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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해양 스포츠활동의 질  경험이 만족, 몰입, 재참여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고 회 참가경험 
유·무에 따라 만족과 몰입이 재참여 의도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자유감과 사회교류감은 만족에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제감은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감은 몰입에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제감과 사회교류감은 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이 
재참여 의도, 몰입이 재참여 의도 그리고 만족과 몰입이 재참여 의도에 미치는 계에서는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한 만족과 몰입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경험 유·무에 따른 조 효과에서는 만족이 
재참여 의도에 미치는 향은 회 참가경험이 있는 집단이 회 참가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 경험이 없는 집단은 만족이 재참여 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몰입과 재참여 의도의 계
에서 회참가 경험 유·무의 조 효과를 분석한 결과, 몰입이 재참여 의도에 미치는 향은 회 참가경험이 없는 집단과 
회 참가 경험이 있는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회 참가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회 참가 경험이 있는 집단
에서 상 으로 더 높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족이 재참여 의도에 미치는 향과 몰입이 재참여의도
에 미치는 향은 모두 회 참가경험이 있는 집단이 회 참가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whether the quality of marine leisure sports experience have effects on participants satisfaction, immersion and 5motive for 
reparticipation. We also investigated effect of participants’ pre-experience of participating race on satisfaction, immersion and motive for reparticipation. 
Sense of freedom and social interaction appeared to affect satisfaction of participants significantly, but the sense of control did not. Sense of freedom had 
effect on immersion, whereas sense of control and social interaction had no effect on immersion.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motive for 
reparticiaption and participants’ satisfaction and immersion was observed. Interaction effect between participant’s satisfaction and was significant. 
Immersion mediates relation between reparticiaption and participants’ satisfaction. participants experienced yahct race before showed more effect of 
satisfaction on motive for reparticiaption than participants with no race experience, who showed no significant effect of satisfaction on motive for 
reparticiaption. Immersion have effect on motive for reparicipation in both groups, but effect size was greater in the group with race experience. Thus, 
satisfaction and immersion of participants who have pre-experience of participating race showed greater effect on reparticipation than who ha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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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사회에서의 여가활동은 삶의 역에서 아주 

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속도에 따라 나

라별 지역별 다른 특성은 있지만, 결국 여가문화는  

사회를 변하는 가장 요한 기 의 하나로 평가되

고 있다. 2003년 근로기 법이 개정되면서 1,000명이상

의 사업장에서는 2004년 7월부터 주5일제를 도입하

으며, 2011년 7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면 으로 시

행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는 법정근로시간을 기존 44시

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 ‘주40시간 근무제도’를 말하

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여가와 취미활동 증가 등 삶의 질

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0). 이러한 변화는 산업에 있어서도 심이 확

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데, 그 에서도 특히 스포츠 

활동 참여가 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주5일 근무와 교통 근성 개선 등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해양 ․  분야를 

극 육성하기 해 인 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로

그램을 극 으로 개발하여 해양 ․수상 ․스

포츠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국토해양부, 2010).

주요 내용을 보면, 드서핑, 수상스키와 같은 무동력 

수상 ․스포츠를 도시 근교에서도 쉽게 배우고 즐

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다이빙 교육 편의시설 조성

을 지원함으로써 해외 다이빙여행 수요를 국내로 흡수

하는 한편, 요트와 같은 선진국형 해양 스포츠 육성

을 해 마리나항만 개발도 극 으로 추진한다는 방

침이다. 증가하는 해양 스포츠 인구와 더불어 직업 

장에서 수변지역을 활용한 수상 ․스포츠  

 활성화 계획이 마련되어 드서핑, 수상스키와 같은 

무동력 수상 ․스포츠를 도시 근교에서도 쉽게 체

험하여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다이빙 교

육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해외 다이빙여행 수

요를 국내로 흡수하는 한편, 요트와 같은 선진국형 해양

스포츠 육성을 해 마리나항만 개발도 극 으

로 추진하여야 한다(국토해양부, 2010).

우리나라 지형  특성은 국토의 1/3에 해당하는 약

12,800km에 이르는 해안선과 수심 20m 내외의 해역으

로 해양 스포츠에 합한 자연조건이다(오응수, 2006).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는 해양스

포츠가 시작단계에 불가한 실정이라고 지 하고 있다

(최정도·문태 , 2006). 한 참여자 특성을 보면 해양스

포츠 참여자는 모험  스포츠 활동에 집 하고 부상이

나 상해같은 신체  험성을 비롯해 재정 , 심리 , 사

회  투자 등을 아끼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박세

, 2000). 이러한 사실들은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이 앞

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해양스포츠의 잠재력에 한 연구가 최근에 와서야 

진행되고 있다. 해양스포츠 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해

양 스포츠 활성화 방안(박명국․김성규, 2002), 해

양스포츠 활성화 방안연구(박 률, 2001),  한국 해양스

포츠 활성화 방안 모색(지삼업, 1999), 해양스포츠 

개발에 한 주민찬성도 분석(신동주․박진권, 2003), 

장애인을 한 해양 스포츠 활용 방안(김경렬·박동

규․박재성, 2005) 등이다. 주된 해양스포츠에 련된 

연구들은 주로 활성화 방안, 해양스포츠 개발  해

양스포츠 교육 필요성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

구들은 해양스포츠 발  진흥을 한 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해양스포츠에 참여하는 소비자가 존

재하고 계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해양스포

츠에 련된 실증  자료에 부합하려면 좀 더 세부 인 

연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즉 해양스포츠 발 에 필요

한 요인들을 탐색하여  소비자들의 욕구와 니즈를 

악하는 것이 필요한 시 이라 사료된다.

1.2. 연구모형  가설설정

본 연구는 해양 스포츠활동의 여가 경험이 만족

과 몰입을 미치는 향과 활동의 재참여에 미치는 

향간의 인과 계를 보여주는 개념  틀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 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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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소비자의  여가경험이 고객만족에 미치

는 향, 소비자의 여가경험이 몰입에 미치는 향, 만족

이 재참여에 미치는 향과 몰입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요트 회 참가경험의 유·무에 따

라 만족과 몰입이 재참여에 미치는 향이 다르게 나타

날 것으로 가정하고, 요트 회 참가경험의 유·무에 따른 

조 효과를 함께 보았다.

1.3. 질   경험과 만족과 몰입의 계

 행동에 련된 모든 주제는 기본 으로  활

동의 경험 내용에 련된 것이며, 그래서  활동의 경

험은  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요한 주제가 될 수

밖에 없다.  태도는 경험의 선행변수인 동시에 결과

변수로 볼 수 있고,  활동의 유형은 경험의 그릇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태도와  경험(  활동

의 유형을 포함한)은  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요

한 주제가 될 수 있다.  경험에 한 세 가지 차원은 

고동우(2007)의 연구와 성 신·고동우·정 호(1996)의 

연구에서 자유감, 통제감, 사회교류감으로 구성된다.

자유로움은  상황에서 쉽게 체험 할 수 있다. 어

떤 상황에 처해 있는 개인에게 자유로움이 있다는 것은 

게 선택의 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성 신·고동

우·정 호, 1996). 자유감은 자기 의지로 행동을 선택한 

경우와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기 가 있는 경우 모두

를 포함한다.  자유감은  활동에서 재미를 느끼게 

하는 주요 요소가 되며, 자유감을 체험하지 못할 경우 스

트 스와 같은 부정 인 정서를 느끼게 된다. 그러나 자

유감의 정도는 선택의 폭이 충분한 정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선택내용을 행동으로 실 할 만큼 시간이 

충분한가의 문제와 사회  규범이나 의무의 요소가 존

재하는 정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

가 있다.

통제감은  활동을 하는 동안 겪게 되는 체험내용

이 활동 자체나 사회  측면 뿐 아니라 활동공간인 주변 

환경과의 맥락에 원천을 두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주변 

환경이라 함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물리  공간의 자연

 요소와 인공시설의 측면을 의미한다(성 신·고동우·

정 호, 1996).  활동을 하는 동안 자연  요소와 

련된 심리  체험은 자연환경에 한 통제와 소유의 욕

구, 그리고 의존의 욕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이다. 이 두가지 동기  측면은 동시에 작용하기도 

하여, 자연 정복감과 자연 동화감을 동시에 체험하는 것

도 가능하다. 이는 정복·통제감의 욕구와 의존의 욕구가 

동 의 양면과 같아서 자연지향  체험이 매우 복합

으로 동시에 경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활동을 하는 동안 사람은 타인과 교류를 하기가 

쉽다. 비교  가까운 타인과 정 인 향을 주고받는 

체험을 ‘사회교류감’이라고 정의한다(성 신·고동우·

정 호, 1996).  활동을 함께 하면 다른 사람과 친해

질 수 있어 좋다는 것이다. 첫째,  공유를 통하여 아

직 친 하지 못한 계가 친 한 계로 변화하는 과정

이다. 둘째는 이미 가까운 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그 친 감이 더욱 유지·강화되

는 과정이다. 

고객만족은 고객과의 장기 인 계를 형성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불평처리 이후의 고객만족은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여 장기 으로 고객 계를 유

지하는 데 필수 인 요소라고 하 다(배상욱·김완민·김

은 , 2005; 윤성욱·류정건, 2002). 수상 스포츠시설

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시설의 물리  특성과 직

원 특성  신뢰가 재구매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

다고 하 으며, 서비스산업에서 계마 은 신뢰와 

몰입이 심이 되기 때문에 고객이 서비스기업의 종업

원을 신뢰하고 몰입할수록 특정서비스 기업에 한 재

구매의도는 증가할 것이라고 하 다(김기연·김도균, 

2008).

의의 차원인 구체 인  활동에 한 선호도를 

의미하는  태도의 개념은 비교  간단하게 정리된

다. 구체 인  활동에 한 선호도가 정 일수록 

해당되는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

는 을 측한다. 이러한 논리는 특히 Ajzen(1991)이 

선행이론인 합리  행  이론(the reasoned action theory)

을 수정 보완한 후 제시한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용하여  장면에서 검증되어 

왔다(즉, Ajzen & Driver, 1991, 1992).

구체 인  활동에 한 태도가 좋다고 해서 해당 

 활동에 한 참여로 반드시 이러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통제가능성(controllability)과 같은 상황과 다

른 개인차 변수가 개입하기 때문이다(Ajzen, 1991). 그럼

에도 일반 인  태도가 정 일수록  참여 가

능성은 증가한다는 논리는 다른 변수가 개입하지 않는 

한 여 히 유효하다. 즉, 구체 인  태도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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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동의 유의한 선행변수로 간주할 수 있다.

Anderson & Weitz(1992)는 몰입을 “안정  계를 발

시키려고 열망하고, 계유지를 해 단기  손해를 

감수할 의지를 가지며, 계의 안정성에 한 확신의 수

반”으로 정의하고 계몰입의 핵심이 안정성과 손실을 

감수하는 것으로 이해하 다. 마 에 있어 몰입은 기

업 간 계연구에서는 성공 인 계의 핵심 구성요소

로서, 고객 계의 연구에서는 행동  결과를 유발하는 

매재로서 장기 인 계를 유지하기 한 필수 인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Morgan & Hunt (1994)에 의하

면 몰입은 어떤 교환 트 가 다른 교환 트 와의 지

속 인 계가 그 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만큼 요하다고 믿는 것, 즉 결속된 당사자가 그 

계가 무한히 지속된다는 것을 확신하기 해 노력할 가

치가 있다고 믿는 것으로 정의한다고 하 다. 이상과 같

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 하 다. 

가설 1. 자유감은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통제감은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사회교류감은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자유감은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통제감은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사회교류감은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1.4. 만족, 몰입이 재참여에 미치는 향

Crosby and Cowles(1990)은 종업원과 고객과의 상호

작용은 고객의 만족에 요한 향을 미치게 되며 종업

원과의 상호작용에서 만족한 고객들은 그 과정에서 이

루어지는 몰입으로 개인 간 충성도를 갖게 된다고 주장

하고 있다. 과거 많은 연구에서 고객만족과 재구매의도, 

구 의도와의 계를 밝  왔지만 최근 연구들을 살펴

보면 계 만족이 재구매의도와 같은 고객 행동의도와

의 인과 계를 보다 구체 으로 규명하기 해 계의 

질을 매개변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 다.

박병권(2008)의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성은 몰입을 매

개로 하여 랜드커뮤니티의 성과변수인 랜드 연상, 

랜드 인지, 랜드 충성도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

인하 다.

Crosby & Stephens(1987)는 계의 질이 보험가입자

의 재구매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 고, 

Biyalogorsky & Libai(2000)은 고객은 만족을 넘어 감동

을 받았을 때 추천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 다.

Morgan & Hunt (1994)는 몰입은 고객의 이탈성향과 

부정  계가 있음을 확인하여 재구매의도와 정  

계가 있을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7. 만족은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만족은 재참여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몰입은 재참여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1.5. 회 참가경험 유·무에 따른 조 효과

박주희․강선 (2010)은 지 장애인을 상으로 하

는 스포츠 회 참가 경험이 그들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

치는 효과를 규명한 연구에서 참가 경험에 따른 사회, 정

서 발달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지 장

애인에게 스포츠 회 참가 경험은 극 인 스포츠 활

동의 일환으로 사회, 정서 발달에 정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혔다. 

김은미․권욱동(2007)의 연구에서는 스스포츠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여가에 해 만족하고 있었으며, 

기존여가활동에 비해 스스포츠의 차별화는 트 와

의 교감, 음악에 맞춘 즐거운 움직임, 새로운 여가활동이

라는 매력으로 연구되었다. 재참여에 있어서 참여자의 

다수가 스스포츠에 계속 으로 참여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식 회의 참가

유무의 차이가 만족과 몰입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

는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0. 만족이 재참여에 미치는 향력은 회 참가경

험이 있는 집단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11. 몰입이 재참여에 미치는 향력은 회 참가경

험이 있는 집단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해양 스포츠활동의 경험이 만족, 몰입, 

재참여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기 해 문헌  고

찰과 실증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먼  문헌연구를 통해

서 자유감, 통제감, 사회교류감과 만족, 몰입, 재참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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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 항목 변수에 한 설명

 경험

자유감

FRE1 나는 해양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진정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편이다.

FRE2 나는 해양 스포츠 활동을 할 때 도 과 성취감을 느끼는 편이다.

FRE3 나는 해양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자유로움을 많이 느낀다.

FRE4 나는 해양 스포츠 활동을 하는 동안 나의 성격이나 가치 을 잘 표 한다.

통제감

CON1 나는 해양 스포츠 활동을 하는 동안 자연을 정복하는 느낌이 들곤 한다.

CON2 나는 해양 스포츠 활동을 하는 동안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즐겁다.

CON3 나는 해양 스포츠 활동을 하는 동안 사회경제  지 를 표 하는 편이다.

CON4 나는 해양 스포츠 활동을 하는 동안 사회  규범이나 의무감을 느끼는 편이다.

사회

교류감

SOC1 나는 해양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다.

SOC2 나는 해양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기존의 친구/가족들과의 계가 돈독해지고 있다.

SOC3 나는 해양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사회 교류가 더 돈독해지고 있다.

SOC4 나의 사회  교류 범 는 해양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보다 확 되고 있다.

표 1. 해양스포츠활동의  경험에 한 측정항목
Table. 1 Items measured on experience in the marine leisure sports activities

도에 한 개념을 이론 으로 고찰하 다. 이 문헌연구

를 바탕으로 자유감, 통제감, 사회교류감과 만족, 몰입, 

재참여의도와의 계를 확인하고 상호 계성을 연구

하기 하여 실증분석을 하 다. 설문의 설계에서는 실

증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자료를 활용하 으며, 부분 

타연구에서 사용된 항목들 에서 본 연구에 합하다

고 단되는 문항을 선택해 개발되었다. 조사한 자료에 

한 분석방법은 SPSS 18.0과 Lisrel 8.8을 이용하여 일반

 특성분석을 하고 가설검정을 하여 빈도분석, 신뢰

도분석,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

석을 실행하 다.

2.1. 자료수집  표본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오류를 시정하기 하여 부산

수 만 요트경기장에서 2012년 7월 25일부터 7월 31일

까지 7일간 요트를 로 즐기는 참가자 총 30명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하여 문맥의 난이도  모호성, 

이질성의 교정  문제  등을 수정, 보완하 으며, 2012

년 8월 국 해양 스포츠 진기지(MARINA)(부산 

수 만 요트경기장, 충무 마리나리조트)와 지역별 공공

요트시설(경기 평택호 요트훈련장, 강원 사천 요트장, 

충남 보령요트경기장, 북 부안변산요트경기장, 남 

소호요트장)을 방문한 활동 종목이 요트인 일반인 

참가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

는 300부를 배부하여 182부를 회수하여 이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16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문헌 

연구를 통해 도출된 변수들을 토 로 요인분석  신뢰

도 검정을 통해 척도의 타당도  신뢰도를 분석하 으

며, 연구가설에서 제안한 해양스포츠활동의  경험

을 기 로 요인분석  신뢰성 검정을 통해 얻은 변수들

을 이용하여 체모델을 검증하 다.

마지막으로 공식 회 경험의 참가유무의 차이가 조

변수의 역할에 한 연구가설을 검증하 다. 자료 분

석은 SPSS 18.0과 LISREL 8.8를 이용하 으며, PRELIS

를 통하여 공분산구조를 확인하고 측정 모델을 이용하

여 측정항목의 타당성을 확인하 다.

2.2. 주요구성개념들에 한 개념  정의와 측정항목

의 개발

해양스포츠활동의  경험에 한 측정항목은 고

동우(2007)의 연구와 성 신, 고동우, 정 호(1996)의 연

구에서 사용된 항목들 에서 본 연구에 합하다고 

단되는 문항을 선택해 개발되었다.

각 측정항목들은 매우 그 지 않다(1)∼매우 그 다

(5)의 리커트 5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

된 해양스포츠활동의  경험에 한 구체  측정항

목은 <표 1>과 같다.

만족에 한 측정항목은 Oliver(1993)와 Westbrook 

and Oliver(1991)의 연구에서 사용된 항목들에 기 해서 

Cronin et al.(2000), Mazursky(1989), Oliver(1997), Spreng 

et al.(1996)의 연구에서 사용된 항목들을 본 연구에 합

하다고 단되는 문항을 선택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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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분  류 응답자수 비 율(%)

회
경험

없다
있다

81
79

50.6
49.4

성 별
남
여

127
33

79.4
20.6

지 역

부산
경남
서울경기
강원
충남
북
남

60
22
35
5
14
16
9

37.6
13.8
21.9
3.1
8.8
9.0
5.8

각 측정항목들은 매우 그 지 않다(1)∼매우 그 다

(5)의 리커트 5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연구에서 사용

된 만족에 한 구체  측정항목은 <표 2>와 같다.

표 2. 만족에 한 측정항목
Table. 2 Measure items on the satisfaction

연구

단
항목 변수에 한 설명

만족

SAT1
나는 해양 스포츠 활동을 선택하고자 한 

결정에 만족한다.

SAT2
나는 해양 스포츠 활동에 반 으로 만

족한다.

SAT3
나는 해양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욕구를 

충분히 채우고 있다.

몰입에 한 측정항목은 Weun et al.(2004)의 연구에

서 사용된 항목들 에서 본 연구에 합하다고 단되

는 문항을 선택해 개발되었다.

각 측정항목들은 매우 그 지 않다(1)∼매우 그 다

(5)의 리커트 5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연구에서 사용

된 몰입에 한 구체  측정항목은 <표 3>과 같다.

표 3. 몰입에 한 측정항목
Table. 3 Items measured on immersion

연구

단
항목 변수에 한 설명

몰입

IMM1
나는 해양 스포츠 활동에 호의 인 감정

을 가지고 있다.

IMM2
나는 해양 스포츠 활동에 계속 심을 

가질 것이다.

IMM3
나는 해양 스포츠 활동에 애착심을 계속 

가질 것이다.

재참여 의도에 한 측정항목은 Baker and Crompton 

(2000), Cronin et al.(2000), Kozak and Remington(2000), 

Mazursky(1989)의 연구에서 사용된 항목들을 본 연구에 

합하다고 단되는 문항을 선택해 개발되었다.

각 측정항목들은 매우 그 지 않다(1)∼매우 그

다(5)의 리커트 5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연구에서 사

용된 재참여 의도에 한 구체  측정항목은 <표 4>와 

같다.

표 4. 재참여 의도에 한 측정항목
Table. 4 Measurement items related to the 

reparticipation intention

연구

단
항목 변수에 한 설명

재

참

여

REP1
나는 해양 스포츠 활동을 다음에도 계속

할 것이다.

REP2
나는 해양 스포츠 활동을 다른 사람에게 

정 으로 이야기 할 것이다.

REP3
나는 해양 스포츠 활동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것이다.

Ⅲ. 연구결과

3.1. 표본의 인구 통계  특성

설문응답자들의 인구 통계  특성은 <표 5>에 나타

나 있다. 응답자의 회경험유무는 참가한 경험이 없다

가 50.6%이고, 있다가 49.4%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가 

79.4%이고, 여자가 20.67%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

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응답자의 연령은 

10 (14.4%), 20 (22.5%), 30 (18.1%), 40 (26.3%), 50

(18.8%)로 나타나 고른 분포를 나타났다. 학력분포는 

고졸이 20.0%, 졸이 53.1%, 학원이상 26.9%로 나타

났다. 응답자의 직업은 가정주부(2.5%)를 제외한 문

직, 리직, 사무직, 매/서비스직 등 고른 분포로 나타

났다. 월평균 가계수입은 200만원미만(31.9%)이 가장 

높았으며 200만원이상 600만원미만(48.7%)으로 나타났

다. 600만원이상(19.4%)인 표본 수도 다수 포함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표본의 인구 통계  특성
Table. 5 Statistical properties of the sampl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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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19세 이하

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세 이상

23

36

29

42

28

2

14.4

22.5

18.1

26.3

17.5

1.3

직 업

  문  직

  리  직

사  무  직

매/서비스직 

가정주부

학    생

기    타

29

21

17

22

4

42

25

18.1

13.1

10.6

13.8

2.5

26.3

15.6

학 력

고 졸

 졸

학원졸이상

32

85

43

20.0

53.1

26.9

월
가계
소득

2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600만원 이하

800만원 이만

800만원 이상 

51

41

37

15

16

31.9

25.6

23.1

9.4

10.0

계 160 100.0

  

3.2. 연구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18.0과 LISREL 8.8을 이용하 으

며, 내  일 성을 나타내는 신뢰성은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 다. 먼  집  타당성을 검토하기 하

여 탐색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 한 후, 확인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서 구성 개념들의 측정 타당성을 검증하

다.

3.2.1.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 분석

측정한 신뢰성의 검정 결과는 만족과 몰입에 향을 

미치는 외생변수에 있어서 사회교류감이 .744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통제감이 .71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내

생변수의 신뢰성은 만족이 .8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재참여 의도가 .813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

도구의 신뢰성은 Nunally(1978)가 제시하는 사회과학 수

인 .70이상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어, 반 으로 신뢰

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변수들의 구

성요인들이 각각 단일 차원성인지를 확인하기 해서 탐

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표 6. 신뢰성 분석
Table. 6 Reliability Analysis

항 목
측정항목 수

Cronbach's Alpha
최 최종

자유감

통제감

사회교류감

만  족

몰  입

재참여 의도

4

4

4

3

3

3

3

3

3

3

3

3

.731

.712

.744

.850

.837

.813
 

요인분석은 직각회 방식에 의한 최우도 추정법

(maximum liklihood method)에 의거하여 실시하 으며, 

외생변수에 한 요인분석결과 계혜택의 평가요인인 

자유감, 통제감, 사회교류감 등의 3개 요인으로 확인되

었다. 요인분석과정에서 교차요인부하(cross-loading) 측

정항목은 제외하 으며, 자유감은 ‘나는 해양 스포

츠 활동을 하는 동안 나의 성격이나 가치 을 잘 표 한

다’ 의 1문항, 통제감은 ‘나는 해양 스포츠 활동을 하

는 동안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즐겁다’ 의 1문항을, 

사회교류감은 ‘나는 해양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기

존의 친구/가족들과의 계가 돈독해지고 있다’ 의 1문

항을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 다. 이들 3개 요인에 한 

요인 재량은 65.645이다. 내생변수에 한 요인분석결

과 이들 3개 요인에 한 요인 재량은 75.534이다.

표 7. 외생변수의 탐색  요인분석
Table. 7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the 

exogenous variables

측정 변수 자유감
사회

교류감
통제감 공통성

진정으로 즐거움을 느낌

도 과 성취감을 느낌

자유로움을 느낌

.834

.800

.722

.089

.135

.130

-.127

.000

.017

.658

.719

.539

새로운 사람과 만남이 즐거움

사회 교류가 더 돈독해짐

사회  교류 범  확

.026

.085

.325 

.868

.811

.711

-.052

-.059

-.090

.619

.756

.668

자연을 정복하는 느낌

사회경제  지  표

사회  규범, 의무감 느낌(R)

-.100

.292

-.233 

.016

-.121

-.105

.808

.776

.720

.584

.702

.663

Eigen Value 2.119 1.984 1.804

분산율(%) 23,548 22.048 20.049 65.645

KMO=0.697, Bartlett`s test=347.195/36(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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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변수
측정 변수

표 화

계수

표

오차
t값

자유감

진정으로 즐거움을 느낌

도 과 성취감을 느낌

자유로움을 느낌

.60

.62

.45

.06

.06

.07

9.85

9.78

6.91

사회

교류감

새로운 사람과 만남이 즐거움

사회 교류가 더 돈독해짐

사회  교류 범  확

.62

.60

.59

.07

.06

.07

8.68

9.37

8.44

통제감

자연을 정복하는 느낌

사회경제  지  표

사회  규범, 의무감 느낌(R)

.77

.78

.73

.04

.04

.04

13.36

13.74

12.51

만 족

선택한 결정에 만족

해양 스포츠 활동에 만족

해양 스포츠 활동으로 욕구 충족

.59

.63

.55

.05

.05

.05

11.34

12.41

11.21

몰 입

호의 인 감정임

계속 인 심을 가짐

애착심을 가짐

.61

.52

.51

.05

.05

.05

13.33

10.63

10.55

재참여

의도

다음에도 계속할 것임

타인에게 정 으로 이야기함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것임

.67

.61

.56

.06

.05

.06

11.21

11.58

9.57

모델

합도

  Chi-square=190.98(d.f.=120, p=0.00004)

  RMSEA: .061        NFI: .92 

  RMR: .059           CFI: .97  

  GFI: .88             AGFI: .83  

표 8. 내생변수의 탐색  요인분석
Table. 8 Endogenous variable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측정 변수 만족 몰입 재참여공통성

선택한 결정에 만족

해양 스포츠 활동에 만족

해양 스포츠 활동으로 욕구 충족

.860

.797

.786

.167

.258

.196

.260

.155

.227

.743

.779

.806

호의 인 감정임

계속 인 심을 가짐

애착심을 가짐

.111

.286

.281

.864

.800

.780

.217

.240

.237

.835

.725

.708

다음에도 계속할 것임

타인에게 정 으로 이야기함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것임

.162

.217

.261

.300

.176

.205

.820

.787

.778

.716

.778

.697

Eigen Value 2.307 2.291 2.201

분산율(%) 25.631 25.451 24.453 75.534

KMO=0.853, Bartlett`s test=713.033/36(p<0.000)

3.2.2. 확인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의 검정은 LISREL 검정

에 앞서 모든 측정 변수의 상 계 자료를 PRELIS를 통

해 구한 다음 이를 확인  요인분석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 다. 분석은 Anderson & Gerbing (1988)이 제안

한 2단계 근법(two-step approach)에 따라 시행하 다. 

2단계 근법에 따라 단일 차원성을 해시키는 수정지

수(modification index)를 이용하여 수정 지수가 10이상 

에서 높은 수부터 측정변수를 제거하 다. 체 구성

개념을 상으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

의 합도가 Chi-square=190.98(d.f.=120, p=0.00004) 

RMSEA=0.061, NFI=0.92, RMR=0.059, CFI=0.97, GFI= 

0.88, AGFI=0.83 등으로 나타났다. 표 화된 추정치가 

최소한 0.7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구성개념 타당성이 

모두 0.8이상이고, 평균분산추출 값이 0.5이상일 때 타당

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Hair et al., 1995). 

표 9. 확인  요인분석에 따른 집 타당성 분석
Table. 9 Concentrate according to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easibility Analysis

 

확인  요인분석을 이용한 측정 모델의 집 타당성 

검토결과 모든 요인 재치의 t값은 유의수  p<0.01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모형에서 제시

하고 있는 모든 측정 변수들은 집 타당성을 충분히 확

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2.3. 구성개념 타당성 분석

구성개념간의 별타당성을 확인하기 하여 상

분석을 실시하 다. 

표 10. 상 계 분석
Table. 10 Correlation Analysis

구성개념 자유감 통제감 사회교류감 만족 몰입 재참여

자유감 1          

통제감
-0.09

(0.11)
1        

사회

교류감

0.40

(0.09)

-0.22

(0.11)
1      

만족
0.57

(0.07)

-0.05

(0.10)

0.44

(0.08)
1    

몰입
0.61

(0.07)

0.08

(0.10)

0.33

(0.09)

0.60

(0.06)
1  

재참여

의도

0.53

(0.08)

0.09

(0.11)

0.56

(0.08)

0.67

(0.06)

0.62

(0.06)
1

(   )안의 값은 표 오차(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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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구성개념 간 상 계수인 ∮의 신뢰구간(∮

±2SE)에 1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타당성이 있

다고 할 수 있다(Anderson and Gerbing, 1988). 

확인  요인분석 결과 각각의 잠재변수에 한 측정 

항목들은 해당 잠재변수에 유의 이고 요인간의 집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상 계 분석으로 별타

당성도 확보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3.3. 분석결과

3.3.1. 제안모델의 평가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기 해 공분산 구조모델

(structural model)을 통하여 검정하 다. 검정결과 연구

모형의 최종 합도와 경로계수를 추정한 구조모델의 

합도는 Chi-square=202.59 (d.f.=123 P-value=0.00001) 

RMSEA=0.064, NFI=0.91, RMR=0.063, CFI=0.96, GFI= 

0.88, AGFI=0.83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측정치들은 분석

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3.3.2. 연구가설의 검정

자유감과 사회교류감은 만족에 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1, 3은 채택되었다. 그러나 통제감은 만

족에 정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

설2는 기각되었다.

자유감은 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

설4는 채택되었다. 그러나 통제감과 사회교류감은 몰입

에 정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5, 6은 기각되었다(<표 11>참조). 

표 11. 가설검정 결과
Table. 11 Hypothesis test results

구분 경로계수 T-VALUE 채택여부

H1 .46 4.56 채택

H2 -.07 -0.75 기각

H3 .30 2.97 채택

H4 .41 3.80 채택

H5 .16 1.77 채택

H6 .06 0.62 기각

H7 .34 3.12 채택

H8 .48 4.49 채택

H9 .34 3.30 채택

만족이 재참여, 몰입이 재참여 그리고 만족과 몰입이 

재참여 의도에 미치는 계에서는 모두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7, 8, 9는 채택되었다. 

한 만족과 몰입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매개변수인 몰입이 종속변수인 재참여의도에 미

치는 향은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채택되었다.

3.3.3. 회 참가경험 유·무에 따른 조 효과 가설

본 연구의 주요목  가운데 하나는 회 참가경험 

유․무에 따라 만족과 몰입이 재참여 의도에 미치는 효

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하여 

Free모형과 두 집단간에 경로계수 값이 동일하다는 제

약모형으로 구분하여 두 모형간의 X² 차이검증을 통해 

회 참가경험 유·무의 조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

과 만족이 재참여 의도에 미치는 향은 회 참가경험

이 있는 집단이 회 참가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 경험이 없는 집단은 만족이 재

참여 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그림 2>참조).

그림 2. 회 참가경험 유·무에 따라 만족과 
재참여 의도의 계

Fig. 2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and 
intention of re-participation contest participation 

experience in the oil and nont

한편, 몰입과 재참여 의도의 계에서 회참가 경험 

유·무의 조 효과를 분석한 결과, <그림 3>과 같이 몰입

이 재참여 의도에 미치는 향은 회 참가경험이 없는 

집단과 회 참가 경험이 있는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지만, 회 참가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회 

참가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상 으로 더 높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7권 제6호

1458

그림 3. 회 참가경험 유·무에 따라 몰입과 
재참여 의도의 계

Fig. 3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itment and 
intention of re-participation contest participation of 

experience in the oil and nont

회 참가경험 유․무에 따른 경로계수 값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해 만족→재참여의

도, 몰입→재참여의도의 경로계수를 free로 둔 모델

(baseline model)과 두 집단간에 경로계수의 값이 서로 동

일하다는 제약을 둔 제약모델(restriced model)간에X²

변화량을 계산하 다. 만족이 재참여의도에 미치는 

향에 있어 회 참가경험 유·무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

과 FREE모형과 제약모형의X² 차이는 X²(1)=25.28로 

나타났으며, 몰입이 재참여의도에 미치는 향에 있어 

회 참가경험 유·무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FREE모

형과 제약모형의X² 차이는 X²(1)=47.84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족이 재참여의도에 미치는 향과 몰입이 재

참여의도에 미치는 향은 모두 회 참가경험이 있는 

집단과 회 참가 경험이 없는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해양스포츠활동의  경험 변수인 

자유감, 통제감, 사회교류감이 만족과 몰입을 매개로하

여 재참여 의도에 미치는 향에 하여 실증 으로 검

정해 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감은 만족과 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자유감을 릴 수 있는 장소

가 보다 매력 으로 느껴지는데 여기서 자유감은 재미

있는  체험의 주요 요소가 된다는 사실이다. 즉 넓은 

자연을 상 로 자유감은 재미를 느끼게 하는 요소와 스

트 스 해소 요소까지 포함하여  경험이 자신의 욕

구를 충분히 채우고 만족하게 되며, 애착심이 생기고 계

속 지속 으로 하고 싶은 몰입의 단계까지 진행하게 되

는 것이다.

둘째, 통제감은 만족과 몰입에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권익 과 유창조(1997)의 연구에서 스

키리조트에서 소비자 감정  반응에 따른 태도와 재방

문 의사의 연구에서 통제감은 리조트의 태도  재방문 

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것은  활동

을 하는 동안 자연  요소와 련된 심리  체험은 자연

환경에 한 통제와 소유의 욕구, 그리고 의존의 욕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인데, 자연 정복감과 

자연 동화감을 동시에 체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정

복·통제감의 욕구와 의존의 욕구가 동 의 양면과 같아 

자연지향  체험이 매우 복합 으로 동시에 경험된다

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셋째, 사회교류감은 만족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몰입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해양스포츠활동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새

로운 사람과의 만남과 인교류의 돈독함, 그리고 사회

 계확  등은 만족에 유의한 향을 나타내는 요소

로 작용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몰입에는 유

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Morgan & Hunt(1994)는 

가치있는 계를 유지하려는 지속 인 욕망을 몰입으

로 정의하 는데, 동호인과의 교류  만남을 극 활용

하여 그들과의 다양한 을 통해 휴식을 취하는 새로

운 상품의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만족과 몰입이 재참여 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이 활

동에 만족을 느끼고, 몰입하면 할수록 재참여율이 높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만족과 몰입의 상호작용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만족이 재참여 의도에 미치는 향과 몰입이 

재참여 의도에 미치는 향은 회 참여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과 몰입이 재참

여 의도에 미치는 계를 보여주는 경로계수 값이 회 

참여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회 참여경험이 있는 집단

에서 높게 나타남으로서 조 효과의 가설은 모두 채택

되었다.

박주희와 강선 (2010)의 지 장애인을 상으로 하

는 스포츠 회 참가 경험이 그들의 사회, 정서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 연구에서도 지 장애인에게 스

포츠 회 참가 경험은 사회, 정서 발달에 정 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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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 졌으며, 김은미와 권

욱동(2007)의 연구에서도 스스포츠에 참여하는 참여

자들은 여가에 해 만족하고 있었으며, 참여자의 다

수가 스스포츠에 계속 으로 참여하길 원하는 것으

로 나타나 재참여 의도 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요한 시사 을 제공한다. 

아래와 같이 본 연구의 마  시사 을 도출하 다.

첫째, 해양 스포츠를 기능 ·공간 으로 지원하

는 기반시설의 개발과 더불어 다양한 소 트웨어의 개

발과 지원역시 매우 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 에

서도 해양 스포츠를 주제로 하는 메가이벤트의 개

최는 지역사회에서의 경제   효과는 물론 국내외 

이미지 개선 등 효과 인 마 도구로서 역할을 할 것

이다. 아메리카스 컵(America`s Cup), 볼보 오션 이스

(Volvo Ocean Race) 그리고 코리아컵 국제요트 회

(Korea Cup International Sailing Competition)와 같은 세계

인 요트경기 회 참여  유치 등을 통해 보다 많은 해

양  인구의 회참여를 권장하여 내외  해양

스포츠를 활성화 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경험을 통해

서 활동에서의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느끼고 나아

가 사회교류를 통해 좀 더 극 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참여를 통해 만족과 몰입이 더 커졌듯

이 자유감과 사회교류감을 느낄 수 있는 회참여를 

극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극 인 참여를 유발하기 해서는 해양

스포츠 지원 로그램을 개발하여 추구교실, 스교실

과 같은 형태의 요트스쿨을 운 하여 해양 스포츠 

교육  지원시설을 제공하여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해

양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해양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기회

가 상 으로 기 때문에 활동인구도 게 나타나는

데, 외국의 경우 어릴 때부터 쉽게 해양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해

양 스포츠를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심 있는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해

서 상설 요트스쿨을 운 하여 화에 기여 하여야 할 

것이다. 재는 동호인 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요트

스쿨에 한 재정  지원  로그램 개발, 교육 로그

램 개발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문 교육기 을 신

설하여 요트뿐만 아니라 해양 스포츠 반 인 부

분에 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문가육성  

일반인 교육을 책임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문가를 

활용하여 문가 심으로 문교육을 담당하여 어린

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수 별 교육 로그램으로 

해양 스포츠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단계별 교육을 

실시한다면 해양 스포츠 변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갖는다.

해양스포츠활동의  경험이 만족, 몰입에 향을 

미치고 만족과 몰입은 재참여 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 해양스포츠활동

의 마  략에 유용한 시사 을 제공 했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

첫째, 해양 스포츠활동 이용자들의 만족과 몰입, 

재차여 의도 등은 기본 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동 인 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은 횡

단면  연구는 그 측정 척도 면에서 한계성을 가진다. 즉 

연구모형에서의 변수들간 구조  계가 종단  설계

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향후

에는 활동 이용자들의 이용행태를 시간을 두고 추

해 나갈 수 있는 소비자 패턴 연구와 같은 시계열  분

석방법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활동 종목을 해양 스포

츠로만 한정한 표본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반

인 스포츠 산업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분

석의 결과가 해양스포츠 활동에서만 나타나는 특이

한 성지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향후에는 

한 분류에 따라 여러 가지 산업을 함께 다루는 연구도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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