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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기업 직장인의 스포츠경기 참여와 조직수준의 영향인 조직몰

입과 개인수준의 영향인 개인의 삶의 질 자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기업에서 스포츠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직장인의 스포츠경기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과 조직몰

입·개인의 삶의 질 자각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대기업 종사자의 스포츠

경기 참가와 이와 관계된 경험적, 이론적 근거를 제시함은 물론 기업의 조

직원을 위한 스포츠경기 활용방안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국내 대기업 A그룹의 2014년도 직장인 스포츠경기 

참여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단위 자료로서 20대부터 50

대 이상까지 A그룹 23개 계열사 전국 사업장에 근무자를 대상으로 이중 



사내스포츠경기 관련 홈페이지 가입자 약 9,8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

문을 배포하였다. 이중 성실하게 설문에 응답한 약 2,900명의 자료를 표

본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구조를 가진 자료를 분석하기에 용이한 다층모형

을 설정하였다. 응답자들은 각각의 23개 계열사에 소속되어 (nested) 있

는 형태여서 개인단위 - 회사단위 참여정도로 2수준 다층모형을 설정하였

다. 자료의 정리와 다층모형분석을 위해 Stata 13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직장인의 지각된 조직몰입도는 계열사에 따라 일부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 결과는 기업의 매출액에 따라 기업내부구성원은 조직몰입

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의 종업원수(규모)와 

회사의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기업 직장인의 사내스포츠경기 참여는 조직몰입도에 영향을 미

친다. 이 결과는 사내스포츠경기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조직몰입도가 유

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스포츠경기를 통해 향후 기업에서 조직몰

입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대기업 직장인의 지각된 삶의 질은 계열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결과는 대기업의 매출액, 종업원수, 회사연령과 지각된 삶

의 질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기업 직장인의 사내스포츠경기 참여는 개인의 삶의 질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 이 결과는 대기업 직장인이 사내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지각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나 이 또한 내부직원들의 직무몰입을 위한 방법으로 스포츠경기를 활용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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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오늘 날의 많은 기업들

은 다른 기업보다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우수한 기

업 구성원들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원들의 역할과 행동을 어떻게 하면 조직에 긍정

적으로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기업이나 조직

의 성과창출을 위해 구성원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인적 자원이 소유하

고 있는 전문적 지식과 능력 그리고 이들의 조직에 대한 몰입과 헌신이 조

직의 성과 창출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기업이나 조직이 보다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제품과 서

비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전략 등도 중요하지만 조직을 구성하

고 실제 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실시하는 인적 자원의 긍정적인 직무태

도야 말로 조직 구성하고 있는 어떠한 요소보다 더욱 우선시 된다. 이는 

조직 활동의 성과가 조직구성원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조직

의 고성과에 있어 구성원의 긍정적 직무태도를 높이는 연구는 더욱 조직 

행위 분야에서 중요한 주체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조동

규 외, 2004). 이러한 관점에서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구성

원의 긍정적 태도 중 직무에 대한 만족이나 조직에 대한 몰입, 그리고 집

단응집력 같은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비

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구성원들의 삶의 질, 보다 나은 성과 창출

을 위한 방법으로 직장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그 중

요성을 인식하고 기업 내부에 다양한 스포츠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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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전담부서 배치하고 있으며,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프

로그램과 지도자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체육활동을 장려 할 수 있

도록 비용을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하여 직장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직장체육은 직장인의 생산성 향상, 노동 

적응성 향상, 노사관계 개선, 결근율 및 의료비 감소, 유병률 감소 등의 효

과를 가져 오며, 근로자에게는 건강증진, 직업만족도 향상, 동료간 유대관

계 강화 등의 효과를 제공한다(한국산업안전공단 1993). 직장체육은 단순

히 본인의 건강과 활력을 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직장인 개인이 체육

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긍정적인 요소들을 공유하고 이를 전파하기 위하여 

지인 또는 가족까지 생활체육에 참여하도록 하여 연쇄적인 상승효과를 가

져온다. 이러한 직장체육의 긍정적인 효과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

문에 기업은 꾸준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과감하게 투자하여 기업의 특성 및 

구성원의 기호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원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

록 할 책임이 있다(고은하 2006).

  직장인에게 있어서 직장 체육활동의 가치나 그 효율성이 강조되기 시작

한 것은 고도의 경제정책에 수반한 기술 개혁이나 합리화의 진전, 도시 인

구 집중 등의 여러 사회적 조건과도 관련이 깊다(임번장, 1992). 산업사

회와 후기 산업사회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현대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비춰 볼 때 현대의 직장인들은 자신의 총체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전한 노동관과 여가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노동과 여가는 

서로 상반된 관계가 있으면서도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기업들

이 직접적인 이윤추구를 위해 스포츠를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올림픽 이후에 생활체육의 활성화라는 커다란 화두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생활체육의 태동은 그동안 엘리트 스포츠에만 집중하며 관람위주였던 우리

나라 스포츠를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직접 참여하는 스포츠로 만든다는 것

이었다. 이러한 취지로 대한민국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서 학교체육 뿐만 아니라 직장체육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기업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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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스포츠 참여 독려가 법재화 되고 또한 스포츠에 참여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기업들은 스포츠를 이윤추구를 위한 스폰서십 및 마케팅 활동

으로 보던 관점을 벗어나 단순한 여가활동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를 활용하

여 구성원들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최근의 기업들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인수합병이 이루어짐에 따라 내부구

성원들의 사기와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인사적인 측면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 스포츠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유용한 툴로 

작용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스포츠를 활용하여 내부임직원들의 커뮤니

케이션과 직무만족, 직무몰입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시도되고 있다. 특

히 바이엘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에서 기업내부 구성원의 만족과 직무몰입

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침을 인식하고 내부구성원들의 자부심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다(삼성경제연

구소, 2006). 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통한 문화와 사회의 통합은 독일의 

스포츠를 통한 이주민 통합정책에서도 잘 나타나있다(송형석, 2010). 또 

다른 연구에서는 스포츠를 통해 남북 간의 이념 및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

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며(임수원, 송은주, 2007), 연령, 성, 사회계층의 

장벽 넘어 온 국민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통합기제(이윤희, 2003)라는 

주장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직장인의 체육 활동과 경제적 효과와 관련하여 직장체육이 의료비 신장

율의 저하와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직접적인 이익과 결근율 저하, 정착률 

상승, 직무만족도 향상 등 간접적인 요인에서 생기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보고가 제시되고 있다(임번장 외, 1992). 따라서, 직장인들이 다양한 

체육 활동을 통해 체력을 강화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체

육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개인적인 측면은 물론 기업이나 국가적인 차원에

서도 매우 가치있는 일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내의 수많은 기업들은 조직구성원에게 자의적으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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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회사차원에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

한 서구에서는 이러한 직장체육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일찍이 주목하고 

직장체육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실제로 기업이 체육활동 프로그램 

도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직장체육 관련 연구가 체육활동이 개인의 건강과 직업만족

을 증진시킨다는 결과를 얻는데 그치고 있으며, 기업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스포츠경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들

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 참여 정도에 따라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직장체육의 경제적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적합한 대상의 확보가 어려운데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종업

원들의 사기와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한 직장내 스포츠경기가 실제로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아주 적합한 자료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

각된다.

2. 연구의 목적

  사실상 스포츠 활동이 개인의 건강 및 삶의 질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

는 것은 다수의 연구에서 입증되었으나, 기업들이 직장내에 스포츠 프로그

램 도입을 꺼려하는 이유는 소요비용과 노력 대비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는 확신이 없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특히 미국 등 피고용인의 의료비 

지출이 기업의 금전적 지출과 직결되는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개인의 

의료비 지출 감소가 기업의 이윤으로 간주되지 않음으로써 스포츠활동의 

효용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다(고은하, 2006). 본 연구에서는 대기

업 집단에서 장, 단기간 스포츠경기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참여한 직원들

에게 스포츠경기 참여가 개인과 기업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직장

스포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기업이 구성원들을 위해 스포츠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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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직장인 스포츠 활동

  

1) 직장 스포츠의 개념 

   

  직장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과 사람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목

적 집단이다. 여기서 일이란 공장이나 사무실에서의 기술, 제조, 영업, 사

무 등을 말하며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인 기술자, 기능공, 판매원, 사무원 

등의 집단이 일하는 곳을 일반적으로 직장이라 부르고 있다(임번장 

1992).

  즉, 직장은 생활의 원천으로써의 일과 인간이 공존하는 장소로 보다 많

이 생산하고 높은 성취도를 요구하는 조직차원의 요구와 삶의 만족, 자아

실현, 조직생활을 통한 소속감 등 욕구충족 등의 개인적인 요구가 함께 공

존하는 곳이다. 

  국내에서 ‘직장체육’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언급된 것은 1968년 나현

성이 체육지에 게재한 ‘직장체육의 역점과 발전책’이라는 소고에서 “사

회체육과 직장체육은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일반 사회생활의 명랑

화의 실현에 대한 노력, 건강과 보건위생생활의 확립, 생활오락의 증진책

의 강구와 스포츠의 생활화를 기하며, 건전하고 생산적인 의욕의 조성 등

이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이 초기 직

장체육은 생산성 향상과 같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목적보다는 생활

체육과 같이 개인적인 욕구를 바탕으로 한 체육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직장체육의 개념은 우리 사회가 산업화 되면서 기업의 생산

성이 라는 것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그 개념도 

변화하게 되었다. 1979년에 이명상은 직장에서의 조직을 공식적 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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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적 조직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조직 내에서 인간관계의 개선에 직장

에서의 체육활동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직장체육은 개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할 뿐 아니라 구성원 상호간의 대인관계를 개선하고 발

전시킴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및 조직문화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와 정부 차원에서 직장인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

였고, 직장체육을 직장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관

련 법령 및 제도를 시행하였고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은하 외, 2006).

  직장체육의 고전적 정의는 “직장 구성원이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시간

에 각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창출되는 운동 수요의 충족을 위한 

직장 차원에서 노력의 총체”(임번장, 1986)이다. 직장체육을 생활체육의 

요소에 비추어 살펴보면 직장인이 직장이나 이와 연계된 외부 시설에서 직

장이 제공하는 지도자와 프로그램에 의하여 실시하는 체육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상의 고전적 정의와 생활체육으로서의 정의, 그리고 기업 입장

이 인지하는 직장체육의 의미를 모두 포괄하여 볼 때 직장체육의 정의 및 

성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직장체육은 직장 구성원이 직장에서 

제공하는 제도, 프로그램, 시설, 지도자, 재정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체

육활동으로서, 개인의 체육활동 수요를 충족할 뿐 아니라 기업의 포괄적 

경영활동과 유관하다. 이러한 직장체육의 정의를 바탕으로 현재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장체육활동을 능동적 측면과 수동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능동적 측면에서 직장체육은 기업이 직장체육을 위하여 실제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를 제공하여 기업 내에서 직장체육을 실시하는 경

우에 해당되고, 수동적 측면에서 직장체육은 동호회 활동, 여가시간의 개

인적인 체육활동 등에 국가나 기업이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

다(고은하 외, 2006). 직장체육과 관련된 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과 국민

건강증진법 등이 있으며, 여기에 직장체육 실시의 필요성에 대하여 기업의 

법적인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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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법은 1962년 9월 17일 제정된 후 2007년 4월 11일 전면 

개정된 법률로서 “국민체육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

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

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총 6장 55조로 구성되어 있다(2013 체육백서). 위에

서 말한 바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은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민체육 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직장의 장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

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2.2.17.>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3.18., 2012.2.17.>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지도·감독한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서는 ⑤ 제1항과 제2항

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직장

체육대회와 직장대항 경기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

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 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둔 공공

기관 및 직장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이 폐지·변경되었을 때에

도 또한 같다.  <개정 2014.7.7.>라고 정의하여 직장내에서 체육활동이 

반드시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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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 스포츠 현황

  직장체육은 구성원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직장생활 만족도를 높여 노사화

합과 생산성 제고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 정책의 주요영

역이 되고 있다. 직장체육은 운동부족을 야기할 수 있는 작업환경에서 근

로자 개인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노사 간 화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 권

                 <표1> 동호인 클럽 시도별 통계         (단위: 개,명)

구분
계 지 역 직 장

클럽수 회원수 클럽수 회원수 클럽수 회원수

계 109,030 5,230,992 104,344 4,769,783 4,686 461,209

서울 12,345 731,211 11,869 656,050 476 75,161

부산 6,888 420,839 6,581 365,464 307 55,375

대구 6,491 223,175 6,127 204,339 364 18,836

인천 4,109 195,822 4,064 185,956 45 9,866

광주 7,122 508,440 6,968 487,667 154 20,773

대전 4,870 501,612 4,608 424,003 262 77,609

울산 4,564 140,344 4,464 128,587 100 11,757

세종 221 15,191 201 6,334 20 8,857

경기 12,893 443,312 12,388 396,582 505 46,730

강원 6,474 250,597 6,150 221,524 324 29,073

충북 6,763 209,328 6,444 197,192 319 12,136

충남 5,707 319,310 5,390 307,239 317 12,071

전북 4,549 264,490 4,287 245,714 262 18,776

전남 5,983 157,495 5,476 136,338 507 21,157

경북 6,692 341,907 6,449 317,122 243 24,785

경남 10,104 406,497 9,755 395,087 349 11,410

제주 3,255 101,422 3,123 94,585 132 6,837

국민생활체육회(2015)동호인클럽시도별현황<www.sportal.or.kr>



- 9 -

장되어 왔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직장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

치·운영하고,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을 지정하여 직장체육 행사를 실시하

도록 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직장

체육동호인조직 육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직장체육활동 활성화를 도

모해 왔다. 2015년 11월 등록된 직장체육 동호인 클럽수는 4,686개이며 

회원 수는 461,20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수치는 104,344개 클럽에 

회원수가 4,769,783명인 지역체육동호인에 비해 매우 낮아 직장체육 활성

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생활체육회<www.sportal.or.kr>) 

  직장체육활동육성을 위해 박근혜 정부 들어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와 

직장종목별 클럽 리그제 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사업은 전국의 직장·단체 등을 지도자가 직접 순회 방문하여 생활체육을 

보급함으로써 직장체육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직장·단체를 

대상으로 생활체육지도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

도·보급하여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

다. 지도내용은 생활체조, 레크리에이션 체조, 직장 및 가정 내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사업은 직장·단

체를 찾아다니며 적극적인 체육활동 서비스를 전개함으로써 그 동안 상대

적으로 낙후되었던 직장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직장체육진흥의 핵심 과제는 직장 동호인클럽을 육성 및 활성화시키는데 

있다. 직장 내 동호인 클럽 육성은 연중 지속되는 직장 동호인클럽 전국리

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직장 종목별 클럽리그제는 2005년까지 ‘직

장 동호인클럽 전국리그’ 사업으로 운영되다가 2006년부터 ‘종목별 클

럽리그제 운영’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스포츠클

럽 리그제’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직장 종목별 클럽리그제 운영 

사업의 목적은 직장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유도하고 동

호인 클럽간의 지속적인 교류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직장체육활성화에 기

여하고 있다. (2013 체육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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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동호인 클럽 종목별 통계(상위 30개)    (단위: 개,명)

종목
계 지역 직장

클럽수 회원수 클럽수 회원수 클럽수 회원수

계 109,030 5,230,992 104,344 4,769,783 4,686 461,209

축구 12,319 595,236 11,286 561,071 1,033 34,165

생활체조 7,410 387,455 7,230 378,309 180 9,146

기타 1,388 340,970 1,356 92,429 32 248,541

배드민턴 5,404 322,915 5,241 315,595 163 7,320

테니스 4,416 218,238 4,196 200,564 220 17,674

육상 2,809 196,260 2,493 186,824 316 9,436

탁구 4,869 182,842 4,567 170,456 302 12,386

게이트볼 5,661 166,511 5,580 164,435 81 2,076

야구 4,818 153,873 4,462 145,638 356 8,235

국학기공 2,519 135,196 2,471 132,444 48 2,752

등산 2,199 131,607 2,139 129,020 60 2,587

태권도 3,232 131,254 3,146 123,601 86 7,653

볼링 4,796 127,067 4,559 121,797 237 5,270

걷기 804 122,670 771 121,363 33 1,307

합기도 2,014 115,030 1,950 106,158 64 8,872

풋살 2,413 114,478 2,337 106,684 76 7,794

배구 3,527 107,047 3,291 100,602 236 6,445

족구 3,915 106,800 3,583 100,019 332 6,781

수영 1,834 106,651 1,794 104,076 40 2,575

검도 2,068 101,229 1,997 97,686 71 3,543

요가 2,022 99,788 1,988 97,343 34 2,445

보디빌딩 1,140 94,110 1,112 92,247 28 1,863

댄스스포츠 2,208 92,867 2,162 90,437 46 2,430

농구 2,273 82,451 2,220 81,373 53 1,078

자전거 1,881 80,587 1,839 75,236 42 5,351

줄넘기 1,123 53,238 1,108 52,513 15 725

당구 1,198 44,129 1,175 38,923 23 5,206

그라운드골프 1,161 40,816 1,148 40,558 13 258

골프 1,095 38,000 1,062 37,166 33 834

인라인 981 36,062 935 33,308 46 2,754
국민생활체육회(2015)동호인클럽종목별현황<www.sporta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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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 스포츠의 효과

  직장인의 체육활동은 복잡한 업무와 일상의 테두리 속에서 스스로 탈피

하여 주체적 존재의 의미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고해 주고, 한층 더 

즐겁고 의욕적으로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종업원 자신의 자아계발 뿐만 아

니라 기업전체의 이윤추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정영린, 1995).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장체육의 효과는 크게 개인적인 차원의 효과와 

직장 차원에서의 효과로 나눌 수 있다. 직장인 개인의 측면에서 바라본 직

장체육의 효과는 건강에 미치는 효과, 사회·심리적 측면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개인의 삶의 질 전체에 미치는 통합적 효과로 나누어진다. 또한 기

업의 측면에서 바라본 효과는 경제적 차원에서 건강비용 절감, 생산성 향

상, 조직 경영차원에서는 직무만족도 향상, 직무몰입 향상, 조직문화 개선 

등의 효과로 나눌 수 있다.  

(1) 개인차원의 직장체육의 효과

  직장체육활동 참여는 개인의 건강증진에 영향을 미친다. 기존 연구에서

는 직장체육 참여가 의료비용 및 의료보험료 감소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직장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문헌에 의하면 직장

체육 프로그램 참가가 의료보험 청구액 및 병원 입원일수, 내원일수는 물

론 직장에서의 병가 일수, 작업장애의 감소를 가져오며 근로자의 체력수준

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계획적인 신체활동이 건강 및 체력 향상

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규칙적인 신

체활동은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암, 뇌졸중, 관절 질환, 골다공증 

등 다양한 성인병에 걸릴 위험을 감소시키고(Bairati., Larouche, et al., 

2000; Bowne, Russel. Morgan, et al., 1984; Lee, Sesso, & 

Paffenbarger, 2000) 우울증이나 불안감 해소, 기분전환에도 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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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며, 일상생활 수행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96). 이와 반대로 신체

활동 부족은 각종 성인병 및 사망률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연구에서 신체활동 부족은 고혈압(Blair, Goodyear, 

Gibbons, et al, 1984; Paffenbarger, Wing, Hyde, et al., 1983), 비만

(Blair, Jacobs, & Powell, 1985), 암(Vena, Graham, Zielezny , et al., 

1985), 심혈관계 질환(Paffenbarger, Hyde, Wing, et al., 1984), 그리

고 사망률(Paffenbarger, Hyde, Wing, et al., 1986)등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1996년에 발간된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보고서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은 신체활동과 건강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 대한 

광범위하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일주일 3회, 1회 30분씩 규칙적

인 신체활동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과학적인 지식으로 

공식화한 미국 정부차원의 최초의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사망률, 심혈관계 질환, 암, 당뇨병, 관절질환, 

골다공증, 정신건강,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제

시하고 있다. 특히, 가정, 지역사회, 학교 그리고 직장 등 다양한 생활 영

역에서 규칙적인 신체활동 참여는 건강증진과 삶의 질에 기여한다는 사실

을 강조하고 있다(고은하 외 2005). 또한 직장체육은 개인의 건강에 부정

적인 영향을 주는 흡연, 음주, 식습관 등의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직장체육에 참여함으로써 금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과

도한 음주 등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행동을 자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식습관에 있어서도 직장체육은 균형있고 건강한 식습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며, 실제로 직장체육 참여 이후로 식단 개선의 노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건강과 관련된 직장체육의 효과는 개인의 사회·

심리적인 측면의 효과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 13 -

  직장인은 직장체육을 통하여 개인의 건강 및 체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스

트레스 해소, 인간관계의 개선, 건전한 가정생활의 구현 등과 같은 사회·

심리적인 효과를 얻는다. 특히, 직장체육은 직무에서 쌓인 심리적 스트레

스를 해소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기회를 제공한다. 현대 산업사회의 특징

인 분업화 및 단순작업 활동으로 인해 직장인들은 잦은 권태감을 느끼게 

되고 육체적 피로보다는 정신적 피로가 직장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근로의욕도 저하되기 쉬우나, 직장체육을 통한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는 직

장인의 건강한 삶 구현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직장에서 

체육활동을 통한 구성원간의 밀접한 교류는 구성원 간 유대관계를 강화시

키고 이를 통하여 직장생활에 대한 심리적 만족도의 향상을 가져온다. 현

대사회에서의 직장생활은 구성원 간의 협동 및 상호 이해를 요구하고 있으

며, 이에 직장체육은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을 제

공한다. 직장체육 참가를 통한 긍정적 경험은 가족의 생활체육 활동 참가

로 이어지는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다. 즉 직장체육을 통한 건강증진 및 사

회·심리적인 안정을 통하여 체육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가정에

서도 체육활동에 지속적 관심을 갖게 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

족단위 생활체육 참가는 가족 구성원간 유대관계를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직장체육은 개인의 복지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현대인은 삶의 양보

다 질을 중시하는 생활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삶의 질은 개인의 흥미와 필

요에 적합한 조건이 제공되었을 경우 향상된다. 직장체육은 이러한 삶의 

질 향상에 유용한 기회를 제공하며, 직장체육을 통하여 얻는 건강과 사

회·심리적 효과는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개인의 웰빙(well-being)을 성취시켜주는 통합적인 효과가 있다. 삶의 질

은 외형적인 생활 상태 뿐 아니라 내면적 심리상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복합적이며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요

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삶의 질은 행복감, 생활만족, 심리적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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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결된다.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신체적 건강이며, 직장체육

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생활에 있어서 의욕적이며 활동적이고, 

자신감있는 긍정적 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직장체육 참

여는 일상이나 직장생활에서 얻게 되는 스트레스나 욕구불만 등을 해소할 

수 있어 정서적 안정 및 의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2) 기업차원의 직장체육의 효과

  직장체육활동 참여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져 왔다. 많은 연구에서 직장체육 프로그램이 생산성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직

장체육 프로그램 참여는 결근율, 상해율, 상해로 인한 결근, 이직률의 감소

와 함께 실제 작업수행을 향상시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직 경영차원에서는 직무만족도 향상, 

직무몰입도 향상, 조직문화의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 특히, 오늘날 직장체

육은 기업의 성과 측면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인식되

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직장체육의 중요성은 근로자의 신체활동 

참여가 해당 조직의 직·간접적 경제적 이윤과 긍정적 관계가 있다는 이론

적 근거에서 출발한다(Aldana, 2001; McElroy, 2002). 즉, 규칙적인 신

체활동 참여로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체력에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하며 그 결과 건강관리 비용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작업 수행력의 향

상도 가져올 수 있다는 가정이다. 다수의 연구자들이 직장에서의 건강증진 

또는 직장체육이 실제로 건강을 증진하고(Heaney & Goetzel, 1997), 질

병 발생률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의료비 및 질병으로 인한 

결근율을 감소시키고(Aldana Kelly, Jacobson, et al., 1993; Goetzel, 

Jacobson, Aldana, et al., 1998; Proper, van der Beek, Hildebrandt, 

et al., 2004; Schultz, Lu, Barnett et al., 2002), 활동성 있는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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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을 창출(Couzelis, 2004)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사

실을 규명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직업만족도를 증

가시키며(Peterson,  Dunnagan, 1998), 궁극적으로 직원들의 복지를 향

상시킨다(Verhoeven, 1997)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이에 따라 단순한 프

로그램 제공을 넘어선 적극적인 개입의 의의가 부각되고 있다(Dishman, 

1998). 미국 직장체육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가장 주된 관심사는 건강관

리 비용과 작업생산성이다(Aldana, 2001). 많은 연구들이 직장체육 프로

그램이 종업원의 건강증진, 보험청구 건수 감소 등 의료비용의 감소와 결

근율 및 이직률 감소 등 생산성 향상 효과를 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

업과 관련된 직장체육의 효과에서 지금까지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생산

성 향상이다. 생산성 향상의 측면은 개인별 실제 작업량 증가 및 결근율 

감소에 따른 업무 시간의 증가 등의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직장체육 프로

그램 참여는 결근율(Bowne, Russel. Morgan, et. al., 1984;  Cox, 

Shephard, & Corey, 1981; Lynch, Golaszewski, Clearie, et al., 

1990), 상해율(Tsai, Bernacki, & Baun, 1988), 상해로 인한 결근

(Shore, Prasad, & Zrobak, 1989), 이직율(Cox, Shephard, & Corey, 

1981), 작업수행(Bernacki & Baun, 1984)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henoweth(2005)의 연구에 의하면, 2000년 캘리포

니아주 직장에서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인 생산성 손

실액은 결근율, 업무효율성, 그리고 단기성 직업장애를 합하여 75억 달러 

이상에 달하였다. 이는 기업 생산성과 신체활동 참가 여부 간에 밀접한 관

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직장체육 실시가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했다. Schultz 등(2002)은 5년간에 걸친 직장체

육이 결근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결과, 직장체육 실시에 따른 결근율 

감소로 1년에 평균 약 6만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5년 체육과학연구원의 연구(고은하 외, 2005)에 

따르면, 체육활동비와 복리 후생비가 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및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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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등 기업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

장체육은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 감소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 실제 

Ozminkowski 등(2002)은 직장체육을 통하여 연간 직장인 1인당 약 220

달러의 의료비 절감의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의료비 절감효과는 사실상 

우리나라와 보험제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본다고 보기는 어려

우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험료 절감을 고려해본다면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다. 또한 직장체육은 직장인의 직무만족도 향상에 긍정

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이직률 감소, 애사심 증가, 업무동기 증

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트리아 비료회사인 Agro Linz 

Melamin International의 경우, 직장체육 프로그램 실시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만기 퇴직자가 나왔다는 보고가 있으며, 김혁출과 손두옥(2003)

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의 정기적인 직장체육 프로그램은 직장인의 직무만

족 및 직무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뿐만 아니

라 해외에서도 스포츠를 활용하여 내부임직원들의 커뮤니케이션과 직무만

족, 직무몰입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시도되고 있는데, 특히 바이엘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에서 기업내부 구성원의 만족과 직무몰입이 기업의 성

과에 영향을 미침을 인식하고 내부구성원들의 자부심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6). 

한편, 직장체육은 동료간의 사회적 교류 및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집단 응집력 향상을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통한 문화와 사회

의 통합은 독일의 스포츠를 통한 이주민 통합정책에도 잘 나타나 있다(송

형석, 2010) 또다른 연구에서는 스포츠를 통해 남북 간의 이념 및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며 (안민석, 1998), 영호남의 지

역감정을 해소시켜주는 기제가 될 수도 있고(임수원, 송은주 2007), 연령, 

성, 사회계층의 장벽을 넘어 온 국민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통합기제

(이윤희, 2003)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앞의 예시가 범위

가 확장된 바가 없지 않으나, 직장체육 참여는 바람직한 조직문화 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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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지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늘날 

기업 경영의 중심은 구성원 간의 건전한 인과관계 형성을 통한 조직문화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직장체육은 조직문화의 개선 및 확

립에 매우 유용한 기회를 제공한다. 업무에 대한 중압감이나 스트레스는 

불신감 등의 그릇된 인간 관계를 조성하기 쉬우나, 직장체육은 종업원 상

호 인간관계의 조화뿐만 아니라 경영자측과 종업원 측의 협력관계를 조성

하여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형성 및 노사관계를 개선시킨다. 또한 직장체육

은 조직의 지위나 빈부의 차별 없이 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며, ‘우

리’라는 공동체의식을 유발시킴으로써 상호간에 애정과 신뢰를 갖게 한

다. 따라서 직장 내의 건전한 인간관계 풍토의 조성과 신뢰적이고 친숙한 

근무분위기를 이루게 하는 근간이 되는 체육활동은 경영자와 근로자의 사

기를 높이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

  위에서 언급한 직장체육의 효과를 요약하면, 개인의 측면에서 바라본 직

장체육의 효과는 건강에 미치는 효과, 사회·심리적 측면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개인의 삶의 질 전체에 미치는 통합적 효과로 나누어지며, 기업의 

측면의 효과는 건강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직무만족도 향상, 직무몰입 향

상, 조직문화 개선 등의 효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체육의 

다양한 효과중에서 가장 근본을 이루는 효과로 개인측면에서는 삶의 질 향

상과 기업차원에서 직무몰입 향상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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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스포츠가 개인의 삶의 질 지각에 미치는 영향

1) 삶의 질 지각

   삶의 질에 대한 정의는 복지, 행복, 지역발전 등과 같은 개념들이 함께 

어우러져 다양한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삶의 질이라는 말

을 안녕 혹은 복지(well-bing), 심리적 복지, 주관적 복지, 생활만족, 행

복, 긍정적-부정적 감정 등과 동의어로 사용한다(Furnham & Cheng, 

1999; Diener, 1984; george, 1992; Rice, 1984). 그러나 다른 학자들

은 삶의 질의 개념을 주관적 복지나 생활만족 등을 포괄하는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Davis and Fine-Davis, 1991). 델케이

(Dalkey et. al., 1972)는 삶의 질을 생에 대한 만족, 불만, 행복, 개인의 

복리에 대한 느낌이라 정의하였다. 위의 다양한 정의를 바탕으로 볼 때, 

삶의 질은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아감에 있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

게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의 조

성, 개개인의 잠재력과 취미를 실현할 수 있는 생활여건의 조성 등이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정준금 외 2008).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한 관심과 학문적인 연구는 대체로 

1960년대 이후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수준의 증대가 전반적

인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온 것은 사실이나 발전의 개념이 경제성장

과 가치체계의 변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의미한다면 소득이나 GNP같은 

경제적 지표는 생활수준의 양적성장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사회에서 

요구되는 생활수준의 변화와 질적 성장의 측면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

다. 이에 따라 국가 혹은 지역발전의 준거 틀로서 경제지표가 가지고 있는 

제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나타나게 된 것이 사회지표이다. 사회지표는 삶

의 질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계량화하여 작성된다(이재기 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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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산다. 그리스 시대 이후 많은 철학자들

은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동기는 행복의 추구라고 여겨왔다. 또한 모든 국

가나 사회는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 또는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인식하여 왔다. 따라서 한 국가나 사회의 기능은 그 구성원 

개개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에 의해 평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나 사회는 그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평가

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정책을 수립하는데 노력을 경주한

다. 최근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진입을 앞두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조명한 1998).

  삶의 질에 관한 초기의 정책 목표는 물론 국가간 지역간 비교를 목적으

로 하는 객관적 지표로의 구성을 위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개인들의 

삶의 질이 반드시 이러한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결정되기 보다는 객관적 

조건에 대한 주관적 만족의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많은 학자들

이 삶의 질의 개념을 ‘생활만족’, ‘주관적 복지’, ‘행복’과 같은 용

어들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어떤 학자들은 객관적인 삶의 조건과 주

관적인 생활만족을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박현철, 

2001).

  이처럼 삶의 질의 개념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정도로 다양한 견해가 존재

하는 이유는 삶의 질과 관련되어 서로 연관성은 있으나 차별화되는 많은 

의문 혹은 질문- 어떤 종류의 상황이 바람직한 삶의 조건을 제공하는가? 

무엇이 어떤 개인의 삶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는가? 무엇이 삶을 가치있

는 것으로 만들어 주는가? -이 제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문은 

삶의 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해석 혹은 답변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

고 무엇이 개인의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 자신, 친구나 부모와 같은 제 3자 등 그 입장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이재기 1998).

  그동안 정의되어 온 국내외 학자들의 삶의 질의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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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s & Withey(1974)는 “삶의 질이란 인구밀도, 소음, 범죄율, 소

득 수준등과 같은 것으로 측정되어지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측정되어지는 

양”이라고 하면서 “이것 또한 삶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평가된 것”이라고 하였고, Diener(1984)는 일차적으로 삶의 

질에 대한 정의는 행복감, 생활만족, 긍정적인 정서 등을 포함하는 주관적 

안녕감과 같은 구조를 말한다고 그의 논문에서 말하였고 이와 더불어 여러 

연구에서 학자들은 (Schuessler & Fisher, 1985; Dalkey & Rourke, 

1973; Rice, 1984) 삶의 질이란 안녕감에 대한 일반적 느낌, 안녕

(well-being), 삶에 대한 만족도(satisfaction) 등으로 정의 하였다.

  박현철(2001)은 삶의 질이란 음식, 쉼터와 같은 생활의 필수사항들과 

관련된 것부터 개인적 행복감과 충족감의 성취와 관련이 있는 것까지 인간

이 기대하는 여러 차원들의 넓은 스펙트럼이라고 하여 삶의 질이 매우 포

괄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고 정의하였다.

  Campbell(1977)은 삶의 질은 행복의 양에 의해 좌우되는데 행복이란 

만족과 동의어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며 개인의 삶의 질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하였으며 Young & Longman(1983)은 현재 

삶의 상황에 대한 지각된 만족정도라고 정의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인 측면

외에 사회적 활동과 경제적 환경을 포함시켰다.

  노유자(1988)는 삶의 질은 인간의 안녕과 복지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표

현하는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각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안녕이 삶의 질이라고 정

의하고 여기에는 정서상태, 경제생활, 자아존중감, 신체상태와 기능, 이웃

관계, 가족관계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김옥수(1993)는 삶의 질이란 만족, 사기, 행복이란 개념과 상호 교환적

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삶의 질에 대한 외적인 평가보다는 개인의 주관적

인 평가가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

는 변수로는 사회적 지지외에도 건강에 대한 내적 통제위, 자아개념,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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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및 직업 등을 들 수 있다고 정의 하였다.

  삶의 질은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각 개인이 지각하

는 주관적 안녕을 의미하며 개인이 내적으로 느끼는 감정과 외부적으로 느

끼는 긍정적인 상태이며, 스포츠 활동 만족, 주관적 만족, 그리고 행복감 

등과 같은 유사한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김옥주, 2014). 윤이중(1996)

은 삶의 질이 반영되는 생활영역을 일, 여가 그리고 가정생활 세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박영숙, 이혁(2002)은 행복, 심리적 복지, 생활만족 등의 

개념으로 정의, Shin & Johnson(1978)은 행복을 자신이 선택한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Rowe & Kahn(1998)은 

신체질병이 없는 상태, 신체 기능과 높은 인지능력 유지, 사회활동의 적극

적 참여를 삶의 만족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삶의 질이란 개인에게 주어진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영적영역에서 각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 안녕감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스포츠 참여와 삶의 질 지각

  삶의 질은 스포츠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높은 사람은 스포츠 활동 참가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장호중, 

김정묵, 2014), 지속적인 신체활동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김양례, 

2008). 지속적인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동은 생활습

관의 변화, 타인과 더불어 생활하는 공동체 의식, 체력증진 등의 다양한 

효과로 인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질은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과 행복감을 뜻하는 포괄적인 의미(민성길, 이창일, 김광일, 서신영, 

김동기, 2000)로, 개인의 신체적 건강, 심리적 상태, 사회적 관계, 개인적 

이득, 환경 등이 포함된 개념이나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건강이다

(Stumbo & Peterson, 2009).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삶의 질은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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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건강 즉, 스트레스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비단 스트레스

는 성인 뿐만 아니라 직장, 가정, 학교에서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극복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개인과 조직의 삶의 질

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체활동 및 스포츠는 스

트레스 해소에 영향을 주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지속적인 신체활동이 현대사회에서 급증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긍정적인 정신건강에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연구 활동들이 대두하여 대중들

이 운동참여에 커다란 자극제가 되고 있다(Cox, 1991).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건강프로그램, 즉 조깅, 에어로빅 운동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활동이 신체적 건강이나 심리적 건강에 

보탬이 된다고 믿고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증거들이 축적되고 있다

(Folkins & Sime, 1981; roth, 1989; sonstroem & Morgan 1989). 규

칙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스포츠 활동을 일시적으로

나 오랜 시간동안 스포츠 활동의 참여 결과로 행복감을 느낀다는 보고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Shuart & Kenneth, 

1990). 

  스트레스와 신체운동에 관한 연구로는 Brown & Siegel(1988)이 사춘

기 여학생을 대상으로 신체활동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해 연구를 하여 운

동수준이 증가할수록 생활속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적 연구들은 많지 않

지만 전반적인 신체활동과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로는 비교적 다양하게 시

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Iso-Ahola(1980)와 Tinsley(1986)는 신체활

동과 생활만족간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하였으며,  Ragheb & 

Griffith(1982)은 장년층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참가가 생활만족에 기여하

는가를 밝히기 위한 연구에서 유사한 긍정적인 관계를 제시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신체활동의 참가수준, 그리고 생활조건에 대한 만족 등의 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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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만족도에 얼마나 기여하는 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김승철, 

육영숙(1994)과 심창섭(1995)은 스포츠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에서 정신건강의 차이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종

길(1992)은 생활체육과 생활만족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3개월 동안 생

활체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이 비참가자에 비하여 실험 후에 여가만족

도가 의미있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임번장, 정영린(1995)은 스포츠 

및 체육활동이 다른 유형의 여가활동에 비하여 여가만족의 향상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스포츠 및 체육활동이 지니고 있는 생리

적, 심리적, 사회적, 교육적 가치를 참가를 통하여 직, 간접적으로 체득된

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신체활동을 통한 만족이 생활만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론으로 요약된다.

  자아존중감은 일반적으로 자아개념과 혼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아존중

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과 자아개념을 분명히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 자아개념은 일반적으로 감정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포괄

하는 자신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고 Shaver, Brennan, Robinson,, 

Shaver & Wrightsman(1991), Mussen, Congner, &　Kagan(1979)은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지각된 성격 또는 특징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이며 

자신의 속성이나 내면에 대한 자기 평가의 총체라 정의했다. 

 3) 직장스포츠참여와 삶의 질 지각

  일반적으로 삶의 질이 높은 사람들은 행복감, 생활만족감, 주관적 안녕

감의 세가지 특성을 가진다는 관점에서 주로 이들 개념을 중심으로 한 인

과관계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이 일

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즐겁고 의미있는 마음의 상태

를 뜻하는데 이것이 직장, 가정, 여가 등의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나타날 

때 이를 각각의 만족상태라 할 수 있으며 행복은 이러한 만족상태의 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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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표현이다. 행복은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관이다. 인간은 노동

하는 기계와 같이 단순하게 움직이는 경제적 인간과는 달리 기본 욕구충족

을 넘어서 점점 상위 단계의 욕구 충족을 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주관적 안녕감이란 이러한 관점에서 정적정서와 부적정서 그리고 생활만

족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는 것(Bryant & veroff, 1982)으로서 개인의 행

복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지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중요한 

실증적 진보를 가능케 했다. 

  스포츠 활동이 주는 정신적인 긍정적 효과로 긴장 및 불안의 감소, 우울

감 해소, 자긍심 향상, 기분과 일반적인 안녕의 증진, 그리고 독립성의 증

대 등의 다양한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직장인의 스

포츠 활동은 복잡한 업무와 일상의 테두리 속에서 스스로 탈피하여 주체적 

존재의 의미를 만끽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이에 따라 한층 더 즐

겁고, 의욕적으로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직장인들의 자아개발뿐 아니라 기

업단체의 이윤 추구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임번장, 1992).

  근로자간의 유사한 스포츠 흥미는 근로자간의 친선도모, 사회적 분위기, 

협동심과 응집성을 향상시켜 결국 직장인들의 주관적 행복감에 기여한다고 

하였다(김화일, 1994). 따라서 인간은 생존적인 기본욕구나 물질적 욕구

를 충족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아실현이라는 고차원적인 욕구를 충족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인간의 복지

수준의 평가는 중요하다. 신체적 활동형 여가인 스포츠 활동은 사람들의 

고차원적인 욕구실현, 또는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주관적 행복

감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상황을 제공한다(Iso-ahol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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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스포츠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영향

1) 조직몰입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은 1960년 이후부터 사회학, 심

리학, 행동과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연구되어 왔다.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던 이유는 조직몰입이 높은 집단일수록 구성원들의 수행능력을 향

상시켜서 같은 조건하에서 더욱 많은 성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조직 의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몰

입이란, 어떤 조직에 대한 개인의 동일시(identification)와 몰입 

(involvement)의 상대적 정도를 말한다. 즉, 한 개인이 자기가 속한 조직

에 얼마나 일체감을 가지고 몰두하느냐 하는 정도를 가리킨다.

  조직몰입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들의 성과측정의 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

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조직몰입을 어떠한 개인의 자신의 마음 상태의 변화 또는 내적인 

심리로 보는 것으로 조직몰입을 조직에 속한 구성원과 그것을 둘러싼 조직

의 목표가 점점 하나의 지향점으로 같아져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둘째, 

조직몰입을 지금 속해 있는 조직이 아니라 속해 있지 않은 조직에 현재의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생기더라도 현재의 조직을 이탈 또는 이직하지 

않겠다는 관점이다. 즉, 개인이 조직으로부터 보상이나 성과를 받으면 받

을수록 개인이 조직에 애착심을 갖게 되는 교환의 개념인 것이다. 일반적

으로 조직몰입의 수준이 높은 종업원들은 조직몰입의 수준이 낮은 종업원

들에 비하여 더 많은 성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Mowday,  Porter,  

Dubin 1974)를 제시하고 있다. 

  조직몰입에 대한 학설은 매우 다양하게 여러 학자들이 연구되어 오고 있

지만 아직까지 학자들 간에 일치된 견해는 없다. Jaros, Jermier, 

Koehler Sincich(1993)에 의하면 조직몰입에 대한 개념이 불일치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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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몰입이 태도적인 현상인지 혹은 행위적인 현상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출발하는데 그 입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Jaworski et al.(1993)는 조직몰입을 조직 구성원이 조직을 좋아하고 

조직 내부에서 구성원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으로 정의하

였고, Becker(1960)는 개인이 조직의 구성원으로 근속하는 동안 직무 이

외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 요소들에 의해 조직에 계속 남아있고자 하는 행

동으로 정의하였다. 조직몰입은 개인과 조직의 목표일치 관점에서도 설명

되는데 Mowday et al.(1982)에 의하면 조직몰입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내재화하고 전반적인 조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

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조직몰입에 대한 개념은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하

던 단일차원의 개념에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Meyer et 

al.(1990) 의 경우 조직몰입을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 계

속적 몰입 (continuance commitment),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으로 분류하고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를 다차원적으로 수행했

다. Meyer et al.(1990)에 의하면 정서적 몰입은 조직구성원의 조직에 대

한 충성의도, 감정적 애착, 일체감, 그리고 조직에 대한 개입정도를 의미하

며, 계속적 몰입은 감정적인 측면보다는 계산적인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조직 구성원이 이직과 근속으로 인한 이해득실을 고려하여 현조직에 몰입

하는 것을 말한다. 규범적 몰입은 한 개인이 재직기간에 따른 지위상승이

나 회사가 그에게 주는 만족과 상관없이 그 조직에 계속 재직하는 것이 옳

다고 믿거나 도덕적으로 옳다고 믿음으로써 조직에 몰입하는 것을 의미하

는데 정서적 몰입의 정도가 강한 구성원일수록 조직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

는 의지와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고자 하는 의욕이 높다고 한다. 또한 

Mowday et al.(1979)은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강한 신뢰와 애착, 

조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헌신과 희생의사, 조직 구성원으로 

남고자 하는 요구 등의 세 가지 측면을 통해 조직몰입의 개념을 설명했으

며, Angle and Perry(1983)는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 남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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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욕구를 의미하는 근속몰입(commitment to stay)과, 조직에 대해 자부

심을 갖고 조직의 목표를 수용하고 조직을 위해 노력하려는 의사를 의미하

는 가치몰입(value commitment) 등의 두 가지 유형으로 조직 몰입을 설

명하였다.

  위와 같이 조직몰입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김원형

이 1995년 연구한 “조직몰입의 세 성분 모형의 개념화”에서 정의한 것

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직몰입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정의된다. 즉, 조직에 대한 감정적 애착을 느끼는 감정적 몰입

(Affective commitment; AC), 이직이나 직업 선택의 대안 부족과 연관

된 비용 지각으로 생기는 타산적 몰입(Continuance commitment; CC), 

조직 재직에 대한 의무감을 바탕으로 한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 NC)이 있다.

(1) 감정적 몰입(Affctive commitment; AC)

  조직 몰입을 연구하는 주요한 접근 방법은 감정적 애착의 관점에서 조직 

몰입을 바라보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은 감정적 몰입을 

지니며 따라서 조직의 목표를 추구하려 몰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연

구들에서 조직 몰입을 조직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이나 조직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감정적 애착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Buchanan(1974)는 도구적 

가치를 떠나 조직 자체나 조직 목적과 가치에 대한 정서적 애착과 열정으

로 정의하고 있다. Mowday, Steer2, & Porter(1979)와 Porter, 

Steers, Mowday, & Boulian(1974)는 특정 조직에 한 개인이 관여하거

나 동일시하려는 상대적 강도로 정의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감정

적 몰입은 종업원의 조직에 대한 감정적 충성의도, 애착 및 조직 멤버십을 

유지하려는 욕구나 관여된 상태로 볼 수 있으며 감정적 몰입이 강한 사람

은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계속 재직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Mayer & 

Schoorma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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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산적 몰입(Continuance Commitment; CC)

  조직 몰입을 보는 또 다른 관점은 Becker(1960)의 연구에서 비롯된 

‘side-bet(부수적 보수)이론’으로 알려진 타산적 몰입(Continuance 

Commitment; CC)이다. Becker는 몰입의 감정적 측면보다는 계산적인 

측면을 고려하였다. 여기서 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인과 특정 조직을 

묶어 주는 조직에 대한 개인적 인식과 관심사들이다. 이러한 몰입의 관점

을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척도는 Hrebiniak & Alutto(1972)의 계

산적 몰입 수정 척도이다. Meyer, Allen(1990)은 타산적 조직 몰입을 이

직과 연관된 비용(손실) 지각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조직 재직 행위의 영

속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Becker(1960)의 정의에선 만약 조직생활

을 중단하면 수반되는 부수적 보수(side-bets)를 축적할 수 없게 됨에 따

라 이러한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영속적으로 조직 활동에 몰입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한 조직에 몰입할 경우에 있어서 한 개인이 중요시 여기는 어

떤 것(봉급, 퇴직금, 연장자, 높은 지위)이 그 조직에 계속 재직함으로써 

상황이 연계될 때 “부수적 보수(side-bet)”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유사하게 Kanter(1968)도 인지적 지속성 몰입(cognitive continuance 

commitment)은 재직과 연관된 이득과 이직과 연관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본다. 즉, 이직을 하는데 따른 즉각적인 손실 때문에, 혹은 다른 사회적 정

체성을 택하는데 대한 불가능을 인식하거나 직업선택 대안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될 때 개인은 자신이 조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계속 재직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감정적 몰입과는 다르게 “손실”이나 “이익”을 고려함

으로써 계산적, 타산적으로 몰입을 한다고 볼 수 있다(Hrebianiak & 

Alutto, 1972). Reilly와 Charles(1991)는 타산적 몰입을 많이 경험하는 

개인은 이직할 가능성이 높으며 감정적 몰입과는 질적으로 다른 조직에 대

한 심리적 애착감을 갖게 된다고 보고 있다. Becker(1960)의 side-bet 

이론은 종종 “행동적 몰입”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Salancik(1977)

이 기술한 행동적 접근에서와 같이 Becker(1960)에게 있어선, 몰입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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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종식과 연관된 개인의 비용에 대한 “인식”을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으

며 이런 인식이 없이는 몰입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즉, 한 개인

의 이전 행위(Prior action)를 한 데에 대한 인식을 몰입의 필수 성분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비록 한 개인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자신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는 행위로 실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한 예로 종업원이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시장 가치가 점점 

소멸될 때 타산적 몰입은 생기겠지만, 이 경우도 이직에 따른 잠재적 손실

은 그 손실을 인식할 때나 형성된다는 것이다. 즉, 시장성이 점차 없어지

는 기술을 지닌 종업원도 그것이 시장에서 입증되기 전 까지는 타산적 몰

입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손실의 인식을 통해서만

이 타산적 몰입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Salancik(1977)은 행동을 일으키고 지속시키는 것은 

매우 미묘하며 의식적 인식의 사슬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더군다

나 비용에 대한 인식보다는 행동 몰입과 연관된 심리적 상태가 그 행위를 

지속케 하는 욕구가 되며 그 행위 대상에 대해 매력을 갖게 한다는 것이

다. 즉 , 일정한 조건(선택의 자유나 행위의 변경 불가, 행위의 명확한 선

언성)하에서는 조직을 위해 일하는 것에 대해 행동과 태도가 조화를 이룸

으로서 계속적인 재직 의도를 만들게 되며, 그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조직에 대한 정적 태도를 갖게 만든다는 것이다(Chatman & O'Reilly, 

1990).

(3)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 NC)

  조직 몰입을 조직 재직에 대한 의무라고 보는 관점이다. Meyer,  

Allen(1991)은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 NC) 혹은 평생 몰

입(Life-time commitment)은 한 개인이 재직 기간에 따른 지위 상승이

나 회사가 그에게 주는 만족에 상관없이 그 회사에 계속 재직하는 것이 옳

다고 믿거나 도덕적으로 맞다고 믿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보았다. 비록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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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의무라는 관점은 많은 주의를 받지 못했지만 이러한 규범적 관점은 

합리적 행위(reasoned-action)모형과 상응하는 것이다. 즉 

Wiener(1982)는 "몰입의 규범적 관점“과 Fishbein & Ajzen(1974)의 

”주관적 규범“성분과의 유사성을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내재화된 규범

적 압력은 Triandis(1982)모형의 개인적 규범(personal norm) 즉, 내재

화된 도덕적 의무와 보다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많은 연구자들

은 이 개인적 규범이 행동을 보다 잘 예언할 것으로 보고 있다.

  Wiener(1982)는 조직에 재직 의무감은 조직 입사전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범적 압력을 내재화한데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거시적 수준에서, 

기업문화는 개인보다는 집단을 강조함으로써 조직 성원으로 하여금 규범적 

몰입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제한된 시간 내에서도 조직

은 조직의 가치, 기대를 조직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고 조직 사회화 경험을 

통해서 사원들이 규범적 몰입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즉, 규범적 몰입은 

개인의 선험적 가입(친밀 또는 문화적 사회화), 또는 후천적 가입(조직 사

회화)에 따라 생기는 규범적 압력의 내재화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의무감

을 느끼게 하는 조직사회화 경험은 역할 모형을 관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예로써 한 고용주에게 계속적인 충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부모

는 자녀들에게 조직에 대한 강한 규범적 몰입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다. 

  사회화 과정에서 덧붙여, 좀 더 특수한 상호기제가 규범적 몰입 발달에 

작용하고 있다. 한 개인이 “상호적 규범”이나 “교환 개념”을 내재화하

는 정도에 따라 조직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특별한 배려나 기회 제공, 투자 

등은 그에게 보다 매력적인 직업 선택의 대안이 있을 때 조차도 한 조직에 

재직해야한다는 의무감으로 작용케 되는 것이다. 즉, 규범적 몰입은 한 조

직이 개인 발전을 위한 보상(대학 등록금 제공)을 주거나 고용에 따른 많

은 비용을 지불할 때(직무 훈련에 관련된 비용, 해외 연수 비용) 발달한다

고 본다. 조직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런 투자에 대한 인식은 종업원/조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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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있어서 불균형 상태이며,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빚을 탕감할 때까지 

조직에 자신을 몰입시킴으로써 상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감을 느끼게 한

다는 것이다. 

(4) 조직 동일시

  조직 현장에 속해 있는 개인은 자기 자신을 조직이나 집단과 함께 얽혀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그가 속한 조직의 장단점, 조직의 성공과 

실패를 공유함으로써 조직과 자신을 공동 운명으로 지각하게 된다

(Tolman, 1943).

  Tolman(1943)은 조직 동일시를 강력하고 공통 성향적인 것으로 간주

했다. 개인이 자신의 조직과 동일시를 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개인은 조직

과 자신이 하나라고 느끼게 되며, 조직의 운명이 자신의 운명이며, 조직의 

성공과 실패, 조직의 명성이 곧 자신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자신의 명성

이라고 지각하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조직이나 집단 속에서의 타산적

인 삶과 영속성이 자기 자신의 삶 그 자체로 대체될 수 있다고 지각하게 

됨으로서 자신과 조직을 동일시하게 된다. 

  또한 조직 동일시는 자신이 속해 있는 특정 조직에만 국한된 심리적 구

성 개념 즉, 자신이 속한 조직에만 한정된 구성 개념인 반면, 감정적 조직

몰입은 보편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한 조직 성원이 자신의 조직과의 공동 

운명을 지각함이 없이도 조직에 대해 몰입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Mael & Ashforth, 1988). 그러므로 조직 동일시를 하지 않고도 개인은 

높은 조직 몰입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그 개인이 조직과의 공동 운명에 

대한 지각없이도 그 조직은 자신의 경력에 편리한 수단을 제공해 줄 것으

로 볼 경우에는 조직 몰입을 더 잘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몰입

을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더 좋다면, 또는 다른 조직이 더 만족스러운 

지위나 매력적인 경력을 제시한다면, 그 개인은 다른 조직에 동일시하지 

않고도 다른 조직으로 전직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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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 조직과 자신을 공동운명체로 동일시한 사람은 자신의 조직을 떠나는 

것이 필연적으로 심리적 상실감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Levinson, 

1970). Bulls & Bach(1989a)도 조직 동일시와 조직 몰입에 대한 개념으

로서 조직 동일시는 감정적, 인지적 성분이 강하며 조직 몰입은 행동적 성

분이 강하다고 보았다.  

  요약하면, 조직성원들이 공유하는 정체성 개념으로 파악되는 조직 동일

시 개념은 감정적 조직 몰입들과 구분하지 못하고 조직 몰입 배경을 남용

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조직 동일시와 감정적 조직 몰입은 서로 다른 개념

으로 보아야 한다(김원형: 1993 a,b).

<표3> 조직 몰입의 정의

연구자 조직몰입의 정의

Sheldon(1971)
개인정체성을 조직에 연결 또는 애착을 갖도록 조직에  

긍정적 평가와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일하려는 태도

Hrebiniak& 

Alutto(1972)

타조직은 보수, 지위, 직업적 자유가 증가하고 우호적이라 

해도 현재 조직 이탈의사가 없는 것.

Weiner(1982)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유발하도록 하 는 

내재화된 규범적 힘의 총체

DeCotis& 

Summer(1987)

조직원이 조직목표와 가치를 내면화하고 조직목표와 

가치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자신의 역할의 정도

Staw & 

Salamcik(1977)

조직몰입을 조직 행위론적 관점의 태도 몰입과 

사회심리학적 관점인 행위몰입으로 구분할 것을 강조.

Mcgee& 

Ford(1987)

조직잔류 의사가 잔류로 인한 혜택 때문인지 스스로의 

욕구 때문인지에 따라 유지몰입과 정서몰입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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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스포츠 참여와 조직몰입

  스포츠 활동과 조직몰입의 연구는 Lemon, Bengtson, & perterson 

(1972), Rapoport(1975), Kelly(1983), Kelly & Steinkamp(1987) 등

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스포츠 활동은 즐겁고 명랑한 직장 생활을 영위하

며 자기실현의 기회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인간관계, 작업능

률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이처럼 직장인의 스포츠 활동 참가는 

직장동료간의 인간관계 개선이나 직장에 대한 소속감 증진, 정신건강은 물

론이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이상돈, 박

정원, 2004,  최공집, 2004) 

  스포츠 중에서 단체경기는 역할분담의 기회를 주며 공동목표에 대한 자

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많다. 이러한 집단적 행동은 집단으로

서의 전체적 행동 가운데 개인적 행동이 부분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성립하

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개인 단독적인 행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집단 내에

서의 활동은 다른 성원과 협력, 협동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스포츠 활동

은 경쟁과 협조의 기회를 주어 그 속에서 복잡한 인간관계를 갖도록 하고 

공동목표를 위해 노력하면서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간관계를 더욱 두텁게 하는 의도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김종선, 고흥

환, 황인승, 김기운,1987) 따라서 스포츠 활동의 단체 경기시 집단내의 협

력체제가 더욱 더 강하게 요구되므로 각 성원이 모든 활동에 열성적으로 

봉사하는 체험을 통해 집단 활동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상호신뢰와 후원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상호 매력을 느껴 의사소통을 통한 대인관계 개선, 조

직 내외의 다른 집단과 경쟁시 소속집단의 목표를 위해 긴밀한 결속을 도

모할 수 있다. 노력만 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성과는 곧 보상이라는 

믿음이 집단구성원에게 안정감, 성공감, 귀속감 등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

시며 자신들의 직무와 동료, 상사 및 집단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과 태도가 

조성되고 근무의욕을 진작시키는 개인의 만족감과 같은 정적인 측면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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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된다(정상철, 1989).

  일반적으로 직장 내에서는 업무상으로 또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한정된 

내부구성원을 접하게 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포츠 활동

에 참여하게 되면 부서 내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형성되며, 또한 이들간에 업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자연스러

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모종화(2010)는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 질수록 

군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 정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미

(2004)는 비서조직을 대상으로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요소 중 개인 피드

백, 조직 전망 그리고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설(2002)은 ‘직장인의 생활체육 참가와 조직유효성의 관계’에서 

서울, 대전지역 소재 기업체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생활체육 참

가 경험·빈도·기간·강도에 따라 내적 동기부여, 직무만족, 직무몰입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영(2000)은 ‘직장인의 스포츠 활동 참가

에 따른 몰입경험이 플로어십 및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포

츠 활동에 지속적으로, 자주 참여하는 직장인들은 간헐적으로, 가끔씩 참

여하는 직장인보다 스포츠에서 행동몰입을 강하게 경험하며, 직장 내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솔선수범하는 플로어행동이 많고 이를 통해 조직 

내에서 남을 배려하는 시민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규종(2003)은 

‘직장 스포츠이벤트 참여만족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직장 스포츠이벤

트의 참여만족도와 조직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의 관계에서는 참여만족도의 

하위요인이 개인적 성취, 사회적 인정, 공익적 기여 순으로 조직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장스포츠이벤트의 참여

만족도와 조직을 위한 노력 및 행동의도의 관계에서는 개인의 성취와 사회

적 인정 순으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건, 

조연철, 신석민(2009)는 ‘금융인의 스포츠 활동 참여가 직무만족 및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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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구·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금융인 25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스포츠 활동 참여정도 특히 참여시간에 따라 직무

만족이 높아지며, 직무만족이 높아짐에 따라 조직몰입 요소중 정서적 몰입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혁출과 손두옥(2003)의 연

구에 의하면, 기업의 정기적인 직장체육 프로그램은 직장인의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에서도 스포츠를 활용하여 내부임직원들의 커뮤니케이션과 직무만족, 직무

몰입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시도되고 있는데, 특히 바이엘과 같은 세계

적인 기업에서 기업내부 구성원의 만족과 직무몰입이 기업의 성과에 영향

을 미침을 인식하고 내부구성원들의 자부심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6). 한편, 직장

체육은 동료간의 사회적 교류 및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집단 응

집력 향상을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통한 문화와 사회의 통합은 

독일의 스포츠를 통한 이주민 통합정책에도 잘 나타나 있다(송형석, 

2010). 또 다른 연구에서는 스포츠를 통해 남북 간의 이념 및 문화적 이

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며 (안민석, 1998), 영호남의 지역

감정을 해소시켜주는 기제가 될 수도 있고(임수원, 송은주 2007), 연령, 

성, 사회계층의 장벽을 넘어 온 국민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통합기제

(이윤희, 2003)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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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문제

  본 연구는 대기업에서 내부구성원을 위하여 직접 기획, 운영하는 직장스

포츠 경기 참여가 내부직원에게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개인효과(삶의 질 중심으로)와 조직효과(조직몰입 중심으로)를 선정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 자료의 수집을 위해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국

내 대기업 A사에서 실제로 운영한 스포츠 리그(축구, 농구, 야국) 및 연합

대회(배드민턴, 탁구, 테니스)에 실제 참여자와 비참여자 약 9,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응답한 약 2,900여명으로부터 수집된 

설문조사자료를 수집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개인적인 요소 중 가장 중요

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로 삶의 질을 선정하였고, 조직적인 요소 중 조직몰

입도를 선정하여 직장스포츠경기 참여와 이들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하였

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였다. 

  연구문제 1a. 대기업 직장인의 지각된 삶의 질은 계열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1b. 대기업 직장인의 사내스포츠경기 참여는 개인의 삶의 질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a. 대기업 직장인의 지각된 조직몰입도는 계열사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b. 대기업 직장인의 사내스포츠경기 참여는 조직몰입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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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1) 표본

  본 연구는 스포츠 참여 유무와 정도에 따라 개인 (행복감, 삶의 질)과 

조직(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대기업 A그룹의 14년도 직장인 스포츠경기 참여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A그룹은 대기업 집단으로 프로스포츠 구단과 아마추

어 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삶의 질과 건강증진 그리고, 임직

원들의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증대를 위해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스포츠리그(야구, 축구, 농구) 및 연합대회(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초 2012년은 가장 동호회 인

원이 많은 종목인 축구와 농구 종목을 풀리그 방식으로 같은 해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였고, 테니스와 배드민턴 종목은 1박 2일 대회로 운영하

였다.   2013년은 아마추어 종목중 탁구대회가 추가되었고, 2014년은 프

로종목인 야구가 리그형식으로 추가되었다. 참여인원은 2014년 기준으로 

4,126명이 축구대회에 참여하였고, 농구대회는 1,877명, 야구대회는 

2,255명, 테니스 대회는 502명, 배드민턴 대회는 526명, 탁구대회는 507

명이 참가하였다. 축구, 농구, 야구 리그의 참여 인원은 8,258명, 아마추어 

대회는 1,535명으로 총 9,793명이 스포츠대회에 참여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단위 자료로서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A그룹 23개 계

열사 전국 사업장에 근무자를 대상으로 이중 사내스포츠경기관련 홈페이지 

가입자 약 9,8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을 배포하였다. 이중 성실하게 

설문에 응답한 약 2,900명의 자료를 표본으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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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기 및 수집방법

  설문조사는 2014년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응답은 

이메일을 통해 기업내 설문응답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 편의에 맞게 설

문을 응답하게 한 후 이 자료를 일괄 수집하였다. 설문은 각 종목(축구, 

농구, 야구,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이 개최된 이후 1주일 이내

에 실시하여 최대한 응답자들이 스포츠경기에 대한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

도가 높은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설문응답의 신뢰성과 

신속성 그리고 많은 응답자를 얻기 위하여 프로모션을 진행하였다. 응답 

대상자들은 설문시스템과 설문에 성실하게 임할시 본인이 참여 또는 좋아

하는 종목의 스포츠 스타의 싸인볼 및 기념품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함으로써 단기간에 성실한 답변을 수집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야구의 경

우 설문 배포시 “본 설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10분을 추첨하여 프

로야구단 스타선수의 싸인볼을 증정합니다”라는 형태의 프로모션을 각 종

목별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주관식 문항의 경우 대부분의 설문이 

간략한 답변만을 수집할 수 있는데 반하여 본 연구의 설문결과에서는 기본

적으로 100자 이상의 주관식 문항에 대한 답변들이 매우 많이 수집되어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2. 변수구성 및 측정

1) 종속변수

  일반적으로 삶의 질이 높은 사람은 행복감, 생활만족, 주관적 안녕감의 

세가지 특성을 가진다는 관점에서 주로 이들 개념을 중심으로 개인의 삶에 

질에 대한 자각을 척도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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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종속변수의 구성

2)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표 5>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의 구성

구 분 변 수 항 목

독립변수
직장스포츠

경기참여정도

대회에 참여하였다면, 직접 선수로 출전한 

경기는 몇 번입니까?

1: 0회, 2: 1회, 3: 2회, 4: 3회, 5: 5회이상

통

제

변

수

개

인

나 이 귀하의 나이는?

성 별 귀하의 성별은?

직 위 귀하의 직위는? 

참여동기(건강) 귀하께서 대회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참여동기(실력) 귀하께서 대회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참여동기(성취감) 귀하께서 대회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참여동기(친목) 귀하께서 대회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회

사

매출액 금융감독원 공시사이트 참조

종업원수 금융감독원 공시사이트 참조

회사연령 각사 홈페이지 참조

수 준 변 수 항 목

개인

효과

개인의

삶의 질

1)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나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2)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행복감이 증가한다

조직

효과

조직

몰입도

1)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회사에 애착심이 높아졌다.

2)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복지가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3)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회사가 자랑스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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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구조를 가진 자료를 분석하기에 용이한 다층모형

을 설정하였다. 응답자들은 각각의 23개 계열사에 소속되어 (nested) 있

는 형태여서 개인단위 - 회사단위 참여정도 2수준 다층모형을 설정하였

다. 자료의 정리와 다층모형분석을 위해 Stata 13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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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30대가 50.86%로 가장 많

았고 그 다음으로 40대 20대 순이었다. 50대 이상은 4.91%로 가장 낮았

다.   피라미드형 구조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나타나는 인력구조형태와 

다르지 않았다. 성별은 남자가 98.4%로 매우 높았으며, 직장 스포츠에 참

여하는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직급 비율은 사원이 32.6%로 가장 높았으며, 대리/과장이 각각 25%를 차

지했다. 차장/부장/임원은 각각 8.89%/6.92%/0.15%로 일반적인 직장의 

직급이 피라미드형인 것과 같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조사대상은 총 2,686

명이었고, 조사대상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는 총 23개이다.

<표 6> 조사대상의 개인특성

구 분 인 원 수 비 율

나 이

20대 405 15.08

30대 1,366 50.86

40대 783 29.15

50대 132 4.91

성 별
남 자 2,643 98.40

여 자 43 1.60

직 급

사 원 876 32.60

대 리 688 25.60

과 장 694 25.83

차 장 239 8.89

부 장 186 6.92

임 원 4 0.15

(N=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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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주요변수의 일반적 특성은 <표7>과 같다. 참여동기는 친목(.653)이 건

강(.371)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직몰입에 대한 전체 평균은 3.925로 나타

났으며,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지각은 4.085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의 경

우 자료의 범위가 너무 커지는 관계로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표 7>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

변수 mean sd 최저값 최고값

종속변수

조직몰입 3.925 .746 1 5

개인의 삶의 질 4.085 .688 1 5

독립변수 사내스포츠경기참여정도 3.202 1.379 1 5

통

제

변

수

개

인

단

위

월평균동호회참여정도 3.156 1.470 1 5

참여동기(건강) .371 .483 0 1

참여동기(실력) .359 .479 0 1

참여동기(성취감) .418 .493 0 1

참여동기(친목) .653 .476 0 1

계

열

사

단

위

매출액(백만) 6.71e+07 9.64e+07 38,480 2.29e+08

Log매출액 30.210 2.223 24.373 33.063

회사연령 41.401 11.935 15 77

※ N=2,687, 계열사수 : 23개, 단위: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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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 삶의 질에 대한 계열사별 차이(연구문제 1a)

  연구문제 1a의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영모형(null 

model)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13>에 제시되어있다. 회사단위 변인

은 23개 계열사를 이용하였다. 총변량 중 지역간 무선효과 변량이 차지하

는 비율인 ICC(intraclass correlation) 값이 .05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

위수준인 지역이 설명하는 변량이 약 5%라는 의미로 그 값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대우도비 검증(maximum likelihood ratio 

test) 결과 무선절편의 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다층모형

분석이 적절함을 시사하였다[χ2(1)=32.90, p<.01].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하여 개인 삶의 질의 지각에 영향을 미칠수 있

는 유형을 개인단위 통제변수, 회사단위 통제변수, 직장스포츠참여변수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4. 직장스포츠참여가 개인 삶의 질 지각에 미치는 영향(연구문제 1b)

  모형 1은 개인수준 변인 중 나이, 성별, 직위로 구성된 인구통계학적 요

인과 종목경력, 동기(건강, 실력, 성취감, 친목)이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나이(b=.229, Z=.094, p>.05), 성별

<표 8> 개인 삶의 질 지각 및 행복감 영모형

효과 계수(SE) 분산(SE) Z χ²(1)

고정

효과
절편(γ00)

4 .045
( .026)

- 158 .21** -

무선

효과

지역수준(u0j) 분산 -
.008

(.004)
- 32 .90**

개인수준(εij) 분산 -
.464

(.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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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16, Z=1.15, p>.05), 직위(b=.028, Z=1.81, p>.05)는 개인 삶의 

질과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목경

력(b=.033, Z=3.90, p<.01), 참여동기 중 건강(b=.169, Z=3.90, 

p<.01), 참여동기 중 실력(b=.119, Z=3.90, p<.01), 참여동기 중 성취감

(b=.190, Z=3.90, p<.01), 참여동기 중 친목(b=.083, Z=3.90, p<.01)

이  삶의 질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모형 1에 추가적으로 회사단위의 통계변수(매출, 직원수, 

회사연령)로 구성된 다층모형을 분석하였다. <표9>에 제시된 결과와 같이 

개인단위 통제변수에서는 나이(b=.022, Z=0.90, p>.05), 성별

(b=.114, Z=1.13, p>.05), 직위(b=.027, Z=1.80, p>.05)는 개인 삶

의 질 지각에 영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목경력(b=.033, Z=3.57, p<.01), 참여동기_건강(b=.170, Z=6.24, 

p<.01), 참여동기_실력(b=.119, Z=4.04, p<.01), 참여동기 중 성취감

(b=.191, Z=6.19, p<.01), 참여동기 중 친목(b=.085, Z=3.14, 

p<.01)은 개인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사단

위 통제변수인 매출(b=.006, Z=0.42, p>.05), 직원수(b=1.45e-06, 

Z=1.43, p>.05)와 회사의 연령(b=.002, Z=1.04, p>.05)은 개인 삶의 

질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에서는 모형 2에 추가적으로 직장스포츠경기 참여정도를 추가한 

다층모형을 분석한 결과 직장스포츠경기 참여정도에 따라 개인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스포츠경기 참여(b=.056, 

Z=5.82, p<.01)에 따라 개인 삶의 질 지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14>에 제시된 결과와 같이 개인단위 통제변수에서는 나이

(b=.023, Z=0.94, p>.05), 성별(b=.120, Z=1.19, p>.05), 직위

(b=.021, Z=1.63, p>.05)는 개인 삶의 질 지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목경력(b=.021, Z=2.30, 

p<.01), 참여동기 중 건강(b=.168, Z=6.21, p<.01), 참여동기 중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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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12, Z=3.82, p<.01), 참여동기 중 성취감(b=.168, Z=6.06, 

p<.01), 참여동기 중 친목(b=.067, Z=2.47, p<.01)은 개인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사단위 통제변수인 

매출(b=.003, Z=0.20, p>.05), 직원수(b=1.62e-06, Z=1.62, 

p>.05)와 회사의 연령(b=.002, Z=1.07, p>.05)은 개인 삶의 질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개인 삶의 질 지각 및 행복감 1∼3 모형
효과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고정
효과

개인
단위
통제
변수

나이 .229(.024) .022(.024) .023(.024)

성별 .116(.101) .114(.102) .120(.101)

직위 .028(.015) .027(.015) .021(.009)

종목경력 .033**(.009) .033**(.009) .021*(.009)

동기(건강) .169**(.027) .170**(.027) .168**(.027)

동기(실력) .119**(.029) .119**(.029) .112**(.029)

동기(성취감) .190**(.028) .191**(.028) .168**(.028)

동기(친목) .083**(.027) .085**(.027) .067**(027)

회사
단위
통제
변수

log(매출) - .006(.014) .003(.013)

직원수 - .001(.001) .001(.001)

회사연령 - .002(.002) .002(.002)

직장스포츠참여정도 - - .056**(.010)

(절편) 3.478**(.117) 3.2131**(.382) 3.193**(.378)

무선
효과

지역수준(u0j)분산(SE) .006(.003) .003(.002) .003(.002)

개인수준(εij)분산(SE) .046(.012) .426(.012) .421(.012)

Model Log 
Likelihood -2672.115 -2668.898 - 2562.072

-2ΔLL(χ2) 243.81**
(df= 8)

6.43
(df= 3)

33.65**
(df= 1)

R2(개인변량) .082 .082 .093

R2(지역변량) .235 .631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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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몰입도에 대한 계열사별 차이(연구문제 2a)

  연구문제1의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영모형(null 

model)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10>에 제시되어있다. 회사단위 변인

은 23개 계열사를 이용하였다. 총변량 중 지역간 무선효과 변량이 차지하

는 비율인 ICC(intraclass correlation) 값이 .04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

위수준인 지역이 설명하는 변량이 약 4%라는 의미로 그 값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대우도비 검증(maximum likelihood ratio 

test) 결과 무선절편의 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다층모형

분석이 적절함을 시사하였다[χ2(1)=38.64, p<.01].  

<표 10> 조직몰입도 영모형

6. 직장스포츠참여가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연구문제 2b)

연구문제 2b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유형을 

개인단위 통제변수, 회사단위 통제변수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모형 1은 개인수준 변인 중 나이, 성별, 직위로 구성된 인구통계학적 요

인과 종목경력, 동기(건강, 실력, 성취감, 친목)이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나이(b=.105, Z=3.99, p<.01), 직위(b=.043, 

Z=2.58, p<.01), 종목경력(b=.039, Z=3.90, p<.01), 동기(건강, 실력, 

효과 계수(SE) 분산(SE) Z χ²(1)

고정

효과
절편(γ00) 3.879(.028) -

138.98*

*
-

무선

효과

지역수준(u0j) 분산 - .010(.005) - 38.64**

개인수준(εij) 분산 - .544(.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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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감, 친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별(b=.076, 

Z=0.69,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모형 1에 추가적으로 회사단위의 통계변수(매출, 직원수, 

회사연령)로 구성된 다층모형을 분석하였다. <표11>에 제시된 결과와 같

이 나이(b=.101, Z=-3.84, p<.01), 직위(b=.043, Z=2.71, p<.01), 

종목경력(b=.038, Z=3.83, p<.01), 참여동기 중 건강(b=.167, 

Z=5.65, p<.01), 참여동기 중 실력(b=.085, Z=2.67, p<.01), 참여동기 

중 성취감(b=.151, Z=5.04, p<.01), 참여동기 중 친목(b=.088, 

Z=3.02, p<.01)은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b=.071, Z=0.65, p>.05)은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1 분석 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모

형 2에 새롭게 추가된 변수 중에서는 매출(b=.030, Z=2.10, p<.05)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원수

(b=8.05e-07, Z=0.81, p>.05)와 회사의 연령(b=.000, Z=0.18, 

p>.05)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에서는 모형 2에 추가적으로 직장스포츠경기 참여정도를 추가한  

다층모형을 분석한 결과 직장스포츠경기 참여정도에 따라 조직몰입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스포츠경기 참여(b=.048, Z=6.64, 

p<.01)에 따라 조직몰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b=.075, 

Z=0.69, p>.05), 직원수(b=9.21e- 07, Z=0.97, p>.05)와 회사의 연

령(b=.000, Z=0.15, p>.05)을 제외한 나이(b=.101, Z=3.86, p<.01),

직위(b=.042, Z=2.60, p<.01), 종목경력(b=.028, Z=2.81, p<.01), 

참여동기 중 건강(b=.165, Z=5.61, p<.01), 참여동기 중 실력

(b=.078, Z=2.49, p<.05), 참여동기 중 성취감(b=.131, Z=4.37, 

p<.01), 참여동기 중 친목(b=.073, Z=2.49, p<.05)은 모형 2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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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조직몰입도 1∼3모형

 

효과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고정
효과

개인
단위
통제
변수

나이 .105**
(.026)

.101**
(.026)

.101**
(.026)

성별 .076
(.110)

.071
(.109)

.075
(.109)

직위 .043**
(.016)

.044**
(.016)

.042**
(.016)

종목경력 .039**
(.010)

.038**
(.010)

.028**
(.010)

동기(건강) .167**
(.030)

.167**
(.030)

.165**
(.029)

동기(실력) .087**
(.032)

.085**
(.032)

.078*
(.032)

동기(성취감) .150**
(.030)

.151**
(.030)

.131**
(.030)

동기(친목) .083**
(.029)

.088**
(.029)

.073*
(.029)

회사
단위
통제
변수

log(매출) - .030*
(.014)

.027*
(.014)

직원수 - .001
(.001)

.001
(.001)

회사연령 - .000
(.002)

.000
(.002)

직장스포츠참여정도 - - .048**
(.010)

(절편) 3.144
(.126)

2 .276**
(.393)

2.234**
(.384)

무선
효과

지역수준(u0j)
분산(SE)

.008
(.004)

.002
(.002)

.002
(.002)

개인수준(εij)
분산(SE)

.500
(.014)

.500
(.014)

.496
(.013)

Model Log 
Likelihood -2888.624 -2883.074 - 2872.145

-2ΔLL(χ2) 237.78**
(df= 8)

11.10* 
(df= 3)

20.66** 
(df= 1)

R2(개인변량) .080 .080 .087

R2(지역변량) .157 .744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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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대기업 직장인의 스포츠경기참여와 조직수준의 영향인 조직몰

입과 개인수준의 영향인 개인의 삶의 질 자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기업에서 스포츠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직장인의 스포츠경기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과 조직몰

입·개인의 삶의 질 자각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대기업 종사자의 스포츠

경기 참가와 이와 관계된 경험적, 이론적 근거를 제시함은 물론 기업의 조

직원을 위한 스포츠경기 활용방안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직장인의 지각된 조직몰입도는 계열사에 따라 일부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 결과는 기업의 매출액에 따라 기업내부구성원은 조직몰입

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의 종업원수(규모)와 

회사의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기업 직장인의 사내스포츠경기 참여는 조직몰입도에 영향을 미

친다. 이 결과는 사내스포츠경기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조직몰입도가 유

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스포츠경기를 통해 향후 기업에서 조직몰

입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대기업 직장인의 지각된 삶의 질은 계열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결과는 대기업의 매출액, 종업원수, 회사연령과 지각된 삶

의 질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기업 직장인의 사내스포츠경기 참여는 개인의 삶의 질 지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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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 이 결과는 대기업 직장인이 사내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지각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나 이 또한 내부직원들의 직무몰입을 위한 방법으로 스포츠경기를 활용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논의

  본 연구의 결과로서 대기업 직장인들의 사내스포츠경기 참여는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자각을 증대시키고, 조직몰입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조직몰입은 각 계열사별 특히 매출액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삶의 질에 대한 자각은 회사단위의 통제변수 즉, 매출액, 

종업원수, 회사연령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업내부구성원들의 스포츠참여와 개인의 삶의 질 지각과 조

직몰입이 관계가 있다는 것은 기업이 내부구성원들을 위해 스포츠를 통해 

효과적인 구성원 촉매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스포츠활동 참여는 기업내부 구성원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상대적 

시간을 할애하고 이는 조직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하는 역할을 한

다. 이러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부서간의 협업 및 업무협조가  자주 

발생하는 대기업의 경우,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고 이러한 효과

는 직·간접적으로 직무몰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인 변수(연령, 직위)는 직무몰입에 영향

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직위가 높아질수록 직무몰

입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는 대기업에서 연령과 직위에 따라 사내프로

그램 및 직무몰입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에 활용해 볼 수 있는 자

료로 선택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개인변수와 달리한 회사

변수의 영향력이다. 회사의 매출에 따라 조직몰입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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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해석이 될 수 있다. 회사의 매출액이 크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

를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매출이 높을 경우 종업원에 대한 복리

후생 비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복리후생제도가 잘되어 있고 투자비용

이 높은 회사일수록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애착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끼

치게 된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매출관련 자료를 취합하는데 금융감독

원 공시자료를 이용하여 각 사별 복리후생 투자비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향후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회사의 복리후생비 비율 등 다양한 

회사단위의 변수를 가지고 후속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사내스포츠경기 참여는 개인의 삶의 질 지각에는 영향을 미

치는 반면, 회사의 규모나 매출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 성별, 직위에 따라서도 개인의 행복감이나 삶의 질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지

각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가? 또는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가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지각이 영향을 받

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회사의 매출액에 대해서도 회사의 규모와 회사

의 연령에 따라서도 개인의 삶의 질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은 

자신의 소속되어 있는 집단의 규모에 따라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받지 않

는 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3. 연구의 의의

  

  기존의 연구들은 평상시 스포츠활동에 참여가 삶의 질과 직무만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대기업에서 내부구성원을 위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대규모 스포츠경기의 효과에 대해 검증한 것으로 이

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여가친화기업을 선정하는 것과 같이 기업이 

직접 내부직원들을 위한 스포츠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참고자료

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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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단일 회사의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 집단(23개 계열

사)의 각 계열사별 통제변인을 둠으로써 회사별로 통제변인이 직무만족과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른 자료와 차별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4.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 회사별 자료를 금감원 공시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종업원

수, 회사연령 등을 활용하였다. 각 회사별로 보다 직원들의 직무만족이나 

삶의 질에 대한 지각에 대한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자료(복리

후생 제도, 각사별 동호회 지원제도 및 지원비 등)의 활용이 필요하다. 향

후 연구에서는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보다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

직단위의 변수를 측정한다면 기업내부직원들의 직무만족 및 삶의 질 지각

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기업의 스포츠프로그램(축구, 농구, 야구,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을 운영하였으나, 대부분의 종목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대부분 남성으로 구

성되었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과 삶의 질 지각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히 측정하기에 데이터량이 충분치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최근 기업의 구성원 비율을 보면 점차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스포츠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들

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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