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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한국사회체육학회 회원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학술대회를 한서대학교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함기선 총장님과 임명재 교육혁신원장님께 깊이 감사드
립니다.

이번 2021년은 사회체육을 학문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연구 및 발전시킨다

는 취지로 1990년 8월 24일 한국사회체육학회가 설립된 이후 31주년을 맞는 해
입니다. 비록 최근에 와서 사회체육이라는 용어는 생활체육이라는 용어로 더욱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국내 대학교의 관련 학과들도 기존의 사회체육학과에서 생활체육학과 및 다양한 형태
의 체육 관련 용어로 변화되어왔지만 우리 학회는 여전히 사회체육이라는 용어의 고수를 통해 용어의 역사성을 유
지하는 동시에 사회체육-생활체육 분야의 연속선상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1993년 4월 한국

사회체육학회지 창간호는 발행한 이래 총 85개호 연간 243건의 논문 발행 및 6,200여명 규모의 회원수를 보이면서
체육학 분야에서 선도적인 학회로 자리매김하여 설립 취지를 성공적으로 이룬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러한 발전을 토대로 우리 학회지는 2021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영예롭게도 100점 만점에 96.22점의 탁

월한 점수를 획득하여 등재학술지 유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학회 회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수고의 덕분이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생활체육을 위한 뉴테크놀로지 적용”이라는 주제를 갖고 개최하며, 한국연구재단

의 2021년 학술대회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뉴노멀(new
normal) 라이프스타일로 진입하는 환경변화에 발맞춰 생활체육 분야 역시 교육, 산업 및 시설, 데이터 분석 등의
세부 분야에서 뉴테크놀로지(new technology)를 기반으로 한 생활체육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학문적 방향성 때문

입니다. 나아가 이번 추계학술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스포츠 산업기술과 생활체육 시장의 경쟁력
을 높이고, 생활체육 분야의 새로운 직업군 개척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학회는 2019년에 시작하여 이번 해까지 3년 동안 국내외 스포츠테이핑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나사라테이

핑 회사의 총2,500만원의 후원금을 기반으로 매년 사회체육(생활체육) 분야에서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연구자들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나사라학술상”을 제정하였으며, 2019년 3개 논문의 연구자, 2021년 2개 논문의 연구자, 2021
년 3개 논문의 연구자들에게 각각 상패와 상금을 수여해왔습니다. 나사라학술상의 제정 및 시상으로 앞서 언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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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회의 근본적 설립 취지를 더욱더 살릴 수 있었으며, 기업이윤을 생활체육 분야의 연구 촉진을 위해 환원하
는 ㈜나사라테이핑 김창림 대표님의 고귀한 뜻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학회 회원여러분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12월 3일
한 국 사 회 체 육 학 회
회 장

김 승 재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v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주제발표
좌장 : 류성옥 (고려대학교)
발제1 미국 체육교사 교육과 학교 체육에서 뉴테크놀로지 적용……………………………………………………………… 3
발제2 Applic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GIS) in Active

김인숙 Kent State University 교수

Living Community Development…………………………………………………………………………………… 11
김진원 University of Florida 교수

발제3 Data Analytics in Sport : How to visualize data using Tableau…………………………………………… 30
김태호 · 최완용 University of North Florida 교수

종합토론
▷ 토론자 1: 최윤소(건국대학교, 교수)
▷토론자 2: 김한범(한경대학교, 교수)
▷토론자 3: 성호준(인천대학교, 교수)

인문사회 1

좌장 : 조성원 (안동대학교)

1. 지속가능한 여가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스토리텔링 개발과 증강현실 기반 모바일 플랫폼 적용: 평창군 사

례를 중심으로……………………………………………………………………………………………………………… 85
김민규 · 박찬민 인하대학교

2.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영 인식변화 연구: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 87
이양 한양대학교 · 이제승 동국대학교 · 이근 한양대학교 · 이성노 한양대학교

3. 무용전공대학생의 자기관리가 회복탄력성 및 무대불안에 미치는 영향 ……………………………………………… 90
김경민 · 김현진 · 박수미 · 이성노 한양대학교

vi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4. 신체활동 VR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한 몰입, 운동효과 검증… ………………………………………………………… 93
이제욱 중앙대학교

5. COVID-19 시대의 노인참여 ‘건강백세운동교실’ 실태조사 및 문제점 개선 방안… ………………………………… 96
이승아 · 이선영 · 이태현 · 마수 · 이성노 한양대학교

6. 운동선수의 SNS 중독이 부정적 정서상태와 사회건강상태 및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 98
김진우 · 허정훈 · 서성우 중앙대학교

7. 더블튜터링이 학생선수의 대학생활적응 및 핵심 역량에 미치는 영향…………………………………………………101
염희옥 동국대학교 · 김한범 한경대학교 · 정진욱 동국대학교

8. 아마추어 농구선수의 심판판정인식이 자기통제력 및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103
최현수 · 임형종 · 이제승 · 이성노 한양대학교

9. 통합기술수용이론을 적용한 노년층의 스포츠 웨어러블 사용행위… …………………………………………………106
고대선 단국대학교 · 최영래 건국대학교

10. 빅데이터를 활용한 COVID-19 시기의 홈트레이닝 발전 경향 분석……………………………………………………108
두송지엔 · 이제승 · 조아라 · 이성노 한양대학교

11. 스트릿 댄스 참여자의 신체적 자기지각, 운동몰입 및 심리적 행복감 간의 관계… …………………………………111
신예라 · 김예슬 · 여인성 연세대학교

12.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민간보험사 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기관운영 및 국가역할 인식이 국민 삶의 질 인식에 미치

는 영향………………………………………………………………………………………………………………………116
이완영 한양대학교 · 권웅 제주대학교

인문사회 2

좌장 : 박형란 (제주대학교)

13. 스포츠 이벤트의 서비스 품질, 참가만족, 행동의도, 스포츠 이벤트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 : 2021 고양시-KTA 태권

도장 교육산업박람회를 중심으로…………………………………………………………………………………………121
윤은혜 · 이루시 · 송정명 · 조성균 경희대학교

14. 요가지도자의 지도유형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감정반응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123
홍효진 · 조성균 경희대학교

15. SNS 중심의 모바일 광고가 청소년의 스포츠의류 구매만족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중매체(TV)와 SNS(인

스타그램)의 비교… ………………………………………………………………………………………………………126
김창완 · 권형일 · 신재은 중앙대학교

16. 초등학교 수련생이 인식한 태권도 재미요인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운동열정의 매개효과… ……………128
변재석 · 조성균 경희대학교

17. 중국 근대 민간 무술명가(名家) 왕자평(王子平)에 관한 문헌적 연구…………………………………………………130
YAO YAO · 조성균 경희대학교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vii

18. 청말(淸末) 시기 중국 전통무술 매화권(梅花拳)이 주는 사회 · 문화적 의미 -의화단(義和團) 사건을 중심으로-… 134
WU JINGE · 조성균 경희대학교

19. 코로나19에 따른 대학 교양체육 실기수업의 온라인 수업 운영과 강사의 어려움에 대한 질적사례연구……………138
김승환 · 천성민 인하대학교

20. e스포츠 소비자들의 관여도에 따른 스폰서십 인식 정도 분석… ………………………………………………………140
신재호·양도업·배상우 고려대학교

21. 노인의 진지한 여가, 여가만족, 생활만족, 심리적 행복감 간의 관계… ………………………………………………143
안병욱 한서대학교

22. 생활체육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태권도 지도자의 교육 변화 필요성… ………………………………………………146
김유진 · 이다은 · 박세혁 · 서희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3.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통한 애슬레저 의류 구매결정요인에 관한 연구………………………………………………148
박세림 · 양도업 · 배상우 고려대학교

24. 재무분석 및 종합지수분석을 통한 국내 프로야구단의 경영성과 분석 연구… ………………………………………152
장주화 · 김일광 한국체육대학교

운동과학 1

좌장 : 하민성 (동국대학교)

1. 전신진동운동이 노인의 근육 기능에 미치는 영향: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157
김현주 연세대학교 · 박성은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 전형규 연세대학교 · 이세용 연세대학교

2. 배드민턴 선수 위치추적을 위한 딥러닝 모델 개발 및 적용… …………………………………………………………160
양준석 · 박성제 중앙대학교

3. 중등부 축구선수의 달리기 중 발목 관절각도와 정적 측정 간 관계… …………………………………………………163
이인제 연세대학교 · 전형규 연세대학교 · 하성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이세용 연세대학교

4. 탄성밴드와 짐볼을 이용한 목 어깨 안정화 운동이 경부 통증 및 경추 정렬에 미치는 영향… ………………………165
돤란 · 전문범 · 황민경 · 이성노 한양대학교

5. 혈류제한 트레이닝(BFRT)이 허벅지 근육형태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메타분석… …………………………………168
주호 · 황민경 · 이근 · 이성노 한양대학교

6. Effects of Enhanced Expectancy, Autonomy Support, and External Focus of Attention on the

Learning and Performance of Martial Art Patterns… …………………………………………………………170
Dong-Won Yook Yonsei University · Denny Eun Shingu College

7. 스포츠 테이핑 효과에 대한 국내 연구 경향과 역할: DBpia 검색 기반… ……………………………………………171
고재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viii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8. 운동훈련 및 운동중지가 심방세동환자의 혈관내피세포기능과 동맥경직도에 미치는 영향: 무작위 임상 시험의 1년

추적 연구 … ………………………………………………………………………………………………………………173
김성대 · 이희혁 · 정일규 한남대학교

운동과학 2

좌장 : 우진희 (동아대학교)

9. 6주간의 신경근 훈련 프로그램이 태권도 선수들의 동적·정적 밸런스에 미치는 영향 : 운동 역학적 분석과 무작위

배정 연구……………………………………………………………………………………………………………………177
임형주 연세대학교 · 이세용 연세대학교

10.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아동의 운동중재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179
김영욱 · 최지아 · 오수학 인하대학교

11. 평형성 강화 훈련이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182
박재성 국립공주대학교

12. 크로스핏 운동이 TPI 파워 테스트 기록에 미치는 영향…………………………………………………………………185
이적 · 김창욱 부산외국어대학교

13. 당뇨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최적의 신체활동량 분석 연구: 국체신체활동설문지(GPAQ)를 활용하여… …………188
박종석 · 김상호 고려대학교

14. 요부 테이핑과 스트레칭 운동 중재가 만성요통 주부의 설거지 시 몸통가동범위와 압통,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191
오정환 · 유원이 · 신의수 충남대학교

15. 투수의 구속에 영향을 미치는 운동학적, 운동역학적 변인 분석… ……………………………………………………195
조준행 에스에스티컴퍼니 · 이대연 강남대학교

16. Sarcopenia 노인의 명상 및 통합운동이 건강체력과 항노화호르몬 및 근감소증인자에 미치는 효과… …………197
홍가람 · 백선홍 · 민도겸 · 김봉조 · 박상갑 · 김은희 동아대학교

17. 위드 코로나 시대 운동과학의 역할과 방향성 탐색………………………………………………………………………200
이대연 강남대학교

포스터발표
1. 운동의 항당뇨 효과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계량서지학적 방법………………………………………………………205
김수빈 · 최예림 · 강민경 · 김승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ix

2. 전문무용인의 라인댄스 강사 활동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207
김희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원정 부산대학교 · 박휴경 연세대학교

3. 노인의 복합중재 디바이스 활용을 위한 신체 행동강화 연계 전략기술 개발 …………………………………………209
김지태 · 고대선 · 김욱 · 황기선 · 정서호 · 김환 단국대학교 · 구교만 백석대학교 · 홍상민 김천대학교 · 정태린 단국대학교

4. 공공자전거의 서비스 품질이 운동만족도 및 지속적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 : 따릉이를 중심으로 ………………213
박성준 · 조준석 · 윤유진 · 이선미 경기대학교

5. 웨어러블 디바이스 (Apple Watch) 를 활용한 헬스케어 앱의 서비스 품질이 운동몰입 및

운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Apple 건강 앱을 중심으로… ……………………………………………………………216
이광용 · 권진수 · 박다영 · 박준 경기대학교

주제발표

좌장 : 류성옥 (고려대학교)
발제 1 미국 체육교사 교육과 학교 체육에서 뉴테크놀로지 적용
김인숙 Kent State University 교수
발제 2 Applic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GIS) in Active Living Community Development
김진원 University of Florida 교수
발제 3 Data Analytics in Sport : How to visualize data using Tableau
김태호·최완용 University of North Florida 교수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미국 체육교사 교육과 학교 체육에서 뉴테크놀로지 적용
김

인

숙 Kent State University 교수

3

4

미국 체육교사 교육과 학교 체육에서 뉴테크놀로지 적용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5

6

미국 체육교사 교육과 학교 체육에서 뉴테크놀로지 적용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7

8

미국 체육교사 교육과 학교 체육에서 뉴테크놀로지 적용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9

10

미국 체육교사 교육과 학교 체육에서 뉴테크놀로지 적용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Applic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GIS)
in Active Living Community Development
김

진

원 University of Florida 교수

11

12

Applic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GIS) in Active Living Community Development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13

14

Applic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GIS) in Active Living Community Development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15

16

Applic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GIS) in Active Living Community Development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17

18

Applic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GIS) in Active Living Community Development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19

20

Applic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GIS) in Active Living Community Development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21

22

Applic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GIS) in Active Living Community Development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23

24

Applic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GIS) in Active Living Community Development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25

26

Applic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GIS) in Active Living Community Development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27

28

Applic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GIS) in Active Living Community Development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29

30

Data Analytics in Sport : How to visualize data using Tableau

Data Analytics in Sport : How to visualize data using Tableau
김태호·최완용 University of North Florida 교수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31

32

Data Analytics in Sport : How to visualize data using Tableau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33

34

Data Analytics in Sport : How to visualize data using Tableau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35

36

Data Analytics in Sport : How to visualize data using Tableau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37

38

Data Analytics in Sport : How to visualize data using Tableau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39

40

Data Analytics in Sport : How to visualize data using Tableau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41

42

Data Analytics in Sport : How to visualize data using Tableau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43

44

Data Analytics in Sport : How to visualize data using Tableau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45

46

Data Analytics in Sport : How to visualize data using Tableau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47

48

Data Analytics in Sport : How to visualize data using Tableau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49

50

Data Analytics in Sport : How to visualize data using Tableau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51

52

Data Analytics in Sport : How to visualize data using Tableau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53

54

Data Analytics in Sport : How to visualize data using Tableau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55

56

Data Analytics in Sport : How to visualize data using Tableau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57

58

Data Analytics in Sport : How to visualize data using Tableau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59

60

Data Analytics in Sport : How to visualize data using Tableau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61

62

Data Analytics in Sport : How to visualize data using Tableau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63

64

Data Analytics in Sport : How to visualize data using Tableau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65

66

Data Analytics in Sport : How to visualize data using Tableau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67

68

Data Analytics in Sport : How to visualize data using Tableau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69

70

Data Analytics in Sport : How to visualize data using Tableau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71

72

Data Analytics in Sport : How to visualize data using Tableau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73

74

Data Analytics in Sport : How to visualize data using Tableau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75

76

Data Analytics in Sport : How to visualize data using Tableau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77

78

Data Analytics in Sport : How to visualize data using Tableau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79

80

Data Analytics in Sport : How to visualize data using Tableau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81

인문·사회과학 1

좌장 : 조성원 (안동대학교)
1 지속가능한 여가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스토리텔링 개발과 증강현실 기반 모바일 플랫폼 적용: 평창
군 사례를 중심으로
김민규 · 박찬민 인하대학교

2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영 인식변화 연구: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이양 한양대학교 · 이제승 동국대학교 · 이근 한양대학교 · 이성노 한양대학교

3 무용전공대학생의 자기관리가 회복탄력성 및 무대불안에 미치는 영향
김경민 · 김현진 · 박수미 · 이성노 한양대학교

4 신체활동 VR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한 몰입, 운동효과 검증
이제욱 중앙대학교

5 COVID-19 시대의 노인참여 ‘건강백세운동교실’ 실태조사 및 문제점 개선 방안
이승아 · 이선영 · 이태현 · 마수 · 이성노 한양대학교

6 운동선수의 SNS 중독이 부정적 정서상태와 사회건강상태 및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김진우 · 허정훈 · 서성우 중앙대학교

7 더블튜터링이 학생선수의 대학생활적응 및 핵심 역량에 미치는 영향
염희옥 동국대학교 · 김한범 한경대학교 · 정진욱 동국대학교

8 아마추어 농구선수의 심판판정인식이 자기통제력 및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최현수 · 임형종 · 이제승 · 이성노 한양대학교

9 통합기술수용이론을 적용한 노년층의 스포츠 웨어러블 사용행위
고대선 단국대학교 · 최영래 건국대학교

10 빅데이터를 활용한 COVID-19 시기의 홈트레이닝 발전 경향 분석
두송지엔 · 이제승 · 조아라 · 이성노 한양대학교

11 스트릿 댄스 참여자의 신체적 자기지각, 운동몰입 및 심리적 행복감 간의 관계
신예라 · 김예슬 · 여인성 연세대학교

12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민간보험사 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기관운영 및 국가역할 인식이 국민 삶의 질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이완영 한양대학교 · 권웅 제주대학교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85

지속가능한 여가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스토리텔링 개발과 증강현실
기반 모바일 플랫폼 적용: 평창군 사례를 중심으로
김민규 · *박찬민 인하대학교

Ⅰ. 서 론
새로운 산업혁명이 가져올 문화적 변화와 시사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여가문화관광 콘텐츠 및 실감콘텐츠를 개발

하는 과정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여가문화관광 콘텐츠 자원을 보유한 강원도 평창군을 활용하고자 한다. 평창군은 ‘메

밀꽃 필 무렵’ 소설의 공간적 배경으로 매우 높은 가치의 브랜드와 콘텐츠를 보유한 지역이다. 또한 1년 내내 끊이지 않는
「관·민」 지원 지역 축제, 월정사 등 지역관광명소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경기대회

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한 레거시(legacy)는 우리나라 단일 타지방자치단체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여가문화관광 콘텐츠
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내 여가문화관광 콘텐츠의 구조화와 지역밀착형 스토리텔링 개발, AR 기술
구현 등의 과학적이고 창조적인 과정 제시를 통해 평창군의 지속가능한 여가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있다.

Ⅱ. 연구방법
단일지방자치단체의 여가와 문화, 관광 콘텐츠와 산업혁명 핵심기술과의 융합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

방법을 고려하였다. 특히 새로운 산업혁명이 가져올 문화적 변화와 시사점을 고려하기 위해 여가문화관광 콘텐츠의 구
조화와 지역밀착형 스토리텔링 개발, AR 기술 구현 등의 과학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문헌연구, 전문가협의, 계층화분석, 자문위원 내용평정 등을 활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여가문화관광 콘텐츠 제안과 관련하여 우선순위 산정 결과와 전문가 자문의견, 그리고 연구진 회의 결과 등을 취합하

여 증강현실 기반 모바일 관광 플랫폼 구축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총 9개의 관광 콘텐츠 -평창효석문화제, 청옥산

깨비마을, 청옥산 육백마지기, 평창올림픽기념관, 평창바위공원, 평창송어축제, 대관령눈꽃축제, 팔석정, 뮬리공원- 을
선정하여 주요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평창군 여가문화관광 콘텐츠 최종 선정을 위한 발주기관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거점 6곳과 각 거점별 4개 스팟 등 총 21개의 여가문화관광 콘텐츠가 최종 선정되었다. 특히
이 연구는 평창군 증강현실(AR) 기반 모바일 관광 플랫폼 구축 용역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cm_park@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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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거점은 해당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행사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평창송어축제의 경우 단일 콘텐츠로서

별도의 스팟을 지정하지 않고 증강현실(AR) 기술로 상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한편 6개 거점 중
월정사가 추가되었다. 이는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장소이자 평창군 내에서도 역사적 가치가 높은 여가문화관광
콘텐츠이기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선정되었다. 최종적으로 선정/개발된 여가문화관광 콘텐츠는 차후 발표를 통
하여 언급하도록 하겠다.

Ⅳ. 결 론
여가문화관광 콘텐츠의 탐색과 구조화, 우선순위 산정 등의 과정을 통해 선정된 콘텐츠의 스토리텔링을 실시하였다.

이는 같은 콘텐츠라도 스토리텔링 과정을 통해 여가문화관광 콘텐츠의 고유성과 차별성이 부여되기 때문이다(신현식,

2010). 특히 장소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해석하고 가공하여 여가문화관광 콘텐츠의 지속가능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관광지의 스토리텔링 기법의 적용은 스토리 테마별, 활용 유형별, 스토리 출처별 등으로 구분하지

만, 이런 방식으로는 스토리 문화관광자원의 외재적인 형태는 알 수 있지만, 내재적인 속성을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박인규, 2019). 본 연구는 평창군의 여가문화관광 콘텐츠 탐색과 구조화, 지역밀착형 스토리텔링 개발 등

단계별로 문헌연구, 전문가협의, 계층화분석, 자문위원 내용평정 등의 과학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을 통해 콘텐츠의 지속
가능성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개발된 스토리텔링의 AR 구현과정에서 스토리텔링을 수정하였다. 이는 전술하였듯이 여

가문화관광 콘텐츠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인 AR 구현과정에서 다양한 고려사항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첫째, 불특정 다수
의 관광객 모바일 사양에 따른 물리적 제한사항(발열 등)을 고려하였다. 둘째, AR 모바일 플랫폼 등록을 위해 글로벌 기
업인 Google 정책에 근거하여 용량을 조정하였다. 셋째, 여가문화관광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플롯과 디지털 활자 가독성

간 최적의 절충안을 고려하였다. 이는 여가문화관광 콘텐츠는 물론, 인문학의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구현 과정에서 보
이는 한계가 아닌 여가문화관광 콘텐츠의 자원화와 지속가능성 부여, 기술 구현의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론적
제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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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포츠 중에서 수영은 참여 및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어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김범, 백현, 2008). 수영은 1896

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 경기대회부터 현재 2020년 제32회 도쿄 올림픽 경기대회까지 필수종목으로 한 번도 빠지지

않았으며, 올림픽 인기종목으로 인정받고 있는 유서 깊은 종목이다(차지나, 2016). 또한, 수영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다르며, 중국 인식은 사람의 모든 인지활동 즉, 감지, 기억, 자유, 상상을 위한 이해와 발생 등 심리현상을 통칭한다(栗
繼祖, 2014). 한국 인식은 근세 초기에 이르러 국민의 보건 교육 그리고 여가선용으로 의사와 교육자들의 주장에 의해

서 수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가치가 인식되었다(최애린, 2002). 수영은 전신운동으로 신체의 균형성 발달, 유연성,

지구력, 근력 등 기초 체력을 높이며 물에 대한 친근감, 자제력 등을 높일 수 있는 운동이다(김재구, 2021). 특히 수영
은 한국에서 실내 수영장의 활성화로 계절을 가리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여가 운동으로서 가장 인기있는 종목으로 주

목받고 있다(김건우, 2021). 한국 수영 참여자 대부분은 생활체육참여자가 대다수이다. 또한, 수영은 건강한 삶을 영

위하고 생존에 필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의무적으로 교육하고 있다(조미혜, 이은미, 김승환, 2016). 수영에 대한 중국
사람의 인식은 한국과는 달리 엘리트 체육에 집중되어있고, 생활체육으로써 수영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은 한국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黃波(2009)은 수영이라는 스포츠는 인간 문명과 사회의 산물이며 중국

스포츠 이론가들은 생활체육 수영 개발에 대해 다양한 수준의 연구를 수행했다. 수영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활

기술이자 생존기술로 대중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블로그, 웹문서 등의 비정형
적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수영의 인식을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인 수영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 총 5년 동안 한국과 중국의 대표 포털 네이버, 구글, 바이

두, 다음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카페, 웹문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키워드는 ‘수영’으로 선정하였으며, 키워드 추
출은 최종 20개로 한정하였다.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해 ‘Texto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영과 관련된 핵심 개념들
의 빈도를 도출한 후, ‘Ucinet6’와 ‘NetDraw’를 활용하여 빈도, 연결중심성,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수영과 관련된
* snl743@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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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를 네트워크로 시각화하였다.

Ⅲ. 연구결과
첫째, 최근 5년의 수영 키워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관련 연관어를 살펴본 결

과, 다양한 단어들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영에 대한 인식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총 조사기간 빈도수가 상대
적으로 높은 핵심 키워드의 경우 한국은 안전과 건강 부분, 중국은 엘리트 중심 체육 위주의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수영 관련 키워드에 대한 연결중심성에 대한 분석결과 공출현 빈도분석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 연

결중심성 분석결과에서는 수영, 수영장, 운동, 가치 생존 수영, 안전 등의 관련 키워드가 높은 중심성이 나타났으며,

빈도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중국 연결중심성 분석결과로서는 수영, 경기, 종목, 운동 등의 관련 키워드가 높은
중심성이 나타났으며, 빈도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셋째, 감성분석 결과는 수영 인식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긍정 감성 강도 비율이 각각 90.75%와 91.35%로 나타났으

며, 수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한국 네트워크에서 수영 관련 키워드에 대한 분석결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안전과 관련된 생존 수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수영을 통해 신체 건강의 증진 및 유지로 인식이 변

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 네트워크에서 수영 관련 키워드에 대한 분석결과로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수영
경기, 올림픽에 관심과 수영의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타났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기별 수영 키워드를 분석하여 시각화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5년 동안 수영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키워드 빈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는 수영장, 가치,
생존 수영, 건강, 안전 등의 단어가 가장 많이 검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하여 수영에 대한 인식 중 안전과 건
강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는 수영, 경기, 수영장, 세계대회, 올림픽 등의 단어가 가장 많이

검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하여 수영 경기로써 수영에 대한 인식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둘
째, 연결중심성에 대한 한국 분석결과 수영장, 운동, 가치, 생존 수영, 안전 등으로 분석되었다. 연결중심성에 대한 중

국 분석결과 경기, 종목, 수영장, 운동 등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에서는 수영 관련 안전 교육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
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감성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과 중국 모두 긍정 감성 강도 비율
이 매우 높음으로 인해 그에 따른 수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한국 네트워크 분석결과 수영
인식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대중의 인식이 운동, 배움에서 2020년까지 생존 수영, 건강, 안전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네트워크 분석결과로서 수영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수영 경기에서 생활체육 수영으로
변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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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용은 신체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창조적인 신체활동으로서의 예술영역으로(배

귀영, 강혜련, 2000), 무용수는 정확하고 고난이도의 무용동작을 시현하기 위한 훈련 관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

휘하기 위한 정신관리, 부상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몸 관리를 생활화하고 있다(양혜선, 2008). 이처럼 무용수는 무
대에서 자신의 기량을 최대로 발휘하고, 완벽한 동작의 수행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부담감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관리
가 필요하다(신혜경, 2018). 무용은 사상과 감정을 몸이라는 매개체로 관객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용수는 항상 공연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갖게 된다(소지혜, 2011). 이러한 신체적, 심리적 부담과 압박은 공

연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과도한 스트레스, 긴장, 불안 등은 무용수의 심리에 영향을 미쳐 무대불안을 불러일

으킬 수 있다(이준철, 2010). 무대를 철저하게 준비한 무용수라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조절하지 못하면(조성
덕, 2000) 연습 때의 실력에도 못 미치는 무대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김예진, 2018). 또한 공연을 계획하는 무용수는
강도 높은 훈련과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양

수정, 2014). 회복탄력성은 자신에게 일어난 온갖 고난과 역경 및 어려움 등의 상황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여 극

복하는 능력이다(Revich & Shatte, 2002). 김계숙(2013)은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할 뿐
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고, 시합 초기 실수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한기문, 2017). 따라서 무용전

공대학생의 자기관리가 회복탄력성에 따른 무대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무대불안을 조절하고 공연 향상
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의 필요성을 두었다.

Ⅱ. 연구방법
연구대상은 4년제 대학교 무용과에 재학 중인 서울·경기·경상도 지역의 무용수들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온

라인을 통하여 설문지 총 302부를 배포하여 이 중 291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도구에

서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문항, 자기관리(훈련관리, 대인관리, 정신관리, 몸관리) 18문항, 회복탄력성(원인분
석력, 만족감, 소통확장력, 감사) 29문항, 무대불안(정서적 불안, 신체적 불안, 인지적 불안) 17문항으로 총 64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26.0V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 snl743@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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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VA)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첫째, 자기관리의 훈련관리, 대인관리는 회복탄력성의 원인분석력, 만족감, 소통확장력, 감사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관리의 정신관리는 만족감, 소통확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관리의 대인관리는 무대불안의 정서적 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관리, 몸관

리는 정서적 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관리의 대인관리는 신체적 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
쳤으며, 정신관리는 인지적 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회복탄력성의 만족감과 소통확장력은 무대불안의 신체적 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통확장력은 인지적 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무용전공대학생의 심리적 요인인 무대불안 감소를 위한 자기관리와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살펴보고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와 자기관리가 회복탄력성과 무대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

다. 연구대상은 2021년 4년제 대학교 무용과에 재학 중인 서울·경기·경상도 지역의 무용수들을 총 302명을 모집단으
로 설정하여 291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자기관리(훈련관리, 대인관리, 정

신관리, 몸관리), 회복탄력성(원인분석력, 만족감, 소통확장력, 감사), 무대불안(정서적 불안, 신체적 불안, 인지적 불

안)으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무용전공대학생은 꾸준한 연습과 동료, 지도자, 선‧후배와 같이 주변 사람들과의 원만
한 인간관계 유지 및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용전공대학생의 대인관리와 소통확장력을 높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무대에서의
불안 정도를 감소시켜 자신이 준비해왔던 기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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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VR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한 몰입, 운동효과 검증
*이제욱 중앙대학교

Ⅰ. 서 론
VR기술은 효과적인 훈련 방법 개발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 혁신으로 볼 수 있다(Appel-

baum & Erickson, 2018). 이 가운데 VR신체활동을 통한 신체적·심리적 효과를 규명한 연구(Lee & Kim, 2018)를
근거로 중·저강도 수준의 정적 자세의 신체활동이 제공하는 운동효과가 VR환경에서의 몰입감을 통해 극대화될 수 있

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온·오프라인 환경에서의 VR신체활동이 참여자의 몰입에 따른
운동효과의 차이가 발생하는제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연구참여자는 수도권 C대학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동작 촬영은 Apple iPhone XI® 카메라를 사용하였으며,

영상분석은 다트피쉬(Dartfish 9.0)프로그램의 애널라이저(Analyzer) 기능을 사용하여 각 동작 유지시간을 측정하였
다. 더불어 몰입측정을 위해 Engeser & Rheinberg(2008)의 연구에서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동작구성은 필라

테스에 기반한 22개 동작을 전문가에 의해 녹음된 동작지시 음성을 VR, 오프라인 동일하게 제공하였다. VR환경에서
는 음성을 듣고 동작 수행 시 착용한 VR화면속 하늘의 영상이 반응하여 움직이는 대로 날아다니는 효과를 참가자에게

제공하였다.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VR과 동일한 음성을 듣고 참가자 앞에 위치한 전문가의 동작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

그림 1. 실험설계
* yyizeuks@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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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동작을 수행하였다. 자료처리는 Statistic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어슨 상관분석 및 VR·오프라인 상황을 조
절효과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001로 설정하였다. 연구설계는 <그림 1>과
같다.

Ⅲ. 연구결과
표 1. 상관관계 분석결과
1

2

3

4

5

flow

1

단순동작전체

.333***

1

상지협응전체

.509***

.627***

1

상하지협응전체

.573***

.615***

.599***

1

전신협응전체

.446***

.648***

.663***

.633***

1

p<.001***

피어슨(pearson) 상관분석결과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각 동작유지시간은 동작 유형별로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001) 또한, 몰입감 또한 각 동작유형에 따른 유지시간과의 상관성이 확보되었다(p<.001).

몰입감과 동작유지시간의 영향력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VR-오프라인 세션 구분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위계적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과 같이 결과가 도출되었다. 분석결과 1단계(독립변수), 2단계(독립변수, 조절변수), 3단

계(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 각 단계별 설명량(R)이 증가하였다. 또한, 각 단계별 F변화량 또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VR-오프라인 환경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VR/오프라인에 따른 몰입-동작유지시간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

R

R2

수정된 R 제곱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유의수준 F 변화량

1

.710a

0.504

0.49

0.504

34.577

.000

2

.755b

0.571

0.545

0.066

5.097

.031

3

.807c

0.651

0.618

0.08

7.376

.011

a.예측변수: (상수), flow_mc

b.예측변수: (상수), flow_mc, VR_Off

c.예측변수: (상수), flow_mc, VR_Off, 상호작용항

Ⅳ. 결 론
본 연구는 VR환경에서의 신체활동이 스포츠 심리적 영향에 따라 효과적인 운동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

문에서 시작하였다. 분석 결과 VR세션에서의 동작 수행 동안 참여자는 보다 높은 몰입감을 느겼으며, 동작유지시간

또한 VR환경에서 더욱 오래 소요되었다. 즉, 동작수행에서 높은 몰입강도는 높은 단순동작 유지시간을 유도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VR환경에서 보다 높은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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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시대의 노인참여 ‘건강백세운동교실’ 실태조사 및
문제점 개선 방안
이승아 · 이선영 · 이태현 · 마수 · *이성노 한양대학교

Ⅰ. 서 론
COVID-19가 장기화 되면서 비대면 수업은 학생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노인의 교육에도 도입되었다.

‘건강백세운동교실’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은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ZOOM 또는 JITSE MEET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을 활용하는 형태로 스마트폰, 노트북 또는 테블릿 PC 등이 필요하며 TV나 빔에 연결하여 큰 화면으로 참여할 수 있
다. 정보통신기술에 취약한 노인들은 스마트폰의 활용 및 역량 부족으로 인하여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Boontaring et al., 2012). 실제로‘건강백세운동교실’참여 노인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 교육에도
불구하고 작동 미숙과 역량 부족으로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의 경우 데이터 요금 문제로

참여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도자의 경우 처음 실시하는 비대면 수업의 심리적 부담감과 기간제 지도자
로써 업무조건의 부당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건강백세운동교실’이 비대면 수업으로 시작된 시점에서부터 10월 현재까지 지도자와 프로그

램에 참여하는 노인에게 나타나는 변화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탐색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실태조사 및 해결 방
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수도권에서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백세운동교실’비대면 수업 참여 노인 15명, 지도자 15명

을 모집하고 심층 면담을 60분~90분 진행하여, 질적연구 기법의 하나인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탐색하였다
(Strauss, Corbin, 1998).

Ⅲ. 연구결과
본 연구의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에서 노인의 인과적조건은 코로나19 발생으로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

회적 문제가 증가 되었고, 맥락적조건은 노인들의 디지털 격차로 비대면 수업참여의 어려움이 분석되었다.
* snl743@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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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현상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노인참여율 감소의 문제가 발생 되었으며, 중재적조건과 상호적용전략에서는 비

대면 수업에 관한 순기능의 활성화와 역기능의 보완, 노인 비대면 수업을 위한 기관의 지원과 지도자의 지원이 절실
하다는 구체적인 개념이 도출되었다.

지도자의 인과적조건은 비대면 수업 방법의 변화로 나타났으며 맥락적조건은 업무증가와 업무조건의 부담감이 두

드러지게 분석되었다. 중심현상은 지도자 역시 젊은 층으로 모집하는 상황이 나타났으며 중재적조건과 상호작용전략
은 비대면 수업을 위한 기관의 지원과 업무의 분담화로 분석되었다.

Ⅳ. 결 론
연구자는 본 연구 과정을 통해 노인들이 코로나19와 같은 펜데믹 상황에서 디지털 격차로 비대면 수업참여의 어려

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노인참여를 위한 개선 방향은 기관의 지원과 지도자의 지원으로 나타났고 지도자를 위한
개선 방향은 비대면 수업 매뉴얼과 교육이 필요하며 기관의 지원과 업무의 분담화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참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노인에 맞는 비대면 참여를 돕는 교육 제공, 디바이스 지원 그리고 찾아가

는 서비스 등이 필요하며 지도자는 대면 노인전문운동지도자와 비대면 노인전문운동지도자로 맞춤형 지도자를 양성
함으로써 이로 인한 지도자 수준 향상를 기대해 본다.

또한, 노인과 지도자 상황에 따른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방법도 추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하면 국가와 기관이 상호협력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지원 및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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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의 SNS 중독이 부정적 정서상태와 사회건강상태 및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김진우 · 허정훈 · *서성우 중앙대학교

Ⅰ. 서 론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며 2012년 11.1%에서 2019년 20.0%로 7년 사이 8.9%가 증

가하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SNS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SNS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현상이 바로 SNS 중독이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SNS 중독이 외로움, 우울 등의 심리 사회적 문제와 연관이 있으며(이정화, 김호영, 강정석,

2017), SNS 중독경향성 점수의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외로움과 우울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오윤경, 2012).
즉, SNS는 부정적 정서 및 사회건강상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운동선수들과 같이 대중들에게 인기와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공인들을 중심으로 SNS상에서 끊임없는 논

란이 생성되고 있다. 부적절한 어휘사용, 경솔한 발언 등으로 사회적 질타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정현, 2020), 악의적 댓글과 SNS DM(Direct Message)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선수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사례들로 비추어 봤을 때 SNS와 관련하여 선수들의 정서·사회건강상태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운동선수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신체적·기술적 발전과 함께 심리적·정서적 건강이 매우 중요한데, SNS 중독이 심

리적 및 경기적 요소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운동

선수들을 대상으로 SNS 중독이 부정적 정서상태와 사회건강상태 및 인지된 경기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
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선수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SNS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연구 참여자는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프로팀 선수 230명(남자 167명, 여자 63명)을 목적적

으로 표집하였다. 측정도구로는 SNS 중독 경향성, 간이 정신진단 검사, 사회적 기술 평정, 인지된 경기력 척도를 사용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5.0과 AMOS 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내적 일치도 Cronbach’a를 산출하였다. 또한 연구목적에 따라 기술통계, 독립 t
* hm29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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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일원변량분석,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개인적 특성(성별, 종목, 연령, 소속, SNS 접속 횟수)에 따른 주요 변인 비교(t-test)

성별 - SNS 중독과 부정적 정서상태는 전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건강상태와 인지된 경기력

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목 – 인지된 경기력 요인에서 단체종목이 개인종목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
소속 -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SNS 접속 횟수 - SNS 접속 횟수가 높을수록 SNS 중독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2. SNS 중독, 부정적 정서상태, 사회건강상태, 인지된 경기력 간의 상관관계

SNS 중독은 부정적 정서상태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사회건강상태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SNS 중독은 인지된 경기력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상태는 사회건강상태와 부

적(-) 상관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인지된 경기력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건강상태는 인지된
경기력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SNS 중독이 부정적 정서상태, 사회건강상태,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SNS 중독의 하위요인 중 SNS 금단과 SNS 과몰입은 부정적 정서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금단

은 사회건강상태 하위요인 중 공감 및 협동성, 대인관계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중독은 인지
된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 론
첫째, SNS 중독과 부정적 정서상태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고 SNS 접속 횟수가 많을수록 SNS 중독 성향이 높게 나

타났다.

둘째, SNS 중독은 신체화, 우울, 불안과 인지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고 공감 및 협동성, 대인관계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정적 정서상태가 높으면 사회건강상태, 인지된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건강상태가 높으면

인지된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향후 운동선수의 SNS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는 데에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며 운

동선수들이 SNS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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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튜터링이 학생선수의 대학생활적응 및 핵심 역량에 미치는 영향
염희옥 동국대학교 · 김한범 한경대학교 · *정진욱 동국대학교

Ⅰ. 서 론
더블튜터링(Double tutoring)은 또래 학생들이 번갈아 가며 교수자와 학습자가 되어 상호협력적 활동을 하는 유

연한 학습 방법으로, 동료튜터링(Peer toturing)의 이론적 근거에서 착안되었다(Vygotsky, 1994). 더블튜터링의 취
지는 학생선수들이 타 학과 학생들에게 자신의 종목인 야구, 축구, 농구를 티칭하며 자신감 향상 및 지도자의 길을 선

행해볼 수 있고, 학교의 전공필수과목, 영어, 컴퓨터, 교양 과목 등을 배우며 학교생활 및 대학생이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고립된 섬 문화라는 인식을 탈피하고(홍덕기, 류태호, 2007) 유연한 대학 생활이 가능해진
다는 것이다.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튜터링은 학업 활동 및 유대감형성 등에 도움을 준다(한안나, 2011)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더블튜터링 프로그램이 학생 선수들의 대학생활적응 및 핵심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더블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남자 대학생 학생선수(20세~25세) 56명이다. 튜터링 프로그

램의 탐색적 분석은 단일집단 사전사후 연구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에 기초하고 있다. 대학생활
적응 측정은 김광현과 강성배(2016)에서 검증된 척도를, 대학생 핵심역량 척도는 정은이(2017)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11가지 대응요인(학업적응, 사회적응, 환경적응, 정서적응, 진로적응, 리더십, 글로벌, 대인관계, 진로개발, 창

의력문제해결, 자기관리) 115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요인별 문항 간 내적일치도를 반영해 주는 Cronbach’s α계수는
0.924로 나타나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집단 프로그램 1회기에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15
회기 종료 후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전과 후 차이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사전사후검사에 대해서는 각각

빈도분석을 실시했고, 사전사후 검사 간 대응표본 t검정(Paired sample T Test)을 실시,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했
다. 통계분석은 SPSS 25.0을 활용했다.

* cjw8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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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더블튜터링 프로그램은 12주간 격주로 번갈아가며 학습튜터링, 운동튜터링이 이루어졌으며, 튜터-튜

티를 쌍방향(Two way)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학업적응에서는 t=-3.826, p=0.000, 사회적응에
서는 t=-3.262, p=0.002, 정서적응은 t=-2.643, p=0.011, 리더십적응에서는 t=-2.344, p=0.023, 대인관계에서는 t=-

3.394, 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환경적응(t=-0.925), 진로적응(t=-0.731), 글로벌(t=-1.103), 진로
개발(t=-0.495), 창의력 문제해결(t=-0.783), 자기관리(t=-1.115)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 중 대인관계(사전 3.65, 사후

3.87)로 가장 큰 평균차이를 보였으며, 학업적응, 리더십적응, 정서적응, 사회적응 순으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년별 참여인원은 1학년 15명, 2학년 18명, 3학년 13명, 4학년 10명이었으며, 대인관계 t=-26.833, p=0.000,
환경적응 t=-5.898, p=0.010, 학업적응 t=-3.404, p=0.04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대인관계적 측면에

서 1학년(사전 3.73, 사후 4.01)이 가장 큰 평균차이를 보였으며, 2학년(사전 3.36, 사후 3.86), 3학년(사전 3.36, 사후

3.62)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종목별로는 야구부 25명, 축구부 19명, 농구부 12명이 참여했으며, 대인관계 t=-8.533,
p=0.013, 리더십 t= -6.242, p=0.025, 사회적응 t=-4.778, p=0.04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대인관계측면에서 축구
부는 사전(3.75), 사후(4.07)로 가장 큰 평균차이를 보였으며, 야구부(사전 3.63, 사후 3.90), 농구부(사전 3.33, 사후
3.54)의 평균을 기록했다.

Ⅳ. 결 론
더블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대체적으로 대학생활적응 능력과 대학생으로서의 핵심역량이 대체적으로 증가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관계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선수들이 대인관계를 넓혀나갈 수 있으며 학업적응, 리

더십, 정서, 사회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대학 학생선수들의 삶을 이해하고
개선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진행된 연구설계는 단일대상 사전사후검사였으나, 연구결과의 신

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후 모집단의 수를 늘리고, 통제집단 사전사후검사도 추가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한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더블튜터링의 취지와 학생들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봐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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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농구선수의 심판판정인식이 자기통제력 및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최현수 · 임형종 · 이제승 · *이성노 한양대학교

Ⅰ. 서 론
농구경기에서 심판판정의 편파판정과 오심은 선수에게 심리적 동요로 예민한 반응과 경기흐름이 급변하여, 경기

과열과 경기력 저하가 나타난다(박대성, 2007). 심판의 오심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있지만 잘못된 심판판정으로 선수는

절망에 빠지며,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유인영, 2015). 자기통제력은 개인이 사건을 효과적으로 통
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허정훈, 2005)으로 내적변화와 행동을 결정하여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올바른 결과를 가

져올 수 있는 믿음이다(고화섭, 2014). 스포츠 경기 상황 중 선수의 경기력은 생리적, 신체적 및 심리적 요인이 중요하

며,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결과가 이루어진다(한재호, 2014). 자기통제력의 심리적, 정서적 조절 능력은 심판판정과
같은 심리방해요소를 배제시키고 경기력 향상을 제공할 수 있다(이재형, 2005). 따라서 아마추어 농구선수의 심판판

정인식에 따른 자기통제력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아마추어 농구선수들의 심판판정인식이 자기통
제력에 대한 모험추구, 단순과제, 신체활동선호, 자기중심성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경기력 향상에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마추어 농구선수의 심판판정인식이 자기통제력 및 경

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도출된 자료를 통해 우수선수 양성 및 코치와 감독 그리고 선수들에게 자기관리 프
로그램에 자료를 제공하여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20년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전국 고등·대학 농구선수을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표집은 편의표본추출법

을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 고등·대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학

교의 감독, 코치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설문에 동의한 선수들에게 배포하였다. 설문조사에 앞서 응답 시 유의할 사항
과 연구의 취지 및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자발적 동의에 의해 설문을 작성하였다.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
평가기입법으로 작성하게 한 후 현장에서 회수하였다. 불성실한 설문지 6부를 제외하고 총 236부를 분석에 활용하였
다. 설문지는 5점 척도로 하였으며, 일반적특성 6문항, 심판판정인식(공정성, 신속성, 일관성, 신뢰성)15문항, 자기통

제력(자기중심성, 신체활동선호, 모험추구, 단순과제)13문항, 경기력(심리영향력, 경기영향력)6문항으로 총 40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SPSS 25.0을 활용하여 요인분석,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hronbach’s
이 논문은 학위논문을 수정 · 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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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계수를 산출 연구의 목적인 심판판정인식과 자기통제력 및 경기력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판판정인식의 신속성은 경기력의 심리영향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판판정인식의

신속성은 경기력의 경기영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판판정인식의 공정성, 일관성은 경기
력의 경기영향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판판정인식의 신속성은 자기통제력의 신체활동선호에 정적인 영향, 자기중심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판정인식의 신뢰성은 자기통제력의 자기중심성에 정적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관성은 모험추구, 단순과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통제력의 모험추구는 경기력의 경기영향력에 정적인 영향을, 단순과제는 심리영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아마추어 농구선수의 심판판정인식(공정성, 신속성, 신뢰성, 일관성)이 자기통제력(위험추구, 단순과제,

신체활동선호, 자기중심성) 및 경기력(경기영향력, 심리영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규

명하기 위하여 설문지와 SPSS 25.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2020년 대한체육회에 선수등록이 되어있는
전국지역의 고등·대학생 농구선수들 총 242명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23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고,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심판판정인식(신속성, 신뢰성, 공정성, 일관성), 자기통제력(신체활동선호, 자기중심성, 모험
추구, 단순과제), 경기력(심리영향력, 경기영향력)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심판판정인식의 신속성은 경기력의 심리영향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판판정인식의

신속성은 경기력의 경기영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판판정인식의 공정성, 일관성은 경기
력의 경기영향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판판정인식의 신속성은 자기통제력의 신체활동선호에 정적인 영향, 자기중심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판정인식의 신뢰성은 자기통제력의 자기중심성에 정적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관성은 모험추구, 단순과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통제력의 모험추구는 경기력의 경기영향력에 정적인 영향을, 단순과제는 심리영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자기통제력의 다양한 요인들이 경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단순과제는 심리영향력에,

모험추구는 경기영향력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심판에게 심판교육프로그램 연수로 심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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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판정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수들의 자기통제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
도입은 심판판정으로 인해 심리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해 선수들은
향상된 경기력을 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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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기술수용이론을 적용한 노년층의 스포츠 웨어러블 사용행위
고대선 단국대학교 · *최영래 건국대학교

Ⅰ. 서 론
본 연구는 노년층을 위한 정보교육이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 노년층이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 웨어러블 디

바이스는 많지 않은 실정에 맞추어 노년층이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수용의지를 알아보는 것이
다. 이는 앞으로 건강관리를 위한 노년층 스포츠 웨어러블 디바이스 활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한 연구대상자는 60세~67세의 젊은 노년층을 모집단을 선정하였다. 표집방법은 유층집락표집(strati-

fied sampling) 방법으로 수도권, 충청, 강원, 전라, 경상 5개 지역에 노인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총 500부의 설문을 배포하여 불성실한 11부를 제외한 총 498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와같은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Ⅲ. 연구결과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한 결과, χ2 값은 1873.715, 자유도는 218, TLI는 .854, CFI는 .874, RMSEA는 .125로

나타나 최초로 제시된 모형의 적합도가 적합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모형의 결과를 기본으로 모형의 추가경
로 확인과 모형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모형의 간결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성개념(잠재변수)간 경로를

추가하거나 제거하여 수정모형 분석을 진행하였다. 수정모형을 통해 최초 연구모형보다 TLI, CFI, RMSEA값의 모
형적합도가 향상되어 연구모형과 최종모형과의 모형적합도 지수는 χ2 1209.783, 자유도 212, TLI .909, CFI .924,
RMSEA .098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 적합도가 매우 만족스럽게 나타나 설정된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임이 증명되었

다. 각 변수 간 인과관계는 성과기대가 행동의도에, 노력기대가 행동의도에, 사회적영향이 행동의도(부적영향)에, 촉
진조건이 행동의도에, 촉진조건이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ch1082@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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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이와 같은 결과에서 노녕층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관한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며, 사용행위로 나타나진 않았다. 결국 노년층은 현실적으로 스포츠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용에 대
한 행동의도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용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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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활용한 COVID-19 시기의 홈트레이닝 발전 경향 분석
두송지엔 · 이제승 · 조아라 · *이성노 한양대학교

Ⅰ. 서 론
현재 전 세계는 COVID-19로 인해 제약된 일상을 경험하고 있다. COVID-19는 감염자의 호흡기 비말에 의해 전파

되는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COVID-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2020년 3월 11일에 팬

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하였다. 이로 인해 국내 질병관리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과 같은 다양한 방역수칙
을 강화하면서 방역 관리 대책을 제공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COVID-19 방역수칙은 거주지를 제외한 공간에서 활동을 제약하였다. 특

히, 다중이용시설은 비말감염 전파가 높은 곳으로 폐쇄 조치가 이뤄졌으며, 이는 체육시설에도 적용되었다. 체육시설

통제로 인한 생활체육 제약은 대안으로 ‘홈트레이닝’이 주목받게 되었다. 정보교육국 빅데이터분석팀(2021)은 ‘홈트

레이닝’ 관련 데이터 추이에서 COVID-19 발생 전에 ‘홈트레이닝’에 대한 언급은 변화가 별로 없었지만, COVID-19 발
생 이후에는 ‘홈트레이닝’에 대한 언급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하였다. 또한 카카오 VX의 홈트레이닝 앱 등록 사용자 수

는 2020년 6월 기준 1월 대비 439% 급증했다(KakaoVX, 2020). 한편, 미국은 COVID-19 확산 이후 집에서 운동하는
경우가 COVID-19 이전보다 70% 이상 증가했다(김정수, 2020).

즉 COVID-19 이후 홈트레이닝은 급성장하고 있는시기에 홈트레이닝 참여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VID-19 발생 이후 홈트레이닝의 분기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홈트레이닝의 안정
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소셜 매트릭스 프로그램인 텍스톰(TEXTOM)을 활용하여 네이버, 다음, 구글을 수집채널로 선정하였으

며, ‘홈트레이닝’, ‘홈트’ 검색어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6개 분기별
로 선정하였다. 연구주제와 관련이 없는 불용 단어는 Count Vectorizer를 활용하여 제거하는 방식(김해원, 전채남,

2014)으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였으며, 최종 20개 키워드로 한정하였다. 자료분석은 텍스트마이닝(Text-Mining)을
실시하였으며, 단어 간의 연결 구조 및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Ucinet6.732에서 NetDraw을 활용해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CONCOR(C- 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분석을 실시하였다.
* snl743@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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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첫째, 단어 빈도 분석 결과 ‘운동’, ‘홈트레이닝’, ‘홈트’, ‘집’, ‘다이어트’, ‘추천’ 단어의 빈도는 항상 상위에 있고 CO-

VID-19 상황 초기에는 ‘코로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언급량이 감소하며 대신 ‘건강’이 상위

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0년 1월~2021년 6월 '영상', '스트레칭', '요가', '필라테스', '온라인' 단어의 빈도가 지
속적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4월~6월 ‘운동기구', '가격', '제품' 및 기타 단어가 높은 빈도를 보였다.

둘째, 연결중심성분석 결과 2020년 ‘코로나’ 단어의 연결중심성은 계속 상승했고 2021년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

다. 반면 건강 단어의 연결 중심성은 꾸준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셋째, TF-IDF 분석, 단어빈도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단어 빈도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 할 수 있다.

넷째, N-gram 분석 결과 ‘영상, 홈트레이닝’, ‘온라인, 홈트레이닝’의 빈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홈트레이닝에서 운동기구 구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추출된 단어들을 바탕으로 의미연결망분석 및 CONCOR 분석을 진행하였다. CONCOR 분석

은 단어들 간의 동시출현 매트릭스의 피어슨 상관관계를 토대로 노드들의 블록을 식별해내고 블록들 간의 관계를 파
악하는 방법으로 흔히 복잡한 네트워크 집단의 숨겨진 하위집단들 관계의 구조적 분석에 활용되는 군집분석이다(김
해원, 전채남, 2014). 분석결과 각각 2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홈트레이닝’ 및 ‘홈트경향’으로 명명하였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기별 홈트레이닝 키워드를 분석하여 홈트레이닝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COVID-19로 인해 홈트레이닝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 홈트레이닝의 시장

이 더욱 가속화되고 확대되었다. COVID-19가 종식된 이후에도 홈트레이닝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되며,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홈트레이닝 시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첫째, 건강은 이제 홈트레이닝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앞으로의 홈트레이닝은 건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전환 시대에 온라인 스포츠와 스마트 피트니스를 결합하여 참가자에게 공유, 커뮤니케이션, 게임 및

경기에 대한 더 많은 새로운 홈트레이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향후 다가올 미래 시대에 홈트레이닝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IT 기술 및 콘텐츠 개발과 보급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가성비가 좋으면서 집안에서 공간 활용이 용이하고 자주 사용할 수 있으며, 가볍고 저렴한 홈트레이닝 제품

들이 인기가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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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릿 댄스 참여자의 신체적 자기지각, 운동몰입 및
심리적 행복감 간의 관계
신예라 · 김예슬 · *여인성 연세대학교

Ⅰ. 서 론
현대사회는 산업·과학기술의 발달로 체력 약화 및 운동 부족 현상을 동반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비만 증가, 생

활 의욕 저하, 육체적·정신적 피로감 증가, 스트레스와 같은 질병 및 질환들은 현대인들의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

다. 여러 선행연구 및 다양한 매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체활동을 제시하였고 그 중 스트
릿 댄스는 현재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문화 아이콘으로 주목 받고 있다. 스트릿 댄스는 길거리의 문화에서 생겨나 이

와 관련된 모든 춤을 뜻한다. 많은 사람들은 스트릿 댄스의 참여를 통해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즐거움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올바른 자세와 미적인 표현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스트릿 댄스를 선호하고 있다. 또한 K-POP
열풍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스트릿 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대학 댄스 전공 학과, 댄스 동
아리, 방과 후 댄스 수업, 댄스 학원 및 동호회 등 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스트릿

댄스 참여자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며,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의 필요성과 중

요성이 강조된 상황에서 신체적 자기지각과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스트릿 댄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동몰입을 매개로 하여 신체적 자기지각과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를 규
명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스트릿 댄스 참여자들의 신체적 자기지각은 운동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스트릿 댄스 참여자들의 운동몰입은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스트릿 댄스 참여자들의 신체적 자기지각은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운동몰입은 스트릿 댄스 참여자의 신체적 자기지각과 심리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매개할 것이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 인천 지역에 위치한 스트릿 댄스 학원 2곳에 직접 방문하여 수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241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자료 처리를 위해 AMOS 26.0과 Window 용 SPSS 24.0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 isyeo@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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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매개효과인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여 신체적 자기지각과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운동몰
입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릿 댄스 참여자들의 신체적 자기지각은 운동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 둘째, 스트릿 댄스 참여자들의 운동몰입이 심리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스트릿 댄스 참여자들
의 신체적 자기지각이 심리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운동몰입은 신체적 자기지각과 심리적 행복감
사이에서 매개 되었다.

Ⅳ. 결 론
스트릿 댄스 참여를 통한 신체적 자기지각은 참여자들의 심리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그 과정에서 운동

몰입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본 연구에서 검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스트릿 댄스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체활동으로 인식하고, 스트릿 댄스의 효과로 사람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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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과 민간보험사 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기관운영 및
국가역할 인식이 국민 삶의 질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이완영 한양대학교 · *권웅 제주대학교

Ⅰ. 서 론
본 연구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민간보험사(이하 양 기관) 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양 기관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

는지, 여기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문지를 통한 연구 참여자의 인식을 통해 알아보고 해당 인식이 국민 삶의
질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양 기관 운영 목표는 엄연히 다르다(이완영, 김진수,
신상현, 2021). 공단은 기금활용을 통한 국민체력의 증진을, 민간보험사는 가입자 확보를 통한 상품판매 수익 증대이

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이 들간 협업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김진수, 2021). 인
구구조 변화로 인한 공보험료 및 민간보험료 상승, 까다로워지는 민간보험 가입 절차와 같은 영역은 국민건강과 직결
되는 부분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안은 전체 국민건강의 질적 상승이다(최기춘, 이현복, 2017).

결론적으로 양 기관은 협업을 시도해야만 하는 상황에 봉착했으며, 협업을 위해서는 공동 목표의 설정부터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혀다른 성격의 양기관 협업을 위해서는 중재자가 필요한데 해당 역할을 국가가 해야 한

다. 국가의 역할은 국방과 치안유지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와 집단 간 갈등의 분쟁 해소, 국민 생존을 위한 자원과 시장

확보 등을 통해 국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다(윤홍식, 2011). 더 나아가 국민체육진흥공단, 다수의 민
간 보험사, 상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도 국가의 관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민간
보험사의 건설적 협업 결과는 국민 삶의 질적 향상으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민간보험사 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양 기관의 운영 인식 및 국가의 역할

인식이 국민 삶의 질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첫째, 연구 참

여자가 인식하는 양기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기관 운영 및 국가 역할 인식, 국민 삶의 질 인식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가? 둘째, 연구 참여자가 인식하는 양기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기관 운영 및 국가 역할 인식이 국민 삶의 질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이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대상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인식과 민간보험사 영역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축구, 농구 동호회 회원과 보험설계사 밴드 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는 구성원을 조사대상자로 선
* babalicool@naver.com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117

정하였으며 목적표집법(purposive sampling)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기간은 2021년 07월~09월 기간 동안 동

호회 카페 및 단체 체팅방, 밴드에 설문지 URL을 배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373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양 기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기관 운영

의 세부 요인은 협력목표 공유, 구성운영, 국가지원, 삶의 질로 설정하였으며 총 20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수

집된 자료를 토대로 타당도 및 신뢰도(협력 목표 공유 .920, 구성 운영 방법 .932, 국가 지원 .890, 건강관리 .920, 가계
경제 .932, 노후대비 .890)분석,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수행을 위한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한 변인간의 상관

관계분석을 실시 한 결과 기초상관행렬에서 독립변인간의 상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존재하나 상관계수
값이 .819이하(일반적으로 .9 이상의 경우 다중공선성이 의심됨)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둘

째, 연구 참여자들의 양 기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구성 및 운영 인식이 건강관리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협력목표 공

유, 구성 운영, 국가지원 인식이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가계 경제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협력목표 공유, 국가

지원 인식이 정(+)적인 영향을, 구성운영 인식은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노후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협력
목표 공유, 국가지원 인식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양 기관 협업을 위해서는 협력목

표의 공유 아래 국가의 직·간접적 개입이 필요하며, 가계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 기관 구성운영에 대한 신뢰도
를 국민으로부터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동시에 수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 론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양 기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구성 및 운영 인식 중 협력목표 공유, 구성 운영, 국가지원 인식이 높아질수록 건강관리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구성 및 운영 인식 중 협력목표 공유와 국가지원 인식은 높을수록,
반면 구성 운영인식은 낮을수록 가계 경제 인식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의 양 기관 협력관

계 구축을 위한 구성 및 운영 인식 중 협력목표 공유와 국가지원 인식이 높을수록 노후대비 인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준공공 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사기업인 민간보험사가 협력하기 위해서
는 협력목표의 공유를 기반으로 국가지원이 이루어져야 국민 보편적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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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코로나19에 따른 대학 교양체육 실기수업의 온라인 수업 운영과 강사의 어려움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김승환 · 천성민 인하대학교

20 e스포츠 소비자들의 관여도에 따른 스폰서십 인식 정도 분석
신재호·양도업·배상우 고려대학교

21 노인의 진지한 여가, 여가만족, 생활만족, 심리적 행복감 간의 관계
안병욱 한서대학교

22 생활체육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태권도 지도자의 교육 변화 필요성
김유진 · 이다은 · 박세혁 · 서희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3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통한 애슬레저 의류 구매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세림 · 양도업 · 배상우 고려대학교

24 재무분석 및 종합지수분석을 통한 국내 프로야구단의 경영성과 분석 연구
장주화 · 김일광 한국체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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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이벤트의 서비스 품질, 참가만족, 행동의도, 스포츠 이벤트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 : 2021 고양시-KTA 태권도장 교육산업박람회를 중심으로
윤은혜 · 이루시 · 송정명 · *조성균 경희대학교

Ⅰ. 서 론
전국에서 열리는 스포츠 박람회에서는 소비자 즉 참관객들 자발적인 참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참관객들은 관심

있는 스포츠 종목에 대한 최신정보 습득을 위한 참여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영재, 2005). 한지혜(2009)

는 이제는 스포츠 박람회는 육성단계가 아닌 성숙기로 참관객의 다양한 욕구 및 선택이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한지
혜, 김륭희, 이성민(2010)은 참관객들은 박람회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평가가 결국 박람회 전체를 평가하며 더 나아가

긍정적인 감성과 관계를 형성하여 방문의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스포츠 박람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적극적인 고객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까지 스포츠 이벤트의 서비스품질과 관련하여 다양한 요인들과의 선행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태권도라는 특정 종목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이벤트 관련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태권
도 이벤트가 단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 재고하고자

한다. 또한 참관객의 만족과 신뢰를 얻어 스포츠이벤트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과 동시에 태권도인들의
참여 활성화와 개최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이벤트의 서비스품질을 알아보고 참가 이후의 참가만족, 행동의도와 이벤트성과 간의

구조적관계를 알아보고 참관객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태권도

이벤트로의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개최지역의 이미지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스포츠박람회에 참가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모집단을 선정하여 비확

률표본추출법 중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온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190부를 분석에 사용하

였다. 자료처리는 SPSS WIN 25.0 Version과 AMOS 24.0 Version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확인적 요인분
석, 상관관계 분석, 구조방정식모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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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첫째, ‘서비스품질이 참가만족에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부분 채택되었다. 둘

째, ‘서비스품질이 행동의도에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부분 채택되었다. 셋째, ‘서
비스품질이 이벤트성과에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기각되었다. 넷째, ‘참가만족이

행동의도에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채택되었다. 다섯째, ‘참가만족이 이벤트성과

에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기각되었다. 여섯째, ‘행동의도가 이벤트성과에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채택되었다.

Ⅳ. 결 론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스포츠이벤트의 서비스품질은 전반적으로 참가만족, 행동의도, 스포츠이벤트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 이벤트에 참가하는 관람객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만족을 시키기 위한 서비

스 품질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나아가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는 조직에게 지속가능한 이벤
트로의 실질적인 방안을 제공함과 동시에 개최 지역의 경제활성화까지 도달할 수 있음에 실무적 의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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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지도자의 지도유형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감정반응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홍효진 · *조성균 경희대학교

Ⅰ. 서 론
현대 사회 전반에서는 심신 건강을 챙기는데 주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로 요가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인선, 2010). 이에 현대인들은 요가를 통한 신체적 측면의 근력, 근지구력, 가동
성의 범위, 유연성을 증가시키고(김미숙, 양점홍, 성혜련, 2005), 마음의 평정심과 집중력 또한 향상시켜 삶의 질 개선

과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있다(Guarracino, Savino & Edelstein, 2006). 이처럼 요가는 움직임을 통해 신체적인 측면
뿐만 아닌 심리적인 부분도 다루기 때문에 이러한 요가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다른 운동보다도 지도자 역할 및 전문
가 양성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박인혜, 김승철, 2009) 지도자는 참여자들이 몸과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
며 수련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최수안(2015)의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요가는 바른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지

도자의 유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특히 요가 지도자의 지도유형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요가를 접하
는 참여자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와 만족감을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요가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유형과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가 미비
한 상태이며 요가지도자의 지도유형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가 지도자의 지도유형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감정반응 및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현장에서 지도자들에게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요가 프로그램 개발과 내실있는 지도자 양성과정의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울 · 경기도에 소재하는 요가 센터에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요가 수련을 하고

있는 성인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비확률표본추출법 중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온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21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25.0 ver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
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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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첫째, 지도유형의 하위요인인 훈련 및 지시행동, 전체적행동은 부정적 반응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보상, 민주적 행동, 사회적 지지는 부정적 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유형의 하위요인인 훈련 및 지시행동, 민주적 행동, 전체적 행동,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 반응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보상은 긍정적 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하위요인인 외양언어는 부정적 반응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언어, 공간언어, 청각언어는 부정적 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의 하위요인인 신체언어, 청각언어, 외양언어는 긍정적 반응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간언어는 긍정적 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도유형의 하위요인인 훈련 및 지시
행동, 사회적지지는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보상, 민주적 행동, 전제적

행동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만족도에 전반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감정반응은 만족도에 전체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요가 지도자의 지도유형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감정반응 및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여 현장에서 지도자들에게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요가 프로그램 개발과 내실있는 지도자 양성과정의 자료
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지도유형의 하위요인인 훈련 및 지시행동, 전체적행동은 부정적 반응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훈련 및 지시행동, 민주적 행동, 전체적 행동,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 반응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하위요인인 외양언어는 부정적 반응에 유의한 부(-)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언어, 청각언어, 외양언어는 긍정적 반응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도유형의 하위요인인 훈련 및 지시행동, 사회적지지는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만족도에 전반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섯째, 감정반응은 만족도에 전체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요가지도자가 지도할 때 참여자가 요가를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의 만족과 라포형성, 친밀

감, 신뢰할 수 있는 수업의 진행을 위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지도자들이 요가 참여자들에
게 긍정적인 감정요인의 부분을 알고 지도하면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감정반응을 느끼면서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
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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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중심의 모바일 광고가 청소년의 스포츠의류 구매만족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중매체(TV)와 SNS(인스타그램)의 비교
김창완 · 권형일 · *신재은 중앙대학교

Ⅰ.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이용과 충족이론의 이용동기를 통해 청소년들이 스포츠의류를 구매할 때 TV 광고와 인스타그램

광고가 청소년들의 만족도와 구매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TV 광고와 인스타그램 광고에 대한 만족도
와 구매의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광
고산업과 스포츠의류산업에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 고등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중 부

실 기재된 설문지 제외한 중학생 388명, 고등학생 362명, 총 750명을 대상으로 SPSS Window 26.0 한글 버전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먼저 요인분석 및 베리맥스 요인회전을 실시하여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알아본 후 다
중회귀분석 및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의류 구매 시 모바일 광고에 대한 청소년의 사회적 동기, 기능적 동기,

유희적 동기가 만족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검증 결과, 기능적 동기는 만족도와 구매의도 모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동기와 유희적 동기는 만족도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2a, 1-2b는 채택되었다. 둘째, 스포츠의류 구매 시 청소년들이 나타내는

사회적 동기, 기능적 동기, 유희적 동기는 TV보다 인스타그램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검증 결과, 사회적
동기, 기능적 동기는 TV보다 인스타그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1, 2-2 는 채택되었다. 청소년이 스
포츠의류 구매 시 TV 광고보다 인스타그램 광고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검증 결과, TV 광고보다 인

스타그램 광고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넷째, 청소년이 스포츠의류 구매 시 TV
광고보다 인스타그램 광고에서 높은 구매의도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검증 결과, TV 광고보다 인스타그램 광고에서
* emily8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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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구매의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가설 4 는 채택되었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스포츠의류 구매 시 모바일 광고에 대한 청소년의 기능적 동기는 만족도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동기와 기능적 동기는 TV보다 인스타그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TV 광고보다 인스타그램 광고에서 더
높은 만족도와 구매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스포츠의류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일방향
적 광고인 TV 광고보다 양방향적 광고인 인스타그램 광고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청소년들에

게 사회적 동기, 기능적 동기, 유희적 동기 중에서 모바일 광고에 대한 만족도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능적 동기에 초점을 맞춘 광고를 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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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수련생이 인식한 태권도 재미요인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운동열정의 매개효과
변재석 · *조성균 경희대학교

Ⅰ. 서 론
태권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무예이자 스포츠로서 그 위상을 전 세계적으로 떨치고 있으며, 2000년 시드

시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이르기 까지 6회 연속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
었다. 이러한 태권도는 태권도장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윤상화, 2015). 태권도장은 또래들과 어울려 즐겁게 신체활
동을 할 수 있는 장소이며(박도헌, 김수교, 유한나, 신진화, 2017), 인성교육 등을 통해 교육기관으로써의 이미지를 구

축하였다. 그러나 도장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수련생 신규 유치 및 휴관을 막기 위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
러한 고민의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즐거운 수업 참여를 위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곽정현, 김하영, 신

승균, 2009).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즐거움과 열정이 생겨나고, 행복감을 느낀다. 서향리(2013)는 유소년들의
스포츠 활동에서 ‘재미’가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하였고, 오영택(2016)의 연구에서는 재미를 통한 열정적인 운동 참

여 동기가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무연(2010)의 연구에서 운동은 건전한 사고방식을 증가시킬 뿐
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행복감을 높여준다고 하였다. 그동안 태권도장 수련생들의 수련지속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재미요인과 운동열정 및 심리적 행복감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련생이

인식한 태권도 재미요인이 운동열정 및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하여 태권도장 성장과 함께 수련생
이 태권도 수련을 지속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울 · 경기도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수련생을 대상으로 모집단을

선정하여 비확률표본추출법 중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총 243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다 판
단되는 15부를 제외한 최종적으로 22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25.0 ver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탐
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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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첫째, 재미요인인 흥미, 건강, 인정은 조화열정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미요인인

흥미, 건강, 인정은 강박열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운동열정은 심리적 행복감에 전체적으

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미요인인 흥미, 건강, 인정은 즐거움에 유의한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미요인인 흥미, 인정은 자신감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넷째, 운동열정은 재미요인인 건강, 인정과 심리적 행복감 요인인 즐거움의 사이에서 정(+)적인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열정은 재미요인인 흥미, 인정과 심리적 행복감 요인인 자신감 사이에서 정(+)적인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수련생이 인식한 태권도 재미요인이 운동열정 및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하여수련생

이 태권도 수련을 지속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재미요인인 흥미,

건강, 인정은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에, 운동열정은 심리적 행복감에, 흥미, 건강, 인정은 즐거움에, 흥미, 인정은 자신
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열정은 건강, 인정과 심리적 행복감 요인인 즐거움의 사이에서 정

(+)적인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열정은 흥미, 인정과 심리적 행복감 요인인 자신감 사이에서 정
(+)적인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태권도 지도자는 재미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수련생들 스스로 열정적인 운동 참여를 위한 동기를 심어주고,

지속적인 수련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태권도는 개인운동으로서 스스로 기술

을 체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동료들과의 사교적 행위와 주위의 간섭보다 오롯이 기술 향상을 위한 수련에 집중을 해야

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단체운동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다소 부진할 수 있고, 열정으로 인한 수련 과

정에서 크고 작은 부상 등 자기관리 측면에서 소홀해질 수 있다. 이에 지도자는 부상에 대한 지식공유와 함께 수련 중
여러 동료들과 재미있는 사교적 활동으로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수련생들이 심리적 행
복감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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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근대 민간 무술명가(名家) 왕자평(王子平)에 관한 문헌적 연구
YAO YAO · *조성균 경희대학교

Ⅰ. 서 론
중국무술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중화민족의 신체문화이다. 중국무술은 수많은 무술의 형태가 있으며, 무술 문화가

변화· 발전하는 흐름 속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무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고상한 명가(名家)1)가 있다. 중국

문화의 특성상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이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명가(名家)라는 존칭을 부여하였다(文

卒, 1984). 세인들은 그 명가(명인) 중에 왕자평(王子平 : 1881~1973)은 곽원갑(霍元甲)，엽문(叶问)，이소룡(李小
龙) 등의 명가들과 더불어 "중국 10대 무술가"라고 부른다.

선행연구 문헌에 의하면 왕자평은 평생을 각고의 노력으로 무술을 연마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청말(淸

末) 시기에 일명 "쿵푸의 왕(功夫之王)"이라는 유명한 무술가로 불려지게 되었다. 장년 시기에 중국무술인과 겨루기
위해서 온 일본, 러시아, 미국, 독일 서구열강의 외국 무인들과의 겨룸을 통하여 승리함으로써 중국 무술문화의 우수

성을 알렸다. 노년에는 오랜 세월 수련한 경험과 타국의 무인들과의 실전적인 교류를 통해 얻은 지식을 연구에 전념
하여 권술이십법(拳术二十法) 등의 무술 서적을 저술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무술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는 계기
가 되어 중국의 전통적인 신체문화가 보급되는데 이바지하였다(陈鑫林, 2013).

한국에서의 중국무술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동양무술과 관련한 중국무술의 부분적인 내용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중국무술사 내지는 근원적인 해석은 논쟁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장재이, 2000).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무술 근대화에 지대한 공헌을 한 왕자평의 생애사에 관해 고찰해 봄으로써 중국무술의 근대 시

기의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무술을 바탕으로 하는 신체문화의 발전과 이를 통한 그 당시 시대의 배경에서 왕자평이
중국무술의 발전을 위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문헌연구는 새로운 연구주제나 그와 관련된 자료를 문헌을 통해 기술된 자료를 정리해서 요약과 해석을 내릴 때 적

합한 방법이다(성태제, 시기자,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에 있는 학위논문, 관련 저서, 신문기사 등을 위주로 문

헌연구법으로 분석하였다. 즉 질적연구에서 문헌연구를 통한 왕자평의 생애사를 조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문헌
1) 명가(名家) : 여기서의 의미는 가족단위의 의미가 아닌 개인의 의미인 명인(名人)을 의미한다.
* * chosungkyun@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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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증된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방법을 통해 본 연구는 왕자평의 생애를 통해
중국의 전통무술의 신체문화를 이해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Ⅲ. 연구결과
1. 왕자평 – 무술세가(武術世家)에서 성장하다.2)
왕자평은 1881년 중국 하북성(河北省) 창주(滄州)에서 태어났다. 그가 중국무술의 역사에서 명가로서 성장하는데

가문의 환경적인 영향이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당시 유명한 무술세가의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며, 무술에 대한 몰입

과 열정이 누구보다도 강했기에 중국무술 발전의 기초를 확립하는데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기여를 했다(李君玉, 韩
立明, 曹剑英, 2014).

2. 왕자평 – 세칭“신력 천근왕(神力千斤王)"으로 불리우다.
1890년, 의화단 운동이 발생하던 시기에 왕자평은 “권비(拳匪)”3)로 의심받게 되어 부득이하게 고향인 하북성(河北

省) 창주(滄州) 떠나 제남(濟南), 청도(靑島), 북경(北京) 등 지역으로 피신했다. 당시에 하북성에는 의화단원이 많았
으며, 의화단원 중에서는 무술가들이 다수 존재하였다. 의화단 운동은 외세의 침략에 무술을 수련하여 외세에 대항하
려는 사회문화적인 현상으로 인해 왕자평 또한 "권비(拳匪)"로 의심받게 되어 피신하게 되었다. 왕자평은 피신하는 일

정 속에서도 많은 무술명가를 방문하고 경험을 넓혀갔다. 왕지평은 본래 태생적으로 약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났으나,

지속적인 수련을 통해서 한팔로 50kg의 돌을 들 수 있고 양팔은 150kg의 돌을 들 수 있었다. 또한 다리는 천근을 버틸
수 있는 근력이 있다고 했으며, 이에 “신력 천근왕(神力千斤王)”으로 소문이 났다고 한다(沙学周, 2009).

3. 왕자평 – 애국정절(愛國情節) 고취하다.
서구 열강이 중국을 침략하던 시기인 1918년 즈음 왕자평은 외국인 무사들과 대결을 통해서 중국무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扎西·刘, 书香之地, 2017). 그는 러시아 헤라클레스 콘텔, 미국 스포
츠 지도자 아라만, 일본 유도가 미야모토, 독일인 쿠치마르, 미국 설리번 등과의 대결에서 순차적으로 승리를 함으로

써 중국인들에게 사회적 희망을 주는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다((陈鑫林, 2013). 당시에 이는 중화민족에게 전통무술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는 사회문화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2) 무술세가(武術世家): 중국에서는 뛰어난 기능을 가진 무술가족 단위를 무술세가라고 표기한다.
3) 권비(拳匪) : 의화단원의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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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왕자평 – 근대 무술에 대한 영향력 미치다.
1949년 중국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왕자평은 중국 전국체육회 위원, 전국정협(全國政協)4) 위원, 상하이 이슬람교회

부주임, 상하이 중의학원 부상연구실장, 전국레슬링협회 위원, 상하이 중의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1958년 전국무

술협회가 창립되어 왕자평은 제1회 전국무술협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었고, 1959년 전국 제1회 전국체전 열렸으며 이

때 왕자평이 전국체전 무술대회 심판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烸铂., 2015). 왕자평은 평생을 통해 무술을 수련하고,
무술정신과 애국정신을 융합해 민족정신을 강조하였다. 그는 중국 근대 시기의 무술문화에 있어서 사회문화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친 무술명가 중 대표적인 인물이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중국무술 10대 명가(명인)로서 근대화에 지대한 공헌을 한 왕자평의 생애사에 관해 고찰해 봄으로써 중

국무술의 근대적 발전과 이를 통한 그 당시 시대의 배경에서 그가 무술을 통해 사회문화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

지에 대해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질적연구 방법 중에 하나인 문헌

연구를 통한 왕자평의 생애사를 조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방법을 통해 본 연구는 왕자평의 생애를 통해 중국의 전통
무술의 신체문화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왕자평은 하북성 창주의 무술세가에서 태어나 무술명가(명인)이 되는 환경적 요인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 그

는 태어날 당시에는 선천적으로 약한 체력을 지녔으나 후천적인 무술 수련을 통해 강한 근력을 소지하여 “신력 천근

왕(神力千斤王)”이라고 불리웠다. 셋째, 그는 서구 열강이 침략하던 시기에 수많은 타국의 무사들과의 대결을 통해

자국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넷째, 1949년 중국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무술, 정치, 체육활동, 의학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활동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평생 무술을 수련하면서 무술정신과 애국정신을 융합하여 근대 시
기에 사회적으로 애국심을 고취하는 현상을 만들었다. 따라서 중국 근대 사회적 시기를 배경으로 나타난 무술명가 중

대표적인 인물 왕자평의 생애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의미는 중국 근대사회에서 무술적 행위라는 단순한 신체문화
에 국한된 것이 아닌 중국의 격변기 시기에 애국사상과 신체문화의 무술적 행위가 결합되어 사회문화적으로 국민을
단합시키고 외세에 대항하는 애국심 고취의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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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말(淸末) 시기 중국 전통무술 매화권(梅花拳)이 주는 사회 · 문화적 의미
-의화단(義和團) 사건을 중심으로WU JINGE · *조성균 경희대학교

Ⅰ. 서 론
매화권(梅花拳)은 중국 북방 지역의 유명한 권법으로 땅에 박아놓은 말뚝 위에 서서 이동하면서 수련을 하는 독특

한 형태를 지닌 무술이다. 매화권을 수련할 때 자세와 모양이 활짝 핀 매화와 같아서 매화권이라고 한다. 다른 중국 전

통무술 문파에 비해 매화권은 단순히 무술 권법이 아니라 독특한 민속문화와 민간신앙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매화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민속문화와 민간신앙을 규명하며 매화권의 기원과 무술의 특징을 고찰하고

자 한다. 19세기 말 중국의 의화단 운동이 사회적으로 큰 반응을 일으키는 시기에 의화단 운동에 참여한 단원들은 대
체적으로 중국의 전통무술을 수련하였다. 그 중에 매화권은 의화단에서 수련한 대표적인 무술이다. 또한, 매화권은
역사가 유구한 중국의 신체문화로 실용적 가치는 물론 신체 건강과 호신술의 역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통문화를 전파하고 민족정신을 키울 수 있는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 따라서 매화권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일하게 매화권에 관련된 연구는 의화단 운
동을 통해 살펴본 매화권의 특징에 대해 기술되었지만(노동호, 2015), 매화권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중국의 의화단 운동과 매화권의 관계의 사회·문화가치를 파악하여 학술적인 의미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화권의 역사적 기원과 무술 특징, 매화권의 민속문화와 민간신앙, 매화권과 의화단의 관

계, 매화권에 대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파악하여 중국의 신체문화와 관련된 사회문화적인 이해를 높이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방법은 질적연구의 문헌고찰(Literature Review)을 통해 기술된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하여 해석하고자 한

다. 현재 한국에서 의화단에 관련한 매화권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관 주제의
관련된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신문, 저서, 잡지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 chosungkyun@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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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매화권의 기원과 무술 특징
여느 국가의 민간 구전(口傳)에 대한 특성이 그러하듯이 중국무술 매화권의 기원에 관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존재

한다. 특히 매화권은 서주(西周) 시기부터 청나라 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민간에 존재하는 구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중국무술의 형체가 송(宋) 시기부터 형성되었고, 명(明) 시기에 구체적인 기록이

나타났으며(曹广超, 2008), 더 나아가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매화권은 명나라 말에서 청나라 초(明末淸初)에 나타
났다는 것이 정설로 보이고 있다(程鹏宇, 2011).

다른 무술 권법에 비해 매화권은 공방의 실용성이 큰 차이가 없어 매화권의 가장 특징은 무장(武場)1)과 문장(文

場)2)으로 나뉘어 있다. 일반 수련자는 무장에 입문하여 무예와 신체능력을 수련하고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후에 문장
에 입문하여 매화권의 문리(文理)를 전수 받을 수 있다(张茂林, 刘东宁, 赵淑玲, 2004).

2. 매화권의 민속활동과 민간신앙
중국 농촌에서의 민속문화 행사로 명절과 꽃놀이(花會)3)가 있을 때마다 매화권 제자들은 축제를 계기로 양권(亮

拳)4)이라는 행사를 개최한다. 양권은 민중에게 매화권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행사의 일환이다. 이는 중국의 명절 기간

동안 행하는 유희적인 활동으로서 농촌의 민속문화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이다. 양권은 매화권을 홍보하는 민속적인
행사로서 매화권의 권법의 우수성을 과시하고 타인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唐韶军, 王美娟, 2017).

매화권의 주요 민간신앙은 천지군친사(天地君亲师)5)이다.즉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경천외지(敬天畏地), 인애

효친(仁愛孝親), 충군애국(忠君愛國), 경현존사(敬賢尊師)라는 윤리적인 신념을 확립하였다. 천지군친사(天地君亲
师)는 전국시대의 순자(苟子)에 의해 제기되고 명말(明末)부터 민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또한 시대적으로 발전하

면서 천지군친사(天地君亲师)를 존중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매화권의 창시자에 대한 숭배사상을 강화하였다. 매화권
의 창시자에 대해 전능한 신적인 존재로 신격화시키고 조상에게 제사를 통해 평안을 기원하는 행사를 통해 매화권 문
파의 안녕과 번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唐韶军, 王美娟, 2017).

3. 매화권과 의화단의 관계
19세기 말 서구열강의 세력은 선교활동을 통해 중국을 침략하였다. 서구의 선교사들은 강력한 국력으로 교회를 세
1) 무장(武场) : 권법 수련을 통해 수련자의 건강과 신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 문장(文场) : 문파(门派)의 제자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문리(文理)를 연구.

3) 꽃놀이(花会) : 중국 전통 민속문화 활동이며, 설날 명절에 행하는 각종 놀이 활동을 의미함.

4) 양권(亮拳) : 설날 명절에 각 지역의 매화권 무장간의 모임으로 제자들 간에 권법을 교류하고 무술을 공연하는 행사.

5) 천
 지군친사(天地君亲师) : 유교 사상의 중요한 관념으로 하늘과 땅을 존경하며(敬天畏地), 군주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애국하는 정
신(忠君愛國), 스승을 존경하는 가치관(敬賢尊師.)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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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교회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군사적 위협을 통해 중국 사찰을 철거하고 중국의 전통문화를 파괴했다. 매화권파는 중

국 민속문화의 계승자와 수호자 입장에서 이를 방치 할 수가 없어 서구세력에 저항하게 되었다. 이는 매화권 문파의
중국 민속문화를 지켱야 하는 입장에서 자국문화의 흥망성쇠(興亡盛衰)에 관련한 생사투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1895년 10월 25일 매화권 문장(文场)의 지도자 조삼다(赵三多)를 선두로 하여 하북성 관현장장마장(冠县蒋庄马
场) 관현장장마장(冠县蒋庄马场)6)에서 무장봉기를 전개하였다(百度百科, 2021).

4. 매화권의 사회·문화적 가치
첫째, 중국 무술 체계에서 수련은 격투기나 호신이라는 근본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건강과 양생

(養生)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굳이 표현하자면 신체 격투 기능으로서의 특성보다도 양생이라는 신체적 건강

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매화권은 내외겸수(内外兼修)를 중시하여 외재(外在)적인 신체단련을 수련하는 동시

에 내재(内在)적인 호흡(呼吸)과 토납(吐納)을 통해 기혈의 작동과 경혈(經穴)의 소통을 돕기도 한다(杜军明, 2011).
따라서 매화권은 격투 기능으로서의 신체적인 활동요소도 사회·문화적 가치가 있지만 인간이 평소 생활에 가장 필요
한 건강의 확보라는 양생(養生)이라는 가치를 더불어 가지고 있다.

둘째, 매화권의 발전 과정을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면(梁平安, 2014, 唐韶军, 王美娟, 2017) (불교(佛敎),

유가(儒家)의 사상이 복합적으로 함께 결합된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형성하였다. 즉 매화권 수련을 통해 신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화와 사상을 중시하는 사회·문화적인 가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특성이 있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중국 권법 매화권의 기원과 무술의 특징, 민속활동, 민간신앙 및 매화권과 의화단의 관계를 고찰하였고

현대 사회에서 매화권 가진 사회문화 가치에 대해서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매화권은 명말청초(明末淸初)에 나타난 권법으로 문무겸수(文武兼修)를 강조하였다. 다른 중국 전통무술에 비해

독톡한 민속문화 속성과 종교적인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민속문화 속성과 전통사상의 특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

에 매화권 제자들은 의화단 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도 매화권이 가진 중국의 전통문화와 전통사상
은 매우 큰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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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대학 교양체육 실기수업의 온라인 수업 운영과
강사의 어려움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김승환 · *천성민 인하대학교

Ⅰ. 서 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일상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다. 팬데믹의 상황에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대면수

업 실기 중심으로 이뤄지던 교양체육 수업을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형태로 운영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교양체육의 중심이자 수업 운영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담당 강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대유행 상황 속에

서 수업 운영에 대한 어려움과 애로사항,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대처 방안 등을 살펴보고 그 과정의 의미를 탐색
해 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교양체육 실기수업 운영에 대한 강사들의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질적사례 연구

방법을 진행하였다. 의도적 표본추출법(purposive sampling)을 활용하여 대학의 교양체육 실기 과목을 강의하는
강사 6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고, 심층면담과 참여관찰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귀납적 범주분석과 지
속적 비교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온라인 강의 준비에 대한 어려움과 걱정,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어려움 속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새로운 수업 운영 방식을 개발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배우고 노력하며 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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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교양체육의 원활한 수업운영을 위해서는 첫째, 체육관련 정부부처, 대한체육회 및 산하 체

육관련 단체(협회 및 연맹) 등에서는 대학의 교양체육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 스포츠 종목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각 대학에서는 교수 및 강사의 온
라인 강의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수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학생 중심의
교육 운영과 인재 양성에 대한 책무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강의를 운영하는 강사들은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며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야할 것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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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소비자들의 관여도에 따른 스폰서십 인식 정도 분석
신재호·양도업·*배상우 고려대학교

Ⅰ. 서 론
국내에서도 급속도로 발전하는 e스포츠는 전통적인 스포츠와 달리 게임기능과 여가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매

우 간단하게 직접 참여하여 즐길 수 있고, 개인의 관여수준에 따라 성취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 커

뮤니티 등을 통해 문화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서구원, 이영철, 이효례, 2006). 사
회, 경제적인 시점에서 보면 e스포츠의 소비자 규모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기존 전통적인 광고매체와 스포츠

스폰서십보다 노출 시간이 길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이 매우 높다(임하나, 2008). 이러한 e스포츠의 발전과
성공적인 사례를 토대로 e스포츠 스폰서십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서구원 외 2인(2006)은 e스포츠 스폰서십

은 일반 스포츠 스폰서십에 비해 혁신이미지, 기업태도 등이 전반적으로 높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으며, 박
현정(2010)은 스포츠 소비활동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의 전체적인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그들이 참여하는 동기 및 관
심 정도를 나타내는 소비자의 관여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은 스폰서십과 구매 의도 간의 관계나 단순한 관여의 수준, 스폰서십 효과만을 제시했지만,

소비자들의 e스포츠 관여도 같은 상황적 변수의 영향을 크게 다루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e스포츠 소비자들의 스폰서
십 인식을 알아보기엔 부족했다. 이에 본연구는 스포츠 관여도를 중심으로 새로이 발전하는 e스포츠 산업에 대하여 e

스포츠 관여도의 시점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McPherson, Curtis & Loy(1989)는 관여도가 참가 방법, 시간, 장소
등에 의해 참여유형이 다르며, 참가내용의 성질에 따라 행동적 관여, 인지적 관여, 감성적 관여로 분류할 수 있고, 관

여수준에 따라 고·저관여로 분류되거나, 지속적인 상황에 따라 지속적·상황적 관여도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였다. 개
인의 관여는 스폰서십에 있어서 촉진적인 마케팅 도구로써 스폰서십의 전반적인 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고,

e스포츠에 대한 상대적 관심, 친숙도, 지식 등은 스폰서십의 효과를 조사할 때 고려해야 할 변수이다(Levin, Joiner &

Cameron, 2001). 여기서 e스포츠 관여도의 범주를 직접 플레이를 선호하는 ‘직접’과 관람을 선호하는 ‘간접’으로 분
리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스포츠 관여도와는 다르게 e스포츠 직접관여도와 간접관여도가 참여자들의 성
격과 속성에 있어 엄연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들을 분리하여 각각의 영향력을 면밀히 살펴보는 일은 연구의 타

당성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시도라고 판단하였다(김중현, 고경진, 2010; 한규훈, 2008). 1931년 옥스퍼드 사전에 처

음으로 등장한 스폰서십의 사전적 의미는 ‘기업체나 기업인이 상업적인 제품에 대한 소개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상업주의의 시각에서 보는 정의라고 알려져

있다(Townely & Grason, 1984). 김요한(2010)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관여수준이 스폰서십 효과를 이해하는데 매
* sbae@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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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유용 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었고, 정정희, 김용만(2012)은 프로야구 관여도가 스폰서 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고 보고했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관여도나 소비 행동을 파악하는 것은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함에 있어 그

들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어떤 요인이 소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냄으로써 효율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다(김민환, 2004). 이로 인하여 기업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중
하나가 e스포츠 스폰서십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저관여의 차이에 집중하기보다, 그들이 선호하는 직접·간접
관여의 차이가 스폰서십 인식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국내 e스포츠 소비자들의 직접·간

접관여도에 따른 스폰서십 인식 정도를 살펴보고, 다양한 유형의 관여를 보이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스폰서
십 기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등의 실제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실제 국내 e스포츠 리그(2019 HOT6 펍지 코리아 리그 페이즈 3) 경기를 찾아온 관람객들을 대

상으로 총 351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 중 일정한 패턴을 답을 하거나 결측치가 나타난 설문지 26부를 제외한 총

325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설문지를 측정도구로 이용하였으며, e스포츠 관여도, 스폰서십 인식에 관

한 선행연구와 관련된 이론을 바탕으로 설문지의 구성 내용을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수정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인
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3문항과 스포츠 관여도 10문항, 스폰서십 인식 15문항, 총 2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처리
를 위해 SPSS 26.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변인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알아

보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 도구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

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추출된 요인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 대상자의 e스포츠 관여도가 스폰서십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e스포츠 관여도와 스포츠 스폰서십 인식 하위요인인 기업 이미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e스포츠 관여도의 하위요인 중 e스포츠 간접 참여 관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p<.001), e스포츠

직접 참여 관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e스포츠 관여도와 e스포츠 스폰서십 인식 하위요인인 신뢰
구축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e스포츠 관여도의 하위요인 중 e스포츠 간접 참여 관여
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p<.001), e스포츠 직접 참여 관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e
스포츠 관여도와 e스포츠 스폰서십 인식 하위요인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e스포츠 관여도의 모든 하위요인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1). e스포츠 관여도와 e스포츠 스폰서십 인식 하위요인인 e스포츠 이벤트 기여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e스포츠 관여도의 하위요인 중 e스포츠 간접 참여 관여도(p<.001), e스포츠 직접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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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도(p<.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였다.

Ⅳ. 결 론
“스포츠 직·간접관여도는 스폰서십 인식(기업 이미지, 신뢰 구축, 커뮤니케이션 수단, 이벤트 기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e스포츠 이벤트 기여에서만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기업 이미지와
신뢰 구축에 대해서는 e스포츠 관여유형중 하나인 e스포츠 간접관여도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e스포츠 스폰서십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e스포츠 이벤트 기여를 달성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e스포츠 참여자들의 관여에 있어 효과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기업 이미지와 신뢰 구축은 간접 관
여를 지닌 참여자들에게만 그 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e스포츠 리그(2019 HOT6 펍지 코리아 리그 페이즈 3)를 관전하는 참여자들과 e스포츠를 직·간접적

으로 경험해본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향후 관련 연구에서는 e스포츠 대회를 관람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경기 전·후의 e스포츠 스폰서십 인식의 차이를 좀더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e스포츠 관여

도 유형에 따라 스폰서십 인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지만, 후속 연구를 통하여 e스포츠 소비자들의 관여
유형에 따라 스폰서십 인식이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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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진지한 여가, 여가만족, 생활만족, 심리적 행복감 간의 관계
*안병욱 한서대학교

Ⅰ. 서 론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료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여러 선진국들은 인구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 역시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17년부터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
구의 14.0%를 초과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전체 인구 중 20.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9). 급격한 고령화 현상에 따라 노인들은 사회로부터의 소외,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등에 기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다(Kim, 2015). 예를 들어 한국은 지난 2011년 이후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

로 기록되고 있다(WHO, 2016). 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하락
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을 위협하고 개인과 사회에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Choi, & Lee,
2019). 따라서 고령사회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사회의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가활동 참여자의 진지한 여가, 여가만족, 심리적 행복감, 생활만족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다. 여가활동 참여자의 여가활동에 대한 성향과 여가활동 후에 경험하는 만족도가 개개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우리가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여가활

동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높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하고 이는 최종적으로 참여자 개개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고자 한
다. 즉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여가활동 참여 중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다. 연구대상자 모집은 할당표본추출법으로 3

개 지역별로 100명씩 총 300명을 모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수집된 자료 300부 중 불성실한 설
문지 36부를 제외한 264부의 자료가 실제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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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도구
진지한 여가를 측정하기 위해 Gould, Moore, McGuire & Stebbin(2008)의 Serious Leisure Inventory and

Measure(SLIM)를 바탕으로 하여 황선환 및 서희진(2009)이 사용한 설문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과 적합하도록 수정·
보안하여 사용하였다. 여가만족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Ahn(2016)이 발표한 Analysis of Equivalence and Latent

Mean on Leisure Satisfaction of Korean Adults에서 사용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생활만족에 대한 연구도구로는
Diener, Emmors, Larsen, & Griffin이 개발하고 이종길[이 번안한 설문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과 적합하도록 수정·
보안하여 사용하였다.

심리적 행복감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Waterman(1993)의 Personally Expressive Activities Questionnaire)와

Ryff(1989)의 The Scales of Psychological Well-being)을 바탕으로 양명환(1998)의 신체활동과 심리적 행복감에
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과 적합하도록 수정·보안하여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첫 번째 가설 경로인 진지한 여가는 여가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로(β=.461, t=4.633, p<.001)

는 기각되었다. 두 번째 가설 경로인 진지한 여가가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로(β=-.063, t=.077, p>.05)는 기각되었다. 세 번째 가설 경로인 진지한 여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로(β
=.618, t=7.403, p<.001)는 기각되었다. 네 번째 가설 경로인 여가만족도는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경로(β=.293, t=2.844, p<.01)는 기각되었다. 다섯 번째 가설 경로인 여가만족도는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경로(β=-.055, t=-.054, p>.05)는 기각되었다. 여섯 번째 가설 경로인 심리적 행복감은 생활만족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로(β=.216, t=2.231, p<.01)는 채택되었다<표 5>.

Ⅳ. 결 론
본 연구는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자의 진지한 여가, 여가만족, 심리적 행복감, 생활만족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다. 여가활동 참여자의 여가활동에 대한 성향과 여가활동 후에 경험하는 만족도가 개개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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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태권도 지도자의 교육 변화 필요성
김유진 · 이다은 · 박세혁 · *서희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Ⅰ. 서 론
태권도의 발전에 있어서 잘못된 결과 중 하나는 태권도 겨루기의 스포츠화로 인한 태권도 겨루기, 품새, 시범의 세

분화이다. 세분화는 태권도의 다양한 발전은 가져왔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는 문제점을 가져왔다. 즉, 본인의 전공이
아닌 것에 대한 부족함이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태권도지도자와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구남균(2019)은 대학의 태권도학과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대학이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육과정을 따

르기보다는 체육학과나 그 계열 학과의 교육과정을 모방하고 있었다. 태권도학과는 태권도라는 내용 지식을 태권도

교육목표와 관련하여 어떻게 구성하여 가르칠 것인지를 핵심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실기 또한,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된다. 겨루기, 품새, 시범의 각 전공자는 필요하지만, 태권도인으로써 모두 습
득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사범이 필요로하는 곳에서는 겨루기인, 품새인, 시범인이 아닌 생활체육 태권도지도자이기

때문이다. 즉, 어느 하나의 전공만 잘하는 것이 아닌 모두 잘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 생활체육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서 태권도의 지도자 교육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태권도지도자로써
의 교육의 구체적인 변화 필요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 이 연구는 델파이조사를 하였다. 이 연구는 태권도전공 학생들의 태권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전문 실

기 능력(품새, 겨루기, 시범)을 갖추는 것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총 3차의 델
파이 조사를 걸쳐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았다.

2. 연구대상 : 이 연구는 대학태권도지도자 16명, 국내 태권도 실무지도자 16명 그리고 해외 태권도 실무지도자 16

명으로 총 4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태권도지도자의 경우는 대학교수와 대학지도자로 구성되었고, 국내와 해외태권
도 실무지도자는 관장과 사범으로 하였다.

3. 조사 도구 : 본 연구에서는 첫째, 현재 대학태권도에서의 전공 학생들에게 태권도 전문지식과 전문 실기 능력을

갖추기 위한 필요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첫 번째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항목으로 만들어 태권도와 관련된 전문

가 의견조사를 통해 설문 문항으로 구체화하였다. 마지막 문항에는 의견 칸을 마련하여 대학태권도에 대한 패널들의
* prettyxy@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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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자 하였다. 설문 문항은 Liker 5점 척도로 구분하였다. 셋째, 3차 설문지는 2차 조사에서 수집
된 전문가 패널들의 응답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4. 분석방법 : 1차 델파이 조사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여 전문가들이 기술해 놓은 모든 창의적인 내용을 취합

한 후 중복되는 의견 혹은 의미상 유사한 의견들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 패널 수는 총 51명이었고, 2

차 델파이 조사는 학교와 학생으로 구분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분석은 SPSS
WIN Ver. 26.0을 이용하여 평균 (M)표준변차 (Std. Deviation)를 산출하였고, 항목별로 내용타당도 비율(CVR)을

산출하였다. 3차 델파이 조사는 최종적인 문제점 도출을 위해 실시하였고, 내용 타당도를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
출하여 2차 조사에서 산출된 값과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인구통계학적은 빈도 분석을 하였다.

Ⅲ. 연구결과
태권도지도자의 교육 변화의 필요성은 총 15문항으로 1차 설문을 통해 15문항으로 구성한 후 2차 오픈 문항을 바탕

으로 1문항을 추가하여 총 16문항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첫째, ‘다양한 경험(겨루기, 품새, 시범)을

통해 시야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태권도 종목별(겨루기, 품새, 시범) 지도자의 기
본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다.’, ‘태권도에 관한 다양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태권도 종목별(겨루기, 품새, 시
범) 전문지식을 통해 태권도 발전을 위함이다.’, ‘국내/외에서 태권도 현장에서는 겨루기, 품새, 시범의 멀티플레이어가

가능한 태권도 전공 지도자를 선호한다.’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태권도 종목(겨루기, 품새, 시범)을 통한 생활체육의
발전과 엘리트선수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와 ‘태권도 종목(겨루기, 품새, 시범) 내에 있는 장점들로 융합된 새로운 태
권도를 창조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Ⅳ. 결 론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태권도지도자로써의 교육의 변화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고, 그 중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야의 확대, 기본능력 함양, 전문시식 함양 등 지도자의 직접적인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다. 시대에 맞

고, 필요로하는 지도자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어느 하나의 전공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지도자양성을 위하여 태권도지도자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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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articleView.html?idxno=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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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통한 애슬레저 의류 구매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세림 · 양도업 · *배상우 고려대학교

Ⅰ. 서 론
본 연구는 스포츠 의류 산업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른 애슬레저 의류 시장을 분석하여 관련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과 소비자 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제공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사전연구에서 의류 구매의도 파악을 위해 많이 사용된 계획행동모델(Theory of planned

behaviour: TPB)에 현재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반영한 변수를 추가한 확장된 이론 모델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의 애슬
레저 의류 구매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20 애슬레저 룩 관련 인식조사 발표에 따라 애슬레저 의류 주 구매 연령층인 20대~40대 중, 최근 6개

월간 애슬레저 의류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총 244명의 설문조사 자료를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빈도분석, 요인분
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 결과, TPB 요인 중 태도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 되었지만, 가설 2, 3은 지
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의 요인인 태도에 추가적인 요인 ‘과거 구매 경험과 라이프스타일’

이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한 가설 4, 5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과거구매경험과 라이프스타일이 태도에 유의
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가설 4, 5 모두 지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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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의 결론은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소비자들의 애슬레저 의류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호의적인 태

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업차원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유

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라이프스타일과 과거구매경험에 대해 기업 차원에서의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만족
할 수 있는 애슬레저 의류 판매 마케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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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분석 및 종합지수분석을 통한 국내 프로야구단의 경영성과 분석 연구
장주화 · *김일광 한국체육대학교

Ⅰ. 서 론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고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이러

한 정부 규제에 프로스포츠 산업은 관중의 제한적 입장 및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프로야
구단 뿐만 아니라 야구 관련 이해관계자 및 경기장 인근 소상공인 등 야구산업 전체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기업들은 여러 형태의 경영환경 변화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적절히 대응하

는 기업들의 경우 기존의 경쟁우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혹은 새로운 형태의 경쟁우위 상실을 거쳐 저성장을 걱정해

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한다(이정기, 이재혁. 2020). 프로야구의 경우 관중의 제한적·무관중 입장으로 인해 저성
장이 아닌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는 800만 관중 흥행을 바탕으로 한 외형적

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의 기틀을 잡지 못하며 내적성장을 이루어 내지 못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
무비율분석과 종합지수분석을 활용해, 분석대상인 10개 프로야구단의 재무적 경영성과 및 경영상태를 분석·평가하
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에 관한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와 함께 국내 프로야구단의 내적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소속된 구단으로써 2020년 정규시즌에 참가하고 있는 10개 프로야

구단을 선정하였다. 이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10개 프로야구단의 공통 공시 회계연도는 2017

년부터 2019년까지임을 확인하였고, 해당 기간을 분석기간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선정된 구단의 감사보고서를 획득
하여 경영성과, 재무상태, 현금흐름 등을 토대로 재무비율분석 및 종합지수분석을 실시하였고, 종합적인 비교·분석을
위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설정해 프로야구단 간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 whyhow10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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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재무비율 분석 결과, 프로야구단 중 서울히어로즈와 kt위즈를 제외한 나머지 구단들은 안정성비율에서 유동비율,

당좌비율이 불안정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정성비율 내 부채비율의 경우, 2019년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프로야

구단은 삼성라이온즈, 기아타이거즈, 한화이글스, SK와이번스, NC다이노스 총 5곳으로 나타났으며, 두산베어스는

부채비율이 666.9%에 달하여 해당 6개 프로야구단은 부채에 대한 관리 및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성정성비율의 경
우, 매출액 및 자산의 등락에 따라 프로야구단들 마다의 차이가 나타났지만, 대체적으로 매출액증가율은 양호하지 않

고 유형자산증가율, 유동자산증가율은 양호한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익성 비율에서는 서울히어로즈
를 제외한 나머지 9개의 프로야구단들은 불량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2019년 기준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프로야구단들 또한 있었으나, 기업경영에 있어 최종적 성과인 당기순이익을 측정하는 매출액순이익률의 경
우 매우 저조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활동성비율의 경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인 산업평균과 프로야구

단을 비교해보았을 때,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A.Wall)의 지수법을 이용한 종합지수 분석결과, 완전자
본잠식 상태임에 종합평점을 산출하지 못한 5개의 프로야구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프로야구단의 종합평점은 서

울히어로즈(384.53), kt위즈(283.92), 두산베어스(240.77), 롯데자이언츠(130.34), LG트윈스(57.91)로 나타났다. 산

출된 프로야구단 중 두산베어스의 경우 높은 부채비율 산출 값이 종합평점에 반영되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는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자본잠식, 낮은 수익성 비율, 수익모델, 높은 비중의 비유동자산을 현 프로야구단의 문제점
으로 도출하였고, 지배구조 다각화, 재정긴축운영, 복합적 산업으로써의 수익창출, 프로야구단 상횡에 맞는 효율적인
비유동자산의 비중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프로야구단의 고질적인 운영적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무비율 분석 및 종합지수분석 결과를 토대

로 국내 프로야구단의 재무 및 회계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2017 ~ 2019년까지

국내 프로야구단의 감사보고서를 입수하여 첨부된 재무제표상의 각종 수치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를 재무비율분석 및

월(A.Wall)의 지수법을 적용하여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재무비율과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
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 프로야구단의 고질적인 운영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첫째, 프로야구단의 계속되는
자본잠식을 해결하기 위해 지배구조 다각화를 통해 외부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여 재정건전화를 도
모해야 한다. 둘째, 프로야구단의 효율적인 구단운영을 위해 전략적 자산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의 재정적 개선안을

고려한 재정긴축경영이 필요하다. 셋째, 프로야구를 새로운 비즈니스에 결합하여 복합적 산업으로써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수익모델이 필요하다. 넷째, 프로야구단의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비유동자산의 효율적인 비율
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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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진동운동이 노인의 근육 기능에 미치는 영향: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김현주 연세대학교 · 박성은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 *전형규 연세대학교 · *이세용 연세대학교

Ⅰ. 서 론
저항성 및 유산소 운동은 노인의 근 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관절 부하로 인한 부상 발생과 심혈관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Mandic et al., 2012). 전신진동(whole body vibration, WBV) 운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근섬유를 자극하는 특성이 있어 노년 인구에게 주목받고 있다(Nordlund & Thorstensson, 2007). 노인을 대상으로
WBV 운동 효과를 검증한 선행 메타분석 연구는 모든 신체 체력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운동 기간을 간과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근력, 순발력, 근지구력, 유연성, 기능성 근력에 대한 WBV 운동 효과를
검증하고, 운동 기간에 따른 효과 차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전자 데이터베이스(Pubmed, SPORTDiscus, Web of Science, CINAHL)를 이용하여 2,100개의 학술논문을 검

토한 결과 최종 19개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선정 논문의 근거 수준은 PEDro score를 통해 평가되었다. 운동 기간

은 10 days, short(4-8주), intermediate(9-16주), long-term(1년 이상)으로 분류되었다. 종합적 및 운동 기간에 따
른 WBV 운동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노인의 WBV 운동 전·후 근력, 순발력, 근지구력, 유연성, 기능성 하지 근력 변인

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대상자 수를 이용하여 표준화 평균 차(standard mean difference, SMD)를 계산하였다
(Revman v5.3.5).

Ⅲ. 연구결과
선정된 논문들의 PEDro score는 약 7.7점으로 나타났으며, WBV 운동은 노인의 근력(SMD=0.54; confidence

intervals[CI]=0.40, 0.67), 순발력(SMD=0.58; CI=0.28, 0.89), 근지구력 (SMD=0.82; CI=0.36, 1.29), 유연성

(SMD=0.31; CI=0.06, 0.55), 기능성 하지 근력(SMD=-0.75; CI=-1.18, -0.33)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 두 명의 교신저자가 동등하게 기여하였음. hgjeon@yonsei.ac.kr(전형규); sylee1@yonsei.ac.kr(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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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운동 기간에 따른 WBV 운동 효과 차이. Data are expressed as effect size. *Confidence intervals did not cross zero.
근력

순발력

근지구력

유연성

10 days

0.65

-

-

-

기능성 하지 근력

-

Short-term

0.53*

0.33*

0.80*

0.50*

-1.07*

Intermediate-term

0.39*

1.00*

0.89

0.20

-0.48

Long-term

1.17*

2.11*

-

-

-

Ⅳ. 결 론
WBV 운동은 노인의 근력, 순발력, 근지구력, 유연성 및 기능성 하지 근력을 포함한 근육 기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그림 1. WBV 운동이 노인의 근육 기능에 미치는 영향. (A)근력, (B)순발력, (C)근지구력, (D)유연성, (E)기능성 하지 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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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 4-8 주간 WBV 운동은 근력과 순발력 향상에 효과적이며, 1년 이상의 장기간 운동 시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의 근지구력, 유연성, 기능성 하지 근력 향상 목적의 경우 8 주간의 WBV 운동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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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선수 위치추적을 위한 딥러닝 모델 개발 및 적용
양준석 · *박성제 중앙대학교

Ⅰ. 서 론
본 연구는 국내 순수 체육학문 분야에서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는 초기 연구로 볼 수 있으며,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주

로 다뤄지는 딥러닝 모델의 개선, 성능 비교 등과 같은 기술 향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배드민턴 선수의 위치를 자
동으로 추적하기 위해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였다. 배드민턴 종목은 랠리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경기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배드민턴 경기분석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봤을 때 대부분 10경기미

만으로 연구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곽정환, 2011; 권승택, 2001; 김건택, 박성제, 2014; 김기석, 2005; 김선영, 2005;
김지현, 1999; 김홍기, 2007; 노예욱, 2012; 박기현, 김연자, 2001; 박문환, 박주봉, 2009; 박태상, 2005; 성한국, 김연자,

2001; 안현석, 2009; 이경옥, 2004; 이승환, 2007). 일반적으로 배드민턴 분석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기 내용을 수
동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많은 어
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배드민턴 경기 기록의 자동화를 위한 초기 단계 연구로써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배드민턴 단식

선수를 추적하고 코트 내에서의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에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접근을 통해 국내 스
포츠 영상분석 분야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크게 딥러닝 모델의 개발과 적용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딥러닝 모델 개발을 위해 2018년 전국봄

철종별배드민턴리그 대학부 단식 경기 중 무작위로 10경기를 선정하여, 1경기당 50장의 이미지를 추출하여 총 500장을
학습에 사용하였으며, 모델 평가를 위해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60장의 테스트 이미지를 별도로 사용하였다. 연구도구로

는 학습에 필요한 이미지 데이터를 제작하기 위해 Adobe Photoshop(CS6)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딥러닝 모델 개발
을 위해 Github에서 오픈소스로 제공되고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인 ‘MASK R-CNN’을 활용하였으며, 프로그래밍 언어인

‘Python (Version 3.6)’을 사용하여 전반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학습이 완료된 딥러닝 모델이 선수를 잘 인식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테스트 이미지 60장을 토대로 정확도를 평가하였으며, 객체 추적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mAP 모델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모델 성능을 검증하였다(Chu & Situmeang, 2017; Ghosh, Singh, & Jawahar, 2017).
* sungjes@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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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개발된 딥러닝 모델을 실제 경기 영상에 적용했을 때 선수 인식과 위치 정보 수집이 원활히 진행되는지를 검

증하기 위해 모델 개발에 사용되지 않은 2020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 경기에서 남자 단식 3경기, 여자 단식 3경기

총 6경기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선수의 위치 정보는 선수를 인식했을 때 나타나는 바운딩 박스(bounding box)의 하
단 좌표 값(x, y)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이 완료된 결과 데이터(프레임 번호, 객체 좌표 값, 인식 정확도)는 데이터베이스

에 영상 프레임 단위로 저장이 되고, 동시에 선수 인식이 완료된 이미지 또한 지정된 폴더에 저장되도록 설정하였다. 최

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상에 저장된 데이터에서 양 선수 중 1명만 인식했거나 2명 모두 인식에 실패한 경우를 ‘선수 인
식 실패’로 간주하여 인식 정확도를 평가하였고, 인식에 실패한 프레임 번호를 확인하여 해당 이미지를 토대로 인식실
패 요인을 규명하였다.

Ⅲ. 연구결과
첫째, 배드민턴 선수 위치추적 모델 개발 결과 학습 데이터 100개 모델은 mAP 점수 .90으로 나타났고, 300개 모델은

.9583으로 나타났다. 최종 모델인 학습 데이터 500개 모델은 .9833으로 높은 성능을 나타냈으며 배드민턴 종목에서 딥
러닝 적용을 위해서는 최소 500개 이상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배드민턴 종목은 고정형 단일
카메라로 경기 전반을 촬영할 수 있고 배경이 되는 경기장 환경(코트, 체육관 벽면 등)이 대부분 단일색으로 이루어져있
기 때문에 적은 수의 학습데이터로 고효율의 모델 개발이 가능하다.

둘째, 개발한 모델의 실제 적용을 위해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총 6경기 영상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사용된 영상의 총 프레임 수는 334,654개이고, 인식에 성공한 프레임은 321,235개, 인식에 실패한 프레임은 13,419개로

실제 경기 영상을 적용했을 때 선수 인식 정확도는 95.86%로 나타났다. 인식 실패 요인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대부분 랠
리 종료 상황(심판석 대기)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랠리 진행 상황은 네트 부근에서 선수 겹침으로 인한 단일

요인에서만 발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딥러닝 모델이 테스트 이미지가 아닌 경기 영상에서도 선
수 인식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배드민턴 선수 위치추적을 위한 딥러닝 모델은 경기 영상에 존재하는 코트 상·하단 선수 모두를

안정적으로 추적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배드민턴 경기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선수가 어느 위치에서 타구를 했는

지가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선수 추적만을 목표로 진행했기 때문에 배드민턴 경기 기록의 완전한 자동화를 이루어냈
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컴퓨터 스스로 선수의 타구 시점을 판단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

로 저장할 수 있는 자동화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 수준을 고려해봤을 때 빠른시일

내에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딥러닝 기반 컴퓨터 비전 기술은 별도의 센서를 선수의 몸에 부착하지 않
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 스포츠 분야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양의 영상 자료를 데이터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새
로운 가치 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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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부 축구선수의 달리기 중 발목 관절각도와 정적 측정 간 관계
이인제 연세대학교 · 전형규 연세대학교 · 하성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이세용 연세대학교

Ⅰ. 서 론
중등부 축구선수는 하지의 발목관절 부상을 가장 빈번히 경험하며 부상은 주로 인대 염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Jeong, & Lee, 2020). 발목염좌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보행 시 발목의 운동학적 패턴과 발목관절

의 정적 정렬상태의 관계를 관찰함으로써 발목손상의 예방을 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
은 중등부 축구선수의 달리기 중 발목 관절 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적 측정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Ⅱ. 연구 방법
중등부 축구선수 100명이 본연구에 참여하였다(나이: 13.2±0.9세, 신장: 162.5±9.2cm, 체중: 53.4±9.5kg, 경

력: 3.9±2.0년). 모든 연구 대상자는 정적 발목관절 각도 측정에 참여하였고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체중부하 런지검사
(weight bearing lunge test, WBLT), 수동적 안쪽들림각도(passive inversion, PIN), 수동적 가쪽들림각도(passive
eversion, PEV), 엎드린 상태의 뒤꿈치각도(prone rearfoot angle, PRA), 정강뼈 안쪽번짐각도(tibial varum, TV)

(Buchanan & Davis, 2005; Kang, Lee, Park, & Oh, 2015; Menadue, Raymond, Kilbreath, Refshauge, & Adams;
2013; Tomaro, 1995). 또한 대상자들은 동작분석을 위해 9m의 주로를 선호속도로 2회 달리기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
해 시상면과 이마면에서의 2차원 분석을 통해 달리기동안 초기 접지 시 발등굽힘각도(dorsiflexion at initial contact),

초기 접지 시 안쪽들림각도(inversion at initial contact), 최대 발등굽힘각도(maximum dorsiflexion), 최대 안쪽들
림각도(maximum inversion)를 산출하였다. 통계분석은 단계선택을 사용한 다중회기분석이 수행되었으며 종속변인
으로 달리기 동작분석을 통해 산출된 각도를 사용하였고 독립변인으로 정적 발목관절 각도 변인을 투입하였다.

Ⅲ. 연구 결과
다중회귀분석 결과, 각 종속변인에 대한 회귀모델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회귀식1-4; p<0.05).
초기 접지 시 발등굽힘각도 = –3.777+(0.353×WBLT)+(-0.444×PRA)+(-0.102×PIN)

* sylee1@yonsei.ac.kr

(회귀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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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접지 시 안쪽들림각도 = 0.528+(0.365×PRA)

최대 발등굽힘각도 = 5.349+(0.297×WBLT)+ (-0.210×PRA)
최대 안쪽들림각도 = 5.031+(0.227×PRA)

(회귀식 2)

(회귀식 3)

(회귀식 4)

Ⅳ. 결 론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달리기 중 발등굽힘각도는 WBLT가 클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PRA나 PIN이 클수

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달리기 중 안쪽들림각도는 PRA가 클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목 염좌를 예방
하기 위해 달리기 중 발등굽힘 결핍과 큰 안쪽들림각도의 조절이 필요하나 PRA와 PIN은 중재전략으로 조절되지 않는

타고나는 요인이므로 발목의 정적정렬의 개선을 통한 조절보다 보행 훈련을 통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더불
어 WBLT를 증가시킴으로써 발목을 닫힌 관절 위치로 유도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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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밴드와 짐볼을 이용한 목 어깨 안정화 운동이 경부 통증 및
경추 정렬에 미치는 영향
돤란 · 전문범 · 황민경 · *이성노 한양대학교

Ⅰ. 서 론
현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무직 종사자와 학생들은 컴퓨터 등 기기를 장시간의 사용으로 인해 경부 통증과 비정

상적인 자세 등의 다양한 신체적인 문제들이 유발되고 있다(Picavet & Schouten, 2003). 이러한 신체적인 문제의 회
복을 위해서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단축된 근육을 신장시키는 멕켄지 운동과 약화해진 근육을 강
화하는 안정화 운동을 실시한다(강정일, 2019; 이호종, 2017). 선행연구에서 실시하는 목과 어깨의 안정화 운동 시 가

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효과적인 도구로는 탄성밴드와 짐볼이 있다(윤세희, 2014; 조혜영, 2011). 그러나 각각 탄성밴

드나 짐볼을 이용한 안정화 운동이 통증을 완화하고 척추 정렬을 개선한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으나, 탄성밴드와 짐볼

을 복합운동으로 한 안정화 운동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부적절한 자세로
인해 목과 어깨의 만성 통증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제시하고자 멕켄지 운동을 통해 목과 어깨 안
정화 운동의 복합중재와 탄성밴드, 짐볼의 복합중재가 경부 정렬과 통증 및 깊은목굽힘근의 근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방머리자세를 가지고 경부통증을 겪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탄성밴드와 짐
볼을 이용한 목과 어깨의 안정화 운동이 경부 통증 해소, 경추 정렬 회복 그리고 깊은목굽힘근의 근력에 미치는 효과
및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2021년 6월~8월까지 만 20세 이상 40세 미만인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이해하고 자발적으

로 참여에 동의한 33명을 모집하였다. 운동형태의 맥켄지 운동을 병행하여 탄성밴드와 짐볼을 이용한 목 어깨 안정화
운동을 실시하는 복합운동군(11명), 맥켄지 운동을 병행하여 탄성밴드를 이용한 목 어깨 안정화 운동을 시행하는 탄
성밴드 운동군(11명), 맥켄지 운동을 병행하여 짐볼을 이용한 목 어깨 안정화 운동을 실시하는 짐볼 운동군(11명)으

로 무작위로 배치하였고 8주간 주 2회 실시하였다. 운동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경추 정렬 및 경부 통증의 변화를 알아

보기 위해서 0주, 4주, 8주마다 시각적 통증척도(VAS), 경부장애지수(NDI), 경추와 어깨관절가동범위(ROM), 깊은목
굽힘근의 근력, 머리척추각(CVA)과 머리회전각(CRA)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든
측정 항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 신장, 체중에 대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
* snl743@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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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으로 검증하였다. 각 집단 내에서 운동을 실시하여 전·중·후에 따른 변화를 검증하기 위하
여 반복측정분석을 사용하였고 분석 결과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경우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세 집단
간 차이는 이원반복변량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 .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첫째, VAS, NDI, CRA은 운동 기간이 증가할수록 탄성밴드, 짐볼, 복합 그룹 모두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CRA을 제외하고 운동 4주차에 비해 8주차 때 복합운동이 가장 빠르고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 둘째, 깊은목굽힘근
의 근력, CVA은 운동 기간이 증가할수록 탄성밴드, 짐볼, 복합 그룹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
4주차에 비해 8주차 때 복합운동이 가장 빠르고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 셋째, 경추와 어깨관절 가동범위는 운동 기

간이 증가할수록 탄성밴드, 짐볼, 복합 그룹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효과 그룹에서는 경추 돌림,
어깨관절 왼쪽 벌림, 오른쪽 안쪽돌림과 가쪽돌림을 제외하고 모든 측정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 또한, 운

동 4주차에 비해 8주차 때 경추 왼쪽 가쪽굽힘, 오른쪽 돌림, 어깨관절 신전을 제외하고 복합운동이 가장 빠르고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전방머리자세를 가진 만 20세 이상 40세 미만인 총 3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탄성밴드와 짐볼을 이용한 목 어깨안정화 운동이 경부의 통증 감소, 관절 가동성 회복 및 깊은목굽힘근의 근력과 경
추정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전방머리자세를 가지고 경부통증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탄성밴드와 짐볼을 이용하여 목 어깨안정화 운동을 적용하였을 때 시각적 통증척도와 경부장애지수의 감소, 경추 및

어깨관절 가동범위 향상, 깊은목굽힘근 근력의 증가, 머리척추각과 머리회전각의 개선에 탄성밴드와 짐볼 및 복합중
재에서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만성 목과 어깨 통증을 가진 사람들이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빠
르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탄성밴드와 짐볼을 같이 이용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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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류제한 트레이닝(BFRT)이 허벅지 근육형태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메타분석
주호 · 황민경 · 이근 · *이성노 한양대학교

Ⅰ. 서 론
최근 10년간 연구에서 혈류제한 저강도 훈련(Blood flow restriction training: BFRT)을 일명 가압 훈련(Kaatsu

훈련)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근육대사 개선을 위한 대표적인 저강도 근육훈련이다. BFRT는 상·하체 가압대를 착용하

고 동맥, 정맥의 혈류를 일부 제한한 뒤 훈련을 하는 방식이다. BFRT의 사용한 선행연구에서 20%훈련 강도로 1RM
훈련을 실시하였을 때 근비대가 발생하였다(Abe et al., 2006; Madarame et al., 2008).

고강도의 저항성운동을 시실할 수 없는 사람과 노인 및 재활지료자의 경우 근육의 위축(muscle atrophy)을 예방

하고 근력 증가를 위해 고강도의 저항성 운동을 실시 할 수 없다면, BFRT운동법은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
고하였다(Kubota et al., 2008).

BFRT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한 운동 유형에서 BFRT이 근육형태 및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운동 유형과 연구 대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BFRT의 관련 연구들은 비슷한 변인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선행연
구 결과 이질성 때문에 일관적인 효과성을 찾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BFRT의 근육 개선 효과에 대한 여러 편의 연구들을 수집하여 메타분석을 분석하며, 각 연구에서 근

육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설정하고 평균차(MD)에 대해 기본적인 메타분석, 출판편의 존재 등을 통해 허벅지 근

육의 형태 및 기능 개선에 대한 BFRT 중재의 효과를 평가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BFRT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
로 제공할 수 있다.

Ⅱ. 연구방법
‘가압 훈련’, ‘혈류 제한 훈련’, ‘저혈 훈련’, ‘KAATSU’, ‘KAATSU Training’, ‘Blood Flow Restriction Training’,

‘Occlusion Training’ 등의 검색어로 RISS, KCI, Web of Science, Pub Med, Elsevier 등의 한국어 또는 영어 데
이터베이스에서 관련 논문 총 3025편을 검색하고, Endnote를 이용하여 모든 논문을 수집 후 3차례의 엄격한 심사

를 거쳐 고품질 논문 17편과 저품질 논문 1편을 포함해 총 18편의 연구 논문이 선정하였다. 질적 평가 도구인 Jadad
Scale(0-5점) 방법을 이용하여 논문의 질을 평가하였으며, BFRT에 의한 허벅지 근육 형태 및 기능 개선에 대한 논문
에서 관련 지표 데이터를 추출하고 RevMan5.3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타분석을 실행하였다.
* snl743@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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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첫째, 레그 프레스 1RM(kg)은 허벅지 근육의 근력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레그 프레스 1RM의 변화와 관련된 6

편의 논문이 있으며 실험팀 80명, 대조팀 74명을 측정하었다. 이질성은 I²=0%로 나타났고 고정 효과 모델이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메타분석 결과 MD=6.85; 95%CI=[4.29, 9.41]로 나타났다. BFRT는 본 연구에서 실험팀의 레그 프레
스 1RM의 효과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p＜0.00001).

둘째, 무릎 신전 토크(Nm)의 변화와 관련된 7편의 논문이 있으며 실험팀 86명, 대조팀 82명을 측정하었다. 이질성

은 I²=0%로 나타났고 고정 효과 모델이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메타분석 결과 MD=8.55; 95%CI=[3.11, 14.00]로 나
타났다. BFRT는 본 연구에서 실험팀의 무릎 신전 토크의 효과를 유의하게 증가되었다(p＜0.002).

셋째, 대퇴사두근 횡단면적 CSA(cm²)는 허벅지 근육의 크기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두박근 횡단면적의 변화

와 관련된 7편의 논문이 있으며 실험팀 59명, 대조팀 57명을 측정하었다. 이질성은 I²=3%로 나타났고 고정 효과 모

델이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메타분석 결과 MD=2.95; 95%CI=[1.57, 4.34]로 나타났다. BFRT는 본 연구에서 실험팀
의 사두박근 횡단면적의 효과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p＜0.0001).

넷째, 허벅지 둘레(cm)는 허벅지 근육의 크기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허벅지 둘레의 변화와 관련된 8편의 논문

이 있으며 실험팀 116명, 대조팀 107명을 측정하었다. 이질성은 I²=0%로 나타났고 고정 효과 모델이 분석에 사용되

었으며 메타분석 결과 MD=0.14; 95%CI=[-0.06, 0.34]로 나타났다. BFRT는 본 연구에서의 실험팀의 허벅지 둘레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p=0.17).

Ⅳ. 결 론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BFRT는 훈련방법을 다르게 결합하여 일정 기간 동안 운동후 근육형태 지표(대퇴사두근 단면

적)와 근육기능 지표(Leg Press 1RM과 무릎 신전 토크)에 유의미한 개선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FRT는 전통
적인 저항 훈련의 보충이 될 수 있으며 재활 환자의 근력 회복, 건강한 사람의 근력 및 근육 크기 향상, 그리고 운동선

수의 운동수행력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BFRT를 할 때는 반드시 피험 대상자의 개인 특성에 따라 가
압 강도, 훈련 강도 및 훈련 주기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운동 과정의 안전을 보장하고 기대효과를 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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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Enhanced Expectancy, Autonomy Support, and External Focus
of Attention on the Learning and Performance of Martial Art Patterns
Dong-Won Yook Yonsei University · *Denny Eun Shingu College

Purpose: The primary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how motivational and attentional fac-

tors affect the learning and performance of a serial skill for martial art beginners. Based on the OPTIMAL

theory, three factors were investigated in various combinations of two: enhanced expectancies (EE) and

autonomy support (AS); EE and external focus (EF); AS and EF. The accuracy and presentation scores of
a martial art pattern were examin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the aforementioned combinations. Furthermore, combining all three factors (EE, AS, and EF) was studied to investigate such training conditions
on the learning and performance of a martial art pattern.

Method: Fifty collegiate men and women with a mean age of 21.22 ± 1.87 years were assigned to one of

five groups: control group (CON; n = 8), EE-EF (n = 10), EE-AS (n = 9), AS-EF (n = 11) and EE-AS-EF (n = 12).
The evaluation criteria used to assess the performance of the martial art combination was based on accuracy and overall presentation. For data analysis,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was conducted to

examine among-group differences at pretrial, retention, and transfer phases. For the acquisition phase,
the accuracy and presentation scores were analyzed separately in a 5 (groups) × 5 (blocks of 10 trials)

ANOVA with repeated measures on the last factor. Further analyses were conducted through Scheffé posthoc test.

Results: The result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retrial scores among the five groups. EE-AS-

EF group achieved the highest scores in both accuracy and presentation throughout the acquisition, re-

tention, and transfer phases and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control group, except the presentation
scores in the transfer phase. In addition, groups that included EF conditions scored higher than those
without it for the acquisition and retention phases.

Conclusion: In conclusion, EE-AS-EF provide a more optimal condition for learning a serial motor skill

compared to only two-factor combinations.

Keywords: martial art, optimal theory, enhanced expectancies, autonomy support, external focus, se-

rial motor skills

* *eun23415@gmail.com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171

스포츠 테이핑 효과에 대한 국내 연구 경향과 역할: DBpia 검색 기반
*고재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Ⅰ. 서 론
스포츠 테이핑이 국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건강회복과 부상 예방 및 경기력 향상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

고 있으며, 연구자별 관심 분야에 따라 이에 대한 효과 검증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사람
을 대상으로 스포츠 테이핑을 적용한 주요 관심 변인과 그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현재까지의 연구 경향
과 역할을 알아보는 데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 따른 미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Ⅱ. 연구방법
테이핑, 스포츠 테이핑, 발란스 테이핑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DBpia database를 체계적 방법을 활용하여 검색하였

다. 검색연도는 1986년부터 현재시점(2021년 10월 15일)까지로 한정하였다. 1단계로, 논문제목 스크린 과정을 통해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논문을 선별하였다. 논문제목 스크린은 “제목 스크린 선정 및 제외기준”에 따라 선별하였다.

선정기준: 스포츠 테이핑 효과 관련 인간대상 실험연구. 연구제목에 테이핑, 스포츠 테이핑 포함된 것; 제외기준: 모든
리뷰논문(systematic review 포함), 사례논문, 스포츠 테이핑에 특정 성분이나 금속물질 (예, 카페인, 미세전류 등)을
추가로 첨부하여 실험한 연구, 학술대회 발표 결과물, 비스포츠테이핑 효과 연구, 단순 테이핑 사용실태 조사연구 등
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선별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적절한 키워드를 분류하여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총 270건 중, 본 연구목적에 알맞은 168편(62.2%)의 논문을 선정 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포츠 테이핑 연구

동향을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신체적 효과(159편, 94.6%)와 심리적 효과(9편, 5.4%)의 두 개 영역으로 크게 나뉘었

다. 스포츠 테이핑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 중, 그 빈도가 높은 순서로 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근골격계 통증

및 생리통 개선에 미치는 효과(50편), 근력 및 근지구력에 미치는 효과(42편), 균형 및 자세안정에 미치는 효과(39편),

관절가동범위 및 기능 개선 미치는 효과(33편), 운동역학적 변인과 근활성도에 미치는 효과(29편), 무/유산소 변인, 지
질 및 기타 산화스트레스 변인 등 생리학적 변인에 미치는 효과(23편), 보행기능 또는 능력 및 일상생활능력 등의 기

능개선에 미치는 효과(20편), 근피로 및 근피로 회복에 미치는 효과(11편), 경기력 및 운동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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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삶의 질, 우울감, 낙상효능감에 미치는 효과(9편), 마지막으로 뇌기능, 뇌파, 맥파 및 신경계 기능에 미치는 효과(4
편) 순으로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 론
스포츠 테이핑 적용에 따른 효과를 실험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게 수행되었고, 현재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영역은 통증 조절이었다. 이어서 스포츠 영역에서는 경기력 향상과 연

관된 근력, 근지구력에 미치는 영향에 큰 관심을 보였다. 향후, 스포츠 테이핑의 적용에 따른 부상예방과 경기력 향상
에 관한 연구가 지속해서 수행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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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훈련 및 운동중지가 심방세동환자의 혈관내피세포기능과
동맥경직도에 미치는 영향: 무작위 임상 시험의 1년 추적 연구
김성대 · 이희혁 · *정일규 한남대학교

Ⅰ. 서 론
운동훈련은 심혈관 질환자의 혈관내피세포기능과 동맥경직도를 개선시킨다(Katz, Yuen, Bijou, & Lejemtel,

1997). 하지만 운동훈련에 따른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AF) 환자의 혈관내피세포기능과 동맥경직도 변화를 관
찰한 연구는 없으며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AF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훈련을 적용시켜 1년간 추적하였다.

Ⅱ. 연구방법
AF환자 (62±7 years) 58명은 무작위로 세 개의 집단에 배정되었다. 12개월 동안의 운동 훈련 집단 (EG, n=13), 6개

월 운동훈련 후 6개월 훈련을 중단한 집단 (DG, n=15) 및 통제집단 (CG, n=30). 운동 훈련은 자전거 에르고미터를 이
용하여 주3회 진행하였으며 EG와 DG는 각각 12개월과 6개월 동안 실시하였다. 운동프로토콜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준비운동은 10분간 60%-70% 최대심박수 (maximum heart rate, HRpeak)로 실시되었다. 본 운동은 80%-90%

HRpeak로 4분간 4회 실시하였으며 1회가 끝날 때 마다 60%-70% HRpeak로 3분간 3회씩 능동적 회복을 실시하였
다. 마무리 운동은 30%-40% HRpeak로 5분 실시하였다(Malmo, Nes, Amundsen, Tjonna, Stoylen, Rossvwll,
Wisloff, & Loennechen, 2016).

·

측정변인은 최대산소섭취량 (peak oxygen consumption, peak VO2), 내피기능을 나타내는 바이오마커 (von

Willebrand Factor [vWF], endothelin-1 [ET-1], nitric oxide [NOx] 그리고 interleukin 1 beta [IL-1β] 등), 그리
고 총경동맥의 내막 내측 두께 (intimal-medial thickness of common carotid artery, CCA-IMT) 등을 측정하였

다. 또한 AF에 대한 운동훈련의 1차 및 2차 예방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삶의 질과 심장초음파를 측정하였다. 측정 시점
은 연구개시 전, 6개월 후, 그리고 1년 후로 설정하였다.

* jig12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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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

·

6개월간의 운동훈련은 peak VO2을 증가시키고 vWF를 감소시켰다. 1년간 지속된 운동훈련은 peak VO2과 vWF의
·

개선을 유지했지만 6개월 후 운동중지는 peak VO2와 vWF를 운동시작 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NOx는 1년의 운동훈
·

련 후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다. 하지만 삶의 질과 IL-1β는 6개월 후 운동중지 후 peak VO2가 운동시작 전으로 감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간되게 유지되었다. CCA-IMT, 좌심실 기능, 그리고 좌심방의 형태학적 구조는 6개월과 1년
간의 운동훈련 후 유의한 변화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 1년간의 운동훈련은 AF환자의 내피세포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NOx의 개선을 위

해서는 최소 1년간의 운동훈련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F환자에서 6개월 운동훈련 종료 후 운동훈련에 의한
생리학적 개선은 대부분 peak VO2의 감소에 따라 동일하게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으나, 삶의 질과 IL-1β 개선은 더

오랜 시간 유지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운동훈련에 따른 AF환자의 생리·정서적 지표들의 개선되는 시점과 보존
기간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심장재활팀은 AF환자에게 운동훈련을 처방할 때 운동훈련의 유익함이 최대치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을 고려하고 이러한 운동의 이점이 보다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운동프로그램에 지속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
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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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태권도는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하여 높은 부상률을 보인다.1) 접촉 기전의 부상의 경우 보호 장비에 의존할 수 밖

에 없다. 그러나 비접촉 기전의 부상은 신경근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2,3)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
에서는 선수들의 부상 예방을 위해 신경근 훈련 프로그램(GETSET)을 개발하였다.4) 그러나 GETSET 프로그램은 정

적 중심의 신경근 훈련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TNT 프로그램은 GETSET의 정적 중심의 훈련 프로그램을 동적
중심의 훈련프로그램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경근 훈련이 태권도 선수의 동적, 정적 밸런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동적 신경근 훈련 프로그램(TNT)과정적 신경근 훈련 프로그램(GETSET)을 비교함으로써, 태권도
선수에게 적합한 신경근훈련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수도권 내에 위치한 고등학교 태권도부 3곳이(T(n=22), G(n=17), C(n=24)) 연구 참여에 응하였다. G그룹은 기존

GETSET 프로그램을 수행하였고, T그룹은 개발된 TNT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C그룹은 아무런 중재 없이 기존 훈
련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중재 그룹은 6주간 주 3회 이상 트레이닝을 실시하였으며 훈련 시간은 준비운동과 정
리운동 시간을 포함하여 총 15분간 진행되었다. 6주간의 트레이닝 전과 후에 동적밸런스(SEBT, DPSI)와 정적 밸런스
(TTB) 검사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연구 결과, SEBT(Star Excursion Balance Test) 8개 변인 중 4개 변인에서 시간 X 그룹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

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T그룹은 C그룹과 차는 발의 M, PL, P 변인과, 디딤 발의 L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다. DPSI(Dynamic Postural Stability Index)변인 에서도 시간 X 그룹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
과 T그룹과 G그룹은 C그룹과 차는 발의 APSI(anterior-posterior stability index)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 sylee1@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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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TTB(Time To Boundary), 변인에서는 중재 훈련의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Ⅳ. 결 론
신경근 훈련은 태권도 선수들의 밸런스를 향상시킴으로써 비접촉 기전의 부상 예방과 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적 신경근 훈련 집단보다 동적 신경근 훈련집단에서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태
권도 선수들에게는 정적인 형태의 신경근 훈련보다 동적인 형태의 신경근 훈련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되며, 후
속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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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ADHD를 신경정신의학적 장애로 규정하며, 치료 초기나 기능상 손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를 제

외하고는 1차 치료로 약물치료를 권고하고 있다(김효원 등, 2017). 하지만 주의력 저하, 과잉행동 및 충동성과 같은
ADHD의 핵심증상은 약물치료를 통하여 단기간의 증상 감소에는 유용하나(DuPaul & White, 2005; Evans et al.,

2001; Swanson, McBurnett,Christian, & Wigal, 1995) 두통, 현기증, 발작, 불면증, 성장발달지연, 자극 민감성, 감

정 변화, 혈압 변화 등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Graham et al., 2011) 약물치료가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하
기 위해 비약물 중재의 병행이 필요하다(Nathan, 1992; 김동일 외, 2009). 비 약물 중재 중 하니인 운동중재는 신체

활동을 증가시켜 ADHD 아동의 인지기능과 관련된 반응속도, 주의집중 향상 및 충동성, 공격성 감소에 효과가 있어
(허정식, 2004; Medina et al., 2010) 약물치료를 대체하거나 병행할 수 있는 중재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Barnard-

Brak et al., 2011; Gapin et al. 2011; Jung & Choi 2014; Kang et al., 2011 Pontifex et al., 2013 Song et al., 2010).
현재까지 ADHD 아동의 운동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물들이 축적되었으나 운동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한 메타분석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메타분석을 통해 운동 중재 프로그램 효과만을 검증하여 단편적인 결론

을 내기보다는 운동효과에 관계된 조절 변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해보는 과정이 요구된다. 선행 국내 메타분석의 경우
국내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운동 중재 내용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지 않아 해석에 제한점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반영하여 국내외 연구를 대상으로 ADHD 아동의 운동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해보고
자 한다.

Ⅱ. 연구방법
메타분석을 위한 분석대상 논문은 ADHD 아동에 대한 운동의 효과에 대한 국내외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체

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최종적으로 총 21편의 논문(국내 9편, 국외 12편)을 메타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omprehensive Meta-Analysis 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분석대상 논문의 효과크기와 분산을 계산해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각 개별 연구로부터 산출된 효과크기가 같은 모집단에서 추출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동질성 검증을 하

였으며, 효과크기가 동질하다면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고, 효과크기가 이질적으로 판단되면 조절변수 여부에 따라
* suhakoh@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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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효과 모형 및 하위그룹분석과 메타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출판 편향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Funnel
plot과 Egger’s Regression을 이용하여 출판편향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Ⅲ. 연구결과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DHD 아동을 위한 운동 중재 논문의 전체 효과 크기는 중간 효과 크기(ES=.706)

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운동중재는 ADHD의 주요 증상(과잉행동 및 문제행동, 주의력, 반응억제, 수행기능)에 중

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갖는다. 셋째, 실외운동이 실내운동보다 증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
당 운동참여빈도(2회, 5회)와 회기당 운동참여시간(40～50분)에서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ADHD 아동 대상의 운동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실험논문 21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

하여 효과적인 증상변인, 운동유형(실내·실외), 중재 빈도 및 시간에 따른 효과크기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와 논의

를 종합하여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ADHD 아동에게 운동 둥재 프로그램은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ADHD 아동의 신체활동 및 운동의 참여는 과잉행동 및 문제행동의 감소, 수행기능 및 반응 억제의 개선 그리
고 주의집중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셋째, 실외운동이 실내운동에 비해 증상 개선에 중재효과가 높다. 넷째,

ADHD 아동의 주당 2회, 회기당 40~50분의 운동 참여가 효과적이다. 하지만 ADHD 아동의 주의집중시간을 수시로
체크하고 고려하여 운동 중재시간을 조정하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적용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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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성 강화 훈련이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
*박재성 국립공주대학교

Ⅰ. 서 론
바이오피드백은 심장박동이나 호흡, 근수축 등 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인체의 활동을 스스로 인지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본인의 신체와 마음을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다(Rice et al., 1993). 여러 가지 바이오
피드백 중 인체의 뇌파를 인지하고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을 향상 시키는 훈련을 뉴로피드백 훈련이라고 하는데, 뉴로

피드백 훈련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거나 매우 빠른 신경반사 반응이 요구되는 스포츠 종목들에서 탁월한 훈련 효
과를 입증한 바 있다(Crivelli, et al., 2019; Christie, 2020). 이렇듯, 여러 종류의 스포츠에서 바이오피드백과 뉴로피

드백 훈련의 긍정적인 효과는 이미 널리 알려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바이오피드백이나 뉴로피드백

훈련 효과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한 상황이다. 또한 인체의 뇌파에 대한 오해와 이해 부족으로 뉴로피드백 훈련
의 효과를 과소평가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아직까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대부분 인간의 뇌파가 쉽게 변하지 않
는 것이며 설령 변한다 해도 인체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자는 기존의 뉴로피드백 훈련 후 실험대상자의 뇌파 변화 및 행동 변화를 검증한 연구와는 반대로 몇

가지 평형성에 도움이 되는 강화훈련을 실시한 이후, 실험대상자들의 뇌파 몇 집중력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충청남도 K시의 신체 건강한 대학교 학생 20명을 모집하였으며, 10명씩 무작위로 평형성 강화 훈련 그

룹과 비교그룹으로 무작위 배분하였다. 평형성 강화 훈련 집단은 총 6주간 주 3회 건강체력관리 센터에 방문하여 전
문가의 통제아래 매회 1시간가량의 평형성 강화 훈련에 참여하였으며, 뉴로피드백 집중력 검사는 두 집단 모두 사전,
사후 테스트 이외에는 뉴로피드백 훈련을 수행하지 않도록 통제하였다.

* koreapas7@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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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및 방법
1) 신체특성 측정

연구대상자 특성을 검사하기 위해 이동식 신장계를 이용하여 0.1cm 단위까지, 체중은 전자체중계(gas digital,

Korea)를 이용하여 0.1kg 단위까지 측정하였다.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
누어 추정하였다.

2) 평형성 강화 훈련

평형성 강화 훈련은 주 3회 총 6주간 실시하였다. 매 회 훈련시간은 약 1시간 정도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 10분씩을

수행하였다. 본 운동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으며, 5주차에 운동강도를 조정하여 시행하였다. Heel And To Walk(5분),
Lunge(15회/3세트), Calf Raises(10회/양쪽), Squat(10회/3세트), BOSU SINGLE-LEG B(15초/3세트), DB move
B(왕복 10회 3세트), Form Roller core B(15초/3세트).
3) 뉴로피드백 검사

뉴로피드백 훈련 프로그램의 기본 작동 원리는 실험 참여자의 두피에 연결된 뇌파 측정센서를 통하여 수집된 뇌파

에 대한 정보를 분석기(brainwave analyzer HW6, Unique Logic & Technology, USA)를 통해 컴퓨터 모니터에
시각화 된다. 각각의 훈련 프로그램은 컴퓨터 게임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피험자가 집중인 상태의 뇌파가 측정

될 때에만 화면상의 목표작업이 수행된다. 또한 집중이 지속되면 점수가 올라가는 형태로 본인 스스로 시각화된 뇌파
의 활성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3. 자료처리 방법
본 실험을 통해 확보된 자료들은 SPSS-PC(version 25.0)을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측정값들

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시기와 집단을 각각 변인으로 삼는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 및 집단 사이의 차이는 일원분량분석(One way ANOVA)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동일집단의
사전과 사후 결과값 차이는 대응표본 t-test를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α= .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뉴로피드백 검사 집중력의 변화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실험결과의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집중력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고(p<.05), 집단 사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p<.05). 또한 요인중재 사전, 사후 시기 사
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p<.05). 상호작용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사전값은 집단 사이에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후값에서는 평형성 강화훈련 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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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는 건강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6주 동안의 평형성 강화 훈련이 실험 참여자들의 뉴로피드백 검사 집중력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평형성 강화 훈련을 6주간 수행한 집단이 아무런 훈련을 수행하지 않은 비교집단에 비해 뉴로피드백 검사 집중력

항목의 점수 향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주간 수행한 평형성 강화 훈련이 집중력 강화에도 효과가 있음을 나
타내는 것으로, 인간의 뇌파가 신체활동 훈련에 의해 변할 수 있음을 입증한 과학적 근거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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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핏 운동이 TPI 파워 테스트 기록에 미치는 영향
이적 · *김창욱 부산외국어대학교

Ⅰ. 서 론
골프의 기술적 발전과 함께 최근에는 골프 트레이닝의 방법도 많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방송이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세계적인 선수들의 트레이닝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골프선수들은 골프트레이닝의 중요성

을 인지하고 있으며 수련하고 있다. 골프는 기술, 체력, 심리기술이 결합될 때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였으

며, 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비거리를 증대시킨다고 하였으며, 지속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최웅재, 2002; 김대성, 2011).

TPI(Titleist performance institute)는 골프의 파워를 증가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개발하였으며 점프

(jump)와 스쿼트(squat)와 관계된 동작인 역도의 파워클린(power clean), 스내치(snatch)에서 골프의 파워 근육
강화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응용 개발하였다. 이러한 동작은 크로스핏(crossfit)에서 실시하는 파워 운동과 매우 밀

접한 관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크로스핏 운동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골프 파워와 관계된 운동을 8주간 실시하여 TPI에

서 개발한 골프 파워 능력테스트의 기록과 관계가 높은 운동을 프로그램화 하였다. 박종율과 박범영(2004)은 프로골
퍼와 아마추어의 하퇴근력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였으며, 김소윤(2009)은 하지근력의 트레이닝은 골프스윙시 하지
의 안정화를 통해 상체의 바디턴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TPI에서 개발한 파워능력 테스트의 항목도

하지와 복근 등의 근력을 필요로 하며 의자 앉아서 체스트 패스 던지기, 싯업자세에서 메디신볼 던지기, 투포환 던지
기(좌, 우), 서전트 점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크로스핏 프로그램의 EMOM(every minute on a mimute for minutes), AMRAP(as many

roundas possiblein minutes), For time(as fast as possible for time)용하여 TPI 파워능력테스트 향상에 프로그
램에 적합한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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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표 1. 연구대상
연구대상

신장

체중

구력

MKH

182cm

78kg

4년

JK

183cm

80kg

3년

WJH

170cm

68kg

4년

2. TPI 파워능력테스트
표 2. TPI측정 항목
측정종목

방법

앉아서 체스트 패스

의자에 앉아서 메디신볼(3kg)을 가슴에 붙인 다음 앉은 자세를 유지하여 최대한 체스트 패스를 통해 볼을 던진다.

싯업자세 던지기

누워서 싯업자세를 하고 메디신볼(3kg)을 머리뒤로 들고 일어나는 동작과 함께 볼을 던진다. 이 때 발목을 잡아주는
보조자는 없다.

투포환 던지기(R/L)

투포환 던지기 자세로 메디신볼을 양손으로 귀 옆으로 잡고 오른손, 왼손을 던지게 하였다. 이 때 팔로 휘둘러 던지지
못하게 하며 손바닥으로 볼을 밀어서 던지게 하였다.

서전트 점프

똑바로 선자세에서 팔을 귀 옆으로 뻗어서 기준 높이를 측정하고 제자리에서 뛰어 점프하게 하여 측정하였다.

3.크로스핏 운동프로
표 3.크로스핏 트레이닝 프로그램
구분

운동 프로그램

1(기본운동, 워밍업)

AMRAP 12min(5 Push Up, 10 Sit Up, 15 Squat)
5 Rounds For Time(50 Jumping jack, 40 High Knee, 30 Climber, 20 Squat, 10 Plank Jump In)
10 Rounds(20s High Knee, 10s Squat, 20s High Knee, 10s Jump Squat)

2기본강화운동, 등운동,심페지구력

For time Deadlift, Box Jump (2 (3, 9, 15, 21, 15, 9, 3회 순차적으로 하기)
EMOM 10(10 Push-up, 10 Sit-Up)
,

3기본강화 운동, 하지강화

EMOM 10(5 Push-up, 25 step-Up), EMOM 10(10 Push-up, 10 Sit-Up)
Strength: Back Squat, Front Squat

4중간강도 파워운동

Power Strength:TABATA(Wall Ball Chest Pass, Hanging Hold, Wall Ball Sit-Up Pass)
AMRAP 12 min(5 Push Up, 10 Sit Up, 15 Squat)
EMOM 14(5 Deadlift 70% of PR), EMOM 10(10 Push-up, 10 Sit-Up)
AMRAP 14 min(20 Wall Ball Clean, Burpee)
For Time(Wall Ball Shot, Box Jump)

5중간강도 파워운동

For Time 21-18-15-12-9 Reps(Squat, Push-up, Sit-Up, Burpee
Strength I : Shoulder Press PR 측정(1RM 측정 및 83% 운동)
For Time(3-9-15-21-15-9-3 Reps, Deadlift(135Ib~185Ib), Box Jump(24inch))

6중간강도 파워운동

Hang Power Clean: 5RM

7최대파워 운동

snatch& balancem, power clean

8최대파워운동

, snatch Ful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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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결과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크로스핏 운동을 통해 TPI 골프 파워 측정 결과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TPI테스트 결과
NO

운동 프로그램

1

앉아서 체스트 패스
(cm)

2

누워서 던지기
(cm)
투포환 던지기(R)
(cm)

3
투포환 던지기(L)
(cm)

4

서전트점프(cm)
(560 이상 excellent)

주차

MKH
550
535
560
560
535
750
1086
1150
1100
915
1005
970
61
60
62

1(운동전)
4주차 후
8주차 후
1(운동전)
4주차 후
8주차 후
1(운동전)
4주차 후
8주차 후
1(운동전)
4주차 후
8주차 후
1(운동전)
4주차 후
8주차 후

이름
JK
437
475
530
435
415
460
785
845
870
687
835
830
50
51
50

WJH
488
489
545
405
510
580
1037
1055
1110
830
850
870
59
61
65

Ⅳ. 결 론
8주간의 크로스핏 운동은 골프파워와 관계하여 매우 유용한 운동으로 평가되었다.
피험자의 개인차에 따라 4주 및 8주차의 향상 속도에도 개인차가 크게 나타났다.

서전트 점프의 향상은 1명에게서만 매우 높은 향상을 보여 훈련기간의 연장이나, 트레이닝 방법의 변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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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최적의 신체활동량 분석 연구:
국체신체활동설문지(GPAQ)를 활용하여
박종석 · *김상호 고려대학교

Ⅰ. 서 론
최근 서구화된 식생활, 신체활동의 감소, 다양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당뇨병(diabetes mellitus, DM)이 증가하

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 유병률은 13.8%로 2012년 11.8% 대비 2% 정도가 상승해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대한당뇨병학회, 2020). 당뇨병은 지속적인 혈당조절이 필요하며, 당뇨 합병증을 줄이
기 위한 노력과 관리가 필요하다. 당뇨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중재방법 중 하나인 신체활동은 당뇨병의 관리
및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전략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의 건강을 위하여 중등도의 신체활동을 150~300분 실시하거나 격렬한 강도의 신체활동을

75~150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우리나라 성인은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혼합하여 1주일간의 총 신체활동량이 600METmin/week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한국건강
증진개발원, 2020). 하지만, 국내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신체활동 실천율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약 37%정도만이 규
칙적인 신체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대한당뇨병학회, 2018),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당뇨병과 다양한 운

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일 뿐, 일상생활에서의 신체 활동량과 당뇨병과의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당뇨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최소한으로 어느 정도의 신체 활동량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는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인을 대표하는 국가통계자료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중 국제신체활동설문지(Glob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GPAQ)를 활용하여 총 신체 활동량을 산출하여, 산출된 총 신체활동량을 바탕으
로 ROC curve 분석을 통해 당뇨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최적의 신체 활동량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뇨병 예
방 및 관리를 위한 일상생활의 신체활동 증진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중 인슐린 측정치가 있는 제6기 3차년도(2015년) 원시자

료를 이용하였다. 참여 대상자 7,380명 중 연령이 만 19세 미만, 65세 이상인 사람, 현재 임신 중인 여성, 8시간의 공복
시간을 지키지 않은 자, 분석 요소 중 한 가지라도 결측치가 있는 대상자 등 총 3,928명의 자료를 제외한 3,452명(남성

1,489명, 여성 1,963명)이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체활동에 관한 설문은 WHO에
* model200@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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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발한 국제 신체활동 설문지(GPAQ)의 한글판 GPAQ를 활용하였고, WHO(2012)가 제시한 수식을 이용하여 직
업, 여가, 이동에 관한 세 가지 영역별 신체활동의 강도를 정량화하고 신체활동량을 계산하였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건강행태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현재 흡연여부, 알코올 섭취 정도, 수면시간, 칼로리 섭취량 자료를 이용하였고, 신
장, 체중, BMI, 허리둘레,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LDL-C, HDL-C, 인슐린, HOMA-IR, HOMA β-cell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MedCalc ver. 19.4.1 프로그램과 SPSS ver.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당뇨 예방을 위한 적

정 신체 활동량 cut-off 값 확인을 위해 ROC curve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최적의 신체 활동량 cut-off 값을 기준

으로 신체활동량 적정 그룹과 부족 그룹으로 나눈 후 그룹에 따른 각 변수들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와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그룹에 따른 당뇨병 유병 위험도를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α= .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전체 조사대상자 중 당뇨병 환자는 1055명(30.6%)이었으며, 남성은 582명(39.12%), 여성은 473명(24.1%)이 당

뇨병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ROC curve 분석을 이용하여 당뇨병 예방을 위한 신체활동량 분석 결과, 남성의 AUC

는 0.557(95% CI: 0.531-0.58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p<.001), Cut off 값은 720MET-min/week로

나타났다. 여성의 AUC는 0.552(95% CI: 0.530-0.57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p<.001), Cut off 값은
540MET-min/week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ROC curve 분석결과에서 예측된 신체활동량 Cut off 값을 기준으로 신체활동 그룹을 신체활동 적

정 그룹과 신체활동 부족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당뇨병 유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인 나이, 총 에너지섭취량, 음
주정도, 현재 흡연여부를 보정한 상태에서 당뇨병 유병 위험도를 확인한 결과, 남성집단에서는 신체활동량 부족 그룹

이 신체활동량 적정 그룹보다 당뇨병 유병 위험도가 1.298배(95% CI, 1.025-1.570)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또한, 여성집단에서는 신체활동량 부족 그룹이 신체활동량 적정 그룹보다 당뇨병 유병 위험도가 1.287배
(95% CI, 1.012-1.563)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Ⅳ. 결 론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중 인슐린 측정치가 있는 제6기 3차년도(2015년) 원시자

료를 이용하였고,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당뇨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최소한으로 어느 정도의 신
체 활동량이 필요하고 적정한지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당뇨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신체 활동량이 남성은 720MET-min/week, 여성은 540MET-min/week 이상이

되어야만 적절한 신체 활동량이며, 신체 활동량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 당뇨병 관련 각종 변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당뇨병 유병 위험도가 올라간다. 따라서, 규칙적으로 적절한 신체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당뇨 예방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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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하는데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신체활동의 중요성
을 강조할 수 있는 과학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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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부 테이핑과 스트레칭 운동 중재가 만성요통 주부의 설거지 시
몸통가동범위와 압통,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오정환 · 유원이 · *신의수 충남대학교

Ⅰ. 서 론
가사노동 중 서서하는 작업인 설거지 시 개수대의 높이는 허리를 숙임으로서 발생되는 자세의 고정성이 정적부하

를 유발하여 통증의 유발을 초래할 수 있으나(양성환, 2011), 이때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환이 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이유(이승원, 1996)로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효과적인 방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요통을 경험하고 있는 주부들에게 설거지는 증상의 악화와 밀
접한 관련이 있음이 제기되며,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테이핑과 스트레칭운동이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근래에 들어 요통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기위해 테이핑과 스트레칭운동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생체
역학적 변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다(박정식 외, 2005; 이경일 외, 2005;

이대희 외, 2012; Alexiev, 1994). 이러한 상황에서 요통을 경험하고 있는 주부에게 가사노동 설거지 시 요통의 완화
와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생체역학적 변인의 검증을 통해 이를 권장할 수 있는 과학적인 효과를 제
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만성요통 주부를 대상으로 설거지 시 테이핑과 스트레칭운동
중재가 몸통가동범위와 압통, 근활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만성요통 진단을 받고 현재 가사노동 설거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40대 주

부 20명으로 선정하였으며, 중도탈락자 4명을 제외한 16명을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1차 측정은 대상자들에게

테이핑과 스트레칭운동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였으며, 2차(4주 후) 측정은 대상자들에게 설거지 전 테이핑

과 스트레칭운동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의 연령은 43.2±3.6 세, 신장은 164.5±4.6 cm, 체중은 65.5±6.8
kg이었다.

이 연구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7087504).
* sin76@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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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도구
본 연구의 실험도구는 압통 측정을 위한 디지털 통각계(AP1114, J-Tech, USA), 몸통가동범위 측정을 위한 디지털

각도계(Dualer IQ PRO, J-Tech, USA), 근전도 측정을 위한 무선근전도기(Ultium ESP, Noraxon)를 사용하였다.

3. 실험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험 시 사용될 개수대의 높이 설정은 한국공업규격 KS G5700에 의해 생산되는

800 mm ~ 900 mm의 높이의 개수대(방혜경, 2004) 중 대상자의 설거지 수행에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높이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설거지 시간은 여성가족부(2017)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약 20분으로 설정 하였다. 세부적인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중재방법

본 연구에 적용될 테이핑 방법은 권순혜(2004)가 요통환자에게 처치 한 신축성 테이핑 사용기법으로 요방형근과 척

추기립근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스트레칭운동은 요통에 효과적으로 알려진 운동 중 박정식 외(2005)의 연
구에서 요통환자들에게 적용 후 효과를 검증한 6가지 동작이며, 몸통운동 세 가지와 다리운동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2)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 몸통 가동범위의 측정은 요추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움직임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였으

며, 압통 측정은 요통에 영향을 주는 척추기립근부에 디지털 통각계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근활성도의 측정은 조지훈

외(2010)의 연구에서 요통에 관여하는 요추부(L1, L3, L5)의 근전도 측정방법을 토대로 좌·우 요부신전근(척추기립
근, 다열근)에 표면전극을 부착하여 측정하였다.

4. 통계처리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며,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생체역학적 변인에 대한 평균 및 표

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중재 전과 중재 후의 비교분석을 위해 대응 t-test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5
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몸통가동범위
만성요통 주부의 설거지 시 테이핑과 스트레칭운동 중재 전과 중재 후 몸통가동범위는 굴곡, 신전, 좌측굴, 우측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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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중재 후의 몸통가동범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압통
만성요통 주부의 설거지 시 테이핑과 스트레칭운동 중재 전과 중재 후 압통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중재 후 압

력대비 통증정도가 약화되었다.

3. 근활성도
1) 오른쪽 요추부 근활성도

만성요통 주부의 설거지 시 테이핑과 스트레칭운동 중재 전과 중재 후 오른쪽 요추부 근활성도는 L3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중재 후의 근활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왼쪽 요추부 근활성도

만성요통 주부의 설거지 시 테이핑과 스트레칭운동 중재 전과 중재 후 왼쪽 요추부 근활성도는 L3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였으며, 중재 후의 근활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만성요통 주부의 가사노동 설거지 시 요부 테이핑과 스트레칭운동 중재가 몸통가동범위, 압통,

요부 근활성도에 주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만성요통 주부의 가사노동 설거지 시 요부 테이핑과 스트레칭운동 중재는 몸통의 굴곡, 신전, 좌측굴, 우측굴

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만성요통 주부의 가사노동 설거지 시 요부 테이핑과 스트레칭운동 중재는 요부 압통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만성요통 주부의 가사노동 설거지 시 요부 테이핑과 스트레칭운동 중재는 L3부의 근활성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만성요통 주부의 가사노동 설거지 시 몸통가동범위, 통증, 요부 근활성도에 간단한 요부

테이핑과 스트레칭운동 중재방법이 효과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만성요통 환자를 위한 다양한 가사노동에 유
용한 테이핑과 운동방법 중재효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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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의 구속에 영향을 미치는 운동학적, 운동역학적 변인 분석
조준행 에스에스티컴퍼니 · *이대연 강남대학교

Ⅰ. 서 론
야구는 세계 최고의 인기 스포츠이며(Mercier, Tremblay, Daneau, Descarreaux, & medicine, 2020), 투수가

경기력을 결정한다고 할 만큼 핵심적인 포지션이다(최원호, 신윤아, 2021). 투수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빠른 볼을 던
질 수 있는 능력이다(Stodden, Fleisig, McLean, Lyman, & Andrews, 2001). 빠른 구속을 위해서는 운동학적, 운동

역학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선행연구에 의하면 빠르게 공을 던지기 위해서는 운동역
학적 요소로써 수직 지면반력이 강하고(Howenstein, Kipp, & Sabick, 2020), 제동력이 커야하며(Guido Jr & Werner, 2012), 운동학적인 측면으로는 보폭이 넓을수록 구속이 빠르다고 하였다(Crotin & Ramsey, 2015; Ramsey &

Crotin, 2019). 이처럼 투수의 구속은 운동학적, 운동역학적인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선행
연구들은 주로 외국 선수들이 대상으로 이루어져 체형, 근력, 자세, 메커니즘 등이 다른 한국 선수들에게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맞춤형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요소를 고려한 다양한 대
상자들을 상대로 운동학적, 운동역학적인 변인들이 야구 피칭 시 구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Ⅱ. 연구방법
총 108명의 고등학생( 71명 ), 대학생( 22명 ), KBO 프로선수( 15명 ) 투수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를 위해 12

대의 바이콘 카메라와 2대의 지면반력기가 사용되었으며, 영상 데이터는 300Hz로, 지면반력 데이터는 1200Hz로 확

보하였다. 운동학적 변인 분석으로는 투수의 하지, 골반, 몸통, 상지의 움직임을 분석하였으며, 운동역학적 변인 분석
으로는 지면반력 변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상관 관계 분석 결과 구속과 운동역학, 운동학적인 변인 간 상관관계는 다음의 순서와 같다.

1. 릴리스 포인트 직전 디딤다리의 펴짐속도가 빠를수록 2. 어깨의 외회전 각도가 클수록 3. 몸통의 회전속도가 빠
* leedy@kang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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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수록 4. 제동력이 클수록 5. 추진다리의 수직 지면반력이 클수록 6. 디딤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 몸통의 꼬임각이 클

수록 7. 디딤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 종아리 각도가 지면과 가까울수록 구속이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속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우선 순위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 순서는 1. 디딤다리의
펴짐속도 2. 어깨의 외회전 각도 3. 몸통이 회전속도 등으로 나타났다.

Ⅳ. 결 론
110명의 한국 고교, 대학, KBO 프로 투수들의 투구 메커니즘을 분석을 통해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 결과 구속이 빠

른 선수일수록 앞다리(디딤발)의 무릎 펴짐 속도가 빠를수록 구속이 빨랐으며, 그 다음 어깨의 외회전각도가 클수록
구속이 빨랐고 몸통의 회전속도가 빠를수록 구속이 빨랐음을 알 수가 있었다. 현대 야구에서 고교 졸업 후 프로에 진

출할 수 있는 만큼 고교 엘리트 선수들의 신체적인 조건은 프로와 견줄만하다. 구속이 빨라지기 위해서는 하체 근력
과 근력을 바탕으로 한 파워를 향상시켜야 하며, 어깨의 가동범위를 늘려줄 수 있는 스트레칭 및 코어 강화 훈련이 필
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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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copenia 노인의 명상 및 통합운동이 건강체력과
항노화호르몬 및 근감소증인자에 미치는 효과

홍가람 · 백선홍 · 민도겸 · 김봉조 · 박상갑 · *김은희 동아대학교

Ⅰ. 서 론
◦ 근감소증은 만성질환의 위험, 질병진행 증가, 허약, 그리고 조기사망 등의 건강 불균형으로 이환됨 이에 따라
근감소증 예방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사지근육량 감소의 예방에 대한 운동 중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근감소증에 의한 빠른 퇴행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근본적 원인을 치료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 최근 근감소증의 비약물적 중재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및 유럽의 대규모 역학연구에서
는 근감소증의 가장 주요한 위험요인중 하나로 운동 및 신체활동부족을 보고하고 있음.

◦ 또한 종단적 연구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행동지표 중 운동습관 및 운동중재가 근감소증 예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료비의 절감의 측면에서도 효용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음.

◦ 하지만 근감소증예방에 효과적인 운동방법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며,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운동

중재에 관한 코크란 리뷰를 보면, 근감소증예방에 효과적인 운동방법으로 유산소 운동 및 근력운동을 제안하고
있음.

◦ 또한 상호 운동 간의 비교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어떠한 운동이 근감소증과 신체기능에 효과적인지를 분석하
는 후속연구가 필요함.

◦ 더욱이 미국의 LIFE Study (2015)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단순한 운동교실의 경우 대상자기반, 운동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예방책을 제시하지 못함.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5세 이상의 근육감소증(sarcopenia) 노인 25명을 대상으로 체격(신장, 체중), 노인체력(근력, 균형감각, 보행능

력, 심폐능력)을 측정, 운동중재는 16주간 주 3회, 1회당 60분 실시하였다.

* ehk1959@d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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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항목 및 실험방법
1) 체격 및 신체조성 측정

신장과 체중은 포터블 신장계(InLabS50, InBody,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 근육량 및 사지골격근량 측정

운동 실시전과 16주후 DEXA법을 이용하여 근육량은 총근육량, 좌우 상지(견봉점에서 손끝) 및 좌우 하지(대퇴골

목에서 발끝)의 부위별로 측정하였다.
3) 호르몬 검사

각각 15cc를 채혈한 후 성장호르몬은 방사선 면역조사법으로 분석하였고, IGF-Ⅰ은 방사선 면역조사법으로, GH

과 DHEA는 면역방사계수측정법으로 분석하였다.
4) 건강체력

노인체력검사(Rikli와 Jones, 2013a)는 심폐지구력, 팔과다리의 근력, 허리와 어깨의 유연성, 민첩성 및 동적평형

성을 측정하였다.

5) 명상 및 통합운동 프로그램

ACSM(2000)에 의하면 노인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은 주당 3회 16주간 근력강화운동, 유산소운동, 요가 및

명상을 각각 20분씩 순환하며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신체구성과 건강체력의 변화
운동군과 통제군의 16주간의 복합운동 전·후 신체구성과 건강체력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16주간의 복합운동 전과 후의 시점에 따라 체중(F=4.244, p=0.041), 체지방률(F=4.439, p=0.038), 제지방량은

(F=4.635, p=0.042)은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Ⅳ. 결 론
운동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던 고령 여성들이 본 운동프로그램의 참가 후 건강체력 향상으로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

리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개입 연구 후 항노화호르몬 및 근감소증의 개선이 나타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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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운동습관 형성으로 인한 운동 효과의 검증이라 사료된다. 명상을 56개월 이상 매일 실참하고 있는 이들에게서 대
조군 보다 긍정적 효과가 증대된 것은 특히, 마음의 평안을 유지(지금 여기)하고 있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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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시대 운동과학의 역할과 방향성 탐색
*이대연 강남대학교

Ⅰ. 서 론
2019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감염병(COVID-19)이 전 세계를 강타한지 2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여

러 차례의 대유행과 소강상태를 거치면서 전 세계 500만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사회적 통제, 백신과 치료제 개발 그
리고 집단면역을 위한 세계 각국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을 알 수 없고, 예상하기도 어려운 시계 제로의 상태이

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백신의 개발로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세계 각국은 위드 코로나, 즉 SARSCoV-2 바이러스와의 공존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2021년 11월 1일 백신 접종률 80%를 바라보는 시점에
서 더 이상 바이러스 감염억제를 위한 사회통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위드 코로나의 기조로 단계적 완화조치를 시작
하였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2002년 사스(SARS)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2년 메르스
(MERS) 등과 같이 근본적으로 감염을 기반으로 한 바이러스와 세균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질병들은 끊임없이 새로

나타나거나 진화해 왔기 때문에 이를 헤쳐나가기 위한 근원적인 물음에 답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COVID-19 팬데믹 이후 사람들의 건강유지와 증진의 대표적 방안으로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운동과학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본 론
COVID-19 팬데믹 상황 이전 최근까지 운동과학의 주 관심사는 심혈관질환,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의 예방

과 치료였다. WHO(2014) 에서도 인류에게 당면한 건강 관련 문제는 말라리아나 결핵과 같은 전염병이 아니라 만성
질환이라고 하였을 만큼 최근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연구들이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만성질환에 맞추어져 있었

다. 그러나 COVID-19 팬데믹은 운동, 건강과 관련된 여러 영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코
로나 바이러스(SARS-CoV-2)에 대한 직접적인 운동의 효과와 관련한 과학적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지 않았지만 기존
의 연구에서 운동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리노 바이러스,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포함한 다른 많은 바이러스로부터 신

체를 보호하는 유용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Martin, S. A., Pence, B. D., & Woods, J. A., 2009). 그렇다면 위드 코

로나 시대에서는 운동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요소들을 갖추어 발전해야 할까? 우선 근거 중심의 운동의학을 강화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근거 중심(Evidence-based) 운동 의학이라는 개념은 근거 중심 의학(Evidence-based Medi* leedy@kang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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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e, EBM)과 운동은 약이다(Exercise is medicine, EIM) 이라는 두 개념이 합쳐진 새로운 개념이라 할 수 있다(이

해동, 전용관, 2020). 근거 중심 운동 의학의 확립을 위해서는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시작하여 실습,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연계될 수 있는 지속적 학습-적용 프로그램이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남녀노소를 비롯하여 일반인, 운
동선수 그리고 신체 부위별 운동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플랫폼화 함으로써 다양한 대상과 상황에 맞는 지식체계를 확

립할 수 있다. 이후 대학과 현장에서 지속적인 사후 교육체계를 활성화 하고 과학적으로 규명된 최신 근거를 유형별
로 수집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정보의 활용이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다양한 유형별

맞춤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공유하고 끊임없이 질높은 자료를 반영하여 업데이트 함으로써 근거 중심 운동의학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박현태(2021)는 현재의 헬스케어 패러다임이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운동과학기반
의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운동참여 기회는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술 근거의 생산요구 증가와 더불어 적극
적 운동참여에 관한 뉴노멀의 확립이 필요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의학, 간호, 물리치료 등 다른 학문분야에 비해 근거
중심 연구와 정립이 뒤떨어지므로 서둘러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비대면 언택트의 활용이다. 대면 접촉이 감염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COVID-19 상황에서는 원격

시스템의 활용이 더욱더 필요하다. 이미 헬스케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작고 정밀한 스마트 기기와 웨어러블 디바

이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앞서 개발된 기존의 운동프로그램이
나 서비스와는 차별되는 비대면 상황에 특화된 운동 프로그램이 개발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와의 적극적 융복합이 필요하다. 운동과학과 다양한 학문들과의 좀 더 밀접한 교류를 통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한다. 많은 부분 협력과 융복합이 시도되고 있지만 뉴 노멀을 위한 빠른 전환의 시대에서 우리는 여전히 적응하지 못

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학문적 교류뿐 아니라 교육 현장에 실제로 적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춘
인재 양성과 연결되어야 한다.

Ⅲ. 결 론
COVID-19 팬데믹이 가져온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 운동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는 만큼 체육, 스포츠, 운동과학은 이러한 여러 변화에 발 맞추어 좀 더 실용적 학문으로의 한 단계 도약이 필요
하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문화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영역과 가치를 창출하고 위상을 드높임으로써 위드, 포스
트 코로나 시대 건강을 책임지는 중추적 역할과 더불어 선도 분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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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항당뇨 효과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계량서지학적 방법
김수빈 · 최예림 · 강민경 · *김승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Ⅰ. 서 론
당뇨환자의 효과적인 혈당조절을 위한 중재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그중 많은 연구들이 신체활동증가

를 통한 비약물적 항당뇨 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항당뇨 요법들은 당뇨의 유병률을 낮
추는데 미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 과학의 비약적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항당뇨 요법이나 중재방법을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항당뇨 효과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은 부족한 실정으로, 본 연구를

통해 운동의 항당뇨 효과에 관한 해외 우수 연구들을 계량서지학적 방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시기별 연구동향을 파
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당뇨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Web of Science와 Scopus 검색엔진을 통해 1991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된 논문들 중, ‘Diabetes(과 관련동의

어)’와 ‘Exercise(와 관련동의어)’의 키워드를 가진 총 4,031개 논문을 수집하였다. 시기별 동향분석을 위해 Intro-

duction(1991-2000년), Growth(2001-2010년), Maturity(2011-2020년) 기간으로 분리하였다. 연구의 절차는 1) 논
문 수집과 키워드 추출, 2) 추출된 키워드 정제, 3) 키워드 통계 분석, 4) 키워드 간 동시 출현 매트릭스 및 네트워크 생
성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통계프로그램 R과 NetMiner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시기별 구분 없이 1991~2020년 동안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키워드는 ‘obesity’, ‘diet’, ‘prevention’, ‘lifestyle’,

‘weight loss’였다. Introduction 기간에는 주요 키워드로 ‘Hypertension’, ‘Retinopathy’, ‘Dyslipidemia’, ‘Proteinuria’ 등이 고빈도로 나타나 당뇨에 따른 합병증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확인했으며, Growth 기간

에는 ‘Health promotion’, ‘Quality of Life’, ‘Metabolic syndrome’ 키워드가 등장하며 삶의 질과 건강개선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Maturity 기간에도 삶의 질과 건강 개선을 위한 개념적 키워드가 상위권에
* skkim7@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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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Sedentary Behaviour’, ‘Prediabetes’, ‘Gestational Diabetes’이 주요한 키워드로 등
장한 것을 보아 치료보다는 당뇨 방지를 위한 연구에 관심이 증가하였음을 발견하였다.

Ⅳ. 결 론
연구동향 분석 결과, 운동의 항당뇨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운동을 통해 결국 삶의 질 개선과 건강 증진의 목적

의 연구가 대표적인 키워드였다. 최근에 오면서, 전당뇨나 임신성당뇨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질병에 대한
연구가 세분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당뇨치료보다는 방지에 점차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따라서, 앞으로는 의학적 노력에도 감소하지 않는 당뇨 유병률의 역학적 원인을 규명하여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
안을 연구하는 방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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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무용인의 라인댄스 강사 활동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김희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원정 부산대학교 · *박휴경 연세대학교

Ⅰ. 서 론
사회 전반에 걸쳐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문화예술인의 설자리는 상대적으로 좁아지고

있는 추세이다(장구보, 동다예솔, 이해준, 2017). 특히 무용분야는 전문직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 수에 비해 고학력 인

력의 공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차은주, 류진욱, 2019). 이들은 무용 이외의 다른 분야를 접하기 힘들어하며, 가
장 쉽게 재사회화 되는 분야도 무용지도로 나타났다(이수련, 2018). 한편, 우리나라의 생활무용은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으며(이영희, 2016), 단순한 운동의 형태를 떠나서 과학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무용전공자들의 생활무용현장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용전공 지도자들의 생활무용강
사로 활동하는 경험을 탐색하여, 전문무용가들이 라인댄스 강사로 활동하면서 겪는 체험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질적연구의 하나인 자문화기술방법 중 ‘소수집단문화기술지’ 방법으로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

었다. 연구참여자는 순수무용을 전공한 전문무용가로서, 현재는 라인댄스를 지도하며 유튜브 운영, 동호회 운영, 대
회참여 및 라인댄스 안무 등의 활동을 하는 전문라인댄스 강사 5명이다. 자료수집은 자문화기술지의 자료수집 방법
인 기억자료 · 자기성찰 자료이며 참여관찰 자료 · 인터뷰 전사본 · 문화적 인공물 · 문헌연구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김
영천, 이동성, 2011). 분석은 수집과 함께 자료의 정리와 조직화를 진행해야 하기에 자료수집날짜 · 상황과 장소 · 자료

의 출처 등을 자료정리의 기준으로 수집된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읽어 나가며 핵심적 요소를 추출하고, 범주화하였다.

이와 함께 질적연구에서의 이슈인 연구의 진실성과 윤리성을 위해 먼저 공용 IRB 승인(P01-202103-23-004)을 받고
생명윤리위원회의 권고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며, ‘삼각측정법’, ‘동료검증’, ‘참여자 확인과정’을 거쳤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이끌림과 도전’ ·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 ‘무용전공자로서 능력발휘와 인정받음’ · ‘제2의
* stella1989@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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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가의 삶’ · ‘라인댄스 강사로서의 성찰’ · ‘라인댄스강사로서의 자부심’으로 범주화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
면, 전문무용가 출신 라인댄스 강사들은 라인댄스를 통해 과거 무용가로서의 활동의 재현과 춤에 대한 열정의 전이를

경험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라인댄스 강사로 전문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첫째, 전문무용수들이 라인댄스

를 통해 ‘제 2의 무용가의 삶’을 가능하게 한 것은 라인댄스의 특성과 무용단 운영으로 해석된다. 둘째, 라인댄스 강사
로 전문화되는 과정에서 ‘거듭나기 단계’, ‘성찰의 단계’, ‘자부심 형성 단계’로 직입정체성이 형성되었다.

Ⅳ. 결 론
이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평생을 예술가로 살아온 전문무용인들은 라인댄

스 강사로서 재사회화에 성공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진로고민 중에 있을 잠재적 은퇴 무용전공인들에게 재사회
화 영역으로 라인댄스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전문무용가들은 라
인댄스 강사로 전문화되는 과정에서 예술무용과 생활무용 모두 무용의 범주에서 같은 노력과 열정이 필요하다는 인

식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즉, 전문무용인에서 라인댄스 전문강사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해와 열
정을 동반한 생활무용으로서 라인댄스에 대한 인식이라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참여자들의 재사회화 성공요인으로

는 ‘제 2의 무용가의 삶’을 살아가게 한 체험으로 이는 라인댄스 무용단의 활발한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본다.
라인댄스 무용단의 운영은 전문무용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라인댄스에 대한 애정을 깊게 하

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라인댄스 강사로 입문하는 무용인들에게 무용단 운영의 중요성에
인식하기를 조언하는 바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무용전공인들의 라인댄스를 비롯한 생활무용에 대한 인식

에 대한 연구와, 무용전공인의 라인댄스 무용단 운영사례 혹은 라인댄스 무용단 참여자들의 진지한 여가 경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 연구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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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중은 2045년에

37.0%로 일본(36.7%)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유엔의 201개국에 대한 세계인구전망과 통계청의 2017∼

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비교분석한 결과로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2019년 14.9%에서 2067년 46.5%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수치이다. 고령사회는 무엇보다 의료비용의 증가를 대비해야하
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성 질환이 비고령자에게서도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어, 결국 노인성 질환에 대한 대비
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1. 세계와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인간이 노화를 겪으면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은 근골격계와 심혈관계 기능의 저하이다. 근골격계

는 퇴화의 속도가 빨라 노인의 상당수가 관절염, 신경통, 요통, 좌골통, 골다공증 등의 근골격계 질환을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 또다른 심각한 노인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도 판단되고 있다. 실제로 노인 근골격계 기능의 저하는

통합적인 근육 능력의 저하, 근력 발현 및 신체활동 시 협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로 인하
여 이동성, 균형성, 조작성 기능이 떨어지고, 이 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복잡한 자극에 반응
하는 능력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위 논문(과제번호: S202101-06-03-04)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에 의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연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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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령별 근골격계 질환 현황

한편 심혈관질환은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등과 같은 심장질환과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들을 포함하는 대표

적인 노인성질환군의 하나이다.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질환과 흡연, 음주, 신체

활동 부족, 비만 등 주로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 등의 위험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노인의 경우 근골격
계와 복합적으로 발병되는 경우가 많으며, 심혈관계 또한 근골격계 질환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심각한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노인은 오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가 요구된다.

그림 3. 65세 이상 사망원인 사망률 (단위 : 인구 10만명당 명) (출처 : 2019 통계청)

노인의 건강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이면서도 가까운 거리에서 대면 형태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전 세계적인 COVID-19 확산, 온난화 현상 및 개발에 의한 환경 오염 등 노인의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불안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과 연간 10% 이상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헬스 산업의 생태계가 원격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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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대면 중재로 변화하는 상황까지 고려할 때, 보다 발전적으로 진화된 스마트 디바이스에 탑재되어 사용할 수 있
는 신체 행동강화 연계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체육학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분야로 판단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실내체육시설에서 노인이 사용하는 복합중재 디바이스를 위한 신체 행동강화 연계 전략을 연

구하고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Ⅱ. 연구 절차 및 내용
1) 연구 절차

그림 4. 행동강화 연계 전략 기술

(1) (장애)노인 근골격계 및 심혈관계 특성 분석, 행동 강화 요구사항 분석, 인지 및 운동 전략 방법론 개발, 가상 보

상 전략 방법론 개발

- 행동강화 요구도 조사

- 범이론적 모델에 따른 행동변화 단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 인지 및 운동전략 방법론 개발

- 근거기반 실천(evidence-based practice) 원리를 적용한 노인을 위한 신체활동/운동치료 프로그램 개발
- 장애노인의 일상생활 수준에 맞는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 가상 보상 전략 방법론 개발

(2) 행동 강화 연계 단계별 평가 알고리즘 모듈 개발, 서비스 연계 에이전트와 행동 강화 모듈 연동
- 행동 강화 연계 단계별 평가 알고리즘 모듈 개발

- 신체적 능력의 단계를 활용한 행동 강화 알고리즘 모듈 개발
-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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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동 강화 모델 기능 검증, 행동 강화 모델 기능 고도화, 융합된 행동강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장애노인(인지

장애 및 만성질환) 활동량 증진 구형
- 행동 강화 모델 기능 검증

- (장애)노인의 신체활동 평가를 위한 측정
- 행동 강화 모델 기능 고도화

- 융합된 행동강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장애노인(인지장애 및 만성질환) 활동량 증진 구형

Ⅲ. 기대 결과
- 실내체육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 개발을 위한 노인의 요구도 조사를 통해 전신의 움직임을 실

시간으로 측정하고 각 관절의 가동범위 및 기타 건강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운동 알고리즘 및 운동 평가 기능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 노인을 포함하여 운동초보자, 체중감량, 인지능력향상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개발되는 실내스포츠 시설을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에 적용할 수 있으며, 디바이스 사용자는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운동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고 수
행하여 개인별 맞춤 관리가 가능한 휴먼케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CDISC를 활용한 체육학 분야의 데이터 분야 연구의 시작점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스포츠 데이터 연구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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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전거의 서비스 품질이 운동만족도 및 지속적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 : 따릉이를 중심으로
박성준 · 조준석* · 윤유진 · 이선미 경기대학교

Ⅰ. 서 론
자전거를 생활체육 활동으로써 즐기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강진. 2018). 자전거는 유아부터 중장년층

에 이르기까지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최근 서울시에서는 무인 자전거 대여 시
스템인 ‘따릉이’를 설치하며 더 쉽게 생활에서 접할 수 있게 되었다(강진, 2018). 따릉이는 공유 이동 수단에 LTE-M1

통신기술을 도입, 대여 반납 편의를 위한 QR코드 기술, 상태정보 전송을 위한 GPS·블루투스 기술을 사용하는 뉴테크
놀로지가 결합된 서비스이다(선민규, 2020). 무인 전자요금 지불로 인하여 신속한 대여와 쉬운 반납으로 언제 어디서

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김상현, 2017), 시민의 건강을 도울 수 있는 생활 운동 수단으로써 그 이용량이 점차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김민서, 2017). 이러한 흐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생활체육과 밀접하게 연관된 IT 신기술 서

비스인 공공자전거 공유 서비스(따릉이)의 품질이 사용자의 운동만족도 및 지속적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따릉이 서비스를 포함한 자전거 공유경제 시스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자전거
플랫폼 및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I. 공공자전거의 서비스 품질(사용 편의성, 가격 합리성, 애플리케이션 품질, 자전거 품질)은 사용자의 운

동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문제 II. 공공자전거의 서비스 품질(사용 편의성, 가격 합리성, 애플리케이션 품질, 자전거 품질)은 사용자의

지속적 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2021년 10월 22일 ～ 10월 29일까지 수도권 내 공공자전거(따릉이) 서비스 이용자 140명을 선정

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 자료를 회수, 최종 120부를 유효 표본으로 설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Windows 용

SPSS WIN Version 24.0 Program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Factor Analysis),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상

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
과 절차를 통하여 공공자전거 서비스의 서비스 품질, 운동만족도, 지속적 참여 의도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였다.
* junseok805@naver.com

214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Ⅲ. 연구결과
첫째,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비스 품질이 운동만족도의 전체 변량의 42.3%(R²=.423)를 설명하고 있으

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 21.110). 구체적으로 가격 합리성(t=4.376)과 자전거 품질

(t=2.293)은 운동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용 편의성(t=1.330)과 애플
리케이션 품질(t=.371)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서비스 품질과 운동만족도와의 관계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1.879

.063

(상수)

.735

.391

사용 편의성

.141

.106

.123

1.330

.186

가격 합리성

.405

.093

.403

4.376

.000***

애플리케이션 품질

.037

.100

.033

.371

.711

자전거 품질

.223

.097

.216

2.293

.024*

F = 21.110 R²= .423
*p<.05, **p<.01, ***p<.001

둘째,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비스 품질이 지속적 참여 의도의 전체 변량의 53.2%(R²= .532)를 설명하고 있

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2.668). 구체적으로 사용 편의성(t=3.597)과 가격 합리성
(t=2.935), 자전거 품질(t=4.407)은 지속적 참여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애
플리케이션 품질(-.808)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서비스 품질과 지속적 참여 의도와의 관계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상수)

-.120

.390

사용 편의성

.379

.105

베타

t

유의확률

-.308

.759

.300

3.597

.000***
.004**

가격 합리성

.271

.096

.244

2.935

애플리케이션 품질

-.080

.100

-.065

-.808

.421

자전거 품질

.427

.097

.374

4.407

.000***

F = 32.668 R²= .532
*p<.05, **p<.01, ***p<.001

셋째,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동만족도가 지속적 참여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체 설명력은 52.8%(R²= .528)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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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운동만족도와 지속적 참여 의도와의 관계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상수)

.604

.279

운동만족도

.804

.070

베타

.727

t

유의확률

2.162

.033

11.491

.000***

F = 132.035 R²= .528
*p<.05, **p<.01, ***p<.001

Ⅳ. 결 론
상기 결과에 나타났듯이 공공자전거 서비스(따릉이)의 서비스 품질 중 가격 합리성, 자전거 품질이 우수할 경우 공

공자전거 서비스 사용자의 운동만족도가 촉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용 편의성과 가격 합리성, 자전거 품질
이 우수할수록 공공자전거 서비스 사용자의 지속적 참여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자전거 서비스(따릉이) 사용자의 운동만족도와 지속적 참여 의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진술한 결
과에 근거하여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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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디바이스 (Apple Watch) 를 활용한 헬스케어 앱의 서비스 품질이
운동몰입 및 운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Apple 건강 앱을 중심으로
이광용 · 권진수* · 박다영 · 박준 경기대학교

Ⅰ. 서 론
최근 사회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은겸, 김연운, 최동준, 2016). 웨어러블 디바이스란 ‘입는 컴퓨터’ 또는 ‘착용형 컴퓨터’로 미래일상 생활에 필요한 각
종 디지털 장치와 기능을 의복내에 통합시킨 새로운 종류의 차세대 의류로서 인간의 특성과 맞추어 정보 이용 환경과

사용 목적에 따라 특화된 기능과 형태를 가지는 인간 중심의 컴퓨터를 총칭한다(이현미, 2009). 하루 종일 사용자와 밀

착하여 사용이 가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등장으로 일상 속 모든 움직임에 대한 트래킹이 가능해졌으며 행동 전체

를 데이터화할 수 있는 시대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한 사용자의 심박수, 운동량, 이동거리, 소모 칼로리 측정
등에 대한 계산,분석 기능은 의학과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에 새로운 가능성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태현, 2015).

Apple은 2006년부터 스포츠 용품 전문 기업 NIke와 제휴하여 ‘Nike+iPod Sport KIt’을 시작으로 웨어러블 시장에서

자리를 구축하였다. 그 이후 Apple은 행동 추적(activity tracker) 및 피트니스 중심의 웨어러블 기기와 애플리케이션
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상용화하였다(한국방송통신진흥원, 2014). 이러한 흐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디

바이스(Apple Watch)를 활용한 헬스케어 앱의 서비스 품질이 사용자의 운동몰입 및 운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웨어러블 디아비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앱 사용자에게 생활체육(러닝)을 장려하는 요인

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제공의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연구 문제 I. 헬스케어 앱의
서비스 품질(편리성, 기능성, 정보성, 디자인)은 사용자의 운동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연구 문제 II. 헬스케
어 앱의 서비스 품질(편리성, 기능성, 정보성, 디자인)은 사용자의 운동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2021년 10월 22일 ~ 10월 29일까지 수도권 내 웨어러블 디바이스(Apple Watch)를 보유하며 헬

스케어 앱(Apple 건강) 서비스 이용자 189명을 선정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 자료를 회수, 최종 181부를 유효
표본으로 설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Windows 용 SPSS WIN Version 24.0 Program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Factor

Analysis),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

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헬스케어 앱 서비스의 서비스 품질, 운동몰입,
* khjh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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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만족도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Ⅲ. 연구결과
첫째,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비스 품질이 운동몰입의 전체 변량의 42.7%(R2=.427)를 설명하고 있으며,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 35.190). 구체적으로 디자인(t=4.872)과 정보성(t=3.509)은 운동몰
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편리성(t=.641)과 기능성(t=1.151)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서비스 품질과 운동몰입의 관계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1.536

.126

(상수)

-.737

.480

편리성

.077

.119

.044

.641

.522

정보성

.396

.113

.292

3.509

.000***

기능성

.150

.131

.092

1.151

.251

디자인

.474

.097

.353

4.872

.000***

F = 35.190 R²= .427
*p<.05, **p<.01, ***p<.001

둘째, <표 2>과 같이 서비스 품질이 운동만족도의 전체 변량의 78%(R2=.780)를 설명하고 있으며, 회귀모형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 18.438). 구체적으로 편리성(t=3.160)과 정보성(t=2,980), 디자인(t=2.498)은 운

동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능성(t=-.940)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서비스 품질과 운동만족도의 관계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상수)

-1.221

.648

편리성

.510

.161

정보성

.454

기능성

-.166

디자인

.329

베타

t

유의확률

-1.884

.061

.244

3.160

.002**

.152

.280

2.980

.003**

.177

-.084

-.940

.348

.132

.204

2.498

.013*

F = 18.438 R²= .780
*p<.05, **p<.01, ***p<.001

셋째, <표 3>과 같이 운동몰입이 운동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60.4%(R2=.604)로 나타났다.

218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표 3. 운동몰입과 운동만족도와의 관계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상수)

.479

.252

운동몰입

.801

.067

베타

.667

t

유의확률

1.898

.059

11.980

.000***

F = 143.531 R²= .604
*p<.05, **p<.01, ***p<.001

Ⅳ. 결 론
상기 결과에 나타났듯이 웨어러블 디바이스(Apple Watch)를 활용한 헬스케어 앱(Apple 건강)의 서비스 품질 중

디자인, 정보성이 우수할 경우 헬스케어 앱(Apple 건강) 서비스를 통한 운동몰입이 촉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편리성, 정보성, 디자인이 우수할수록 헬스케어 앱(Apple 건강) 서비스를 통한 운동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기능성은 운동몰입 및 운동만족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웨어러블 디바이스(Apple Watch)를 활용한 헬스케어 앱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진술한 결과에 근거하여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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