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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여가활동 참가자들의 특성을 악하고, 여가활동 형태에 따른 참가만족과 생활만족간의 계를 규명한 

연구들은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모험 의 여가만족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한 연구는 미

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모험  참여자의 참여형태, 여가몰입, 여가만족도  생활만족

도간의 향 계를 구명하여 건 한 여가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론  기 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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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leisure activity participants an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leisur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leisure activities. This study provide the theoretical and strategic insight to the marketers 

and policy makers for developing sound leisure activities.

 

 ■ keyword :∣Volunteer Acticities∣Leisure Flow∣Leisure Satisfaction∣Job Satisfaction∣
 

    

수번호 : #081210-002

수일자 : 2008년 12월 10일 

심사완료일 : 2009년 01월 15일

교신 자 : 박근수, e-mail : kspark5@pcu.ac.kr

I. 서론

1. 문제제기

2000년도 이후 산업에 있어 빅뱅(big bang)으로 

불리는 주 5일 근무제의 본격 인 실시로 여가에 한 

심이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2004년 기업을 시작

으로 2005년 7월부터는 공공기 에서도 시행되면서 

차 확 되어 가고 있다[1]. 특히, 산업사회에서 지식정

보사회로 변화하면서 여가시간의 창조  활용에 한 

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인들은 여가활동에 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로 

지루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좀 더 새롭고 다양한 여가

활동을 추구하게 되었는 데, 과거의 수동 인 여가활동

이 아닌 직  참여하여 행할 수 있는, 나아가 실내보다

는 야외에서 자연과 벗삼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스포

츠 활동  여가활동 등을 원하고 있다[2].

한국 공사에서 실시한 ‘국민여가활동참여실태조

사’의 결과에 의하면, 일반국민의 여가활동 유형이 소극

이고 정 인 활동에서 운동  스포츠 활동과 같은 

극 이고 동 인 신체활동으로 환되고 있으며, 정

린[3]은 건 한 여가활동으로서 체육활동에 해 

정 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4].

여가가 갖는 다양한 편익은 실무 인 차원뿐만 아니

라 학술 인 차원에서도 다양한 심을 갖고 근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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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 왔다. 여가의 효과와 련된 기존의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참여로 여가만족이 발생하며, 여가발생 지역

에서는 경제 , 사회 , 문화  효과가 크다는 을 

강조하 다. 그러나, 모험 의 효과에 한 구조 인 

차원의 효과를 검증하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연구성

과가 한계성을 갖고 있었다. 

여가활동 의 하나인 모험 도 여가행동으로 즐

거움이나 기분 환을 목 으로 즐기면서 신체를 단련

하는 활동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여가와 련된 연구에 한정된 부분

을 개선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모험 의  효과를 검

증하는 부분에 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모험  활동에 따른 참가만족과 생활

만족간의 계를 규명하여 건 한 여가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론  기 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모험  행동에 따른 여가만족과 생

활만족간의 계를 규명하는 데 주된 목 이 있다. 즉, 

여가활동형태에 따라 참가만족도간의 계를 분석하

고, 여가만족도와 생활만족도와의 향 계를 알아보

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모험관광의 개념 및 선행연구

모험 이란, 모험성이 강한 야외 크리에이션 활

동을 즐기려는 여행으로서, 1970년-1980년  부터 미

국, 호주, 아시아를 심으로 성장하 는데, 이는 상

으로 미 발달된 자연환경에서의 야외활동이므로 

상당한 험을 수반하는 것이다.

특히, 유사용어로는 익스트림 스포츠, 모험스포츠 등

이 있으며, 익스트림 스포츠는 주로 신세 들이 즐기며, 

갖가지 고난도 묘기를 행하는 모험스포츠로서 생명의 

험을 무릅쓰고 여러 가지 묘기를 즐기는 스포츠

를 통칭한다. 일명 X-game이라고도 하며, 모험을 즐기

는 험스포츠, 극한스포츠로도 불린다[5].

모험 의 명칭으로 연구된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나, 익스트림 스포츠나 모험스포츠와 같은 유사개

념으로 연구된 선행연구는 종종 진행되어왔으며, 정책

 제안 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이석은 익스트림 스포츠의 지 한 발 에 향을 

미친 요소를 인터넷의 보 으로 보고, 인터넷 사용수

(빈도, 강도, 기간)이 익스트림 스포츠 참가자의 매니아 

수 에 미치는 향을 악하 다[6].

윤 호는 익스트림 스포츠 용품업체의 내부환경변화

와 외부환경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경 략을 분

석하 다[7].

한, 박선기는 모험 스포츠 참가자의 운동 독 상

을 악하고자 운동 독자들이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

로 운동 독의 의미와 과정을 기술하고, 잠재 으로는 

정  측면에서 운동 독의 방향성을 제시하 다[8].

김재 은 모험 스포츠 상품 개발을 한 지역 

합 요인분석을 통하여 지역 모험 스포츠 지역 합 

요인을 개발하는 데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

으로 진행되었다[9].

2. 모험관광의 여가몰입

최근들어 모험 을 상으로 여가몰입과 련된 

연구는 매니아 수 에 따라 자아실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에 한 연구 심으로 진행되었다[5][10]. 

이  손 학의 연구는 모험 의 정 인 측면과 

함께 운동에 과도하게 몰입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

을 래하는 부정  향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에서 조명하 다[5].

이 수는 모험 스포츠 참여자의 스포츠 몰입을 기술

수 , 참여기간, 참여빈도, 그리고 참여정도에 따라 그 

차이를 분석하여 개인  특성에 따라 스포츠 몰입의 차

이를 검증하 다[11].

임 택은 익스트림 스포츠 매니아를 상으로 그들

의 매니아 수 이 인지된 자유감과 자기의식을 통하여 

자아실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를 악하 다

[10]. 한, 손 학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환경변화 속에

서 자신의 개성을 시하며 특정 분야에 몰입하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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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지식을 습득하는 극 인 소비자층이 증가하

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한국형 익스트림 스포츠 활성화

를 한 안을 제시하 다[5].

선행연구 분석결과, 모험  참여자의 여가행동에 

따라 여가몰입에 차이가 나타나는 결과를 제시하 으

나, 여가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에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험 의 몰입의 매개효과를 이

해함으로써 모험 이 여가만족을 주게 되고, 모험

 참가자의 여가만족은 생활만족으로 연결될 수 있다

는 에서의 연구을 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3. 여가행동과 여가만족도

여가만족은 개인의 여가활동에 한 선택과 참가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정 인 인식이나 감정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즉, 여가활동자들이 개인 으로 선택하여 

행하는 여가활동에 따라 여가만족을 결정짓게 된다.

김범식의 연구에서 처럼 여가활동참가가 교직생활만

족에도 정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12], 박 표의 

연구에서는 직 인 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13]. 따라서, 모험  참가가 여가생활에 한 

만족뿐만 아니라 생활만족도에도 정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세울 수 있다.

4. 여가행동과 생활만족도

여가행동과 생활만족도의 련성에 한 연구로는 

김상무․박정아가 여가행동 참여 정도와 생활만족도의 

계와 함께, 여가만족도와 생활만족도와의 계를 규

명하 다[14].

최미숙․최동숙은 학생을 상으로 한 여가유형과 

생활만족도간의 계를 고찰하는 연구에서 여가행동의 

불균형  참여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 하 으나, 

여가행동유형과 생활만족도간에는 낮은 상 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이 은 여가동기와 여가행동유형이 청소년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향연구에서 학생을 상으로 생

활만족도를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그리고 

자아의식만족도로 그 결과를 제시하 다. 여가행동 유

형 에서는 교육체험지향 , 가정지향  여가행동이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높은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청소년들이 모든 여가행동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

지만 생 으로 취미지향활동과 사회친목지향활동보

다 교육체험과 가정 심의 여가행동에 많은 심을 보

인다고 주장하 다[16].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에서 주로 다룬 여가형태는 자

기 생활권내에서의 여가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

에 야외여가형태, 특히 집을 떠나 일정한 험성을 뛴 

모험 에서 어떠한 결과를 보일 것인지에 한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모험 이 다른 여가행태와 같이 여가몰

입을 통하여 모험 에 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으

며,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에 기여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

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 새로운 안으로 부상

하고 있는 모험  참여자를 상으로 여가몰입이 여

가만족  생활만족에 한 연구가설을 설정한 후 그 

계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자발  행동과 비자발  행동에 한 이론

 모형인 여가행동 참여요인의 연구를 심으로 만족 

행 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기 하여 

여가행동 참여자의 행동에 향을 미치는 인구통계  

특성을 배경요인으로, 여가행동 참여 요인을 독립요인

으로 하고, 여가몰입과 여가만족 요인을 매개변인으로 

선정했으며, 생활만족 련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계구조모형을 설정하 다.

연구의 모형을 세부 으로 살펴보면 여가행동은 월 

여가횟수, 1일 여가시간, 그리고, 여가경력으로 구성된

다. 한 여가몰입은 정용각이 제시한 인지몰입과 행

몰입을 심으로 구성한다[17].

모험 의 여가만족도는 김학권[18]과 심민수[19]이 

제시한 심리 , 사회 , 생리 , 환경  요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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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자세한 연구 내용은 아래의 [그림 3.1]과 같이 도

식화할 수 있다.

그림 3.1 연구모형

2. 설문의 구성

1) 여가유형 

여가활동참가자의 여가유형을 표 희 연구의 설문지

를 바탕으로 활동유형과 개인  특성 항목의 일부를 연

구자가 연구에 하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20].

2) 여가몰입 척도

여가몰입의 측정척도는 Scanlan이 최 로 개발한 

ESCM (Expantion of sport Commitment Model)를 정

용각이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 개발한 스포츠몰입도 설

문지를 사용하 다[17]. 여가몰입척도는 인지몰입과 행

몰입의 두 가지 하 변인으로 총 13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3) 여가만족도 척도

여가만족 척도는 Beard & Ragheb(1980)에 의해 개

발되고 이종길에 의해 번안 사용된 여가만족 척도가 사

용되었다[21]. 최근에는 스포츠 참가자[18]와 노인

의 여가만족[19]을 측정하기 하여 사용되었다. 이 척

도는 최  51개 문항에서 24개 문항으로 축소된 것으로 

심리 , 교육 , 사회 , 휴식 , 생리 , 환경  요인의 

6개로 구성되었으며, 6개 하  요인의 문항 수는 한 요

인 당 4개 문항으로 총 24개 문항을 사용하 다.

4) 생활만족도 척도

생활만족 측정도구로는 Diener, Emmonson, Larsen, 

Griffin이 개발하고 이에리사가 사용한 생활만족척도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 SWLS)를 사용하

여 측정하 다[22]. 각 문항은 ‘매우 그 다(5 )’에서 

‘  그 지 않다(1 )’까지 5  등간척도를 사용하여 

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3. 조사방법과 대상

본 조사분석을 한 자료수집은 여러 가지 방법과 

차에 의하여 수집되었는데, 조사 상자, 조사기간, 그리

고, 설문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여가참가자를 선정하기 하여 수도권

지역의 여가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를 상으로 

하여 응답집단을 구성하 다. 

둘째, 조사의 방법이다. 조사방법은 북한산국립공원

과 한강수상스키장 이용객, 그리고 수도권 지역 스

포츠 동우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을 상

으로 설문조사에 한 교육을 받은 조사원을 견하

다. 조사원은 설문조사의 목 과 상세한 설문지 구성에 

해 체 으로 설명하고, 배포된 설문지를 여가행동 

참여자 본인이 직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법

(self-administered questionaries)에 의해 이루어졌다.

표본 추출은 2007년 4월 재 수도권의 생활체육 의

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험스포츠 련단체와 동호인단

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불비

례유층집락무선법(disproportionate stratified random 

cluster sampling)을 이용하여 조사하 다. 

셋째, 조사의 기간이다. 설문조사는 설문항목 설정을 

해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하 으며, 설문조사 기간은 

2007년 7월 2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3개월간 실시되

었다. 

넷째, 표본의 크기이다. 

표본의 크기는 324부이다. 서울지역에 거주하면서 여

가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가참가자들을 상으로 약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  330부가 회수되었으

며, 이  응답의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 6부를 제외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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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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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패키지 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

하 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해 기술  통계(descriptive 

statistics)는 모든 변수의 빈도분석표와 기술통계량을 

제공받고자 단순빈도(simple frequency), 평균(mean), 

표 편차(std.) 등을 용하 다. 채택된 통계분석기법

을 구체 으로 기술하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의 일반  특성과 측정변수의 

기 통계를 개 으로 악하기 하여 기술통계량을 

용하 으며, 동일한 측정을 한 문항간의 일 성 정

도를 측정하는 신뢰도 분석을 하여 크론바흐 알 값

(Cronbach's α)으로써 측정하는 내  일 성(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을 사용하 다.

둘째, 여가활동유형의 상 계를 살펴보기 하여 

Pearson 단순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여가행동이 여가몰입과 여가만족도를 통하여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구조방정식모형을 검증하기 하

여 LISREL분석을 실시하 다.

표 4.1 표본의 특성

인구통계  변수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 180 55.6

여 144 44.4

연령

20대 131 40.4

30대 74 22.8

40대 90 27.8

50대 21 6.5

60대이상 4 1.2

무응답 4 1.2

학력

고졸 82 25.3

대졸 216 66.7

대학원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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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실증적 연구의 결과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 연구 상으로 선정된 표본집단의 특성

은 [표 4.1]과 같다. 인구통계  특성을 보면, 성별은 남

자 55.6%, 여자 44.4%이고, 연령은 20 가 40.4%, 30

가 22.8%, 40 가 27.8%, 50 가 6.5%, 그리고, 60  이

상이 1.2%의 분포로 나타났다. 

2. 신뢰성 검증 및 타당성 검증

1) 신뢰성 분석

측정변수들의 신뢰도 분석결과 [표 4.2]와 같이 크론

바하 알 (Cronbarch α)계수는 여가몰입 .9258, 행 몰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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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항목수 Cronbach α

 여가몰입 13 13 .925

행위몰입 8 8 .912

인지몰입 5 5 .809

 여가만족 24 24 .932

생리적요인 10 10 .883

심리적요인 7 7 .904

환경적요인 4 4 .926

사회적요인 3 3 .637

 생활만족 23 23 .931

2) 타당성 분석

신뢰성 분석을 실시한 항목들에 해 여가몰입, 여가

만족도, 생활만족도의 측정도구들의 집 타당성

(Convergent Validity)과 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조사하기 해 직각회 에 의한 요인분석

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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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분

생리
요인

심리
요인

환경
요인

사회
요인

체력 증진 .740 .156 .416 .163

건강 유지 .717 .214 .404 .162

자신감 부여 .707 .428 .205 .119

여가활동시 기량과 능력 발휘 .678 .376 .092 .182

여가활동후 기량과 능력 발휘 .665 .479 .135 .115

새로운 시도 기회 제공 .633 .394 .216 .051

신체적 활력 제공 .627 .334 .394 .163

자신 이해 .622 .392 .227 .088

타인 이해 .516 .435 .202 .170

자신의 신체적 능력 이해 .484 .028 .051 .080

즐거움 발산 .321 .736 .169 .121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 .224 .724 .233 .068

마음의 평온 .351 .716 .209 .068

정서적 안정감 .307 .689 .203 .299

휴식 제공 .072 .680 .240 .136

흥미제공 .424 .624 .147 .135

성취감 제공 .569 .606 .149 .044

시설 및 장소의 청결 .262 .224 .840 .069

시설 및 장소의 정리정돈 .165 .197 .834 -.007

여가활동 공간의 신선 및 청결 .262 .239 .822 .157

장소 경관 양호 .228 .242 .822 .253

타인과의 친근감 유지 .050 .222 .150 .733

타인과의 관계 유지 .171 -.001 .061 .718

친근한 관계 지속 .352 .437 .134 .605

고유치 5.396 4.953 3.769 1.850

% 분산 22.481 20.636 15.704 7.709

% 누적 22.481 43.117 58.821 66.531

표 4.3 여가몰입의 타당성분석

성  분

행 몰입 인지몰입

이 여가활동을 앞으로 계속할 것이다. .866 .091

나의 삶에 매우 소중한 부분이다. .784 .288

내가하는 여가활동이 자랑스럽다. .715 .333

이 여가활동을 생각하면 즐거워진다. .692 .407

이 여가활동에서 많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674 .429

내가 하는 여가활동에 자부심을 느낀다. .654 .527

시간만 있다면 이 여가활동을 많이 하고 싶다. .640 .339

이 여가활동을 멋지게 하는 상상을 해 본다. .620 .381

이 여가활동에 미쳐 있는 것 같다. .132 .855

여가활동하는 시간이 항상 기다려 진다. .382 .736

기사나 중계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본다. .279 .601

내가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여가활동이다. .492 .601

여가관련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284 .590

고유치 4.594 3.342

% 분산 35.337 26.404

% 누적 35.337 61.740

[표 4.3]과 같이 여가몰입에 한 타당성 검증결과 요

인해석에 있어서 고유치(eigen value)가 1이상이며 0.4

이상의 부하치(factor loading)를 의미 있는 것으로 보

고 있기 때문에 여가몰입요인은 2개로 나타났으며 

체분산의 61.740을 설명하고 있다.  

[표 4.4]와 같이 여가만족도에 한 타당성 검증결과 

고유치(eigen value)가 1이상이며 0.4이상의 부하치

(factor loading)를 가진 여가만족도요인은 4개로 나타

났으며 체분산의 66.531를 설명하고 있다.  

신뢰성 분석을 실시한 항목들에 해 척도들의 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별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을 조사하기 해 직각회 에 의

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각의 개념들에 설문문항들

이 유의 인 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변수들만을 이용

하여 공분산행렬(covariance matrix)을 이용한 확인요

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다. 

표 4.4 여가만족도의 타당성분석

본 연구에서는 항목묶기의 장 을 바탕으로 측정모

델  연구모델을 검정하기 에 항목묶기를 사용하여 

각 구성개념별로 측정지표의 수를 평균하여 단차원성

으로 측정모형을 설계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17].  

확인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4.5]와 같이 합도가 

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단 들에 한 표  요인부

하량(standardized loading)이 모두 0.7116이상으로 유

의 이며 개념신뢰도가 0.7이상이고 분산추출값이 0.5

이상으로 집 타당성이 입증되었다[23][24]. 

표 4.5 연구모델 측정변수의 전체단위 확인요인분석결과

연 구
변 수

측 정 항 목
표 

요인부하량

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

분산추출
최  항목 최종항목

여가몰입 2 2
.711
.936

.815 .691

여가만족 4 4

.806

.724

.938

.948

.917 .738

생활만족도 5 4

.711

.742

.896

.766

.862 .612

d.f.=32,  χ
2
=174.4372 (p=0.000), RMSR= 0.066, GFI= 0.901, 

AGFI= 0.829,     NFI= 0.919.     NNFI=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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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검증

1)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여가몰입, 여가만족, 생활만족, 여가행동과의 계를 

악하기 하여 상 계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

과 [표 4.6]과 같이 여가만족과 월여가회수만이 음(-)의 

상 계수로 나타났으나, 여가몰입, 여가만족, 생활만족, 

여가행동은 정(+)의 상 계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여가
몰입

여가
만족

생활
만족

월여가
회수

1회여가
시간

여가
경력

여가몰입 1.0000

여가만족 0.6454 1.0000

생활만족 0.3944 0.4544 1.0000

월여가회수 0.0817 -0.0168 0.0084 1.0000

1회여가시간 0.0672 0.0361 0.0240 -0.0435 1.0000

여가경력 0.1750 0.1153 0.0698 -0.0457 0.1333 1.0000

 **p < 0.01 수준에서 유의함.

2. 가설의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델의 합성을 검증하기 

하여 선형구조 계(LISREL)를 사용하 으며, 자료

의 분석을 해 LISREL 8.30을 이용하 다. 선형구조

계는 요인 는 직 으로 측정될 수 없는 이론변수

들 간의 구조식 모델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요인분석과 

경로분석을 합쳐 놓은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함에 있어서 

LISREL은 이론변수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측정변수를 

사용하지만, 실제 구조모델의 검증은 이론변수 는 요

인들에 의해 평가되고 측정오차의 효과를 반 하기 때

문에 측정변수들만으로 분석이 이루어지는 회귀분석이

나 경로분석보다 편 되지 않은 구조 계 계수들의 추

정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조모형은 모

든 이론변수들이 동시에 하나의 커다란 연결 계

(network)로서 모델화되고 검증된다는 장 이 있다[25].

따라서 본 연구목 에서 제시한 여가행동, 여가몰입, 

여가만족도, 생활만족도와의 통합  틀을 검증하기 

한 방법으로 합하다. 

연구모델의 합도 평가를 해 여러 합지수를 사

용한다. 일반 으로 LISREL를 이용한 분석에서 연구

모델의 합도 평가를 해서 제공되는 지표로는 카이

자승(χ²), 합도지수(Goodness of Fit Index : GFI)  

합도지수를 자유도(df)에 해 변환시킨 수정 합지

수(Adjusted GFI : AGFI), 평균평방오차(Root Mean 

Square Residual : RMR), 표 합치(Normed Fit 

Index : NFI)등이 있다. 

χ²는 해당 모델의 자유도에 따라 단을 달리하기 때

문에 카이자승값에 한 p값이 0.05이상일 때 모형의 

합도는 높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카이자승값에 한 

p값이 0.05이하라고 해서 모형 체의 합도가 낮아진

다고 확정 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다른 지수들을 고

려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χ²값이 작으면 

합을 의미하고, χ²값이 크면 부 합을 나타내고, 합

도 기 으로 χ²/df≦5, 3, 2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

부 연구자들은 χ²/df 비율을 합도 지수로 사용하는 

것에 의문을 보이고 있어, χ²값 이외에 GFI, AGFI, 

NFI, NNFI, CFI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GFI는 값이 클수록 모형의 합도가 높다는 것을 의

미하며, 보통 0.9이상이면 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다. AGFI는 자유도에 의해 조정된 GFI로서 체로 

GFI보다 작으며 0.9이상이면 좋은 모델로 평가된다. 

RMR의 경우 값이 을수록(0.05이하) 모형의 합도

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NFI는 가설  이론모델

의 χ²값과 모든 측정변수들이 완 히 독립 이라고 가

정하는 독립모델의 χ²값을 비교한 것으로서, 표본의 크

기나 자유도에 의한 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 이 있

다. NFI는 0.9보다 크면 잘 부합하는 모델로 해석하고 

있다. NNFI와 CFI도 0.9이상이면 모델이 합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림 Ⅳ.2 연구모델의 LISREL 추정결과



모험관광 참가와 여가몰입,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의 관계 38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Ⅳ-2]에서와 같이 제안

된 여가행동과 여가몰입  여가만족, 생활만족과의 연

구모델을 반  합지수를 사용하여 합도를 평가

한 결과, χ²=192.3621 (p=0.0000), df=78, GFI=0.9240, 

AGFI=0.8831, RMR=0.0487, NFI=0.9757, NNFI=0.9803, 

CFI=0.9854로 AGFI가 합 단기 에 약간 못미치지

만 다른 지표들이 0.9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모델은 

매우 합도가 높은 모델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 이용된 여가행동, 여가몰입, 여가만족도, 

생활만족도 등의 변수들간의 계에 한 가설을 검증

하기 하여 연구모형에 한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

하여 이론변수들 간의 경로계수와 t값을 확인하 다.

연구모형에 기 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된 변수간의 

계(여가행동, 여가몰입, 여가만족도, 생활만족도)의 

개별추정치는 [표 4.7]과 같다.

표 4.7 연구모델의 LISREL 추정결과

경    로
직 효과(총효과) 간 효과

계수값 t값 계수값 t값

월여가회수→여가몰입 0.1098 1.5522

1일여가시간→여가몰입 0.0541 0.8086

여가경력→여가몰입 0.0302 2.9020**

월여가회수→여가만족 -0.0973 -1.4972  0.0824  1.5356

1일여가시간→여가만족 -0.0139 -0.2263 0.0406 0.8062

여가경력→여가만족 -0.0001 -0.0126 0.0226 2.7976**

여가몰입→여가만족 0.7499 9.7875**

여가몰입→생활만족 0.1750 2.1130*

여가만족→생활만족 0.3009 4.3616**

여가몰입→여가만족→
생활만족

0.4006 6.0235** 0.2256** 4.1472**

  χ²=192.3621(p=0.0000),  df=78,  GFI=0.9240,   
AGFI=0.8831,      RMR=0.0487,   NFI=0.9757,   NNFI=0.9803, 

 CFI=0.9854

첫째, 월여가회수가 여가몰입에 미치는 향을 검증

한 결과 계수값이 0.1098이고 t값이 1.5522로 통계 으

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일

여가회수가 여가몰입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계

수값이 0.0541이고 t값이 0.8086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경력이 여가몰입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계수값이 0.0302이고 t값이 2.9020으로 통계 으로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가몰입은 여

가행동의 기간이 길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여가몰입을 높이기 해서는 월여가회수는 1일여

가시간보다 꾸 한 여가행동이 여가몰입을 높이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월여가회수가 여가만족에 미치는 향을 검증

한 결과 계수값이 -0.0973이고 t값이 -1.4972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

일여가회수가 여가만족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계수값이 -0.0139이고 t값이 -0.2269로 통계 으로 유

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경력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계수값이 -0.0001이고 t값이 -0.0126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행동

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간 효과를 보면 월여가회수와 1

일여가시간은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지만, 여가경력

이 여가만족에는 계수값이 0.0226이고 t값이 2.7976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가몰입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향력은 계수값이 

0.7499이고 t값이 9.7875로 여가몰입이 높을수록 여가만

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가만족은 여가행동 자체가 직 인 향을 미

치는 것이 아니라 여가몰입을 통하여 높게 나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여가만족을 높이기 해서는 

꾸 한 여가행동이 여가몰입을 높이고 이것이 여가만

족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여가몰입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계수값이 0.1750이고 t값이 2.1130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며, 여가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력은 계수값이 0.3009이고 t값이 4.3616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며, 여가몰입이 여가만족을 통

해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력은 계수값이 0.2256이고 t

값이 4.1472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여가몰입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총효과는 계수값이 

0.4006이고 t값이 6.0235이며 직 효과보다 여가만족도

를 통한 간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생활만족도

를 증가시키기 해서는 여가행동의 여가경력이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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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을 높이고 여가몰입이 여가만족을 증가시킴으로서 

생활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Ragheb와 

Griffith(1982)의 여가활동을 통해 여가만족이 생활만족

과 련성이 높다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한, 국내에서의 생활체육을 상으로 한 연구결과

[25-27]에서도 생활체육 활동에 보다 많이 참가할수록 

여가행동과 여가몰입이 높으며, 이것이 여가만족과 생

활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

해 주고 있다. 따라서, 모험 을 통하여 여가만족도를 

보다 많이 경험하는 참여자는 생활만족과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의 요약과 시사점 도출

1) 연구의 요약

모험 은 경제개발의 주요 축에서 벗어나 있었던 

지자체의 심의 상뿐만 아니라 모험  참여자의 

지속 인 증가 속에서 요한 상품으로 이해되고 

있다. 

모험 이 갖는 다양한 편익은 실무분야와 학술분

야에서 다양한 심을 갖고 근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모험 의 최근의 심과는 달리 제한된 범  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여가 련 연구에서 여가행동이 여가만족도나 생활만

족도에 미치는 향이 높다는 결과가 제시되었으나, 모

험 이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 계의 

검증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들을 극복하고자 기존

의 모험  연구들에서 한계 으로 나타났던 부분을 

개선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모험 의 만족효과에 

근하고자 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모험 의 몰입의 매개효과를 

이해함으로써 모험 이 여가만족을 주게 되고, 모험

 참가자의 여가만족은 생활만족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험 의 참여가 여가몰입

을 매개로 생활만족으로 이되는 일련의 과정을 2007

년 생활체육 참여자를 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결과에 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몰입은 여가행동의 기간이 길수록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것은 여가몰입을 높이기 해서는 월여

가회수는 1일여가시간보다 꾸 한 여가행동이 여가몰

입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월여가회수가 여가만족에 미치는 향을 검증

한 결과에서 여가만족은 여가행동 자체가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가몰입을 통하여 높게 나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여가만족을 높이기 

해서는 꾸 한 여가행동이 여가몰입을 높이고 이것

이 여가만족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여가몰입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에서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키기 해서는 여가행동

의 여가경력이 여가몰입을 높이고 여가몰입이 여가만

족을 증가시킴으로서 생활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넷째, 여가몰입의 행 몰입과 인지몰입이 여가만족

에 미치는 향력은 체설명력이 .553이며 유의수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섯째, 여가만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은 

체설명력이 .349이며 유의수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며, 여가만족이 생활만족도에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만족의 하 요

인  생리  요인 만족과 환경  요인 만족요인은 유

의한 향을 미치지만 심리  요인만족과 사회  요인

만족은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생활체육 활동에 보다 많이 참가할수

록 여가행동과 여가몰입이 높을수록 여가만족과 생활

만족이 높게 나타나는 연구결과와 같이 모험 객을 

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따라서, 모험 을 통하여 여가만족도를 보다 많이 

경험하는 참여자는 생활만족과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학술 인 측면과 실무 인 측면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따라서 연구

에서 학술 인 근을 통해 검증된 사항을 심으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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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인 측면의 시사 과 그에 따르는 실무 인 측면에

서의 시사 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학술 인 측면에서의 시사 은 여가행동에 한 개

념  근을 수행하 다. 모험  행동의 개념  근

을 해 련 연구 분야의 이론  근간을 마련할 수 있

었다. 특히, 여가학  학 분야에서 용되어 오던 

개념들을 모험 과 련된 연구를 바탕으로 재해석

함으로써 모험  측면에서 몰입의 개념과 역에 

근이 가능하 다.

실무 인 측면에서의 시사 은 모험 지의 개발과 

활용측면에서 모험 의 체험을 략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모험  기획자는 기

획  운 단계에서 참여자들의 여가행동을 이해함으

로써 모험  활동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경쟁력을 강

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모험  참여가 여가만족과 생활만

족도에 정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 졌으나 몇 가

지 연구의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 상이 수도권의 일부 지역으로 국한하

으므로 한국 모험  참여자 체를 상으로 한 연구

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모험 의 경우 계 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운 되고 있는 실정이나, 본 연구에서는 여름철에 한정

되어 표본이 계 인 특성을 반 하지 못한 문제 이 

있다. 

셋째, 삶의 질에 한 인식은 인구통계  특성과 건

강 상태에 해 참자가자가 어떻게 인식하는 가에 따라 

생활만족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러한 생활특성과 

련된 변수들에 한 고려가 되지 못했다. 

2) 향후 연구방향

와 같은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서는 앞으로 

지속 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연구에서

는 이러한 한계 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몰입, 여가만족도, 생활만족도 사

이의 유의한 정  인과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향후 연구방향에 한 몇가지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향후 연구에서는 여가행동, 여가몰입, 여가만

족, 생활만족이외에도 여가제약, 생애주기, 여가유능간

과 같은 변수들을 추가하여 종합 으로 연구모형을 검

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가제약과 생애주기에 따라 

경로모형을 구체화하여 분석하여, 보다 많은 여가 련 

변수들을 총체 으로 상호간의 련성을 이해함으로써 

용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본 연구문제에서 규명한 변수들간의 계에 

한 보다 심층 인 연구을 해서는 이후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측정 시기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모험  활동  후 실시됨으로써 여름철의 모험 에 

한정되어 한계를 보 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

한 모험 의 특성을 악할 수 있도록 계 별 효과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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