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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 study about undergraduate students' partic-

ipation in general sports. 

Metho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200 students attending physical therapy at Gimcheon 

university students. four items of general characteristics, 2 conditions of sports for all, 2 activities of current 

sports for all, and 1 thing of sports for all, were extracted from the questionnaires of total 40 items. 

Result: In the present study, it was found that through the cross-sectional analysis of various variables re-

lated to life sports activities according to grade, sex, age and living cost level, students participated in less 

sports activities than other college students. And they participated in non-living sports activities such as ap-

preciation and movie appreciatio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factors such as watching sports games main-

ly affect the lives of women, especially with less sports activities, and men are more active at 20 to 28 years 

of age than those aged 20.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various opportunities to encourage the 

physical activities of female students and young students of the university and actively participate in sports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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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인간의 움직임 중에서 생계를 위하여 하는 활동을 

제외한 움직임을 신체활동이라고 한다 문화체육관광(

부 생활체육은 건강 및 체육증진과 유익한 여, 2007). 

가시간 활용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신체활동이다 생활체육의 목적은 첫째 정신적 신체. 

적 피로를 풀어주게 되므로 활동능력을 증진시키며, 

둘째 스포츠의 페어플레이 정신을 배움으로 이해 관, 

용 희생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함양 시키고 셋째 협, , , 

동과 단경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공동의식을 향상시키

며 마지막으로 정신적 심리적으로 건전한 생활패턴, 

으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한다 장주호 이처럼 ( , 1985). 

생활체육은 자신의 건강유지와 체력증진은 물론이며 

정서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매우 유익한 활동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선진국에서. 

는 국민의 건강악화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생활체육을 강조하였으나 국내, 

에서는 선진국들과 달리 엘리트체육이 대두되었다 윤(

영국 그러나 경제발전을 통한 여가시간의 확, 2000). 

대와 국민 소득의 증대로 인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전

반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생활체육의 참여가 증가하

고 있으며 더 나아가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라 생활체, 

육은 더욱 중요한 삶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생활체육. 

을 실시하였을 때 나타나는 신체적인 장점은 전신 운

동시 내장의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움직여 혈액순환

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심장 폐 소화기관등의 작용, , 

이 빨라진다 이에 따라 신체 각 기관들이 골고루 잘 . 

발달되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 더욱 활동적이고 우

수한 운동수행능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심리적인 장. 

점으로는 사고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준다 생활체육을 . 

하게되면 달리기 걷기 등의 여러 기본적인 동작들이 ,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고 능숙하게 숙달시킴으로 우리

가 살고 있는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다 사회적. 

인 이점으로는 모든 것이 평등한 상태에서 오직 운동

수행능력 만으로 평가받음으로써 사회생활시 적절한 , 

지도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김경식( , 2007). 

또한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 

서 다양하고 폭넓게 변화하고 이러한 스포츠 활동이 

보편화되어 생활체육을 즐기는 학생의 증가로 개인이 

아무런 보상 없이 어떤 생활체육 활동에도 자발적으

로 참여하고 이러한 참여가 참가자의 건강 및 체력, 

정신적으로 건전한 사고와 정서적으로 안정된 인간으

로서 균형 있는 인간으로 발전하고 활동하기 위해 운

동을 지속한다 배영훈( , 2009;2011).

즉 생활체육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 

인 발달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시대에 살고 . 

있는 대학생들은 취업이라는 난관을 넘어서기 위해 

생활체육의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학입학 후 자주 접하게 되는 흡연 음주, , , 

불규칙적인 식습관과 취업난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

로 건강에 적신호가 커질 수 있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 

생활체육의 필요성 인식 또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

다 한태용( , 1996).

대학생은 자기 자신의 논증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생활체육을 통해 건전한 생활방식으로 행위를 변화, 

적응하여 미래에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개인적 

사회적으로 발전을 꾀할 수 있다 김한회 그리( , 2002). 

고 대학생들은 생활체육을 통해 신체적 사회적 정서, 

적 및 지적 성장을 하여 사회인으로서의 자질 소양, , 

규범을 배울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생활. 

체육실태를 조사하여 심각성을 재고하여 대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이에 본 조사는 실습을 다녀와서 사회활동을 직. 

경험한 물리치료학과 학년 학생들이 실습 중 느꼈던 4

육체피로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 

해 생활체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앞으, 

로 사회에 참여할 대학생들에게 일깨우기 위하여 실

시하였다.

또한 연령별 학년별 성별 및 생활비수준으로 생활, , 

체육 활동을 비교 분석하여 상대적으로 자신이 부진

했던 생활 체육 활동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켜 생활

체육을 실현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실제로 그것

을 행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향, 

상시키고 풍요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사회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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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위한 자질과 소양 및 체력을 준비하기 위함에 목

적이 있다.

 

조사 방법. Ⅱ

조사대상 1. 

조사대상은 김천시 김천대학교의 물리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일부 학생 중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200

다 설문지의 자료 수집은 년 월 일에 실시하. 2014 6 10

였다 자료수집방법은 해당 대학의 물리치료학과 조. 

사대상자들에게 조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방법을 설

명하고 자료수집에 동의를 얻어 설문지를 오전에 배, 

부한 후 오후에 회수하였다 총 부를 배부하여 . 230 30

부를 제외한 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200 .

조사도구2. 

조사도구로는 김한회 의 제주대학교 생활체육 (2002)

활동 참여 실태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를 보완 수정하

여 설문지로 사용하였다 총 문항의 설문 내용 중 . 40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개 문항 생활체육 활동 4 , 

여건 개 문항 현재 생활 체육활동 개 문항 생활체2 , 2 , 

육 활동에 대한 인식 개 문항을 추출하였다 그 항목1 . 

은 표 과 같다< 1> .

자료분석3. 

수집된 자료는 을 사용하여 분석win Ver. SPSS 20.0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 

해서 항목별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표본의 일반, 

적 성향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 참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 을 실시하였고 각 문항(Cross-analysis)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x²: Chi-square)

정을 실시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 는 로 설정. a .05

하였다. 

조사 결과. Ⅲ

연구대상자의 구성 1. 

학년별 분포를 보면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학생 

중 학년과 학년이 각 명으로 각각 학년이 1 2 58 29%, 3

명으로 학년이 명으로 로 나타나고 있56 28%, 4 28 14%

다 성별 분포는 남자가 명으로 여자가 명. 74 37%, 126

으로 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분포는 세 63% . 20

이하와 세가 명으로 각각 세가 21~23 89 44.5%, 24~28

명으로 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비수준22 11% , 

별 분포는 만원 이하가 명으로 만원20 13 6.5%, 21~30

이 명으로 만원이 명으로 만77 38.5%, 31~40 74 37%, 41

원 이상이 명으로 로 나타나고 있다 표 36 18% < 2>.

대학생들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의 교차분석2. 

학년별 평균여가시간은 학년 학년 학년 그리고 1 , 2 , 3

학년 모두 시간이 가장 많았고 성별에 경우 남자4 3~5 , 

와 여자 모두에서 시간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연3~5 . 

령과 생활비수준 모두에서도 시간이 가장 많았다3~5 . 

이중 평균여가시간과 학년 성별 연령 생활비수준에, , , 

서 모두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 3>.

대학생들의 여가시간 활용의 교차분석3. 

학년별 여가시간 활용은 학년과 학년은 음악 및 1 3

영화감상이 가장 많았고 학년과 학년은 시청이 , 2 4 TV

가장 많았다 그리고 성별에 경우 남자는 운동 및 스. 

포츠 활동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연령에서 세는 음. 20

악 및 영화감상이 가장 많았고 세 세는 음악 및 , 21 ~23

영화감상과 시청이 같은 비율로 가장 많았고 그리TV

고 세는 운동 및 스포츠 활동이 가장 많았다 셍24~28 . 

활비수준에서는 만원 이하와 만원은 시청20 31~40 TV

이 가장 많았고 만원은 음악 및 영화감상이 가21~30

장 많았고 만원 이상은 음악 및 영화감상과 시청41 TV

이 가장 많았다 이중 여가시간 활동과 성별과 나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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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고 연령과 생할비수(p<.05) 

준에서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 4>.

생활체육 활동 횟수 요일 시간대의 교차분석4. / /

학년별 생활체육 활동 횟수는 학년은 일주일에 1

번이 가장 많았고 학년 학년 그리고 학년은 전2~3 2 , 3 4

혀 하지 않는다가 제일 많았다 성별에 경우 남자는 . 

일주일에 번이 가장 많았고 여자는 전혀 하지 않2~3 , 

는다가 가장 많았다 연령에서 세 이하와 세. 20 21~23

는 전혀 하지 않는다가 가장 많았고 세가 일주24~28

일에 번이 가장 많았다 생활비수준에서는 만원 2~3 . 20

이하 만원 및 만원 이하는 전혀 하지 않는다, 21~30 41

가 가장 많았고 만원은 일주일에 번이 가장 31~40 2~3

많았다 이중 생활체육 활동 횟수와 성별과 연령에서 .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고 학년 생활비수준에(p<.05) , 

서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 5>.

생활체육활동 요일은 학년 성별 연령 그리고 생활, , 

비수준 모두 평일이 가장 많았다 표 < 6>.

생활체육 활동 시간대는 학년 성별 연령 및 생활, , 

비수준 모두가 저녁이 가장 많았다 표 < 7>.

대학생들의 생활체육 활동종목 희망종목의 5. , 

교차분석

주로 하는 운동은 육상 조깅이 가장 많았고 희망하, 

는 운동은 수영이 가장 많았다 표 < 8>.

현재 하고 있는 생활체육 활동의 효과의 6. 

교차분석

학년별 생활체육 활동의 효과는 학년 학년 학1 , 2 , 3

년 그리고 학년 모두 만족이 가장 많았다 성별에서4 . 

는 남자는 만족이 가장 많았고 여자는 그저 그렇다가 

가장 많았다 연령에서는 세 이하는 그저 그렇다가 . 20

가장 많았고 세와 세 이하는 만족이 가장21~23 24~28

많았다 생활비수준에서는 만원 이하는 그저 그렇. 20

다가 가장 많았고 만원과 만원 그리고 21~30 31~40 , 41

만원 이상에서 체육활동의 효과와 성별에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고 학년 연령과 생활비수준에(p<.05) , 

서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 9>.

생활 체육 활동 참여에 대한 태도의 7. 

교차분석

학년별 생활체육 활동 참여에 대한 학년 학년 1 , 2 , 

학년은 모두 긍정적이 가장 많았고 학년은 매우 긍3 4

정이 가장 많았다 성별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긍정. 

적이 가장 많았다 연령에서 세 이하와 세는 . 20 21~23

긍정적이 가장 많았고 세는 매우 긍정이 가장 24~28

많았다 생활비수준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긍정이 가. 

장 많았다 이중 생활체육 활동이 직접 참여하는 것에 . 

의한 자신의 삶에 대한 영향과 연령에서 유의한 관계

를 나타내었고 학년 성별 그리고 생활비수준(p<.05) , 

에서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 10>.

학년별 생활체육 활동 참여에 대한 학년 학년1 , 2 , 3

학년 학년 모두에서 긍정이 가장 많았다 성별에서 , 4 . 

남자는 긍정이 가장 많았으며 여자는 보통이 가장 많

았다 연령에서 세 이하는 보통이 가장 많았으며. 20 , 

세와 세는 긍정이 가장 많았다 생활비수21~23 24~28 . 

준에서는 만원 이하에서 보통이 많았으며 만20 , 21~30

원 이하와 만원 이하 만원 이상에서는 모두 31~40 , 40

긍정이 가장 많음을 보였다 이중 생활체육 활동이 운. 

동경기 관렴 또는 중계 시청에 의한 자신의 삶에 TV

대한 영향과 성별에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고

학년 연령 그리고 생활비수준에서는 유의한 (p<.05) ,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 11>.

고 찰. Ⅳ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건강한 삶에 결정적이며 폭, 

넓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생활체육 활동의 실태

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연령과 나이 성별 및 . , 

생활비수준에 따른 생활체육활동실태를 교차 분석하

여 생활체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앞으, 

로 사회에 참여할 본 대학의 학생들에게 일깨우기 위



66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Vol.25, No.2, 2018. 09. 30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생활은 대학생 각자가 자기 자신의 시간의 논

증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 기간은 학문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한 자기개발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필요

로 한다 또한 학생은 체육활동을 통해서 신체적 사. , 

회적 정서적 및 지적 성장을 얻어 가는 동시에 사회, 

인이 되기 위한 자질 소양 태도 가치 규범까지도 배, , , , 

우게 된다고 한다 생활체육 활동 정도가 질적 혹은 . 

양적인 면에서 높은 상태가 된다면 대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사회를 대비한 국가적 

혹은 국제적인 경쟁에서도 필요한 일이라 하였다 김(

한회 따라서 대학생시기에 올바른 일상생활양, 2002). 

식으로 행위를 변화 적응시킴으로 미래의 건전한 사, 

회인으로 성인 이후 중년기 노년기까지의 건강한 삶, 

을 위한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자신감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강신복( , 1995).

학년 성별 연령 및 생활비수준 변인에 따른 생활, , 

체육 활동 여건 차이에서 기존 선행 연구들의 여가시

간은 주로 시간이며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5 , 

대체적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 

대학의 조사에서 역시 시간의 여가시간을 주로 가3~5

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의 증가에 따라 여가시간

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김환회 의 . (2002)

연구의 여가활동 유형에서 생활체육 활동 참여의 비

중이 로 다른 활동에 비해 낮은 비율이라고 보16.9%

고하였고 본 조사에서도 학년은 를 나타내었, 3 19.6%

고 학년의 경우 를 나타내어 학년의 증가에 따4 3.6%

라 생활체육 활동의 참여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

타난다 고영진 의 연구에서는 시청이 여가활. (1993) TV

동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역

시 시청과 음악 영화감상과 같은 비 생활체육 활동TV

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조사에서는 생활체육 활동이 성별에서는 

남자가 연령에서는 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 24~28

타내었고 다른 항목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

다 학년 성별 연려 및 생활비수준 변인에 따른 현재 . , , 

생활체육 활동 실태차이에서는 김환회 의 연구(2002)

에서는 주 회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2~3

학생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본 조사에서는 학

년의 경우 학년이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높3

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성별의 경우 여자에서 하지 않, 

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항목에서 유의한 , 

차이를 나타내었다 연령의 경우 김환회 의 연구. (2002)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본 조사에

서는 연령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특히 세 이20

하에서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대학의 대학생들이 다른 . 

조사에 참여한 일반 성인에 비해 신체 활동이 적은 것

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향후 대학생들의 신체활동을 , 

더욱 독려하고 장려하는 기회나 기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조사에서 현재 하고 있는 생활체육활동. 

의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함을 나타내었

고 성별에서 특히 남자가 유의한 만족감을 나타내는 ,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 성별 연령 및 생활비수준 변인에 따른 생활, , 

체육 활동과 운동경기 관렴경험이 자신의 삶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결과에서 운동경기 관람은 성별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자신의 삶에 좀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체육 활동에서는 세 이하의 , 20

경우에서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결 론. Ⅴ

본 조사는 제주대학교 생활체육 활동 참여 실태 조

사에 사용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김천대학교 물리치료

학과 학생들의 생활체육 활동 참여 실태를 전체적으

로 비교 분석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으로는 조사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 개 문항 생활체육 활동 여건 개 4 , 2

문항 현재 생활 체육활동 개 문항 생활체육 활동에 , 3 , 

대한 인식 개 문항 총 문항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1 40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학년 성별 연령 및 생활비. , , 

수준 변인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에 대한 다양한 변인

들의 교차분석을 통해 본 대학의 학생들은 다른 대학 

학생들에 비해 적은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많은 여가시간에 비해 시청이나 음악 감상이나 영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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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감상과 같은 비 생활체육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의 경. 우 특히 적은 

생활체육 활동과 함께 주로 운동경기 관람과 같은 요

소가 삶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 

의 경우에는 세에 비해 세의 나이에서 더욱 20 20~28

활발한 생활체육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적으로 본 대학의 여학생들과 어린 나이에 속하는 학

생들의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활동에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를 마련해야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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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1. 

표 설문지의 구성내용1.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수

사회 인구학적 특성 학년 성별 연령 생활비수준, , , 4

생활체육 활동 여건 평균 여가 시간 여가시간 활용, 2

현재 생활체육 활동 생활체육을 하는 횟수 2

생활체육 활동에 대한 인식 생활체육 활동 참여가 삶에 미치는 영향 1

표 응답자의 특성별 분포2. 

특성별 요소별 빈도 명( ) 비율(%)

학년

학년1 58 29

학년2 58 29

학년3 56 28

학년4 28 14

합계 200 100

성별

남자 74 37

여자 126 63

합계 200 100

연령

세 이하20 89 44.5

세21~23 89 44.5

세24~28 22 11

합계 200 100

생활비수준

만원 이하20 13 6.5

만원21~30 77 38.5

만원31~40 74 37

만원 이상41 36 18

합계 2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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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학생들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의 교차분석                                                         3. (%)

여가시간(h)

시간미만1 시간1~2 시간3~5 시간5~7 시간0

학년

학년1 10.3 25.9 53.4 10.3 0.0

학년2 8.6 37.9 43.1 10.3 0.0

학년3 5.4 39.3 50.0 5.4 0.0

학년4 0.0 35.7 50.0 14.3 0.0

성별
남자 6.8 32.4 47.3 13.5 0.0

여자 7.1 35.7 50.0 7.1 0.0

연령

세이하20 5.6 29.2 53.9 11.2 0.0

세21~23 10.1 37.1 46.1 6.7 0.0

세24~28 0.0 45.5 40.9 13.6 0.0

생활비 

수준

만원 이하20 7.7 7.7 76.9 7.7 0.0

만원21~30 6.5 42.9 40.3 10.4 0.0

만원31~40 8.1 33.8 51.4 6.8 0.0

만원 이상41 5.6 27.8 52.8 13.9 0.0

표 대학생들의 여가시간 활용의 교차분석4. 

운동 및 

스포츠 활동

음악 및 

영화감상

경기 

관람

장기 및 

바둑

TV 

시청
독서

집안 

정리
낮잠 기타 x² p

학

년

학년1 13.8 37.9 0.0 0.0 22.4 1.7 0.0 13.8 10.3

25.280 0.391
학년2 15.5 20.7 0.0 0.0 29.3 5.2 1.7 15.5 12.1

학년3 19.6 35.7 1.8 1.8 26.8 0.0 1.8 7.1 5.4

학년4 3.6 25 3.6 0.0 42.9 3.6 3.6 14.3 3.6

성

별

남자 33.8 28.4 2.7 0.0 13.5 4.1 0.0 9.5 8.1
41.333 0.000＊

여자 3.2 31.7 0.0 0.8 37.3 1.6 2.4 14.3 8.7

나

이

세20 10.1 32.6 0.0 0.0 27 0 0 16.9 13.5

53.842 0.000＊세21~23 11.2 31.5 0.0 1.1 31.5 5.6 3.4 10.1 5.6

세24~28 45.5 18.8 9.1 0.0 22.7 0.0 0.0 4.5 0.0

생

활

비

수

준

만원 20

이하
15.4 15.4 7.7 0.0 30.8 7.7 0.0 0.0 23.1

35.850 0.057

만원21

만원~30
13.0 39.0 0.0 0.0 28.6 1.3 0.0 10.4 7.8

만원31

만원~40
13.5 25.7 1.4 1.4 28.4 1.4 1.4 21.6 5.4

만원 41

이상
19.4 27.8 0.0 0.0 27.8 5.6 5.6 2.8 11.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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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학생들의 생활체육 활동 횟수의 교차분석                                                          5. (%)

생활체육 활동 횟수

전혀 하지 

않는다

한달에 

번2~3

일주일에 

번1

일주일에 

번2~3

일주일에 

번4~5
x² p

학년

학년1 31.0 8.6 20.7 32.8 6.9

16.737 0.160
학년2 36.2 6.9 17.2 32.8 6.9

학년3 39.3 7.1 7.1 28.6 17.9

학년4 25.0 10.7 32.1 14.3 17.9

성별
남자 16.2 6.8 13.5 44.6 18.9

27.692 0.000*

여자 44.4 8.7 19.8 19.8 7.1

연령

세이하20 41.6 5.6 18 28.1 6.7

17.962 0.022*세21~23 30.3 12.4 19.1 25.8 12.4

세24~28 18.2 0.0 9.1 45.5 27.3

생활비 

수준

만원이하20 46.2 7.7 15.4 23.1 7.7

10.403 0.581
만원21~30 39.0 5.2 16.9 28.6 10.4

만원31~40 31.1 6.8 18.9 33.8 9.5

만원이상41 25.0 16.7 16.7 22.2 19.4
＊p<.05

표 대학생들의 생활체육 활동 요일의 교차분석                                                          6. (%)

생활체육 활동 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휴일/ 아침 새벽/ x² p

학년

학년1 55.8 7.0 37.2 4.7

7.540 0.274
학년2 69.2 7.7 23.1 2.6

학년3 82.9 5.7 11.4 5.7

학년4 66.7 4.8 28.6 9.5

성별
남자 73.0 4.8 22.2 6.3

1.410 0.494
여자 64.0 8.0 28.0 5.1

연령

세이하20 63.2 5.3 31.6 3.5

7.959 0.093세21~23 65.1 9.5 25.4 6.3

세24~28 94.4 0.0 5.6 5.6

생활비수준

만원이하20 85.7 0.0 14.3 0.0

6.846 0.335
만원21~30 73.5 8.2 18.4 6.1

만원31~40 58.5 9.4 32.1 0.0

만원이상41 72.4 0.0 27.6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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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학생들의 생활체육 활동 시간대의 교차분석                                                        7. (%)

생활체육 활동 시간대

오전 점심시간 오후 저녁 일정하지 않다 x² p

학년

학년1 2.3 2.3 27.9 53.5 9.3

11.094 0.746
학년2 0.0 2.6 12.8 76.9 5.1

학년3 2.9 0.0 14.3 68.6 8.6

학년4 0.0 0.0 23.8 52.4 14.3

성별
남자 1.6 1.6 25.4 52.4 12.7

6.911 0.227
여자 1.4 1.4 19.6 63.8 8.7

연령

세 이하20 1.8 1.8 21.1 61.4 10.5

2.839 0.985세21~23 1.6 1.6 15.9 66.7 7.9

세24~28 0.0 0.0 27.8 61.1 5.6

생활비수준

만원 이하20 0.0 0.0 14.3 57.1 28.6

20.593 0.150
만원21~30 2.0 0.0 24.5 59.2 8.2

만원31~40 0.0 3.8 18.9 73.6 3.8

만원 이상41 3.4 0.0 13.8 55.2 13.8

표 생활체육 활동종목 희몽종목의 교차분석8. , 

주로하는 운동 희망운동

빈도 명( ) 유효% 빈도 유효%

검도 1 0.7 3 1.5

볼링 2 1.4 6 3.0

유도 0 0.0 3 1.5

육상 조깅, 35 25.2 3 1.5

사격 0 0.0 16 8.0

권투 0 0.0 14 7.0

자전거 싸이클, 10 7.2 6 3.0

기계체조 철봉, 2 1.4 0 0.0

농구 3 2.2 7 3.5

소프트볼 0 0.0 0 0.0

족구 2 1.4 0 0.0

등산 1 0.7 2 1.0

축구 16 11.5 6 3.0

수영 2 1.4 41 20.5

탁구 1 0.7 0 0.0

레스링 1 0.7 0 0.0

스키 1 0.7 2 1.0

태권도 2 0.0 6 3.0

롤러스케이팅 0 0.0 0 0.0

테니스 4 2.9 15 7.5

맨손체조 줄넘기, 14 10.1 5 2.5

무도 0 0.0 5 2.5

시름 1 0.7 1 0.5

배구 1 0.7 4 2.0

배드민턴 6 4.3 9 4.5

야구 4 2.9 8 4.0

보디빌딩 11 7.9 5 2.5

에어로빅 미용체조, 5 3.6 8 4.0

기타 16 11.5 23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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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학생들의 현재 하고 있는 생활 체육 활동의 효과의 교차분석                             9. 

현재 하고 있는 생활체육 활동의 효과

매우 불만족 불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 매우만족 x² p

학년

학년1 0.0 9.3 39.5 46.5 4.7

7.931 0.790
학년2 2.6 7.7 38.5 43.6 7.7

학년3 0.0 2.9 34.3 51.4 11.4

학년4 0.0 0.0 33.3 52.4 14.3

성별
남자 1.6 3.2 22.2 60.3 12.7

15.293 0.004＊

여자 0.0 8.0 49.3 37.3 5.3

연령

세 이하20 0.0 10.5 45.6 40.4 3.5

14.285 0.075세21~23 1.6 3.2 30.2 55.6 9.5

세24~28 0.0 0.0 33.3 44.4 22.2

생활비 

수준

만원 이하20 0.0 0.0 57.1 28.6 14.3

9.190 0.687
만원21~30 0.0 10.2 34.7 51 4.1

만원31~40 1.9 3.8 37.7 43.4 13.2

만원 이상41 0.0 3.4 34.5 55.2 6.9
＊p<.05

표 생활체육 활동참여에 대한 태도의 교차분석 직접 참여10. ( )                           

생활체육 활동이 직접 참여하는 것에 의한 자신의 삶에 대한 영향

매우 부정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 x² p

학년

학년1 3.4 0.0 13.8 60.3 22.4

13.884 0.127
학년2 0.0 0.0 3.4 69.0 27.6

학년3 1.8 0.0 8.9 55.4 33.9

학년4 0.0 0.0 7.1 41.9 50.0

성별
남자 2.7 0.0 6.8 50.0 40.5

6.614 0.085
여자 0.8 0.0 9.5 64.3 25.4

나이

세 이하20 2.2 0.0 13.5 64.0 20.2

20.020 0.003＊세21~23 0.0 0.0 5.6 59.6 34.8

세24~28 4.5 0.0 0.0 36.4 59.1

생활비 

수준

만원 이하20 0.0 0.0 7.7 53.8 38.5

5.118 0.824
만원21~30 2.6 0.0 7.8 63.6 26.0

만원31~40 1.4 0.0 6.8 55.4 36.5

만원 이상41 0.0 0.0 13.9 58.3 27.8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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