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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건강(health), 웰빙(wellbeing)이란 단어들이 현대사

회에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대인의 욕구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욕구는 여가

시간 활용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근모 등(2009)

은 현대인들이 생존에 필요한 시간과 노동, 학업 등을 제

외한 시간에 적극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고 최근에는 능동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수가 

많아져 심리적, 신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스포츠를 

찾게 됨을 지적하였다. 

그중에서도 자연친화적인 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Coakley, 1986) 앞으로는 그 관심과 성장이 증대

될 것이라는 것이다(Eitzen & Sage, 1997). 국내 연구에

서는 이미 임재구, 임태성(2000)이 자연친화적인 스포

츠 문화와 모험 스포츠의 발전이 기대됨을 보고하고 있

으며, 그중에서도 스쿠버다이빙, 요트 등의 해양스포츠 

활동이 증가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뒷받

침하는 조사연구를 보면 오응수(2006, 2007)는 우리나

라의 지형적 특성을 중심으로 고려하였는데 12,051km

에 이르는 해안선, 3,200여 개의 섬, 수심 20m 내·외의 

해역이 국토의 1/3에 해당하여 해양 레저 스포츠에 적합

한 자연조건을 구비하고 있어 해양스포츠 발전 및 활성

화에 대한 잠재력이 크다고 하였다. 또한 정홍(2005)에 

의하면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와 상대적

인 육상 자연공간의 축소로 인해 해양관광 및 스포츠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전망을 뒷받침하는 해양 관광객 증가 추이예상으로

는 2000년 연 8천4백만 명에서 2010년에는 연 1억 1천 6

백만이라 하고 있다. 김영표, 최도석, 우석봉(2007)의 해

양레저관광 활성화에 관한 보고에서는 GNP를 중심으로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2010년경부터는 해양레저의 수

요가 급증하고 이를 위한 각종 정책과 관련법령 등이 만

들어져 해양레저사업이 국가의 전략적 동력산업으로 급

부상할 것을 지적하였고, 이미 그 수요는 빠르게 전환되

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한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김용만, 

김경춘, 정정희(2009)는 해양스포츠의 발 빠른 변화는 

장비에 대한 다양화와 전문화,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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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해양스포츠는 이미 국제적

인 경쟁력을 가지려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 가까이에서 

활발히 요동치고 있는 스포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문화관광부(2006)에서는 해양 관련한 공간이 해

양친수공간(waterfront)으로서 시민을 위한 어메너티

(amenity)공간으로 되돌려 고도의 해양성 문화관광 기

능까지도 도입하여 종합적인 명소관광으로 발전시키려

는 노력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바로 GNP 3만 달러

에 따른 my yacht시대라는 것으로 사회현상과 맞물려 해

양레저 스포츠 인구는 급속하게 증가되고(최성범, 김호

순, 2009) 이에 따른 산업도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

을 가늠케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해양스포츠의 미래는 밝다는 것이 학계와 국가

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해

양스포츠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약조건들이 있

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해양스포츠에 참여하게 될 참여자들 간의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해양 스포츠 활성화에 미치는 저해요인이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양스포츠 관련 학자들의 지적

이 조심히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삼업(2006)에 의

하면 크게 세 가지 측면의 저해요인을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 국가 차원의 추진체계 부재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두 번째로는 해양스포츠 관련 인프라 구축 미흡이다. 마

지막으로는 해양스포츠 관련 사회적·자연적 환경요인 

취약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해양스포츠의 잠재력과 저해요인이 공존하는 

현 시점에서 해양스포츠에 관련된 학자들 연구가 최근에 

와서야 진행되고 있다. 해양스포츠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

면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박명국, 김성규, 2002), 

해양스포츠 활성화 방안 연구(박봉률, 강진흥, 2001), 장

애인을 위한 해양레저스포츠 활용 방안(김경렬, 박동규, 

박재성, 2005), 스킨 스쿠버 활성화 방안(김경렬, 오근희, 

1999), 윈드서핑 활성화 방안(김경렬, 2004), 한국 해양스

포츠 활성화 방안 모색(지삼업, 1999), 해양 스포츠 교육

의 필요성과 과제(윤이중, 박철수, 2001), 해양스포츠 관

광개발에 관한 주민찬성도 분석(신동주, 박진권, 2003) 

등이다. 살펴본 바로는 해양스포츠에 관련된 연구들은 주

로 활성화 방안, 해양스포츠관광 개발, 및 해양스포츠 교

육 필요성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해양

스포츠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해양스포츠를 참여하는 소비자가 존재하고 계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해양스포츠에 관련

된 실증적 자료에 부합하려면 좀 더 세부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고 하겠다. 최근에 이근모 등(2009)의 연구를 통해

서 분석해보면 해양스포츠 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가 있으며, 그중에서도 어떠한 

위험요인들이 우리들에게 문제를 가져다주는 가를 연구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해양스포츠 발전에 필요한 요인

들을 탐색하여 현 참여자(소비자)들의 욕구와 니즈를 파

악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해양스포츠 활성화의 저해요인 중에 하나인 왜곡된 

인식이다. 즉, 해양스포츠 활동에 제약이 되는 요인들

이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어떠한 요인들을 해결해

야 하는 구체적인 연구는 전무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

로 소비자의 욕구와 필요에 적절한 대응이 미흡한 실정

이다.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제약요인

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탐색하여 올바른 해양스포츠의 

이해와 활성화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활동 제약요

인과 참가태도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나아가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실증

적 자료와 마케팅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에 있다.

3. 가설설정 및 연구모형

이 연구에서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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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가설 및 연구모형을 설정하였

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스포츠 활동 제약요인

제약(constraint)이라는 것은 여가의 참여와 즐거움을 

억제 또는 방해하는 것으로 연구자들이 가정하거나 개인

들이 지각하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Jackson, 1990). 

즉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 활동에 참여하

고는 싶지만 참여할 수 없는 이유, 참여하지만 불만족한 

이유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이유리, 

2005; Kay, 1991). 특히 Iso-Ahola & Mannell(1985)은 제

약의 개념을 검토할 때 주관적이고 심리적 심리적 관점

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레저제약이라는 것은 

표영희(1997)와 황인남(2000)은 개인의 레저활동과 관

련하여 미참여나 불참, 중지, 축소하도록 작용하는 모든 

요인을 의미하고 있다. 

Hawkins(1980)는 레저제약 요인으로 개인 심리적 요

인, 지식의 부족, 시설과 서비스문제, 접근성 혹은 비용문

제, 파트너의 부재, 시간, 취미의 부족 등이 있다고 하였

고, 그 중에서 레저활동 참여에 있어 영향을 가장 많이 주

는 요인은 시간과 경제적인 제약이라고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Crawford & Godbey(1987)이 분류한 3가지 

측면에서의 내재적 제약(implicit constraints), 인간상호

간 제약(interpersonal constraints), 구조적 제약(structural 

constraints)을 중심으로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참가태도

와 참여의도를 중심으로 그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태도(attitude)

태도는 특정대상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혹은 찬

성 반대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여호근, 2003). Cromp-

ton (1979)은 심리학적인 측면으로 개인의 감정적, 인지

적 과정의 구조적 관점인 인식적, 감정적, 행동적 요소로 

보았다. 최주호(2002)는 태도란 서비스에 대한 경험의 

총체적인 것으로서 서비스에 대해서 지각한 고객의 긍정

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3) 참여의도(intention)

참여의도는 개인의 의도된 또는 계획된 미래행동으로

서의 신념과 태도가 행위로 옮겨지는 일종의 확률을 의

미하며(손원목, 2008), 이러한 의도는 소비자행동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특히, 행동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는 태도와 

행동 간의 중재변수로써 마케팅이나 경제학에서 소비자

들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 또는 심리적 요인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해양스포츠 활동의 제약요인이 참가태도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해양스포츠 활동의 참가태도는 참여의도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활동 제약요인과 참

여태도, 참여의도에 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 

해양스포츠(요트, 윈드서핑, 스포츠 잠수 등)에 참가하

그림 1. 연구모형

해양스포츠
활동

내재적
제약

인간상호간
제약 참가태도 참여의도

구조적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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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성원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고, 그 중 대상자를 

표집하였다. 표집방법으로는 비확률표본추출법(non-

probability sampling method) 중 하나인 편의표본 추

출법(convenient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여 남성 

123명(71.5%), 여성 49명(28.5%)으로 총 172명의 표본

을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연령은 20대(130명, 76.6%), 

30대(28명, 16.3%), 40대(9명, 5.2%)의 순으로 나타났

다. 학력은 전문대 졸업 이상(57%)이 많음을 알 수 있

어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상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직업으로는 학생(108

명, 62.8%)과 전문직(23명, 13.4%), 사무관리직(23명, 

13.4%)의 순으로 나타났다. 년 평균 해양스포츠 이용빈

도는 10회 이내가 65.1%로 가장 많았으며, 21회 이상 참

여하는 대상도 17명(9.9%)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해양스포츠 참여 경력으로는 1년 이하의 경력을 가

진 사람이 77명(44.8%)이며, 2-3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

이 50명(29.1%)으로 나타났으며, 6년 이상의 경력을 가

진 사람이 23명(13.4%)로 해양스포츠에 참여하는 경력

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해양스포츠 

참여종목으로는 스킨스쿠버(100명, 58.1%), 요트(42명, 

24.4%), 윈드서핑(11명, 6.4%)의 순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는 양적 연구의 한 종류

인 설문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 사용한 

요인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

였다.

외생변인인 제약요인은 정호권(2006)이 사용한 문항

들을 수정 및 보완하여 내재적 제약 5문항, 인간상호간 

제약 3문항, 구조적 제약 3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로 총 

11문항을 구성하였다.

내생변인인 참여에 대한 태도의 설문 문항들은 신동

식(2008)이 사용한 문항들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

완하여 참여태도 3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또한 참여의도는 문선호(2005a. b)가 사용한 설문지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참여의도 3문

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인원(명) %

참여종목

윈드서핑 11 6.4 
스킨스쿠버 100 58.1 
수상스키 4 2.3 
요트 42 24.4 

수상오토바이 7 4.1 
서핑 6 3.5 

모터보트 1 0.6 
그 외 1 0.6 

성별
남성 123 71.5 
여성 49 28.5 

연령

20대 130 75.6 
30대 28 16.3 
40대 9 5.2 
50대 5 2.9 

학력

고졸 74 43.0 
전문대졸 11 6.4 
대졸 79 45.9 

대학원이상 8 4.7 

직업

학생 108 62.8 
사무관리직 17 9.9 
기능직 4 2.3 

판매서비스 8 4.7 
전문직 23 13.4 
자영경영 9 5.2 
주무 1 0.6 
무직 2 1.2 

년 간 참여횟수

5회 이하 80 46.5 
6-10회 32 18.6 
11-15회 24 14.0 
16-20회 19 11.0 
21회 이상 17 9.9 

경력

1년 이하 77 44.8 
2-3년 50 29.1 
4-5년 22 12.8 

6년 이상 23 13.4 
합계 17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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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당도분석

설문지의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탐

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최종 타당

도를 검증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생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표 2>는 본 연구에 사용된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한 

외생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며, 역코

딩을 활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3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설명력은 총 분산의 66.6%로 나타나 높

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형성 적절

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861, Bartlett 검정치= 

808.578, 자유도=55, p<.001로 나타나 요인분석 결과가 

적합함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내생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표 3>은 본 연구에 사용된 해양스포츠 활동에 대

한 내생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탐

색적 요인분석결과 2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설명

표 2. 해양스포츠 활동의 외생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내용 1 2 3 h2

내재적 제약1 흥미가 없는 해양스포츠를 선택 .698 .268 .212 .605
내재적 제약2 나에게 불편한 느낌이 드는 해양스포츠 활동 .829 .184 .044 .723
내재적 제약3 다른 일에 얽매여 있을 때 새로운 해양스포츠 생각 .712 .262 .189 .612
내재적 제약4 해양스포츠 활동 시설이 편리성과 시작 .705 .074 .394 .658
내재적 제약5 시간과 새로운 해양스포츠 활동 시작 .726 .289 .235 .666

인간상호간 제약1 수줍음과 해양스포츠 시작 .163 .861 .184 .801
인간상호간 제약2 가족들의 생각과 새로운 해양스포츠 .266 .661 .291 .592
인간상호간 제약3 해양스포츠 활동과 남의 눈치나 주변 의식 .304 .737 .094 .644
구조적 제약1 친한 사람들과 새로운 해양스포츠 시작 .085 .305 .785 .716
구조적 제약2 교통편과 새로운 해양스포츠 시작 .213 .295 .707 .632
구조적 제약3 경제적 여유와 해양스포츠 활동 .351 -.009 .744 .677

전체 3.072 2.164 2.089
분산(%) 27.931 19.669 18.994
누적(%) 27.931 47.600 66.594

KMO=.861, Bartlett=808.578, 자유도=55, p<.001

표 3. 해양스포츠 활동의 내생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내용 1 2 h2

참가태도1 해양스포츠 활동과 집단의 연대감 .858 .223 .787
참가태도2 해양스포츠 활동과 친구들과의 친선도모 및 우호증진 .813 .414 .832
참가태도3 해양스포츠 활동과 사회적응성 .785 .391 .769
참가태도4 해양스포츠 활동과 새로운 인간관계 .735 .426 .721
참여의도1 해양스포츠 활동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 .348 .887 .907
참여의도2 해양스포츠 활동에 재참여 할 것이다. .381 .874 .909
참여의도3 해양스포츠 활동을 타인에게 추천할 것이다. .352 .859 .862

전체 2.944 2.843
분산(%) 42.058 40.618
누적(%) 42.058 82.676

KMO=.889, Bartlett=1042.561, 자유도=2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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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총 분산의 82.7%로 나타나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

Olkin 측도=.889, Bartlett 검정치=1042.561, 자유도= 

21, p<.001로 나타나 요인분석 결과가 적합함 수준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4.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χ
2
=205.420, df=121, CMIN/

DF=1.698, p<.001, RMR=.057, GFI=.882, AGFI= .833, 

NFI=.901, IFI=.957, TLI=.945, CFI=.956으로 나타나 바

람직한 적합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모형의 적합도 수준에서 GFI, AGFI, NFI는 .90 

보다는 미치지 못하지만 IFI, TLI가 .90을 상위하고 있으

며, CMIN/DF가 3이하이면 전반적으로 수용할 만한 적

합도 수준을 가진 것이며(김계수, 2007), CMIN/DF가 2

이하이면 적합도가 타당하다고 지적한 송지준(2010)에 

의해서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렴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종 추출된 항

목과 구성요인에 대한 요인 부하량에 대한 t-값, 평균분

산추출(AVE), 그리고 개념신뢰도를 검증하였다. Bagozzi 

& Yi(1988)의 개념신뢰도 기준 값(.6 이상)과 AVE값(.5 

이상)을 충족하고 있어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방

정식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 모형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 신뢰도 분석

이 연구에서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항

목 척도를 이용하므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

하여 내적 일관성 기준에 따른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

하여 검증하였다. <표 5>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

의 신뢰성을 평가한 것이다. 설문지의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 해양스포츠 활동의 내재적 제약은 .856, 인간상호간 

제약은 .632, 구조적 제약은 .738, 참가태도는 .899, 참여

의도는 .942에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

는 수준인 것을 을 알 수 있어 연구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신뢰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상관관계분석

상관관계 분석은 탐색적 연구에서 가설검증에 사용

될 뿐만 아니라 가설검증을 실시하기에 앞서 모든 연구

가설에 사용되는 중요 변수들 간의 관계 강도를 제시함

으로서 변수들 간의 대체적인 윤곽을 제시해주는 것으로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Estimate S.E. t 개념 신뢰도 AVE

내재적 제약1a) .787

.904 .655
내재적 제약2 .755 .094 10.039
내재적 제약3 .729 .093 9.628
내재적 제약4 .694 .105 9.065
내재적 제약5 .677 .109 8.802

인간상호간 제약3a) .721
.789 .555인간상호간 제약1 .748 .126 8.445

인간상호간 제약2 .695 .125 7.955
구조적 제약1a) .663

.774 .533구조적 제약2 .738 .148 7.532
구조적 제약3 .707 .153 7.249
참가태도1a) .789

.896 .682
참가태도2 .900 .093 13.262
참가태도3 .832 .097 12.058
참가태도4 .809 .104 11.601
참여의도1a) .940

.875 .700참여의도2 .948 .042 24.060
참여의도3 .870 .048 18.761

a)=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1로 고정
χ

2=205.420, df=121, CMIN/DF=1.698, p<.001, RMR=.057, GFI=.882, 
AGFI=.833, NFI=.901, IFI=.957, TLI=.945, CFI=.956

표 5. 신뢰도분석 결과

요인 Cronbach's α

내재적 제약 .856
인간상호간 제약 .632
구조적 제약 .738
참가태도 .899
참여의도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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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en & Cohen, 1983) 상관관계 분석은 모든 분석에 

앞서 요구되는 선행조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설검증을 

하기에 앞서 Pearson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

한 의미에서 <표 6>은 이 연구에서 사용된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결과 각 변수간의 

관계가 모두 가설에서 설정한 바와 같은 방향으로 나타

나 있고 서로간의 상관계수가 매우 높은 관계가 나타나

지 않아 판별타당성을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변수별 측정모형을 도출 할 수 있는 연구단위의 타당성

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7.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에서 표집 된 설문지를 1차적으로 스크린 하여 

극단치(outliner)를 제거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통계방법을 사용 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표본의 일반적 성향을 분

석하기 위해 SPSS Ver. 14.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을 실

시하였다. 

둘째,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를 위해 신뢰도 검

사는 Cronbach’s α, 구성 타당도 검사를 위해 탐색적 요

인분석(EFA)과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AMOS. 7.0을 

통해 검사 하였다. 

셋째, 이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각 요

인별 가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AMOS 7.0을 활

용하여 공분산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

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가설검증

이 연구는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활동 제약요인이 참가

태도에 미치는 관계를 규명하고 나아가 참여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실증적 자

료와 마케팅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있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에 대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1의 “해양스포츠 활동의 제약

요인이 참가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서는 

해양스포츠 활동의 하위요인인 구조적 제약이 참가태도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부분적

으로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설2의 “해양스포츠 활동의 참가태도는 참여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설에 대한 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분산

표 6. 상관관계분석 결과

요인 1 2 3 4 5

내재적 제약 1
인간상호간 제약 .615*** 1
구조적 제약 .550*** .703*** 1
참가태도 -.385*** -.483*** -.336*** 1
참여의도 -.500*** -.501*** -.350*** .728*** 1

***p<.001

표 7. 가설검증 결과

가 설 Estimate S.E. C.R. 검증

가설1

내재적 제약 → 참가태도 -.072 .118 -.607 -
인간상호간 제약 → 참가태도 -.013 .143 -.093 -
구조적 제약 → 참가태도 -.513 .151 -3.394*** 채택

가설2 참가태도 → 참여의도 1.068 .101 10.563*** 채택

χ
2=247.067, df=127, CMIN/DF=1.945, p<.001, RMR=.076, GFI=.865, AGFI=.819, NFI=.881, IFI=.939, TLI=.925, CFI=.93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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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χ
2
=247.067, df=127, CMIN/

DF=1.945, p<.001, RMR=.076, GFI=.865, AGFI=.819, 

NFI=.881, IFI=.939, TLI=.925, CFI=.938로 나타나 바람

직한 적합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모형의 적합

도 수준에서 GFI, AGFI, NFI는 .90 보다는 미치지 못하지

만 IFI, TLI가 .90을 상위하고 있으며, CMIN/DF가 3이하

이면 전반적으로 수용할 만한 적합도 수준을 가진 것이

며(김계수, 2007), CMIN/DF가 2이하이면 적합도가 타

당하다고 지적한 송지준(2010)에 의해서 타당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Ⅳ. 논   의

가설1의 “해양스포츠 활동의 제약요인이 참가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서 구조적 제약은 참가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C.R.=3.394, p<.001). 이

는 제약요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양스포츠 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약

에 대한 인지된 경험은 사회경제적 지위나 소득, 교육수

준, 성별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스포츠 활동 참

여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Crawford 

& Godbey, 1987; Crawford, Jackson & Godbey, 1991; 

Samdahl & Jekubovich, 1997). 또한 Crawford, Jackson 

& Godbey(1991)는 이 모형을 근거로 하여 중요한 제

약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여 가장 가까운 내재적 제약에

서 가장 먼 구조적 제약까지 순서대로 배치하도록 제안

하였다. 결과적으로 가장 가까운 내재적 제약의 영향력

이 제일 크며, 가장 먼 구조적 제약의 영향력이 아주 미

미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구

조적 제약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해양스포츠 본 연구대상자들을 살펴보면 1년 이

하의 경력과 년 5회 이하 참여 수준, 대학생들이 다수 분

포하고 있어서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제

약에 대한 인식은 내재적인 측면에서 시작해서 경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선행연구(Jackson, Crawford 

& Godbey 1993; Raymore, Godbey & Crawford, 1994)

들의 보고가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인식하는 구

그림 2. 결과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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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 제약은 내재적인 제약굄(J점으로 나타난 현상이라

는 점굄(감안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구조적 제약이 통계

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현재 해양

스포츠에 참여하기 위한 개개인들이환경에 부담이 나타

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해양스포츠를 즐기기에는 내

재적인 측면에서 제약굄(받고 있고 인간상호간에서 부

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진 것이다. 다시 보면 구조적인 측면

은 직접적으로 해양스포츠에 참여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해양스포츠에 참여하고는 있으나 이미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충분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불편한 인식은 Wiams, Schreyer & 

Knopf(1990)환 이하나는Ewert(1993)환 이하, Beard & 

Ragheb(1980)에 의해서 )에 의해는데 해양스포츠를 참

여하는 Üer & 자들이 직접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

는 것이라는 것이다. 선행연구즐기기에스포츠에 참여하

는 사람들의 경우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

서 충분한 동기가 있으며, 이러한 동기들은 그들이 원하

는 수준에 대한 만족굄(얻어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들이 원하는 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

로 접근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스포츠 활동에 

대한 제약을 이겨내지 못하고 제약 수준에 수긍하는 경

우에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해양스포츠에 참여할 당시 충분한 목적

을 이루기 위해서 참여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하

지만 해양스포츠라고 하는 특성으로 인해서 제약을 인식

하게 되며, 그중에서도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제약이 가

장 높게 인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제약이

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 스스로 만들어내는 결과물로서 

하나의 제약요인에 기인하기 보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돼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가 있었다. 

추가적으로 내재적 제약과 인간상호간 제약도 부정

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Jackson 

(1993)의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심리적 동기와 사

회적 동기가 제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같은 결과로 볼 수 있다. 바로 해양스포츠 참여자는 인간 

내면적인 측면이 해양스포츠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동기

나 즐거움, 기회 등과 같은 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

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인간관계 형성에서 나타날 수 있

는 요인에서도 부정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양스포츠가 긍정적인 발

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해양

스포츠 인식을 변화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해

양스포츠가 발전하기에 무안한 가능성이 있는 조건을 가

지고 있다. 하지만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제약 수준이 부

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현재의 해양스포츠 관련 산업

으로서는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해양스포츠 관련 담당자들은 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정적인 제약에 대해서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가설2의 “해양스포츠 활동 참여자의 참가태도는 참여

의도에 긍정적 영향(C.R.=10.563, p<.001)을 미쳤다.” 이

러한 결과는 태도가 갖는 특성에 기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에 대한 참가자의 태도가 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태도는 경

험이나 학습을 통하여 형성되는 대상에 대한 마음가짐으

로서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경향성이라고 하여 

미래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사용되어지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Levin, 1999; O’Callaghan, Chang, 

Callaghan & Baglioni, 1997). 또한 이러한 태도는 참여의

도나 참여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 

연구들(Brewer, Blake, Rankin & Douglass, 1999; Mes-

ters & Oostveen, 1994)이 있어 본 연구의 결과가 보여준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태도가 참여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하지만 해양스

포츠에 참가할 때 나타나는 제약에 의해서 참여자의 태

도 수준이 낮아지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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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스포츠에 참여할 당시의 경험이나 환경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태도란 과거의 

경험에 의해 학습되어지는 행동경향으로 긍정적 또는 부

정적 반응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해양스포츠에 대한 긍

정적인 경험자들은 추후의 참여의도에 긍정적일 수 있으

나 그렇지 않는 경험자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 때문

이다(Godin, Vezina & Leclerc, 1989). 

따라서 Godin et al.(1989)이 지적하고 있듯이 해양스

포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

은 사람보다 더욱 강한 참여의도를 보일 것이며, 지속적

인 참여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때, 

해양스포츠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해양스포츠에 참

가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갖는 태도가 긍정적일 수 있도

록 참가자 중심의 경영을 이루는 노력을 꾀하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활동 제약요인이 참가

태도에 미치는 관계를 규명하고 나아가 참여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실증적 자

료와 마케팅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

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해양스포츠 활

동의 제약요인중 구조적 제약은 참가태도에 부정적 영향

을 미쳤다. 둘째, 해양스포츠 활동의 참가태도는 참여의

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해양스포츠 

활동의 제약요인은 참여자들의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적으로 구조

적인 제약요인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며 내재적, 인간

상호간 제약도 통계적인 유의수준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

적으로 해양스포츠는 경제적인 측면이 우선적으로 참여

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해양스포츠의 경우 경제적 거품이 

사라지고 있으며, 특히 지역민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려하는 노력들이 주변에서 쉽게 관찰되고 있

는 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해양스포츠가 발전하고 도

약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나타난 제약요인이 더 이

상 제약요인이 아닌 긍정적인 요인으로 탈바꿈 할 수 있

도록 해양스포츠 관련 경영자들은 변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은 해양스포츠에 대

한 태도가 긍정적이며 참여의도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바로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제약수준이 부정적이더라도 태도는 긍정

적인 것인데 제약의 요인이 지금보다 긍정적인 측면으

로 전환할 수가 있으면 더 많은 참여자들을 확보할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조방현, 이철원, 윤용진

(2004)은 모험스포츠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경우 중독적

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참가자들이 스포츠에 몰입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된다면 모험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

들이 증가될 것을 보고하였다(소진수, 김경엽, 2010). 더

욱이 모험스포츠에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얻게 되면 자발

적인 참여행동으로 이어져(Ryan & Deci, 2000) 스포츠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

다면 해양스포츠 시설이나 가격, 구조적인 서비스를 개

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지만 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

는 제약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전환될 수 있

도록 노력하는 것이 직접적인 해양스포츠 발전에 기여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나타난 한계점을 통하여 후속 

연구에 대한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제약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해양스포츠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대상을 중심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들

이 원하는 해양스포츠 발전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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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안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며, 해양스포츠 발전

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설문지를 통하여 실시되는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조사시점이 해양스포츠를 실시하고 있

는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설문에 

몰입해서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한 후, 작성하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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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Constraint on Attitude 

and Intention of Participation in Marine Sports Activities

Lee, Soon-Hwan·Mun, Sun-H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onstraint factors (intrapersonal, 

interpersonal, and structural constraints) and attitude of participation also intention of participation in marine 

sports activities. A total of 172 questionnaires was used in this study and using a convenient sampling method 

in part of 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 The questionnaires consisted of four parts as factors of constraint, 

attitude of participation, intention of participation, and demography factors. A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e equation model (SEM) were utilized by AMO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ed; First, among 

the factors of constraint, only structural constraints were statistically negative causal relationship with attitude of 

participation. Even though other factors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oth 

factors were negatively affected on attitude of participation in marine sports activities. Second, the factor of at-

titude was statistically positive significant on intension of participation.

Key Words：constraint factors, interpersonal constraints, intrapersonal constraints, structural constraints, 

attitude, intention of participation, marine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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