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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생활체육 동호인의 여가활동 참가정도와 조직동일시  조직몰입의 계를 밝히는데 

있다. 이를 해 서울시 거주 자 거 동호인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목 표집법을 이용하여 265명의 표본

을 추출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변인에 따라 자 거 라이딩 참가정도와 조직동일시  조직몰입에 부분 으로 차이가 있

었다. 둘째, 배경변인  연령과 소득은 참가정도와 조직동일시  조직몰입에 부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참가정도는 조직동일시를 통하여 직․간 으로 조직몰입에 유의한 향

을 미쳤다. 이상의 연구결과의 향력으로 볼 때, 자 거 동호인들의 조직동일시와 조직몰입을 설명하는데 

연령이나 소득과 같은 배경변인이 상당히 큰 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중심어 :∣여가활동∣조직동일시∣조직몰입∣사회정체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y,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ith 

the emphasis on bicycle riding club members. A total of 265 respondents were selected using 

the purposive sampling  method. From the statistical analyses, three meaningful results were 

extracted.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bicycle riding participation,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the basis of individual 

background characteristics. Second, the age and the monthly income of riding club participants 

partly influenced the degree of bicycle riding participation,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rd, the degree of bicycle riding participation directly or indirectly 

had influence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mediated by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s a 

result, we found the fact that beside the degree of bicycle riding participation, the age and the 

monthly income of riding club participants also have influences on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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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동호회(同好 )는 공통의 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

들의 모임을 의미하며, 동아리, 클럽(club), 써클(circle), 

인터넷 커뮤니티라고도 하며[10], 우리 국민의 상당수

가 동호회형식의 여가조직에 소속되어 여가를 즐기고 

있다. 문화체육 부와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0국민

여가활동실태조사[6]에 의하면 체 국민  동호회 활

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32.8%로 나타났으며 

재 참여하는 동호회 수는 평균 2개로 나타났다. 동호

회와 같은 여가조직은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들이 동일

한 취미를 바탕으로 온라인과 오 라인 상에서 소통하

는 기회를 제공한다. 

직장조직은 의무 으로 하나의 조직에 소속되고, 구

성원간의 계가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어 구성원들의 

다양성과 소통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여가

조직은 쉽게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배경

의 구성원들이 수평  계에서 소통하는 특성이 있다. 

주5일 근무제를 맞이한 우리 국민들이 각종 동호회를 

통해 원활히 소통할 때, 개인의 행복증진은 물론 국가

경쟁력의 향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4][17].

이 듯 동호회는 우리 사회 발 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요한 여가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에서 

히 리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동호인들 개인의 삶의 질 차원에만 심을 가질 뿐, 동

호인 조직운 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의 목 은 생활체육 동호인의 여가

활동 참가정도와 조직동일시  조직몰입의 계를 밝

힘으로써, 히 리되지 못한 채 자생 으로 만들어

졌다 조용히 소멸해가는 우리 사회의 여가 동호회 조직

의 발 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더 나

아가 여가조직 련 연구를 발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자 거 동호회의 사례를 실증

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2010년 체육백서[7]에 의하면 생활체육 참여인구  

자 거 참여인구가 5.5%로 5번째로 조사이래 처음으로 

순 에 들어갈 정도로 최근들어 자 거 참가인구가 

격히 증하고 있다. 생활체육 참여종목으로서 10 권이

내는 우리나라 국민이 즐기는 주류스포츠라 할 수 있으

며, 한사이클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재 국내 

자 거 동호인 수는 800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14]. 자

거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여가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여가수단으로 자 거를 이용하는 사

람들은 다시 혼자서 타기도 하고 동호회에 가입하여 동

료와 함께 타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 동호인은 동호회

라는 여가조직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자 거 

참가자를 의미한다.

동호회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지속하는 동호인들은 

구성원들 간의 이 불가피하며 자 거 동호회라는 

그들만의 여가 사회세계(social world)를 공유함으로써 

사회정체성(social identity)을 형성한다. 이러한 사회정

체성 련 연구는 크게 두 개의 이론분야로 발 했다. 

하나는 사회에서의 개인의 역할(role)이 내면화된 정체

성[30][31]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이 인종, 종교, 계 과 

같은 사회범주(social category)를 구분하고 자신이 속

한 범주와 동일시(identification)하면서 만들어진 정체

성[32][33]이다. 자는 개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정

체성  특정 정체성이 차지하는 비 을 말하는 정체성 

출성(salience) 이론으로 발 했고, 후자는 집단간

(intergroup) 혹은 집단내(intragroup)에서의 개인의 행

동에 심을 두고 집단 응집력(cohesiveness)이나 동일

시(identification) 이론으로 발 했다[12]. 따라서 자는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자 거 동호회와 같은 사회활동

을 통해 자신의 지 와 역할을 내면화하여 형성된 정체

성을 의미하며, 후자는 개인이 특정 동호인 집단에 소속

되어 자신과 집단을 동일시하는 정체성을 의미한다. 

이처럼 조직동일시는 조직구성원의 조직에 한 소

속감과 조직에 한 의미부여, 조직과 자신과의 련성 

설정, 조직효율성 추구 등 조직 반에 걸쳐 향을 주

며 한 개인의 조직행동을 결정하는 요한 요소[29]이

고, 조직연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차지해 왔다

[19]. 그 지만 조직동일시 연구는 부분 공식 인 직

장조직을 상으로 연구되어 왔을 뿐, 부분 비공식

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가조직에 한 연구는 매우 드문 

상태에 있다. 본 연구는 동일시 연구를 자발 인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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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으로서의 동호인조직에 용하여 연구한다는데 의

의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의 조직동일시는 특정 동호회 

집단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 거 동호인들이 자

신이 속한 동호회에 소속감을 갖고 자신과 집단을 동일

시하는 사회정체성을 의미한다.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은 조직의 목

표와 가치에 한 강한 신뢰와 동일시이자, 조직에 

해 극 으로 개입하는 충성심, 조직을 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의사,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

으려는 강한 욕구로 정의[9]되기도 하며, 개인이 특정조

직과 동일시하고 공헌하는 것에 한 상 인 강도로 

설명하기도 한다[27]. 이 연구에서의 조직몰입은 자

거 동호인들이 자신이 속한 동호회의 가치와 목표를 개

인의 목표와 가치시스템으로 통합시켜 소속 여가조직

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으려는 강한 욕구를 의미한다.

조직동일시와 조직몰입은 그 의미가 비슷하지만 다

로 다른 구성개념이며 인과 계에서 조직동일시가 선

행한다[2]. 조직동일시는 자신이 속해 있는 특정 조직에

만 국한된 심리  구성개념 즉, 자신이 속한 조직에만 

한정된 구성개념인 반면, 조직 몰입은 보편  개념이다. 

한 조직 성원이 자신의 조직과 공동 운명을 지각함이 

없이도 조직에 해 몰입 태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25], 조직동일시를 하지 않고도 개인은 높은 조직몰입

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는 그 개인이 조직과의 공동 

운명에 한 지각없이도 그 조직은 자신의 경력에 편리

한 수단을 제공해  것으로 볼 경우 더 강한 조직몰입

이 나타날 수 있다[2]. 조직동일시는 개인 개인정체성과 

조직 정체성간의 일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조직 이익을 

한 행동이나 노력으로 이어지게 되고, 개인은 이런 

행동이나 노력이 곧 자신의 이해에도 부합된다고 지각

하게 된다. 조직동일시와는 달리 조직몰입은 행동  성

분이 많기 때문에 조직동일시의 결과로 조직몰입이 나

타나는 것이다[22][23][35].

그동안의 조직동일시나 조직몰입연구는 직장조직에 

국한되는 경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약간의 연구에서 

여가상황에 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

다. 스포츠센터에서 제공하는 여가 로그램 참가자의 

조직동일시를 연구한 경우도 있고[1][20], 학생들의 

동아리활동과 학 동일시를 연구한 경우도 있으며[5], 

여가정체성의 하 요인차원에서 연구되기도 하 다

[8][11][13]. 그 지만 동호인조직 자체의 조직동일시와 

조직몰입을 다루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자 거 동호인들이 동호인 조

직에 소속되어 지속 으로 여가활동에 참가할 때, 그들

은 자신과 집단을 동일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결

국 조직몰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

다. 이러한 가정을 구체 으로 밝히기 하여 설정한 

가설과 연구모형[그림 1]은 다음과 같다.

가설1. 배경변인에 따라 자 거 동호인의 참가정도와 

조직동일시  조직몰입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배경변인  연령과 소득수 은 참가정도와 조직동

일시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참가정도(기간, 빈도, 시간)는 직․간 으로 조직

동일시  조직몰입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가설 모형

Ⅱ.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서울시 거주 자 거 

동호인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2012년 4월 부터 9월

말까지 목 표집법(purposive sampling method)을 이

용하여 총 300명의 상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하 다. 미회수 설문과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

한 265부의 설문 사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 다. 그 결

과 조사 상자의 일반 인 배경 특성은 [표 1]에 제시

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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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성 185 69.8
여성 80 30.2

결혼 기혼 191 72.1
미혼 74 27.9

학력

국졸 3 1.1
중졸 22 8.3
고졸 82 30.9
대재 25 9.4
대졸 120 45.3
대학원이상 13 4.9

연령대

20대 29 10.9
30대 33 12.5
40대 110 41.5
50대 70 26.4
60대이상 23 8.7

소득

100만원미만 17 6.4
100만원대 21 7.9
200만원대 93 35.1
300만원대 68 25.7
400만원대 26 9.8
500만원대 21 7.9
600만원이상 19 7.2
합계 265 100.0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설문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85명(69.8%), 여성이 

80명(30.2%)로 남성이 많았고, 결혼은 기혼자가 191명

(72.1%), 미혼자가 74명(27.9%)로 기혼자가 많이 표집

되었다. 학력은 국졸부터 학원 졸업이상까지  졸

이 120명(4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고졸이 82명

(30.9%)로 많이 표집되었다. 연령 는 20 부터 60  

이상까지   40 가 110명(41.5%)으로 가장 많았고, 50

가 70명(26.4%)으로 두 번째로 많이 표집되었다. 소

득수 은 100만원 이하부터 600만원 이상까지  200

만원 가 93명(35.1%)로 가장 많이 표집되었고, 300만

원 가 68명(25.7%)으로 두 번째로 많이 표집되었다.

2. 조사도구
조사도구의 구성요소  문항수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그  배경변인은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월소득을 조사하 다. 이들 문항  성별은 “남

성”과 “여성”으로, 결혼여부는 “기혼”과 “미혼”으로, 학

력은 “고졸”부터 “ 졸”까지, 소득수 은 “199만원 이

하”부터 “600만원 이상”까지  하나씩 선택하도록 하

여 폐쇄형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연령만 직  기입하도

록 개방형으로 구성되었다.

변인 문항수

배경변인

성별 1

5
연령 1

결혼여부 1
학력 1
월소득 1

참가정도
기간 1

3빈도 1
시간 1

여가동일시 5 5
조직몰입 15 15
합 계 28

표 2. 설문지의 구성

참가정도는 기간과 빈도, 그리고 시간으로 구분하여 

측정하 다. 기간은 취미활동을 하여 자 거 라이딩

한 기간을 년과 월로 기입하도록 개방형으로 질문하

으며, 빈도는 자 거를 얼마나 자주 타는지 폐쇄형으로 

질문하 는데, “한 달에 한번”은 1 , “일주일에 하루정

도”는 2 , “일주일에 2-3일정도”는 3 , “일주일에 4-5

일정도” 4 , “거의 매일”은 5 을 부여하 다. 시간은 

한번 라이딩을 해서 지속하는 시간을 시간과 분으로 기

입하도록 개방형으로 질문하 다. 따라서 수가 높을

수록 참가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조직동일시는 Mael & Tetrick[24]의 연구에서 사용

한 문항  5문항을 최훈태[36]가 번안하여 사용한 것

을 자 거 동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고,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은 2개의 하 요

인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된 Mowday & Steers[27]의 

조직 몰입 설문지(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 OCQ)를 연구자가 직 번안하고 자 거 

동호인에 합하도록 용어를 수정하여 사용하 다. 조

직동일시와 조직몰입 척도는 모두 5  리커트(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  그 지 않다”에 1 , “그

지 않다”에 2 , “보통이다”에 3 , “그 다”에 4 , “매

우 그 다”에 5 이 부과되었으며, 수가 높을수록 조

직동일시와 조직몰입 수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타당도 및 신뢰도
조사도구의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해 체육학을 

공한 박사학  소지자  자 거 동호인으로서의 경력

이 풍부한 4년제 학 교수 1명, 여가  크리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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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한 체육학 박사학  소지자 3명, 사이클 선수출

신으로서 자 거 리 을 운 인 자 거 문가 1

명으로부터 설문 문항에 한 내용 합성을 검받았

다. 조직동일시와 조직몰입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검증

하기 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탐색  요

인분석은 요인추출방법으로 주요인분석을, 회 방법으

로는 베리멕스(Varimax)법을 이용하 고, 고유값

(eigen value)은 1.0 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 다. 한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하여 Cronbach's α값

을 확인하 다. 신뢰도의 최소기 은 α=0.6으로 설정하

다[18].

문항 요인1

우리 동호회가 잘되면 곧 내가 잘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867
다른 사람이 우리 동호회를 칭찬할 때 마치 나에 대한 
칭찬으로 느껴진다. .846
언론매체에서 우리 동호회를 비난한다면 나는 난처함을 
느낄 것이다. .821

다른 사람이 우리 동호회를 비판할 때 나는 모욕감을 느
낀다. .812
내가 활동하는 동호회를 호칭할 때 나는 항상 ‘우리’
라고 말한다. .811

고유값=3.456, %분산=69.128, 신뢰도=.888

표 3. 조직동일시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조직동일시 척도의 탐색  요인분석 결과는 [표 3]에 

보는 바와 같이, 최  설계된 문항 그 로 1개 요인 총 

5개 문항이 도출되어 구인타당성을 확보하 다. 이 척

도는 조직동일시 변인의 69.1%를 설명하고 있으며, 

Cronbach's α값이 0.888로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조직몰입 척도의 탐색  요인분석 결과는 [표 4]에 

보는 바와 같이, 최  설계된 문항 15문항  13문항이 

최종 선택되었다. 추출된 요인은 모두 2개 요인으로 최

 개발자의 요인구조와 같다. 요인분석을 통해 삭제된 

문항은 3번 문항 “우리 동호회에는 충성하고 싶은 마음

이 거의 없다”와 7번 문항 “ 재와 같은 수 의 역할을 

한다면 다른 동호회에도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로 3

번 문항은 추출된 두 요인 모두에서 요인 재값이 

0.553로 나타나 별타당성에 해되는 문제로 삭제하

으며, 7번 문항은 별개의 제 3요인으로 구분되어 이

론  배경과 배치되는 계로 삭제되었다.

문항 요인1 요인2

나에게 있어서 우리 동호회는 라이딩하는데 다
른 어떠한 동호회보다도 가장 좋다. .772 .219

우리 동호회는 나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정말 최
상의 조건이다. .759 .097

나는 우리 동호회의 일원이라는 점을 다른 사람
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한다. .752 .242

나는 정말로 우리 동호회가 잘 운영되게 하는데 
관심이 많다. .750 .219

나는 친구들에게 우리 동호회가 라이딩하기 매
우 좋은 곳이라고 자랑한다. .736 .161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 동호회의 가치가 매
우 비슷하다. .713 .013

나는 우리 동호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용의가 있다. .690 .277

내가 가입당시 현재의 동호회를 선택한 것은 나
의 탁월한 결정이었다. .681 .321

우리 동호회에 남기 위해 어떠한 임무(역할)이
라도 수행할 용의가 있다. .637 .320

현재 소속된 동호회에 남아서는 얻을 것이 별로 
없다. .184 .894

이변이 없는 한 현재의 동호회를 떠나고 싶다. .145 .835
나는 우리 동호회의 운영방향에 동의하기 어려
운 경우가 자주 있다. .171 .753

내가 현재 소속된 동호회를 선택한 것은 일생일
대의 실수였다. .303 .733

고유값 6.136 1.810
%분산 47.198 13.926
%누적 47.198 61.124
신뢰도 .903 .850

표 4. 조직몰입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이 게 최종 으로 도출된 2개 요인 13개 문항은 

체 조직몰입 변인을 61.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

인타당성을 확보하 으며, 요인1과 요인2의 신뢰도계

수는 각각 0.903과 0.850으로 매우 양호한 신뢰도 수

을 보 다. 조직몰입의 요인2에 해당하는 모든 부정문

항은 역코딩 되었으며, 체 조직몰입은 하  두 개 요

인의 평균값으로 통계분석에 투입되었다.

 

4. 조사절차
본 설문조사는 2012년 4월 부터 9월 말 사이에 이

루어졌다. 설문은 연구자와 연구보조요원이 직  서울

의 한강  랑천을 찾아 자 거 이용자들을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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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N 기간 빈도 시간 조직동일시 조직몰입

성별
남성 185 61.57±53.34 2.70±1.01 191.242±100.88 3.62±.91 3.87±.65
여성 80 25.47±24.48 2.63±.81 162.700±96.37 3.62±.92 3.84±.67

t 5.791*** .511 2.143* -.001 .333

결혼
기혼 191 58.37±53.46 2.75±.89 203.80±103.58 3.75±.88 3.98±.63
미혼 74 30.82±28.71 2.50±1.06 127.97±64.84 3.28±.89 3.54±.62

t 4.201*** 1.958 5.864*** 3.928*** 5.075***

학력
고졸이하 107 51.54±43.72 2.86±1.00 214.48±109.91 3.70±.88 4.02±.64
대졸이상 133 55.88±55.34 2.59±.83 170.67±85.76 3.65±.91 3.84±.63

t -.663 2.322* 3.468*** .426 2.227*
 *p<.05 ***p<.001

표 6. 배경변인에 따른 참가정도, 조직동일시 및 조직몰입의 차이

설문을 받는 방식과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리

에서 설문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부 설문은 

지인을 통해 특정 동호회 회원들을 상으로 설문을 받

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연구보조요원에

게 설문에 앞서 해당 동호인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각 

문항의 내용에 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교육하 다. 모

든 설문은 동호인들에게 배포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5. 자료처리
본 연구는 실증연구로 가설을 입증하기 하여 통계

학  방법을 이용하 다. 통계분석을 해 도우용 

SPSS 18.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 고, 구체 인 통계

기법으로는 조사도구의 구인타당도를 확인하기 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신뢰도를 확인하기 하여 문항간 

내 일 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α 계수를 활용하

고, 변인들 간의 다 공선성을 확인하기 하여 상

계분석을, 조사 상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

기 하여 독립 t-검정을, 변인간의 향력을 검증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모든 통계결과의 

유의도를 평가하기 한 유의수 은 α=0.05로 설정하

다.

Ⅲ. 연구결과

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변인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 공선성

(multicollinearity)을 확인하기 하여 모든 변인들의 

상 계를 Pearson 상 계수로 확인해본 결과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1 2 3 4 5 6 7

1 1
2 -.033 1
3 .134* .204*** 1
4 .262*** -.072 .172** 1
5 .340*** -.037 .225*** .148* 1
6 .192** .264*** .181** .125* .012 1
7 .189** .291*** .120 .146* .262*** .623*** 1

 *p<.05 **p<.01 ***p<.001, 1:연령, 2:소득, 3:기간, 4:빈도, 
  5:시간, 6:동일시, 7:조직몰입

표 5.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든 요인들의 상 계수가 0.623 이하로 

다 공선성의 단기 인 0.8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모든 요인들이 서로 다른 구성 개념인 것으로 확인되었

다. 한 투입된 모든 변인들  연령과 소득 간의 상 , 

소득과 빈도, 시간 간의 상 , 기간과 조직몰입의 상 , 

시간과 조직동일시 간의 상 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정 인 방향으로 상 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배경변인에 따른 참가정도, 조직동일시 및 조직
몰입의 차이
자 거 동호인들의 배경변인(성별, 결혼여부, 학력)

에 따라 자 거 라이딩 참가정도(기간, 빈도, 시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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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간 빈도 시간 조직동일시 조직몰입

β t β t β t β t β t

연령 .141 2.358* .260 4.370*** .339 5.827*** .201 3.445*** .199 3.439***
월소득 .209 3.483*** -.064 -1.070 -.025 -.439 .271 4.644*** .298 5.146***

R2=.061, F=8.582*** R2=.073, F=10.287*** R2=.116, F=17.177***R2=.110, F=16.205*** R2=.124, F=18.583***
*p<.05 ***p<.001

표 7. 배경변인이 참가정도, 조직동일시,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직동일시  조직몰입의 차이를 살펴보기 해 t-검정

을 실시하 다. 학력은 설문문항을 고졸이하와 졸이

상으로 재코딩되었고, 학재학생은 제거된 상태로 통

계분석에 투입 되었다.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참가정도의 기간과 

시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남성이 여성보다 높

게 나타났다. 구체 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취미로 자

거 라이딩에 더 오랜기간 참가했고, 한번 참가해서도 

더 오랜 시간을 라이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에 따라 참가정도의 기간과 시간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고, 조직동일시와 조직몰입에서도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기혼자

가 미혼자보다 더 오랜 기간 라이딩에 참가하 고, 한

번 참가해서도 더 오랜 시간을 라이딩 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조직동일시와 조직몰입 한 기혼자들이 미

혼자들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 참가정도의 빈도와 시간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고, 조직몰입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고졸이하의 참가자가 졸

이상의 참가자보다 더 자주 라이딩에 참가하 고, 한번 

참가해서도 더 오랜 시간을 라이딩 하 으며, 조직몰입 

한 더 강하게 나타났다.

3. 배경변인이 참가정도와 조직동일시 및 조직몰
입에 미치는 영향
자 거 동호인의 배경변인이 참가정도와 조직동일시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하여 다 회

귀분석을 실시하 고, 분석방법은 일 투입방식(enter)

을 이용하 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이 도출되었다. 

통계분석결과 배경변인  연령은 투입된 기간, 빈도, 

시간은 물론 조직동일시와 조직몰입에도 정 인 방향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월

소득은 투입된 기간과 조직동일시  조직몰입에만 정

인 방향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참가 빈도와 시간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참가기간이 오래되었

으며, 자주 참가하며, 한번 참가하여 오랜 시간동안 지

속할 뿐만 아니라 조직동일시와 조직몰입 한 강하다

고 해석할 수 있다. 한 소득이 높을수록 더 오랜 기간 

라이딩에 참가했을 가능성이 높고, 조직동일시와 조직

몰입도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참가정도가 조직동일시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자 거 동호인의 라이딩 참가정도가 조직동일시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하여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 고, 분석방법은 향력의 명확한 결과

를 도출하기 하여 단계투입방식(stepwise)을 이용하

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이 도출되었다. 

통계분석결과 참가정도  기간은 조직동일시에  정

인 방향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빈도는 어떠한 향도 없었으며, 참가시간은 조직몰입

에 정 인 방향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분
조직동일시 조직몰입

β t β t

기간 .173 2.751** .049 .800
빈도 .102 1.646 .103 1.694
시간 -.042 -.674 .235 3.842***

R2=.043, F=3.955** R2=.062, F=7.815***
**p<.01 ***p<.001

표 8. 참가정도가 조직동일시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직접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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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정도가 조직동일시를 매개로하여 조직몰입에 미

치는 간 인 향을 악하기 하여 독립변인에 조

직동일시를 포함하여 다 회귀분석을 다시 실시하

다. 그 결과 [표 9]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구분
조직몰입

β t

기간 -.059 -1.224
빈도 .039 .830
시간 .262 5.536***

조직동일시 .626 13.383***
R2=.457, F=5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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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조직동일시 매개변인 포함한 영향력

참가정도가 조직동일시  조직몰입에 미치는 직․간

인 효과를 악하기 하여 [표 8]과 [표 9]에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무의미한 경로를 제거하고 분석을 재실

행하 고, 그 결과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구  분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

기간
→ 동일시 .181** - .181
→ 몰입 - .066 .066

빈도
→ 동일시 - - -
→ 몰입 - - -

시간
→ 동일시 - - -
→ 몰입 .262*** - .262

동일시 → 몰입 .366*** - .366
***p<.001

표 10. 직․간접 인과 효과

기간은 조직몰입에 직 인 향은 없으며, 조직동

일시를 매개로 간 인 향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총효과=0.066). 빈도는 조직몰입에 어떠한 향

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간은 조직몰

입에 직 인 향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총효

과=0.262). 매개역할을 하는 조직동일시는 조직몰입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총효과

=0.366). 회귀분석을 통해 밝 진 참가정도가 조직동일

시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의 결과를 모형으로 제시

하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결과모형

Ⅳ. 논 의

본 연구의 목 은 자 거 동호인의 여가활동 참가정

도와 조직동일시  조직몰입의 계를 규명하는데 있

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수집된 자료를 통

계 처리하여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가 도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배경변인에 따라 자 거 라이딩 참가정도와 조

직동일시  조직몰입에 부분 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 으로 성별에 따라 남성이 여성보다 오래 참가하

고, 한번 참가하면 더 오랜 시간 지속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런데 정희 과 윤양진[16]은 산악자 거 동

호인을 상으로 성별에 따라 참가 기간, 빈도, 시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가 수행되

었던 2004년 재라는 시 의 차이와 자 거의 종류의 

차이를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자 거 

종류를 국한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들의 경우 어려

서부터의 자 거경험이 반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국

내에서 여성도 아무런 부담없이 자 거를 탈 수 있게 

된 시기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연

구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은 조직동일시와 조직몰입

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단 동호회에 참가하면 동호회에 갖는 마음은 남

성이나 여성이나 같다고 볼 수 있다. 

결혼여부에 따른 차이에서 기혼이 미혼보다 더 오랜 

기간 참가하 고, 한번 참가하면 더 긴 시간 자 거를 

타며, 조직동일시와 조직몰입도 더 강하게 나타났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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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참가자의 경우는 미혼보다 나이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으며, 경제 , 사회 으로도 여유가 더 많으며, 가족

계로 인해 주말에 여가활동에 참가하게 되어 참가시

간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다른 연령 에 비해 40~50

가 동호회에 참여하는 비율이 타 연령 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6]에서 다

른 연령 에 비해 40 와 50 에서 동호회활동 참여비

율이 높게 나타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며, 부분의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16][20][21].

학력에 따른 차이에서 고졸이하의 집단이 졸이상

보다 참가 빈도와 시간, 조직몰입이 높게 나타났다. 이

는 학력이 고졸이하의 참가자들은 졸이상의 참가자

들보다 고연령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녀들이 모

두 성장하여 주말과 주 에 상 없이 여가활동에 참가

할 가능성이 높고, 동호회 조직에 더 몰입할 가능성이 

높다. 조직동일시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부분의 선행연구[15][20]와 일치하는 것으로 고졸이

하의 집단은 조직에 한 애착을 갖고 자신과 동일시하

지 않더라도 조직에 몰입할 가능성이 졸이상의 집단

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배경변인  연령과 소득은 참가정도와 조직동

일시  조직몰입에 부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모든 종속변인인 참가 기간, 빈도, 시

간, 조직동일시,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고, 월소득은 참가 기간과 조직동일시, 조직몰

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에 참가하기 해서는 특히 자 거와 같이 고가의 장비

를 필요로 하는 여가활동의 경우는 여가시간과 여가비

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에서 볼 때, 연령과 소

득수 이 높을수록 시간 , 경제 , 심리  여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가활동에 정 인 향을 미

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빈도와 

시간에 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소득이 높다고 해서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며, 오히려 소득이 높

은 사람들은 바쁘게 일을 하는 계로 시간이 더 부족

할 수 있다. 그 지만 연령이 높고, 소득수 이 높은 경

우 시간  여유가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하는데 연령과 소득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여가활동 참가자의 연령과 소득수 이 

조직동일시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는 조직을 동호회 집단으로 본 

반면 어떤 연구[15]에서는 운동종목으로 조사하고 어떤 

연구[20]에서는 스포츠센터조직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셋째, 참가정도는 조직동일시를 통하여 직․간

으로 조직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참가 기간은 

조직동일시를 매개하여 간 으로만 조직몰입에 향

을 미쳤고, 빈도는 직․간 으로 조직동일시와 조직

몰입에 어떠한 향도 미치지 않았으며, 시간은 조직몰

입에만 직 인 향을 미쳤다. 이는 동호회 활동을 

오래할수록 동호회에 한 동일시가 강해지며, 동일시

과정을 통해서만 조직에 충성하며 조직에 남아 있으려

고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자주 참가한다고 해서 조

직동일시나 조직몰입이 높다고 볼 수 없으며, 한번에 

오랜시간 참가한다고 해서 조직동일시가 강해지는 것

은 아니다. 주 에는 참가하지 못하고 주말에 오랜 시

간동안 라이딩하는 동호인들은 조직동일시는 약하지만 

조직몰입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조직동일

시는 주 과 주말 계없이 자주 참가하면서 오랜 시간

을 동호회 동료들과 끈끈한 인간 계로 함께했을 때 만

들어진다고 할 수 있고, 동호회에 지속 으로 남고자하

는 조직몰입행동은 조직동일시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3], 주말에만 오랜 시간 라이딩하는 동

호인들에게서 참가시간이 조직몰입에만 직 인 향

을 미치는 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

[22][26][28][34]에서 밝 진 바와 같이, 자 거 동호인

들의 경우도 특정 동호회에 소속되어 활동을 지속할 때 

조직동일시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다시 조직몰입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자 거 동호인들이 동호회 

활동을 지속하는데 , 시간  여유가 매우 요하

며, 지속 인 참가를 통해 동호회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

하 을 때 조직에 충성하며 지속 으로 남아 있으려는 

경향이 강하며,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주말과 같이 한번

에 오랜 시간 라이딩에 참가할수록 조직동일시는 높이

지지 않더라고 동호회에 충성하고 구성원으로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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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남아 있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동호회 조직은 여가활동 참가자의 약 30% 정도가 소

속되어 있을 정도로 요한 치에 있지만 사회시스템 

내에서 히 리되지 못하고 있다. 동호회는 자발

인 조직으로 조직을 만들고 유지하는 운 진들 조차도 

여가시간에 조직을 운 하는 입장이다보니 시간이 부

족하여 자신의 본업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으로 회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

기 힘들다. 따라서 동호인 조직의 운 을 도울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 필요한 시 이다. 를 들면, 국 학의 

체육 련 공생들이 지역사회의 동호회원들에게 자원

사를 통해 문기술을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자 거 동호인의 여가활동 참가정도와 조직동일시 

 조직몰입의 계를 규명하기 하여, 이상과 같이 

연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배경변인에 따라 자 거 라이딩 참가정도와 조직동일

시  조직몰입에 부분 으로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배경변인  연령과 소득은 참가정도와 조직동일시  

조직몰입에 부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친다. 셋째, 참

가정도는 조직동일시를 통하여 직․간 으로 조직몰

입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따라서 조직동일시는 여가

활동 역에서도 조직몰입을 강화시키는 요한 매개 

역할을 하며, 조직동일시를 높이는데 연령과 소득  

참가기간이 요한 역할을 하며, 조직몰입을 높이는데 

소득과 연령, 참가시간이 직 인 향을 미치고 있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과정에서 얻은 경험으로 연구자는 추후연

구를 해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 본 연구에서 밝 진 

조직동일시와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의 

참가정도는 향력이 미비한 수 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순한 참가정도만으로 이들 종속변

인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요변인을 찾기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한 동호회 활동을 지속

함으로써 얻게 되는 조직동일시와 조직몰입은 구성원

들이 집단정체성을 형성한 채 사회의 다른 일반시민들

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성숙한 시민행동을 보이기 

해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그 기 때문에 시민행동과 

련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 

여가조직에 한 동일시와 몰입을 측정하기 한 척도

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이를 개발하기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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