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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여성들의 해양스포츠 참여제약요인이 협상전략 및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09년 서울ㆍ경기지역에 거주하는 20대이상의 여성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후 집락무선표집
법(cluster random sampling)을 이용하여 총 278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5.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들의 해양스포츠 참여제약요인은 협상전략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여성들의 해양스포츠 참여제약요인은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의 해양스포
츠 참여 협상전략은 참여의사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limitation factor in women's marine sports on negotiation 
strategy and participation decision. we selected out 278 in total by cluster random sampling that are women in 
their twenties living in Seoul and Gyeonggi areas in 2009. 2009 years 1 July to 30 July were surveyed. There 
are the following results performed by a frequency analysis, a factor analysis, a reliability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dows 15.0 Version. First, the limitation factor in women's marine 
sports partially influences on negotiation strategy. Second, the participation limitation factor in women's marine 
sports partially influences on participation decision. Third, the participation negotiation strategy in women's 
marine sports partially influences participation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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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여성들은 산업화로 인한 무한 경쟁시대에서 다양
한 사회진출로 인한 영역의 정체성과 업무에서 남성들과
의 경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쌓이는 스트레스는 많은 
여성들의 행복한 삶을 이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스
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은 자연 속에서 느끼는 
여가 활동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최근
에는 여들의 여가활동 수준의 고급화와 다양화가 진행되

면서 동적인 해양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
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해양스포츠를 즐기려는 
여성들의 관광욕구와 선호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정
책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1]. 

인간의 진화과정에는 물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왔으며 
인류 문명이 발달한 배경에는 풍부한 수자원이 있는 곳
이었다는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인류는 오래 전부터 해양 
문화 활동을 해 왔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 준다[2]. 그리고 
현대 21세기는 ‘신 해양 시대’라고 하여 세계 선진국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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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자원 및 해양체험관광 개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최근 정부는 서해안과 동해안을 이어주는 고속도로가 
지속적으로 개통되고 있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신항만
들의 개통과 양양공항 시설확충, 부산 신항만의 건설, 인
천 송도시의 관광특구, 여수 엑스포 유치 등으로 해양관
광 자원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 해양관광 수요가 증가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4]. 또한 국민 소득향상으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여가시간
이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해안을 중
심으로 하는 해양활동 형 관광이 육지관광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5]. 이처럼 해양의 활용이 더
욱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해양개발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관광형태가 강과 산의 중
심에서 벗어나 해양의 다양한 자원을 체험하고 스포츠를 
즐기거나 생태관광 등으로 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서 정부도 해양관련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등의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해양스포츠가 크게 발달된 선진국의 경우, 이미 해양
스포츠가 해양공간의 확보와 더불어 대중적 인기를 누려
왔으며 날이 갈수록 그 인기는 높아지고 있다[6]. 생태환
경의 원천인 해양공간자원은 인구의 증가, 경제 및 과학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미래공
간으로 각광 받으며, 주거, 산업, 관광 및 레저 활동 등 다
양한 측면에서 제2의 국토공간으로 개발할 필요성 역시 
증대되고 있다[7]. 또한 많은 여행객들이 해양 레저스포
츠를 통해 직접 바다를 체험하고 즐기는 해양 레저스포
츠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5].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현대사회에서 해양스포츠는 인
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또한, 육체적・정서적 효과를 비롯하여 자아실현, 환경과 
생태, 삶의 질, 심미적 가치 등의 항목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탈 물질주의적 가치관 확립 효과 등 여러 가지 덕목
을 두루 갖추고 있는 종합 스포츠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
문이라고 볼 수 있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스포츠의 특성상 참여에는 다
양한 제약요인이 수반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유교적인 
관념이 아직까지 사회 전반에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 있
어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제약요인이 더욱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해양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제약요인이란 사람
들이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즐기는 것을 금지시키거나 방
해하는 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Kay 등은 여가제약을 ‟
개인의 여가선호를 형성하는 것을 제한하고 여가에 대한 
참여나 즐거움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정의하였다[9]. 

다시 말해, 여가제약은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 참여하고 싶지만 참여할 수 없는 이유, 또는 참여하
고 있지만 불만족한 이유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장소에서 수많은 여가를 즐길 때 많은 
여가제약들을 경험하게 되고,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무
엇인가를 포기하던지, 아니면 선택해야 한다. 즉, 순수하
게 여가에 참여하고 싶거나 여가를 선호하더라도 방해하
는 요인들을 만나게 되면, 이를 극복하든지, 여가제약 요
소들과 타협하여 협상전략을 찾는 다는 것이다.

이에 여가제약의 협상전략이란 유, 무형의 여가활동제
약 요인을 극복하고 여가활동에 참가하려는 노력을 말한
다. 이를 조작적으로 정의하면, 여가제약 협상전략은 여
가활동제약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여가활동, 동반자 탐
색, 여가활동비 마련과 시간관리, 여가활동 강도조절, 여
가활동 기술습득, 여가활동 에너지 충전, 여가활동 열망
변화 등의 노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10]. 

이러한 관점에서 초기의 여가제약 연구는 여가비참여
의 원인을 규명한 단순하고 폭이 좁은 연구들이 대부분
이었지만 최근 여가선호, 참여형태, 동기, 태도간의 인과
관계와 제약을 함께 연구함으로써 연구의 깊이가 더해지
고 다양한 대상을 통하여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11]. 이
는 연구의 주제와 관심이 여가제약에서 협상전략으로 전
환되고 있는 것이며, 여가제약 협상전략은 여가 참여자가 
제약에 직면하였을 때 개인 및 사회적 자원을 이용하여 
참여를 방해, 금지시키는 요인을 극복하려는 행위를 말한
다. 따라서 여가참여는 여가 제약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약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여가 참여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이다[12]. 

최근까지 이루어진 국내 여가제약에 대한 연구는 이론
을 바탕으로 학문적 연구과제 영역으로 정립시키지 못하
였으며 객관적이나 양적인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13]. 또한 타협과 균형 모형에 근거하여 
참여 동기와 제약 그리고 협상전략에 대한 경험적 연구
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남성들만의 영역으로만 여겼던 해
양스포츠가 여성들의 해양스포츠 참여를 유도하고 해양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들의 해양스포츠 참여제
약 요인이 협상전략 및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하는데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연구문제 다음과 같
다.

첫째, 여성들의 해양스포츠 참여제약 요인이 협상전략
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여성들의 해양스포츠 참여제약 요인이 참여의사
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여성들의 해양스포츠 참여 협상전략이 참여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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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2010년 서울ㆍ경기지역에 거주하는 
20대이상의 성인 여성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후 집락무선
표집법(cluster random sampling)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
하였다. 표본의 추출절차는 서울ㆍ경기 표집틀을 작성한 
다음 난수표를 이용하여 도시별로 동, 서, 남, 북으로 사
분하여 무선으로 300명을 표집 하였으나 불성실한 답변 
22부를 제외한 총 278명을 연구대상으로 표집 하였다. 

2.2 조사도구

이 연구의 목적을 규명하기 위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도구는 설문지이며,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구내ㆍ
외 선행연구에서 이미 설문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을 실시하여 사용했던 도구 가운데 본 연구의 맞게 수정
ㆍ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제적인 설문지 구성 지표는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지 구성지표
[Table 1] Composition of the questionnaire

분류
변인 구성내용 문항수

배경변인 인구통계
학적특성

연령, 소득수준, 결혼
유무 3

독립변인 참여제약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

6

4

4

매개변인 협상전략
시간관리
동반자탐색
기술습득
활동비 마련

4

4

3

3

종속변인 참여의사 - 2

계 33

해양스포츠 참여제약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Crawford
등이 개발한 여가제약 척도[14]와 이를 Jin등이 한국 실
정에 맞게 번역하고 개발한 보편적 여가제약 척도[15] 그
리고, Jeong이 재구성한 척도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
여 사용하였다[16]. 참여제약 요인의 하위요인으로 내재
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으로 5점 Likert 척도
로 구성하였다.

해양스포츠 참여 제약 협상전략을 측정하기 위하여 
Hubbard.가 개발한 여가제약 협상전략의 척도[17], 

Loucks-Atkinson등에 의해 개발된 여가제약 협상전략 척
도[18]를 기초로 하여 Kim 등이 개발한 한국 실정에 적
합한 여가제약 협상전략 척도[10]의 설문 문항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수정ㆍ보완하여 설문을 작
성하였다. 하위요인으로 동반자 탐색, 시간관리, 기술습
득, 활동비 마련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해양스포츠 참여의사를 측정하기 위하여  Wakefield에 
의해 개발된 ‘스포츠팬 소비자 행동 결정 요인’ 척도[19]
를 국내 실정에 적합하게 번안하여 사용한 Kim의 스포츠 
팬 소비자 결정 영향 요인[20]을 Jang이 수정하여 사용한 
설문지[21]를 바탕으로 수정ㆍ보완 하여 사용하였다. 또
한, 단일요인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2.3 설문지 타당도 및 신뢰도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
여 안면타당도(face validity)검증을 받기 위하여 전문가 5
인으로 구성된 잡단에 판단을 의뢰하여 안면타당도를 확
보하였으며, 또한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확보
하기 위하여 참여제약, 협상전략 요인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ol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직
교회전(varimax rotation)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때 고유치
는 1.0이상으로 한정하고, 요인적채치는 .5 이상, 설명력
은 .5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문항간 내적 
합치도를 구하는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사
용하였다. 

[표 2] 해양스포츠 참여제약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Table 2] Factor analysis about limitation factor of marine 

sports

문항 구조적 
제약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
Q13

Q12

Q14

Q15

.820

.816

.729

.570

내재적 제약

Q02

Q05

Q03

Q04

Q01

.811

.798

.701

.650

.550

대인적 제약
Q09

Q07

Q10

Q08

.799

.786

.722

.675

고유값
분산%

누적%

2.416

20.130

20.130

2.342

19.516

39.646

1.997

16.645

56.292

Q : 참여제약에 대한설문문항으로,
Q1-Q6 : 내재적 제약, Q7-Q10 : 대인적 제약, Q11-Q14 :구조적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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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협상전략에 대한 요인분석 
[Table 3] Factor analysis about negotiation strategy

문항 동반자탐
색

시간
관리

기술
습득

활동비마
련

동반자
탐색

Q06

Q07

Q05

Q04

.891

.838

.711

.471

시간
관리

Q12

Q13

Q11

Q14

.826

.782

.764

.521

기술
습득

Q09

Q10

Q08

.879

.731

.612

활동비
마련

Q01

Q02

Q03

.808

.738

.601

고유값
분산%

누적%

2.478

22.523

22.523

 2.244

20.398

42.922

 1.483

13.482

13.468

 1.481

56.403

69.871

Q : 협상전략에 대한설문문항으로,

Q1-Q3 : 활동비 마련, Q4-Q7 : 동반자 탐색
Q8-Q10 : 기술습득,   Q11-Q14 : 시간관리

[표 4] 신뢰도 분석
[Table 4] Reliability analysis

변인 Cronbach's α

참여제약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

.88

.85

.76

협상전략
시간관리
동반자탐색
기술습득

활동비 마련

.71

.77

.85

.84

참여의사 - .75

표 2는 해양스포츠 참여제약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결
과로 15문항으로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은 내제적, 대
인적, 구조적요인으로 명명되었으며 3개 요인이 전체 15
문항 분산의 56.292%를 설명하였으며, 하위요인 요인 적
재치 값은 .550-.820 사이에 분포하였다.

표 3은 해양스포츠 참여제약에 대한 협상전략요인의 
요인분석결과로 14문항으로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은 
활동비 마련, 동반자 탐색, 기술습득, 시간관리 요인으로 
명명되었으며 4개 요인이 전체 14문항 분산의 69.871%
를 설명하였으며, 하위요인 요인 적재치 값은 .471-.891 
사이에 분포하였다.

표 4는 설문지 신뢰도 분석 결과이다. 참여제약의 
Cronbach's α 값은 .76-.88로 나타났으며 협상전략의 
Cronbach's α 값은 .71-.88로 나타났다. 참여의사의 

Cronbach's α 값은 .75로 나타나 신뢰할 만한 문항으로 판
단되었다.

2.4 자료 처리방법

회수된 설문지 중 충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만을 문항별
로 통계처리 할 수 있도록 각 문항의 코딩작업을 실시하
였고, 입력된 데이터는 SPSS Window 15.0 Version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요인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p<.05
로 설정하였다. 

3.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5와 같다. 연령분포를 
보면 20대가 42.45%로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다
음으로 30대 22.30%, 40대 20.50%, 50세이상 14.75%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소득수준에 따른 분포를 보면 200만
원이하가 58.63%로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다음으
로 200-300만원 29.14%, 300만원이상 12.24%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결혼유무에 따른분포를 보면 기혼이 
58.99%로 미혼 41.01%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N %

연령
20대
30대
40대

50세이상

118
62
57
41

42.45 
22.30 
20.50 
14.75 

소득
수준

200만원이하
200-300만원
300만원이상

164
80
34

58.62
29.14
12.24

결혼
유무

미혼
기혼

114
164

41.01
58.99

[표 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5] Respondent's demographic characteristic

3.2 여성들의 해양스포츠 참여제약 요인인이 

협상전략에 미치는 영향

표 6은 여성들의 해양스포츠 참여제약 요인이 동반자 
탐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최종회귀식에 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인적 
제약은 5% 수준에서, 구조적제약은 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기여도인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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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값을 보면 구조적 제약(.214), 대인적 제약(.133), 내재
적 제약(-.043)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여성들의 해양스포츠 참여제약요인이 동반자 탐색
에 미치는 영향

[Table 6] The effect of the limitation factor in women's 

marine sports on companion exploration

변인 동반자 탐색
β T

상수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

-.043

.133

.214

3.503

-.724

3.505*

5.233**

R
2=.199 F=8.477***

 ***p<.001, **p<.01, *p<.05

표 7은 여성들의 해양스포츠 참여제약 요인이 시간관
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회귀식에 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인적 제약
은 1% 수준에서, 구조적제약은 부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기여도인 
베타(β)값을 보면 대인적 제약(.168), 구조적 제약(-.122), 
내재적 제약(-.003)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29.7%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여성들의 해양스포츠 참여제약요인이 시간관리에 
미치는 영향

[Table 7] The effect of the limitation factor in women's 

marine sports on time management

변인 시간관리
β T

상수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

-.003
.168
-.122

5.987
-.046

3.185**
-2.093*

R
2=.297 F=4.016**

 **p<.01, *p<.05

표 8은 여성들의 해양스포츠 참여제약 요인이 기술습
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회귀식에 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재적 제약
만이 부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상대적 기여도인 베타(β)값을 보면 내재적 
제약(-.118), 대인적 제약(.092), 구조적 제약(.010)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8%의 설명력을 보이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여성들의 해양스포츠 참여제약요인이 기술습득에 
미치는 영향

[Table 8] The effect of the limitation factor in women's 

marine sports on technology acquisition

변인 기술습득
β T

상수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

-.118
.092
.010

3.878
-2.306*
1.730
.177

R
2=.48 F=2.852*

  *p<.05

표 9는 여성들의 해양스포츠 참여제약 요인이 활동비 
마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최종회귀식에 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인적 
제약만이 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상대적 기여도인 베타(β)값을 보면 대인적 제약
(.121), 내재적 제약(-.035), 구조적 제약(.001) 순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9%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표 9] 여성들의 해양스포츠 참여제약요인이 활동비 마련
에 미치는 영향

[Table 9] The effect of the limitation factor in women's 

marine sports on activity cost preparation

변인 활동비 마련
β T

상수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

-.035
.121
.001

2.906
-.584

2.282*
.016

R
2=.59 F=3.318*

  *p<.05

3.3 여성들의 해양스포츠 참여제약 요인인이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표 10은 여성들의 해양스포츠 참여제약 요인이 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최종회귀식에 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재적 
제약은 부적으로 5% 수준에서 구조적 제약은 부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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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기여도인 베타(β)값을 보면 구조적 제약(-.162), 대
인적 제약(-.118), 내재적 제약(.065) 순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2%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10] 여성들의 해양스포츠 참여제약요인이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Table 10] The effect of the limitation factor in women's 

marine sports on participation decision

변인 참여의사
β T

상수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

.065

-.118

-.162

10.031

1.124

-2.286*

-2.856**

R
2
=.082 F=14.499***

 ***p<.001, **p<.01, *p<.05

3.2 여성들의 해양스포츠 참여 협상전략 요인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표 11은 여성들의 해양스포츠 참여제약에 대한 협상
전략요인이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회귀식에 0.1% 수준에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반자 탐색은 부적으로 5% 수준에서 활동비 
마련은 5%수준에서 기술습득은 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기여도인 베타
(β)값을 보면 기술습득(.368), 동반자 탐색(-.193), 활동비 
마련(.140), 시간관리(-.009)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12.7%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11] 여성들의 해양스포츠 제약에 대한 협상전략 요인
이 참여의 사에 미치는 영향

[Table 11] The effect of the negotiation strategy factor in 

women's marine sports limitation on 

participation decision

변인 참여의사
β T

상수
동반자 탐색
시간관리
기술습득

활동비 마련

-.193

-.009

.368

.140

13.527

-2.967*

-.137

5.365***

2.057*

R
2=.127 F=17.645***

 ***p<.001, *p<.05

4.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여성들의 해양스포츠 참여제약요인
이 협상전략 및 참여의사의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으므로 각 변인들의 관계를 도출하였다. 이에 연구가설
에 따른 연구결과의 의미와 속성 그리고 선행연구 비교, 
제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가설 1은 “여성들의 해양스포츠 참여제약요
인은 협상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였다. 이를 검증한 
결과 해양스포츠 참여제약 요인의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요인이 높을수록 동반자 탐색에 대한 협상전략이 높
으며 대인적 제약이 높을수록 시간관리, 활동비 마련 협
상전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재적제약이 낮을
수록 기술습득 협상전략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제약’ 요인이란 
경험되는 인간 내적 심리상태, 태도, 특성 그리고 외적인 
인간 상호간의 상황을 나타내기 위한 사회ㆍ심리적 방법
에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며[22], 이러한 제약요인은 내
적 제약과 외적 제약으로 분류하며 내적 제약이란 개인
적 특성과 관련되고 외적 제약은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변인의 인과적 관계
에 대한 변인 설정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지지하여 주
고 있다. 이에 Kim 은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시
간, 비용, 시설 등은 구조적인 제약요인으로 절적한 방식
으로 타협이 이루어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밝혔
다[23]. 또한, 도시의 기혼여성의 여가제약유형은 시간제
약, 비용제약, 개인적 제약, 가족적 제약, 사회적 제약 등 
5가지로 분류하여 제약요인이 기혼여성의 행동적 태도에 
많은 영향력을 주며 또한 공통적으로 개인적 제약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Hwang 등은 여가제약, 
협상전략 및 진지한 여가의 관계연구에서 여가제약은 여
가제약 협상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으며[17,18,24], 여가제약이 '여가활동 강도 조절 
노력', '여가활동 기술 습득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여 주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의 해양스포츠 참여에 대한 제약은 항상 
존재하며 이에 따른 협상전략을 통하여 해양스포츠 제약
요인을 극복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이는 제약요인과 
협상전략의 상호작용을 통한 타협하는 과정을 설정한 본 
연구의 타당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 연구의 가설 2는 “여성들의 해양스포츠 참여제약요
인은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였다. 이를 검증한 
결과 해양스포츠 참여제약 요인의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요인이 높을수록 참여의사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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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m은 모든 연령층
이 공통적으로 여가저해요인으로 ‘시간부족’이 많은 영
향력을 주고 있다고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25], 대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Kim의 연구에서도 시간과 돈의 
부족이 도시민의 여가활동에 있어서 불만족스럽게 만드
는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26]. 또한, 울산지역 직장인들
의 여가제약요인이 여가활동에 만족을 가져올 수 있는 
협상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Choi의 연구에
서도 여가제약은 여가활동 만족도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
며[27], 이는 지속적인 참여의사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
고 있어 본 연구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하여 주고 있다.

이 연구의 가설 3은 “여성들의 해양스포츠 참여제약에 
대한 협상전략이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였다. 
이를 검증한 결과 협상전략 요인의 기술습득, 활동비마련 
협상전략이 높을수록 동반자 탐색 협상전략이 낮을수록 
참여의사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Jackson등은 여가활동의 참
가의사는 여가제약의 존재 유무보다는 여가제약 협상 또
는 극복과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28]. 즉, 
사람들이 여가제약에 직면하게 될 경우, 해당 제약요인에 
대한 저항, 자신의 여건을 조정함으로 여가활동에 참가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와 같은 맥락
으로 연구변인 설정의 타당성을 지지하여 주고 있다. 또
한, Henderson은 장애 여성들이 성역할 기대에 저항하여 
여가활동에 참가하기 위해 협상전략을 이용하며[29], 
Hubbard등이 검증한 제약효과 완화모델에서도[17] 여가
제약이 직접적으로는 참가를 감소시키지만 여가제약은 
협상전략을 유발하여 여가제약 요인을 극복하고 참여의
사를 증가시키는 요인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
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여 주고 있다. 이러하듯, 여가활
동 제약의 협상전략이란 여가활동의 참여의사나 지속적 
참여를 하기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요인으로 여가활
동 참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요인 이라 생
각된다.

5.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여성들의 해양스포츠 참여제약요인
이 협상전략 및 참여의사의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어 연구의 대상은 2010년 서울ㆍ경기지역에 거주하는 
20대이상의 성인 여성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후 집락무선
표집법을 이용하여 불성실한 답변 22부를 제외한 총 278
명을 연구대상으로 표집 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15.0
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

분석을 실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들의 해양스포츠 참여제약 요인은 협상전략

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들의 해양스포츠 참여제약 요인은 참여의사

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들의 해양스포츠 참여 협상전략은 참여의사

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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