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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기조절이 운동참여수준 및 운동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자기조절이 운동실천의 중요 변인으로 적용가능한지를 확인하고 

현대인의 운동지속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내적동기와 긍정정서

가 운동참여 및 지속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이 두 변인과 비교했을 때 

자기조절이 독립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 

418명(남-244명, 여-174/ 스포츠 동아리 소속-161, 비소속-257)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으며, 자기조절, 운동참여수준, 운동지속의도, 내적동기, 긍정정서 질문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상관분석, t-test,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을 토대로 자료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조절은 운동참여수준의 하위요인 및 운동지속의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학생이 자기조절, 운동참여수준, 운동지속의도에서 여학생보

다 높은 경향을 보이며, 스포츠 동아리 소속 학생이 운동참여수준, 운동지속의도에서 비소

속 학생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스포츠 동아리 소속학생과 비소속학생의 자기조절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자기조절은 운동참여수준의 하위요인 중 1회운동시간을 제외

한 나머지 변인(주간운동빈도, 운동참여기간)에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기조절이 운동참여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긍정정서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기조절은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운동지속의도에도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대학생, 자기조절, 운동참여수준, 운동지속의도

학번: 2013-2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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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신체와 정신의 발달 측면에 있어 정점에 달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뚜

렷하게 나타나는 건강상의 징후가 없기 때문에 건강행동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김세형, 변원태, 이준우, 2012; 김영희, 정미숙, 이정애, 

2002; 류은정, 권영미, 이건세, 2001). 하지만 성인기에 접어드는 20대 초기의 생

활양식이 성인기 이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올바른 생활양식을 통해 

대학생의 건강행동을 장려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건강행동이란 건강에 유해한 행동을 피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동을 실

천하는 것으로서,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관리에 중요한 신체활동이며, 개인의 신체

적·심리적·사회적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건강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

다. 미국의 경우에는 중등도 신체활동을 주간 150분 이상(USDH, 2008)으로 규정

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에서는 하루 30분 씩 일주일에 4회 이상(PHAC, 2008)으

로 명시하고 있으며 호주는 매일 30분 이상(AGDHA, 2006)아러눈 비교적 간단한 

기준으로 중등도 신체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권장기준에 있어 국가마다 다

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통계에 의하면, 20대 국민들 중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주간 

3회 이상 실시하는 비율은 18.3%이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24%, 여성 15.7%만

이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대의 운동 실천이 매우 저조

함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2). 이러한 신체활동 부족은 전 세계적인 관심사

로서, 연구자들은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 신체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oss-Stewart, Short, & 

Terrance, 2010). 

  최근 들어, 건강한 삶을 추구함에 따라 지속적인 운동참여를 목표로 삼는 사람들

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허진영, 2009). 하지만 현대인들은 운동의 긍정적 효과들

에 대해서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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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요인에 의해 운동행위가 단절되거나 운동

의 시작과 포기를 반복하고 있다(임현묵, 허진영, 2010).

  일반적으로 현재 개인이 생활체육에 참여하여 운동하는 정도를 운동참여수준이

라고 하며(양명환, 2009), 미래에도 그 활동을 중단 없이 정기적으로 행하려는 의

도를 운동지속의도라고 한다(Dishman, 1987). 지속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켜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가 및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아가 자아실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므로 단순한 운동 참여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최성훈, 2005).

  운동지속 관련 연구의 중요성은 일반인의 운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를 제

공하는 데에 있다. 또한 운동을 지속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밝힘과 동시에, 어

떠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 운동에 규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떤 요인들이 운

동 중도 포기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함으로써 운동지속을 이해하고 운동 프로

그램을 계획하는 일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최성훈, 2005).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개인이나 과제의 특성, 환경적 요인 등이 있

으나, 최근에는 심리적 요인 또한 상기 요인들과 함께 운동참여 및 지속에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Cumming, 2008). 다시 말해, 개인적, 환경적 요인

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 역시 운동을 중단하고 포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바라보

고 있다는 것이다. 

  운동지속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을 확인하고자 실시한 전선혜

(1996)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 참여 동기, 결과 기대감, 성취성향, 자기효능감 등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Massie와 Shephard(1971)는 운동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 중 참여 동기를 중요하게 다뤘다. 그들

의 연구를 통해 참여 동기가 높은 사람일수록 운동 또는 스포츠에 지속적으로 참

여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Oldridge 등(1978)의 연구에서 역시 운동 

참여를 중도 포기하는 이유를 동기부족과 같은 심리적인 이유와 함께 설명하였다. 

또한 Dishman(1994)은 장기적인 참여와 운동지속을 위해 운동에 대한 내적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한덕웅(2004)는 내적동기가 인간의 행동을 촉발 및 활성화

시키고, 행동을 오랫동안 지속하게 하는 주요한 변인임을 입증했다.

  내적동기 뿐만 아니라, 운동 중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는 운동 몰입을 가능하게 

하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운동 참여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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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2004). 이는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운동 중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가 높다는 연구(Wanlel & Kreisel, 1985)를 뒷받침한다. 정용각

(2009)은 운동을 지속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경험적 요인이 활동에서 느끼는 정서

경험이라고 말하며,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 정서경험을 통해 인간은 특정한 활동을 

계속하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현재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수준과 미래의 운동 

참여 및 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국민 체육 진흥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며, 따라서 운동 실천 및 지속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상기한 관점에서 자기조절(self-regulation)은 국내 건강운동심리학에서 활발하

게 연구되진 않았으나 운동참여와 지속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

고(유진, 한시완, 2007) 있는 만큼 그 의미가 중요하다. 유진과 한시완(2007)에 따

르면 자기조절은 더 큰 만족과 결과를 얻기 위해 자신만의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

여 행동하게 하며, 설정한 목표와 계획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동을 의도적으

로 억제하기 때문에 특정행동을 유지해 나가는데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것으로 밝

혀졌다. 

  자기조절(Self-regulation)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적응시

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Rothbaum, Weisz, & Snyder, 1982). Tangney, 

Baumeister와 Boone(2004)에 의하면 자기조절의 핵심 개념은 개인 스스로 원치 

않는 행동 경향성을 막고 그러한 경향성에 따른 행동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자신

의 내적 반응을 넘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또한, Gailliot과 

Baumeister(2007)는 자기조절을 자신의 충동이나, 습관적인 반응을 넘어서는 능

력이라고 정의했다.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현재의 감정과 습관적 행동을 바람직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의 삶에 있어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의미를 지닌다(Baumeister 

& Alquist, 2009). 자기조절이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지 일상생활을 통해 확인하

는 것은 개인의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안녕감을 좌우할 수 있다(조혜진, 2010). 자

기조절을 잘 하는 개인은 과제수행 능력이 높고, 주어진 과제를 계획하고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이 뛰어나며, 학교와 

직장 내에서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일구어내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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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할 수 있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한다(Shoda, 

Mischel, & Peake, 1990; Tangney, Baumeister, & Boone, 2004). 반면에 자기

조절의 실패는 다양한 개인적 또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김교헌, 2006). 

도박, 약물, 흡연, 알코올 등에 대한 중독에서 부터 폭식과 같은 섭식장애, 비이성

적 소비행위로 인한 경제적 파산, 부정적 정서반응 표출에 의한 대인관계에서의 실

패와 범죄행위에 이르기까지 자기조절의 실패가 초래하는 문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김교헌, 최훈석, 2008; Baumeister, & Heatherton, 1998). 

  다음과 같은 연구들은 상기한 자기조절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Shoda, Mischel과 

Peaker(1990)는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실험을 실시했다. 연구자는 

마시멜로우 한 개가 놓인 탁자 앞에 아이들을 앉혀 놓고 방을 나가며 한 개의 마

시멜로우를 당장 먹을지 아니면 연구자가 돌아올 때 까지 참고 기다린 후에 두 개

를 먹을지 아이들에게 선택하게 하였다. 연구자들은 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추적연

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마시멜로우 두 개를 받기 위해서 당장의 마시멜로우 한 

개를 포기하는 능력이 이후 십대에 이르렀을 때, SAT점수 뿐 아니라 그들 부모들

이 평가한 아이의 사회적, 학업적 기능 수준을 예언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이

들이 추후에 제공될 더 큰 만족을 위해 목전의 만족을 포기하는 행동을 가리켜 

Mischel(1974)은 만족지연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으며, 이 만족지연은 자기조절

을 필요로 하는 행동이라고 하며 자기조절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만족지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연 평가절하(delay discounting)가 있다. 지연 

평가절하란 즉각적인 만족과 장기간 또는 지연된 더 큰 보상 사이에서 즉각적인 

만족에 의해 움직이는 정도에 대한 측정치이다. 비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사결정에 대한 실험에서 이들이 정상인에 비해 지연에 대한 평가절하가 높고, 따

라서 보다 보상이 적지만 근접한 가치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Weller, Cook, 

Avsar, & Cox, 2008). 이는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만족지연을 하지 

못해 장기적 목표보다는 단기적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폭식, 운동 중단에 빠질 가능

성이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기조절이 개인의 행동 경향성을 넘어서는 능력이라고 할 때, 자기조절 능력이 

낮은 사람의 행동은 자기조절 능력이 높은 사람에 비해 충동에 더 취약할 수 있다. 

Friese와  Hofmann(2009)은 충동성과 자기조절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충동성이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자기조절의 역할을 검증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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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연구에서 충동성(precursor)은 자기조절이 낮은 집단에서는 행동으로 전환되

었지만, 자기조절이 높은 집단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 결과는 개인이 지닌 특질

적인 충동성 수준을 통제하고도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선천적으로 유혹에 약한 

충동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조절 능력이 높은 사람은 그 유혹을 견딜 가능성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자기조절은 개인의 충동을 통제하여 즉각적인 

만족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현재 취할 수 있는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

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자기조절이 개인의 동기조절, 행동조절, 인지조절에 대한 높은 예측력을 가

지며(박중길, 유정인, 2007) 자기조절이 부족한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목표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에 있어 성숙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행동을 

보일 수 있다(Lewin-sohn & Mano, 1993)는 관점에서, 자기조절이 운동의 꾸준한 

참여와 실천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조절 관련 선행연구는 자기조절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규명하거나(김아영, 

주지은, 정소영, 2005; 김은영, 박승호, 2006a, 2006b) 발달적 측면에 있어 자기

조절의 특성차를 살펴보고자 한 연구들(정미경, 2008a)이 주를 이뤘다. 이 밖에도 

자기조절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 연구들(박병기, 정기수, 김선미, 이종욱, 2005; 정

미경, 2002b, 2003), 자기조절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하고자 하는 연구들

(김은영, 박승호, 2006a; 장희진, 양용칠, 2002)이 다수를 차지했다. 자기조절이 

학업성적 또는 성취에 미치는 영향들은 이미 입증되었지만, 운동 참여·실천·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는 실시되지 않았으며 자기조절 수준이 신체활동, 운동 

태도 및 의도, 운동지속수행과 같은 운동행동 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할 수 없

었다. 운동이나 신체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고려할 

때, 자기조절이 신체활동의 참여 및 지속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임을 밝히는 과정은 

의미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운동심리학에서 운동참여 및 지속의 요인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실시되어 왔으나 목표달성과 행동지속의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자기조절을 운동 참여와 관련지은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더불어, 선행연구를 통

해 운동 행동을 시작하고 지속시키는 심리적 요인으로 밝혀진 동기와 정서와 함께, 

운동에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이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극복할 수 있는 자기조절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자기조절이 운동참여수준 및 운동지속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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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며, 운동 실천과 지속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적동기와 

긍정정서를 통제하여 그 독립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자기조

절 능력의 운동지속수행에 대한 설명력을 규명하고 현대인의 운동 지속을 촉진하

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과 운동참여수준 및 운동지속의도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자기조절 수준이 대학생의 운동 참여·실천·지속에 어떠한 영향

을 주는지, 그리고 운동지속에 대해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들 속에서 자기조절이 

갖는 독립적 설명력을 검증하여, 자기조절이 신체활동의 중요변인으로 적용 가능 

한지를 확인하고 현대인의 운동 지속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를 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연

구 문제를 설정하여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1) 배경변인(성, 스포츠동아리 소속유무)에 따라 대학생의 자기조절, 운동참여수준, 

운동지속의도는 차이가 있는가.

2) 대학생의 자기조절은 운동참여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 자기조절은 1회 운동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자기조절은 주간 운동 빈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자기조절은 운동 참여 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대학생의 자기조절은 운동지속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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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 적합하게 연구자가 조작적으로 내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기조절(self-regulation)

  스스로 설정한 운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충동을 넘어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고 자신을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2)운동참여수준(exercise par ticipation level)

  땀이 날 정도의 운동에 참여하는 정도 및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운동에 참여

하는 빈도, 기간, 시간 등을 의미한다.

3) 운동지속의도(exercise adherence intention)

  특정 개인이 운동에 규칙적으로 직접 참여하고 중단 없이 행하는 것으로서 운동

에 대한 지속 또는 애착(집착)을 의미한다. 또한 운동 참여자가 운동에 제약을 주

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 운동을 계속 지속할 의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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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자기조절(self-regulation) 

1) 자기조절의 정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의된 자기조절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최적의 결과

를 얻기 위해 스스로 변화시키고 적응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Rothbaum, 

Weisz, & Snyder, 1982). Tangney, Baumeister와 Boone(2004)은 자기조절의 핵심 

개념을 가리켜 자신의 목표와 계획에 부적합한 행동을 억제하며, 자신의 내적 반응을 

넘어서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 설명했다. 정리하자면, 자기조절은 자신의 

충동 또는 자동적이거나 습관적인 반응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Gailliot & Baumeister, 2007) 사람들에게 더 적응적이고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반응

하기 위해 현재의 충동을 넘어서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Baumeister & 

Alquist, 2009).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자기조절의 효과가 검증되었다. Shoda, Mischel과 

Peaker(1990)는 마시멜로우 두 개를 받기 위해 목전의 마시멜로우 한 개를 포기할 줄 

아는 능력이 성인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이르렀을 때, SAT 점수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평가한 아이의 사회적, 학업적 수준을 예측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마시멜로우를 포기

하는 행동을 가리켜 Mischel(1974)은 만족지연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고, 이 만족지

연은 자기조절을 필요로 하는 행동이라 하며 자기조절에 대한 후속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Tangney 등(2004)의 연구에서는 자기조절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더 양심적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높은 자존감을 보였다. 또한 대인관계에서도 더 훌

륭했으며, 학업 성적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자신의 분노를 잘 다스려 공격 행동을 억

제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양한 정신병리, 우울, 알코올 중독, 섭식장애 증상 

에서도 자기조절의 효과가 입증되었다. 

  보다 큰 보상을 위해 현재 눈앞에 놓인 작은 보상을 포기하는 만족지연과 상반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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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으로 지연 평가절하(delay discounting)를 들 수 있다. 지연 평가절하란 현재 얻을 

수 있는 만족과 지연된 더 큰 보상 사이에서 현재의 만족에 의해 사고하고 행동하는 

정도에 대한 측정치이다. 비만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사결정 실험에서 이들이 정상인

에 비해서 지연 평가절하가 높고, 따라서 보상이 적지만 현재 취할 수 있는 가치를 선

택하는 비율이 높다(Weller, Cook, Avsar, & Cox, 2008)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자

기조절이 부족한 사람들은 만족지연에 실패해 장기적 목표보다 단기적 보상을 위해 행

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기조절이 개인의 내적인 행동 경향성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때, 자기조

절 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기조절 수준이 높은 사람에 비해 충동에 취약할 것이라고 추

측할 수 있다. Friese와 Hofmann(2009)의 충동성과 자기조절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

구를 통해 충동성이 충동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에 자기조절의 역할이 검증됐다. 이들

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조절이 낮은 참여자는 충동적 성향을 행동으로 전환시켰지만, 

자기조절이 높은 참여자는 그렇지 않았다. 개인이 가진 특질적인 충동성 수준을 통제

하고도 결과는 일치했다. 이는 선천적으로 충동성이 높은 사람이라도 자기조절이 높은 

경우에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자기조절의 이론과 특징

(1) 제한적 자원으로서 자기조절

  Muraven과 Baumeister(2000)는 근육에 빗대어 자기조절을 설명했다. 근육이 많이 

사용될수록 인간이 피로를 느끼는 것처럼, 자기조절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면 시간이 흐

름에 따라 자기조절 능력이 낮아진 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는 자기조절이 고갈될 수 

있는 제한적 자원이기 때문에, 앞선 자기조절 과제에서 많은 자원을 사용하면 이후의 

자기조절 과제에 대한 수행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Baumeister, Vohs, & 

Tice, 2007). Baumeister, Bratslavsky, Muraven과 Tice(1998)는 이를 실험으로 증명

했다. 실험 참여자를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한 집단에게는 정답이 없는 문제를 풀게 했

고, 다른 한 집단에게는 맛있는 과자를 주며 먹는 것을 참게 한 후에, 두 번째 과제로 

정답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두 가지의 과제를 모두 수행한 집단은 과자의 

유혹을 견디는 과제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문제 풀이를 더 빨리 포기했다.

  Muraven과 Baumeister(2000)는 자기조절이 제한적 용량을 갖는다는 가정 하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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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절 역량 모델(self-control strength model)을 제시했다. 개인의 자기조절은 한정

된 용량을 지니기 때문에 정해진 양의 충동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자기조절 역량

모델의 요점이다. 또한 이 모델에서는 모든 자기조절 작용이 하나의 자원에서 나오며, 

자신의 목표에 대한 조절 노력으로 인해 다른 영역에서 사용할 자기조절 자원이 감소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자기조절의 성패는 개인의 자기조절 역량에 달려있으며 

큰 역량을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역량이 적은 사람에 비해 운동을 지속하는 것과 같

은 자기조절 목표에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 이론

에 따르면, 자기조절을 많이 요구하는 과제가 그렇지 않은 과제보다 자기조절 자원이 

고갈될 위험성이 더 높으며 고갈된 자기조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회복하게 된

다. 만약 사람들이 고갈된 자기조절을 회복할 여유가 없다면, 총체적인 자기조절 능력

에서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즉, 규칙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장기

간 지속적으로 자신을 조절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조절이 고갈될 위

험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2) 특질로서의 자기조절

  자기조절의 성패가 자기조절 자원의 고갈과 회복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상태로서

의 자기조절을 설명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자기조절 자원의 기본적 용량은 개인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즉, 특질적 차원에서 자기조절 능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특질적 자기조절이 실제 자기조절 행동을 예측한다

는 것은 실험실에서도 밝혀졌다. Schmeichel와 Zell(2007)은 특질 자기조절이 높은 사

람에게 눈을 깜빡이지 말라고 지시했을 때, 특질 자기조절이 낮은 사람보다 눈을 덜 

깜빡였고, 고통스러운 자극을 더 잘 견디는 것을 관찰했다.

  충동은 자극적이며 노력 없이 발생한다(Baumeister, Heatherton, & Tice, 1994)는 

관점에 따르면 자기조절 능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모두 충동을 느끼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특질 자기조절이 높은 사람은 그 충동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을 

잘 하는 반면, 특질 자기조절이 낮은 사람은 느낀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행동하게 

되는 빈도가 더 높다(Baumeister, & Heatherton, 1996; Friese & Hofmann, 2009). 

Dewall, Baumeister, Stillman과 Gailliot(2007)이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특질 자기조

절이 높은 사람에 비해 특질 자기조절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위협적인 모욕에 

더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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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기술한 자기조절 역량 모델에 따르면 특정 과제나 영역에서의 자기조절은 제한

된 자기조절 자원을 고갈시킴으로써 이후의 자기조절에 가용할 수 있는 자기조절 에너

지를 감소시켜 자기조절 수행의 저하를 가져온다. 일상생활 중의 대부분은 자동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기조절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자기조절을 잘 하는 사람

들은 가용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많거나, 고갈 이후 자원을 회복하는 속도가 빠른 경

우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가정은 이론적인 수준이지만 Muraven, Baumeister와 

Tice(1999)의 실험을 통해 후자의 가능성이 높음이 제안된 바 있다. 위 연구자들은 대

학생을 대상으로 자세 관찰하기, 기분 조절하기, 섭식 감찰과 기록을 통해 2주간 자기

조절을 훈련시켰다. 자기조절 훈련이 끝난 뒤에 이들의 자기조절 능력을 측정한 결과, 

통제 집단에 비해 향상된 수행을 보였다. 훈련 전후 자기조절 역량의 총량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지만, 첫 번째 자기조절을 수행한 이후 다음 자기조절 과제를 수행함에 있

어서, 자기조절 훈련을 실시한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첫 번째 자기조절에 의해 감소

한 역량의 회복 속도가 빠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훈련을 통해 자기조절 역량을 향

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적절한 자기조절 훈련 프로그램을 

고안하는 것은 충동적인 행동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기조절이 높은 사람들은 일상생활 중에 자신이 가진 자기조절 역량을 과도

하게 소비하지 않고 균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Friese & Hofmann, 2009). 이는 특

질적으로 자기조절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조절 자원을 고갈시키는 자기조절 과제에 대

해 자기조절이 낮은 사람들보다 잘 견뎌 낸 것으로 나타난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Oaten & Cheng, 2006, 2007).

  특정한 영역에서의 자기조절 성공은 나아가 다른 영역에서의 자기조절 향상 및 성공

을 가능케 할 수 있다. 금주에 성공하는 것은 자기조절 능력의 향상을 가져오고, 이에 

따라, 금연과 같은 자기조절을 많이 필요로 하는 다른 영역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가

능성이 높아진다(Zimmerman, Warheit, Ulbrich, & Auth, 1990).

3) 자기조절 관련 선행연구

  

  자기조절은 Bandura가 1960년대에 들어 학습 환경에서의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연

구를 시작하면서부터 주목받는 하나의 연구 분야로 등장하였다. 이후 Kendall과 

Wilcox(1979)이 자기조절을 인지적 요인과 행동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고안한 자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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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검사가 진행되어 왔고, 최근에는 많은 학자들이 자기조절을 인지적 요소, 동기적 요

소, 행동적 요소로 구분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양명희, 2000; 허정경, 2004; 

Pintrich, 1989; Zimmerman et al., 1990). 이러한 연구들 중, Pintrich(1989)는 인지

적 요소(정교화, 암송, 조직화), 자원관리 요소(환경적 조건관리, 시간관리, 타인의 조력

추구, 노력관리), 동기적 요소(과제의 중요성, 내적 지향, 성공에 대한 기대, 신념)로 구

분된 자기조절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후속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국내에서는 양

명희(2000)와 허정경(2004)이 개발한 자기조절 척도(인지, 동기, 행동적 요인)를 바탕

으로 다방면의 연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자기조절 관련 연구들은 청소년이나 운동 선수들을 대

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운동이나 스포츠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

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구창모, 1991; 박중

길, 유정인, 2007; 유진, 한시완, 2007; Kirschenbaum, 1987; Kirschenbaum, 

O'Connor & Owens, 1999;  Newton, & Fairholme, 2005).

  Kirschenbaum(1987)은 골프 티샷과 세컨드 샷 수행 시 자기조절(목표이론과 계획

수립) 능력이 크게 작용함을 설명하면서 골프 경기 상황에서 자기조절을 적용하여 샷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Costin과 Jones(1992)는 청소년기의 운동은 

공격적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하고 인지적 또는 사회적 기능을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도덕적 판단과 사회적 가치 등을 함양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Anshel(1995)

은 Kirschenbaum의 5단계 자기조절모형을 이용하여 기술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엘리트 

선수들이 비엘리트선수들에 비해 자기조절 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검증했다.  

Karoly 등(2005)은 대학생 399명을 대상으로 규칙적으로 운동 에 참여하는 것이 운동 

목표와 간섭(방해)목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규칙적으로 운동에 참

여하는 집단이 불규칙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집단에 비해 운동 목표(exercise goal)

의 측정에서 자기 감시, 가치, 계획수립, 사회적 비교, 자기보상, 긍정적 각성에서 높게 

나타났고, 간섭목표(interfering goal) 측정에서는 규칙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집단이 

불규칙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집단보다 계획수립, 자기 감시, 긍정적 각성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해 자기조절능력이 향상되고 있음이 밝

혀졌다(구창모, 1991; 박중길, 유정인, 2007; 유진, 한시완, 2007; 이진갑, 2002; 정상

욱, 2004). 구창모(1991)는 스포츠 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자기통제능력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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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스포츠 활동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은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를 내면화함으로

써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비행을 다소 억제할 수 있음이 밝혀

졌다. 이진갑(2002)의 중고등학생 626명을 대상으로 한 자기조절 연구에 따르면 여가

스포츠 활동 유형에 따라 주의성, 인내성, 집중성, 침착성, 규범성 조절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고, 대인 간 또는 단체 간 경쟁 스포츠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자기조절 능

력은 개인스포츠나 비참여 집단보다 높은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박중길과 유정인

(2007)의 교양체육에 참가하는 대학생 412명(남학생; 242명, 여학생; 170명)을 대상

으로 한 자기조절학습 연구에 의하면, 숙달접근목표를 지향하는 학생 집단이 인지조절, 

동기조절, 행동조절 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또한 유진과 한시완(2007)이 실시

한 무용수들의 자기조절전략 연구에서는 무용수들이 공연을 준비하는 준비단계, 무용 

동작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조절 전략을 사용하는 실천단계, 동작 수행 

후 전 과정에 대한 반성과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는 반응단계를 거치며 자기

조절 행동을 하고 있었음을 설명했다. 무용수들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자기조절

을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자기조절을 향상시켰고, 이를 통해 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시

킬 수 있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기조절과 정서 및 스트레스 관련 연구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자기조절 능력이 

뒤떨어지는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선택사항을 탐색하기 

전에 성숙하지 못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무계획적으로 선택사항을 탐색하는 경향이 

나타났다(Keinan, 1987).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감정조절 실패는 목표달성에 중요

한 단서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고, 결국에는 잘못된 행동을 범하거

나 정보와 환경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Lewin- 

sonn & Mano, 1993).

 앞서 살펴 본 운동 참여와 자기조절 간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

면, 운동 참여와 자기조절 또는 자기통제능력은 서로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한편, 운동 참여가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 비해 자기조절

이 운동참여 및 지속에 갖는 설명력에 대해 실시된 연구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며, 자기

조절의 핵심 개념인 자기통제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 운동 참

여와의 관계를 분석하지 못했다. 

  Tangney 등(2004)에 따르면 기존의 자기조절 척도들은 자기조절의 협소한 측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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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측면만을 강조)만을 다루거나 적절한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

적하며 이러한 제한 점을 바탕으로 개인차가 고려된 자기조절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

운 척도를 개발하였다(조혜진, 2010). 더불어 자기조절이 개인의 내적 반응을 넘어서

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 자기조절

의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하고 충동 통제, 적응, 학업성적, 대인관계 등 다양한 특성들

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개발되고 활용된 자기조절 척도는 적절한 

내적 합치도와 재검사 신뢰도가 확인되었기에 운동 참여 및 지속에 자기조절 또는 자

기통제능력이 갖는 영향력을 설명해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 운동참여수준

  모든 사람들이 운동을 일정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람만이 운동을 선호하며 

규칙적으로 운동에 참여한다. 운동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운동을 이해하고, 특정

한 계기를 통해 운동에 규칙적으로 참여하면서 스포츠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데, 이를 운동 참여라고 한다. 운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는 개인이 운동에 참여

하는 빈도, 기간, 일회 운동시간, 그리고 강도 등을 의미한다(Loy, McPherson, & 

Kenyon,1978). 

  Kenyon과 Schutz(1970)에 의하면 운동 참여 빈도는 개인이 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횟수를 말하며,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운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운동 참여 기간은 개인이 특정 운동에 참여한 시기의 경과 정도를 말하며, 이를 

측정하여 특정 종목 운동에 얼마나 참여하였는지 조사할 수 있다. 운동 강도는 개인의 

특정 운동에 대한 참여도나 몰입 정도로 정의되며, 역할, 지위형태, 일일 운동에 할애

하는 시간, 참여한 적이 있는 운동 종목 수를 측정할 수 있다. 운동참여수준은 운동 참

여 방식에 따라 일상적 참여, 주기적 참여, 일탈적 참여로 구분되기도 한다. 일상적 참

여(normal involvement)는 운동에 규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태로서, 참여하고 있는 

운동이 개인의 생활과의 조화가 잘 이뤄진 것을 말한다. 주기적 참여(cyclic 

involvement)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참여하는 상태로서, 계절스포츠가 이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있다. 일탈적 참여(divergent involvement)는 일차적 일탈 참여와 이차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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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참여로 구분된다. 일차적 일탈 참여는 대체적으로 중년층에서 나타나며 자신의 직

업을 등한시하거나 포기한 채 골프나 테니스와 같은 운동에 과도하게 많은 시간을 소

비하는 상태이다. 이차적 일탈 참여는 기분전환을 위한 스포츠관람에 머무는 것이 아

니라 경기 결과에 큰 액수의 내기를 걸어 도박을 즐길 정도로 스포츠 관람을 중독된 

상태를 의미한다.

  임번장(1993)은 운동과 관련된 사회적 행동을 구분하였는데, 이는 개인이 계획적이

고 체계적인 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일차적 참여와 신체 활동을 통한 직접 참여는 아니

지만 경기장에서 운동 경기를 관람하거나 일상생활을 통해 타인과 나누는 스포츠에 관

한 대화, TV 또는 라디오 시청, 신문 구독 등을 포함하는 간접참여(이차적 참여)로 나

눠진다.

  운동 참여 형태에 따라 참여수준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 운동참여수준은 운동 자체

의 활동범위 및 조직 형태에 따라 ‘조직적 운동 참여’와 ‘비조직적 운동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조직적 참여는 활동 그 자체 및 개인적 관련성에도 흥미를 갖기는 하지

만 경기결과와 개인·팀의 효율성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승리를 목표로 하여 

팀의 지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 때문에 이와 같은 조직적 운동으로서의 

참여경험이 많은 운동 참여자는 사회경험이 풍부하다(Coakley, 1980). 반면에 비조직

적 운동 참여는 운동 자체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개인의 자율적인 활동으로서, 참여자

들의 참여 동기는 자유 의도, 경제적 여유, 시설, 시간, 장소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또한, 비조직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강조하

는 경향이 있다(Coakley, 1994). 

3. 운동지속의도

1)운동지속의 정의

  일반적으로 운동지속(exercise adherence)은 특정 개인이 직접 참여하는 운동을 정

기적(regular)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수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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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hman, 1981). 지속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건강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활동이며, 이를 통해 개인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즐거움,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 및 자아실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운동참여와는 그 의미와 중요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김영재, 2001).

  운동지속은 신체활동에 대한 지속 수행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상기한 내용과 같이 

운동에 직접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규칙적으로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다. 최성훈(2004)은 

운동지속을 가리켜 운동에 대한 집착, 애착(Weinberg & Gould, 1995)이라며 지속적 

운동 참가율(Percentage of attendance)로서 정의하였다. 

  ACSM(American College of sport Medicine, 2000)에서 규정한 운동 지속 참여 

지침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 참여란 일주일에 3회 이상 신체활동을 실시하며, 1회 운

동하는 시간이 1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정진오, 2005). 반면에 국내에서의 

운동지속의 의미는 운동지속 동기를 예측하는 연구 방법 및 모형에 따라 시간적 의미

와 신체적 의미가 연구자마다 다르게 정의되었기 때문에 운동지속의 일치된 개념을 해

석하는데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최성훈 & 김재윤, 2004; 최성훈, 2004, 

2005). 김영재(2001)는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운동지속을 강조하며 여가 운동지속 행동

모델의 이론을 고찰하였고, 이를 통해 스포츠 또는 운동을 일주일에 3회, 3개월 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운동을 규정하였다. 또한 김상현(2007)은 특정 개인이 자의

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며 규칙적으로 6개월 이상 운동에 참여한 상태를 가리켜 운동지

속으로 정의하였다.

  운동과 건강관리 측면의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운동 처방과 지도를 통해 운동지속의

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 하였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과 비참여자, 그리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지속하는 사람과 중도 포기자가 갖는 개

인적 특성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에도 큰 관심을 보여 왔다(유진, 김영재, 2002). 운동 

지속 수행과 같은 동기적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적 특성과 운동지속의 유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려는 노력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명확하고 체계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백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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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운동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오랜 시간에 걸쳐 규칙적인 운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요소들을 일컫는다(최성훈, 2004).

  스포츠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으로 그들의 가족, 동료, 

지도자들로부터 다양한 정신적 지원과 격려를 얻었음이 밝혀졌다(Wankel, 1983). 운

동지속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영향 요인의 유형은 대체적으로 

개인적 특성에 대한 요인, 주요 타자나 물리적 여건 등 개인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관

한 요인으로 나누기도 하며(김종오, 2003), 이와 함께 운동 참여자의 심리적 요인이(김

영재, 2001; 유진, 김영재, 2002; 전선혜, 1996) 포함되기도 한다.

  운동지속의도에 대한 일치된 정의의 부재와 측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

들을 통해 운동의 지속적인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이 밝혀져 왔다. 

특히 운동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운동 상황적 특성, 그리고 심리적 요인이 주요한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정순우, 2011).

3) 변화단계이론

  변화단계이론의 기본적인 가정은 개인의 행동이 변화하는 과정이 단계에 따라 이동

한다는 것이다. 변화단계이론은 인간행동의 변화를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역동적 과정으

로 설명한다는 점이 핵심이며, 어떤 방법을 통해 개인이 의도적으로 행동변화를 수행하

는 지에 관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즉, 개인의 행동 변화단계는 일련의 다섯 단계를 

거치며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다양한 변화과정이 포함된다는 것이 다.

  계획이전단계(precontemplation stage)는 변화에 대한 의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

하며, 멀지 않은 미래에도 행동을 변화시킬 의도가 없으며 현재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

하거나 간과한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또한 이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변화에 대해 

주변으로부터의 강요를 느끼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인지 유도(변화를 통해 얻는 이익을 

강조)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획단계(contemplation stage)는 문제를 인식하고 6개월 이내에 행동 변화를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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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옮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며, 현재의 단계를 넘어 준비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변화

에 따른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하며, 작은 생각의 변화로 큰 행동의 변

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준비단계(preparation stage)는 앞으로 1개월 이내에 특정 행동 변화를 취할 의도가 

있는 단계이다. 계획 한 바를 실패했던 과거의 경험이 있기도 하며, 작은 행동의 변화

가 서서히 나타나기도 하는 시점이다. 행동 실천 교육(행동 중심적인 프로그램)을 제공

해야하며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동단계(action stage)는 최근 6개월 이내에 특정 방법을 통해 생활양식의 뚜렷한 

변화가 이루어진 경우를 일컫는다. 운동 참여를 그 예로 들면, 최소 1주일에 3회 이상, 

1회 운동 시 30분 이상을 실시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개인이 가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 내부적 또는 외부적으로 다양한 요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이

며,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계획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

며 1일에서 6개월 정도 지속하는 것에 그친다.

  유지단계(maintenance stage)는 개인 내적 혹은 외적인 간섭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계획한 행동을 6개월 이상 지속하는 시기이다. 유지하는 행동은 중독성 또는 습관성 

행동이 아니며, 새로운 생활양식이 개인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김영임, 정혜선, 배경희, 2007).

  생활양식의 변화 단계와 마찬가지로 운동 행동의 변화 단계 역시 유사한 단계를 거

치며 다양한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즉, 운동 행동은 계획이전단계부터 계획

단계, 준비단계, 행동단계를 거쳐 유지단계에 이르는 위계적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에

서 강화성 요인(predisposing factor), 가능성 요인(enabling factor), 경향성 요인

(reinforcing factor)으로 구분되는 운동지속의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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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생활양식의 변화 단계 모형(Corbin, Lindsey, & Welk, 2004)  

(1) 강화성 요인

  강화성 요인은 오랜 시간에 걸쳐 규칙적으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인을 고무

시켜주는 모든 주변 요소들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가족, 친구 또는 전문가의 도움 등을 

말한다. 변화단계의 가장 상단에 위치하는 유지 단계와 행동 단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강화성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최성훈, 2005).

  

(2) 가능성 요인

  가능성 요인은 지속적인 운동 수행을 위해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개인적 요소로서 

목적(goal setting), 자기 계획(self-planning), 자기 평가(self-assessment), 자기 보고

(self-monitoring), 대처 기술(copng skills), 시간 관리(time management), 수행 기술

(performance skills), 소비 기술(consumer skills)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가능성 요

인은 준비단계, 행동단계, 유지단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최성훈, 2005).

(3) 경향성 요인

  경향성 요인은 운동을 개인의 일상생활로 자리잡게 하는 요소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인가?’ 또는 ‘운동이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인가?’ 등과 관련이 있다. ‘내가 할 수 있

는 운동인가’에 해당하는 요인으로는 자기 확신(self-confidence), 안전한 환경

(safe-environment),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접근(access) 등을 꼽을 수 있다. 

‘운동이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인가’에 해당되는 요인으로는 자기 동기(self-motivation), 

균형적인 태도(balance attitudes), 즐거움(enjoyment), 지식(knowledge), 신념(b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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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경향성 요인은 계획 단계, 준비 단계, 행동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성훈, 2005).

  Corbin과 Lindsey(1994)에 따르면 운동지속의도의 핵심 개념은 개인이 규칙적인 신

체활동과 운동을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운동지속의

도를 측정함에 있어 제약이 있는 운동 상황에서 운동을 지속할 의도가 있는지 확인하

고자 하였다.

4) 선행연구

  Massie와 Shephard(1971)는 운동지속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중에서 

참여 동기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들의 연구를 통해 참여 동기가 높은 사람일

수록 운동 또는 스포츠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Oldridge와 그의 동료들(1978) 역시 운동을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를 동기부족으로 설

명하였다. 

  이후 Dishman과 Gettman(1980)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에서 중도 탈락하거나 지속적

으로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체중과다와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운동 참여자의 경우, 높은 신체적 부하가 운동 능력 감소로 이어지게 되

고 결과적으로 운동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Oldridge 등(1983)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지속에 참여자의 연령, 직업형태, 생활양식 

등이 영향을 미치며, 기혼자보다는 미혼자, 장년층보다는 젊은 층에서 운동지속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지속 관련 연구의 중요성은 일반인의 운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를 제

공하는 데에 있다. 또한 운동을 지속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밝힘과 동시에, 어

떠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 운동에 규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떤 요인들이 운

동 중도 포기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함으로써 운동지속을 이해하고 운동 프로

그램을 계획하는 데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다(최성훈, 2005).

  개인적 특성, 과제의 특성 또는 환경적 요인 등이 신체활동과 운동을 지속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최근 들어 심리적 요인 또한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운동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umming, 2008). 다시 말해, 개인적,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 역시 운동을 중단하고 포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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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운동지속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을 확인하고자 실시한 전선혜

(1996)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 참여동기, 결과 기대감, 성취성향, 자기효능감 등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Dishman(1994)은 장기적인 참여와 운동

지속을 위해 운동에 대한 내적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한덕웅(2004)는 내적

동기가 인간의 행동을 촉발 및 활성화시키고, 행동을 오랫동안 지속하게 하는 주요

한 변인임을 입증했다.

  내적동기 뿐만 아니라, 운동 중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는 운동 몰입을 가능하게 하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운동 참여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한덕웅, 2004). 

이는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운동 중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가 

높다는 연구(Wanlel & Kreisel, 1985)를 뒷받침한다. 정용각(2009)은 운동을 지속하

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경험적 요인이 활동에서 느끼는 정서경험라고 말하며,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 정서경험을 통해 인간은 특정한 활동을 계속하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현재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수준과 미래의 운동 참여 

및 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국민 체육 진흥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며, 

따라서 운동 실천 및 지속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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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기조절이 운동참여수준 및 운동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는데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표집을 위해 사용한 표집법은 집락표본추출법(cluster 

sampling)으로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41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스

포츠 동아리의 소속 유무는 규칙적인 운동 참여의 척도로서 본 연구자가 설정한 기준이

다. 동아리에 소속된다는 것은 운동을 하려는 목표가 뚜렷하고 비교적 의무적이고 규칙

적인 운동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동아리 소속 유무에 따라 변인들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배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스포츠 동아리와 함

께 성차를 배경변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성별을 묻는 문항을 추가하여 실시하였다.

  성과 스포츠 동아리 소속유무에 따른 분포는 <표1>과 같다.

특성 구분 인원(명) 백분율(%)

성
남성 244 58.4

여성 174 41.6

스포츠동아리
소속 161 38.5

비소속 257 61.5

전체 418 100

표 1. 연구대상자의 집단별 인원비율                                   (n=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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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도구

1) 자기조절 척도(Self-Control Scale, SCS)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기조절을 측정하기 위해 Tangney 등(2004)이 개발한 자

기조절 척도(SCS: Self-Control Scale)를 사용하였다. Tangney 등(2004)은 자기조절 

척도가 학점, 주관적 웰빙 등과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심리적 부적응, 충동적 행동

과는 부적인 상관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SCS는 문항의 내용이 자신의 모습을 잘 

반영하는 정도에 따라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원 척도는 총 5요인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조혜진(2010)

이 번안하고 수정하여 한국판 자기조절 척도를 개발함에 따라 건강한 습관 및 신뢰성

을 측정하는 9문항, 절제 및 자기훈련을 측정하는 9문항, 비충동성을 측정하는 8문항 

등 총 26문항으로 재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혜진의 한국형 자기조절 검사 척도 

26문항을 토대로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18부의 설문지 중 200부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26문항에 대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EFA 3.04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MLM: Maximum 

Likegood Method)을 사용하였고, 요인 간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정이 성립할 경우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 사각회전(Oblique rotation) 중 Target Rotation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요인계수의 크기가 .30 이상일 때 측정 변수와 요인의 관련성이 의미가 있

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30을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이 .30보다 낮은 절제/자기훈련 요

인 1문항(18번 문항), 비충동성 요인 3문항(21번, 24번, 26번)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

라 건강한습관/신뢰성 9문항, 절제/자기훈련 8문항, 비충동성 5문항 등 총 3요인 22문

항으로 확정지었으며,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2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모든 문항에 대한 요인 부하량은 <표2>와 같이 만족할 정도의 수준이었고  χ² 

=208.327, p=.000으로 기각되었지만 RMSEA= .038으로 모형의 적합도는 만족할 수

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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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요인

건강한습관/신뢰성 절제/자기훈련 비충동성
q1
q2
q3
q4
q5
q6
q7
q8
q9

0.63
0.70
0.52
0.63
0.52
0.53
0.56
0.66
0.55

0.06
-0.04
0.05
-0.03
0.04
-0.01
-0.01
0.08
-0.14

0.05
0.03
-0.21
-0.02
-0.05
-0.02
0.00
-0.05
0.13

q10
q11
q12
q13
q14
q15
q16
q17

0.05
0.04
0.07
0.02
-0.08
-0.17
-0.08
0.14

0.55
0.60
0.54
0.69
0.55
0.59
0.57
0.57

0.02
-0.01
0.18
0.09
-0.07
-0.20
0.00
0.05

q19
q20
q22
q23
q25

-0.03
-0.02
-0.05
0.00
0.01

0.03
0.03
-0.10
0.07
0.04

0.68
0.80
0.83
0.75
0.51

표 2.자기조절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이상과 같은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22문항(건강한습관/신뢰성 9문항, 절제/자기훈련 8문항, 비충동성 5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내적합치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파악을 위해 선행연

구를 살펴본 결과, 일반적으로 TLI값과 CFI값이 .90 이상이면 적합하다고 판단하며 

RMSEA 값이 .05 이하는 우수한 적합도, .05-.08사이는 괜찮은 적합도, .10 이상은 

부적합한 적합도라는 것(Browne & Cudeck, 1992)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 <표3>과 같다. 추정 방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수치 모두 모형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자기조절 척도의 최종문항을 총 22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수정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표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건강한습관/신뢰성 .829, 절제/자기훈련 .803, 비충동성 .841로 나타났다. 이 척

도는 22개 문항의 점수를 합하고 문항수로 나눈 평균값을 자기조절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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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건강한습관 및 신뢰성 1, 2, 3, 4, 5, 6, 7, 8, 9 9 .829

절제 및 자기훈련 10, 11, 12, 13, 14, 15, 16, 17 8 .803

비충동성 19, 20, 22, 23, 25 5 .841

요인 RMSEA TLI CFI

건강한습관/신뢰성

.053 .902 .914절제/자기훈련

비충동성

표 3. 자기조절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및 내적합치도

표 4. 자기조절 척도 구성내용

2) 운동참여수준

  

  일반적으로 운동참여수준은 일정 시점동안의 참여한 빈도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으

나, 참여지속시간, 운동 강도의 측면을 고려하여 다차원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는 학자들(Son, Mowen, & Kerstetter, 2008)도 있다. 본 연구에서의 참여수준

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운동에 주당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문항과 1회 참여시

의 지속시간을 묻는 문항, 그리고 운동에 참여한 전체 기간을 측정하는 세 개의 문항

으로 측정하였다. 운동 강도의 경우는 운동 종목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고 종목에 따른 

가중치 부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운동참여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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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동지속의도

  

  McAuley(1993)와 Wilson & Rodgers(2004)의 행동의도 측정방법을 토대로 양명환

(2006)이 수정한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단일요인 총 3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운동에 제약을 주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 운동을 지속할 

의도가 있는지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모두 등간비율척도이자 연속 범주인 7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7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명환

(2006)의 연구에서 3개의 문항에 대하여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되었으며, 본 연구에

서도 Cronbach’s α =.94로서 척도의 신뢰도 값이 양호하게 나타났음을 확인했다. 척

도의 문항 수가 3개로 이루어져있어 자유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인분석을 실

시하지 못했으나, 전문가 회의를 통해 척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척도는 3개의 

문항의 점수를 합하고 문항수로 나눈 평균값을 운동지속의도라고 정의하였다. 

4) 내적동기

  

  내적동기 질문지는 Pellertier 등(1995)과 Wessinger & Bandalos(1995)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정용각(1997)이 한국 문화에 맞게 수정 · 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총 34

문항의 운동참여동기 질문지 문항 중 내적동기요인은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

신의 모습을 잘 반영하는 정도에 따라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고 12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내적합치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파악을 위해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일반적으로 TLI값과 CFI값이 .90 이상이

면 적합하다고 판단하며, RMSEA 값이 .05 이하는 우수한 적합도, .05-.08사이는 괜찮

은 적합도, .10 이상은 부적합한 적합도라는 것(Browne & Cudeck, 1992)을 확인하였

다. 내적동기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 <표5>와 같으며, 그 결과 요인 부하

량이 .03 이하인 건강 1문항(7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의 수치가 모두 연구수행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적동기 척도의 최종 문항을 총 11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이 척도는 11개 문항의 점수를 합하고 문항수로 나눈 평균값을 내적동기로 정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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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긍정정서

  

  긍정정서 질문지는 Watson & Clark(1994)가 개발한 PANAS-X 를 유진, 김종오

(2002), 정용각(2009)이 수정 · 보완한 한국판 정서 질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

여 사용하였다. 긍정정서요인은 5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AMOS 18.0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부정정서 5문항을 포함한 10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내적합치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파악을 위해 선행연

구를 살펴본 결과, 일반적으로 TLI값과 CFI값이 .90 이상이면 적합하다고 판단하며, 

RMSEA 값이 .05 이하는 우수한 적합도, .05-.08사이는 괜찮은 적합도, .10 이상은 부

적합한 적합도라는 것(Browne & Cudeck, 1992)을 확인하였다. PANAS-X 척도의 확

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 <표5>와 같으며, 그 결과 모든 문항의 수치가 모두 연구수

행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긍정정서 척도의 최종 문항을 총 5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이 척도는 5개 문항의 점수를 합하고 문항수로 나눈 평균값을 긍정정서로 정의

하였다.

요인 RMSEA TLI CFI Cronbach’ α

내적동기 0.78 .932 .952 .815

운동정서 0.67 .968 .977 .934

표 5. 내적동기, 운동정서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및 내적합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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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본 연구는 S대학생 50인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지의 내용 및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보완하여 본 조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

문조사는 2014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취지 

및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자료 수집에 대해 동의를 얻은 뒤에 연구를 실시하였

다. 설문지 조사방법은 참여자가 직접 설문 내용에 대해 응답하는 방법인 자기평가기

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을 사용하였으며, 완성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2. 연구 절차 

4. 자료분석

  응답이 완성된 설문 자료를 회수하여 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설문 자료는 제외시켰으며, 분석이 가능한 자료를 지침에 따라 컴퓨터에 개별적으로 

입력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사용한 프로그램은 CEFATool 3.04, AMOS 18.0, SPSS 

18.0 프로그램이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처리 하였다.

1) 수집된 자료의 전반적인 경향과 특성(평균, 표준편차 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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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인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3) 사용한 척도를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성 타당도를 검증

하였으며, 내적합치도 분석을 통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4) 배경변인(성, 동아리 소속 유무)에 따른 평균 차 검증(자기조절)을 실시하였다.

5) 변인 간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6) 본 연구에서 설정한 통계적 유의 수준은 α = .05이다.

5. 연구의 윤리적 검증

  인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것이 바로 윤리적인 

문제이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 모집에서부터 연구진행 과정, 연구방법 등에 대한 윤

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로부터 검토와 승인을 받았다(IRB No. E1411/002-017).  

이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IRB의 심의면제 내용을 설명했고 모든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

의서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SNUIRB에서 제시한 연구윤리 준수 규

정에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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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에 따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

기조절이 운동참여수준과 운동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1. 각 변인의 기초통계량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자

기조절, 내적동기, 긍정정서, 운동지속의도, 그리고 운동참여수준 3개요인의 평균과 표

준편차를 구하였다.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다음의 <표

6>와 같다.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기조절(22문항) 3.16 .40 2.18 4.73

내적동기(11문항) 3.26 .61 1.36 5.00

긍정정서(5문항) 3.83 .78 1.40 5.00

운동지속의도(3문항) 3.87 1.55 1.00 7.00

운
동
참
여
수
준

1회운동시간(1문항) 2.24 .90 1 4

주간운동빈도(1문항) 2.22 .84 1 4

운동참여기간(1문항) 2.47 1.12 1 5

표 6. 자기조절, 내적동기, 긍정정서, 운동지속의도, 운동참여수준의 기술통계량 (n=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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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기조절 내적동기 긍정정서 운동지속
의도

1회운동
시간

주간운동
빈도

운동참여
기간

자기조절 1 　 　 　 　 　 　

내적동기 .047 1 　 　 　 　 　

긍정정서 .055 .616** 1 　 　 　 　

운동지속의도 .226** .547** .572** 1 　 　 　

1회운동시간 .096* .272** .268** .225** 1　 　 　

주간운동빈도 .244** .635** .630** .457** .280** 1 　

운동참여기간 .251** .584** .587** .454** .334** .808** 1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의 자기조절, 내적동기, 긍정정서, 운동지속의도, 운동참여수

준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418명의 자기조절의 평균은 3.16이었으며 표준편차는 .40으로 상대적으로 평균

에 가까운 분포를 보였다. 둘째, 5점 Likert 척도인 내적동기와 긍정정서는 각각 평균

이 3.26과 3.83, 표준편차는 .61과 .78로 나타났으며, 7점 Likert척도인 운동지속의도

는 평균 3.87, 표준편차 1.55로 나타났다. 셋째, 대상자의 1회운동시간(M=2.24, 

SD=.90)은 1시간 내외, 주간운동빈도(M=2.22, SD=.84)는 주 2~3회, 운동참여기간

(M=2.47, SD=1.12)은 약 6개월 정도로 환산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변인 간의 영향 관계를 검토하기 이전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통계적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을 

토대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확인하였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

과는 <표7>와 같다.   

표 7. 자기조절, 운동지속의도, 운동참여수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n=418)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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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조절과 내적동기 그리고 긍정정서는 각각 운동지속

의도 및 운동참여수준의 3요인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적으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기조절은 운동지속의도(r=.226, p<.01), 1

회운동시간(r=.096, p<.05), 주간운동빈도(r=.244, p<.01), 운동참여기간(r=.251,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내적동기는 긍정정서(r=616, p<.01), 운동지속의도(r=.547, p<.01), 1회 운동시간

(r=.272, p<.01), 주간운동빈도(r=.635, p<.01), 운동참여기간(r=.584, p<.01)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정서는 운동지속의도(r=.572, p<.01), 1회 운동시간(r=.268, p<.01), 주간 운동 

빈도(r=.630, p<.01), 운동참여 기간(r=.587,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지속의도는 1회 운동시간(r=.225, p<.01), 주간 운동 빈도(r=.457, p<.01), 운동

참여기간(r=.454,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1회 운동시간은 주간 운동빈

도(r=.280, p<.01), 운동참여기간(r=.334,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주간 

운동빈도는 운동참여기간과 .808(p<.01)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2. 배경변인(성, 스포츠동아리 소속유무)에 따른 자기조

절, 운동참여수준, 운동지속의도

1) 성별에 따른 자기조절, 운동참여수준, 운동지속의도

  성별에 따라 자기조절, 운동참여수준, 운동지속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유의수준을 0.05(양쪽)로 설정,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8>을 살펴보면, 자기조절(t=4.377, p=.001), 1회운동시간(t=3.167, p=.002), 주간운

동빈도(t=2.880, p=.004), 운동참여기간(t=4.264, p=.001), 운동지속의도(t=4.992, 

p=.001)에서 남·여 대학생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조절과 운동참여

수준 그리고 운동지속의도는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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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남성
(n=244)

여성
(n=174)

 t-value P-value

자기조절 3.23 3.05 4.377 .001**

1회운동시간 2.35 2.07 3.167 .002**

주간운동빈도 2.32 2.09 2.880 .004**

운동참여기간 2.66 2.20 4.264 .001**

운동지속의도 4.19 3.44 4.992 .001**

표 8. 성별에 따른 자기조절, 운동참여수준, 운동지속의도 t검정 결과 (n=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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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스포츠 동아리 소속유무에 따른 자기조절, 운동참여수준, 운동지속의도

  스포츠 동아리 소속유무에 따라 자기조절, 운동참여수준, 운동지속의도에 차이가 있

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유의수준을 0.05(양쪽)로 설정,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9>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분석 결과, 1회운동시간(t=9.379, p=.001), 주간운동빈도(t=9.971, p=.001), 운동참

여기간(t=12.562, p=.001), 운동지속의도(t=5.298, p=.001)에서 스포츠 동아리 소속 

유무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스포츠 동아리에 소속되어 운동에 참여하는 학생

이 운동참여수준과 운동지속의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자기조절에서 두 집단 간

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스포츠 동아리에 소속되어 운동에 참여하는 

대학생이 비소속 학생에 비해 자기조절도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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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스포츠 동아리 소속유무에 따른 자기조절, 운동참여수준, 운동지속의도 t검정 결과 (n=418)

구분
소속
(n=161)

비소속
(n=257)

 t-value P-value

자기조절 3.20 3.13 1.680 .094

1회운동시간 2.71 1.94 9.379 .001**

주간운동빈도 2.70 1.93 9.971 .001**

운동참여기간 3.21 2.00 12.562 .001**

운동지속의도 4.37 3.57 5.298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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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학생의 자기조절이 운동참여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이 운동참여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1) 자기조절이 1회운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자기조절이 운동참여수준의 하위요인인 1회운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하여 운동의 실천과 지속에 큰 영향력을 갖는 심리적 변인인 내적동기와 긍정

정서를 함께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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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자기조절이 1회운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모델1 모델2

SE B
t값

(유의도)
SE B

t값
(유의도)

공차
한계

상수 .243 - 2.884
(.004) .398 - -.409

(.682)

내적동기 .087 .253 2.906
(.001) .087 .250 2.883

(.004) .621

긍정정서 .068 .186 2.728
(.001) .068 .182 2.677

(.008) .620

자기조절 .104 .177 1.702
(.089) .997

통계량
R² =.091, 수정된 R² =.086

F=20.658, p=.001

R² =.097, 수정된 R²=.090
F=14.801, p=.001

Durbin-Watson= 2.022

 p<.05 

  <표 10>을 살펴보면, 모델 1에서 내적동기와 긍정정서가 1회운동시간을 

9.1%(R²=.9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동기(t=2.906, p=.001)와 긍정정서

(t=2.728, p=.001)가 높을수록 1회운동시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통계

적 유의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는 모델1에서 독립변수로 자기조절을 추가로 회귀시킨 결과로서 모델 1에 비해 

0.6% 더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적동기(t=2.883, p=.001), 긍정정서(t=2.677, 

p=.001)가 1회운동시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조절

(t=1.702, p=.089)은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운동참여수준의 하위요인인 1회운동시간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

향력을 평가하면, 내적동기(B=.250)가 1회운동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긍정정서(B=.182)가 영향력을 갖는 변수로 나타났다.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Durbin-Watson 수치는 2.022로 기준 값인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와 비교적 가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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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에 잔차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

한 회귀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2) 자기조절이 주간운동빈도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자기조절이 운동참여수준의 하위요인인 주간운동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기 위하여 운동의 실천과 지속에 큰 영향력을 갖는 심리적 변인인 내적동기와 긍

정정서를 함께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1. 자기조절이 주간운동빈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모델1 모델2

SE B
t값

(유의도)
SE B

t값
(유의도)

공차
한계

상수 .170 - -6.748
(.001) .268 - -9.125

(.001)

내적동기 .061 .547 9.004
(.001) .058 .541 9.283

(.001) .621

긍정정서 .048 .414 8.710
(.001) .046 .405 8.878

(.001) .620

자기조절 .070 .427 6.102
(.001) .997

통계량
R² =.496, 수정된 R² =.494

F=204.201, p=.001

R² =.538, 수정된 R²=.534
F=160.432, p=.001

Durbin-Watson= 1.962

  

   p<.05

  <표11>을 살펴보면, 모델 1에서 내적동기와 긍정정서가 주간운동빈도를 

49.6%(R²=.49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동기(t=9.004, p=.001)와 긍정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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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8.710, p=.001)가 높을수록 주간운동빈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는 모델1에서 독립변수로 자기조절을 추가로 회귀시킨 결과로서 모델 1에 비해 

4.2% 더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적동기(t=9.283, p=.001), 긍정정서(t=8.878, 

p=.001), 자기조절(t=6.102, p=.001)이 주간운동빈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인이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참여수준의 하위요인인 주간운동빈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내적동기(B=.541)가 주간운동빈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로 나타났으며, 차례로 자기조절(B=.427)과 긍정정서(B=.405)가 영향력을 갖는 변수로 

나타났다.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Durbin-Watson 수치는 1.962로 기준 값인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와 비교적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

한 회귀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3) 자기조절이 운동참여기간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자기조절이 운동참여수준의 하위요인인 운동참여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기 위하여 운동의 실천과 지속에 큰 영향력을 갖는 심리적 변인인 내적동기와 긍

정정서를 함께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12>을 살펴보면, 모델 1에서 내적동기와 긍정정서가 운동참여기간을 

42.4%(R²=.42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동기(t=7.754, p=.001)와 긍정정서

(t=7.749, p=.001)가 높을수록 운동참여기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는 모델1에서 독립변수로 자기조절을 추가로 회귀시킨 결과로서 모델 1에 비

해 4.6% 더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적동기(t=7.781, p=.001), 긍정정서(t=7.866, 

p=.001), 자기조절(t=5.980, p=.001)이 운동참여기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인이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참여수준의 하위요인인 운동참여기간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변수들 간의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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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평가하면, 내적동기(B=.643)가 운동참여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로 나타났으며, 차례로 자기조절(B=.594)과 긍정정서(B=.509)가 영향력을 갖는 변수로 

나타났다.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Durbin-Watson 수치는 1.825로 기준 값인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와 비교적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

한 회귀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2. 자기조절이 운동참여기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모델1 모델2

SE B
t값

(유의도)
SE B

t값
(유의도)

공차
한계

상수 .241 - -6.893
(.001) .380 - -9.113

(.001)

내적동기 .086 .651 7.754
(.001) .083 .643 7.781

(.001) .621

긍정정서 .067 .522 7.749
(.001) .065 .509 7.866

(.001) .620

자기조절 .099 .594 5.980
(.001) .997

통계량
R² =.424, 수정된 R² =.421

F=152.776, p=.001

R² =.470, 수정된 R²=.466
F=122.300, p=.001

Durbin-Watson= 1.825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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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생의 자기조절이 운동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자기조절이 운동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운동의 실천과 

지속에 큰 영향력을 갖는 심리적 변인인 내적동기와 긍정정서를 함께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3. 자기조절이 운동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모델1 모델2

SE B
t값

(유의도)
SE B

t값
(유의도)

공차
한계

상수 .343 - -4.517
(.001) .546 - -6.880

(.001)

내적동기 .122 .787 6.433
(.001) .119 .777 6.536

(.001) .621

긍정정서 .096 .746 7.774
(.001) .093 .730 7.834

(.001) .620

자기조절 .143 .730 5.104
(.001) .997

통계량
R² =.388, 수정된 R² =.385

F=131.616, p=.001

R² =.424, 수정된 R²=.420
F=101.722, p=.001

Durbin-Watson= 2.018

 p<.05 

  <표13>를 살펴보면, 모델 1에서 내적동기와 긍정정서가 운동지속의도를 

38.8%(R²=.38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동기(t=6.433, p=.001)와 긍정정서

(t=7.774, p=.001)가 높을수록 운동지속의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는 모델1에서 독립변수로 자기조절을 추가로 회귀시킨 결과로서 모델 1에 비해 

3.6% 더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적동기(t=6.536, p=.001), 긍정정서(t=7.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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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자기조절(t=5.104, p=.001)이 운동지속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인이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지속의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내적동기

(B=.777)가 운동지속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차례로 자기조

절(B=.730)과 긍정정서(B=.730)가 영향력을 갖는 변수로 나타났다.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Durbin-Watson 수치는 2.018로 기준 값인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와 비교적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

한 회귀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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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목표 달성을 위해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인 자기조절이 운동참여수준 및 운동지속의도에 갖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를 통해 운동참여수준과 운동지속의도에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밝

혀진 내적동기 또는 긍정정서를 통제했을 때에도 자기조절이 독립적인 영향력을 갖는 

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운동심리학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운동 실천 및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인을 밝혀낸 것이다. 그간에 진행

된 연구들은 대부분 참여 동기, 운동정서, 욕구 등과 같은 변인에 한정되어 다뤄졌다. 

목표달성과 행동지속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기조절이 운동 실천 및 지속에 미

치는 영향력을 입증함으로써 현대인의 건강행동 증진을 위한 자기조절 연구가 필요함

을 시사한다.

  둘째, 자기조절의 핵심적인 부분인 통제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사용하여 이

를 운동 실천 및 지속과 관련지었다는 점이다. 자기조절 관련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편중된 측정도구를 사용했으며, 그마저도 적절한 타당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

다. 또한 운동 학습 상황에서 사용되는 척도는 운동 실천 및 지속을 설명하기에는 어

울리지 않았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자기조절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앞으

로 보다 풍부한 연구가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연구가 미비한 개념인 자기조절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자기조절이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 지 살펴보았고, 뚜렷한 운동목표를 가

지고 규칙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스포츠 동아리 소속 학생들의 자기조절을 비소

속 학생과 비교해봄으로써 자기조절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자기조절을 더욱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봐야할 필요성을 지각하였다.

  넷째, 운동 실천 및 지속에 대해 영향력이 검증된 기존의 변인들과 함께 자기조절을 

비교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의 상대적·독립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

해 내적동기 및 긍정정서와 함께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의 운동 실천 및 지속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조절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서는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하는 것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동기와 

긍정정서를 통제·비교 변인으로 설정했으나 더욱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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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변인들과 함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 결과에 제시된 자료를 통해 그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1. 각 변인의 기초통계량 및 상관관계

대학생의 자기조절과 운동참여수준, 운동지속의도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

들의 기초통계량을 측정하였으며,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1) 각 변인의 기초통계량

대학생의 자기조절과 운동참여수준, 운동지속의도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

인들의 기초통계량을 측정하였으며,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자기조절(M=3.16, SD=.40) 수준은 그간 자기조절 척도를 

사용한 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조혜진(2010), Tangney(2004) 등

의 연구에서 수집된 자기조절 데이터와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학업능력에 미치는 

자기조절의 효과를 고려할 때, 유명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기 연구 역시 

자기조절의 상대적 차이가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대상

의 배경변인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자기조절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를 설명하는 운동참여수준의 기초통계량을 분석한 

결과, 1회운동시간(M=2.24, SD=.90)은 1시간 내외, 주간운동빈도(M=2.22, SD=.84)는 

주 2~3회, 운동참여기간(M=2.47, SD=1.12)은 약 6개월 정도로 환산할 수 있으며, 이

는 연구 대상 418명 중 스포츠 동아리에 소속된 학생이 161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에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 연구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인다. 

  운동에 제약을 주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 운동을 지속할 의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척도로서 운동지속의도를 살펴본 결과, 연구대상자의 운동지속의도(M=3.87, 

SD=1.55)는 같은 척도를 사용한 양명환(2004, 2006)의 연구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

다. 이는 대학생들이 운동에 대한 제약에 직면했을 때 일반 성인들보다 운동을 지속할 

의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상의 특성에 따라 운동 제약에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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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변인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자기조절, 운동참여수준, 운동지속의도, 내적동기, 긍정정서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자기조절과 내적동기 그리고 긍정정서는 각각 운동참여수준의 하위요인 및 

운동지속의도와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동에 참여함으로

써 얻는 내적동기와 긍정정서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기조절이 높은 사람일수록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운동을 지속할 의도가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내적동기 또는 긍정정서가 각각 운동참여수준 및 운동지속의도와 갖는 상관관계는 

Dishman(1994), 한덕웅(2004), 정용각(2009), 최성범, 김호순(2009) 등의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자기조절, 내적동기, 긍정정서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기조절은 내적동기 또는 

긍정정서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내적동기와 긍정정서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적동기가 높은 개인이 운동에 대한 긍정적

인 정서 역시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이병준, 김동환, 2010; 남정훈, 이미숙, 

김한별, 2011), 내적동기, 긍정정서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자기조절이 운동 실천 

및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지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운동참여수준의 하위요인인 1회운동시간, 주간운동빈도, 운동참여기간은 서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들 중 1회운동시간과의 상관관계가 다소 낮게 나타난 것으

로 미루어보아, 운동에 오랜 기간 꾸준히 참여하고 있더라도 1회 운동 시간은 개인마

다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배경변인에 따른 자기조절, 운동참여수준, 운동지속의도

  

  대학생의 성별 및 스포츠 동아리 소속 유무에 따른 자기조절과 운동참여수준, 운동

지속의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에 따른 자기조절, 운동참여수준, 운동지속의도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성별에 따른 자기조절, 운동참여수준, 운동지속의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기조절은 남학생(M=3.23)이 여학생(M=3.05)에 비해 유의하게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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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운동지속의도와 운동참여수준의 하위요인인 1회운동

시간, 주간운동빈도, 운동참여기간에서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에 비해 통계적 유의수

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광광부에서 실시한 2013 국민생활체

육 참여실태조사(2014)와 일맥상통하며 남성의 운동참여수준과 운동지속의도가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힌 정영린(2012), 김기형, 소영호(201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그간 자기조절에 대한 연구가 미비했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기조

절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다양한 후속연구를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스포츠 동아리 소속유무에 따른 자기조절, 운동참여수준, 운동지속의도

  다음으로 스포츠 동아리 소속유무에 따른 자기조절, 운동참여수준, 운동지속의도를 

살펴본 결과, 소속 학생의 운동참여수준과 운동지속의도가 비소속 학생에 비해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스포츠 클럽 또는 동아리에 소속된 학생들의 운동

참여수준과 운동지속의도가 비소속학생들보다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기조절은 소속 

학생(M=3.20)이 비소속 학생(M=3.1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긴 했으나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다. 이는 스포츠 동아리에 소속되었다고 해서 자기조절이 유의하게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자기조절은 그 용량이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Baumeister, Heatherton, & Tice, 1994), 특정한 과제나 영역에서의 자기조절이 전

반적인 자기조절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선행 연구(Muraven, Baumeister, & 

Tice, 1999)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대학생의 자기조절이 운동참여수준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자기조절이 운동참여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운동

참여수준을 1회운동시간, 주간운동빈도, 운동참여기간으로 나누어 자기조절이 각 요인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를 통해 운동참여수준에 큰 영향력을 갖는 것

으로 밝혀진 내적동기 또는 긍정정서를 통제했을 때에도 자기조절이 독립적인 영향력

을 갖는 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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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조절이 1회운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Dishman(1994), 전선혜(1996), 한덕웅(2004)의 선행연구에서 내적동기와 긍정정서

가 운동참여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검증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내적동기와 긍

정정서는 다소 낮은 설명량이긴 하지만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1회운동시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형에서는 설명량이 미세하게 

증가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자기조절이 1회운동시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

다. 이는 자기조절이 1회운동시간을 설명하는 데 있어 독립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자의 가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내적동기와 긍정정서 역시 설

명량이 작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운동에 대한 내적동기와 긍정정서가 매우 높더라도 

1회운동시간만으로 운동참여수준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를 

통해 1회운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1회운동시간은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하는 사람들 내에서도 개인의 운동목표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2) 자기조절이 주간운동빈도에 미치는 영향

  주간운동빈도에 대한 내적동기와 긍정정서의 설명량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

게 나타났다. 기존의 모형에 자기조절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자 이전 모형에 비해 설명

량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자기조절이 운동참여수준의 하위요인인 주간운동빈도를 예측

하는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개인에게 일어나는 내적·외적 

충동을 이겨내고 자신의 운동목표에 따라 운동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자기조절의 효과

가 개인의 주간 운동 횟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하였다. 특히 

주간운동빈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에서, 긍정정서보다 높은 

영향력을 갖는 변수로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때로는 자신을 통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추구하는 자기조절이 운동을 통해 경험하는 긍정적인 정서보다도 

규칙적인 운동 참여를 가능케 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하지만, 주간운동빈도

를 비롯하여 운동참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내적동기와 긍정정서 외에도 다

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설명량의 변화 폭이 아주 크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효과를 조심스럽게 해석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들이 이

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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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조절이 운동참여기간에 미치는 영향

  운동참여기간에 대한 내적동기와 긍정정서의 설명량은 주간운동빈도와 마찬가지로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기존의 모형에 자기조절을 추가적으로 투입하

자 이전 모형에 비해 설명량이 증가하였다. 이는 자기조절이 운동참여수준의 하위요인

인 운동참여기간을 예측하는 변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기

간은 상관관계 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운동을 앞으로도 지속할 의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라는 점에서 자기조절이 운동참여기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중요한 결과이다. 운동참여기간은 자신의 운동목표에 따라 운동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자기조절의 효과가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변인으로 사료된다. 주간운동빈도와 

마찬가지로 운동참여기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기조절의 영향력이 긍정정서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보아 자기조절이 운동참여수준의 전반에 독립적인 영향력을 갖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운동참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환

경적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에도 자기조절이 독립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4. 대학생의 자기조절이 운동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기존 연구를 통해 운동지속의도에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밝혀진 내적동기 또는 

긍정정서와 비교했을 때에도 자기조절이 독립적인 영향력을 갖는 지 검증하기 위해 위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운동참여수준과 마찬가지로, 내적동기와 긍정정서의 설명

량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정용각(2009), 최성범, 김호순(2009)의 연구의 결과와 일

치하는 결과이다. 기존의 모형에 자기조절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자 이전 모형에 비해 

설명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자기조절이 운동지속의도를 예측하는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수준을 나타내는 운동참여수준(1회운동시간, 

주간운동빈도, 운동참여기간)과 달리 운동지속의도는 미래의 운동행동을 예측하게 해주

는 척도로서 건강운동심리학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변인이기 때문에, 자기조절이 운

동지속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사

료된다. 특히 운동지속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에서, 내적

동기 및 긍정정서와 비슷한 영향력을 갖는 변수로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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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사용한 운동지속의도 설문지는 운동에 제약을 주는 상황이 가정된 지속 의도

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통제하고 충동을 이겨낼 수 있는 자기조절의 효과가 입

증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운동참여수준과 마찬가지로 운동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풍부한 연구가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자기조절은 운동참여수준과 운동지속의도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대인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변인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운동 상황에서 연구가 미흡했던 자기조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자기조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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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기조절이 운동참여수준 및 운동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남녀 대학생 총 418명을 대상으로 자기조절, 운동참여수

준, 운동지속의도를 측정하였다. 자기조절의 상대적·독립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기

존 연구를 통해 운동 실천 및 지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내적동기와 긍정정서를 

함께 측정하였다. 자기조절, 운동참여수준, 운동지속의도, 내적동기, 긍정정서 등 측정

도구의 질문내용과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대상에게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예비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그리고 내적합치도 분석을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한국판 자기조절 질문지는 4문항을 삭제한 22문항, 내

적동기 질문지는 1문항을 삭제한 11문항, 긍정정서 질문지는 총 10개의 문항 중 5문

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으며, 운동지속의도와 운동참여수준 질문지는 문항 삭제 없이 

사용하였다. 본 조사에서 설문지를 통해 얻은 418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변인 간 관계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CEFA 3.04를 사

용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AMOS 8.0을 활용하였다. 또한, 내적합치도, 상관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자료 분석 목적에 따

라 전산처리하였다. 이상의 연구 방법과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자기조절과 운동참여수준, 운동지속의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기

조절은 운동참여수준, 운동지속의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배경변인(성별, 스포츠 동아리 소속유무)에 따른 자기조절, 운동참여

수준, 운동지속의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학

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기조절, 운동참여수준(1회운동시간, 주간운동빈도, 운동참여기

간), 운동지속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스포츠 동아리 소속유무에 따른 차이로는 소속 학

생이 비소속 학생에 비해 운동참여수준과 운동지속의도가 높았으며, 자기조절의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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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자기조절이 운동참여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1회운동시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주간운동빈도와 운동참여기간에는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기조절이 운동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기조절이 높을수록 

운동지속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본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결과

를 해석하며 느낀 아쉬움과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418명의 대학생이며, 이 중 남학생이 244명, 여학생은 

17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스포츠 동아리에 소속된 학생은 161명, 소속되지 않은 

학생은 257명으로서, 전체 표본의 크기와 상관없이 표본 내 연구 집단의 크기가 동일

하지 않을 경우 통계적 검증력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서영석, 2010)에 따라 신뢰도 

문제가 제한점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또한, 학업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자기조절을 측정함에 있어,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는 점은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배경변인에 따른 분류의 불균형을 최소화해야하며 표집단

위를 확장하여 연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설문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면접법, 관찰법 등의 방법이 설문지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 스

스로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입각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자기조절, 운동지속의

도 등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데로 응답하는 대신 사회적으

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쪽으로 변향되어 응답했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셋째, 대상의 특징에 따른 자기조절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스포츠 동아리 소속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으나 인구통계학적·사회적으로 

다양한 배경변인에 따른 철저한 분석을 실시하지 못했다. 자기조절은 운동 상황과 관

련지어 연구에 사용된 전례가 미비하기 때문에 다각적 차원에서 심도 있는 후속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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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자기조절을 운동 실천 및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과 비교·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운동에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데에는 개인적, 환경적, 심리적

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동기와 긍정정서를 함께 비

교하였으나 이외에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연구를 후속연구로 제안한다. 또한 설정한 

목표를 위해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자기조절이 실제 목표달성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기조절의 효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조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

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기조절은 특질적인 성격을 띠지만 훈련과 학습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만큼(Muraven et al, 1999; Oaten, & Cheng, 2006) 본 연구의 가

설을 역으로 설정하여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자신을 통제하고 충동을 억제함으로써 자

기조절이 얼만큼 향상될 수 있는 지 사전·사후를 비교할 수 있는 실험연구를 제안한다.

  여섯째, 자기조절의 역효과에 대한 연구도 흥미로울 것이다. 가령, 자신이 설정한 운

동 목표로 인해 자신을 통제하고 충동을 억제함으로써 나타나는 운동 중독 등의 부작

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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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절이 운동참여수준 및 운동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문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대학생의 자기조절과 운동 참여 및 지속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응답자 여러분의 답변은 통계법에 의거하여 개별적으로 분석되거나 유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답변은 무기명으로 작성되어 수집된 자료는 통
합된 결과만이 분석에 사용되므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습니다.

더불어 본 설문에 대한 응답과 관련해 옳고 그름이 없으며, 응답자 여러
분이 느끼는 생각을 정확하게 표시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자료가 될 수 있
으니 모든 문항에 대해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할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대학원 스포츠심리학전공 안지훈

☞ 다음은 귀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운동참여수준을 묻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거나 직접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소속된 스포츠 동아리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3. 교양체육 강좌 외에 땀이 날 정도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신다면 1일 활동 참

여시간은?

①참여하지 않음 또는 30분 미만  ②30분-1시간  ③1시간-2시간  ④2시간 이상

4.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신다면 일주일의 참여빈도는?

①참여하지 않음 또는 1회  ②일주일 2-3회  ③일주일 4-5회   ④일주일 6-매일

5. 스포츠활동에 참여하신다면 참여기간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 참여하지 않음 또는 3개월 미만

② 3개월-6개월

③ 6개월-1년

④ 1년-3년

⑤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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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절대로 내 자신이 통제를 잃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1 2 3 4 5
2 일정을 잘 맞춰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다 1 2 3 4 5
3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돈해 둔다 1 2 3 4 5
4 사람들은 내가 강인한 자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1 2 3 4 5
5 건강에 좋은 활동을 한다 1 2 3 4 5
6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 1 2 3 4 5
7 장기적 목표를 위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1 2 3 4 5
8 항상 시간을 잘 지킨다 1 2 3 4 5
9 나는 믿어도 좋은 사람이다 1 2 3 4 5
10 게으르다 1 2 3 4 5
11 재미있는 것이면 나에게 해로운 일도 한다 1 2 3 4 5
12 돈을 너무 많이 쓴다 1 2 3 4 5
13 이따금 방종하게 내 멋대로 한다 1 2 3 4 5
14 내가 더 자제력이 있으면 좋겠다 1 2 3 4 5
15 막판에 가서 밤새워 일하거나 공부한 적이 있다 1 2 3 4 5
16 즐거움과 재미 때문에 일을 끝내지 못할 때가 있다 1 2 3 4 5
17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아도, 그 일을 중단할 수 없을 때가 있다 1 2 3 4 5
18 부적절한 말을 한다 1 2 3 4 5
19 내 생각을 자주 바꾼다 1 2 3 4 5
20 사람들은 내가 충동적이라고 말하곤 한다 1 2 3 4 5
21 내 감정에 휩쓸린다 1 2 3 4 5
22 너무 쉽게 화를 낸다 1 2 3 4 5
23 때때로 과음하거나 약물을 남용한다 1 2 3 4 5
24 아무거나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불쑥 말한다 1 2 3 4 5
25 비밀을 잘 지키지 못한다 1 2 3 4 5
26 종종 사람들이 하는 일에 끼어든다 1 2 3 4 5

☞ 다음은 귀하의 자기조절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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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무엇보다 이 운동을 하면 재미있기 때문에 참여한다 1 2 3 4 5

2 이 운동을 할 때 느끼는 쾌감 때문에 참여한다 1 2 3 4 5

3 이 운동을 하면 활기찬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한다. 1 2 3 4 5

4 기술을 완벽하게 수행했을 때 오는 만족감 때문에 참여한다. 1 2 3 4 5

5 어려운 기술을 해냈을 때 느끼는 성취감 때문에 참여한다 1 2 3 4 5

6 이 운동을 할 때 가끔 느끼는 희열감 때문에 참여한다 1 2 3 4 5

7 이 운동을 할 때 완전히 빠져들 수 있는 느낌이 좋아서 참여한다 1 2 3 4 5

8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좋아서 참여한다. 1 2 3 4 5

9 어려운 기술을 익혀 가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참여한다 1 2 3 4 5

10 새로운 운동방법을 배울 수 있는 재미 때문에 참여한다 1 2 3 4 5

11 기대한 것보다 좋은 기술(결과)를 수행해 냈을 때 오는 흥분 때문에 참여한다 1 2 3 4 5

12 기술이 점차 발달되는 느낌이 즐거워서 참여한다 1 2 3 4 5

문     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이 운동에 참여할 때 활기차다 1 2 3 4 5

2 나는 이 운동에 참여할 때 짜릿하다 1 2 3 4 5

3 나는 이 운동에 참여할 때 행복하다 1 2 3 4 5

4 나는 이 운동에 참여할 때 기분이 좋은 느낌이다 1 2 3 4 5

5 나는 이 운동에 참여할 때 신난다 1 2 3 4 5

☞ 다음은 귀하가 운동에 참여하는 내적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입니다. 

☞ 다음은 귀하가 운동에 참여할 때 느끼는 긍정정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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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쁜 일이 있더라도 운동을 지속 하겠다 1 2 3 4 5 6 7
2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도 운동을 지속할 자신이 있다 1 2 3 4 5 6 7
3 날씨가 좋지 않더라도 운동을 지속 하겠다 1 2 3 4 5 6 7

☞ 다음은 귀하가 참여하고 있는 운동에 대한 지속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모든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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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University Students’ Self-regulation 

On Exercise Participation Level And Exercise Adherence Intention

Jihoon Ah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applicability of self-regulation as major factor 
of practicing sports and offer information that promotes exercise participation and 
adherence of modern people. Furthermore, to accomplish the purpose, based on preceding 
research confirmed the impact of intrinsic motivation and positive emotion on exercise 
participation and adherenc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self-regulation has a independent 
impact compared with above variables. A total of 418 university students(244 male, 174 
female / 161 students belong to sports club, 257 students not belong to sports club)  
participated in this study as subjects. Also,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questionnaires on self-regulation, exercise participation level, exercise adherence intention, 
intrinsic motivation and positive emotion were verified. The collected data was processed 
through SPSS 18.0 to conduct a basic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t-test,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research findings gained through the following methods and data are as follows. 
First, self-regulation has shown to correlate positively with exercise participation level 
and exercise adherence intention. Second, male students have shown to tend higher level 
of self-regulation, exercise participation level and exercise adherence intention. And 
students belong to sports club have shown to tend higher level of exercise participation 
level and exercise adherence intention. It was not shown that gap of self-regulation 
between both group. Third, self-regulation affects on exercise participation level’s sub 
factors except the length of a one exercise. Especially, self-regulation had a bigger 
impact than positive emotion. Fourth, self-regulation also had positive impact on exercise 
adherence intention in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Keywords: self-regulation, exercise participation level, exercise adherence intention

Student Number: 2013-2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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