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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 TPB)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환경에서 
대학생이 인식하는 생활체육과 참여의사 및 참여행동에 관하여 인과 관계(SEM)를 적용하여 대학생이 인
식하는 생활체육을 탐색하고, 생활체육 종목을 예측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12월 1일 ~ 2021년 5월 1일까지 표본계획에 의해 모바일 프로그램인“서베이 몽키”를 사용하여 총 
267명 분석에 사용했다. 연구결과 계획행동이론는 생활체육 참여의사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PB는 생활체육 참여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체육 참여의사는 생활체육 참여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코로나19, 계획행동이론, 참여의사, 참여행동, TPB

  Abstract : Based on the TPB(Theory of Planned Behavior), this study explores the physical 
education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by applying the causal relationship (SEM) to life sports, 
participation intention, and participation behavior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in the Covid-19 
environment,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predicting life sports events. For this, a total of 267 people 
were analyzed using the mobile program “Survey Monkey” according to the sample plan from 
December 1, 2020 to May 1, 2020.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planned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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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physical 
education. The planned behavior theory showe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life sports participation behavior. Lastly,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physical 
sports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participation in physical 
sports.

Keywords : Corona 19,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tention to participate in life sports, Life Sports 
Participation Behavior, TPB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스포츠시설 이용이 제
한됨에 따라 대학의 생활체육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학의 생활체육은 자율적이고, 필요해 의해 활동
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전면적 대학생활 양식
에 변화를 주었으며, 이에 활동량의 감소 그리고 
체중 증가와 같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보고
하였다[1]. 지금의 대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연결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강증진 행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2]. 이렇듯, 대학 생활체
육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증진을 유지하
는 중요한 요소로 그 의미와 역할의 비중은 크다 
할 수 있기에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생활체육 참
여를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3].
  생활체육 관련한 운동 실천율을 살펴보면, 대
학생의 운동 실천율은 약 30%로 보고하였으며
[4], 그중 신체활동이 적은 여성의 경우 운동 실
천율이 18.3%에 불과하고[5], 전체 대학생의 
66%가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
다. 따라서, 계획된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 TPB)이라는 이론적 근거를 활용하여 
대학생활체육 참여의도와 그 결정적인 요인을 구
체화 하고자 한다[5]. 이와같이, 제안된 TPB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이렇게 3가
지 구분할 수 있으며 TPB의 행동이론 중 태도는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 기준요인을 말하며, 개인
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태도는 행동의
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형성된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주관
적 규법은 준거인에 의해 행해지는 행동 또는 기
대감을 설명하는데 이는 준거인에 의해 발생되는 
호의적인 태도가 높은면 실행가능성이 높고, 반대
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면 그 행동수준이 낮

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행
동 통제는 자기의지를 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신
념 또는 자각정도를 의미한다. 이처럼 TPB은 건
강과 운동 간에 비교적 예측 가능한 모델이라는 
점은 운동지속행동을 설명하는 매우 강력한 이론
적 기틀을 제공하고 있다[6].
  이처럼, TPB를 적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중등교
육과정을 벗어나 자율적인 대학교양체육을 통해 
건강 및 운동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보고하
였고[7],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은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
다 하였다[8]. 또한, 대학생들의 여가활동 참여의
도에 관한 결정적 요인들을 TPB를 적용하여 효
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여[9], TPB를 근거하여 운
동의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운동행위를 설명하였
다[10]. 
  이에 이 연구는 선행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진 
운동 행동과 운동지속 행동, 신체활동 및 여가활
동에 대한 소비자 행동 등 TPB를 적용하여 코로
나-19 이후 대학의 생활과 연결하여 대학생활체
육 프로그램 활용도와 추구해야할 스포츠활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적용해보자 한다. 이는 생활
체육은 평생스포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코로나 
이전의 TPB를 적용된 생활체육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
다. 이처럼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TPB를 적용하여 다양한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활용하여 대학생들의 
생활체육 참여율과 지속성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
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이 연구는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 모형에 대한 
적합도 평가와 연구모형에 구조분석 방법(SEM)
을 적용하여 코로나-19라는 환경에서 나타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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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Classification Items Frequency(%)

Gender
Male 109 40.8

Female 158 59.2

Average monthly physical education
investment amount

less than $30 152 56.9
less than $30~100 46 17.2
less than $100~150 33 12.4

$150 or more 36 13.5

Life sports participation time
less than 1 hour 239 89.5
less than 2 hour 24 9.0

more than 2 hours 4 1.5

Life sports participation cycle

Once a week 103 38.6
Twice a week 83 31.1

3 times a week 54 20.2
4 times a week 13 4.9
5 times a week 14 5.2

Life sports participation partner

Alone 234 87.6
family and relatives 6 2.2
friends and lovers 17 6.4

colleague 10 3.7
Sum 287 100.0

학생의 생활체육 인식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TPB(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통제)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TPB(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통제)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생활체육 참여의사에 따른 생활체육 참
여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이 연구는 코로나 이후 대학생의 생활체육에 
관해 참여의사 및 참여행동을 배경으로 계획행동
이론(TPB)를 설정하여 편의표준추출법을 사용하
였다. 조사는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5월 
1일까지 표본계획에 의해 모바일 프로그램인 “서
베이몽키”를 사용하여 300명을 편의표준추출법으
로 표집하여, 불응답자 33명 제외한 유효 표본은 
총 267명 대학생의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
다.

2.2. 조사도구 

  이 연구의 조사도구를 설정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설문문항을 재구성하였
으며, 응답자는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하는 Likert 
평정척도법을 채택하였다. 조사도구를 설계하기 
위해 참고한 주요 자료는 TPB은 오세숙(2011) 
[11], 신명진, 김인우, 안효연(2018)[12], 참여의
사는 안병욱(2017)[13], 이제욱, 김현정(2021) 
[14], 참여행동은 신해숙, 하재필(2017)[15], 최명
경, 윤여경(2021)[16].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 설
정하였다.

2.3.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2.3.1. 신뢰도 분석
  신뢰도 분석결과 <Table 2>와 같다. 계획행동
이론의 태도는 .959, 주관적 규범은 .981, 지각된 
통제는 .947로 나타났고, 생활체육 참여의사는 
.908, 생활체육 참여행동은 .954로 나타나 선행연
구를 통해 도출된 측정항목들의 Cronbach's α 
계수 값은 .90 이상으로 내적 일관성이 매우 높은 



4   김주원․김우식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 966 -

Table 2. Test-reliability results                                       

Top factor Sub factor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Theory of Planned 
Behavior(TPB)

attitude 5 .959
subjective norms 3 .981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6 .947

Intention to participate in life sports 3 .908
Life Sports Participation Behavio 3 .954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of Theory of Planned Behavior(TPB)

Factor Items 1 2 3

attitude

 I had the financial capacity to cover fees for 
participating in sports. .882 .180 .189

After the Covid-19, I thought that monthly fees were 
reasonable prices. .869 .159 .209

The place to participate in daily sports after Corona 19 is 
close enough to do it whenever I want. .853 .283 .170

After the covid 19, the geographical accessibility to the 
place where I livewas good. .853 .281 .183

After Corona 19, there is free time to invest for health. .789 .322 .066
There is leisure time to participate in sports after the 

covid 19 pandemic. .784 .318 .054

subjective 
norms

Participation in sports after Corona 19 Pandemic is a 
beneficial activity for me. .304 .883 .194

Participation in sports after covid 19 Pandemic was a 
valuable activity for me. .285 .876 .219

Participation in sports after covid 19 Pandemic was a 
positive activity for me. .259 .869 .206

Participation in sports after Corona 19 Pandemic is a 
necessary activity for me. .257 .830 .220

Participation in sports after Corona 19 Pandemic is a 
meaningful activity for me. .302 .815 .264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fter Corona 19 Pandemic, people close to me agree that 
I participate in sports. .168 .249 .937

After Corona 19 Pandemic, people close to me support 
my participation in sports. .179 .235 .935

People who are close to me after Corona 19 Pandemic 
think it's good for me to participate in daily sports. .182 .269 .922

Eigen value 4.716 4.267 2.997
Variance(%) 33.683 30.482 21.407

Cumulative(%) 33.683 64.165 85.572

KMO=.889, Bartlett's test χ²=5189.195 (df=91, p=.001)

수준으로 볼 수 있다.

2.4. 탐색적요인분석 결과

  먼저 TPB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요인분석 적용 가능성의 

검정결과, 표준형성 적절성 KMO=.889, Bartlett
의 구형성 검정치는 5189.195, 유의수준은 .001으
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4개 요인의 요인 적재치는 
.70 이상으로 나타나 구성개념의 타당성이 검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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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of Intention to participate in life sports

Factor Items 1

Intention to 
participate in 

life sports

After Covid-19 Pandemic, he tried to continue participating in sports. .941

After Corona 19 Pandemic, he regularly participated in sports. .915

It intends to continue participating in sports after the covid 19 pandemic. .910

Eigen value 2.552
Variance(%) 85.064

Cumulative(%) 85.064

KMO=.745, Bartlett's test χ²=555.740 (df=3, p=.001)

Table 5.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of Life Sports Participation Behavior

Factor Items 1

Life Sports 
Participation 

Behavior

I am satisfied with the sports that I participated in after the covid-19 
pandemic.

.968

I look forward to the sports that I participated in after the covid 19 
pandemic.

.952

Interesting for the sport of living participated after the covid-19 
pandemic.

.951

Eigen value 2.749
Variance(%) 91.638

Cumulative(%) 91.638

KMO=.765, Bartlett's test χ²=845.235 (df=3, p=.001)

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하위요인별 설명력은 
‘지각된 통제’가 33.683%, ‘태도’가 30.482%, ‘주
관적 규범’이 21.407%로 나타났다. 
  연구에서 설정된 생활체육 참여의사와 생활체
육 참여행동은 선행연구가 도출한 요인 중 연구와 
적합한 핵심요인을 재탐색하여 단일요인으로 설정
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생활체
육 참여의사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요인분석 적용가능성의 
검정결과, 표준형성 적절성 KMO=.745, Bartlett
의 구형성 검정치는 555.740, 유의수준은 .001으
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1개 요인의 요인 적재치는 
.90 이상으로 나타나 구성개념의 타당성이 검증되
었다고 할 수 있다. 각 하위요인별 설명력은 “생
활체육 참여의사”가 85.064%로 나타났다. 생활체
육 참여행동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이에 요인분석 적용 가능성의 
검정결과, 표준형성 적절성 KMO=.765, Bartlett
의 구형성 검정치는 845.235, 유의수준은 .001으
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1개 요인의 요인 적재치는 
.90 이상으로 나타나 구성개념의 타당성이 검증되
었다고 할 수 있다. 각 하위요인별 설명력은 “생
활체육 참여행동”이 91.638%로 나타났다.

2.5.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전체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 <Table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모형 
적합도 지수가 χ²=284.629(df=151, p<.001), 
RMR=.053, GFI=.908, AGFI=.872, NFI=.962, 
TLI=.977, IFI=.982, CFI=.981, RMSEA=.058 등
으로 나타나 모든 적합도 지수가 권고수준을 상회
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분석을 진행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 아울러, 모든 연구 단
위들에 대한 집중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모두 유의적으로 나타나 각 연구 단
위들의 집중타당성이 입증되었다.

2.6. 상관관계 및 판별타당성 검증

  구성개념 간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을 검증하기 위해 분산추출지수(AVE)와 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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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

Factor Items non-standard standard S.E t-value CR AVE

attitude

⟶ attitude 01 1.000 .912

.972 .873

⟶ attitude 02 1.095 .957 .037 29.232***

⟶ attitude 03 1.082 .947 .038 28.644***

attitude 04 1.025 .852 .048 21.160***

⟶ attitude 05 1.015 .899 .042 24.270***

subjective 
norms

⟶ rule 01 1.000 .963

.976 .931rule 02 1.006 .972 .022 45.178***

⟶ rule 03 1.016 .984 .021 48.768***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 Control 01 1.000 .966

.920 .662

⟶ Control 02 .978 .962 .025 39.490***

⟶ Control 03 .849 .842 .037 23.083***

Control 04 .840 .838 .037 22.652***

Control 05 .584 .688 .040 14.726***

⟶ Control 06 .588 .699 .039 15.166***

Intention to 
participate in 

life sports

⟶ Intentions 01 1.000 .934

.909 .770⟶ Intentions 02 .818 .845 .039 21.162***

⟶ Intentions03 1.048 .869 .047 22.299***

Life Sports 
Participation 

Behavior

⟶ behavior 01 1.000 .910

.952 .868⟶ behavior 02 .989 .915 .039 25.160***

⟶ behavior 03 1.061 .977 .035 30.472***

CMIN=284.629, df=151, p=.001, CMIN/DF=1.885, RMR=.053, GFI=.908, AGFI=.872, 
NFI=.962, TLI=.977, IFI=.982, CFI=.981, RMSEA=.058

***p<.001

수 값의 비교를 위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Table 7>과 같다. 분석결과 TPB의 하위요
인별 태도(r=.547, p<.001), 주관적 규범(r=.456, 
p<.001), 지각된 통제(r=.504, p<.001)는 생활체
육 참여의사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TPB의 하위요인
별 태도(r=.632, p<.001), 주관적 규범(r=.476, 
p<.001), 지각된 통제(r=.595, p<.001)는 생활체
육 참여행동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체
육 참여의사는 생활체육 참여행동(r=.774,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이용된 
모든 연구 단위들의 판별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모든 연구단위의 상관계수의 신뢰구간에 1이 포

함되지 않고, 평균추출분산(AVE)이 모든 연구단
위 간 상관계수의 제곱(squared correlation)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각 연구단위별 판별타당성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2.7.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모형은 AMOS 21.0을 이용하여 최대우
도법(maximum likelihood)을 기반으로 분석되었
다.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아래의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χ²=313.120(df=154, p<.001), 
RMR=.053, GFI=.900, AGFI=.864, NFI=.958, 
TLI=.973, IFI=.978, CFI=.978, RMSEA=.062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적합한 모델적합도 지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후 가설검증을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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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rrelation and discriminant validity verification

No Factor M±SD 1 2 3 4 5
1 attitude 3.74±.789 .873

2 subjective norms 3.57±1.129 .513*** .931

3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3.63±1.034 .589*** .402*** .662

4
Intention to participate 

in life sports
3.21±.953 .547*** .456*** .504*** .770

5
Life Sports 

Participation Behavior
3.19±.978 .632*** .476*** .595*** .774*** .868

***p<.001                                                  The diagonal dark part AVE(Value).

Table 8. Validation of suitable of structural model

No CMIN p RMR GFI AGFI NFI CFI TLI IFI RMSEA

suitable 313.120 .001 .053 .900 .864 .958 .978 .973 .978 .062

Criteria - - ≤ .05 ≥ .90 ≥ .90 ≥ .90 ≥ .90 ≥ .90 ≥ .90 ≤ .05

verdict - - suitable suitable suitable suitable suitable suitable suitable good

3. 결 과

3.1. 가설검증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1-3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먼저 가설 1은 TPB이 
생활체육 참여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설정하였으며, 분석결과 태도(β=.305, 
p<.001), 주관적 규범(β=.212, p<.001), 지각된 
통제(β=.269, p<.001)가 생활체육 참여의사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가설 1-1, 가설 1-2, 가설 1-3은 채
택되었다. 
  가설 2는 계획행동이론이 생활체육 참여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분
석결과 태도(β=.188, p<.001), 지각된 통제(β
=.121, p<.01)가 생활체육 참여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1, 가설 2-3은 채택되었다. 
  가설 3은 생활체육 참여의사가 생활체육 참여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
으며, 분석결과 생활체육 참여의사(β=.664, 
p<.001)는 생활체육 참여행동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Table 10>은 직, 간접효과 및 총 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생활
체육 참여행동에 대한 태도의 직접효과는 
.188(p<.001), 생활체육 참여의사를 통한 간접효
과 또한, .202(p<.001)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고, 지각된 통제의 직접효과는 .121(p<.01), 생활
체육 참여의사를 통한 간접효과 또한 .179 
(p<.001)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활
체육 참여행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직접효과는 
.007(p>.05)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생활체육 참여의사를 통한 간접효과는 .141 
(p<.01)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 TPB)을 바탕으로 하여 코로나-19 시
대에서 대학생이 인식하는 생활체육과 참여의사 
및 참여행동에 관하여 인과 관계(SEM)를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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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Path Estimation of Research Model

hypothesis non-stand standard S.E C.R. p adopt 

H1-1 attitude ⟶
Intention to 

participate in 
life sports

.388 .305 .088 4.388*** .001 selection

H1-2
subjective 

norms
⟶

Intention to 
participate in 

life sports
.182 .212 .051 3.536*** .001 selection

H1-3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

Intention to 
participate in 

life sports
.212 .269 .051 4.167*** .001 selection

H2-1 attitude ⟶
Life Sports 

Participation 
Behavior

.235 .188 .063 3.729*** .001 selection

H2-2
subjective 

norms
⟶

Life Sports 
Participation 

Behavior
.006 .007 .036 .166 .869 dismissal

H2-3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

Life Sports 
Participation 

Behavior
.094 .121 .036 2.613** .009 selection

H3
Intention to 

participate in 
life sports

⟶
Life Sports 

Participation 
Behavior

.653 .664 .053
12.361**

*
.001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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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Path Estimation of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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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No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direct indirect

total 
effects

H1-1 attitude ⟶ Intention to participate in life sports .305*** - .305***

H1-2 subjective 
norms ⟶ Intention to participate in life sports .212*** - .212***

H1-3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 Intention to participate in life sports .269*** - .269***

H2-1 attitude ⟶ Life Sports Participation Behavior .188*** .202*** .390***

H2-2 subjective 
norms ⟶ Life Sports Participation Behavior .007 .141** .148**

H2-3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 Life Sports Participation Behavior .121** .179*** .300***

H3
Intention to 

participate in 
life sports

⟶ Life Sports Participation Behavior .664*** - .664***

***p<.001

여 대학생이 인식하는 생활체육을 탐색하고, 생활
체육 종목을 예측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 분석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TPB의 하위요인별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통제는 생활체육 참여의사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운동
장소, 스포츠 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될 
때 코로나 이전과 같은 운동행동을 보인다는 것
이다. 이는 운동의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운동을 실행하려는 가능성을 높
이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보고하
였다[17]. 또한, 중등교육과정의 규칙적인 식습관
에 비래 대학은 규칙적인 식습관보다는 불규칙적 
식습관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운동이외
의 음식물 섭취에도 TPB를 적용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하였으며[18], 지금의 대학
생은 운동에 대한 태도는 외모주의적, 바디라인 
등 외적인 요소만이 평가되고 있기에 운동의 본
질적인 건강에 대한 통합적인 개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TPB가 필요하다. 또한, 내 주변
에 존재하는 타인들이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
식을 공유할 때 운동에 대한 의도가 높게 평가된
다는 것이다[19]. 

  둘째, TPB의 하위요인별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통제는 생활체육 참여행동과도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위한 학내 운동
시설, 운동프로그램 등 학내 정책이 미흡하기에 
대학생의 운동실천율이 낮다 설명될 수 있다[20]. 
따라서 건강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
책마련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피로감이나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신체활동 
제한됨에 있어 대학생은 스스로의 계획된 행동이
나 어떠한 행동을 하여야 할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TPB는 운동계획이론이면서 
인지행동이기 때문에 학내 관리자나, 실무자 역시 
이 이론을 적용한 대학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료된다. 또한, 대학생의 운
동실현에 따라 자기통제를 인식한다면 신체적 가
치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신체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지고 주변에 운동을 권
유하는 등의 건강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신념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으로 TPB이론 의도와 
행동과의 관계에서 입증되었다 보고하였다. 
  셋째, 생활체육 참여의사는 생활체육 참여행동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실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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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지각된 가치가 유익하다 판단되면 주변에
게 운동의 효과를 공유하고 더 아나 생활체육 종
목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천계획을 통해 
목표를 설정과정을 쉽게 연상할 수 있도록 글, 
그림,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한다면 운동실
천 중 의지를 통제할 수 있다 보고하였다[21]. 또
한, 목표성향과 주변의 분위기가 일치할 때 운동
지속의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처럼 운동환경이 중
요하다 하였다[22]. 지금의 코로나 시대는 이러한 
환경적 요소가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방안이 제시
되어야 한다. 여러 매체를 통해 우리는 운동방법
이나 효과에 대해 정보를 얻은 경험은 흔히들 하
고 있지만, 직접 참여를 유도하거나 실제 함께하
는 영향력은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대학의 
경우 교양체육 또는 학내 프로그램을 온라인 방
식으로 다양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한계점에 대해 후속연구를 위한 다음
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COVID-19 발생 이전
과 발생 후의 대학생의 각각의 생활과 생활체육
의 차이를 분석하고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활성
화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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