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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necessary to ex혀πne effect on drop-out，conu이" and soci떠ization of univ따 rty

뼈뼈 art 뼈。π’living attitude. 50，this study α，l1ected sarrφleson~o 벼ect 01

three universities，Y Univer히ty，K버ver5l띠1 Gyeonggi-do，and H Universiψ in jeju

by questionnaire sUJVeι applying converuent sampling IT빼100 아t안wards，this study

perl()l'lTß:! freq뼈Xγ a벼ysis，1잉l뻐ce 뻐꾀ysis，factor 뻐al생"and course anal껴S

and leaded 10 the cordusion 잃 10110\씨ng;. First，u미versity martial art n녕Ijors'삐ng

attitude had negative eff，ε15 on drop잉'ul (-). Secor피:，university 때빼 art rnajors'’
living attitude had positive effects on control (-) 끼1ird，뼈 versity 뼈뼈 art rrojo띄

dro야ut had pasitive effec1s on socialization (에Fo따th，university 뼈 I뻐 artrr 때ors'
C때이 had positive effec1s on 5∞패zation(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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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익 루토전경자들의 8월태토가 이털 통제 및 사외외에 미지는 영$’

I . 서론

1. 연구의 필요엉

격투를 위한 기술올 연마하는 것올 무도라 한다

과거에는 국가의 방어체제와 밀접한 관계가 었으

며/실제로 고대사회로부터 전쟁에서 전술/전략을

비롯한 무기의 발달은 숭패를 판기릉히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전근대사회의

무도란 주로 개인의 완력은 물론이고/병기를 다루

는 기술을 포함한 모든 전투능력을 의미하였다{윤

종홍，때끼，

대학에서 스포츠관련 및 무도전공 학생들이 졸

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한다 현시대는 산업화와 현

대화에 따른 불질문명의 급속한 성장으로 많은 스

트레스를 받는다 현대인틀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인해 타인올 배려하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

지 못하는 퉁 사회성이 부족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되는 심각한 사회현상올 야기시킨다.하지만 무도

에서는 예를 중시하면서 상대를 존중하는 기본 예

절을 갖추기 때문이다 대학생 시기에는 적절한 신

체활동과 올바른 인성형성의 교육은 반드시 필요

하다 연구자는 무도가 인간교육차원에서 바람직한

성격을 형성하고 사회화에서도 전인적 인간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대학시절 무도수련도중에 부상이라든지

경기 실적이 부촉한 경우에는 많은 시련올 겪으면

서/사회화의 이탈이 이루어질 위험을 가지고 있다

박지영ρ006)의 스포츠 선수들의 운동이탈 요인과

대학생활에 관한연구에서 체육특기자의 이탈요인으

로 운동능력부족 I 부상，선수로서의 성공가능성 회

박과 운동에 대한 염중 및 지도자와의 트러블이라

하였다.

통제란 즉각적으로 충족하고 싶은 욕구가 각성

되었을 때라도 적절한 시기가 될 때까지 그 만족

올 지연히는 것이대박지훈， 2m3) 우도의 수련은

자신과의 싸움으로 힘겨움과 고통을 이겨낼 줄 알

고/자신을 조정할 수 있는 통제력을 키울 수 있어

야한다

Gottfredson과 비Ischi(l쨌)가 제안한 ;<}아통제

력이 약한 정후 6가지는 첫 번째로 t장기적인 목표

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 두 번째로

1복잡한 일을 싫어하고 손쉽고 간연한 일올 통해

자기만족을 추구효}는것’세 번째로 t신중하지 못

하고 모험을 즐긴다는 것 네 번째로 ’정신적인활

동이나 지적인 활동보다는 육체적인 활동을 선호

한다는 것’다섯 번째로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

람의 입장이나 사정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냉정

하디는 것’마지막으로 t좌절감을 창을 수 있는 능

력이 부족하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대화로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또한 범죄

를 쩍은 노력으로 옥전의 이익올 달성하려는 행동’

이라고 규정하였대채화정， 2011 재인용)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앓i머ization via sport)는

하나의 사회체계인 스포츠 장변에서 학습된 기능，

특성，가치，태도 지식 및 성향 퉁이 다른 사회현

상으로 전이되어가는 일반화과정이라 할 수 있다

스포츠에 참가함으로써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 용

기 성취성/공정성，바람직한 시민의식 둥과 같은

인성 특성 또는 도덕적 특성이 함양된다는 것이다

(임번장 2002).
스포츠 이탈은 자의건 타의건 전연령층에 거쳐

일어나며 그 이유도 다양하다.이러한 스포츠활동

으로부터의 전환에 따른 반옹이나 현실 생활에의

적웅은 이탈이 임의적이고 계획적 이어서 새로운

분야의 활동기회에 대한 만족감이나 기대감을 갖

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탈 과정이 타의적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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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치 않아서 심리적 스트레스나 적응문제에 부딪

히는 경우도 있다{조기행，2010)

이러한 무도의 사회학적 연구는 최근의 일이며/

그 연구 영역별 내용은 소수에 불과하다 무도에

포함되는 각각의 종목들이 여러 가지 독럽변인을

사회성과 관련된 변수들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

이 대부분이었다 。l에 본 연구지는 역으로 사회

성을 종속변인으로 놓고 대학 무도전공자들의 생

활태도가 이탈，통제에 따른 사회화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 알아볼 펼요성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

하였다.

2. 언구의목적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 무도 전공자들의 생활태

도7~ 이탈 및 통제가 사회화에 관계된 학문적 연

구성과를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1. 언구$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14년 4월 - 5월 경기도

Y，κ 제주 H대학 3곳을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사용

하여 표본을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본 연구자와 설문지 조사경험이 있

는 자로서 연구의 펼요성과 목적에 대하여 교육

후 전공수업시간 할애하여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

한 후，자기평가 기업법 (Self-adr띠lÍstrsted Method)

으로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하여，기입을 마치연 바

로회수하였다

경기도 대학 2곳에 총 250부를 배포하여， 100%

회수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 무도전

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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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연구대상자의일ttf적인특성
n=250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3J2 80.8
여자 4s 19.2
20세미안 91 36.4
21세 54 21.6
22세 9 3.6

연령 깅세 19 7.6
24세 20 8.0
25세 30 120
25세 이상 27 10.8
1학년 79 31.6

학년
2학년 100 40.0
3학년 37 14.8
4학년 34 13.6
유도 47 18.8
태권도 1m 41.2

수련종옥 검도 39 15.6
합기도 57 228
택견 4 1.6
1단 50 20.0
2단 67 26.8

숭단 3단 61 24.4
4단 4s 19.2
4단이상 24 9.6
5년미만 92 36.8

수련기간
10년미만 88 35.2
15년미만 55 220
15년이상 15 6.0

2. 실문지의구성내용

대학무도전공자들의 생활태도 이탈，통제 사회화

에 관한 내용올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은 기존연구

를 창조하여 설문 구성하였으며， 예비조사 (pre-test)
를 통 'ð}<겨 수정 •보완하여 적용하였다 모든 옹답

형태는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전혀그렇지않

다{1점)에서 ’매우 그렇대 5정)까지 구분하였으며，

각 요인별 해당 설문문항을 요인분석 후 요인별

변수계산을 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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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생

성옐 연령，학년 수련종목，숭묘 수련기간으로

구성하였다

111. 얻구걸과

1. 를특정직도의정기

RMR，X2，

대학 무도전공자들의 생활태도 이탈，통제，사회

화 개념틀간의 가설적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각 측정연수틀의 단일차원성을 검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이 탐색적 요

인분석방법보다 단일차원성 검정에 보다 더 바람

직하기 때문에 각 측정변수들을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표 2 참조.>.

자료의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GFI，æ ，NFI ，IFI 값을 사용하였다

최적모형은 RMR 0.5이하"GFI 0.9이상，σ1 0.9

이상，NFI 0.9이상，IFI 0.9이상으후 보고 있다，본

연구는 이에 요인틀의 적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종문항에서 제시된 높은 적합도를 생성하기 위하

여 최종문헝에서 SM 파예mred Multi미e cor떠ati떼
를 사용하였다 SMC 는 측정연수가 잠재변수를 얼

마나 설명하고 있는가를 판달할 때 사용하는 지표

이며/본 연구에서는 값 0.4이하를 기준으로 하나씩

제거하는 과정올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탈에서 1개 문항〈이탈6)이 0.4이하로 나타났다

이탈 6은 SMC 값이 기준치 0.4이하인 317로 삭제

히여 재분석한 결과 이번에는 만족 1이 0.4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족 7과 만족 1 총 2개 문향을

2) 생활태도

생활태도에 관한 내용은 국내연구지{윤종홍，，21αη，

김민균，2013) 가 시용하였던 것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총 4개 문항으로 구성

하여 사용하였다

3) 이탈

이탈과 관련된 설문운항은 박지영 (2뼈)이 연구

시용하였던 문항을 본 연구에서 재사용하였다 총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통채

통제와 관련된 설문운항은 국내연구지{나성준，

2013; 박지훈"2013; 채화정，2011) 이 연구사용하였

던 문항올 본 연구에서 재시용하였다 총 4개 문항

으로구성하였다

5) 사회화

사회화와 관련된 설문문항은 선행연구자{김두완

1996; 김수잔 2009; 윤종홍.，2007; 입번장，2002) 이

연구사용하였던 문항을 본 연구에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총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탈

통제

사회화

생활태도
IR~
çW
.'!37
951
962

.955

NR
.뼈

있7
944
957

948

CR
.'Ul
'l37
.951
962

955잊;0

GR
~5
잊6
%
968

030

RMR
040
059
016
CJ27

5

df-2
9
5
2

αXJ

Eαm
αnαm
αm

’;걷드32.262
57.667
38.133
16..561

33.133

표 2 확인적요인분석결과

를할숭
4
6
5
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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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고 있대송지준'，21이켜 그 결과 X2=208 없2，

df=l05 ， p=.α)J ， RMR= 여0， GA=.91α σ1=.956 ，

NA=.915 ， IA=.956 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수들의

신뢰도 수준은 Cronbach' a값올 살펴보연 생활태

도 805，0]탈 &%，통제 828，사회화 .878 수준으

로나타났다

값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본 연구는 집중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판별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Fomell과 Larcker
(1981)가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모든

연수들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값이 AVE값올 초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오든 변수들은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측정모덜의 티당엉 검정걸고i
4. 구조모영 가실검륭 및 논의

측정모댈을 분석한 후/해당 모델의 타당성을 평

가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측정모델의

타당성은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는데/집중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념

신뢰도값올 이용하였고，판별타당성을 평가하기 위

해서는 평균분산추출갱 'AV티올 이용하였다

그 결과 개념신뢰도는 생활태도， 0]탈l 통제，사

회화 모두 0.8 01상의 값을 보였다 즉/개념신뢰도

〈표 6>에서 가설 1 “대학무도전공지들의 생활태

도가 이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연구결과 계

수값이 -.612，CR=-6.132 로 99%의 신뢰수준에서 부

(-)의영향올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 “대학무도전공지들의 생활태도가 통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연구결과 계수값이 60!，

CR=7.241 99%의 신뢰수준에서 정(+)의영향을 미

치는것으로나타났다.

가셜 3 “대학무도전공지들의 이탈이 사회화에

영향올 미칠 것이다”의 연구결과 계수값이 155，

CR=2004 로 95%의 신뢰수준에서 정(+)의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4 “대학무도전공지들의 통제가 사회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연구결과 계수값。]-.005，
CR=-.113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가설 5 “대학무도전공자들의 통제가 사회화에

영i뽑 미칠 것이다”의 연구결과 계수값이 .꺼&

사회화통제이탈

사회화

이탈

통제

생활태도

표 5 상관겨수

갤빨동
1
-.41앙‘ 1
(-.26기 (.84끼
4꺼** -.278** 1
(찌 (、18이 (.505)
470'‘* •.2fß** 꺼감* 1
(경씨 (、177) (.366) (.51끼

AVE 0.9Eβ 0.'1i'9 0.974 O.φ7
*p<.(]j，서p<.01( )안의수치는공분산의표준오차값엄

표 6 가실검증결과

H1
H2
H3
H4
H5

이탈
통제
사회화
사회화

:냄표

<-
<-
<-
<-
<-

생활태도
생활태도
생활태도
이탈
통제

Estimate

-.612
604
155
-.005
기8

표준화된
요인적재치

-.482
585
158
-αJ6
759

S.E.

‘100
083
077
044
083

C.R

-6.132
7.241
2001
-.113
8.639

P

--
따5
910
*

Lab잉

채택
채택
채택
기각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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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8.639 로 CJ)%의 신뢰수준에서 정(껴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생활태도는 일상적으로 나타니는 일반적인 행동

을 말한다.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결과 무도전공자들의 대학생활태도에서 이

탈이 적게 나타녔다.이러한 결과는 태권도관련 선

행연구재양대승.，1992; 김두앞 1996; 진언용，2007)
아동기 태권도 수련활동 시 이탈이 적게 나타난다

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지만，본 연구를 지지해 주는 것이다

자아 통제력과 비행에 대한 설명력이 계속해서

검증되고 있다{채화정，2ffi1). 또한 자의식이 성장

함에 따라 자아 통제력이 형성되며 1 자아통제를

할 수 있으려면 상황올 평가하여 그것을 이전에

학습한 행동의 지침에 비교하는 인지적 능력이 필

요하며，통제력의 반대 개영인 충동성을 감소시켜

서 나타내거나 조정하는 능력도 요구된다고 하였

대이인정， 최해경， 2뼈)비행의 요인올 보면 개

인적 요인과 가정적 요인，그리고 사회문화적 요

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아통제력은 개인적 요

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자아통제력이 강한 사람

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고 반면에 자아통제

력이 약한 사람은 그만큼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태도가 통제 l

사회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

들의 지지를 받는다

통제는 무도 활동의 절제를 통하여 정서발달，사

회성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도덕적 인격 발달

동을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사회화

의 긍정적인 측연으로 작용하였다.

이흉언 김님중 조상8

무도활동은 통제와 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학 무도전공자들의 생

활태도가 이탈과， 생활태도는 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호탤 미친다

V. 걸론

본 연구는 무도전공대학생틀의 생활태도가 이탈l

통제에 따른 사회화에 어떠한 영향올 미치는 알아

볼 필요성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l 이에 관

계된 학문적 연구성과를 얻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한 결론은 디음과 같다

첫째 대학무도전공자들의 생활태도가 이탈에 부

(-)의영향을 미쳤다

둘째，대학무도전공자들의 생활태도가 통제예 정

(+)의영향을 미쳤다.

셋째，대학무도전공자들의 이탕이 사회화에 정(+)

의 영향을미쳤다.

넷째，대학무도전공자들의 통제가 사회화에 정(+)

의 영향을미쳤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 대학 무도전공자들의 생활

태도가 이탈이 적을수록，통제가 잘 될수록 사회성

에 영향올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도스포츠의

역할의 중요성과 멸요성은 학문적 연구가 미비하

여 이와 관련한 후속연구가 지속 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제언 하그I자 한다.

첫째 무도전공자들의 졸업 후 연구가 전무한 상

태로 졸업자 중심의 연구가 필요하다

툴쩌 무도수련자들의 이탈의 세분화된 연구가

아직 미미하다.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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