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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여가활동 참가자들의 특성을 악하고, 여가활동 형태에 따른 참가만족과 생활만족간의 계를 규명하여 건 한 여가활동

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론  기 를 제공하고자 한다.

I. 서 론
1. 문제제기
우리 국민들의 부분은 여가시간에 해 단순히 일을 열심

히 하기 한 휴식시간 정도로만 인식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본격 으로 에 심을 갖게 된 시기 자체도 얼마되지 않

았기 때문에 문화나 여가시간 활용에 익숙하지 못했다. 

2000년도 이후 산업에 있어 빅뱅(big bang)으로 불리

는 주 5일 근무제의 본격 인 실시로 여가에 한 심이 속

도로 높아지고 있다. 2004년 기업을 시작으로 2005년 7월부

터는 공공기 에서도 시행되면서 차 확 되어 가고 있다. 

한 학생들이 주 5일 수업제 실시  확 로 학생이 있는 가정

에서의 여가활동 역시 더욱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상된다(정

호권, 2006).

이처럼 인들은 여가활동에 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로 

지루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좀 더 새롭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추구하게 되었는 데, 과거의 수동 인 여가활동이 아닌 직  

참여하여 행할 수 있는, 나아가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자연과 

벗삼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  여가활동 등을 원

하고 있다(권 재, 2002).

한국 공사에서 실시한 '국민여가활동참여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일반국민의 여가활동 유형이 소극 이고 정

인 활동에서 운동  스포츠 활동과 같은 이고 동 인 

신체활동으로 환되고 있으며, 정 린(1997)은 건 한 여가

활동으로서 체육활동에 해 정 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최

명수,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참가자들의 특성을 악하고, 

여가활동 형태에 따른 참가만족과 생활만족간의 계를 규명

하여 건 한 여가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론  기

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에 따른 참가만족도와 생활만족간의 

계를 규명하는 데 주된 목 이 있다. 즉,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형태의 차이와 참가만족도간의 계를 분석하

고, 여가활동 참가만족도가 생활만족도와의 계를 알아보고

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여가의 의의
여가에 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는 학문 분야에 따라 상

이한 방법으로 정의되었다. 이 듯 여가라고 하는 용어는 그 

말이 지니는 의미와 조건 그리고 기능을 모두 포 하는 복합

인 개념으로서 시 와 학자, 그리고 학문분야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져 왔다. 기존의 여가 개념에 한 견해를 정

리하면 크게 심리상태에 따른 분류,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분

류, 자유시간, 그리고 총체론  입장에 따른 분류로 나 어 볼 

수 있다. 

2. 여가만족도의 개념
여가만족의 개념은 6개 하 요인(심리 , 심리 , 사회 , 휴

식 , 신체 , 환경  요인)으로 구성된다(김명선, 2003). 

제 3 장 연구설계

1. 설문의 구성

본 설문지의 구성은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앞에서 제시

된 이론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설문지는 크게 5단락으

로 구분하 다. 1단락은 여가활동의 의식조사  실태에 한 

내용 항목이며, 2단락은 여가활동을 통하여 여가욕구가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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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만족되었는 가를 측정하 으며, 3단락은 여가참가자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한 변수로 구성하 다. 

마지막 4단락은 조사 상자의 일반 인 조사항목으로서 성

별, 연령, 교육수  등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  특성에 한 

내용으로 구성하 다. 

1) 여가유형 

여가활동참가자의 여가유형을 표 희 연구(1997)의 설문지

를 바탕으로 활동유형과 개인  특성 항목의 일부를 연구자가 

연구에 하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2) 여가만족도 척도

여가만족 척도는 Beard & Ragheb(1980)에 의해 개발되고 

이종길(1992)에 의해 번안 사용된 여가만족 척도가 사용되었

다. 최근에는 스포츠 참가자(김학권, 2004)와 노인의 여가

만족(심민수, 2007)을 측정하기 하여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최  51개 문항에서 24개 문항으로 축소된 것으로 심리 , 교

육 , 사회 , 휴식 , 생리 , 환경  요인의 6개로 구성되었

으며, 6개 하  요인의 문항 수는 한 요인 당 4개 문항으로 총 

24개 문항을 사용하 다.

2.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 한 분석방법은 통계  방법을 

용하 는데,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 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통계

패키지 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해 기술  통계(descriptive 

statistics)는 모든 변수의 빈도분석표와 기술통계량을 제공받

고자 단순빈도(simple frequency), 평균(mean), 표 편차

(std.) 등을 용하 다. 채택된 통계분석기법을 구체 으로 

기술하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의 일반  특성과 측정변수의 기 통계

를 개 으로 악하기 하여 기술통계량을 용하 으며, 

동일한 측정을 한 문항간의 일 성 정도를 측정하는 신뢰도 

분석을 하여 크론바흐 알 값(Cronbach's α)으로써 측정하

는 내  일 성(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을 사용하

다.

둘째,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 여가만족도의 차

이를 살펴보기 하여 t-test와 ANOVA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인구통계학  특성과 여가활동유형의 상 계를 살

펴보기 하여 Pearson 단순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제 4 장 실증  연구의 결과

제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 연구 상으로 선정된 표본집단의 특성은 <표 

4-1>과 같다. 인구통계  특성을 보면, 성별은 남자 55.6%, 

여자 44.4%이고, 연령은 20  40.4%, 30  22.8%, 40  

27.8%, 50  6.5%, 60 이상 1.2%, 학력은 고졸 25.3%, 졸 

66.7%, 학원졸 5.9%이었으며, 월소득은 200만원 미만 

16.7%, 220-250만원미만 10.8%, 250-300만원미난 17.3%, 

300-350만원미만 11.1%, 350-400만원미만 16.0%, 400만원이

상 1.2%로 나타났다.

[표 4-1] 표본의 특성
인구통계  변수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180 55.6

여 144 44.4

연령

20 131 40.4

30 74 22.8

40 90 27.8

50 21 6.5

60 이상 4 1.2

무응답 4 1.2

학력

고졸 82 25.3

졸 216 66.7

학원졸 19 5.9

무응답 7 2.2

월소득

200만원 미만 54 16.7

200-250만원 미만 35 10.8

250-300만원 미만 56 17.3

300-350만원 미만 36 11.1

350-400만원 미만 52 16.0

400만원 이상 87 26.9

무응답 4 1.2

제 2  신뢰성 검증  타당성 검증

1. 신뢰성 분석

신뢰성(reliability)이란 측정자가 어떤 상에 해 반복하

여 측정한 결과가 동일하며, 측정방법이 믿을 만하고, 측가

능성이 있으며, 어떤 지표를 구성하는 항목들 간에 일 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이군희,   ). 본 연구에서는 항목들 

간의 평균 인 계에 근거한 내  일 성(internal 

consistency)을 검증하기 하여 Cronbarch's alpha 값을 이

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하 으며, 단, 신뢰성 분석에서 신뢰성을 

하시키는 요인을 제거한 후 최종항목 수를 기 로 하 다. 

신뢰도 계수가 0.6 이상이면 높은 신뢰가 있다고 인정되기 때

문에(채서일,   ) 이를 의존가능성, 안 성, 일 성, 측가능

성, 정확성 등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기 로 측정변수들의 신뢰도 분석결과 <표 4-2>와 같

이 크론바하 알 (Cronbarch α)계수는 여가몰입 .9258,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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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 .9128, 인지몰입 .8098, 여가만족 .9322, 생리 요인 

.8336, 심리 요인 .9049, 환경 요인 .9264, 사회 요인 .6376, 

생활만족 .9318이므로 변수의 측정도구 모두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변수들의 신뢰성 검증결과
변    수 최  항목수 최종 항목수 Cronbach α

여가만족 24 24 .9322

생리 요인 10 10 .8836

심리 요인 7 7 .9049

환경 요인 4 4 .9264

사회 요인 3 3 .6376

2. 타당성 분석
타당성 검증이란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상을 올바

르게 측정하고 있는지, 특정 상의 상태를 그 로 나타내고 있

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신뢰성 분석을 실시한 항목들에 해 여가몰입, 여가만족도, 

생활만족도의 측정도구들의 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조사하기 

해 직각회 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표 4-3>와 같이 여가만족도에 한 타당성 검증결과 고유

치(eigen value)가 1이상이며 0.4이상의 부하치(factor 

loading)를 가진 여가만족도요인은 4개로 나타났으며 체분

산의 66.531를 설명하고 있다.

3. 인구통계적변수에 따른 차이분석
성별에 따른 여가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t-test

를 실시한 결과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여가만족도의 타당성분석
 

성 분

생리 요인 심리 요인 환경 요인 사회 요인

X3_19 .740 .156 .416 .163

X3_18 .717 .214 .404 .162

X3_16 .707 .428 .205 .119

X3_8 .678 .376 .092 .182

X3_15 .665 .479 .135 .115

X3_5 .633 .394 .216 .051

X3_20 .627 .334 .394 .163

X3_7 .622 .392 .227 .088

X3_6 .516 .435 .202 .170

X3_17 .484 .028 .051 .080

X3_3 .321 .736 .169 .121

X3_14 .224 .724 .233 .068

X3_4 .351 .716 .209 .068

X3_10 .307 .689 .203 .299

X3_13 .072 .680 .240 .136

X3_1 .424 .624 .147 .135

X3_2 .569 .606 .149 .044

X3_21 .262 .224 .840 .069

X3_22 .165 .197 .834 -.007

X3_24 .262 .239 .822 .157

X3_23 .228 .242 .822 .253

X3_9 .050 .222 .150 .733

X3_12 .171 -.001 .061 .718

X3_11 .352 .437 .134 .605

고유치 5.396 4.953 3.769 1.850

% 분산 22.481 20.636 15.704 7.709

% 22.481 43.117 58.821 66.531

연령에 따른 생활만족도, 여가만족도, 여가몰입의 차이를 알

아보기 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여가

몰입의 행 몰입, 인지몰입, 여가만족의 생리 요인, 심리 요

인, 사회 요인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여가만족

의 사회 요인과 생활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4-4]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구분 성별 평균 표  편차 t p

1
남 3.6189 .89097

1.569 .118
여 3.4625 .89207

2
남 3.7746 .77071

.852 .395
여 3.7014 .76641

3
남 3.4764 .91339

-1.015 .311
여 3.5764 .84004

4
남 3.8000 .95237

.761 .447
여 3.7037 1.3234

1 ; 생리 요인, 2 ; 심리 요인, 3 ; 환경 요인, 4 ; 사회 요인

학력에 따른 여가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일원분

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여가만족의 생리 요인, 심

리 요인, 환경 요인, 사회 요인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연령에 따른 차이분석
구분 연령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1

20 131 3.3573 .89538

4.552 .004**
30 74 3.5851 .77737

40 90 3.6922 .94907

50 이상 25 3.9440 .86990

2

20 131 3.6216 .76766

3.037 .029*
30 74 3.7510 .72268

40 90 3.8333 .77842

50 이상 25 4.0686 .81035

3

20 131 3.4332 .86537

1.480 .220
30 74 3.4865 .89605

40 90 3.6833 .88114

50 이상 25 3.5200 .9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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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31 3.5216 1.00859

3.543 .015*
30 74 3.8423 1.16025

40 90 3.9630 1.30154

50 이상 25 4.0267 .86560

* p< .05, ** p<0.01수 에서 유의함.

1 ; 생리 요인, 2 ; 심리 요인, 3 ; 환경 요인, 4 ; 사회 요인

[표 4-7] 학력에 따른 차이분석
변수 학력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1

고졸 82 3.5756 .88855

.459 .632학졸 216 3.5329 .86572

학원졸 19 3.7316 1.19446

2

고졸 82 3.7927 .80285

.364 .695학졸 216 3.7216 .75394

학원졸 19 3.8271 .81591

3

고졸 82 3.5518 .88081

.073 .929학졸 216 3.5081 .90103

학원졸 19 3.5132 .67430

4

고졸 82 3.6585 1.02904

.376 .687학졸 216 3.7731 1.11345

학원졸 19 3.6667 .93624

* p< .05수 에서 유의함.

1 ; 생리 요인, 2 ; 심리 요인, 3 ; 환경 요인, 4 ; 사회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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