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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자연환경과 스포츠를 활용한 스포츠 관광의 활성으로 도심지를 벗어나 그 외의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는 레저스포츠 중심의 관

광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본 연구는 레저스포츠 중심의 관광활동 참가자들의 참가정도가 몰입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레저스포츠 유형에 따른 몰입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참가정도가 오

래될수록 몰입도 또한 높아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레저스포츠 관광활동의 참여정도는 몰입의 하부요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I. 서론 

  현대의 여가 소비 패턴은 가족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

며 1박2일과 같은 미디어의 높은 인기와 함께 21세기 관광

산업이 환경산업, 정보통신산업과 세계 3대 산업으로 전망

되면서 자연환경과 스포츠를 활용한 스포츠 관광의 활성

으로 도심지를 벗어나 그 외의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는 레

저스포츠 관광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서재복, 김주호, 

2010).

  또한 레저스포츠 참가자들은 개인 능력과 활동의 도전 

수준이 최적의 상호작용을 나타낼 경우 주관적인 몰입경

험과 함께 긍정정서,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되

어 레저스포츠 참여에서 몰입 경험의 중요성이 대두 되었

다(임번장, 2006). 몰입은 Csikszentmihalyi(1975, 1990, 

1993)가 체스, 산악 등반, 매우 정교한 외과 수술과 같은 

스스로 동기화된 활동들을 조사하면서 발견한 개념으로 

어떤 일에 빠져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 최적의 심리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몰입이 발생하기 위한 기전으

로 도전과 기술이 서로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 몰입이 발

생한다는 몰입이론을 구체화하였다.

  Csikszentmihalyi의 몰입이론을 바탕으로 강현희(2010)

의 연구에서 여가 몰입은 여가제약 요인에 매개하여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바 있으며 최근 안병욱, 

황선환(2011)의 연구에서 여가몰입은 여가만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전의 연구결과들과 그 

맥을 함께하고 있다(김송희, 2008; 박영국, 김경렬, 오근

희, 2010; 송기현, 허진영, 2010; 최웅재, 2005). 또한 몰

입은 자아 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유태균, 이승

철, 2002; 이광수, 김관진, 2010) 여가 재참가 의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명상, 2010). 이러한 선

행연구들은 골프, 댄스스포츠, 수상스키, 승마 등 다양한 

대상으로 참가자의 몰입 경험에 따른 심리적 특성, 참가 

동기와 같은 사회심리적인 변인들 간의 관계가 분석되었

다. 그러나 현재 레저스포츠 중심의 관광의 형태가 발전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레저스포츠 관광활동 참여자들의 참

가정도에 따른 몰입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참가정도와 

몰입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해하고 이를 통해 레저

스포츠 중심의 관광 활동이 지니는 특성을 해석하는데 기

초적인 자료를 제공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Ⅱ. 연구방법

  레저스포츠 중심의 관광활동 참여대상자를 위해 지상레

저스포츠 중심의 관광활동은 등산, 골프, 캠핑 참가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수상레저스포츠 중심의 관광활동

은 래프팅, 스킨스쿠버, 낚시 참가자, 항공레저스포츠 중

심의 관광활동은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참가자를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총 450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며 

그 중에서 성실하게 답하지 않은 13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437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투입되었다.

  사용된 설문지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관한 항목 8문항, 

몰입에 관한 항목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분석을 위해서 

일원변량 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레저스포츠 중심의 관광활동 유형에 따른 몰입의 차

이를 규명하기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참가

정도가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 다중회귀

분성을 실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참가정도가 몰입의 하위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



한국콘텐츠학회 2012 춘계종합학술대회 152

행하였다. 

 

Ⅲ. 결과

1. 레저스포츠 관광활동 유형과 몰입의 차이
 

  차이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레저스포츠 관광활동 유형

(지상, 수상, 항공)에 따른 몰입의 차이는 명확한 목표, 시

간감각 왜곡, 자의식의 상실, 도전과 기술의 균형, 자기 목

적적 경험, 즉각적인 피드백, 통제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2. 참가정도와 몰입

  레저스포츠 관광활동의 참가정도(기간, 빈도, 강도)가 

몰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기간(B=.114)과 빈도(B=.154)가 높을수

록 몰입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참가정도는 

몰입의 전체 변량에 4.5%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3. 참가정도와 몰입의 하위변인

  레저스포츠 관광활동의 참가정도(기간, 빈도, 강도)가 

몰입의 하위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관계가 확인되었다.

  기간(β=.159)과 빈도(β=.125)가 높을수록 도전과 기

술균형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05), 참가정도(기

간, 빈도, 강도)는 도전과 기술균형 전체 변량에 4.9%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β=.151)와 강도(β=.118)가 높을수록 시간감각왜

곡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p<.05), 참가정도(기간, 

빈도, 강도)는 시간감각왜곡 전체 변량에 3.7%를 설명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β=.130)과 빈도(β=.170)가 높을수록 명확한 목

표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05), 참가정도(기간, 빈

도, 강도)는 명확한 목표 전체 변량에 4.8%를 설명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β=.170)와 강도(β=.113)가 높을수록 자기목적적

경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p<.05), 참가정도(기간, 

빈도, 강도)는 자기목적적경험 전체 변량에 4.9%를 설명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β=.166)가 높을수록 즉가적인피드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p<.001), 참가정도(기간, 빈도, 강도)는 

즉가적인피드백도 전체 변량에 3.6%를 설명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빈도(β=.143)가 높을수록 통제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p<.05), 참가정도(기간, 빈도, 강도)는 통제감 전

체 변량에 3.3%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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