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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analyze 98 theses r머ated to marathon in domestic
academic j뼈 n에5 from 2000 to 2013and pro비de벼sic data fcπ following resear납lon
marathon. Published theses were divided into 2α>>-2002. 2003-2αδ" 2(α←2003，
잉J}-2011and 2012-2013려ld divided by type of researcher，fi머dofre 잊arcl\ η1'" of
resear납\ division of the le따 of released thesis，su이cct of res않rch，0비εt of research.
method of sampling，analy잉5 on sampling size and ræthod of data treatIrent and
빼ysis，The restÙts are as fol1ows.First，joint researchersof more tl1an2야얘，Ie showed
hi멍leI' rate than 1 rese짜 her from 2I.XJt←2003앓ond，as the restÙt of analysis on tl1e
field of π，;earm exerclse physiology was the most preferred and the next was 야JOrts
p5'띠lology，sports induslry mana멍nent and spor엄biorrechanicsin αd 안 매ird，as the
restÙt of analysis on the ψ1"'ofrεearch. experirnent res않πhesw 안'e conducted the
mostly. The next is desaiptive researches，qualitative rese입디 lCSand anal얘c researches
in order. Fourth，as 바e restÙt of aJ갱Jysis by level of academic joum허"'there were
R앙5tered joumal，other academic joumal and regisπ'ation candidate j뼈 na.l in order
Fiftl\ as the restÙt of analysis on su벼ect of re잊빠 h，physic따 compo외tioπ exe~ 잊
&κoon 떼d때ury showed the most freq삐1C)'.Sixtl\ as the rcstÙt of analy잉5 on 0벼cct
。f rf.'Sð값'ch，there were society ræmber，허ite athlete and c1ub’5 gener허 1"'r∞π 뿜neral
fG'son，thesis without any 。이ect and elite geI1er따 야rson. Seventh，as the rε 버t of
analysis by ræthα1 of data treatIrent，desaiptive statistics“iere the anal껴‘c rætl、αi
preferred the mostly and the next was v따1짜 e 뼈ysis， t-test，correlation뻐껴5，
r떻8잉on analysis，relia뻐ity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파Jg i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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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미리툴관련 연구문믿에 대만 내용문석

I . 서론

1. 연구의 뿔요성

4219뻐n를 쉽 없이 지속적으로 뛰어야 되는 마

라톤은 제1회 근대올립픽대회부터 시작되어 현재까

지 인기종목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포츠이디{방종신

김동규;2012). 과거에는 마라톤은 강한 체력과 정

신력이 필요한 전형적인 남성 엘리트선수들의 경기

였으나，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생활스포츠로 확

산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선수중심의 엘리트 선

수틀과는 달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라톤에 참여

하여 완주함으로써 자신과의 싸웅을 통해 회열감과

자신감 l 종합적인 신체적성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

강증진 및 사회적，문화적 자아실현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시켜 현대사회에서 매우 가치 있는 여가

형태로 인정받고 있는 장정패이원회 퉁" 2009，재
인용t 송홍락;2(09)，경제적인 부담감이 없다는 특

정으로 2010년도에는 한 해 동안 약 5137H의 마라

톤 대회가 개최되고 있대체육백서， 2이꼈/ 최청락l

2007; 송홍락;2009; 이재희/최영래，2010)
또한，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주관으호 여러

마라톤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며1 제주에서는 매해

제주MBC 국제평화마라톤 대회가 개최되면서 전국

에서도 많은 참가자를이 마라톤대회를 참가하기 위

해 제주를 방문하고 있다.

이렇듯 마라톤의 참여가 급격하게 확산하는 이

유를 이재회 (2001)는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매력

적인 스포츠임과 동시에 날씬한 몸을 만들기에 가

장 효과적이며，언제/어디서나 경비를 들이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사랑들이 많이

선호하는 스포츠라고 하였으며，Featherston 어1옛)，
이재회，최영래 (201이는 소비문화 속에서 날씬함은

건강과 연결되며，과도한 비만은 건강의 위기라는

건강 교육적 메시지가 관습적 지혜의 일부를 구성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사랍들은 건강한 몽，날씬함

을 위해 마라톤은 소비문화에서 요구하는 건강한

신체’를만들기 위한 최적의 스포츠라고 하였다

마라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선택하

여 참여하기 때문에 개인의 만족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동호인 간의 화합과 우의를 다질 수 있는

만족 또한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대장진우 l 손원

일1，2뼈)‘구본창 김영해 2띠1)는 러너들은 씨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달리면서 그 욕구를 행하였

을 때 좋은 기분과 감정틀로 보상올 받는다 하였으

며，박태준(때4)은 가장 공통적요로 얘기가 되는

것은 달리기를 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유쾌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Mcintyre(1989) 는 달리기에 참여하여 느끼는 행

복감을 수반하는 감정적이고 인지적인 볼입이 진전

됨에 따라 스포츠의 참여가 개인의 삶에 중심적인

위치로 자리매김하며 이러한 활동과정을 애착적 여

가참여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애착적 여가참여의

상태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조절능력을

상실하면서 운동올 하지 못할 경우에 혼란과 무기

력(강신욱，2003)，운동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금단

중상，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도 꾸준하게 보고되

고 있대정은숙" 2005; 뼈r뿜π 1맺';Sachs，1981;
Sachs & Pargman，1984)
또한，마라톤은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도 인기와

더불어 긍정 및 부정적 기사를 전달하고 있다 긍

정적 측면으로 마라톤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활력，

신체관리，불안 및 우울증，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앤돌핀과 카태콜라만 웹티드 호르몬 분비와 같은

다양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켜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행복감을 중진하는데 중요한 수단

이 되기도 한대윤재량:，1993; 유신 199끼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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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으로 t극도의 육체적 고통 뒤에 오는 쾌감’달

리기 중독(동아일보.~αXJ)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서 하루라도 운동을 빨질 수 없다 자칭 운동중독

(조선일보 2αn) 퉁으로 인해 건강을 오히려 해치

는 결과를 매스컴을 통해 접할 수 있대최성회， 이

동헬 2012) 이러한 마라톤에 대한 관심 속에 참가

자의 중7b 샤회적 관심의 결과로 여가스포츠로서

마라톤에 대한 연구가 체육학 분야와 여가학 분야

에서 지속적으호 이루어지고 있대권봉준'，21α13; 류
상선 2002; 박광산 2002; 한숭신 ~3; 황영조

2009; 김경회，김재석 2009; 이재회，최영래，~띠이

이러한 연구물에 대한 분석은 해당분야의 연구

분야와 주제，연구방법 l 분석결과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연구영역에 대한 성장과 발전

을 정립하기 위한 방법은 연구분야에서 발표된 결

과물을 분석하는 것이대 Metoyer-다rran & Hemon，

1994; 차성기，2α끼

또한 연구동향 분석은 한 학문분야에 대한 발전

을 위한 반성적 1 분석적/미래지향적 연구로 연구논

문에 대한 논문분석방법으로 여러 체육학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대이현수" 2005; 차성기， 2007) 즉，마

라톤올 비롯한 여러 스포츠행동올 분석，설명하는

연구는 실질적인 학문의 정채성을 갖고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면서 채계적인 연구로 발전하게 되어

진대차성기 I 2007;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는 200J 년에서 2013 년 까지 국내

에서 발간된 학술지의 연구논문의 내용과 동향올

살펴봄으로써 마라톤의 발전 과정과 흐름올 알 수

있고 이러한 자료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마라톤

연구의 학문적 발전과 정체성을 확인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21

E%빽준 백여|강 오염택 정싱악 앙영왼

11. 연구$법

1. 언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마라톤과 관련된 연구물의 주요

연구동향올 분석하고자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학

술지를 중심으로 발행된 마라톤관련 논문을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은 200J 년부터 2013녀까

지 총 14년간 게재왼 논문으로 한정하였으며， 총

98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정뮤터 자료검색을 이용

하여 수집되었으며 국내의 학회지 원문을 제공하

는 한국학술정보원 Rα55，www.kstudy.com)과 한국

교육학술정보원 (RISS. ww\ιriss.kr) 의 데이터베이스

에서 ‘마라톤찍 키워드를 입력하여 체육 분야에 관

련된 학술지를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이용된

논문틀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선정된 자료들은 2014 년도 한국연구재단에 퉁재

되어 있는 동재학술지， 퉁재후보학술지 그리고 기

타학술지로구분하였다

표 1 연도열 께재논문의 현황

연 도 논문연수 백분율% 누적백분융%
때1년 3 3.(x;% 3.(x;%
2002년 1 1.02% 4.æ%
2αB 년 11 11.22% 15.30%
2(α 년 9 9.18% 24.49%
2005년 18 18.37% 4286%
200S년 11 11.22% 54.æ%
2!xη년 6 6.12% 60.20%
2005년 9 9.18% 69.39%
21m 년 8 8.16% 77.55%
2010년 3 3.(x;% 80.61%
2011년 8 8.16% 88.77%
2012년 10 10.20% 98.98%
잉13년 1 1.02% 100.00%
전체 98 100.00% 100.00%



국내의 n뀐혼굉런 연구룬먼에 대안 내용운삭

2. 내용문석 를파업워

내용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분석유목과

분석단위를 타당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일이다 분

석단위는 기준과 항목에 따라 분류하고 빈도를 조

사할 때 집계하는 내용의 최소단위를 의미한다 구

체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틀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저자유형， 연구분야 연구유형，발표논문수준의 구

분/연구주제/연구대상/표본추출방법， 표본크기에

따른 분석，자료처리분석 방법으로 하였다

최근에 와서 내용분석은 메시지의 의도 의미/전

달과정에 초점을 두는 질적분석 기법으로 각광받고

있으나，본 연구에서는 분량이나 빈도와 같은 양적

지표를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양적분석에 한정하고

자한다

1) 저;<}-유형

마라톤과 관련된 연구가 단일저자인지 공동저자

인지를 파악하여 저자유형을 분석하였다 저자의 유

형을 통하여 연구경향이 학제적 또는 통합적 성격

을 띄고 있는지 다양하고 복잡한 인과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있었대양영환， 오영택，2011).

2) 연구분야

연구분야의 분류는 2014년도 한국연구재단과 한

국체육학회의 연구분야 분류를 기초로 하여 운동생

리학l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산업경영， 운동역학， 체

육사 측정평개 스포츠사회학 동으로 구분하였다

3) 연구유형

까10mas와 Nelson(1985) 에 의해 분류된 연구유형

을 근거로 하여 실험연구/기술연구，질적연구 l 분

석연구로 분류하였다 실험연구에는 어떤 변인을

조작하거나 통제합으혹써 나타나는 변회를 관찰하

는 연구로서 선형실험 설계/진형실험설계 및 유사

실험설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올 포함시켰

다 기술연구에서는 조사연구(질문지법)，사례연구，

상관연구 퉁이 포함되었다 질적 연구는 참여관찰，

심충연당 등이 포함 되었으며，분석연구에서는 역

사적 연구，철학적 연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을포함시켰다

4) 발표논문 수준의 구분

학술지 수준은 연구논문의 질적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술연구업적 평가의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 Jl자 한국연구재단에서 실시한 학술

지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퉁재학술지，퉁재후보학술

지 기타학술지로 분류하였대양영환， 오영택，2011)

5) 연구주재

연구주제는 세부영역별로 6가지로 범주화하였다-

신체조성과 운동기능 및 상해/동기 만족 및 볼입 웰

빙1 운동중독，스포츠산업 및 이벤트 서비스 마라톤

용품 및 경기기록，스포츠문화 역사로 대별하였다

이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마라톤에 대한 연구대상을 엘리

트선수，동호안 일반인l 엘리트，일반안 동호인�일

반인으로 분류하였다 발표논문의 대부분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여서 연령대 별로 분류는 하지

않았다

꺼표본추출방법

표집방법은 김현철 (2αXl)의 분류기준에 따라 확

률표본추출법과 비확률표본추출법으로 구분하였다.

확률표본추출은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요

소가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알려져 있는 표본추

출방법이다 확률표집에는 단순무선표집， 유층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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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락표집， 유충집락표집이 있으나 이러한 요소를

분리하지 않고l 확률표본추출로 분류하였으며 l 비확

륜표집에는 펀의표본추출 I 판단표집(목적표집)，할당

표집 등이 세부적인 방법이 있으나 l 이것 또한 비

확률표본추출로 분류하였다.

에 표본크기에 따른분석

표본 크기를 경정하는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

인들로는 비용과 시간，모집단의 동질성 정도，변수

의 총수와 각 연수의 범주 수，응답률，척도의 종류

퉁이 있대김현철 2(XX)) 자료를 수집하는 기법에

따라서 표본의 크기는 차이가 있는데/대개 질문지

를 통한 조사연구의 경우에는 변수의 총수와 각 변

수의 범주의 수를 기준으로 크기를 결정하고 실험

논문인 경우에는 대개 사례수 30명 이하인 경우가

많으으로 1-10명，11-20 영，21-30 명으로 3개로 나누

었다. 조사연구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12-100 ，101-200 ，201-400 ，때1 이상의 3개로 니누

어 분류하였다.

어 자료처리분석

자료처리분석 방법 분류는 기술통계(빈도분석)，

분산분석(일원 다변량분산분석)， t검증l 상관분석，

회귀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교차분석)으로분류하였다.

3. 지료저리 $업

연도별로 발표된 학술지 논문올 저자유형 l 연구

분얘 연구유형， 학슬지 수준의 구분 l 연구주제， 연

구대상，표본추출 방법/연구대상의 크지 자료처리

분석에 따라서 빈도이)와 백분율(%)을산출하였으

며 자료처리는 Micr∞of1 Office Excel 2r:fJl 프로그

램올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SL펙f준 백여|경 오염택 ’정싱뷰 1 잉영왼

111. 연구결과

1. 저자유영 운식

저자는 단독저자와 2명 이상의 공동저자로 니누

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저자

유형별 분석결과 2인 공동저자가 37편으로 37.76%

를 차지하여 가장 놓은 빈도를 보였고 1인 단독저

자가 30~견(30.61 %)，3인 공동저자가 경펀 (23.47%) ，6

인 이상 공동저자가 4펀(4.08%) ，4인 및 5인 공동저

자가 각각 2편씩 (204%) 순으혹 나타났다

표 2. 저지 유형열 분석결과

따D-Jll1 JllHJD 따líc끄B 끄}때1 !Jl깐때3 뻔뼈
1떠 1웹빼 미갱1) :XJ5져 1(9때 뼈에
X삐 1왜찌 학19때 1때li1) 짧폐 3l(37ilJ
1떠 뻐떠 끼:h9.끽 객15.져 뼈3에 찍경찌

1(1뻐 . 1(9.때 1(2때
1(3.85) 1(51티 • 1(2때

1(2에 1(1뻐 l(ID.돼 - 액뼈
뼈10l이 죄1때 ~때l1(1ffi이때m~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α)6-2008 년 이후에는 1인

저자의 연구울이 줄어드는 반면에 2인 이상의 공동

저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횡뇨을

볼수있었다

2. 연구문야분석

마라톤 연구분야는 운동생리학，스포츠심리학， 스

포츠산업경영， 운동역학，체육새 측정명개 스포츠사

회학/체육철학，스포츠영양학 l 스포츠재활，스포츠의

학으로 분류하였으며 글 결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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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분0벌분석결과

구 분 2!ID-2002 2αß-2OO5 2α\S-2003 2009-2011 2012-2013 전체(%)

운동생리학 1(2되 20(5263) 에30.77) 어31.5'\) 6(54혀) 41(41.&1)
스포츠심리학 11(28.95) 11(4231) 어26.32) 2(18.18) 30(30.61)
스포츠산업경영 각 5.26) 이11.54) 걱10.53) 1( 9.09) 에 8.1야
운동역학 2(50) 3( 7.89) 1( 3웹 1( 5.26) 7( 7.14)
체육사 1( 263) 1( 5.26) 1( 9.09) 에 3떠
측정평가 1(2되 1( 263) 1( 3.8에 키 3.06)
스포츠사회학 1( 3.8히 1(10.:집) 2( 2여)
체육철학 1( 9.09) 1( 1.02)
스포츠영양학 1( 526) 1( 1.02)
스포츠재활 1( 5.26) 1( 1.02)
스포츠의학 1( 3.85) 1( 1.02)

전체(%) 4(100.0%) 38(J(XJ.O%) 26(100.0%) 1에100.0%) 11(100.0%) 95(100.0%)

연구분야에 따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운동생리

학이 41면 41 없%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냈으

며，그 디음으로 스포츠심리학 30면(30.61%)，스포츠

산업경영 8편(8.16%)，운동역학 7면σ.14%) ，체육사

및 측정평가 3연 (3.06%)，스포츠사회학 2편 (204%) ，

체육철학 스포츠영양학�스포츠재활 스포츠의학 각각

1편 (1.02%)순으로 나타났다.

3. 연구유영 분석

연구유형은 실험연구， 기술연구， 질적연구， 분석

연구로 분류하였으며， 연구결과는 〈표4>와 같다

표 4 연구유형 문석결과

구 분 꼬D'따끄 :nJl-:m; 따y，..JlB 따B때11때2-때3 젠I예

실험연구 뼈 찍왜 %↓~&:낀꾀 %쉽폐 4에&왜
7뚫연구 - 때l쩍 1뼈Æ) 9;-l73i) 뼈3에 와lJl 미
질쩍!T 직 7쩨 객 7쩌 1(11153)~1 에 에9.1에
분석연구 뼈 1(263) 1(1뻐 - 4(뼈
핸1I찌 죄1m대 뻐10l이 휩m 이 ß\1m~ 11(lIll이 때띠이

연구유형에 따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실험연구

가 전체 46편 46.94% 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

으며 그 다음으로 기술연구 39연(39.80%)，질적연구

9편 (9.18%)，분석연구 4면 (4.08%)순으로 나타났다

4 발표논문 수준얼 분석

연구논문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동재학

술지 풍재후보학술지， 기타학술지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는 〈표5>와 같다.

연구논문의 수준에 따른 분석결과 동재학슬지는

총 72면 (73.47%) 이 실렸으며/퉁재후보학술지는 4편

(4.08%)，기타학술지 22면 (2245%) 이 실린 것으로

나타났다.

5‘연구주제에 띠른 문석

〈표6>와 같이 연구주제 따른 분석결과，신체조

성과 운동기능 및 상해가 46편으로 전체 46.94% 를

차지하였고/그 다음으로 동기 만족 및 몰입 웰빙이

24연(잊49%)，마라톤 용풍 및 경기기록이 9면(9.18%)，

스포츠 산업 빛 이벤트 서비스가 8편 (8.16%)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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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발표논문 수준일 분석결과

구 18: 학술지영 2αxr엉12 2003-2α15 :mrm 200Jμ2011 2012-2013 전체(%)

동재학술지 한국체육학회지 1핍) 어15.7찌 8(30끼 1(5.26) 이ZJ.2끼 1어19.39)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10.53) 이11.54) 3(15꺼 1(9때 11(11강)
한국체육과학회지 1(2.63) 4(15.38) 각10.53) 7(7.14)
운동과학회지 1(25) 2(5.26) 1(3.85) 2(10.53) 1(9.09) 7(7.1에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7.fB) 1(9때 3β(6)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1(2.63) 1(5.26) 1(9.09) 에3.(6)
대한스포츠의학회지 1(2.63) 1β85) 1(5.26) 3(3.06)
한국운동역학회지 익50) 1(2.63) 에3뼈
코칭능력개발지 2(10잉) 각2여)
한국체육교육학회지 각5.26) 2(2.여)
체육과학연구 1(2.63) 1β85) 2(2.04)
한국체육사학회지 1(2.63) 1(5.26) 걱2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1β85) 2(10.53) 커3.(6)
생명과학회지 1(5.26) 1(1.02)
여가학연구 1(5.26) 1f‘때
한국채윤철학회지 1(9.09) 1(1.02)
한국운동재활학회지 1(5.26) 1(1띠
운동학학술지 1β26) 1(1.02)

풍재후보학술지 한국스포츠학회지 1β.85) 3(27끽 4(4.00)
기타학술지 한국스포츠라서치 1에:42.11) 4(15.38) 잉(20.41)

한국걷기과학학회지 1(2.63) 1(1.02)
한국레저스포츠학회지 1(2.63) 1(1.02)

전체(%) 4(100) 38(100) 2이100) 19(100) 11(100) 98(100)

표 6 연구주제에 띠덜 분석결과

구 분 2αxr= 2003-2005 2α:1>-2000 2IJ09-2011 2012-2013 전체(%)

신체조성，운동기능， 상해 1(25) 낀(55.2이 1이40) 8(40) 에54.55) 46(46.94)

동지 만족/볼입，웰빙 이깅 68) 1어40) 4(20) 1( 9.(9) 24(24.49)
마라톤용품， 경기기록 3仍) 터13.1이 1( 히 어 9.18)
스포츠 산업，이벤트 서비스 1( 2.63) 4(16) 2(1이 1( 9.(9) 에 8.16)
스포츠문화， 역사 1( 2.63) 1( 4) 2(1이 각18.1히 이 6.12)

운통중독 1( 2.63) 3(1히 1( 9.(9) 되 5.1이

전체(%) 4(100) 38(100) 25(100) 20(100) 11(100) 98(1여)

츠문화 빛 역사 6연 φ.12%) ，운동증딛 5연 (5.10%) 순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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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대 b뻐|따른 분석

연구대상에 따른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전

체적으로 볼 때 통호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46
편으로 46.94% 를 차지하여 가장 빈도수가 높게 나

타났으며，그 디음으로 엘리트선수 및 통호인 일반

인 대상이 17편 (17.35%) ，일반인 대상 9편 (9.18%) ，

연구대상이 없는 논문 7편σ14%) ，엘리트�일반인 2

면(2μ%)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볼 때 엘리

트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는 동호인 및 동호

인�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표 7 연구대싱때따른 분석결과

구 분 3llHill 끄ll-m :lllí-m 끄gι.JJI1:llI2-lJ13챈iI예
밸E 선수 1껴 때펴 적19.쩍 4(2l1D) ?(ll끽 17(l7li)
동협1 1떠 l에f73끼 L뻐뼈 1\1211) 'l'펴 4예.fl9l)
앨!'(] • .J(lO좌 ~Z쩌 웹7대 • ~9.1에
일리E 앨!OJ 걱 ÕJ\) • ~~때

동호얀뺑엔 - 끼뼈씩 학19객 왜떠 1(9.0개 피η'li)
뼈없응 뼈 v에 . :J;lBl에 끼7쩌
전셔뼈 .J(llll이 知 ll~ X(lIll이 t\1Ill!이 ll(1~ 'l'(11ll~

7. 표온추졸 업에 띠른 문섣

〈표 8>은 마라톤 관련 연구불을 표집방법에 따

라 분류한 결과이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

로 비확률표집 방법이 73편으로 82.02% 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확률표집방법윤 16편

표 8 표본추출 밍범에 따른 분석결과

구 분 ~끄 E Jm-JI5 따lí-JllI Jm-끄1 때}때3 선껴I얘
a때벌표집 m띠 gπ4l) ZJ뻐뻐 細 Il-\I\ffiHl 細띠
찍않표집 1뼈5끼 뻐해 걱1111) 1(1111) 1뻐왜
젠iI얘 1때이 돼m이 뻐m이 뻐m이 ~Ill 매 ~이

때"，，̂ÞI 없는연하양 1때운에 전체 댄의왜일i껴에앓:

으로 17.98% 를 나타났다，

8. 표온크기에 띠른 운석

마라톤관련 연구들의 표본크기 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201-400 명 표본이 33편으로 36.26% 를

차지하여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1-10 명.11-20 영 표본으호 한 연구가 14연 (15.38%) ，

31-100 명 표본이 12편 (13.19%) ，21-30 영 8면 (8.79%) ，

101-200 영 7편 (7.69%)，401명 이상 3펀(3.30%) 순으

로나타났다

표 9 표본크기에 띠른 분석결과

구 분 끄IHill Jm- JI5 :lllí-JllI 끄9때1 뾰끄 3 전꺼뼈

1-l0영 1때 에6Ð) 잉때 2(l뼈 1(1111) I뼈죄
11-}염 - 때끽 ~Z쩌 2(l뼈 1(1111) I앤좌
21-1)영 ~a 폐 - 잉에 잭~ 에8저
3Hm영 - 킨3뻐 어ZlID) - 1(1111) 1객ß1에
1Ol-3ll영 1때 1뼈 v쩌 ~;.죄- 끼7쩌
때빼영 li1Z';에 D:.fljj) 뼈쩌 뻐해 짧:lJ
m영。냉 ~2쩌 ~1웹 ~;.혀. ~1찌
전처I에 ;XJ때 왜때 :l'(ll때 1메때 쩨때 옛1l띠
띠jAJ:<171없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선제 논운의 수와 일i 껴F지 않음

9. 자료처리 $법어l 따른 문섣

자료처리 방법에 따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10> 과 같다.기술통계(예，오봉석，윤진환 i 2002; 조
장래/김기신 2011) 가 61펀(26.52%) 으료 가장 선호

하는 분석기법으로 나타났으며/ 분산분석(예，김종

완 김태운" 2005; 임인수.，2006; 강지훈/ 이윤희，

2012) 이 52편(깅61%)，t검증{오상덕，2001; 장재훈，

허션 I 2005; 조성연 오창석， 이재연 201킥이 36펀

(15.65%) ，상관분석(이선언 2뼈， 박태준， 양영환，

2004; 양영환，김덕신 2006; 안초μ규，2009) 이 24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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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자료처리 g법에 띠른 분석결과

구 분 :mJ-2002 =-2005 2α16-2008 2009-2011 2012-2013 전체(%)

t검증(단일표본t 독립/종속표본) 1(2되 1애16.‘2갱8) 11(18.æ) 7(1228) 3(13.64) 36(15.6히

분산분석(일완다연램 2(50) 2써27.91) 11(18떼 1이1751) 터22저) 52(2261)

요인분석 혀 3.49) 6( 9.84) 6(10앓) 2( 9.09) 17( 7.3어
회꺼분석 7( 8.14) 9(147되 5( 8.끼 21( 9.13)
구조방정식모형(.ii1>}분석) 각 232) 1( 1.64) 3( 5.26) 3(13.64) 아 3.91)

기술통계(빈도분석) 1(앙) 26(30.23) 15(24.59) 14(24.56) 5히;(227η3) 61(26.5긴
신뢰도운석 끽 233) 2( 3.28) 5( 8끼 1( 4.5히 10( 4.35)

상관분석 8( 9.30) 6( 9.84) 지1228) 이13.64) 24(10깅)

전체(%) 4(100) 86(100) 61(100) 57(100) 22(100) gα100)
*자료처리기법이 복수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 논운의 수와 일치하지 않음

(10.43%)，회귀분석(장호석 2αJ5; 김홍석， 전병강

2α16; 윤형 71，2lX:멍)01 21연 (9.13%)，신뢰도분석(심향

혹 심현경， 2뼈/송홍락" 2009) 10편 (4.35%)，구조

방정식모형(최성범， 21αJ9; 송정영， 강지연 전익 7]，

2012; 최성회/이동연 2띠2) 9편(3.91%)순으로나타

났다

IV. 걸론 및 요약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마라톤에 대한

연구물들의 동향분석을 실시하였다 2000년부터

2013년 까지 14년간 국내학술지에 발표된 마라톤에

관련된 연구울 98연을 대상으로 내용 분석을 하였

으며，분석 틀에 의거하여 연구분。k 연구유형/발

표논문 수준， 연구주제 연구대상， 표본추출 방법，

표본크기 자료처리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 흐

름과 동향을 분석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I 저자 유형별 분석결과 2인 공통저자가 가

장 않았으며，그 다음으로 1인 단독저자; 3인 공동

저;<t，6인 이상'，4인 및 5인 순으로 났으며，전체적

으로 살펴보연 2006-2α$ 년 이후에는 1인 저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에 2인 이상의 공동저자의 비

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볼 수 있었

다.둘째 l 연구분야별로 분석한 결과l 운동생리학

분야가 가장 선호하는 분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

로 스포츠심리학， 스포츠 산업경영，운동역학，체육

사 및 측정평까 스포츠사회학/ 체육철화-스포츠영

양화-스포츠재활 스포츠의학 순으로 연구되어진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실험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술연구，질적연구，분석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술지 수준별로 분석한 결과，둥

재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가장 않았으며， 기타학술

지 둥재후보학술지의 순으로 투고 된 것으로 나타

났다.다섯째 연구주제 따라 분석한 결과，신체조

성과 운동기능 및 상해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

고 있었고 그 디음으로 통기�만족 및 몰업�웰빙，

마라톤 용품 및 경기기록，스포츠 산업 및 이벤트

서비스，스포츠문화 및 역샤 운동중독 순으로 나타

났다.여섯째 l 연구 대상에 따른 분석결과，동호인

을 대상으로 한 연구물이 가장 많았으며，엘리트선

수 및 동호인�일반인l 일반안 연구대상이 없는 논

문，엘리트 일반인을 대상 순으혹 나타났다 일곱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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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O념i톤뀐련 언구문잉에대안 내용문식

표본추출 방법에 따른 분석결과， 비확률표집 방법

이 8202% 를 차지하였으며， 확률표집이 17.98%를
차지하였다 여닮째， 마라톤에 관한 연구울 중

201-400 명을 대상요로 한 연구물이 가장 많이 나타

났고 그 디음으로 1-10 명 11-20 명， 31-100 명，
낀-30 영，101-21얘영， 401영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아홉째/자료처리 방법에 따른 분석 결과 기술통계

가 가장 선호하는 분석기법으로 나타났으며，그 다

음으로 분산분석， t검증，상관분석， 희귀분석 l 신뢰

도분석，구조방정식모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잡고운언

강신욱 (2α13) 생활체육참가자의 운동중독과 자기의

식 및 사회적용의 관계/한국체육학회지，

42(5)，91-99
강지훈，이윤회 (201각 100km 울트라마라톤 수행 시

자각적 운동강도 및 기분상태 변화 한국

스포츠섬리학회지， 23(4)，141-1당
구본칠，김영동1{2011) 마라톤 동호인의 대회참여변

인과 운동중독과의 관계‘한국사회채육학

회지，43，1011-1020
권봉준p뼈) 마라톤 동호인의 참여동기가 자아

존중갑에 미치는 영향.마간행 석사학위

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김경회，김재석 (2009) 마라톤 대회 참가자의 참여동

기와 이벤트만족도와의 영향관계- 여가학

연구，7(1). 81-99.
김종원 김태운p뼈)마라톤 달리기가 성인 남성의

심장구조 및 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

육학회지， 44(1)，경1-242

김현철 (2αXJ)‘표본의 추출과 분석 서울 교육과학사

김홍석，전병길 (200야 스포츠관광 활성화를 위한 건

강마라톤대회 서비스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파학회지， 15(1)，399-410.
동아일보 (2αXJ) 달리기/러닝하야 극도의 육체적 고

통 뒤에 오는 쾌감，동아일보 htφj jnews
donga.com

류상선 (2002) 마스터즈 마라톤 선수들의 참여 동

기가 ;;<\-0좀중감， 스트레스 및 운동볼입

도에 이치는 영향.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교육대학원

박광진 (2002) 마라톤 동호인틀의 운동수준에 따

른 운동중목에 관한 연구.국민대학교 교

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종진L 김동규 (2띠2). 한국 마라톤의 전개와 민족사

적 의의 한국체육철학회지， 2이3)，185-198.
박태준 (2뼈)마라톤 대회 참여동기 r 참여만족 및

재참여의도간의 관계분석. 미간행석사학

위논문.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박태준/양명환(때4). 마라톤대회 참여동기，참여만

족 및 재 참여의도간의 관계분석 한국체

육교육학회지， 9(2)，1끼-186
송정영 l 강지향 전익기 (202) 국내 마라톤 대회의

이벤트 기대효과，참여만족，협력의도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1，

17(4)，59-73
송홍락 (2α)9). 여가활동을 통한 여자마라톤 통호인

의 참여동기와 몰입경험，참여만족，생활만

족의 인과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

회지，33(3)，219-때-
싱향& 신현경 (2뼈;).마라톤 동호인의 참가수준에

따른 참가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

회지，17(4)，573-584
안땀(2009). 마라톤 이벤트 서비스품질과 재참여

의도의 마케팅 전략적 접근 한국체육학회

지，18(2)，657..fXJ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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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환，김덕진 (2006) 마라톤대회 참가자의 기본적

욕구，동기，심리적 웰빙 및 행동의도간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5씨，251.262
양명환/오영택 (2011) 국내의 해양스포츠 연구동향

에 대한 내용분석 해양스포츠연구， 1(2)，

1.20

오봉석，윤진환 (2002) 제2회 월드컵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골인기로에 따른 구간기

록의 변화 양상 한국채육학회지， 41(며，

299.310
오상덕 (2001). 마라톤 경기 후 회복기의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한국운동생리학회지， 1O(지/
183-190

유진 (19'17) 스포츠심리학 서울f 중앙대학교 출판부

윤재량 (1993)‘ 운동강도에 따른 달리기 호르몬반

응 및 무드변화에 미치는 영향.서울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윤형기p뼈)생활체육 마라톤 동호인의 팔로워십

(1이lowership)이 조직몰업에 마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17(4)，83-98

이신언 (2뼈)아마추어 마라톤 동호인들과 일반인

들의 최대산소섭취량과 체지방융 비교연

구 한국체육학회지， 42(3)，621-627.

이원회/정연성，공성배，김원경 (2009). 테니스 통호

인의 참여동기，볼업경험이 생활만족에 미

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t

33(1)，17.27
이재회 (2001) 마라톤 권유하는 사회 문화과학. 봄

호 277영3

이재회，최영래 (2010). 여가스포츠 참여자플을 통한

스포츠문화 읽기-마스터즈 마라토너 중심

으로 매스마라톤 문화 분석- 한국여가래

크리에이션학회지， 34(4)，113-123

이현쉬 2때5) 통합체육교육에 관한 국내 학술 연구

악태준 •액며l경 오영택 정상수 %댐왼

동향 분석.한국체육학회지， 44(1)，161.1꺼

임인쉬 2(06) 마라톤 경기에서 탈진선수의 전해질

과 체액조절 호르몬 변화 분석 한국채육

학회지，45(3)，489-499‘
장재훈，허선 (2005) 점증부하 최대운동시 중년 여성

마라톤 도호인의 LDH와 G거K 활성변화

한국체육학회지， 44(3)，459-468‘
장진우 l 손원일 (21이μ) 마라톤 참여동기가 운동몰입

및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한국스포츠리

서치，15(1이
장호석(때되 직장인의 마스터즈 마라톤 활동 및

직무만족과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한국스포츠리서치， 16(3)，705-꺼6
정은원 2005) 동호인 마라톤 참가자의 운동중독

과정과 경험，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조선일봐때 1) 운동중독; 하루라도 못 뛰면 일손

안 잡혀 쩔쩔.조선일보 htψ//he 에lh.ch。
suncom

조성옆 오창석，이재현 (201지 한국과 케냐 남자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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