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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 

소비자의 참여의도 비교

이 상 빈

서울대학교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의 목적은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의 소비자 개인의 참여

의도에 대한 계획된 행동 이론(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

제력)에서의 변수의 영향과 인지된 혜택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발레

와 같이 매우 상징적이고 경험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맥락에서, 행

동의 경험적인 혜택(태도)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상징적 혜택과 실

용적 혜택의 영향이 모두 고려된다고 나타났다.

발레의 경우, 경험적 혜택(태도)에 대한 상징적 혜택의 영향이

실용적 혜택의 영향보다 더 강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획된 행동 이

론의 주관적 규범이 발레 참여의도를 예측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험적 혜택(태도)과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 발레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레 피트니스의 경우, 경험적 혜택(태도)에 대한 실용적 혜택의

영향이 상징적 혜택의 영향보다 더 강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획된



행동 이론의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 발레 피트니스 참여의도를 예

측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

험적 혜택(태도)과 주관적 규범이 발레 피트니스 참여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간접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험

적 혜택(태도)이 상징적 혜택, 실용적 혜택과 발레, 발레 피트니스

참여의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레를 참여 활동으로 다룬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이 발

레 활동에 참여할 때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

은 중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 이론에 혜택 변수를 추

가하여 발레를 참여 활동으로서 연구한 최초의 시도로써 그 학문

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혜택의 역할 및 경험적 혜

택은 발레와 같은 고급문화, 정서적, 다감각적 활동의 맥락에서 일

반 소비자 제품 및 서비스 연구와 다를 수 있다. 실제로 발레와

관련된 경영자들은 발레 참여의 경험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자기표

현에 대한 감정과 동기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강조할 수 있다. 또

한 지각된 행동 통제력과 관련하여 참여 활동으로서 발레가 고전

적 발레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략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어 : 혜택, 계획된 행동 이론, 발레, 발레 피트니스, 참여

학 번 : 2018-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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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현대 한국 사회는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kr and Life

Balance)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면서 여가 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사회적 현상의 변화가 일어났다.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

부, 2016)에 따르면 향후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의

56.0%가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질 경우, ‘여가시간을 늘릴 것이

다’라고 응답하였고, 24시간 중 ‘자신의 삶에서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

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학업)에 더 집중’에 대한 응답은 30.6%, ‘여가

에 더 집중’에 대한 응답은 33.9%로서 여가에 더 집중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는 이제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보조 수단에서 벗어나 여가 그 자체로 삶의 의미를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김정운 & 이장주, 2005), 이에 따라 여가 활동이 점점 다양해

지고 개인 취향을 반영하는 활동과 상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홍영

욱(2008)은 여가를 유용하게 보내고 싶은 욕구가 문화에 대한 관심을

크게 증가시켰고,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보다 편안하고 여유 있게 변화함으로써 의식주에 한정되었던 기본적 욕

구가 문화에 대한 욕구까지 확대되어 오늘날 현대인들은 다양한 문화생

활을 체험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행해지는 여가 활동은 여전히 비활동적 여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국민여가활동조사

(2016)에 따르면 평일·휴일에 참여한 여가활동을 조사한 결과, 평일은

전체의 64.8%가 ‘TV시청’, 휴일은 전체의 47.6%가 ‘영화 관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일·휴일에 절반이 넘거나 절반에 가

까운 국민들이 신체적 활동의 여가 유형 보다는 타 여가 유형을 소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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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 하였지만 여전히 현대인은 비활동적인 여가를 소비하고 있고, 몸과

마음을 치유 받지 못하고 있다. 주로 노년층에게 찾아왔던 허리통증과

목통증과 같은 질환은 20, 30대에서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현대인의 병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오정하, 2013). 신체적 질병뿐만 아

니라 현대인의 심리적 문제도 심각하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

국 중 한국은 2003년 이후 2016년까지 13년간 자살률 1위로서 하루 평

균 36명, 40분마다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한편, 여가 만족, 여가 참여와 삶의 만족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Ragheb와 Griffith(1982)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스포츠 활동과 야외 활동

에 더 많이 참여 할수록 심리적, 생리적 요소로부터 얻는 여가 만족도

가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생활체육 참가와 여가만족 간의 관계

를 규명한 정영린(1997)의 연구 결과에서도 여가활동으로서의 생활체육

참가가 여가만족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신체를 활용

한 여가활동이 현대인의 심신을 건강하게 하고 만족감을 줄 수 있으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타 여가 유형의 비활동적 여가 수요들

을 활동적 여가 유형으로 유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이러한 신체 여가활동으로서 발레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쳐있

는 현대인들을 치유해줄 수 있는 여가의 의미로 확대되어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르네상스 14세기, 이태리에서 궁정무용으로 시작된 발레는

오늘날까지 오랜 시간 동안 고급예술로서 발전해왔다. 궁정무용이었던

발레는 왕족과 귀족들에게 교육과 사회적 격식으로서 즐겨져 왔다. 이

후 전문 무용수의 등장으로 궁정에서 왕족과 귀족이 직접 발레를 추진

않았지만 여전히 대중적이기 보다는 소수의 전문가에 의해 추어지는 관

람 예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가 문화의 확산과 여가 문화가 다양화되기 시작하면서

발레 또한 웰빙과 여가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고, 기존의 공연예술에서

문화산업으로서 변화하게 되었다(신은석, 2015). 이러한 개념은 무용요

법(Dance Therapy)에서 찾을 수 있다. 발레라는 구체적인 장르로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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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지는 않았지만 발레를 포함한 무용은 오랜 시간 동안 무용요법으로

서 치료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오정하, 2013). 무용을 통한 신체적 활

동 예술요법의 한 분야로 평가받고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 기초

를 두고 있는 건강치료의 형태이다(이지숙, 2011). 무용과 댄스 스포츠

의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무용이 기분을 좋게 함으로써 정서적 행

복으로 이어질 수 있고(Eyigor, Karapolat, Durmaz, Ibisoglu, & Cakir,

2009), 성취감을 제공하며(Brown, McGuire, & Voelkl, 2008), 긴장감을

감소시키고(Gouvea, Antunes, Bortolozzi, Marques, & Bertolini, 2017),

신체 조성, 근골격 기능 향상과 같은 신체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였

다(Yan, Yang, Zhang, Huang, Wang, Dai & Yao, 2018).

무용은 오늘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목적의 무용요법으로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운동과 취미생활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발레는 그동안 공연예술로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관람의 영역이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치료를 위한 요법과 여가를 위한 프

로그램으로서 꾸준히 발전해 옴에 따라 현대인이 필요로 하는 힐링의

문화로서의 특징이 다른 어떠한 장르에도 뒤처지지 않는다(오정하,

2013). 과거의 발레는 왕족과 귀족을 위한 춤으로서 시작되어 오랜 기간

동안 대중들이 직접 쉽게 참여할 수 없었던 소수를 위한 춤이었다. 그

러나 오늘날에는 감상뿐 아니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접근

이 확대되었다. 발레가 점점 대중화되고 참여 문화로 확대됨에 따라 다

른 운동과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발레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 발레

와 전혀 다른 분야인 생활 운동인 피트니스를 접목하여 보다 쉽고 친숙

하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발레 피트니스(Ballet Fitness)가

새로운 개념의 발레 운동 프로그램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발레

피트니스는 발레와 피트니스를 결합한 운동으로 전통 발레 동작과 피트

니스 동작을 함께 섞어 트레이닝을 하며, SNS(Social Network

Services/Sites)와 유튜브(YouTube) 등을 통해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방송을 통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발레가 관람문화에서 참여문화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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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 참여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레와 생활 운동을 접목한 새로

운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주목받게 된 것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소비자들

의 욕구가 있던 것으로 사료된다. 발레를 참여문화로 확대시키고 더 많

은 소비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알

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그 중 발레와 생활 운동인

피트니스를 접목한 발레 피트니스는 발레 움직임이라는 공통점이 있지

만 발레는 발레 그 자체를 배우기 위해, 발레 피트니스는 발레를 통해

다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다른 동

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레의 대중화와 참여 운동으로서 확

립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유의미

한 일이다.

그러나 발레에 대한 과거 연구는 발레의 교육적 측면(Choi & Kim,

2015), 발레 연습으로 인한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장애에 관한 연구

(Noh, Morris, & Andersen, 2011; Ravaldi et al., 2003) 또는 발레 특유

의 신체적이니 움직임에 관한 연구(Smyth & Pendleton, 1994; Lepelley,

Thullier, Koral, & Lestienne, 2006)에 집중되어 왔다. 발레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 또한 대부분 발레의 교육적 측면(Lee & Han, 2001), 발레 참

여로 인한 신체 이미지,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 또는 심리적 행복감, 자

기효능감, 스트레스 해소 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무용 요법으

로서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강아록, 2019; 강영옥,

2010; 공윤정, 2011; 김보령, 2012; 김선미, 2017; 신지민, 2019; 정경표,

2017; 정혜지, 2015) 일반 대중이 발레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측면에

관한 문헌은 부족하다.

계획된 행동 이론은 행동 연구에 사용되는 주요한 예측 모델로서

(Ajzen, 1991), 계획된 행동 이론으로 발레에 참여하려는 소비자를 파악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계획된 행동 이론은 다양한 신체

활동(김동규, 2017; 배정섭, 원도연, & 조광민, 2015; 이상섭, 2011; 조현

익, 2005)을 포함한 광범위한 건강 관련 행동(Conner & Sparks, 2005)

을 예측하는데 사용되어왔다. 계획된 행동 이론의 개념화 이후, 많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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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연구들은 연구의 상황이나 맥락과 더 관련 있는 예측 변수

(Cunningham & Kwon, 2003)를 추가하여 이론을 확장함으로써 예측

효과를 높이려고 시도했다. 계획된 행동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행동에

대해 가지는 태도는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 통제력과 함께 행동 의

도에 대한 세 가지 주요 예측 변수 중 하나이다. 과거 소비자 행동 연

구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태도가 사용의 인지된 혜택에 기반으

로 형성된다고 나타났다(Fock, Woo & Hui, 2005; Schlosser, 2003). 그

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제품 유형(Orth & De Marchi, 2007), 서비스 상

황(Liang & Wen-hung, 2004) 또는 관람 활동(Bauer,

Stockburger-Sauer, & Exler, 2008)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소비 행동

을 예측하는데 있어 태도나 혜택을 각기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계획된

행동 이론과 다양한 유형의 혜택을 결합하여 무용 참여를 조사한 연구

는 부족하다.

따라서 계획된 행동 이론에 새로운 변수를 추가한 모델이 의도와 행

동 예측에 있어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도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참여의도를 보다 명확하

게 예측하기 위해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 참여의도를 결정하고 특정 종

목의 운동을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며 소비자

의 향후 참여의도를 예측하는데 정보를 제공해주는 개념으로 간주되는

혜택(Benefits)을 새롭게 계획적 행동이론에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실제로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개인이 추구하

는 가치와 참여 선택 기준이 다를 것이며 이를 혜택으로서 설명이 가능

하다.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에 참여하는 소비자가 다르다면 그 사람들

을 통해서 발레를 참여 운동으로서의 마케팅 전략과 차별화 전략을 수

립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된 행동이론과 혜택

변수를 통해 설명할 수 있으며 발레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무엇을 위

해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에 참여하고, 어떤 심리적 요인에 의해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 행동 지속 및 의도성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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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 참여 소비자들

의 개인의 특성적 성향에 따라 각자 혜택의 성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 소비자의 참여의도를 이

해하고 예측하여 발레 마케팅, 발레를 참여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소

비자의 유입을 시도하여야 하고, 어떤 요인이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 참

여의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지, 그런 요인을 어떻게 유지하고 확대시

킬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의도를

비교하는 연구로서 계획된 행동 이론을 통하여 변수들이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계획행동이론에 혜택

(benefits)변수를 도입하여 이에 따라 소비자의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참여의도가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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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이론에서 설명하는 행동에 대

한 변수가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자 한다. 또한 계획된 행동이론에 혜택 변수를 도입하여 모형을 확장한

다. 혜택과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

동 통제력이 소비자의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의도가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는 것을 목

적으로 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인지된 상징적, 실용적 혜택은 개인의 발레, 발레 피트니스에 대

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소비자의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 주관

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력은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 참여 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상징적 혜택은 발레 피트니스보다 발레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

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실용적 혜택은 발레보다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

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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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치료로서의 발레

발레를 포함한 무용은 신체를 중점으로 움직임을 통해 바른 신체

확립과 부정적인 행동 및 성격 치유, 분노 등과 같은 공격적인 감정과

성향을 표출하게끔 하는 치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신하라, 2017). 치

료로서의 무용은 신체 자체를 매개로 하여 신체적 치료 뿐 아니라 자

유롭고 창의적인 동작과 표현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신하라, 2017). 즉,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있는 사람,

정신 질환 환자 등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무용을 통해 치유 받을

수 있다(강수현, 2015). 무용요법은 표현운동, 근육운동지각, 근육의 긴

장과 이완 등의 기본적인 신체 치료의 토대로부터 정신지체, 정서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공동적으로 필요한 사회성 회복,

자아 표출 등의 발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진효 & 임인선, 2010).

1. 신체적 치료로서의 발레

무용은 신체를 통해 예술적인 움직임을 표현하는 예술로서 적절한

체력이 필수적이며 이는 예술 형태로서의 무용이 건강 예방적 수단과

운동 처방의 수단으로서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문엘린, 2013; 도정

임, 1995). 무용은 단순한 움직임의 신체활동과는 달리 미를 창조하고

표현하는 예술로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움직임들을 정신적 활동까지

결합하여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서 신체를 다르게 변화시키고, 정서적인

카타르시스를 형성하는 운동이다(신은석, 2015). 실제로 무용 활동을 통

해 골격근 기능 향상, 긍정적인 체구성 변화, 심폐기능 향상 등 신체적

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문엘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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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 중 발레는 발레 특유의 움직임을 수행하는데 있어 다른 무용

장르에 비해 순발력, 평형성, 유연성 등 더 효과적인 신체적 변화를 나

타내고 있다(정준원, 2010). 발레는 생리적 활성을 통해 내분비계와 면

역계를 향상시키고 이에 따른 자각 상태를 변화시켜 스트레스 해소와

같은 건강 증진에 유용한 신체활동이다. 특히 아름다운 체형과 바른 자

세를 형성하는데 효과적이며 평소 자주 사용하지 않는 허벅지 안쪽, 종

아리, 팔 뒤쪽 부분 등과 같은 신체 부위를 자극함으로써 탄력 있는 신

체를 만들어 준다(신은석, 2015).

2. 심리적 치료로서의 발레

무용을 통한 치료는 무용요법이라고 불리는데 미국무용치료협회

(American Dance Therapy Association: ADTA)에서는 “무용 치료는

개인의 신체적, 감정적, 사회적, 인지적 통합을 촉진하는 과정으로서 움

직임 동작을 심리 치료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이지영,

2012). 무용요법은 무용의 표현적인 특성을 통해 심신의 장애를 치료하

는 창작적 예술요법의 학문이다(오정하, 2013; Schmais & White,

1986). 신체 전체의 기능을 통한 감정과 심리의 표현이 이루어지며 신

체적, 정신적, 무의식적인 총체가 한 개인을 이룬다는 것에서 무용이

심리적 치료에 쓰일 수 있다는 주장이 뒷받침 된다(오정하, 2013).

무용 치료의 개념은 신체와 정신이 연속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전제

하에 개인의 표현을 중심으로 하는 심리적인 치료 요법이라고 할 수 있

다(최윤영, 2010). 신체적 움직임은 인간의 감정 상태와 사고f를 드러내

는 직접적인 표현수단이 되며 이러한 표현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

하고 이를 통해 신체와 정신이 통합되고 올바른 지각을 통해 자신의 문

제를 발견하고 해소시켜줌으로써 자신을 명확하게 발견하게 하는 것이

무용 요법이 지향하는 목표이다(최윤영,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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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계획된 행동 이론

1. 계획된 행동 이론의 개념

사회학 및 소비자학 등 많은 분야에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

하기 위한 많은 이론들 중 가장 많이 이용되어 온 이론은 합리적 행동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과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이다. 합리적 행동이론은 Fishbein & Ajzen(1991)이

인간의 사고과정은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

해 수립된 이론이다(김동규, 2017). 행동 의도를 결정하는 두 요인 중

태도(Attitude Toward Behavior)는 개인의 행동에 대한 태도로서 행동

에 대한 개인의 평가 정도를 의미하며(김명소, 김금미 & 한영석, 2004),

행동 결과에 대한 신념과 행동 결과에 대한 평가를 곱하여 얻어진다

(차동필, 2005).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은 개인 주변의 중요한

인물들이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지각 정도와 사회적 압력에 대한 동조 동기이며

(김명소, 김금미 & 한영석, 2004; Ajzen, 1988), 그러한 지각의 정도와

규범적 신념에 순응하려는 개인적 동기를 곱하여 얻어진다(차동필,

2005). 즉, 행동 의도는 태도(목표행동에 대한 개인적 평가요소)와 주관

적 규범(목표행동에 대한 행동주체 주요 인물들의 평가에 대한 행동주

체의 인식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실제 행동은 목표 행동 의도에 의해

예측된다는 것이다(송학준, 이충기 & 부숙진, 2011; Fishbein & Ajzen,

1975; Perugini & Bagozzi, 2001).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행동 의도가 실제 행동에 대해 작

용한다고 하였는데, 행동 의도가 매개변인으로서 설정되는 것이지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가 실제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

라고 보았다(윤지영, 2018).

합리적 행동이론에 의하면 행동 의도가 실제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

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통제 하에 있는 행동이어야 한다(김명소,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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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미 & 한영석, 2004). 합리적 행동이론은 개인의 의지적인 행동만을

다루고 행동주체가 통제할 수 없는 금전, 시간, 기회, 자원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윤지영, 2018; Ajzen &

Fishbein, 1980). 이에 따라 계획된 행동이론이 등장하였는데 계획된 행

동이론은 합리적 행동이론(Ajzen & Fishbein, 1980; Fishbein & Ajzen,

1975)의 확장으로 합리적 행동이론과 같이 계획된 행동 이론의 중심

요소는 주어진 행동을 수행하려는 개인의 의도이며, 일반적으로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가 강할수록 행동 수행력이 더 강해진다(Ajzen, 1991).

기존 합리적 행동이론의 모델에 특정 행동에 대해서 어렵거가 쉽다고

느끼는 인식정도를 나타내는 지각된 행동 통제력(Perceived Behavioral

Control)을 추가하여 실제 행동에 대한 예측력을 높였다(김동규, 2017;

Ajzen, 1985).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력은

일반적으로 높은 정확도로 행동 의도를 예측하며, 이러한 행동 의도는

지각된 행동 통제력과 결합하여 행동의 편차들을 설명할 수 있다

(Ajzen, 1991).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행동의 가능한 결과에 대한 신념(행동

적 신념), 다른 사람들의 규범적 기대에 대한 신념(규범적 신념), 행동

수행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요인의 존재에 대한 신념(통제적 신념)의

세 가지 사항에 의해 고려된다. 행동 신념은 행동에 대해 호의적이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만들어내고, 규범적 신념은 인식된 사회적 압력 또는

주관적 규범을 초래한다. 통제적 신념은 인식된 행동 통제 또는 자기

효능을 일으킨다.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호의적이고 인지된 행동 통제

가 클수록 특정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가 강해져야 하며, 의도는 행동

의 즉각적인 선행으로 간주된다(Ajzen, 2002). 즉, 계획된 행동 이론은

개념적으로 독립적인 의도의 세 가지 결정 요인을 가정한다. 첫째는 행

동에 대한 태도이며, 그 사람이 해당 행동에 대해 호의적이거나 비판적

인 평가를 가진 정도를 나타낸다. 두 번째 예측 변인은 주관적 규범이

라고 불리는 사회적 요소이다. 이것은 행동을 수행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된 사회적 압력을 가리킨다. 세 번째 의도의 선행은 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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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성이나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며, 예상된 장애뿐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다른 세 가지 예측

변인 모두 의도를 예측하는데 독립적인 기여를 하며 일부 상황에 있어

서 태도만이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태도, 주관적 규

범, 지각된 행동 통제력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행동과 상황에 따라 달라

진다(Ajzen, 1991). 계획된 행동 이론의 기본 모델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

계획된 행동이론은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라는 변인을 추가하여 개인

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행동이 설명 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행동 의도와 행동에 대한 예측력을 향상시켰다(윤지영, 2018;

Han, 2011). 계획된 행동 이론은 사회 심리학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

며 이 모델은 많은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었다(Lam & Hsu, 2004;

Perugini & Bagozzi, 2001).



- 13 -

2. 계획된 행동 이론의 구성개념

가. 행동에 대한 태도

일반적으로 연구에서 태도는 주로 사물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지만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의 태도는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오

종철, 2007). Fishbein & Ajzen(1981)은 태도와 실제 행동 간에 있어서

대상의 요인과 행위의 요인이 일치해야 한다고 하였으며(김동규, 2017),

태도가 행동의 예측 변인으로 선행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태

도가 아니라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를 측정해야 한다(김무송, 2011). 계

획된 행동 이론 모델의 태도는 개인이 특정 행동에 관여할 때 발생하

는 심리적 감정과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로 정의된다(Chen &

Tung, 2014; Eagly & Chaiken, 1993). 즉, 어떠한 속성에 대한 신념과

평가로 이루어지며 행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념들과 이에 대한 평

가를 나타내는 것이 태도이다(오종철, 2007). 태도는 실제 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 변인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행동을 예측하거나

변화시키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요인이다(김동규, 2017; 한규

석, 2009).

나. 행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은 특정 행동에 대해 친구나 가족과 같이 개인에게 영향

력 있는 집단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와 관련이 있으며, 개인이

인지하는 타인의 자신에 대한 평가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뜻한다(오종

철, 2007). 이는 타인의 기대에 순응하려는 개인 동기인 순응 동기와

개인의 신념으로 볼 수 있는 규범적 신념으로 구성되어(오종철, 2007),

자신이 하려는 특정 행동에 대해 자신과 가까운 주변인들의 기대에 부

응하려는 동기가 강할수록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김형석 &

조현익, 2008).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행동 의도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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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개인적 기초의 영향력이 큰 행동이나 개인의 목적을 위해 소비를

하는 행동일수록 행동에 대한 의도를 예측하는데 주관적 규범보다 태

도가 더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이와 반대로 타인의 목적을 위

해 소비하는 행동의 경우는 태도보다 주관적 규범이 행동 의도 예측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김동규, 2017). 일반적으로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 주관적 규범의 설명력은 다른 예측 변인인 태도, 지각된 행동

통제력의 설명력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연구결과가 제시되기도 하는데

주관적 규범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다

른 규범을 모색해야 한다(차동필, 2005).

다. 행동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력

계획된 행동이론은 지각된 행동 통제력의 추가에 있어서 합리적 행

동이론과는 다르며(Ajzen, 1991), 의지 통제를 받지 않는 행동을 설명

할 수 있는 모델이 되었다(Armitage, Conner, Loach & Willetts).

Ajzen(1991)은 지각된 행동 통제력과 행동 의도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상황과 예측 행동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개인의 의지적

통제 하에 있는 행동은 행동 의도만으로도 특정 행동의 예측이 가능하

지만 개인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행동 의도보다는

지각된 행동 통제력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이재창 &

박미진, 2008). 즉, 계획된 행동이론에 따르면 행동 의도와 함께 지각된

행동 통제력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해서 행동 수행을 예측하는데 직

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Ajzen, 1991). 행동 의도가 일정할 때 행동

을 수행하게끔 하는 노력은 지각된 행동 통제력에 따라 증가할 가능성

이 높은데 예를 들어, 두 명의 개인이 똑같이 스키를 배우려는 강한 의

도를 가지고 있고 두 명 다 스키를 배우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스키

를 자신 있게 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보다 인내심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다(Ajze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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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된 행동이론의 확장

사회과학 분야의 많은 연구에서 계획된 행동 이론의 타당성은 충분

히 검증 되었지만 주관적 규범의 낮은 설명력, 지각된 행동 통제력의

구성 개념에 대한 비판, 행동 의도와 행동 간의 낮은 설명력 등 행동

의도에 대한 예측 변인들의 불충분성으로 인해 한계가 지적되기 시작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론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모델의 변인

들 이외에 새로운 예측 변인이 추가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이 적용되기 시작했다(김동규, 2017; 이재

창 & 박미진, 2008; Lam & Hsu, 2006).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은 기존

모델의 예측 변인이 고려된 상태에서 행동 의도나 실제 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질 경우, 새로운 예측 변인의 추가가 허용 된다는

Ajzen(1991)의 근거에 비롯하여 발전되었다(이승곤, 양승탁 & 한지훈,

2012).

과거 연구들은 계획된 행동 이론을 건강 관련 행동(Conner &

Sparks, 2005), 신체 활동(김동규, 2017; 배정섭, 원도연, & 조광민,

2015; 이상섭, 2011; 조현익, 2005)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행동을 연구

했지만, 무용 참여에 적용된 연구들은 매우 부족하다. 지금까지 실시된

몇몇 연구들 중, 대부분의 연구는 단순히 '무용'을 신체적 또는 여가

시간 활동의 범주들 중 하나로 분류했다(Anderson, Leyland, & Ling,

2017; Eves, Hoppéa, 2003; Rosen, 2000). 반면, 특정 형태의 춤에 대한

연구는 라틴 댄스(Pierro, Mannetti, & Livi, 2003)와 그리스 댄스

(Goulimaris, 2016)만 포함되었다. 구체적인 무용 형태를 조사하는 연구

뿐만 아니라 운동 행동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참여의도에 대한 계획

된 행동 이론의 변인들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점에서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 참여의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사료된

다.

또한 계획된 행동이론은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예측 변인

(Cunningham & Kwon, 2003)를 추가하여 이론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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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계획된 행동이론에 새로운 예측 변인

을 추가하고자 한다. 과거의 연구들은 혜택을 태도 형성의 중요한 측면

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의 참

여를 예측하는 혜택을 포함시키기 위해 확장된 계획 행동이론 모델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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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혜택

혜택은 소비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 속성에 부여하는 개인적인 가

치와 의미를 나타낸다(Keller, 2007). 따라서 혜택은 소비자가 제품이

나 서비스로부터 자신이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다

(Keller, 1993). 이러한 관점에서 소비자는 제품의 속성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최종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품의

속성의 기능을 구입하는 것이다(조재호, 2015).

Keller는 이러한 혜택에 대한 인식이 실용적 혜택, 경험적 혜택, 상

징적 혜택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실용적 혜택이란 제품이

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 제공하는 보다 본질적인 혜택을 말한다.

또한 실용적 혜택은 대개 웰빙과 건강 같은 기본적인 심리적 요구나

동기 부여와 연관되어 있다(이현주, 2008). 상징적 혜택은 제품 또는

서비스 소비의 외적인 혜택에 더 큰 이점이 있다. 제품 또는 서비스

의 소비로 얻을 수 있는 비 필수적이고 추가적인 혜택을 말한다. 이

러한 혜택들은 대개 사회적 발현이나 개성의 표현, 그리고 외향적인

자존감에 대한 욕망과 같은 비 제품 관련 속성에 기인한다(Orth &

De Marchi, 2007). 경험적 혜택이란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서 비

롯되는 감정의 쾌락과 인지적 자극을 말한다. 제품 또는 서비스의 속

성뿐만 아니라 사용 이미지와 같은 비 제품 관련 속성과도 관련이

있다(Keller, 1998).

이전의 이론과 연구는 상황 및 제품 속성에 따라 달라지는 태도의

선행 변인으로서 인지된 혜택을 개념화했다(Fock, Woo & Hui,

2005). Shavitt(1989)은 태도와 그 속성이 서로 다른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며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대학

로고가 있는 비교적 값이 비싼 옷은 추운 날 집에서 입을 때 실용적

인 혜택이 있다. 그러나 대학 축구 경기에서 착용할 때는 팀의 결속

을 대표하고 값비싼 가격 때문에 지위의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경기를 관람하는 경험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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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에서 경험적인 혜택이 있다. 따라서 제품을 사용하는 맥락

은 제품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제품의

범주는 태도를 형성하는 환경과 서로 다르게 상호 작용한다.

Schlosser(2003)의 쇼핑 분위기에 관한 연구는 미적으로 쾌적한 분위

기는 상징적인 혜택을 가진 제품(결혼식 건배사를 위한 유리 금속

잔, 보석, 향수)에 대한 태도를 증가시켰지만 실용적 혜택이 있는 제

품(칫솔, 진공청소기, 캔 오프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앞서 언급한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유형의 혜택은 제품에 대한 태

도에 다르게 기여하며 특정 유형의 혜택에 대한 중요성은 상황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무용 참여와 같은 주로 쾌락적인 경험을

조사하는 연구는 부족하다. 다양한 형태의 춤 중에서 발레는 전형적

으로 규칙적인 발레의 방법(즉, 경험적 측면)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감정과 사상을 예술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활동으로 인식되며, 독특한

신체적 능력(실용적 측면)을 필요로 하는 활동(문엘린, 2013)임은 물

론, 특색 있고 ‘고급문화’의 세계로 여겨지는 활동이다(Cohen-Bull,

2003; Wolff, 2003; Wulff, 2001).

혜택 지각은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제품 구매 결과에 대해 긍정적 신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박민지, 2015). 신념은 태도와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Ajzen과 Fishbein(1980)의 연구에 따라 혜택 또한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박민지,

2015).

Keller(1993)는 상징적 혜택, 실용적 혜택, 경험적 혜택의 관계에

대해 소비재에 대해서는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제안했고,

Hirschman과 Holbrook(1982)은 환상, 감정, 다감각적 경험을 포함하

는 소비는 주로 경험적 변수를 통해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jzen(2002)의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 항목과 경험적 혜택의 척도 항

목을 비교한 결과, 항목이 상당이 유사했다. 본 연구에서 발레에 참

여하려는 행동에 관한 맥락에서는 태도를 위한 구조를 경험적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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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상징적 혜택과 실

용적 혜택이 발레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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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가설

제 1 절 연구 가설

발레와 생활 운동인 피트니스를 접목한 발레 피트니스는 발레 움직임

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발레는 발레 그 자체를 배우기 위해, 발레 피

트니스는 발레를 통해 다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레의 대중화와

참여 운동으로서 확립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

악하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다.

본 연구는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의도를 비교하

는 연구로서 계획된 행동 이론을 통하여 변수들이 발레와 발레 피트니

스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계획된 행동 이론에 혜택 변

수를 도입하여 이에 따라 소비자의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참여

의도가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고자 한다.

1. 혜택

혜택은 참여의도를 결정하고 특정 종목의 운동을 선택하기까지의 과

정에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며 소비자의 향후 참여의도를 예측하는데

정보를 제공해주는 개념으로서 소비자의 가치에 따라 참여의도에 미치

는 영향이 달라지므로 혜택이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2. 계획된 행동 이론

계획된 행동 이론은 개인의 행동과 행동 의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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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행동 이론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H1. 소비자의 발레에 대해 인지된 혜택은 발레에 대한 경험적 혜택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상징적 혜택은 발레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실용적 혜택은 발레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소비자의 발레에 대해 인지된 계획된 행동 이론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력은 발레의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발레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은 발레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2-2. 발레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발레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2-3. 발레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력은 발레 참여의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3. 소비자의 발레 피트니스에 대해 인지된 혜택은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상징적 혜택은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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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실용적 혜택은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소비자의 발레 피트니스에 대해 인지된 계획된 행동 이론의 태

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력은 발레 피트니스의 참여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1.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은 발레 피트니스 참여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2.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발레 피트니스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3.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력은 발레 피트니스 참여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상징적 혜택이 발레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실용적 혜택이 발레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미치는 영향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강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실용적 혜택이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미치

는 영향은 상징적 혜택이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

도)에 미치는 영향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강하게 영향을 미

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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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계획된 행동 이론의 기본 변수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력에 추가 변수인 혜택 총 4가지를 확장

된 계획행동이론의 주요 변수로 설정했다.

[그림 2] 연구모형 1

[그림 3] 연구모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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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의 대상 및 절차

20-30세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전체 215명의 응답자 중 무응답이 있거나 답변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207명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을 실시하였다. 발레와 발

레 피트니스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

된 행동통제, 혜택의 4개 항목을 측정하여, 각각의 항목과 참여의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문제 및 가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설문지법을 이용하

여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과 AMOS 통계패키지 프로그램

을 이용하였다. 내적 일관성의 파악을 위해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변수

들 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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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측정도구

본 연구는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통해 이에 관한 변인들이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자 설문조사를 시

행하였다.

1. 참여 의도 (Intention)

연구 참여자가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의 정도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

지 질문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 참

여 의도를 알아보기 위해 Ajzen(2002)의 설문을 참고하여 총 3문항으로

구성했고,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7로 구성된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했다.

2. 행동에 대한 태도 (AB: Attitude toward Behavior)

행동에 대한 태도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Ajzen(2002)의 설문을 참고

하여 총 5문항으로 구성했고,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7로

구성된 Likert 7점 척도를 사용했다.

3. 주관적 규범 (SN: Subjective Norm)

주관적 규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Ajzen(2002)의 설문을 참고하여

총 3문항으로 구성했고,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7로 구성된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했다.

4. 지각된 행동 통제력 (PBC: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지각된 행동 통제력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Ajzen(2002)의 설문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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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여 총 4문항으로 구성했고,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7로

구성된 Likert 7점 척도를 사용했다.

5. 혜택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기

위해 상징성, 실용성, 경험성으로 이루어진 문항을 측정하였다. 조재호

(2015), 박소연(2008), 유우종(2006)이 사용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총

15문항으로 구성했고,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7로 구성된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했다.

6. 인구통계학적 특성

소비자 특성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직업, 가계소득 등에 관한 내용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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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 분석 방법

1.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기술 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

조사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변수들의 기본 특성을 분석하기 위

하여 IBM Statistics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

통계 분석(평균, 표준편차)을 실시하였다.

2.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본 연구에서 활용할 설문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검사를 실시하였다. Cronbach's α 검사는 복수 문항이 포

함된 척도를 활용할 때 문항 사이의 내적 일치도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3.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y analysis)

측정도구들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타당성 검증은 내용타당성 및 구성타당성 검증 절차로 나누어 실시

하였다.

4.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기법을 활용하

여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연구자가 설정한 가설과 연구모델을

분석하는 분석 방법으로서, 연구자는 선행 연구들을 통해 연구의 모델을

미리 설정해야 한다. 모델에 포함된 잠재변수와 관측변수의 관계, 잠재변

수들 간의 관계, 방향성 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

가 설정된 모델에 대해 해당 모델을 잘 설명하고 있는가가 구조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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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이용한 연구의 주 관심사이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도록 모델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수

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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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인구통계학적 속성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

연령, 최종학력, 결혼여부, 월평균가구소득을 고려한 연구를 진행하였으

며, 207명의 연구대상자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성별은 여성이 207명(100.0%)이었다. 연령은 20대부터 30대까지로, 20대

가 155명(74.9%)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52명(25.1%)이었다. 최종학력

에 대한 답변은 대학교(2,4년제) 재학(졸업)이 131명(63.3%)으로 가장 많

았으며, 대학원(석사) 재학(졸업) 38명(18.4%), 고등학교 졸업 25명

(12.1%), 대학원(박사) 재학(졸업) 13명(6.3%) 순이었다. 결혼여부를 살펴

본 결과, 미혼 187명(90.3%), 기혼 20명(9.7%)이었다. 월평균가구소득은

600만원 이상이 70명(33.8%)으로 가장 많았으며,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6명(17.4%),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7명(13.0%), 200만원 미

만 24명(11.6%),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1명(10.1%), 500만 원 이상

-600만원 미만 19명(9.2%), 기타 잘 모르겠음 등의 응답이 10명(4.8%)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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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207)

구분 내용 빈도 %

성별
여성 207 100.0

합계 207 100.0

연령

20대 155 74.9

30대 52 25.1

합계 207 10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25 12.1

대학교(2,4년제) 재학(졸업) 131 63.3

대학원(석사)재학(졸업) 38 18.4

대학원(박사)재학(졸업) 13 6.3

합계 207 100.0

결혼여부

기혼 20 9.7

미혼 187 90.3

합계 207 100.0

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4 11.6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7 13.0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1 10.1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6 17.4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19 9.2

600만원 이상 70 33.8

기타 10 4.8

합계 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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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 분석

발레에 대한 상징성 혜택 평균값은 4.71(범위: 1.00-7.00, SD=1.16), 실

용성 혜택 평균값은 6.18(범위: 2.00-7.00, SD=0.84), 경험성 혜택(태도)의

평균값은 4.99(범위: 1.60-7.00, SD=1.17), 주관적 규범 평균값은 2.42(범

위: 1.00-7.00, SD=1.50), 지각된 통제력 평균값은 4.42(범위: 1.00-7.00,

SD=1.50), 참여의도 평균값은 3.65(범위: 1.00-7.00, SD=1.92)였다.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상징성 혜택 평균값은 4.40범위: 1.00-7.00,

SD=1.31), 실용성 혜택 평균값은 5.59(범위: 2.00-7.00, SD=0.99), 경험성

혜택(태도)의 평균값은 4.77(범위: 1.20-7.00, SD=1.20), 주관적 규범 평균

값은 2.62(범위: 1.00-7.00, SD=1.59), 지각된 통제력 평균값은 4.48(범위:

1.00-7.00, SD=1.53), 참여의도 평균값은 3.57(범위: 1.00-7.00, SD=1.78)이었다.

.

[표 2]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발레 상징성 혜택 4.71 1.16 1.00 7.00

발레 실용성 혜택 6.18 0.84 2.00 7.00

발레 경험성 혜택 (태도) 4.99 1.17 1.60 7.00

발레 주관적 규범 2.42 1.50 1.00 7.00

발레 지각된 통제력 4.42 1.50 1.00 7.00

발레 참여의도 3.65 1.92 1.00 7.00

발레 피트니스 상징성 혜택 4.40 1.31 1.00 7.00

발레 피트니스 실용성 혜택 5.95 0.99 2.00 7.00

발레 피트니스 경험성 혜택 (태도) 4.77 1.20 1.20 7.00

발레 피트니스 주관적 규범 2.62 1.59 1.00 7.00

발레 피트니스 지각된 통제력 4.48 1.53 1.00 7.00

발레 피트니스 참여의도 3.57 1.78 1.00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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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1. 신뢰도 검정

신뢰성은 연구자가 어떤 연구문제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대하여

그 조사를 다시 반복한다고 가정할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원래 측정치와

일치할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노경섭, 2019).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 내적 일관성을 이용한 방법인 Cronbach’s α 계수를 기준으로 신뢰도

검정을 진행하였다.

Cronbach’s α 계수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계수가 0.60 이상이면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 발레에 대한 측정

변인들의 신뢰도 값은 최종적으로 0.84-0.97 범위로 측정됐다. 각 요인에

대한 Cronbach’s α 값의 결과, 실용성 혜택 문항(Cronbach’s α=0.34)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에서 상징성 혜택의 Cronbach’s α 는 0.84, 경험성

혜택의 Cronbach’s α 는 0.87 이었고, 발레 태도 Cronbach’s α 는 0.93,

발레 주관적 규범의 Cronbach’s α 는 0.93, 발레 지각된 통제력

Cronbach’s α 는 0.90, 발레 참여의도의 Cronbach’s α 는 0.97로 신뢰성

을 확보했다. 이후 실용성 혜택 문항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항목 제거

후, Cronbach’s α=0.85의 신뢰도를 확보했다.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측정 변인들의 신뢰도 값은 최종적으로

0.89-0.10 범위를 보였다. 각 요인에 대한 Cronbach’s α 값의 결과, 혜택

의 Cronbach’s α 는 상징성 0.91, 실용성 0.94, 경험성 0.89이었고, 발레

피트니스 태도 Cronbach’s α 는 0.95, 발레 피트니스 주관적 규범의

Cronbach’s α 는 0.95, 발레 피트니스 지각된 통제력 Cronbach’s α 는

0.94, 발레 피트니스 참여의도의 Cronbach’s α 는 0.97로 나타났다. 따라

서 본 연구에 사용된 각 요인별 문항들은 만족할 만한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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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측정도구의 신뢰도

(N=207)

변수 항목 수 Cronbach’s α

발레

혜택

상징성 5 0.84

실용성 4 0.84

경험성 5 0.87

발레 태도 5 0.93

발레

주관적 규범
3 0.93

발레

지각된 통제력
4 0.90

발레 

참여의도
3 0.97

발레 피트니스

혜택

상징성 5 0.91

실용성 4 0.94

경험성 5 0.89

발레 피트니스 태도 5 0.95

발레 피트니스

주관적 규범
3 0.95

발레 피트니스

지각된 통제력
4 0.94

발레 피트니스

참여의도
3 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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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 이용된 변수들 간의 관련성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상관계

수는 일반적으로 0.8 이상의 경우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다. 분석 결과,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측정 변수 모두 태도와 경

험성 혜택이 0.8 이상의 상관계수가 나타났다.

[표 4] 발레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분
상관관계

1 2 3 4 5 6 7

발레  

상징성 혜택
1

발레

실용성 혜택
0.36** 1

발레

경험성 혜택 
0.39** 0.48** 1

발레 태도 0.29** 0.42** 0.82** 1

발레

주관적 규범
0.17* 0.09 0.44** 0.45** 1

발레

지각된 통제력
0.09 0.22** 0.52** 0.54** 0.43** 1

발레

참여의도
0.13 0.21** 0.60** 0.63** 0.63** 0.6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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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발레 피트니스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분
상관관계

1 2 3 4 5 6 7

발레 피트니스 

상징성 혜택
1

발레 피트니스

실용성 혜택
0.49** 1

발레 피트니스

경험성 혜택 
0.51** 0.51** 1

발레 피트니스 

태도
0.49** 0.48** 0.79** 1

발레 피트니스

주관적 규범
0.24** -0.03 0.41** 0.48** 1

발레 피트니스

지각된 통제력
0.19** 0.34** 0.56** 0.56** 0.35** 1

발레 피트니스

참여의도
0.28** 0.25** 0.67** 0.67** 0.61** 0.63** 1

상관계수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절댓값 1에 가까울수

록 높은 상관관계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험적 혜택과 태도의

상관계수가 0.82와 0.79로 0.8 이상의 상관계수를 보였다. 상관계수가 높

은 두 변수를 제거하지 않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판별 타당도를

확보하지 못했다.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 참여는 유형의 제품이 아니라 경험적 소비 유형

이기 때문에 경험성 혜택은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태도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Keller(1993)는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하는 혜택이 증

가하면 소비자의 태도도 점점 긍정적으로 높아지고, 소비자가 추구하는

혜택으로 인하여 제품과 서비스 시장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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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ey(1968)는 태도를 예측하는데 있어 혜택이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

다. 그러나 혜택과 태도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한 과거의 연구는 주로 브

랜드 또는 제품 태도에 중점을 두었으며 무용 참여와 같은 경험적 소비

에 대한 혜택의 역할은 연구되지 않았다. Hirschman & Holbrook(1982)

의 개념에 따르면, 경험적 소비 연구는 전통적인 소비자 연구보다 구체

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발레, 오페라 등 다감각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데 경험적 소비 연구가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경험성 혜택을 태도와 동등한 것으로 보았다.

3. 측정모형 수립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이용된 측정도구들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내용타당도 및

구성타당도 검증을 실시했으며, 설문 문항들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적합도를 검정

하기 위하여 , GFI, CFI, NFI, IFI, TLI, RMSEA 값을 활용하였으며,

최종 문항에서 제시된 높은 적합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초 문항에서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값 0.4 이하를 기준으로 하나씩 제

거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SMC는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 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지표이다(송지준, 2015).

발레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모델적합도 지수 확인 결과

 = 363.51, df = 174, p = 0.00, GFI = 0.87, CFI = 0.95, NFI = 0.91,

IFI = 0.95, TLI = 0.94, RMSEA = 0.07로 나타났다. 지수의 적절한 적

합도 지수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GFI, CFI, NFI, IFI, TLI는 0.9이상,

RMSEA는 0.1이하를 기준으로 본다. 대부분의 적합지수가 기준치에 부

합하는 수치로서 수용 가능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 345.42, df = 174,

p = 0.00, GFI = 0.86, CFI = 0.96, NFI = 0.93, IFI = 0.96, TLI = 0.96,

RMSEA = 0.07로 나타났으며, 기준치에 부합 가능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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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확인하였다.

[표 6] 발레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N=207)

지수  df p GFI CFI NFI TLI IFI RMSEA

Default 363.51 174 0 0.87 0.95 0.91 0.94 0.95 0.07

[표 7]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N=207)

지수  df p GFI CFI NFI TLI IFI RMSEA

Default 345.42 174 0 0.86 0.96 0.93 0.96 0.96 0.07

다음은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평가하였다.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표준화 회귀계수 값, 평균분

산추출(AVE:average variance extracted)과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를 이용하였다. 표준화 회귀계수 값은 0.5 이상, AVE 값은 0.5

이상, 개념신뢰도는 0.7 이상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

과, AVE 값과 개념신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발레의 경우 상징성 혜택

항목(0.36, 0.69)과 지각된 통제력 항목(0.47)이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

었지만, 집중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 중 표준화 회귀계수 값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상징성 혜택과 지각된 통제력 두 항목 모두 기준치 0.5 이상

의 수치로 집중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나머지 모든 변수들

은 해당 기준치에 속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실용성 혜택의 AVE값은

0.56, 개념신뢰도는 0.83, 경험성 혜택(태도)의 AVE값은 0.66, 개념신뢰도

는 0.85, 주관적 규범의 AVE값은 0.65, 개념신뢰도는 0.58, 발레 참여의도

의 AVE값은 0.75, 개념신뢰도는 0.90이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한 판

별타당성 또한 AVE값이 각 잠재요인 간의 상관계수 제곱 값보다 크게

나올 때 확보될 수 있는데 그 결과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제곱 값

이 AVE 값보다 작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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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분석결과는 [표 8], [표 9]와 같다.

[표 8]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발레 집중타당도

(N=207)

경로 비표준화 
계수 S.E. C.R. 표준화 

계수 AVE 개념 
신뢰도

상징성 → 상징성1 1.20 0.10 11.61 0.83

0.36 0.69
상징성 → 상징성2 0.79 0.10 7.93 0.57

상징성 → 상징성3 1.16 0.10 11.61 0.83

상징성 → 상징성4 1 - - 0.77

실용성 → 실용성6 1.12 0.12 9.12 0.81

0.56 0.83
실용성 → 실용성8 1.11 0.12 8.94 0.79

실용성 → 실용성9 1.06 0.12 8.98 0.79

실용성 → 실용성10 1 - - 0.64

(태도)  경험성 → 경험성13 0.91 0.05 18.70 0.86

0.66 0.85(태도)  경험성 → 경험성14 1.05 0.04 24.66 0.96

(태도)  경험성 → 경험성15 1 - - 0.92

주관적 규범 → 주관적 규범21 0.88 0.04 21.03 0.90

0.65 0.85주관적 규범 → 주관적 규범22 0.97 0.05 20.55 0.89

주관적 규범 → 주관적 규범23 1 - - 0.94

지각된 통제력 → 지각된 통제력24 1.35 0.13 10.33 0.83

0.47 0.78
지각된 통제력 → 지각된 통제력25 1.55 0.14 11.26 0.93

지각된 통제력 → 지각된 통제력26 1.58 0.14 11.33 0.94

지각된 통제력 → 지각된 통제력27 1 - - 0.65

발레 참여의도 → 발레 참여의도28 0.97 0.03 31.77 0.95

0.75 0.90발레 참여의도 → 발레 참여의도29 0.99 0.03 35.11 0.97

발레 참여의도 → 발레 참여의도30 1 - -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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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발레 판별타당도

(N=207)

구분
상관관계

AVE
1 2 3 4 5 6

발레 

상징성 혜택
1 　 　 　 　 　 0.36

발레

실용성 혜택
0.36
(0.13) 1 　 　 　 　 0.56

발레 경험성 혜택 

(발레 태도) 
0.27
(0.07)

0.34
(0.12) 1 　 　 0.66

발레

주관적 규범
0.19
(0.04)

0.11
(0.01)

0.47
(0.23) 1 　 0.65

발레

지각된 통제력
0.06
(0.00)

0.23
(0.05)

0.53
(0.28)

0.43
(0.18)　 1　 0.47

발레

참여의도
0.13
(0.02)

0.25
(0.06)

0.62
(0.39)

0.65
(0.42)

0.60
(0.36)　 1　 0.75

발레 피트니스의 경우에도 상징성 혜택 항목의 AVE값(0.47)만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해당 기준치에 속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준화 회귀계

수 값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모든 변수가 0.5 이상으로 집중타당도를

확보했다고 판단하였다. 실용성 혜택의 AVE값은 0.76, 개념신뢰도는

0.93, 경험성 혜택(태도)의 AVE값은 0.73, 개념신뢰도는 0.89, 주관적 규

범의 AVE값은 0.67, 개념신뢰도는 0.86, 발레 피트니스 참여의도의 AVE

값은 0.74, 개념신뢰도는 0.90이었다. 판별 타당도 역시 잠재변인 모두 결

정계수보다 크게 나타나 판별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분

석결과는 [표 10],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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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발레 피트니스 집중타당도

(N=207)

구분 비표준화 
계수 S.E. C.R. 표준화 

계수 AVE 개념 
신뢰도

상징성 → 상징성1 0.91 0.06 14.65 0.82

0.47 0.78
상징성 → 상징성2 0.84 0.07 12.13 0.73

상징성 → 상징성3 1.00 0.06 15.70 0.86

상징성 → 상징성4 1 - - 0.88

실용성 → 실용성6 0.98 0.06 16.38 0.83

0.76 0.93
실용성 → 실용성8 0.93 0.05 18.91 0.89

실용성 → 실용성9 1.04 0.05 21.87 0.95

실용성 → 실용성10 1 - - 0.89

(태도)  경험성 → 경험성13 0.95 0.04 21.54 0.90

0.73 0.89(태도)  경험성 → 경험성14 1.01 0.04 24.36 0.96

(태도)  경험성 → 경험성15 1 - - 0.92

주관적 규범 → 주관적 규범21 0.96 0.04 23.29 0.90

0.67 0.86주관적 규범 → 주관적 규범22 0.99 0.04 24.36 0.91

주관적 규범 → 주관적 규범23 1 - - 0.96

지각된 통제력 → 지각된 통제력24 1.12 0.08 13.76 0.85

0.59 0.85
지각된 통제력 → 지각된 통제력25 1.27 0.08 16.23 0.96

지각된 통제력 → 지각된 통제력26 1.31 0.08 16.30 0.97

지각된 통제력 → 지각된 통제력27 1 - - 0.77

발레핏 참여의도 → 발레핏 참여의도28 0.99 0.03 30.90 0.94

0.74 0.90발레핏 참여의도 → 발레핏 참여의도29 0.97 0.03 32.72 0.95

발레핏 참여의도 → 발레핏 참여의도30 1 - - 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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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발레 피트니스 판별타당도

(N=207)

구분
상관관계

AVE
1 2 3 4 5 6

발레 피트니스

상징성 혜택
1 　 　 　 　 　 0.47

발레 피트니스

실용성 혜택
0.46
(0.21) 1 　 　 　 　 0.76

발레 피트니스 

경험성 혜택 

(발레 피트니스태도) 

0.40
(0.16)

00.33
(0.11) 1 　 　 0.73

발레 피트니스

주관적 규범
0.26
(0.07)

-0.06
(0.00)

0.47
(0.22) 1 　 0.67

발레 피트니스

지각된 통제력
0.14
(0.02)

0.29
(0.08)

0.46
(0.21)

0.36
(0.13)　 1　 0.59

발레 피트니스

참여의도
0.29
(0.09)

0.24
(0.06)

0.60
(0.36)

0.64
(0.41)

0.65
(0.42)　 1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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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최종 구조모형의 검증

1.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혜택이 추가된 확장된 계획된 행동 이론에 따른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 참여의도를 예측하고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그림

4], [그림 5]와 같은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

여 설정한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 구조모형 자료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12]와 [표 13]과 같이 제시되었다.

[그림 4] 발레 구조모형 

[표 12] 발레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 

(N=207)

지수  df p GFI CFI NFI TLI IFI RMSEA

Default 434.78 178 0 0.84 0.93 0.89 0.92 0.92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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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발레 피트니스 구조모형 

[표 13] 발레 피트니스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 

(N=207)

지수  df p GFI CFI NFI TLI IFI RMSEA

Default 407.74 178 0 .84 .95 .92 .94 .95 0.08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가설적 인과모형이 실제 자료에 잘 부합

하는지를 평가하는 적합도 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발레 구조모형에 대한

모델적합도 지수 확인 결과  = 434.78, df = 178, p = 0.00, GFI =

0.84, CFI = 0.93, NFI = 0.89, IFI = 0.93, TLI = 0.92, RMSEA = 0.08로

나타났다. 지수의 적절한 적합도 지수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GFI, CFI,

NFI, IFI, TLI는 0.9이상, RMSEA는 0.1이하를 기준으로 본다. 대부분의

적합지수가 기준치에 부합하는 수치로서 수용 가능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레 피트니스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 결과는  = 407.74, 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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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p = 0.00, GFI = 0.84, CFI = 0.95, NFI = 0.92, IFI = 0.95, TLI =

0.94, RMSEA = 0.08로 나타났으며, 기준치에 부합하는 수치로서 수용

가능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계수 분석

다음은 연구가설에 대한 경로계수의 유의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14], [표 15]와 같이 최종 모형의 모수 추정치와 표준오차, 표준화 요

인계수, p-value를 제시하였다. 추정된 각 모수의 유의성 검정은 0.05 수

준에서 판단하였다.

[표 14]발레 최종 모형에 대한 경로분석

(N=207)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

상징적

혜택
→

경험적 혜택

(태도)

0.20 0.16 0.10 2.06 0.04

실용적

혜택
→ 0.58 0.31 0.16 3.62 ***

경험적 혜택

(태도)
→

발레

참여의도

0.42 0.33 0.07 6.08 ***

주관적 

규범
→ 0.48 0.42 0.07 7.05 ***

지각된

행동통제
→ 0.49 0.30 0.10 4.77 ***

가. 발레에 대한 혜택과 발레에 대한 경험적 혜택(발레에 대한 태도)의 관계

[표 14]에 나타난 것처럼 발레에 대한 상징적 혜택, 실용적 혜택은 발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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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징적 혜택→경험적 혜택(태도)(=0.16, p<0.05), 실용

적 혜택→경험적 혜택(태도)(=0.31, p<0.05)의 관계는 통계적 유의수준 내에

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나. 발레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력

과 발레 참여의도의 관계

[표 14]와 같이 발레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 발레에 대한 주관적 규범,

발레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력은 발레에 대한 참여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험적 혜택(태도)→

발레 참여의도(=0.33, p<0.05), 주관적 규범→발레 참여의도(=0.42,

p<0.05), 지각된 행동 통제력→발레 참여의도(=0.30, p<0.05)의 관계는

통계적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발레에 대한 상징적 혜택이 높을수록 발레의 경험적 혜택(태도)이

유의하게 나타나며, 발레의 실용적 혜택이 높을수록 발레의 경험적 혜택

(태도)이 높아진다. 또한 발레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이 높을수록 발

레의 참여의도가 높아지고, 발레의 주관적 규범이 높을수록 발레의 참여

의도가 높아지며 발레의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 높을수록 발레 참여의도

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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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발레 피트니스 최종 모형에 대한 경로분석

(N=207)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

상징적

혜택
→

경험적 혜택

(태도)

0.34 0.33 0.08 4.18 ***

실용적

혜택
→ 0.25 0.18 0.11 2.35 ***

경험적 혜택

(태도)
→

발레 피트니스

참여의도

0.32 0.27 0.06 5.39 ***

주관적 

규범
→ 0.42 0.41 0.06 7.60 ***

지각된

행동통제
→ 0.56 0.43 0.08 7.41 ***

다.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혜택과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험적 혜택(발레 피

트니스에 대한 태도)의 관계

[표 15]에 나타난 것처럼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상징적 혜택, 실용적 혜택

은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징적 혜택→경험적 혜택(태도)(

=0.33, p<0.05), 실용적 혜택→경험적 혜택(태도)(=0.18, p<0.05)의 관계는 통

계적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라.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력과 발레 피트니스 참여의도의 관계

[표 15]와 같이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주관적 규범,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력은 발레 피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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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대한 참여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경험적 혜택(태도)→발레 피트니스 참여의도(=0.27, 
p<0.05), 주관적 규범→발레 피트니스 참여의도(=0.41, p<0.05), 지각된

행동 통제력→발레 피트니스 참여의도(=0.43, p<0.05)의 관계는 통계적

유의수준 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상징적 혜택이 높을수록 발레 피트니스의

경험적 혜택(태도)이 유의하게 나타나며, 발레 피트니스의 실용적 혜택이

높을수록 발레 피트니스의 경험적 혜택(태도)이 높아진다. 또한 발레 피

트니스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이 높을수록 발레 피트니스의 참여의도

가 높아지고, 발레 피트니스의 주관적 규범이 높을수록 발레 피트니스의

참여의도가 높아지며 발레 피트니스의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 높을수록

발레 피트니스 참여의도가 높아진다.

3. 구성 개념 간 직·간접효과 분석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이를 통한

총 효과를 밝힐 수 있다. 직접효과는 어떤 원인변수가 결과변수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주는 효과를 의미하며, 간접효과는 원인변수가 어떤 하나

이상의 다른 변수들을 거쳐서 결과변수에 영향을 주는 효과를 의미한다.

또한 총 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총합을 의미한다(김동규, 2017).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인 경험적 혜택(태도)의 간접효과와 총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규명하기 위하여 붓스트랩(bootstrap) 방식을 사용

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 최종 구조모형의 인과경

로별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와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결과는

[표 16], [표 17]과 같다.

발레 최종 구조모형의 분석 결과, [표 16]과 같이 발레에 대한 상징적

혜택이 발레의 참여의도에 주는 간접효과는 0.09이고, 발레에 대한 실용

적 혜택이 발레의 참여의도에 주는 간접효과는 0.06으로 나타났다. 발레

에 대한 혜택이 발레의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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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에 대한 상징적, 실용적 혜택이 발레의 참여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표 16] 발레 최종 구조모형의 잠재변인 간 인과효과 분해 표

(N=207)

관계변인 
표준화계수 간접

효과

유의성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상징적

혜택
→

경험적 혜택

(태도)

0.27 0.27 0 ***

실용적

혜택
→ 0.18 0.18 0 ***

경험적 혜택

(태도)
→

발레 

참여의도

0.33 0.33 0 ***

주관적 

규범
→ 0.42 0.42 0 ***

지각된

행동통제
→ 0.30 0.30 0 ***

상징적

혜택 발레 

참여의도

0.09 0 0.09 ***

실용적

혜택
0.06 0 0.06 ***

발레 피트니스 최종 구조모형의 분석 결과는 [표 17]과 같다. 분석 결

과,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상징적 혜택이 발레 피트니스의 참여의도에

주는 간접효과는 0.08,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실용적 혜택이 발레 피트니

스의 참여의도에 주는 간접효과는 0.06으로 나타났다.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혜택이 발레 피트니스의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

났으며,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상징적, 실용적 혜택이 발레 피트니스의

참여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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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발레 피트니스 최종 구조모형의 잠재변인 간 인과효과 분해 표

(N=207)

관계변인 
표준화계수 간접

효과

유의성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상징적

혜택
→

경험적 혜택

(태도)

0.30 0.30 0 ***

실용적

혜택
→ 0.22 0.22 0 ***

경험적 혜택

(태도)
→

발레 피트니스

참여의도

0.27 0.27 0 ***

주관적 

규범
→ 0.41 0.41 0 ***

지각된

행동통제
→ 0.43 0.43 0 ***

상징적

혜택 발레 피트니스

참여의도

0.08 0 0.08 ***

실용적

혜택
0.06 0 0.06 ***

4. 경로 간 계수비교

경로 간 계수비교 분석은 연구모델 내에서 특정경로가 다른 경로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

기 위한 방법이다(우종필, 2017). 비제약모델과 등가제약모델 간  차이

값이 3.84 이상인 경우, 경로 간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로계

수가 큰 경로가 작은 경로보다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다.

‘발레에 대한 상징적 혜택→발레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과 ‘발레 에

대한 실용적 혜택→발레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의 경로를 비교한 결

과,  값이 3.84 이하로 경로 간 경로계수 차이가 무의미하다고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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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상징적 혜택→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과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실용적 혜택→발레 피트니스에 대

한 경험적 혜택(태도)’의 경로를 비교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값이 3.84

이하로 경로 간 경로계수 차이가 무의미하다고 나타났다.

5. 최종 구조모형을 통한 가설 검정

본 연구의 가설 검정 결과는 [표 18]과 같으며, 총 12개의 가설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에서는 상징적 혜택은 발레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연구 결과, 간접

효과는 없었으며 직접효과로서 표준화계수는 0.16, C.R.은 2.06, 총 효과

(=0.16, p<0.05)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상징적 혜택은 발레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1은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에서는 실용적 혜택은 발레에 대한 경험적 혜

택(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연구 결과, 간접효

과는 없었으며 직접효과로서 표준화계수는 0.31, C.R.은 3.62, 총 효과(

=0.31, p<0.05)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채택).

따라서 ‘실용적 혜택은 발레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2는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세 번째 가설에서는 발레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은 발

레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연구 결과, 간

접효과는 없었으며 직접효과로서 표준화계수는 0.33, C.R.은 6.08, 총 효

과(=0.33, p<0.05)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레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은 발레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3은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네 번째 가설에서는 발레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발레 참여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간접효과는 없었으며 직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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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서 표준화계수는 0.42, C.R.은 7.05, 총 효과(=0.42, p<0.05)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레에 대한 주관적 규범

은 발레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4는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다섯 번째 가설에서는 발레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력은 발

레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간접효과는 없었

으며 직접효과로서 표준화계수는 0.30, C.R.은 4.77, 총 효과(=0.30,

p<0.05)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레

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력은 발레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연구가설 5는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여섯 번째 가설에서는 상징적 혜택은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

험적 혜택(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연구 결과, 간접효

과는 없었으며 직접효과로서 표준화계수는 0.33, C.R.은 4.18, 총 효과(

=0.33, p<0.05)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상징적 혜택은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6은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일곱 번째 가설에서는 실용적 혜택은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험

적 혜택(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간접효과는 없었으

며 직접효과로서 표준화계수는 0.18, C.R.은 2.35, 총 효과(=0.18,

p<0.05)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용

적 혜택은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연구가설 7은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여덟 번째 가설에서는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험적 혜택

(태도)은 발레 피트니스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

였다. 연구 결과, 간접효과는 없었으며 직접효과로서 표준화계수는 0.27,

C.R.은 5.39, 총 효과(=0.27, p<0.05)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은

발레 피트니스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8은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아홉 번째 가설에서는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주관적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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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발레 피트니스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연구 결과, 간접효과는 없었으며 직접효과로서 표준화계수는 .41, C.R.은

7.60, 총 효과(=0.41, p<0.05)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발레 피트니스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9는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열 번째 가설에서는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력은 발레 피트니스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

하였다. 연구 결과, 간접효과는 없었으며 직접효과로서 표준화계수는

0.43, C.R.은 7.41, 총 효과(=0.43, p<0.05)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

제력은 발레 피트니스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가설 10은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열한 번째 연구가설에서는 상징적 혜택이 발레에 대한 경

험적 혜택(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실용적 혜택이 발레에 대한 경험적 혜

택(태도)에 미치는 영향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강하게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예상하였다. 연구 결과 혜택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상징적 혜택이 발레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

에 미치는 영향은 실용적 혜택이 발레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미치

는 영향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강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11은 기각되었다.

본 연구의 열두 번째 연구가설에서는 실용적 혜택이 발레 피트니스

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징적 혜택이 발레 피

트니스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미치는 영향보다 통계적으로 유

의하고 강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연구 결과 혜택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실용적 혜택

이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징

적 혜택이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미치는 영향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강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12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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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최종모형의 가설검정 결과

구분 가설
채택/기각 

여부

H1-1
상징적 혜택은 발레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2
실용적 혜택은 발레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1
발레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은 발레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2
발레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발레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채택

H2-3
발레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력은 발레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3-1
상징적 혜택은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3-2
실용적 혜택은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4-1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은 발레 피트니스 참여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4-2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발레 피트니스 참여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4-3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력은 발레 피트니스 참여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5
상징적 혜택이 발레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실용적 혜택이 발레에 대

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강하게 영항을 미칠 것이다. 
기각

H6
실용적 혜택이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징적 혜택이 발레 피트

니스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강하게 영항을 미칠 것이다. 
기각



- 54 -

제 6 장 논의 및 제언

제 1 절 논의

본 연구는 혜택(benefits) 변수가 추가된 확장된 계획된 행동 이론을

바탕으로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의 참여의도를 예측하고 변인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연구 가설

을 검증한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계획된 행동 이론의 추가 예측변수인 혜택이 매개변인인 경험적 혜

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첫 번째 가설의 경우 상징적 혜택이 발레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상징적 혜택이

발레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발레에 대한 상징적 혜택이 증가할수록 발레에 대

한 경험적 혜택(태도)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가설은 실용적 혜택이 발레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실용적 혜택이 발

레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발레에 대한 실용적 혜택이 증가할수록 발레에 대한 경험적 혜

택(태도)이 긍정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첫 번째, 두 번째 가설 모두

혜택이 증가할수록 소비자의 태도는 긍정적일 것이라는 Keller(1993)의

주장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여섯 번째 가설의 경우 상징적 혜택이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상

징적 혜택이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정(+)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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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상징적

혜택이 증가할수록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곱 번째 가설은 실용적 혜택이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험적 혜택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실용적

혜택이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발레에 대한 실용적 혜택이 증가할수록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이 긍정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

섯 번째, 일곱 번째 가설 모두 특정 상품시장의 존재 이유가 소비자의

추구하는 혜택에 있고, 혜택이야말로 브랜드 태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

수임을 주장하는 Haley(1968)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2. 계획된 행동 이론의 경험적 혜택(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

제력 변인이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세 번째 가설은 발레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이 발레의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발레에 대한 경

험적 혜택(태도)은 발레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발레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소비자들

이 발레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도는 신념과 외부

적 평가에 의해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발레에 대한 높은 경험적 혜

택(태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외부 관련된 전문가, 혹은 관계자의 평

가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앞서 경험적 혜택(태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상징적 혜택, 실용적 혜택에 대한 외부의 평가

를 통해 소비자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야 한다.

네 번째 가설은 발레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발레의 참여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발레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발

레의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변의

영향력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시선이나 견해가 발레의 참여의도에 영향



- 56 -

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모형의 표준화계수 결과를 살펴

보면 계획행동이론의 세 가지 예측변수 중 주관적 규범이 발레의 참여의

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열한 번째 가설과

같이 발레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대해 상징성 혜택과 실용성 혜택

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주변의 개인이나 집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주관적 규범이 발레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

회적 자아로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를 만

족시켜주는 상징적 혜택 또한 발레의 참여의도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섯 번째 가설은 발레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 발레의 참여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발레에 대한 지각된 행

동 통제력은 발레의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도

출하였다. 발레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 높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

에 따라 언제든지 발레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Ajzen(1985)은 계

획행동이론에 행동의도와 실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지각된

행동 통제력을 추가하였으며, 계획행동이론의 예측변수인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허진영과 최헌혁(2008)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여덟 번째 가설은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이 발레 피

트니스의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은 발레 피트니스의 참여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발레 피

트니스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발레 피트니스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홉 번째 가설은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발레 피트니스

의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발레 피트

니스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발레 피트니스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변의 영향력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시

선이나 견해가 발레 피트니스의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가설 모두 계획행동이론에 과거행동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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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스포츠 이벤트 참여의도를 연구하여 계획행동이론의 예측변수인 태

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력 모두 참여의도와 긍정적으로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난 Cunningham & Kwon(2003)의 연구 결과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열 번째 가설은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 발레 피

트니스의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력은 발레 피트니스의 참여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 높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발레

피트니스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모형의 표준화계수 결

과를 살펴보면 발레와 비교했을 때, 계획행동이론의 세 가지 예측변수

중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 발레 피트니스 참여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ang(1998)의 연구에서도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

행동의도에 더 나은 예측변수라는 결과가 나타나 이를 지지해준다. 지각

된 행동 통제력은 개인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를 바탕으로 했을 때 본인

의 의지에 따라 발레 피트니스에 쉽게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

로 발레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발레 피트니스와 같은 접근성이

낮은 다른 운동과 결합하여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판단된다. 또한 소비자가 보다 활발하게 발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

레가 어렵다는 인식을 줄이고 소비자의 지각된 행동 통제력을 갖출 수

있는 개인적 요소, 환경적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혜택이 경험적 혜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열한 번째 가설과 열두 번째 가설의 경우 상징적 혜택과 실용적 혜택

이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

이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험

적 혜택(태도)에 대해 상징적 혜택과 실용적 혜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이는 발레에 참여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입문 단계에서 발레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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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것 자체를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신선영 & 윤태

진(2016)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신선영 & 윤태

진(2016)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레에 참여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발레

를 구별짓기의 방식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오히려 고급문화인 발레와 자신

의 계층적 위치 사이의 거리를 멀게 인식하고,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행

위로 인식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발레를 한다는 것을 드러내기보다 운동

을 한다고 말하거나 무용을 한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즉, 발

레가 실제로 고급문화로서 상징적인 혜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발레에 참여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발레를 참여하면 할수록 상당

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전문적인 활동으로 새롭게 인식하기 때문에 이

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발레 피트니스의 경우에도 실용적

혜택이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징적 혜택이 미치

는 영향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강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

였으나 혜택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발레 피트니스가

발레와 피트니스라는 운동과 결합한 것이라는 점이 소비자와의 거리를

좁혀주고 오히려 발레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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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언

1.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는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체계적 구조를 통해

규명할 수 있는 계획된 행동 이론을 이용하여 비슷한 두 가지 유형의 프

로그램의 의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또한 발레와 발레 피트

니스 참여의도를 비교하는데 기존의 계획된 행동 이론에 설명력을 높이

기 위하여 발레를 일반적인 소비 상품과는 다른 공연예술로서 바라보고

감정적, 다감각적 측면을 설명할 수 있는 혜택을 이용하여 경험적 소비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발전시켜 소비자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것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학문적 시사점이 있

다고 사료된다.

그동안 무용은 참여활동으로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오지 못하였으나

발레의 대중화와 참여 운동으로서 확립을 위해서 소비자가 추구하는 것

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발레

참여에 계획된 행동 이론을 적용한 연구라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

다. 과거의 연구는 발레를 관람 활동으로 보았지만 발레를 참여 활동으

로 보는 연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이 발레 활동에 참여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 이론에 혜택을 적

용함으로써 일반적인 소비자 상품과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발레와 같은

정서적, 다감각적 활동의 맥락에서 다를 수 있다.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

는 발레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서로 다

른 영향에 의하여 참여 의도가 달라진다고 사료된다.

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소비자들이 어떤 심리적 요인에 의해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에 대해 행동 의도성이 생기는지 파악하여 이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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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발레를 다른 운동과 비교하여 참여 운동으로서의 차별화된 마케

팅 요소를 찾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계획

된 행동 이론의 주요 변수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력에

혜택이라는 변수를 추가하여 이들이 소비자가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 참

여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발레가 관람문화에서 참

여운동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참여운동으로서의 확립을 위하여 소비자

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소비자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의도를 설명하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다. 본 연구는 발레와 발

레 피트니스에 관한 소비자의 소비 가치와 기준을 각각의 이에 대한 태

도,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력, 그리고 혜택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무용

산업에서 중요한 실무적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서는 소비자들이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 높을수록

발레 피트니스 참여의도가 높을 것이라고 나타났기에 이를 활용하여 발

레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개인적 요소, 환경적 요소를 만들어주는 마

케팅 방안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현장에 있는 발레

경영진들은 발레 참여의 경험적 측면을 강조하고 자기 표현의 감정과 동

기를 소비자들에게 드러낼 수도 있다. 또한 지각된 행동 통제력에 대해

서는 참여 활동으로서의 발레가 고전 발레의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전략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으며 향후 지

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연

구를 실행하여 표본의 대표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발레와 발레 피트

니스에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과 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용이할 것이라

판단되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소비자들로 제한하였지만 향후 연구에

서는 전국적인 규모의 조사연구를 진행한다면 더욱 견고한 연구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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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혜택 변수를 계획된 행동 이론에 기초한 확장된 계

획된 행동 이론의 선행변수로서 투입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후 연구에

서는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의 참여의도의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더

다양한 변수들을 적용하여 진행한다면 보다 폭넓은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계획행동이론 예측변수를 위해 도출조사를 시행

하지 않고 기존의 선행연구 측정도구를 참고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발

레와 발레 피트니스 관련 척도를 위해 도출조사를 시행하여 자료를 수집

한다면 더욱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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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 이론을 통하여 변수들이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계획행동이론에 혜택 변수를 도입

하여 이에 따라 소비자의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의

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징적 혜택이 발레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용적 혜택이 발레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발레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이 발레의 참여의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발레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발레의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발레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 발레의 참여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상징적 혜택이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실용적 혜택이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이 발레 피트니스의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발레 피트니스의 참여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째,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 발레 피트니스의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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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째, 상징적 혜택과 실용적 혜택에 따라 발레에 대한 경험적 혜택

(태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열두째, 상징적 혜택과 실용적 혜택에 따라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

험적 혜택(태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상징성, 실용성 혜택 모두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징성, 실

용성 혜택이 증가할수록 경험적 혜택(태도)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혜택에 따른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경험적 혜택(태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징적, 실용적 혜택이 증가될수

록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의 참여의도가 높아지고 이에 대해 경험적 혜택

(태도)이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계획된 행

동 이론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력은 발레 참여의도에는

주관적 규범이, 발레 피트니스 참여의도에는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에 대한 혜택이 증가할 때 경험적 혜택(태도)을

높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참여의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발레와 발

레 피트니스에 대한 혜택에 관해 소비자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발레 프로그램의 경우, 발레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접근성을 낮추어 지각된 행동 통제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야 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발레가 어렵다는 인식을 줄이기 위해 개인적

요소, 환경적 여건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발레 참여 활동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혜택을 찾아 이를 통해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

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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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dicting Intentions to Pursue

Ballet and Ballet Fitness

Using an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Lee, Sangbi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the predictive

variables i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ttitudes,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the perceived benefits of

ballet and ballet fitness on the participation intentions of individuals.

To fulfill this purpose, a survey study was conducted with 207

participants.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in a context of

participating in a highly symbolic and hedonic activity such as ballet,

the symbolic and functional benefits’ influence are both considered

when making judgments about the hedonic benefits of the activity.

For ballet, Although it was hypothesized that the influe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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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ic benefits on hedonic benefits (attitude) would be stronger

than the influence of functional benefits on hedonic benefits (attitude),

results revealed that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However, analysis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variables

revealed that subjective norms were most influential in predicting

ballet participation intention, followed by hedonic benefits (attitude)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For ballet fitness, Although it was

hypothesized that the influence of functional benefits on hedonic

benefits (attitude) would be stronger than the influence of symbolic

benefits on hedonic benefits (attitude), results revealed that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However, analysis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variables revealed that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were most influential in predicting ballet fitness

participation intention, followed by hedonic benefits (attitude) and

subjective norms. The analysis of direct and indirect effects revealed

that the hedonic benefits (attitude)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both symbolic and functional benefits and ballet participation intention.

Although past studies have treated ballet as a viewing experience,

scant research exists on ballet as a participatory activit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influences individuals to participate.

Further,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applying benefits

to the TPB model, the role of benefits, and hedonic benefits in

particular, may be different in the context of a ‘high-culture’,

emotional, and multi-sensory activity, such as ballet, as compared to

general consumer products and services. Practically, managers in the

ballet industry may appeal to the consumers by highlighting the

hedonic aspects of ballet participation and by appealing to the

emotions and motives for self-expression. Also, regarding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it would seem important to imp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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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strategies that deliver the message that ballet as a

participation activity is different from the common perceptions of

classical ballet.

keywords : Benefits, Theory of Planned Behavior, Ballet, Ballet

Fitness, Participation

Student Number : 2018-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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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계획행동이론을 중심으로 한 

발레와 발레 피트니스 참여의도 비교”에 관한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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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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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 임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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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레란?

   신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표현하는 예술로서

   신체 자체가 예술적 표현의 수단이 되는 장르를 의미합니다. 

※ 다음은 발레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생각

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빠짐없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 15번)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Q1
나는 발레 참여를 통해서 남에게 돋보

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2
나는 발레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경제적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3
나는 발레 참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관심

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4
나는 발레 참여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차별

성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5
나는 발레 참여를 통해서 개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Q6
나는 발레 참여를 통해서 신체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7
나는 발레 참여를 통해서 멋진 신체 라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8
나는 발레 참여를 통해서 근육을 발달시

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9
나는 발레 참여를 통해서 신체적 균형미

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10
나는 발레 참여를 통해서 자세를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Q11
나는 발레 참여가 매력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12
나는 발레 참여가 아름다운 동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13
발레 참여는 나를 흥분되게 할 수 있을 것

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14
발레 참여는 나를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15
발레 참여는 나를 쾌활하게 할 수 있을 것

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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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발레 참여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선택지에 빠짐없이 표

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 30번)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Q16 나는 발레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17 나는 발레를 하는 것이 기쁘다고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18 나는 발레를 하는 것이 좋다고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19 나는 발레를 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20 나는 발레를 하는 것이 즐겁다고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Q21
나에게 중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발레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22
내가 발레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23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발레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Q24
나는 발레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

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25
나는 원하면 언제든지 발레를 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26
내가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발레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27
발레를 하는 것은 내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

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Q28 나는 언젠가 발레를 할 의도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29 나는 언젠가 발레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30 나는 언젠가 발레를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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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레 피트니스란?

   발레(Ballet)와 피트니스(Fitness)를 결합한 운동으로서 기존의 발레 동작과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트레이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다음은 발레 피트니스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

소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빠짐없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 15번)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Q1
나는 발레 피트니스 참여를 통해서 남에

게 돋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2
나는 발레 피트니스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3
나는 발레 피트니스 참여를 통해서 다른 사

람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4
나는 발레 피트니스 참여를 통해서 다른 사람

과 차별성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5
나는 발레 피트니스 참여를 통해서 개성

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Q6
나는 발레 피트니스 참여를 통해서 신

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7
나는 발레 피트니스 참여를 통해서 멋진 

신체 라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8
나는 발레 피트니스 참여를 통해서 근

육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9
나는 발레 피트니스 참여를 통해서 신체적 

균형미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10
나는 발레 피트니스 참여를 통해서 자

세를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Q11
나는 발레 피트니스 참여가 매력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12
나는 발레 피트니스 참여가 아름다운 동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13
발레 피트니스 참여는 나를 흥분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14
발레 피트니스 참여는 나를 신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15
발레 피트니스 참여는 나를 쾌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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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은 발레 피트니스 참여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선택지에   

빠짐없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 30번)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Q16
나는 발레 피트니스를 하는 것이 유익

하다고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17
나는 발레 피트니스를 하는 것이 기쁘

다고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18
나는 발레 피트니스를 하는 것이 좋다

고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19
나는 발레 피트니스를 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20
나는 발레 피트니스를 하는 것이 즐겁

다고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Q21
나에게 중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발레 

피트니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22
내가 발레 피트니스를 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23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발

레 피트니스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Q24
나는 발레 피트니스를 하는 것이 가능하

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25
나는 원하면 언제든지 발레 피트니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26
내가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발레 피트니스

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27
발레 피트니스를 하는 것은 내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Q28
나는 언젠가 발레 피트니스를 할 의도

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29
나는 언젠가 발레 피트니스를 할 계획

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30
나는 언젠가 발레 피트니스를 할 것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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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일반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 5번) 

1. 귀하의 성별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여성          ② 남성

2. 귀하의 출생년도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년 

3. 귀하의 결혼 유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혼          ② 미혼

4. 귀하의 최종 학력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2·4년제) 재학(졸업)

⑤ 대학원(석사) 재학(졸업)          ⑥ 대학원(박사) 재학(졸업)

⑦ 기타(                    )

5. 귀하 가족의 월수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200만원 미만                    ②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③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④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⑤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⑥ 600만원 이상 

⑦ 기타(                    )

<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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