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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러닝 용품 만족도가 러닝 참여 만족도 및 러닝

참여 욕구에 미치는 영향

황 다 빈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소득 수준 향상과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여가 확대로 참여 스포츠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참여 스포츠 인구가 증가하며 파생 시장에 해당

하는 용품·설비 시장의 경제적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스포츠 용품이 스

포츠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참여 스포츠 종목인 러닝을 대상으로

용품에 대한 만족이 해당 종목의 참여 만족과 참여 욕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스포츠 용품 만족도가 스포츠 참여 만족도 및 스포츠 참여

욕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러닝의 동호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러닝

용품 만족도, 러닝 참여 만족도, 러닝 참여 욕구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

를 구성하였으며 총 311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SPSS 25.0을 활용한 기술 통계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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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회귀 분석을 실시하고 AMOS 26.0을 활용한 타당도 분석을 실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러닝 용품 만족도가 높을수록 러

닝 참여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닝 용품

만족도의 하위 요인 중 미적 기준, 유용성 기준, 기능 및 품질에 대한 만

족이 높을수록 참여자의 러닝 참여 만족도가 높았다.

둘째, 러닝 용품 만족도가 높을수록 러닝 참여 욕구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닝 용품 만족도의 하위 요인 중 미적 기

준, 유용성 기준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참여자의 러닝 참여 욕구가 높

았다. 그러나 러닝 용품 만족도와 러닝 참여 욕구 관계에서 러닝 참여

만족도의 매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러닝 참여 만족도가 높을수록 러닝 참여 욕구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닝 참여 만족도의 하위 요인 중 심리적

요인, 교육적 요인, 휴식 요인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참여자의 러닝 참

여 욕구가 높았다.

넷째, 인구 통계학적 특성 및 러닝 관여도에 따라 러닝 용품 만족도,

러닝 참여 만족도, 러닝 참여 욕구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러닝 용품 만족도가 높을수록 러닝 참여 만족도와 러닝 참

여 욕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스포츠 용품 만족도, 스포츠 참여 만족도, 스포츠 참여 욕구

학 번 : 2017-2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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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국민 소득의 증가와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스포츠는 현대인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역동성과 자유

에 대한 이상, 신체에 대한 본원적 관심으로 인해 현대 사회의 중요한

문화 코드로 이미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강준호 2005). 여가 시간의

증대가 스포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며 국내 참여 스포츠 인구도 꾸준

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7 스포츠산업백서에 따르면 규칙적 체육 활동을

ʻ전혀 하지 않는다ʼ의 비율이 2000년에는 34.1%로 나타났으나 2017년에

는 28.9%로 줄어 국민의 규칙적 체육 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체육 활동 참여자들의 참여 빈도를 살펴보면 2000년 주 1

회 이상 참여자가 49.2%, 주 2회 이상 참여자가 33.4%였는데 2017년에

는 주 1회 이상 참여자가 59.2%, 주 2회 이상 참여자가 48.2%로 증가했

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스포츠산업백서, 2019). 국내 생활 체육 동호회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64,665개의 동호회가 2016년에는 115,303개로 증

가했고 2003년 2,176,221명으로 총 인구 대비 약 4.5%를 차지한 동호인

인구는 2016년 5,578,64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며 인구 대비 약 9.3%

를 차지하고 있다. 단일 종목으로는 12,650개 동호회와 607,300명의 동호

인이 등록된 축구가 가장 많은 동호회와 동호인을 보유했다. 육상은

2,868개의 동호회와 201,872명의 동호인을 보유한 종목으로 이는 야구와

농구보다 많은 동호인 수다.

우리나라에서 달리기가 붐을 이루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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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였다(정용각, 2005). 기성세대의 스포츠로만

여겨졌던 러닝은 온라인 동호회의 활성화와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 초

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특성을 바탕으로 2030 세대의 참여를 이

끌어냈다. 또한 장소와 시간 구애를 받지 않고 가장 쉽게 참여 할 수 있

는 스포츠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일반 대중들이 도로나 공원 등지 에서

달리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심향보, 신현경, 2008). 1,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전국 단위 마라톤 대회 수만 해도 연간 400개 이상이 개최되고

있으며 마라톤 인구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현재 마라톤 인구 는 350

만∼4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김성제 2014). 마라톤 대회는 참가형 이벤

트 행사 중 가장 큰 단일 행사로 용품 산업과 기술 등의 발전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관되는 교통, 숙박, 외식 등의 부대 산업 및 경

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활성화 되는

추세다(차석빈, 정동창 2003).

참여 스포츠 인구가 확대됨에 따라 스포츠 의류 시장의 규모도 성장했

다. 스포츠 의류는 일상복과 버금가는 유용성에 의해 구매가 크게 촉진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유용성이라 함은 가격, 디자인, 패션, 유행성,

관리의 용이함, 코디의 편이성 등 다양한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김기한 2009). 세계 최대의 스포츠 용품 기업인 나이키

에서 매년 발표하는 연차 보고서를 살펴보면 나이키는 자사의 상품을 러

닝, 나이키 농구, 조던 브랜드, 축구, 트레이닝, 스포츠 웨어 6가지범주로

분류한다. 러닝 용품 시장은 나이키의 수익에 있어 6가지 범주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나이키의 러닝 용품 수익($5,196mil)은 나이키 농구

($1,494mil)와 축구($2,146mil)용품의 수익을 합친 것 보다 많으며 총 수

익($30,301mil)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다(Nike Annual Report

2018). 아디다스는 2015년과 비교하였을 때 2020년에는 두 배의 판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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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러닝 범주를 가

장 큰 브랜드 성장 기회로 보고 있으며 러닝 커뮤니티와 일반 대중에 대

한 투자를 늘려나갈 예정이다(Adidas Annual Report 2017).

이와 같은 러닝의 영향력과 용품의 경제적 규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러닝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러닝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

펴보면 러닝 참여 동기와 같은 심리 연구와 러닝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러닝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과 같은 생리학적 관점에서 연구가 주를

이뤘다. 그동안 다양한 종목을 대상으로 스포츠 용품에 대한 만족도, 스

포츠 참여에 대한 만족도, 스포츠 참여 욕구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지만

용품을 통해 느낀 만족이 스포츠 참여 만족과 스포츠 참여 욕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나 정보가 제한적인 미흡한 실정이다.

러닝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스포츠 용품 시장에서 러닝 용품이 차지하

는 비중이 커지면서 러닝 용품 만족도에 따른 러닝 참여 욕구 및 러닝

참여 만족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에 본 연구는 러닝 용

품 만족도가 러닝 참여 욕구 및 러닝 참여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스포츠 용품 만족의 어떤 특성

이 사람들의 참여 만족을 이끌어내고 참여 욕구를 유발하는지 확인하고

결과적으로 러닝 용품 만족도가 러닝 참여 만족도 및 러닝 참여 욕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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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러닝 용품 만족과 러닝 참여 만족 및 러닝 참여 욕구의 관계가 어떤지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러닝 용품 구매 만족도(Running Goods

Purchase Satisfaction)와 러닝 참여 만족도(Running Participation Satisfaction),

러닝 참여 욕구(Running Commitment)의 상호 영향을 알아보는데 초점

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러닝 동호회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차후 용품 시장과 참여 스포츠 시장에서 전략 수립에 필

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러닝 용품 만족도가 러닝 참여 만족도와 러닝 참여 욕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러닝 용품 만족도와 러닝 참여 욕구의 관계에서 러닝 참여 만족

도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러닝 참여 만족도가 러닝 참여 욕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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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고객 만족

1. 고객 만족의 개념 및 정의

고객 만족은 구입한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 평가다.

Hellier, Geursen, Carr, Rickard(2003)는 고객 만족을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의 욕구, 기대 및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의 결과로 고객이

느끼는 전반적인 즐거움 또는 흡족함의 정도라고 정의했다. Ostrom과

Lacobucci(1995)는 구매를 통한 혜택을 얻기 위해 고객이 경험하는 비용

과 노력에 대한 상대적인 판단을 고객 만족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고객

만족에 대한 연구는 1965년 Cardozo에 의해 처음으로 연구된 이후 전

세계에서 폭 넓게 연구되었다. 경영 환경의 변화로 소비자가 기업을 선

택하는 시대가 됨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는 기업은 경쟁에서 살

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고객 만족에 대한 많은 관심이 집중

된 것이다(이유재, 2000). 고객 만족 제고를 위한 노력은 고객 만족 수준

이 높아지면 기업의 경영 성과로 연계될 것이라는 믿음에 그 바탕을 두

고 있다(박상준, 이유재, 이청림 2010). 따라서 고객 만족의 목표는 보다

많은 고객들에게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여 최대

의 만족을 느끼게 함으로써 재구매 및 구전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백미

영, 한상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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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 만족에 대한 선행 연구

고객 만족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유재(1995)는

고객 만족을 결과(outcome)에 강조를 두는 고객 만족과 과정(process)에

강조를 두는 고객 만족으로 구분했다. 결과에 강조를 두는 고객 만족은

소비자 만족을 소비 경험으로부터 야기되는 결과로 개념화 하였고 과정

에 강조를 두는 고객 만족은 소비자 만족을 평가 과정이 중요한 요소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Howard와 Sheth(1969)는 고객 만족에서 결

과에 중점을 두었다. 그들은 소비자가 스스로의 희생에 대해 적절하게

보상받았는지 여부를 따지는 인지 상태가 고객 만족이라고 정의했다.

Westbrook과 Reilly(1983)도 고객 만족을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하며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바라보았

다. 반면 Hunt(1977)는 고객 만족을 소비 경험이 최소한 기대보다 좋았

다고 내리는 평가라고 정의하며 결과보다는 평가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

Cadotte, Woodruff와 Jenkins(1987)는 고객 만족을 사용 경험의 평가로

부터 생기는 감정이라는 과정 중심적 정의를 내렸다.

고객 만족에 대한 연구에 있어 가장 지배적인 패러다임은 Oliver(1980)

의 기대 불일치 이론(Expectation Disconfirmation Theory)이다. Oliver

는 고객 만족을 불일치 된 기대와 소비자의 이전 소비 경험을 통한 감정

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하는 심리 상태라고 정의했다. 그에 따르면

고객 만족과 불만족은 구매 전 기대와 구매 후 평가에 의해 나타나며 평

가 단계에서 기대보다 높은 성과가 나타난 경우를 긍정적 불일치

(Positive Disconfirmation),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나타난 경우를 단순

일치(Confirmation), 기대보다 낮은 성과가 나타난 경우를 부정적 불일치

(Negative Disconfirmation)라고 명명하였다. 긍정적 불일치와 단순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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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소비자는 만족을 하지만 부정적 불일치에서 소비자는 불만족한다.

Churchill과 Surprenant(1982)도 소비자가 예상한 구매 비용과 보상에 대

한 구매나 사용의 결과로 고객 만족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선행 연구들은 고객 만족 또는 불만족이 구전, 재구매 행동, 불평 행동

등과 같은 소비자 행동 미친다는 점을 입증했다. 만족의 결과는 호의적

인 구매 후 태도 그리고 강력한 상표 충청을 유발함으로써 유사한 상황

에서 똑같은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박태준, 양명환,

2004). 고객 만족이 기업의 매출 신장이나 수익성 증대, 기업 가치의 향

상으로 이어질 때 기업 차원에서는 고객 만족 경영을 위한 동기 부여가

되는 동시에 고객과 기업 간의 상생(win-win)경영으로서 고객 만족 경

영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만족과 기업 성과와의 관계

를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이유재, 이청림 2006). Fornell(1992)는 고객 만

족을 높이면 마케팅 비용과 거래 비용, 실패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평판

을 높이고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Churchill과

Surprenant(1982)는 고객 만족이 태도 변화, 재구매 행동, 브랜드 충성과

같은 구매 후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의 요구와 욕구를 만족시키면

수익이 창출한다고 하였다. Oliver(1997)는 고객 만족이 고객의 충성심을

이끌어내고 충성심 있는 고객은 재구매를 통해 기업의 수익 향상에 도움

이 된다고 보았다. Yeung과 Ennew(2000)도 고객 만족이 수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동의했다. 이유재와 이청림(2007)은 고객 만족이

재구매 의도와 구전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전환 의도에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다. Luo와 Homborg(2007)에 의하면 고객 만족은

무료로 구전 광고를 발생시켜 향후 마케팅 비용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

고 기업에 속한 직원이나 관리자의 역량 향상과 같은 인적 자본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존 고객에 대한 많은 연구들의 궁극적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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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과 관련

있고 이러한 연구의 중심에 고객 만족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김

기탁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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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의복 평가 기준

1. 의복 평가 기준의 개념 및 정의

의복 평가 기준은 소비자가 의복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기준이나 특성

이다. 소비자가 지각하는 의복 품질은 주관적, 경험적이기 때문에 인구

통계적 변수, 심리적 변수, 구매 관행 변수 등의 소비자 특성에 따라 의

복 평가 시 사용하는 단서들이나 그것들의 의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

므로 의복을 구매할 때 의복 평가 기준들은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

가 있다(강은미, 박은주 2002). 소비자의 구매 결정 행동에 있어서 제품

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개인마다 영향을 받는 요소가 다르고 동일한 소

비자라도 제품에 따라 선택기 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쉽지 않다(강이주, 신자빈 2006). 의복

구매 시 사용되고 있는 평가 기준은 의복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

들이며 이 속성들은 몇 개의 차원으로 군집화 될 수 있다(김미영, 이은

영 1988). Park와 Sulivan(2009)에 따르면 의복 평가 기준은 주관적, 객

관적 기준이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냄으로써 시장을 세

분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소비자들이 구매 전 어떤 평가 기

준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지 알아낸다면 소비자의 구매 결정 과정을 이

해하는데 도움이 된다(Chae, Black, Heitmeyer 2006). 의복 평가 기준은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선행 요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

비자 집단을 유형화하여 살펴보고 구매 행동에서의 차이를 비교하기에

적절한 변수로 볼 수 있다(박선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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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복 평가 기준에 대한 선행 연구

소비자 특성에서 따라 소비자의 평가 기준은 달라지며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유형에 따라 의복 평가 기준에 차이가 있다(김지수, 이인성, 박민

정 2015). Jenkins와 Dickey(1976)는 심미성과 실용성으로 구분하였고

Hatch와 Roberts(1985)는 내재적 기준과 외재적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내재적 요인은 제품의 물리적 속성으로 제품 자체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것이다. 색상, 소재, 디자인, 스타일 등이 해당한다.

외재적 요인은 제품에 간접적으로 적용된 무형의 속성으로 생산자와 판

매자에 의해 적용될 수 있는 브랜드, 원산지, 가격 등이 해당한다.

Cassill과 Drake(1987)는 적합성, 경제성, 타인지향성으로 의복 평가 기준

을 분류하였다. Shim과 Bickle(1994)은 미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의류 평가 기준 요인을 자기 향상, 사회적 지위, 여성적 매력 어필,

유행성, 기능성/편안함, 역할 상징, 체형 결점 보완, 개성, 성숙함/세련됨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고애란과 홍희숙(1995)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류 평가 기준을 브랜드 가치, 심미

성/유행, 활동성, 관리의 편이성 경제성으로 분류하였고 김지현과 홍금희

(2000)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류 평가 기준을 외모 향

상, 사회적 지위, 개성 추구, 편안함으로 분류하였다.

스포츠 의류는 스포츠의 대중화, 관람 스포츠에서 참여 스포츠로의 전

환, 패션의 퓨전 경향에 따라 다른 의류 시장보다 주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유의동, 김상호 2006). 스포츠 의류에 대한 수요 증대함에 따

라 스포츠 의류 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스포츠

의류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김광수(1994)는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의 운동화 평가 기준에 대해 비교했는데 평가 기준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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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내구성, 브랜드 이미지, 사용 목적의 적합성, 상표명, 외양, 착용 시의

편안함으로 구분하였다. 평가 기준에 대한 인식에 있어 한국과 미국 대

학생들의 구조는 동일하나 개별 속성이나 요인에 대한 중요도에 있어서

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한(2005)은 대학생의 스

포츠 의류 평가 기준을 가격, 실용성, 브랜드, 패션으로 구분하였다. 평가

기준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스포츠 의

류 구매 시 가격 및 패션 요인 고려 수준이 높았고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브랜드 요인의 고려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조선명과 고애란(2008)

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 의류를 구입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연구한

결과 편안함·실용성 추구, 이상적 체형·인상 향상 추구, 개성 추구, 최신

유행·과시 추구, 저렴한 가격 제품 추구, 브랜드 추구라는 6개의 하위 요

인을 도출했다. 대학생들의 스포츠▪레저용품 평가 기준을 연구한 최종

필, 이종호(2004)는 평가 기준을 가격, 색상/디자인, 실용/편리함, 상표,

유행으로 구분했으며 학년과 가계 소득 차이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상표와 유행성을 고려하고 저소득집단

보다 고소득 집단이 가격, 상표, 유행을 고려했다. 정아람(2013)은 스포츠

용품 구매 행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능성, 브랜드, 가격,

구전, 자기 과시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스포츠 용품 구매 행동 결정 요인들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주장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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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운동 참여 욕구

1. 운동 참여 욕구의 개념 및 정의

운동 참여 욕구란 지속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려는 욕구를 의미한다.

Scanlan, Carpeter, Simons, Schmdt, Keeler(1993)가 Sport Commitment

라는 운동 참여 욕구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국내에서는 이를 스포츠 몰

입으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내 체육학계에

서는 Flow와 Commitment를 구분 없이 몰입의 개념으로 사용해왔다.

Sport Commitment가 지속으로 스포츠에 참여하는 욕구를 의미하는 단

어임에도 국내에서는 운동과 관련된 이 두 가지 모두를 몰입의 개념으로

정의하여 사용함으로써 연구자는 물론 독자들에게도 혼란을 초래하는 결

과를 낳았다(권성호, 권순용 2011).

몰입(Flow)은 1975년 Csikszentmihalyi가 처음 제안하였으며 그는 몰

입을 인간 삶의 최고의 감정, 최상의 즐거움으로 보았다(

Csikszentmihalyi 2000). 몰입이란 어떤 행위에 깊게 빠져서 시간의 흐름

이나 공간, 더 나아가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될 때를 일컫

는 심리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운동 몰입이란 신체활동을 통하여 이러

한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권성호, 2008).

Csikszentmihaly는 몰입을 설명하기 위해 3채널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경험의 특징을 몰입(Flow), Anxiety(불안감), 지루함(Boredom)으로 구분

하고 일상에서 몰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과제에 대한 수행 능력인 기술

(Skil)과 도전 의식(Challenge)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뛰어난

기술이 있더라도 도전 의식이 없다면 인간은 경험에 대해 지루함을 느끼

고 과제에 대한 도전 의식이 있더라도 기술이 부족하다면 경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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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몰입은 기술과 도전 의식 사이에 적절한 균

형을 이룰 때 발생한다.

그림 2-1. Csikszentmihalyi’s 3-channel flow model

한편 Scanlan, Carpeter, Simons, Schmdt, Keeler(1993)이 제시한

Sport Commitment 개념은 일반적으로 스포츠나 여가 활동에 참가하면

서 얻게 되는 희망, 신념, 믿음을 나타낸 것으로 지속적으로 스포츠에 참

여하는 욕구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권성호,

2007). 스포츠 상황에서 Flow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스포츠 상

황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 돌아왔을 때 Flow 현상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것(Csikszentmihaly 1975)과 달리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Sport

Commitment는 운동 할 때 뿐 아니라 운동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도 계속된다는 것은 서로 대치되는 부분이다(권성호 2011). 정용각

(2004)은 Sport Commitment를 운동에 열정적으로 빠져 있는 또는 미쳐

있는 사람들의 태도나 의도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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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 참여 욕구에 대한 선행 연구

운동 참여 욕구를 분석함에 있는 대표적인 학문적 이론 중 하나는

Deci와 Ryan(1985)의 자기 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이

다. 자기 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개인 스스로가 동기를 부여하고 내린 결

정이 행동으로 이어진다. 자기 결정성 이론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 자율

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이라는 세 가지

심리적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율성은 자신의 행

동과 계획에 대해 외부로부터의 강요 때문이 아닌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는 감정이며 유능성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과제를 수행하며 느

끼는 감정이다. 관계성은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감정을 말한다. 자기 결정성 이론을 스포츠 참여에 적용

하면 세 가지 심리 욕구를 만족할 경우 운동을 지속적으로 참가하려는

의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스포츠 참여를 지속 혹은 중단을 하는 주요

한 변인이 될 수 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운동 참여 동기와 참여 수준,

지속 의도를 연구한 양명환(2004)은 내재적 동기인 즐거움 동기가 운동

지속 의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고 외재적 동기 중

자결성 수준이 높은 건강과 체력 동기도 운동 지속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점을 입증하며 자기 결정성 이론을 지지하였다.

Scanlan과 Simons, Schmdt, Keeler(1993)는 운동 참여 욕구의 요인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요인인 즐거움은 운동을 경험함으로써

나타나는 즐거움, 호감, 재미와 같은 감정이다. 즐거움이 클수록 높은 수

준의 운동 참여 욕구가 나타난다. 두 번째 요인은 참여 대안이다. 참여

대안이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운동 대신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대안이다. 참여 대안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운동과 대안 사이에서 어떤



- 15 -

활동을 할 것인가 고려하게 하므로 매력적인 대안이 많을수록 낮은 수준

의 운동 참여 욕구 나타나기 쉽다. 세 번째 요인은 개인 투자다. 개인 투

자란 운동 참여를 지속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시간, 노력, 돈과 같

은 자원이다. 개인 투자는 운동 참여의 목적과 종목에 의해 달라지며 개

인 투자 정도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운동 참여 욕구가 나타난다. 네

번째 요인은 사회적 제약이다. 사회적 제약이란 운동 참여 상태를 의무

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회적 기대 혹은 규범이다. 개

인이 외부로부터 운동 참여를 지속해야 한다고 압박을 많이 받을수록 높

은 수준의 운동 참여 욕구가 나타난다. 다섯 번째 요인은 참여 기회다.

참여 기회는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존재하는 소중한 기회다. 참여

기회를 통해 운동 참여자는 기술을 습득하거나 친구를 사귈 수 있고 몸

매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운동 참여자가 느끼는 참여 기회가 높

을수록 높은 수준의 운동 참여 욕구가 나타난다.

스포츠 참여 욕구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즐거움의 정도가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Boothby와 Tungatt, Townsend(1981)는 즐거움이

스포츠 활동을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와

마찬가지로 Wankel(1993) 또한 운동에서 즐거움이 지속적인 참여를 촉

진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도 장호중(2008)이 수상 스포츠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상 스포츠의 재미 요인과 참여 만족이 높을수록

지속 행동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영희와 최길례(2006)의 연구

의 의하면 댄스 스포츠 참여자를 대상으로 참여자의 만족을 충족시킬수

록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은(2014)은 피겨 스케이

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심리적 유익, 종목 특성, 신체적

유익, 여가 활용, 외적 요인 순으로 운동 지속 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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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여가 만족

1. 여가 만족의 개념 및 정의

여가 만족이란 개인이 여가 활동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정

서 상태다. 즉, 여가 활동을 함으로써 개인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즐거워

하고 만족해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러한 만족의 감정들은 자신의 내·외

적으로 또는 의식·무의식적으로 욕구가 충족될 때 발생하게 될 것이다

(안수운, 이철화 2013). 최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일과 생활의 균형

(Work-Life Blance)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며 인간의 창의력과 심리적

잠재력을 발휘하고 문화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삶의 영역으로 여가의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정영열, 김진국 2014).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한 번 이상 참여한 개별 여가 활

동은 1인 평균 19개이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일과 휴일 여가 시간은 각

각 3.3시간, 5.3시간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참여 활동은 35.3%의 참여한

여가 활동으로 국민 3분의 1 이상이 신체적 여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8). 여가 시간을 활용하려는 국민들이 스포츠에 눈

길을 주는 이유는 지속적인 신체 활동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발생하

는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

을 통한 개인의 발전과 재미있는 삶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큰 역

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이계석, 최성범, 한태용 2014). 스포츠 참여에서

만족은 참여 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만족은 참여 주단, 지속,

구전 의도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한수련, 신태근, 김호백 2011) 중

요한 함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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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가 만족에 대한 선행 연구

여가는 개인의 생활수준이나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지표로 사

용되며 여가를 통해 개인은 다양한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가

장 궁극적인 성과는 여가활동이 행복감 즉 만족감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김송희 2008). 여가의 만족스러운 감정은 개인의 의식적, 무의식적 욕구

가 충족됨으로써 발생하며 여가 만족은 여가 활동의 선택 및 참여를 규

정하고 그 활동의 지속과 흥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참가자들에

게 만족스러운 여가 활동을 가능케 한다(김미량, 이연주, 황선환 2010).

실제로 사람들은 활동이 기대에 만족할 때 그 활동이 만족스럽다고 말하

는데 이를 이벤트 참여 행위에 적용시키면 참여자가 즐거움, 성취, 건강

증진과 같은 보상을 얻거나 이끌어 내었을 때 그 참여 활동이 만족스럽

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송정명, 강지현, 전익기 2012). 신체

적 여가 활동을 통해 여가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여가 활동을 통

해 얻는 정신적, 사회적, 교육적, 환경적, 정서적 여가 경험과 만족이 정

신적 건강과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박세혁, 2008).

Stebbins(2005)는 여가 활동을 통해 개인의 역량 강화, 자아실현, 자기표

현, 자기만족, 경제적 보상 등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개인

적 보상 외에 여가 활동을 다른 여가 참여자들로부터 얻는 사회적 매력,

여가 구성원들과 함께 목표 달성을 통해 얻는 집단적 성취, 집단을 유지

하고 발전시키는 기여와 같은 사회적 보상까지 얻을 수 있음을 밝혔다.

여가 만족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는데 Beard와 Ragheb(1980)

은 여가 만족 발생 요인을 6가지로 분류해 여가 만족 척도(Leisure

Satisfaction Scale)를 개발했다. 여가 만족 척도의 첫 번째 요인은 심리

적 요인이다. 해방감, 즐거움, 몰입, 지적 도전이 심리적 요인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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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번째 요인은 교육적 요인이다. 지적 자극, 주변 환경과 자아에 대

한 학습이 교육적 요인에 해당한다. 세 번째 요인은 사회적 요인이다. 다

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는 보상이 사회적 요인에 해당한다. 네 번째

요인은 휴식 요인이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이 휴식 요인에

해당한다. 다섯 번째 요인은 신체적 요인이다. 신체 단련, 건강 유지, 체

중 조절, 행복 장려가 신체적 요인에 해당한다. 여섯 번째 요인은 미적

요인이다. 여가 참여 장소가 얼마나 흥미롭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잘 정

돈되었는지가 미적 요인에 해당한다.

여가 만족 척도(Leisure Satisfaction Scale)를 활용해 Ragheb과

Griffith(1982)는 55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여가 만족도가 삶의 만족

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는데 여가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삶

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un과 Lee, Heo(2012)는 대학

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여가 만족이 스트레스 관련 성장을 예측

하는데 있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국내에서도 여가

만족 척도(Leisure Satisfaction Scale)를 활용해 여가 만족에 관한 다양

한 연구가 이뤄졌다. 김영재와 김재훈(2005)은 수도권 지역의 여가 스포

츠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환경적 요인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고

다른 요인들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는 결과를 통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여가 만족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또한 연령에 따라서도 여가

만족도의 차이를 밝혔는데 20대는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 교육적 요

인이 높게 나타났고 40대는 정서적 요인, 50대는 신체적 요인에서 높게

나타났다. 권기남과 이정래(2011)는 수영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여가 만

족이 여가 몰입과 여가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여가 만족이

여가 몰입과 여가 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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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모형 및 가설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러닝 용품 만족도가 러닝 참여 만족도와 러닝 참여 욕

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러닝 참여 만족도는 러닝 용

품 만족도와 러닝 참여 욕구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구

학적 특성과 러닝 관여도에 따라 러닝 용품 만족도와 러닝 참여 만족도,

러닝 참여 욕구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아래 그림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3-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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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가설

1. 러닝 용품 만족도와 러닝 참여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가설

성인 생활 체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과시 소비 성향이 운동 만족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한 김준석, 김성수(2016)와 등산 활동 참여자를 대상으

로 용품 구매 결정 요인이 운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석혁기,

이종하(2010)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닝 용품 만족도는 러

닝 참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러닝 용품 만족도는 미적 기준,

유용성 기준, 기능 및 품질, 외적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1 러닝 용품 만족도가 러닝 참여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1-1 러닝 용품 만족도의 미적 기준은 러닝 참여 만족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1-2 러닝 용품 만족도의 유용성 기준은 러닝 참여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러닝 용품 만족도의 기능 및 품질은 러닝 참여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러닝 용품 만족도의 외적 기준은 러닝 참여 만족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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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닝 용품 만족도와 러닝 참여 욕구의 관계에 대한 가설

생활 체육 동호인을 대상으로 용품과 운동 참여 욕구에 관한 선행연구

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황영주(2014)는 생활 체육 동호인들의 몰입

종류에 따라 용품 브랜드 개성 및 브랜드 이미지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

는데 이를 바탕으로 용품과 운동 참여 간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가설

을 도출했다. 러닝 참여 욕구는 인지적 러닝 참여 욕구와 행위적 러닝

참여 욕구로 분류한 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2 러닝 용품 만족도는 러닝 참여 욕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H.2-1 러닝 용품 만족도의 미적 기준은 러닝 참여 욕구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2-2 러닝 용품 만족도의 유용성 기준은 러닝 참여 욕구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2-3 러닝 용품 만족도의 기능 및 품질은 러닝 참여 욕구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2-4 러닝 용품 만족도의 외적 기준은 러닝 참여 욕구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 러닝 참여 만족도와 러닝 참여 욕구의 관계에 대한 가설

여가 스포츠 동호인을 대상으로 만족이 여가 참가 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최성범, 박승환(2010)과 스포츠 동아리 활동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참여 만족도가 운동 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김홍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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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훈(2007), 스포츠 동호회 참여 만족도가 운동 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한 김홍석, 이승아(2008)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닝

참여 만족도는 러닝 참여 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러닝 참여 만족도

를 심리적 요인, 교육적 요인, 사회적 요인, 휴식 요인, 신체적 요인, 미

적 요인으로 분류한 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3 러닝 참여 만족도는 러닝 참여 욕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H.3-1 러닝 참여 만족도의 심리적 요인은 러닝 참여 욕구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3-2 러닝 참여 만족도의 교육적 요인은 러닝 참여 욕구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3-3 러닝 참여 만족도의 사회적 요인은 러닝 참여 욕구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3-4 러닝 참여 만족도의 휴식 요인은 러닝 참여 욕구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3-5 러닝 참여 만족도의 신체적 요인은 러닝 참여 욕구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3-6 러닝 참여 만족도의 미적 요인은 러닝 참여 욕구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4 러닝 용품 만족도가 러닝 참여 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러닝 참여

만족도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 23 -

제 4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대상 및 자료표집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러닝 용품 만족도가 러닝 참여 만족도와 러닝 참여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러닝 용품 만족도와 러닝 참여

만족도, 러닝 참여 욕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러닝 관여도에 의해서

도 달리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의 러닝 동호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4월부터 5월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하였으며 러닝

동호회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온라인 설문을 실시

하였으며 자기 평가 기입법(self administration method)으로 설문에 응

하도록 하였다. 온라인 설문 조사는 전통적인 설문 조사와 비교했을 때

응답자의 적극적인 응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윤은성, 김영원, 2002). 자

료 입력과 분석에서 비표본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계

오, 2000).

모집된 설문지 366부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된 55부를 제외한 311부

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 분포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56.3%와 43.7%로 나타났고, 연령대는 24~27세가 32.5%, 28~31세가

29.3%, 32~35세가 17.0%, 20~23세가 11.9%, 35세 이상이 9.3% 순으로 나

타났다. 최종 학력은 대학교 졸업 55.9%, 대학교 재학 27.7%, 대학원 재

학 7.7%, 고등학교 졸업 4.5%, 대학원 졸업 4.2% 순으로 나타났다. 가계

소득수준은 100만원 미만이 31.2%,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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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16.7%,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14.8%, 400만원 이상이 6.8% 순으로 나타났다. 연간 러닝 대회 참여 횟

수는 0회가 15.1%, 1회가 6.8%, 2~3회가 24.4%, 4~5회가 20.9%, 6회 이

상이 32.8%로 나타났다. 직업은 학생 32.5%, 사무직 28.6%, 전문직

20.3%, 공무원 6.8%, 무직4.2%, 기타 5.0%, 자영업2.6% 순으로 나타났

다.

연구 대상자들의 자세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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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175 56.3

여성 136 43.7

연령

20-23세 37 11.9

24-27세 101 32.5

28-31세 91 29.3

32-35세 53 17.0

35세 이상 29 9.3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4 4.5

대학 재학 86 27.7

대학 졸업 174 55.9

대학원 재학 24 7.7

대학원 졸업 13 4.2

월 소득

100만원 미만 97 31.2

100-200만원 46 14.8

200-300만원 95 30.5

300-400만원 52 16.7

400만원 이상 21 6.8

직업

학생 101 32.5

사무직 89 28.6

전문직 63 20.3

자영업 8 2.6

공무원 21 6.8

무직 13 4.2

기타 16 5.0

합계 3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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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러닝 관여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러닝 동호회 활동

기간은 3개월 미만 25.7%, 1년~2년 23.5%, 6개월~1년 23.2%, 2년 이상

17.7%, 4~6개월 10.0% 순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평균 러닝 횟수는 2회

34.4%, 3회 27.3%, 1회 20.6%, 4회 9.3%, 5회 이상 8.4% 순으로 나타났

다. 1회 평균 러닝 거리는 5~7km 42.8%, 7~10km 26.7%, 3~5km 21.2%,

10km 이상 7.7%, 3km 미만 1.6% 순으로 나타났다. 연간 대회 출전 횟

수는 6회 이상 32.8%, 2~3회 24.4%, 4~5회 20.9%, 없음 15.1%, 1회 6.8%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들의 자세한 러닝 관여도는 표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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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연구대상자의 러닝 관여도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러닝 동호회

활동 기간

3개월 미만 80 25.7

4-6개월 31 10.0

6개월-1년 72 23.2

1년-2년 73 23.5

2년 이상 55 17.7

일주일 평균

러닝 횟수

1회 64 20.6

2회 107 34.4

3회 85 27.3

4회 29 9.3

5회 이상 26 8.4

1회 평균 러닝

거리

3km 미만 5 1.6

3-5km 66 21.2

5-7km 133 42.8

7-10km 83 26.7

10km 이상 24 7.7

연간 대회 출전

횟수

없음 47 15.1

1회 21 6.8

2-3회 76 24.4

4-5회 65 20.9

6회 이상 102 32.8

합계 3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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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러닝 용품 만족도가 러닝 참여 욕구와 러닝 참여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나아가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러닝 관여도

가 러닝 용품 만족도, 러닝 참여 욕구, 러닝 참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조사도구의 타당도를 검증

하기 위해서 스포츠 마케팅 및 소비자 행동 연구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각 설문지의 요인 및 항목에 대한 적절성과 대표성을 분석하는 내용 타

당도를 검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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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독립 변인

본 연구의 독립 변인은 러닝 용품 만족도다. 러닝 용품 만족도를 측정

하기 위해서 Eckman과 Damhorst, Kadolph(1990)가 분류한 의복 평가

기준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다.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표 4-3. 러닝 용품 만족도 측정 도구

변인 설문문항

미적기준

(Aesthetic

Criteria)

1)색상 및 패턴(Color/Pattern)

2)디자인(Styling)

3)옷감(Fabric)

4)독특성(Uniqueness)

유용성 기준

(Usefulness Criteria)

5)외관(Appearance)

6)다용도성(Versatility)

7)조화(Matching)

8)용도 적절성(Appropriateness)

9)유용성(Utility)

기능 및 품질

(Performance and

Quality)

10)맞음새(Fit)

11)편안함(Comfort)

12)관리방법(Care)

13)만듦새(Workmanship)

외적 기준

(Extrinsic Criteria)

14)가격(Price)

15)브랜드(Brand)

16)구입용이성(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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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개 변인

본 연구의 매개 변인은 러닝 참여 만족도다. 러닝 참여 의도를 측정하

기 위해에서 참여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Raghed와 Beard(1980)가 개발

한 ‘여가만족척도(Leisure Satisfaction Scale)’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다.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

어있다.

표 4-4. 러닝 참여 만족도 측정 도구

변인 설문 문항

심리적 요인

(Psychological)

1)러닝은 나에게 아주 흥미롭다.

2)러닝은 나에게 자신감을 준다.

3)러닝은 나에게 성취감을 준다.

4)러닝에 나의 다양한 기술과 능력을 사용한다.

교육적 요인

(Educational)

5)러닝은 내 주변에 대한 나의 지식들을 증가시킨다.

6)러닝은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7)러닝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8)러닝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사회적 요인

(Social)

9)러닝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상호 작용을 한다.

10)러닝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돕는다.

11)러닝을 통해 만난 사람들은 친절하다

12)나는 자유시간에 러닝을 즐기는 사람들과 어울린다.

휴식 요인

(Relaxation)

13)러닝은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된다.

14)러닝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15)러닝은 나의 정서적 행복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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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나는 단순히 러닝이 좋아서 한다.

신체적 요인

(Physiological)

17)나에게 러닝은 신체적 도전이다.

18)나는 체력을 키우기 위해 러닝을 한다.

19)나는 신체적 회복을 위해 러닝을 한다.

20)내가 하고 있는 러닝은 나의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준다.

미적 요인

(Aesthetic)

21)내가 러닝을 하는 환경은 쾌적하고 깨끗하다.

22)내가 러닝을 하는 환경은 흥미롭다.

23)내가 러닝을 하는 환경은 아름답다.

24)내가 러닝을 하는 환경은 잘 꾸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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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속 변인

본 연구의 종속 변인은 러닝 참여 욕구다. 러닝 참여 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Scanlan ＆ Etal(1993)의 ESCM(Expansion of the Sport

Commitment Model)을 기초로 정용각(2004) 수정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

였다.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다.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표 4-5. 러닝 참여 욕구 측정 도구

변인 설문 문항

인지

참여

욕구

1)나는 러닝이 자랑스럽다.

2)나는 러닝을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다.

3)나는 러닝하는 시간이 항상 기다려지는 편이다.

4)러닝은 나의 삶에 매우 소중한 편이다.

5)나는 러닝을 생각하면 즐거워진다.

6)나는 러닝에서 많은 행복감을 느낀다.

7)시간만 있다면 러닝을 더 많이 하고 싶다.

8)러닝은 여가에 내가 가장 하고 싶어 하는 활동이다.

행위

참여

욕구

9)나는 러닝 기술이나 운동방법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10)러닝에 관한 신문이나 잡지에 난 기사 또는 TV 중계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보는 편이다.

11)나는 가끔 러닝을 멋지게 하는 상상을 종종해 본다.

12)내가 생각해도 나는 러닝에 빠져(몰입)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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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SPSS 25.0과 AMOS 26.0

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 분석, 신뢰도 분석, 타당도 분석, 상관 관계 분석,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1. 기술 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 대한 기초적인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알아

보기 위해 수집한 기초 통계 값에 대한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기본적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으며 각 변인의 최솟값과 최댓값을 분석하였다.

2. 신뢰도 분석(Cronbach’s α)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정확성 혹은 정밀성을 나타내는 내적 일관

성을 파악하기 위해 Cronbach’s α값을 사용하였다. 이는 검사문항 간 동

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 제거하여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

용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70을 기준으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3. 타당도 분석

본 연구의 측정도구가 연구 목적에 맞는 측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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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한 타당도 분석을 실시

했다. 전체 연구 변인에 대한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

값을 확인하였다. x²의 값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영가설을 쉽게 기

각하므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x²/df, CFI, TLI, SRMR, RMSEA 다섯 가

지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CFI, TLI는 .9 이상(Bentler 1990), SRMR

은 .8 이상(Hu, Bentler 1999), RMSEA는 .05 이상(Steiger 1990;

Browne, Cudeck 1992)을 기준으로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타당도를 구성

요인들의 상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렴 타당도 실시하였다. 수렴 타

당도에서는 관계가 있는 요인끼리 높은 상관을 나타내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표준 적재치, 평균 분산 추출, 개념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표준 적

재치는 .5 이상, 평균 분산 추출은 .5(Fornell, Larcker 1981), 개념 신뢰

도는 .7(Anderson, Gerbing 1988)을 기준으로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평균

분산 추출과 개념 신뢰도는 AMOS에서 제공하지 않으므로 연구자가 직

접 계산을 해야 하며 평균 분산 추출과 <식 1>과 같고 개념 신뢰도를

구하는 공식은 <식 2>와 같다.

식 4-1. 평균 분산 추출 산출 공식

식 4-2. 개념 신뢰도 산출 공식

평균 분산 추출(AVE) =
∑요인 부하량²

≥.5
∑요인 부하량²+∑오차계수

개념 신뢰도(C.R.) =
(∑요인 부하량)²

≥.7
(∑요인 부하량)²+∑오차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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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 타당도에서는 구성 요인들이 개별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평균 분산 추출과 상관 계수의 제곱 값을 비교하는 검증 방법과 상

관 계수 ±2 값에 표준 오차를 곱했을 때 구간에 1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를 파악하는 표준 오차 추정 구간을 확인하였다.

4. 상관 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 가설을 검정하기 전 변수간의 관련성 정도 및 방

향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 관계 분석은 변

수 간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인

과관계와 차이점이 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 관계가 존재하

는지 알아보고 상관 관계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두 변수가 정적 상

관 관계인지 부정 상관 관계인지 보여준다(김석우, 2010).

5. 회귀 분석(Regression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러닝 용품 만족도가 러닝 참여 만족도와 러닝 참여 욕

구에 미치는 영향과 러닝 참여 만족도가 러닝 참여 욕구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러닝 용품 만족도와 러

닝 참여 욕구의 관계에서 러닝 참여 만족도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

해 매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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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통계 분석

을 실시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러닝 용품 만족도, 러닝 참여 욕구, 러닝 참여 만족도에 대한 기술적 통

계량은 다음과 같다.

표 5-1. 러닝 용품 만족도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변인 문항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러닝

용품

만족도

미적 기준1 1 5 3.97 .815

미적 기준2 2 5 3.99 .774

미적 기준3 1 5 4.07 .832

미적 기준4 1 5 3.19 1.017

유용성 기준1 1 5 3.84 .831

유용성 기준2 1 5 3.56 1.020

유용성 기준3 1 5 3.74 .911

유용성 기준4 1 5 4.27 .757

기능 및 품질1 1 5 4.18 .791

기능 및 품질2 1 5 3.95 .877

기능 및 품질3 1 5 4.26 .827

기능 및 품질4 1 5 3.64 1.041

외적 기준1 1 5 3.86 .841

외적 기준2 1 5 2.76 1.087

외적 기준3 1 5 4.01 .883

외적 기준4 1 5 3.85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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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러닝 참여 만족도 기술통계 분석

변인 문항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러닝

참여

만족도

심리적 요인1 1 5 4.42 .709

심리적 요인2 1 5 4.40 .820

심리적 요인3 1 5 4.64 .589

심리적 요인4 1 5 3.56 1.148

교육적 요인1 1 5 3.72 1.082

교육적 요인2 1 5 4.30 .818

교육적 요인3 1 5 4.29 .855

교육적 요인4 1 5 4.27 .864

사회적 요인1 1 5 4.54 .703

사회적 요인2 1 5 4.55 .702

사회적 요인3 1 5 4.45 .711

사회적 요인4 1 5 4.10 .991

휴식 요인1 1 5 4.19 .888

휴식 요인2 1 5 4.58 .652

휴식 요인3 1 5 4.51 .718

휴식 요인4 1 5 4.24 .873

신체적 요인1 1 5 4.38 .829

신체적 요인2 1 5 4.29 .855

신체적 요인3 1 5 3.74 1.096

신체적 요인4 1 5 4.43 .737

미적 요인1 1 5 4.12 .911

미적 요인2 1 5 4.10 .891

미적 요인3 1 5 4.16 .839

미적 요인4 1 5 3.99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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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러닝 참여 욕구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변인 문항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러닝

참여

욕구

인지참여욕구1 1 5 4.57 .663

인지참여욕구2 1 5 4.70 .567

인지참여욕구3 1 5 4.19 .929

인지참여욕구4 1 5 4.35 .800

인지참여욕구5 1 5 4.32 .834

인지참여욕구6 1 5 4.45 .730

인지참여욕구7 1 5 4.34 .826

인지참여욕구8 1 5 3.87 1.042

행위참여욕구1 1 5 3.86 1.061

행위참여욕구2 1 5 3.12 1.246

행위참여욕구3 1 5 4.14 1.014

행위참여욕구4 1 5 3.87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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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신뢰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였

다. Cronbach’s α 계수는 신뢰도를 평가하는 계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기준은 학자마다 이견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연

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준은 .7이며, Cronbach’s α 값이 .7이상이

면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7을 기준으

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5-2와 같으며, 각 변인의 Cronbach’s α 계수가 .853 ~ .928을 나타내고

있어서 모두 .7 이상으로 본 연구는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 측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5-4. 신뢰도 분석 결과

변인 측정 항목 수 Cronbach’s α

러닝 용품 만족도 16 .853

러닝 참여 만족도 24 .928

러닝 참여 욕구 12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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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타당도 분석 결과

1. 구성 타당도

본 연구의 설문 문항에 사용한 변수들에 대해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러닝 용품 만족도와 러닝 참여 만족도, 러닝 참여 욕구에 대한 확

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x²의 값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영가

설을 쉽게 기각한다. 따라서 모형을 평가하는데 x² 검증은 더 이상 널리

쓰이지 않으며 대신 적합도 지수가 주로 이용된다(홍세희,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x²/df, CFI, TLI, SRMR, RMSEA 다섯 가지 적합도 지수

를 사용하였다. CFI, TLI는 모두 .9 이상의 값을 나타낼 때 적합다고 본

다(Bentler, 1990). SRMR은 .8 이상(Hu, Bentler 1999), RMSEA는 값은

일반적으로 .08이하면 수용되는데 값이 .1이하면 적합, .05이하면 매우 적

합, .1 이하면 가장 좋은 적합으로 해석한다(Steiger 1990; Browne,

Cudeck 1992).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CFI=.962, TLI=.967로

SRMR은 .041, RMSEA는 .053으로 나타나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적합도

를 가졌다. 측정 변수의 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수렴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5. 측정 항목에 대한 적합도 지수

x²/df CFI TLI SRMR RMSEA

1.809 .962 .967 .041 .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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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렴 타당도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표준

적재치 값이 .5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AVE(평균 분산 추출값)가 .5 이

상이어야 한다. Fornell과 Larcker(1981)는 AVE가 .5 이상이어야 요인과

관측 변인이 관령성이 있다고 하였다. 셋째, C.R.(개념 신뢰도) 값이 .7

이상이어야 한다. Anderson과 Gerbing(1988)는 C.R이 .7 이상이어야 수

렴 타당도가 양호하다고 하였다. 표준 적채치 값을 확인한 결과 표준 적

재치 값은 최소 .518에서 최대 .855까지 나타나 모든 표준 적채지 값이

.5 상으로 나타나 수렴 타당도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였다.

AVE 값은 러닝 용품 만족도에서 .520, 러닝 참여 만족도에서 .556, 러닝

참여 욕구에서 .636으로 나타나며 모든 AVE 값이 .5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 타당도 검증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였다. C.R. 값은 러닝

용품 만족도에서 .945, 러닝 참여 만족도에서 .968, 러닝 참여 욕구에서

.953으로 나타나며 모든 C.R. 값이 .7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 타당도 검증

을 위한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였다. 표준 적채치 값과 AVE, C.R.의 세

가지 기준치를 모두 만족시키는 결과이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

은 수렴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표 5-6 측정 항목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변인 요인
표준

적재치
표준 요차

개념

신뢰도
AVE

러닝

용품

만족도

1 .628 .301

.945 .5202 .661 .236

3 .620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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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72 .301

5 .682 .268

6 .678 .389

7 .568 .461

8 .606 .261

9 .625 .280

10 .583 .406

11 .590 .345

12 .626 .384

13 .599 .352

14 .617 .360

15 .544 .448

16 .527 .453

러닝

참여

만족도

1 .724 .138

.968 .556

2 .687 .253

3 .680 .266

4 .548 .419

5 .577 .478

6 .668 .269

7 .660 .311

8 .667 .313

9 .610 .210

10 .643 .189

11 .581 .334

12 .600 .427

13 .650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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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633 .251

15 .669 .284

16 .584 .401

17 .642 .251

18 .624 .297

19 .636 .270

20 .638 .321

21 .579 .451

22 .576 .428

23 .636 .317

24 .558 .467

러닝

참여

욕구

1 .695 .229

.953 .636

2 .644 .187

3 .786 .226

4 .846 .182

5 .855 .186

6 .824 .170

7 .654 .390

8 .727 .311

9 .518 .421

10 .524 .422

11 .542 .424

12 .764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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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별 타당도

판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첫째,

AVE가 각 요인의 상관 계수 제곱보다 커야하며 둘째, 표준 오차에 +2

와 -2를 곱한 값에 상관 계수를 더했을 때 값이 1.0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통계적으로 두 요인이 같지 않고 두 요인이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AVE와 상관 계수 제곱 값의 결과는 아래 표 5-7과 같다. 본

연구에서 러닝 참여 만족도와 러닝 참여 욕구의 상관 계수가 .704로 가

장 높으며 상관 계수 제곱 값이 .496으로 AVE 값들보다 작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판별 타당도 검증을 위해 AVE가 각 요인의 상관 계수 제곱보

다 커야 한다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며 부분적으로 판별 타당도를 확

보하였다.

표 5-7. 판별 타당도 검증 결과1

판별 타당도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며 판별 타당도를 부분적

으로 검증하였기 때문에 잠재 변수 간 상관 관계를 보여주는 상관 계수

와 표준 오차를 이용한 방법으로 판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표준 오차

에 +2와 -2를 곱한 값에 상관 계수를 더했을 때 값이 1.0을 포함하는지

구분
상관관계

AVE
개념

신뢰도1 2 3

러닝 용품

만족도
1 .520 .945

러닝 참여

만족도
.463(.214)** 1 .556 .968

러닝 참여

욕구
.359(.129)** .704(.496)** 1 .636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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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확인하였고 결과는 아래 표 5-8과 같다. 모두 1.0이 포함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나며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였고 이에 따라 판별 타당도

가 검증되었다.

표 5-8. 판별 타당도 검증 결과2

구분 상관계수 표준오차
변수간상관계수

±2×표준오차

러닝 용품 만족도

↔

러닝 참여 만족도

.463 .017 -.026~.042

러닝 용품 만족도

↔

러닝 참여 욕구

.359 .026 -.043~.061

러닝 참여 만족도

↔

러닝 참여 욕구

.704 .022 -.029~.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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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상관 관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만한 변인들 간의 관련성 정도와 방향

을 파악하기 위하여 러닝 용품 만족도, 러닝 참여 욕구, 러닝 참여 만족

도의 상관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러닝 용품 만족도와 러닝 참여 만족도의 상관 관계

표 5-9. 러닝 용품 만족도와 러닝 참여 만족도의 상관 관계

1 2 3 4 5 6 7 8 9 10

1 1

2
.506
** 1

3
.351
**

.399
** 1

4
.422
**

.439
**

.305
** 1

5
.249
**

.319
**

.168
**

.185
** 1

6
.171
**

.190
**

.217
**

.168
**

.557
** 1

7
.361
**

.300
**

.275
**

.235
**

.557
**

.553
** 1

8
.278
**

.316
**

.245
**

.236
**

.590
**

.500
**

.552
** 1

9
.154
**

.165
**

.076
*

.107
*

.464
**

.437
**

.371
**

.380
** 1

10
.251
**

.260
**

.237
**

.191
**

.478
**

.388
**

.528
**

.493
**

.424
** 1

1=미적 기준, 2=유용성 기준, 3=기능 및 품질, 4=외적 기준, 5=심리적 요인,

6=교육적 요인, 7=사회적 요인, 8=휴식 요인, 9=신체적 요인, 10=미적 요인



- 47 -

러닝 용품 만족도의 하위 변인과 러닝 참여 만족도의 하위 변인 간 상

관의 정도를 살펴보면 첫째, 러닝 용품 만족도의 하위 변인 중 유용성

기준, 미적 기준, 외적 기준, 기능 및 품질 순으로 러닝 용품 만족도 하

위 변인인 심리적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러닝 용품 만족도의 하위 변인 중 기능 및 품질, 유

용성 기준, 미적 기준, 외적 기준 순으로 러닝 용품 만족도 하위 변인인

교육적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 러닝 용품 만족도의 하위 변인 중 미적 기준, 유용성 기준, 기

능 및 품질, 외적 기준 순으로 러닝 용품 만족도 하위 변인인 사회적 요

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러

닝 용품 만족도의 하위 변인 중 유용성 기준, 미적 기준, 기능 및 품질,

외적 기준 순으로 러닝 용품 만족도 하위 변인인 휴식 요인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러닝 용품 만

족도의 하위 변인 중 유용성 기준, 미적 기준, 외적 기준, 기능 및 품질

순으로 러닝 용품 만족도 하위 변인인 신체적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러닝 용품 만족도의 하위

변인 중 유용성 기준, 미적 기준, 기능 및 품질, 외적 기준 순으로 러닝

용품 만족도 하위 변인인 미적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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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닝 용품 만족도와 러닝 참여 욕구의 상관 관계

표 5-10. 러닝 용품 만족도와 러닝 참여 욕구 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

러닝 용품 만족도의 하위 변인과 러닝 참여 욕구의 하위 변인 간 상관

의 정도를 살펴보면 첫째, 러닝 용품 만족도의 하위 변인 중 유용성 기

준, 미적 기준, 외적 기준, 기능 및 품질 순으로 러닝 참여 욕구 하위 변

인인 인지 참여 욕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러닝 용품 만족도의 하위 변인 중 미적 기준, 유용성 기

준, 기능 및 품질, 외적 기준 순으로 러닝 참여 욕구 하위 변인인 행위

참여 욕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2 3 4 5 6

1 1

2 .506** 1

3
.351** .399**

1

4
.422** .439** .305**

1

5
.258** .322** .188** .205**

1

6
.216** .200** .125* .110* .552**

1

1=미적 기준, 2=유용성 기준, 3=기능 및 품질, 4=외적 기준,

5=인지 참여 욕구, 6=행위 참여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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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닝 참여 만족도와 러닝 참여 욕구의 상관 관계

표 5-11. 러닝 참여 만족도와 러닝 참여 욕구 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

러닝 참여 만족도의 하위 변인과 러닝 참여 욕구의 하위 변인 간 상관

의 정도를 살펴보면 첫째, 러닝 참여 만족도의 하위 변인 중 심리적 요

인, 휴식 요인, 사회적 요인, 교육적 요인, 미적 요인, 신체적 요인 순으

로 러닝 참여 욕구 하위 변인인 인지 참여 욕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러닝 용품 만족도의 하위 변

인 중 교육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휴식 요인, 신체적 요인,

미적 요인 순으로 러닝 참여 욕구 하위 변인인 행위 참여 욕구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2 3 4 5 6 7 8

1 1

2
.557**

1

3
.557** .553**

1

4
.590** .500** .552**

1

5
.464** .437** .371** .380**

1

6
.478** .388** .528** .493** .424**

1

7
.748** .490** .518** .642** .395** .482**

1

8
.543** .680** .455** .400** .387** .292** .552**

1

1=심리적 요인, 2=교육적 요인, 3=사회적 요인, 4=휴식 요인, 5=신체적 요인,

6=미적 요인, 7=인지 참여 욕구, 8=행위 참여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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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

표 5-1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

주요 변인들 간 상관의 정도를 살펴보면 첫째, 러닝 용품 만족도와 러

닝 참여 만족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러닝 용품 만족도와 러닝 참여 욕구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러닝 참여 만족도와 러닝 참여 욕구는 유의한 정적

(+)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변수
변인 1 2 3

지정

하지

않음

1.러닝 용품 만족도 1

2.러닝 참여 만족도 .482** 1

3.러닝 참여 욕구 .569** .77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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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회귀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러닝 동호회원들의 러닝 용품 만족도와 러닝 참여 만족

도, 러닝 참여 욕구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회귀분석은 사회과학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석 기법으로 독

립 변수가 종속 변수를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통계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수립한 모델 및 가설 내에서 변인들 간의 관계가 지

지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1. H.1 러닝 용품 만족도가 러닝 참여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러닝 용품 만족도 미적 기준은 러닝 참여 만족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1-2 러닝 용품 만족도 유용성 기준은 러닝 참여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러닝 용품 만족도 기능 및 품질은 러닝 참여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러닝 용품 만족도 외적 기준은 러닝 참여 만족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러닝 용품 만족도가 러닝 참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다음 표 5-12는 러닝 용품 만

족도가 러닝 참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제시한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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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가설 H.1 검증 결과

러닝 용품 만족도가 러닝 참여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 H1의 다중회귀분석 분석결과 회귀 모형은 통계적 유의하게 나

타났으며(F=9.740, P<.001>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약 16.7%로 나타났다

(R2=.167).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162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회귀 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외적 기준은 러닝 참여 만족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321). 이에 가설 H1-4는 기

각되었다. 반면 미적 기준은 러닝 참여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1). 유용성 기준(p=.004)과 기능 및 품질

(p=037)도 러닝 참여 만족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가설 H1-1, H1-2, H1-3은 채택되었다.

2. H.2 러닝 용품 만족도는 러닝 참여 욕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러닝 용품 만족도 미적 기준은 러닝 참여 욕구에 정(+)의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p

러닝

참여

만족도

상수 62.467 4.671 13.375 .000

미적기준 .882 .345 .162 2.555 .011

유용성기준 .886 .304 .190 2.917 .004

기능및품질 1.115 .533 .122 2.094 .037

외적기준 .419 .421 .060 .994 .321

F=15.314(p<.001), R2 =.167, D-W=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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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것이다.

H.2-2 러닝 용품 만족도 유용성 기준은 러닝 참여 욕구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2-3 러닝 용품 만족도 기능 및 품질은 러닝 참여 욕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4 러닝 용품 만족도 외적 기준은 러닝 참여 욕구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다음 표 5-13은 러닝 용품 만족도가 러닝 참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여 제시한 결과물이다.

표 5-14. 가설 H.2 검증 결과

러닝 용품 만족도가 러닝 참여 욕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2의 다중회귀분석 분석결과 회귀 모형은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났

으며(F=9.569, P<.001>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약 11.1%로 나타났다

(R2=.111).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121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p

러닝

참여

욕구

상수 29.342 2.789 10.521 .000

미적기준 .454 .206 .144 2.200 .029

유용성기준 .551 .181 .204 3.041 .003

기능및품질 .108 .318 .020 .339 .735

외적기준 .152 .252 .038 .605 .545

F9.569(p<.001), R2 =.111, D-W=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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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회귀 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기능 및 품질(p=.735)과 외적 기준

(p=.545)은 러닝 참여 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가설 H.2-3와 H.2-4는 기각되었다. 반면 미적 기준(p=.029)과

유용성 기준(p=.003)은 러닝 참여 욕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1). 이에 가설 H2-1과 H2-2는 채택되었다.

H.3 러닝 참여 만족도는 러닝 참여 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러닝 참여 만족도 심리적 요인은 러닝 참여 욕구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3-2 러닝 참여 만족도 교육적 요인은 러닝 참여 욕구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3-3 러닝 참여 만족도 사회적 요인은 러닝 참여 욕구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3-4 러닝 참여 만족도 휴식 요인은 러닝 참여 욕구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3-5 러닝 참여 만족도 신체적 요인은 러닝 참여 욕구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3-6 러닝 참여 만족도 미적 요인은 러닝 참여 욕구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러닝 참여 만족도가 러닝 참여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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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가설 H.3 검증 결과

러닝 참여 만족도가 러닝 참여 욕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3의 다중회귀분석 분석결과 회귀 모형은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났

으며(F=97.405, P<.001>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약 65.8%로 나타났다

(R2=.658).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990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회귀 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사회적 요인(p=.502)과 신체적 요인

(p=.379), 미적 요인(p=.599)은 러닝 참여 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H.3-3, H.3-5, H.3-6은 기각되었다. 반

면 심리적 요인(p=.000)과 교육적 요인(p=.000), 휴식 요인(p=.000)은 러

닝 참여 욕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H3-1, H3-2, H3-4는 채택되었다.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p

러닝

인지

참여

욕구

상수 3.589 2.065 1.738 .083

심리적요인 2.210 .219 .479 10.096 .000

교육적요인 .594 .113 .233 5.236 .000

사회적요인 .086 .128 .031 .672 .502

휴식요인 .581 .153 .172 3.784 .000

신체적요인 .107 .121 .035 .881 .379

미적요인 .064 .121 .022 .526 .599

F=97.405(p<.001), R2 =.658, D-W=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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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러닝 용품 만족도가 러닝 참여 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러닝 참여

만족도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Baron & Kenny(1986)에 따르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4단계로 검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 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하고, 두 번째로 매개변

인을 종속변인으로 간주하여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의 관계를 검증한다.

세 번째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모두 독립변인으로 간주하고 회귀분석

에 동시에 투입해서 종속변인과의 관계를 검증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의 관계에서의 회귀계수가 첫 번째 독립변인과 종

속변인의 관계에서의 회귀계수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세 번째 단계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완벽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단계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 1단계 회귀분석 결과 p값은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p<.05),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

계가 유의해야한다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했다. 2단계 회귀분석 결과에

서는 p값은 .000으로 1단계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p<.05) 독립변인과 매개변인간의 관계가 유의해야한다는 두 번째 조건

을 만족했다. 그러나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러닝 용품 만족도와 매개변

인인 러닝 참여 만족도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의 2단계의 표준화 계수(β)

는 .327로 3단계 표준화 계수(β)인 .014와 .753보다 낮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

하지 않아(P>.05)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며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할 수 없다. 따라서 가설 H4는 기각되었다. 다음 표 5-15는 매개효

과 검정을 위해 3단계 매개효과 검증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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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가설 H4 검증 결과

검증

단계

독립

변인

종속

변인
B β t값 F값 P값 R2

1단계

러닝

용품

만족도

러닝

참여

만족도

.721 .415 8.021 64.329 .000 .172

2단계

러닝

용품

만족도

러닝

참여

욕구

.328 .327 6.085 37.028 .000 .107

3단계

러닝

용품

만족도

러닝

참여

욕구

.014 .014 .355 209.742 .723 .577

러닝

참여

만족도

러닝

참여

욕구

.435 .753 18.483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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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논의 및 결론

제 1 절 논의

1. 논의

본 연구는 스포츠 용품 만족도와 스포츠 참여 만족도 및 스포츠 참여

욕구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 세계에 참여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용품 시장에서 단일 종목으로는 가장 큰 경제적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러닝을 선정하였다. 러닝 용품 만족도가 러닝 참

여 만족도와 러닝 참여 욕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 더 나

아가 러닝 용품 만족도가 러닝 참여 욕구에 미치는 영향에서 러닝 참여

만족도의 매개 역할 여부를 파악하였다. 그동안 마케팅 분야에서는 고객

만족이 재구매 의도, 구전 의도, 브랜드 충성도,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Surprenant, 1982; Oliver, 1997; Yeung &

Ennew, 2000; Luo & Homborg, 2007, 이유재 & 이청림, 2007). 스포츠

용품과 만족의 관계를 검증할 때 체육학 분야에서는 스포츠 용품 구매

성향이 스포츠 참여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석혁기 & 이종하, 2010; 김준석 & 김성수, 2016). 그러나 스포츠 용품

만족도가 스포츠 참여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한편 스포츠 용품과 스포츠 참여 욕구의 관계에 대해서

는 그동안 스포츠 참여 욕구가 스포츠 용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서영환 & 이현정, 2014; 황영주, 2014) 스포츠

용품이 스포츠 참여 욕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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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또한 Scanlan et al(1993)이 제시한 스포츠 참여 욕구(Sport

Commitment)라는 개념이 Csikszentmihalyi(1975)의 Flow의 개념과 차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분 없이 스포츠 몰입으로 번역되며 혼용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참여를 하는 동안에만 지속되는 Flow와 달리 스

포츠 참여를 마치고 일상에서도 계속 지속되는 Sports Commitment는

스포츠 몰입이 아닌 스포츠 참여 욕구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러닝 용품

에 만족을 느끼면 러닝 참여에도 만족을 느끼고 더 나아가 러닝 참여 욕

구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했으며 선행 연구에서 도

출한 가설들에 대한 검증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러닝 용품 만족도가 러닝 참여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만족은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 평가로(Hellier et al, 2003) 소비자가 용품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기준이나 특성을 바탕으로 구매 후 발생한다. 생활 체육 참여자를 대상

으로 진행한 김준석과 김성수(2016)의 선행 연구에서는 스포츠 용품 과

시 소비 성향과 운동 만족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고가의 스포츠 용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스포츠 용품에 신뢰를 느끼며 만족하고 이는 운동 만

족으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등산 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

한 석혁기와 이종하(2010)의 선행 연구에서는 용품 구매 결정 요인과 운

동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용품 구매 결정 요인 중 실용성 요인

이 운동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포

츠 용품의 구매나 결정은 운동 만족의 선행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 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스포츠 용품 만족도가 스포

츠 참여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였고 설문 조사를 통해 영향

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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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 러닝 용품 만족도는 러닝 참여 만족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닝 용품 만족도의 하위 요인

중 외적 기준은 러닝 참여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적 기준, 유용성 기준, 기능 및 품질을 높게 인식할수록 러

닝 참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 연구들을 고려

해 볼 때 러닝 용품 만족도가 러닝 참여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는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러닝 용품 만족도가 러닝 참여 욕구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배드민턴 동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영환과

이현정(2014)의 선행 연구에서는 배드민턴 참여 욕구가 배드민턴 용품

브랜드 인식과 구매 의사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생활

체육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황영주(2014)의 선행 연구에서는 스포

츠 참여 욕구와 스포츠 용품 브랜드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스포츠 참여

욕구가 스포츠 용품 브랜드 개성 및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은 스포츠 참여 욕구가 스포츠 용

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스포츠 용품에 대한 만족과 스포츠 참

여 욕구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용품 만족도가 스포츠 참여 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였고 설문

조사를 통해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 러닝 용품 만족도는 러닝 참여 욕구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닝 용품 만족도의 하위 요인 중

기능 및 품질과 외적 기준은 러닝 참여 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적 기준과 유용성 기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러닝

참여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 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 러닝 용품 만족도가 러닝 참여 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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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러닝 참여 만족도가 러닝 참여 욕구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스포츠 동호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김홍석과

이승아(2008)의 선행 연구에서는 스포츠 참여 만족과 스포츠 지속 의도

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스포츠 참여 만족도의 하위 요인 중 신체적 요

인,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이 운동 지속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스포츠 동아리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김홍석과

정승훈(2007)의 선행 연구에서는 스포츠 참여 만족도와 스포츠 참여 지

속 의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스포츠 참여 만족도의 하위 요인 중 휴

식 요인, 사회적 요인, 장소적 만족이 스포츠 참여 지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했고 여가 스포츠 동호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

성범과 박승환(2010)의 선행 연구에서는 여가 만족과 여가 참가 지속의

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여가 만족이 여가를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

어 하는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스포츠 참여 만족도가 스포츠 참여 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였고 설문 조사를 통해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 러닝 참여 만족도는 러닝 참여 욕구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닝 용품 만족도의 하위 요인 중

외적 기준은 러닝 참여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미적 기준, 유용성 기준, 기능 및 품질을 높게 인식할수록 러닝

참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 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 러닝 용품 만족도가 러닝 참여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러닝 참여 만족도의 하위 요인 중 사회적 요인, 신체적 요인, 미적 요

인은 러닝 참여 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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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결과와 선행 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 러닝 참여 만족도가 러닝 참

여 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러닝

용품 만족도가 높을수록 러닝 참여 만족도와 러닝 참여 욕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용품과 스포츠

참여 만족도의 관계를 용품 구입 후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학문

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용품 소비 성향이나 용품 구

매 결정 요인처럼 용품을 구매하기 전의 요인들이 스포츠 참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용품을 구입한 이후 요인에

해당하는 스포츠 용품 만족도가 스포츠 참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

혔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스포츠 참여자의 참여 만족도를 이끌어내

기 위한 스포츠 용품 제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스

포츠 용품은 해당 종목에 대해 관여도가 높은 개인이나 조직이 애용하는

용품에 대해 높은 신뢰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기존 동호인들의 참여 만족

도를 이끌어내는 스포츠 용품의 하위 요인인 미적 기준, 유용성 기준, 기

능 및 품질을 고려한 스포츠 용품 개발 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스포츠 용품과 스포츠 참여 욕구의 관계를 용품이 참여 욕구에

미치는 영향에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기

존 연구에서는 스포츠 참여 욕구가 스포츠 용품에 미치는 영향만을 검증

함으로써 스포츠 용품 만족도가 스포츠 참여 욕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선행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용품

만족도가 스포츠 참여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스포츠가 여

가 문화와 생활 체육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스포츠

용품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스포츠 용품 만족도

의 하위 요인 중 스포츠 참여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미적 기준,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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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이를 고려한 스포츠 용품 개발한다면 기존 스

포츠 참여 인구의 스포츠 참여를 지속 및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스포츠 참여 만족도가 스포츠 참여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재조

명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스포츠 참여에 있어 만족

은 스포츠 참여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참여자의 만족을 이

끌어 내는 것은 중요한 요소다. 오늘날 스포츠 용품 업체들은 스포츠 대

회를 개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스포츠 동호회를 운영하고 훈

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여가 문화와 생활 체육으로 스포츠를 확

산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참여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스포

츠 참여 만족도의 하위 요인인 심리적 요인, 교육적 요인, 휴식 요인을

고려하여 스포츠 대회를 구성하고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는 러닝 동호회원을 대상으로 러닝 용품 만족도와 러닝 참여

만족도 및 러닝 참여 욕구 간의 관계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

를 지니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 참여 만족도와 스포츠

참여 욕구를 높일 수 있는 스포츠 용품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의미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 실무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

이를 보완 및 발전시켜야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다양한 스포츠 용품 중 러닝 용품을 한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를 러닝 외의 스포츠 종목 용품까지 적용

하여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을 가진다. 또한 러닝 용품은 의류, 신발, 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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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 기기 등으로 분류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세분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러닝 용품의 범주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연구 결

과의 일반화를 도출하기 위해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목을 대상으

로 용품의 범주를 세분화하여 용품 만족도 및 참여 만족도, 참여 욕구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현재 러닝에 참여하고 있는 러닝 동호회원

들이었다. 이미 러닝에 참여하고 있어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러닝 참여 만족도와 러닝 참여 욕구가 나

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러닝 용품 만족도가 러닝 참여 만족도와

러닝 참여 욕구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연구 대상인 러

닝 동호회원은 대다수가 20·30대였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를 전국적인

소비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을 가진다.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결과

를 얻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종목에 대한 관여도를 세분화하여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스포츠 참여 욕구(Sport Commitment)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체육학에서는 Sport Flow와 Sport Commitment를

구분하지 않고 스포츠 몰입으로 번역하며 혼용하고 있다. 그러나 Sport

Flow는 스포츠 참여 중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참여를 마치고

일상에서는 지속되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 반면 Sport Commitment는 스

포츠 참여 상황뿐만 아니라 스포츠 참여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Sport Flow와

구분이 필요하며 스포츠 몰입보다는 스포츠 참여 욕구, 스포츠를 위한

헌신이라는 번역이 더 적합하다. 잘못된 번역으로 인한 용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스포츠 참여 욕구 혹은 스포츠 몰입과 관련된 향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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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본인이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 Csikszentmihalyi(1975)가 제시한

Flow 개념인지 Scanlan et al(1993)이 제시한 Sport Commitment인지를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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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결론

본 연구는 러닝 동호회원들을 대상으로 러닝 용품 만족도가 러닝 참여

만족도와 러닝 참여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러닝 용품 만족도와

러닝 참여 욕구의 관계에서 러닝 참여 만족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

하였다. 또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 및 러닝 관여도가 러닝 용품 만족도,

러닝 참여 만족도, 러닝 참여 욕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러

닝이 여가 활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

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집된 설문지 366부 가운

데 불성실하게 응답된 55부를 제외한 311부를 기술통계 분석, 신뢰도 분

석, 타당도 분석, 상관 관계 분석,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러닝 용품 만족도가 높을수록 러닝 참여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러닝 용품 만족도가 높을수록 러닝 참여 욕구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러닝 용품 만족도와 러닝 참여 욕구

관계에서 러닝 참여 만족도의 매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러닝 참여 만족도가 높을수록 러닝 참여 욕구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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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안녕하세요, 본 연구의 목적은 러닝 용품 만족도(Running

Goods Satisfaction)가 러닝 참여 만족 (Running Participation

Satisfaction)과 러닝 참여 욕구(Running Commitment)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옳

고 그름이 없으니 솔직하고 빠짐없이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순수하게 연구 목적만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지 작성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구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전공

지도교수 : 강준호

석사과정 : 황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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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문항은 귀하의 러닝 용품 만족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질문을 읽고 귀하의 러닝 용품에 대한 생각

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매우 만족하지않는다① ~

매우 만족하다⑤

1)색상 및 패턴(Color/Pattern) ① ② ③ ④ ⑤

2)디자인(Styling) ① ② ③ ④ ⑤

3)옷감(Fabric) ① ② ③ ④ ⑤

4)독특성(Uniqueness) ① ② ③ ④ ⑤

5)외관(Appearance) ① ② ③ ④ ⑤

6)다용도성(Versatility) ① ② ③ ④ ⑤

7)조화(Matching) ① ② ③ ④ ⑤

8)용도 적절성(Appropriateness) ① ② ③ ④ ⑤

9)유용성(Utility) ① ② ③ ④ ⑤

10)맞음새(Fit) ① ② ③ ④ ⑤

11)편안함(Comfort) ① ② ③ ④ ⑤

12)관리방법(Care) ① ② ③ ④ ⑤

13)만듦새(Workmanship) ① ② ③ ④ ⑤

14)가격(Price) ① ② ③ ④ ⑤

15)브랜드(Brand) ① ② ③ ④ ⑤

16)구입용이성(Competition)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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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문항은 귀하의 러닝 참여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

니다. 아래의 질문을 읽고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

호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① ~

매우 그렇다⑤

1)러닝은 나에게 아주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2)러닝은 나에게 자신감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3)러닝은 나에게 성취감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4)러닝에 나의 다양한 기술과 능력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5)러닝은 내 주변에 대한 나의 지식들을 증가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6)러닝은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7)러닝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8)러닝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9)러닝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상호 작용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러닝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11)러닝을 통해 만난 사람들은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12)나는 자유시간에 러닝을 즐기는 사람들과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⑤

13)러닝은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4)러닝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5)러닝은 나의 정서적 행복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6)나는 단순히 러닝이 좋아서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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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17)나에게 러닝은 신체적 도전이다.

① ② ③ ④ ⑤18)나는 체력을 키우기 위해 러닝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19)나는 신체적 회복을 위해 러닝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20)내가 하고 있는 러닝은 나의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21)내가 러닝을 하는 환경은 쾌적하고 깨끗하다.

① ② ③ ④ ⑤22)내가 러닝을 하는 환경은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23)내가 러닝을 하는 환경은 아름답다.

① ② ③ ④ ⑤24)내가 러닝을 하는 환경은 잘 꾸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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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문항은 귀하의 러닝 참여 욕구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

다. 아래의 질문을 읽고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

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① ~

매우 그렇다⑤

1)나는 러닝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2)나는 러닝을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다. ① ② ③ ④ ⑤

3)나는 러닝하는 시간이 항상 기다려지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러닝은 나의 삶에 매우 소중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나는 러닝을 생각하면 즐거워진다. ① ② ③ ④ ⑤

6)나는 러닝에서 많은 행복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시간만 있다면 러닝을 더 많이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8)러닝은 여가에 내가 가장 하고 싶어 하는 활동이다. ① ② ③ ④ ⑤

9)나는 러닝 기술이나 운동방법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러닝에 관한 신문이나 잡지에 난 기사 또는

TV 중계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나는 가끔 러닝을 멋지게 하는 상상을 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12)내가 생각해도 나는 러닝에 빠져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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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인구 통계학과 관련된 설문 내용입니다. 아래의 질문

을 읽고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체크 및 기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항

1)귀하의 성별은? ①남성 ②여성

2)귀하의 연령은?
①20-23세 ②24-27세 ③28-31세

④32-35세 ⑤35세이상

3)귀하의 학력은?
①고졸이하 ②대학재학 ③대학졸업

④대학원재학 ⑤대학원졸업

4)귀하의 직업은?
①학생 ②사무직 ③전문직

④자영업 ⑤공무원 ⑥무직 ⑦기타

5)귀하의 월 평균 소득 수준은?

(단위: 만원)

①100미만 ②100-200 ③200-300

④300-400 ⑤400이상

6)귀하의 러닝 크루 활동 기간은?
①3개월미만 ②4-6개월 ③6개월-1년

④1년-2년 ⑤2년 이상

7)귀하의 일주일 평균 러닝 횟수는? ①1회 ②2회 ③3회 ④4회 ⑤5회 이상

8)귀하의 1회 평균 러닝 시간은?
①5분미만 ②5분~10분 ③10분~15분

④15분~20분 ⑤20분 이상

9)귀하의 1회 평균 러닝 거리는?
①3km ②3-5km ③5-7km

④7-10km ⑤10km이상

10)귀하의 연간 대회 출전 횟수는? ①없음 ②1회 ③2-3회 ④4-5회 ⑤6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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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Running Goods Satisfaction

on Running Participation Satisfaction and

Running Commitment.

Dabin Hwang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lobal Sport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growth of income levels and the 52-hour workweek, the

population of sports has been increased. As the sports population

increases, the size of sports derivative markets such as the sporting

goods and merchandising market grows, but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how the satisfaction of sporting goods affects sports

participation.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find out how running

satisfaction affects running participation satisfaction and running

commit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sporting

goods satisfaction on sports participation satisfaction and sports

commitment.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an online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or running club members. A questionnaire for

measuring running goods satisfaction, running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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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action, and running commitment was constructed. A total of 311

copies were used for final data analysis. For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5.0, and validity analysis using AMOS 26.0

were conduct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running goods

satisfaction, partially the more positive effect on running participation

satisfaction. Among the sub-factors of running goods satisfaction,

the higher the satisfaction with the aesthetic criteria, usefulness

criteria, performance and quality, the higher running participation

satisfaction. Second, the higher running goods satisfaction, partially

the more positive effect on running commitment. Among the

sub-factors of running goods satisfaction, the higher the satisfaction

with the aesthetic criteria, usefulness criteria, the higher the running

commitment. Third, the higher running participation satisfaction,

partially the more positive effect running commitment. Among the

sub-factors of running participation satisfaction, the higher the

satisfaction with the psychological factor, educational factor, relaxation

factor, the higher running commitment. As a result, the higher

running goods satisfaction, the higher running participation

satisfaction and running commitment.

keywords : Sports Goods Satisfaction, Sports Participation

Satisfaction, Sports Commitment

Student Number : 2017-2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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