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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생활체육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리더십, 운동참여 동기, 운동만족의 차이를 규명하

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는 남녀 194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운동참여 동기, 운동만족 척도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 한 후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성별에 따라 리더십, 운동참여 동기, 운동만족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illks' Lambda=.864, F=.886, p<.05). 둘째,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연령에 따라 리더십, 운동참여 동기, 운동만족에는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illks' Lambda=.706, F=.453, p<.01). 셋째,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운동참여 횟수에 

따라 리더십, 운동참여 동기, 운동만족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illks' Lambda=.915, F=.704, p<.01). 결론적으

로 생활체육 현장에서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지도를 하게 된다면 운동만족과 실천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줄 것이다.

주제어 : 생활체육, 지도자 리더십, 운동참여 동기, 운동만족, 운동실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coach's leadership, exercise 

participation motive, and exercis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n living sport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194 members(men and women) who have  

participated regularly in living sports at sports center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were selected as a 

population, and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the scales of leadership, exercise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exercise satisfaction, and then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accordingly. The results of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leadership, exercise participation motive, and exercis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gender of the participants in living sports(Willks' Lambda=.864, F=.886, p<.05).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leadership, exercise participation motive, and exercis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age of the participants in living sports(Willks' Lambda=.706, F=.453, p<.01). 

Third, there were differences in leadership, exercise participation motive, and exercis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number of exercise participation of living sports participants(Willks' Lambda=.915, F=.704, p<.01). In 

conclusion, if differentiated instruction is done in the field of living sport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t will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practice and exercis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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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인들은 운동부족과 성인병으로 인하여 건강에 위

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건강에 대한 위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규칙적으로 생활

체육에 참여하고 있다[1,2]. 이처럼 규칙적인 생활체육 

참여는 건강증진, 체력향상 스트레스 해소와 활기찬 생활

로 이어질 수 있는 활력소가 되고 있다[3]. 이렇듯 현대인

들에게 생활체육 참여는 건강증진과 욕구를 충족시키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대표적인 활동이다.

생활체육 현장에서 지도자의 행동은 구성원들에게 긍

정적 요인과 더불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제

시하고 있다[4]. 또한, 지도자의 행동은 운동만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운동에 대한 열의, 애착 등과 

같은 주관적 만족감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5,6]. 이렇듯 생활체육 현장에서 지도자의 행

동은 참여자들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개인의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인 운동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8].

생활체육 현장에서 지도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행

동은 참여자들에게 조언이나 지원을 통한 관계 형성에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참여자들의 목표 및 성

취와 더불어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9].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참여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지속적인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

록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진다[10]. 

생활체육 지도자의 행동과 관련되어 수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지도자의 리더십[11], 지도자의 직업[12,13], 

그리고 지도자의 태도[14]등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수행

되어 왔으나 이러한 연구들에서 지도자의 행동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지 못하였다. 특히, 일반적인 지도자의 행동

에 초점이 맞추어 왔을 뿐 지도자와 참여자들의 상호 관

점의 변혁적 리더십과 관련되어 수행된 연구는 다소 부족

한 실정이다. 

생활체육 참여자들에 지도자의 행동은 운동참여와 밀접

한 관련성이 있다[15]. 특히 생활체육 현장에서 지도자들은 

참여자들의 동기 유발을 통해 운동참여, 운동지속 등과 같

은 참여자들의 행동적 특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6].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동기는 행동, 인지, 정서 등을 예

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다[17]. 특히 생활체육 참여자들에 

있어 동기는 신체활동 수준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변인

으로 설명되고 있다[18]. 이처럼 생활체육 참여자들에 있

어 동기는 특정 행동을 선택하여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의 근원이며, 또한 동기 수준에 따라 선택한 행동에 대

한 만족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19,20]. 

현대인들에게 생활체육 참여는 내면적 동기화 과정을 

거쳐 긍정적 정서 형성과 같은 심리적 요인 형성과 행동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1,22]. 이뿐 아니라 운동 참여를 통하여 즐거움이나 기

쁨, 불안, 우울 등과 같은 다양한 정서를 경험한다[23]. 특

히 생활체육 참여자들은 내적동기 및 외적동기가 존재하

고, 이러한 동기를 통하여 운동만족과 지속 등과 같은 다

양한 심리적 변인에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된

다[24,25]. 이처럼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동기는 운동참

여 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운동만족에

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어 진다[26,27].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운동만족은 직무만족의 정의에 

기초하여 ‘운동 환경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에서 발생되는 

긍정적인 정서 상태’로 정의되고 있다[28]. 이처럼 운동만

족 역시 감정적, 정서적 반응이며, 대체적으로 직무만족 

및 생활만족과 유사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29].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운동만족과 관련하여 수행된 연

구들에서 생활체육에 참여자들의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동

기와 운동만족은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30]. 특히 생활체육 참여자들은 운

동만족을 통하여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며, 이를 통하여 

심리적 만족감을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진다[31,32]. 

이처럼 현대인들은 지속적인 생활체육 참여를 통하여 질

병 없는 건강한 삶을 유지할 뿐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와 

욕구 충족을 통하여 심리적 만족과 운동만족을 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33,34]. 이와 같이 생활체육 참여를 통

한 운동만족은 건강한 신체와 삶을 유지 하려는 능동적인 

자세로 바꿀 뿐 아니라 흥미유발, 즐거움, 자신감, 긴장이

완, 불안 및 스트레스 해소 등과 같은 심리적 행복감에 기

여하는데 효과가 있다[35,36].

생활체육 참여자들에 있어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심리

적 변인과 만족 등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코로

나 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검증을 통해 차별을 둔 지도를 

한다면 생활체육 참여와 지속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지도자의 리더십, 운동참여 동

기, 그리고 운동만족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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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 측정도구 및 자료 분석에 대한 구

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스포츠센터에

서 정기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였다. 연구

대상의 표집방법은[37] 통계저서를 참고하여 편의표집 

하였다. 편의표집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접근 가능한 대

상을 편의표집으로 정의하여 전집에 대한 통계적 추론이

나 일반화에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다수의 논문에서 활용

하고 있다. 수집된 자료는 설문 문항 수에 근거하여 약 5

개 이상(약10%) 문항을 표기하지 않거나, 설문지에 낙서

한 경우 또는 한 번호로 일괄적으로 응답한 불성실 자료

를 제외한 194부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

한 연구대상자의 구체적인 특성은 아래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Variables　 frequency %

gender
male 88 45.4

female 106 54.6

age

20's 86 44.3

30's 44 22.7

40 over 64 33.0

athletic career
3 less years 82 42.3

4 Over years 112 57.7

number of 

participation

3 week or less 110 56.7

3 week or more 84 43.3

total 194 100

2.2 측정도구

2.2.1 리더십 측정

생활체육 참여자들이 지각하는 지도자의 행동을 측정

하기 위하여 Wright[38]가 스포츠 상황에 맞도록 개발한 

변혁적 리더십 질문지(Transformational Leadership 

Scale; TLS)를 Kim & Kim[39]이 번안한 척도를 본 연

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카리

스마(11문항), 개별적 배려(11문항), 지적 자극(5문항)의 

3요인 27문항으로써, 5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리더십 척도에 대한 탐색적요인 분석결과 개별적 

배려(9문항), 카리스마(8문항), 지적자극(5문항) 3요인 

22문항으로 탐색되었으며, 3개요인 설명변량은 

76.343%로 나타났다. 중복 부하량을 나타낸 개별적 배려 

12번, 18번 그리고 카리스마 5번, 8번, 9번은 삭제되었

다. 또한 확보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분산과 변량

을 가지는지 알아보는 K-M-O 분석결과 .917 표준적합

도 수치 .7이상이면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출된 잠재요인들의 다중상관을 알아보는 B-T-S단위

행렬 지수는 2189.628(df:231, p<.001)의 행렬 간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으며, 문항 간 의미와 내용이 얼

마나 일치하는지를 알아보는 내적 일치도 Chronbach's 

Alpha 계수는 .802~.858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리더십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

석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the Scale 

Leadership

consider　
constituent

1 2 3

consider 20 .903 .128 .146

consider 22 .870 .144 .200

consider 14 .869 .183 .216

consider 21 .846 .175 .254

consider 15 .826 .186 .236

consider 17 .808 .110 .220

consider 19 .746 .344 .088

consider 13 .716 .340 .131

consider 16 .677 .364 .171

charisma 1 .132 .892 .119

charisma 2 .101 .868 .309

charisma 6 .242 .840 .299

charisma 3 .219 .837 .209

charisma 11 .294 .831 .169

charisma 4 .258 .823 .202

charisma 10 .224 .773 .286

charisma 7 .351 .678 .359

stimulus 26 .228 .283 .841

stimulus 24 .256 .288 .815

stimulus  23 .193 .321 .804

stimulus  25 .131 .253 .736

stimulus  27 .368 .154 .676

eigen value 6.674 6.250 3.871

%  variance 30.338 28.409 17.596

% ogive 30.338 58.747 76.343

Cronbach’α .858 .854 .802

KMO  and Bartlett's Test

K-M-O .917

Bartlett's Test χ²:2189.628, df:231, p<.001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나타난 요인구조와 문항을 토

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X²통계량은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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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Q값은 초과하지 않았다.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Q=1.944(χ²=310.998, df=160), 

RMR=.075, CFI=.916, GFI=.869, RMSEA=.079로 모든 

지수가 기준치에 상회하고 있어 리더십 척도를 측정하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적합도 기준은 GFI, AGFI, NFI, 

TLI, CFI는 .8∼.9 이상일 때, 그리고 RMR은 .05∼.08 이

하, RMSEA는 .08이하면 좋은 모델로 평가된다[40].

2.2.2 운동참여 동기 측정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운동참여 동기를 측정하기 위하

여Briere, Vallerand, Blais & Pellctier[41]가 개발한 

스포츠동기 검사지(Sport Motivation Scales: SMS)를 

Mun[42]이 국내 상황에 맞게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내적동기(12문항), 외적동기(11

문항), 무동기(4문항) 총 3요인 27문항으로 구성된 7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운동참여 동기 척

도에 대한 탐색적요인 분석결과 내적동기(12문항), 외적

동기(6문항), 무동기(4문항) 3요인 22문항으로 탐색되었

으며, 3개요인 설명변량은 65.257%으로 나타났다. 중복 

부하량을 나타낸 외적동기 8번 20번, 21번, 23번, 25번

은 삭제되었다. 또한 확보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분산과 변량을 가지는지 알아보는 K-M-O 분석결과 

.895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출된 잠재요

인들의 다중상관을 알아보는 B-T-S단위행렬 지수는 

1937.717(df:351, p<.001)의 행렬 간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발견되었으며, 문항 간 의미와 내용이 얼마나 일치하

는지를 알아보는 내적 일치도 Chronbach's Alpha 계수

는 .845~.858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운

동참여 동기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the Exercise 

Motivation Scale

　
constituent

1 2 3

I.M 4 .825 .154 -.090

I.M 26 .815 .262 -.018

I.M 19 .786 .202 -.119

I.M 22 .756 .206 -.164

I.M 17 .744 .214 -.275

I.M 1 .739 .089 -.385

I.M 24 .736 .322 -.310

I.M 2 .712 .163 -.334

I.M 14 .708 .267 -.468

　
constituent

1 2 3

I.M 8 .705 .349 -.165

I.M 13 .690 .317 -.406

I.M 12 .660 .365 -.117

E.M 10 .187 .764 .144

E.M 15 .203 .743 .072

E.M 7 .089 .738 -.054

E.M 9 .193 .721 -.064

E.M 11 .217 .715 -.102

E.M 16 .354 .668 -.076

E.M 6 .363 .525 -.003

A.M 3 -.182 -.107 .865

A.M 5 -.329 .005 .826

A.M 18 -.311 -.083 .774

A.M 27 -.100 .221 .684

eigen value 7.268 4.289 3.452

% variance 31.598 18.649 15.009

% ogive 31.598 50.247 65.257

Cronbach’α .853 .858 .845

KMO  and Bartlett's Test

K-M-O .895

Bartlett's Test χ²:1937.717, df:351, p<.001

I.M : internal motive, E.M : extrinsic motivation, A.M : 

amotivation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나타난 요인구조와 문항을 토

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X²통계량은 유의하

였고 Q값은 초과하지 않았다.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Q=2.663(χ²=583.225, df=219), 

RMR= .044, CFI=.892, GFI=.806, RMSEA=.073로 모든 

지수가 기준치에 상회하고 있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2.3 운동만족 측정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운동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Yoo, Seong, Park & Moon[34]이 생활체육 참여자들

의 대상으로 개발한 운동만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신체적 기능향상(3문항), 운동능력향상(3문항), 사

교증진(3문항), 심리적 안정(3문항), 건강생활(3문항) 총 

5개요인 15개 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운동만족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운동능력향상(3문항), 사교증진(3문항), 기능향상(3

문항), 심리적 안정(2문항), 건강생활(2문항) 총 5요인 13

문항으로 탐색되었으며, 5개요인 설명변량은 89.832%

로 나타났다. 중복 부하량을 보인 심리적 안정 12번, 건강

생활 14번은 삭제되었다. 또한 확보된 자료가 요인분석

에 적합한 분산과 변량을 가지는지 알아보는 K-M-O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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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결과 .775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출된 

잠재요인들의 다중상관을 알아보는 B-T-S단위행렬 지

수는2572.946,(df:78,p<.001)의 행렬 간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발견되었으며, 문항 간 의미와 내용이 얼마나 일치

하는지를 알아보는 내적 일치도 Chronbach's Alpha 계

수는 .755~.885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운동만족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결

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4.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the 

Satisfaction Scale Exercise

　
constituent

1 2 3 4 5

E.C 5 .937 .093 .179 .177 .089

E.C 6 .937 .072 .148 .169 .153

E.C 4 .863 .168 .283 .095 .152

S.P 9 .064 .929 .139 .119 .184

S.P 8 .091 .917 .168 .097 .216

S.P 7 .216 .787 .196 .346 .174

F.I 1 .221 .115 .846 .290 -.001

F.I 2 .301 .128 .846 .041 .106

F.I 3 .092 .292 .795 .264 .240

P.S 10 .167 .128 .285 .887 .028

P.S 11 .222 .307 .182 .841 .177

H.L 13 .108 .270 .210 -.039 .879

H.L 15 .304 .269 .027 .339 .771

eigen value 2.889 2.736 2.441 1.979 1.633

% variance 22.223 21.047 18.778 15.221 12.562

% ogive 22.223 43.27 62.049 77.269 89.832

Cronbach’α .885 .859 .836 .803 .755

KMO  and Bartlett's Test

K-M-O .775

Bartlett's Test χ²:2572.946,df:78,p<.001

E.C : exercise capacity, S.P : social promotion, F.I : function 

improvement, P.S : psychological stability, H.L : healthy life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나타난 요인구조와 문항을 토

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X²통계량은 유의하

였고 Q값은 초과하지 않았다.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Q=2.101(χ²=168.068, df=80), RMR= 

.069, CFI=.891, GFI=.906, RMSEA=.060으로 모든 지수가 

기준치에 상회하고 있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및 AMOS 21을 

활용하여 첫째, 척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탐색 및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탐색된 잠재변수들의 요인 구

조를 확인하였다. 둘째, 측정변인 간의 다차원 관계를 확

인하기 위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측정변인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모든 통계 검

증치는 α=.05 로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된 측정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

기 위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아래 Table 5

와 같다.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리더십, 참여동기, 

운동만족 변수 간에는 P<.05, p<.01 수준에서 유의한 상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관계수는 .141~.709

까지 낮거나 중간 정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

으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기준인 .80보다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40].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between Measurement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charisma 1

consider .536** 1

stimulus .600** .537** 1

internal motivation -.072 -.089 -.106 1

extrinsic motivation .008 .001 -.080 .709** 1

function improvement .048 .068 -.001 -.083 -.126 1

exercise capacit -.092 -.056 -.102 .188** .012 .486** 1

social promotion .141* .054 .044 .189** .085 .443** .328** 1

psychological stability -.007 -.110 -.017 -.020 -.086 .522** .425** .484** 1

healthy life .006 .051 -.003 .003 -.069 .378** .417** .544** .381** 1

*ρ< .05, **ρ<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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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성별에 따른 리더십, 운동참여 동기, 운동만족의 

차이검증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성별에 따른 리더십, 운동참여 

동기, 운동만족의 하위요인별 기초 통계치 분석결과는 아

래 Table 6과 같다.

Table 6. Basic Statistics of Measurement Variables 

according to Gender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자가 여자보다 모든 하

위요인에서 높은 평균치를 보여다. 따라서 이러한 평균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 분석

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라 리더십, 운동참여 동기, 운동

만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Willks' 

Lambda=.864, F=.886, p<.05). 이는 생활체육 참여자

들의 성별에 따라 측정변인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3.3 연령에 따른 리더십, 운동참여 동기, 운동만족의 

차이검증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연령에 따른 리더십, 운동참여 

동기, 운동만족의 하위요인별 기초 통계치 분석결과는 아

래 Table 7과 같다.

Table 7.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ment 

Variables according to Age

age M SD N

charisma

20's 4.12 0.69 86

30's 4.27 0.59 44

40 over 3.68 1.33 64

consider

20's 3.55 0.76 86

30's 3.40 1.01 44

40 over 3.28 1.17 64

stimulus

20's 3.87 0.71 86

30's 3.95 0.79 44

40 over 3.85 1.03 64

internal motivation

20's 5.22 1.08 86

30's 5.05 1.31 44

40 over 5.70 0.73 64

extrinsic motivation

20's 4.50 0.98 86

30's 4.58 1.08 44

40 over 4.79 0.91 64

amotivation 

20's 2.54 1.22 86

30's 2.47 1.16 44

40 over 1.83 0.78 64

function improvement 

20's 4.47 0.63 86

30's 4.32 0.74 44

40 over 4.43 0.71 64

exercise capacit

20's 4.57 0.82 86

30's 4.24 1.03 44

40 over 4.80 0.45 64

social promotion

20's 4.39 0.80 86

30's 4.30 0.83 44

40 over 4.14 0.82 64

psychological stability

20's 4.56 0.67 86

30's 4.70 0.52 44

40 over 4.61 0.69 64

healthy life

20's 3.87 1.00 86

30's 4.09 1.06 44

40 over 3.83 0.92 64

total 4.12 0.88 194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첫째, 리더십 요인에서는  

30대가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였으며, 둘째, 운동참여 동

기에서는 내적동기, 외적 동기는 40대가 가장 높은 평균

치를 보인반면, 무동기는 20대가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

였다. 마지막으로 운동만족에서는 기능향상, 사교증진에

서는 20대가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였으며, 운동능력향

상은 40대 이상에서 그리고 심리적 안정, 건강생활에서

는 30대가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평

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에 따른 리더십, 운동참여 동기, 

운동만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 분석을 실시

한 결과 연령에 따라 리더십, 운동참여 동기, 운동만족에

gender M SD N

charisma
male 4.02 0.93 88

female 4.00 0.99 106

consider
male 3.52 0.99 88

female 3.36 0.95 106

stimulus
male 3.98 0.84 88

female 3.80 0.83 106

internal motivation
male 5.38 0.96 88

female 5.30 1.15 106

extrinsic motivation
male 4.62 0.93 88

female 4.61 1.04 106

amotivation 
male 2.40 1.16 88

female 2.19 1.08 106

function improvement 
male 4.57 0.60 88

female 4.30 0.72 106

exercise capacit
male 4.75 0.51 88

female 4.42 0.96 106

social promotion
male 4.37 0.76 88

female 4.21 0.86 106

psychological stability
male 4.59 0.71 88

female 4.62 0.59 106

healthy life
male 4.15 0.93 88

female 3.71 1.00 106

total 4.13 0.89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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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Willks' 

Lambda=.706, F=.453, p<.01). 이는 생활체육 참여자

들의 연령에 측정변인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4 참여횟수에 따른 리더십, 운동참여 동기, 운동

만족의 차이검증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참여횟수에 따른 리더십, 운동참

여 동기, 운동만족의 하위요인별 기초 통계치 분석결과는 

아래 Table 8과 같다.

Table 8.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ment Variabl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Participation

number of participation M SD N

charisma
3 week or less 3.94 1.06 110

3 week or more 4.09 0.80 84

consider
3 week or less 3.38 0.97 110

3 week or more 3.49 0.96 84

stimulus
3 week or less 3.83 0.85 110

3 week or more 3.96 0.83 84

internal 

motivation

3 week or less 5.40 1.09 110

3 week or more 5.26 1.04 84

extrinsic 

motivation

3 week or less 4.77 1.03 110

3 week or more 4.42 0.89 84

amotivation 
3 week or less 2.27 1.03 110

3 week or more 2.32 1.23 84

function 

improvement 

3 week or less 4.32 0.74 110

3 week or more 4.55 0.58 84

exercise 

capacit

3 week or less 4.53 0.78 110

3 week or more 4.63 0.83 84

social 

promotion

3 week or less 4.25 0.83 110

3 week or more 4.33 0.80 84

psychological 

stability

3 week or less 4.62 0.59 110

3 week or more 4.60 0.71 84

healthy life
3 week or less 3.89 1.06 110

3 week or more 3.93 0.90 84

total 4.13 0.87 194

Table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첫째, 리더십에서는 모든 

요인에서 주3회 이상 참여집단이 높은 평균치를 보였으

며, 둘째, 운동참여 동기에서는 무동기를 제외한 모든 요

인에서 주3회 이하 참여집단이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 마

지막으로 운동만족은 심리적 안정 요인을 제외한 모든 하

위요인에서 주3회 이상 참여집단이 높은 평균치를 보였

다. 따라서 이러한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

보기 위하여 다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참여횟수에 따라 

리더십, 운동참여 동기, 운동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illks' Lambda=.915, 

F=.704).이는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참여횟수에 따른 측

정변인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논 의

본 연구는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리더십, 운동참여 동기 및 운동만족의 차이를 알아보

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통해 나타난 결과

와 선행연구와의 관련성을 비교하여 논의를 진행 하였다.

4.1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성별에 따른 리더십, 운동

참여 동기, 운동만족의 차이검증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성별에 따른 리더십, 운동참여 

동기, 운동만족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스포

츠 상황에서 성별에 따라 리더십에는 차이가 있다고 밝힌 

Ryu & Park[43] 연구 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육사 생도의 스포

츠 활동 참여와 자아존중감 및 셀프 리더십을 규명한 Suh 

& Park[44]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리더십은 차이가 존

재한다고 밝히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

다. 이는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성별에 따라 생활체육 지

도자들의 리더십 행동을 달리 지각한다고 할 수 있다. 둘

째, 대학생의 스포츠참여 동기와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를 규명한 선행연구 Park & Yoo[45]에서 대학생들의 성

별에 따라 운동참여 동기에는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생활체육 참여자

들을 대상으로 운동참여 동기의 차이를 분석한 Choi, 

Chung & Yoo[46]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라 운동참여 동

기에는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뒷

받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검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Kim & Jeon[47]연구에서 운동참여 동

기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

를 지지하고 있다. 이처럼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성별에 

따라 운동참여 동기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잘 파악

하여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용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운동만족 수준을 비교한 Ha[48]의 연구에서 성

별에 따라 운동만족에는 차이를 보인다고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가스포

츠에 참하는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연구 Kim & Yoo, 

Ahn[49,50]에서 여가만족에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고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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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운동만족에는 성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선

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성별

에 따라 지도자의 리더십과 운동참여 동기, 운동만족은 

차이가 있기에 현장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차이를 잘 반영

하여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4.2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연령에 따른 리더십, 운동

참여 동기, 운동만족의 차이검증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연령에 따른 리더십, 운동참여 

동기, 운동만족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스포

츠현장에서 연령에 따라 리더십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한 Lee & Baek[51]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노인전담 

생활체육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Kim & Ko[52]의 

연구에서도 연령에 따라 리더십에는 차이를 보인다고 제

시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듯 

생활체육 참여자들은 연령에 따라 리더십에 차이를 보인

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레저스포츠 참여자들의 참여 동기

를 규명한 Lee[53]의 선행연구에서 연령에 따라 참여 동

기에는 차이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검도수련자들의 참

여 동기와 운동몰입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Won & Park[54]의 연구에서도 연령에 따라 운동참여 

동기에는 차이를 보인다고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

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연령에 

따른 운동참여 동기를 잘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

으로 연령에 따른 운동만족의 차이는 여가스포츠 참여자

들의 만족과 관련된 Baek & Park[55]의 선행연구에서 

연령에 따라 만족에는 차이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수상스키 

참가자의 운동정서, 운동몰입, 운동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Cho, Woo & Ro[56]의 선행연구 역시 참여자들

의 연령에 따라 운동만족에는 차이를 보인다고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처럼 연령에 따

라 운동만족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

합해 보면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연령에 따라 리더십, 운

동참여 동기, 운동만족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생활체육 

지도 현장에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지도한다면 생활

체육 참여와 지속에 그리고 건강한 삶에 긍정적인 역할 

뿐 아니라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4.3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참여횟수에 따른 리더십, 

운동참여 동기, 운동만족의 차이검증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참여횟수에 따른 리더십, 운동참

여 동기, 운동만족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대학생들의 스포츠 참여유형과 리더십의 관계를 규명한 

Kim, Park & Lee[57] 선행연구에서 운동참여 횟수에 따

라 리더십에는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현장에서 리더십은 운

동참여 횟수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밝힌 Kim[58]의 선

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본 연구의 결

과가 선행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리더십에는 참

여횟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잘 파악하여  지

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수영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동

기를 규명한 Kang & Kim[59]의 선행연구에서 운동참

여 횟수에 따라 운동참여 동기에는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운

동참여 횟수에 따라 댄스스포츠 참여자들의 동기에는 차

이가 있다고 제시한 Cho, Yoon & Hong[60]의 선행연

구, 그리고 여가스포츠 참여자들의 운동참여 동기는 운동 

참여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히고 있는 Lee & 

Sul[61]의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생

활체육 참여자들의 참여 횟수는 운동참여 동기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배드민턴 참여

자들의 운동만족의 관계를 규명한 Lee, Lee & Lee[62]

의 선행연구에서 운동만족은 운동참여 횟수에 따라 차이

를 보인다고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필라테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Lee & Yeo[63]의 연구에서도 운동참여 횟수에 따라 운

동만족에는 차이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

를 뒷받침 하고 있다. 이처럼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운동

만족은 참여횟수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참여횟수는 리더십, 운동참여 동기, 그리고 

운동만족에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기초하여 생활체육 현장에서 지도자들이 지도를 

한다면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심리적 변인과 만족에 긍정

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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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지도자의 리더십, 운동참여 동기, 운동만족의 차이

점을 규명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리

더십, 운동참여 동기, 운동만족 척도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분석을 하여 다음과 같

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성별에 따라 리더십, 운동

참여 동기, 운동만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둘째,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연령에 따라 리더십, 운동

참여 동기, 운동만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운동참여 횟수에 

따라 리더십, 운동참여 동기, 운동만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생활체

육 참여자들을 지도함에 있어 성별, 연령, 참여횟수 등을 

반영하여 세분화 된 지도를 한다면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운동참여와 지속 그리고 건강한 삶에 긍정적인 역할과 더

불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을 할 뿐 아니라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기초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인

지와 정서와 같은 심리적 변인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검증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환

경적 특성과 함께 다양한 집단 간의 차이 검증이 수행되

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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