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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스포츠 참여, 주관적 안녕감,

창의성의 관계:

사회적 마케팅 관점에서

김 대 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미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핵심 자질로 창의성이 각광받고

있다. 과거에 천재성이라 치부되던 창의성이 현대에 이르러서 인간의 보편

적 자질임이 인식되었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창의적 인재 육성의 중

요성을 인지하고 창의성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다. 그

중 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참여를 독려하여 창의성 수준을 높

이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스포츠 프로그램 참여

가 창의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검증했지만 그 대상이 성인을 제외

한 유아 및 청소년이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생활의 편의를 얻은 반면 비만 등의 신체적 문제와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웰빙

(Well-being)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건강하며 행복한 삶의 유지를 위

해 여가 시간 활용의 하나로 스포츠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과 더불어 기업들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기업의 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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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 활동을 통해 해결하고자 사회적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스포츠 참여형 마케팅이 각광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참여를 스포츠 참여정도, 스포츠

참여경력, 스포츠 참여만족으로 구성하여 창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와 이러한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 정적 정서, 부적 정서로 구성된 주관적

안녕감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는 가용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263부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51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0, IBM SPSS AMOS 18 통

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신뢰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스포츠 참여의 하위 요인인 스포츠 참

여정도, 스포츠 참여경력, 스포츠 참여만족 모두 창의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포츠 참여정도와 창의성의 관계에서 주관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삶의 만족도는 부분매개효과를, 정적 정서

는 완전매개효과지만 부적정서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

포츠 참여경력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주관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

과, 삶의 만족도, 정적 정서, 부적 정서 모두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넷째, 스포츠 참여만족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주관적 안녕감의 매개효

과를 본 결과 삶의 만족도는 부분매개효과를, 정적 정서는 완전매개효과가

있지만 부적정서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스포츠 참여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창의성의

수준을 높이는데 있어 스포츠 참여가 중요한 요인이며 개인의 주관적 안녕이

높을 때 스포츠 참여는 창의성 증진에 기여한다.

주요어: 사회적 마케팅, 스포츠 참여, 주관적 안녕감, 창의성

학 번: 2012-2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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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시장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과거 시장은 소비자의 이성을 공략하는 것

이 핵심 키워드였다. 공급이 수요에 턱없이 부족했기에 경쟁 제품보다 낮은 가

격,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가진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였다. 하지만 대량생산

시스템이 가능해지는 20세기 후반에 와서는 공급이 소비를 초과하여 대부분의

제품이 품질과 가격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자 소비자의 이성을 자극하는 것

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들이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것은

감성이다. 기업의 이미지가 반영된 브랜드를 통해 소비자와 기업은 감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과 SNS의 발달과 소비자의 참여 확대로 인해 또 다른 시

대가 열리고 있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해진 소비자들이 진정성을

기준으로 기업을 판단하며 기업의 감성 자극 마케팅을 구분해나가기 시작하였

다. 현재의 소비자들은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통해 그들을 감동시키는 기업을

선호하며 그런 기업들만이 생존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러한 흐름의 변화 속에서 사회적 마케팅이 주목 받고 있다. 사회적 마케

팅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기여

이며 이를 통해 경쟁자들보다 효과적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마케팅

노력이다(Kotler, 2000). 또한 기업은 사회적 마케팅을 통해 이익을 올리는 동

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마케팅 환경에 적용하는 것을 사회적 마케팅이라

고 정의한다(Piacentini, MacFadyen & Eadie, 2000).

기업의 사회적 마케팅의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사회적 마케팅이 기업

의 선한 행동이 되어 소비자를 자극하는 사회적 차원의 뛰어난 전략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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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 구축을 위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Bhattacharya & Sen, 1994; Adkins, 2007). 또한 사회적 마케팅은 소비자를

포함한 외부 이해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내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밝혔다(Viswesvaran, Deshpande & Milman, 1998). 또한 많은 선

행 연구들이 사회적 마케팅이 소비자의 호의적 태도 형성, 구매의도 형성, 브

랜드 자산 구축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사회적 마케팅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파급되어 있는 실정이

며, 스포츠 산업 또한 예외가 아니다. 스포츠 산업은 스포츠의 본원적 특성 덕

분에 사회적 마케팅을 적용하기에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유리하다. 스포츠 관

련 상품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그 자체가 오락성과 즉흥성이라는 특성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Shank, 1999). 또한

스포츠는 신체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소비자들은 스포츠 산업에 대해

건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부여되어 있어, 이미지 구축에 드는 노력과 비용

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기업들은 자사의 경쟁 우위

전략 중 하나로 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과거에

는 제품의 물리적 속성이 마케팅 전략의 핵심이었다면 현재에는 소비자의 직

접 참여를 포함한 감성적 속성을 자극하는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이연

수, 2008). 또한 기업들은 참여형 마케팅을 회사의 CSR 활동과 연계하여 기업

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브랜드 충성도를 구축하여 소비자의 브랜드 소비에

있어 특정 브랜드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심신의 건강 유지에 대한 관심 증

대 또한 기업의 스포츠 참여형 마케팅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배경이 되었다.

흔히 웰빙(Well-being)이라고 정의되는 심신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

는 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 심신의 건강한 상태라고 정의되었으며, 큰 의미에서

의 행복 혹은 주관적 안녕감이라고 해석된다(조명호, 김정오, 권석만, 1994). 웰

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는 현대인들에게 스포츠 참여는 주관적 안녕감을

획득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스포츠 참여가 개인의 심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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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그리고 행복을 향상시킨다는 이광수와 김관진(2010)의 연구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스포츠 참여가 현대인들에게 생활화 되어 가는 추세임을 뒷

받침해준다.

행복을 포함한 주관적 안녕감이 사람들 사이에게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지

라면 개성이 주가 되는 정보화된 사회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

하고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창의성은 생존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

이다(박영하, 2012). 과거의 연구자들은 창의성을 전문적이며 예술적인 결과물

로 이해하면서 비범한 능력, 즉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창의

적 행동에 관한 연구에 몰두하였다(박미나, 고경숙, 2013). 하지만 창의성을 일

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공통 속성으로 이해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

서 인간의 보편적 능력으로서의 창의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

와 관련한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었다(신현석, 박균열, 엄준용, 2008).

IBM이 전 세계 60개국 30개 분야 1500명 이상의 CEO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60% 이상의 CEO들이 향후 5년 간 리더들에게 필요한 자질로

창의성을 꼽았다(IBM Global CEO Study, 2010). 이는 진실성(Integrity)과 세

계적인 사고(Global Thinking)보다 앞선 것으로 창의성이 불확실성이 더욱 커

지는 최근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은 점이 인상적

이다.

이와 더불어 지식정보 기반의 사회에서 경제 발전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편

승하기 위해 창의적 인재 확보 및 양성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 국가들은 이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미국은 ‘국가 혁신 2005’라는 법안을 만들어 창의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수

립하였고, 유럽 연합에서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2009년을 ‘창의성과 혁신

의 해’로 선포하면서 창의성이 개인은 물론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강조하였다(전경원, 2013). 우리나라는 1980년대 5차 교육과정부터 현재까지,

창의적 인재 상을 학교 교육의 목표로 제시해왔으며(최돈형, 2007), 7차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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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및 2007년 개정된 초등 교육 과정에서부터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인재를 자율적이고 창의적 인간상으로 제시하였다(이인원,

2008). 이와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 역시 미래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

운 패러다임으로 창조 경제론을 제시하며, 창의성과 과학 기술에 기초한 경제

운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민진규, 2013). 또

한 청년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김광

두, 김영욱, 2013).

선행연구를 통하여 스포츠 참여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보고된 결과이다(Bradburn, 1969; Flanagan, 1978; Leepson, 1978;

Lichtman & Posner, 1983; Varca, Shaffer, & Saunders, 1984; 이종길, 1992;

이성철, 1996; 이상구, 1998; 윤종국, 2003; 최용민, 김공, 2010). 또한 주관적 안

녕감은 창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Isen, Daubman &

Nowicki, 1987; Fredrickson, 1998; 2001; Dweck, 2000; Amabile, Barsade,

Mueller & Staw, 2005; 박병기, 이종욱, 2005; 송일섭, 2005; 정준성, 2008; 신민

희, 구재선, 2010; 박상범, 박병기, 2010). 그리고 오진구, 오학수, 오대성(1984),

유안진과 이주리(1991), 이옥은(1995), 박정옥과 김준희(2000), 이삼선(2001), 변

재경과 권영훈(2005), 김주효와 전선혜(2013)의 연구를 통해 스포츠 참여가 창

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스포츠 참여와 창의성, 주

관적 안녕감은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스포츠 참여가 창

의성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관적 안녕감을 거친다는 경로를 탐색한 연구는 찾

기 어렵다. 스포츠 참여가 창의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주관적 안

녕감과 같은 변인을 거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은,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이해하며,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보다 효과적인 개입방법을 탐색하

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참여, 주관적 안

녕감, 창의성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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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지금까지 살펴 본 선행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참여와 창의성의

관계를 분석하고 스포츠 참여와 결과 변인인 창의성의 관계에서 주관적 안녕감

이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스포츠 참여와 창의성의 관계에서 주관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검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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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마케팅

기업은 더 이상 사회와 분리되어 홀로 수익을 올릴 수 없으며 기업은 그들의

활동을 통해 소비자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여야 하며 이는 기업과 사

회가 같이 발전하는 밑바탕이 된다. Porter & Karmer(2011)의 공유가치창출

(Creating Shared Value)은 미국과 유럽의 재정 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단기적 이

익 극대화가 아닌 사회와 같이 공존하며 발전해야함을 주장하였다. 기업의 성장

이 사회의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이는 기업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유가치창출

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성공한 기업들의 이면에는 사회적 마케팅 전략을

활용함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마케팅은 건강, 환경 등의 분야에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토

대가 되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비만, 고령화, 흡연 등이 새로운 사회

적 문제로 등장하는 현대 사회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마케팅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마케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마케팅 환경에 적용하여 경쟁자들

보다 목표 시장에서 우위에 서며,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Kotler,

2000). 많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기업의 선한 행동으로 일컫는 사회적 마케팅이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사회적 차원에서의 기업 프로모션을 위한 전

략임을 알 수 있었고(Bhattacharya & Sen, 1994; Adkins, 1999), 그 결과 사회적

마케팅 전략 도입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판매 증가 및 이익 창출로 이어짐을

확인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발전된 문명으로 인해 편리함을 얻었으나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의 신체적 건강과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정신적 건강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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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들은 그들의 건강에 대해 관심이 높으며 건강 유지를 위한 여가 시간을 스

포츠 참여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스포츠 제품 관련 기업들은 소비자의

건강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마케팅 전략 수립에 있어 소비자의 스포츠 참여

를 유도한 스포츠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소비자에게

기능성에 대한 신뢰감, 경험을 통한 상품 특성 직감, 바이럴 마케팅과의 연계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충성도를 올리는 결과를 얻음을 알 수

있었다.

2. 스포츠 참여

1) 스포츠 참여 정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대변하듯 현대사회에서 스포츠 참여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최덕환, 2009). 스포츠 참여의 목적은 다양하지만 건

강한 생활 추구가 그 주된 목적이다(조현익, 2005).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신체적

성장, 정서적 발달 및 건전한 여가를 유지하며, 지적 능력과 창의성을 개발하며

단순한 신체적 활동 외에도 행복을 추구하려는 현대인에게 스포츠 참여는 유용

한 여가의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최충식, 2006). 또한 스포츠 참여는 여가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이를 통해 현대인들이 가진 신체적, 정신

적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한다(이상구, 1998).

스포츠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강준호(2005)

는 스포츠에 대한 정의를 크게 북미식과 유럽식으로 구분하였다. 북미식 정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포츠로 정의할 수 있지만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 즉

조깅, 놀이 등의 스포츠는 북미식 정의에 의하면 스포츠에 포함될 수 없다.

Kenyon(1969)은 스포츠란 오락보다 더욱 체계화되고 조직성을 띤 경쟁적인 활동

으로 신체의 일부만을 구사하는 동작이나 운동에 그치지 않고 인간 전반적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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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활용한 행위가 동원된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스포츠란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규칙에 있어서 통제되며 전술과 결합된 신체기능과 신체기량에 의해 결

과가 결정되는 경쟁적인 인간의 표현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임번장, 1986).

반면에 유럽식 정의는 모든 형태의 신체활동을 스포츠라고 정의한다. 일반적

으로 스포츠라 판단되는 모든 행동들이 스포츠에 포함되고, 그 외의 이동을 위한

도보, 육체노동, 오락을 목적으로 한 운동 등이 모두 스포츠에 포함된다. 류동훈

(1999)는 스포츠 참여란 직접적인 인간의 표현이자 내적 자아 행위이며 인간에게

필요한 신체적 움직임을 흥미 있게 미화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스포츠 참여는

운동 본능에 기반이 된 것으로 심신의 위안이 되는 모든 표현 형태를 포함한 것

으로 사냥하는 것, 야외에서의 놀이, 실내에서의 게임, 취미활동 등을 즐기는 놀

이를 전반을 스포츠의 범주로 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미식 정의보다 넓고, 유럽식 정의보다 범위가 한정

되는 강준호(2005)의 정의를 사용하기로 한다. 강준호(2005)는 신체적 성취를 내

재적 목적으로 하는 신체 활동을 스포츠라고 정의하였다. 위 정의에서 신체적 성

취는 개인의 노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절대적 성취와 타인과의 경쟁을 통한

상대적 성취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스포츠에 관

한 정의를 바탕으로 스포츠 참여를 스포츠를 목적으로 하는 참여로 정의한다.

2) 스포츠 참여정도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 참여정도는 다양한 스포츠 현상과 관련 있는 사회적

행동으로 정의한다. Kenyon & Schutz(1970)는 스포츠 참여정도에 따른 구분을

참여 방식에 따라 일상적 참여, 주기적 참여, 일탈적 참여, 간헐적 참여 4가지로

구분하였다. 일상적 참여란 주기기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개인의 일상생

활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 주기적 참여란 계절 혹은 기회에 따라 스

포츠에 참여하는 상태이다. 일탈적 참여란 개인의 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

고 스포츠 참여에 모든 시간을 소비하는 상태인 1차적 일탈 참여와 스포츠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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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스포츠 관람 형태인 2차적 일탈 참여로 구분된다.

간헐적 참여란 스포츠 참여를 부정하며 과거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였더라고 특

정한 이유, 기회제한, 관심부족, 불쾌한 경험 등으로 현재는 스포츠에 참여하지

상태이다.

Loy, McPherson & Kenyon(1978)는 스포츠 참여정도를 참여빈도, 기간, 강도

로 정의하였다. 참여빈도는 개인이 스포츠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횟수이며, 일반

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측정이 가능하

다. 참가기간은 개인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경과 정도를 나타내며 스포츠 활동

에 얼마나 참여하였는지를 말한다. 참여강도는 개인이 스포츠에 직접 참여하여

몰입하는 정도로 정의된다. 임번장(1994)은 스포츠 참여정도를 역할이나 지위 혹

은 1회 스포츠 활동에 소요 시간, 참여 경험이 있는 종목 수를 파악하여 측정 가

능하다고 하였다.

3) 스포츠 참여만족

스포츠 참여는 스포츠 참여자의 건강 및 체력 증진과 더불어 심리적,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복지 사회 구축에 중요한 개인 삶의 질 측면에 중

요한 지표가 된다(정영린, 1997). 스포츠와 관련된 만족도 관련 연구는 스포츠 참

여를 수단으로만 생각하며 스포츠 활동 외의 가치 추구에 대한 효과를 증명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박세영, 1993). 즉 스포츠 참여를 통한 개인의 행위에 대한 평

가를 통해 그들의 욕구상태를 알아보는 척도로 만족도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철화(1995)는 직무 만족도의 개념을 사용하여 스포츠 참여만족을 개인이

참여한 스포츠 활동 종목 혹은 개념을 통하여 개인이 느끼는 정서적 상태나 태

도 및 욕구의 만족 정도로 정의하였다. 그는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참여 연구를 통해 스포츠 참여는 사회화, 연령, 사회적 지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스포츠 참여의 이유를 취미, 오락 그리고 가정의 화목을 위함이라고 들

었다. 따라서 이철화(1995)는 스포츠 참여를 통해 느끼는 개인적 속성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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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대한 만족을 스포츠 참여만족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스포츠 참여를 통해

느끼는 만족은 참여 동기 및 참여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문선(2005)은 스포츠 참여만족의 개념을 생활 만족도와 직무 만족도 두 가

지 관점을 차용하여 정의하였다. 생활 만족도는 개인이 일상으로부터의 즐거움과

낙천적 태도,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며(Tobin & Neugsrten, 1961) 이는 개인의

정신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정의하였다. 직무 만족도는 행동, 정보,

정서의 3가지로 구성되며, 직무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인 반응이라고 정의하였다

(Reitz, 1971). 김영주(1991)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배우자의 상태, 교육

수준, 생활수준, 건강 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 생활 만

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김치조(1993)는 스포츠 활동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이

높으며, 허남근(1994)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포츠 참여가 직무 만족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상선(1996)은 스포츠 활동 만족도와

종목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종목, 단체종목, 대인종목 순으로 스포츠 활동 만족도

가 높으며 개인 종목의 참여 결정 요인이 높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스포츠 참여만족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 직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3. 주관적 안녕감

1) 주관적 안녕감의 도입배경

1930년대 심리학자들은 당시 정신 건강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정신 질환을

포함한 부정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 심리 변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따라 긍정 심리학 분야 및 삶의 질에 관련된 연

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권석만, 2008).

이러한 움직임의 중심에서 웰빙(Well-being)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Sprin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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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ser, 2006). 웰빙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긍정적인 심리와 신체의 중점에 맞춘 개념이다(Antonovsky, 1979; Ryff &

Singer, 1998).

1960년대 삶의 질을 연구한 미국의 연구자들은 과거에 비해 생활수준 및 개

인의 자유는 증가한 반면, 범죄, 가족 공동체의 해체, 정신 질환 증가 등의 새로

운 사회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새롭게 등장한 사회문제의 해결

을 위해 다양한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중 인간의 긍정적 심리에 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었다(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21세기에 이르러 심리학자인 Seligman은 인간의 행복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긍정심리학이라 명명된 이 분야는 행복을 포함한 인간의

긍정적인 심리 측면을 과학적 접근 방법 통하여 탐구하며 연구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권석만, 2008).

하지만 행복이라는 용어 자체가 다양한 의미를 지닌 일상적 용어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연구에 있어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중

행복을 쾌락주의적 관점에서 탐구하던 연구자들이 주로 사용한 주관적 안녕감

(Subjective well-being)이 구체적 의미를 지닌 단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2) 주관적 안녕감의 정의

추상적이고 일상적인 개념인 행복에 관한 연구를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

로 접근한 개념이 주관적 안녕감이다. Diener, Suh, Lucas & Smith(1999)은 주관

적 안녕감은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 인지를 의미하며, 높은 수준의 주관적 안

녕감이란 높은 삶의 만족도, 적은 부적 경험, 많은 정적 경험의 상태로 정의하였

다. 또한 Diener(1984)는 주관적 안녕감을 3가지 구성 요소로 정리하였다.

첫째,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의 주관적인 내적 경험이다. 주관적 안녕감은 개

인의 경험 내에 존재하며 외적 조건인 건강, 부, 명예 등이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행복의 요소는 내재해 있지 않다고 보았다(Campbell, Conv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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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gers, 1976). 또한 Veenhoven(1991)은 개인이 본인의 삶의 질에 관해 긍정적

으로 인식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둘째, 주관적 안녕감은 삶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을 반영한다.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긍정적인 측면만 단순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가 서로 독립적 성격을 가지며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의미한다(Bradburn, 1969). 또한 Szalai & Andrews(1980)은 주관적

안녕감의 구성 요소를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나누고 있는데, 객관적 지표

는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의 물리적 측면으로 주관적 지표는 ‘개인이 느끼는

본인의 삶에 대한 행복감’이라고 정의하였다.

셋째, 주관적 안녕감은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판단이

다. 홍지연(2005)는 개인의 삶의 특정 영역에 대한 만족도나 감정상태가 평가된

다 하더라도 주관적 안녕감의 핵심은 개인의 삶에 대한 통합적 판단에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주관적 안녕감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주관적인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과 인지적 요인인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요인인 긍정적, 부

정적 정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Diener, 1984; 1995; 2000)

3)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이론적 접근

인간이 느끼고 있는 주관적 안녕감, 즉 행복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행복과

불행은 단순한 단일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의하였다(Bradburn, 1969). 주관적 안녕감의 이

론적 접근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연구자들은 다양한 관련 변수들과

의 관계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 중 인간의 욕구와 목표와 관련한 연구

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었다. 주관적 안녕감과 욕구나 목표와 관련된 이론들은 성

취적 접근, 상향적 접근, 하향적 접근, 활동 이론적 접근, 판단적 접근 그리고 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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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및 고통적 접근이 있으며(Diener, 1984) 각 접근들은 공통적으로 행복감을 주

관적 안녕감의 구성 요소로 보고 있다.

(1) 성취적 접근(Telic approach)

성취적 접근은 인간이 목표나 욕구 상태가 달성되었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설명한다. Wilson(1969)은 행복에 필요한 조건 혹은 최종 목표를 제안하고자 시

도하였고 인간은 욕구가 충족될 경우 행복을 느끼며 반대로 지속적인 욕구 불

충족은 불행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Maslow(1954)는 모든 사람에게서 동일한 순서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욕구 단

계를 가정하면서, 개인들이 특정 단계에서 욕구 충족이 이뤄진다면 행복을 경험

할 것이고 더 높은 욕구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행복을 경험할 것이라

고 보고하였다.

McGill(1967)은 성취적 접근은 행복 추구를 여러 방식으로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행복이 전체적 바람 정도와 만족된 바람의 함수로 나타난다면 행복은 바

람의 수를 감소시키거나 많은 바람을 만족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하였다.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1985)은 특정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행복

을 경험한다는 의견을 지지하였다. Scitovsky(1976)는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실질적으로 도달하는 것보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에 충실한 것이 더욱 만

족감을 느낄 것이라고 하였다.

(2) 상향적 접근(Bottom-up approach)

상향적 접근은 행복은 즐겁고 괴로운 순간의 경험을 모두 종합함으로써 도출

되는 상태라고 본다. 이 이론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에 대해 판단할 때 일시적

유쾌함부터 고통의 경험까지 모두를 고려한다고 주장한다. 행복은 단순히 행복한

순간들의 축적이라고 주장하는 이 접근은 로크의 실재론에 근거하며, 행복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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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은 행복한 순간을 많이 간직한 사람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Diener, 1984).

Campbell et al.(1976)은 인간의 행복이란 행복한 순간과 경험을 괴로운 순간

에 비해 많이 기억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닌 행복한 것을 의미하며, 삶에 대

한 만족감 또한 결혼 및 가족생활, 주거 상태 등과 같은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

감의 총합이라고 설명한다.

(3) 하향적 접근(Top-down approach)

주관적 안녕감을 하위 요소들의 총합이라고 간주하는 상향적 접근법과는 다

르게 주어진 특성들에 의해 주관적 안녕감이 결정된다는 것이 하향적 접근의 핵

심이다. 칸트의 이상론을 기초로 제안된 하향적 접근은 행복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에 행복한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Kozma, Stomes & Brice, 1983). 따라

서 하향적 접근은 주관적 안녕감에 의해 건강, 주거, 재정 수준의 만족이 부분적

으로 결정된다고 하였다.

하향적 접근과 상향적 접근의 차이는 주관적 안녕감이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성에 의한 결과물인지의 차이, 그리고 일상생활에 미치는 주관

적 안녕감의 영향력 차이이다. 즉 상황을 중시하는 상향적 접근은 행복한 순간의

경험이 많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크다고 주장하는 반면, 특성을 중시하는 하향

적 접근의 경우 주관적 안녕감이 행복한 감정이 아닌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는

성향이다(최성애, 1998).

(4) 활동 이론적 접근

활동 이론적 접근은 행복이란 인간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Aristotles는 행복은 바람직한 활동으로부터 유발된다고 주장하였으며, 활동의 중

요성과 활동 이론의 주요 요소에 대해 언급하였다. Csikszentmihalyi(1988,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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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긍정적 성격을 포함하는 주관적 정서와 일상 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특정 행동에 관해 내재적이고 보상적이게 만드는 주관적 경험의 질과 조건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5) 판단적 접근(Judgemental approach)

판단적 접근에서는 행복이 특정 기준과 실제 여건 간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

진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실제 여건이 특정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을 느끼게 된

다는 주장이다. 판단적 접근과 뜻을 같이 하는 사회 비교 이론에선 특정 기준을

타인으로 보고 타인보다 우수하면 만족하거나 행복하게 된다고 보았다(Carp &

Carp, 1982; Emmons, Larsen, Leving & Diener, 1983).

(6) 쾌락 및 고통 접근(Pleasures and pains approach)

쾌락 및 고통 이론은 성취적 접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어떤 욕

구나 목표에 대한 결핍과 욕구가 크면 클수록 목표가 충족 되었을 때 더 많이

행복해 진다는 것이다(Diener, 1984).

4) 주관적 안녕감의 구조

선행 연구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는 많은 관련 변인들이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인구 통계학적 요인들로는 성별, 연령, 경제적 수준, 교육 수준, 직업, 결혼

종교 등이 있으며, 심리적 요인으로는 창의성, 변화신념, 자기조절, 목표 지향성,

자아 존중감 등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박병기, 송

정화, 2008; 소연희, 2007; Emmons & Diener, 1986; Ryff, 1989).)

Diener & Lucas(1999)는 주관적 안녕감의 구조를 인지적 요인(cognitive)과

정서적 요인(affective)으로 구분하였다.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의 구분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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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Campbell, 1981). 구체적인 구성요소

는 <표 1>와 같다.

표 1. 주관적 안녕감 구성요소

정서적 구성요소 인지적 구성요소

긍정정서 부정정서 만족도 평가차원 평가영역

즐거움

만족감

행복감

자존감

애정감

고양감

환희감

슬픔

우울감

불안감

분노감

질투감

부담감

죄책감/

수치감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

과거의 삶에 대한 만족도

미래의 삶에 대한 낙관도

삶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

자신의 삶에 대한 중요한

타인의 견해

자기

가족

건강

직업

여가

재정상태

소속집단

출처: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정서적 요소는 자신이 경험하는 삶에 대한 긍정적(positive)정서와 부정적

(negative)정서를 의미하며, Emmons & Diener(1985)는 긍정적 적서와 부정적 정

서의 강도와 빈도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지적 요소는 ‘삶의 만족

도’이며, 개인이 설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인지적 판단을

의미한다. 또한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거나 영역별로 평가하며 그 결과가 긍

정적일 경우 만족감을 느낀다(Shin & Johnson, 1978).

주관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정서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는 상호 관련성을 지니

지만 때론 독립적으로 바뀌어 다른 요인과 관련성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Campbell, Convers & Rodgers, 1976; Pavot & Diener, 1993). Pavot &

Diener(1993)는 정서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첫째, 개인은 삶의 부정적 요인들을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정서 반응을 외면

하거나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정서적 반응은 단기적인 상황변화와 관련한 직접 요인들에 반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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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반응 기간을 지닌다. 이에 반해 인지적 반응인 삶의 만족도는 장기간의 삶

의 상태를 반영하며 이에 반응한다.

셋째, 정서적 반응은 무의식적인 동기를 반영하지만, 인지적 반응인 삶에 대

한 평가는 의식적인 삶의 가치 혹은 목표를 반영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관적 안녕감 측정함에 있어 정서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

을 따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측정할 필요성이 있다(Pavot & Diener, 1993: 권석

만, 2008; 임낭연, 이화령, 서은국,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을

삶의 만족도, 정적 요인, 부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4. 창의성

1) 창의성의 등장

창의성이 인간의 중요한 지적인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의는 적용

되는 분야나 영역, 연구자에 따라 각기 다르다. 20세기 중반까지 창의성은 외부

로부터의 중재가 불가능한 개인의 천재성 또는 천부적인 영감으로 여겨져 왔으

나 학문적으로 체계적인 연구와 관심을 갖게 된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60

년 Guilford가 미국 심리학회 회장 취임연설에서 행한 창의성 교육과 연구의 부

족에 대한 지적은 창의성에 대한 많은 연구와 관심을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이전 까지는 창의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거의 없었다.(임선하, 1993).

20세기 중반이후 발전된 사회에서는 인간의 창의성에 대한 요구도 점차 증가

하게 되고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과학적인 논의 및 연구들(신

세호, 김충희, 이훈구, 1968; 조성연, 1984)이 진행되었다. 창의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져왔지만 창의성에 관한 학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심리학과 교

육학의 경우 개인의 인지적 능력, 성격 혹은 태도 차원에서, 경영학의 경우 조

직의 지식경영, 혁신, 학습조직의 제한된 영역에서 진행되어 왔다(손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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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하지만 창의성에 대한 일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Davis(1997)는

그 이유를 창의성의 개념 자체가 다양한 성격을 가지며, 인간의 높은 수준의 수

행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Carmona(2001)은 창의성의 개념 자체가 인

간을 둘러싼 환경, 가치, 신념 등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일치된 정의를 가지고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2) 창의성의 정의

초기의 창의성에 관한 연구들은 창의성을 인간의 내적 요소로 판단하여 연구

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였다. 1980년대에 이르러 창의성을 새로운 독창적 사고로

판단하고 인간의 외부 환경적 요소와 내적 요소를 창의성의 구성 요소라 생각하

여 판단한 연구가 진행되었다(Ryhammar & Brolin, 1999).

선행 연구들을 통해 창의성은 다양한 속성을 지니며 학문 간 연구가 가능하

며 크게 4가지 접근 방식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창의성에 대한 인지적 접근이다. Guilford(1967)는 개인의 인지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창의성을 창의적 성취를 이루기 위한 정신적 능력이라고 정

의하며 지능구조모델을 소개하며 모델의 한 축인 확산적 사고를 창의성의 기본

이 되는 사고 유형이라고 지적하였다. 확산적 사고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으로 융통성, 유창성, 독창성 등이 이에 해

당한다. Boden(1991)은 창의성을 독창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인지적

과정이라고 보았다. 또한 그는 창의성을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 과정 그 자체와

그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성격을 창의성의 심리적 부분으로 정의하였다.

둘째, 창의성에 대한 동기 및 성격 특성에 따른 접근이다. 창의적 성취를 위

해 수반되는 동기와 성격적 특성에 관한 접근 방법이다. Rogers(1962)는 창의성

을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행위이며 개인의 특성 및 배경 등을 통해 발현된다

고 하였다. Sternberg & Lubart(1991)는 모호함에 대한 인내심,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 위험을 감수함, 자신에 대한 확신, 믿음의 용기를 창의성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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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창의성에 대한 과정을 강조하는 접근이다. Taylor(1988)는 창의성을 지

속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정의하며 창의성을 문제의

포괄적 인식, 문제점에 관한 인지 변화, 창의적 결과물의 도출 3단계로 구분하였

다. Torrance(1977)는 창의성이란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을

짜고 검증하는 과정이며 이는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넷째, 창의성에 관한 통합적 접근이다. 개인의 창의성 발현을 위해서는 내적

요소인 개인의 능력과 외부 요소들이 능동적으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접근이

다. 지금까지 연구된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복

합적으로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접근이다(Sternberg & Lubart, 1993; 조연

순, 2001).

창의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이 있지만 개인의 행동이나 그에 따른 결과들이

창의적 성격을 지니기 위해서는 신기함과 적절함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Amabile,

1989). 즉 창의성이 있다는 것은 새롭고 독특하며,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

3) 창의성의 유형

위에서 제시한 창의성에 관한 연구들은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창의성을 중심

으로 진행한 연구들이다. 창의성의 영역의 수준과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의

창의성 수준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사람들의 창의성 수준이 어느 정도 되며

얼마나 이를 잘 사용하는 거에 대한 것이었다. 따라서 창의적 재능이 뛰어난 사

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격적 특성에 관심을 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에 비해 창의성의 유형에 관한 연구의 관점은 창의성이 자연스런 현상이며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유형에 따라 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판단하였다. 즉 창

의성은 개인들마다 다른 방식과 다른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강소연,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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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ylor(1959)는 창의성의 유형을 표현적, 생산적, 발명적, 혁신적, 발생적 창

의성의 5가지로 구분하였다. 표현적 창의성은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레 나

타나는 자발적 성격의 창의성이고, 생산적 창의성은 놀이에서 발생하는 창의성을

의미하며, 발명적 창의성은 발명을 할 때 나타나는 창의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혁신적 창의성은 기존의 것을 수정하여 개선시킬 때 나타나는 창의성이며 발생

적 창의성은 완전히 새로운 원리가 발생할 때 나타나는 창의성을 의미한다.

Guilford(1967)는 그의 연구를 통해 지능은 내용, 작용, 결과의 120개의 능력

요인으로 지능이 구성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능구조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 중

작용의 영역을 5개 요인으로(인지, 기억, 수렴적 사고, 확산적 사고, 평가) 구분하

였다. 이 중 확산적 사고는 광대한 범위의 생각을 산출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며

이는 창의성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창의성의 분명한 지침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Veron(1989)은 창의성의 유형을 과학적인 창의성, 예술적인 창의성, 사회적

또는 영적인 창의성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그의 연구에 있어 창의성이 유형이

나 분야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과학 분야에 있어 공통된 부분은 존재

한다고 주장하였다.

Simonton(2002)은 창의성을 small-C와 big-C 창의성으로 구분하였다.

small-C 창의성은 일상생활을 증진시켜 보다 나은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며

big-C 창의성은 천재성과 관련된 것으로 역사에 남을 연구나 문화에 공헌하는

유형이라고 주장하였다.

Boden(1991)은 창의성을 심리적 창의성과 역사적 창의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심리적 창의성은 기존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에게 독창적이며 새로운 것

을 의미한다. 반면 역사적 창의성은 사회적 평가를 거쳐 신뢰도 및 타당성을 인

정받고 그 결과가 창의적 성격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Richards(1999)는 창의성을 일상적 창의성과 전문적 창의성으로 나누어 다음

과 같이 설명했다. 일상적 창의성은 일상적인 활동에서의 창의적 산물, 아이디어,

행동 등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전문적 창의성은 사회나 조직체에 의해 인정을

받는 창의적 사람, 산물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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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원(2000)은 창의성을 사적 창의성과 공적 창의성으로 구분하였다. 사적

창의성은 문제 해결에 있어 개인적 수준의 창의성을 의미하며, 공적 창의성은 본

인은 물론 타인까지 행복하게 해주는 창의성을 의미한다. 사적 창의성과 공적 창

의성의 차이는 개인의 경험, 지식, 성격, 노력 수준의 차이에서 나온다고 주장하

였다.

표 2. 시적 창의성과 공적 창의성

시적창의성 공적 창의성

사회인정도

지식

경험

성격

시간

노력

필요하지 않음

약간의 지식

약간의 경험

호기심

적은 투자

적은 노력

필요함

매우 풍부해야함

매우 풍부해야함

집요함, 집년

최대한 투자

최대한 노력

출처: 전경원(2000). ‘동·서양의 하모니를 위한 창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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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가 설

1. 변수들 간의 관계

1) 스포츠 참여와 창의성의 관계

21세기에 이르러 사회 전반에 걸쳐 창의성의 요청이 더욱 거세어 졌다. 스티

브 잡스가 창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전 세계에 창의성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

켰다. 물론 스포츠 분야에서도 창의성을 세계무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요

인으로 꼽았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신체활동이 창의성 향상에 공헌한다는 연구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 이뤄져 왔다.

첫째, 신체 활동에 기반을 둔 놀이 및 운동이 인지적 창의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오진구, 오학수, 오대성

(1984)의 연구를 통해 유아는 하나의 운동을 습득하게 되면 또 다른 운동을 배우

려는 동기 부여와 스스로 한계를 극복하는데 흥미가 높고 이는 곧 상상력과 창

의성 증대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박정옥, 김준희(2000)는 유아의 신체적 활동이

창의성의 하위 요인인 유창성, 독창성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그리고 김주효(2012)는 방과 후 체육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성별에 따라 창의성의 일부 영역이 향상된다고 밝혔다. 김주효, 전선혜(2013)는

체육 프로그램 처치 후 실험 집단이 창의성 수준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 밝혔

다.

둘째, 무용교육을 통한 신체적 활동이 인지적 창의성과 미적 창의성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에 대한 내용이다. 이옥은(1995)는 아동이 창작 무용을

단계별로 학습한 후 창의성의 하위 요인인 유창성이 남녀 모두에게 크게 향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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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융통성, 독창성, 상상력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이 있었다고 보고하

였다. 변재경, 권영훈(2005)는 창작 무용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창의성과 신체적

표현 능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 밝혔다.

셋째, 신체적 표현 능력이 창의성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에

대한 내용이다. 이삼선(2001)은 아동의 신체활동과 신체 표현이 포함된 놀이를

통해 창의성 향상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유안진, 이주리(1991)는 유아는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신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창

조적 표현의 매개물로써 신체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의도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서의 운동 수준과 일상적 스포츠 참여의 관

점에서의 운동 수준은 다를 것이라고 판단된다. 일상적 스포츠 참여를 통해 창의

력이 향상될 수 있다면 이는 창의성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접근

통로가 될 것이다. 아직 명확한 결론에 도달한 선행 연구는 많지 않지만 선행 연

구에서 제시한 신체적 움직임이 창의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스

포츠 참여가 창의성 향상에 전제 조건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스포츠 참여와 창의성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

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가

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 가설 1. 스포츠 참여는 창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스포츠 참여정도는 창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스포츠 참여경력은 창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스포츠 참여만족은 창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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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포츠 참여, 주관적 안녕감, 창의성의 관계

(1) 스포츠 참여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스포츠 참여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의 육성, 건전한 여가 문화의 발달과 전반

적인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며(최용민, 김공, 2010),

특히 지역사회에 있어서 약화된 인간관계, 고독감 불안감에 시달린 사람들의 인

간성을 회복시키는 장으로서 공헌하고 있다(WHO, 2003). 즉, 스포츠 참여 는 지

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참여를 통해 스스로의 상

호작용을 확대시켜 동료나 이웃과의 교류를 깊게 하고(윤종국, 2003) 개인을 집

단으로 조화롭게 통합하며, 집단과 개인을 동일시하게끔 만든다. 나아가, 스포츠

참여 활동은 욕구불만과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줌은 물론, 자기발전, 자아정체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더욱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데 도움

을 주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1). 스포츠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신체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전제 조건이 됨과 동시에 개인적, 사회적, 심

리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윤종국, 2003). 이러한

점에서 스포츠 참여와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스포츠 참여는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스포츠 참여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비교적 널리 수용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

다(Leepson, 1978). 많은 사회학자들이 스포츠 참여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심리

적 효과에 관한 연구 및 노력의 이론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스포

츠 참여와 주관적 안녕감의 이론적 관계가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논의, 발

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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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포츠 참여와 정적 정서, 부정 적서

행복에 대한 정서적 측면을 최초로 연구한 Bradburn(1969)은 행복과 불행이

하나의 단일 구조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정적 정서와 부

정 정서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연구를 통해 정적, 부정 정서는 다

양한 외적 변인들과 서로 다르게 상관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사회성, 활동성은

정적 정서와 불안, 걱정, 신체적/정신적 증상은 부적 정서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

다. 이러한 결과는 정적, 부적 정서는 대립된 상태로 서로 높고 낮음으로 결정되

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스포츠 참여에 따른 행복감이 어

떤 방식으로 발생하는가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뇌의 모노아민(카테콜아민, 세로토닌, 멜라토닌, 히스타민)의 변화

에 따른 운동 능력 향상효과를 설명한 모노아민 가설(Momoamine hypotheses)이

다. 이 연구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정신 의약적 약품이 뇌의 아민 수준의 변화를

유발하여 감정 상태를 변화 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로부터 비롯되었다

(Rosenbaum, Maruta, Schatzberg, Orsulak, Jiang, Cole & Schildkraut, 1983). 이

연구 결과는 카테콜아민 가설을 통해 정서적 장애인들을 치료하는 시발점이 되

었다. 카테콜아민 가설은 정서적 장애인의 분류를 뇌의 카테콜아민의 비뇨 대사

의 차이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울증은 뇌 내부의 카테콜아민

결핍에 의해 비롯되기 때문에 스포츠 참여를 포함한 신체 활동은 대사 물질을

촉진시켜 정적인 정서 상태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비활동적 특성은 정서적

장애 요인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체 활동과 정적 정서 상태의 효과 간의 관련

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열발생 가설(Thermogenic hypotheses)이다. 열방생 가설은 격렬한 신

체 활동을 통해 전신의 온도 상승을 유도하여 상태불안이 감소시키며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게 된다는 주장이다. Beck(1976)은 사우나를 이용한 체내 온도

상승이 건강과 심리적 안정에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셋째, 엔돌핀 가설(Endorphin hypotheses)은 스포츠 참여를 포함한 신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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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상승된 기분과 같은 변화를 유도하며 이는 엔돌핀의 분비에 의해 일어난다

는 주장이다(Steinberg & Sykes, 1985). 아미노산의 중합체인 펩타이드의 일종인

메트-엔케팔린과 네오-엔케팔린의 분리가 환각적 상태 효과로 나타나 신체 활동

에 의한 행복감이 엔돌핀 분비에 의해 발생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넷째, 기분 전환 가설(Distracion hypotheses)이다. 20 - 40분 동안의 휴식은

혈압과 상태 불안의 감소와 관련된다는 것으로(Bahrke & Morgan, 1978) 인간의

정서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은 운동 자체보다 그 신체 활동에 한정된 제한적

감각 자극과 같은 주변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가설은 운동 환경이

생활의 나머지 다른 부분까지 기분을 전환한다고 해석했다. Raglin &

Morgan(1985)은 운동과 명상 그리고 조용한 휴식 모두 정적 정서 유도에 기인한

다는 연구를 통해 주말과 같은 특정일에 운동과 휴식이 질적, 양적으로 사회적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스포츠 활동이 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쳐 정신적 안정을

찾게 하고 이를 통해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지속적

인 스포츠 참여와 행복감의 관계를 관찰한 많은 연구들이 대부분의 스포츠 프로

그램 참여자가 정적 정서는 향상되며 이에 반해 부적 정서는 감소하여 결과적으

로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스포츠 참여 직후 심리적 안정과 정적 정서의 상승 측면에서 YMCA의 스포

츠 프로그램에 참여한 32명과 취미 활동을 하는 대학생 32명을 대상으로 한

Lichtman & Posner(1983) 연구에서, 스포츠 참여와 취미 활동 모두 심리적 안정

과 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으며 스포츠 참여가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스포츠 참여와 정적 정서와의 관계를 입증하였다. 대학 수영반 초보자 집단

과 일반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Berger & Owen(1983)의 연구는 수영반 집

단이 일반 학생 집단에 비해 수영 직후 기분 상승을 느낀다는 결과를 얻었다.

Goldwater & Collis(1985)는 장기적인 기분 상승에 관한 운동효과에 주목하

였다. 지속적으로 스포츠 참여를 하지 않는 대학생 51명을 대상으로 유산소 운동

집단(27명)과 준-운동 통제집단(24명)을 조사한 결과, 유산소 운동 집단이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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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소와 기분 상승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결과를 얻었다.

스포츠 참여가 불안과 우울증 감소와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음을 밝힌

연구를 살펴보면, 불안과 우울증이 스포츠에 참여한 사람에 더욱 효과가 있었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Hayden & Allen, 1984).

위의 연구들을 토대로 스포츠 참여는 불안 감소,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완화

등 정서적 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부적 정서를 줄여 기분을 상승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음이 입증된다고 판단하는 근거

가 된다.

b) 스포츠 참여와 삶의 만족도

스포츠 참여는 개인의 정서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성을 발달시키며 인간성

회복 및 정적 정서에도 영향을 미쳐 복지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준다(이성철, 1996). 스포츠 참여의 사회 심리적 효과 중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스포츠 참여가 신체적,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 생활 만족의 향

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입증되어 왔다.

스포츠 참여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 있어 Varca, Shaffer &

Saunders(1984)은 스포츠 참여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변화를 9년 동안 종단 연

구한 결과,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스포츠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

았으며, 남성의 경우 청소년기의 스포츠 참여가 성인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장기간에 걸친 스포츠 참여 활동이 삶의 만

족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이종길, 1992).

Flanagan(1978)은 스포츠 참여와 같은 활동적인 여가 활동이 전반적인 삶의

질과 가장 큰 상관관계를 지닌 6개의 영역(신체적 행복감, 물리적 행복감, 타인과

의 관계, 사회적∙지역적∙시민적 활동, 개인적 발달과 충족, 여가활동)에 포함된

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스포츠 참여가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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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1998)는 스포츠 참여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20세 이

상의 성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스포츠 참여 형태 및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주

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이광수(2002)는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 여가활동 참여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규명에 있어 지속적 스포츠 참여

가 주관점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주당 참가 빈도가 높을수록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여가활동으로서 스포츠 참여는 일상생활의 단조로운 측면에서 탈

피하여 참여자들에게 즐거움과 강한 흥미를 주며(Snyder & Spreizer, 1974), 타

인과의 경쟁을 유발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발시키며(Astrand, 1973; Luscen,

Cockerham & Kunz, 1996; Pollock, Wilmore & Fox, 1978; Sharkey, 1975), 일상

생활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따라서 스포츠 참여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주관적 안녕감 측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Ridick &

Daniel, 1984).

(2) 주관적 안녕감과 창의성의 관계

철학자로 유명한 Aristoteles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바람직하며 인간 행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며, 이는 인간 삶의 주요 목적이라고 하였다(김용찬, 2005).

이후 Seligman이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행복과 창의성에 관한 본격적 연구가 시작되었다(이하나, 정현주, 이기학, 이학

주, 2006).

인간의 감정 상태와 창의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인간의 감정 상태나 정서

와 같은 요인이 창의성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Isen, Daubman &

Nowicki(1987)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의 연구에서, 감정 상태와 창의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코미디 영화를 통해 긍정적 감정이 유도

된 집단과 수학 및 다큐멘터리를 통해 중립적 감정이 유도된 집단, 두 집단으로

나눠 창의성 문제를 풀게 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 감정이 유도된 집단이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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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점수를 높게 받았다. 이 연구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 상태가 창의적 수준을 떨

어뜨리지만 긍정적인 감정 상태는 창의성 수준을 촉진 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줌을 알 수 있었다.

Fredrickson(1998; 2001)은 그의 연구에서 도망가기, 공격하기 등의 특정 방

식의 행동에 영향을 받은 부적 정서는 인간의 사고와 활동을 심리적으로 위축시

키는 결과를 야기하지만, 위협의 상황에서 정적 정서는 발생하지 않으며, 순간적

인 사고와 활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정적 정서는 인간의

사고와 활동을 확장시키며 다양한 사고를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개인적 자원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즐거움을 촉진시키는 놀이의 경우 창의성 증대를

포함한 지적 자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다.

정은이(2002)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상적 창의성이 높은 사람

은 심리적 적응 척도들 중 긍정적 지표들에 해당하는 자기 존중감과 삶의 만족

도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정적 지표들에 해당하는 고독감, 대안불안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있으며 일상적 창의성이 심리적 적응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

음을 밝혔다.

Amabile, Barsade, Mueller & Staw(2005)은 종단 연구를 통해, 긍정적 감정

은 창의성과 관련 있으며, 정적 정서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은 이틀까지 지속된

다고 하였다. 또한 창의적 행동은 다시 정적 정서를 생산해내지만 부적 정서는

창의성 결여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신민희와 구재선(2010)는 개인의 성향과 창의성에 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행복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창의적 성격을 가지며 이들은 독창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포함된 일상적 창의성 부분에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영상을 통해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한 후 창의성을 측정한 결과

긍정적 정서가 유발된 집단이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부분이 모두 높게 나타났

다고 밝혔다. 그들의 연구 결과는 개인의 성향 뿐 아니라 일시적인 긍정적 정서

모두 창의적인 사고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행복이 창의적 성격, 행동,

사고와 관련이 있으며 정서적 행복이 창의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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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나 감정과 같은 요인과 창의성을 다룬 선행연구 외에도 창의성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Dweck(2000), 송일섭(2005), 박병기와 이

종욱(2005), 정준성(2008), 박상범과 박병기(2010) 등의 연구 결과들은 주관적 안

녕감과 창의성의 관계 설정에 이론적 배경이 된다.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 가설 2. 스포츠 참여정도와 창의성의 관계에서 주관적 안녕감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2-1. 스포츠 참여정도와 창의성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는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2-2. 스포츠 참여정도와 창의성의 관계에서 정적 정서는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2-3. 스포츠 참여정도와 창의성의 관계에서 부적 정서는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연구 가설 3. 스포츠 참여경력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주관적 안녕감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3-1. 스포츠 참여경력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는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3-2. 스포츠 참여경력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정적 정서는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3-3. 스포츠 참여경력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부적 정서는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연구 가설 4. 스포츠 참여만족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주관적 안녕감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4-1. 스포츠 참여만족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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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4-2. 스포츠 참여만족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정적 정서는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4-3. 스포츠 참여만족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부적 정서는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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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참여와 창의성의 관계에서 주관적 안녕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자는 2014년 3월 비확률 표집방법인 가용표

집방법으로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용표집방법은 연

구자가 연구 대상자를 쉽게 선정 가능하며 설문에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사람들

을 표본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법이다(최현철, 2008). 연구대상모집은 E-메일, 모

바일 채팅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연구 대상자들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응답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전통적 설문조사보다 시간적, 금전적 비용

이 적게 들고 결시에 의한 면접 인원의 오차를 줄일 수 있으며 연구 대상자의

설문 참여의 편이성이 보장된다는 이점이 있다(이계오, 2000; 이윤석, 이지영, 이

경택, 2008). 설문지 응답 시 익명과 자기 평가 기입법(Self administration

method)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밝혔다.

최종설문에 응한 사람들은 263명이었고, 불성실한 응답과 무기입된 12부의

설문지를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켜 총 251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방법을 제대로 사용하

기 위해서는 무작위 표집(Random sampling)과 정상 분포(Normal distribution)라

는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표본 크기가 200명 이상이면, 전제조건

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최현철, 2008).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251개의 표본을 사용하였기에 본 연구는 가설 검증을 위한 최소 조건을 충족

시켰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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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목적 달성에 적합하며 각 변수들을 측정하는 검증된 도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 방법은 자기 보고 형태인

Likert 7점 척도를 따르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7점(매우 그렇다) 사

이에서 반응하도록 하였다.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연구의 목적에 적

합하며 국내외 관련 연구의 타당성이 검증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조사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인구 통계학적 특성 4문항, 스포츠 참여 관련

23문항, 주관적 안녕감 25문항, 창의성 10문항 총 6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

인 내용은 <표 3>에 제시되었다.

표 3. 설문지의 주요 구성 내용

구성 지표 구성 내용
문항

수

인구 통계학적

특성
성별(1), 연령(1), 학력(1), 수입(1) 4

스포츠 참여
참여정도(1), 참여경력(1), 참여종목(1), 참여강도

(1), 참여시간(1), 스포츠 참여만족(18)
23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5), 정적 정서(9), 부적 정서(11) 25

창의성 개인의 창의적 성향(10) 10

1) 스포츠 참여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에 얼마나 참여를 하는지를 묻는 스고 스포츠 참여만족

을 측정하였다. 스포츠 참여만족을 알아보기 위해 생활체육 종목에 따른 참여자

의 동기 및 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된 김미(1997)의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를

기초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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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포츠 참여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18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모든 질문은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스포츠 참여만족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 계수(Chronbach's ɑ)는 .95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설문지는 <표 4>에 제시되었다.

표 4. 스포츠 참여만족 측정 도구

변인 문항
변인

구분

스포츠

참여만족

(18문항)

내가 즐기고 있는 스포츠 활동은 매우 흥미롭다.

ss

스포츠 활동은 나에게 자부심을 갖게 한다.

스포츠 활동은 성취감을 느끼게 해준다.

스포츠 활동은 정서발달에 도움을 준다.

스포츠 활동을 통해 신체적 능력을 시험할 수 있다.

스포츠 활동은 나의 체력을 증진시켜준다.

스포츠 활동은 신체적 활력을 되찾게 해준다.

내가 스포츠 활동을 하는 장소 및 시설은 신선하고 깨끗하

다.

내가 스포츠 활동을 하는 장소 및 시설은 흥미를 갖게 해

준다.

내가 스포츠 활동을 하는 장소 및 시설은 잘 꾸며져 있다.

스포츠 활동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한다.

스포츠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접한다.

스포츠 활동은 내 주변에 관련된 지식들을 얻게 해준다.

스포츠 활동을 통해 타인과 사회적 교류가 있다.

스포츠 활동을 통해 타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스포츠 활동을 통해 많은 친구들을 만난다.

스포츠 활동을 통해 타인과 적극적인 친목도모를 한다.

타인과 여가스포츠 활동을 같이하는 시간이 만족스럽다

출처: 김미(1997). ‘생활체육 종목에 따른 참여자의 동기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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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적 안녕감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Diener(1994)가 제시한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정의를 따라 주

관적 안녕감을 삶의 만족도, 정적 정서, 부적 정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삶의 만족도 측정 도구(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측정도구를

임낭연(2010)이 번안한 삶의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 도구는 5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매우 그렇다(7점)’까지 Likert 7

점 척도로 평가하게 구성되었으며, 높은 점수일수록 높은 삶의 만족도를 의미한

다. 임낭연, 이화령, 서은국(2010)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9로 비교적 신뢰할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신뢰

도 분석 결과, 신뢰도 계수(Chronbach's ɑ)는 .893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설문지는 <표 5>에 제시되었으며 모든 질문은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5. 주관적 안녕감 측정 도구

변인 문항
변인

구분

삶의

만족도

(5문항)

나는 대체로 내 이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

ls

현재 나는 아주 좋은 생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나의 삶에 대해 만족한다.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냈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다.

출처: 임낭연, 이화령, 서은국(2010). ‘한국에서의 Diener 의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사용 연구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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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단어
변인

구분

정적 정서 요인
활기찬, 열정적인, 원기왕성한, 자랑스러운, 강한,

흥미진진한, 흥분된, 분명한, 주의 깊은 (9단어)
pa

부적 정서 요인

신경질적인, 민감한, 괴로운, 마음이 상한, 두려운,

적대적인, 조바심이 나는, 겁에 질린, 경계하는, 죄

책감이 드는, 부끄러운 (11단어)

na

(2) 정서 측정 도구(PANAS: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ale)

본 연구에서는 정서 측정도구로 Watson & Tellegen(1985)이 제작한

PANAS(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ale)척도를 이현희, 김은정, 이민

규(200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현희 외(2003)에서 요인 분석 결과 본래

정적 요인으로 분류되었던 ‘경계하는(alert)’이 부적정서 요인에 포함되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도 이현희 외(2003)과 전미애(2005)에서 사용된 정적 정서를 나타

내는 단어 9개, 부적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 11개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반응 경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무선적 배치가 실시되었고 모든 질문은 Likert 7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현희 외(2003)의 연구에서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α)는 각각 .84와 .87로 높게 나타났으며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 본 연구에서의 정서 측정 도구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정적 정서의 신

뢰도 계수(Chronbach's ɑ)는 .899였으며 부정 정서의 신뢰도 계수(Chronbach's

ɑ)는 .859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설문지는 <표 6>에 제시되었으며 모든 질문은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6. 정서 측정 도구

출처: 이현희 외(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의 타당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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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변인

구분

개인의

창의성

(10개

문항)

나는 과업이 있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cr

나는 과업을 진행할 때 문제점이나 개선안을 찾으며 그

아이디어를 주위사람이나 조직에 제안을 한다.

나는 회의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주 말한다.

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보다 효과적이고 유용하게 보

고서에 적용한다.

나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독창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는 말

을 듣는다.

나는 겉으로 무관해 보이는 아이디어를 내가 하는 일과

연결시켜 생각해보는 경우가 많다

나는 과업에 관해 문제를 발견하면 내가 먼저 해결방안을

연구해본다.

나는 다른 사람의 별난 아이디어도 기꺼이 경청한다.

나는 기존의 방식이나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현

3) 개인의 창의성 측정 도구

창의성은 개인의 창의성 측정을 위해 개발하고 검증한 도구인 Zhou &

George(2001)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Scott & Bruce(1994)가 개발

한 설문에서 3개 문항을 차용하였고, 이후에 Zhou & George(2001)가 추가로 개

발한 10개 문항을 포함하여 13개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이 도구

를 번안하고 분석한 노련(2008)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3개 문항을 제외한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Zhou & George(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개인의 창의력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6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분

석 결과, 신뢰도 계수(Chronbach's ɑ)는 .94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설

문지는 <표 7>에 제시되었다.

표 7. 개인의 창의적 성향 측정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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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 맞게 유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고안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비록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필요하더라도 같은 문제

를 더 좋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출처: Zhou & George(2001). ‘When job dissatisfaction leads to creativity: Encouraging the expression

of voice’

3. 자료 분석 및 처리

본 연구를 분석하기 위해서 IBM SPSS Statistics 20, IBM SPSS AMOS 18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값을

구하였다.

넷째, 스포츠 참여와 창의성 및 주관적 안녕감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

여 상관관계분석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 있어 구조방정식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위계적 회귀

분석을 사용한 것은 주관적 안녕감의 선행 연구인 Diener(1984)의 연구에서 성

별, 학력 등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통제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기에 회귀분석

을 사용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매개효과 검증방법으로 Aroian test를 실시하였다. 대표적인 매개

효과 검증 방법인 Sobel test와 Aroian test 중 Sobel test는 효과 검증에 있어

표준오차의 곱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효과가 작다는 가정을 하고 있어 실

제로 충족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오영택, 2013). 따라서 표준오차의 곱을 매개변



39

인 검증공식에 투입한 Aroian test(Mackinnon, Lockwood, Hoffman, West &

Sheets, 2002)를 사용하였다.

     


a: 독립변수 → 매개변수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b: 매개변수 → 종속변수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SE: 독립변수 → 매개변수의 표준오차

SE: 매개변수 → 종속변수의 표준오차를 가리킨다

<그림 2> Baron & Kenny(1986)의 매개분석 모델

매개 역할 검증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1단계로 독립 변수가 종속변수를

유의미하게 예측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스포츠 참여를 독립 변수로 창의성을 종속

변수로 투입하여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한 다음 유의성을 확인한다.

다음 2단계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측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개 변수인 주관적 안녕감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스포츠 참여를 독립변수로 투

입하여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한 다음 유의성을 확인한다.

3단계로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를 종속 변수에 대한 회귀 방정식에 투입하여

독립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가 종속 변수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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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다. 이를 위해 독립 변수인 스포츠 참여와 매개 변수인 주관적 안녕감을 독

립변수로 투입하고 창의성을 종속 변수로 하고 스포츠 참여를 통제한 상태에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창의성에 추정된 회귀계수 유의성을 확인한다. 독립 변

수가 종속 변수를 예측하는 회귀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매개효과가 완전 매개

인지 부분매개인지 판단하는 정보다 된다. 1, 2 단계가 충족되고 마지막 3단계가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으면, 매개 변수는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 하지만 1, 2단계까지 모두 충족되나 마지막 단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부분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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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 통계 분석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기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

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8>에 제시되었다.

표 8.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N

성별
남성 171

여성 80

연령

10대 3

20대 213

30대 32

40대 2

50대 1

학력

고등학교 9

대학(4년제 미만) 14

대학교(4년제 이상) 202

대학원 석사 24

대학원 박사과정 2

소득없음 115

수입

100만원 이하 33

200만원 이하 28

300만원 이하 43

400만원 이하 23

500만원 이상 9

합계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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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적 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 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구체적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분석결과는 <표 9>와 <그림 3>에 제

시하였다.

표 9. 확인적 요인 분석의 요인별 타당도검증 결과

변인 문항 표준오차 요인적재치 임계치(CR)

창의성

cr1 - 0.878 -

cr2 .047 0.86 19.025

cr3 .046 0.889 20.401

cr4 .047 0.79 16.196

cr5 .048 0.85 18.571

cr6 .054 0.765 15.319

cr7 .047 0.831 17.776

cr8 .057 0.768 15.419

cr9 .055 0.756 15.019

삶의 만족도

ls1 - 0.831 -

ls2 .067 0.788 14.206

ls3 .069 0.79 14.239

ls4 .073 0.804 14.595

ls5 .089 0.777 13.911

부적 정서

na1 - 0.797 -

na2 .080 0.743 11.840

na3 .078 0.808 12.901

na4 .076 0.759 12.114

정적 정서

pa1 - 0.825 -

pa2 .065 0.834 15.358

pa3 .064 0.82 15.005

pa4 .065 0.759 13.475

pa5 .067 0.768 13.680

스포츠

참여 만족

ss1 - 0.897 -

ss2 .048 0.911 22.905

ss3 .049 0.932 24.339

ss4 .049 0.933 24.435

ss5 .045 0.867 20.352

note. 모든 요인 적재치 값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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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모형 적합도 지수는 χ²=627.1(df=340 p<.001),

CFI= .949, TLI= .943, SRMR=0.0445, RMSEA= .058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모형

적합도 평가 기준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표 10>에서 제시한 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2006)이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표에서

m은 측정 변인의 수를 의미한다.

표 10. Hair et al.(2006)이 제시한 모형 적합도 평가 기준

통계량

N<250 N>250

m<12
12≤m<3

0
m≥30 m≤12

12≤m<3

0
m≥30

χ²
비유의적인

p값이

기대됨

좋은

적합도라도

유의적인

p값이 생길

수 있음

유의적인

p값이

기대됨

좋은

적합도라도

비유의적인

p값이

기대됨

유의적인

p값이

기대됨

유의적인

p값이

기대됨

CFI,

TLI
0.97이상 0.95이상 0.92이상 0.95이상 0.92이상 0.90이상

SRMR
다른 지수

참고

0.08이하

(CFI.95이상)

0.09이하

(CFI.92이상)

다른 지수

참고

0.08이하

(CFI.92

이상)

0.08이하

(CFI.92

이상)

RMSEA

<0.08

(CFI.97

이상)

<0.08

(CFI.95이상)

<0.08

(CFI.92이상)

<0.07

(CFI.97

이상)

<0.07

(CFI.92

이상)

<0.07

(CFI.90

이상)

본 설문의 응답자 수는 총 251명이고, 관측 변수(m)은 36개로 Hair et

al.(2006)이 제시한 모형 적합도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표 9>에서 제시한 측정 변인과 요인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의미하는 요인 적

재치 값은 최소 .743부터 최대 .932까지 나타났고, 모든 요인들의 임계치는 유의

수준 .001에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 사용된 문항들이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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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보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그림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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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뢰도 분석

연구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요인 중 하나는

신뢰도이다.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연구 대상의 인지적 경험 측정에 있어 임

의적인 오차를 유발할 가능성이 생긴다(Allen & Yen, 1979). 본 연구에서는 척도

의 신뢰성 평가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을 사용하였다. 이는 특정 한 개념을 많은 항목으로 측정하는데 있어 각 항목들

에 대한 일관성이나 동질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Chronbach's ɑ는 측정 항

목의 신뢰도를 분석하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으로(최현철, 2008),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내적 일관성 측정 항목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각 변인의

Chronbach's ɑ 값이 .70 이상이면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간주한다(Nunnally,

1978).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11>과 같으며

Chronbach's ɑ 값은 모두 .7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 측정되었

다고 판단된다.

표 11. 측정 항목의 신뢰도 분석결과

변인 측정 항목 수 Chronbach's ɑ 값
창의성 9 .949

삶의 만족도 5 .893

부적 정서 4 .859

정적 정서 5 .899

스포츠 참여만족 5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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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2>와 같다.

표 1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창의성 1 7 4.58 1.61

삶의 만족도 1 7 4.47 1.60

부적 정서 1 7 2.94 1.77

정적 정서 1 7 4.69 1.53

스포츠 참여만족 1 7 5.02 1.61

2. 주요 변인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13>에 제시되었다. 스포츠 참

여정도는 스포츠 참여경력, 스포츠 참여만족, 삶의 만족도, 정적 정서, 창의성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부적 정서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스포츠

참여경력은 스포츠 참여만족, 삶의 만족도, 정적 정서, 창의성, 스포츠 참여만족,

스포츠 관여도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부적 정서와는 유의한 부(-)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스포츠 참여만족은 삶의 만족도, 정적 정서, 창의성과 유

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부적 정서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삶의 만족도

의 경우 정적 정서, 창의성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부적 정서와는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 정적 정서의 경우 부적 정서와 부(-)의 상관관계

를, 창의성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적 정서의 경우 창의성과 부(-)의 상



47

관관계를 보였다.

표 13.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스포츠

참여정도

스포츠

참여경력

스포츠

참여만족

삶의

만족도

정적

정서

부적

정서
창의성

스포츠

참여정도
1 　 　 　 　 　

스포츠

참여경력
.331** 1 　 　 　 　

스포츠

참여만족
.270** .372** 1

삶의 만족도 .251** .318** .221** 1 　 　 　

정적 정서 .312** .339** 399** .564** 1 　 　

부적 정서 -.074 -.155* -.100 -.388** -.243** 1 　

창의성 .264** .250** .300** .417** .563** -.199** 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약쪽)에서 유의하다.

<표 13>의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때, 각 변인 간의 상관이 유의미

하고 적절한 수준이며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기에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를 이용하여 스포츠 참여와 창의성의 관계

에서 주관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는 3개의 위계적 회귀 방정식을 사용하

여 가설을 검증하며 매개효과를 입증하려면 다음의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

다. 첫째, 1단계 회귀 방정식에서 독립 변인이 매개 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어야 한다. 둘째, 2단계 회귀 방정식에서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유

의한 영향이 있어야 한다. 셋째, 3단계 회귀 방정식에서 독립 변인과 매개 변인

이 동시에 종속 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어야 하며, 이 때 종속 변인

에 대한 독립 변인의 영향력은 두 번째 단계에서 관찰된 영향력보다 작아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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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한 뒤 3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종속 변인에 대한 독

립 변인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 매개효과를 보인다고 말

할 수 있으며, 종속 변인에 대한 독립 변인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부분 매개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회귀 분석의 기본 가정인 정규 분포성, 선형성

가정, 등분산성을 검증하기 위해 잔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잔차 분석 결과 정규

분포 곡선을 이뤄 정규 분포 가정이 충족되었으며, 잔차를 Y축, 독립변수 값을

X축으로 하여 Scatter Plot을 작성하여 결과가 0을 중심으로 무작위로 흩어져 있

음을 확인하여 선형회귀분석이 적합하다는 선형성 가정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

였다. 산점도 작성 결과 그 형태 또한 0을 중심으로 무작위로 흩어져 있음을 확

인하여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잔차의 독립성을

점검한 Durbin-Watson의 값도 2.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자기 상관관계가 없

으며 잔차가 서로 독립적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회귀 분석의 기본 가정을 모두

충족시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가설 검증

연구 가설 1. 스포츠 참여는 창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스포츠 참여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기 앞서 회귀분석

의 기본 가정이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해보았다. 스포츠 참여정도, 스포츠 참여경

력, 스포츠 참여만족 순으로 VIF 값은 변수 순서대로 1.176, 1.306, 1.214으로 다

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치 10 이하의 값을 나타냈었다. Tolerance

값은 0.850, 0.765, 0.824로 다중공선성 기준치 0.1이상의 값을 나타내어 다중 공

선성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오차항의 독립성 가정 위배 여부를 위

해 Durbin-Watson 계수를 살펴본 결과 1.960, 2.021, 2.018으로 2에 근접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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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이 위배되지 않았고 해석할 수 있다.

스포츠 참여정도, 스포츠 참여경력, 스포츠 참여만족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4>에 제시

되었다. 스포츠 참여정도, 스포츠 참여경력, 스포츠 참여만족을 독립변인으로 설

정하고 창의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포츠 참여정

도(Beta=.209, p<.001), 스포츠 참여경력(Beta=.151, p<.05), 스포츠 참여만족

(Beta=.249, p<.001), 모두 창의성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연구 가설 1은 모두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스포츠 참여정도, 스포츠 참여경력, 스포츠 참여만족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

향 단순회귀분석(N=251)

경로 B
S.E

Beta t(p)   F

스포츠

참여정도

→ 창의성

.034 .010 .209 3.286(.001) .159 9.248

스포츠

참여경력

→ 창의성

.099 .045 .151 2.225(.027) .139 7.917

스포츠

참여만족

→ 창의성

.196 .050 .249 3.894(001) .173 1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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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가설 2. 스포츠 참여정도와 창의성의 관계에서 주관적 안

녕감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연구가설 2-1. 스포츠 참여정도와 창의성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는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스포츠 참여정도와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한 결

과가 <표 15>이다. 먼저 스포츠 참여정도를 독립 변인으로 투입하고 매개 변인

인 삶의 만족도를 종속 변인으로 투입한 회귀 방정식에서 스포츠 참여정도는 삶

의 만족도(Beta= .197, p<.003)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첫 번

째 조건은 충족되었다. 두 번째 스포츠 참여정도를 독립 변인으로 투입하고 창의

성을 종속 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스포츠 참여정도는 창의성(Beta=

.209, p<.001)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조건도 충족되었

다. 세 번째 스포츠 참여정도와 삶의 만족도를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창

의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 방정식에서 스포츠 참여정도가 창의성(Beta=

.135, p<.025)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삶의 만족도가 창의성

(Beta= .377, p<.001)에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3가지 조건이 충족된 후에 창의성에 대한 스포츠 참여정도의

영향력이 2단계(Beta=.209)보다 3단계(Beta=.135)에서 감소하여 스포츠 참여정도

와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는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정확하게 매개변인이 포함된 후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 감

소 크기와 유의도에 대한 Aroian 검증을 실시한 결과 Z= 2.63이 산출되어 99%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도식화

한 결과가 <그림 4>이다. 따라서 가설 2-1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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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스포츠 참여정도와 창의성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단

계
경로 B S.E Beta t(p)   F

1

스포츠

참여정도

→ 삶의 만족도

.032 .011 .197 2.993(.003) .101 5.483

2

스포츠

참여정도

→ 창의성

.034 .010 .209 3.286(.001) .159 9.248

3

스포츠

참여정도

→ 창의성

.022 .010 .135 2.255(.025)

.287 16.332

삶의 만족도

→ 창의성
.378 .057 .377 6.610(.001)

<그림 4> 스포츠 참여정도와 창의성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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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2-2. 스포츠 참여정도와 창의성의 관계에서 정적 정서는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스포츠 참여정도와 창의성의 관계에서 정적 정서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가 <표 16>이다. 선행분석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스포츠 참여정도를 독립 변인

으로 투입하고 매개 변인인 정적 정서를 종속 변인으로 투입한 회귀 방정식에서

스포츠 참여정도는 정적 정서(Beta= .272, p<.001)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

고 있다. 두 번째로 스포츠 참여정도를 독립 변인으로 투입하고 창의성을 종속

변인으로 투입한 회귀 방정식에서 스포츠 참여정도는 창의성(Beta= .209, p<.001)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스포츠 참여정도와 정적

정서를 동시에 독립 변인으로 투입하고 창의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 방

정식에서 스포츠 참여는 창의성(Beta= .075, P>.190)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고, 정적 정서가 창의성(Beta=.492, p<.001)에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종속 변인에 대한 독립 변인의 영

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매개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

다. Aroian 검증을 실시한 결과 Z= 3.86, p<.001)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도식화한 결과가 <그림 5>이다. 따라서 가설 2-2는 지지되었다.

표 16. 스포츠 참여정도와 창의성의 관계에서 정적 정서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단계 경로 B S.E Beta t(p)   F

1
스포츠 참여정도

→ 정적 정서
.043 .010 .272 4.209(.001) .132 7.437

2
스포츠 참여정도

→ 창의성
.034 .010 .209 3.286(.001) .159 9.248

3

스포츠 참여정도

→ 창의성
.012 .009 .075 1.314(.190)

.369 23.802
정적 정서

→ 창의성
.505 .056 .492 9.0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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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스포츠 참여정도와 창의성의 관계에서 정적 정서의 매개효과 모형

연구가설 2-3 스포츠 참여정도와 창의성의 관계에서 부적 정서는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스포츠 참여정도와 창의성의 관계에서 부적 정서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표 17>에 제시되어있다. 선행분석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스포츠 참여정도를 독

립 변인으로 투입하고 매개 변인인 부적 정서를 종속 변인으로 투입한 회귀 방

정식에서 스포츠 참여정도는 부적 정서(Beta= -.062, p>.364)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첫 번째 조건은 위배되었다. 두 번째로 스포츠 참

여정도를 독립 변인으로 투입하고 창의성을 종속 변인으로 투입한 회귀 방정식

에서 스포츠 참여정도는 창의성(Beta= .209, p<.001)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스포츠 참여정도와 부적 정서를 동시에 독립 변인으로

투입하고 창의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 방정식에서 스포츠 참여는 창의성

(Beta= .199, P<.002)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적 정

서가 창의성(Beta=-.161, p<.007)에 통계적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첫 번째 조건이 위배되었기 때문에 매개효과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가설 2-3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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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경로 B S.E Beta t(p)   F

1
스포츠 참여정도

→ 부적 정서
-.010 .011 -.062 -.909(.364) .039 1.995

2
스포츠 참여정도

→ 창의성
.034 .010 .209 3.286(.001) .159 9.248

3

스포츠 참여정도

→ 창의성
.032 .010 .199 3.165(.002)

.184 9.147
부적 정서

→ 창의성
-.153 .056 -.161 -2.726(.007)

표 17. 스포츠 참여정도와 창의성의 관계에서 부적 정서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그림 6> 스포츠 참여정도와 창의성의 관계에서 부적 정서의 매개효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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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가설 3. 스포츠 참여경력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주관적 안

녕감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연구가설 3-1. 스포츠 참여경력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는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스포츠 참여경력이 창의성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의 결과는

<표 18>에 제시되었다. 먼저 스포츠 참여경력을 독립 변인으로 투입하고 매개

변인인 삶의 만족도를 종속 변인으로 투입한 회귀 방정식에서 스포츠 참여경력

은 삶의 만족도(Beta= .287, p<.001)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첫 번째 조건은 충족되었다.

두 번째 스포츠 참여경력을 독립 변인으로 투입하고 창의성을 종속 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스포츠 참여경력은 창의성(Beta= .151, p<.027)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조건도 충족되었다.

세 번째 스포츠 참여경력과 삶의 만족도를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창

의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 방정식에서 스포츠 참여경력이 창의성(Beta=

.038, p>.554)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삶의 만족도가 창의성(Beta=

.392,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번

째 회귀 방정식에서 종속 변인에 대한 독립 변인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매개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Aroian 검증을 실시한

결과 Z=3.51 , p<.001)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도식화한 결과가 <그림 7>

이다. 따라서 가설 3-1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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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스포츠 참여경력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단계 경로 B S.E Beta t(p)   F

1
스포츠 참여경력

→ 삶의 만족도
.188 .045 .287 4.212(.001) .131 7.368

2
스포츠 참여경력

→ 창의성
.099 .045 .151 2.225(.027) .139 7.917

3

스포츠 참여경력

→ 창의성
.025 .042 .038 .593(.554)

.273 15.249
삶의 만족도

→ 창의성
.393 .059 .392 6.695(.001)

<그림 7> 스포츠 참여경력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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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3-2. 스포츠 참여경력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정적 정서는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스포츠 참여경력이 창의성의 관계에서 정적 정서의 매개효과의 결과는 <표

19>에 제시되었다. 먼저 스포츠 참여경력을 독립 변인으로 투입하고 매개 변인

인 정적 정서를 종속 변인으로 투입한 회귀 방정식에서 스포츠 참여경력은 정적

정서(Beta= .295, p<.001)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첫 번째 조

건은 충족되었다.

두 번째 스포츠 참여경력을 독립 변인으로 투입하고 창의성을 종속 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스포츠 참여경력은 창의성(Beta= .151, p<.027)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조건도 충족되었다.

세 번째 스포츠 참여경력과 정적 정서를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창의

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 방정식에서 스포츠 참여경력이 창의성(Beta=

.000, p>.998)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정적 정서가 창의성(Beta= .511,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번째 회

귀 방정식에서 종속 변인에 대한 독립 변인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기 때문에 완전 매개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Aroian 검증을 실시한 결과

(Z=3.96 , p<.001)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도식화한 결과가 <그림 8>이다.

따라서 가설 3-2는 지지되었다.

표 19. 스포츠 참여경력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정적 정서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단계 경로 B S.E Beta t(p)   F

1
스포츠 참여경력

→ 정적 정서
.189 .043 .295 4.351(.001) .136 7.698

2
스포츠 참여경력

→ 창의성
.099 .045 .151 2.225(.027) .139 7.917

3

스포츠 참여경력

→ 창의성
.000 .040 .000 -.003(.998)

.365 23.349
정적 정서

→ 창의성
.525 .056 .511 9.3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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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스포츠 참여경력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정적 정서의 매개효과 모형

연구가설 3-3. 스포츠 참여경력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부적 정서는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스포츠 참여경력이 창의성의 관계에서 부적 정서의 매개효과의 결과는 <표

20>에 제시되었다. 먼저 스포츠 참여경력을 독립 변인으로 투입하고 매개 변인

인 부적 정서를 종속 변인으로 투입한 회귀 방정식에서 스포츠 참여경력은 부정

적서(Beta= -.144 p<.044)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첫 번째 조

건은 충족되었다.

두 번째 스포츠 참여경력을 독립 변인으로 투입하고 창의성을 종속 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스포츠 참여경력은 창의성(Beta= .151, p<.027)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조건도 충족되었다.

세 번째 스포츠 참여경력과 부적 정서를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창의

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 방정식에서 스포츠 참여경력이 창의성(Beta=

.128 p>.059)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부적 정서가 창의성(Beta=

-.157, p<.010)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종속 변인에 대한 독립 변인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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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매개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도식

화한 결과가 <그림 9>이다. 따라서 가설 3-3은 채택되었다.

표 20. 스포츠 참여경력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부적 정서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단계 경로 B S.E Beta t(p)   F

1
스포츠 참여경력

→ 부적 정서
-.099 .049 -.144 -2.023(.044) .052 2.673

2
스포츠 참여경력

→ 창의성
.099 .045 .151 2.225(.027) .139 7.917

3

스포츠 참여경력

→ 창의성
.084 .044 .128 1.898(.059)

.162 7.889
부적 정서

→ 창의성
-.150 .057 -.157 -2.610(.010)

<그림 9> 스포츠 참여경력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부적 정서의 매개효과 모형



60

연구 가설 4. 스포츠 참여만족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주관적 안

녕감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연구가설 4-1. 스포츠 참여만족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는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스포츠 참여만족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한 결

과가 <표 21>이다. 먼저 스포츠 참여만족 독립 변인으로 투입하고 매개 변인인

삶의 만족도를 종속 변인으로 투입한 회귀 방정식에서 스포츠 참여만족은 삶의

만족도(Beta= .194, p<.004)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첫 번째

조건은 충족되었다. 두 번째 스포츠 참여만족을 독립 변인으로 투입하고 창의성

을 종속 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스포츠 참여만족은 창의성(Beta= .249,

p<.001)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조건도 충족되었다. 세

번째 스포츠 참여만족과 삶의 만족도를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창의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 방정식에서 스포츠 참여만족이 창의성(Beta= .177,

p<.004)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삶의 만족도가 창의성(Beta=

.371,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의 3가지 조건이 충족된 후에 창의성에 대한 스포츠 참여만족의 영향력이 2단

계(Beta=.249)보다 3단계(Beta=.177)에서 감소하여 스포츠 참여만족과 창의성 간

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는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정확하게 매개변인이 포함된 후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 감

소 크기와 유의도에 대한 Aroian 검증을 실시한 결과 (Z= 2.64, p<.001)으로 매

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도식화한 결과가

<그림 10>이다. 따라서 가설 4-1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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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스포츠 참여만족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단계 경로 B S.E Beta t(p)   F

1
스포츠 참여만족

→ 삶의 만족도
.152 .052 .194 2.903(.004) .099 5.370

2
스포츠 참여만족

→ 창의성
.196 .050 .249 3.894(.001) .139 7.917

3

스포츠 참여만족

→ 창의성
.140 .047 .177 2.948(.004)

.297 17.157
삶의 만족도

→ 창의성
.372 .057 .371 6.554(.001)

<그림 10> 스포츠 참여만족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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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4-2. 스포츠 참여만족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정적 정서는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스포츠 참여만족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정적 정서의 매개효과 검증한 결과

가 <표 22>이다. 먼저 스포츠 참여만족 독립 변인으로 투입하고 매개 변인인 정

적 정서를 종속 변인으로 투입한 회귀 방정식에서 스포츠 참여만족은 삶의 만족

도(Beta= .372, p<.001)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첫 번째 조건

은 충족되었다. 두 번째 스포츠 참여만족을 독립 변인으로 투입하고 창의성을 종

속 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스포츠 참여만족은 창의성(Beta= .249,

p<.001)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조건도 충족되었다. 세

번째 스포츠 참여만족과 정적 정서를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창의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 방정식에서 스포츠 참여만족이 창의성(Beta= .067,

p>.262)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적 정서를 창의성

(Beta= .489,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3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종속 변인에 대한 독립 변인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매개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하게 매개변인이 포함된 후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 감

소 크기와 유의도에 대한 Aroian 검증을 실시한 결과 (Z= 4.80, p<.001) 매개효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도식화한 결과가 <그림

11>이다. 따라서 가설 4-2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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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스포츠 참여만족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정적 정서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단계 경로 B S.E Beta t(p)   F

1
스포츠 참여만족

→ 정적 정서
.285 .049 .372 5.851(.001) .183 10.986

2
스포츠 참여만족

→ 창의성
.196 .050 .249 3.894(.001) .139 7.917

3

스포츠 참여만족

→ 창의성
.053 .047 .067 1.125(.262)

.368 23.681
정적 정서

→ 창의성
.502 .058 .489 8.680(.001)

<그림 11> 스포츠 참여만족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정적 정서의 매개효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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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4-3. 스포츠 참여만족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부적 정서는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스포츠 참여만족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부적 정서의 매개효과 검증한 결과

가 <표 23>이다. 먼저 스포츠 참여만족 독립 변인으로 투입하고 매개 변인인 부

적 정서를 종속 변인으로 투입한 회귀 방정식에서 스포츠 참여만족은 삶의 만족

도(Beta= -.121, p>.080)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두 번째 스포츠 참여

만족을 독립 변인으로 투입하고 창의성을 종속 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

스포츠 참여만족은 창의성(Beta= .249, p<.001)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조건도 충족되었다. 세 번째 스포츠 참여만족과 부적 정서를 동

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창의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 방정식에서 스

포츠 참여만족이 창의성(Beta= .231,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적 정서를 창의성(Beta= -.148, p<.013)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참여만족이 창의성에 영향을 미

치고, 부적 정서도 창의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만 첫 번째 조건이 위배되었

기 때문에 매개효과는 없다. 따라서 가설 4-3는 기각되었다.

표 23. 스포츠 참여만족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부적 정서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단계 경로 B S.E Beta t(p)   F

1
스포츠 참여만족

→ 부적 정서
-.100 .057 -.121 -1.756(.080) .048 2.463

2
스포츠 참여만족

→ 창의성
.196 .050 .249 3.894(.001) .139 7.917

3

스포츠 참여만족

→ 창의성
.182 .050 .231 3.631(.001)

.194 .769
부적 정서

→ 창의성
-.141 .056 -.148 -2.50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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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스포츠 참여만족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부적 정서의 매개효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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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 의

본 연구는 기업이 사회적 마케팅의 방안으로 스포츠 참여형 마케팅 전략을

핵심으로 사용하는 시점에서 스포츠 참여와 주관적 안녕감, 창의성이 어떠한 관

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스포

츠 참여, 즉 스포츠 참여정도, 스포츠 참여경력, 스포츠 참여만족과 창의성의 관

계를 정량적으로 조사하여 스포츠 참여와 창의성의 관계에서 주관적 안녕감의

차별적인 매개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1. 스포츠 참여와 창의성의 관계

스포츠 참여와 창의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스포츠 참여정도와

스포츠 참여경력, 스포츠 참여만족 모두 창의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들은 스포츠에 얼마나 자주 참여 하는 지에 따라, 스포

츠에 참여경력에 따라 그리고 스포츠에 참여 시 만족도에 따라 창의성의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해석가능하며 이는 스포츠에 참여를 하면 할수록 창의성은 선형

적으로 증가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박정옥과 김준희(2000)가 제시한 신체적 활동이 창의성에 하위 요인인

유창성, 독창성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연구와 김주효와 전선혜(2013)의 연

구인 체육 프로그램 처치 후 실험 집단이 창의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

가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신체적 활동을 위해 인위적으로 제작된 스포츠 프로그

램을 통한 연구이며 연구 대상이 유아 혹은 학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동일한 결과인 스포츠 참여정도, 스포츠 참여경력, 스포츠

참여만족 모두 창의성에 일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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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발달된 문명으로 인해 생활의 편의를 얻은 반면 비만, 당뇨, 고

혈압 등의 신체적 문제와 우울증,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러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스포츠 참여 증진 캠페인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개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었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개인의 스포츠 참여를 유도하고 증진하는 것

이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위의 문제들을 사회적 문제라고 규정하며, 기업의 사회

적 책임으로써 사회적 마케팅 활동을 활용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회적 마케팅은 참여형 스포츠 이벤트이다. 정부 차원의

대중을 위한 스포츠 참여 캠페인이 도움이 되겠지만, 개인을 목표로 한 기업의

참여형 스포츠 이벤트는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은 본인의 건강

증진 및 스포츠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기업은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 구축 및 제고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인 스포츠 참여가

창의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기업이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살아남

기 위한 필수 자질인 창의성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스포츠 참여

가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스포츠 참여와 창의성의 관계에서 주관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다음으로 스포츠 참여와 창의성의 관계에서 주관적 안녕감이 어떤 매개 효과

를 유발하는지 알아보았다. 분석은 스포츠 참여정도 → 주관적 안녕감 → 창의성

의 관계를 분석하고 나서, 스포츠 참여경력 → 주관적 안녕감 → 창의성, 마지막

으로 스포츠 참여만족 → 주관적 안녕감 → 창의성 순으로 분석하였다.

스포츠 참여정도는 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삶의 만족도에도 정

(+)의 영향을 미쳤으며, 삶의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창의성에 간접 영향을 미치

며, 스포츠 참여정도가 직접적으로 창의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결국 스포츠에 자주 참여하면 할수록 창의성 수준은 향상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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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개인의 삶의 만족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창의성이 더 향상될 수 잇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스포츠 참여정도와 창의성의 관계에서 정적 정서는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포츠 참여정도는 정적 정서에 정(+)의 영향을, 창의성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스포츠 참여정도는 정적 정서를 경유하여야지만

창의성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적 정서를 경

유함으로써 스포츠 참여정도 차원은 창의성 수준을 정적으로 예측가능하다는 결

과를 시사하고 있다.

스포츠 참여정도와 창의성의 관계에서 부적 정서가 매개역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못한 원인은 독립 변인인 스포츠 참여정

도가 매개 변인인 부적 정서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

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매개효과 검증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였

다. 유의한 매개효과는 없지만, 스포츠 참여정도가 부적 정서,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부적 정서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본 결과, 첫째, 스포

츠 참여정도가 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부적 정서는 창의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만 스포츠 참여정도가 부적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스포츠 참여경력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주관적 안녕감의 매개 역할을 분석한

결과, 삶의 만족도, 정적 정서, 부적 정서 모두 완전 매개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포츠 참여경력은 주관적 안녕감을 경유하여야지만 창의성에 유의

한 정(+)의 간접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포츠에 참여 기간이

길수록 행복한 삶의 확보가 가능하며 이는 창의성 수준을 높이는데 영향을 준다

고 할 수 있다.

스포츠 참여만족과 창의성 간에 주관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은 부분 매개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참여만족은 창의성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삶의 만족도는 창의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삶의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창의성에 간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스포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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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만족이 직접적으로 창의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포츠에 참여한 만족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개인의 창의적 수준은 향상될

수 있으며,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창의적 수준이 더 향상될 수 있

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 참여만족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정적 정서는 완전 매개 역할을 하였

다. 스포츠 참여만족은 정적 정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정적 정서는 창의성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스포츠 참여만족은 정적 정서를 통해서만 창

의성의 유의한 정(+)의 간접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참여만족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부적 정서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참여만족이 부적 정서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

기 때문에 매개효과 검증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유의한 매개효과는 없었

지만 스포츠 참여만족이 부족정서,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부적 정서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스포츠 참여만족은 부적 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창의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적 정서는 창의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스포츠 참여정도 차원은 창의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스포츠 참여정도는 창의성 향상에 직접적 영향뿐만 아

니라 삶의 만족도를 통해서 창의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스포츠 참여정도는 정적 정서의 영향을 받아 창의성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부적 정서는 창의성을 감소시키는 선행 요인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참여경력의 경우 삶의 만족도, 정적 정서에 영향을 받아 창의

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며, 부적 정서에 의해서 창의성 수준을 감소시키

는 효과를 유발하였다. 스포츠 참여만족의 경우 창의성에 직접적 영향을 주며 삶

의 만족도를 통해서 창의성 향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스포츠 참여만족은 정적 정서를 통해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적 정서는 창의성 수준을 감소시키는 선행 요인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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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이론적인 측면과 더불어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먼저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적인 스포츠 참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스포츠 참여와

관련된 그간의 연구를 살펴보면, 신체 활동에 기반을 둔 놀이 혹은 무용 교육 등

을 통한 신체적 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제작된 스포츠 프

로그램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오진구, 오학수,

오대성, 1984; 이옥은, 1995; 이삼선, 2001; 변재경, 권영훈, 2005). 하지만 본 연구

에서는 일상적 스포츠 참여의 관점에서 스포츠 참여 변수를 스포츠 참여정도, 스

포츠 참여경력, 스포츠 참여만족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일상적

인 스포츠 참여가 창의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시

사점을 갖는다.

둘째,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참여와 창의성의 관계를 검증하였

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이 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프로

그램 및 학습이 창의성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박정옥, 김

준희, 2000; 김주효, 2012; 김주효, 전선혜, 2013). 성인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참

여와 창의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의

스포츠 참여 역시 창의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해 주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마케팅의 일환으로 참여형 스포츠 마케팅을 진행하고

자 하는 기업에 학술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과거에는 상품의 물리적 속성이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중심이었다면 현재에는 비만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마케팅의 일환으로 스포츠 참여를 통한 체험이 시장의

트렌트를 반영한 마케팅 전략으로써 각광받고 있다(이연수, 2008). 따라서 스포츠

제품 관련 판매 기업들은 마라톤, 축구, 농구 등 다양한 종목에 걸쳐 참여형 스

포츠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사회적 기여 기업이라는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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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이미지 제고와 대중에게 스포츠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소비자에

게 긍정적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덧붙여 본 연구에서 밝힌 스포츠 참

여가 현대 사회에서 강조하는 자질인 창의성 확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마케팅 메시지로 추가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마케팅 전

략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창의적 인재 확보를 위한 인적자원 관리 측

면에서 도움을 줄 것이다. IBM에서 전 세계 1500명 이상의 CEO를 대상으로 조

사한 결과, 미래에 가장 필요한 자질로 창의성을 꼽았다(IBM Global CEO

Study, 2010). 본 연구의 결과인 스포츠 참여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활용하여 기업 내 조직원들의 창의성 수준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가 시간

에 스포츠 참여를 권장하는 근거가 될 것이며 이는 인적 자원의 창의성 재고 및

조직 기여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4. 제한점

본 연구는 스포츠 참여와 창의성의 관계에 있어 주관적 안녕감이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

한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주로 20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남자와 여자의 비율에서

차이를 보이는 점이 제한적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다

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남녀의 비율을 균등하게 분배한 후 연구를 진행할 필요

가 있다.

둘째, 스포츠 참여 관련 변수를 스포츠 참여정도, 스포츠 참여경력, 스포츠

참여만족으로 설정한 후 연구를 진행하여 스포츠 참여를 전부 대변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스포츠 참여 관련 변수를 추가한다면 스포츠

참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연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관적 안녕감과 창의력의 관계에서 통제 집단의 부재가 있다.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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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만족도 높은 삶, 높은 정적 정서 수준 그리고 낮은 부적

정서 수준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한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따라

서 정적 정서를 가진 집단이 부적 정서를 지닌 집단보다 창의성이 높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 창의성이 더욱 높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은 정적 정서에 의한

창의성의 촉진인지 아니면 부적 정서에 의한 창의성 저하 인지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정서의 효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통제 집단을

포함한 후속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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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 론

본 연구는 기업이 사회적 마케팅의 방안으로 스포츠 참여형 마케팅 전략을

핵심으로 사용하는 시점에서 스포츠 참여와 창의성의 관계를 분석하고 주관적

안녕감(삶의 만족도, 정적 정서, 부적 정서)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파악

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참여의 구성 요인인 얼마나 스포츠에 자주 참여하는지를 의미

하는 스포츠 참여정도, 스포츠에 참여한 경력을 의미하는 스포츠 참여경력 그리

고 스포츠에 참여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의미하는 스포츠 참여만족 모두 창의

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포츠 참여가 창의

성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둘째, 스포츠 참여정도와 창의성의 관계에서 주관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살

펴본 결과 삶의 만족도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포츠에

참여한 정도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며 삶의 만족이 동반된 스포츠 참여정도 역

시 창의성에 영향을 줌을 알 수 있었다. 정적 정서는 완전 매개효과가 있으며 이

는 긍정적 정서를 느끼며 참여한 스포츠는 창의성에 영향을 줌을 알 수 있었다.

부적 정서는 매개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스포츠 참여경력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주관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살

펴본 결과 삶의 만족도, 정적 정서, 부적 정서 모두 완전 매개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주관적 안녕감을 느끼는 삶 속에서의 개인의 스포츠 참여경력은

창의성에 영향을 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스포츠 참여만족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주관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살

펴본 결과 삶의 만족도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포츠

에 참여하여 만족할 경우 창의성에 직접적으로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며 만족된

삶 속에서의 스포츠 참여만족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정적 정

서의 경우 완전 매개효과가 있었으며 이는 긍정적 정서를 느끼며 참여한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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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만족은 창의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 정서는 매개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얻은 종합적인 결론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참

여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창의성을 수준을 높이는데 있어 스포츠

참여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그 동안의 교육을 목적으로

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와 창의성 간의 제한된 연구를 성인을 대

상으로 진행하여 선행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셋째, 개인의 주관적 안녕

이 높은 시점에서 스포츠 참여는 개인의 창의적 수준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며,

결국 이러한 주관적 안녕감이 개인의 창의적 수준을 높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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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급간 표시

전혀 힘들지 않음 0

아주 편안하다 1

괜찮다 2

보통이다 3

약간 힘들다 4

힘들다 5

부록: 설문지

1. 얼마나 자주 스포츠(운동)에 참여 하십니까?

① 거의 하지 않음 ② 한 달 1~3회 ③ 일주일 1~3회 ④ 일주일 4~6회 ⑤ 매일

2. 1회 스포츠(운동) 참여시 어느 정도 운동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① 30분미만 ② 30분 이상 – 1시간미만 ③ 1시간 이상 - 1시간 30분미만

④ 1시간 30분 이상 – 2시간미만 ⑤ 2시간 이상

3. 귀하의 스포츠(운동) 참여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3개월 미만 ②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③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④ 1년 이상 – 2년 미만 ⑤ 2년 이상 – 5년 미만 ⑥ 5년 이상

4. 어떤 스포츠(운동)에 정기적으로 참여 하십니까?

① 구기 ② 라켓 ③ 무도/격투기 ④ 리듬 스포츠 ⑤ 체력 단련 스포츠 ⑥ 지상 레

저 스포츠 ⑦ 수상 레저 스포츠 ⑧ 기타 스포츠

5. 스포츠(운동) 참여를 주로 누구와 같이 하십니까?

① 혼자서 ② 가족과 함께 ③ 친구(동성친구)와 함께 ④ 친구(이성 친구, 연

인)과 함께 ⑤ 동호회원과 함께 ⑥ 주변 사람과 함께(직장동료, 기타) ⑦ 기타

6. 스포츠(운동) 참여시 강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표시 칸에 ü 또는 O표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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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① -

매우 그렇다⑦

내가 즐기고 있는 스포츠 활동은 매우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스포츠 활동은 나에게 자부심을 갖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스포츠 활동은 성취감을 느끼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스포츠 활동은 정서발달에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스포츠 활동을 통해 신체적 능력을 시험할 수 있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스포츠 활동은 나의 체력을 증진시켜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스포츠 활동은 신체적 활력을 되찾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내가 스포츠 활동을 하는 장소 및 시설은 신선하

고 깨끗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내가 스포츠 활동을 하는 장소 및 시설은 흥미를

갖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내가 스포츠 활동을 하는 장소 및 시설은 잘 꾸

며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스포츠 활동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스포츠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접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스포츠 활동은 내 주변에 관련된 지식들을 얻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스포츠 활동을 통해 타인과 사회적 교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스포츠 활동을 통해 타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스포츠 활동을 통해 많은 친구들을 만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스포츠 활동을 통해 타인과 적극적인 친목도모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6

매우 힘들다 7

... 8

... 9

매우 매우 힘들다 10

7. 스포츠(운동) 참여 시 만족도에 관한 설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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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① -

매우 그렇다⑦

나는 대체로 내 이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현재 나는 아주 좋은 생활 조건들을 가지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나의 삶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

을 이루어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없음① - 항상 느낌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활기찬

신경질적인

열정적인

민감한

원기왕성한

괴로운

자랑스러운

마음이 상한

강한

두려운

타인과 여가스포츠 활동을 같이하는 시간이 만족

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설문입니다.

◎ 아래의 문항을 읽고 평소에 귀하께서 자신의 삶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7점 척도 상의 숫자에 ü 또는 O표를 해주십시오.

◎ 아래의 각 단어를 읽고 요즘 귀하께서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의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낸 곳에 ü 또는 O표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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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진진한

적대적인

흥분된

조바심이 나는

분명한

겁에 질린

주의 깊은

경계 하는

죄책감이 드는

부끄러운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① -

매우 그렇다⑦

나는 과업이 있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

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과업을 진행할 때 문제점이나 개선안을

찾으며 그 아이디어를 주위사람이나 조직에 제

안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회의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주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보다 효과적이고 유

용하게 보고서에 적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독창적인 의견을 제시

한다는 말을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겉으로 무관해 보이는 아이디어를 내가

하는 일과 연결시켜 생각해보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과업에 관해 문제를 발견하면 내가 먼저

해결방안을 연구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다른 사람의 별난 아이디어도 기꺼이 경

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기존의 방식이나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현실에 맞게 유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창의성 측정에 관한 설문입니다. 질문을 읽고 답해주십시오.

◎ 아래의 귀하의 창의적 성향에 관한 설문입니다. 귀하가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

을 떠올리면서, 평소 지니고 계신 생각과 느낌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곳에 ü 또

는 O표를 해주십시오.



92

고안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비록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필요하더라도

같은 문제를 더 좋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

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아래의 내용은 여러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입니다. 문장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에 반드시 표시해주십시오.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해당하는 학력과 구분 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고등학교 ② 대학(4년제 미만) ③ 대학교(4년제 이상) ④ 대학원 석사 과정

⑤ 대학원 박사 과정

4) 귀하의 수입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소득 없음 ② 100만원 이하 ③ 200만원 이하 ④ 300만원 이하

⑤ 400만원 이하 ⑥ 5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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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among

Participating Sports, Subjective

Well-being and Creativity: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Marketing

Dae Won Kim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reativity is in the spotlight as core qualities to survive in the future

society. It was a talent of genius in the past, however, creativity became

a universal nature of human beings nowadays. In this regard, all of the

countries in the world realize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creative human

resource and they implement various programs to increase the level of

creativity. Although it was proved that sports participation has a positive

impact on creativity, most of the studies were taken by using adolescents

and you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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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odern society, technology makes life more convenient but it also

cause physical problems such as obesity and mental diseases like stress.

To maintain healthier and happier life people’s interests in well-being have

been increased and they began to actively participate in sports to spend

their free time. At this background, many companies use sports

participation as a marketing tool under social marketing to solve social

problems and this resulted in variety of interests for the compan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sports

participation on creativity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ubjective

well-being. The notion of sports participation is composed of three

subordinate concept : degree of sports participation, career of sports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of sports participation. Also, the notion of

subjective well-being is composed of three subordinate concept :

satisfaction with life,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So as to achieve the purpose of research, this study conducted an

online survey and utilized 251 out of 263 copies in the final analysis. In

order to analyze the data, this study carried out the descriptive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rough IBM SPSS Statistics 20 and IBM SPSS AMOS 18.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egree of sports

participation, career of sports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of sports

participation all have positive effects on creativity.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sports participation and creativity,

satisfaction with life had partial mediating effect and positive affect had

full mediating effect, however, negative affect had no mediating effect.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of sports particip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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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ity, all factors of subjective well-being had full mediating effect.

Four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of sports participation and

creativity, satisfaction with life had partial mediating effect and positive

affect had full mediating effect. However, negative affect had no mediating

effect.

In conclusion, the positive effect of sports participation on creativity

makes sports participation an important factor to increase the level of

creativity. Participating sports when degree of subjective well-being is

high contribute to the level of creativity. Social marketing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Social marketing, Sports participation, Subjective well-being,

Creativity.

Student Number: 2012-2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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