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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트레이닝 앱 사용이 언택트 시대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Using Home Training App on Quality of Life 
in the Untact Era

진추영*, 이상준**

Chen Qiuying*, Sang-Joon Lee**

요  약  코로나-19의 전염을 피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실외 활동이 줄어지고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그 결과 신체 활동이 저하되면서 지루함과 불안감 및 면역저하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실내 생활이 장기화하면
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홈 트레이닝이 활성화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언택트 시대에 생긴 코로나 블루(지
루함 및 사회적 불안감)가 홈 트레이닝 앱의 사용을 통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중국 설문조사
전문 사이트를 사용하여 중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83개의 적정 자료를 SPSS24.0와 
AMOS 24.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홈 트레이닝을 실제 사용한 경험이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언택트 시대에 대한 사용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불안감이 높을수록 홈 트레이닝 앱에 대한 상호작용성과 운동만
족도가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홈 트레이닝 앱은 소비자의 지루하다는 심리를 해소하는 결과를 넘어서 보다 긍정적인 효
과인 운동만족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에,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order to avoid the spread of Covid-19, outdoor activities are decreasing worldwide and the 
time spent at home is increasing. As physical activity declines, the number of people who feel bored, 
restless and immune deficient is increasing. As indoor life becomes more permanent, multiple 
approaches to home workout are becoming active. This paper examines how the Covid blue (boredom
and social anxiety) produced in the no-touch era affects quality of life through the use of home training
applications.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Chinese people using a website dedicated to Chinese 
questionnaires, and finally 383 appropriat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24.0 and AMOS24.0.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 actual experience of using home workout had a positive impact on 
quality of life. The higher the user's sense of social unease about being late in the untact，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social anxiety perceived by users about the untact era, the higher the interactivity
and exercise satisfaction with the home workout app. Home workout application can improve exercise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which are more positive effects beyond the result of resolving consumers'
boredom. Therefore, it can be used as a channel for digit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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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코로나-19(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팬데믹 현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언택트(untact)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언
택트 사회가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전반에 걸쳐 비대면 환경을 조성하여 대
응하고 있으며, 대부분 비대면 수업이 가능한 온라인강
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1].

코로나 여파로 인해 생긴 심리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
와 관련하여  ‘코로나-19’와 ‘블루(blue,우울함)’가 합성
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코로나 사태의 
지속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 불안
감이나 지루함을 뜻하며[2], 시민들의 전체적인 삶의 질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무적인 활동인 ‘일’, ‘학습’(인간 생활에 필요한 
필수 활동) 뿐만 아니라 ‘여가활동’과 ‘문화생활’ 부분에
서도 온라인 활동이 두드러진다.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신체 활동이 자연스
럽게 감소하게 되면서 피곤함과 지루함, 면역력 저하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홈 트
레이닝이 인기를 얻고 있고 관련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3]. 비전공자들에게도 소프트웨어를 이해할 수 있도
록 하는 니즈가 확산 되었었다[4].홈 트레이닝은 영어로는 
‘At-home workout’, ‘Home workout’이라고 쓰며, 
자신의 건강관리와 몸매 유지를 위해 집에서 혼자서 스
스로 하는 운동을 뜻한다[5].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가 국
민과의 소통과 확산 관리를 위한 매개체로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였다[6]. 홈 트레이닝
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어플리케이션의 활용은 자연스러
운 환경이 되었다.

코로나 확산과 사망에 대한 소식은 공포를 증가시키
며, 사회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있다[7]. 사회
적 고립, 외로움, 건강 불안, 스트레스 및 경제적 문제가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있다. 코로나는 상당수의 
중국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
런 위기 상태에 의해 불안감과 우울증의 증상이 나타나
며 더욱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8].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불안감과 지루함 상태의 사용자
들이, 스마트폰 기반의 홈 트레이닝 어플리케이션을 사
용함으로서, 다른 사용자나 플랫폼과의 지각된 상호작용
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아보고자 한다. 중국의 일반 성인 홈 트레이닝 사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특성 및 홈 트레이닝 특성인 
지각된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코
로나 블루와 뷰티 헬스케어 관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와 관련된 
사회적 특성인 사회적 불안감 및 지루함과 홈 트레이닝 
특성인 지각된 상호작용으로의 영향을 확인한다. 둘째,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건강관리 및 체형관리가 홈 트레
이닝 앱의 특성인 지각된 상호작용으로의 영향을 확인한
다. 셋째, 홈 트레이닝 사용자들의 언택트 시대의 운동만
족이 삶의 질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 장에서는 언택트 
시대에 생긴 코로나 블루 및 홈 트레이닝의 정의 및 개념
과 더불어 현재까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 이
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제 3 장에서는 연구모델 및 가설
을 제시하였다. 제 4 장에서는 수립된 가설에 대한 실증
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
집하였다. 분석 기법은 SPSS24.0 및 AMOS24.0을 사용
해 설문 문항에 대한 신뢰도, 타당성 분석과 탐색적 요인
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이
후 본격적으로 조작점검 및 가설 검증을 위해 변수들 간
의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을 실시하여 가설 검증하고, 제 5 장에서는 결론을 도출
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등과 같이 비말 
감염의 경우에 가장 효과적이다[9]. 사회적 거두기 현상에 
따라 언택트(Untact, 비대면)서비스가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등 소셜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언택트
(Untact)란 ‘접촉함’이라는 의미의 ‘콘택트(contact)’에 
부정적인 의미 ‘언(un)’을 합성한 단어로써 매장의 키오
스크(kiosk) 주문 등 직원이나 다른 소비자와 접촉하지 
않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 경향이며 익명성과 접
근성의 특징을 가진다[10]. 넓은 의미에서 배달이나 e커머
스 소비까지 포함한다[11]. 세계보건기구(WHO)는 사회와 
연계돼 있지만 물리적 거리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
회적 거리 유지라는 표현 대신 물리적 거리 유지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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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12][13].
홈 트레이닝이란 집을 뜻하는 Home과 운동을 뜻하는 

Training의 합성어로 특정 도구 없이 자신의 몸을 활용
한 운동법을 의미한다. 또는 집 안에서 간단한 웨이트 트
레이닝 기구들을 사용하여 하는 근력운동으로 정의된다
[14].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기기와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
문 트레이너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비디오 콘텐츠를 
통해 운동 정보 및 노하우를 얻을 수 있어 홈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15]. 2020년 3월 구글에서 "홈트 
OR 홈 트레이닝"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495,000
개의 동영상이 발견되었다. 이 외에도, 11억 8천만 개의 
비디오가 "홈 트레이닝"을 위해 검색되었고, 5억 3천 9백
만 개의 비디오는 "요가"를 검색했다. 구글 앱 스토어에
서 '홈 트레이닝'을 검색한 결과, 2019년 5월 기준 240
개의 유료 및 무료 앱이 판매되고 있다[16]. 이 자료는 또
한 가정교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엠브레
인이 2018년 국내 홈 트레이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홈 트레이닝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20대 여성 및 응답자
가 많을수록 홈 트레이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홈 트레이닝에 대한 정보는 유튜브나 포털사이트를 통해 
얻어진 경우가 많았는데,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사람의 시
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운동
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17]. 많은 전자 장치, 센서 등이 
이 프로세스를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사용된다. 스마트 헬스케어로 확장해서 찾아본다면 IoT, 
머신러닝,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과 함께 디바이
스의 발명으로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18]. 제한된 
운동 방법, 동기부여 부족, 잘못된 자세에 대한 위험성은 
홈 트레이닝이 갖는 단점이다.

코로나로 인해 건강에 대한 위협, 경제난, 일상생활 
중단 등 현실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불안, 지루
함, 우울감을 유발해 '코로나 블루'라고 불린다[19]. 코로
나로 인해 발생하는 일상의 지장으로 개인이 외출을 자
제해야 하는 일종의 제한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인해 개인이 느끼는 지루함과 이로 인한 
지각된 사회적 불안감은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불안은 심리학자들이 오래 전부터 관심을 기울여온 주
제이다. 불안감은 특정한 위험이 야기하는 불확실한 결
과에 대한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은 
안전을 확보할 수 없을 때의 심리적 불안을 경험한다
[20][21]. 본 논문에서 논하고자 하는 사회적 불안감은 코로
나 사태에 사람들이 지각하는 불안감, 즉 지각된 불안감

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일종의 상태불안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불안감은 사회적 맥락에서 생성되는 불
안감으로, 자신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 현황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다. 

지루함이란 비교적 낮은 각성 상태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에 대한 불만족으로 볼 수 있으며, 지루한 상태는 
계속 되는 피곤함으로 인해 집중하기 힘든 상태로 나타
난다[22]. 지루함은 일정기간 동안 새로운 자극이 없는 상
황적 상태로, 낮은 각성수준이 지루함의 가장 큰 특징이
다[23]. 인지주의 입장에서 지루함은 자극하지 않는 환경
과 개인의 집중력 저하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간주한다
[24]. 지루함으로 인해 자극의 수준이 낮다고 인식되면 다
양한 탐색활동을 통해 자극을 증가시키고 회복시키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나타내며, 이는 다양성 추구 행동에 참
여하는 동기로 나타난다[2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언택
트 시대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진행하면서 사
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기 때문에 집에 보낸 시간이 길어
지고 답답하고 심심한 기분이 풀리지 못하는 느낌은 지
루함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온라인에서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따라 상호작용성의 
다양한 차원들이 제시되고 있다. 상호작용성에 관한 연
구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전통 매체들과 구별되는 핵심
특성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지난 10 여 년간 일반 커
뮤니케이션, 마케팅, 소비자학, 광고학 등의 관련 분야에
서 상호작용성에 관한 연구들에서 상당 부분 진행되어 
왔다. 현재는 이에 대한 개념적 정립이 학계의 동의가 이
루어질 수 있는 수준까지 완성되었다. 일반적으로 상호 
작용성의 유형은 주체에 따라 인간대컴퓨터(User-to-C 
omputer), 인간대인간(User-to-User), 인간대내용
(User-to-Content)으로 구분된다[26][27][28].

개인이 느끼는 행복이나 삶의 질(Quality of Life : 
QOL)에 대한 연구가 여러 학문 분야에서 시작됐다[29]. 
삶의 질 이란 삶(life)과 질(quality)이라는 독립된 개념
의 복합어다. 사전적 정의를 보면 삶(life)이란 살아있는 
현상, 살아가는 일, 목숨 또는 생명을 지칭하는 것이며, 
질(quality)은 어떤 것이 가지는 타고난 성질, 바탕과 어
떤 사물의 좋고 나쁨의 가치이다.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은 
특정한 가치판단과 결합하여 대상에 대한 합목적성을 표
현할 수 있다. 삶의 질은 생활수준(Standard of Life), 
생활만족도(Satisfaction), 안녕(Well-being), 행복
(Happiness) 등과 같은 비슷한 개념이나[30], 자신이 살
고 있는 문화와 가치 체계의 맥락과, 자신의 목표, 기대, 
기준 및 관심과 관련한 삶에 대한 개인적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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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모형과 가설

본 논문에서는 언택트 시대에 코로나 블루, 건강관리, 
체형관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 지
각된 상호작용 및 운동 만족의 역할에 대해서 검증하고
자 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루함, 사회적 불안감, 
건강관리, 체형관리를 독립변수로 두고, 종속변수로는 
삶의 질의 요인으로 설정하여 영향관계를 분석고자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 하
였다.

H1: 지루함은 지각된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사회적 불안감은 지각된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건강관리는 지각된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체형관리는 지각된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건강관리는 운동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체형관리는 운동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지각된 상호작용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운동만족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논문의 표본은 중국 온라인상에서 홈 트레이닝 이
용한 경험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사전조
사를 실시한 다음에 표본을 할당하여 설정하였다. 선행
연구를 이론 기초로 개발된 설문을 통하여 설문지를 작
성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20년 10월 7일부터 10월 
23일까지 약2주에 걸쳐서 총 383부의 설문지를 배부하

여 수거하였다. 인구통계분석 결과는 표1과 같다. 

표본의 대상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성별 남 162 42 42 100
여 221 58 58 58

연령

20세 미만 32 8.3 8.3 100
20-25 세 89 23.2 23.2 91.7
26-30 세 158 41.3 41.3 68.5
31-40 세 60 15.7 15.7 27.2
41-50 세 29 7.6 7.6 11.5
51세 이상 15 3.9 3.9 3.9

학력

고졸 78 20.4 20.4 100
2년제 대학 
재학/졸업 57 14.9 14.9 79.6

4년제 대학 
재학/졸업 181 47.4 47.4 64.7

대학원이상 66 17.3 17.3 47.4

직업

학생 108 28.2 28.2 100
회사원 80 20.1 20.1 71.8

전문 지업 65 17 17 50.9
영업/서비스 72 18.8 18.8 33.9

기타 58 15.1 15.1 15.1

결혼여
부

미혼 209 54.6 54.6 100
기혼 161 42 42 58

돌아온 싱글 자 13 3.4 3.4 3.4
합계 383 100 100

표 1. 인구 통계 분석
Table 1. Statistic Analysis

변수 조작적 정의 참고문헌

지루함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흥미를 찾지 못하는 심심한 정도

WANG
2020

사회적
불안감

사회적 상황이(코로나-19)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두려움

박혜정,
2015

건강
관리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관리를 하는 행위

유성신, 
2019

체형
관리

외부 이미지 관리 수단으로 체형을 개선하고 
관리하여 아름다운 체형을 형성하는 행위

김인옥, 
2019

지각된
상호작용

사용자가 느끼는 상호작용성이 플랫폼 
특석으로서 상호작용과 다른 사용자의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면에서뿐만 아니라, 동일한 
플랫폼 안에서도 사용자에 따라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상호작용성의 정도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지각

WANG
2012

운동
만족 홈 트레이닝 APP을 통해 운동에 만족도 조태수,

2020

삶의 질 인간의 삶의 만족, 삶의 정도, 긍정적 정서, 
행복감등의 개념이 포함된 주관적 안녕감

노유자, 
1988;
심상준, 
2011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Table 2. Operational Definition of Variables

본 연구 표본의 383명 중에 남성 162명(42%), 여성 
221명(58%) 이며, 중국 홈트레이닝 애플리케이션 이용
자 중에 여성은 남성보다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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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요인 항목 1 2 3 4 5 6 7

지각된 
상호작용

PPP1 0.908 0.066 0.085 0.073 0.011 0.053 0.030
PPP2 0.898 0.076 0.041 0.112 0.022 0.121 0.015
PPP6 0.888 0.050 0.027 0.008 -0.032 0.051 -0.008
PPP7 0.885 0.062 0.026 0.074 -0.053 0.085 0.019
PPP8 0.879 0.015 0.028 0.079 -0.009 0.080 0.094

삶의질

QOL4 0.034 0.901 0.049 0.056 0.004 0.103 0.009
QOL1 0.043 0.893 0.020 0.000 -0.068 -0.015 -0.003
QOL2 0.066 0.891 0.009 0.043 -0.013 0.051 0.033
QOL3 0.021 0.876 -0.022 0.030 0.002 0.149 0.037

지루함

JKGX2 -0.019 0.035 0.874 -0.019 -0.023 -0.032 -0.078
JKGX3 0.050 -0.035 0.869 0.097 0.011 0.109 0.050
JKGX1 0.022 -0.018 0.840 -0.110 -0.051 -0.111 -0.100
JKGX4 0.126 0.079 0.821 0.094 0.011 0.166 0.074

사회적 
불안감

MRGX3 0.017 0.058 0.003 0.822 0.017 0.092 0.029
MRGX1 0.042 0.004 0.031 0.810 0.191 0.086 0.089
MRGX4 0.036 0.013 0.010 0.800 0.084 -0.028 0.093
MRGX2 0.142 0.061 0.023 0.798 0.092 0.121 0.134

체형관리
YZ3 -0.036 -0.053 -0.046 0.090 0.912 0.076 0.076
YZ2 -0.031 0.022 0.002 0.112 0.898 0.091 0.077
YZ1 -0.030 -0.050 -0.006 0.131 0.866 0.109 0.088

자아존중감

ZZ3 0.123 -0.036 -0.023 0.087 0.207 0.723 0.030
ZZ4 0.159 0.112 -0.040 0.099 0.064 0.720 0.061
ZZ1 0.015 0.088 0.066 0.001 0.032 0.694 0.058
ZZ2 -0.004 0.092 0.090 0.044 -0.004 0.642 0.038

건강관리
MG1 0.093 0.027 -0.031 0.180 0.124 0.074 0.897
MG2 -0.020 0.049 -0.031 0.129 0.107 0.121 0.880

고유값 8.259 5.540 3.950 3.574 3.189 2.829 2.224
분산의% 20.284 13.605 9.702 8.777 7.832 6.949 5.462
누적의% 20.284 33.889 43.591 52.368 60.200 67.149 72.611

표 3. 탐색적 요인분석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알 수 있다. 연령별 분포는 20대의 비율이 64.5%(247
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30대 와 40대순 이었다. 학력
은 2년제 대학 재학/졸업이 57명(14.7%), 4년제 대학 재
학/졸업이 181명(47.4%), 대학원 및 이상이 66명(17.3%), 
고졸이 78명(20.4%)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분포는 학
생이 108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 28.2%로 나타났다. 
응답자들 의 결혼여부를 살펴보면, 209명(54.6%)이 미
혼자이고,　기혼자가 161명(42%), 13명(3.4%)이 돌아온 
싱글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설문문항을 
개발할 때 사용한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는 표2와 같다.

Ⅴ. 연구결과

1.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가. 신뢰성(reliability) 검증

본 논문에 사용된 변수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
들을 얼마나 정확이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기법으로 주성분 분석법을 이용
하였으며, 요인의 회전(factor rotation)은 직교회전 방
식의 하나인 베리맥스(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일
반적으로 요인 수 결정기준으로 고유　값이 1.0 이상인 
요인들을　선정하며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이 기준　
값 0.5 이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요인분석은 
상관관계가 깊은 여러 변인 간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공
통요인을 발견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다. 요인분석에서 
공통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최초
의 정보를 최소한의 요인으로 압축하는 주 성분분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요인 적재량이 0.5보
다 낮은 경우 제거하여 나머지 모든 요인적재량은 0.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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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항목 Cronbach's 
alpha CR AVE 참고문현

지각된    
상호작용
(ppp)

PPP1 홈 트레이닝 APP는 이용자들 간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0.929 0.929 0.756 유성신, 2019

PPP2 홈 트레이닝 APP에의 트레이너와 팔로워/팔로잉 할 수 있다.

PPP6 홈 트레이닝 APP는 이용자들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PPP7 홈 트레이닝 APP는 이용자들 간에 공통 주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

PPP8 나는 홈 트레이닝 APP 안에서 다른 이용자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

삶의 질

QOL4 나는 인생을 즐긴다.

0.923 0.923 0.751 심상준, 2012
QOL1 나는 즐거운 활동에 참여한다.

QOL2 나는 나의 삶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QOL3 나는 내 자신의 대인관계에 대해 만족하다.

지루함

JKGX2 매일 똑같고 모든 것이 지루하다고 느낀다.

0.867 0.869 0.624 DENG,
2020

JKGX3 집에 있는 동안 나는 어떤 일에도 흥미를 가지기 힘들다.

JKGX1 집에 있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는 경우가 있다.

JKGX4 내가 하는 일이 신나거나 자극적이지 않으면 나는 재미없다고 느낀다.

사회적 
불안감

MRGX3 COVID-19에 대한 관심이 너무 지나친다고 느낀다.

0.864 0.864 0.615 박혜정,
2015

MRGX1 COVID-19에 대해 언급하면 나는 불안감을 느낀다.

MRGX4 최근에 나는 몸이 건강한지 반복적으로 확인한 경우가 있다.

MRGX2 밀폐되거나 인구가 밀집된 장소에 나가면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게 된다.

체현관리

YZ3 체형관리를 위해 약물(이뇨제, 설사제, 살 빼는 약등)을 먹은 적이 있다.

0.882 0.883 0.653 정춘옥, 2017;
김인옥, 2019

YZ2 나는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 항상 다이어트 중이다.

YZ1 몸무게 조절과 체형관리를 위해 다이어트 보조식품(식이섬유, 지방 분해 식품 
등)을 먹은 적이 있다.

운동만족

ZZ3 이 어플(프로그램)을 선택 한 것에 만족했다.

0.862 0.678 0.615 조태수,
2020

ZZ4 이 어플(프로그램)을 선택 것은 현명한 결정이었다.

ZZ1 이 어플(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서비스는 좋았다.

ZZ2 이 어플(프로그램) 이용에 있어 정확성에 만족한다.

건강관리
QR1 적정한 수면시간(6~8시간)을 취하고 있다.

0.84 0.666 0.503 정춘옥, 2017;
김인옥, 2019QR2 매일 세 끼의 식사를 적절한 분량으로 먹는다.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Table 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상으로 나타났다. 요인 분석 실시 결과　총 7개 그룹으로 
묶여져서 변수들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요인 분석 결과는 표3과 같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이론적 변인들을 지지하고 
요인구조가 타탕한지를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로 도출된 측정 변인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했다. 일
반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의 방법이 확인적 요인분석 방
법보다 단일 차원성 검정에 보다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AMOS 
24.0을 이용하여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분석하였다.　Cronbach's alpha 계수를 
통해서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을 측정도구에서 제외시
키며 일반적으로 alpha 계수가 0.6이상이면 비교적 신
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측정항목은 표4와 같이 총 26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나. 상관관계와 타당성(validity)  검증
가설 검정에 앞서,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수들 간에 

얼마나 밀접한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표5와 같이 
분석하였다.

　 지루함 사회적 
불안감

체형
관리

건강
관리

지각된
상호작용

운동
만족 삶의 질

지루함 0,716 　 　 　 　 　 　
사회적 
불안감 0.052 0.844 　 　 　 　 　

체형관리 -0.036 .276** 0.754 　 　 　 　
건강관리 -0.033 .324** .256** 0.808 　 　 　

지각된
상호작용 .191** .263** -0.013 .146** 0.784 　 　

운동만족 0.080 .212** .224** .209** .257** 0.874 　

삶의 질 0.043 0.089 -0.037 0.078 .145** .175** 0.866

표 5. 상관관계분석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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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율 채택여부
B Std. Error Beta

H1 지루함→지각된 상호작용 0.15 0.041 0.178 3.667 0.000 채택

H2 사회적불안감→지각된 상호작용 0.19 0.04 0.25 4.774 0.000 채택
H3 건강관리→지각된 상호작용 0.069 0.035 0.101 1.966 0.028 채택

H4 체형관리→지각된 상호작용 0.067 0.036 0.097 1.861 0.064 기각
H5 건강관리→운동만족 0.124 0.035 0.183 3.576 0.000 채택

H6 체형관리→운동만족 0.003 0.034 0.163 3.188 0.002 채택
H7 지각된 상호작용→삶의질 0.131 0.064 0.107 2.06 0.04 채택

H8 운동만족→삶의질 0.181 0.064 0.147 2.83 0.005 채택

표 6. 회귀분석
Table 6. Regression Analysis

모든 상관계수의 값을 AVE의 재곱근 값 기준으로 0.5
이상으로 분포하고 있어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중공산성이 없어 각 변수
간의 판별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2.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이후, 변수간의 인과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
다. 다중회귀분석은 측정된 변수들에 대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른 수학적 모델의 선형적 
관계식을 구함으로서, 어떤 독립변수가 주어졌을 때 이
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수립한 가설들에 따라 지루함, 사회적 불안감, 건강관
리, 체형관리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삶의 질을 종속변
수로 하여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설1, 가설2, 가설3은 채택되있다. 지각된 
지루함은 홈 트레이닝 앱을 통해 지각된 상호작용에 대
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178, 
t=3.667, p<0.001). 사회적 불안감은 홈 트레이닝 앱을 
통해 지각된 상호작용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β=0.25, t=4.774, p<0.001). 건강관리는 
홈 트레이닝 앱을 통해 지각된 상호작용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101, t=1.966, 
p<0.5). 체형관리는 홈 트레이닝 앱을 통해 지각된 상호
작용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097, t=1.861, p>0.5). 채택된 요인의 영향 정도를 
살펴보면 가설4는 유의수준 P가 0.5 이상이 되어 가설4
는 기각 되었다. 운동만족에 건강관리와 체형관리의 영
향관계에 대한 가설5, 가설6은 채택 되었다, 가설5(β

=0.183, t=3.576, p<0.001), 가설6(β=0.163, t=3.188, 
p<0.01)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삶의 질에 대한 지각된 
상호작용(β=0.131, t=2.06, p<0.05), 운동만족(β=0.147, 
t=2.83, p<0.05) 모두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표6과 같다.

Ⅵ. 결  론

본 논문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환경 
속에서 운동 분야에 적용된 비대면 서비스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홈 트레이닝 어플리케이션의 역할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홈 트레이닝의 특성(건강관리, 
체형관리) 및 언택트 시대 생활의 심리적 특성(코로나 블
루 및 지루함)이 지각된 상호작용과 운동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고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제시하
였는데, 지각된 상호작용과 운동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지루함, 사회적 불안감, 건강관리, 체형관리
를 투입하였고, 종속변수로는 삶의 질을 투입하였다. 연
구결과 홈 트레이닝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람들의 지루
함 및 사회적 불안감을 감소하는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홈 트레이닝이 인간 삶의 질을 높이는데 충분
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언택트 시대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삶의 질을 유지하고 발
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홈 트레이닝 플랫폼이나 기술
의 발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홈 트레이닝의 효과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홈 트레이닝 연구 분야에서 사회적 불안감, 지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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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변수를 적용하여 코로나 불루를 사용하였다. 지금
까지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용하던 지루함 및 불안감이라
는 개념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홈 트레이닝으로 확
대하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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