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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생활체육 참가자가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몰입 및 운동지속의도 간의 구조관계 검증

본 연구는 생활체육 참가자가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몰입 및

운동지속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여, 생활체육 참가자들의 운동

지속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대상

은 공공 및 사설 스포츠센터에서 운영되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참가자 377

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몰입

및 운동지속의도 질문지는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완료한 후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케어링 분위기가 운동 몰

입과 운동지속의도에 모두 유의미한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운동 몰입이 운동지속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몰입 및 운동지속의도 간의 구조관계를

검증한 결과, 생활체육 참가자가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가 운동 몰입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 몰입을 매개로하

여 운동지속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

구결과를 통해 생활체육 참가자들이 케어링 분위기를 높게 지각할수록

더 높은 운동 몰입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몰입 경험이 참가자들의 운

동지속의도를 높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생활체육 참가자, 케어링 분위기, 운동 몰입, 운동지속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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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규칙적인 운동 참여는 참가자들의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영

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건강과 복지, 웰빙(well-being)에

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남인수, 2009). 또한, 운동 참여는 우리가 살아가

면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며, 정신 건강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김해미, 2015; 배진희, 2004; 윤영진, 이지항, 2008).

최근 이러한 운동의 긍정적인 효과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참여를 일컬어 “생활체육”

이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체육이란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

이고 능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

적 발달을 추구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복지를 향상시켜 나가는 복지사회의 체육”을 의미한다(임번장,

1993). 이러한 생활체육은 과거부터 국민의 건강 악화로 발생되는 경제

적, 사회적 문제들을 감소시키는 데 이바지 하였으며, 또한 국가 경쟁력

을 높이는 중요한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

로 인식되어 왔다(한태용, 이계속, 최성범, 2013).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정책에 의해 생활체육보다는 엘리트 체육을 더욱 강조해 왔고 이 때문에

생활체육 영역의 발전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지만, 최

근 국민소득 증대와 여가시간의 확대로 인하여 사람들의 생활체육 참여

가 증가 있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2015)에서 주관한 국민생활체육

활동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주일에 2회 이상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4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

는 2014년에 실시되었던 실태조사 결과(43.5%)보다 1.8% 증가한 수치이

다. 하지만 이렇게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세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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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개인적, 사회적 상황들로 인해 운동의 시작과

포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임현묵, 허진영, 2010). 이와 관련하여 생

활체육 참가자들의 중도포기 문제를 해결하고, 운동지속과 관련된 변인

들을 찾기 위한 다양한 연구(강현욱, 2011; 김기형, 소영호, 2010; 남인수,

2009; 황세령, 박진성, 2012)가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운동지속(exercise adherence)이란 특정 개인이 자신이 선

택한 운동에 참여하고, 그 운동을 정기적(regular)으로 지속하는 것을 의

미한다(Dishman, 1981). 미국스포츠의학회(American College of Sport

Medicine: ACSM, 2000)에서 규정한 심혈관계 건강을 위한 운동지속지침

에 따르면, 운동지속이란 “일주일에 3회 이상 신체활동을 하고, 1회 15분

이상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생활체육 참가자의 운동지

속과 관련된 결정요인에는 개인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그리고 주요타자

와 관련된 사회적 요인 등이 있다(서성훈, 2011; 김우기, 김원기, 2014; 노

수연, 2015; 유정인, 김성규, 임용택, 2014; 임현묵, 허진영, 2010; Kenyon

& McPherson, 1974). 생활체육 참가자의 개인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이

운동지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많은 선행 연구들

을 통하여 확인되었고(김우기 등, 2014; 허진영 등, 2010), 최근에는 주요

타자와 운동지속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노수연, 2015; 양재근, 이동

준; 2015; 허진영 등, 2010)가 관심을 받고 있다. 주요타자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지도자와 동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교류 환경 조

성이 생활체육 참가자들에게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인지 변화를 가져오며,

결국 운동행동을 활성화 시켜 운동지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허진영 등, 2010). 이러한 연구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지도자,

교사, 동료 등의 주요타자는 선수, 학생, 동료들과의 상호작용과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사회 심리적 분위기가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Hall,

Newland, Newton, Podlog & Baucom, 2016). 이렇게 주요타자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 심리적 분위기는 특정한 상황에서의 평가와 강조, 그리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심리적 특징들

을 포함하며(Stark & Newton, 2014), 이처럼 주요타자에 의해 형성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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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심리적 분위기에는 케어링 분위기(caring climate)가 있다.

본래 케어링(caring)이란 개념은 교육학 영역에서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 중 하나로 논의되었으며, Noddings(1984, 1992)에 의해 개념화 되

었다. Noddings(1984, 1992)는 케어링의 핵심 개념으로 “관계(relation)”

를 강조하였고,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사람들과의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인 형태들을 포함한다. Noddings(1992)의 케

어링은 주로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되었으며, 점차 신

체 활동 영역으로 확대되었다(Newton, Fry, Watson, Gano-Overway,

kim, Magyar & Guivernau, 2007a). Newton 등(2007a)은 Noddings의 케

어링 개념을 신체활동 영역으로 확장시켰고, 교사에 의해 형성되고 학생

들에 의해 지각된 분위기를 ‘케어링 분위기(caring climate)’라 정의하였

다. 여기서 말하는 케이링 분위기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안전(safe)하

고, 지지적(supportive)이며, 가치 있고 존중해주는 경험을 제공하는 특별

한 환경을 지각하는 정도”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실시된 케어링 분위기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체육수업에

서 교사에 의해 형성된 케어링 분위기 지각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케어링 분위기와 관련된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체육수업에서 교사에 의해 형성된 케어링 분위기를

높게 지각하는 학생들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수업에 대한 흥미

와 의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높은 집중력을 보였다(심윤식,

2012). 이는 케어링 분위기의 지각이 학생들의 흥미와 의욕, 그리고 집중

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체육수업에

서 케어링 분위기의 지각은 재미와 내적동기, 그리고 수업만족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윤식, 2013). 케어링 분위기와 운

동지속의도 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케어링 분위기를

지각했을 때,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을 자신의 일부로 지각하고, 지속적인

활동 참여를 희망하게 되며(Newton 등, 2007a), 공감적 관심과 즐거움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케어링 분위기의

지각은 미래의 운동지속의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ew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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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07b).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생활체육 참가자들이 지각한 케

어링 분위기가 운동지속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생활체육 참가자의 케어링 분위기 지각만으로 운

동지속의도가 높아지지 않을 것이며, 이 두 변인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

이 존재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Csikszentmihalyi(1988)는 여가활동에서 운동 몰입이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에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며, 활동 자체를 보상으로 생

각하기 때문에 해당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도록 동기화 한다고 하였

다. 여기서 몰입(flow)은 Csikszentmihalyi(1975)가 처음으로 주장한 개념

으로, “어떤 일에 완전히 몰두하여 심신 일체의 느낌과 자동적으로 통제

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 운동 몰입은 운동선수들이 스포츠 현장에 자

신의 최고 기량을 수행할 때 발생하며, 이는 운동선수들의 최상수행과

관련된 변인으로서 연구가 진행되었다(권성호, 이용현, 이정규, 2011, 이

옥진, 2009). 최근 이러한 운동 몰입 연구는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생활체

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도 연구(김두기, 김종식, 신종훈, 2012; 김운학,

이봉, 2015; 남인수, 2009; 한태용, 이계석, 최성범, 2013)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진행된 생활체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운동 몰입 관련 연구들의 대부분은 flow(Csikszentmihalyi, 1975)의 개념

이 아닌 commitment(Scanlan, Carperter, Somons & Keeler, 1993)의 개

념을 사용하고 있다(김욱한, 이봉, 2015; 남인수, 2009; 정용민, 2001).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취지에 맞도록, Csikszentmihalyi(1975)의 flow 개념

을 사용하고, 운동 몰입 4단계(운동 몰입 이전, 진입, 경험, 결과) 중, 결

과 단계인 자기목적적 경험(autotelic experience) 요인을 사용하여 연구

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자기목적적 경험이란 “원하는 활동을 하는 자체

만으로도 보상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외적 보상 없이도

수행 그 자체가 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Csikszentmihalyi, 1990). 이러

한 자기목적적 경험을 생활체육에 적용하면,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운동

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 보상이 되며, 추가적인 보상 없이도 그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 몰입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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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목적적 경험이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지속의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

을 하며, 이는 운동지속의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즉, 생활체육 참가자의 운동지속의도가 케어링 분위기만으로 높아지진

않을 것이며, 운동 몰입의 자기목적적 경험을 통하여 운동지속의도가 높

아진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생활체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몰입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알아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지만, 체육 수업에서 케어

링 분위기의 지각이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는 연구결과(심윤식, 2013; Newland, Newton, Stark, Podlog & Hall,

2017)와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학습 몰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서예원, 2012)를 통해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몰입의 관계를 예측

해 볼 수 있었으며, 학습 분야에서 실시된 또 다른 선행연구를 통하여 두

변인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예측해 볼 수 있었다. 오중근(2016)의 선행

연구에서는 체육교사의 케어링이 학습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

았고, 그 결과 케어링이 학습 몰입의 하위 요인인 자기목적적 경험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케어링 분위기와 관

련된 연구들은 주로 체육수업에서 교사에 의해 형성된 케어링 분위기가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생활체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생활체육에서

도 체육수업처럼 지도자에 의해 다수가 지도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체육수업과 유사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를 통하여 생활체육 지도자에 의해 형성된 케어링 분위기가 참가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생활체육 참가자들의 운동 몰입은 운동지속의도와도 밀접한 관

련이 있다. 생활체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몰입과 운동지속의도 연구를

살펴보면, 장진우(2009)의 연구에서는 운동 몰입의 경험요인이 운동지속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운동 몰입의 경험요인이 높

아질수록 운동지속의도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백현과

심상신(2011)의 연구에서도 몰입 경험이 운동지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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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으며, 몰입 경험과 운동지속의도가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운동 몰입 경험이 꾸준히 운동하고자

하는 동기를 조성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수행 하고자 하는 의지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몰입 경험과 운동지속의도 간

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전술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케어링 분위기 지각이 운동지속의

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선행 연구(Newton 등, 2007a, 2007b)

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으며, 비록 생활체육 분야에서의 연구는 아니

었지만, 케어링과 몰입의 관계 또한 알 수 있었고(오중근, 2016), 운동 몰

입과 운동지속의도와의 관계도 선행연구(백현 등, 2011; 장진우, 2009)들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활체육 참가자들의 운동지속을 위한 운동지속

의도 형성에 참가자들이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가 운동 몰입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모형을 통해 확인해 보

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생활체육 참가자들의 운동지속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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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생활체육 참여자들이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가 운동지속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몰입 및 운동지속

의도 간의 구조관계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

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설정하였다.

1) 생활체육 참가자가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 운동 몰입 및 운동지속의도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다.

2) 생활체육 참가자가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 운동 몰입 및 운동지속의도의 간의

연구모형을 검증한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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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문제

1. 생활체육 참가자가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 운동 몰입 및 운동 지속의도

간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2. 생활체육 참가자가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몰입 및 운동지속의도의

연구모형은 적합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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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사용할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케어링 분위기(caring climate)

“생활체육 참가자가 지도자와 동료로부터 지각하는 환대, 안전, 지지,

그리고 가치 있고 존중 받는 특정한 느낌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2. 운동 몰입(exercise flow)

“생활체육 상황에서 참가자들이 완전하게 몰두할 때 갖는 심신일체의

느낌 또는 자동적이며 통제되는 현상”으로 정의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운동 몰입의 결과단계인 자기목적적 경험이 연구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

단하여 이를 중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운동지속의도(exercise adherence intention)

“생활체육 참가자가 직접 운동에 규칙적으로 참여하고, 운동에 제약을

받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 중단 없이 지속하는 것으로써 운동에 대한

지속 또는 애착하려는 의도”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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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케어링 분위기(caring climate)

1. 캐어링 분위기의 개념

케어(care)는 사전적 의미로 ‘돌봄’, ‘보살핌’을 의미한다. 여기서 케어링

(Caring)이란 개념은 Noddings(1984, 1992)에 의해 윤리교육에 초점을 맞춰

체계적으로 개념화 되었으며, 관계(relation)를 캐어링 개념의 본질로서 강

조하였다. 관계는 사람들이 서로 접촉할 때 발생하는 언어적, 비언적인 표

현은 물론 동기나 목적도 포함한다. 이러한 케어링은 ‘전념(engrossment)’과

‘동기 전환(motivational displacement)’이라는 두 가지 핵심요소로 구분되

며, 여기서 전념은 개방된 마음으로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상태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러한 전념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

고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며, 적극적인 참여의 자세로 형성된다. Noddings

는 케어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념하는 자세를 가질 때, 그 어떠한 편

견도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특정한 판단을 가지고

케어링 수용자를 자신의 의도대로 변화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동기 전환은 케어링 수용자에게 관심을 갖고 존중하는 자세로

대하며, 목표에 대한 지지와 도움 등을 통하여 케어링을 필요로 하는 사

람들에게 공감과 우선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설명한 케어링의

두 가지 핵심요소를 통하여 케어링 분위기가 조성되며 지속적으로 유지

해 나갈 수 있게 된다.

Newton 등(2007a)은 Noddings(1984, 1992)의 케어링 개념을 바탕으로

케어링 분위기(caring climate)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 케어링 분

위기를 “대인관계에서 지각하는 환대, 안전, 지지, 그리고 가치 있고 존

중 받는 특별한 환경을 지각하는 정도”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러

한 선행 연구(Newton 등, 2007a)를 통하여 케어링 분위의 개념이 정의

됨에 따라, 성취목표이론으로 기반으로 하는 사회 심리적 분위기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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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중 하나인 동기 분위기와는 구분되는 하나의 독립적인 변인으로 분

류 되었다.

2. 케어링 분위기 관련 선행연구

케어링은 Nodding(1992)에 의해 개념화 되었고,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Battistich, Solomon, Watson & Schap, 1997; Battistich,

Watson, Solomon, Lewis & Schaps, 1999). 교육학 영역에서 케어링은 민

감성과 공감, 이해(McCroskey, 1992), 그리고 자기주장과 신속한 행동을

포함한다(Teven, 2001).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학생들의 학업을 돕고, 성

공과 긍정적인 감정 장려, 주관적이고 좋은 내용, 즐거움과 유머, 카운슬

링, 학생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에 관심을 갖는 것, 불쾌함을 피하는 것,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학급을 잘 운영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Hayes,

Ryan & Zseller, 1994). 또한, 존경심 표현, 발전 장려, 즐거운 활동을 계획,

개성 존중(Bosworth, 1995), 칭찬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 또

한 케어링 교육 행동이라 할 수 있다(Rogers, 1994). 이러한 케어링과 관

련된 초기연구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아본 연구에서는 케어링을 보통

‘상호간의 관계’로 정의하였으며(Noblit, 1993), 연구에 따르면 케어링을

잘하는 교사는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학생

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oddings, 2003). 마

찬가지로 교사에 의해 형성된 케어링 분위기를 높게 지각한 학생들이 즐

거운 학교생활과 학습 동기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ogers, 1994).

또한 케어링 분위기 조성을 잘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의 언어적 표현 이외

의 다른 방법들로 표현한 학생들의 요구도 쉽게 파악하고 수용하며, 학

생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Nodding, 2006). Ennis와 동료(Cothran, Davidson, Loftus, Owen,

Swanson & Hopsiker, 1997)들의 선행연구에서는 교사의 케어링이 학생

들을 체육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

안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개인적 관련성을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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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개인적 관련성은 학생들

에게 학교의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교사와 도시 학생들 사이의 케어링 관계는 학생들의 신체

활동 참여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nnis, 1999). 또한, 학생들은 케어링을 제공하는 체육교사들에게 호의

적인 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으며(Cothran & Ennis, 2000), 교사로부

터 형성된 케어링 분위기를 지각한 학생들은 학교생활과 학습을 더 즐겁

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entzel, 1997).

3. 스포츠 관련 케어링 분위기 연구

연구자들은 스포츠 영역에서 케어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케어링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스포

츠 영역에서 케어링과 관련된 연구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Newton과 동료들(2007a)은 신체활동 영역에서 케어링 환경을 측정하

는 척도의 부재와 심리 측정상의 특질(psychometric properties)을 검사하

기 위해 13문항으로 구성된 케어링 분위기 척도(Caring Climate Scale:

CCS)를 개발했다. 이 척도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를 통하여 교사나 지도자, 동료들에 의해 형성된 케어링 분

위기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검증을 받았다.

Fry와 Gano-Overway(2010)는 Newton 등(2007a)에 의해 개발된 케어

링 분위기 척도를 사용하여 지역 축구리그 선수들을 대상으로 팀에 대한

즐거움, 태도, 지도자와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헌신과

케어링 분위기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신이 소속한 팀에서 형성

된 케어링 분위기를 지각한 선수가 지각하지 못한 선수들보다 더 높은

즐거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도자 및 팀의 구성원들에게 더 긍

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자신이 하고 있는 스포츠에 더욱 헌신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케어링 분위기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심

윤식(2012)에 의해 한국어판 케어링 분위기 척도가 번안되었고,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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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이 연구는 체육수업에 참여한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케어링 분위기를 높게 지각한

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흥미와 의욕, 그리고 높은 집중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윤식(2013)의 후

속 연구에서는 체육수업 중 학생들이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가 학생들의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내적동기를 향상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체육

수업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는 물론, 체육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효

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엘리트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 케어링 분위기가 청소년 엘리트 선수들의 운동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윤식 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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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운동 몰입(exercise flow)

1. 운동 몰입의 개념 및 정의

몰입(flow)이란 개념은 Csikszentmihalyi(1975)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

된 개념이다. 그는 체스, 산악 등반, 춤을 추는 활동, 정교한 외과수술 등

과 같은 자기 스스로 동기화된 활동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활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몰

입의 개념을 발전시켜 최초로 개념화 하였다. 본래 ‘자기목적적 경험

(autotelic experience)’이라고 알려져 있던 개념을 몰입(flow)이라는 새로

운 용어로 정립한 것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몰입(flow)은 자기목적적

경험과 달리 구체적이고 진정한 무엇인가를 지칭하는 것 의미한다고 하였

다. 결국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행복한 심리상태’, ‘최고의 감정’, ‘최

상의 즐거움’을 ‘몰입경험(flow experience)’이라 정의하였다(Csikszentmihalyi,

1975). 그는 몰입경험을 어떠한 활동 중에 경험하게 되는 ‘물아일체의 상태

(being in the zone)’, 예술가들이 경험하게 되는 ‘미적환희(aesthetic

rapture)’, 신비주의자(mystics)들이 주장하는 ‘무아지경·황홀경(ecstasy)’ 등

으로 설명하면서 ‘자기목적적 경험(autotelic experience)’ 또는 ‘최상 경험

(optimal experience)’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활동 그자체가 목적으로서 동

기화되고 그것에 만족을 느끼며, 그 상황에 완전히 몰두(absorption)하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권성호, 2008).

1) 몰입의 요인 및 단계

Csikszentmihalyi(1975)는 연구 참여자의 자기기술에 의하여 실시된 연

구를 통하여 몰입(flow)을 6개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 몰입(flow)의 6개

요인은 행동과 지각의 통합, 주의집중의 향상, 행동과 환경에 대한 통제감,

행동과 명확한 피드백 그리고 몰입의 자기목적성이다. Csikszentmihalyi의

이후 연구에서 몇 가지 요인들이 추가되거나 수정되었는데, 1996년에 실

시된 연구에서 그는 몰입의 요인을 9개의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몰입의 9개 차원은 명확한 목표, 즉각적인 피드백, 개인의 능력과 도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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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특징

명확한 목표
수행 전 미리 분명한 목표 설정을 통하여 자신이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

즉각적인

피드백

수행에 대한 의견이나 분석이 아닌 신속하고 정확한 피드백이 

지속적인 행동과 연관됨

능력과 

도전의 조화

특정 상황에 대한 도전과 그 도전을 대하는 개인의 적절한 노력의 

조화를 인지하는 것

활동과 

인식의 통합
선수들이 몰입상태에서 수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묘사하는 것

현재 과제에 

대한 집중
수행자가 몰입상태에서 특정한 과제에 대해 전적으로 집중하는 것

통제감
몰입하는 동안 통제하려는 노력하지 않아도 몰입을 경험하는 

수행자가 통제감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것

자아의식의

상실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현상처럼 몰입을 

경험하는 사람이 주변 환경과 감정이 하나가 되어 몰두하는 것

시간감각의

왜곡

몰입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형된 시간의 감각이나 시간이 

변형되는 것

경험의

자기목적성

긍정적인 상황과 내적으로 보상받는 경험이라 할 수 있는 즐거

움을 이끄는 특별한 특성들과 관련됨

의 조화, 활동과 인식의 통합, 현재 과제에 대한 집중, 통제감, 자아의식

의 상실, 시간감각의 왜곡, 경험의 자기목적성이다. 하지만 이러한 9개

요인들은 각각의 차원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형성된 차원들의 상호관계

성은 분명하지 않게 나타난다. 어떤 차원은 행동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 또 어떤 차원은 몰입 도중에 일어나는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어떤 차원은 몰입 경험 이후의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권성호, 2008).

표. 1. 몰입의 요인(Csikszentmihalyi,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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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kszentmihalyi 등(1988)은 여가활동에서 경험하게 되는 몰입경험

요인은 몰입발생 이전단계(Antecedents), 진입단계(Threshold), 경험단계

(Experience), 결과단계(Consequences) 순으로 거치면서 상호연결적이며,

의존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명확한 목표와 즉각적인 피

드백, 개인 능력과 도전과의 조화는 몰입 이전단계에 포함되며, 현재 과

제에 대한 집중, 활동과 인식의 통합 등이 몰입 진입단계에 포함된다. 또

한 몰입 경험단계에는 통제감, 자아의식의 상실, 시간의 왜곡이 발생하면

서 이러한 몰입경험의 결과단계라 할 수 있는 자기목적적 경험으로 인해

사람들은 활동을 통한 즐거움으로부터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만족은 만

족자체가 사람들에게 보상으로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구하도록 동기화 된다고 하였다.

2) 운동 몰입 경험단계

Csikszentmihalyi(1990)는 몰입 경험요인을 자아의식의 상실, 통제감,

시간의 변형된 느낌으로 범주화하였고, 권성호(2008)는 운동 몰입 경험요

인에 이 외에 행동과 지각의 일치 영역을 포함시켰다. 통제감은 경기 중,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합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졌을 때 선수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것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경기가 진행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평소

연습을 통해 얻어진 자신감과 긍정적 사고로 인해 자신을 통제할 수 있

는 통제감을 유지하여 운동 몰입을 경험할 수 있으며, 자신 스스로 경기

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아도 경기에서 좋은 수행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동양에서 자아의식은 ‘물아일체’의 경지라고 흔히 말하며, 운동 몰입

의 최상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아의식을 서양에서는 어떤 특

정한 것과 하나가 되는 것 같은 느낌, 인간이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Jackson, 1992; 권성호, 2008)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간의 변형된 느낌은 운동 몰입을 발생할 때 실제 느낀 시간보다

빨리 가거나 천천히 흘러감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경기 중 경

험하게 되는 시간의 변형은 수행자체의 시간 변형이 일어나는 것인지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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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기 전체에서 시간변형이 일어났는지를 구분하여 분석 할 필요가 있

다(권성호, 2008). 마지막으로 지각의 일치는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나 모든 일이 물 흐르듯 저절로 진행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운동

선수들이 몰입을 경험할 때 자신들의 수행과 인지가 일체된다는 느낌을

경험하며, 경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조건들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

게 이루어진다고 진술하였다(권성호, 2008).

2. 스포츠 수행과 몰입

Csikszentmihalyi(1975)는 몰입 경험이 게임이나 스포츠 상황에서 가장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Jackson(1992)은 게임과 스포츠는 구체적

인 피드백과 분명한 목표를 포함하고 기술 개발과 함께 점진적으로 숙련

가능한 행동에 대한 일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목표의 달성을 위해 그 자체

에 몰두해야하기 때문에 몰입 경험의 기본적인 구조 조건들을 충족한다고

보고했다. Jackson과 Marsh(1996)는 몰입상태측정척도(FSS)를 개발하여

운동 몰입 연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몰입상태측정척도가 특정 종

목이나 집단에서 일반화가 가능한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지속적

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도구 개발을 통해서 몰

입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스포츠 과학 영역에

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손영수, 최만식, 문익수, 2002). 이후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수영, 철인 3종 경기, 육상, 싸이클 등 다양한 스포츠 상황에

서 선수들의 몰입상태를 연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운동 몰입과 심리적 기

술, 자기개념, 수행 등과 같은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진행함

으로써 스포츠 상황에서 운동선수들에게 발생하는 몰입에 대한 연구에 박

차를 가했다. 이처럼 Csikszentmihalyi의 몰입 개념을 기반으로 스포츠 상

황에 적합한 몰입 측정도구를 개발함과 동시에 운동선수들에게 적용하여

스포츠에 적용시킴으로써 운동 몰입 연구에 중요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1) 스포츠 상황에서의 운동 몰입 연구

Jackson과 Marsh(1996)는 몰입척도를 개발함으로써 몰입 연구가 질적

인 측면에서 양적 연구로 전환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하였고, 손영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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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한국판 몰입상태척도(KFSS)를 만들고

타당화 함으로써,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보다 적합한 몰입 모델을 만들었

다. 또한 권성호(2008)는 운동 몰입개념으로 접근하여 운동현장에 사용

할 수 있는 운돌 몰입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였다. 운동선수들이 경험하

게 되는 몰입은 선수 스스로가 수행에 완전히 집중하여 경기에 임하는

시간이 멈춘 것 같이 느껴지고 주변 환경과 혼연일치가 될 때 나타난다.

이에 따른 운동 몰입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Jackson(1992)의

연구는 기초가 되어 운동 몰입 연구에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Russell(2001)은 대학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몰입을 경험하게 하는 요

인과 방해하는 요인, 그리고 분열시키는 요인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몰입 연구가 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양

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후 운동 몰입 관련 연구들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운동선수들

을 대상으로 한 운동 몰입과 최상수행의 관계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몰입 상태라 해서 항상 최상수행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운동 몰입 경험은 최상수행과 유사하지 않은 점도 있다. 하지만

최상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몰입상태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Csikszentmihalyi와 Massimini(1985)의 주장처럼 스포츠 상황에서의 몰입

연구는 운동선수들의 최상 수행동안 선수들이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 되었다. 또한 연구자들은 몰입상태와 동기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과제목표성향과 높은 인지능력 수준이 몰입상

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ackson & Roberts, 1992).

한편, 생활체육 영역에서 실시된 운동 몰입 연구를 살펴보자면, 에어

로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진우(2009)의 연구에서는 운동 몰입의

경험요인이 운동지속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운동

몰입의 경험요인이 높아질수록 운동지속의도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스포츠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백현 등(2011)의 연구에

서도 몰입 경험이 운동지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몰입 경험과

운동지속의도가 정적 상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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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운동지속의도(exercise adherence intention)

1. 운동지속의 개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

고 있고, 이러한 활동을 우리는 운동지속이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

지속(exercise adherence)이란 특정 개인이 정기적(regular)으로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운동을 직접 실시하는 것으로, 운동 수행의 지속적인 실

천을 의미한다(Dishman, 1981). ‘Exercise adherence’에서 ‘adherence’는

사전적 의미로 ‘집착하다’ 또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 기준에

충실히 순응하다’로 해석된다. 최성훈(2004)은 운동지속을 운동에 대한 집

착, 애착(Weinberg & Gould, 1995)이라 주장했고, 운동지속을 운동 참가

율(Percentage of attendance)로 정의하였다(유연만, 1999). 하지만 운동지

속에 대한 정의는 국내와 국외에서 차이를 보이며,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다.

미국스포츠의학회(American College of Sport Medicine: ACSM, 2000)

에서 규정한 운동지속지침에 따르면, 운동지속참여란 일주일에 3회 이상

신체활동을 하고, 1회 15분 이상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국내에서

운동지속의 정의는 운동지속의 동기를 예측하는 연구 방법과 모형에 따

라 신체적 의미와 시간적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운동지속의 개념을 통일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최성훈, 2005).

김영재(2001)는 운동지속을 주 3회 스포츠나 운동을 실시하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운동지속으로 정의하였으며, 김상현(2007)

과 김은애(2002)는 스스로 참여한 운동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참가하

는 행위를 운동지속이라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운동지속의도는 특정 개인이 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중단

없이 규칙적으로 행하는 것으로써 운동에 대한 지속 또는 애착을 말하

며, 운동 참여자가 운동에 제약을 받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 운동을

계속 지속할 의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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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운동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요소들을 우리는

운동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한다(최성훈, 2004). 운동지속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형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적 특성 요인, 주요

타자나 물리적 환경 등 개인을 둘러 쌓여있는 주변 환경에 관한 요인(김

종오, 2003), 그리고 운동 참가자의 심리적 요인(김영재, 2001; 유진, 김

영재, 2002) 등이 운동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된다.

운동지속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첫째, 개인적 특성이 있다. 개인적

특성 요인에는 성별, 연령, 결혼 유무, 가계소득, 교육수준 등의 인구통계

학적 특징이 있으며(Dishman, 1981), 또한 운동참가자의 과거 운동참여

경험,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운동에 대한 지식,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

도, 자기-동기, 운동능력도 운동을 지속하게 하는 개인적 특성에 포함된

다. 둘째, 사회적 요인에는 가족, 동료, 지도자 등이 있다. 스포츠와 운동

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가족, 동료, 지도

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정신적 지원과 격려를 받게 되고(Wankel,

1983), 이러한 주요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참가자들이 운동지속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에는 운동시설, 운동프로그

램, 운동접근성 등이 있다. 쾌적하고 편리한 운동시설은 참가자들의 운동

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윤만수, 2008), 운동시설에서 제공하

는 운동프로그램은 운동지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운동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운동에 대한 재미와 유익함을 느끼게 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운동지속을 증가시킨다. 운동 참가자들의 운동지속을 향상시키는 데 운동

시설의 접근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 센터의 위치가

참가자들의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울수록 운동을 시작하기 쉽고 운동프로

그램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서성훈, 2011).

국내에서 운동지속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마다 각각 다른 정의와 측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구들을 통하여 운동지속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 요인들이 밝혀지고 있으며, Corbin과 Lindsey(1994)는 운동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이론적 요인의 존재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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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향성 요인(predisposing factor)

경향성 요인은 ‘내가 할 수 있을까?’, ‘가치 있는 일일까’ 하는 물음처

럼 일상의 한 부분으로 만들도록 돕는 모든 요소들이다. ‘내가 할 수 있

을까?’ 하는 질문에는 자기확신, 자기효능감, 안전한 환경, 접근 등이 있

고, ‘가치 있는 일일까?’ 하는 질문에는 자기-동기, 즐거움, 균형적 태도,

신념, 지식 등이 포함된다.

(2) 가능성 요인(enabling stage)

가능성 요인은 계획한 운동을 수행할 때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목적, 대처기술, 자기평가, 자기보고, 자기계획, 시

간관리 등이 여기 해당된다.

(3) 강화성 요인(reinforcing factor)

강화성 요인은 운동 참가자가 평생에 걸쳐 규칙적인 운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의미한다. 가족의 조력, 친구의 조력,

전문가들의 조력 등이 이에 포함된다.

3. 생활체육 영역에서 운동지속의도 관련 연구

지속적인 운동 참여는 참가자들의 건강 증진과 행복에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이에 생활체육 참가자의 운동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찾

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남인수(2009)는 성인 수영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 동기와 의사결정균형이 운동 몰입과 운동지속의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참여 동기의 하위요인 중 내적

동기가 운동지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

몰입의 하위요인 중 인지 몰입이 운동지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참

가자의 여가경험과 여가기능, 몰입 경험 및 운동지속의도 간의 관계를

알아본 백현 등(2011)의 연구에서는 여가 스포츠 참여자의 몰입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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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지속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몰입 경험

과 운동지속의도와의 관계 알아본 장진우(2009)의 연구에서도 운동 몰입

하위요인인 무아경, 통제감각, 명확한 목표, 과제에 대한 집중, 시간의 변

형, 도전과 기술의 변형이 운동지속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됨으로써 운동 몰입과 운동지속이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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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인원(명) 백분율(%)

성별
남 165 43.8

여 211 56.2

연령

20대 155 41.1

30대 88 23.3

40대 60 15.9

50대 44 11.7

60대 이상 30 8.0

평균 운동참여횟수

1회 7 1.9

2회 37 9.8

3회 99 26.3

4회 131 34.7

5회 이상 103 27.3

전체 377 100

표 2. 연구대상자의 집단별 인원비율 (n=377)

제 3 장 연구방법

본 연구는 생활체육 참가자들이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 운동 몰입 및

운동지속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 1 절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표집을 위해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실시하여 서울⦁충남⦁대전 지역의 공공 및 사설 스

포츠센터에서 운영되는 생활체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 생활체육

참가자 40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중 응답내용이 편중되거

나 불성실하여 연구 분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26부를 제외한 377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사용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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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조사도구

연구에서 사용되는 조사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

할 경우, 선행연구 및 연구자의 주관을 통해 요인이 구분되었다면 탐색

적 요인분석은 생략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통계자료를 분석하게

된다(권성호, 200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탐색적 요인분

석을 통해 내용타당도가 확보되었으며, 이론적 근거를 가진 측정도구들

을 활용하였다고 판단하여 확인적 요인분석만 실시하였다.

1. 케어링 분위기

생활체육 참가자들이 지각하는 케어링 분위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Newton 등(2007a)이 개발한 케어링 분위기 척도(Caring Climate Scale:

CCS)를, 심윤식(2012)이 한국어판으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단일요인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문항은 5점 Likert(1: 전혀 아니

다, 5: 매우 그렇다)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케어링 분위기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1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일

반적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는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이 .50이상

일 때 측정변수와 요인 간의 관련성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요인 부하량 .50을 기준으로 실시하였으며, <그림

2>와 같이 요인 부하량이 .50보다 낮은 문항이 존재하지 않아 척도의 모

든 문항이 측정변수와 요인 간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요인 10문항으로 1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x2가 134.215, 자유도는 35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1), TLI는 .950, CFI는 .961, RMSEA는 .087

로 나타났다. Browne과 Cudeck(1993)은 RMSEA값이 .05이하는 좋은 적

합도, .05-.08사이는 괜찮은 적합도, .10이하는 보통적합도, .10이상이면 부

적절한 적합도라고 하였으며, 홍세희(2000)는 TLI와 CFI는 .9이상이면 적

합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TLI와 CFI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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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합도 지수를 충족할 만한 수준을 보였지만, RMSEA 값은 적합도

지수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연구자가 제안한 모형이 구성타당도 검증

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으로 수정지수(M.I.: Motivation Indices)가 5

이상인 변인들을 묶음으로써 모델을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수정지수가 19.969를 보인 e6과 e7의 상관을 인정하여 <그림

3>과 같이 모형을 수정하였으며, 그 결과 x2가 112.584, 자유도는 34로 영

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1), TLI는 .959, CFI는 .969, RMSEA는 .078로

나타났다. 수정된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TLI, CFI, RMSEA 값 모

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기에 케어링 분위기의 최종 문항을 단일

요인 1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3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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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케어링 분위기 척도 1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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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케어링 분위기 척도 2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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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 몰입

생활체육 참가자의 운동 몰입을 측정하기 위하여 Jackson과 Marsh(1996)

가 제작한 몰입 상태 척도(Flow State Scale: FSS)를 서수연(2005)이 번안하

고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명확한 목표 4문항, 통제 감각 4문항, 무아지경 5문항, 자기목적적 경험

4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운동 몰입의 결

과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목적적 경험이 본 연구의 측정 목적에 적

합하다고 판단하여 자기목적적 경험 4문항을 단일 요인으로 사용하였다.

운동 몰입의 자기목적적 경험 요인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부

하량 .50을 기준으로 이에 미달하는 문항을 삭제하려 하였으나, <그림 4>

에 보이는 바와 같이 모든 문항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보이는 바와 같이

총 1요인 4문항 중 어떤 문항도 삭제되지 않았다.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x2가 13.323, 자유도는 2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1), TLI

는 .969, CFI는 .990, RMSEA는 .123으로 나타났다.

홍세희(2000)는 모형에 사용되는 요인의 수가 너무 작은 경우, 모형오류

가 작아도 자유도가 너무 작아 RMSEA 값이 크게 나올 수 있다고 하였으

며, 이러한 경우에는 RMSEA 값이 나쁜 적합도를 보이고(RMSEA>.10),

CFI와 TLI는 좋은 적합도를 보인다면 (CFI, TLI>.90), RMSEA값이 작은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암시하므로, CFI값과 TLI 값 위주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운동 몰입 척도를 단일 요인 4문항으로 구성하였

으며,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1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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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운동 몰입 척도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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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동지속의도

생활체육 참가자의 운동지속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Vallerand(1997)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정용각(2008)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생활체육 참가자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의도

를 측정하기 위하여 “나는 이 운동을 계속할 것이다”와 같은 ‘지속의도’를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단일 요인 6 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채점 문항은 4번과 6번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운동지속의도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부

하량 .50을 기준으로 이에 미달하는 문항을 삭제하려 하였으나 <그림 5>

에 보이는 바와 같이 모든 문항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보이는 바와 같이

총 1요인 6문항 중 어떤 문항도 삭제되지 않았다.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

을 사용하였으며, x2가 130.124, 자유도는 9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

(p<.001), TLI는 .836, CFI는 .902, RMSEA는 .189로 나타났다. CFI 값은 적

합도 지수에 충족할 만한 수준을 보였지만, TLI 값과 RMSEA 값은 적합

도 지수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연구자가 제안한 모형이 구성타당도 검

증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으로 수정지수(M.I.: Motivation Indices)가 5

이상인 변인들을 묶음으로써 모델을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수정지수가 각각 14.106, 80.298을 보인 e2와 e5, e4와 e6의

상관을 인정하여 <그림 6>와 같이 모형을 수정하였으며, 그 결과 x2가

20.233, 자유도는 7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1), TLI는 .977, CFI는

.989, RMSEA는 .071로 나타났다. 수정된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TLI, CFI, RMSEA 값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기에 본 연구

에서는 운동지속의도 단일 요인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본 척도의 신

뢰도(Cronbach’s α)는 .88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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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운동지속의도 척도 1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그림 6. 운동지속의도 척도 2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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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절차

그림 7.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NUIRB)에서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생활체육 참가자 50인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내용

과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한 뒤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여 본 조사

403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7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

지 공공 및 사설 스포츠센터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통해 실시

되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 각 기관의 담당자 및 지도자에게 본 연

구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 의뢰를 부탁하여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조사 일정을 상의한 후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방문

조사 시에는 연구자가 직접 시설에 방문하여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에 대

해 설명한 다음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대상들 한에서만 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지의 조사방법은 설문 내용에 대하여 응답자 자신이 설문지

를 작성하는 자기평가 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을 사용하였으

며,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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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자료분석

설문지의 응답이 완성된 자료를 회수하여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

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분석 가능한

자료를 코딩 지침에 따라 컴퓨터에 개별 입력시킨 후 전산처리하였다.

SPSS 22.0,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

석 및 처리 하였다.

1. 수집된 자료의 전반적 특성(평균, 표준편차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사용한 척도의 구성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분석을 위해 내적합치도 분석(Cronbach' a)을 실시하였다.

3. 변인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4. 변인 간 영향관계,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5.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 수준은 α = .05로 설정할 예정이다.

제 5절 연구의 윤리적 검증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 모집에서부터

연구 진행과정, 연구방법 등에 대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로부터 검토 후 승인을

받았다(IRB No. 1702/003-005). 이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IRB의 승인 내용

과 연구 참여자 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SNUIRB에서 제

시한 연구윤리 준수 규정에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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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케어링 분위기 4.24 .59 1.70 5.00

운동 몰입 4.29 .63 1.75 5.00

운동지속의도 4.35 .55 2.50 5.00

표 3. 케어링 분위기, 운동 몰입, 운동지속의도 기초 통계량 (n=377)

제 4 장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생활체육 참여자들이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가 운동 몰입,

운동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몰입 및

운동지속의도 간 구조관계를 검증하는 데 있다.

제 1 절 각 변인의 기초통계량

본 연구에서 분석할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

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케어링 분위기 1요인, 운동 몰입 1요인, 그리고

운동지속의도 1요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생활체육 참가자들의 케어링 분위기, 운동 몰입, 운

동지속의도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케

어링 분위기 (M=4.24, SD=.59)로 나타났다. 둘째, 운동 몰입은(M=4.29,

SD=.63)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운동지속의도는 (M=4.35, SD=.5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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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t p

남(165) 여(212)

케어링 분위기 4.32 4.19 2.133* .034

운동 몰입 4.40 4.21 2.861** .004

운동지속의도 4.37 4.34 .405 .686

표 4. 성별에 따른 케어링 분위기, 운동 몰입, 운동지속의도 기초 통계 (n=377)

제 2 절 배경변인(성별)에 따른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몰입 및 운동지속의도

1. 성별에 따른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몰입, 운동지속의도

성별에 따라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몰입 및 운동지속의도에 차이가 있

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4>을 살펴보면,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몰입 요인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케어링 분위기를 더 높

게 지각하고 운동 몰입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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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케어링 분위기 운동 몰입 운동지속의도

케어링 분위기 1

운동 몰입 .626** 1

운동지속의도 .615** .701** 1

표 5. 케어링 분위기, 운동 몰입, 운동지속의도 상관관계 분석 결과 (n=377)

제 3 절 케어링 분위기, 운동 몰입, 운동지속의도 간의 영향관계

생활체육 참가자들이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 운동 몰입, 그리고 운동

지속의도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방식은 최대우도방

법을 사용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관찰변수의 상관계수가 원자료

(raw data)이므로 케어링 분위기, 운동 몰입 , 그리고 운동지속의도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들 간 상관관계는 <표 5>에 제시하였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지속의도, 그리고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몰입, 그리고 운동 몰입과 운동

지속이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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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지속의도의 관계

1. 케어링 분위기가 운동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케어링 분위기가 운동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

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8>와 같다.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지속의도의 관계를 보면 표준화된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Estimate)는 .66(p<.001)로 나타나 케어링 분위기가 운동지속

의도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는 .429로 나타나 케어링 분위기는 운동지속의도를 42.9% 설명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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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몰입의 관계

2. 케어링 분위기가 운동 몰입에 미치는 영향

케어링 분위기가 운동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

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9>과 같다.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몰입의 관계를 보면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67(p<.001)

로 나타나 케어링 분위기가 운동 몰입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다중상관치가 .453으로 나타나 케어링 분위기가 운동 몰입을 45.3% 설명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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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운동 몰입과 운동지속의도의 관계

3. 운동 몰입이 운동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운동 몰입이 운동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

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10>과 같다.

운동 몰입과 운동지속의도 관계를 보면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76(p<.001)

로 나타나 운돌 몰입이 운동지속의도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으며, 다중상관치가 .582로 나타나 운동 몰입은 운동지속의도를 58.2% 설

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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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모형 검증

1. 연구모형 검증

선행연구를 통하여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생활체육 분야에서 케어

링 분위기와 운동지속의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하

지만 해외에서 유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 케어링 분위기를

지각한 학생들이 미래 신체활동 참여의도가 그렇지 않은 학생들 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Newton 등, 2007a, 2007b). 이를 통하여 케어링 분위

기를 높게 지각할수록 운동지속의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

한, 생활체육 참가자가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몰입에 직접적인 관

련성이 있다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학습 분야에서 체육교사의 케

어링이 학습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오중근,

2016), <연구문제 1>의 결과에서도 케어링 분위기를 높게 지각한 생활체

육 참가자의 운동 몰입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운동 몰입과 운동

지속의도의 관계는 생활체육 참가자의 운동 몰입이 운동지속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현 등, 2011; 장진우, 2009).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들의 결과 및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설

정한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377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구

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림 11>은 연구모형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요인부하량을 추정한 결과, <표

6>에서 나타났듯이 x2값이 353.486, 자유도 164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

(p<.001), CFI=.965, TLI=.956, RMSEA=.058로 모형의 적합도가 만족할만

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몰입의 경로

계수는 .67(p<.001), 운동 몰입과 운동지속 간 경로계수는 .59(p<.001)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지속의

도 간 경로계수도 .26(p<.001)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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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χ2 자유도 p TLI CFI RMSEA

수치 353.486 164 .000 .960 .965 .055

표 6. 연구모형의 적합지수 결과

그림 11. 연구모형의 요인관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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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직접(β) 간접(β) 총효과

케어링 분위기→운동지속의도 .273** .413** .686**

케어링 분위기→운동 몰입 .703** .000 .703**

운동 몰입→운동지속의도 .588** .000 .588**

표 8. 연구모형의 직접, 간접, 총효과

2. 매개모형 검증

케어링 분위기가 운동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운동 몰입이 매개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과 매개모형의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

였으며, 각 경로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운동

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케어링 분위기의 직접 경로를 ‘0’으로 제약한

매개모형의 적합도는 <표 7>와 같다.

모형 χ2 df ⊿χ2 p CFI TLI RMSEA

연구모형 353.486 164 .965 .960 .055

매개모형 376.231 165 22.745 .000 .961 .955 .058

표 7. 연구모형과 매개모형 적합도 (n=377)

연구모형과 매개모형의 x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매개모형과 연구

모형 간 x2값의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으며(⊿x2=22.745, ⊿df=1, p<.001),

이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

을 통한 간접효과 분석을 90%신뢰구간에서 실시한 결과, <표 8>과 같

이 케어링 분위기가 운동지속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β=.413, p=.002

로 유의수준(α<.01)에서 운동 몰입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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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생활체육 참여자들이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가 운동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몰입 및 운동

지속의도 간의 구조관계를 검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논의에서는 이러

한 목적에 따른 연구 결과가 지니는 의미를 고찰해보고 그 의의를 조명

해보고자 하였다.

제 1 절 각 변인의 기초통계량

먼저, 생활체육 참가자들의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몰입, 운동지속의도

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의 기초통계량을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케어링 분위기에 관한 기초통계량을 분석한 결과,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4.24). 이

러한 결과는 생활체육 참가자가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운동프로그램에서

지도자와 동료들로부터 높은 케이링 분위기를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도자와 동료들로부터 형성되는 케어링 분위기의 지각은 프로그램에 참

여하고 있는 참가자들과 지도자와의 편안하고 안정된 관계를 형성할 뿐

만 아니라 사회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활체육

프로그램에서의 케어링 분위기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러한 연구 결과는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케어링 분위기의 형성의 중요

성에 대해 알아본 선행연구(강명구, 2015; 심윤식, 2010)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운동 몰입에서도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M=4.29). 이러한 결과는 생활체육 참가자들이 운동 몰입의

자기목적적 경험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즉 생활체육 참

가자들이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운동을 단순한 보상을 위한 참여가 아닌,

운동 그 자체를 보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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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운동지속의도에서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 변

인 중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M=4.35). 이러한 결과는 생활체육프로

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들이 운동에 규칙적으로 참여하고, 운동 참

여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 중단 없이 해당 운동프로그

램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2 절 배경변인(성별)에 따른 케어링 분위기와 운

동 몰입, 운동지속의도

성별에 따라 생활체육 참가자가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몰입,

운동지속의도에 차이가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별

생활체육 참가자들의 성별(남, 여)에 따른 케어링 분위기, 운동 몰입,

운동지속의도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몰입에서

남, 여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 되었지만, 운동지속의도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성별에 따른 케어링 분위기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수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동일한 상황에서 케어링 분위기를 더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스포츠를 바라보는 시

선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체육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

러한 과정에서 생활체육지도자가 제공하는 케어링을 보다 긍정적으로 해

석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성별에 따른 운동 몰입의 차이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욱 높

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운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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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 더 용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운동 몰입을 더

쉽게 경험하게 된다는 한민주(2012)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종합해보자면, 남성과 여성은 문화적 특성과 생물학적 특성을 통해 각

기 다른 사회화 과정을 경험한다. 이러한 서로 다른 사회화 과정이 스포

츠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Wiley, Shaw & Havitz, 2000),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몰입 경험에서도

차이를 발생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제 3 절 케어링 분위기, 운동 몰입, 운동지속의도 간의

영향관계

1.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몰입 및 운동지속의도의 관계

생활체육참가자가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몰입 및 운동지속의

도 간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각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

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생활체육 참가자가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가 운동지속의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케어링 분위기가 운동지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생활체육 참가자가 케

어링 분위기를 높게 지각할수록 운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도 또한 높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체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선행연구(Newton 등,

2007a, 2007b)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케어링 분위기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학생이나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

고, 생활체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라 할 수 있

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생활체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케어링 분

위기와 운동지속의도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지도자와 동료

들에 의해 형성된 케어링 분위기가 생활체육 참가자들의 운동지속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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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참가자들의 케어링 분위기 지각이 운동지속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선행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 참가자가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가 운동 몰입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케어링 분위기가 운동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활체육 영역에서 케어링 분위기가 운동 몰

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학습 분야에서 교

사의 케어링이 학생들의 학습 몰입에 정적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오

중근, 2016)는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

를 통해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몰입의 하위요인인 자기목적적 경험이 밀

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활체육 영역에서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몰입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생활체육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혔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참가자의 운동 몰입이 운동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운동 몰입은 운동지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 영역에서 운동 몰입(flow)과 운동지속의도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생활체육 분야에

서 운동지속과 운동 몰입의 관계를 알아본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flow의

개념을 사용한 것이 아닌, commitment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flow의 개념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생활체육 참가자

의 운동 몰입이 운동지속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으며,

연구의 결과는 운동 몰입과 운동지속의도의 관계를 알아본 선행연구(백

현 등, 2011; 장진우, 2009)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생활체육 참가자의 운동 몰입이 운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

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기본 변인이자 필수 요소로서, 생활체육 참

가자들의 운동지속의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전술한 바를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생활체육 참가자들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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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지도자와 동료들로부터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가 운동 몰입, 운동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그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것에 그 의

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4 절 연구모형 검증

1. 연구모형 검증

케어링 분위기 지각이 운동지속의도에 직접 영향을 주기에 앞서, 케어

링 분위기가 운동 몰입을 통하여 운동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

타났으며, 운동 몰입이 생활체육 참가자가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지속의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를 통해 생활체

육 참가자가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가 운동지속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운동 몰입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체육 참가자들의 운동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으로 케어링 분위기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을 통해 케어링 분위

기가 생활체육 참가자들이 경험하는 운동 몰입의 자기목적적 경험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실제 생활체육 참가

자들이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라는 변인만으로 참가자들의 운동지속의도

를 설명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케어

링 분위기와 운동지속의도의 중간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이

존재할 것이라 예측하여, <연구문제 1>에서 밝힌 것처럼 케어링 분위기

에 의해 영향을 받고 운동지속의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된 운동 몰입을 중간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지속의도 두 변인만을 대상으로 직접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비해 매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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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결과에서 경로계수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운동 몰입이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지속의도의 사이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케어링 분위기를 높게 지각할수록 운동 몰입이 높아지고

이것이 운동지속의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생

활체육 참가자들의 운동지속의도를 증가시킴에 있어 지도자는 참가자가

자신이 케어링 받고 있다고 지각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케어링 분위기를

조성해야하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 없이도 수행을 지속하게 하는

운동 몰입의 자기목적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케어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생활체육 영역에서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몰입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알아보는 연구가 많이 부족했지만, 본 연

구를 통해 생활체육 영역에 이를 적용해보고 그 관계 밝혀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생활체육 참가자들의 운동 중도포기를

막고 운동지속의도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는 생활체육지도자는 참가자가 지

속적으로 케어링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각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의 제공

을 다른 요인들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나아가 참가자들에게

케어링이 전제된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참가자들이 운동

몰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

서도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케어링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생활체육 참가

자들의 자기목적적 경험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생활체육 참가자들의 운동지속의도를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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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본 연구는 생활체육 참가자들이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가 운동 몰입 및

운동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몰입, 운

동지속의도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공공 및 사설 스포츠센터에서 운

영되는 프로그램 참가자 377명을 대상으로 케어링 분위기, 운동 몰입, 운

동지속의도를 측정하였다.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몰입, 운동지속의도의

측정도구는 생활체육 참가자들이 문항과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

인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최종적으로

사용된 척도는 케어링 분위기 단일요인 10문항, 운동 몰입 단일요인 4문

항, 운동지속의도 단일요인 6문항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조사에서 얻은

377명의 자료를 SPSS 22.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따라 빈도분석, 상관분석, t 검증,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술한 연구방법과 자료 분석을 통하여 도출해낸 본 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체육 참가자들의 성별에 따른 케어링 분위기, 운동 몰입, 운

동지속의도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몰입에서

남, 여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운동지속의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 생활체육 참가자들이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몰입, 운동지

속의도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몰

입, 운동지속의도 간에 정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생활체육 참가자가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몰입, 운동지속

의도 간의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

준으로 나타나 적합성이 검증되었고,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지속의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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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운동 몰입은 이 두 변인을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동 몰입

이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지속의도를 중재하는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

제 2 절 제언

본 연구를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몇 가지

제한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후속 연구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몇 가지 의견

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는 서울⦁충남⦁대전 지역의 공공 및 사설 스포츠

센터에서 운영되는 생활체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생활체육 참가자

377명이다. 연구대상이 특정 지역에서 생활체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

가자들이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모든 생활체육 참가자에게 일반화시

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배경변인이

특정 지역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들 대상으로 표집 단위를 확장하여 한쪽으로 편중되는 경향

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생활체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케어링 분위기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조사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케어링 분위기

척도는 청소년들에게 사용되어온 문항들을 생활체육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생활체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

기 어렵다. 따라서 생활체육 현장의 상황이 반영된 측정도구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행연구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이 많았다. 특히, 생활체육 참가자가 지각하는 케어링 분위기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와 선행

연구를 분석하거나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상황들로

인해 생활체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아니라 학교와 운동선

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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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연구에서는 학생과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케어링 분위기 연구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영역에서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몰입, 운동지속

의도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무한 실

정이었다. 본 연구는 생활체육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케어링 분위기와 운

동 몰입, 운동지속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만으로 생활체육 참가자들이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몰입, 운동지속의도와의 관계에 대해에 완벽하게 정의 내

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후속연구가 진행된다

면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 몰입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의 효과 검증을

통해, 생활체육 참가자들의 운동지속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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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케어링 분위기, 운동 몰입, 운동지속의도 설문지

☞ 다음은 귀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거나 직접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가 참여하고 있는 운동종목은? ( )

2. 귀하의 성별은?

➀ 남자 ➁ 여자

3 귀하의 연령은?

➀ 20대 ➁ 30대 ➂ 40대 ➃  50대 ➄ 60대 이상

4. 귀하의 운동참여 기간은?

( )개월

5. 귀하가 주로 참여하는 종목의 1 주일 평균 운동 참여 횟수는?

➀  1회 ➁  2회 ➂  3회 ➃ 4회 ➄ 5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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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귀하가 주로 참여하는 종목의 1일 평균 운 동 시 간 은?

( )분

7. 지금 현재 운동 지도자에 의해 주관되는 프로그램(레슨)에 참여하고 있습니

까?

➀  있다 ➁  없다

☞ 다음은 귀하가 운동시간에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입니다.

문 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수강생들은 인격적으로 대우 받는다. ➀ ➁ ➂ ➃ ➄

2 지도자(강사)님은 수강생들을 존중한다. ➀ ➁ ➂ ➃ ➄

3 지도자(강사)님은 친절하다. ➀ ➁ ➂ ➃ ➄

4 지도자(강사)님은 수강생들을 보살피신다. ➀ ➁ ➂ ➃ ➄

5 수강생들은 공평하게 대우 받는다고 느낀다. ➀ ➁ ➂ ➃ ➄

6 지도자(강사)님은 수강생들을 도와주려 하신다. ➀ ➁ ➂ ➃ ➄

7 지도자(강사)님은 수강생들을 잘 알기를 원하신다. ➀ ➁ ➂ ➃ ➄

8 동료 간 사이가 좋다. ➀ ➁ ➂ ➃ ➄

9
지도자(강사)님은 수강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

신다.
➀ ➁ ➂ ➃ ➄

10
지도자(강사)님은 수강생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

해 주신다.
➀ ➁ ➂ ➃ ➄

11 수강생들은 운동 환경이 안전하다고 느낀다. ➀ ➁ ➂ ➃ ➄

12 수강생들은 운동 분위기가 편안하다고 느낀다. ➀ ➁ ➂ ➃ ➄

13
지도자(강사)님은 운동시간 때마다 수강생들을 

반갑게 맞아 준다.
➀ ➁ ➂ ➃ 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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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몰입의 자기목적적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입니다.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참여하고 있는 운동을 하면서 얻어지는 경

험들을 즐긴다.
➀ ➁ ➂ ➃ ➄

2
나는 운동에 참여하는 동안 기분이 좋았고 그러한 기

분을 다시 느껴보고 싶다.
➀ ➁ ➂ ➃ ➄

3 내가 참여하고 있는 운동은 나에게 좋은 느낌을 주었다. ➀ ➁ ➂ ➃ ➄

4
내가 참여하고 있는 운동을 하면서 얻은 경험이 나에

게 매우 큰 보상을 준다는 것을 알았다.
➀ ➁ ➂ ➃ ➄

☞ 다음은 귀하의 운동지속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입니다.

문 항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보통

이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내가 참여하고 있는 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➀ ➁ ➂ ➃ ➄

2 내가 참여하고 있는 운동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➀ ➁ ➂ ➃ ➄

3
나는 어떤 경우라도 내가 참여하고 있는 운동을 

계속하고 싶다.
➀ ➁ ➂ ➃ ➄

4
나는 내가 참여하고 있는 운동이 적성에 맞지 않

아 그만하고 싶다.
➀ ➁ ➂ ➃ ➄

5
나는 시간만 있으면 내가 참여하고 있는 운동을 

하고 싶다.
➀ ➁ ➂ ➃ ➄

6
나는 내가 참여하고 있는 운동에 싫증을 느껴 그

만 두고 싶다.
➀ ➁ ➂ ➃ ➄

★질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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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caring climate,

exercise flow, and exercise

adherence intention of Leisure Sports

Participants

TaeSu Park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research, in an effort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promoting exercise

adherence intention of leisure sports participants by examining the relation

between the caring climate, exercise flow and exercise adherence on perceived by

participants in leisure sports, and structure did. First of all, a total of 377

participants of the leisure sports program operated at public and private sports

centers completed a paper survey and reliability and validity were conducted.

After completing the reliability and validation verified, data analysis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study. Analysis revealed that there was

a meaningful and static relationship between caring climate and exercise flow and

exercise adherence intention,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exercise flow exerts a

large influence this exercise adherence intention. In addition, as a resul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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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aring climate, exercise flow, and

exercise adherence intention, it was revealed that caring climate perceived by the

participants in the leisure sports had a direct static influence on exercise flow.

And it was confirmed that exercise flow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caring

climate and exercise adherence intention.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it was

confirmed the more the participants in leisure sports perceive the caring climate to

be higher, the more they will experience higher exercise flow and that such an

exercise flow experience will increase participant's exercise adherence intention.

Keywords: leisure sports participants, caring climate, exercise flow,

exercise adherenc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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