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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과 

범죄에 대한 안전성이 

스포츠 참여에 미치는 영향 
- 다층모형분석을 중심으로 - 

 

 

이        현        수 

서 울 대 학 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본 연구는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과 범죄에 대한 안전성이 한국 

국민의 스포츠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개인수준 변인으로 이동시간과 이동방법을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 

변인으로 사용하였고, 지역수준 변인으로 시·군·구 단위 만명당 범죄율을 

범죄에 대한 안전성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전체 연구참여자, 규칙적인 

스포츠 참여자, 도시 유형을 고려하여 총 10 개의 모델로 나누었고,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과 범죄에 대한 

안전성이 스포츠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 차 통계자료 총 6 개를 

확보하여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3.0 를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하였고, HLM 7.03 를 활용하여 다층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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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연구참여자의 경우 

남녀 모두 나이와 소득이 증가할수록 스포츠 참여도 증가하였다. 결혼 

유무에 따라 남자는 미혼, 여자는 기혼의 경우 스포츠 참여가 증가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범죄에 대한 안전성 변인은 남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규칙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는 

남자는 경제활동률이 감소함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증가하였고, 여자는 

성범죄발생률이 감소함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증가하였다. 남녀 모두 

이동시간과 이동방법이 스포츠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모든 유형의 도시에서 남자에 비해 여자가 규칙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였고, 소도시 특화형을 제외한 나머지 세 유형에서 이동시간과 

이동방법이 스포츠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 이동시간 

변인이 포함된 경우 유일하게 소도시 특화형의 경우에만 스포츠 참여와 

이동시간과 이동방법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이동 

방법의 경우 도시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도시 성장형의 경우 

스포츠 참여와 살인발생률이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과 범죄에 대한 안전성이 

높을수록 스포츠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과 범죄에 대한 안전성을 

통합하여 스포츠 참여와 관계를 연구하였고 동시에 체육학 및 스포츠 

관련 선행연구에서 자주 적용되지 않았던 다층모형분석을 도입하여 

대안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국민의 스포츠 

참여 증진 요인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향성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스포츠 참여, 스포츠 시설, 접근성, 범죄, 안전성, 다층모형분석, HLM 

학   번 : 2016-29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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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세계적으로 신체활동 증진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규칙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면 사망률이 감소하고 

심혈관 질환, 고혈압 및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Wen, C. P. et al, 2011). 또한, 신체활동참여는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신 질환에 유익한 효과가 있다(G Mammen & G Faulkner, 2013). 

또,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줄이고 자신감과 정서적 안녕을 

증가시킨다(Gauvin, L., & Spence, J. C., 1996). 따라서 신체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공중보건을 강화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성인들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적 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Kim et al., 2013).  

2011 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우울증은 다른 

정신질환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다. 또한 평생 유병률과 1 년 유병률은 

2006 년에 비해 2011 년에 거의 20% 증가하였다(Cho, M. J. et al, 2011). 

따라서, 이러한 우울증 증가 추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신체활동 참여의 다양한 이점을 고려한다면, 신체활동 참여 

증진에 노력하여 우울증 완화 등 공중보건에 도움이 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체활동 참여를 증진하려면 

신체활동 증가와 관련된 요소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신체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건강상 이점이 많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이 사실이다(Federal Interagency Forum 

on Aging-Related Statistics, 2010;Statistics Korea, 2010).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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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신체활동부족을 해소하고 신체활동 참여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중요한 건강행동 중의 하나로써 개인의 신체 활동은 태도, 

믿음, 지각, 친구의 지지, 운동시설의 질 등의 심리적, 사회환경적 

요인들과 상호복합적인 인과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Suk,2004). 

구체적으로 개인의 신체활동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사회적 지지, 운동시설의 접근성 등과 관련되어 

있다(Fleury &Lee,2006). 따라서 이러한 신체활동은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리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므로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Grzywacz& Marks, 2001). 이러한 주장이 지지 된다면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동의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이론을 적용하여 

신체활동을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Bronfenbrenner(1989)의 사회생태모형(social ecological 

model)은 포괄적인 관점에서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설명하는 효과적인 개념적인 틀로 빈번하게 적용되고 있다(Furman, 

2005; Sylvia, 2004). 스포츠 심리학 영역에서 사회생태모형은 개인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의 이해를 통해 실제적인 

신체활동 참여의 기회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이 모형에서 

신체활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동시에 적용될 때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Kim, 

An &Kang, 2008; Etter & Grzywacz, 2001). 이 모형에 따르면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적, 사회환경적, 물리환경적 

변인들이 포함된다(BronfenBrenner, 1989). 개인적 요인은 개인이 

신체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기효능감, 태도, 믿음, 동기 등의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성, 연령, 교육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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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Grunbaum et al., 2003). 또한 사회적 요인은 개인이 

신체활동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사회적 연결망, 문화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가족 또는 친구의 지지, 사회적 규범, 지역사회의 경제수준 등이 

해당 된다. 신체활동은 물리적 환경 내에서 수행되어지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 요인은 신체활동을 지속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스포츠 시설의 

공간적 접근 용이성, 스포츠 시설의 편리성 및 주변 안전성 등이 

포함된다(Troped et al. 2003). 

초기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연구들은 사람들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요인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은 

신체활동 수행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생태학적 모형(Social Ecological Model)에 입각하여 개인을 둘러싼 

환경 즉, 환경적 요인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McLeroy K. R. 

et al 1988). 사회생태학적 모형에 의하면 개인적인 요인은 물론이고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 정치적 환경도 사람들이 활동하는 모든 

장소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사람들의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James F et al, 2013).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연구자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 사람들의 신체활동이 

환경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살펴본 연구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들은 환경적 요인이 개인적 요인들을 보완하여 사람들의 

신체활동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Dishman, R K, 

1994; Stokols, D., 1992).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확인하는데 있어 사회생태적인 관점을 적용하였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은 

신체활동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변인들의 유의한 관련성을 

주장하였다(Kang &Kim, 2011; Ishii, Shibata, &Oka, 2010; King, 2004). 

Grzywacz 와 Furqua(2000)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건강에 대한 신체활동의 효과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4 

있으며, 따라서 신체활동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 신체활동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들을 

통제하였을 경우 신체활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신체활동에 대한 

믿음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규칙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최근 Kim 과 Kosma (2012)는 규칙적으로 

신체활동을 하는 노인일수록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운동이 주는 이득 

요인을 더 크게 지각하는 반면, 운동장애요인은 적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Kang 과 Kim(2015)은 친구와 가족들의 지지는 모든 연령 집단에 

걸쳐 규칙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는데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친구나 가족으로부터의 낮은 사회적 

지지는 신체활동 참여가 낮아지는 것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Cardinal, 2010). Carron(2003)는 물리환경적 요인이 

신체활동 참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들을 메타분석한 결과 날씨, 

운동시설 접근 용이성 지각, 스포츠 시설의 질과 안전성 등이 

신체활동의 지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고령자의 신체 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인지 및 인지된 환경 

영향을 확인하려고 시도했다. 그들은 사회인지 이론, 계획된 행동 이론 

및 생태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연구의 측정 측면을 알려주었다. 다변량 

분석에서, 공원에 대한 보고된 접근과 보행에 안전한 보행 경로를 건강 

증진을 위해 충분히 육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분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Booth et al, 2000). 또한 이웃의 질적 측면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그들은 세 가지 분리된 구성 요소(이웃 기능, 인식된 

안전 및 이웃 특성)를 포함하는 이웃 환경이 신체 활동과 관련 없음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이웃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즐거운 신체활동으로 

인식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주거지역에서 벗어나 다른 환경에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 다른 설명은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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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복합 결과 측정이 개별적으로 항목을 검사할 경우 개별 항목의 

증명이 모호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Sallis et al, 1997). 

‘스포츠 참여’란 여가시간 동안 스포츠 환경 안에서 벌어지는 

충분히 격렬한 신체활동을 말한다(Scheerder J et al.,2005). 또 운동이란 

계획되고 구조적이며 반복적 그리고 의도적인 신체활동이다(Caspersen, 

C. J et al., 1985). 신체활동을 증가시키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스포츠 참여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신체활동 참여와 밀접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활동 참여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Lee et al., 

2016). 스포츠 참여가 좋은 방법인 이유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즐거움을 포함하고 사회상호작용, 경쟁, 개인적 도전과 

목표성취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Sallis et al., 1989). 

사람들의 신체활동 및 스포츠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국외에서는 점점 더 강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환경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신체활동과 

스포츠 참여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환경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며(이정훈 et al, 2007; 조은혜, 2003) 환경에 

초점을 맞추었더라도 소규모 집단만을 사용하였다(김민섭 & 김영미, 

2003; 권세정 & 양승원, 2007; 조준호 & 오지용, 2006). 주관적인 

인식에 의해 측정된 환경과 객관적으로 측정된 환경 중에서 어느 것이 

사람들의 신체활동을 더 잘 설명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Saelens et al, 2002). 하지만 최근 국외에서는 

객관적으로 측정된 환경을 사용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 

연구들이 신체활동을 보다 더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Humpel et al, 

2002) 객관적으로 측정된 환경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과 신체활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이전부터 지속되어왔다. 접근성이란 변수를 명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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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이전 연구에서는 출퇴근 길 또는 집에서 

차로 5 분거리 이내에 있음을 접근성으로 보았다(James F, 1997). 가장 

최근 두 연구에서는 더 단순하게 집 근처에서 시설을 찾을 수 있는가를 

접근성으로 보았다. 아주 어렵다, 어렵다, 쉽다, 아주 쉽다 이와 같이 

4 단계로 나누었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주관적으로 측정된 환경안에서의 

접근성이므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시설까지 

소요시간을 변수로 사용하므로 접근성의 정도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연속변수를 사용하므로 접근성의 수준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었다(Sang Ah Lee et al, 2016; Cho, Beom-

young, 2016).  

본 연구에서는 접근성을 스포츠 시설까지의 이동시간과 

이동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이동시간과 이동방법을 선택한 것은 주변 

지역의 교통상황을 포함하고, 이전보다 종합적으로 주변 환경 요소들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또 본 연구는 국가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과 범죄에 대한 안전성이 스포츠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조사하기 위함이다. 2017 년 기준 한국 내 만 10 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집단을 선발하였고, 2017 년 6 월 기준 

행정자치부 공고 행정동 3552 개 읍면동에서 조사를 실시한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각 구별로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과 신체 활동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령, 소득, 

결혼휴무, 건강상태 및 지역 등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스포츠 시설 

접근성과 스포츠 참여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 성인들 사이에서 신체활동 수준을 

높이는 전략을 세우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최근 범죄에 대한 안전성 연구에서 주변 지역의 안전성과 

신체활동 비참여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이는 5320 명의 남자와 

7447 명의 여자에게 설문을 하였다. 당신의 주변 환경 중 범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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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이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매우 안전하다.”, “약간 안전하다.”, 

“약간 안전하지 않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 4 가지 선택지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자신의 주변 환경이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말한 사람과 매우 안전하다고 말한 사람간의 신체활동 비참여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1999). 여가활동과 환경적인 요소와의 연관성 연구에서는 도시 

여성들은 시골 여성들보다 보도, 가로등, 운동 시설 접근성 그리고 높은 

범죄가 억제요인으로 작용한다 (Wilcox et al., 2000). 교통 안전 및 

범죄에 대한 안전성과 신체활동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여전히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분명히 필요하다(Bauman et al., 2012).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들의 

신체활동과 인근 범죄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Powell-Wiley et al., 2017). 범죄에 대한 안전성이 규칙적인 

신체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리뷰 논문에서도 

이 직접적인 연관성을 자명하게 밝혀낸 연구를 찾지는 못했다(da Silva 

et al., 2016). 저자들은 여러가지 통제할 부분들을 고려하여 향후 

연구에서 많은 노력을 필요하다고 했다(Hinckson et al.,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과 범죄에 대한 안전성이 스포츠 

참여에 마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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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그동안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과 범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제시되어왔다. 그러나 스포츠 참여에 

스포츠 시설까지의 이동시간과 이동방법을 고려하거나 지역별 범죄에 

대한 안전성이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개인수준 변인으로 이동시간과 

이동방법을 스포츠 시설까지의 접근성으로 정의하였고, 지역수준 

변인으로 시·군·구 단위 만명당 범죄율로 범죄에 대한 안전성을 

정의하여 스포츠 참여에 접근성과 안전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전체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범죄에 대한 안전성이 스포츠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규칙적인 스포츠 참여자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과 범죄에 대한 

안전성이 스포츠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도시 유형에 따라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과 범죄에 대한 안전성이 스포츠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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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 
 

1. 체육시설의 구분 

 

체육시설은 법적 정의와 학문적 정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법적 정의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과 국민체육진흥법 

‘제 2 조 체육활동을 운동경기 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규정된다(문화체육관광부, 2015). 따라서 법적 개념의 체육시설은 

체육활동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함양 및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체육시설의 학문적 정의는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된다. 광의의 개념은 체육활동에 

필요한 물리적 조건을 인공적으로 구비한 시설 및 용,기구 등을 

포함하며, 협의의 개념은 체육활동이 실천되는 장소로 정의된다(김성희, 

김용진, 2017; 문화체육관광부, 2015). 

체육시설은 종목에 따라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등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경기운영 및 훈련을 위한 종목별 시설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설의 형태에 따라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로 분류된다. 또한 설치 주체 및 

운영주체에 따라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로 

구분되며, 공공체육시설은 세부적으로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로 구분된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주체에 따른 구분 중 공공체육시설은 

하위 체계에 의해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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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된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의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전문체육시설의 

경우 국내외 스포츠 경기 대회 개최와 참가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김경지, 2000; 문화체육관광부, 2016). 또한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 가능한 

체육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편의시설 

마련을 위한 규정이 있다(송광태, 2000). 마지막으로 직장인체육시설의 

경우 직장인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관련 법령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 사업체의 장은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공공시설은 공공의 이익, 공공의 업무용도,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이다. 일반적인 

공공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각의 법률 

취지에 맞도록 개념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노승용, 오승은, 2013). 

종합하여 체육시설은 체육활동을 구현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으로 

기능하며,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각종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대은, 김장환, 신흥범, 2010). 

 

2. 국내 체육시설 현황 
 

체육시설은 크게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체육시설은 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영리를 추구하기 보다는 

국민건강증진과 같은 복지사회구현에 목적이 있다(김대은 외, 2010). 

반면에 민간체육시설의 경우 체육단체,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등 민간 

또는 개인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일반의 체육활동과 기관의 고유 

목적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비영리 체육시설과 개인 또는 

기업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용 체육시설로 구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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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5).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체육시설과 등록·신고체육시설 

현황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2016 년 기준 총 22,662 개 공공체육시설과 

총 17 개 등록·신고체육시설업(등록체육시설업 : 3 개, 신고체육시설업 : 

14 개)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과거 중앙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도 업무였던 

등록체육시설업 중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 체육 

시설 등 6 개 업종을 시·군·구 업무인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전환하도록 

법률을 개정(2005 년 7 월 29 일)하였다. 또한 17 개 신고체육시설 중 

볼링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을 자유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법률을 

개정(2006 년 3 월 24 일)하였다. 이에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국내 

체육시설은 규모 및 운영 형태에 따른 회원제 체육시설업과 별도의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대중 체육시설업으로 세분화된다(문화체육관광부, 

2015). 

규칙적인 체육활동의 참여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같은 개인적 

측면은 물론 의료비 절감을 통한 사회비용의 감소, 생산성 향상 및 

사회성 함양, 건전한 인간관계의 구축 등 사회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는 사실은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분야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유추할 수 있다(김흥순, 유지곤, 2008; 서상훈, 김민철, 2004; 

진대호, 2008). 오늘날 체육의 효과 및 중요성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으나 개인의 신체적 건강은 물론 사회 통합, 연대감 형성 등 체육이 

지닌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우리사회는 체육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학문적 또는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3.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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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에 대한 연구는 의료 및 보건학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 및 보건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접근성이라는 용어는 분배 및 평등과 함께 사용된다. 여기서 평등은 

대체로 영어의 equality 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균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조대헌, 2004), 의료 접근성을 논할 때 ‘의료 공급 배분의 

균등‘의 의미로 접근성과 동일하게 논의되기도 한다. 의료 및 보건학 

분야에서는 통상적으로 의료 이용과 접근성은 엄밀한 개념의 구분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장동민·문옥륜, 1996). 의료 접근성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필요에 대한 동일한 대우(equal treatment for equal 

need), 접근의 평등(equality of access), 건강의 평등(equality of health), 

선택에 있어서의 평등(equity and choice)으로 나눌 수 

있다(Wagstaff,A,1991). 이를 수정·보완한 (Donaldson and Gerard, 

1993)의 연구에서도 접근성에 대한 논의인 ‘동일한 요구에 대한 동일한 

의료에의 접근’을 강조하였으며(양봉민, 1999), 실질적인 정책 및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역시 ‘의료에의 접근’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양봉민, 1999;Macinko JA and Stafield B, 

2002;정재호, 2008;이진희, 2009,최수민, 2012). 

본 연구에서 사용할 접근성의 정의는 공간에 대한 접근성이다. 

공간에 대한 접근성의 개념은 합의된 정의가 없으며 연구 분야,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가장 단순하게 논하자면 한 장소가 

다른 장소와 연결되어있는 정도 또는 이동의 용이성(Johnstonetal, 

2000)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한 장소가 다른 장소와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접근 가능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데, 접근 

가능/불가능의 문제를 넘어서 특정 활동 및 장소에 얼마나 쉽게 도달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Dalviand Martin, 

1976;Koening, 1980; Harris, 2001). 한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들은 

불균등 분포하므로 접근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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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은 나아가 지리적 상호작용 기회에 대한 잠재력 또는 접촉 

가능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Hansen, 1959;Bach , 1981;Trulove, 

1998;조대헌, 2004;김재현, 2007;이상일, 2012). 

신체활동 참여는 사회생태이론에 근거하여(Sallis et al., 2008) 

개인적 특성(Guilbert, 2003) 조성환경(Frank & Kavage, 2009) 사회적 

환경(McNeill et al., 2006) 그리고 자연환경(Dahlgren, 2006)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대도시에 거주하는 현대인의 경우 조성환경(built 

environment)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특정한 범위 내에 설치되어있는 

운동시설의 인지 수준과 신체활동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다양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동 수단 선택의 결정요인으로서 도로 

연결성, 보행로 상태, 토지이용 수준, 시각적 미관, 안전, 접근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접근성(accessibility)은 이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운동참여관련 조성환경과의 거리’(Hoehner et al., 

2005), ‘시간’(King et al., 2003) 그리고 ‘수량’(Frank et al., 2007)’에 

영향을 미쳐 주거지역 내 운동시설과의 접근성이 높을수록 신체활동 

참여율이 증가한다.  

최근 선행연구에서는 단순히 운동시설과의 거리 및 규모, 수량 

등 객관적인 접근성 뿐만 아니라 운동시설을 어느 정도로 가깝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접근성이 신체활동 참여와 중요한 

연관성을 지니고있다고 보고되어(Lackey & Kaczanski, 2009; Troped et 

al., 2001; Hoehner et al., 2005) 스포츠 참여자의 주관적인 접근성과 

인식의 정확도를 스포츠 참여의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신체활동 참여와 스포츠 시설에 접근성과의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 결과가 다소 상반되게 보고되고 있다. 이형숙 

등(2012)은 스포츠 시설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스포츠 시설 

이용접근성이 높으며, 물리적 환경 인지도가 신체활동 변화단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강수진과 김영호, 2011) 보고한 반면,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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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012)은 대도시 보건소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행정 

동 기준의 단위면적당 스포츠 시설의 분포보다는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같은 개인적인 특성이 신체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선행연구의 경우 스포츠 시설에 대한 

주관적, 객관적 접근성과 신체활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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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범죄에 대한 안전성 
 

‘범죄(Crime)’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회자되는 

용어이지만, 누구나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Sutherland 

and Cressey(1960)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형법에서 

금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경우에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대한민국 

형법 제 1 조에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Siegel(2004)은 “사회적, 정치적 힘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의 해석에 따라 사회적 규칙을 위반한 경우”를 말하며. 

“한정된 자원을 서로 차지하려는 또는 힘을 과시하려는 사람(집단)간 의 

사회적 갈등의 한 표출 방법이며, 법이라는 잣대로 그 행위를 규정할 

뿐이다”라는 주장도 있다(Peet, 1975). 윤덕중(1984)은 “한 사회의 

지배계층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동규범에 위반된 행위”라고 하였다.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정보공개와 특히 

관련성이 높다. 범죄를 예측하는데 들이는 비용은 범죄 피해의 위험을 

가능한 줄이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다. 잠재적 피해자가 범죄를 

예방함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그 비용보다 높다는 것을 자각해야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실제로 어떠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자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도난경보기, 담장, 

조명의 설치 혹은 경비원 증원과 같은 수단에 지출되는 '방어적 

지출(defensive expenditure)'과 대중교통 대신 택시를 탄다거나 특정한 

사람이나 장소를 피하는 것, 어두워지면 집에 머무는 등의 '예방 

행동(precautionary behavior)'을 포함한다(Czabanski, 2008). 

이론적으로 방어적 지출과 예방 활동은 두 경우 모두 범죄피해자가 될 

위험도를 낮추려는 예방조치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방어적 

지출은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의 위험을 낮추려는데 중점을 두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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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행동은 강도나 성폭행과 같은 대인범죄의 위험을 낮추려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박경래 외 2009). 

이웃의 안전성과 신체활동 비참여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이는 

5320 명의 남자와 7447 명의 여자에게 설문을 하였다. 당신의 주변 환경 

중 범죄에 대한 안전성이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매우 안전하다.”, “꽤 

안전한다.”, “약간 안전하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 4 가지 선택지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자신의 주변 환경이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말한 사람과 매우 안전하다고 말한 사람간의 신체활동 

참여 정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1999). 여가활동과 환경적인 요소와의 연관성 연구에서는 

도시 여성들은 시골 여성들보다 보도, 가로등, 운동 시설 접근성 그리고 

주변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정도가 여가활동 참여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한다(Wilcox et al., 2000). 

교통 안전 및 범죄에 대한 안전성과 신체활동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관계성은 나타났지만,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는 분명히 필요하다(Bauman et al., 2012).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들의 신체활동과 인근 범죄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Powell-Wiley et al., 2017). 

범죄로부터의 안전성이 규칙적인 신체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리뷰 논문에서도 이 직접적인 연관성을 자명하게 밝혀낸 

연구를 찾기 어려웠다(da Silva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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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스포츠 참여 
 

스포츠에 대한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북미계열의 학자는 스포츠를 구성하는 요소로 크게 제도화, 경쟁, 규칙, 

신체활동을 들고 있으며, 운동과 레크리에이션 및 놀이와는 구별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평의회에 의해 정의된 개념은 보다 

넓은 개념에서 스포츠를 정의하고 있는데, 스포츠란 조직화 되지 않거나 

혹은 조직화된 참여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 경쟁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모든 형태의 

신체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강준호, 2005). 또 스포츠란 오락보다 

더욱 체계화되고 조직성을 띤 경쟁적인 활동으로 신체의 일부만을 

구사하는 동작이나 운동에 그치지 않고 인간 전반적인 신체를 활용한 

행위가 동원된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Kenyon, 1969).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대변하듯 현대사회에서 스포츠 참여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최덕환, 2009). 스포츠 참여의 

목적은 다양하지만 건강한 생활 추구가 그 주된 목적이다(조현익, 2005).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신체적 성장, 정서적 발달 및 건전한 여가를 

유지하며, 지적 능력과 창의성을 개발하며 단순한 신체적 활동 외에도 

행복을 추구하려는 현대인에게 스포츠 참여는 유용한 여가와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최충식, 2006). 또한 스포츠 참여는 여가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이를 통해 현대인들이 가진 

신체적, 정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한다(이상구, 1998). 

스포츠에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참여하여 즐기는 것을 스포츠 

참여라고 정의하며, 스포츠 참여는 참여자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및 여가선용을 통한 삶의 질 제고라는 개인이며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장려하고 있는 

활동이다(김기탁,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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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적인 체육활동의 참여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같은 개인적 

측면은 물론 의료비 절감을 통한 사회비용의 감소, 생산성 향상 및 

사회성 함양, 건전한 인간관계의 구축 등 사회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는 사실은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분야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유추할 수 있다(김흥순, 유지곤, 2008; 서상훈, 김민철, 2004; 

진대호, 2008). 오늘날 스포츠 참여의 효과 및 중요성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으나 개인의 신체적 건강은 물론 사회 통합, 연대감 형성 등 

체육이 지닌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우리사회는 스포츠 참여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학문적 

또는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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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과 범죄에 대한 안전성이 한국 

국민들의 스포츠 참여에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개인효과(이동시간과 이동방법)와 지역효과(범죄율)를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 그림 1-1 은 전체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그림 1-2 는 규칙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는 경우와 

도시를 유형별로 나눈 경우의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스포츠 참여란 규칙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한 경우를 말한다. 

 

그림 1-1. 연구모형 1  

 

그림 1-1. 연구모형 1 은 <모형 1> 연구참여자 전체와 <모형 2> 

남자, <모형 3> 여자의 경우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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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모형 2 

 

그림 1-2 연구모형 2 는 <모형 4> 스포츠 참여 전체, <모형 5> 

스포츠 참여 남자, <모형 6> 스포츠 참여 여자, <모형 7> 도시 성장형, 

<모형 8> 도시 특화형, <모형 9> 소도시 성장형 그리고 <모형 10> 

소도시 특화형의 경우가 해당된다.  

 

위 모형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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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가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스포츠 참여를 결정하는 개인 

요인은 크게 인구통계학적 요인, 신체 및 개인행동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고(Kohl & Hobbs, 1998). 환경적 요인이 신체활동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고(King AC, 1994;Jeffery R W, 

1995), 접근성은 이동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Hoehner et al, 2005). 또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 희생자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사람들에게 또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White et al, 1987; Ross 1993; Green et al, 2002), 잠재적 

피해자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참여 활동을 자제할 수 

있으며(Jacek Czabanski, 2008), 지역 사람들의 활동 자제는 

신체활동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Corti et al, 2008). 또 범죄에 대한 

안전성은 신체활동의 억제요인 중 중요한 요인이다(Foster S et al, 2008).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전체 연구참여자의 경우 지역 수준 변인을 고려함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H1-1. 전체 연구참여자의 경우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범죄율, 재정자립도, 경제활동참여율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H2. 남성의 경우 지역 수준 변인을 고려함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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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1. 남자의 경우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범죄율, 

재정자립도, 경제활동참여율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H3. 여성의 경우 지역 수준 변인을 고려함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H3-1. 여성의 경우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범죄율, 

재정자립도, 경제활동참여율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H4. 규칙적으로 스포츠를 참여하는 사람의 경우 지역 수준 

변인을 고려함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H4-1. 규칙적으로 스포츠를 참여하는 사람의 경우 스포츠 

시설까지의 이동시간, 이동방법과 범죄율, 재정자립도, 경제활동참여율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H5. 규칙적으로 스포츠를 참여하는 남성의 경우 지역 수준 

변인을 고려함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H5-1. 규칙적으로 스포츠를 참여하는 남성의 경우 스포츠 

시설까지의 이동시간, 이동방법과 범죄율, 재정자립도, 경제활동참여율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H6. 규칙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는 여성의 경우 지역 수준 

변인을 고려함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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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6-1. 규칙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는 여성의 경우 스포츠 

시설까지의 이동시간, 이동방법과 범죄율, 재정자립도, 경제활동참여율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H7. 도시 성장형 지역의 경우 지역 수준 변인을 고려함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H7-1. 도시 성장형 지역의 경우 스포츠 시설까지의 이동시간, 

이동방법과 범죄율, 재정자립도, 경제활동참여율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H8. 도시 특화형 지역의 경우 지역 수준 변인을 고려함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H8-1. 도시 특화형 지역의 경우 스포츠 시설까지의 이동시간, 

이동방법과 범죄율, 재정자립도, 경제활동참여율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H9. 소도시 성장형 지역의 경우 지역 수준 변인을 고려함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H9-1. 소도시 성장형 지역의 경우 스포츠 시설까지의 이동시간, 

이동방법과 범죄율, 재정자립도, 경제활동참여율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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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0. 소도시 특화형 지역의 경우 지역 수준 변인을 고려함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H10-1. 소도시 특화형 지역의 경우 스포츠 시설까지의 

이동시간, 이동방법과 범죄율, 재정자립도, 경제활동참여율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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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방법 
 

 

제 1 절 분석자료 

 

1.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2017 

 

2017 년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대한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체육활동 참여제약조건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활체육 참여 촉진 및 참여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체육정책 

자료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접근성 

확대 및 지속적 체육활동 참여율 제고에 필요한 통계자료뿐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가체육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주기는 연 1 회이며, 조사 주관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다. 

조사 기준 기간은 2016 년 8 월 24 일에서 2017 년 8 월 23 일이며, 조사 

기준 시점은 2017 년 8 월 23 일이다. 조사 실사 기간은 2017 년 8 월 

23 일에서 2017 년 10 월 20 일이다.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1 가구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 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된 자료 중 개인 수준의 변인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개인 

수준의 변인은 통제변인과 독립변인있다. 통제변인으로는 성별, 나이, 

소득, 결혼유무 건강상태가 사용되었고, 독립변인으로는 스포츠 

시설까지의 소요시간(이동시간), 스포츠 시설까지의 이동방법(도보, 

자전거, 오토바이, 자가용, 대중교통), 스포츠 참여 횟수가 있었다. 각 

연구참여자의 거주지의 지역코드를 사용하여 지역수준 변인들과 

매칭하였다. 전체 연구참여자는 9000 명이다. 

 

2. 경찰청 범죄분석 2017 

 



 

 26 

범죄분석통계는 국가승인 보고통계로서 각종 범죄 현상에 대해 

실증적으로 접근하여 형사사법의 문제점 발굴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다양한 형사정책을 수립하는 정책적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범죄분야의 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다. 범죄분석통계의 보고대상은 대상기간 동안 각급 기관 

(검찰, 경찰(해경 포함), 특별사법경찰)에서 고소, 고발, 인지 등으로 

접수(승인)된 전체 사건을 의미하며, 군형법 등 검찰의 처분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되고 있다. 본 통계는 1963 년에 「범죄분석」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발간되었으며, 1976 년에 국가승인통계로 승인되었으며, 

1993 년까지는 분기별로 책자를 발간 해오다가 1994 년부터는 연 

단위로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2016 년 범죄분석」보고서는 

범죄개요와 범죄통계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범죄개요는 10 년간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 2015 년 주요 범죄유형별 특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범죄통계표는 범죄발생 검거 및 처리, 범행특성, 범죄자 

특성, 피해자 특성 및 피해결과, 범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력된 

범죄발생 사건 검거 피의자 관련 정보를 집계하여 구성되며 검찰청 내의 

통계시스템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추출하여 집계되고 있다 자료수집 

체계는 검찰 경찰 해양검찰 특별사법경찰 등 각급 수사기관이 작성한 

통계원표 발생 검거 및 피의자 에 대해 검찰청의 통계작성 담당자가 

작성년도별 마감을 실시하여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자료를 정비하여 

책자 발간 검찰청 홈페이지 및 국가통계포털에 자료 제공하는 과정을 

거쳐 자료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 공표된 자료에서 시·군·구 단위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측정단위로 많이 활용되는 범죄율은 총 범죄 

발생건수를 인구 10 만 명으로 나눈 값을 많이 활용한다(통계청, United 

Nations Office for Drug & Crime). 지역사회의 치안서비스의 질, 범죄 

현황을 판단하는 지표로는 범죄 발생수, 범죄율(crime rate; 범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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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구수), 범죄밀도(crime density)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 단위의 도시를 지역단위로 사용하기 때문에 

10 만명에서 1 만명으로 축소하여 범죄율을 계산하였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5 대 강력범죄 발생건수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에 관한 raw data 를 요청하였고, 시도 및 시·군·구 

단위까지 집계코드와 함께 공개요청하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절도 등의 재산범죄는 상대적으로 대인범죄보다는 피해자에 게 

주는 심리적인 피해가 훨씬 적다(Cohen et al., 1995). 또 잠재적 

피해자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한 장소를 피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자제하는 등과 같은 예방 행동은 강도나 성폭행과 같은 대인범죄의 

위험을 낮추려는데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박경래 외 

2009). 

5 대 강력범죄 중 살인, 강도, 절도, 강간과는 달리 폭력이 

2002 년부터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등 

기존의 개념 외에 단체 등의 구성․활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새롭게 통계에 포함되었다.(2003 년부터 발행된 범죄분석 

통계자료에서 폭력은 이들 범죄를 모두 합산한 수치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폭력범죄 발생건수는 단순히 한 범죄를 나타내는 것을 넘어 

폭력범죄 및 다른 종류의 범죄를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단계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짐으로 한 범죄로 규정하여 변인으로 사용함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주민등록 연앙인구 2017 

 

주민등록 연앙인구는 안전행정부에서 공표하는 연말기준 

주민등록인구를 기초로 매년 7.1 일 인구를 작성하여 제공되는 자료이다. 

예를 들어, 2013 년 주민등록 연앙인구 = (2012 년 말 인구 + 201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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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인구)/2 로 계산을 한다. 또 당해년 평균인구의 개념으로, 출산, 사망, 

이동 등 각종 인구동태율 산출시 분모인구 등으로 활용된다. 주민등록법 

개정에 의해 2010 년 1 월부터는 거주불명 등록자를 주민인구에 포함 

공포하고 있으나, 연앙인구 작성시 시계열 단절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거주불명등록자를 제외한 인구로 작성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에서 

공표하는 주민등록인구는 매년 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한국인을 집계한 자료이다. 주민등록인구는 다양한 사유로 그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인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데이터는 범죄율을 계산할 경우에 사용되었고 지역코드를 

사용하여 각 시·군·구와 매칭하였다. 성범죄자 거주자 수와 범죄 

발생건수를 주민등록 연앙인구를 통해 얻어진 인구수로 나누고 1 만명을 

곱하여 각 시·군·구의 범죄율을 계산하였다.  

 

4.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모델 

 

1988 년 서울올림픽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2006 년과 2014 년에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의 조성과 지원 방향을 

설정하여 왔다. 정부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간 균형 있는 공공체육시설 

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지원하였다. 정책 수립과 

더불어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국민체육센터,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산 사업을 통해 연간 약 

1,300 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1989 년 이후 2017 년까지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개보수를 위해 1 조 8,305 억 원 지원하였다. 국민체육센터 

사업을 시작한 1990 년대에는 기본체육시설이 부족하였으므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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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와 균형 공급을 목표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 확충을 통한 

균등한 체육활동 기회 제공이 필요하였으나, 이제는 높아진 국민들의 

요구수준을 반영하고 생활권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지향적인 시설 공급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은 중장기 체육정책에 포함된 핵심과제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사업이며, 시설 공급을 통해 

스포츠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균형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 

기존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평가를 통해 

생활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신규시설 조성 필요성과 방향성 제시한다. 

기본체육시설 사각지대 및 적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요를 분석하고, 

공공과 민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 분담을 고려한 전략적 공급 

지원 방안 수립하기위합이다. 

생활밀착형 체육센터 신규 모델개발은 기초자치단체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요인들을 토대로 지역 유형화를 위한 통계분석 수행하며, 

K-means 군집분석을 통해 지역 유형화 분석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군집분석결과를 바탕으로 2 차에 걸 친 Screening 을 통해 생활밀착형 

최종 신규모델 도출한다. 각 지자체의 주요특성을 반영한 모델 개발을 

위해 1 단계로 지역 특성이 상이한 기초자치단체를 자치구, 행정시, 

군지역으로 구분 후 각 2 개의 군집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6 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1 단계 군집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구 구조 특성 및 

고령인구 비율, 지역적 특성 분류 등을 고려하여 Screening 후 최종 

지역 유형 분류하였고, 최종 지역 유형 분류에 따라 모델별로 실태조사, 

설문조사, 사례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도입시설, 규모 등 지역유형을 

고려한 생활밀착형 신규모델 내용 작성하였다. 1 단계 군집분석은 K-

means 군집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2 번에 걸친 Screening 을 통해 

4 개의 모델이 최종 도출되었다. 4 개의 모델은 도시 성장형, 도시 특화형, 

소도시 성장형, 소도시 특화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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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형화 분석 대상은 2018 년 현재 전국 228 개 시·군·구로 

자치구 69 개, 77 개 시, 82 개 군이다. 단,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통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통계가 생산되기 때문에 단일 ‘시’로 

구분하고, 광역시에 속한 5 개 군(기장, 달성, 강화, 옹진, 울주)은 

‘군’으로 구분하였다. 지역유형화 분석 전 228 개 시·군·구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인구, 사회, 경제 등 특성이 차이가 

큰 지역들을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하여 지역유형화를 하는 경우 특성 

차이가 큰 그룹 내 지역 간의 차이는 드러나지 않게 된다. 분석을 

수행할 복수의 집단이 사전에 결정되면 각 집단별로 군집분석을 통해 

지역 유형을 도출하였다. 통계분석 및 재구조화를 통해 최종 4 개 

유형별로 분류되었다. 지역코드를 사용하여 전국 228 개의 시·군·구를 

4 개의 유형에 매칭하였다. 

 

5. 지방재정통계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재정(이하 ‘지방재정’)은 일반행정에 대한 

자치를 관할하는 일반재정과 교육에 대한 자치를 관할하는 교육재정으로 

구분된다. 통합재정 지출액 기준으로 지방재정의 2016 년 통합재정 지출 

규모는 234.4 조원이다. 이 중 일반재정은 176.1 조원이 고 교육재정은 

58.3 조원으로 구성된다. 

지방재정의 일반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지방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되어있어 중앙정부의 재정구조와 유사하다. 

일반회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회계이며,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해 일반회계와 별도로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되는 회계이다. 

기타특별회계는 특별자금이나 특정사업 운영을 위해 

지방공기업특별회계와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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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17 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별도로 경리하기 위하여 

일반재정과 구분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운영된다. 

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은 중앙정부가 하위지방정부에 

대해 재정적 권한과 기능을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정분권의 

수준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정도와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재정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측정된다. 재정분권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지방세비율, 

자체세입비중, 세입분권지수, 세출분권지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 

6 가지가 대표적이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중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2018 년 기준 

53.4%이며,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중 

일반재원(자체수입+자주재 원)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2018 년 기준 

75.3%이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OECD 공식 통계에는 없는 

지표이다. 해당 자료에서 재정자립도를 사용하였으며, 각 시·군·구의 

지역코드를 이용하여 연구참여자 데이터와 매칭시켜 사용하였다. 

 

6. 인구총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본 조사의 목적은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조사에서 말하는 

경제활동이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수입이 있는 일을 

행함을 뜻한다. 수입이 있더라도 다음의 활동은 경제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법률에 위배되는 비생산적인 활동이나 법률에 의한 강제노역 및 

봉사활동 그리고 경마, 경륜, 증권, 선물 등 투자활동은 경제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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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지 않는다. 본 데이터를 각 시·군·구의 지역코드를 이용하여 

연구참여자 데이터와 매칭시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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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인구성 
 

1. 통제변인 

 

신체활동 참여 증진, 체육활동 참여, 스포츠 활동 참여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통제변인을 설정하였다. 통제변인으로 개인수준 

변인으로 성별, 나이, 소득, 결혼유무, 건강상태를 사용하였고, 지역수준 

변인으로 재정자립도, 경제활동률을 사용하였다. 

 

표 1-1. 통제변인 

구분 변수 항목 

통
제
변
인 

개
인 

성  별 귀하의 성별은? 여자 0 / 남자 1 

나  이 귀하의 나이는? 

소  득 귀하의 가구원 전체의 소득은? 

결혼유무 미혼 0 / 기혼 1 

건강상태 귀하의 건강상태는? 

지
역 

재정자립도 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자체수입 

경제활동률 경제활동인구/인구 

 

 

2. 독립변인 

 

본 연구에서 독립 변인은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 변인으로 

구분된다. 개인 수준 변인으로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이동시간, 

이동방법)과 지역 수준 변인으로 범죄에 대한 안전성(살인, 강도, 성폭력 

발생률)이 독립변인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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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독립변인 

구분 변수 항목 

독립변인 

개 

인 

이동시간 스포츠 시설까지의 소요시간은(편도)? 

이
동
방
법 

도  보 귀하의 스포츠 시설까지의 이동수단은? 

자전거 귀하의 스포츠 시설까지의 이동수단은? 

오토바이 귀하의 스포츠 시설까지의 이동수단은? 

자가용 귀하의 스포츠 시설까지의 이동수단은? 

대중교통 귀하의 스포츠 시설까지의 이동수단은? 

지 

역 

살  인 발생건수/해당 시·군·구 인구*10000 

강  도 발생건수/해당 시·군·구 인구*10000 

성폭력 발생건수/해당 시·군·구 인구*10000 

 

 

3. 종속변인 

 

본 연구에서 종속 변인은 스포츠 참여 횟수 및 빈도가 

사용되었다.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2017) 

 

표 1-3. 종속변인 

구분 변수 항목 

종속변인 스포츠 참여 횟수 당신의 스포츠 참여 빈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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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개인 수준 변인이 지역 

수준 변인에 내포되어(nested) 있는 위계적 구조를 띄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 분석은 전통적인 보통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이 아닌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이용한 분석(Hox, 

2010)을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은 각각의 228 개 시·군·구 단위 지역에 

소속되어 (nested) 있는 형태여서 개인단위 – 시·군·구 단위 지역  

2 수준 다층모형을 설정하였다. 특히, 사회과학의 연구 자료들은 

다층구조(Multi-level)를 지니고 있는 내재적 자료가 다수 존재한다. 

이와 같은 다층모형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주요 종속변수인 

스포츠 참여 정도가 지역단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증한 후에 개인단위 및 지역단위 변인의 효과를 검증하는 순서로 자료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설명변수가 전혀 없는 영모형(null model)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나타나는 집단 내 상관(ICC: Intraclass 

correlation)값을 도출하여, 모델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다층모형분석의 

사용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ICC 란, 종속변수의 총 분산 가운데 

집단 간 차이에 의해 설명되어진 분산량을 말하며, 2 수준의 분산을 

1 수준과 2 수준 분산의 합계로 나눈 것이다. ICC 값은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5~25%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만일 ICC 

값이 5%미만으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단일수준의 선형회귀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희연･노승철, 2013: 444-445). 자료의 정리 

및 기술통계분석을 위해 SPSS 24.0 을 사용하였고, 다층모형분석을 위해 

HLM7.03 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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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결과 
 

 

제 1 절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1 과 같다. 남여의 비율이 

남자는 51.5%, 여자는 48.5%로 거의 비슷하였다. 도시 유형 구분은 

도시 상장형이 43.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 특화형과 

소도시 성장형은 각각 24.4%와 24.3%로 거의 비슷했고, 소도시 

특화형만 8.2%로 가장 적었다. 미혼자 32.1%로 대략 3 명 중 1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다가 5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그저 그렇다와 매우 건강한 편이다가 

뒤를 이었고 전혀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는 오직 0.6%만을 차지하였다. 

평균 연령은 43 세이고, 10 세 아이부터 86 세 어르신까지 연구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가구원 소득 총 합의 평균은 382 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스포츠 참여자 전체 인원은 6423 명이고, 총 시·군·구는 228 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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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구분 인원수 비율 

성  별 
남 3311 51.5 

여 3112 48.5 

도시구분 

도시 성장형(71) 2730 43.1 

도시 특화형(29) 1582 24.4 

소도시 성장형(56) 1572 24.3 

소도시 특화형(72) 539 8.2 

결혼유무 
미혼 2062 32.1 

기혼 4361 67.9 

건강상태 

전혀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39 0.6 

별로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379 5.9 

그저 그렇다 1269 19.8 

건강한 편이다 3575 55.7 

매우 건강한 편이다 1161 18.1 

구분 mean sd 최저값 최고값 

나 이 43.84 16.55 10 86 

소 득 381.13 145.21 40 1400 

재정자립도 0.36 0.13 0.12 0.75 

경제활동률 0.56 0.04 0.45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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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주요변수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3-1과 같다. 도보를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자가용, 대중교통이 뒤를 이었다.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18 명 뿐이었다. 스포츠 참여는 일주일 단위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한달에 3 번이하라고 답한 사람들은 한달간의 평균 

횟수를 고려하여 일주일에 0.5 번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개인 수준 

독립변인인 이동시간의 평균은 13.33 분 이었다. 이동을 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스포츠를 참여하는 사람도 존재하였고, 최대 3 시간까지 

이동하는 사람도 있었다. 살인, 강도는 발생하지 않은 지역구가 

존재하였으나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은 시·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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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변수 인원수 비율 

독
립
변
인 

개

인 

이
동
방
법 

도  보 4210 65.5 

자전거 259 4.0 

오토바이 18 0.3 

자가용 1421 22.1 

대중교통 492 7.7 

종
속
변
인 

개

인 

스

포

츠 

참

여 

빈

도 

한달에 3번 
이하 

1128 17.6 

일주일에 1번 1025 16.0 
일주일에 2번 898 14.0 
일주일에 3번 1439 22.4 
일주일에 4번 568 8.8 
일주일에 5번 834 13.0 
일주일에 6번 135 2.1 

매일 396 6.2 

구분 변수 mean sd 최저값 최고값 

독
립
변
인 

개

인 
이동시간 13.33 14.97 0 180 

지

역 

살  인 0.181 0.151 0 1.481 

강  도 0.201 0.145 0 0.806 

성폭력 4.731 2.410 0.157 18.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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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다층모형분석을 통한 연구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과 범죄로부터의 안전성이 

스포츠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층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다층모형분석은 개인 수준 변인이 지역 수준 

변인에 내포되어(nested) 있는 위계적 구조를 띄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다층모형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주요 

종속변수인 스포츠 참여가 지역단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증한 후에 개인단위 및 지역단위 변인의 효과를 검증하는 

순서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1. 전체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지역 수준 변인 고려함에 따른 

차이(H1) 

 

가설 1(H1)의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영모형(null model)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1. 가설 H1 

검증결과에 제시되어 있다. 지역단위 변인은 224 개 지역을 이용하였다. 

총 변량 중 지역간 무선효과 변량이 차지하 는 비율인 ICC(intraclass 

correlation) 값이 .145 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수준인 지역이 

설명하는 변량이 약 14.5%라는 의미의 수치이다. 하지만 최대우도비 

검증(maximum likelihood ratio test) 결과 무선절편의 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다층모형분석이 적절함을 

시사하였다[χ 2 (1)=1266.0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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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가설 H1 검증결과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H1-1 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 연구참여자의 스포츠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수준(Level 1)변인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2. 가설 H1-1 검증결과와 같이 계수(Coefficient), 

표준오차(Standard error)와 p-value로 보고하였다.  

<모형 1>에는 총 5 개의 개인수준 변인과 5 개의 지역수준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분석하였다. 투입된 개인수준 독립변인에는 5 개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나이, 건강정도, 결혼유무, 소득)이 포함되었고, 

지역수준 독립변인에는 3 개의 범죄율(살인, 강도, 성범죄률)과 2 개의 

지역경제지표(재정자립도, 경제활동률)가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4-2. 가설 H1-1 검증결과에 보고된 바와 같이 

건강정도, 결혼유무로 구성된 2 개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스포츠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나이, 소득 이 3 개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스포츠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발생률, 강도발생률, 성범죄 

발생률, 재정자립도, 경제활동률로 구성된 5 개의 지역수준 변인 모두 

스포츠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효과 

(Random 

Effect) 

<모형 1> 전체 

분산 자유도 χ2 p-value 

절편, u0 0.625  203.000  1266.08  <0.001** 

level-1, r 3.696     

ICC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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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가설 H1-1 검증결과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또한 표 4-2. 가설 H1-1 검증결과의 <모형 1>에 대한 계수 

분석결과에 의하면 성별(계수=-0.131, p =0.002)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규칙적인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고, 나이(계수=0.014, p <0.001)가 

많아질 수록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고, 소득(계수=0.001, p <0.001)이 

높아질 수록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지역 수준 변인 고려함에 따른 차이(H2) 

 

가설 2(H2)의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영모형(null model)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5-1. 가설 H2 

검증결과에 제시되어 있다. 지역단위 변인은 224 개 지역을 이용하였다. 

총 변량 중 지역간 무선효과 변량이 차지하 는 비율인 ICC(intraclass 

correlation) 값이 .118 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수준인 지역이 

설명하는 변량이 약 11.8%라는 의미의 수치이다. 하지만 최대 우도비 

고정효과 

(Fixed Effect) 

<모형 1> 전체 

계수 표준오차 p-value 

     살인발생률, γ01  -0.229  0.434  0.598 

     강도발생률, γ02  0.741  0.465  0.113 

     성범죄발생률, γ03  -0.030  0.021  0.165 

     재정자립도, γ04  -0.150  0.459  0.745 

     경제활동률, γ05  -2.183  1.443  0.132 

성별 , γ10  -0.131  0.043  0.002* 

나이 , γ20  0.014  0.003  <0.001** 

건강정도 , γ30  0.066  0.035  0.063 

결혼유무 , γ40  0.049  0.076  0.517 

소득 , γ50  0.001  0.00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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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maximum likelihood ratio test) 결과 무선절편의 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다층모형분석이 적절함을 

시사하였다[χ 2 (1)=699.19, p<.001]. 

 

표 5-1. 가설 H2 검증결과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H2-1 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 연구참여자의 스포츠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수준(Level 1)변인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5-2. 가설 H2-1 검증결과와 같이 계수(Coefficient), 

표준오차(Standard error)와 p-value로 보고하였다.  

<모형 2>에는 총 4 개의 개인수준 변인과 5 개의 지역수준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분석하였다. 투입된 개인수준 독립변인에는 5 개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나이, 건강정도, 결혼유무, 소득)이 포함되었고, 

지역수준 독립변인에는 3 개의 범죄율(살인, 강도, 성범죄률)과 2 개의 

지역경제지표(재정자립도, 경제활동률)가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5-2. 가설 H2-1 검증결과에 보고된 바와 같이 

건강정도로 구성된 1 개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스포츠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 

결혼유무, 소득 이 3 개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스포츠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발생률, 

강도발생률, 성범죄 발생률, 재정자립도, 경제활동률로 구성된 5 개의 

임의효과 

(Random 

Effect) 

<모형 2> 남자 

분산 자유도 χ2 p-value 

절편, u0 0.493  203.000  699.19  <0.001** 

level-1, r 3.676     

ICC 0.118     



 

 44 

지역수준 변인 모두 스포츠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가설 H2-1 검증결과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또한 표 5-2. 가설 H2-1 검증결과의 <모형 2>에 대한 계수 

분석결과에 의하면 나이(계수=0.016, p=0.002)는 나이가 많아질 수록 

규칙적인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고, 결혼유무(계수=0.059, p=0.003)는 

결혼을 하지 않을 수록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고, 소득(계수=0.001, 

p=0.003)이 높아질 수록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여자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지역 수준 변인 고려함에 따른 

차이(H3) 

 

가설 3(H3)의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영모형(null model)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6-1. 가설 H3 

검증결과에 제시되어 있다. 지역단위 변인은 224 개 지역을 이용하였다. 

고정효과 

(Fixed Effect) 

<모형 2> 남자 

계수 표준오차 p-value 

     살인발생률, γ01  -0.469  0.430  0.276 

     강도발생률, γ02  0.544  0.445  0.223 

     성범죄발생률, γ03  -0.025  0.021  0.236 

     재정자립도, γ04  0.208  0.460  0.651 

     경제활동률, γ05  -2.716  1.452  0.063 

나이 , γ10  0.016  0.004  <0.001** 

건강정도 , γ20  0.059  0.048  0.213 

결혼유무 , γ30  0.287  0.096  0.003* 

소득 , γ40  0.001  0.00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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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변량 중 지역간 무선효과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인 ICC(intraclass 

correlation) 값이 .153 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수준인 지역이 

설명하는 변량이 약 15.3%라는 의미의 수치이다. 하지만 최대우도비 

검증(maximum likelihood ratio test) 결과 무선절편의 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다층모형분석이 적절함을 

시사하였다[χ 2 (1)=829.02, p<.001]. 

 

표 6-1. 가설 H3 검증결과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H3-1 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 연구참여자의 스포츠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수준(Level 1)변인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6-1. 가설 H3 검증결과와 같이 계수(Coefficient), 

표준오차(Standard error)와 p-value로 보고하였다.  

<모형 3>에는 총 4 개의 개인수준 변인과 5 개의 지역수준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분석하였다. 투입된 개인수준 독립변인에는 5 개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나이, 건강정도, 결혼유무, 소득)이 포함되었고, 

지역수준 독립변인에는 3 개의 범죄율(살인, 강도, 성범죄률)과 2 개의 

지역경제지표(재정자립도, 경제활동률)가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6-2. 가설 H3-1 검증결과에 보고된 바와 같이 

건강정도로 구성된 1 개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스포츠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 

결혼유무, 소득이 3 개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스포츠 참여에 

임의효과 

(Random 

Effect) 

<모형 3> 여자 

분산 자유도 χ2 p-value 

절편, u0 0.666  203.000  829.02  <0.001** 

level-1, r 3.688     

ICC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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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발생률, 

강도발생률, 성범죄 발생률, 재정자립도, 경제활동률로 구성된 5 개의 

지역수준 변인 모두 스포츠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 가설 H3-1 검증결과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또한 표 6-2. 가설 H3-1 검증결과의 <모형 3>에 대한 계수 

분석결과에 의하면 나이(계수=0.013, p=0.002)는 나이가 많아질 수록 

규칙적인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고, 결혼유무(계수=-0.239, p=0.027)는 

결혼을 할수록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고, 소득(계수=0.001, p <0.001)이 

높아질 수록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규칙적인 스포츠 참여자 전체의 경우 지역 수준 변인 고려함에 

따른 차이(H4) 

 

고정효과 

(Fixed Effect) 

<모형 3> 여자 

계수 표준오차 p-value 

     살인발생률, γ01  0.105  0.496  0.833 

     강도발생률, γ02  0.886  0.541  0.103 

     성범죄발생률, γ03  -0.026  0.024  0.281 

     재정자립도, γ04  -0.418  0.492  0.396 

     경제활동률, γ05  -1.943  1.742  0.266 

나이 , γ10  0.013  0.004  0.002* 

건강정도 , γ20  0.079  0.042  0.059 

결혼유무 , γ30  -0.239  0.108  0.027* 

소득 , γ40  0.001  0.00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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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H4)의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영모형(null model)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7-1. 가설 H4 

검증결과에 제시되어 있다. 지역단위 변인은 224 개 지역을 이용하였다. 

총 변량 중 지역간 무선효과 변량이 차지하 는 비율인 ICC(intraclass 

correlation) 값이 .180 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수준인 지역이 

설명하는 변량이 약 18.0%라는 의미의 수치이다. 하지만 최대우도비 

검증(maximum likelihood ratio test) 결과 무선절편의 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다층모형분석이 적절함을 

시사하였다[χ 2 (1)=1256.19, p<.001]. 

 

표 7-1. 가설 H4 검증결과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H4-1 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 연구참여자의 스포츠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수준(Level 1)변인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7-2. 가설 H4-1 검증결과와 같이 계수(Coefficient), 

표준오차(Standard error)와 p-value로 보고하였다.  

<모형 4>에는 총 10 개의 개인수준 변인과 5 개의 지역수준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분석하였다. 투입된 개인수준 독립변인에는 5 개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나이, 건강정도, 결혼유무, 소득)과 5 개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 변인(이동시간 1 개와 이동방법 4 개)이 포함되었고, 

지역수준 독립변인에는 3 개의 범죄율(살인, 강도, 성범죄률)과 2 개의 

지역경제지표(재정자립도, 경제활동률)가 포함되었다.  

임의효과 

(Random 

Effect) 

<모형 4> 스포츠 참여 전체 

분산 자유도 χ2 p-value 

절편, u0 0.681  203.000  1256.19  <0.001** 

level-1, r 3.099     

ICC 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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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는 표 7-2. 가설 H4-1 검증결과에 보고된 바와 같이 

건강정도와 소득으로 구성된 2 개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오토바이와 

자가용으로 구성된 2 개의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 변인은 스포츠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나이, 

결혼유무 3 개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자전거, 대중교통, 이동시간 

3 개의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 변인은 스포츠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수준 변인 중 살인발생률, 

강도발생률, 재정자립도로 구성된 3 개의 지역수준 변인은 스포츠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성범죄발생률, 

경제활동률로 구성된 2 개의 지역수준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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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2. 가설 H4-1 검증결과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또한 표 7-2. 가설 H4-1 검증결과의 <모형 4>에 대한 계수 

분석결과에 의하면 성범죄발생률(계수=-0.051, p=0.027)은 

성범죄발생률이 줄어들수록 규칙적인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고, 

경제활동률(계수=-3.799, p=0.009)은 경제활동률이 줄어들수록 

규칙적인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고, 성별(계수=-0.250, p<0.001)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규칙적인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고, 

나이(계수=0.018, p<0.001)는 나이가 많아질 수록 규칙적인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고, 결혼유무(계수=0.194, p=0.016)는 결혼을 안할수록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고, 대중교통(계수=-0.345, p<0.001)은 

대중교통에 비해 도보가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고, 이동시간(계수=-

고정효과 

(Fixed Effect) 

<모형 4> 스포츠 참여 전체 

계수 표준오차 p-value 

     살인발생률, γ01  -0.508  0.446  0.256 

     강도발생률, γ02  0.805  0.495  0.105 

     성범죄발생률, γ03  -0.051  0.023  0.027* 

     재정자립도, γ04  0.403  0.472  0.394 

     경제활동률, γ05  -3.799  1.433  0.009* 

성별 , γ10  -0.250  0.047  <0.001** 

나이 , γ20  0.018  0.003  <0.001** 

건강정도 , γ30  0.016  0.029  0.590 

결혼유무 , γ40  0.194  0.081  0.016* 

소득 , γ50  0.000  0.000  0.250 

자전거 , γ60  -0.296  0.138  0.032* 

오토바이 , γ70  -0.366  0.235  0.118 

자가용 , γ80  -0.154  0.085  0.070 

대중교통 , γ90  -0.345  0.090  <0.001** 

이동시간, γ100  -0.021  0.00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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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1, p<0.001)은 이동시간이 줄어들수록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규칙적인 스포츠 참여자 남자의 경우 지역 수준 변인 고려함에 

따른 차이(H5) 

 

가설 5(H5)의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영모형(null model)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8-1. 가설 H5 

검증결과에 제시되어 있다. 지역단위 변인은 224 개 지역을 이용하였다. 

총 변량 중 지역간 무선효과 변량이 차지하 는 비율인 ICC(intraclass 

correlation) 값이 .156 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수준인 지역이 

설명하는 변량이 약 15.6%라는 의미의 수치이다. 하지만 최대우도비 

검증(maximum likelihood ratio test) 결과 무선절편의 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다층모형분석이 적절함을 

시사하였다[χ 2 (1)=728.18, p<.001]. 

 

표 8-1. 가설 H5 검증결과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H5-1 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 연구참여자의 스포츠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수준(Level 1)변인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8-2. 가설 H5-2 검증결과와 같이 계수(Coefficient), 

표준오차(Standard error)와 p-value로 보고하였다.  

임의효과 

(Random 

Effect) 

<모형 5> 스포츠 참여 남자 

분산 자유도 χ2 p-value 

절편, u0 0.603  200.000  728.18  <0.001** 

level-1, r 3.269     

ICC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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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5>에는 총 9 개의 개인수준 변인과 5 개의 지역수준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분석하였다. 투입된 개인수준 독립변인에는 4 개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나이, 건강정도, 결혼유무, 소득)과 5 개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 변인(이동시간 1 개와 이동방법 4 개)이 포함되었고, 

지역수준 독립변인에는 3 개의 범죄율(살인, 강도, 성범죄률)과 2 개의 

지역경제지표(재정자립도, 경제활동률)가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8-2. 가설 H5-2 검증결과에 보고된 바와 같이 

건강정도와 소득으로 구성된 2 개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자전거와 

오토바이으로 구성된 2 개의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 변인은 스포츠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 

결혼유무 2 개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자가용, 대중교통, 이동시간 

3 개의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 변인은 스포츠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수준 변인 중 살인발생률, 

강도발생률, 성범죄발생률, 재정자립도로 구성된 4 개의 지역수준 변인은 

스포츠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경제활동률로 구성된 1 개의 지역수준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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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가설 H5-1 검증결과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또한 표 8-2. 가설 H5-2 검증결과의 <모형 5>에 대한 계수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제활동률(계수=-4.462, p=0.005)은 경제활동률이 

줄어들수록 규칙적인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고, 나이(계수=0.021, 

p<0.001)는 나이가 많아질 수록 규칙적인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고, 

결혼유무(계수=0.365, p<0.001)는 결혼을 안할수록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고, 자가용(계수=-0.254, p=0.004)은 자가용에 비해 도보가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고, 대중교통(계수=-0.480, p<0.001)은 대중교통에 비해 

도보가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고, 이동시간(계수=-0.025, p<0.001)은 

이동시간이 줄어들수록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정효과 

(Fixed Effect) 

<모형 5> 스포츠 참여 남자 

계수 표준오차 p-value 

     살인발생률, γ01  -0.741  0.515  0.152 

     강도발생률, γ02  0.758  0.513  0.141 

     성범죄발생률, γ03  -0.028  0.023  0.222 

     재정자립도, γ04  0.652  0.512  0.204 

     경제활동률, γ05  -4.462  1.585  0.005* 

나이 , γ10  0.021  0.003  <0.001** 

건강정도 , γ20  0.014  0.045  0.763 

결혼유무 , γ30  0.365  0.108  <0.001** 

소득 , γ40  0.000  0.000  0.635 

자전거 , γ50  -0.212  0.149  0.157 

오토바이 , γ60  -0.513  0.340  0.131 

자가용 , γ70  -0.254  0.087  0.004* 

대중교통 , γ80  -0.480  0.123  <0.001** 

이동시간, γ90  -0.025  0.002  <0.001** 



 

 53 

6. 규칙적인 스포츠 참여자 여자의 경우 지역 수준 변인 고려함에 

따른 차이(H6) 

 

가설 6(H6)의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영모형(null model)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9-1. 가설 H6 

검증결과에 제시되어 있다. 지역단위 변인은 224 개 지역을 이용하였다. 

총 변량 중 지역간 무선효과 변량이 차지하 는 비율인 ICC(intraclass 

correlation) 값이 .194 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수준인 지역이 

설명하는 변량이 약 19.4%라는 의미의 수치이다. 하지만 최대우도비 

검증(maximum likelihood ratio test) 결과 무선절편의 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다층모형분석이 적절함을 

시사하였다[χ 2 (1)=788.64, p<.001]. 

 

표 9-1. 가설 H6 검증결과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H6-1 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 연구참여자의 스포츠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수준(Level 1)변인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9-1. 가설 H6 검증결과와 같이 계수(Coefficient), 

표준오차(Standard error)와 p-value로 보고하였다.  

<모형 6>에는 총 9 개의 개인수준 변인과 5 개의 지역수준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분석하였다. 투입된 개인수준 독립변인에는 4 개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나이, 건강정도, 결혼유무, 소득)과 5 개 스포츠 

임의효과 

(Random 

Effect) 

<모형 6> 스포츠 참여 여자 

분산 자유도 χ2 p-value 

절편, u0 0.679  202.000  788.64  <0.001** 

level-1, r 2.820     

ICC 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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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접근성 변인(이동시간 1 개와 이동방법 4 개)이 포함되었고, 

지역수준 독립변인에는 3 개의 범죄율(살인, 강도, 성범죄률)과 2 개의 

지역경제지표(재정자립도, 경제활동률)가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9-2. 가설 H6-2 검증결과에 보고된 바와 같이 

건강정도, 결혼유무, 소득으로 구성된 3 개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오토바이, 자가용으로 구성된 2 개의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 변인은 

스포츠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나이와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 변인 중 자전거, 

대중교통, 이동시간 3 개가 스포츠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수준 변인 중 살인발생률, 강도발생률, 

재정자립도, 경제활동률로 구성된 4 개의 지역수준 변인은 스포츠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성범죄발생률로 

구성된 1 개의 지역수준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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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 가설 H6-1 검증결과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또한 표 9-2. 가설 H6-2 검증결과의 <모형 6>에 대한 계수 

분석결과에 의하면 성범죄발생률(계수=-0.067, p=0.011)은 

성범죄발생률이 줄어들수록 규칙적인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고, 

나이(계수=0.016, p<0.001)는 나이가 많아질 수록 규칙적인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고, 자전거(계수=-0.681, p=0.009)은 자전거에 비해 

도보가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고, 대중교통(계수=-0.319, p=0.006)은 

대중교통에 비해 도보가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고, 이동시간(계수=-

0.013, p<0.001)은 이동시간이 줄어들수록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 도시 성장형의 경우 지역 수준 변인 고려함에 따른 차이(H7) 

고정효과 

(Fixed Effect) 

<모형 6> 스포츠 참여 여자 

계수 표준오차 p-value 

     살인발생률, γ01  -0.260  0.463  0.575 

     강도발생률, γ02  0.913  0.550  0.099 

     성범죄발생률, γ03  -0.067  0.026  0.011* 

     재정자립도, γ04  0.086  0.502  0.864 

     경제활동률, γ05  -2.992  1.639  0.069 

나이 , γ10  0.016  0.004  <0.001** 

건강정도 , γ20  0.030  0.038  0.432 

결혼유무 , γ30  -0.033  0.117  0.781 

소득 , γ40  0.000  0.000  0.193 

자전거 , γ50  -0.681  0.259  0.009* 

오토바이 , γ60  0.349  0.381  0.361 

자가용 , γ70  0.086  0.121  0.474 

대중교통 , γ80  -0.319  0.115  0.006* 

이동시간, γ90  -0.013  0.00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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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7(H7)의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영모형(null model)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0-1. 가설 H7 

검증결과에 제시되어 있다. 지역단위 변인은 224 개 지역을 이용하였다. 

총 변량 중 지역간 무선효과 변량이 차지하 는 비율인 ICC(intraclass 

correlation) 값이 .121 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수준인 지역이 

설명하는 변량이 약 12.1%라는 의미의 수치이다. 하지만 최대우도비 

검증(maximum likelihood ratio test) 결과 무선절편의 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다층모형분석이 적절함을 

시사하였다[χ 2 (1)=356.50, p<.001]. 

 

표 10-1. 가설 H7 검증결과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H7-1 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 연구참여자의 스포츠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수준(Level 1)변인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0-2. 가설 H7-1 검증결과와 같이 계수(Coefficient), 

표준오차(Standard error)와 p-value로 보고하였다.  

<모형 7>에는 총 10 개의 개인수준 변인과 5 개의 지역수준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분석하였다. 투입된 개인수준 독립변인에는 5 개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나이, 건강정도, 결혼유무, 소득)과 5 개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 변인(이동시간 1 개와 이동방법 4 개)이 포함되었고, 

임의효과 

(Random 

Effect) 

<모형 7> 도시 성장형 

분산 자유도 χ2 p-value 

절편, u0 0.418  77.000  356.50  <0.001** 

level-1, r 3.035     

ICC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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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수준 독립변인에는 3 개의 범죄율(살인, 강도, 성범죄률)과 2 개의 

지역경제지표(재정자립도, 경제활동률)가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10-2. 가설 H7-1 검증결과에 보고된 바와 같이 

건강정도와 소득으로 구성된 2 개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자전거, 

오토바이, 자가용으로 구성된 3 개의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 변인은 

스포츠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나이, 결혼유무 3 개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대중교통, 이동시간 

2 개의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 변인은 스포츠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수준 변인 중 강도발생률, 

성범죄발생률, 재정자립도로 구성된 3 개의 지역수준 변인은 스포츠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살인발생률, 

경제활동률로 구성된 2 개의 지역수준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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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 가설 H7-1 검증결과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또한 표 10-2. 가설 H7-1 검증결과의 <모형 7>에 대한 계수 

분석결과에 의하면 살인발생률(계수=-1.452, p=0.036)은 살인발생률이 

줄어들수록 규칙적인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고, 경제활동률(계수=-

6.461, p<0.001)은 경제활동률이 줄어들수록 규칙적인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고, 성별(계수=-0.200, p=0.005)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규칙적인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고, 나이(계수=0.022, p<0.001)는 나이가 많아질 

수록 규칙적인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고, 결혼유무(계수=0.250, 

p=0.040)는 결혼을 안할수록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고, 

대중교통(계수=-0.320, p=0.020)은 대중교통에 비해 도보가 스포츠 

고정효과 

(Fixed Effect) 

<모형 7> 도시 성장형 

계수 표준오차 p-value 

     살인발생률, γ01  -1.452  0.681  0.036* 

     강도발생률, γ02  0.822  0.603  0.178 

     성범죄발생률, γ03  -0.013  0.025  0.597 

     재정자립도, γ04  0.628  0.661  0.346 

     경제활동률, γ05  -6.461  1.891  0.001* 

성별 , γ10  -0.200  0.072  0.005* 

나이 , γ20  0.022  0.004  <0.001** 

건강정도 , γ30  0.054  0.057  0.341 

결혼유무 , γ40  0.250  0.122  0.040* 

소득 , γ50  0.000  0.000  0.077 

자전거 , γ60  0.018  0.195  0.928 

오토바이 , γ70  -0.138  0.458  0.763 

자가용 , γ80  -0.039  0.118  0.744 

대중교통 , γ90  -0.320  0.137  <0.001** 

이동시간, γ100  -0.027  0.00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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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많이 하고, 이동시간(계수=-0.027, p<0.001)은 이동시간이 

줄어들수록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 도시 특화형의 경우 지역 수준 변인 고려함에 따른 차이(H8) 

 

가설 8(H8)의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영모형(null model)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1-1. 가설 H8 

검증결과에 제시되어 있다. 지역단위 변인은 224 개 지역을 이용하였다. 

총 변량 중 지역간 무선효과 변량이 차지하 는 비율인 ICC(intraclass 

correlation) 값이 .236 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수준인 지역이 

설명하는 변량이 약 23.6%라는 의미의 수치이다. 하지만 최대우도비 

검증(maximum likelihood ratio test) 결과 무선절편의 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다층모형분석이 적절함을 

시사하였다[χ 2 (1)=499.34, p<.001]. 

 

표 11-1. 가설 H8 검증결과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H8-1 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 연구참여자의 스포츠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수준(Level 1)변인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1-2. 가설 H8-1 검증결과와 같이 계수(Coefficient), 

표준오차(Standard error)와 p-value로 보고하였다.  

임의효과 

(Random 

Effect) 

<모형 8> 도시 특화형 

분산 자유도 χ2 p-value 

절편, u0 0.948  69.000  499.34  <0.001** 

level-1, r 3.073     

ICC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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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8>에는 총 10 개의 개인수준 변인과 5 개의 지역수준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분석하였다. 투입된 개인수준 독립변인에는 5 개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나이, 건강정도, 결혼유무, 소득)과 5 개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 변인(이동시간 1 개와 이동방법 4 개)이 포함되었고, 

지역수준 독립변인에는 3 개의 범죄율(살인, 강도, 성범죄률)과 2 개의 

지역경제지표(재정자립도, 경제활동률)가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11-2. 가설 H8-1 검증결과에 보고된 바와 같이 

나이, 건강정도, 결혼유무, 소득으로 구성된 4 개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오토바이, 대중교통으로 구성된 2 개의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 변인은 

스포츠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1 개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자전거, 자가용, 이동시간 3 개의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 변인은 스포츠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발생률, 강도발생률, 성범죄 발생률, 

재정자립도, 경제활동률로 구성된 5 개의 지역수준 변인 모두 스포츠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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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가설 H8-1 검증결과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또한 표 11-2. 가설 H8-1 검증결과의 <모형 8>에 대한 계수 

분석결과에 의하면 성별(계수=-0.205, p=0.017)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규칙적인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고, 자전거(계수=-0.515, p=0.031)은 

자전거에 비해 도보가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고, 자가용(계수=-0.371, 

p=0.006)은 자가용에 비해 도보가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고, 

이동시간(계수=-0.016, p<0.001)은 이동시간이 줄어들수록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 소도시 성장형의 경우 지역 수준 변인 고려함에 따른 차이(H9) 

 

고정효과 

(Fixed Effect) 

<모형 8> 도시 특화형 

계수 표준오차 p-value 

     살인발생률, γ01  0.446  1.784  0.803 

     강도발생률, γ02  0.279  1.267  0.827 

     성범죄발생률, γ03  -0.012  0.104  0.906 

     재정자립도, γ04  -0.757  1.122  0.502 

     경제활동률, γ05  -5.136  3.702  0.170 

성별 , γ10  -0.205  0.085  0.017* 

나이 , γ20  0.005  0.005  0.293 

건강정도 , γ30  -0.035  0.052  0.506 

결혼유무 , γ40  -0.163  0.139  0.242 

소득 , γ50  0.000  0.000  0.614 

자전거 , γ60  -0.515  0.238  0.031* 

오토바이 , γ70  -0.421  0.458  0.358 

자가용 , γ80  -0.371  0.135  0.006* 

대중교통 , γ90  -0.290  0.193  0.133 

이동시간, γ100  -0.016  0.00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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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9(H9)의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영모형(null model)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2-1. 가설 H9 

검증결과에 제시되어 있다. 지역단위 변인은 224 개 지역을 이용하였다. 

총 변량 중 지역간 무선효과 변량이 차지하 는 비율인 ICC(intraclass 

correlation) 값이 .175 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수준인 지역이 

설명하는 변량이 약 17.5%라는 의미의 수치이다. 하지만 최대우도비 

검증(maximum likelihood ratio test) 결과 무선절편의 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다층모형분석이 적절함을 

시사하였다[χ 2 (1)=302.27, p<.001]. 

 

표 12-1. 가설 H9 검증결과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H9-1 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 연구참여자의 스포츠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수준(Level 1)변인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2-2. 가설 H9-1 검증결과와 같이 계수(Coefficient), 

표준오차(Standard error)와 p-value로 보고하였다.  

<모형 9>에는 총 10 개의 개인수준 변인과 5 개의 지역수준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분석하였다. 투입된 개인수준 독립변인에는 5 개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나이, 건강정도, 결혼유무, 소득)과 5 개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 변인(이동시간 1 개와 이동방법 4 개)이 포함되었고, 

지역수준 독립변인에는 3 개의 범죄율(살인, 강도, 성범죄률)과 2 개의 

지역경제지표(재정자립도, 경제활동률)가 포함되었다.  

임의효과 

(Random 

Effect) 

<모형 9> 소도시 성장형 

분산 자유도 χ2 p-value 

절편, u0 0.704  56.000  302.27  <0.001** 

level-1, r 3.320     

ICC 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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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는 표 12-2. 가설 H9-1 검증결과에 보고된 바와 같이 

건강정도와 소득으로 구성된 2 개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오토바이, 

자가용, 대중교통으로 구성된 3 개의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 변인은 

스포츠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나이, 결혼유무 3 개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자전거, 이동시간 

2 개의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 변인은 스포츠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발생률, 강도발생률, 성범죄 발생률, 

재정자립도, 경제활동률로 구성된 5 개의 지역수준 변인 모두 스포츠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2. 가설 H9-1 검증결과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고정효과 

(Fixed Effect) 

<모형 9> 소도시 성장형 

계수 표준오차 p-value 

     살인발생률, γ01  1.052  1.077  0.334 

     강도발생률, γ02  0.175  1.045  0.868 

     성범죄발생률, γ03  -0.165  0.083  0.051 

     재정자립도, γ04  0.815  0.789  0.307 

     경제활동률, γ05  -0.804  2.634  0.761 

성별 , γ10  -0.312  0.097  0.001* 

나이 , γ20  0.024  0.006  <0.001** 

건강정도 , γ30  -0.036  0.056  0.515 

결혼유무 , γ40  0.361  0.161  0.025* 

소득 , γ50  0.000  0.001  0.944 

자전거 , γ60  -0.778  0.263  0.003* 

오토바이 , γ70  -0.715  0.453  0.115 

자가용 , γ80  -0.089  0.171  0.602 

대중교통 , γ90  -0.208  0.180  0.248 

이동시간, γ100  -0.023  0.00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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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 12-2. 가설 H9-1 검증결과의 <모형 9>에 대한 계수 

분석결과에 의하면 성별(계수=-0.312, p=0.001)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규칙적인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고, 나이(계수=0.024, p<0.001)는 

나이가 많아질 수록 규칙적인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고, 

결혼유무(계수=0.361, p=0.025)는 결혼을 안할수록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고, 자전거(계수=-0.778, p=0.003)은 자전거에 비해 도보가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고, 이동시간(계수=-0.023, p<0.001)은 이동시간이 

줄어들수록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 소도시 특화형의 경우 지역 수준 변인 고려함에 따른 차이(H10) 

 

가설 10(H10)의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영모형(null model)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3-1. 가설 H10 

검증결과에 제시되어 있다. 지역단위 변인은 224 개 지역을 이용하였다. 

총 변량 중 지역간 무선효과 변량이 차지하 는 비율인 ICC(intraclass 

correlation) 값이 .190 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수준인 지역이 

설명하는 변량이 약 19.0%라는 의미의 수치이다. 하지만 최대우도비 

검증(maximum likelihood ratio test) 결과 무선절편의 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다층모형분석이 적절함을 

시사하였다[χ 2 (1)=150.09, p<.001]. 

 

표 13-1. 가설 H10 검증결과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임의효과 

(Random 

Effect) 

<모형 10> 소도시 특화형 

분산 자유도 χ2 p-value 

절편, u0 0.656  32.000  150.09  <0.001** 

level-1, r 2.795     

ICC 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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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0-1 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 연구참여자의 스포츠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수준(Level 1)변인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3-1. 가설 H10 검증결과와 같이 계수(Coefficient), 

표준오차(Standard error)와 p-value로 보고하였다.  

<모형 10>에는 총 10 개의 개인수준 변인과 5 개의 지역수준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분석하였다. 투입된 개인수준 독립변인에는 5 개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나이, 건강정도, 결혼유무, 소득)과 5 개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 변인(이동시간 1 개와 이동방법 4 개)이 포함되었고, 

지역수준 독립변인에는 3 개의 범죄율(살인, 강도, 성범죄률)과 2 개의 

지역경제지표(재정자립도, 경제활동률)가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13-1. 가설 H10 검증결과에 보고된 바와 같이 

나이, 건강정도, 결혼유무, 소득으로 구성된 4 개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자전거, 오토바이, 자가용, 이동시간으로 구성된 4 개의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 변인은 스포츠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1 개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대중교통 1 개의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 변인은 스포츠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발생률, 강도발생률, 성범죄 발생률, 

재정자립도, 경제활동률로 구성된 5 개의 지역수준 변인 모두 스포츠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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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가설 H10-1 검증결과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 
 

또한 표 13-2. 가설 H10-1 검증결과의 <모형 10>에 대한 계수 

분석결과에 의하면 성별(계수=-0.345, p=0.021)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규칙적인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고, 대중교통(계수=-0.866, p=0.003)은 

자전거에 비해 도보가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정효과 

(Fixed Effect) 

<모형 10> 소도시 특화형 

계수 표준오차 p-value 

     살인발생률, γ01  -0.680  0.895  0.454 

     강도발생률, γ02  1.812  1.213  0.147 

     성범죄발생률, γ03  -0.075  0.094  0.431 

     재정자립도, γ04  0.552  1.157  0.637 

     경제활동률, γ05  -7.733  5.144  0.144 

성별 , γ10  -0.345  0.149  0.021* 

나이 , γ20  0.013  0.008  0.097 

건강정도 , γ30  0.096  0.090  0.286 

결혼유무 , γ40  0.214  0.267  0.424 

소득 , γ50  0.000  0.001  0.822 

자전거 , γ60  -0.516  0.437  0.238 

오토바이 , γ70  0.447  1.729  0.796 

자가용 , γ80  -0.285  0.194  0.143 

대중교통 , γ90  -0.866  0.293  0.003* 

이동시간, γ100  -0.010  0.006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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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논의 및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개인수준의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과 지역수준의 

범죄에 대한 안전성이 개인수준의 스포츠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성별에 따른 규칙적인 스포츠 참여 증진요인과 

억제요인을 모색하고, 유형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설을 배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탐색하기 위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인,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과 범죄에 

대한 안전성 이 세 가지와 규칙적인 스포츠 참여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규칙적인 스포츠 참여와 관계된 경험적, 이론적 근거를 

제시함은 물론 도시의 유형별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과 범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 전체의 스포츠 참여는 시·군·구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 결과는 <모형 1> 전체의 경우 남자에 비해 

여자의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할 수록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 남자의 경우 

나이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하고,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의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 여자의 경우 나이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하고,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의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미혼자일 경우, 여자는 기혼자일 경우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상반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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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규칙적인 스포츠 참여자들의 스포츠 참여는 시·군·구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 결과는 <모형 4> 규칙적인 스포츠 

참여자 전체의 경우 성범죄발생률과 경제활동률이 감소할수록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에 비해 여자의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의 경우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도보로 스포츠 시설에 이동하는 

경우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동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5> 규칙적인 스포츠 참여자 중 남자의 경우 경제활동률이 

감소할수록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의 경우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가용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도보로 스포츠 

시설에 이동하는 경우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동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6> 규칙적인 스포츠 참여자 중 여자의 

경우 성범죄발생률이 감소할수록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도보로 스포츠 시설에 이동하는 경우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동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적인 스포츠 참여자 중 남자의 경우에는 경제활동률에 

스포츠 참여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여자의 경우 범죄에 

대한 안전성 변인인 성범죄발생률에 스포츠 참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69 

영향을 받고 있음이 본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다. 또 남녀 모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도보의 경우에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였고, 모든 경우에 이동시간이 줄어들수록 다시 말해 스포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질 수록 여전히 스포츠 참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유형별 도시으로 구분된 스포츠 참여자들의 스포츠 참여는 

시·군·구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 결과는 <모형 7> 도시 

성장형의 경우 살인발생률과 경제활동률이 감소하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에 비해 

여자의 경우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했고,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의 

경우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도보로 스포츠 시설에 이동하는 경우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동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8> 도시 특화형의 경우 

남자에 비해 여자의 경우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했고, 자전거와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도보로 스포츠 시설에 이동하는 경우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동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9> 소도시 성장형의 경우 남자에 비해 여자의 경우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했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의 경우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했다. 또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도보로 스포츠 시설에 이동하는 경우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동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0> 소도시 성장형의 경우 남자에 

비해 여자의 경우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했고, 대중교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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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경우보다 도보로 스포츠 시설에 이동하는 경우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유형의 도시에서 남자에 비해 여자가 규칙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었고, 소도시 특화형을 제외한 나머지 세 유형에서 모두 

이동시간이 줄어들수록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 중 

이동시간 변인이 포함된 경우 중 유일하게 소도시 특화형의 경우에만 

스포츠 참여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동 방법의 경우 

도시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지만, 항상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에 

스포츠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도시 

성장형의 경우 살인발생률과 경제활동률이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스포츠 

참여와 유의하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도시 성장형으로 구분된 

도시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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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논의 
 

우선 학술적으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함께 다루어지지 

않았던 개인단위 변인(인구통계학적 변인,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 변인 

등)과 지역단위 변인(범죄에 대한 안전성)이 스포츠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검증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스포츠 참여는 

Bronfenbrenner(1989)의 사회생태모형(social ecological model)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변인 하나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특정 변인에 한정된 분석을 실시할 경우 누락된 변수의 효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석 결과의 타당도를 자신할 수 없게 된다. 

본 연구는 개인단위 변인과 지역단위 변인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를 

진행함으로 특정 변인에 한정된 분석을 해온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데 학술적 의미가 크다. 

둘째, 본 연구는 스포츠 관련 선행연구에서 자주 적용되지 

않았던 다층모형분석을 적용한 자료 분석을 통하여 해당 분야 학술 

연구방법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범죄에 대한 안전성 자료와 

지역경제지표 관련 자료(재정자립도와 경체활동참여률)를 지역단위 

변수로 처리하여 다층모형분석을 실시한 점은 연구참여자들이 지역별로 

내포되어(nested) 있는 위계적 자료의 구조를 적절히 반영한 분석 

방법으로 회귀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통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방식을 적용할 시 발생할 수 있는 통계적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다. 

셋째, 연구참여자 전체의 경우 남녀의 결혼유무가 스포츠 참여에 

상반되는 형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에는 기혼일 

경우보다 미혼일 경우에 스포츠 참여가 증가하였다. 요즘 20~30 대의 

경우는 다를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의 세대에서는 남자의 경우 결혼을 

하게 되면 집안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는 경우가 많았고, 여전히 결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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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자는 직장을 다니고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결혼을 한 여자의 

경우 현재 데이터의 평균 나이가 40 대 이상임을 고려하였을 때 남자에 

비해서는 시간 사용에 있어서 유연성이 더 존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반영되어 남자는 미혼, 여자는 기혼의 

경우 스포츠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넷째, 규칙적인 스포츠 참여자 중 남자의 경우 경제활동률이 

스포츠 참여에 부적인 영향을 강하게 주고 있었다. 이는 은퇴를 하는 

남자의 경우와 같이 경제활동에 참여를 하지 않을 때 이전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기 때문에 스포츠 참여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주는 결과로 보인다. 

다섯째, 규칙적인 스포츠 참여자 중 여자의 경우 성범죄발생률이 

줄어들수록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이 해마다 

발표하는 <범죄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3 년 범죄 피해자 항목을 보면,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력 등 

강력범죄 가운데 폭력을 뺀 흉악한 강력범죄 피해자 3 만 4126 명 가운데 

2 만 8920 명(84.7%)이 여성이었다. 또 2014 년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강간피해자 중 98.3%가 여자였고, 강제 추행 피해자 중 

93.5%가 여자였다. 이와 같은 자료들과 동일한 맥락에서 한국 

여성들에게 성범죄는 큰 두려움의 대상이자 사회활동 참여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사회활동 억제는 

신체활동과 스포츠 참여 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로 

증명할 수 있음에 의의를 갖는다. 

여섯째, 모든 도시 유형에서 남자에 비해 여자의 경우 스포츠 

참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 이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성별에 따라 스포츠 참여 유무 또는 정도를 

예측해본다면 일반적으로 여자에 비해 남자가 더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도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 자체는 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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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남자가 수도 많고, 비율도 높다. 하지만 참여하는 사람의 수와 

참여의 양을 함께 고려한다면, 다른 방향의 해석이 가능하다. 남자의 

경우 참여하는 비율을 참고하였을 때 꽤 많은 수의 남자들이 운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참여 횟수와 빈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가끔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규칙성 또는 

성실성에는 좋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 여자의 경우에는 전체 

인원에서 스포츠 참여를 하는 수와 비율 모두 남자에 비해 낮지만 

스포츠를 참여하는 사람의 수와 참여의 양을 함께 고려한다면 모든 

유형의 도시에서 남자에 비해 여자의 스포츠 참여가 높았다. 이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에 비해 더 많은 횟수를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의 스포츠 참여는 상대적으로 

성실하고, 꾸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곱째, 스포츠 참여 형태와 도시의 유형에 상관없이 스포츠 

시설까지 걸어가는 경우에 비해 다른 방법들이 스포츠 참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스포츠 시설을 생활권내에서 걸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물론 

도시의 유형에 따라, 예컨대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스포츠 참여를 덜 

한다고 한다면, 이는 걸어 시설에 가는 것이 편해서 일 수도 있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 불편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라면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줌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의 스포츠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후속 연구에서는 유형별 도시마다 해당 이동방법에서 스포츠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를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동방법에 

따라 억제요인이 존재한다면 그 억제요인을 해소시켜 스포츠 참여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도시 성장형의 경우 살인발생률과 경제활동률이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스포츠 참여와 유의하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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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성장형으로 구분된 도시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 성장형의 특징은 도심 주거지 형태로 유휴부지가 부족한 

지역이거나 지역의 거점 도시로서 도시의 성장속도가 빠른 지역 또는 

인구성장 도시이며 고령인구비율이 낮고, 대도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 경제적으로 밀집된 유형의 도시인 것이 배경이 되어 

살인발생률과 경제활동률이 스포츠 참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아홉째, 소도시 특화형을 제외한 나머지 세 유형에서 모두 

이동시간이 줄어들수록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 

모형 1 부터 10 까지 이동시간 변인이 포함된 경우 중 유일하게 소도시 

특화형의 경우에만 스포츠 참여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소도시 특화형의 경우에는 이동방법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스포츠 

시설 배치의 균등한 정도부터 점검을 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 

패턴에 맞추어서 스포츠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도와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스포츠 참여자 전체(남녀 포함)와 3 유형의 

도시의 경우에서 이동시간이 줄어들수록 스포츠 참여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스포츠 시설의 천정효과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도 스포츠 시설의 인지적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여전히 스포츠 

참여 증진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국민들의 

스포츠 참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2018 년 현재 

거점형 국민체육센터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사업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이는 스포츠 시설 균등 배치를 넘어 스포츠 시설이 

생활권내에서 더욱 가깝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스포츠 시설의 인지적 접근성을 증대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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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부차원의 노력은 한국 국민들의 스포츠 참여 증진에 유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물리적 환경의 접근성을 높여준다면 이에 

더하여 인지적 환경의 접근성을 높여줄 노력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스포츠 시설을 사용하려면 예약 및 대관을 해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존재하는데 현재 이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 부분에서 

개선될 부분이 상당히 존재한다. 이와 같은 예약·대관·운영·관리 

시스템을 좀 더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측에서 

개선하거나 또는 새로운 시스템을 민간기업과 함께 개발 및 운영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과 스포츠 참여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존재하였지만 인지된 접근성으로 이동시간과 이동방법을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이 연구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동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넘어서 참여자 본인이 시설과의 체감되는 거리감 또한 반영된 

변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동방법을 고려함으로 시설을 

어느 위치에 배치할 것인지 또 각 도시유형별 상황에 맞게 어떠한 

교통상황을 개선해야하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또 여자의 스포츠 참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성폭력발생이 스포츠 참여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명확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장애 요소를 제거함으로 여자들의 

스포츠 참여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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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결론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에 

참여하는 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스포츠 참여와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 관련 연구는 물리적 혹은 객관적 접근성에 대한 연구가 

많았고, 인지된 접근성의 연구는 부족하였다. 또 스포츠 참여와 범죄에 

대한 안전성 관련 연구는 안전성이 스포츠 참여의 억제요인임은 

분명하지만 실제 관계를 증명하는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지된 접근성에 대한 변인을 연속변수로 사용, 

이동방법을 동시에 고려하여 인지된 접근성에 대해 참여자가 실제 

인지한 것에 가까운 변인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범죄에 대한 안전성은 강력범죄 중 사회활동에 영향을 강하게 

주는 범죄를 선정하여 연구에 적용함으로 지역의 범죄에 대한 안전성과 

스포츠 참여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를 유형화하여 연구함으로 도시 유형에 맞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수준 변인으로 이동시간과 이동방법을 

스포츠 시설까지의 접근성으로 정의하였고, 지역 수준 변인으로 시·군·구 

단위 만명당 범죄율로 범죄에 대한 안전성을 정의하여 스포츠 참여에 

접근성과 안전성이 각각의 경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전체 연구참여자의 경우 남녀 모두 나이와 소득이 

증가할수록 스포츠 참여도 증가하였다. 또 남자는 미혼, 여자는 기혼의 

경우 스포츠 참여를 더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범죄에 대한 

안전성 변인은 남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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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규칙적으로 스포츠에 참여를 하는 남자는 경제활동률이 

감소함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증가하였고, 여자는 성범죄발생률이 

감소함에 따라 스포츠 참여가 증가하였다. 남녀 모두 도보로 스포츠 

시설까지 이동하는 경우에 스포츠 참여가 증가하였으며, 이동시간이 

줄어들수록 스포츠 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든 유형의 도시에서 남자에 비해 여자가 규칙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었고, 소도시 특화형을 제외한 나머지 세 유형에서 

모두 이동시간이 줄어들수록 스포츠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 중 이동시간 변인이 포함된 경우 중 유일하게 소도시 특화형의 

경우에만 스포츠 참여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이동 

방법의 경우 도시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고, 도시 성장형의 경우 

살인발생률과 경제활동률이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스포츠 참여와 

유의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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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참여에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과 범죄에 

대한 안전성이 영향을 주는 관계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지니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스포츠 시설의 인지된 접근성 그리고 지역의 

안전성이 규칙적인 스포츠에 참여에 영향을 주는 객관화된 실증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의미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도시의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간의 비교를 함으로 유형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설을 배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탐색하기 위하여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스포츠 시설의 배치 및 유지 정책들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스포츠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더 많은 사회생태학적 변인들이 밝혀져서 

스포츠 참여 및 신체활동 참여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 실무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 이를 보완 

및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비규칙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한 경우 스포츠 참여 정도를 알 수 있는 추가 문항이 없었다. 

따라서 비규칙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의 경우 스포츠 시설의 

접근성이 스포츠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알 수 없었다. 한국 국민 

전체의 스포츠 참여 증진을 위한 후속 연구에서는 비규칙적 스포츠 

참여자와 스포츠 비참여자 또한 연구대상으로 포함시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지역 변인의 단위를 시·군·구 단위로 

구성하여 분석 하였다. 이는 현재 가용한 자료가 시·군·구 단위로만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군·구 단위의 분석은 

선행연구에서 지역단위 변수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발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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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분석으로 볼 수 있으나 하나의 시·군·구 안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더욱 작은 단위의 지역으로 구성한 자료를 분석할 

경우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향 후 연구에서는 

지역 변인의 단위를 구 보다 작은 단위인 읍·면·동 단위로 구성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참여한 스포츠 종목을 고려하지 않았다. 

종목을 고려하였다면, 본 연구의 결과가 상이하게 도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연구에서는 스포츠 종목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설문 시점은 2017 년 10 월로 현 시점과 

1 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 설문 자료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현시점의 

자료가 가용하지 않다는 것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보완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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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Sports Facility Accessibility and 

Safety from Crime affects South Koreans’ 

Sports Participation 

: Multi-level Model analysis 
 

Lee, Hyunsoo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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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benefits of sports participation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are well known. The accessibility of sports facilities is reported 

to have a considerable association with the amount of physical activity 

a person participates in and safety from crime is an important element 

of the inhibition of sports participation. Therefore, I investigated 

between accessibility of sports facilities and safety from the crime of 

residential areas and the impact it has on Koreans' sports participation. 

 The data I used is from the 2017 National Sports Participation 

Survey in Korea. In this survey, sports participation refers to 

exercises for 30 minutes or more. Sociodemographic, economic, and 

health variables were controlled in individual and region levels. The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is performed using the SPSS 24.0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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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level model analysis is performed using HLM 7.03(Hierarchical 

Linear Modeling).  

A total 9,000 participant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Participants with easy access to sports facilities participated in 

physical activity more often than those without easy access. The 

sports participation of women increased as the area of residence was 

safer from sex crimes. According to the type of area, the method of 

moving (transport) to the preferred sports facility was different. 

In this study investigates how varying levels of individuals’ 

sports facility accessibility and local crime safety affect ones’ sports 

participation across all of South Korea. We have discussed inhibition 

factors that prohibit individuals from sports participation; ways to 

promote sport participation amongst gender; how to place faciliti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region.  

 

 

Keywords : Sports participation, Sports facility, Accessibility, Safety, 

Multilevel Analysis, H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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