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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노인 스포츠 참여동기와 재미요인, 여가만족 및 운동지속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
이 있다. 자료분석을 위하여 서울 소재의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을 모집단
으로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 17부를 제외한 총 183부(91.5%)의 자료를 유효표
본으로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를 위하여 IBM AMOS 21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집중타당
도, 판별타당도, 개념신뢰도,  Cronbach’s α,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에 다
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노인 스포츠 참여동기는 재미요인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노인 스포
츠 참여동기는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노인스포츠 참여동기는 운동지속에 영향을 미쳤다. 넷째, 
노인 스포츠 재미요인은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노인스포츠 재미요인은 운동지속에 영향을 미
쳤다. 여섯째, 노인스포츠 운동만족은 운동지속에 영향을 미쳤다.

주제어 : 노인스포츠, 참여동기, 재미요인, 여가만족, 운동지속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sports for elderly, the factors for fun, leisure satisfaction, and exercise persistence. In 
order to analyze the data, a total of 2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senior citizens participating 
in sports programs at the Senior Citizen Welfare Center in Seoul, and a total of 183 copies (91.5%) 
of data were used as valid samples excluding 17 unfaithful responses. For data processing, frequenc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ronbach's α, concentration validity, discriminant validity, 
concept reliability,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verification wer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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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IBM AMOS 21.First, the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sports for the elderly influenced the fun 
factor. Second, the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sports for the elderly influenced leisure satisfaction. 
Third, the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sports for the elderly influenced the exercise continuation. 
Fourth, the fun factor of sports for the elderly influenced leisure satisfaction. Fifth, the fun factor of 
elderly sports influenced the exercise continuation. Sixth, the satisfaction of sports for the elderly 
affected the exercise continuation.

Keywords : Elderly Sports, Fun Factors, Leisure Satisfaction, Exercise Continuity, Participation 
Motivation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의 경제성장은 현대인들에게 새롭고 다
양한 문화혜택의 제공뿐만 아니라 의료기술 및 
의료서비스의 발달로 인한 수명연장도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 인한 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노인인구는 1970년대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가 7.2%로를 차지
하여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2017년에는 전
체인구 중 65세 이상이 13.8%로 고령사회에 진
입했고, 2026년에는 20.8%, 2060년에는 41.0%
로 점차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
하고 있다[1].
  이렇듯 노인인구의 절대적 증가와 노년기의 확
대로 인해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한다면,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 상실에 따른 소외
와 고독감 등이 발생하고 있다[2]. 그 중 건강보
험료와 의료비 증가에 따른 재정불안은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만의 문
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년기 
스포츠 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Lee, Won[3]은 노년기의 삶을 보람되고 윤택하
게 영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포츠 활동은 사회
적, 정신적, 신체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
낸다고 하였으며, Kim[4]은 빠르게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의 여가시간 활용과 건강이 사회
적 문제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적극적 대
안 중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 밖에 다수의 연구에서도 노년기 스포츠 활동
이 노인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고 하였다[5, 6, 7, 

8].
  특히 노인의 운동참여는 심리적, 생리적, 신체
적 기능의 약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기
에 있어서 바람직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고 기본적 요소이며, 자신의 역할상실로 
인한 고독감 해소와 나아가 자아실현과 자기존중
의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서 생활만족 및 재미 등
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9]. 따라서 노인의 스포
츠참가의 이유가 되는 참여동기와 재미요인 그리
고 이에 따른 여가만족과 운동지속의도라는 이론
적 틀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동기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직접
적이고 간접적인 이유로 한사람이 어떠한 특정 
행동을 지속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10,11]. 그리고 스포츠에서 재미란 흥미, 
즐거움, 좋아함 등에 대한 긍정적 정서반응을 유
발시키는 요소로 성취-비성취 차원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12], 재미를 구
성하는 요인은 스포츠 참여 수준에 관계없이 매
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13]. 이처럼 스포츠 
활동에서 참여동기와 재미는 운동에 몰입하게 할 
수 있는 원인으로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심은 참여동
기와 연계할 때 즐거움, 만족, 흥미, 재미 등의 
과정을 거쳐 여가만족으로 이어지게 된다[14]. 이
는 상호작용, 대인관계의 욕구충족, 사회친화의 
의한 산물로 여가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그 활동
의 동기와 흥미의 영향을 받아 만족스러운 여가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 변수이다[15,10]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Lee, Ahn, 
Han[16]은 댄스스포츠 참여자의 참가동기, 여가
만족 및 운동지속에 대한 연구를 통해  참가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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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가만족 및 운동지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으며, Kim[17]은 골프동호인을 대상으
로 진행한 연구에서 참여동기가 재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Lee[18]은 사회
인 야구동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참여
동기가 재미요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Park[19]의 연구에서도 재미요인이 여가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Roh, Kim[20]의 스크린골프장 이용객을 대상으
로 참여동기, 재미요인, 여가만족에 대한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참여동기가 재미요인 및 여가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다시 말
해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참여는 신체와 관련된 
의식의 변화를 불러오고 이러한 변화가 사회적, 
감성적, 인지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전반적인 자기
개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 즉, 참여동기를 분석하는 것은 특정 활동의 
참여 이유나 지속의도 그리고 만족 등의 관련 변
인들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노인의 스포츠 참여동기
와 재미요인, 여가만족 그리고 운동지속의도를 변
인으로 설정하여 각 변인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노인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 방안과 노인복지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가설

2.1. 참여동기와 재미요인과의 관계

  스포츠에서 참여를 이끌어내는 주요 요인은 재
미이며, 이러한 사실은 종목, 참여수준 등과 상관
없이 상당한 일관성을 나타낸다[22]. 즉, 스포츠
에서 재미추구는 스포츠 참여자에게 있어 하나의 
목표가 되며, 실제로 즐거움과 재미의 긍정적 정
서를 경험하기 위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다[23]. 이와 관련하여 Han, Jeong, Kim[24]은 
태권도 수련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련생의 
참여동기가 재미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Choi[25]는 골프 참여자의 참여동기, 
재미, 그리고 운동지속의 관계 연구에서 외·내적 
동기가 재미요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그리고 Jang, Kim. Kang[26]의 연구에서도 
내·외적인 동기가 재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건강유지, 사교 등과 같은 내·
외적인 동기를 갖고 운동에 참여한다면 재미를 

느끼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참여
동기와 재미요인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
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참여동기는 재미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2.2. 참여동기와 여가만족과의 관계

  참여동기와 밀접한 개연성이 있는 여가만족은 
스포츠 참여를 통해 유쾌하거나 즐거운 정서적 
태도와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스러운 감정을 나타
낸다[11]. 이와 관련하여 Kim. Chun[27]은 스포
츠 활동이 직·간접적 참여동기를 주어 만족스러운 
여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고 하였으며, 
Kang[28] 의 배드민턴 동호인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도 참여동기가 여가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Yoon[29]의 연구에서도 
참여동기가 여가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참여동기와 여가만족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2. 참여동기는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2.3. 참여동기와 운동지속과의 관계

  참여동기는 스포츠 활동 참여의 직·간접적인 
이유로 특정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선택한 
행동에 대해 잘 할 수 있게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10]. 이와 관련하여 Lee, Ahn, Han[16]은 
댄스스포츠 참여동기 중 외적과시, 성취, 건강체
력이 운동지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으며, Shin[30]은 참여동기, 운동지속 그리고 여
가만족의 관계 연구에서 참여동기가 운동지속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Eo[31]의 
스포츠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성
취동기와 즐거움 같은 참여동기가 운동지속의도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신체적 건강, 외
적변화 뿐만 아니라 내적 즐거움 등과 같은 동기
가 운동참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참여동기와 운동지
속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을 다음과 같
이 설정하였다.
가설 3. 참여동기는 운동지속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2.4. 재미요인과 여가만족과의 관계

  스포츠에 대한 재미를 경험한 사람들은 해당 
스포츠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어 지속적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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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도할 수 있다[32]. 이와 관련하여 Bae, 
Ham[33]은 태권도 수련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재미는 수련의 만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활력
과 행복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Park[19]
은 야구동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재미
요인은 여가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그리고 Jeon, Woo, Hwang, Moon, Kim 
[34]은 당구 참여자들의 재미가 여가만족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Roh, Kim[20]도 스
포츠 활동의 재미를 통해 행복감, 사교성을 향상
시켜 여가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
서 재미요인과 여가만족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
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4. 재미요인은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2.5. 재미요인과 운동지속과의 관계

  스포츠에서의 재미는 사소한 체험이 아닌 스포
츠의 지속적 참여를 결정짓는 핵심적 요인이다
[35, 36]. 이와 관련하여 Kim, Cho[37]은 재미요
인이 운동지속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으며, Hyeon[38]의 댄스스포츠 참가자를 대상
으로 한 재미요인, 여가몰입 그리고 운동지속의 
관계 연구에서도 재미요인 중 건강요인이 운동지
속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재미는 스포츠 활동에 있어 지속적인 참여를 유
발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
미요인과 운동지속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가
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5. 재미요인은 운동지속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2.6. 여가만족과 운동지속과의 관계

  여가활동 참여자가 갖는 만족스러운 경험은 여
가만족으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참여자의 지속적
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39]. 이와 관련하여 
You, Park[40]은 오리엔티어링대회 참가자의 여
가만족이 운동지속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으며, Baek, Park[41]의 연구에서도 여가
만족이 운동지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그리고 Kim[42]의 스포츠활동 참여몰입, 여
가만족 그리고 운동지속의사에 대한 관계 연구에
서도 여가만족이 운동지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이는 스포츠 참여를 통한 여가만족이 운동
지속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가만족과 운동지속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6. 여가만족은 운동지속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노인 스포츠 참여동기와 재미요인, 
여가만족 및 운동지속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소재의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스포츠 프로그
램에 참여하는 노인을 모집단으로 선정 후 비확
률 표본추출법 중 편의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200분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되어졌다고 판단한 17부의 설
문지를 제외하고 총 183부(91.5%)의 자료를 유
효표본으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3.2. 조사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참여동기, 재미요인, 여가만
족, 운동지속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또한 노인스포츠복지전공 교수 3인
과 노인종합복지회관 관장 3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문항 외
에 모든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
우 그렇다(5점)’까지 5단계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3.2.1. 참여동기

  참여동기와 관련된 문항은 Lee, Ahn, Han[16], 
Kim, Lee [43], Lee, Choi, Lee [14]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 및 보
완하여 기술발달 4문항, 즐거움 3문항, 외적과시 
3문항, 건강체력 5문항, 사교성 4문항 등 총 19
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3.2.2. 재미요인

  재미요인과 관련된 설문문항은 Kwon, Yoo, 
Ryu[44], Lee, Hong, Song[45]의 연구에서 사용
한 설문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흥미 3문항, 건강 4문항, 사교 3문항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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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ies People(N) Percent(%)

Gender
Male 79 43.2

Female 104 56.8

Participating 
sports

Ping-pong 45 24.6
Gate ball 33 18.0

Yoga 44 24.0
Dance sports 34 18.6

swimming 27 14.8

Age

Over 65-69 89 48.6
Over 70-74 45 24.6
Over 75-79 31 17.0

More than 80 18 9.8

Number of 
participation

1time-2 time 54 29.5
3time-4time 77 42.1
over 5time 52 28.4

total 183 10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3.2.3. 여가만족

  여가만족과 관련된 설문문항은 An, Seo[46], 
Song, Chun, Lee[47], Ahn, Chon[48]의 연구에
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사회적 만족 4문항, 환경적 만
족 3문항, 신체적 만족 3문항, 교육적 만족 3문
항, 심리적 만족 4문항 등 총 17문항으로 구성하
여 사용하였다.

  3.2.4. 운동지속의도

  운동지속의도와 관련된 설문문항은 Kim, Won, 
Ko[49], Chung, Park [50]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 및 보
완하여 단일요원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하여 사
용하였다.

3.3.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3.3.1.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Cronbach’s α 계수,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3.3.2. 확인적 요인분석 및 집중타당도와 판별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hood)을 이용
하였으며, Q값과 함께 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잔차평균자승이중근(root mean 
square residual: RMR), 터커-루이스 지수
(Turker-Lewis index: TLI), 중분적합 지수
(incremental fit index: IFI), 비교적합 지수
(comparative fit index: CFI), 모집단 원소간 평
균차이(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지수를 종합적으로 분
석하였다. 그 결과 <Table 2>와 같다. 우선, 운동
지속 요인은 단일요인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값의 의미가 희석되지만, Cronbach’s α 값과 집
중타당도 및 판별타당도 검증을 위해 운동지속 
요인만 문항별로 평균분산추출 값과 개념신뢰도 
값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체적인 타당도
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Q값이 1.946으로 나타났고, GFI=.903, 
RMR=.035, TLI=.945, IFI=.981, CFI=.977, 
RMSEA=.04062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의 구성타당도는 충족되었으며, 
Cronbach’s α 값도 전체적으로 .706에서 .927로 
나타나 신뢰도의 기준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평균분산추출과 개념신뢰도 수치를 이
용하여 집중타당도를 검증하였는데, 평균분산추출 
값은 .752에서 .912로 나타나 충족 기준인 .5 이
상으로 나타났으며, 개념신뢰도 값도 .937에서 
.969로 나타나 충족 기준인 .7 이상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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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 
Factor

Measuring 
Factor

S.R.W. S.E. t-value Cronbach’s α AVE
Concept 

Reliability

participation
motivation

→

Technology 
development

.664 - - .769

.752 .937

enjoyment .725 .138 7.692*** .815

exercise 
conspicuous

.598 .198 6.656*** .774

Health .511 .156 5.823*** .749

Sociablity .704 .193 7.541*** .748

enjoyment
factors

→
Interest .735 - - .919

.843 .941Health .785 .159 7.798*** .707
Society .708 .149 7.808*** .706

leisure
satisfaction

→

Social 
satisfaction

.677 - - .838

.865 .969

Environmental 
satisfaction

.696 .097 9.078*** .912

Physical 
satisfaction

.554 .065 9.377*** .903

Educational 
satisfaction

.519 .057 7.504*** .830

Psychological 
satisfaction

.488 .056 6.545*** .927

exercise 
continue

→

interest 
exercise

.560 - -
.719 .912 .953

exercise 
company

429 .046 6.740***

Q=1.946, GFI=.903, RMR=.035, TLI=.945, IFI=.981, CFI=.977, RMSEA=.062

***p<.001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집중타당도는 충족되었다[51,52,53]. 또한 잠재요
인의 판별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평균분산추출 값
이 결정계수보다 높게 나타나 판별타당도는 충족
되었다[52,53,54]. 

3.4.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
증한 잠재요인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
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3.5.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참여동기, 재미요인, 여가만족, 운
동지속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대상에게 배
포한 부의 설문지 중 유효표본 18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IBM SPSS statistics 21
과 IBM AMOS 21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 평균분산추출
값, 개념신뢰도, Cronbach’s α 계수, 상관관계분
석, 구조방정식모형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모형의 적합도

  본 연구의 모형인 참여동기, 재미요인, 여가만
족, 운동지속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적합지수인 
Q 값, GFI, RMR, TLI, IFI, CFI, RMSEA를 분
석하였고,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 결과 
Q=1.946,  GFI=.903,  RMR=.035,  TLI=.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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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motivation

enjoyment
factors

leisure
satisfaction

exercise 
continue

participation
motivation

1

enjoyment
factors

.159** 1

leisure
satisfaction

.213** .189** 1

exercise continue .514** .240** .211** 1

M 4.118 3.356 3.121 4.235

SD .447 .621 .480 .583

n 183 183 183 183

**p<.0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Model Fit Q(χ2/df) GFI RMR TLI IFI CFI RMSEA

Result 1.946 .903 .035 .945 .981 .977 .062

Table 4. Model Fit Analysis

IFI=.981, CFI=.977, RMSEA=.062로 나타나 기
준을 충족하였다. 이처럼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확
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와 같은 값을 나타
내고 있는데, 이는 등가 모형(equivalent models)
이라 하며 이론적, 해석적 측면에서만 구분할 수 
있고 통계적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이론
적으로 모형을 구분해야 한다[55].

4.2.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참여동기, 재미요인, 여가
만족, 운동지속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우선 첫째, 참여동기가 재미요인에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의 검증 결과, 경로계수 
값이 .519(t=2.849, p<.01)로 나타나 참여동기는 
재미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참여동기 요인이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 2의 검증 결과, 경로계수 값이 
.725(t=7.692, p>.001)로 나타나 참여동기는 여가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참여동기가 운동지속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 3의 검증 결과, 경로계수 값이 .680 

(t=6.718, p<.001)로 나타나 참여동기가 운동지속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재미요인이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 4의 검증 결과, 경로계수 값이 
.554(t=2.886, p<.01)로 나타나 재미요인이 여가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재미요인이 운동지속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의 검증 결과, 경로계수 값이 
.785(t=7.897, p<.001)로 나타나 재미요인이 운동
지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여가만족이 운동지속에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 6의 검증 결과, 경로계수 값이 
.704(t=7.541, p<.001)로 나타나 여가만족이 운동
지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논의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노인들은 고혈압, 골다
공증, 신경성 질환 등의 성인병을 예방 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치료도 가능하다. 이처럼 스포츠 
활동은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육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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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S.R.W. S.E. C.R, t-value Result

H1
participation
motivation

→
enjoyment

factors
.519 .493 2.849    .004** Accept

H2
participation
motivation

→
leisure

satisfaction
.725 .138 7.692

   
.001***

Accept

H3
participation
motivation

→
exercise 
continue

.680 .156 6.718
   

.001***
Accept

H4
enjoyment

factors
→

leisure
satisfaction

.554 .436 2.886    .004** Accept

H5
enjoyment

factors
→

exercise 
continue

.785 .159 7.897
   

.001***
Accept

H6
leisure

satisfaction
→

exercise 
continue

.704 .193 7.541
   

.001***
Ac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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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Hypothesis Test Result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된
다. 이에 Kwon, Yoo, Ryu[44]은 노인들은 스포
츠 참여를 통해 신체적 건강증진 뿐 아니라 사회
적 접촉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고, Lee, 
Hong, Song[45]은 운동에 참여하여 경험하는 재
미가 노인의 심리적 상태를 안정화 시켜 노력의 
강도를 증가시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하
였다. 
  또한, Lee, Ahn, Han[16]은 노인의 신체활동
은 즐거움과 컨디션 및 기술발달을 통해 정서적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즐
거움과 재미는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신체활동
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처
럼 노인들의 스포츠 활동은 단순히 건강한 신체
를 위해 참여하는 것이 아닌 삶을 풍요롭게 살아
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Kim, Lee[43]은 노인들의 스포츠 참여하는 이
유는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 및 증
진하고자 하는 동기적 요소가 강하다고 하였으며, 
운동지속에 있어 무엇보다 참여하려는 의지 즉, 
참여동기가 중요한 요인이라 하였다[49]. 또한, 
Jang[2]은 노인들의 스포츠 참여는 재미거리가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스포츠 활동에서 
좋아함, 재미, 즐거움 등의 느낌에 대한 정서 반
응이 긍정적 감정상태로 머문다고 하였고, Kim, 
Hong, Lee[56]는 사교, 건강, 체력, 컨디션, 외적
과시 등이 신체적 만족, 정서적 만족, 사회적 만
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하
였다.

  Hong[57]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노인들의 스포
츠 참여는 건강 증진 및 스트레스 해소, 원만한 
대인관계라는 동기적 요소가 긍정적 여가만족이
라는 감정적 반응을 갖게 된다고 하였으며, 노인
의 스포츠참여의 재미요인과 여가만족 관한 연구
를 한 Song, Chun, Lee[47]은 노인들은 여가활
동에 차여하면서 건강 향상 등을 통해 느끼는 재
미요인은 신체와 정신이 향상되거나 재충전됨으
로서 만족감을 채워 줄 수 있고, An, Seo[46]은 
재미요인은 흥미로서 여가만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여가만족은 개인의 자
발적인 차여에 의한 여가활동의 선택과 결과로서 
개인이 형성하고자 획득하는 긍정적인 인식 또는 
감정이며, 만족은 심리적, 정서적, 대인적 건강까
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지지해주는 Seok, Cho, Kim[58]
은 스포츠 활동은 긴장된 정서를 해소하고, 기분 
전환 및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가
만족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Lee[59]은 노인의 교육적 만족, 휴식적 만족, 사
회적 만족은 운동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노인들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재미를 통
하여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다음으로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Park, Jeong [60]는 스포츠 참여자는 즐
거움과 재미 때문에 운동 몰입이 높아지고 몰입
이 높아질수록 운동지속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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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Kim, Kim[61]는 재미요인과 운동지속의 
관계에서 건강, 흥민가 운동지속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ong[62]는 생활체육을 통한 운동만족이 긍정
적인 정서를 수반하여 운동지속성의 여부를 결정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노인의 스포츠 참여는 건
강을 유지하기 위해 시작하여 흥미와 즐거움을 
통해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을 하게 되면, 운동기
술의 적절한 습득으로 타인에게 인정받고, 남들 
보다 좋은 운동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효능감이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 즉, 스포츠 활동을 재미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
적으로 스포츠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노
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재미있는 운동 프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고령시대에 있는 현실에서 정부에서는 노인들
의 참여동기를 파악하여 그들의 요구수준을 증대
시킬 수 있는 다양성과 이를 반영한 노인에게 맞
는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일들을 
실천함으로써 노인의 운동지속행동뿐만 아니라 
건강수명의 연장과 행복한 노후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및 제언

  저출산과 고령화는 사회적 문제로 경제적·사회
적 원인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노인들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참여동기와 
재미요인, 여가만족 그리고 운동지속의 변인을 검
증하여 노인스포츠 활성화 및 노인건강복지 정책
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토
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노인들의 스포츠 참여동기는 재미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들의 
스포츠 참여동기는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들의 스포츠 참여동기
는 운동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노인들의 스포츠 재미요인은 여가만족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노인들의 
스포츠 재미요인은 운동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노인들의 스포츠참여를 
통한 여가만족은 운동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들은 스포츠를 통하여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사실을 검증되어 향후 정부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할 때 스포츠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
여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따
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노인스포츠 관련 정책 방
안에 대한 문헌조사와 같은 질적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포스트 코리아 시대에 향후 언텍트 상황이 
생겼을 때도 홈트레이닝 방식으로 비대면 노인스
포츠 코칭 프로그램과 관련된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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