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최근에 들어서 기술 신으로 인한 사회, 경제의 구조

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체육 장의 산업구

조와 생산성 향상의 변화 역시도 서서히 바뀌고있다. 이

러한 사회 가속화 성장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삶은 물

질 으로 향상되어진 반면에 신체 인 활동이 부족해져

각종 성인병 등에 노출되어 사회 병리 상이 증가되고

있다[1].

특히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후 삶의 질 향상을 한

기반을 구축하기 해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생활체

육 활성화를 한 체육 로그램 개발 보 과 더불어

평생 건강증진을 한 체육 문지도자를 배치하는 곳이

조 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실태를 조사한 문화체육

부의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가장 많이활용하고 있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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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당

시 주 2~3회 이상 체육 활동에 참여한 비율(15.9%)에 비

해 5년이 지난 이후 2013년도에는 18.9%로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2].

여기서 말하는 공공체육시설은 국민들이 건 한 체육

활동을 즐기고 활성화시키기 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운 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국민체육공원과 국

민체육센터 등이 표 시설이라 할 수 있다[3]. 공공체

육시설은 앙정부로부터 비용의 약 30%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지만 이후 시설에 한 유지와 보수비용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시 에서 각종 체육시설물 설치에 한

복 투자로 인하여 재정 악화의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공공체육시설 운 과 련된 자료를 살펴보면 공공체

육시설은 건립이라는 목 에만 을 둔나머지 사후에

한 리가 효율 이 못함을 지 하고 있으며[4], 공공

체육시설이 앙 지방정부의 노력을통해 개선되더라

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하지 못한다면 이는 시설의

효율성에서 큰 문제 으로 볼 수 있다고 하 다[5].

상업 으로 건립되어진 체육센터와 경쟁구도 상황에

놓인 공공체육시설은 시장경쟁을 통해 살아남기 해서

는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향을 수 있는 결

정 요인 하나로볼 수있는 서비스품질의 개선과 그

들과의 진실한 유 계를 강화하는 것이 요하다

[6,7,8]. 즉, 공공체육시설은 시설을 건립한 자체로서 역할

을 끝낸 것이 아닌 이용객들이 시설을 극 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운 체제의 다양화 고도화를 통해 만족

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9].

공공체육시설의 효율 운 을 한 다각 인 분석을

시도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Oliver는 만족을 이용

객이 기 하는 지각된 경험과 성과 간의 일치여부를 통

해 발생되는 감정의 진행으로 평가된다고 하 으며[10],

Carman은 서비스 품질간의 비교 연구를 통해 소비자가

나타내는 서비스 품질에 한 평가는 주 성이 강한 특

성 개념이 작용되는 것으로 설명하 다[11]. Howat,

Murray & Crilley는 서비스 품질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

용객의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

[12], 이 용, 박성 , 신태용 역시도 서비스 품질이 체육

시설 운 에서 가장 요하고 핵심 인요소라고 하 다

[13]. 이제홍과 백 역시 체육시설 업종의 서비스 품질

이 이용객들의 만족에 향에 미치며[14], 하민호와 신홍

범도 체육시설의 서비스품질이 이용객들의 지속 인 이

용의도와 재방문의도를 갖는다고 하 다[15].

이처럼 체육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에 한

만족도는 이용객들의 참여태도와 재방문행동 등과 같은

소비자 행동패턴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공체육시설

을 운 하는데 으로 요한 요소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16,17].

특히, 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부분의 국민들이 활용

하는 공공체육시설의 서비스 품질이 이용객들의 만족도

에 미치는 향이 큰 만큼 상호 계에 한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들의 체육활동 참여의 기회 확

와 더불어 참여 효과의 질 제고를 해 공공체육시

설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인식간 상호 계를 규명함으

로써 지 의 공공체육시설의 활성화 효율 운 ·

리를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 이 있다.

2. 연 방법

2.1 연 대상

본 연구는 충북권에 치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선정하 으며, 이용객

들에게 설문의 목 과 주의사항을 설명한 후 자기평가기

입법으로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고 장에서 직 회수

하 다. 표집인원은 총 233명이며, 응답의 내용이 부

하거나 분석 단계에서 신뢰도가 낮은 8명의 표본 자료를

제외하고 225명의 자료를 최종 으로 분석에서 사용하

다. 조사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은 아래의 Table 1과 같

다.

factor persons
frequency
(%)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61 27.1

high school graduate 109 48.5

college graduate 25 11.1

university graduate 30 13.3

age

30 years under 20 8.9

30~39 years 39 17.3

40~49 years 44 19.6

50~59 years 58 25.8

60 years or more 64 28.4

sum 225 10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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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사도  

본 연구에서는 주요 공공체육시설 운 · 리와 서비

스 만족도에 한 이용객들의 인식을객 으로 분석하

고자 이용자 상 일반인을 상으로 인식의 자료를 묻

는 설문지로 실시하 으며, 이용객들의 인식을 검하기

한 연구 목 과 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5단계 평정

척도로 구성된 문항으로 구성하 다. 설문지의 주요 내

용은 인구사회학 특성을 비롯하여 6가지 역으로 분

류(공공체육시설 운 · 리 개선, 로그램, 지도자, 소외

계층, 이용 액, 홍보활동)하 으며 개방형 질문을 통해

구체 이고 실질 인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 다. 설문지

응답 내용은 ‘강한부정. 1 ’부터 ‘강한 정. 5 ’까지 설

정하고 수가 높을수록 정 인 성향으로 해석하 다.

2.3 료처리 

본 연구는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는 이용객들의 서비

스 만족도 선택 결정의 인식에 따른 하 요인들과의

계를 확인하기 해 서비스 만족도에 한 분할표를 작

성한 이후 이용객들의 인식간 상호 계 분석을 SPSS

23.0 통계 로그램을 통해 다차원척도분석의 한 방법으

로 응일치분석을 수행한 이후 분석결과에기 하여 해

석하 다. 본 연구에서의 모든 통계 유의수 은 .05로

설정하 다.

3. 연 결과

3.1 체 시  용객들  식 간 상호 계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는 이용객들의 인식을 학력

연령별 간의 련성에 한 유사성 에서 시각 으로

확인하기 해 응일치분석을 실시하 다. 다차원척도

방법의 일부분인 응분석을 행과 열의 분할표로 구분해

낼 수 있는 범주형 자료를 이용하여 행과 열에서 나타내

는 유사성을분석하여 상 계를 2차원 으로 이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통계기법으로 변수들 간의 계를 시

각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기법이다. 차원 1, 2의

수치는 2차원 좌표평면상의 X축과 Y축을 나타내며, 이

는 각각에 나타난 좌표 의 치 에 하여 분석 결과

의 해석 차에 객 인 기 을 제공해 다.

3.1.1 학력별 시  개  식 간 상호 계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는 이용객들의 학력별 시설개

선 건립 계 변화 인식 사이에서의 상호 련성을 지

각도(perceptual map)상에서 별하는 응일치분석을

실시하여 2차원 공간에서 나타낸 지각도는 아래의

Table 2와 같다.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는 이용객들의 학력별 인식에

한 시설개선 건립 계 변화를 차원 1(90.3%)과 차

원 2(8.3%)에서 도식 Fig. 1으로 표시된 다음 장의

된 설명 분산은 98.6%로 유의 인 지각도상의 계를

보여주고 있다.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면 부분의 학력

이 공공체육시설의 요구사항에 한 건립과 시설 개선이

시 에서 볼 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education 1, 2학력을가진 이용객들의경우에는 좀더 다

양한 환경에서의 활동을 필요로 함에 공공체육시설의 요

구사항에 한 건립과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Configuration Points Point Definition
Coordinations of X

(Dimension 1)

Coordinations of Y

(Dimension 2)

academic 1 middle school graduate -.167 .255

academic 2 high school graduate -.098 .074

academic 3 college graduate -.646 -.692

academic 4 university graduate 1.234 -.210

Fac 1 strongly deny .277 1.072

Fac 2 weak deny .837 -.033

Fac 3 usual -.359 -.131

Fac 4 weak positive .016 .021

Fac 5 strongly positive -.690 .879

Table 2. Analysis of interrelations among the perceptions of the improvement of facilities by the level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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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lanatory power. ** singular value.

Fig. 1. Image map of correspondence analysis

3.1.2 학력별 프로그램 개  식 간 상호 계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는 이용객들의 학력별 참여

로그램 개선 계 변화 인식 사이에서의 상호 련성을

지각도(perceptual map)상에서 별하는 응일치분석

을 실시하여 2차원 공간에서 나타낸 지각도는 아래의

Table 3와 같다.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는 이용객들의 학력별 인식에

한 참여 로그램 개선 계 변화를 차원 1(65.0%)과

차원 2(22.8%)에서 도식 [Fig. 2]으로 표시된 아래의

된 설명 분산은 87.8%로 유의 인 지각도상의 계를

보여주고 있다.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면 부분의 학력

이 공공체육시설의 요구사항에 한 활동 로그램의 개

선이 시 에서 볼 때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education 1, 2학력을가진 이용객들의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로그램의 활동을 필요로함에 공공체육시설

의 요구사항에 한 활동 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한 것

을 알 수 있다.

* explanatory power. ** singular value.

Fig. 2. Image map of correspondence analysis

3.1.3 연령별 시  개  식 간 상호 계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는 이용객들의 연령별 시설개

선 건립 계 변화 인식 사이에서의 상호 련성을 지

각도(perceptual map)상에서 별하는 응일치분석을

실시하여 2차원 공간에서 나타낸 지각도는 다음 장의

Table 4와 같다.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는 이용객들의 연령별 인식에

한 시설개선 건립 계 변화를 차원 1(86.7%)과 차

원 2(9.9%)에서 도식 [Fig. 3]으로 표시된 다음 장의

된 설명분산은 96.6%로 유의 인 지각도상의 계를

보여주고 있다.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면 부분의 연령

이 공공체육시설의 요구사항에 한 건립과 시설 개선이

시 에서 볼 때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age 4, 5 연령을 지닌 이용객들의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환경에서의 활동을 필요로 함에 공공체육시설의 요구사

항에 한건립과시설의개선이 필요한것을 알수있다.

Configuration Points Point Definition
Coordinations of X

(Dimension 1)

Coordinations of Y

(Dimension 2)

academic 1 middle school graduate .264 .183

academic 2 high school graduate .269 -.044

academic 3 college graduate -.632 -.889

academic 4 university graduate -.988 .529

Fac 1 strongly deny -.793 -3.451

Fac 2 weak deny -.589 .210

Fac 3 usual .085 -.085

Fac 4 weak positive .875 .188

Fac 5 strongly positive .509 -.529

Table 3. Analysis of interrelations among the perceptions of the improvement of programs by the level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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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lanatory power. ** singular value.

Fig. 3. Image map of correspondence analysis

3.1.4 연령별 프로그램 개  식 간 상호 계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는 이용객들의 연령별 참여

로그램 개선 계 변화 인식 사이에서의 상호 련성을

지각도(perceptual map)상에서 별하는 응일치분석

을 실시하여 2차원 공간에서 나타낸 지각도는 아래의

Table 5와 같다.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는 이용객들의 연령별 인식에

한 참여 로그램 개선 계 변화를 차원 1(62.0%)과

차원 2(26.6%)에서 도식 [Fig. 4]으로 표시된 다음 장의

된 설명 분산은 88.6%로 유의 인 지각도상의 계

를 보여주고 있다.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면 부분의 연

령이 공공체육시설의 요구사항에 한 활동 로그램의

개선이 시 에서 볼 때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좀더 다양한 로그램의 활동을필요로 함에 공

공체육시설의 요구사항에 한 활동 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 explanatory power. ** singular value.

Fig. 4. Image map of correspondence analysis

Configuration Points Point Definition
Coordinations of X
(Dimension 1)

Coordinations of Y
(Dimension 2)

age 1 30 years under -1.810 -.065

age 2 30~39 years .341 .425

age 3 40~49 years .276 -.509

age 4 50~59 years .181 -.184

age 5 60 years or more .004 .278

Fac 1 strongly deny -3.009 .140

Fac 2 weak deny -.214 -.349

Fac 3 usual .231 .194

Fac 4 weak positive .011 .190

Fac 5 strongly positive .567 -1.134

Table 4. Analysis of interrelations among the perceptions of the improvement of facilities by age-specific

Configuration Points Point Definition
Coordinations of X
(Dimension 1)

Coordinations of Y
(Dimension 2)

age 1 30 years under -.595 -.359

age 2 30~39 years .516 -.132

age 3 40~49 years .392 -.178

age 4 50~59 years -.060 .508

age 5 60 years or more -.344 -.146

Fac 1 strongly deny 3.191 -1.657

Fac 2 weak deny .297 .246

Fac 3 usual -.119 .026

Fac 4 weak positive -.349 -.575

Fac 5 strongly positive -.176 .362

Table 5. Analysis of interrelations among the perceptions of the improvement of programs by age-spe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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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  

본 연구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서비스 환경 요인이

이용객들의 만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다차원척도

분석의 한 방법으로써 응일치분석을 통해실증 인 상

호 계를 규명해 보고자 하 다. 분석을 통해 나타난 연

구결과와 선행연구 결과에 따른 종합 인논의는 다음과

같다.

생활체육 참여 인구의 증은 다양한 계층에서 체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2005년도에

250만 명에 수 에 머물고 있던 생활체육 동호인 수는

2016년도 기 600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

다[18]. 따라서 충북권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략 측면

의 계층별, 연령별 활동 로그램의 제공이 지역 정책

으로도 요한 요소라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용하는 체육활동이 지역사회의 활성화

와 더불어 개인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19,20], Grieve와 Sherry는 규

모 재정을 투입한 체육시설과 특화된운 략의 도입으

로 지역주민에게 공공체육시설이 지역의 복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21].

결론 으로 충북권 지역은 부족하지 않은 공공체육시

설과 이용객들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용객들의 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좀 더 개선한다면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해 Guest와 Taylor는

공공시설의 여가활용 부분과 련된 서비스품질 제공은

이용객들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비하는 것이 요하다

고 하 고[22],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향후의사를 결정지

을 수 있는 개자임을 나타내고 있다[23,24].

본 연구의 결과 역시도 공공체육시설이 갖추어야할

표 인 서비스품질 요인인 시설과 로그램모두 이용

객들의 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처럼 서비스품질과 이용객들의 만족

도 계에서 서비스품질이 이용객들에게 만족을 수

있는 선행 인 변수임을 증명하는 것이다[13,25,26]. 특히

공공체육시설은 일반 으로 시설의 노후와 활동 로그

램이 사설 체육센터보다 좋지 않기에지속 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시설 리가 우선 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6]. 하지만 임시방편 개선인 경우가 많

으며, 노후 된 시설을 보수하려는 투자는 여 히 뒷 으

로 떠 리고 있는 실정이다[27]. 따라서 시설물 유지

개선에 한 세부 인 계획과 원칙을 세워 청결하고 안

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복지 측면에서의 많은 산

지원과 더불어 세심한 리와 심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 이용객들이 체육활동을 해 모이는 시설

에서 벗어나 여가생활을 함께 즐기고 이용객들의 만족도

를 높이기 한 문화 공간이 형성되도록 다양한 편의

시설 역시도 확충될 필요가 있다.

지 에나타난 결과를 종합하자면, 이용객들의 정

인 만족도 결과를 진시키기 해서는 이용객들의 가치

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한 종목 간, 세

간, 학력간, 연령간 활동교류가확 될 수 있도록공공체

육시설에서 다양한 활동 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여건

을 마련해주야 할 것이다.

최근 다목 체육시설이나 소규모로 차별화된 체육

시설 등이 개발되어져 공공체육시설의 서비스품질 역시

변화의 시기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28]. 이러한 시

흐름에 맞춰 공공체육시설은 차별화된 이미지 제고를

해 이용객들이 원하는 시설과 효율 인 로그램 운

방안을 고민하여 더 많은 이용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

지공간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공체육시설의 차별화는 이용객들의 재방문의

사를 높여주는 요한 요인이기에 새로운 시설과 활동

로그램의 개발 등을 이용객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

하고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복지 측면에

서의 공공체육시설을 새롭게 보수하여 시설 인 환경과

활동 로그램 등의 서비스품질을 높이고, 다양한 활용

략을 통해 이용객들의 시설사용의 편의와 이용에 용이

할 수 있는 리자 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민들의 체육활동 참여의 기회 확 와 더

불어 참여 효과의 질 제고를 해 공공체육시설 이용

자의 서비스 만족도 인식간 상호 계를 규명함으로써 지

의 공공체육시설의 활성화 효율 운 · 리를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충북권 지역 공공체육시설에 한 시설개선과

활용 로그램을 심으로 면 히 분석하 고, 그 결과

를 바탕으로 몇 가지 공공체육시설에 한 서비스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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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 방안을 도출하 다.

첫째, 공공체육시설운 의 효율성과 복지 측면에서

의 이용객들의 서비스 만족도에 한 요구를 반 하기

해 공공체육시설의 건립과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체육시설을 운 함에 있어서 성과측면에서

의 효율을 높이기 한 다양한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즉,

공공체육시설 활용방안을 복지 측면으로 근하고, 소

비자 계층에 맞게 다양한 활동 로그램이 개발되어 제

공되어져야 한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제한 과 후

속 연구를 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상과 지역이 충북권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고, 보다 더 다양한 변수를포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

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 을 지닌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연구의 상과 지역의확장을 통해

연구결과의 객 화를 한 다양한 기법의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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