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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댄스스포츠 참여 부부의 성격특성에 따른 부부친밀감의 자기 및 상대효과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으
며 댄스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는 부부 148쌍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PSS 25.0과
AMOS 25.0을 이용하여 APIM모형을 분석을 실시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신경증과 관련하여 남편과
아내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편의 부부친밀감에 대한 아내의 신경증은 부적 영향을 받았고 아내는 상대적으
로 낮은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방성과 관련하여 남편에게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편의
부부친밀감에 대한 아내의 개방성은 상대적으로 부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내는 동일 수준의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향성과 관련하여 아내에게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아내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실성과 관련하여 남편과 아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서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친화성과 관련하여 아내에게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아내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부는 바람직한 여가활동을 선용하고 긍정적인 부부여가문화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댄스스포츠, 부부, 성격, 부부친밀감, 자기 및 상대 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Marital Intimacy according 
to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Couples Participating in Dance Sports. The study participants collected 
data on 148 couples participating in dance sports. After analyzing the APIM model using SPSS 25.0 and 
AMOS 25.0 to solve the research problem,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husband and wife in 
relation to neurosis among personality traits, and the wife's neurosis about the husband's marital 
intimacy was affected by amulets and the wife was found to have relatively low static effects.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nly to the husband in relation to openness among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the wife's openness to the husband's marital intimacy was found to be relatively 
malleable, and the wife was found to be subject to the same level of static influence.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sonality traits in relation to extroversion only to the wife, and it was found 
that the wife was subject to relatively low static influence. Fourth,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husband and wife in relation to sincerity among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they appeared 
to have a static effect on each other. Fifth,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only to the wife in 
relation to affinity among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the wife was found to be subject to relatively 
low static influence.

Key Words : Dance Sports, Married Couples, Personality Characteristic, Marital Intimacy, Actor and 
Partne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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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부부는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남남이었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자발적으로 맺는 비 혈연관
계로 법적으로 가족이 형성되면서 고유한 체계의 특성과 
일련의 규칙, 고유한 기능, 의사소통, 성격 등을 서로 맞
추면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발전시켜 나아가 사회체
계를 유지하는 것이다[1]. 

이러한 부부관계를 원활히 유지하고 화목한 가족을 형
성하기 위해서 부부는 서로 유대감과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2]. 친밀감이란 인간 내면
의 깊은 연합 또는 결합과 연관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까지도 노출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또
한 자기 유익보다는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
한다. 

이러한 부부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일환으로 최근
에 부부의 댄스스포츠 프로그램 참여가 높아지고 있으며, 
댄스스포츠의 특성상 남, 여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서로 
매너와 에티켓을 지키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부부에게는 매우 이상적인 여가스포츠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댄스스포츠에 참
여하는 부부들의 의사소통과 친밀감 및 참여만족도에 효
과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부부 의사소통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3, 4], 부부갈등해소와 결혼만
족과의 관계[5, 6], 댄스스포츠 참가로 인한 부부친밀감 
및 참여만족의 관계[7, 8, 9]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
가 시도되었으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렇
게 초기의 연구에서는 부부의 댄스스포츠 참여가 부부친
밀감, 의사소통, 갈등해소, 결혼만족도에 전반적으로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또 다른 이면에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주목해 볼 수 있다. 부부댄스스포츠 동호회의 연
구[9]에서 부부가 댄스스포츠를 수행하면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갈등의 양상이 발견되었는데 아내들이 남편들
에게 불만이 내포되어 있으며 심지어 남편의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말과 행동에 무조건 감수해야 됨을 밝힌 바 있
다. 실질적으로 엘리트 선수들 사이에서도 파트너에 대한 
갈등으로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며[10],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체면손상이나 기술부족, 배려부족 
등으로 댄스스포츠 수행 시에 다양한 갈등요인이 발생되
고 있다[11]. 

이렇듯 부부가 함께 댄스스포츠라는 여가활동을 함으
로서 서로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러한 부부친밀감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관계에
서 어떠한 역할이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서로에 대한 부부친밀감과 이에 대한 역할을 찾기 위해
서는 배우자의 개인적인 성격이 미치는 영향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의 성격은 환경에 대한 지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
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상대방의 지각과 행동이 영향을 
받게 된다. 개인의 행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성
격적인 특징을 내포하는 것으로 부부 개개인의 성격 및 
성격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두 성격 간의 관계
를 함께 고려하여야 부부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12]. 

부부관계에 대한 성격특질로 가장 많이 연구되어진 성격 
모델은 Big Five Index(BFI)[13]로 개방성(Open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외향성(Extraversion), 우
호성(Agreeableness), 신경증(Neuroticism)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되어진 성격 특
질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성격에 따른 결혼만족
도[12]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특히, 여가활동이
나 스포츠 활동을 통해 부부친말감[7, 8]은 높은 연관성
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부부의 성격의 영향이나 상
대성 효과에 관한 연구는 현재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댄스스포츠 참여 부부의 
5가지 성격특성에 따른 부부친밀감의 관계를 알아보고 
부부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APIM(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을 적용하여 본인(자기효과; 
actor effect)과 배우자(배우자효과; partner effect)의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시도는 댄스스포츠 참여 부부의 배우자
에 대한 친밀감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데 매우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댄스스포츠의 올바른 여가문화를 형
성하고 앞으로 댄스스포츠 부부문화의 학문적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부부의 성격특성에 따른 부부친밀감의 자기 및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댄스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는 
부부 148쌍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은 수도
권소재의 댄스스포츠 강좌가 개설된 클럽 현장에서 약 
20분간 실시되었으며, 사전에 클럽 및 동호회 운영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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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연구의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실제 설문에 참여한 부부는 약 200쌍이었으나, 조사내용
의 불성실 또는 총 문항의 20%이상의 결측치를 포함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10% 내외의 결측치를 포
함한 자료는 각 문항의 평균으로 대체하였다. 조사에 참
여한 부부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Husband year 

30years 26 17.6

40years 34 23.0

50years 61 41.2

over 60years 27 18.2

Wife year

30years 31 20.9

40years 33 22.3

50years 67 45.3

over 60years 17 11.5

Husband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ion 47 31.8

University graduate or higher 101 68.2

Wife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ion 30 20.3

University graduate or higher 118 79.7

Job
Couple income 80 54.1

Sole income 68 45.9

Participation  
period

Under 1years 26 17.6

1~3years 46 31.1

3~5years 43 29.1

over 5years 33 22.3

Participation 
frequency

/Week

1-2 38 25.7

3-4 71 48.0

over 5 39 26.4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

구체적으로 남편의 연령은 30대 26명(17.6%), 40대 
34명(23.0%), 50대 61명(41.2%), 60대 이상 27명
(18.2%)인 반면, 아내의 연령은 30대 31명(20.9%), 40
대 33명(22.2%), 50대 67명(45.3%), 60대 이상 17명
(11.5%)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 남편은 고졸 48명
(31.8%), 대졸이상 101명(68.2%)이며, 아내의 경우 고졸 
30명(20.3%), 대졸이상 118명(79.7%)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직업유무는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맞
벌이 80쌍(54.1%), 한명만 참여하는 경우가 68쌍
(45.9%)으로 나타났다. 댄스스포츠 참여 기간에 따라 1
년 미만 26쌍(17.6%), 1-3년 46쌍(31.1%), 3-5년 43쌍
(29.1%), 5년 이상 33쌍(22.3%)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
으로 주당 댄스스포츠 참여 빈도는 1-2회 38쌍(25.7%), 
3-4회 71쌍(48.0%), 5회 이상 39쌍(26.4%)으로 조사되

었다. 

2.2 조사도구
댄스스포츠에 참여하는 부부의 성격특성이 부부친밀

감에 미치는 상호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된 측
정도구는 일반적 특성 5문항, 성격특성 Big 5인 25문항, 
부부친밀감 척도 15문항, 총 45문항이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과 문항분석을 기초로 구조타당도 및 내적일관
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2.2.1 부부의 성격특성 Big 5
부부의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설문지는 

성인의 성격특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발간된 Big Five 
Index(BFI), [13]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
하였다. 이 질문지는 신경증 5문항, 개방성 5문항, 외향
성 5문항, 성실성 5문항, 친화성 5문항 총 25문항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형식의 척도로 구성하
였다.

설문지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수집된 148쌍, 296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적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 RMSEA= .044, CFI=.931, 
TLI=.919, SRMR=.051의 비교적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
었다. 이때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69 - .84의 범위
로 나타났다. 구체적 결과는 Fig. 1과 같다.

2.2.2 부부의 부부친밀감
부부친밀감 척도는 [14]의 PAIR(Personal Assessmentof 

Intimacy in Relationship)과 [15]의 IRS(Intimate 
Relationship Scale), [16]의 SOH(Sharing of Hurts), 
그리고 [17]의 CI(Commitment Inventory)를 기초로 
[18]이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번안 및 타당
화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적 5문항, 정서적 5문항, 성적 5문항 총 
15문항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문항의 합점수
가 높을수록 부부친밀감이 높다고 해석되었다. 질문의 응
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RMSEA= .046, CFI=.961, TLI=.955, 
SRMR=.027의 비교적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이때 
신뢰도 계수는 .71 - .8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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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ersonality characteristics Big 5 CFA

수집된 자료를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RMSEA= .046, CFI=.961, TLI=.955, 
SRMR=.027의 비교적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이때 
신뢰도 계수는 .71 - .80로 나타났다. 구체적 결과는 
Fig. 2와 같다. 

2.3 자료 분석
설문조사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SPSS 25.0과 AMOS 

25.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

다. 둘째, 조사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내적일관성 계수를 산출하
였다. 셋째, 부부의 성격특성과 부부친밀감의 관계를 탐
색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부부의 관
계에서 성격특성과 부부친밀감의 자기 및 상대효과를 검
증하기 위하여 요인별 합점수를 이용하여 APIM모형을 
분석하였다. 이때 모형의 해석을 위해 원자료를 표준화시
켜 상대 비교하였다. 분석의 유의수준은   이다.

Fig. 2. Marital intimac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3. 연구결과

3.1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댄스스포츠에 참여하는 부부의 성격특성에 따른 부부

친밀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격특성의 하위요인
별 합점수와 부부친밀감 전체 점수를 이용하여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부부의 성격특성 중 신경증요
인 관련에서 부적(-) 상관계수를 나타내었으며, 그 외 전
반적으로 양적(+)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구체적 결과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3.2 성격특성에 따른 부부친밀감의 자기 및 상대 효과
댄스스포츠에 참여하는 부부의 성격특성이 부부친밀

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APIM(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모형
을 적용하였으며, 기본모형에서 추정된 경로를 기초로 상

대효과의 제약을 통해 두 모형간 
  차이검증을 통해 

영향력을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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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or 1 2 3 4 5 7 8 9 10 11 12

husband's  neurosis 1.00

husband's openness -.24** 1.00

husband's extroversion -.14 .31** 1.00

husband's sincerity -.11 .32** .34** 1.00

husband's affinity -.42** .27** .23** .39** 1.00

wife’s neurosis .17* .09 .13 .07 .04 1.00

wife’s openness -.15 .19* .14 .21** .26** -.17* 1.00

wife’s extroversion -.22** .19* .11 .25** .21** -.09 .32** 1.00

wife’s sincerity -.11 .22** .11 .27** .21** -.22** .25* .27** 1.00

wife’s affinity -.09 .22** .21** .25** .24** -.31** .36** .34** .39** 1.00

husband's marital intimacy .17* .13 .20** .20** .11 -.16 -.11 .19* .28** .21** 1.00

wife’s marital intimacy .13 .27** .11 .24** .17* .37** .19* .37** .11 .36** .27** 1.00

M 3.53 3.43 3.42 3.69 3.56 3.48 3.63 3.77 3.51 3.66 3.65 3.77

SD .71 .76 .70 .67 .74 .71 .68 .64 .72 .69 .82 .81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of Variables  

3.2.1 신경증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 및 상대
효과

성격특성 Big 5의 하위요인 중 신경증요인에 따른 부
부친밀감의 자기 및 상대효과 검증의 결과는 다음의 Fig. 
3과 같다.

친밀감에 있어 자기효과   과 아내효과 
  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의 크기는 차이가 없으
나, 그 관계가 상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편의 부
부친밀감에 아내의 신경증이 상대적으로 동일 수준의 영
향 관계를 나타내지만, 상이한 부적(-) 관계가 있다고 해
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내의 부부친밀감에 대한 신경증의 자기 및 
상대효과에서 아내의 신경증 자기효과와 남편의 상대효

과는 기본모형과 제약모형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내의 부부친밀감에 
있어 자기효과   과 남편효과   은 상대적
으로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내
의 부부친밀감에 남편의 신경증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의 정적(+) 영향 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남편의 부부친밀감에 대한 신경증의 
자기 및 상대효과에서 남편의 신경증 자기효과와 아내의 
상대효과는 기본모형과 제약모형간    ,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ig. 3.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neurosis and 
marital intimacy

3.2.2 개방성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 및 상대
효과

성격특성 Big 5의 하위요인 중 개방성요인에 따른 부
부친밀감의 자기 및 상대효과 검증의 결과는 다음의 Fig. 
4와 같다. 분석결과, 먼저, 남편의 부부친밀감에 대한 개
방성의 자기 및 상대효과에서 남편의 개방성 자기효과와 
아내의 상대효과는 기본모형과 제약모형간    ,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편의 부부
친밀감에 있어 자기효과   과 아내효과  
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의 크기는 차이가 없으나, 그 관계
가 상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편의 부부친밀감에 
아내의 개방성이 상대적으로 동일 수준의 영향 관계를 
나타내지만, 상이한 부적(-) 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다음으로 아내의 부부친밀감에 대한 개방성의 자기 및 
상대효과에서 아내의 개방성 자기효과와 남편의 상대효
과는 기본모형과 제약모형간    ,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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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아내의 부부친밀
감에 있어 자기효과   와 남편효과   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내의 부부친밀감에 남편의 개방성이 상대적으로 동일 
수준의 정적(+) 영향 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Fig. 4.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openness and 
marital intimacy

3.2.3 외향성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 및 상대
효과

성격특성 Big 5의 하위요인 중 외향성요인에 따른 부
부친밀감의 자기 및 상대효과 검증의 결과는 다음의 Fig. 
5와 같다.

Fig. 5.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extroversion and 
marital intimacy

분석결과, 먼저, 남편의 부부친밀감에 대한 외향성의 
자기 및 상대효과에서 남편의 외향성 자기효과와 아내의 

상대효과는 기본모형과 제약모형간 
    ,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
편의 부부친밀감에 있어 자기효과   과 아내효과 
  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편의 부부친밀감에 아내의 외향성이 상
대적으로 동일 수준의 정적(+) 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내의 부부친밀감에 대한 외향성의 자기 및 
상대효과에서 아내의 외향성 자기효과와 남편의 상대효
과는 기본모형과 제약모형간    ,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내의 부부친밀감에 있어 
자기효과   과 남편효과   은 상대적으로 상
이한 영향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내의 
부부친밀감에 남편의 외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정적(+) 영향 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2.4 성실성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 및 상대

효과
성격특성 Big 5의 하위요인 중 성실성요인에 따른 부

부친밀감의 자기 및 상대효과 검증의 결과는 다음의 Fig. 
6과 같다.

Fig. 6.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sincerity and marital 
intimacy

분석결과, 먼저, 남편의 부부친밀감에 대한 성실성의 
자기 및 상대효과에서 남편의 성실성 자기효과와 아내의 
상대효과는 기본모형과 제약모형간    ,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편의 
부부친밀감에 있어 자기효과   과 아내효과 
  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편의 부부친밀감에 아내의 성실성이 상대적
으로 동일 수준의 정적(+) 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다음으로 아내의 부부친밀감에 대한 성실성의 자기 및 
상대효과에서 아내의 성실성 자기효과와 남편의 상대효
과는 기본모형과 제약모형간    ,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아내의 부부친밀감
에 있어 자기효과   와 아내효과   은 상대적
으로 영향력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내
의 부부친밀감에 남편의 성실성이 상대적으로 동일 수준
의 정적(+) 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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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친화성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 및 상대
효과

성격특성 Big 5의 하위요인 중 친화성요인에 따른 부
부친밀감의 자기 및 상대효과 검증의 결과는 다음의 Fig. 
7과 같다.

분석결과, 먼저, 남편의 부부친밀감에 대한 친화성의 
자기 및 상대효과에서 남편의 친화성 자기효과와 아내의 
상대효과는 기본모형과 제약모형간    ,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편의 
부부친밀감에 있어 자기효과   과 아내효과 
  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편의 부부친밀감에 아내의 친화성이 상대적
으로 동일 수준의 정적(+) 관계가 있다고 해석된다. 다음
으로 아내의 부부친밀감에 대한 친화성의 자기 및 상대
효과에서 아내의 친화성 자기효과와 남편의 상대효과는 
기본모형과 제약모형간    ,   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내의 부부친밀감에 있어 자
기효과   와 남편효과   는 상대적으로 상이
한 영향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내의 부
부친밀감에 남편의 친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정
적(+) 영향 관계가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Fig. 7.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affinity and marital 
intimacy

4. 논의

본 연구는 댄스스포츠 참여 부부의 성격특성에 따른 
부부친밀감의 자기 및 상대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연구결과에 따른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성격특성 중 신경증과 관련하여 남편과 아내 모
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편의 부부친밀감에 대한 
아내의 신경증은 부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

내의 부부친밀감에 대한 남편의 신경증은 상대적으로 낮
은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내가 신경증이 낮을수록 남편의 부부친밀감이 높아지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9]의 연구에서 댄스스포츠
는 남성과 여성의 커넥션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남성의 
리드로 시작하는 댄스스포츠의 기본원리에 의한 움직임
의 구성과도 연관성이 있다. [12]의 연구에서 신경증은 
부부관계에서도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댄스스포츠 수행 시에도 남편은 아내가 신경증이 낮을수
록 부부친밀감이 높아 질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성격특성 중 개방성과 관련하여 남편에게만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편의 부부친밀감에 대한 아내
의 개방성은 상대적으로 부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고 아내의 부부친밀감에서 남편의 개방성은 동일 수준
의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내의 개방성이 낮을수록 남편이 부부친밀감이 높아지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방성을 가진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새로운 아
이디어와 가치관에 개방되어 있으며, 자신과 타인의 감정
에 민감하고 지적이며 문화적으로 풍부한 삶을 살아간다
[19]. 아내가 댄스스포츠 수행 시 서로 호흡을 맞추어 가
는 과정에서 자신을 도드라지게 표현하고 자신의 아이디
어나 가치관을 표출하면 남편은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20]의 연구에서 남성은 자신의 실력보다 낮은 수
준이라고 해도 남성의 리드에 순종하는 여성을 더욱 선
호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본 연구결과
를 지지해 주고 있다.

또한 부부의 개방성은 클럽 및 동호회 운영 안에서도 
다른 부부와 접촉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데 동호회를 유
지하고 화합하는 의미에서 자신의 집안 정보에 대해 공
유하고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자신의 사생활을 노출시
키고 빈번한 회식 등으로 인하여 부담감을 감수하는 모
습을 살펴볼 수 있다 [9]. 따라서 남편은 아내의 개방성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아내가 다른 부부에 대한 관계를 적
정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을 더욱 선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성격특성 중 외향성과 관련하여 아내에게만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편의 부부친밀감에는 아내의 
외향성이 상대적으로 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내의 부부친밀감에서 남편의 외향성은 상대적으로 낮
은 수준의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가 서로 외향성이 높을수록 댄스스포츠 수행
시에 부부친밀감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아내가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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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편의 외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남편이 댄스스포츠 수행
시 너무 지나치게 리드를 하고 활기차고 포부 있는 모습
을 보이면 상대적으로 호흡을 맞추어야 하는 아내는 수
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부부사이에 적절한 상
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동호회 구성
원 간에도 긍정적인 교류를 통해 대인관계 및 사회관계
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1]. 

넷째, 성격특성 중 성실성과 관련하여 남편과 아내 모
두에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서로에 대하여 성실성을 나타낼수록 부부친밀감이 높아
지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서로에 대하여 사려 깊
고 분별력 있게 상호작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댄스
스포츠 수행시 과제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이행하고 서
로 조직력을 발휘하여 이끌어 나가야 한다. [22]는 댄스
스포츠 수행시 가장 좋은 파트너는 열정을 가지고 있으
며, 여러 가지 목표 중 나와 같은 목표를 갖고 연습 시 
호흡 및 동작 표현에 집중을 잘 하는 파트너임을 보고한 
바 있으며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다섯째, 성격특성 중 친화성과 관련하여 아내에게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편의 부부친밀감에 아내의 
친화성은 상대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아내의 부부친밀감에서는 남편의 친화성이 상대적
으로 낮은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가 서로 친화성이 높을수록 댄스스포츠 수행
시에 부부친밀감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아내가 느끼
는 남편에 대한 친화성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조금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3]은 부부가 오랜 기간 댄스스
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하
는데 도움을 주고 친화성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
만 장시간 참여하게 되면 정서적 친밀감에서 부적인 영
향이 나타난 것을 볼 때 남편보다 아내가 체력적으로 힘
들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적절한 운동시간을 
맞추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댄스스포츠는 남녀가 하는 종
목으로써 부부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 수 있는 독특
한 스포츠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성격과 상대방의 성격
을 서로 이해하고 수용한다면 댄스스포츠 수행시 서로의 
동작을 커넥션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더욱 더 부부
애를 애틋하게 만들 수 있고 서로에 대한 매너와 배려를 
통해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댄스스포츠 참여 부부의 성격특성에 따른 
부부친밀감의 자기 및 상대효과를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
적이 있으며 연구 대상자는 댄스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는 
부부 148쌍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PSS 25.0과 AMOS 25.0을 이용하여 
APIM모형을 분석을 실시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
다. 첫째, 성격특성 중 신경증과 관련하여 남편과 아내 모
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편의 부부친밀감에 대한 
아내의 신경증은 부적 영향을 받았고 아내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격특
성 중 개방성과 관련하여 남편에게만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으며, 남편의 부부친밀감에 대한 아내의 개방성은 상
대적으로 부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내는 동
일 수준의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
격특성 중 외향성과 관련하여 아내에게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아내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격특성 중 성실성과 관련하여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서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
격특성 중 친화성과 관련하여 아내에게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아내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부의 개인적인 성격과 상
대방의 성격에 따라 부부친밀감이 서로 상이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로 상호 보완하여 바람직한 
여가활동을 선용하고 긍정적인 부부여가문화를 형성하여
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댄스
스포츠에 참여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그 한계가 따른다. 둘째, 후
속연구로 댄스스포츠 엘리트 선수들을 대상으로 파트너
에 대한 자기효과 및 상대효과에 대한 연구가 시도된다
면 댄스스포츠 수행시 몰입과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 다양한 요인을 적용하여 부부를 위한 댄스
스포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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