .87 3.79 .65 3.25 .81 2.31 .72 2.97 .99 2.42 .93 2.70 1.01 3.17 .92 3.32 .81 3.06 .88 3.62 .78 3.17 .74 3.33 .73 3.65 .69

outdoor
type
(d)

54 3.56 .61 2.71 .80 3.75 .61 3.11 .70 2.37 .74 3.17 .75 2.58 .77 2.57 .82 3.07 .98 3.09 .77 3.09 .74 3.72 .61 3.18 .62 3.20 .63 3.67 .76

F 1.161 5.985 .919 .974 2.870 4.437 5.440 3.086 .154 1.894 3.983 6.552 .526 2.589 7.745

p .325 .001 .432 .405 .037 .005 .001 .028 .927 .131 .008 .000 .665 .053 .000

Scheffe a>b,c,d a>b,c,d a>b a>b,c a>b b>a b>a b>a,c

<Table 6> Difference of time perspective, leisure constraints and leisure flow according to physical activity university students' individ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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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율동형(M=2.95)보다 경쟁형(M=3.37)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자기목적적 경험에서는 율동형(M=3.45)보다 경쟁형

(M=3.94)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감각왜곡에서는

율동형(M=3.49)과 단련형(M=3.65)보다 경쟁형(M=4.05)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신체활동 대학생의 시간관에 따른 여가제약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는 <Table 7>과 같다. 변인 간 상관분석은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인 간의 상관관계수의

값이 .85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에는 문

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간관에따른여가제약의하위변인에미치는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Table 8>을 살펴보면, 구조적 제약은 과거긍정(β

=-.126)과 현재쾌락(β=-.145)에서 통계적으로 부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숙명(β=.183)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대학생들은 시간관에서 구조적제약에 11.1%

(R²=.111)의 설명력을보이는것으로분석되었다. 개인적

제약은 과거긍정(β=-.163), 현재쾌락(β=-.310)에서 통계

적으로부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과거부

정(β=.247), 현재숙명(β=.186)에서는정적인영향을미치

는것으로나타났다. 신체활동대학생들은시간관에서개

인적 제약에 54.7%(R²=.299)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Table 7> Correlation Analysis of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 　 　 　 　 　 　 　 　 　 　 　 　 　 　

2 -.015 1 　 　 　 　 　 　 　 　 　 　 　 　 　

3
.368
***

.005 1 　 　 　 　 　 　 　 　 　 　 　 　

4
.269
***

.072 .078 1 　 　 　 　 　 　 　 　 　 　 　

5 -.057
.334
***

-.058 .028 1 　 　 　 　 　 　 　 　 　 　

6 -.188**
.164
**

-.199** -.022
.230
***

1 　 　 　 　 　 　 　 　 　

7 -.297***
.309
***

-.383*** -.064
.297
***

.556
***

1 　 　 　 　 　 　 　 　

8 -.225***
.322
***

-.210*** .037
.337
***

.694
***

.606
***

1 　 　 　 　 　 　 　

9 -.027 .001 .102 -.066 .050 -.116* -.151** -.088 1 　 　 　 　 　 　

10
.197
**

-.074
.272
***

.242
***

-.086 -.300*** -.386*** -.191** .065 1 　 　 　 　 　

11
.345
***

-.133*
.310
***

.126
*

-.075 -.450*** -.505*** -.339***
.223
***

.434
***

1 　 　 　 　

12
.420
***

-.078
.348
***

.081 -.156** -.269*** -.458*** -.274***
.130
*

.356
***

.473
***

1 　 　 　

13
.216
***

.053
.253
***

.270
***

-.003 -.325*** -.263*** -.157** .072
.448
***

.436
***

.412 1 　 　

14
.298
***

-.010
.277
***

.209
***

-.105 -.418*** -.345*** -.240***
.121
*

.505
***

.518
***

.408
***

.610
***

1 　

15
.222
***

-.087
.312
***

.011 -.064 -.112 -.298*** -.104
.176
**

.307
***

.311
***

.609
***

.203
***

.255
***

1

1. past affirmation, 2. past negation, 3. present pleasure, 4. future oriented, 5. present destiny, 6. structural , 7. individual, 8. interpersonal,
9. loss of self consciousness, 10. clear goals, 11. challenge skill balance, 12. autotelic experience, 13. immediate feedback 14. sense of
control, 15. altered sense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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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tructural individual interpersonal

B SE β t P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3.620 .436 　 8.295 .000 3.794 .376 　 10.089 .000 2.531 .423 　 5.983 .000

past affirmation -.172 .085 -.126 -2.030 .043 -.216 .073 -.163 -2.961 .003 -.249 .082 -.175 -3.036 .003

past negation .108 .063 .100 1.699 .090 .258 .055 .247 4.710 .000 .262 .062 .234 4.258 .000

present pleasure -.211 .087 -.145 -2.432 .016 -.437 .075 -.310 -5.835 .000 -.212 .084 -.141 -2.523 .012

future oriented .014 .067 .012 .206 .837 -.022 .058 -.020 -.387 .699 .088 .065 .073 1.350 .178

present destiny .218 .070 .183 3.097 .002 .214 .061 .186 3.539 .000 .299 .068 .241 4.384 .000

F=7.221, R= .334, R2= .111 F=24.532, R= .547, R2= .299 F=17.115, R= .479, R2= .216

*P<.05 ***P<.001

<Table 8>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Time Perspective on Leisure Constraints 

Variables
loss of self consciousness clear goals challenge skill balance

B SE β t P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2.782 .454 　 6.124 .000 1.539 .367 　 4.194 .000 1.163 .374 　 3.108 .002

past
affirmati
on

-.074 .088 -.055 -.841 .401 .057 .071 .048 .794 .428 .305 .073 .251 4.205 .000

past
negation

-.018 .066 -.017 -.268 .789 -.069 .053 -.075 -1.294 .197 -.127 .054 -.132 -2.327 .021

present
pleasure

.188 .090 .131 2.080 .038 .286 .073 .231 3.918 .000 .276 .074 .214 3.712 .000

future
oriented

-.071 .070 -.062 -1.020 .309 .219 .057 .221 3.877 .000 .054 .058 .052 .939 .349

present
destiny

.073 .073 .062 1.003 .317 -.046 .059 -.045 -.779 .436 -.004 .060 -.004 -.071 .943

F=1.294, R= .148, R2= .022 F=9.026, R= .368, R2= .135 F=12.404, R= .177, R2= .163

Variables
autotelic experience immediate feedback sense of control altered sense of time

B SE β t P B SE β t P B SE β t P B SE β t P

(상수) 1.710 .333 　 5.134 .000 1.057 .370 　 2.857 .005 1.469 .332 　 4.432 .000 2.229 .376 　 5.927 .000

past
affirmati
on

.380 .065 .337 5.878 .000 .093 .072 .079 1.292 .197 .194 .065 .183 2.998 .003 .157 .073 .133 2.153 .032

past
negation

-.031 .048 -.035 -.635 .526 .035 .054 .038 .654 .513 .010 .048 .012 .199 .842 -.074 .055 -.079 -1.347 .179

present
pleasure

.264 .066 .221 3.990 .000 .254 .074 .204 3.455 .001 .214 .066 .190 3.232 .001 .333 .075 .265 4.448 .000

future
oriented

-.021 .051 -.022 -.415 .679 .230 .057 .231 4.036
.00
0
.133 .051 .147 2.595 .010 -.040 .058 -.039 -.684 .494

present
destiny

-.112 .054 -.114 -2.083 .038 -.005 .060 -.005 -.087 .931 -.082 .053 -.089 -1.536 .126 -.013 .061 -.013 -.215 .830

F=17.946, R= .487, R2= .238 F=8,843 R= .365, R2= .133 F=9.882, R= .383, R2= .147 F=7.781, R= .345, R2= .119

*P<.05 ***P<.001

<Table 9>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Time Perspective on Leisure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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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되었다. 대인적 제약은 과거긍정(β=-.175)과 현재쾌

락(β=-.141)에서통계적으로부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

로 나타났으며 과거부정(β=.234)과 현재숙명(β=.241)에

서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신체활동대학

생들은시간관에서대인적제약에 21.6%(R²=.216)의 설명력

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3 신체활동 대학생의 시간관에 따른 여가몰입
시간관에따른여가몰입의하위변인에미치는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9>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Table 9>를 살펴보면, 자의

식 상실은 현재쾌락(β=.131)에서 통계적으로 정적인 영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신체활동대학생의시간

관은자의식상실에 2.2%(R²=.022)의 설명력을보이는것

으로분석되었다. 명확한목표는현재쾌락(β=.231), 미래

지향(β=.221)에서 통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나타났으며, 신체활동대학생의시간관은명확한목

표에 13.5%(R²=.135)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도전과 기술균형은 과거긍정(β=.251), 현재쾌락(β

=.214)에서 통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과거부정(β=-.132)은부적인영향을미치는것

으로나타났다. 신체활동대학생의시간관은도전과기술

균형에 16.3%(R²=.163)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자기목적적경험은 과거긍정(β=..337), 현재쾌락

(β=.221)에서 통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활동대학생의 시간관은 자기목적적경

험에 23.8%(R²=.238)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즉각적인 피드백은 현재쾌락(β=.204), 미래지향(β

=.231)에서 통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신체활동대학생의 시간관은 즉각적인 피드백

에 13.3%(R²=.133)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통제감은 과거긍정(β=.183), 현재쾌락(β=.190), 미래

지향(β=.147)에서 통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신체활동대학생의 시간관은 통제감에

14.7%(R²=.147)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간감각왜곡은 과거긍정(β=.133), 현재쾌락(β=.265)에

서통계적으로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신체활동대학생의시간관은시간감각왜곡에11.9%(R²=.119)

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신체활동 대학생들의 시간관이 여가제약,

여가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신체활동 대학생

들의 개인적 특성이 시간관과 여가제약, 여가몰입에서

성별의시간관에서는남성과여성이차이가없는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제약에서는남성보다여성이구조적, 개

인적, 대인적제약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28]의 연구

에서도여가스포츠참여자중남성보다여성이여가제약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9]의 연구에서도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여가참여의 구조적 제약을 받고 있는 것

으로나타나본연구결과와일치하고있다. 이러한이유

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신체활동여가를 참여하는데 자

유롭지 못하고 과거 유교사상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사회의 영향을 받

아 가정에서의 여성의 여가제약을 많이 받는 것으로 사

료된다[28]. 여가몰입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명확한 목

표, 도전과기술균형, 자기목적적경험, 즉각적인피드백,

통제감, 시간감각왜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의 연구에서는 남자대학생의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여가참여동기, 여가만족, 심리적 행복감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 여가 참

여동기와여가만족을높게지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

본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있다. [30]는남녀가각기문

화적 특성과 생물학적 성에 따라 적절한 성역할과 관련

된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활동적인 여가활동

참여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친다고하였다. 즉, 남학

생들이여학생들에비해여가활동참여제약이적기때문

에 몰입 경험을 더 많이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23].

학년별로 살펴보면 시간관의 과거부정에서 1학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제약의개인적제약에서 1학

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의 연구에서도 1학년이

과거부정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여가제약에서도 1학

년이높은것으로나타나본연구결과를지지해주고있

다. [23]은 대학생은 대학입학 전까지 한국의 초·중·고등

학교의짜여진시간에맞추어생활을해왔기때문에과

거나현재에대해개인적자유가제한된생활을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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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계열을 살펴보면 시간관의 과거부정에서 자연계

열, 인문계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쾌락에서는

서비스계열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여가제약의구조적

제약에서는 인문계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제약에서는자연계열, 인문계열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대인적 제약에서는 인문계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몰입의 자기목적적 경험에서는 서비스계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쾌락시간관은현재의즐거움과행복을추구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만족이나 보상, 자극을 선호하며 충동

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변화를 추구하고 열정적인 성향

을 가지고 있어 대인관계가 좋으며 신체활동을 즐기는

편[24]이라고설명한바있다. 이러한이유로전공특성상

서비스계열학생들이높이나타난것으로사료된다. 신체

활동유형을 살펴보면 시간관의 과거부정에서 율동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숙명에서는 율동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제약의 구조적 제약, 개인적 제약,

대인적 제약 모두 율동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몰입의도전과기술균형, 자기목적적경험, 시간감각왜곡

에서는 경쟁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는 율동형이 리듬댄스나 댄스스포츠, 생활체조 등 음악

에 맞추어 하는 신체활동유형으로 특히, 여성이 많이 참

여하는것으로나타났다. [31]은 신체적이며경쟁적인여

가활동은남성이여성에비해많이하고있는것으로나

타났고, 지적 여가활동과 휴식적 여가활동은 여성이 남

성에비해많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율동

형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은 여성이 많으며 여성은 여가

제약이 많은 것으로 간접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

둘째, 신체활동 대학생의 시간관에 따른 여가제약의

구조적 제약은 과거긍정과 현재쾌락에서 부적인 영향을

현재숙명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제약은 과거긍정, 현재쾌락에서 부적인 영향을

과거부정, 현재숙명에서는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적제약은과거긍정과현재쾌락에서부적

인영향을과거부정과현재숙명에서정적인영향을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시간관과 여가제약에 관

한연구은사실상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논의하기가

매우조심스러운부분이다. 여가제약에있어서과거긍정

과 현재쾌락에서 모두 부적인 영향을 나타난 것은 매사

에 적극적으로 생활하고 과거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스스로 여가제약에 대한 제한이

덜한것으로해석할수 있다. [32]는 과거긍정, 미래지향,

현재쾌락에대한시간관에서평균이상점수를받으면균

형잡힌 시간관을 가진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사실

은부분적으로본연구결과는지지하는것으로판단된다.

셋째, 신체활동 대학생의 시간관에 따른 여가몰입의

자의식상실은현재쾌락에서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

로 나타났다. 명확한 목표는 현재쾌락, 미래지향에서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전과 기술균형

은 과거긍정, 현재쾌락에서 정적인 영향을 과거부정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목적적 경

험은과거긍정, 현재쾌락에서통계적으로정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는 미래지향 시

간관을 가진 사람은 현재에 하는 행동이 미래에 보상으

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지금 한 행동으로 인해 미래에

초래할 결과에 대해 관심을 갖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19, 20]. [23]은 대학생들이 과거긍정, 현재쾌락, 미래지

향 시간관과 여가몰입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따라서 신체적 여가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

로도긍정적인영향을미치며[33, 34, 35], 대학생들이적

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

로 신체활동대학생들이 과거에 대해 긍정적이고 미래지

향적인 시간관을 갖도록 하는 것은 여가제약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여가몰입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긍정적

인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신체활동 대학생들의 시간관이 여가제약,

여가몰입에미치는영향을규명하는데연구의목적이있

으며 연구 대상자는 2017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D시와 C시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집락무선표집법

(stratified clusterrandom sampling)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본연구는남자 116명, 여자 179명, 총 295명

을표집하였다. 연구문제를해결하기위해 SPSS Ver20.0

통계프로그램을이용하여탐색적요인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한후, 일원변량분석, t-test, 다중회귀분석을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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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다음과같은결론을얻었다. 첫째, 신체활동대학생들

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시간관과 여가제약, 여가몰입에

서 성별의 시간관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차이가 없는 것

으로나타났으며, 여가제약에서는남성보다여성이구조

적, 개인적, 대인적제약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여가몰

입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명확한 목표, 도전과 기술균

형, 자기목적적경험, 즉각적인피드백, 통제감, 시간감각

왜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시간

관의 과거부정에서 1학년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여가

제약의 개인적 제약에서 1학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을 살펴보면 시간관의 과거부정에서 자연계열,

인문계열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현재쾌락에서는서비

스계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제약의 구조적 제

약에서는 인문계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제

약에서는 자연계열, 인문계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적 제약에서는 인문계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몰입의 자기목적적 경험에서는 서비스계열이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신체활동유형을살펴보면시간관의과

거부정에서 율동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숙명

에서는 율동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제약의 구

조적 제약, 개인적 제약, 대인적 제약 모두 율동이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여가몰입의도전과기술균형, 자기목적

적 경험, 시간감각왜곡에서는 경쟁형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신체활동 대학생의 시간관에 따른 여가제약의

구조적 제약은 과거긍정과 현재쾌락에서 부적인 영향을

현재숙명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제약은 과거긍정, 현재쾌락에서 부적인 영향을

과거부정, 현재숙명에서는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적제약은과거긍정과현재쾌락에서부적

인영향을과거부정과현재숙명에서정적인영향을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체활동 대학생의 시간관에

따른여가몰입의자의식상실은현재쾌락에서정적인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한 목표는 현재쾌락,

미래지향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전과기술균형은과거긍정, 현재쾌락에서정적인영향

을 과거부정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목적적 경험은 과거긍정, 현재쾌락에서 통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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