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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만족도와 학교스포츠클럽 만족도 및 운동지속의사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
교스포츠클럽에 소속되어 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2014년 K도 소재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 남·녀 학생으로, 500명을 임의 표집하여 407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
하였다. SPSS 18.0 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분석, 확인적요인분석, t-test, ANOVA 및 구조방
정식모형(SEM) 검증을 통해 연구문제를 검증하였다. 첫째, 성별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만족, 학교스포츠클
럽 만족, 지속의사의 차이에서는 간접운동지속의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횟수는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측정모형 검증결과 학교스포츠클럽 만족도와 학교스포츠
클럽대회 만족도 그리고 운동지속의사간의 연구 모형은 모든 적합도 지수들 기준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적합한 모형임이 검증되었다. 셋째, 학교스포클럽대회 만족은 학교스포츠클럽 만족에 중간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스포츠클럽 만족은 운동지속의사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스포
츠클럽대회 만족은 운동지속의사에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스포츠클럽을 매개로한 간접효과
는 중간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학교스포츠클럽 만족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만족도, 운동지속의사

Ⅰ. 서론
인간의 삶에서 아동기는 6세에서 12세까지의 연령
으로 구분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시기는 인성
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개념이 발달하기 시
작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신체적으로 신체 협응력 및
신체 지배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고학년이 되면서
사회적으로는 행동의 규범과 성취에 대한 인성의 원
천을 성인들 보다 또래집단으로부터 찾게 되는 경향
* physh@kangwon.ac.kr

이 나타난다. 또한, Gallahue(1981)는 성장발육기에 있
는 아동들에게 체육활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
며 신체적인 발달이나 사회성의 발달, 자기 자신을 터
득하고 수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라
고 하였다. 즉, 아동들은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움직
이는 능력을 확대하고 신체의 인지능력 및 정교한 신
체의 사용방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창조적으로 자
신을 표현하고 정서적 성숙과 사회적 발달을 촉진시
키게 된다(윤석은, 2007 재인용). 그러므로 유년기의
정기적인 스포츠 활동 참여는 정서적, 신체적인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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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운동에 대한 긍정적 인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성장기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은 더욱 강조되고
생활 전반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동들은 체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부족과 지나
친 학습 부담과 학원수업 및 과외, 컴퓨터 사용,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 등 으로 인해 신체활동 시간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신체활동 시간 부족을
초래하여 아동 성인병 증가, 비만 및 체력저하 현상이
심화되는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전국 초･중･고등학
교학생들의 비만도는 2013년 정상 84.7%, 비만 15.3%
(경도 7.9%, 중등도 6.0%, 고도 1.5%)로 2012년 14.7%,
2011년 14.3%에 비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교육부
2013), 09년 학생신체능력검사 결과 학생신체능력 등
급도 00년에 비해 1~2등급이 12.3% 줄고, 4~5등급이
15.2% 늘어났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이처럼 비만은
증가하고 체력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다. 2012년 2
학기에 들어오면서 학교스포츠클럽이 초, 중학교에 의
무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교스포츠클럽은 2007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운
영되어 온 것으로 학업성취위주의 생활패턴, 학교운동
부 위주의 대회개최로 인한 일반 학생들의 신체활동
감소에 따른 체력저하 및 건강상태 악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학교스포츠클럽은 일선 학교에서
방과 후 자율체육활동, 방과 후 학교, 과외체육활동,
체육동아리 활동 등을 아우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
다(양지석, 2013).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건강체력
증진, 다양한 스포츠활동 체험을 통한 인성·공동체의
식 함양, 사제동행 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한 밝고 건
강한 학교풍토 조성, 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한
스포츠 국가경쟁력 제고, 학교 체육과 지역의 생활체
육활동의 연계를 통한 우수 체육활동모델 확산을 도
모하고자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에 따라 학
교 스포츠클럽은 ‘1학생 1스포츠클럽’을 추진 전략으
로 하여 학교 스포츠클럽 등록 및 관리, 대회 개최,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지역사회 시설 및 인력 활용
확대를 통하여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왔다. 실제로
연도별 학교스포츠클럽 학생등록률은 2007년 8.1%로
시작하여 2009년 27.4%, 2010년 37.6%, 2011년 45.0%,
2012년에는 84.2%(김기철, 서지영, 김택천, 허현미,
2012)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자율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
체력 증진 및 활기찬 학교분위기 형성과 학생들의 건
전한 여가활동 활성화를 통한 바람직한 여가문화 형
성을 목적으로 2008년도부터 개최 되어온 전국학교스
포츠클럽대회는 2014년 제7회 대회에서는 23종목으로
증가하였다(교육부, 2014). 초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패하면 탈락하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하여 학생들
의 대회 경험을 제한하고 경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2012년부터 학교 및 교
육지원청 단위 대회를 리그로 운영하는 지침을 마련
해 학생들의 대회 경험기회를 확대하고 올바른 경쟁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문
화체육관광부, 2012). 2013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
여도를 살펴보면 학교는 초·중·고 전체 학교 중
80.4%의 학교가 참여하였으며 참여학생은 전체 학생
중 5.6%(초 8.0%, 중6.4%, 고2.3%)이었으며 전체 학교
수 대비 참가 학교비율은 높으나 전체 학생 수 대비
참가인원은 낮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아동기의 스포츠 활동 경험은 평생스포츠로 이어지
는 중요한 부분이며, 이에 대한 만족이 이뤄진다면 학
생들은 미래에 평생체육으로 이어져 삶의 질 향상이
될 것이다. 이는 2009 개정교육과정 중 체육교육 철학
의 전환을 제기한 이유이며, 기능 중심의 체육교육이
아닌 신체 활동 가치에 중심을 두는 체육교육 실현에
는 스포츠클럽 운영 및 학생들의 경험이 중요한 요소
로 볼 수 있다. 즉, 아동기의 스포츠 활동 경험은 평
생스포츠로서의 연계성으로써 초기의 스포츠 경험이
만족하였다면 다음의 생애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
으며, 아동기에 경험한 스포츠의 만족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년기, 노년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윤석
은, 2007). 이처럼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생들 개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성장
기에 도움을 주며 평생체육 구현, 건전한 여가생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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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건강유지 및 증진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따라서 학교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의
만족도와 클럽관련 대표적 사업인 학교스포츠클럽대
회의 경험이 미래의 운동지속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교스포츠클
럽에 대한 연구로는 학교스포클럽 활동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이소현, 2014; 최강민, 2014; 최우준, 2014;
최태석, 2013; 오기석, 2013; 노동준, 2011; 심인숙,
2009)과 사회성 및 인성 함양(윤민아, 2014; 성현수,
2014; 김재영, 2014; 마혜영, 2013; 마진환, 2012; 김문
명, 2011; 서승우, 2010; 진광호, 2010; 박진태, 2010)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다루고 있다.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에 대한 연구로는 대회에 참가한 교사의 경험(배종희,
2015)과 삶의 변화(이종민, 이근모, 2015), 대회활성화
방안 연구(김기철, 김택천, 한태룡, 허현미, 2015; 최홍
섭, 2010)와 같이 교사와 대회를 중심으로 한 질적연
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동향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클럽 활동을 하고 있는 주체인 학생의
관점에서 스포츠클럽의 만족과 대회만족을 측정하는
양적연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운동지속의
사의 선행연구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스포
츠 활동 또는 대회를 통한 지속의사에 대한 연구(이
하늘, 2014; 정순우, 2011; 권민정, 2011; 박신일, 2010)
는 진행되어 왔지만 스포츠 대회 참가만족과 관련된
운동지속의사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
로 한 연구(김기용, 2015; 이상일, 유현순, 이현정, 하
수영, 2004)가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의 스포츠이벤
트인 스포츠클럽대회의 만족과 운동지속의사의 관계
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들이 스포츠활동의 내, 외적
가치를 경험하는 상황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더 나아
가 평생에 걸친 체육활동으로의 지속의사를 확인하여
학교스포츠클럽과 대회의 활성화와 존속의 이유를 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의 의견에 기
초하여 스포츠클럽 활동과 대회참가의 만족도를 느끼
고 지속적인 운동지속의사를 통해 학교스포츠 문화의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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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모형과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첫째, 성별과 대회참가 횟수에 따라 학교스포츠클
럽대회 만족도와 학교스포츠클럽 만족도 및 운동지속
의사에는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만족도와 학교스포츠클
럽 만족도 및 운동지속 간의 관계모형 적합도 및 변
인 간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만족
도와 학교스포츠클럽 만족도 및 운동지속의사와의 관
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2014년 K도 소재 초등학교 고
학년(5·6학년) 남녀 학생 중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
고 있는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편의표본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 407부를 수
거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남
성별
여
5학년
학년
6학년
1회
2회
참여횟수
3회이상
시·군 교육지원청대회
대회규모
강원도교육청대회
전국대회

빈도
305
102
179
228
122
58
226
171
137
99

비율(%)
74.9
25.1
44.0
56.0
30.0
14.3
55.5
42.0
33.7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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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도구

표 3 . 연구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자료 수집은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지의 구
성지표와 구성내용, 문항 수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X²
24.679

df
4

p
.000

NC
6.170

RMSEA
.113

NFI
.981

CFI
.984

GFI
.976

표 2. 설문지의 구성 지표와 구성 내용
구성
배경
변인
학교스포츠
클럽대회
만족도
학교
스포츠클럽
만족도
운동지속
의사

하위요인
성별
학년
참여 횟수
대회 규모

문항

Crobach‘s α

4

-

만족도

4

.864

수업 환경 만족도
수업 내용 만족도
운동 능력 만족도
직접 운동 의사
간접 운동 의사

4
6
5
2
3

.809
.855
.835
.755
.835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만족도는 이주성(2007)의 연구
에서 수정하여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학교스포츠클럽 만족도는
방동균(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운동지속의사는 김규림(2012)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지를 기초하여 구성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
였다. 각 변인의 신뢰도는 .755~.864로 나타나, 모든
변인에서 Nunnally(1978)가 제시한 기준인 .70을 충족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3>과 <그림 2>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
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치를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1>와 같이 각 변인들의 요인들이 해당 변인을 설명하
는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은 .59~.92로 나타나
Kline(1998)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분석결과 적합도 지수는 RMSEA를 제외하고 모두

그림 2. 학교 스포츠클럽 만족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기준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합도 지
수인 Chi-square에 대한 유의도가 > 0.05 이하로 나타
났으며 GFI는 .976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분적합지수
인 NFI는 .981, CFI .984로 적합도를 충족하므로 본
연구 모형의 각 문항들은 설정한 변인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자료의 정규성 판단을
위하여 왜도, 첨도를 산출한 결과, 모든 측정변인의
왜도는 3.0이하, 첨도는 8.0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정규성 검증 - 왜도, 첨도

M
SD
왜도
첨도

대회
만족

환경
만족

내용
만족

4.533
.634
-2.014
6.495

4.405
.601
-.906
1.036

4.497
.525
-1.105
.178

운동
능력
만족
4.449
.577
-.960
.253

직접
운동

간접
운동

4.456
.665
-1.085
.470

4.049
.870
-.718
-.116

3. 조사 절차 및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는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신뢰성이 떨
어진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이중기입, 무기입 자료 등
은 제외한 후 부호화한 자료는 SPSS Ver. 18.0을 이용
하여 연구대상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
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정규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으며, 문항 삭제 기준은 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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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하, 첨도 8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Kline(1998)의 기
준을 적용하였다. 또한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
하여 Cronbach’s α값을 사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
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
성인 성별과 참여횟수에 따라 각 변인에 유의한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 t검증과 일원분산분

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고 쉐페의 사후분석
을 사용하였다. 또한,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변인들의 요인구조에 대한 차원성과 타당도 검증
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으며, 변인 간 관계규명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형검증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
을 사용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의 적합도 기준은 Normed X2(NC) 5이하,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GFI(goodness fit index) 지수는 각각 .90 이상일 때 적
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배병렬, 2006)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은 .10이하이면 적합
하다는 Steiger(1990)의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변인 간
표과크기는 Kline(1998)이 제시한 바와 같이, .10 이하
는 낮은 영향력, .30~.50은 중간 정도의 영향력, .50 이
상은 높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성별에 따른 변인의 차이

성별에 따른 대회만족, 클럽만족, 운동지속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대회만족과 클럽만족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성별에 따
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운동지속의사
의 경우 하위요인 중 간접운동지속의사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통계
적으로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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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성별에 따른 대회만족, 클럽만족, 운동지속의사의 차이
변인
대회만족
환경
클럽
만족

내용
운동
능력

운동
지속
의사

직접
간접

성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N
305
102
305
102
305
102
305
102
305
102
305
102

M±SD
4.55±.55
4.47±.83
4.41±.63
4.36±.50
4.49±.55
4.51±.45
4.44±.60
4.46±.50
4.46±.70
4.42±.56
4.15±.83
3.73±.91

t

ES

.824

NS

-.319

NS

.809

NS

-.301

NS

.575

NS

4.254***

.48

***p < .001

2. 대회참가 횟수에 따른 변인의 차이
표 6. 대회참가 횟수에 따른 대회만족, 클럽만족, 운동지속
의사의 차이
대회참
여횟수
1
대회만족
2
3
1
환경
2
3
1
클럽
2
내용
만족
3
1
운동
2
능력
3
1
2
직접
운동
3
지속
1
의사
2
간접
3
*p < .05, **p < .01
변인

N

M±SD

123
58
226
123
58
226
123
58
226
123
58
226
123
58
226
123
58
226

4.63±.49
4.59±.45
4.46±.73
4.55±.49
4.39±.59
4.33±.65
4.60±.43
4.59±.42
4.42±.58
4.56±.50
4.51±.54
4.37±.62
4.52±.56
4.59±.60
4.38±.72
4.06±.88
4.29±.77
3.98±.88

f

post
-hoc

4.205*

1>3

5.910**

1>2>3

6.294**

1>2>3

4.947**

1>2>3

3.320*

NS

3.055*

2>3

<표 6>는 대회 참여 횟수에 따른 대회만족, 클럽만
족, 운동지속의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이다. 대회만
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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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검증 결과, 대회에 1회 참여한 학생이 3회 참여한
학생보다 대회만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클럽만족의 경우 모든 하위 요인에서 차이가 나
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1회 참가학생들이 3회 참가학
생들보다 높은 클럽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운동지속의
사에서는 직접 운동의사는 대회참여 횟수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증결과, 집단 간 그룹
내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간접 운동지속
의사는 대회 참가 횟수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고 사후검증에서는 대회에 2회 참가한 학생이 3회
참가한 학생보다 간접 운동지속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8>와
<그림 3>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8. 연구모형의 구조방정식 적합도
X²
30.596

df
7

p
.000

NC
4.799

RMSEA
.097

NFI
.977

CFI
.982

GFI
.974

3.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기준타당성을 확인하
기 위하여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와
같이 모든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는 .292~.835에 이르기까
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어 기준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그림 3. 연구모형의 구조방정식모형분석

표 7. 변인 간 상관관계
클럽만족
대회
만족
대회만족
환경만족
내용만족
운동능력
만족
직접운동
간접운동

환경
만족

1
.478**
1
.516** .823**

내용
만족

운동지속의사
운동
능력
만족

직접
운동

간접
운동

1

.490** .835** .774**

1

.429** .623** .497** .618**
1
.292** .413** .405** .481** .464**

1

4. 연구모형의 적합도

변인 간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검증된 연구모형을 바탕
으로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
든 지수들이 기준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이 적합한 모형임이 검증되었다.
또한 요인 적재량은 .58~.94으로 나타나 Kline(1998)의

경로계수의 임계치를 산출한 결과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만족도(12.45)가 학교스포츠클럽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지속의사에도
(2.15)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만족(12.61)도 운동지속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line(1998)의 기준에 따라 변인 간 영향력을 살펴
보면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만족이 학교스포츠클럽 만
족에 중간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며, 학교스포츠클럽 만
족은 운동지속의사에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표 9>.
표 9. 연구모형의 모수추정 결과
-.116경로
대회만족 → 클럽만족
대회만족 → 운동지속
클럽만족 → 운동지속

Estimate SE
.428
.034
.098
.046
.811
.064

CR
12.452***
2.152*
1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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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간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모든 변
인 간의 관계에서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변인 간 총
효과를 살펴보면 학교스포츠클럽 만족이 운동지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다음으로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만족이 학교스포츠클럽 만족에 대한 영향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만족이 운
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학교스포츠클럽 만족을 매개한 운동지속의사에 미치
는 간접효과는 중간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 10>.
표 10. 변인 간 총효과 및 직·간접효과 검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대회만족 → 클럽만족
.549
.000
.549
대회만족 → 운동지속
.116
.411
.527
클럽만족 → 운동지속
.749
.000
.749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클럽 활동과 대회참가의 만족
도와 운동지속의사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들 변인 간
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만족, 학교스포츠
클럽 만족, 지속의사의 차이에서는 간접운동지속의사
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의
경우 대회와 클럽 모두에서 성별에 대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여학생도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남학생과 같은 높은 대
회만족도를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 박보라(2014)의 연
구에 따르면 체육수업만족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반면, 학교스포츠클럽리그대회는 중·고등학교 여
학생의 재미수준이 높게 나타나 적극적인 참여자로
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학교스포츠클럽 만족도
의 경우도 일반 체육수업과는 달리 여학생들의 자발
적 참여에 의한 활동이므로 남학생과 같은 높은 클럽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유일하게 차이가 나타난 운동지속의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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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운동지속의사가 남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성별에 따른 스포츠 참여도는 체육수업 목표의 영
역별로 남학생은 행동적, 정의적, 인지적 참여 순으로
발현되고 여학생은 행동적, 정의적 참여가 나타나지만
인지적 참여가 남학생에 비해 낮게 발현된다(임기식,
2009). 또한, 남자가 신체활동 측면에서 역동적으로 스
포츠를 선호하면서, 스포츠관람, 스포츠 용품구매와 같
은 간접운동지속의사로 이행되는 것을 보고한 김규림
(2012)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인다. 그러므로 클럽
지도자가 여학생의 인지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대회참가횟수에 따른 학교스
포츠클럽대회 만족, 학교스포츠클럽 만족, 지속의사의
차이에서는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회참가 횟수가 높을수록 참여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장신권(2008)의 연구와 다
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을 대
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회에 처음 참가하는 학생들
은 기대감과 새로 접하는 환경과 경기 경험을 통한
재미를 크게 느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스포츠
클럽대회에 반복 참여로 경험이 학습되어 기대감과
흥미가 상대적으로 떨이진 3회 참가 학생들 보다 더
높은 대회만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스포
츠클럽만족의 경우도 대회만족과 같은 결과를 보였으
며 이는 경험의 반복학습으로 자극이 떨어진 그룹과
첫 대회 경험으로 자극된 그룹의 차이로 나타난 것으
로 판단된다.
운동지속의사의 경우 참여 횟수 간 차이는 나타났
으나 그룹 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각
그룹이 모두 높은 운동지속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스포츠 참여로부터 즐거움과 재미를 얻
게 되면 스포츠를 통한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생활에
만족하고 지속적인 운동참여 욕구가 생기게 된다는
권기일(2013)의 연구와 같이 대회참가 때의 즐거웠던
기억과 재미가 학생들에게 미래에도 운동을 할 것이
라는 의지를 형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간접운동지속의사는 대회에 2회 참가했던 학생들이
3회 참가했던 학생들 보다 운동지속의사가 높게 나타
났다. 이는 스포츠 현장 관람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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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운동의사가 높게 나타난 선
행연구(방동균, 2011)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앞서 여학
생들의 간접운동지속의사가 남학생보다 낮게 나타난
결과에서 종목에 대한 인지적 자극의 필요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김만의(2015)연구를 살펴보면
대회 전후의 아이들 참여와 생활 적극성이 높다는 현
장교사의 인터뷰가 보고되었다. 1년에 한번 개최되는
대회를 2, 3년차로 경험하는 경우 클럽에 돌아와서 자
신들의 운동 기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집중하며,
2년차 학생의 경우 대회를 통해 인지적으로 기술 부
분 뿐만 아니라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전술과 전략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집중하게 된다. 이러한 학생
들의 변화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판단되지만 이면에는
현 학교스포츠클럽대회의 과도한 경쟁성 노출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김기철, 김택천, 한태룡, 허현미, 2015).
학생들의 이러한 변화는 미래에 운동지속의사에도 반
영되며 2년차의 경우에는 관람과 용품에 관심을 갖는
스포츠 소비자로 자신의 의지를 평가하며 3년차는 직
접 스포츠 참여자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모형은 학생들의 학교스
포츠클럽 활동과 대회참가가 운동지속의사 형성 과정
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모형임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
에서 설정한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교스포츠
클럽대회 만족은 학교스포츠클럽 만족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고,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만족과 학교스포츠
클럽 만족은 운동지속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명수(2005)의 연구에서는 스쿼시 동호인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여가만족의 하위 요인 중 특히 사회적
만족 및 환경적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또한, 최태석(2013)은 스포츠 활동 참여 뿐 아니
라 학교스포츠클럽 교외대회 참여는 청소년들이 학업
에서 느끼지 못하는 쾌감과 성취감, 대회 참여에 대한
도전감, 목표 의식 등 특별한 환경을 통해 얻은 만족
감이 학교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클럽활동과 대회 참가를 경험한 초등학생
의 만족감 또한 학교생활의 일부인 스포츠클럽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학교스
포츠클럽 대회가 학교스포츠클럽의 참여확대와 동기

부여에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학교스포츠클럽 만족이 운동지속의사에 가장 큰 영
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민아(2014)의
연구에서 학교 스포츠클럽 참여경험을 통하여 학생주
변의 사회적 관계망에 의해 제공되는 긍정적 평가가
건강증진 행동의 실천력을 돕는 요인으로 보고하는
바와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회에서 얻은
특별한 만족감이 스포츠클럽의 만족을 도모하고 결국
엔 운동지속에도 긍정적 형성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최광수(1989)는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있
어서 학생들의 욕구를 충분히 수용하면서도 단순한
욕구의 발산에 그치지 않고, 평생에 걸쳐 자기발전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차원에서 구성해야 한
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에 만족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제도적으로 활동시간을 보장
해주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최혜
옥, 1992), 그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스포츠클
럽만족도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스포츠 이벤트인 클
럽대회에 대한 만족감을 형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클럽만족은 운동지속의사
형성으로 이어짐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학교클럽 만족을 구성하는 요인은 교사의 지도력,
교사의 태도, 친구와의 유대관계, 수업환경, 개인의 체
력 증진, 타종목에 대한 자신감, 기술·지식습득이다.
학교스포츠클럽에 필요한 지원 인력을 확보해야만 학
교스포츠클럽과 대회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실
제 학교에서 스포츠클럽 운영을 전담할 인력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정규수업을 담당하는 체육교수
나 스포츠강사의 부가적인 업무 부담의 해결할 수 있
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된다면 학생들의 만족도는
향상될 것이며 운동에 대한 가치관 확립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허현미, 2015). ‘체육은 있어도
체육문화가 없다’(임재해, 1999)는 90년대부터 이어져
오는 학교체육의 문제점이다. 학교체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승패 위주의 경기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스포츠문화 축제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상호 간의 우의를 증진하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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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해야한다. 대회에 대한 좋은 기억과 만족감은 대
회에서 돌아온 후의 클럽활동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
는 체계적인 운동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하여 입문한 신체활동의
세계는 기능만은 요구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안목
으로 신체활동의 의미를 찾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
다. 이는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체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은 신체활동이 가지는 가치를
인식하고 경험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
존 체육수업의 문제인 운동중심을 벗어나 신체 활동
가치 중심을 목표로 클럽활동과 대회참가가 이루어진
다면 학생들 개개인에게 실천가능 한 운동지속의사가
형성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
로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만족과 클럽만족 및 운동지속
의사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변인의 차이에서는 간접운동지
속의사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
회참가 횟수에 따른 변인의 차이에서는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참가횟수가 적은
그룹이 많은 그룹보다 각 변인들을 높게 인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간접운동 지속의사에 높게 인지를 보인 남학생
의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미래의 잠재적
인 스포츠 직·간접적인 소비자로 볼 수 있으며, 대회
참가경험이 많은 학생일수록 대회, 클럽, 운동지속의
에 높은 만족과 의사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측정모형 검증결과 학교스포츠클럽 만족도와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만족도 그리고 운동지속의사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학
교스포클럽대회 만족은 학교스포츠클럽 만족에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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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스
포츠클럽 만족은 운동지속의사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만족은 운동
지속의사에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스포츠클럽을 매개로한 간접효과는 중간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는, 스포츠클럽의 이벤트인 학교스포
츠클럽대회가 정규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일상
적인 학교스포츠클럽 만족도 향상에 중요한 동기요소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는 체
계적인 대회운영으로 더욱 강하게 형성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체육문화를 경험한 학생들은 미래에 운동
지속의사에 긍정적인 의지를 쌓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제언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국한된 한 개의 도에 소재한 초등
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
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후속 연구의 대상 선정은
인구통계학적 부분별로 세심하고 폭 넓은 표본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는
클럽프로그램 내용 구성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갖
고 있다. 환경과 운동능력 만족에 비해 가장 빠르게
수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요인이 교사의 역량이므로
이들의 특성도 함께 고려하여 연구한다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과 장애가 되는 부분들을 더욱 구체
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만족도와 지속의사 이외에 재미, 열
정, 자기효능감 등 클럽활동을 통해서 변화되는 개인
적 변인들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연구한다면 학교스포
츠클럽의 존속과 확대유지의 필요성에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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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on school
sports club competition, satisfaction on school sports club and
intention to continue exercise.
Hong, Seok-Pyo․Lee, Jae-Hoon․Park, Su-Hyu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on school sports club
competition, satisfaction on school sports club and intention to continue exercise. To achieve the purpose, 407
elementary students participating in school sports clubs were collected by using convenience sampling method.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 18.0 and AMOS 18.0 program.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demographic differences among satisfaction on school sports club competition,
satisfaction on school sports club and intention to continue exercise there was only a significant difference
about indirect intention to continue exercise; the boy students had higher indirect intention to continue
exercise than the girl students.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bout regarding the number of
competition participation.
Second, satisfaction on school sports club competition had a direct effect on satisfaction on school sports
club. And satisfaction on school sports club had a high direct effect on intention to continue exercise. It was
also revealed that the indirect effect of satisfaction on school sports club competition through satisfaction on
school sports club was bigger than its direct effect on intention to continue exercise.

※ Key words : satisfaction on school sports club competition, satisfaction on school sports club, intention
to continue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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