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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sport 

values and continuous participation intention of the dance for all participants based on the 4 experience 

economy theory. [Methods]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SPSS 21.0 and AMOS 18.0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survey 

materials. [Results] First, the entertainment experience was a significant effect on all factors of sports 

value. Second, educational experience was a significant effect on all factors except sports entertainment 

value. Third, escapist experience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all factors except physical value. Fourth, 

aesthetic experienc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all factors of sports value. Fifth, social value and 

entertainment value w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ontinuous participation intention. Sixth, 

entertainment experience and aesthetic experience w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ontinuous 

participation intention. [Conclusions] Through these study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4 experience, 

sport values and continuous participation intention of dance for all participant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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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연구의 필요성  목

최근 매스미디어를 통해 이슈가 되고 있는 ‘욜로’, ‘욜로

족’ 은 ‘인생은 한번 뿐이다’를 뜻하는 You Only Live 

Once의 앞 자를 딴 신조어이다. 이는 자신의 재 행복

을 가장 시하여 소비하는 라이 스타일로써 은 층을 

시작으로 청소년, ·노년층까지 그 범 가 확 되어 새

로운 문화 트 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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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가생활의 참여기회 증  뿐 아니라 단순한 휴식보다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삶에 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Seo, 2012). 

이처럼 우리나라는 지속 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주 5

일 근무의 보편화로 인해 개인의 잉여시간이 증 되면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스트 스의 해소  삶의 만족도를 높

여주는 여가활동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Lee, 

2014). 

Sports & Tourism(2018)에 따르면 2017년 생활체

육 종목 가운데 동호인 수가 많은 순서는 수 (11.3%), 

축구(11%), 보디빌딩(10.3%), 골 (10.1%), 배드민턴

(8.8%), 생활체조(7.3%)로 나타났으나 생활체조 종목

에 에어로빅 동호인(4.7%)을 ‘리듬을 즐기는 동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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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포함시키면 가장 많은 수의 동호인이 여가시간

을 활용하여 생활무용을 즐긴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

하게 된다(Lim, 2018; Yoo, 2010). 

생활무용은 ‘사회무용’, ‘ 무용’이라는 말과 함께 모

든 사람을 한 무용(Dance for all)의 개념으로 개인의 

건강 증진과 미  교육,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복지 

증진을 목 으로 행해지는 신체활동의 총체이다(Lee, 

2001; Lee, 2009). 한 남녀노소 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유용한 여가활동으로 인에게 스트 스 해소의 

기회를 제공해주며 건강한 체력, 아름다움의 증진, 자신

감, 자존감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등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에서 매우 가치 있는 신체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생활무용과 련된 다양한 뉴미

디어 랫폼 콘텐츠들이 제작되고 들에게 노출됨에 

따라 여성소비자의 참여가 이었던 과거와 달리 남

성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시장 확 도 차 증가되는 추세

이다(Kim & Kang, 2007; Park, 2013; Shin & Park, 

2007; Youm, 2008). 

이처럼 생활무용은 더 이상 소수의 부유층과 공자들

만을 한 술로 존재하지 않으며, 으로만 감상하는 

람형 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몸으로 직  경험하는 

참여형 술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Park & Hae, 

2016). 그 다면 무엇이 이들을 생활무용에 참여하게 하

고 몰입하게 하며 지속하게 만드는 것일까?

이러한 상은 Pine & Gilmore(1998)가 제시한 체험

경제(experience economy)의 에서 설명이 가능하

다. 체험경제이론은 제품의 효용이 아닌 소비자가 느끼는 

체험의 요성을 강조한다(Hwang & Park, 2016). 여

기서 말하는 체험이란 특별한 사건에서 발생되는 소비자

의 반응으로 그것은 오감(미각, 시각, 청각, 후각, 피부감

각)으로 인지하게 된다(Schmitt, 1999). 오감을 통해 인

지된 체험은 소비자들로 하여  내·외  욕구 충족과 

정  감정을 느끼게 하여 자발 이고 물리 인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게 되고 이는 기존 소비 의사결정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유의 소비 행 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이다(Hong, 2010). 

Pine & Gilmore(1998)의 체험경제이론에 따르면, 체

험은 단순히 감각 인 측면 뿐 아니라 오락  측면, 교육

 측면, 일탈  측면, 미  측면을 포 하는 범 한 개

념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반 할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될 

때 비로소 기존의 상품들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최상

의 체험 상품이 된다고 강조하 다. 따라서 체험경제이론

의 세부체험 요소(4Es)를 이해하고 용하는 것은 제품

개발 실무자에게 매우 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Park 

& Cha, 2007). 

오락  체험은 재미, 흥미 등 인간의 감정을 즐겁게 만

들거나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들을 총 으로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 로 스포츠나 무용공연 등의 람을 통해 

로 선수들의 인상 인 경기 는 무용수들의 술  몸

짓에 매료되는 상황들이 이에 해당된다(Ha, 2009). 교

육  체험은 평소에 알지 못했던 지식 는 정보를 새롭

게 배우려는 갈망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어

떤 행사 는 이벤트에 머무는 동안 새롭게 무언가를 배

우겠다는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극 인 참여  높은 

몰입도를 보여 다. 테니스 강좌나 생활무용 수업을 수강

하는 경험 등이 교육  체험의 표 인 라고 할 수 있

다(Kwon & Kim, 2018). 일탈  체험은 소비자가 의도

으로 집 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몰입의 경지에 이르

는 경험으로 를 들면 에베 스트 등정에 참여한 소비자

들이 자연의 신비를 직  경험하고 일상에 지친 심신을 

힐링하며 일상생활에서 벗어나는 등의 느낌을 받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일탈  체험의 경험은 소비자로 

하여  극 인 태도로 일상과 단 된 제3의 공간(the 

third place)를 찾으려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Pine 

& Gilmore, 1998). 미 체험은 소비자의 주변을 둘러싸

고 있는 환경에 한 해석이다(Hosany & Witham, 

2010). 즉, 제공된 이벤트나 주변 환경에 소비자 스스로

가 몰입하여 주어진 공간이나 환경 내에 지속 으로 존재

하고 체험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Pine & Gilmore, 

1998). 그 로는 가을 단풍을 보기 한 산행과 같은 활

동이나 불꽃축제와 같이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아름다운 

경에 몰입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Hwang & Park, 

2016).

이와 같이 세부체험 요소(4Es)를 복합 으로 활용하

여 총체  체험을 경험하도록 유도하고 체험의 가치를 극

화시키고자 한 체험경제이론은 분석 이고 계량 이

며 언어 심 인 통  마 의 방법론과는 달리 이성

이면서도 감성 인 소비의 두 측면 모두를 고려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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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인 형태의 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최근에

는 소비자의 체험을 심으로 한 소비형태 분석과 같은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련해 Kim(2017), Kwon(2014), Lee et 

al.,(2017), Seo(2012), Shim(2013), Shim(2017)은 

체험경제이론을 용한 연구들을 통해 해양   워터

크 운 에 한 효율 인 마  략을 제시하고 있으

며, Ji et al.,(2013)은 정  체험의 경우 상에 한 

높은 선호도와 충성도를 가지게 하지만 반 로 부정  체

험은 기피 상과 부정  구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 다. 

한 Kim & Sung(1996), Kint & Weiss(1987), Han 

et al.,(2010)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 경험하는 즐거움, 

좋아함, 흥미 등의 정  정서반응이 지속  참여를 결

정짓는 핵심 동기요인이며, 스포츠 수행  체험을 통해 

나타나는 요소 한 지속 인 운동참가를 이끌어내는 

요 요인임을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스포츠나 무용에 련된 상품은 일반 용품  

의류 등과는 다르게 ‘활동’이라는 개성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에 있어 체험의 요소는 더욱 

요하다고 할 수 있다(Chung & Yu, 2006). 

이러한 맥락에서 신체를 매개로 표 하는 언어로써 수

많은 감성과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장르인 

생활무용은 본질 으로 경험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생활무용 분야에서의 체험 유형과 그에 따른 

가치에의 근은 생활무용 반의 발 을 해 필수 이

라 할 수 있다(Holbrook & Hirshman, 1982). 한 생

활무용은 참여자의 자발 인 참여를 제로 직 인 신

체의 체험을 목 으로 이루어지는 지속  활동이기 때문

에 체험경제이론을 용하기에 합하다(Lim, 2002). 

이는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증가시키기 한 수단으로 단

발성 체험에 국한된 타 분야와의 가장 큰 차이 이기도 

하다. 따라서 생활무용이 가지는 경험  특성을 악하여 

경험의 차별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생활무용참여자의 소

비행동 모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한편, Leonard(1980)는 사회에서의 생활체육  

스포츠는 그 사회의 지배 인 가치  태도를 용하는 

축소 이며 이는 특정사회가 가지고 있는 규범과 역할을 

수행하기 한 최선의 방법을 제공한다고 하 다.따라서 

생활체육  스포츠에 지속 인 심을 가지거나 참여하

는 사람의 경우, 생활체육  스포츠 자체에 한 정

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Ahn, 1999; Kim, 

2012; Shim & Oh, 2014). 이는 생활무용 참여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체험의 요소가 스포츠가치  형성에 있어 

정  향을 미친다는 이론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Sung, 2016). 

즉, 생활무용의 주된 목 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건

한 여가생활을 통해 올바른 가치 을 확립하고 신체·정

서·사회 으로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며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평생체육’으로써의 발 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는 

은 체험경제이론의 세부체험 요소(4Es)가 생활무용참

여자의 바람직한 스포츠가치  형성과 지속  참여의도

에 정  향을 미치는 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연구된 연구들은 주로 

산업과 해양 스포츠 분야에 편  상을 보이고 있

어 생활무용을 배경으로 체험경제이론을 용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때문에 생활무용 활성화 방안에 

요한 학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체험경제이론과 

련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Pine & Gilmore(1998)의 체험경제

이론에 근거하여 체험의 요소를 오락  체험, 교육  체

험, 일탈  체험, 미  체험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체험 요

소와 생활무용참여자의 스포츠가치   지속  참여의

도간의 향 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생활무용 

분야의 부족한 지식체계 형성과 더불어 효율 인 생활무

용 로그램 개발  운 략을 한 학문  기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이는 더 나아가 생활무용의 

활성화  잠재 인 생활무용 인구의 변확 를 한 방

안 강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생활무용참여자의 체험요인과 스포츠가치 의 계

체험요인과 스포츠가치 에 한 연구를 진행한 

Lee(2011)는 스포츠가치 이 높을수록 체험에 한 인

식이 정 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를 보다 세부 으로 살펴보면, 오락  체험은 참여

를 통해 기분 환의 상태를 자극하거나 진하여 만들어

내는 것으로 참여자 스스로가 직  참여하거나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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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여 모습을 보는 것이 유쾌하고 흥미롭다라는 개념의 

변수로 Park(2019)은 로야구 람체험과 지각된 가치

의 계성을 악하는 연구를 통해 오락  체험, 교육  

체험, 일탈  체험, 미  체험 모두 사회  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Kim(2015)은 학교스포츠클럽 

농구 종목에서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요 요인은 즐

거움, 재미 등과 같은 오락  체험이라고 제시하 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기술 훈련과 경기에 극 으로 참여

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체력이 향상되는 등의 

신체  가치가 높아진다고 하 다. 한 Shim & 

Oh(2014)은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해 오락  체

험을 경험한 학생들의 경우, 삶의 피로회복  스트 스

를 해소 등 오락  가치 에 정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교육  체험은 참된 정보를 알려주고 지식이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체험 형태로 개인의 극 인 참여가 개입

되어야 하는 변수이다. 이에 Kim(2012)은 동계 스

포츠의 교육  체험이 사회  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친

다고 밝힌 바 있으며, Sung(2016)는 학교스포츠클럽 활

동을 통해 학생들은 습득한 운동 기술을 값지게 생각하는 

교육  체험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신체  가치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한 Kim(2011)은 년 여

성 휘트니스 클럽 회원들의 교육  체험은 개인이 보유한 

기술 수 과 도 이 정 수 에서 균형을 이룰 때 경험

하게 되며 이로 하여  신체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이

러한 교육  체험의 경험이 신체  가치를 측하는데 가

장 요한 변인임을 강조하 으며, Myoung(2017) 역시 

체험경제이론을 이용한 템 스테이 참가자의 지각된 가

치에 한 연구를 통해 교육  체험이 오락  가치, 사회

 가치, 품성  가치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

시한 바 있다. 

일탈  체험은 참여자의 극 인 참여를 통해 제공된 

가상 실에 완 히 몰입된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로 이와 

련한 연구에서 Sung(2016)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다른 세상을 경험한 듯한 일탈  체

험을 경험하게 되면 사회  가치는 높게 나타난다고 하

으며, Myoung(2017)는 템 스테이에 참가한 참여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탈  체험을 경험한 참여자는 

인 계가 보다 깊어지는 사회  가치, 자신이 특별한 사

람이라고 느끼는 품성  가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좋

은 기분을 느끼는 오락  가치에 정  향을 미친다고 

언 했다. 한 Kim(2001)은 스스포츠를 통한 몰입경

험 연구를 통해 스 스포츠의 참여자들은 춤을 추면서 

음악과 트 에 해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되고 그 순간 

일상생활과 분리되는 일탈  체험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

한 경험은 신체의 능력을 극 화시키고 신체의 한계를 극

복하는 신체  가치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Song & Lee(2015) 역시 템 스테

이 체험과 방문객 행동의도와의 계성 연구를 통해 템

스테이 방문객들은 복잡한 일상생활로부터 벗어나려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욕구를 템 스테이 참

가라는 일탈  체험을 통해 충족함으로써 즐거움이라는 

오락  가치와 마음의 평안함이라는 품성  가치의 수

을 보다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 체험은 참여자가 심미  특성을 갖춘 요소를 체험

하고 감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변수로 참여자가 미  체험

을 경험하게 되면 체험에 한 정  반응도 증가하게 

된다(Kwon & Kim, 2018). 이에 Seo(2012)는 이

라는 체험은 객들로 하여  지에 한 감성 인 

사고를 유도하고 다양한 연상을 북돋아주며, 객과 

지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제시함과 동시

에 에 한 정  가치  유 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미 체험이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언 하 다. 

Lim(2010)에 따르면 야외 스포츠는 자연의 신비감 

등의 미  체험을 직  경험할 수 있는 여가스포츠로써 

복잡한 도심에서 찾을 수 없는 삶의 의미를 찾기 한 사

회  가치를 수반하고 있다고 하 으며, Kwon(2019)은 

태권도 회 발차기 실천자의 미  체험 연구를 통해 회

발차기 수행을 해서는 근력, 순발력, 도약력 등과 같은 

체력이 요구되어짐에 따라 수행자는 이러한 신체  가치

의 수 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미  체험을 더욱 

강하게 경험한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한 

Lee(2007)는 스포츠 수행자가 신체  가치를 높여 보다 

난이도 높은 기술이나 탁월한 기법을 표출할 때 미  체

험 요소가 높아진다고 주장하 으며, Kwon(2014)은 해

양스포츠가 다채로운 해양 환경과 함께 이루어지는 스포

츠 활동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환경에 한 지각과 시각

인 미  체험을 강하게 경험하게 되고 이는 자기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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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만족 등과 같은 품성  가치에 정  향을 미친다

고 밝혔다. 한편, Whang & Hwang & Na(2014)은 스

포츠경기 람객들이 스포츠경기에서 지각하는 경기심

미성, 선수의 신체  매력성의 미 체험 요소가 람객들

로 하여  흥미진진함, 즐거움과 같은 오락  가치를 높

인다고 하 고 Song & Lee(2015)은 템 스테이 방문객

들이 오락 , 일탈 , 미  체험 요소를 높게 인식할수록 

템 스테이에 한 즐거움이 증가함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 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 다.

H1: 체험경제이론에 따른 생활무용참여자의 체험

요인은 스포츠 가치 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

이다. 

H1-1: 체험경제이론의 오락  체험은 스포츠가치 의 

구성요인  사회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

H1-2: 체험경제이론의 오락  체험은 스포츠가치 의 

구성요인  신체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

H1-3: 체험경제이론의 오락  체험은 스포츠가치 의 

구성요인  품성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

H1-4: 체험경제이론의 오락  체험은 스포츠가치 의 

구성요인  오락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

H1-5: 체험경제이론의 교육  체험은 스포츠가치 의 

구성요인  사회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

H1-6: 체험경제이론의 교육  체험은 스포츠가치 의 

구성요인  신체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

H1-7: 체험경제이론의 교육  체험은 스포츠가치 의 

구성요인  품성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

H1-8: 체험경제이론의 교육  체험은 스포츠가치 의 

구성요인  오락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

H1-9: 체험경제이론의 일탈  체험은 스포츠가치 의 

구성요인  사회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

H1-10: 체험경제이론의 일탈  체험은 스포츠가치 의 

구성요인  신체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

H1-11: 체험경제이론의 일탈  체험은 스포츠가치 의 

구성요인  품성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

H1-12: 체험경제이론의 일탈  체험은 스포츠가치 의 

구성요인  오락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

H1-13: 체험경제이론의 미  체험은 스포츠가치 의 

구성요인  사회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

H1-14: 체험경제이론의 미  체험은 스포츠가치 의 

구성요인  품성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

H1-15: 체험경제이론의 미  체험은 스포츠가치 의 

구성요인  신체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

H1-16: 체험경제이론의 미  체험은 스포츠가치 의 

구성요인  오락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

생활무용참여자의 스포츠가치 과 지속  참여의도의 계 

McDowell(1984)은 개인의 가치 에 따라 스포

츠에 한 인식이나 태도가 변화한다고 주장하 으며, 

Jung(1997)은 운동에 한 내  동기의 태도, 기 감 등

이 운동지속 행동에 변화를 주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

고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스포츠가치 과 운

동지속의도의 계성을 이론 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와 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Jung et al.,(2012)

은 학 운동선수가 인식한 지도자 리더십 유형과 스포츠

가치   운동지속수행의 계에 한 연구를 통해 사회

 가치, 품성  가치, 오락  가치가 운동지속수행에 유

의한 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으며, 

Choi(2013) 역시 학생의 사회  가치, 품성  가치, 

오락  가치가 스포츠 참가정도에 정  향을 미친다

고 하 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  가치는 스포츠가 건 한 사회성

을 함양시켜주는 수단으로 작용됨을 의미하는 개념이며,

신체  가치는 스포츠 활동을 매개로 신체  효과성을 추

구하는 개념의 가치 이다. 품성  가치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선의의 경쟁 원리를 익히고 나아가 규칙과 질서의식

의 수하는 태도를 말하며, 오락  가치는 스포츠 활동

이 스포츠의 본질인 놀이와 유희  기능을 발회한다고 보

는 시각이다(Oh, 2000). 이에 Sung(2016)는 스포츠 활

동을 통해 스포츠가치 이 형성되고 이는 참여의도에 

정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 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 다.

H2: 생활무용참여자의 스포츠가치 은 지속  참여

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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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1: 스포츠가치 의 사회  가치는 지속  참여의

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H2-2: 스포츠가치 의 신체  가치는 지속  참여의

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H2-3: 스포츠가치 의 품성  가치는 지속  참여의

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H2-4: 스포츠가치 의 오락  가치는 지속  참여의

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생활무용참여자의 체험요인과 지속  참여의도의 계

You &Jeon(2016)은 체험을 통해 얻게 되는 기억이 

경험의 공유를 통해 향후 지속  참여의도에 향을 다

고 주장하 다.

이와 련한 연구에서 Hosany & Witham(2010)는 

크루즈 탑승객의 오락  체험은 만족도  재방문과 추천

의사를 형성함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 으며, 

You & Park & Lee(2015)는 ‘양양송이 축제’에 참가한 

람객들의 오락  체험이 높을수록 축제에 한 높은 만

족도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Song et al,.(2015)는 사찰

을 방문하는 객의 교육  체험이 반 인 만족도를 

높여 지속  방문의도에도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 으며, Lee & Sun(2016)은 ‘가고  국화축제’에 참

가한 객의 일탈  체험이 랜드 가치 인식에 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한 You &Jeon(2016)은 주한옥마을을 방문한 

객의 일탈  체험이 장소애착을 형성함에 따라 재방문

의도를 높이는 강력한 요인임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산업 분야의 많은 연구들은 미  체험이 향후 재방문의

도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꾸 히 입증해왔는

데, Lee & Yu(2015)는 ‘ 한민국 와인축제’를 방문한 

객의 미  체험이 고객 만족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 고 Lee & Pham & Seo(2016) 역시 한국

을 방문한 베트남 객의 미  체험이 그들의 재방문의

도를 높이는데 있어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Song & Lee(2015)는 체험경제이론의 오락

, 교육 , 일탈 , 미  체험요소들이 템 스테이 방문

객의 감정반응을 자극함으로써 만족과 행동의도를 높일 

수 있는 요 요인임을 주장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 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 다.

H3: 체험경제이론에 따른 생활무용참여자의 체험요

인은 지속  참여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

이다.

H3-1: 체험경제이론의 오락  체험은 지속  참여의

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H3-2: 체험경제이론의 교육  체험은 지속  참여의

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H3-3: 체험경제이론의 일탈  체험은 지속  참여의

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H3-4: 체험경제이론의 미  체험은 지속  참여의도

에 향을 미칠 것이다.

이론  계모형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선행연구  가설

을 토 로 설정한 변수간의 인과 계 모형은 다음의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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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은 2017년 12월 기 ,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 조사’에 의거하여 생활무용 동호회 가입 인구

도가 높은 서울과 경기지역 소재의 사설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5곳, 창의  체험활동 교육과정 내 무용교과 수

업을 실시하고 있는 3개교 등학교, 생활무용 련 동호

회 5곳에 직  참여하고 있는 생활무용참여자를 모집단

으로 선정하 다. 

조사 상의 표본은 비확률 표본추출방법(nonprobability 

sampling)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조사는 

연구자가 설문에 앞서 상자들에게 설문조사의 목 과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응답자가 설문항목에 해 

직  기재하는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작성하게 하 다. 

조사기간은 2017년 10월∼2018년 2월까지 약 5개월

간 실시하 으며,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응

답 거부자와 이 기입  무 기입, 일  응답 된 25부를 

제외한 총 475부의 설문지가 실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의 <Table 1>

과 같다.

조사도구

생활무용참여자의 체험요인을 측정하기 한 문항은 

Pine & Gilmore(1998)가 제시한 4가지 체험 역의 이

론을 근거로 Oh, Fior & Jeoung(2007)에 의해 개발되

고 Song et al.,(2011)가 국내에서 번안하여 사용한 척

도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 과 상에 부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 다. 세부 인 측정항목은 오락  체험 

6문항, 교육  체험 6문항, 일탈  체험 4문항, 미  체

험 4문항으로 구성하 다. 

스포츠가치 은 Allport et al.,(1960), Evarett(1962)

에 의해 개발되고 국내 Lee et al.,(2013)의 연구에서 재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의 목 과 상에 부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 다. 세부 인 측정항목은 사회  가치 

3문항, 신체  가치 5문항, 품성  가치 3문항, 오락  

가치 3문항으로 구성하 다. 

마지막으로 지속  참여의도를 측정하기 한 문항은 

국내 Jung(1997)의 연구에서 개발되고 Yoo(2011), 

Sung(2016)에 의해 재사용된 척도를 바탕으로 본 연

구의 목 과 상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구성하

다. 세부 인 측정항목은 총 4문항으로 구성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최종 으로 사용된 

설문 문항은 체험요인 20문항, 스포츠가치  14문항, 지

속  참여의도 4문항  일반  특성 5문항을 포함한 총 

43문항으로 구성하 다. 연구 상의 일반  특성을 제외

한 모든 문항은 7  Likert 척도(1 :  그 지 않다, 

7 : 매우 그 다)를 이용하여 측정 하 다.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설문 문항)의 집 타당성

을 확보하기 하여 스포츠경 학 공 교수, 경 학 박

사, 생활무용 련 문가로 구성된 총 3인의 문가 집

단을 상으로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 으며, 생활무용참

여자 100명을 상으로 비조사(Pilot Test)를 실시하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N)

Percentage 
(%)

Gender
Male 104 21.9

Female 371 78.1

Area
Seoul 248 52.2

Gyeonggi-do 227 47.8

Age

10's 190 40.0
20's 98 20.6
30's 70 14.8

Over 40’s 117 24.6

Participation
field

Dance 
(Korean dance,

Ballet,
Modern dance)

194 40.8

Line dance 141 29.7
broadcasting dance 140 29.5

Participation
experience

Less than a year 1 139 29.3
1yr – less than 2yrs 158 33.2
2yrs – less than 3yrs 53 11.2

Over 3yrs 125 26.3
Total 475 10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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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Factor SC SE t CR AVE Cronbach’s 
α

Entertainment 
Experience

It is pleasant to see others participating in Dance for all. .814 - -

.991 .951 .934

When Dance for all, people's eyes and interests are attractive. .910 .042 24.76

It is fun to see others participating in Dance for all. .899 .041 24.30

It is enjoy to see others participating in Dance for all. .879 .044 23.45

It is exciting to see others participating in Dance for all. .777 .047 19.52

It is interesting to see others participating in Dance for all. .759 .046 18.90

Education 
Experience

Participation in Dance for all improves my knowledge. .834 - -

.992 .951 .942

Participation in Dance for all has improved the technical aspects of the 
movement. .841 .046 22.76

Participation in Dance for all stimulated my educational curiosity. .861 .042 23.66

Participation in Dance for all is a learning experience. .851 .048 23.24

Participation in Dance for all is an educational experience. .885 .042 24.80

Participation in Dance for all has improved the artistic aspect of the movement. .858 .047 23.55

Deviant 
Experience

When I participated in Dance for all, I felt like I was a different me. .858 - -

.991 .964 .945
When I participated in Dance for all, I felt like I was in different place or time. .920 .036 27.66

Participation in Dance for all makes me feel different. .889 .036 26.07

When I participate in Dance for all, I felt out of the ordinary. .753 .038 19.70

Aesthetic 
Experience

When I participate in Dance for all, my body feels like it is moving in balance 
and harmony. .826 - -

.985 .943 .920The movement of the body through the Dance for all is interesting. .901 .049 23.76

I am interested in changing the space of motion when performing Dance for all. .757 .049 18.64

Participation in Dance for all gives me physical pleasure. .728 .058 17.65

Social Value

Participation in Dance for all is helpful fo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827 - -

.989 .967 .927Participation in Dance for all helps make new friends. .928 .041 26.51

Participation in Dance for all helps to improve cooperation. .956 .042 27.58

Physical Value

Participation in Dance for all helps control your weight. .867 - -

.990 .951 .918

Participation in Dance for all helps to improve physical strength. .867 .042 25.44

Participation in Dance for all helps to develop a balanced physique. .921 .039 28.57

Participation in Dance for all helps to improve health. .798 .050 21.96

Participation in Dance for all helps prevent adult diseases. .757 .051 15.78

Personality
Value

Participation in Dance for all helps to increase patience. .841 - -

.982 .948 .871Participation in Dance for all helps to promote cheerfulness. .892 .057 19.02

Participation in Dance for all helps to improve composure. .714 .054 20.26

Entertainment 
Value

I often watch performances or broadcasts related to Dance for all. .876 - -

.979 .939 .814I usually take part in the Dance for all in my spare time. .837 .051 20.95

There are many entertainment factors(pleasure) obtained through participation 
in Dance for all. .669 .073 15.76

Continuous 
Participation 

Intention

I will continue to participate in the Dance for all. .845 - -

.991 .964 .938
Participation in the Dance for all is very important to me. .940 .040 28.70

I will try to participate in the Dance for all. .907 .039 26.21

I want to do the Dance for all whenever I have time. .875 .039 24.54
X²=382.748(df=51, p=.000), CFI=.985, NFI=.978, TLI=.970, RMR=.026, RMSEA=.068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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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설문 문항을 최종 수정·보완하여 신뢰도를 확보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설문 문항)의 집 타당성

과 별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Bagozzi & Dholakia(2002)에 따르면 CFI, NFI, 

TLI은 .8~.9 이상일 때, RMR과 RMSEA는 .05 는 

.08 이하일 때 가장 좋은 모델이라는 평가하 다. 이에 

확인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의 모형 합도는 

X²=382.748, df=51, CFI는 .985, NFI는 .978, TLI는 

.970, RMR은 .026, RMSEA는 .068로 나타나 Bagozzi 

& Dholakia(2002)가 제시한 수용 수 을 충족시키고 

있어 비교  우수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각 변인별 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분석하기 하여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 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을 산출한 결과 모든 변인의 개념 신뢰도는 

.979~.992, AVE는 .939~.967으로 나타나 Kim(2010)

가 제시한 합기 치(요인 재치>.5, C.R.>.7, AVE>.5)

의 값을 충족시켜 각 변인들은 집  타당성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Kim(2010)는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 을 

경우, 문항 체 수 인 경우 알 계수가 .5이상이면 신

뢰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측정도구(설문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하

여 Cronbach’s α값을 이용한 내  일 성(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분석방법을 사용하 으며, 분

석결과 Cronbach's α값이 .814~.945으로 비교  높은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를 하여 최종 분석에 활용된 설

문은 부호화과정(Cording)과 오류 검토 작업을 거쳐 

SPSS 21.0  AMOS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분

석을 실시한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상의 일반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빈

도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각 변수의 타당도 검증을 

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문항 간 내  일

성을 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검증하 다. 셋째, 변인들 간의 계를 분석하기 하여 

상 계분석을 실시하 으며, 구조  모형을 도출하기 

하여 구조방정식을 (structure equation modeling: 

SEM)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 

상 계 분석

각 변인간의 상 계를 확인하기 해 생활무용참여

자의 체험요인, 스포츠가치 , 지속  참여의도의 상

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3>과 같다. 분

Variables 1 2 3 4 5 6 7 8 9

Entertainment Experience 1

Education Experience .580** 1

Deviant Experience .577** .663** 1

Aesthetic Experience .631** .709** .679** 1

Social Value .530** .549** .545** .575** 1

Physical Value .506** .511** .430** .560** .710** 1

Characteristic Value .630** .572** .559** .599** .606** .712** 1

Entertainment Value .607** .516** .598** .611** .553** .512** .655** 1

Continuous Participation Intention .516** .589** .538** .662** .632** .573** .566** .660** 1

** p<.0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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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결과, 상 계수의 값이 .430~.712까지의 범 에 있어 

.8 이상의 높은 상 계를 보여주는 변수가 없으므로 다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Fornel & Larcker(1981)은 상 계수의 제곱 값보다 

AVE 값이 크면 별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시하

다(이정학, 김형근, 김재환, 2017). 

이를 근거로 본 연구의 가장 큰 상 계수 제곱 값과 아

래의 <Table 3>에 제시된 가장 작은 AVE 값을 비교해 볼 

때, 상 계수의 가장 큰 제곱 값은 .507(=.712), AVE의 

가장 작은 값은 .939로 나타나 별타당성이 확보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모형 검증

구조모형의 모수 추정은 최 우도법을 이용 하 으

며, 연구모형의 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A construct X² df p CFI NFI TLI RMR RMSEA

Acceptance level 3652.016 641 .000 .935 .905 .925 .057 .064

Table 4. Fit index of research model

분석 결과, X² 값은 3652.016(df=641, p=.000)

으로 나타났으며 CFI=.935, NFI=.905, TLI=.92

5, RMR=.057, RMSEA=.064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모델의 반 인 합도를 평가하는 CFI, NFI, 

TLI의 지표는 .8~.9 이상일 때, RMR, RMSEA는 

.8 이하이면 좋은 모델로 평가된다(Kim, 2010).

따라서 본 연구모형은 채택하기에 합한 모형으로 

명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과 모형은 

실증자료를 비교  잘 설명하고 있다.

생활무용참여자의 체험요인, 스포츠가치 , 지속  

참여의도간의 인과 계 검증 

참여의도간의 계를 규명하기 해 구조방정식 모형

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첫째, 생활무용참여자의 체험요인과 스포츠가치 에 

한 실증  분석 결과 가설 1-1(β=.212, t=4.993)의 

경로계수 값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체험경제이

론의 오락  체험은 스포츠가치   사회  가치에 향

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1-2(β

=.177, t=4.412)의 경로계수 값은 통계 으로 유의하

게 나타나 ‘체험경제이론의 오락  체험은 스포츠가치  

 신체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이 채택되

었다. 가설 1-3(β=.346, t=7.374)의 경로계수 값은 통

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체험경제이론의 오락  체험

은 스포츠가치   품성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

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1-4(β=.326, t=7.068)의 

경로계수 값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체험경제이

론의 오락  체험은 스포츠가치   오락  가치에 향

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1-5(β

=.109, t=2.60)의 경로계수 값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나 ‘체험경제이론의 교육  체험은 스포츠가치

  사회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이 채택

되었다. 가설 1-6(β=.078, t=1.97)의 경로계수 값은 통

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체험경제이론의 교육  

체험은 스포츠가치   신체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

다’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1-7(β=.104, t=2.43)의 

경로계수 값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체험경

제이론의 교육  체험은 스포츠가치   품성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1-8(β

=.001, t=.014)의 경로계수 값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체험경제이론의 교육  체험은 스포

츠가치   오락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

이 기각되었다. 가설 1-9(β=.180, t=4.262)의 경로계

수 값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체험경제이론

의 일탈  체험은 스포츠가치   사회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1-10(β=076, 

t=1.929)의 경로계수 값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체험경제이론의 일탈  체험은 스포츠가치   신체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이 기각되었다. 가

설 1-11(β=.203, t=4.632)의 경로계수 값은 통계 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체험경제이론의 일탈  체험은 

스포츠가치   품성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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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1-12(β=.322, t=7.018)의 경

로계수 값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체험경제

이론의 일탈  체험은 스포츠가치   오락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1-13(β

=.477, t=10.547)의 경로계수 값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체험경제이론의 미  체험은 스포츠가치

  사회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이 채택되

었다. 가설 1-14(.621, t=13.036)의 경로계수 값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체험경제이론의 미  체험

은 스포츠가치   신체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1-15(β=.489, t=9.469)의 경

로계수 값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체험경제

이론의 미  체험은 스포츠가치   품성  가치에 향

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1-16(β

=.458, t=9.370)의 경로계수 값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체험경제이론의 미  체험은 스포츠가치

  오락  가치에 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이 채택

되었다.

둘째, 생활무용참여자의 스포츠가치 과 지속  참여

의도에 한 실증  분석 결과 가설 2-1(β=.176, 

t=3.935)의 경로계수 값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스포츠가치   사회  가치는 지속  참여의도

H Path SE CR P Accept
/Reject

H1-1 Entertainment Experience→Social Value .212 .035 4.993 .000*** Accept

H1-2 Entertainment Experience→Physical Value .177 .028 4.412 .000*** Accept

H1-3 Entertainment Experience→Characteristic Value .346 .033 7.374 .000*** Accept

H1-4 Entertainment Experience→Entertainment Value .326 .036 7.068 .000*** Accept

H1-5 Education Experience→Social Value .109 .038 2.606 .009** Accept

H1-6 Education Experience→Physical Value .078 .031 1.970 .049* Accept

H1-7 Education Experience→Characteristic Value .104 .033 2.434 .015* Accept

H1-8 Education Experience→Entertainment Value .001 .038 .014 .988 Reject

H1-9 Deviant Experience→Social Value .180 .027 4.262 .000*** Accept

H1-10 Deviant Experience→Physical Value .076 .022 1.929 .054 Reject

H1-11 Deviant Experience→Characteristic Value .203 .024 4.632 .000*** Accept

H1-12 Deviant Experience→Entertainment Value .322 .028 7.018 .000*** Accept

H1-13 Aesthetic Experience→Social Value .477 .043 10.547 .000*** Accept

H1-14 Aesthetic Experience→Physical Value .621 .039 13.036 .000*** Accept

H1-15 Aesthetic Experience→Characteristic Value .489 .043 9.469 .000*** Accept

H1-16 Aesthetic Experience→Entertainment Value .458 .045 9.370 .000*** Accept

H2-1 Social Value→Continuous Participation Intention .176 .045 3.935 .000*** Accept

H2-2 Physical Value→Continuous Participation Intention .088 .060 1.759 .079 Reject

H2-3 Characteristic Value→Continuous Participation Intention .095 .062 1.822 .068 Reject

H2-4 Entertainment Value→Continuous Participation Intention .487 .064 8.088 .000*** Accept

H3-1 Entertainment Experience→Continuous Participation Intention .081 .040 1.702 .089 Reject

H3-2 Education Experience→Continuous Participation Intention .164 .035 4.406 .000*** Accept

H3-3 Deviant Experience→Continuous Participation Intention .045 .029 1.037 .300 Reject

H3-4 Aesthetic Experience→Continuous Participation Intention .281 .070 3.918 .000*** Accept

*p<.05, **p<.01, ***p<.001

Table 5. Hypothesis testing result



A study on the dance for all participants based on the 4Es 341

에 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2-2

(β=.088, t=1.759)의 경로계수 값은 통계 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스포츠가치   신체  가치는 지

속  참여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이 기각되었

다. 가설 2-3(β=.095, t=1.822)의 경로계수 값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스포츠가치   품

성  가치는 지속  참여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

설이 기각되었다. 가설 2-4(β=.487, t=8.088)의 경로계

수 값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스포츠가치  

 오락  가치는 지속  참여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

다’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셋째, 생활무용참여자의 체험요인과 지속  참여의도

에 한 실증  분석 결과 가설 3-1(β=.081, t=1.702)

의 경로계수 값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나 ‘체험경제이론  오락  체험은 지속  참여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이 기각되었다. 가설 3-2(β

=.164, t=4.406)의 경로계수 값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체험경제이론  교육  체험은 지속  

참여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3-3(β=.045, t=1.037)의 경로계수 값은 통계 으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체험경제이론  일탈

 체험은 지속  참여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

설이 기각되었다. 가설 3-4(β=.281, t=3.918)의 경로

계수 값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체험경제이

론  미  체험은 지속  참여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

다’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체험경제이론에 따른 생활무용참여자의 스

포츠가치   지속  참여의도의 구조  계를 분석하

다. 분석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하 다.

체험경제이론의 체험요인과 스포츠가치 , 지속  참여

의도의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첫째, 체험경제이론의 체

험요인  오락  체험은 스포츠가치 의 모든 요인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오락  체험과 스포츠

가치 의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Park & Han(2016)은 

무용 수업 참여의 즐거움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여러 

사람들과의 친분을 형성하는 사회  가치를 인식하게 한

다고 하 으며, 체험 마 의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미

국의 아메리칸 걸(American girl)은 표  고객에게 가족

애, 사랑, 우정, 용서, 화해 등과 같은 사회  가치와 품성

 가치를 인형 캐릭터와의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

시키는 마  략을 내세우고 있다(Park & Pack & 

Cha, 2007). 한 Choi & Kim & kim(2000)는 인간의 

인지와 지각을 고려한 게임 디자인 요소 분석을 통해 이

용자가 경험하게 되는 가장 요한 요소는 흥미와 호기심

이 합성된 즐거움이라고 강조하며 본 연구의 결과를 이론

으로 지지하고 있다. 

생활무용 참여자의 부분은 기본 으로 생활무용에 

한 여도가 높은 상태로 생활무용에 참여 하지만 이를 

근거로 오로지 문성만을 강조한 로그램이 운 된다

면 이 의 순수무용과  사이의 진입장벽이라는 악순

환이 생길 험성이 크다. 따라서 일반인이 쉽게 받아들

일 수 있는 움직임 수 에서의 난이도 조 과 더불어 오

락성이 히 가미된 참신한 생활무용 로그램을 구성

하여 참가자들의 오락  체험의 경험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체험경제이론의 교육  체험은 오락  가치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오락  가치를 제외한 스포츠가치 의 모든 

가설은 채택되었다. Kim(2012)은 학생의 동계 스

포츠 참여에 있어 련 지식  기술 습득과 같은 교육  

체험이 높을수록 사회  가치, 신체  가치, 품성  가치

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함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를 이

론 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교육  체험이 오락  

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기각된 것은 

생활무용의 참여가 단순한 재미를 해 즐기는 오락  수

을 뛰어넘어 생활무용의 체험을 통해 진지하게 무용 동

작을 배우고, 익히는 학습의 장임을 입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써 생활무용의 지속 인 

참여를 유도하기 해서는 흥미나 재미 요소들로만 구성

된 단순한 형태의 로그램 운 이 아닌 자기개발이나 자

기 리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험  요소들을 악하

는 작업이 필요하다. 를 들어 생활무용 로그램의 반 

편성을 반 반고 반오디션반자격증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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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여 운 한다면 참여자들로 하여  신체의 움직임 

수  향상  목  달성을 한 동기를 충분히 자극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체험경제이론  일탈  체험은 신체  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한 가

설은 기각되었다. 이는 생활무용참여자들의 일탈  체험

이 몰입과 극복이라는 감성  인식을 제공하여 자기표출

로 해소되는 최상의 쾌감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러한 경험

은 체력을 유지·증진하거나 체 을 조 하는 등의 신체  

가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생

활무용참여를 통해 경험하는 일탈  체험이 사회  가치, 

품성  가치, 오락  가치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 로 생활무용참여자들이 생활무용

을 통해 잠시나마 일상생활과 분리되는 일탈  체험을 경

험할 수 있도록 실내 인테리어, 조명, 음악 등과 같은 시

설  요소 등을 활용하여 작품 안무에 맞는 분 기 연출

로 생활무용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참여

자들로 하여  보다 높은 일탈  체험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체험경제이론  미  체험은 스포츠가치 의 

모든 요인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미  

체험과 스포츠가치 의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Park(2001)은 미학  체험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가치

들이 인식된다고 하 으며, Wakefield & Baker(1998)

는 매장의 조명, 음향, 온도, 실내 장식, 실내 구조 등이 

재미와 같은 가치 인식과 매장 선호에 향을 미친다고 

제시한 바 있다. 한 Oh(2000)은 스포츠 참여 경험이 

스포츠의 경제 , 심미 , 신체  가치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언 하 으며, Hyeon(2006), Lee(2011), Oh 

et al.,(2011)은 우수하거나 편리한 시설을 이용할 때, 

고객들은 미  체험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신뢰와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하여 본 연구와 그 결과가 일치

한다. 이는 미  체험 요인이 생활무용참여자의 스포츠가

치  형성에 있어 매우 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활무용참여자의 미  체험을 극 화시키기 

해서는 안무 작품에 어울리는 의상이나 소품을 하

게 활용하여 참여자로 하여  시각 인 요소를 자극시킬 

필요가 있다. 한 생활무용지도자 역시 청결한 몸 상태

와 단정한 용모 유지 등과 같은 외  측면에서의 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섯째, 스포츠가치 의 사회  가치와 오락  가치는 

지속  참여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와 련하여 Jung et al.,(2012)

은 스포츠가치 의 사회  가치, 품성  가치, 오락  가

치가 운동지속수행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 

Kim(2014)는 신체 , 심리  효과가 운동지속의사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

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생활무용을 즐

기고자 하는 오락  가치와 인 계를 요시 여기는 사

회  가치 이 함께 형성된다면 이는 곧 생활무용의 지속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 즉, 생활무용의 참여의 부분은 생활무용에 

한 심과 흥미로 시작되지만 이를 지속시킬 수 있는 

요 요인은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교류와 유 계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무용 로그램 운 에 있어 생활무용참가

자들이 상호작용하며 공감 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소속

감과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단체 안무 연출, 발표회 등과 

같은 이벤트성이 가미된 로그램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체험경제이론의 교육  체험과 미  체험은 

지속  참여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는 생활무용 참여를 통해 느껴지는 

일시 이고 단순한 감정들(즐거움, 쾌락, 해방감, 자유감 

등)은 참여의 지속성으로 연결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반 로 생활무용을 통해 학습된 문지식, 기술습득, 기

술향상 등과 같은 교육  체험과 미  체험은 ‘평생교육’

의 의미로써 지속 인 생활무용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강

력한 변수로 작용함을 나타낸다. 이에 Sung(2016)는 학

교스포츠클럽을 통해 체험한 경험을 즐겁게 느끼고 소

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다음 수업시간에서  다른 기술

을 배우기를 희망한다고 하 으며, Lim & Lee(2019)는 

해양스포츠이벤트의 교육  체험과 미  체험이 방문객

의 만족을 높여 차후 행동의도에 정 인 역할을 한다고 

언 한 바 있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생활무

용이 ‘평생교육’의 의미로써 발 할 수 있는 발  가능성

과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즉, 생활무용이 ‘평생교육’으로써의 가치를 실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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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참여자들에게 교육  측면에서의 동기를 

하게 부여하고 수행 과정에서의 도 과 성취감 등의 성공

 경험을 제공하여 지속 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생

활무용 로그램 개발과 실천이 요구된다. 이는 재 참

여자 체가 동일한 작품을 익히고 연습하는 생활무용의 

일률 보편  학습 형태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생활무용

지도자의 문성을 바탕으로 참여 상의 특성(성별, 연

령, 신체의 기능수 , 성향 등)을 고려한 다양한 로그

램을 제공하여 참여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로그램을 선

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생활무용지도자의 양

성기 은 얼마나 많은 생활무용지도자들을 배출하느냐

의 에서 벗어나 우수한 지도자 양성을 한 체계  

교육 로그램의 도입과 질  개선이 요구된다.

한 Choi(2013)은 농어 체험 휴양마을의 오락  체

험, 교육  체험, 일탈  체험, 미  체험이 방문가치와 

행동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으며, 

Park(2002) 역시 실내에서 상업 으로 운 하는 공간의 

환경  차이로 감각과 계부분의 향 계가 나타난다

고 밝  본 연구의 결과를 이론 으로 지지하고 있다. 즉, 

생활무용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공간 등의 환경  요소는 

시각 으로 아름다움이라는 미  체험을 인식하게 하고 

이는 체성과 조화라는 감성  인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생활무용이 이루어지는 실내공간의 시각  인테리어 구

조  시설의 편리함, 청결함 유지 등은 생활무용의 지속

 참여를 유도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사설단체는 지역사회의 문화

술정책의 일환으로 운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여

성회 , 생활정보  등의 운   리 형태를 수시로 

검하고 참여 회원들의 불편사항  요구사항을 극 으

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결론  제언

결론

본 연구는 생활무용참여자의 체험요인, 스포츠가치 , 

지속  참여의도의 계 규명을 통해 생활무용 분야의 활

성화를 한 로그램 개발  효율  운 략 수립의 

실증  기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 을 두었다. 본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 체험경제이론의 오락  체험은 스포츠가치 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오락  

체험은 스포츠가치 의 모든 요인에 유의한 향을 미친

다. 둘째, 체험경제이론의 교육  체험은 스포츠가치

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교

육  체험은 오락  가치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셋째, 체험경제이론의 일탈  체험은 스

포츠가치 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

한 결과 일탈  체험은 신체  가치를 제외한 모든 요인

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넷째, 체험경제이론의 미  체

험은 스포츠가치 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을 검증한 결과 미  체험은 스포츠가치 의 모든 요인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다섯째, 스포츠가치 은 지속  

참여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스포츠가치 의 사회  가치와 오락  가치는 지속

 참여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여섯째, 체험경제이론은 지속  참여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체험경제이론의 

오락  체험과 미  체험은 지속  참여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결론 으로 본 연구는 생활무용참여자의 체험요인, 스

포츠가치 , 지속  참여의도간의 변수들이 부분 서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 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생활무용 분

야의 부족한 지식체계 형성과 더불어 생활무용 인구의 

변확 와 생활무용의 활성화 방안에 학술  기 자료를 

제공했다는 에서 학문  의의가 있다.

제언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의 한계 과 후속 연구

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생활무용참

여자를 모집단으로 한정하 기에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

를 일반화 시키는데 표본의 표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

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표집 지역, 연구 상을 확

하여 비교·분석하는 포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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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생활무용 참여 종목을 여가로써의 순수무용(한

국무용, 발 , ), 라인 스, 방송 스로 한정하 기

에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생활무용 체로 일반화 시키

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생활무용 종목의 선정  종목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 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체험경제이론에 따른 체험요인, 스포츠가치 , 

지속  참여의도라는 변수 안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요

인 이외에도 으로 측정 불가한 다양한 상호작용 요소들

이 작용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참여 찰, 인터뷰

법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상자의 내면 인 부분까

지 근 가능한 심도 깊은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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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경제이론에 따른 생활무용참여자의 스포츠가치 , 

지속  참여의도의 구조  계

이정학1, 임선 2

1경희 학교 체육 학 교수
2경희 학교 체육학 박사

[목 ] 본 연구는 체험경제이론에 따른 생활무용참여자의 스포츠가치   지속  참여의도의 향 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방법] 총 475부의 설문 자료를 사용하 으며, 자료처리방법으로는 SPSS 21.0

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상 계분석, 확인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 다. 

[결과] 첫째, 오락  체험은 스포츠가치 의 모든 요인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

 체험은 오락  가치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탈  체험은 

신체  가치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미  체험은 스포츠가치 의 

모든 요인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  가치와 오락  가치는 지속  참여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오락  체험과 미  체험은 지속  참여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체험경제이론의 오락  체험, 교육  체험, 일탈  체험, 

미  체험이 생활무용참여자의 정  스포츠가치  형성과 지속  참여의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

며, 생활무용 로그램 개발  운 략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여 생활무용 로그램 반의 개선과 향상

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체험경제이론, 생활무용, 스포츠가치 , 지속  참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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