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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은 이전 어느 때보다 뜨겁다. 뉴스 보도를 통해 웰빙 열

풍, 다이어트 열풍 등 우리 사회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은 하루에

도 몇 번씩 확인할 수 있다. 이제는 단순히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을

넘어서서 몸매를 가꾸고 체육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 활용한 자료에서는 필요 체육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항에

70% 이상의 사람들이 공공체육시설이라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시급히 시설확충과 개선이 필요한 체육시설 역시 공공체육시설이었

다. 체육시설 이용자들은 공공체육시설이 더 많이 생기기를 바라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시설확충과 더불어 좋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현 상황에서 ‘누가 공공체육시설의 담당 주체가

되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문제일 것이

다.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주체는 기초자치단체다. 체육관련 예산의 경우 중앙정

부가 중심이 되어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직접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간이운동장(마을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관에 대해서는 주로 기초자치단체가 운영주체로서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을 공급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공공체육시설 개수와 면적은 이

전과 비교했을 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지역주

민들이 선호하는 공공체육시설들이 적절하게 공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공체육시설 공급정책을 수

립하는데 있어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특성과 공급 대상의 지역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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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적절한 공공체육시설을 공급하기 위해서

는 먼저 기존의 공급과 운영 및 관리에 치우친 공공체육시설 연구

의 틀을 깨고 이용자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

러 종류의 많은 체육시설 중에 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지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면 어떤 영향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지

먼저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

자들의 이용행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현재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해서 이용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문

화체육관광부의 「2012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를 활용하였

다.

공공체육시설 이용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

용하였다. 첫째, 체육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과 그 밖

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나누어 어떤 영향요인들이 공공체육

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둘째, 공공체육시설 이용

자들만을 대상으로 영향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의 구성

은 개인적 특성, 시설접근성, 체육활동 참여 특성, 지역 특성으로 나

누고 각 특성마다 변수를 세분화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이용여부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유의미했던 변수는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 중 연령과 직업 변수였으며, 그리고 시설 접

근성, 체육예산 변수가 공공체육시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거지 근거리에 있는 약수터,

등산로에서 걷기 활동에 많이 참여했다. 생활 주거지 주변으로 간단

하면서도 간편한 체육시설을 공급이 더 많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설들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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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둘째,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용횟수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는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 중 연령, 직업, 소득

이 유의미했고, 시설 접근성, 체육활동 참여 특성, 지역적 특성 변수

들이 모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높을

수록 이용횟수가 높았으며 직업과 소득은 사무·관리직,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고소득층 보다는 기능직 및 단순노무, 전업주무 및 학생

등과 같은 저소득층일수록 이용횟수가 더 높았다. 공공체육시설의

특성상 사용 요금을 내지 않거나 민간 체육시설과 비교했을 때 저

렴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저렴한 비용으로 체육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체육활

동 참여 특성으로는 단체종목 이용자와 참여 동반자가 없는 이용자

들이 공공체육시설 이용횟수가 많았다. 이는 공공체육시설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부여하는 기

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간주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각 지역에

공공제육시설을 공급할 시 체육시설의 특징과 시민들의 수요를 고

려해야함을 시사한다.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들의 이용행태를 분석해 본 결과 이용자들의

개인적 특성, 시설 접근성, 지역적 특성의 영향요인들은 각각 체육

시설 이용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각 지역마다 이런

영향요인들의 정도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공공체육시설을 공급하

는 주체는 공급자의 입장만 고려해서 시설 공급을 고려할 것이 아

니라 지역의 특성, 지역 구성원의 체육활동 참여 특성을 고려해서

시설 공급을 해야 한다고 본다.

주요어 : 공공서비스시설, 공공체육시설, 체육정책, 체육시설이용

학 번 : 2012-2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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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시설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발전이 이루어

진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대도시와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을 대

량으로 공급하는 주택 공급형 도시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에

걸맞은 배경, 광역적 도시시설1)만 주로 공급 되었고, 도시에 사는 사

람들에게 맞는 도시 시설과 인프라 등의 건설은 소홀히 해왔다. 하지

만 현재 공공서비스시설의 공급은 지속가능성의 철학 토대위에 도시

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중심적인 도시시설계획으

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자연환경과 공생할 수 있는 공원, 녹지, 도

로, 대중교통시설 등 각종 시설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든 것이다. (원제무, 2010)

새로운 도시개발 및 시설계획의 흐름은 New Urbanism과 Urban

Village 개념의 등장을 가져왔다. New Urbanism은 20C 중·후반까

지 주류를 이루었던 급속한 도시 확산과 난개발에 대항하여 1980년

대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나타난 설계 지향적 도시 패러다임이

다. 한편, Urban Village란 1980년대 후반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이

1)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 8항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

쳐 있는 시설

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

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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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었던 Urban Village Group이 내놓은 개념이다. 두 개념 모두 무

질서한 도시 확산에 반대하고 기존에 갖추어진 자연환경과 어우러지

는 인간 중심의 도시 개발을 지향하는 데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

다. 주민들이 도시에 살면서 공공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만

족감, 행복함 등 향상된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도시 계획의 핵심

이 되는 것이다.(노춘희·강현철, 2013)

공공서비스시설의 기능은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 가스와 같이

흔히 사회간접자본이라 일컫는 시설과 같이 기본적인 시설로만 인식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이슈인 복지의 확산, 여가생

활에 대한 인식의 전환, 문화생활에 대한 수요의 증가 등의 변화와

함께 이와 관련한 시설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시설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시설로써 인식되고

있다.

복지, 여가, 문화생활과 같이 우리 삶의 풍요로움과 직결되는 활동

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시설조성에 대

한 필요로 연결됐다. 특히, 2004년부터 우리나라의 전 분야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의 도입과 국민들의 건강 및 웰빙에 대

한 관심, 2000년대 중반부터 불어 닥친 ‘몸짱’ 열풍 때문에 이전의 어

느 때보다도 더 국민 개개인의 체육활동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

다. 따라서 체육활동 참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에 따르는 공공

체육시설 확충이 공공서비스시설 공급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

이 되었다. 한국스포츠개발원(구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조사한

「2012 국민생활 체육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1989년 이후 체육

활동에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인구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그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체육활동이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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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체육활동의 참여가

지역공동체의식함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국내·외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을 주민들과 함께 이용함으로써

체육활동 참여를 매개로 주민들 간의 교류가 확대되고 이를 바탕으

로 하여 지역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사회의 신뢰를 높인다는 것이

다.(박동균 이은석, 2007; Stacy Warner, Marlene A. Dixon, 2011)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의 높아진 체육참여의사에 대한 수요

를 충족과 체육활동 참여가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하

여 공공체육시설 공급에 관심을 갖고 시설을 늘리고 있다. 체육시설

중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실제 체육활동 참여가 가능한 간이운동시설

및 생활체육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의 주체이다. 문화체육관

광부의 종합적인 계획 목표는 지역주민의 선호를 반영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있지만 실제 체육시설의 공

급정책과 지역주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이 비례해서 나타나고 있

지는 않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

을 미치는지, 각 요인들이 시설이용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대해서 알

아보고자 한다.

먼저 공공체육시설의 공급현황이 어떠한지 파악해야한다.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통계자료를 살펴

보면 2000년대 들어오면서 시설공급은 체육시설 공급이 시작된 그

이전 어느 때보다 가파른 상승곡선을 꾸준히 그리고 있다. 2004년

7,863개의 공공체육시설 숫자는 2012년 17,989개로 증가하였고,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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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체육시설면적2)역시 2004년 1.32㎡에서 2012년 3.31㎡으로 늘어

났다.

<그림 1> 공공체육시설 현황

출처: e-나라지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과 같은 제반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다. 공공체육시설의

공급량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시민들의 체육시설 수요 욕구를 충

족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이 보인다는 점, 바꾸어 표현하자면 정부의

체육시설 공급정책은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측면에서 뛰어났

다고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체육시설 수요 변화에 발맞

추어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 10월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그 내용에는 1인당 체육시설의 면적을

2025년까지 5.7㎡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시·군·구를 인구와 면적, 공간구조, 산업구조, 인구구조, 재정상태 및

2) 1인당 체육시설 면적= 체육시설면적/해당연도 인구수



- 5 -

소득수준에 따라 10개의 유형을 구분하여 지역특성별로 차별화된 확

충방향을 제시하였다. 체육활동에 대한 늘어난 수요와 체육시설 공급

정책 환경의 변화, 체육활동 참여의 긍정적인 영향에 근거한 적절한

공공체육시설 공급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 과연 시설의 확

충이 곧 시설 이용으로 연결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서울시 주민

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울 서베이」의 ‘주로 이용하는 운동장소’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에서는 반드시 공공체육시설의 양적인 증가가 공

공체육시설 이용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

는 「서울 서베이」자료와 각 구별 간이운동장 및 생활체육관 시설

면적 자료를 활용해서 구별 1인당 체육시설면적과 이용률에 대한 표

를 작성해 보았다. 각 구별로 1인당 체육시설 면적과 공공체육시설

이용률과의 관계가 반드시 비례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전국 평

균치, 서울시 평균치보다 훨씬 웃도는 체육시설 면적을 갖춘 지역구

라도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이 반드시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같은

도심권 권역에 있는 종로구와 중구를 비교해 보면, 종로구는 1인당

공공체육시설면적이 5.31㎡, 중구는 0.32㎡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종로구는 정부의 2025년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을 이미 달성한 지

역구이며 현재 전국 평균치와 서울시 평균치를 넘는 면적을 갖추고

있다. 중구는 종로구와 비교했을 때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이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인다. 반면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의 경우만 놓고 비교

하면, 각각 60.3%, 63.1%로 오히려 면적이 훨씬 좁은 중구에서 공공

체육시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도심권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다른 권역의 지역구에서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

과는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나 면적을 늘리는 양적인 측면의 증가가

반드시 지역주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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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
상주인구

(명)
체육시설 면적( ㎡)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구별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서울시 9,550,206 간이 운동장 생활체육관

종로구 149,835 14,817 13,396 5.31 60.3

중구 116,631 348,285 13,671 0.32 63.1

용산구 216,827 20,537 5,432 8.35 53.9

성동구 288,316 83,571 14,992 2.93 49.3

광진구 355,483 26,947 16,676 8.15 56.7

동대문구 336,529 647,893 12,310 0.51 53.4

중랑구 395,694 115,325 19,686 2.93 51.6

성북구 448,611 37,375 15,633 8.46 55.0

강북구 319,700 155,239 22,446 1.80 66.0

도봉구 343,230 1,252,288 50,075 0.26 64.1

노원구 578,304 726,600 8,107 0.79 67.6

은평구 444,078 1,875 23,488 17.51 66.9

서대문구 305,401 156,450 17,497 1.76 56.6

마포구 361,068 521,456 13,235 0.68 58.9

양천구 461,460 1,221,544 18,930 0.37 65.0

강서구 537,902 2,202,717 6,707 0.24 72.3

구로구 399,029 78,930 7,536 4.61 62.9

금천구 228,813 90,346 11,358 2.25 49.4

영등포구 372,890 189,553 9,683 1.87 65.4

동작구 387,272 197,068 14,609 1.83 61.3

관악구 507,576 73,220 12,221 5.94 51.6

서초구 385,917 134,257 128,130 1.47 57.4

강남구 517,933 40,100 82,298 4.23 59.4

송파구 634,362 216,884 20,033 2.68 47.1

강동구 457,345 53,533 8,457 7.38 52.5

<표 1> 서울시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및 이용률

출처: e-나라지표 및 2012「서울 서베이」자료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

위의 자료는 서울 지역만을 고려한 자료이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공공체육시설 현황이 이와 같으리라 짐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 7 -

러나 이 결과를 토대로 공공체육시설 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분석은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울시의 경우처럼 공공체육시설의 공급이 이용률의 증가로 나타나

지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 공공체육시설이 공급자의 관점에서만 이루

어졌고 수요자의 요구를 잘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

광부는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에서 기존의 공급자 중심

의 체육시설배치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하

지만 이런 목표 설정에도 불구하고 면적과 이용률의 관계가 비례관

계를 형성하지 못한 데에는 정책 집행 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아직 시

설 수 확충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공공체육시설의 관한 연구 역시 공공체육시설의 입지 선정

적정성 여부(김홍순·유지곤, 2006), 공공체육시설의 공간적 분포 특

성에 관한 연구(고재곤·채영식·김인현·김현석, 1999)등 어떻게 시설

을 배분할 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시설을 이용하는 지

역 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시설 수를 결정하고 어떠

한 시설 유형을 공급해야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연

구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 중심의 측면에서 시설 공급을 고

려한다면, 단순히 시설의 숫자나 면적을 늘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시설 이용률을 높임과 동시에 만족도를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

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의 사례만 놓고 접근한다고 가정하면

각 구 별로 지역 구성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지

리적 특성의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체육

시설 이용자의 이용 이유를 규명해서 각 구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시

설 보급이 바람직한 공공체육시설 공급 정책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들의 이용행태를 분석하고자 한

다.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떠한 것이며 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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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영향 정도를 분석하려고 한다. 시설 이용자들의 이용행태를 참

고하여 적절한 공공체육시설 공급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주민

들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시설 이용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공공체육시설은 운동종목, 시설형태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다.

연구의 분석대상은 공공체육시설 중 지역주민들이 주로 참여하고 이

용하는 간이운동장(마을체육시설) 및 생활체육관 이용자다. 영향요인

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출한 자료를 종

합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현황’ 자료와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민들에 대한 통계자료 및 「서울 서베이」가

주관하여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서울 도시정책지표조사’

내용 중 ‘주로 이용하는 운동장소’에 대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

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이 공동으로 2년 주기마다 시행하고

있는 「2012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자료를 토대로 공공체육

시설 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려고 한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2012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가 되

겠다. 전국 9,000명을 대상으로 체육활동 참여 실태를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를 진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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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공공서비스시설

1. 공공서비스의 개념

공공서비스시설의 개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 6항에 명시되어있다.3) 공공서비스시설의 개념은 법 규정의 의미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즉, 공공재의 개념으로써 이해하는 것이 필

요하다. 공공서비스시설은 공공서비스의 하위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공공재의 정확한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

고자 한다.

공공서비스 또는 공공재4)는 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 또는 재화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정부가 공급하건 아니건 간에 소비 과정에서의 비경쟁성과 비배제성

의 속성을 갖고 잇는 서비스나 재화를 공공서비스 또는 공공재라고

말한다.(Browning & Browning, 1979: 21-23; 박종화외 2인, 2005

재인용) 그렇다면, 공공서비스의 특성인 비경쟁성과 비배제성의 개념

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

3)“공공시설”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4) Hill(1977)은 재화와 서비스를 엄격하게 구분한다. ‘재화’는 사유할 수 도 있고

양도될 수도 있는 물리적 실체인 반면, ‘서비스’는 경제적 단위의 활동 결과에 의해

초래되는 변화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박종화(1994)는 서비스와 재화의 구분 기준

이 항상 명확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 구분의 의미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서비스와

재화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려는 경향이 일반적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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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가능 배제불가

개별소비 사적재 공동이용재

집합소비 요금재 집합재

비경쟁성이란, 많은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그 예로서 국방, 방송, 홍수통제, 일기예보를 들 수 있

다. 비배제성은 일부에게 서비스의 편익을 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

나 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차별을 두어 배

제할 때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를 말한다. 서비스를 이용함

에 있어서 돈을 내는 사람이나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이나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경쟁성, 비배제성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공공서비스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두 가지 속성을 완전하게 갖춘 서

비스는 흔치 않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비경쟁성과 비배제성을 가

지고 있어야 공공서비스인지 하는 문제가 생기며, 다양한 종류의 서

비스를 명확하게 분류가 필요가 있다. 서비스를 분류하는 이유는 그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들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표 2> 배제와 소비 속성에 따른 재화의 분류

출처: 박종화외 2인(2005)에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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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형 시설

공간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공급
유통업무시설,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일반적으로 서비스는 소비와 배제라는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명

료하게 분류한다. 첫째, 사적재는 개별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공

급자의 동의 없이는 이용자가 획득할 수 없는 재화이다. 둘째, 공동

이용재는 개별적으로 소비되지만 사실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

는 재화이다. 셋째, 요금재는 결합적으로 이용되지만 이용자는 반드

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

들은 요금재를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된다. 넷째, 집합재는 결합

적으로 이용되며 어느 누구를 그 이용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불가

능하다.(박종화외 2인,2005; 원제무, 2003)

2. 공공서비스시설의 분류

공공서비스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 6

항에서 도시 기반시설의 유형을 각 기능에 따라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다. 총 7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시설을 분류하였고 그 세부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 공공서비스시설의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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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학교, 운동장, 공용의 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및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시설, 방조설비

보건위생
화장시설, 공동묘지, 납골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제 2 절 공공체육시설

1. 체육시설의 개념

체육시설은 체육활동의 터전이며 운동을 통하여 건강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공간이다.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이 필수적이며 체육활동 참

여의 강력한 유인동기이기도 하다. 체육시설을 통해서 인간은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게 되며, 경제적 부각가치를

생산해내기도 한다. 체육시설은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자 직접생산재로

서의 가치를 가진다.(체육백서, 2012)

체육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률」5)(이하 체시법) 제2조 1호에서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

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에서는 ‘건전한 신체·정신 함양과 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운동경기·야

외운동 등의 신체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이

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으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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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에 대한 학문적 정의는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요

약할 수 있다. 광의의 개념은 ‘운동에 필요한 물적인 여러 가지 조건

을 인공적으로 정비한 시설과 용·기구 및 용품을 포함한 조형물’로

정의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의미를 확장해서 해석하고 있다. 협의의 개

념은 ‘운동학습을 위한 각종의 장소’로 규정함으로써 공간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체육시설은 ‘효과적이며, 더욱 쾌

활하고, 적합하며, 안전한 운동 활동을 전제로 설치·관리되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가지는 물적 환경’으로 정의하고 있다.(체육백서,

2012)

체육시설에 대해서 다른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체육

시설은 이용자가 직접 운동에 참여하거나 그 운동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설이나 설비를 의미한다.(강신복 외9인, 1993) 체육

시설은 체육활동 참가자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

행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말한다. 즉, 체육시설은 체육활동 참가자가

적극적으로 건전한 체육활동을 즐기기 위한 필수적 환경요인이다.(허

현미, 1997) 체육시설은 각종 스포츠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 요건일 뿐만 아니라, 학생과 사회 구성원들

로 하여금 스포츠를 생활화하도록 하는 동기유발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체육의 주체를 인간이라고 한다면 시설은

인간으로 하여금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터전을 제공해주는 객체라

고 할 수 있다.(한성일, 1987) 체육시설은 체육 이념에 기초한 목적

과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위한 제반 기능의 원활한 수행에 요구되는

물리적 공간과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비된 물적

조건을 총칭하는 개념이다.(임번장, 2000) 학자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자면 체육시설은 단순히 체육활동을 하는 물리적 공간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육활동 참여자들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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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육시설의 분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시설을 운동종목, 시설형태, 설치 및 운

영주체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다. 운동종목에 따라서는 45개의 종목

별 경기장과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운동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시설형태에 따른 분류

는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설치 및

운영주체에 따른 분류는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공공체육시설이라는 용어는 1994년

체시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체시법

에 따르면 공공체육시설은 시설의 주요 이용자와 이용목적에 따라서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표 4> 체육시설의 분류

구분 체육시설의 종류

시설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주체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

운동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

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

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

주장, 조정장, 체력 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테니

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기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행하여

지는 운동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것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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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체육시설 조성정책의 전개

1) 체육시설정책 도입 초기

체육시설 조성 정책은 도입초기부터 1950년대까지는 민간부분이 중

심이 되어 역할을 하였다. 이후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

되어 국내 체육시설의 상당 부분이 정부의 주도아래 설치되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

설이 민간으로부터 도입된 한정된 범위(학교와 교육의 영역)에서 전

국민의 생활영역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1966년 국

가대표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태릉선수촌이 건립되었고,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전국 주요도시마다 운동장고 체육관 등의 대형 체육

시설 건립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의 체육시설은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서 큰 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1981년 서울올림

픽 유치 이후 체육부(현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설되었고, 두 차례 종

합경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서울로 편중이 예상되는 체육시설 확충을

우려하였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건립을 촉진하도록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방 체육시설

사업을 국고보조대상사업에 포함시켰다. 1989년에는 체육시설의 설

치·이용을 권하고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

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체시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와

같이 일련의 법률 제정을 통하여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손

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호돌이 계획)

정부는 두 차례의 종합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해 고조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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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생활체육으로 이어가고자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 함께 1990년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

을 수립하였고 1993년까지 3년간 추진하였다. 계획의 기본적인 진행

방향은 평생체육의 실현과 국민의 체력·정신력 강화를 통해 국력을

키우고, 건전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민간투자 촉진, 체육시설 설치지역의 확대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저렴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단계

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존시설의 활용도 향상

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생활체육 시설화, 올림픽 시설 활용, 직장체

육시설 개방, 학교체육시설의 주민 생활체육 시설화 등의 방안을 수

립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

정부는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이후 국민들의 체육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총 3차(1차:1993-1997, 2차:1998-2002, 3

차:2003-2007)에 걸쳐서 15년간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을 추진하

였다.

제1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은 모든 국민의 체육활동을 안정적

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 따라서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체

육시설의 공급을 목표로 지방체육시설의 확충과 공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부족한 동계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와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가장 먼저 지역의 기본체육시설로 운동장과 체육

관, 수영장을 설치하였고, 국민의 생활반경에 맞춘 생활권 체육시설

인 동네체육시설, 종합체육회관, 구민문화체육회관, 농어민문화체육

센터, 자연 친화적인 체육공원 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하였다. 그럼에

도 부족한 시설들은 학교 및 관공서의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부족한

부분들을 최대한 화보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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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은 꾸준히 증가하는 체육활동에 대

한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 중심의 생활체육시설을 조

성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특별시·광역시·도와 같은 광역단위가

아닌 시·군·구 지역의 부족한 기본체육시설과 근린체육공간 조성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이와 함께 체육시설의 확충 뿐 아니라 효율

적인 관리운영과 체육활동기회 확대, 시설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한 민

간위탁 등 관리운영의 다양성 확대 정책도 병행하여 생활체육을 더

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제3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은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에 비해 체

육시설 공급이 부족하다는 구체적인 지표를 토대로 수립되었다. 따라

서 국민의 체육활동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기 위해 주민의 생활권 안

에서 언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체육시설

을 정부의 선택으로 설치하지 않고 설치지역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다목적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

한 기존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함께 개인 건강기능

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을 확충하였다. 그리고 지역별 환경의 차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춰 체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게 되었다.

4)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 10월 증가하고 있는 건강유지와 체력증

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욕구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충족시키고, 모든 국민이 양질의 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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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목표연도는 2025년으로 설정했으며 2015년까지 국체적인 사

업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5년까지 체육활동의 정기적 참여율 60%,

체육시설 보급률 100%, 체육시설 평균 접근거리 700m를 목표로 설

정하였다. 추진전략은 지역특성별 확충전략이 차별화, 생활권 위계별

기본체육시설 설정, 유관시설과의 기능적·형태적 복합화, 재원의 다

원화 및 다양성 확대, 주체 간 역할체계 정비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의 시·군·구를 인구와 면적, 공간구조, 산업구조, 인

구구조, 재정상태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 10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역특성별로 차별화된 확충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공공체육시설

배치방식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획일적 기준

에서 벗어나 생활권역 및 인구 수, 그리고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지

역별 특성화, 시설의 복합화, 재원의 다양화 지향 등을 통해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였다.

4. 공공체육시설의 개념과 분류 및 현황

1) 공공체육시설의 개념

공공체육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대한체육회·서

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공공법인체)가 국민의 체육활동

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동네체육시설과 시·군 교육

청 소관 학생 체육관·학생 수영장 등 포함)을 의미한다.(문화체육관

광부, 2012) 앞서 연구의 배경에서 언급한대로 체육활의 도시민들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에 언급한 바 있다. 위성식, 이제홍(1997)은

공공체육시설은 특정기간에 관계없이 일반대중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이용률이 높다고 주장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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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공공체육시설은 타 시설보다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설이

되어야 하며, 국민체육활동의 장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

을 밝히고 있다.

공공체육시설은 적극적이고 건전한 체육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특

정집단이 아닌 일반대중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법인의 지원예산으로 건설되고 운영 유지되는 체육시설을 포괄

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복지

서비스로 지역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 시키고 여가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체육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김

종길, 2013)

2) 공공체육시설의 분류

공공체육시설의 유형은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로 구분된다.

전문체육시설은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참가선수훈련 등을 위

해 마련된 운동장 체육관 등의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체육시설이며,

이와 같은 전문체육시설은 체시법 제5조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가 설치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체시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라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에는 국내의 전국단위 종합경기대

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과 국제경기대회를 개최·운영할 수 있는 체

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군에는 각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

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활체육시설은 국민이 생활하는 생활반경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생활체육시설의 설치는 체

시법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행정구역별로 시·군·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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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주민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을,

읍·면·동에는 해당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직장체육시설은 직장인의 건강 및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체육활

동을 위하여 직장의 장이 설치하는 체육시설로, 체시법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해 근로자 500인 이상이 상

시 근무하는 직장에는 체시법시행령 별표1의 체육시설의 종류 중 2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체육시설

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체시법 제8조를 통해 공공체육시설 중 직장체육시설

을 제외한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

록 개방하게 하고, 더불어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해 공공체

육시설로서의 성격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시설은 생활체육시설이며, 공공체육시

설의 분류기준에 따라 간이운동장과 생활체육관 시설면적과 시설에

이용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려고 한다.

공공체육시설의 분류기준과 전국 간이운동장시설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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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항목 시설 분류기준 시설항목 시설 분류기준

1. 육상경기장

일주거리 400m 또는 300m, 200m의 육상트랙, 필드(축구경기장) 및 보

조경기장

등을 갖춘 경기시설로서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공설운동장, 시민운동장, ㅇㅇ경기장 등으로 일컬어짐

12.롤러스케이트
장

- 정규(트랙)
- 정규(로드)
-간이

ㆍ트랙경기장:일주거리200m의트랙,주폭6m이상
ㆍ로드경기장:250m~1,000m,주폭8m이상
ㆍ경기장규격이정규수준에미달되는시설

2. 축구장
길이 100~110m, 폭 64~75m(국제경기 규격)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

(축구 경기 가능시설로서, 육상경기장내의 축구경기장은 제외)
13. 사격장

공기총사격(10m), 화약총사격(10m,25m,50m,300m), 클레이사격

(트랩,스키트)시설, 러닝 타겟 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사격장

3. 하키장 길이 91.4m, 폭 55m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하키 전용 경기장에 한함) 14. 국궁장
사정거리는 관저 중심에서 사대 중심까지 145m, 과녁 사이 5m 이상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

4. 야구장
본루로 부터 1,3루 측 야외거리가 98m 이상, 백스크린까지 110m이상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
15. 양궁장 30m, 50m, 60m, 70m, 90m 거리의 경기 가능

5. 싸이클경기장
일주거리 실내 250~400m(통상 333.33m가 주종), 실외 250~500m ,

주로 폭 7m 이상, 경사도 직선주로 8°~10°, 곡선주로 38°~45°
16. 승마장

마장마술(길이 60m, 폭 20m), 장애물 비월(폭의 길이 최소한 60m 총

넓이 4,800㎡ 이상)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승마장

6. 테니스장
가로 10.97m, 세로 23.77m

(마을체육시설 수준의 테니스장은 간이 운동장으로 분류)
17. 골프연습장 골프 연습 타석을 갖춘 시설

7. 씨름장

경기장 높이 30㎝ 이상 70㎝ 이하, 경기장 직경 8m 이상인 원형의 모

래시설과

경기장 밖 1.5m 이상의 보조경기장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

18.조정카누장

- 조정
- 카누

조정 경기 가능 시설

카누 경기 가능 시설

8. 간이운동장
축구, 배구, 농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체력단련기구 등 간이운

동시설이 설치된 거주지 인근의 마을체육시설
19. 요트장

요트 경기에 필요한 시설과 요트의 수납과 정비용 부대시설을 갖춘

경기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경기장

9.체육관
- 구기체육관
- 투기체육관

- 생활체육관

ㆍ핸드볼,농구,배구,배드민턴등구기종목의경기개최가가능한체육관
ㆍ유도,레슬링,복싱,태권도,펜싱,검도,씨름,체조,역도등투기종목의

경기 개최가 가능한 체육관

ㆍ농구,배구등구기종목과수영,볼링,에어로빅,헬스등생활체육종목의
각종 체육시설이 복합 설치된 체육관(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

국민체육센터,
시민체육관, 구민체육센터, 농어민 문화ㆍ체육센터,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등)

20.빙상장

- 쇼트트랙

- 400M트랙

ㆍ길이60m,폭30m(일주거리111.12m의트랙)또는이와유사한규격
(아이스하키 경기 가능)

ㆍ일주거리400m이상333.3m미만의길이의두개의주로

10. 전천후
게이트볼장

정식 규격의 게이트볼장으로 지붕, 기둥 또는 벽면으로 구성된 경기장

(단, 지붕

구조가 막구조로 된 게이트볼장도 포함)

21.설상경기장

- 스키점프장

-바이애슬론경
기장
-

크로스컨트리경
기장

ㆍ길이90m,120m또는이와유사한규격(스키점프경기가능)
ㆍ3.25km와2km지점에컷오프를갖춘하나의4km주로로구성
ㆍ5km×3코스=15km또는이와유사한규격(크로스컨트리경기가능)

11.수영장
- 경영풀

- 다이빙풀
- 비정규

ㆍ폭25m,길이50m8레인으로레인폭은2.5m이상(1레인과8레인수영조벽과
폭 0.5m 이상)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

ㆍ폭과길이가25m×33m,수심5m
ㆍ경기장규격이정규수준에미달되는시설

22. 기타
체육시설 ㆍ 상기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체육시설

<표 5> 공공체육시설의 분류기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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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 설 수(설 치 유 형 별)

시 설
조성면적
(㎡)

시 설 내 역

계
(개소)

체
육
공
원

둔
치

마
을
공
터

아
파
트
단
지

약
수
터

등
산
로

도
시
공
원

기
타

①간이운동시설 (면)

②
체력
단련
시
설
(점)

③
부대
편익
시
설
(점)

계
축
구
장

배
구
장

농
구
장

씨
름
장

테
니
스
장

게
이
트
볼
장

운
동
광
장

배
드
민
턴
장

체
조
장

로
울
러
장

수
영
장

기

타

계 12,875 536 519 2,904 391 763 1,686 3,465 2,611 41,477,416 22,153 590 512 2,001 114 1,301 7,114 315 7,732 33 175 47 2,222 82,385 75,311

서
울 2,354 14 34 174 67 260 342 1,258 205 8,606,810 1,937 47 28 192 1 104 112 56 1,152 4 19 20 202 13,762 14,611

부
산 772 22 30 145 13 91 244 142 85 2,311,678 624 15 8 77 3 89 73 6 222 1 4 1 125 8,374 6,103

대
구 382 0 43 11 4 3 24 147 150 777,264 470 22 12 59 2 28 99 3 149 11 5 0 80 3,097 2,296

인
천 687 24 0 195 13 20 25 263 147 1,364,106 768 19 6 137 2 76 127 6 235 0 13 1 146 3,667 6,678

광
주 326 6 9 39 65 2 35 55 115 545,633 319 13 10 29 2 20 55 1 36 0 0 0 153 2,129 2,018

대
전

277 6 6 22 27 16 16 104 80 310,670 260 6 3 57 1 25 41 2 63 0 1 2 60 1,725 886

울
산 181 5 22 25 1 5 62 13 50 437,601 247 16 8 14 0 36 28 4 41 0 0 2 100 2,214 1,751

세
종 14 3 4 0 0 0 2 1 4 55,498 37 2 1 1 0 18 8 0 5 0 0 1 1 88 86

경
기 2,051 76 51 266 30 255 194 833 344 10,821,465 2,674 151 51 542 18 247 476 62 713 4 74 4 332 9,088 9,589

강
원 999 62 77 392 19 25 78 108 238 1,913,031 1,069 26 19 121 7 132 421 6 92 5 8 3 229 4,582 2,827

충
북

484 30 22 165 23 5 46 56 137 1,141,445 644 23 32 83 4 77 180 25 71 1 15 3 130 3,583 2,961

충
남 543 35 33 114 46 2 61 60 192 1,539,953 621 22 29 93 5 67 191 5 72 2 10 1 124 3,232 2,560

전
북 586 56 29 259 7 6 51 30 148 1,648,880 742 30 51 169 19 47 239 24 117 0 2 0 44 4,030 3,871

전
남 858 64 44 194 29 17 157 172 181 3,363,450 933 50 66 105 15 79 416 6 93 4 6 6 87 6,215 5,015

경
북 1,176 41 84 462 16 14 187 139 233 2,903,625 1,076 28 69 103 12 131 426 4 114 1 9 3 176 7,503 6,227

경
남

972 84 31 298 25 42 152 71 269 2,930,322 9,260 65 102 164 21 125 3,888 105 4,557 0 8 0 225 7,272 7,190

제
주 213 8 0 143 6 0 10 13 33 805,985 472 55 17 55 2 0 334 0 0 0 1 0 8 1,824 642

<표 6> 전국 공공체육시설(간이운동시설) 현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 23 -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1. 공공체육시설 공급에 대한 선행연구

김선경(1998)은 서울시 공공체육시설 중 일반시민들이 손쉽게 이용

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분배의 지역 간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서울시 산하 25개구를 권역별로 나누어 Coulter의 형평

성 지표6) 중 균등성의 기준에 근거하였고, 시설면적 및 시설 수와 같

은 양적변수와 시설이용이 기회, 접근성, 다양성, 주민의 시설만족도

와 같은 질적 변수들로 구성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

공체육시설 분배의 형평성이 필요한 권역이 나타났고 그 결과를 바

탕으로 지역 간 형평성 기준에 맞춘 시설의 분배가 필요함을 역설하

였다.

고재곤외 3인(1999)는 광역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

설의 현황을 비교·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가지고 ‘인구’ 및 ‘행정구역

면적’과 연계 분석하여 공공 및 민간체육시설이 우선적으로 공급되어

야 할 지역을 밝히고자 했다. 분석결과는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이

통틀어서 서울과 경기도에 많이 분포되어있었다. 이 연구자는 체육시

설 공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된 광역자치단체일

지라도, 공공 및 민간체육시설 확충 또는 정비를 함에 있어서 그 지

역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면서 주민선호도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

는 체육시설 공급정책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6) 기존의 지표들은 단순히 서비스가 얼마나 많이 도시 내 가각의 하위지

역에 분배되었는지를 측정하였다. Coulter 지표는 하부지역에 실제 분배된

서비스량 과 연구자가 선택한 기준 즉, 하부지역에 분배되어야만 하는 서

비스량과의 차이점을 측정하여 형평성 정도를 분석하였다.(김선경,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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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훈·오정석(2005)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성된 공공체육시설의

조성에 여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건립될 공공체육

시설의 공급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실시하였다.

2003년 행정구역상 광역시를 제외한 시가 대상이 되었으며, 일반시

의 면적, 인구, 사업체수 등과 같은 일반현황을 가지고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공공체육시설의 공급규모는 균

형 있게 조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급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는 인구·행정요인, 사회·보건요인, 환경·재정요인으로 분석결과가

나타났다.

김흥순·고재곤(2006)은 서울시 소재 생활체육시설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생활체육시설의 공간적 입지의 적정성을 파악하려고

했다. 서울시내 42개 생활체육관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해서 생활체육관의 대지면적을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두 번째로 생활체육시설의 이용반경 내부와 외부의 조건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분포의 적정성을 파악하였다.

김대은외 2인(2010)은 대구광역시 각 동별 공공체육시설의 분포를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개인이 공공체육시설에 공간적 형평성을 두고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의 시설 접근성을 분석하였다. 공공체육시

설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 공간적 불평등의 양상을 분석, 설명하고 건

강과 신체적성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사회구성원이 참여하는 신체적

활동에 형평성 맞는 공공체육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의 합리성

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황호영(2009), 오자왕 외2인(2010)는 각각 금강변 공원과 성남시 종

합운동장을 사례로 하여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공공체육시설의 만성적자 현상 때문에 생긴 지방자치단

체의 개보수 당위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체육시설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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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내용 연구대상

김선경

(1998)

서울시 공공체육시설 중 생활체육시설 분

배의 형평성 분석

시설면적 및 시설 수, 이용기회, 접근성,

다양성, 주민만족도가 형평성에 미치는 영

향 실증분석

서울시 공공체육시설 중

생활체육시설

고재곤 외

3인(1999)

광역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

시설의 현황 비교·분석. 공공체육시설 공

급이 시급한 지역 규명

전국 광역자치단체 대상

오상훈 외

1인(2005)

지방자치단체 별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미

치는 영향 분석

일반시의 면적, 인구, 사업체 수 등의 변

수가 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03년 광역시를 제외한

시

김흥순 외

1인(2006)

서울시내 생활체육시설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및 공간적 입지의 적정성 분

석

서울시내 42개의

생활체육관

김대은 외

2인(2010)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분석

대구광역시 각 동별

공공체육시설

황호영

(2009),

오자왕 외

2인(2010)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금강변공원/성남시 종합

운동장/전라북도지역

공공체육시설

요성을 밝히고 공공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7> 공공체육시설 공급에 대한 선행연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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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송광태(2000,2004)는 2000년도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의 운영

성과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C시의 체육 및 문

화 시설을 중심으로 2004년에 구체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의

기준에 맞춰서 분석을 시도했다. 능률성의 변수로는 운영수지, 시설

의 활용정도, 경쟁성 도입정도를, 효과성의 변수는 이용자에 대한 설

문을 통해서 전반적 만족도와 시설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얻어냈다.

형평성의 기준은 시설 이용 기회의 균등성, 결과의 균등성, 동등한

참여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김영언(2003)은 국내의 5개 광역시에 소재하는 체육시설의 운영 실

태를 적정인원 규모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체육시설별 관리조직과 인

력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유사시설의 관리조직과 인력의 운영 실

태를 조사 분석하여, 체육시설별 관리 조직과 적정인력을 도출하려고

하는 연구를 하였다.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체육시설의 면적 등에

자료를 취합한 후, 시설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적정 관리인원의 모델

을 추정하고 예측하였다. 그리고 체육시설별로 적정관리 인원을 산정

하였다.

김학신·윤태훈(2004)는 2004년 경기도 산본 신도시에 있는 시민체

육광장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방법을 통하여

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시설을 이용하는 만족유형을

인구/일반 특성별로 차이를 구별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효과적인

공공스포츠시설 관리 방법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강황선·주운현(2009)는 공공체육시설 요금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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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내용 연구대상

송광태

(2000, 2004)

공공체육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운영성과에

대하여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기준으로 평가

2000년·2004년

C시.

김영언

(2003)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적정인원을 중심으

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관리방안 제시

국내 5개

광역시

체육시설

김학신

윤태훈

(2004)

시민체육광장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

조사 실시

조사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공공체육시설 관리

방안 제시

2004년 경기도

산본신도시

시민체육광장

이용자.

설 운영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전국의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사용료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공

공시설의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을 위해서는 원가분석 방법의

개선, 그 밖에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고동원·박현욱·박재우(2011)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 현황을 효율성의 기준에 근거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공공체육

시설에 대한 투입 대비 산출의 효과를 분석하여 운영 현황 효율성을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은 2010년 충청남도 16개 기초단체의 종합운동

장 및 실내체육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효율성 분석을 위해서 DEA분

석방법7)을 활용하였고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효율성 결과를 통

해 앞으로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정책 제언이 이루어졌다.

<표 8>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7)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Farrel(1957)이 처음 제안한

모형으로써 각 조직의 의사결정자들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기관을 참조하

여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석방법(고동원 외2

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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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황선

주운현

(2009)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요금을 중심으로 시설의 합

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전국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고동원외

2인(2011)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DEA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효율성 기준에 근거하여 분석

충청남도 16개

기초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

3. 이용자 관점에서 접근한 공공체육시설 관련 선행연구

임인수(1995)는 지역주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실태분석을 실시하

였다. 연구대상은 전라북도 지역 전주, 군산, 익산시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종합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경기장을 조

사하였다. 시설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자들이 체육시설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소요시간, 교통편, 이용회수, 이용시간대, 클럽상태, 이용하

게 된 이유, 시설 이용률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건, 스포츠 활동이 지

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단순빈도분포분석과 백

분율로 통계처리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과 시설 운영 및 교육에

도움이 되는 지도자 양성을 정책으로 제언했다.

오현환(2001)은 공공체육시설의 서비스 품질이 소비자 만족, 재구

매 의사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통하여 공공체육시설의 마케팅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사대상은 2000년도 서울시내에 소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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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을 1개월 이상 이용한 소비자를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무선표집법을 이용하여 4개 공공스포츠시설을 집락무선표집 하였다.

설문지 조사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총 450부의 설문지를 배

포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공공체육시설의 품질요인 중 프로그램

주 시설, 직원요인이 소비자만족에 영향을 미쳤으며, 지역사회 공헌,

지도자요인, 부대시설요인이 재구매 의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지역사회공헌, 지도자요인, 부대시설요인이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균, 이은석(2007)은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체육활

동 소비와 지역사회 애착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실

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구시와 경산시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들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체육 소비활동과 지역사회 애착도

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 연구의 결과는 체육 소비행동(기간/빈

도)에 따라서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의존도에 영향을 미쳤고, 체육 소

비행동(기간/빈도/강도)에 따라서 친분성에 각기 다르게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결과를 얻어냈다.

김홍순·유지곤(2008)은 생활체육시설의 입지관련 적정성에 관해서

서울 소재 시설의 이용자 행태와 인식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연구

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나타나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문제인식

은 본 연구자의 문제인식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공공체육시설에 관

한 연구와 실제 공급은 공급자의 시각에서 공공체육시설 입지의 적

정성을 판단한 탓에 이용자 중심의 공급과 이용자들의 인식에 대한

조사가 매우 미흡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공간적 조건에 대한 만족도를 토대로 체육시설의

입지를 능률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평가하고 있다. 위 연구에서는 서

울시 소재의 42개 생활체육관 중 조사허락을 받은 38개의 체육관 이

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입지의 적정성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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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능률성은 시설로의 접근성과 주변 사설 체육시설의 존재

여부를 통해 평가하였다. 형평성은 소득수준과 셔틀버스 운행 등 2가

지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항목을 점수화하기 위해서

z-score를 이용하여 측정치를 표준화하였다. 각 시설별로 항목에 대

한 점수를 합산하여 능률성, 형평성 및 양자를 고려한 전체적 입지의

적정성을 순위를 매겨서 38개 체육관의 입지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

였다.

진지형 외 2인(2010)은 고양시, 광명시, 동두천시 공공체육시설 이

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소비행동 분

석 연구를 하였다. 공공체육시서의 서비스 품질이 이용자 만족도와

재이용의도에 대한 분석과 이용자 만족도가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실증분석 하였고, 시설의 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요인은 시설

직원, 시설,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지도자, 접근성 등이며 시

설 이용자의 만족도와 시설을 재방문 하는데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

로 결과가 나타났다.

이종열·조민수(2012)는 생활체육시설 이용자들의 시설에 대한 만족

도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를 연구하였다. 여

기서 생활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상업체육시설로 구분하였

다. 직업과 연령별에 따라 시설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랐으

며 지역별 생활체육시설 만족도 차이 역시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상업

체육의 경우 다양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정상원(2012)은 경상남도 지역의 체육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체

육시설 품질 및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

였다. 체육시설 유형은 공공스포츠시설과 민간스포츠시설로 나누었

다. 그리고 각각의 체육시설에 대한 서비스 기대유형과 성과유형을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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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내용 연구대상

임인수

(1995)

종합공공체육시설 이용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이용자들의 시설 이용하는 이유와 그 밖에 스포츠

활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빈도분석

전북(전주,

군산, 익산)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오현환

(2001)

공공체육시설 서비스 품질이 이용자의

체육시설 재구매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00년 서울시

공공체육시설

1개월 이상

이용자.

박동균

이은석

(2007)

체육소비활동과 지역사회 애착도의 관계 규명

대구시·경산시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김흥순

유지곤

(2008)

서울시 생활체육관 입지의 적정성을

능률성과 형평성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

서울시내 38개

생활체육관

이용자.

진지형 외

2인 (2010)

공공체육시설의 서비스 품질이 이용자 만족도,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고양시·광명시

동두천시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500명.

이종열

조민수

(2012)

생활체육서비스 시설 만족도에 미치는

개인적 특성에 대한 연구

인천시 각 구별 생활체육시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

인천시

생활체육시설

이용자 720명.

정상원

(2012)

체육시설 별(공공/민간/학교 체육시설) 서비스

기대유형과 성과유형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경남(진주·창원

통영) 에 거주

하는 체육시설

이용자.

<표 9> 이용자 관점에서 접근한 공공체육시설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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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공공체육시설과 관련해서 기존의 축적된 연구가 국내·외 통틀어서

많지는 않다. 국외의 경우, 공공시설과 관련한 연구(Donald

M.McAllister, 1976, Ganmini Gunawardane, 1982, M.B Teitz,

1968)은 196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공체육시설

과 관련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 이유는 국외와 국내의 생

활체육시설 장소 이용과 시설 공급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외 선진국(미국, 프랑스, 일본)의 경우 지방정부 차원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는 적다. 우선, 체육시설 공급과

관리는 민간부문에게 많은 부분을 맡기고 있고 체육시설 면적이 부

족한 지역은 학교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확대 개방하여 시설이용

을 할 수 있게끔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체육시설 관련연구에서

도 부족한 체육시설의 확충 문제에 대해서 해외사례와 같은 관점에

서 접근한 기존 연구자들이 있다. 새로운 체육시설 건립에 필요한 인

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보다는 해외의 사례와 같이 기존 학교체

육시설을 확대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체육시설 공급정책

의 방향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체육시설 공급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공공체육시설과 관련한 해외 선행연구의 경우가 부

족함은 위의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공공체육시설 선행연구를 크게 공급/수요의 두 가

지 관점으로 접근하여 검토해보았다. 공급의 관점으로 구체적으로 살

펴본 선행연구는 시설의 입지선정 및 접근성과 관련한 연구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를 공급에

관한 것으로 후자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것으로 분류하여 검토하였

다. 그리고 수요의 관점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는 이용자 중심으로 접

근한 방법으로서 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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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부분 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결

과를 가지고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드러난 점은 시설을 공급하는 공급자 중심의 연구

가 주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이용자 관점의 접근방법 역시 체육시설

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는 하였

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현재 어떻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심도 높은 연구는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시설의 면적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 보다 먼저 현재 공공체

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이유 때문

에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시

설을 공급하는 주체인 정부가 수요에 대응하는 적절한 시설을 공급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 지역마다 지역을 구성하는 개개인

의 특성이 다를 것이며 선호하는 시설 역시 다를 것이다. 그리고 민

간/학교 체육시설이이 이미 잘 조성된 지역이라면 굳이 공공체육시

설의 공급을 무리하게 늘릴 이유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들의 이용에 대한 영향요

인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고 있지 않았던 이

용자들의 특성 및 이용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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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문제 및 이론적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

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연구하고자한다. 따라서 연구문제는 2가지로

설정한다. 첫 번째는 ‘어떠한 요인들이 공공체육시설 이용여부에 영

향을 미치는가?’, 두 번째는 ‘어떠한 요인들이 공공체육시설 이용횟수

에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부와 주당 이용횟

수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체육

시설 이용 상태를 알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연구가설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기존 선행연구와 「2012 체육백

서」에서 나타난 자료를 참고하였다. 「2012 체육백서」에서는 시민

들이 체육활동 참여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을

배치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급계획을 세웠는지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구와 면적, 공간구조, 산업구조, 인구구조, 재정상

태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 10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역특성별로

차별화된 확충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문제의 설정, 가설설정, 변수

를 정의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참고하였다.

또한 연구가설을 설정하는 데에는 기존 공공체육시설관련 선행연구

중 김홍순(2008)의 연구와 오상훈(2004)의 연구를 주요하게 참고하

였다. 각각 생활체육시설 입지의 적정성 여부, 도시공공체육시설의

공급규모 영향요인을 판단함에 있어서 인구·행정요인, 시설에 대한

접근성 여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용에 결정을 미치는 영

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관련 분석결과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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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기 위해서 이종열(2012)의 논문을 주요 참고하여 가설을 설정하

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 이론적 분석틀

제 2 절 변수정의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위해서 종

속변수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여부와 이용횟수로 설정했다. 연구에서

자료로 사용한 「2012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응답자 9,000



- 36 -

명이 분석대상이었으며 종속변수를 2개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공공체육시설 이용여부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체육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여부를 종속변수로 설

정했다. 둘째,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이면서 주당 규칙적으로 1회 이상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당 시설이용횟수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였다.

실태조사 자료에서는 이용횟수에 대한 답변을 주/월/년 단위로 세

분화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월/년 단위 응답자의 수가 주

단위 이용자 수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떨어지고 규칙적으로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주

단위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응답자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질문은 3순위까지 보기가 제시되

어 답변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3순위 응답은 무시하고

1순위 응답만을 가지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2. 독립변수

1) 개인적 특성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또는 개인적 특성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는 경우는 흔치않다. 특히 행정학·정책학 연구에서 개

인별 특성을 독립변수로 놓고 진행한 것을 보기는 흔치는 않다. 하지

만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중

에서는 만족도 조사 및 운영관리와 연구를 중심으로 개인적 특성이

중요한 변수임을 나타내고 있다.(김종길, 2013; 김학신·윤태훈, 2004;

이준수·이정학, 2002) 앞선 공공체육시설과 관련한 연구들을 검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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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 본 연구자는 성별, 연령, 직업, 소득과 같은 개인적 특성들이

공공체육시설 이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이미 언급하였지만 공공체육시설과 관련한 연구자체가 많이 축적되

어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와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는 문화예술시

설 이용과 관련한 연구를 찾아보았다. 백병준(2006)은 문화예술시설

의 수요형성에는 소득 및 소비경험, 교육 등의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일정 수준의 소득수준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높으며 이와 관련한 국외 연구에 대

해서 서술하였다. 물론 공공체육시설은 문화예술시설과 비교했을 때

사용료가 매우 낮거나 무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공공체육시설이 아닌 다른 체육시설

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사용료를 내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

이 있기 때문에 소득 변수는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연구에서 중

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소득 변수 이외에도 연령, 성별, 직업을 포함한 총

4가지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선정하였다. 1986년부터 실시

한 「2012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와 「2012 체육백서」자료

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지속적으

로 높았다. 시간을 오래 전으로 되돌릴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체육활

동 참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체육시설 이용에 있

어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인지, 또는 성별에 따라서 체육시

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

다. 성별의 차이뿐만 아니라 연령별 차이도 체육시설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연령대 별로 선호하는 운동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체육시설 선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업과 소득 변수는 밀접하게 연관 지어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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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해 볼 수 있었다. 사무·관리직이 기능직 및 단순노무직보다 무조건

급여가 높다고 확정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상식선에서 생각해보았을

때 소득의 차이는 직종에 따라서 분명 차이가 있으며 ‘화이트칼라’ 직

종이라 일컫는 사무·관리직이 다른 직종들과 비교해서 고소득일 것

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소득의 차이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은 어떠

한지, 또한 직종에 따라서 시설 선택은 어떻게 달라지는 지 함께 살

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앞서 언급한대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는 무료이거나 다른 체육시설과 비교했을 때 낮다. 이를 토대로 추측

해보건대 소득의 차이는 체육시설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

단했다. 소득변수를 설명하면서 문화예술시설 이용과 소득수준의 관

계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마찬가지로 체육시설 선택을 함에 있어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 종목과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직업과 소득 변수를

고려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2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자료를 원시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연구의

진행을 위해서 연구자가 각 변수들을 조작화 할 필요가 있었다. 개인

적 특성 변수들 중에서는 연령은 그대로 사용하였고, 성별은 여자일

경우 0, 남자일 경우 1로 재코딩하여 더미변수를 만들었다. 자료에서

는 직업문항 선택 시 직업군을 제시하고 응답자가 속하는 직업을 선

택하도록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세

분화되어 있는 직업군을 비슷한 유형별로 묶어 비슷한 직군별로 재

코딩을 실시하고 더미변수를 만들었다. 소득 변수는 실태조사에서 범

주화 시킨 것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응답 자료를 가지고 직종별,

소득구간별로 재코딩을 실시하여 성별, 직업변수와 마찬가지로 더미

변수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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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원자료

⑪관리자 ⑫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⑬사무종사자

⑭서비스종사자 ⑮판매종사자 ⑯농림어업숙련종사자

⑱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⑲단순노무종사자

㉑전업주무 ㉒학생 ㉓무직 ㉔기타

연구자의

조작화

⑪~⑬→사무·관리직 ⑭~⑮→서비스업

⑯~⑲→기능직 및 단순노무

㉑~㉔→전업주부·학생·무직·기타

소득

원자료

①100만원 미만 ②100~150만원 ③151~200만원

④201~250만원 ⑤251~300만원 ⑥301~350만원

⑦351~400만원 ⑧401~450만원 ⑨451~500만원

⑩501~550만원 ⑪551~600만원 ⑫601만원이상

연구자의

조작화

①100만원 미만 ②100~250만원 ③251~350만원

④351~500만원 ⑤501만원이상

<표 10> 직업/소득 자료의 변수 조작

2) 시설 접근성

공공체육시설과 관련한 거의 대부분 연구에서 시설 접근성에 대해

서 언급하지 않은 경우를 빼고 찾는 것이 힘들 정도다. 공공체육시설

의 입지, 운영 및 관리, 이용자들의 만족도 등 주제를 가리지 않고 시

설 접근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다. 그 이유는 시설을 이용하는데 가

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용자와 근접한 곳에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야 시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

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살

펴보면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단지 시설의 상태와 시설에서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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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비스 품질과 함께 시설 접근성 정도도 함께 측정되어왔다.(오현

환, 2001; 김흥순·유지곤, 2008; 진지형외 2인, 2010; 이종열·조민수,

2012)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시설 접근성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료의

교통수단과 이용시간에 대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소요시간은 연속형

변수로써 시설에 걸리는 소요시간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교통수단은

①도보 ②자전거 ③오토바이 ④자가용/승용/승합차 ⑤택시 ⑥지하

철⑦버스(대중교통) ⑧기타 로 수집한 원시자료를 비슷한 유형의 교

통수단으로 재분류를 실시하였다. 재분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도보 ②자전거 및 오토바이 ③대중교통(택시, 지하철, 버스) ④자

가용 으로 위와 같이 분류하고 더미변수로 만들어서 분석에 활용하

였다.

3) 체육활동 참여 특성

체육활동 참여시 체육시설 선택은 참여종목과 함께 같이 참여하는

동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직업 운동선수가 아니라

면 공공체육시설 이용은 앞서 분류기준에서 언급한대로 간이운동장

(마을체육시설)과 생활체육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상황에 따라서

운동선수들이 사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일반 시민들은 간이운동장과 생활체육관에서 주로 체

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모든 지역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운동

종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공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다양

한 체육시설에서 체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공체육시설

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참여종목의 영향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면 향후 시설 공급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용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참여 동반자 유무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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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활동 참여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다. 체육활동은 걷기, 뛰기와 같이

홀로 참여가 가능한 것도 많지만 여럿이 함께 참여해야 가능한 종목

들이 많다. 그러므로 개인종목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단체종목에 참여

하는 사람들 중 어느 집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

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자료에서는 수많은 운동종목을 제시하고 응답자에게 보기코드를 확

인 후 선택하도록 했다. 본 연구에서는 수많은 체육활동 종목 중 여

럿이 함께 참여하는 운동종목을 단체종목으로 혼자 참여하는 운동종

목을 개인종목으로 정의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체력단련활동 및 레저

활동을 개인종목으로 구기운동/라켓운동을 단체종목으로 연구자가

조작적 정의를 하였고 개인종목=0, 단체종목=1 로 설정하고 더미변

수로 만들어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참여 동반자 유무 변수는 참여 동반자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으로만 구분을 했다. 자료에서도 참여 동반자가 없는 사람들과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단, 동반자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동반자 선택지가 배우자/친구/직장동료 등 다양한 동반자 유형이 있

었지만 연구자는 동반자가 있다면 동반자 유형과 관계없이 있음으로

분류하여 있음/없음 2가지 유형으로만 구성하였고 더미변수를 만들

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지역적 특성

지역별 특성은 지역별로 다른 체육시설 면적과 체육예산으로 설정

했다. 먼저, 지역은 세종시를 제외한 서울특별시 및 7개 광역시와 9

개 도 단위로 지역분류를 했다. 체육시설 면적은 2012년도 각 지역의

체육시설면적을 해당연도 주민등록 인구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문

화체육관광부 발표에서는 체육시설 면적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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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활동

효과에 대한

인식

체육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문항

체육활동의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문항

체육활동이 정신건강을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한 문항

체육활동이 일상생활 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문항

과학적인

체력관리에

대한 인식

체육활동 직접 참여가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항

국민 개개인의 과학적인 체력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

우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항

있음을 밝혔는데 면적의 확대가 시설 이용과의 관계를 실증규명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체육예산 역시 각 지역에 할당된

체육예산 역시 시설 이용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생각

했다. 체육시설 면적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별 2012년 체육예산을 해

당연도 주민등록 인구수로 나누어서 연구자가 계산을 통하여 자료를

입력하였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응답자의 체육활동 효과에 대한 인식과 과학적인 체

력관리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것으로 정리했다. 통제변수로 설정한 실

태조사 자료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11> 통제변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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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 개개인에 관한 사항이므로 개인이 알아서 관리한다

② 국민의 체육복지와 직접 관련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국민의 과학적인 체력관리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담기관 설치를 통해 관리해야하는지에 대한 문항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체력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시행

시 참여의사에 대한 문항

체육활동 효과에 대한 인식과 과학적인 체력관리에 대한 인식을 통

제변수로 설정한 이유는 공공체육시설 이용과 응답자의 위 문항들에

대한 인식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

식조사 문항들 중 모든 문항을 통제변수로서 활용하지는 않았고 공

공체육시설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문항을 선

택하였다. 특히 과학적인 체력관리에 대한 문항 중 체력관리를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담하여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지에 대한 질문

이 통제변수로 설정한 문항들 중에서 공공체육시설 이용과 가장 깊

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과학적인 체력관리에 대한 인식 문항 중 체력관리에 대한 방법을

묻는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전부 5점 리커트 척도법으로 구

성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연속형 변수로써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체력관리에 대한 방법 문항은 “개인이 알아서 관리한다.”라는 답변은

0으로 “국가가 나서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답변은 1로 코

딩하여 더미변수로 만들어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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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조작화

종속변수

공공체육시설

이용여부
시설 미이용=0, 시설 이용=1

공공체육시설

이용횟수
주당 공공체육시설 이용횟수

독립변수

개인적 특성

성별 여자=0, 남자=1 (더미변수)

연령 조사자료 응답치 그대로 사용

직업

①전업주무·학생·무직·기타

②기능직 및 단순노무종사자

③서비스 판매업 종사자

④사무·관리직(더미변수)

소득

①100 미만 ②100~250 ③251~350

④351~500 ⑤501이상(더미변수)

(월 평균 소득, 단위:만원)

시설 접근성
교통수단

①도보 ②자전거 및 오토바이

③대중교통 ④자가용(더미변수)

소요시간 조사자료 응답치 그대로 사용

체육활동

참여특성

참여종목
개인종목=0, 단체종목=1

(더미변수)

참여

동반자

유무

동반자 무=0, 동반자 유=1

(더미변수)

지역적 특성

1인당

체육시설

면적

2012년도 체육시설면적/해당연도

인구수

1인당

체육예산

2012년도 체육예산/해당연도

인구수

통제변수

응답자의 인식

(체육활동 효과

과학적 체력관리)

조사 자료 문항 그대로 사용

<표 12> 변수정의 및 조작화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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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가설설정

가설1. 개인적 특성은 공공체육시설 이용 및 이용횟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성별 특성은 공공체육시설 이용 및 이용횟수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1-2] 연령별 특성은 공공체육시설 이용 및 이용횟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직업별 특성은 공공체육시설 이용 및 이용횟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소득별 특성은 공공체육시설 이용 및 이용횟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이용자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공공체육시

설 이용 및 이용횟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이용자의 교통수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이용 및 이용횟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체육활동 참여를 위해 시설까지 걸리는 소요시간은 공공체육

시설 이용 및 이용횟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참여 종목 및 참여 동반자의 유무는

공공체육시설 이용 및 이용횟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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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참여종목(개인종목/단체종목)은 공공

체육시설 이용 및 이용횟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참여 동반자 유무는 공공체육시설 이

용 및 이용횟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지역적 특성은 공공체육시설 이용 및 이용횟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1] 지역별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공공체육시설 이용 및 이

용횟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 지역별 1인당 체육예산은 공공체육시설 이용 및 이용횟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4 절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 2가지 방법을 이

용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공공체육시설 이용여

부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

법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공공체육시설의 주당 이용횟수에 대한 영

향요인 분석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해석을 시도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여부와 같은 독립변수들로 구성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분석방법에 대한 내용과 회귀식 도출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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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지스틱 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주로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 일 때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공공체육시설 이용, 공공체육시

설 미이용 두 가지의 답변으로 나뉘는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

법을 사용하였다.

로지스틱(logistic)이라는 용어는 보통 로짓(logit)이라고도 불리며

로그 오즈(log odds)의 줄임말을 뜻하는 것이다. 결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핵심은 오즈(odds)에 로그(log)를 취해준 값을 추정하는 것

이다. 여기서 오즈(odds)는 우리말로 승산이라고 표현한다. 승산이란

한마디로 확률을 뜻하는 것이다.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게 될 확률

그것을 뜻한다고 보면 된다. 승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김태근,

2006)

승산(odds)=사건이발생하지않을확률
사건이발생할확률

=
 

그렇다면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추정식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선형회

귀식에 로지스틱을 대입해주면 된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식은 다음

과 같이 표현된다.

log



 


    

2) 다중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할 때

쓰이며 특히 많은 연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분석방법이다.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부에 대한 분석은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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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했다. 반면, 공공체육시설의 주

당 이용횟수는 연속형 변수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독립변수들이 종

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이

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회귀식을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두 가지 분석방법에 대한 내용과 회

귀식 도출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2. 분석자료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듯이 이번 연구의 활용자료는 「2012 국민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이다. 이 조사는 국민의 체육활동 요구를

파악하여 체육활동 참여제약 조건을 최소화하여 참여를 촉진하고 참

여 만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이 자료는 정부의 체육정책수립에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

며 1986년 처음 실시되었고 조사주기는 2년에 1회 실시하고 있다. 세

부사항으로는 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와 요구를 분석하여 기초자료

를 확보하고,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접근성 확대 및 지속 참여율 제

고에 필요한 통계자료, 국민의 눈높이와 요구에 부합하는 국가 체육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쓰이고 있다.

분석 자료의 조사개요와 표본설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표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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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목차 내용

조사

개요

조사근거
통계법 제 33조에 의한 국가승인 지정통계로

조상통계(표본조사)에 근거하여 실시

조사주기 2년에 1회 실시(격년 1회)

조사대상

• 목표 모집단: 대한민국 내 만 10세 이상 국민

• 표본 추출틀: 2012년 6월 기준 행정안전부 공고 행정동 3,569

개 읍·면·동

• 조사 모집단: 2012년 기준 전국 만 10세 이상 국민

• 조사 단위지역: 7개 광역시와 9개도의 동지역과 읍/면 지역

조사내용

건강과 체력 및 체육활동에 대한 인식,

여가 및 체육활동 여건, 체육활동 참여형태,

운동경기 관람경험, 체육활동 효과, 운동선수에 대한 인식,

체육정책에 대한 인식, 과학적 체력관리 등 총 8개 부문

조사기간

• 조사대상기간: 2012년 1월 1일~12월 31일(1년간)

• 조사실시기간: 2012년 8월16일~9월 30일(약 7주)

• 조사분석기간: 2012년 10월

• 조사 표본수: 9,000개

조사기관

• 조사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조사전담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현, 스포츠과학연구원)

• 조사실시기관: ㈜포커스 컴퍼니

표본

설계

모집단

<2012년 기준 전국 만 10세 이상 국민>

• 활용자료: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결과, 인구추계자료, 전국행

정구역 자료, 2012년 주민등록인구통계

• 모집단 수: 2012년 6월 주민등록인구통계 결과 의거

46,058,435

표본

설계방법

<제곱근 비례할당을 적용한 층화집락추출>

• 층화지표: 지역별(16개), 성별(2개), 연령별(7개) 분류사용

표본 수 9,000가구 9,000명의 가구원

표본 틀 2012년 6월 기준 행정자치부 공고 행정동 3,569개 읍면동

<표 13> 분석 자료의 조사개요와 표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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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이용횟수

이용횟수 빈도 퍼센트 주당 평균
이용횟수 표준편차

1 335 22.0

3.41회 1.994

2 246 16.2

3 337 22.1

4 133 8.7

5 203 13.3

6 74 4.9

7 194 12.7

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술통계량

1.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연구의 종속변수는 체육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여부(미이용=0, 이용=1)와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당 시설 이용횟수이다.

최소 주에 1회 이상 체육활동에 참여하며 시설을 이용하는 응답자

는 총 3107명 이었다. 이중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1522

명(49%), 그 밖에 다른 민간·상업·학교·복지 등 다른 체육시설을 이

용하는 사람들은 1585명(51%)이었다.

<표 14> 공공체육시설 주당 이용횟수에 대한 기술통계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들의 시설 이용횟수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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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회 사용하고 있었으며 주 3회 이용자들이 337명으로 가장 많았

으며 주 6회 이용자들이 74명으로 가장 낮았다. 매일 시설을 이용하

는 사람들도 194명으로 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2.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와 미이용자로

나누어서 분석해보았다. 각 독립변수는 변수정의에서 언급했던 바 4

가지 특성(개인적 특성/시설 접근성/체육활동 참여 특성/지역적 특

성)으로 나누어서 정리하였다.

1) 개인적 특성 기술통계량

개인적 특성인 성별, 연령, 직업, 소득 4개 범주로 나누어 정리한 것

은 아래 보는 표와 같다. 성별 특성은 공공체육시설·비공공체육시설

모두 비슷한 수치를 나태내고 있다. 다만 두 시설 모두 남성의 빈도

가 좀 더 높으며 비공공체육시설의 남성 빈도가 비교적 더 높다.

연령대 역시 두 시설 모두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비공공체

육시설의 평균연령대가 공공체육시설에 비하여 약 6세 정도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시설이용자 중 최연장자는 89세, 최연소자는 12세로

공공체육시설의 85세, 16세보다 더 큰 편차를 보여줬다.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직업군은 전업주부 및 학생·무직·기타에 속

하는 사람들이 520명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직종에 종

사하는 사람들이 473명으로 나타났다. 비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직

업군은 서비스직종에 582명이 속해있는 것으로 제일 많은 빈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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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이용자(1522명) 공공체육시설 미이용자(1585명)

변
수 구분 빈도 비고

변
수 구분 빈도 비고

성
별

여 753
(49%)

　
성
별

여 746
(47%)

　

남 769
(51%)

　 남 839
(53%)

　

연
령

연령대 빈도 　

연
령

연령대 빈도 　

10대 6
(0.4%) 최대

85세

10대 8
(1%) 최대

89세　
20대

79
(5%) 20대

185
(12%)

30대 215
(14%) 최소

16세

30대 359
(23%) 최소

12세
40대 342

(22%)
40대 397

(25%)

50대
377
(25%) 평균

52.19
세

50대
333
(21%) 평균

46.61세
60대 297

(20%)
60대 178

(11%)

70대 196
(13%) 표준

편차
13.50

70대 118
(7%) 표준

편차
13.92080대 10

(0.7%)
80대 7

(0.4%)

직
업

직업군 빈도 　

직
업

직업군 빈도 　

전업주부
및 학생 무직
기타

520
(34%) 　

전업주부
및 학생 무직
기타

391
(26%) 　

기능직 및
단순노무

288
(19%) 　 기능직 및

단순노무
256
(17%) 　

보여줬고 그 다음으로 사무·관리직에 356명이 속해있었다. 직업군 빈

도를 가지고 각 시설 이용자들을 비교해봤을 때 서비스 및 사무·관리

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비공공체육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체육시설 이용자들을 소득구간 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조금 더

높을수록 비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높았다.

<표 15> 개인적 특성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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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
473
(31%) 　 서비스직

582
(38%) 　

사무 관리직
241
(16%) 　 사무 관리직

356
(23%) 　

소
득

소득구간 빈도 　

소
득

소득구간 빈도 　

100만원미만
83
(5%) 　 100만원미만

43
(3%) 　

100만원이상
250만원이하

486
(32%) 　 100만원이상

250만원이하
444
(28%) 　

251만원이상
350만원이하

457
(30%) 　

251만원이상
350만원이하

486
(31%) 　

351만원이상
500만원이하

403
(26%) 　 351만원이상

500만원이하
473
(30%) 　

501만원이상 93
(6%)

　 501만원이상 139
(9%)

　

2) 시설접근성의 기술통계량

두 시설 이용자들 모두 시설접근성 면에서는 비슷한 모습을 나타냈

다. 공통적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도보를 이용하여 체육활동에 참여하

고 있었다. 자가용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비율은 비공공체육시설

이용자들 쪽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두 시설 모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은 제일 낮게 나타났다.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10분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체육시설을 도보를 통해 이용하거

나 편리하게 자가용을 이용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

다. 도보 및 자가용이 아닌 제 3의 방법이라 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숫자는 많지 않았다. 가깝고 편리한

방법이 아니라면 굳이 번거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체육시설을 이

용하는 빈도는 매우 적게 나타났다.

두 시설 이용자 공통적으로 소요시간 역시 많은 숫자가 1분~10분

정도의 근거리에 위치한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두 시설 모두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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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이용자(1522명) 공공체육시설 미이용자(1585명)

변수 구분 빈도 비고 변수 구분 빈도 비고

교통
수단

도보
1166
(76.6%) 　

교통
수단

도보
1141
(72%) 　

자전거 및
오토바이

112
(7.4%) 　 자전거및

오토바이
66
(4.2%) 　

대중교통 68
(4.5%) 　 대중교통 80

(5%) 　

자가용 176
(11.6%)

　 자가용 298
(18.8%)

　

소요
시간

시간 빈도 　

소요
시간

시간 빈도 　

1분~10분 1020
(67%)

최소
1분 1분~10분 1185

(75%)
최소
1분

11분~39분 452
(29%)

최대
90분 11분~39분 365

(23%)

최대
180
분

40분~180분
50
(3%)

평균
13.06분

40분~180분
35
(2%)

평균
11.73
분

표준
편차
10.09

표준
편차
9.759

평균소요시간은 약 13분, 11분 정도로 비슷하였으며 대부분의 사람

들이 근거리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통

수단의 이용 빈도와 소요시간의 이용 빈도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체육시설 이용자들은 체육시설의 위치가 이용자에게 매

우 근접해 있을 때 이용 빈도가 높았다. 이 결과는 이전의 공공체육

시설 관련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로서 시설 접근성 변

수가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표 16> 시설접근성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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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이용자 공공체육시설 미이용자

참
여
종
목

구분 빈도 비고

참
여
종
목

구분 빈도 비고

개인
종목

1284
(86.2%)

합계
1488명

개인
종목

1260
(79.5%)

합계
1569명

단체
종목

204
(13.7%)

단체
종목

309
(19.5%)

참
여
동
반
자
유
무

구분 빈도 참
여
동
반
자
유
무

구분 빈도

동반자
유

651
(42.8%)

합계
1487명

동반자
유

673
(42.5%)

합계
1569명동반자

무
836
(56.2%)

동반자
무

896
(56.5%)

3) 체육활동 참여 특성 기술통계량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특성별로 나타난 기술통계량은 다음 표와 같

다. 두 시설 모두 공통적으로 참여종목과 참여 동반자 유무 특성에서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며 단체종목 보다는 개인종목에 참여하는 비율

이 높았다. 그리고 함께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동반자가 있는 것보다

는 가족이나 친구 다른 지인과 같은 동반자 없이 홀로 체육활동에 참

여하는 비율이 두 시설 이용자들 모두에게 높게 나타났다. 많은 체육

시설 이용자들은 여러 사람과 함께 체육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홀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7> 체육활동 참여 특성 기술통계

4) 지역적 특성 기술통계량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1522명과 미이용자 1585명에 대한 지역별로 1

인당 체육시설면적 및 체육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국

평균의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1.37㎡, 1인당 체육예산은 73,9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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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단위:명)

공공체육시설
미이용자
(단위:명)

1인당 체육시설
면적(단위:㎡)

1인당
체육예산(단위:원)

서울 232(15.2%) 179(11.3%) 1.11 23,555

부산 105(6.9%) 80(5%) 1.38 38,486

대구 94(6.2%) 92(5.8%) 2.86 66,679

인천 128(8.4%) 88(5.6%) 1.87 40,562

광주 60(3.9%) 108(6.8%) 2.39 65,197

대전 61(4%) 76(4.8%) 2.78 50,095

울산 100(6.6%) 72(4.5%) 2.29 66,438

경기 211(13.9%) 173(10.9%) 0.92 37,200

강원 72(4.7%) 79(5%) 0.73 131,240

충북 53(3.5%) 53(3.3%) 1.18 114,496

충남 69(4.5%) 82(5.2%) 0.99 74,037

전북 29(1.9%) 148(9.3%) 0.83 75,604

전남 84(5.5%) 106(6.7%) 0.47 98,370

경북 111(7.3%) 80(5%) 0.85 93,509

경남 84(5.5%) 82(5.2%) 0.68 82,135

제주 29(1.9%) 87(5.5%) 0.69 125,049

합계
및
평균

1522명 1585명 1.37㎡ 73,915원

이었다. 면접과 예산에 대해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대구가 체육

시설면적이 가장 넓고 전남이 가장 좁은 체육시설면적 수치를 보였

다. 그리고 체육예산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강원이며 가장 적은

체육예산은 서울 지역이었다. 강원도는 체육시설 면적은 0.73m²으로

넓은 편은 아니었지만 2018년에 열리는 평창 동계 올림픽으로 인한

체육예산 확충과 강원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동계 레저스포

츠시설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았다.

<표 18> 지역적 특성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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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

체육활동 효과에 대한 인식과 과학적인 체력관리에 대한 인식에 대

해서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와 미이용자 간에 큰 차이를 보인 문항은

없었다. 고로 문항들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두 시설의 이용 선택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힘들었다. 단, 국민의 체력

관리를 공공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들이 미이용자들 보다는 근소하게 더 많은 비율의 답변을 하

였다.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체력관리에 대해서 공공부

문에 기대하는 정도가 좀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와 미이용자간에 체육활동에 대한

인식과 과학적 체력관리에 대한 인식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였다.

전반적으로 체육활동 효과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현재 공공체육시설 미이용자들도 국민의

체력관리를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전담기관 설치, 국가적

차원의 체력프로그램 실시 참여의사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도 공공체

육시설 이용자, 미이용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답변이 참여

의사에 미온적인 답변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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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활동에 직접 참여 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체육활동이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선택항목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공공체육
시설

미이용자 선택항목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공공체육
시설

미이용자

빈도 빈도

①매우
부정적

0 0
①전혀
효과가
없다

0 0

②부정적 1
(0.1%)

1
(0.1%)

②효과가
없다

3
(0.2%)

4
(0.3%)

③그저
그렇다

174
(11.4%)

152
(9.6%)

③그저
그렇다

173
(11.4%)

232
(14.6%)

④긍정적 1065
(70%)

1113
(70.2%)

④효과가
있다

946
(62.2%)

922
(58.2%)

⑤매우
긍정적

282
(18.5%)

319
(20.1%)

⑤매우
효과가
있다

400
(26.3%)

427
(26.9%)

체육활동이 정신건강을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체육활동이 자신의 일상생활(학업, 직장,
가정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선택항목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공공체육
시설

미이용자 선택항목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공공체육
시설

미이용자

빈도 빈도

①전혀
효과가
없다

0 0
①전혀
도움이
안된다

0 0

②효과가
없다

2
(0.1%)

2
(0.1%)

②도움이
안된다

5
(0.3%)

6
(0.4%)

③그저
그렇다

109
(7.2%)

121
(7.6%)

③그저
그렇다

257
(16.9%)

259
(16.3%)

④효과가
있다

968
(63.6%)

1002
(63.2%)

④도움이
된다

937
(61/6%)

961
(60.6%)

⑤매우
효과가
있다

443
(29.1%)

460
(29%)

⑤매우
도움이
된다

323
(21.2%)

359
(22.6%)

<표 19> 체육활동 효과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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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체력관리를 위해서 과학적인
체계를 갖는 체력관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국민 개개인의 과학적인 체력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선택항목

공공체육
시설
이용자

공공체육
시설

미이용자 선택항목

공공체육
시설
이용자

공공체육
시설

미이용자

빈도 빈도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1
(0.1%) 0

국민 개개인에 관한
사항이므로 개인이
알아서 관리한다

584
(38.4%)

657
(41.5%)②필요하지 않다

54
(3.5%)

35
(2.2%)

③보통이다 221
(14.5%)

228
(14.4%)

④필요하다 1065
(70%)

1157
(73%)

체육복지와 직접
관련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제공

938
(61.6%)

928
(58.5%)

⑤매우 필요하다 181
(11.9%)

165
(10.4%)

국민의 과학적인 체력관리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건강정보 및 상담,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가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체력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면, 참여의사는

어떠한가

선택항목

공공체육
시설
이용자

공공체육
시설

미이용자 선택항목

공공체육
시설
이용자

공공체육
시설

미이용자

빈도 빈도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0 .0 ①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6
(0.4%)

4
(0.3%)

②필요하지 않다 35
(2.3%)

40
(2.5%)

②참여하지 않는다 66
(4.3%)

55
(3.5%)

③보통이다 231
(15.2%)

230
(14.5%)

③보통이다 352
(23.1%)

395
(24.9%)

④필요하다 1058
(69.5%)

1144
(72.2%) ④참여한다 924

(60.7%)
961
(60.6%)

⑤매우 필요하다 198
(13%)

171
(10.8%)

⑤적극 참여한다 174
(11.4%)

170
(10.7%)

<표 20> 과학적인 체력관리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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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회귀분석 결과

1. 공공체육시설 이용여부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공공체육시설 이용여부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한 연구자의 회귀모

형의 적합도 검정은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와 Hosmer와 Lemeshow

검정을 실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분석대상은 총 체육시

설 이용자 3107명 중 결측치를 제외한 3056명이이었다.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실시했을 때 2가지 방법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형계수 전체 테스와 Hosmer & Lemeshow 검

정 방법이다. 첫 번째,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에서 회귀모형은 유의확

률이 .000으로 p<.05이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두번째

Hosmer & Lemeshow 검정에서도 유의확률은 .036으로 p<.05 이

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모형 적합도 판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

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널리 쓰이는 선형회귀분석에서는 모형의

통계적 유의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F검증을 이용하여 검정을 실

시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선형회귀분석방법과 달리 우도

(likelihood)라는 개념을 통하여 모형의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이 때

우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도에 로그(log)를 취하고 –2

를 곱해준 값을 사용하는 데 이를 -2 Log 우도라 부른다. -2 Log

우도는 항상 양수 값을 가지며 크기가 작을수록 0의 값에 가까울수

록 모형이 설명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로지스틱 회

귀모형의 –2 Log 값은 4005.330이다. 0의 값에 멀어 모형이 데이터

를 아주 잘 설명한다고 볼 수는 없다.(김태근, 2006) Cox & Snell

R² 값은 선형회귀식의 결정계수(R²)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데 .07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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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표

감시됨

예측

공공체육시설 이용여부

분류정확 %공공체육시

설 미이용

공공체육시

설 이용

1 단계

공공체육시설

이용여부

공공체육

시설

미이용

1025 544 65.3

공공체육

시설

이용

639 848 57.0

전체 퍼센트 　 　 61.3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해서 7.2% 설명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아주 높은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유의확률을

고려해봤을 때 로지스틱 회귀모형 자체는 적합한 것으로 결론을 내

릴 수 있었다.

연구자가 세운 로지스틱 회귀모형이 얼마나 정확하게 종속변수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공공체육시설

미이용에 대한 예측은 1025명은 정확히 예측을 하지만 544명에 대해

서 예측이 빗나가 65.3%의 정확도를 보인다.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들

에 대해서는 848명에 대해서는 제대로 예측을 하지만 639명에 대해

서는 빗나간 예측을 하여 57.0%의 정확도를 나타낸다. 공공체육시설

이용여부에 대해서 전체 평균적으로 61.3%의 확률로 예측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1> 로지스틱 회귀분석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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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연령, 직업, 시설

접근성(교통수단, 소요시간) 체육 예산이었다. 위 변수들만이 공공체

육시설 이용에 영향에 주는 유의미한 변수였다. 각 유의미한 변수들

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다.

먼저, 연령변수의 유의확률은 .000으로 높은 유의도가 나타났다. 연

령에 대한 Exp(B)값은 1.026으로 연령이 1세씩 올라갈수록 공공체

육시설을 이용할 확률은 2.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지닌 변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연령이 높아

질수록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

다.

직업변수의 경우 세 개의 더미변수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기준변수

는 전업주부·학생·무직·기타다. 직업 변수 중 유의한 확률을 가지는

변수는 서비스직만이 p<0.1에서 유의한 .060의 결과 값을 가졌다. 이

렇게 여러 개의 더미변수 중에서 한 개의 변수만이 유의한 결과 값을

가질 때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문제가 생긴다. 회귀분석 해석 시 어

떤 더미변수의 회귀계수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해서 그 더미변수를

모형에서 제거해서 해석하지 않는다.(김태근, 2006)8) 따라서 직업변

수 중 서비스직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기능직 및 단순노무, 사무 관

리직)들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해서 직업 변수가 공공체육시설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

로 직업변수를 공공체육시설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변수

로 해석을 해준다.

8) 보통 더미변수들은 하나의 변수로 취급한다. 따라서 더미변수의 회귀계

수 중 어느 것 하나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면 이는 곧 직업

변수가 종속변수인 공공체육시설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어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없는지를 반드시 기술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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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변수의 결과 값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능직 및 단순노무,

서비스직, 사무 관리직의 각 Exp(B)값은 .915, .815, .825이다. 기준

변수(전업주무·학생·무직·기타)와 비교했을 때 기능직 및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직업군은 –0.09%,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직업군은 –

0.19%, 사무 관리직에 종사하는 직업군은 –0.18%로 공공체육시설

을 이용할 확률이 감소한다고 나타났다.

시설접근성 변수는 교통수단과 소요시간으로 나누어 설정하였는데

두 변수 모두 유의하게 공공체육시설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쳤다. 먼

저 교통수단 변수의 경우 더미변수로써 기준변수(도보 이용)와 세 개

의 변수(자전거 및 오토바이, 대중교통, 자가용)로 구성되었다. 각 변

수들의 유의확률은 p<.05 이하에서 유의하였다.

도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자전거 및 오토바이를 교통수

단으로 활용하는 이용자일수록 공공체육시설 이용확률이 높았다.

Exp(B)값이 1.742 이므로 자전거 및 오토바이를 교통수단으로써 1

단위 더 사용한다면 74.2%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높아진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중교통과 자가용에 대한 Exp(B)값은 각각

.633, .645 였다. 이 결과의 해석은 대중교통 및 자가용을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1단위씩 늘려 사용한다면 공공체육시설

을 이용할 확률은 각각 –36.7%, -35.5%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즉,

대중교통과 자가용을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면 공공체육시설 이용확률

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반면, 도보보다는 근거리 이동을 쉽게 할 수

있는 자전거 및 오토바이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공공체육시

설 이용확률은 아주 높아졌다.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체육시설공급 시 많은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거리에 위

치시키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다음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소요시간과 체육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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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S.E, Wals 유의확률 Exp(B)

　상수항 -1.273 .544 5.483 .019 .280

독
립
변
수

성별 .026 .090 .081 .776 1.026

연령 .026 .003 60.288 .000*** 1.026

직업
(dum)

기능직 및
단순노무

-.089 .127 .486 .486 .915

서비스직 -.205 .109 3.550 .060* .815

사무관리직 -.192 .134 2.069 .150 .825

소득
(dum)

소득100만원
이상250만원
이하

-.221 .209 1.115 .291 .802

소득251만원
이상350만원
이하

-.127 .218 .340 .560 .880

소득351
만원이상
500만원이하

-.226 .225 1.016 .314 .797

소득501
만원이상

-.424 .259 2.664 .103 .655

소요시간은 시설 접근성 변수로서 교통수단과 함께 공공체육시설 이

용여부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분석결과 소요

시간과 체육예산은 p<.001 이하에서 두 변수 모두 .000으로 아주 높

은 유의수준을 보였지만 각 Exp(B)값이 1.019, 1.000으로 아주 미미

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데 그쳤다.

연구자가 생각한 많은 독립변수들이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

았지만 연령과 직업, 교통수단, 소요시간, 체육예산 변수들은 공공체

육시설 이용여부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2> 공공체육시설 이용여부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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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수단
(dum)

자전거 및
오토바이 .584 .169 11.981 .001** 1.793

대중교통 -.544 .188 8.340 .004** .581

자가용 -.359 .121 8.790 .003** .698

소요시간 .019 .004 18.763 .000*** 1.019

참여종목 -.133 .120 1.238 .266 .875

참여동반자
유무

.061 .082 .553 .457 1.063

면적 -.003 .054 .003 .954 .997

예산 .000 .000 24.252 .000*** 1.000

통
제
변
수

체육활동 효과에 대한
인식

-.086 .078 1.219 .270 .917

.159 .068 5.454 .020** 1.173

.074 .073 1.051 .305 1.077

-.029 .065 .203 .652 .971

과학적 체력관리에
대한 인식

-.084 .073 1.310 .252 .920

.096 .081 1.409 .235 1.101

.105 .081 1.686 .194 1.111

-.036 .067 .290 .590 .965

N 3056

모형계수 전체테스트 카이제곱: 228.985 자유도: 25 유의확률: .000

-2 Log 우도 4005.330

Cox와 Snell의 R² .072

Nagelkerke R² .096

Hosmer Lemeshow 검정 카이제곱: 16.481 자유도: 8 유의확률: .036

기준변수

성별(dum): 남자=0, 여자=1

직업(dum): 전업주부·학생·무직·기타

소득(dum): 소득 100만원 미만

교통수단(dum): 도보

참여종목(dum): 개인종목=0 단체종목=1

참여동반자 유무(dum): 동반자 유=0, 동반자 무=1

*P<0.1,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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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체육시설 이용횟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공공체육시설 이용횟수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공

공체육시설 이용자 1522명 중 결측값을 제외하고 총 1487명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모형의 적

합여부는 F변화량으로 판단한다. F값은 13.391이며 유의확률이 .000

으로 p<.05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연구자가 세운 회귀모형은 통계

적으로 매우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겠다. 독립변수의 종속변수 설명

력을 나타내는 R²은 .161로 본 연구의 다중회귀분석모형에서 독립변

수들은 종속변수에 대해서 16.1%의 설명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독립변수들 간에 상호 연관이 있는지 검정을 하는 다중 공선

성 진단을 실시했다. 일반적으로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인자 값이 10을 넘을 경우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의

심을 하게 되는데 의심할 수준의 값을 보이진 않았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공공체육시설 주당 이용횟수에 유의하게 나타난

독립변수는 연령, 직업, 소득, 교통수단, 소요시간, 참여종목, 참여 동

반자유무, 면적, 예산이었다.

연령 변수의 유의확률은 p<.05 에서 .000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의

했으며 회귀계수 B값은 .021, 표준화 계수β는 .143으로 독립변수들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 연령은 높아질수록 주당 시설 이용횟

수가 증가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공공체육시설 중에서도 동네 뒷

산 혹은 약수터 등의 간이운동시설에서 체력단련을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높았으며 그런 현상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직업 변수 앞서 공공체육시설 이용여부 부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

이 더미변수로 구성되었다. 직업변수를 구성하고 있는 각 더미변수들

의 유의확률은 기능직 및 단순노무만이 유의확률 p<.05 에서 .013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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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했고, 나머지 서비스직과 사무 관리직은 유의확률이 .000으로

p<.001에서 유의하여 아주 높은 유의수준을 보였다. 직업 변수의 변

수조작은 앞서 언급한대로 기준변수가 전업주부 및 학생 무직·기타

나머지 더미변수들은 기능직 및 단순노무/서비스직/사무·관리직으로

이루어졌다.

결과를 살펴보면 기준 변수에 대하여 나머지 세 더미변수들은 모두

회귀계수 B가 각각 -.378, -498, -850으로 음(-)의 값을 가지는 결

과가 나타났다. 다시 말하자면 전업주부·학생·무직·기타 직업군을 기

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기능직→서비스직→사무·관리직으로 갈수록

공공체육시설 이용횟수는 줄어들었고 회귀계수 음(-)의 값 크기도

점점 커졌다. 직업과 소득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다. 절

대적으로 사무·관리직이 고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직

업군과 비교했을 때 기준변수(전업주부 및 학생·무직·기타)를 기준으

로 점점 소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군으로 이동할수록 공공

체육시설의 이용횟수는 감소하였다. 한편 직업 변수 및 후에 다룰 소

득 및 교통수단 변수는 여러 개의 더미변수로 구성되어 있어 상대적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표준화 계수를 통한 비교는 무리가 있었다.

여러 개의 더미변수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직업 변수와 소득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서 제 3장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소득 변수는 직업변수와 상

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결과도 예상한대로 비슷

하게 나타났다. 소득변수 역시 직업변수와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더

미변수로 변수조작을 했으며 총 4개의 소득구간을 나누어 더미변수

를 설정하였다. 더미변수의 구성은 아래 표에 명시를 하였는데, 기준

변수는 소득 100만원 미만의 소득구간 해당자들이다. 나머지 더미변

수들 중 공공체육시설 이용횟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유의미한 결

과를 나타낸 변수는 2개의 변수였다. 유의확률 p<0.1에서 각각 .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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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의 값을 보인 ‘251만원 이상 350만원 이하’, ‘351만원 이상 500만

원 이하’ 변수만이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앞서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더미변수 중 일부만 회귀계수가 유의미하

다고 해서 해석 시 제외를 하면 안 된다. 다중회귀분석에서도 소득변

수의 일부 변수들만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지만 하나의 변수로써

해석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소득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소득변수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변수의 기준변수인 ‘100만원

이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이 점점 늘어날수록 공공체육시설 이용횟

수에는 음(-)의 영향력을 미쳤다. 각 소득구간별 회귀계수 B값과 표

준화 계수 β값을 저소득구간부터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회귀계수

B값은 -.371, -.426, -478, -384, 표준화 계수 β값은 -.087, -.099,

-.106, -.046이다. 전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용횟수 감소 영

향을 준다는 것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시설접근성 변수인 교통수단 변수와 소요시간 변수는 선행연구 및

기술통계량에서 나타났던 결과와 마찬가지로 공공체육시설 이용횟수

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였

다. 교통수단 변수 역시 더미변수로 변수조작을 실시하였고 기준변수

는 도보, 그리고 3개의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교통수단의 각 변수

(자전거 및 오토바이/대중교통/자가용) 모두 유의확률은 p<.05에서

유의하였다. 그리고 자전거 및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도보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 이용횟수에 정(+)의 영향을 미쳤

으며 회귀계수 B값은 .365 표준화 계수 β값은 .049였다. 반면, 대중

교통과 자가용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도보를 이용하는 사람

들과 비교했을 때 이용횟수에 음(-)의 영향을 끼쳤다.

소요시간 역시 마찬가지로 소요시간이 늘어날수록 시설 이용횟수는

줄어들었다. 회귀계수B 값은 -.027 표준화계수 β값은 -.137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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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들은 시설 접근성을 아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공체육시설 입지선정에 있어서 시설 접근

성 변수를 아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분석을 통해 다

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종목과 참여 동반자 유무 변수의 유의확률은 p<.05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각각 회귀계수B값은 .339, -.535 표준화 계수

β값은 .059, -.134의 결과가 나타났다. 참여종목의 경우에는 독립적

으로 체육활동이 가능한 체력단련 혹은 레저 종목 보다는 구기와 라

켓종목에 참여하는 사람들일수록 공공체육시설을 이용에 더 큰 영향

변수로 작용하였다. 반면 참여 동반자유무 변수는 홀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배우자 혹은 친구, 직장동료등과

같은 동반자가 함께 참여하는 것보다는 공공체육시설 이용횟수에 큰

영향변수로 작용하였다.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살

펴보면 참여 동반자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 동반자가 없이 참여하는

사람들보다 월등히 많은 숫자를 보였었다. 그러나 주당 이용횟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더 많은 횟수로 체육시설을 이

용하는 사람들은 참여 동반자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 결과를 가지

고 유추해보건대 참여종목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구기나 라켓종목

에 참여하면서도 기존에 사적으로 알던 사람들과 같이 참여하지 않

는 특성을 보였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사람들일수록 공공체육시

설을 규칙적으로 자주 이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1인당 체육시설 면적과 체육예산 변수는 유의확률 p<.05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특히 체육시설 면적 변수는 회귀계수B값이 .288 표준화

계수 β값 .102로 이용횟수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들에게는 면적과 시설 개수 확충이

이용횟수 증가에 아주 중요한 변수로써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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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종속변수=공공체육시설 주당 이용횟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β 공차 VIF

상수 1.638 .678 　 .016 　 　

독
립
변
수

성별(dum) -.030 .113 -.008 .788 .690 1.449

연령 .021 .004 .143 .000*** .646 1.547

직업
(dum)

기능직 및
단순노무

-.378 .152 -.075 .013** .614 1.628

서비스직 -.498 .133 -.116 .000*** .580 1.724

사무관리직 -.850 .172 -.157 .000*** .550 1.819

소득
(dum)

소득100만원이상
250만원이하 -.371 .227 -.087 .103 .195 5.122

소득251만원이상
350만원이하 -.426 .242 -.099 .079* .177 5.645

소득351만원이상
500만원이하 -.478 .250 -.106 .057* .179 5.572

소득501만원이상 -.384 .308 -.046 .213 .410 2.437

교통
수단
(dum)

자전거 및
오토바이 .365 .184 .049 .047** .931 1.074

대중교통 -.991 .238 -.104 .000*** .885 1.130

체육예산의 경우 변수는 유의확률이 p<.05 이하에서 .006으로 높은

유의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회귀계수 B값이 매우 크기가 작았으며

표준화계수 β값은 .074로 다른 독립변수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

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23> 공공체육시설 이용횟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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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630 .173 -.102 .000*** .710 1.408

소요시간 -.027 .005 -.137 .000*** .881 1.135

참여종목(dum) .339 .165 .059 .040** .679 1.472

참여동반자 유무
(dum)

-.535 .103 -.134 .000*** .842 1.187

면적 .288 .069 .102 .000*** .916 1.092

예산
4.677E
-06 .000 .074 .006** .784 1.275

통
제
변
수

체육활동 효과에 대한
인식

.079 .098 .021 .421 .785 1.274

-.014 .088 -.004 .875 .784 1.276

.217 .092 .062 .019** .808 1.237

.177 .082 .056 .031** .832 1.202

과학적 체력관리에 대한
인식

.017 .088 .005 .848 .708 1.412

.249 .103 .061 .016** .874 1.144

-.126 .100 -.038 .209 .594 1.684

-.040 .083 -.014 .634 .619 1.617

N 1487

Adjusted R² 0.172

F 13.391

기준변수

성별(dum): 남자=0, 여자=1

직업(dum): 전업주부·학생·무직·기타

소득(dum): 소득 100만원 미만

교통수단(dum): 도보

참여종목(dum): 개인종목=0 단체종목=1

참여동반자 유무(dum): 동반자 유=0, 동반자 무=1

*P<0.1, **P<.05, ***P<.001



- 72 -

제 5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제언

최근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로 각

개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이전 어느 때보다 뜨겁다.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을 넘어서서 몸매를 가꾸고 체육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만

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체육시설들이 적절하게 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고 이용하고 싶은 체육시설

을 공공체육시설이라고 응답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시설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한 시설도 많은 종류의 체육시설 중에서 공

공체육시설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요구가 가장 높았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시설확충과 더불어 좋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현 상황에서 ‘누가 공공체육시설의 담당 주체가

되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다. 체육시

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체육관련 예산의 경우 중앙

정부가 중심이 되어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직

접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간이운동장(마을체육시설) 및 생활체

육관에 대해서는 주로 기초자치단체가 운영주체로써 지역특성에 맞

는 시설을 공급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공공체육시설 개수와 면적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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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중앙정부 및 어떤 지역의 지방정부와 기초

자치단체든지 꾸준히 공공체육시설의 면적을 확충하고 있다. 문화체

육관광부 자료에서는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을 2025년까지 5.7m²

까지 늘리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추가 공급되는 체

육시설들이 시민들의 체육활동과 관련한 것만은 아니다. 지금 우리나

라의 공공체육시설 조성정책은 이전의 엘리트 선수 위주의 체육시설

공급에서 탈피하고 일반시민들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중장기 배치 균

형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계획은 그저 계획일 뿐 아직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육시설의 개수와 면적은 한참 부족하고

시민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 품질과 지속적인 관리는 미

흡한 점이 많이 노출되었다. 공공체육시설 공급정책은 시설 확충은

물론이거니와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특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

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지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에 임하였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들이 여러 종류의 많은 체육시설 중에 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한다면 어떤 영향요

인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지 먼저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했다. 이전의 공공체육시설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이용자를 중심으

로 수요를 파악하여 시설 공급에 대해서 고민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적정한 시설 배치인지 또는 수익을 내기 위해 어떤 방법

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을 뿐이다.

기존의 공급과 운영 및 관리에 치우친 공공체육시설 연구의 틀을

깨고 이용자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시설의 개수나 면적을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리고 수요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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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설공급을 한다고 지역주민에게 어떠한 시설을 원하는지 물어보

는 단순한 수요조사에 그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이용자 중심

시설공급은 되지 못할 것이다. 우선 이용자들의 이용 특성을 파악,

지역의 체육예산과 지리적 특성 등 다각적, 종합적인 검토 후에 체육

시설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해서 이용 영향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체육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과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나누어 어떤 영향요인들이 공

공체육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둘째,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들만을 대상으로 이용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분

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첫째, 이용여부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유의미했던 변수는

연령과 직업, 시설 접근성, 체육예산 변수였다. 공공체육시설을 이용

하는 사람들은 주거지 근거리에 있는 약수터, 등산로에서 걷기 활동

에 많이 참여하였다. 생활 주거지 주변으로 간단하면서도 간편한 체

육시설을 공급이 더 많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설들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았다.

둘째,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용횟수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로는 연령, 직업, 소득, 시설 접근성, 체육활동 참여 특성, 지

역적 특성 변수들이 모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연령은 높을수록 이용횟수가 높았으며 직업과 소득은 사무·관리

직,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고소득층 보다는 기능직 및 단순노무, 전업

주무 및 학생 등과 같은 저소득층일수록 이용횟수가 더 높았다. 공공

체육시설의 특성상 사용 요금을 내지 않거나 민간 체육시설과 비교

했을 때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 저렴한 시설을 기대

하는 시민들의 수요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시설 공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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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이용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

공급과 함께 어떻게 시설 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보았다. 체육활동 참여 특성으로는 단체종목 이용자와 참여 동반자가

없는 이용자들이 공공체육시설 이용횟수가 많았다. 공공체육시설 장

소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참여 동반자 없이 여럿이 함께할 수 있는 단체종목

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류하는 장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점을 아주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

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화합하는 장이 공공체육시설이 되

고 그 장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주민들 간의 교감이 곧 지역을 건강하

고 튼튼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 공급정책에 세

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들의 이용행태를 분석해 본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용자들의 개인적 특성, 시설 접근성, 지역적 특성 영향요인들은 각

각 체육시설 이용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각 지역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의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

번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전국을 모집단으로 실시한 자료이기 때

문에 지역으로 범위를 좁혀서 분석을 실시한다면 각 지역별로 어떤

요인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서두에서 본 연구자가 언급했던 내용의 재확인

이 될 것 같다. 공공체육시설을 공급하는 주체는 공급자의 입장만 고

려해서 시설 공급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 지역 구성원의

체육활동 참여 특성을 고려해서 시설 공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자가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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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연구자는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두 가지 차원에서 정리해 볼 수

있었다. 첫 번째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미치는 영향요인을 모

두 고려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영향요인

을 분석하기 위해서 「2012 국민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자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연구자 생각하건대 다른 체육시

설들과 비교했을 때 공공체육시설이 가지는 큰 장점은 저렴한 사용

료일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사용료를 변수로 활용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분석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

는다.

두 번째는 공공체육시설 이용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연구대상 범위

가 전국 단위라 매우 넓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설문조사를 활용하였고, 총 9000

명의 응답자들이 설문에 응답한 설문지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신뢰도 측면에서 평가하자면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연구에

서 활용한 자료는 체육시설 이용에 대해서만 현황을 파악하고자 수

집된 자료는 아니었다. 따라서 연구자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해서 알

고자 하는 내용 100%를 설문지를 통해 구성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

었다. 그리고 전국 단위로 자료가 수집이 되었기 때문에 한 지역을

한정해서 심도 높은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

었다고 본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공체육시설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다른 변수를 추가해서 연구를 진행할 것과 전국 단위

가 아니라 한 지역으로 범위를 좁혀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국 응답자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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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대해서 포괄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

었다. 공공체육시설 공급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라면 각 지역의 체육

시설 이용행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하여 이용자 중심의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만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

게 진행되어 연구자의 주장대로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체육시

설 공급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연구 결과물이 지속적으로 나왔으면 하

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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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ation of Public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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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ports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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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ified interest in health has led to an increase in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long with this trend, the influence of public

sports policy on the public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ed. The

data used in this study shows that more than 70% of

respondents said they need public sports facilities, and they want

to exercise at the public sports facilities. Moreover, demand for

service improvement and expansion of the public sports facilities

was the highest among various sports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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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estions of 'which institution is the primary agency

dealing with public sports facilities?', and 'what measure should

be adopted to respond to demand for quality improvement of

public sports facilities' should be the center of the analysis of

public sports policy. According to the sports facilities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law, local governments are in charge of public

sports facilities. This study, however, argues that the supply of

the facilities has not been managed properly and ignored

characteristics of demand-side. In other words, policy makers

should take account of users' individual property and targeted

areas' characteristics.

Studies on public sports facilities mostly focused on

supply-side which resulted in dissatisfaction about the facilities

of the public. Careful examination on demand-side should be

done for an effective public sports polic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factors affecting utilization of public sports facilities.

The study conducted a empirical analysis focusing on public

sports facilities users with「Survey 2012 People’s Participation of

Physical Activity」from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dependent variables consist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ccess

to facilities, types of physical activities, and characteristics of

area. Two questions were answered in the study; first, what

factors influenced utilization of public or private sports facilities;

second, why some people work out at public sports facilities

more than others.

First, the result shows that significant variables which

influence whether to use public facilities or private are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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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ation, access, and each local government' budget for sports

policy. Most of all, access to facilities was the most influential

independent variable. The most common practices of physical

activities among people who use public sports facilities in a

residential area were walking and hiking. In that sense, when

building new sports facilities, proximity should be the priority

and the facility should offer areas for walking and hiking.

Another influential variable is age. Older users exercise at public

sports facilities more frequently than younger users.

The second part of the study examined what factors influence

frequency of public athletic facility use. Amo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age, occupation, income, access to facilities, types

of physical activities, and characteristics of area significantly

affected the number of use of the facilities. To be specific, people

with no companions exercise at the public facilities more

frequently than those with companions. Besides, participating in

team sports such as ball games induced more use of the public

facilities. This result implies that public sports facilities offer

opportunities to meet neighbors and participate in the community.

In conclusion, this study asserts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make efforts to satisfy demand-side for the better use of public

facilities.

Keywords : Public Service Facilities, Public Sports

Facilities, Sports Policy,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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