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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운동참여자와 지도자의

참여 실태 및 인식 탐색 :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의 적용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운동처방 및 건강운동관리전공

이 보 배

본 연구는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참여자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참여 실태

및 인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방형 설문과 폐

쇄형 설문이 혼합된 혼합연구방식의 설문지를 고안하여 적용하였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SNPE 참여자 124명, 지도자 8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

다. 수집된 자료의 양적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5.0을 사

용하여 기술 통계와 빈도분석을 수행하였고, 질적 자료는 NetMiner 4.0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중 키워드 빈도, 연결중심성 지표를 확

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SNPE 참여자와 지도자는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대상자들이 많이 참

여하며, 근골격계 통증 부위로는 목, 어깨, 허리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SNPE 참여자의 참여 실태로 참여 경로는 ‘지인 소개’, 참여 시설은 ‘홈

트레이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 경력은 ‘1년 이상~3년 미만’이 참여 빈도는

평균 ‘주 2~3회’, 참여 시간은 평균 ‘일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높은 빈도

를 보였다. 운동 만족 수준과 운동 지속 의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운동 목적, 운

동 만족 요인, 운동 지속 요인의 핵심 키워드는 ‘통증 완화’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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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SNPE 참여자의 참여 인식은 SNPE를 ‘평생’ 운동으로 인식하고 있으

며, SNPE 운동의 필요성, 차별성, 정서적 효과, 신체적 효과를 높게 인식하고

있다. SNPE 운동이 ‘통증 완화’를 위해 필요하며, ‘간편성’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 사고’를 가지게 하는 정서적 효과와 ‘근골격계 통증을 완화’ 시키

는 신체적 효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사회적 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참여자가 인식하는 SNPE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전문센터 활성화’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SNPE 지도자의 참여 실태로 SNPE 운동 경험이 있는 지도자들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도 경력은 ‘1년 이상~3년 미만’이 수업 빈도는 ‘주 1~5회’, 수

업 시간은 ‘주 5시간 미만’, 지도 시설은 ‘공공생활 체육시설’이 높은 빈도를 보

였다. 직무 만족 수준과 직무 지속 의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운동 효과

경험’이 지도 계기로 높게 나타났고, ‘운동지도로 인한 보람’이 직무 만족을 높

이는 요인으로 ‘적성’이 직무 지속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SNPE 지도자의 참여 인식은 SNPE를 ‘셀프 관리’운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SNPE 운동의 필요성, 차별성, 정서적 효과, 신체적 효과, 사회적 효과

를 높게 인식하고 있다. SNPE 운동이 ‘통증 예방’을 위해 필요하며, ‘다양한

소도구’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 ‘마음안정’의 정서적 효과와 ‘근골격계 통증을

완화’ 시키는 신체적 효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사회적 효과가 있다는 인

식이 높게 나타났다. 지도자가 인식하는 SNPE 활성화 방안으로는 ‘다양한 지

도자 교육’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SNPE 참여자와 지도자의 참여 실태와 인식을 현상학적 관

점에서 종합적으로 탐색한 연구로서 참여자와 지도자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으

며, 향후 SNPE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바른자세척추운동, 참여자, 지도자, 참여 실태, 참여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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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근골격계 질환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질환자의 연령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

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근골격계 질환은 신체에 직접적인 부담

을 가해 생기는 원인과 생활습관과 같은 간접적인 원인에 의해 발병한다고 보

고되고 있다(이윤정 등, 2007). 간접적인 원인에는 잘못된 자세 습관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부적절한 자세로 인해서 척추와 관절이 제자리를 벗

어나 불균형한 체형을 만들게 되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어지게 된다(Cramer

et al, 2018). 환경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과학적인 디지털 기기가 보

편화 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

이 요구되고 있다(윤현경, 김도숙, 박미정, 2014).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다양

한 비약리적 처치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운동 처치 방법 중 하나인 SNPE 바

른자세 척추운동은 최근 근골격계 통증 완화 및 예방에 효과적인 운동으로 알려

지고 있다(이희진, 2021).

SNPE(Self Natural Posture Exercise) 바른자세 척추운동은 자기 스스로

인간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는 운동을 의미한다(최중기, 2007; 최중기, 윤지유,

2017). SNPE는 부정렬의 치아에 보철과 스프링 같은 외력을 작용시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바른 정렬로 돌아가는 치아 교정의 원리에서 착안하여 척추에

적용한 운동법이다(최중기, 2007; 최중기, 윤지유, 2017). SNPE 운동은 기본

적으로 변형된 척추와 관절로 인한 통증을 개선하기 위해 비탄력성과 탄력성의

벨트(belts)로 자세를 잡아준다. 또한 척추의 구조를 고려한 단단하고 다양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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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활용하여 신체의 틀어짐으로 인해 불균형해진 척추 주변의 근육과 근막을

스스로 이완할 수 있도록 고안된 운동방법이다.

SNPE가 기존의 다른 통증 개선 운동법과 다른 것은 스스로 강도를 조절하

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최중기, 윤지유, 신명

진, 2019). 통증 개선을 위한 기존의 다양한 시술과 운동 처치 방법들은 통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성 측면에서 제약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치아 교정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교정 장치를 착용

하고 있듯이 변형된 척추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장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며 능동

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최중기, 2007; 최중기, 윤지유, 2017). SNPE

는 이 한계를 보완한 운동법으로 8가지의 쉬운 동작과 간단한 도구로 구성되어

시간, 장소, 비용을 최소화하고 벨트와 도구를 이용하여 근골격계 기능 개선과

근력 강화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이희진, 2021).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름을 공식화하고 지도

자 양성에 힘쓰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지역의 공공생활 체육시설에서 시작

하여 다양한 시설로 확대되어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프로그램이 개설되었

으며 운동을 시작하는 참여자와 지도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후 운동을 통

해 다양한 통증 완화 및 체형교정 사례들이 모여 운동의 효과가 간접적으로 널

리 알려지게 되었다(이희진, 2021).

한편,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이 통증완화 및 예방을 위한 표준화된 운동

이 되기 위해서는 운동사례를 통한 효과의 경험적 측면이 아닌 과학적 측면에

서의 다양한 효과 검증이 요구되었다(이희진, 2021). 이에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근골격계 통증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다양한 효과 검증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SNPE의 효

과를 검증한 연구들을 요약하면 SNPE가 만성적인 경추와 어깨통증을 겪고 있

는 여성 참여자에게 효과적인 운동임을 검증하는 연구(윤지유 등,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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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PE 참여로 만성 통증과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효과(신명진, 고지현, 윤지

유, 2019), SNPE 동작에 따라 부위별 통증이 감소하는 효과(최중기, 윤지

유, 신명진, 2019), SNPE 운동을 통해 신체적 자기개념이 좋아지는 효과(윤

지유, 신명진, 2020), 20-30대 전방머리자세 여성의 자세교정 및 경부통 완

화 효과(이희진 등, 2020), SNPE가 통증 요인에 미치는 영향(이희진,

2021), SNPE가 치어리딩 선수들의 기능적 운동수행력, 견관절과 고관절의

기능 향상에 주는 긍정적 영향(공민희, 2021), SNPE 도구인 다나손을 활용

한 운동이 스트레칭보다 두통과 경추 통증을 완화하는데 더 효과적(노수연, 경

지혜, 신명진, 202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SNPE 운동의 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커뮤니티에 올라온 체험사례를 분석(권성호 등, 2019)하고

이를 바탕으로 SNPE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를 개발(윤지유, 최중기, 신명진,

2019)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더욱이 SNPE의 학문적 정립을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2015년부터

Pacific InterContinental College(PIC)의 체육교육학과에 SNPE 전공으로

학·석·박사 과정이 개설되고, 2020년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운동처방

및 건강운동관리 전공 내 SNPE 트랙이 개설되면서 SNPE 관련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상황이다. 그러나 SNPE 관련 연구들은 주로 운동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고 수행되어 왔으며, 실제 SNPE 참여자와 지도자의 현

황이나 인식을 알아보는 현상학적인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오늘날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운동이 생겨나고

있고 각 종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참여자를 분석하는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

지고 있다(김주학, 천제민, 조선미, 2018). 특정 스포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기

존 참여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실태를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하듯이(김상수, 백

우열, 주상범, 2020) 점차 넓어지는 생활체육 시장에서도 참여자를 분석하는 현

상학적인 연구는 해당 운동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발전하기 위해 매우 필요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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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타 운동의 현상학적 연구로는 지도자 대상으로 필라테스의 대중화를 위한 개

선요인을 알아보는 연구(김윤경, 정숙희, 2020), 필라테스 교습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장혜원, 이정래, 2019), 필라테스 참여자

의 인식 변화 탐색 연구(이진숙, 안종학, 2009; 김지혜, 윤지인, 박승순,

2021), 필라테스 남성 참여자의 운동 만족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국승희,

2012), 여성 요가 참여자의 만족 요인, 참여 동기를 분석하는 연구(강지연,

2014; 안영주, 오윤경, 이강헌, 2016), 요가 지도자의 경험적 인식 연구(홍

미화, 배상우, 2007), 댄스스포츠에 대한 인식과 활성화 방안(조현욱, 2004),

스포츠 클라이밍 참여자의 경험 연구(곽연경, 2019) 등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현상학적 연구는 해당 운동의 의미를 심도 있게 탐색하고 발전적 개선과

대중화의 의의를 기대할 수 있다(김선희, 권오륜, 2011).

따라서, SNPE도 대중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와 지도자의

특성과 실태를 분석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SNPE 참여자와 지도자의 참

여 실태 및 인식을 조사하는 것은 SNPE의 기초적인 특성, 운동적 장점 및 단

점, 그리고 인식에 대한 주요 정보뿐만 아니라 SNPE의 개선점 및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SNPE 참여자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참여 실태와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발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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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참여자와 지도자의 참여 실태와

인식을 탐색하는 것이다.

3.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의 참여 실태와 인식을 탐색하기 위

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참여자의 참여 실태와 인식은 어떠한가?

(1) SNPE 참여자의 기본적 특성

(2) SNPE 참여자의 참여 실태

(3) SNPE 참여자의 참여 인식

2)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지도자의 참여 실태와 인식은 어떠한가?

(1) SNPE 지도자의 기본적 특성

(2) SNPE 지도자의 참여 실태

(3) SNPE 지도자의 참여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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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리

1)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참여자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참여자는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인 참여자를 의미한다. 시설에서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며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와 혼자 집에서 홈 트레이닝으로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를 포함한다.

2)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지도자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지도자는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지도자과정 2급

이상을 취득하여 현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를 의미한다.

3) 기본적 특성

본 연구에서 기본적 특성은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참여자와 지도자의 실

태 및 인식 설문에 기초가 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참여자의 기본적 특성 파악 요인으로는 타 운동참여 여부, 타 운동참여 종목,

근골격계 통증 여부, 근골격계 통증 부위, 근골격계 질환명으로 설정하였다.

지도자의 기본적 특성 파악 요인으로는 타 운동참여 여부, 타 운동참여 종목,

타 운동지도 여부, 타 운동지도 종목, 근골격계 통증 여부, 근골격계 통증 부

위, 근골격계 질환명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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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 실태

본 연구에서 참여 실태는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참여자와 지도자의 운동

참여 상태를 의미한다.

참여자의 참여 실태 파악 요인으로는 운동참여 경로, 운동참여 시설, 운동참

여 경력, 주 평균 운동참여 빈도, 주 평균 운동참여 시간, 운동참여 목적, 운동

만족 수준, 운동 만족 요인, 운동 지속 의도, 운동 지속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지도자의 참여 실태 파악 요인으로는 운동지도계기, 운동참여자 경험, 지도

경력, 주 평균 지도횟수, 주 평균 지도 시간, 지도 시설, 직무만족도, 직무 지

속 의도로 설정하였다.

4) 참여 인식

본래 인식이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데, 본 연구에서의 인

식은 참여자와 지도자가 판단하는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의 경험적 평가로

서 주관적 정의, SNPE 운동의 필요성, SNPE 운동의 차별성, SNPE 운동의

신체적 효과, SNPE 운동의 정서적 효과, SNPE 운동의 사회적 효과, 활성화

방안을 의미한다.



8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의 운동참여자와 지도자의 참여 실태와

인식을 탐색하고자 설계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SNPE 운동에 참여하는

참여자와 지도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운동참여자는

SNPE 운동 시설에서 참여하는 대상자와 함께 홈 트레이닝으로 SNPE 운동

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선정 방법으

로는 비확률표본추출방법 중 하나인 눈덩이(snowball) 표본추출법을 적용하였

다. 눈덩이 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한 이유로는 SNPE 운동참여자 및 시설에 대

한 명확한 표본틀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을 밝힌다. 표본 초기 수집된

연구 대상 자료는 참여자 126명, 지도자 85명이었으나, 무응답 및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여 참여자 124명, 지도자 85명이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연구 대상 중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

음과 같다.

표 1-1. SNPE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연령

10대 2 1.6

20대 23 18.5

30대 50 40.3

40대 37 29.8

50대 9 7.3

60대 이상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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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30대 참여자가 50명(40.3%)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여성

참여자가 120명(96.8%)으로 남성 참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

균 수입은 수입이 없는 참여자가 29명(23.4%)으로 가장 높았고, 참여 지역은

주로 서울(37.9%)과 경기(36.3%)에서 참여하는 참여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연구 대상 중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지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과 같다.

성별
남자 4 3.2

여자 120 96.8

월 평균 수입

수입 없음 29 23.4

100만원 미만 13 10.5

100~200만원 미만 21 16.9

200~300만원 미만 25 20.2

300~400만원 미만 18 14.5

400~500만원 미만 6 4.8

500만원 이상 12 9.7

참여 지역

서울 47 37.9

경기 45 36.3

인천 5 4.0

부산 4 3.2

대구 3 2.4

광주 3 2.4

세종 2 1.6

대전 1 0.8

충남 1 0.8

충북 1 0.8

강원 1 0.8

경북 1 0.8

경남 1 0.8

전북 1 0.8

전남 1 0.8

제주 1 0.8

해외 2 1.6

결측 4 3.2

합계 1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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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SNPE 지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2-2. SNPE 지도자의 인구통계학적 지역 특성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연령

20대 24 28.2

30대 31 36.5

40대 18 21.2

50대 7 8.2

60대 이상 5 5.9

성별
남자 5 5.9

여자 80 94.1

월 평균 수입

수입 없음 4 4.7

100만원 미만 35 42.1

100~200만원 미만 17 20.0

200~300만원 미만 13 15.3

300~400만원 미만 9 10.6

400~500만원 미만 2 2.4

500만원 이상 5 5.9

합계 85 100.0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지도 지역

서울 39 43.8

경기 26 29.2

인천 6 6.7

부산 5 5.6

대구 2 2.2

충북 2 2.2

경남 2 2.2

제주 2 2.2

대전 1 1.1

울산 1 1.1

강원 1 1.1

전북 1 1.1

전남 1 1.1

합계 8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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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30대 지도자가 31명(36.5%)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여

성 지도자가 80명(94.1%)으로 남성 지도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

균 수입은 100만원 미만의 지도자가 35명(42.1%)으로 가장 높았고, 지도자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다중 응답으로 받은 활동 지역은 서울(42.8%), 경

기(29.2%)에서 활동하는 지도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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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의 참여자와 지도자의 실태와 인식

을 탐색하기 위해서 참여자와 지도자의 설문을 나누어 설계하였으며 혼합연구

설계 방법을 적용하였다. 조사 도구는 설문지를 활용하여 폐쇄형 설문 문항으

로 구조화된 설문과 개방형 설문 문항으로 개인이 생각하고 느끼는 그대로를 3

가지 이상 자유롭게 기술하는 방식의 설문을 고안하였다. 구체적인 설문지 구

성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1. 참여자 설문지 구성내용 및 문항 수

구분 구성내용 문항 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 성별, 지역, 

월 평균 수입
4

참여 특성

타 운동 참여 경험, 타 

운동 참여 종목, 근골격계 

통증 여부, 근골격계 통증 

부위, 근골격계 질환명

5

참여 실태

참여 경로, 참여 시설, 

참여 경력, 참여 빈도, 

참여 시간, 참여 목적, 

만족 수준, 만족 요인,  

지속 의도, 지속 요인

10

참여 인식

주관적 정의, 필요성, 

차별성, 정서적 효과, 

신체적 효과, 사회적 효과, 

활성화방안

12

합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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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지도자 설문지 구성내용 및 문항 수

1) 참여자의 참여 실태 설문 문항

참여자의 참여 실태를 묻는 문항을 작성하기 위해서 김영미(2019), 김지태

(2020), 오경아, 오세이(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을 기초로 본 연

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설계하였다. 만족도와 지속 의도는 ‘매우 그렇

다’(5점)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1점)로 응답하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

구분 구성내용 문항 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 성별, 지역, 

월 평균 수입
4

참여 특성

타 운동 참여 경험, 타 

운동 참여 종목, 타 운동 

지도 경험, 근골격계 통증 

여부, 근골격계 통증 부위, 

근골격계 질환명 

8

참여 실태

 참여자 경험, 참여 경력, 

지도 경력, 지도 빈도, 

지도 시간, 지도 시설, 

지도 계기, 직무만족수준, 

직무만족요인, 

직무지속의도, 

직무지속요인

11

참여 인식

주관적 정의, 필요성, 

차별성, 정서적 효과, 

신체적 효과, 사회적 효과, 

활성화방안

12

합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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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만족 요인과 지속 요인 문항은 개방형 설문으로서 세 가지 이상의 요인을

높은 순서대로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 지도자의 참여 실태 설문 문항

지도자의 참여 실태를 묻는 문항을 작성하기 위해서 번재우, 김우성(2014),

심원지, 백종수(2017), 이주민(2015)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설계하였다. 직무만족도와 직무지속의도는 ‘매우 그렇다’(5점)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1점)로 응답하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고 직무 만족

요인과 직무 지속 요인은 개방형 설문으로서 세 가지 이상의 요인을 높은 순서

대로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3) 참여 인식 문항

참여 인식을 묻는 문항은 박인혜, 김승철(2009), 조현욱(2004), 황향희, 이

유진, 유성은(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 및 답변을 참고하여 설계하

였다. 주관적 정의를 묻는 문항을 제외한 모든 인식 문항은 ‘매우 그렇다’(5점)

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1점)로 응답하는 5점 Likert 척도와 개방형 설문으로

자유롭게 세 가지 이상의 요인을 기술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4) 측정 도구의 타당성

본 연구에서는 SNPE 참여자와 지도자의 참여 실태 및 인식을 탐색하기 위

하여 측정 도구를 고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적용한 설문지는 특정 이론이나 구

인을 측정하기보다는 참여 실태와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내용적 측면으로 구성

되었다. 이에 측정 도구 제작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의 검사내용에 근거한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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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증거를 확보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연구자를 포함하여 검사 문항 개발 및

측정평가 전문가 3인의 교수진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문가 집단의 의견 완전합

치를 기반으로 검사내용에 근거한 타당도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3. 조사 절차

첫째,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참여자와 지도자의 참여 실태와 인식을 알아

보기 위해 조사 도구인 설문지를 지필형으로 설계하였다.

둘째, 지필로 설계된 설문지를 구글(google) 온라인 설문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 기반 설문으로 변환하였다.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

명한 뒤 참여자의 보호를 위하여 익명으로 설문이 이루어지는 것과 연구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의 URL을

발송하여 설문을 진행하였고, 모든 참여자가 자기평가기입법을 통해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자 설문의 경우 다양한 환경에서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

페(Naver Cafe)를 활용하여 게시물에 연구목적과 방법에 관한 안내와 함께

온라인 설문의 URL을 올려 설문을 진행하였다.



16

4. 자료 처리

본 연구는 혼합연구설계 방법을 적용하여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1) 양적 자료

폐쇄형 설문을 통해 얻은 양적 자료의 경우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5.0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질적 자료

개방형 설문을 통해 얻는 질적 자료의 경우 사회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인

NetMiner 4.0을 이용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숫자가 아닌 언어로 구성된 텍스트에서 의미가 있는

단어를 추출하여 키워드 간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분석

방법이다(이수상, 2012; 김혜련, 최창환, 2018; 김성묵, 2021). 질적 자료

분석 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해석하는데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는 방법으

로 키워드를 양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이수상,

2012; 최유리, 최창환, 2020). 양적 자료에서 얻을 수 없는 응답자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이수상, 2012) 해

당 연구에서 키워드 네트워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는 중심성이다. 중심성이란

특정 키워드(노드)가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중심에 위치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다(이수상, 2012). 해당 연구에서는 연결중심성 지표로 분석하였으며 연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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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이 높다는 것은 해당 질문 응답으로 타 키워드들과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로, 네트워크 내에서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이수상,

2012; 최창환, 이재봉, 2017).

개방형 설문을 통해 얻은 응답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설문지 응답의 텍스트 중 의미가 있는 단어를 추출하고 의미가 유

사한 텍스트를 통일시키는 텍스트 정제과정을 거쳤다.

두 번째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키워드 빈도와 매트릭스 행렬을 구성하였

다. 한국어 기반 키워드 분석 프로그램 KrKwic을 활용하여 단어들의 빈도를

확인하고 단어☓단어 매트릭스 행렬을 산출하였다.

세 번째로,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구조화된 행렬

의 형태로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서 NetMiner 4.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

원모드(1-mode)로 연결중심성 지표를 확인하고 연결중심성 값을 기준으로 분

석결과를 시각화(mapping)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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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본 연구는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의 참여자와 지도자의 참여 실태 및 인

식을 탐색하기 위해서 혼합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 키워

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참여자와 지도자의 결과를 나누어서 분석하였

으며, 그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참여자의 참여 실태 및 인식

1) SNPE 운동참여자의 기본적 특성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참여자의 기본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

을 실시하여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본적 특성 요인 중 타 운동참여 경험은 ‘있다’가 114명(91.9%), ‘없다’가

10명(8.1%)으로 SNPE 운동참여 전 타 운동을 경험해본 참여자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다중 응답으로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타 운동참여 종목은 ‘헬

스’가 69명(22.8%), ‘요가’가 66명(21.9%), ‘필라테스’가 59명(19.5%) 순으

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 SNPE 참여자의 타 운동참여 경험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타 운동참여 경험
있다 114 91.9

없다 10 8.1

합계 1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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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SNPE 참여자의 타 운동참여 종목

기본적 특성 요인 중 근골격계 통증 여부는 ‘있다’가 105명(84.7%), ‘없다’

가 19명(15.3%)으로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참여자 중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참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SNPE 참여자의 근골격계 통증 여부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타 운동참여 종목

헬스 69 22.8

요가 66 21.9

필라테스 59 19.5

수영 36 11.9

댄스 22 7.3

복싱 8 2.6

에어로빅 8 2.6

스피닝 4 1.3

PT 4 1.3

클라이밍 4 1.3

점핑다이어트 3 1.0

크로스핏 3 1.0

태권도 3 1.0

검도 3 1.0

테니스 2 0.7

골프 2 0.7

스쿼시 2 0.7

무술 1 0.3

번지피지오 1 0.3

합계 302 100.0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근골격계 통증 여부
있다 105 84.7

없다 19 15.3

합계 1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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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통증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에게 다중 응답으로 통증 부위와 질환

명을 빈도 분석한 결과, ‘어깨’가 71명(19.4%), ‘목’이 67명(18.3%), ‘허리’가

64명(17.5%) 순으로 통증 부위 중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허리디스크’가

17명(20.2%), ‘목디스크’가 16명(19.0%), ‘일자목’이 14명(16.7%)으로 병

원에서 진단받은 근골격계 질환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SNPE 참여자의 근골격계 통증 부위

표 4-5. SNPE 참여자의 근골격계 질환명

특성 구분 빈도 (수) 비율 (%)

근골격계 통증 부위

어깨 71 19.4

목 67 18.3

허리 64 17.5

무릎 34 9.3

고관절 24 6.6

손목 22 6.0

등 18 4.9

발목 15 4.1

골반 14 3.8

발 12 3.3

팔 9 2.5

다리 6 1.6

손 4 1.1

꼬리뼈 3 0.8

턱관절 3 0.8

합계 366 100.0

특성 구분 빈도 (수) 비율 (%)

근골격계 질환명

허리디스크 17 20.2

목디스크 16 19.0

일자목 14 16.7

척추측만증 9 10.7

부정렬증후군 4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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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PE 운동참여자의 참여 실태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참여자의 참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참여 경

로, 참여 시설, 참여 경력, 참여 빈도, 참여 시간, 만족 수준, 지속 의도 요인

은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고, 참여 목적, 만족 요인, 지속 요인은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참여 실태 요인 중 참여 경로는 ‘지인 소개’가 36명(29.0%), ‘인터넷’이 36

명(29.0%), ‘SNS’가 24명(19.4%), ‘기타’가 15명(12.1%), ‘간판 및 홍보

물’이 11명(8.9%), ‘TV’가 2명(1.6%) 순으로 나타나 지인 소개와 인터넷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깨충돌증후군 3 3.6

손목터널증후군 2 2.4

퇴행성관절염 2 2.4

회전근개염 2 2.4

섬유근육통 2 2.4

근막통증증후군 2 2.4

발목염좌 2 2.4

족저근막염 2 2.4

테니스엘보 2 2.4

척추협착증 1 1.2

천장관절증후군 1 1.2

손목건초염 1 1.2

척추분리증 1 1.2

좌골신경통 1 1.2

합계 8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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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SNPE 참여자의 참여 경로

참여 실태 요인 중 참여 시설은 ‘홈 트레이닝’이 62명(50.0%), ‘SNPE 전문

센터’가 24명(19.4%), ‘공공생활 체육시설’이 20명(16.1%), ‘개인 스튜디오’

가 13명(10.5%), ‘방문 레슨’이 5명(4.0%) 순으로 홈 트레이닝의 비중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SNPE 참여자의 참여 시설

참여 실태 요인 중 운동참여 경력은 ‘1년 이상~3년 미만’이 33명(26.6%),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이 27명(21.8%), ‘3년 이상’이 22명(17.7%), ‘3개

월 이상~6개월 미만’이 18명(14.5%),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16명

(12.9%), ‘1개월 미만’이 7명(5.6%) 순으로 나타나 1년 이상~3년 미만의 비중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참여 경로

지인 소개 36 29.0

인터넷 36 29.0

SNS 24 19.4

TV 2 1.6

간판 및 홍보물 11 8.9

기타 15 12.1

합계 124 100.0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참여 시설

공공생활 체육시설 20 16.1

SNPE 전문센터 24 19.4

개인 스튜디오 13 10.5

홈 트레이닝 62 50.5

방문 레슨 5 4.0

합계 1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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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SNPE 참여자의 참여 경력

참여 실태 요인 중 운동참여 빈도는 주 평균으로 주 2회가 32명(25.8%), 주

3회가 26명(21.0%), 주 1회가 25명(20.2%), 주 5회가 13명(10.5%), 주 4회가

12명(9.7%), 주 7회가 10명(8.1%), 주 6회가 6명(4.8) 순으로 나타나 큰 차이

는 없으나 평균 주 2~3회로 운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SNPE 참여자의 참여 빈도

참여 실태 요인 중 운동참여 시간은 1회 평균 시간으로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75명(60.5%), ‘30분 이상~1시간 미만’이 29명(23.4%), ‘3시간 이

상’이 8명(6.5%),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 6명(4.8%), ‘30분 미만’이 5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참여 경력

1개월 미만 7 5.6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27 21.8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18 14.5

6개월 이상~1년 미만 16 12.9

1년 이상~3년 미만 33 26.6

3년 이상 22 17.7

결측 1 0.8

합계 124 100.0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평균 표준편차

주 평균 참여 빈도

주 1회 25 20.2

3.11 1.822

주 2회 32 25.8

주 3회 26 21.0

주 4회 12 9.7

주 5회 13 10.5

주 6회 6 4.8

주 7회 10 8.1

합계 1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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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4.0%)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으로 운동에 참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SNPE 참여자의 참여 시간

참여 실태 요인 중 운동 만족 수준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100점’이 32

명(25.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80점’이 24명(19.4%), ‘90점’이 22명

(17.7%) ‘70점’이 16명(12.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균 만족 수준은

85.06이며, 표준 편차는 15.362이고 최솟값은 10점, 최댓값은 100점으로 나

타났다.

표 5-6. SNPE 참여자의 운동 만족 수준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참여 시간

30분 미만 5 4.0

30분 이상~1시간 미만 27 23.4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75 60.5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6 4.8

3시간 이상 8 6.5

결측 1 0.8

합계 124 100.0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평균 표준편차

만족 수준

10 1 0.8

85.06 15.362

30 1 0.8

50 3 2.4

60 4 3.2

65 1 0.8

70 16 12.9

75 1 0.8

80 24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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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실태 요인 중 운동 지속 의도는 5점 Likert 척도를 기준으로 ‘매우 그

렇다’가 78명(62.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다’가 37명(29.8%),

‘매우 그렇지 않다’가 5명(4.0%), ‘그렇지 않다’가 2명(1.6%), ‘보통이다’가 2

명(1.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속 의도의 평균은 4.46이며, 표준 편차는

0.932로 나타났다.

표 5-7. SNPE 참여자의 운동 지속 의도

참여 실태 요인 중 개방형 설문으로 확인한 운동참여 목적, 만족 요인, 지속

의도 요인은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실시하여 키워드 빈도와 연결중심성

값을 도출하였다.

85 4 3.2

88 1 0.8

90 22 17.7

95 10 8.1

97 1 0.8

98 1 0.8

99 1 0.8

100 32 25.8

결측 1 0.8

합계 124 100.0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평균 표준편차

운동 지속 의도

매우 그렇지 않다 5 4.0

4.46 0.932

그렇지 않다 2 1.6

보통이다 2 1.6

그렇다 37 29.8

매우 그렇다 78 62.9

합계 1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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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참여 목적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통증 완화’ 키워드가 가장 높은

빈도(61회)로 나타났고, ‘체형교정(44회)’, ‘자세개선(31회)’, ‘몸매관리(26

회)’, ‘체력향상(10회)’, ‘혈액순환(9회)’ 키워드 순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반면, 연결중심성 값은 ‘몸매관리’가 0.692로 가장 높았고 ‘통증완화’, ‘체형교

정’, ‘자세개선’이 0.615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제시된 표에는 산출된 전체

14개의 키워드를 모두 도출하였다.

표 5-8. SNPE 참여자의 운동참여 목적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그림 1>은 참여자의 운동 목적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중 연결중심성 값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노드(키워드)의 크기는 산출 값을 표현하며 큰 노

드일수록 다른 키워드들과의 관계가 높아 연결선(링크)이 많으며 결론적으로

연결중심성 값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순위 키워드 빈도 연결중심성

1 통증완화 61 0.615

2 체형교정 44 0.615

3 자세개선 31 0.615

4 몸매관리 26 0.692

5 체력향상 10 0.461

6 혈액순환 9 0.461

7 신체균형회복 5 0.307

8 근력강화 4 0.230

8 질환개선 4 0.153

10 건강관리 3 0.000

10 근육이완 3 0.153

10 통증예방 3 0.153

13 산후회복 1 0.076

13 정신건강 1 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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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NPE 참여자의 운동참여 목적 연결중심성

참여 실태 중 참여자의 운동 만족 요인은 만족하는 순서대로 3가지 이상의

개방형 응답을 받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통증 완화’ 키워드가 가장 높은 빈도(66회)와 함께 가장 높은 연결중심성

수치(0.736)를 나타냈다. 그 뒤를 이어 ‘셀프운동(53회)’, ‘지도자 만족(22

회)’, ‘운동도구(21회)’, ‘체형변화(19회)’ 키워드 순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

다. 연결중심성 값은 두 번째로 ‘셀프운동’이 0.631로 높게 나타났으며 ‘근육이

완’이 0.473, ‘체형변화’, ‘지도자만족’이 0.421의 수치를 나타냈다. 제시된 표

에는 산출된 전체 39개의 키워드 중에서 3회 이상의 빈도를 나타낸 22개의

키워드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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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SNPE 참여자의 운동 만족 요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그림 2>는 참여자의 운동 만족 요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중 연결중심성

값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순위 키워드 빈도 연결중심성

1 통증완화 66 0.736

2 셀프운동 53 0.631

3 지도자만족 22 0.421

4 운동도구 21 0.342

5 체형변화 19 0.421

6 근육이완 14 0.473

7 자세개선 12 0.289

8 운동강도조절 11 0.342

9 건강지식전달 10 0.289

9 운동의편의성 10 0.289

11 의료비절감 9 0.157

12 시원함 8 0.210

13 비용만족 6 0.157

13 빠른운동효과 6 0.157

15 근력향상 3 0.105

15 다이어트효과 3 0.105

15 붓기완화 3 0.157

15 운동시설만족 3 0.105

15 운동동작 3 0.157

15 운동의차별성 3 0.131

15 정서적효과 3 0.131

15 체력향상 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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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NPE 참여자의 운동 만족 요인 연결중심성

참여자의 운동 만족 요인 중 1순위로 만족 요인이 높은 키워드를 빈도 분석

한 결과, ‘통증완화’가 47회(37.9%)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셀프운

동’이 23회(18.5%), ‘지도자만족’이 9회(7.3%), ‘체형변화’와 ‘근육이완’의 키

워드가 6회(4.8%)로 나타났다.

표 5-10. SNPE 참여자의 1순위 운동 만족 요인 빈도 분석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운동만족요인 

1순위

통증완화 47 37.9

셀프운동 23 18.5

지도자만족 9 7.3

운동도구 3 2.4

체형변화 6 4.8

근육이완 6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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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의 운동 만족 요인 중 2순위로 만족 요인이 높은 키워드를 빈도 분석

한 결과, ‘셀프운동’이 16회(12.9%)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통증완

화’가 12회(9.7%), ‘운동도구’, ‘체형변화’가 9회(7.3%), ‘운동강도조절’이 8회

(6.5%) 순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표 5-11. SNPE 참여자의 2순위 운동 만족 요인 빈도 분석

자세개선 3 2.4

운동강도조절 2 1.6

건강지식전달 2 1.6

운동의편의성 2 1.6

의료비절감 1 0.8

시원함 4 3.2

비용만족 1 0.8

빠른운동효과 2 1.6

근력향상 1 0.8

다이어트효과 1 0.8

시설만족 2 1.6

운동의차별성 2 1.6

관절가동범위개선 1 0.8

비대면운동 1 0.8

운동의다양성 1 0.8

다양한근육자극 1 0.8

유튜브강의자료 1 0.8

혈액순환 1 0.8

결측 1 0.8

합계 124 100.0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운동만족요인 

2순위

통증완화 12 9.7

셀프운동 16 12.9

지도자만족 6 4.8

운동도구 9 7.3

체형변화 9 7.3

근육이완 6 4.8

자세개선 4 3.2

운동강도조절 8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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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의 운동 만족 요인 중 3순위로 만족 요인이 높은 키워드를 빈도 분석

한 결과, ‘셀프운동’이 14회(11.3%)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운동도

구’가 9회(7.3%), ‘통증완화’, ‘지도자만족’이 7회(5.6%), ‘자세개선’이 5회

(4.0%) 순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표 5-12. SNPE 참여자의 3순위 운동 만족 요인 빈도 분석

건강지식전달 4 3.2

운동의편의성 4 3.2

의료비절감 5 4.0

시원함 2 1.6

비용만족 3 2.4

빠른운동효과 1 0.8

다이어트효과 2 1.6

운동동작 2 1.6

정서적효과 2 1.6

체력향상 1 0.8

관절가동범위개선 1 0.8

생리학적효과 1 0.8

신체인지효과 2 1.6

편안함 2 1.6

다양한건강회복 1 0.8

반복운동 1 0.8

생활습관개선 1 0.8

접근성 1 0.8

컨디션회복 1 0.8

결측 17 13.7

합계 124 100.0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운동만족요인 

3순위

통증완화 7 5.6

셀프운동 14 11.3

지도자만족 7 5.6

운동도구 9 7.3

체형변화 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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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실태 중 참여자의 운동참여 지속 요인은 지속하는 이유를 순서대로 3가

지 이상의 개방형 응답을 받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증완화효과’ 키워드가 가장 높은 빈도(68회)와 함께 가장 높은 연결 중심성

수치(0.710)를 나타냈다. 그 뒤를 이어 ‘셀프운동(31회)’, ‘체중감량필요(18

회)’, ‘쉬운동작(16회)’, ‘운동의 편의성(16회)’ 키워드 순으로 높은 빈도를 나

타냈으며, 연결중심성 값은 두 번째로 ‘쉬운동작’이 0.421, ‘체중감량필요’가

0.394, ‘셀프운동’, ‘몸매관리’가 0.368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제시된 표에

는 산출된 전체 39개의 키워드 중에서 3회 이상의 빈도를 나타낸 23개의 키

워드로 도출하였다.

근육이완 2 1.6

자세개선 5 4.0

운동강도조절 1 0.8

건강지식전달 4 3.2

운동의편의성 4 3.2

의료비절감 3 2.4

시원함 2 1.6

비용만족 2 1.6

빠른운동효과 3 2.4

근력향상 2 1.6

다이어트효과 1 0.8

시설만족 2 1.6

운동동작 1 0.8

운동의차별성 1 0.8

정서적효과 1 0.8

체력향상 1 0.8

다양한체험사례 2 1.6

비대면운동 2 1.6

생리학적효과 1 0.8

운동의다양성 1 0.8

속근육강화 1 0.8

피부개선 1 0.8

결측 39 31.5

합계 1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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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SNPE 참여자의 운동 지속 요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그림 3>은 참여자의 운동 만족 요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중 연결중심성

값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순위 키워드 빈도 연결중심성

1 통증완화효과 68 0.710

2 셀프운동 31 0.368

3 체중감량필요 18 0.394

4 쉬운동작 16 0.421

4 운동의편의성 16 0.289

6 적성 14 0.210

7 몸매관리 12 0.368

7 자세개선효과 12 0.263

9 체형변화효과 11 0.315

10 호감운동 9 0.289

11 흥미 8 0.236

12 건강관리 7 0.263

12 근력강화효과 7 0.184

12 높은지속성 7 0.263

15 도구활용 6 0.184

16 높은운동효과 5 0.184

16 지도자만족 5 0.236

16 통증관리 5 0.157

19 체형교정필요 4 0.105

20 운동목적미달성 3 0.105

20 의료비절감 3 0.157

20 자세개선필요 3 0.105

20 혈액순환효과 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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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NPE 참여자의 운동 지속 요인 연결중심성

참여자의 운동 지속 요인 중 1순위로 지속 요인이 높은 키워드를 빈도 분석

한 결과, ‘통증완화효과’가 53회(42.7%)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적

성’이 7회(5.6%), ‘셀프운동’이 6회(4.8%), ‘높은지속성’이 5회(4.0%) 순으

로 높게 나타났다.

표 5-14. SNPE 참여자의 1순위 운동 지속 요인 빈도 분석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운동지속요인 

1순위

통증완화효과 53 42.7

셀프운동 6 4.8

체중감량필요 3 2.4

쉬운동작 4 3.2

운동의 편의성 1 0.8

적성 7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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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의 운동 지속 요인 중 2순위로 지속 요인이 높은 키워드를 빈도 분석

한 결과, ‘셀프운동’이 12회(9.7%)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통증완화

효과’가 11회(8.9%), ‘쉬운동작’이 9회(7.3%), ‘체중감량필요’가 8회(6.5%),

‘운동의편의성’이 7회(5.6%) 순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표 5-15. SNPE 참여자의 2순위 운동 지속 요인 빈도 분석

몸매관리 2 1.6

자세개선효과 4 3.2

체형변화효과 4 3.2

호감운동 4 3.2

흥미 1 0.8

건강관리 3 2.4

높은지속성 5 4.0

도구활용 1 0.8

높은운동효과 1 0.8

지도자만족 2 1.6

체형교정필요 1 0.8

운동목적미달성 2 1.6

자세개선필요 1 0.8

혈액순환효과 2 1.6

마음수련 1 0.8

질환개선필요 1 0.8

근육이완필요 1 0.8

근육이완효과 1 0.8

높은접근성 1 0.8

반복운동필요 1 0.8

통증완화필요 1 0.8

결측 10 8.1

합계 124 100.0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운동지속요인 

2순위

통증완화효과 11 8.9

셀프운동 12 9.7

체중감량필요 8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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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의 운동 지속 요인 중 3순위로 지속 요인이 높은 키워드를 빈도 분석

한 결과, ‘셀프운동’이 13회(10.5%)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운동의

편의성’이 8회(6.5%), ‘체중감량필요’, ‘몸매관리’가 7회(5.6%) 순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쉬운동작 9 7.3

운동의편의성 7 5.6

적성 4 3.2

몸매관리 3 2.4

자세개선효과 4 3.2

체형변화효과 4 3.2

호감운동 2 1.6

흥미 5 4.0

건강관리 2 1.6

근력강화효과 4 3.2

높은지속성 1 0.8

도구활용 2 1.6

높은운동효과 2 1.6

통증관리 3 2.4

체형교정필요 1 0.8

운동목적미달성 1 0.8

의료비절감 2 1.6

자세개선필요 2 1.6

혈액순환효과 1 0.8

마음수련 1 0.8

질환개선필요 1 0.8

근력강화필요 1 0.8

바른자세습관필요 1 0.8

비용만족 1 0.8

에너지향상 1 0.8

운동의지 향상 1 0.8

피부개선효과 1 0.8

결측 26 21.0

합계 1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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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SNPE 참여자의 3순위 운동 지속 요인 빈도 분석

반면,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을 지속하지 않는 이유를 응답한 키워드는 6

개가 도출되었는데, ‘지도자 불만족’이 3회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낮은

접근성(1회)’, ‘비용 불만족(1회)’, ‘운동시설환경 불만족(1회)’의 키워드가 도

출되었다.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운동지속요인 

3순위

통증완화효과 4 3.2

셀프운동 13 10.5

체중감량필요 7 5.6

쉬운동작 3 2.4

운동의편의성 8 6.5

적성 3 2.4

몸매관리 7 5.6

자세개선효과 4 3.2

체형변화효과 3 2.4

호감운동 3 2.4

흥미 2 1.6

건강관리 2 1.6

근력강화효과 3 2.4

높은지속성 1 0.8

도구활용 3 2.4

높은운동효과 2 1.6

지도자만족 3 2.4

통증관리 2 1.6

체형교정필요 2 1.6

의료비절감 1 0.8

경험부족 1 0.8

비대면운동가능 1 0.8

자녀동반운동 1 0.8

결측 45 36.3

합계 1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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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7. SNPE 참여자의 운동을 지속하지 않는 요인 키워드 빈도 분석

3) SNPE 운동참여자의 참여 인식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참여자의 참여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주관적 정의

요인은 키워드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고, 필요성, 차별성, 정

서적 효과, 신체적 효과, 사회적 효과, 활성화 방안 요인은 기술 통계와 빈도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참여자의 참여 인식 요인 중 주관적 정의는 참여자들이 ‘SNPE는 어떠한 운

동인지’ 개인적으로 내린 정의를 의미하며 개방형 설문으로 받아 다양한 응답

을 도출하였다. 키워드 빈도 분석을 적용한 결과, ‘평생’이라는 키워드가 12회

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건강관리’가 11회, ‘셀프치료’가 10회, ‘꾸준

한’이 8회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제시된 표에는 산출된 전체 61개의 키워드

중에서 3회 이상의 빈도를 나타낸 17개의 키워드로 도출하였다.

표 6-1. SNPE 참여자의 주관적 정의 키워드 빈도

특성 구분 빈도

운동을 지속하지 않는 요인

지도자 불만족 3

낮은 접근성 1

비용 불만족 1

운동시설환경 불만족 1

합계 6

순위 키워드 빈도

1 평생 12

2 건강관리 11



39

참여 인식 요인 중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이 자신에게 필요한지를 묻는

필요성 문항에서는 5점 Likert 척도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가 81명(65.3%)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다’가 36명(29.0%), ‘매우 그렇지 않다’가 7

명(5.6%)으로 나타났다. 필요성의 평균은 4.48이며, 표준 편차는 0.967로

나타났다.

표 6-2. SNPE 참여자의 운동 필요성 빈도 분석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이 자신에게 왜 필요한지를 묻는 문항에 3가지 이

상의 개방형 응답을 받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증

3 셀프치료 10

4 꾸준한 8

5 기초 6

5 모든사람 6

5 자세교정 6

5 효과높은 6

9 셀프가능 5

10 몸과마음 4

10 바른자세 4

10 셀프교정 4

10 신체인지 4

10 신체회복 4

10 통증완화 4

10 효율적인 4

17 희망적인 3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평균 표준편차

운동 필요성

매우 그렇지 않다 7 5.6

4.48 0.967
그렇다 36 29.0

매우 그렇다 81 65.3

합계 124 100.0



40

완화’ 키워드가 86회로 가장 높은 빈도와 함께 가장 높은 연결 중심성 수치

(0.739)를 나타냈다. 그 뒤를 이어 ‘몸매관리(44회)’, ‘근육이완(37회)’, ‘자세

개선(36회)’, ‘혈액순환(34회)’ 키워드 순서대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연결

중심성 값은 ‘근육이완’이 0.652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세개선’이

0.565, ‘몸매관리’, ‘혈액순환’, ‘체형교정’이 0.521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제시된 표에는 산출된 전체 24개의 키워드 중에서 3회 이상의 빈도를 나타낸

15개의 키워드로 도출하였다.

표 6-3. SNPE 참여자의 운동 필요성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그림 4>는 참여자의 SNPE 운동 필요성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중 연결중심

성 값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순위 키워드 빈도 연결중심성

1 통증완화 86 0.739

2 몸매관리 44 0.521

3 근육이완 37 0.652

4 자세개선 36 0.565

5 혈액순환 34 0.521

6 체형교정 26 0.521

7 체력향상 19 0.478

8 근력강화 12 0.304

9 건강관리 8 0.304

10 질환개선 7 0.347

11 정신건강 6 0.260

12 셀프자세교정 4 0.173

13 생리통완화 3 0.304

13 신체균형회복 3 0.217

13 질환예방 3 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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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NPE 참여자의 운동 필요성 연결중심성

참여 인식 요인 중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의 차별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5

점 Likert 척도 기준으로 ‘그렇다’가 65명(52.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다’가 47명(37.9%), ‘보통이다’가 9명(7.3%), ‘매우 그렇지 않다’가

3명(2.4%)으로 나타났다. 차별성의 평균은 4.23이며, 표준 편차는 0.787로

나타났다.

표 6-4. SNPE 참여자의 운동 차별성 빈도 분석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평균 표준편차

운동 차별성

매우 그렇지 않다 3 2.4

4.23 0.787

보통이다 9 7.3

그렇다 65 52.4

매우 그렇다 47 37.9

합계 1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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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이 다른 운동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

3가지 이상의 개방형 응답을 받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간편성’ 키워드가 44회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셀프 운

동(37회)’, ‘다양한 소도구(34회)’, ‘운동강도조절용이(31회)’, ‘쉬운동작(25

회)’ 키워드 순서대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연결중심성 값은 ‘셀프운동’ 키워

드가 0.800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운동강도조절용이’가 0.760, ‘간

편성’이 0.680, ‘다양한 소도구’가 0.600, ‘쉬운동작’이 0.560으로 높은 수치

를 나타냈다. 제시된 표에는 산출된 전체 26개의 키워드 중에서 3회 이상의

빈도를 나타낸 17개의 키워드로 도출하였다.

표 6-5. SNPE 참여자의 운동 차별성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그림 5>는 참여자의 SNPE 운동 차별성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중 연결중심

성 값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순위 키워드 빈도 연결중심성

1 간편성 44 0.680

2 셀프운동 37 0.800

3 다양한소도구 34 0.600

4 운동강도조절용이 31 0.760

5 쉬운동작 25 0.560

6 근육이완운동 19 0.400

6 높은접근성 19 0.480

6 운동원리설명 19 0.480

6 통증집중운동 19 0.480

10 벨트사용 17 0.400

11 체형교정운동 11 0.360

12 부위별운동 10 0.320

13 척추운동 9 0.280

14 습관개선 8 0.360

15 효율적인비용 4 0.240

16 전신운동 3 0.240

16 커뮤니티소통 3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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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NPE 참여자의 운동 차별성 연결중심성

참여 인식 요인 중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의 정서적 효과를 묻는 문항에

서는 5점 Likert 척도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가 57명(4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다’가 47명(37.9%), ‘보통이다’가 14명(11.3%), ‘매우 그렇

지 않다’가 4명(3.2%), ‘그렇지 않다’가 2명(1.6%)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효

과의 평균은 4.22이며, 표준 편차는 0.942로 나타났다.

표 6-6. SNPE 참여자의 운동 정서적 효과 빈도 분석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평균 표준편차

정서적 효과

매우 그렇지 않다 4 3.2

4.22 0.942

그렇지 않다 2 1.6

보통이다 9 11.3

그렇다 65 37.9

매우 그렇다 47 46.0

합계 124 100.0



44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참여 후 정서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는지를 묻는

정서적 효과 요인은 3가지 이상의 개방형 응답을 받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 사고’ 키워드가 74회로 가장 높은 빈도와 함

께 가장 높은 연결중심성 수치(1.000)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자신감(38회)’,

‘성취감(34회)’, ‘운동 의지 향상(21회)’, ‘마음안정(19회)’, ‘무기력증 완화(18

회)’ 키워드 순서대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연결중심성 값은 ‘자신감’이

0.769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취감’, ‘운동 의지 향상’, ‘행복감’ 키워

드가 0.692, ‘마음안정’, ‘무기력증 완화’, ‘통증 극복 의지’ 키워드가 0.615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제시된 표에는 산출된 전체 14개의 키워드를 모두 도

출하였다.

표 6-7. SNPE 참여자의 운동 정서적 효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그림 6>은 참여자의 SNPE 정서적 효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중 연결중심

성 값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순위 키워드 빈도 연결중심성

1 긍정적사고 74 1.000

2 자신감 38 0.769

3 성취감 34 0.692

4 운동의지향상 21 0.692

5 마음안정 19 0.615

6 무기력증완화 18 0.615

7 행복감 14 0.692

8 통증극복의지 10 0.615

9 우울감감소 9 0.538

10 스트레스감소 4 0.538

11 자아존중감향상 3 0.307

12 몸에대한인지증가 2 0.153

12 활력증가 2 0.307

14 불안함감소 1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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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NPE 참여자의 운동 정서적 효과 연결중심성

참여 인식 요인 중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의 신체적 효과를 묻는 문항에

서는 5점 Likert 척도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가 61명(49.2%)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그렇다’가 52명(41.9%), ‘보통이다’가 6명(4.8%), ‘매우 그렇

지 않다’가 4명(3.2%), ‘그렇지 않다’가 1명(0.8%)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효

과의 평균은 4.33이며, 표준 편차는 0.872로 나타났다.

표 6-8. SNPE 참여자의 운동 신체적 효과 빈도 분석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평균 표준편차

신체적 효과

매우 그렇지 않다 4 3.2

4.33 0.872

그렇지 않다 1 0.8

보통이다 6 4.8

그렇다 52 41.9

매우 그렇다 61 49.2

합계 1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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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참여 후 신체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는지를 묻는

신체적 효과 요인은 3가지 이상의 개방형 응답을 받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근골격계통증완화’ 키워드가 71회로 가장 높은 빈도

와 함께 가장 높은 연결중심성 수치(0.750)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몸매라인개

선(36회)’, ‘컨디션향상(33회)’, ‘체력향상(26회)’, ‘체형변화(25회)’, ‘체중감량

(20회)’ 키워드 순서대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연결중심성 값은 ‘몸매라인개

선’이 0.678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컨디션향상’, ‘체중감량’ 키워드가

0.607, ‘체력향상’, ‘체형변화’ 키워드가 0.500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제

시된 표에는 산출된 전체 29개의 키워드 중에서 3회 이상 빈도를 나타낸 17

개의 키워드로 도출하였다.

표 6-9. SNPE 참여자의 운동 신체적 효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순위 키워드 빈도 연결중심성

1 근골격계통증완화 71 0.750

2 몸매라인개선 36 0.678

3 컨디션향상 33 0.607

4 체력향상 26 0.500

5 체형변화 25 0.500

6 체중감량 20 0.607

6 생리통완화 12 0.464

6 자세개선 11 0.428

6 혈액순환 11 0.464

10 근력강화 9 0.357

11 관절가동범위증가 8 0.321

12 두통완화 8 0.321

13 골격근량증가 6 0.321

14 근육이완 6 0.285

15 유연성향상 6 0.285

16 질환개선 5 0.392

16 숙면 3 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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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참여자의 SNPE 신체적 효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중 연결중심

성 값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7. SNPE 참여자의 운동 신체적 효과 연결중심성

참여 인식 요인 중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의 사회적 효과를 묻는 문항에

서는 5점 Likert 척도를 기준으로 ‘그렇다’가 46명(37.1%)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매우 그렇다’가 36명(29.0%), ‘보통이다’가 31명(25.0%), ‘그렇지

않다’가 6명(4.8%), ‘매우 그렇지 않다’가 5명(4.0%)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효과의 평균은 3.82이며, 표준 편차는 1.03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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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0. SNPE 참여자의 운동 사회적 효과 빈도 분석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참여 후 사회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는지를 묻는

사회적 효과 요인은 3가지 이상의 개방형 응답을 받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삶의 질 향상’ 키워드가 49회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

타냈다. 다음으로 ‘대인관계 능력향상(20회)’, ‘유대감형성(19회)’, ‘일의 능률

향상(19회)’, ‘사람들과 소통증가(12회)’, ‘의사소통능력향상(10회)’ 키워드 순

서대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연결 중심성 값은 ‘유대감형성’ 키워드가 0.769

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삶의 질 향상’과 ‘일의 능률향상’ 키

워드가 0.692, ‘대인관계 능력향상’ 키워드가 0.615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제시된 표에는 산출된 전체 14개의 키워드를 모두 도출하였다.

표 6-11. SNPE 참여자의 운동 사회적 효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효과

매우 그렇지 않다 5 4.0

3.82 1.036

그렇지 않다 6 4.8

보통이다 31 25.0

그렇다 36 29.0

매우 그렇다 46 37.1

합계 124 100.0

순위 키워드 빈도 연결중심성

1 삶의질향상 49 0.692

2 대인관계능력향상 20 0.615

3 유대감형성 19 0.769

4 일의능률향상 19 0.692

5 사람들과소통증가 12 0.461

6 의사소통능력향상 10 0.307

7 사회적활동증가 6 0.384

8 적극적태도 3 0.153

9 가족관계회복 2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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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참여자의 SNPE 사회적 효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중 연결중심

성 값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8. SNPE 참여자의 운동 사회적 효과 연결중심성

10 지식증가 2 0.230

11 관심분야증가 1 0.000

12 의료비절감 1 0.076

12 책임감형성 1 0.153

14 학업능력도움 1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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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식 요인 중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묻는 문항은

3가지 이상의 개방형 응답을 받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전문센터 활성화’ 키워드가 66회로 가장 높은 빈도와 함께 가장 높은 연결

중심성 수치(0.687)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홍보(39회)’, ‘유튜브 활성화(34

회)’, ‘합리적인 도구가격(30회)’, ‘합리적인 수강료(27회)’, ‘지도자역량확대

(20회)’ 키워드 순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연결중심성 수치는 ‘유튜브 활성

화’ 키워드가 0.593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홍보’가 0.562, ‘합

리적인 도구가격’과 ‘합리적인 수강료’ 키워드가 0.375의 수치를 나타냈다. 제

시된 표에는 산출된 전체 33개의 키워드 중에서 3회 이상의 빈도를 나타낸

15개의 키워드로 도출하였다.

표 6-12. SNPE 참여자의 SNPE 활성화 방안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순위 키워드 빈도 연결중심성

1 전문센터활성화 66 0.687

2 홍보 39 0.562

3 유튜브활성화 34 0.593

4 합리적인도구가격 30 0.375

5 합리적인수강료 27 0.375

6 지도자역량확대 22 0.312

7 운동강도별프로그램개발 11 0.343

8 다양한운동프로그램개발 9 0.250

9 대상자별홍보 8 0.250

10 방송출연 5 0.250

10 지도자양성 5 0.281

12 다양한운동시간대 4 0.156

12 참여자상담확대 4 0.156

14 운동시설증가 3 0.156

14 학교수업확대 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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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는 참여자의 SNPE 활성화 방안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중 연결중심

성 값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9. SNPE 참여자의 SNPE 활성화 방안 연결중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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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지도자의 참여 실태 및 인식

1) SNPE 지도자의 기본적 특성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지도자의 기본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 분

석을 실시하여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본적 특성 요인 중 타 운동참여 경험은 ‘있다’가 66명(77.6%), ‘없다’가

19명(22.4%)으로 SNPE 운동참여 전 타 운동을 경험해본 지도자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다중 응답으로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타 운동참여 종목은

‘헬스’가 44명(20.9%), ‘요가’가 42명(19.9%), ‘필라테스’가 34명(16.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1. SNPE 지도자의 타 운동참여 경험

표 7-2. SNPE 지도자의 타 운동참여 종목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타 운동참여 경험
있다 66 77.6

없다 19 22.4

합계 85 100.0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타 운동참여 종목

헬스 44 20.9

요가 42 19.9

필라테스 34 16.1

수영 25 11.8

댄스 17 8.1

복싱 9 4.3

에어로빅 6 2.8

스피닝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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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특성 요인 중 타 운동지도 경험은 ‘있다’가 22명(25.9%), ‘없다’가 63

명(74.1%)으로 타 운동지도 경험이 없는 지도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 SNPE 지도자의 타 운동지도 경험

기본적 특성 요인 중 지도자 자격증 취득 전 근골격계 통증 여부를 묻는 문

항에서는 ‘있다’가 76명(89.4%), ‘없다’가 9명(10.6%)으로 근골격계 통증을

느꼈던 지도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T 1 0.5

클라이밍 6 2.8

크로스핏 5 2.4

태권도 2 0.9

검도 2 0.9

테니스 3 1.4

점핑다이어트 1 0.5

스쿼시 3 1.4

무술 2 0.9

번지피지오 1 0.5

보드 1 0.5

축구 2 0.9

골프 1 0.5

탁구 1 0.5

합계 211 100.0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타 운동지도 경험
있다 22 25.9

없다 63 74.1

합계 8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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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SNPE 지도자의 근골격계 통증 여부

근골격계 통증이 있었다고 응답한 지도자에게 다중 응답으로 근골격계 통증

부위와 근골격계 통증 질환명의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목’과 ‘어깨’, ‘허리’

가 각각 50명(19.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허리디스크’와 ‘척추측만증’이 14명(18.7%), ‘일자목’이 10명(13.3%), ‘목디

스크’가 7명(9.3%) 순으로 병원에서 진단받은 근골격계 질환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5. SNPE 지도자의 근골격계 통증 부위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근골격계 통증 여부
있다 76 89.4

없다 9 10.6

합계 85 100.0

특성 구분 빈도 (수) 비율 (%)

근골격계 통증 부위

목 50 19.8

어깨 50 19.8

등 10 4.0

허리 50 19.8

무릎 14 5.5

손목 7 2.8

고관절 19 7.5

발목 11 4.3

발 11 4.3

골반 14 5.5

꼬리뼈 3 1.2

턱관절 2 0.8

팔 2 0.8

다리 8 3.2

손 2 0.8

합계 25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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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6. SNPE 지도자의 근골격계 질환명

2) SNPE 지도자의 참여 실태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지도자의 참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SNPE 지

도 전 SNPE 참여자 경험, 참여 경력, 지도 경력, 주 평균 지도 횟수, 주 평

균 지도 시간, 지도 시설, 직무 만족 수준, 직무 지속 의도 요인은 빈도 분석

과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고, 지도 계기와 직무 만족 요인, 직무 지속 요인은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성 구분 빈도 (수) 비율 (%)

근골격계 질환명

목디스크 7 9.3

허리디스크 14 18.7

일자목 10 13.3

척추협착증 4 5.3

척추측만증 14 18.7

어깨충돌증후군 3 4.0

손목터널증후군 1 1.3

일자허리 3 4.0

좌골신경통 4 5.3

회전근개염 1 1.3

테니스엘보 2 2.7

척추전방전위증 2 2.7

족저근막염 2 2.7

고관절염증 1 1.3

방아쇠증후군 1 1.3

턱관절장애 2 2.7

척추분리증 1 1.3

류마티스관절염 1 1.3

근막통증증후군 1 1.3

오십견 1 1.3

합계 7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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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실태 요인 중 SNPE 지도자 전 SNPE 참여자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있다’가 65명(76.5%), ‘없다’가 20명(23.5%)으로 SNPE 참여자

경험이 있는 지도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 SNPE 지도자의 참여자 경험 여부

참여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지도자에게 참여 경력을 묻는 문항에서는 ‘1년

이상~3년 미만’이 23명(35.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이 13명(20.0%),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12명(18.5%),

‘3년 이상’이 10명(15.4%),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이 5명(7.7%), 1개월

미만이 2명(3.1%)으로 나타났다.

표 8-2. SNPE 지도자의 참여자 경력

참여 실태 요인 중 지도 경력 문항에서는 ‘1년 이상~3년 미만’이 37명

(43.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3년 이상~6년 미만’이 16명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참여자 경험 여부
있다 65 76.5

없다 20 23.5

합계 85 100.0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참여 경력

1개월 미만 2 3.1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5 7.7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13 20.0

6개월 이상~1년 미만 12 18.5

1년 이상~3년 미만 23 35.4

3년 이상 10 15.4

합계 6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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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3개월 이하’가 12명(14.1%),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10명

(11.8%), 6년 이상이 8명(9.4%), ‘3개월 초과~6개월 미만’이 2명(2.4%)으

로 나타났다.

표 8-3. SNPE 지도자의 지도 경력

참여 실태 요인 중 운동지도 횟수는 개인 레슨을 포함한 주 평균 횟수로

‘1~5회’가 39명(45.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6~10회’가 23

명(27.1%), 11~20회가 16명(18.8%), 21~30회가 3명(3.5%), 31회 이

상이 4명(4.7%)으로 나타났다.

표 8-4. SNPE 지도자의 주 평균 수업 횟수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지도 경력

3개월 이하 12 14.1

3개월 초과~6개월 미만 2 2.4

6개월 이상~1년 미만 10 11.8

1년 이상~3년 미만 37 43.5

3년 이상~6년 미만 16 18.8

6년 이상 8 9.4

합계 85 100.0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주 평균 수업 횟수

1~5회 39 45.9

6~10회 23 27.1

11~20회 16 18.8

21~30회 3 3.5

31회 이상 4 4.7

합계 8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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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실태 요인 중 운동지도 시간은 개인 레슨을 포함한 주 평균 시간으로 ‘5

시간 미만’이 27명(31.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11~20시간’

이 25명(29.4%), ‘5~10시간’이 23명(27.1%), ‘21~30시간’이 7명(8.2%),

‘31시간 이상’이 3명(3.5%)으로 나타났다.

표 8-5. SNPE 지도자의 주 평균 수업 시간

참여 실태 요인 중 운동지도 시설은 다중 응답으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공생활 체육시설’에서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39명(28.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인 스튜디오’가 35명(25.7%), ‘SNPE 전문센터’가

24명(17.6%), ‘방문 레슨’이 22명(16.2%), ‘홈 트레이닝’이 16명(11.8%)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6. SNPE 지도자의 지도 시설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주 평균 수업 시간

5시간 미만 27 31.8

5~10시간 23 27.1

11~20시간 25 29.4

21~30시간 7 8.2

31시간 이상 3 3.5

합계 85 100.0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지도 시설

공공생활 체육시설 39 28.7

SNPE 전문센터 24 17.6

개인 스튜디오 35 25.7

홈 트레이닝 16 11.8

방문 레슨 22 16.2

합계 8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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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실태 요인 중 직무 만족 수준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0점’이 18명

(21.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70점’이 15명(17.6%), ‘90점’이 14명

(16.5%) ‘100점’이 11명(12.9%)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평균 만족

수준은 78.99이며, 표준 편차는 15.272이고 최솟값은 40점, 최댓값은 100점

으로 나타났다.

표 8-7. SNPE 지도자의 직무 만족 수준

참여 실태 요인 중 직무 지속 의도는 5점 Likert 척도를 기준으로 ‘매우 그

렇다’가 40명(4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다’가 37명(43.5%),

‘매우 그렇지 않다’가 4명(4.7%), ‘보통이다’가 3명(3.5%), ‘그렇지 않다’가 1

명(1.2%)으로 나타났다. 지속 의도의 평균은 4.27이며, 표준 편차는 0.956

으로 나타났다.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평균 표준편차

직무 만족 수준

40 1 1.2

78.99 15.272

50 8 9.4

60 4 4.7

70 15 17.6

75 2 2.4

80 18 21.2

85 4 4.7

89 1 1.2

90 14 16.5

95 2 2.4

99 1 1.2

100 11 12.9

결측 4 4.7

합계 8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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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8. SNPE 지도자의 직무 지속 의도

참여 실태 요인 중 개방형 설문으로 확인한 지도 계기, 직무 만족 요인, 직무

지속 의도 요인은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실시하여 키워드 빈도와 연결

중심성 값을 도출하였다.

지도 계기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운동효과경험’ 키워드가 가장 높은

빈도(43회)로 나타났고, ‘미래성(39회)’, ‘운동자체흥미(38회)’, ‘사명감(22

회)’, ‘건강관리(17회)’, ‘지식확대(13회)’ 키워드 순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

다. 연결중심성 값은 ‘운동효과경험’과 ‘운동자체흥미’ 키워드가 0.875로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고, ‘미래성’이 0.750, ‘사명감’과 ‘지식확대’ 키워드가

0.687의 수치를 나타냈다. 제시된 표에는 산출된 전체 17개의 키워드 중 3회

이상의 빈도를 나타낸 14개의 키워드로 도출하였다.

표 8-9. SNPE 지도자의 지도 계기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평균 표준편차

직무 지속 의도

매우 그렇지 않다 4 4.7

4.27 0.956

그렇지 않다 1 1.2

보통이다 3 3.5

그렇다 37 43.5

매우 그렇다 40 47.1

합계 85 100.0

순위 키워드 빈도 연결중심성

1 운동효과경험 43 0.875

2 미래성 39 0.750

3 운동자체흥미 38 0.875

4 사명감 22 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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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은 지도자의 지도계기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중 연결중심성 값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10. SNPE 지도자의 지도 계기 연결중심성

5 건강관리 17 0.625

6 지식확대 13 0.687

7 운동지도매력 8 0.500

7 취업목적 8 0.562

9 주변의추천 7 0.625

10 적성 6 0.312

11 부업 5 0.250

11 전공관련 5 0.500

13 경쟁력 4 0.250

14 경제적이유 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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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실태 중 지도자의 직무 만족 요인은 만족하는 순서대로 3가지 이상의

개방형 응답을 받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운동지도로 인한 보람’ 키워드가 가장 높은 빈도(63회)와 함께 가장 높은

연결중심성 수치(0.851)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일과 운동병행(32회)’, ‘자기

개발(27회)’, ‘회원들과 소통(25회)’, ‘스케줄관리(16회)’ 키워드 순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연결중심성 값은 ‘회원들과 소통’이 0.592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일과 운동병행’이 0.444, ‘자기개발’이 0.407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

다. 제시된 표에는 산출된 전체 27개의 키워드 중에서 3회 이상의 빈도를 나

타낸 12개의 키워드로 도출하였다.

표 8-10. SNPE 지도자의 직무 만족 요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그림 11>은 지도자의 직무 만족 요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중 연결중심성

값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순위 키워드 빈도 연결중심성

1 운동지도로인한보람 63 0.851

2 일과운동병행 32 0.444

3 자기개발 27 0.407

4 회원들과소통 25 0.592

5 스케줄관리 16 0.370

6 자유로움 7 0.185

7 재미 5 0.185

8 경제적만족 4 0.185

8 자부심 4 0.222

10 교육프로그램 3 0.148

10 도구활용 3 0.111

10 사회적인식 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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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SNPE 지도자의 직무 만족 요인 연결중심성

지도자의 직무 만족 요인 중 1순위로 만족 요인이 높은 키워드를 빈도 분석

한 결과, ‘운동지도로 인한 보람’이 36회(42.4%)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

으며, ‘회원들과 소통’이 16회(18.8%), ‘일과 운동병행’이 12회(14.1%) 순으

로 높게 나타났다.

표 8-11. SNPE 지도자의 1순위 직무 만족 요인 빈도 분석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직무 만족 요인 

1순위

운동지도로인한보람 36 42.4

일과운동병행 12 14.1

자기개발 4 4.7

회원들과소통 16 18.8

스케줄관리 3 3.5

자유로움 1 1.2

재미 2 2.4

경제적만족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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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의 직무 만족 요인 중 2순위로 만족 요인이 높은 키워드를 빈도 분석

한 결과, ‘운동지도로 인한 보람’이 20회(23.5%)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

으며, ‘일과 운동병행’이 15회(17.6%), ‘자기개발’이 11회(12.9%) 순으로 높

게 나타났다.

표 8-12. SNPE 지도자의 2순위 직무 만족 요인 빈도 분석

사명감 1 1.2

자존감향상 1 1.2

근막이완 1 1.2

성취감 1 1.2

운동의차별성 1 1.2

적은스트레스 1 1.2

지도하기쉬움 1 1.2

결측 3 3.5

합계 85 100.0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직무 만족 요인 

2순위

운동지도로인한보람 20 23.5

일과운동병행 15 17.6

자기개발 11 12.9

회원들과소통 7 8.2

스케줄관리 8 9.4

재미 2 2.4

경제적만족 2 2.4

자부심 1 1.2

교육프로그램 1 1.2

도구활용 2 2.4

비대면지도가능 1 1.2

인간관계능력향상 1 1.2

자존감향상 1 1.2

미래성 1 1.2

삶의질상승 1 1.2

직업획득 1 1.2

결측 10 11.8

합계 8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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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의 직무 만족 요인 중 3순위로 만족 요인이 높은 키워드를 빈도 분석

한 결과, ‘자기개발’이 11회(12.9%)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운동지

도로 인한 보람’과 ‘자유로움’이 6회(7.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13. SNPE 지도자의 3순위 직무 만족 요인 빈도 분석

참여 실태 중 지도자의 직무 지속 요인은 지속하는 이유를 순서대로 3가지 이

상의 개방형 응답을 받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적성’

키워드가 가장 높은 빈도(35회)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스케줄관리용이(26회)’,

‘보람(18회)’, ‘사명감(16회)’, ‘더 많은 회원 지도(15회)’ 키워드 순으로 높은 빈

도를 나타냈다. 연결중심성 값은 ‘보람’ 키워드가 0.76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직무 만족 요인 

3순위

운동지도로인한보람 6 7.1

일과운동병행 5 5.9

자기개발 11 12.9

회원들과소통 2 2.4

스케줄관리 5 5.9

자유로움 6 7.1

재미 1 1.2

경제적만족 1 1.2

자부심 3 3.5

교육프로그램 2 2.4

도구활용 1 1.2

비대면지도가능 1 1.2

사명감 1 1.2

사회적인식 2 2.4

인간관계능력향상 1 1.2

연령제한없음 1 1.2

자존감상승 1 1.2

전문성 1 1.2

결측 10 11.8

합계 8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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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냈으며, ‘적성’이 0.615, ‘스케줄관리용이’와 ‘사명감’ 키워드가 0.538의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제시된 표에는 산출된 전체 27개의 키워드 중에서 3회 이상의

빈도를 나타낸 17개의 키워드로 도출하였다.

표 8-14. SNPE 지도자의 직무 지속 요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그림 12>는 지도자의 직무 지속 요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중 연결중심성

값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순위 키워드 빈도 연결중심성

1 적성 35 0.615

2 스케줄관리용이 26 0.538

3 보람 18 0.769

4 사명감 16 0.538

5 더많은회원지도 15 0.346

6 일과운동병행 14 0.461

7 삶의밸런스만족 13 0.346

8 건강관리용이 12 0.346

9 재미 10 0.384

10 미래성 9 0.423

11 발전욕구 8 0.346

12 수입만족 6 0.307

13 소통하는직업 5 0.307

14 연령제한없음 3 0.230

14 자기개발 3 0.153

14 자부심 3 0.115

14 회원님의만족 3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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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SNPE 지도자의 직무 지속 요인 연결중앙성

지도자의 직무 지속 요인 중 1순위로 지속 요인이 높은 키워드를 빈도 분석

한 결과, ‘적성’이 28회(32.9%)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사명감’이 8

회(9.4%), ‘스케줄 관리용이’와 ‘보람’의 키워드가 7회(8.2%) 순으로 높게 나

타났다.

표 8-15. SNPE 지도자의 1순위 직무 지속 요인 빈도 분석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직무 지속 요인 

1순위

적성 28 32.9

스케줄관리용이 7 8.2

보람 7 8.2

사명감 8 9.4

더많은회원지도 3 3.5

일과운동병행 4 4.7

삶의밸런스만족 4 4.7

재미 3 3.5

미래성 4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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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의 직무 지속 요인 중 2순위로 지속 요인이 높은 키워드를 빈도 분석

한 결과, ‘스케줄 관리용이’와 ‘보람’, ‘건강관리용이’ 키워드가 8회(9.4%)로 가

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더 많은 회원 지도’와 ‘삶의 밸런스 만족’, ‘재미’

키워드가 6회(7.1%)로 높게 나타났다.

표 8-16. SNPE 지도자의 2순위 직무 지속 요인 빈도 분석

발전욕구 3 3.5

소통하는직업 1 1.2

연령제한없음 1 1.2

수입과연결 1 1.2

운동의 차별성 1 1.2

지속하던직업 1 1.2

부업 1 1.2

비대면수업가능 1 1.2

자존감향상 1 1.2

결측 6 7.1

합계 85 100.0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직무 지속 요인 

2순위

적성 2 2.4

스케줄관리용이 8 9.4

보람 8 9.4

사명감 2 2.4

더많은회원지도 6 7.1

일과운동병행 5 5.9

삶의밸런스만족 6 7.1

건강관리용이 8 9.4

재미 6 7.1

미래성 3 3.5

발전욕구 3 3.5

수입만족 1 1.2

소통하는직업 2 2.4

자기개발 2 2.4

자부심 1 1.2

회원님의만족 2 2.4

수입과연결 1 1.2



69

지도자의 직무 지속 요인 중 3순위로 지속 요인이 높은 키워드를 빈도 분석

한 결과, ‘스케줄 관리용이’가 11회(12.9%)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사명감’, ‘더 많은 회원 지도’가 6회(7.1%), ‘적성’과 ‘일과 운동병행’이 5회

(5.9%)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8-17. SNPE 지도자의 3순위 직무 지속 요인 빈도 분석

운동의차별성 1 1.2

지속하던직업 1 1.2

적은체력소모 1 1.2

즐거움 1 1.2

직업이있다는것이만족 1 1.2

결측 14 16.5

합계 85 100.0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직무 지속 요인 

3순위

적성 5 5.9

스케줄관리용이 11 12.9

보람 2 2.4

사명감 6 7.1

더많은회원지도 6 7.1

일과운동병행 5 5.9

삶의밸런스만족 3 3.5

건강관리용이 4 4.7

재미 1 1.2

미래성 2 2.4

발전욕구 2 2.4

수입만족 4 4.7

소통하는직업 1 1.2

연령제한없음 1 1.2

자기개발 1 1.2

자부심 1 1.2

회원님의만족 1 1.2

소속없는자유로움 2 2.4

결측 27 31.8

합계 8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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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의 지도자가 직무를 지속하지 않는 이유로 응

답한 키워드는 ‘부담되는 교육비용’과 ‘부담되는 도구비용’이 5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수입불안정’ 3회, ‘강사복지부족’, ‘부족한 직무능력’이 2회의

빈도를 나타냈다. 제시된 표에는 전체 11개의 키워드를 모두 도출하였다.

표 8-18. SNPE 지도자의 직무를 지속하지 않는 요인 키워드 빈도

3) SNPE 지도자의 참여 인식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지도자의 참여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주관적 정의

요인은 키워드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고 필요성, 차별성, 정서

적 효과, 신체적 효과, 사회적 효과, 활성화 방안 요인은 기술 통계와 빈도 분

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지도자의 참여 인식 요인 중 주관적 정의는 지도자들이 ‘SNPE는 어떠한 운

특성 구분 빈도

직무를 지속하지 않는 요인

부담되는교육비용 5

부담되는도구비용 5

수입불안정 3

강사복지부족 2

부족한직무능력 2

부족한개성 1

소속내분위기불만족 1

수업기회부족 1

수업준비스트레스 1

수업홍보압박 1

운동의한계성 1

합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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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지’ 개인적으로 내린 정의를 의미하며 개방형 설문으로 다양한 응답을 도

출하였다. 키워드 빈도 분석을 활용한 결과, ‘셀프관리’ 키워드가 19회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평생’이 10회, ‘기본’이 9회, ‘필요한’과 ‘현대사회초

점’이 8회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제시된 표에는 산출된 전체 33개의 키워드

중에서 3회 이상의 빈도를 나타낸 13개의 키워드로 도출하였다.

표 9-1. SNPE 지도자의 주관적 정의 키워드 빈도

참여 인식 요인 중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이 현대인에게 필요한지를 묻는

필요성 문항에서는 5점 Likert 척도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가 66명(77.6%)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다’가 16명(18.8%), ‘매우 그렇지 않다’가 3

명(3.5%)으로 나타났다. 필요성의 평균은 4.46이며, 표준 편차는 0.808로

나타났다.

순위 키워드 빈도

1 셀프관리 19

2 평생 10

3 기본 9

4 필요한 8

4 현대사회초점 8

6 모든사람 6

7 노후관리 3

7 바른자세 3

7 삶의질향상 3

7 인생 3

7 접근성좋은 3

7 척추중심 3

7 효과적인통증개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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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 SNPE 지도자의 운동 필요성 빈도 분석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이 현대인에게 왜 필요한지를 묻는 문항에 3가지

이상의 개방형 응답을 받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

증예방’ 키워드가 58회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통증완화(53

회)’, ‘체력향상(20회)’, ‘몸매관리(18회)’, ‘바른자세유지(16회)’ 키워드 순서대

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연결중심성 값은 ‘통증완화’ 키워드가 0.833으로 가

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통증예방’이 0.750, ‘몸매관리’가

0.708, ‘바른자세유지’가 0.541, ‘체력향상’, ‘삶의질향상’이 0.500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제시된 표에는 산출된 전체 25개의 키워드 중에서 3회 이상

의 빈도를 나타낸 15개의 키워드로 도출하였다.

표 9-3. SNPE 지도자의 운동 필요성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평균 표준편차

운동 필요성

매우 그렇지 않다 3 3.5

4.46 0.808
그렇다 16 18.8

매우 그렇다 66 77.6

합계 124 100.0

순위 키워드 빈도 연결중심성

1 통증예방 58 0.750

2 통증완화 53 0.833

3 체력향상 20 0.500

4 몸매관리 19 0.708

5 바른자세유지 16 0.541

6 삶의질향상 15 0.500

7 의료비절감 10 0.375

8 근육이완 9 0.333

8 자세개선 9 0.458

8 정신건강 9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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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은 지도자의 SNPE 운동 필요성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중 연결중

심성 값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13. SNPE 지도자의 운동 필요성 연결중심성

참여 인식 요인 중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의 차별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5

점 Likert 척도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가 42명(49.4%)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그렇다’가 37명(43.5%), ‘보통이다’가 3명(3.5%), ‘그렇지 않다’가 2

명(2.4%), ‘매우 그렇지 않다’가 1명(1.2%)으로 나타났다. 차별성의 평균은

4.38이며, 표준 편차는 0.771로 나타났다.

11 체형변화 8 0.333

12 셀프건강관리 7 0.333

13 신체균형회복 6 0.333

14 신체기능회복 3 0.208

14 혈액순환 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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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4. SNPE 지도자의 운동 차별성 빈도 분석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이 다른 운동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

3가지 이상의 개방형 응답을 받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다양한 소도구’ 키워드가 48회로 가장 높은 빈도와 가장 높은 연결중심성

수치(0.678)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간편성(36회)’, ‘벨트운동(32회)’, ‘쉬운동

작(23회)’, ‘셀프운동’과 ‘운동의 원리이해’가 19회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연

결중심성 값은 ‘벨트운동’ 키워드가 0.642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간편성’이 0.571, ‘셀프운동’이 0.535, ‘높은 접근성’이 0.464, ‘쉬운동작’이

0.428의 수치를 나타냈다. 제시된 표에는 산출된 전체 29개의 키워드 중에서

3회 이상의 빈도를 나타낸 14개의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표 9-5. SNPE 지도자의 운동 차별성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평균 표준편차

운동 차별성

매우 그렇지 않다 1 1.2

4.38 0.771

그렇지 않다 2 2.4

보통이다 3 3.5

그렇다 37 43.5

매우 그렇다 42 49.4

합계 85 100.0

순위 키워드 빈도 연결중심성

1 다양한소도구 48 0.678

2 간편성 36 0.571

3 벨트운동 32 0.642

4 쉬운동작 23 0.428

5 셀프운동 19 0.535

5 운동의원리이해 19 0.392

7 높은접근성 18 0.464

8 빠른운동효과 10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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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는 지도자의 SNPE 운동 차별성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중 연결중

심성 값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14. SNPE 지도자의 운동 차별성 연결중심성

참여 인식 요인 중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의 정서적 효과를 묻는 문항에

서는 5점 Likert 척도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가 42명(49.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다’가 39명(45.9%), ‘보통이다’가 2명(2.4%), ‘매우 그렇지

9 선택집중반복 5 0.285

10 부위별운동 4 0.214

10 효과적인체형교정 4 0.178

12 근육이완운동 3 0.178

12 척추중심운동 3 0.178

12 효과적인통증완화 3 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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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가 2명(2.4%)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효과의 평균은 4.40이며, 표준 편

차는 0.759로 나타났다.

표 9-6. SNPE 지도자의 운동 정서적 효과 빈도 분석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참여 후 정서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는지를 묻는

정서적 효과 요인은 3가지 이상의 개방형 응답을 받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마음안정’ 키워드가 39회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

다. 다음으로 ‘긍정적 사고’와 ‘자신감’이 33회로 나타났고, ‘우울감감소(32회)’,

‘성취감(26회)’, ‘자기효능감(17회)’ 키워드 순서대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연결중심성 값은 ‘마음안정’과 ‘자신감’이 0.857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

며, ‘긍정적사고’와 ‘우울감감소’가 0.785, ‘성취감’과 ‘자기효능감’ 키워드가

0.714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제시된 표에는 산출된 전체 15개의 키워드를

모두 도출하였다.

표 9-7. SNPE 지도자의 운동 정서적 효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평균 표준편차

정서적 효과

매우 그렇지 않다 2 2.4

4.40 0.759

보통이다 2 2.4

그렇다 39 45.9

매우 그렇다 42 49.4

합계 85 100.0

순위 키워드 빈도 연결중심성

1 마음안정 39 0.857

2 긍정적사고 33 0.785

2 자신감 33 0.857

4 우울감감소 32 0.785

5 성취감 2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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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는 지도자의 SNPE 운동 정서적 효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중 연

결중심성 값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15. SNPE 지도자의 운동 정서적 효과 연결중심성

6 자기효능감 17 0.714

7 무기력증완화 10 0.571

8 생활만족감 9 0.571

9 자아존중감향상 6 0.571

9 행복 6 0.642

9 활력증가 6 0.428

12 스트레스감소 2 0.214

13 운동의지향상 1 0.142

13 통증극복의지 1 0.142

13 피로감개선 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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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식 요인 중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의 신체적 효과를 묻는 문항에

서는 5점 Likert 척도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가 52명(61.2%)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그렇다’가 30명(35.3%), ‘보통이다’가 1명(1.2%), ‘매우 그렇

지 않다’가 2명(2.4%)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효과의 평균은 4.53이며, 표준

편차는 0.749로 나타났다.

표 9-8. SNPE 지도자의 운동 신체적 효과 빈도 분석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참여 후 신체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는지를 묻는

신체적 효과 요인은 3가지 이상의 개방형 응답을 받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근골격계통증완화’ 키워드가 64회로 가장 높은 키워

드 빈도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체력향상(36회)’, ‘몸매라인개선(33회)’, ‘체

중감량(23회)’, ‘컨디션향상(21회)’, ‘생리통완화(15회)’ 키워드 순서대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연결중심성 값은 ‘근골격계통증완화’과 ‘체력향상’이 0.842의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체중감량’이 0.736, ‘몸매라인개선’과 ‘생리통완

화’, ‘체형변화’, ‘혈액순환’이 0.631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제시된 표에는

산출된 전체 20개의 키워드 중 3회 이상의 빈도를 나타낸 14개의 키워드로

도출하였다.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평균 표준편차

신체적 효과

매우 그렇지 않다 2 2.4

4.53 0.749

보통이다 1 1.2

그렇다 30 35.3

매우 그렇다 52 61.2

합계 8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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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9. SNPE 지도자의 운동 신체적 효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그림 16>는 지도자의 SNPE 운동 신체적 효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중 연

결중심성 값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16. SNPE 지도자의 운동 신체적 효과 연결중심성

순위 키워드 빈도 연결중심성

1 근골격계통증완화 64 0.842

2 체력향상 36 0.842

3 몸매라인개선 33 0.631

4 체중감량 23 0.736

5 컨디션향상 21 0.526

6 생리통완화 15 0.631

7 관절가동범위증가 13 0.578

8 체형변화 11 0.631

9 혈액순환 10 0.631

10 근력강화 7 0.421

10 신체균형회복 7 0.368

10 자세개선 7 0.526

13 부종감소 5 0.473

14 면역력향상 4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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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식 요인 중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의 사회적 효과를 묻는 문항에

서는 5점 Likert 척도를 기준으로 ‘매우 그렇다’가 41명(48.2%)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그렇다’가 35명(41.2%), ‘보통이다’가 7명(8.2%), ‘그렇지 않

다’가 1명(1.2%), ‘매우 그렇지 않다’가 1명(1.2%)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효

과의 평균은 4.34이며, 표준 편차는 0.780으로 나타났다.

표 9-10. SNPE 지도자의 SNPE 사회적 효과 빈도 분석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참여 후 사회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는지를 묻는

사회적 효과 요인은 3가지 이상의 개방형 응답을 받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삶의 질 향상’ 키워드가 42회로 가장 높은 키워드 빈

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일의 능률 향상(30회)’, ‘대인관계 능력향상(21회)’,

‘유대감형성(19회)’, ‘사회적응능력향상(14회)’ 키워드 순서대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연결중심성 값은 ‘유대감형성’이 0.692의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

으며, ‘삶의 질 향상’과 ‘대인관계 능력향상’, ‘사람들과 소통증가’가 0.615, ‘일

의 능률 향상’과 ‘사회적 활동증가’가 0.538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제시된

표에는 산출된 전체 14개의 키워드를 모두 도출하였다.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효과

매우 그렇지 않다 1 1.2

4.34 0.780

그렇지 않다 1 1.2

보통이다 7 8.2

그렇다 35 41.2

매우 그렇다 42 48.2

합계 8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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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SNPE 지도자의 운동 사회적 효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그림 17>은 지도자의 SNPE 운동 사회적 효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중 연

결중심성 값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17. SNPE 지도자의 운동 사회적 효과 연결중심성

순위 키워드 빈도 연결중심성

1 삶의질향상 42 0.615

2 일의능률향상 30 0.538

3 대인관계능력향상 21 0.615

4 유대감형성 19 0.692

5 사회적응능력향상 14 0.461

6 사람들과소통증가 12 0.615

7 사회적활동증가 12 0.538

8 의료비절감 7 0.461

9 가족관계회복 1 0.076

10 끈기 1 0.153

10 의사소통능력향상 1 0.153

10 인내심 1 0.153

13 집중력상승 1 0.153

14 학습능력상승 1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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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식 요인 중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의 활성화방안을 묻는 문항은 3

가지 이상의 개방형 응답을 받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다양한 지도자 교육’ 키워드가 38회로 가장 높은 빈도와 함께 가장 높은

연결중심성 수치(0.562)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홍보(27회)’, ‘전문센터 활성

화(21회)’, ‘논문을 통한 효과검증(18회)’, ‘운동강도별 프로그램개발(12회)’,

‘다양한 운동프로그램 개발(11회)’ 키워드 순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연결

중심성 수치는 ‘홍보’ 키워드가 0.500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전문센터 활성화’가 0.437, ‘논문을 통한 효과검증’ 키워드가 0.406의 수치를

나타냈다. 제시된 표에는 산출된 전체 33개의 키워드 중에서 3회 이상의 빈도

를 나타낸 15개의 키워드로 도출하였다.

표 9-12. SNPE 지도자의 SNPE 활성화 방안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그림 18>은 지도자의 SNPE 활성화 방안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중 연결중

심성 값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순위 키워드 빈도 연결중심성

1 다양한지도자교육 38 0.562

2 홍보 27 0.500

3 전문센터활성화 21 0.437

4 논문을통한효과검증 18 0.406

5 운동강도별프로그램개발 12 0.281

6 다양한운동프로그램개발 11 0.312

7 대상자별홍보 9 0.250

8 부담없는도구가격 8 0.312

9 지속적인워크샵 7 0.250

10 미디어노출 6 0.250

11 기업체출강기회 5 0.187

12 강사료평준화 3 0.156

12 도구개발 3 0.187

12 부담없는교육비용 3 0.093

12 지도자의전문적지도 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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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SNPE 지도자의 SNPE 활성화 방안 연결중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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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본 연구는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참여자와 지도자의 참여 실태와 인식을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질적, 양적 측면의 설문지를

고안하여 혼합연구방법으로 설계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통해 빈도 분석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현상학적인 측면에서 SNPE 참여자와 지도자의 실태와 인식에 대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향후 SNPE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와 지도자의 기본적 특성에서는 근골격계 통증 여부가 주요한

키워드로 확인할 수 있었다.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은 근골격계 통증 예방

및 완화의 목적으로 고안된 운동에 부합하게 통증을 겪은 대상자들의 참여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증 부위는 다양하나 주로 어깨, 목, 허리가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0)에서 발표한 다빈도질병

통계에서 어깨, 목, 허리 관련 질병이 높은 순위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SNPE가 국내 근골격계 통증 대상자들을 위한 운동으로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참여자의 참여 실태에서는 참여 경로가 주로 지인 소개나 인터넷을

통해 참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 시설은 홈 트레이닝이

50.5%로 참여자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홈 트레이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에서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의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를 활용하여 설문이 이루어진 특성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시기가 COVID19 상황에서 진행된 설문인 만큼 환경적으로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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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닝 참여자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SNPE가 스스로 하는 Self 운동인 만큼 홈 트레이닝 참여자가 많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에 홈 트레이닝 참여자들을 위한 운동 솔루션을 제시하거나

다양한 홍보 및 운동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논할 수 있다.

참여자의 운동 목적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통증 완화’ 키워드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체형교정’, ‘자세개선’, ‘몸매관리’ 키워드가 핵심 키워드로

나타났다. 반면, 운동 목적의 연결중심성 수치는 ‘몸매관리’ 키워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SNPE 운동을 여성 참여자가 많이 참여하는 만큼

미적인 측면의 목적을 함께 가진 참여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앞선,

기본적 특성에서 근골격계 통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없다’라고 응답한

참여자들이 ‘몸매 개선’의 목적으로 운동에 참여함을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SNPE의 근골격계 통증 완화 효과 외의 다양한 미적인 측면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후속 연구나 보다 심층적으로 참여자를 이해할 수 있는 질적인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여자의 참여 실태에서는 운동 만족 수준과 운동 지속 의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생활체육의

참여 만족과 참여 지속 의도의 관계에서 만족이 높게 나타나면 지속 의도 또한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한태용, 이계석, 최성범, 2013; 이상일,

황인선, 2016; 정대철, 2011). 이를 통해 SNPE의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는

만족 요인의 키워드와 지속 의도 요인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SNPE 발전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을 언급할 수 있다.

SNPE의 운동 만족 요인과 지속 요인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통증완화’ 키워드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냈으며, 가장 높은

연결중심성 수치를 보였다. 또한, ‘통증완화’ 키워드는 운동목적, 운동만족요인,

운동지속요인 이외에 인식 관련 요인인 운동의 필요성, 신체적 효과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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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며 참여자 설문에서만 5개의 요인에서 높은 빈도를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증완화’가 SNPE의 핵심

키워드임을 시사하며, 이희진 등(2020), 윤지유 등(2019), 신명진 등(2019)의

SNPE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SNPE의 근골격계 통증 완화 효과를 질적인

측면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로서 의미가 적지 않음을 논할 수 있다.

셋째, 참여자의 참여 인식에서 SNPE 운동에 대한 주관적 정의를 조사한

결과 ‘평생’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것을 보아 많은 참여자가

SNPE를 평생 운동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SNPE 참여자의 운동 경력 중 ‘1년 이상’이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것과

운동 지속 의도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와 연결해 볼 수 있다.

참여자가 인식하는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효과의 경우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김대훈, 전태준, 이승범(2010)의 연구에서 언급하는 생활체육 운동의 효과를

SNPE가 모두 충족하며 SNPE 운동의 효과를 지지해주는 증거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윤지유 등(2019)의 연구에서 밝혀진 SNPE 운동참여 후

통증과 우울감이 개선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정신적 효과 인식

키워드의 경우, ‘긍정적 사고’가, 신체적 효과 인식 키워드의 경우

‘근골격계통증완화’가 가장 높은 키워드 빈도와 연결중심성 수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SNPE 운동을 통해서 근골격계 통증이 해결되면서 긍정적 사고를

가지게 되었음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사회적 효과 인식 키워드의 경우,

‘삶의질향상’이 가장 높은 키워드 빈도를 나타내고 ‘유대감형성’이 가장 높은

연결중심성 수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근골격계 통증이 완화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 같은 통증을 느끼고 개선하고자 하는 참여자들 사이에서

유대감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SNPE 운동이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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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들의 연결 또는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여자가 인식하는 SNPE 활성화 요인으로는 ‘전문센터 활성화’가 가장 높은

빈도와 연결중심성 수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SNPE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반면, 전문센터 시설은 아직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문센터는 SNPE를 보다 좋은 환경에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공식

센터를 의미하며 현재 전국에 40여개 곳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

8곳, 경기지역 16곳으로 절반 이상의 센터가 수도권 집중으로 개설되고 있어

지방에서의 수요와 인구가 집중된 서울에서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시설은 해당 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조현욱, 2004), 홈 트레이닝이 아닌 전문가의 지도하에서 운동참여를

원하는 참여자들은 전문적인 지도를 원하기 때문에 전문시설의 확충은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문센터활성화’는 두 번째로 빈도가 높게 나타난 ‘홍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람들에게 간판이나 홍보물로 많이 노출 시킴으로써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전문센터의 개설과 지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학회 차원에서 꾸준히 전문센터 확충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방안을

구축시켜야 한다고 판단된다.

넷째, 지도자의 참여 실태에서는 지도계기를 조사하였다. 지도계기는 직업

선택 동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직업 선택 동기에 따라 직무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Latham, Pinder, 2005). 지도 계기의 키워드 분석 결과, ‘운동효과경험’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운동효과경험’과 ‘운동자체흥미’ 키워드가 높은

연결중심성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SNPE 지도자 중 SNPE 참여자

경험이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처럼 운동을 경험하고 효과나 흥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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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면서 직업으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같은

결과는 연은정과 전병관(2017)의 연구에서 밝혀진 지도자의 운동에 대한

흥미와 애착이 직무 선택 동기와 연결된다는 맥락과 유사하다. 따라서,

참여자를 확대한다는 것은 지도자의 확대를 의미하며 참여자를 분석하는

연구가 해당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지도자의 직무 만족 요인과 직무 지속 요인은 ‘운동지도로 인한 보람’의

키워드가 가장 높은 연결중심성의 수치를 보였다. 허연구, 오윤주, 이찬주,

윤지영, 소준영(2021)의 연구에 따르면, 지도자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성장이 보였을 때, 혹은 자신이 지도자로서 성장했다고 느꼈을 때 지도로 인한

보람으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SNPE에 적용했을 때,

SNPE 지도자는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참여자가 운동을 통해 통증이

완화되거나 자세가 좋아지는 과정을 경험하여 그 결과가 보람으로 이어졌을

가능성과 스스로가 지도자로서 성장했다고 느꼈을 때 보람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다섯째, 지도자의 참여 인식에서 주관적 정의 요인은 ‘셀프관리’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참여자의 주관적 정의에서 가장 높게 나온 키워드 ‘평생’이

지도자의 결과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에서처럼

참여 인식 요인에서는 지도자와 참여자의 의견이 일치하는 결과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의 운동 필요성 요인에서 ‘통증완화’ 키워드의

연결중심성 수치가 가장 높게 나온 것처럼 지도자의 운동 필요성 요인에서도

‘통증완화’ 키워드가 가장 높은 연결중심성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참여자와

지도자가 인식하는 신체적, 사회적 효과의 키워드 결과가 일치했다. 신체적

효과에서는 ‘근골격계통증완화’가 가장 높은 빈도이자 높은 연결중심성 수치를

나타냈으며, 사회적 효과에서는 ‘삶의질향상’이 높은 키워드 빈도를 나타내고

‘유대감형성’이 높은 연결중심성 수치를 나타낸 것이 일치했다. 이러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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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참여 인식이란 경험적 평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참여자와

지도자의 인식이 일치한다는 것은 현상학적 연구로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판단된다.

지도자가 인식하는 SNPE 활성화 요인으로는 ‘다양한 지도자 교육’이 가장

높은 빈도와 연결중심성 수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지도자의 전문성과

능력이 SNPE 활성화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지도자의 직무를

지속하지 않는 요인에서 ‘부담되는 교육비용’이 가장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도자가 교육에 있어 비용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SNPE 지도 직무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지도자 교육의 중요성은 참여자의 응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참여자가 운동을 지속하지 않는 이유로 ‘지도자 불만족’이 가장 높은 키워드

빈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자의 지속 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지도자의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미 타 운동의 선행연구에서

지도자의 능력과 전문성이 해당 운동 참여자의 만족도와 지속 의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국승희, 2012; 김진경, 2013; 노수연, 2015;

최은, 김미선, 2018). 이러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지도자의

능력에서 오는 불만족이 참여자의 지속 의도를 낮추게 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SNPE에서는 이미 주가람, 정인아(2020)의 연구를 통해 SNPE 강사의

해부학적 지식이 회원의 운동 지속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지도자 교육’은 참여자의 지속 의도를 높이고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활성화를 위한 필수 요소임을 시사하며 지도자

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지도자의 활성화 요인 응답에서도 ‘전문센터 활성화’ 키워드 빈도는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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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센터는 참여 시설이자 지도 시설이기 때문에

참여자와 지도자 모두에게 중요한 기반이다. 따라서 전문센터를 활성화하는

것은 참여자의 참여 확대와 지도자의 일자리 확대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SNPE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필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본 연구는 기존의 SNPE에서 이루어졌던 효과검증 연구에서

벗어나,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참여자와 지도자의 참여 실태와 인식을

현상학적 관점으로 접근한 연구로서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SNPE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 해석에 관한 일반화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SNPE 관련

참여자 및 지도자에 관한 선행 연구가 미미하여 설문조사에서 얻은 다양한

키워드를 도출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비교적 역사가 오래된 타 운동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참여자와 지도자의 실태와 인식을 종합적으로 탐색한 연구로서 의미가 적지

않다. 더욱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연구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연구 결과 해석을 보다 용이하게 구성하였다는 측면에서 학술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 연구는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의 참여자와 지도자의

참여 실태 및 인식을 조사한 첫 번째 연구로서 학문적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SNPE 연구들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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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결론

본 연구는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참여자와 지도자의 실태와 인식을 탐색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상자로 현재 SNPE 바른

자세 척추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와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로 선

정하였다. 연구 대상의 표집 방법은 비확률표집방법 중 눈덩이 표본추출법을

적용하였으며, 폐쇄형 설문과 개방형 설문이 혼합된 방식의 혼합연구방법을 활

용하여 참여자 124명, 지도자 85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설문 응답의 결과는 양적 자료의 경우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5.0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질적 자료의

경우 Netminer 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키워드 빈도 분석과 연결중심성의

지표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SNPE 참여자의 기본적 특성에서 타 운동참여 여부는 경험이 있는 참

여자가 많았다. 근골격계 통증 여부는 통증이 있는 참여자의 비중이 높고, 통

증 부위는 ‘어깨’, ‘목’, ‘허리’ 순이다.

둘째, SNPE 참여자의 참여 경로는 ‘지인 소개’가 높고, 참여 시설은 ‘홈 트레

이닝’, 참여 경력은 ‘1년 이상~3년 미만’, 참여 빈도는 평균 ‘주 2~3회’, 참여

시간은 평균 ‘일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의 비중이 높다. 참여자의 운동 만족

수준과 운동 지속 의도는 높았으며, 운동 만족 요인의 키워드는 ‘통증완화’, ‘셀

프운동’, ‘지도자만족’ 순으로, 운동 지속 요인 키워드는 ‘통증완화효과’, ‘셀프운

동’, ‘체중감량필요’ 순으로 높다. 운동 목적의 키워드는 ‘통증완화’, ‘체형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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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개선’, ‘몸매관리’ 순으로 높다.

셋째, 참여자가 인식하는 운동의 필요성, 차별성, 정서적효과, 신체적효과는

높았으며, 필요성 키워드로는 ‘통증완화’, ‘몸매관리’, ‘근육이완’ 순으로, 차별성

키워드로는 ‘간편성’, ‘셀프운동’, ‘다양한 소도구’ 순으로, 정서적 효과 키워드로

는 ‘긍정적사고’, ‘자신감’, ‘성취감’ 순으로, 신체적 효과 키워드로는 ‘근골격계

통증완화’, ‘몸매라인개선’, ‘컨디션향상’ 순으로 높다. 사회적 효과는 보통 수준

으로 인식하며, 키워드로는 ‘삶의질향상’, ‘대인관계능력향상’, ‘유대감형성’ 순으

로 높다. SNPE 활성화요인은 ‘전문센터활성화’, ‘홍보’, ‘유튜브활성화’ 가 핵심

키워드이다.

넷째, SNPE 지도자의 기본적 특성에서 타 운동참여 여부는 경험이 있는 지

도자가 높고 타 운동지도 여부는 경험이 없는 지도자의 비중이 높다. 근골격계

통증 여부는 통증이 있었던 지도자가 높았고, 통증 부위로는 ‘어깨’, ‘목’, ‘허리’

가 높다.

다섯째, SNPE 지도자의 참여 실태 요인에서 참여자 경험 여부는 참여자 경

험이 있는 지도자가 많고, 지도 경력은 ‘1년 이상~3년 미만’이, 평균 수업 횟

수는 ‘주 1~5회’가 평균 수업 시간은 ‘주 5시간 미만’이 지도 시설은 ‘공공생활

체육시설’의 비중이 높다. 지도자의 직무만족수준과 직무지속의도는 높았으며,

직무 만족 요인 키워드는 ‘운동 지도로 인한 보람’이 직무지속요인 키워드는

‘적성’이 높다. 지도 계기 키워드는 ‘운동효과경험’, ‘미래성’, ‘운동자체흥미’ 순

으로 높다.

여섯째, 지도자가 인식하는 운동의 필요성, 차별성, 정서적효과, 신체적효과,

사회적 효과는 높았으며, 필요성 키워드로는 ‘통증예방’, ‘통증완화’, ‘체력향상’

순으로, 차별성 키워드로는 ‘다양한 소도구’, ‘간편성’, ‘벨트운동’ 순이다. SNPE

운동의 정서적 효과 키워드로는 ‘마음안정’, ‘긍정적사고’, ‘자신감’ 순으로, 신체

적 효과 키워드로는 ‘근골격계 통증완화’, ‘체력향상’, ‘몸매라인 개선’ 순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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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효과 키워드로는 ‘삶의 질 향상’, ‘일의 능률 향상’, ‘대인관계 능력향상’ 순

이다. 마지막으로, 지도자가 인식하는 SNPE 활성화 요인은 ‘다양한 지도자 교

육’, ‘홍보’, ‘전문센터 활성화’ 순이다.

종합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SNPE 참여자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SNPE의 참여

실태와 인식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와 지도자의 참여 실태 및 인식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연구에서 도출한 다양한 결과들을 후속 연구에서 객관적 자

료로 제시할 수 있고,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SNPE 활성화 방안 계획을 수

립할 수 있으며, 향후 SNPE 발전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

우 의미 있는 연구이다.

2. 제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포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세부적인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별, 질환별, 목적별로 다양한 세부적인 변인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된다면 더욱 신뢰성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SNPE 참여 인원에 비해 적은 인원을 설문함으로써 일반화하기에는 무리

가 있을 수 있으며 참여자와 지도자를 나눈 확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빈도 분석으로 빈도를 도출하고 확인하는 것에 그쳤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진행된 연구로서 환경적으로 설문 응답

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따라서, 환경이 달라졌을 때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를 통한 확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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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 the Participation status and Perception

of SNPE Participants and Leaders :

Application of Keyword network analysis

by Lee, Bobae

Graduate School,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the status and perception of

participation for Self Natural Posture Exercise (SNPE) participants

and leaders.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a mixed-method

questionnaire surveys was devised. 124 participants and 85 leaders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were divided and analyzed. For quantitative

data, descriptive statistics and frequency analysis using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5.0. For qualitative data, keyword-based network

analysis was used. The frequency of keywords, the degree centrality

were identified using the NetMiner 4 program. The conclusions obtain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SN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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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and leaders, many participants had musculoskeletal

pain, and the neck, shoulder, and waist were high as

musculoskeletal pain areas.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participation status of SNPE

participants, the participation path was “Introduction of

acquaintances” and the participation facility was “home training”

with a high participation experience of “more than 1 year to less

than 3 years”, and the average participation time was “more than 2

hours a day”. The level of satisfaction and the intention to

continue exercise were high. Key keywords for exercise purpose,

exercise satisfaction factor, and exercise persistence factor were

found to be “relieving pain”.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perceptions of SNPE

participants, SNPE is recognized as a “lifelong” exercise, and

necessity, differentiation, emotional effect, and physical effect are

highly recognized. There was a high perception that SNPE exercise

is necessary for “relieving pain”, has differentiation of “simplicity”,

emotional effects that make you have “positive thinking”, physical

effects that “relieving musculoskeletal pain”, and social effects that

“improve quality of life”. Participants recognized that “activation of

specialized centers” was necessary as a way to revitalize SNPE.

Fourth,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participation of SNPE

leaders, leaders with high experience in SNPE participants, and

teaching experience was “more than 1 year to less than 3 years”,

class frequency was “one to five hours a week”, and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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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were “public life sports facilities”.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and job continuation intention were high. “Experience

of exercise effect” was high as a result of guidance, “reward from

exercise guidance” was a factor that increased job satisfaction, and

“ability” was a factor that continued job.

Fifth,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perception of participation of

SNPE leaders, SNPE was recognized as a “self-management”

Exercise. The necessity, differentiation, emotional effect, physical

effect, and social effect of SNPE exercise are highly recognized.

There was a high perception that SNPE exercise is necessary for

“pain prevention”, has differentiation of “various exercise tools”,

emotional effects of “mind stability”, physical effects that “relieve

musculoskeletal pain”, and social effects that “improve quality of

life”. Leaders recognized that “various leadership education” was

necessary as a way to revitalize SNP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as a comprehensive

exploration of the participation status and perception of SNPE

participants and leaders from a phenomenological point of view.

Through the research results,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participation status and perception of participants and leaders.

SNPE development plans can be established, and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future SNPE development.

Keywords: Self Natural Posture Exercise, Participants, Leader,

Participation status, Recognition of participation



102

부록

설문지
-참여자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본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참여자와 지도자의 참여 실태 및 인

식 탐색’ 연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설문에 응답해주신 내용은 해당 연구의 통계분석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익명화되어 통계법(제 33조 및 34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들은 객관식과 주관식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귀하의 정성 어린 답변은

본 연구와 향후 SNPE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연구의 모든 질문은 정답이 없어서 귀하의 자유로운 생각을 마음껏 기재해주

시는 것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정성껏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응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운동처방 및 건강운동관리전공 SNPE 트랙

연구자 이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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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인구통계학적 질문입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맞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 상

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남      ②여 

3. 귀하께서 SNPE 운동을 참여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4. 귀하의 월 평균 수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수입 없음 ② 100만원 미만 ③ 100~200만원 미만 ④ 200~300만원 미만 

   ⑤ 300~400만원 미만 ⑥ 400~500만원 미만 ⑦ 500만원 이상

5. 귀하께서는 SNPE를 제외한 다른 운동을 시설에서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6. 있다면 어떤 운동입니까? 모두 기재해주세요. 

예제) 헬스, 요가, 필라테스, 수영, 복싱, 댄스, 테니스, 클라이밍, 에어로빅 등

7. 귀하께서는 근골격계 통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8. 있다면 신체의 어느 부위입니까? 모두 기재해주세요. 

예제) 목, 어깨, 손, 손목, 발, 발목, 등, 허리, 고관절, 천골, 무릎, 팔꿈치 등

9. 근골격계 질환명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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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참여 실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0. 귀하는 1주일에 평균 몇 회 정도 SNPE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11. 귀하의 SNPE 참여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12. 귀하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SNPE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①지인 소개 ②인터넷 ③SNS ④TV ⑤간판,홍보물 ⑥기타(           )

13. 귀하의 1회 평균 SNPE 참여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14. 귀하는 어떤 시설에서 SNPE를 참여하고 있습니까?

    ① 공공생활체육시설 ② SNPE전문센터 ③ 개인스튜디오 

    ④ 홈 트레이닝 ⑤ 방문 레슨

15. 귀하께서 SNPE에 처음 참여하게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서술형식으로 해당하는 모든 것을 기재해주세요.

예제)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바른 자세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몸매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비뚤어진 골반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

깨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서, ~질환을 완화하기 위해서, 휜다리의 균형을 잡기 위해

서, 목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등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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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귀하께서 참여하는 SNPE 프로그램의 만족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0~100까지

의 점수를 기재해주세요. 

17. 귀하께서 참여하는 SNPE 프로그램의 만족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만

족하는 순서대로 3가지 이상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예제) ~통증이 완화하는 효과를 봐서 만족스럽다, 운동 도구가 다양해서 좋다, 운동 

시설이 쾌적해서 만족스럽다,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어서 좋다, 의료비가 절감

된다, 가격적으로 만족스럽다, 강사님이 친절해서 만족스럽다 등

18. 귀하께서 참여하는 SNPE 프로그램을 지속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9. 귀하께서 SNPE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이유(지속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순서대로 3가지 이상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예제1) 통증 개선 효과를 보아서, 나의 적성에 잘 맞는 운동 같아서, 통증이 개선되

었으니 다이어트로 하고 싶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이어서, 운동방법이 

어렵지 않아서, 강사님이 좋아서 등

예제2) 운동 동작이 한정적이어서, 운동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운동할 수 있는 환

경이 마땅치 않아서, 다른 운동이 더 잘 맞아서, 어려운 운동인 것 같아서, 강

사의 역량이 부족해서 등

1)
2)
3)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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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참여 인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응답해주시

기 바랍니다.

20. 귀하께서는 SNPE 운동이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1. 귀하께서는 SNPE 운동이 자신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 이상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예제) ~통증 해결에 도움을 줄 것 같다,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질환을 완화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건강한 체력을 유지 시킬 수 있을 것 같

다, 몸매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등

22. 귀하께서는 SNPE가 다른 운동(필라테스, 요가, 피트니스 등)과 차별점이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3. 귀하께서는 SNPE가 다른 운동과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 

이상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예제) 다양한 부위별 운동방법이 있다, 운동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운동을 진행한다,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다, 스스로 강도 조절이 가능하다, 벨트를 사용하여 

올바른 자세에서 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 운동 동작이 쉽다, 시간과 공간의 제

약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접근성이 좋다 등

1)
2)
3)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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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귀하께서 생각하는 SNPE는 어떤 운동인지 주관적 정의를 내려 빈칸에 들어

갈 말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SNPE는                                      운동이다.”

25. SNPE 참여가 귀하에게 정서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6. SNPE에 참여하고 정서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3가지 이상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예제) 우울감이 줄어들었다, 짜증이 줄어들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일의 능률이 향

상되었다, 통증의 완화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행복감이 들었다, 동작을 수

행하면서 성취감이 생겼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다, 몸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하였다 등

27. SNPE 참여가 귀하에게 신체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8. SNPE에 참여하고 신체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3가지 이상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예제) 체중이 감량되었다, 골격근량이 증가하였다, 체력이 향상되었다, ~통증이 감소

되었다, 컨디션이 향상되었다, 관절의 가동범위가 증가하였다, 몸매 라인이 정

리되었다, 생리통이 감소하였다, ~질환이 완화되었다 등

1)
2)
3)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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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SNPE 참여가 귀하에게 사회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30. SNPE에 참여하고 사회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3가지 이상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예제) 커뮤니티로 소통함으로써 유대감을 느낀다, 강사님과의 소통으로 의사소통능력

이 향상되었다, 몸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 사회적 대인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었

다,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통증 완화로 인해 일의 능률 향상되었다 등

31. 귀하께서는 SNPE가 대중적인 운동으로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 이상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예제) 대상자별 홍보가 필요하다,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운동할 수 있는 전문센터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혼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

요하다, 수강료가 저렴했으면 좋겠다, 운동강도별 운동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

다, 강사의 역량 확대가 필요하다 등

귀중한 시간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
2)
3)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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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지도자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본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참여자와 지도자의 참여 실태 및 인

식 탐색’ 연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설문에 응답해주신 내용은 해당 연구의 통계분석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익명화되어 통계법(제 33조 및 34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들은 객관식과 주관식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귀하의 정성 어린 답변은

본 연구와 향후 SNPE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연구의 모든 질문은 정답이 없어서 귀하의 자유로운 생각을 마음껏 기재해주

시는 것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정성껏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응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운동처방 및 건강운동관리전공 SNPE 트랙

연구자 이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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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인구통계학적 질문입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맞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 상

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남      ②여 

3. 귀하께서 SNPE 운동을 참여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4. 귀하의 월 평균 수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수입 없음 ② 100만원 미만 ③ 100~200만원 미만 ④ 200~300만원 미만 

  ⑤ 300~400만원 미만 ⑥ 400~500만원 미만 ⑦ 500만원 이상

5. 귀하께서는 SNPE를 제외한 다른 운동을 시설에서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6. 있다면 어떤 운동입니까? 모두 기재해주세요. 

예제) 헬스, 요가, 필라테스, 수영, 복싱, 댄스, 테니스, 클라이밍, 에어로빅 등

7. 귀하께서는 SNPE가 아닌 타 운동의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8. 자격증이 있다면 어떤 운동입니까? 모두 기재해주세요. 

예제) 헬스, 요가, 필라테스, 수영, 복싱, 댄스, 테니스, 클라이밍, 에어로빅 등

9. 귀하께서는 SNPE가 아닌 타 운동을 지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0. 귀하께서는 SNPE 지도자 자격증 취득 전 근골격계 통증이 있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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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통증이 있었다면 신체의 어느 부위입니까? 모두 기재해주세요. 

예제) 목, 어깨, 손, 손목, 발, 발목, 등, 허리, 고관절, 천골, 무릎, 팔꿈치 등

12. 근골격계 질환명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기재해주세요. 

 

※ 다음은 참여 실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3. 귀하께서 SNPE 지도자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3가지 이상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예제) SNPE 운동 자체의 흥미로 직업으로 삼고 싶어서, SNPE 운동으로 통증이 완화

되는 효과를 경험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강사활동을 해야 해서, 미래성이 보이는 

직업이라서, 전공과 관련이 있어서 등

14. 귀하께서는 SNPE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SNPE 운동 참여자로서 운동을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5. 귀하께서는 SNPE 2급 자격증 취득 전 SNPE 참여자로서 운동 참여 경력은 얼

마나 됩니까? 

16. 귀하께서는 SNPE 지도자로서 지도한 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17. 귀하께서는 개인 레슨을 포함하여 SNPE를 지도하는 주 평균 수업 횟수는 얼마

나 됩니까? 

  ①1~5회 ②6~10회 ③11~20회 ④21~30회 ⑤31회 이상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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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귀하께서는 개인 레슨을 포함하여 SNPE를 지도하는 주 평균 수업 시간은 얼마

나 됩니까?

   ①5시간 미만 ②5~10시간 ③11~20시간 ④21~30시간 ⑤30시간 이상

19. 귀하께서는 SNPE를 어떤 시설에서 지도하고 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공공생활체육시설 ② SNPE전문센터 ③ 개인스튜디오 

   ④ 홈 트레이닝 ⑤ 방문 레슨

20. 귀하께서 SNPE 지도자로서의 직무 만족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0~100까지의 

점수를 기재해주세요. 

21.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SNPE 지도자로서의 직무 만족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만

족하는 순서대로 3가지 이상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예제) 다양한 질환과 체형으로 고민하는 회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운동과 일을 병

행할 수 있다는 것, 회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낀다, 보수가 만족스

럽다 등

22. 귀하께서 SNPE 지도자를 지속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3. 귀하께서 SNPE 지도자를 지속하고자 하는 이유(지속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

지 순서대로 3가지 이상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예제1) 적성에 잘 맞는 직업인 것 같다, 현재의 삶의 밸런스가 만족스럽다, 더 다양한 

회원들을 개선해주고 싶다, 운동과 일을 병행할 수 있다 등

예제2) 수업준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 개성이 부족해 강사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직무능력에 부족함을 느낀다, 프리랜서로 생계가 불안정하다 등

1)
2)
3)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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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참여 인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응답해주시

기 바랍니다.

24. 귀하께서는 SNPE 운동이 현대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5. 귀하께서는 SNPE 운동이 현대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3가지 이상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예제) ~통증 해결에 도움이 된다, 근골격계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 긴장된 근육

을 이완시킬 수 있다, ~질환을 완화시킬 수 있다,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

다, 몸매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등

26. 귀하께서는 SNPE가 다른 운동(필라테스, 요가, 피트니스 등)과 차별점이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7. 귀하께서는 SNPE가 다른 운동과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 

이상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예제) 다양한 부위별 운동방법이 있다, 운동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운동을 진행한다,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다, 스스로 강도 조절이 가능하다, 벨트를 사용하여 

올바른 자세에서 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 운동 동작이 쉽다, 시간과 공간의 제

약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접근성이 좋다 등

1)
2)
3)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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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귀하께서 생각하는 SNPE는 어떤 운동인지 주관적 정의를 내려 빈칸에 들어

갈 말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SNPE는                                      운동이다.”

29. SNPE 참여가 참여자에게 정서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30. SNPE에 참여가 정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 이상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예제) 우울감이 줄어든다, 짜증이 줄어든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통증의 완화할 것이

라는 믿음이 생긴다, 동작을 수행하면서 성취감이 생긴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

게 된다, 몸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한다 등

31. SNPE 참여가 참여자에게 신체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32. SNPE에 참여가 신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 이상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예제) 체중이 감량된다, 골격근량이 증가한다, 체력이 향상된다, ~통증이 감소된다, 

컨디션이 향상된다, 관절의 가동범위가 증가한다, 몸매 라인이 정리된다, 생리

통이 감소한다, ~질환이 완화된다 등

1)
2)
3)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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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SNPE 참여가 참여자에게 사회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34. SNPE 참여가 사회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 이상 자

유롭게 기술해주세요.

 

예제) 커뮤니티로 소통함으로써 유대감을 느낀다, 몸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 사회적 

대인관계 향상에 도움이 된다, 삶의 질이 향상된다, 통증 완화로 인해 일의 능

률 향상된다 등

35. 귀하께서는 SNPE가 대중적인 운동으로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 이상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예제) 대상자별 홍보가 필요하다,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SNPE 전문센터 활성화, 운

동강도별 운동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논문을 통한 효과검증이 필요하다 등

귀중한 시간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
2)
3)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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