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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leisure policies in post-corona era by 
examining how the leisure life of the people are changing after COVID-19.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in leisure life of the people using the 2019 and 2020 National Leisure Activity Survey. Compared to before 
COVID-19, cultural and art activities, sports activities, tourism activities increased, while hobbies and 
entertainment activities, relaxing activities, social-related activities decreased. People who spend leisure time 
alone, people who enjoy leisure activities outdoors, leisure time, time spent with smart devices, awareness of 
leisure activity increased. The frequency of leisure activities, leisure satisfaction decreased.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leisure life of the people changed after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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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전 세

계가 지쳐가고 있다. 아직 진정될 기미를 보이

지 않는 코로나19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타

나며 1년여가 지난 지금도 전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코로나19가 종식

되어도 우리 사회가 이전과 같지 않으리라고 

예측된다는 점이다(동아사이언스, 2020. 08. 
23).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변

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적, 국가적 요청이라 아니할 수 없다.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주었

다. 일상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사회

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으

로 바뀌었다.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등이 확산

되면서 직장에 머무는 시간이 감소하고, 가정

에 머무는 시간은 증가하였다(강선경, 최윤, 
2021). 소비 생활은 전반적으로 위축되었고(이
승호, 2020), 소비 패턴 및 행동도 변화하였다

(한국리서치, 2020). 여가생활도 크게 달라졌

다.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도서관, 종
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다중이 동시

에 즐기거나 이용하는 여가활동은 더 이상 어

렵게 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생활 패턴 변화를 

조사한 자료(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19)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4.3%가 코로나가 자신

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

였으며, 그 중 코로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

은 일상생활의 영역은 여가생활(70.7%)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인간의 삶의 질과 밀

접하게 관련된 여가생활이 크게 제약을 받고 변화

를 강제 받게 되자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의 여가

생활을 관찰한 국내외의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다. 먼저, 국외 연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체 

활동이 감소하였고(Moore et al., 2020), 수면 시

간이 증가하였으며(Xiang, Zhang, Kuwahara, 2020), 
음주를 즐기는 경우도 늘어났다고 밝히고 있다

(Stanton et al., 2020). 또한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

하는 시간이 증가하였으며(Gammon & Ramshaw, 
2020), 게임을 즐기는 시간도 증가하였음을 보

고하고 있다(Zhu et al., 2021). 가족과 함께 여

가활동을 하는 경우도 늘어났고(Easterbrook-
Smith, 2020), 집에서 요리를 하며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경향도 관찰된다고 하고 있다(Baker et 
al., 2020; Ozili & Arun, 2020).
국내에서도 코로나19와 여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여

가활동 변화를 살펴본 연구(강선경, 최윤, 
2021; 권오정, 2020; 김기탁, 2020; 박광호, 이
승연, 김진원, 2020; 사혜지, 한지훈, 2021; 신
혜리, 윤태영, 김수경, 김영선, 2020; 최기태, 
김지연, 2021; 한상겸, 2021), 코로나19의 위험

지각과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김정

준, 2020; 윤지인, 한진욱, 이지원, 2021), 빅데

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와 여가 특성을 살

펴본 연구(김경식, 2021; 이유진, 김태환, 황선

환, 2021),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가족 여가의 

대안을 모색한 연구(최정수, 2021) 등이 있다. 
특히 이 가운데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여가활동 유형 변화를 관찰한 연구가 상대적으

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여가활동 유형 변화를 관찰한 선행 연

구들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적극적 여가를 

향유하는 경우가 줄고, 소극적 여가를 향유하

는 경우가 늘어났다(박광호, 이승연, 김진원, 
2020). 야외·자연에서 여가활동을 하는 경향이 

관찰되었고(사혜지, 한지훈, 2021),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여가활동이 증가하였으며(강선경, 
최윤, 2021; 한상겸, 2021), 가족 만남, 종교 활

동 등 사회적인 성격을 지닌 여가활동은 감소

하였다(신혜리, 윤태영, 김수경, 김영선,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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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한된 여가 환경으로 인해 다른 유형의 

여가활동으로 전환하는 예도 나타났으며(권오

정, 2020), 기존 여가활동의 형태에서도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최기태, 김지연, 2021). 선행 연

구 결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여가생

활에 많은 변화가 야기되었음을 확인해 준다. 
하지만 기존 국내 연구는 대부분 코로나19 

이후의 여가활동 유형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

어서, 코로나19가 국민의 여가생활에 미친 영

향을 전반에 걸쳐 분석하고 있지는 못한 제한

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부분 연구들이 비교

적 적은 수의 표본을 분석하였기에 연구 결과

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많은 수의 표본

을 대상으로 다양한 여가활동 항목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

료(raw data)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이후 국민

의 여가생활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전반적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가 

국민의 여가활동 빈도, 여가 시간, 여가 지출, 
여가 유형 등 여가 행태(leisure behaviors)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 여

가활동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는 어떻게 변화하

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국민여

가활동조사 보고서는 기존의 조사 결과를 제시

함으로써 여가활동 변화를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연도별 결과를 제시하

고 있으므로 유의미한 변화를 설명하는 데 한

계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민여가활동조

사 결과를 학술적으로 보완하고, 나아가 포스

트 코로나 시대의 시의적절한 여가 정책을 마

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와 ‘2020 국민
여가활동조사’이다. 국민여가활동조사는 ‘국내 

여가환경변화에 따라 국민의 여가수요에 미치

는 활동실태를 분석하여 생활양식의 변화 및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승인통계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2019년 자료의 조사 기간은 코로나19 발생 이

전인 2019년 9월 9일 ~ 11월 14일이고, 2020
년 자료의 조사 기간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9월 7일 ~ 11월 16일이다. 다만, 설문 

문항에서 지난 1년 동안의 기간, 즉 조사 범위

에 해당되는 기간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시

기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9
년 유효 응답자 10, 060명과 2020년 유효 응답

자 10,088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응
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특성 구분
2019년 (n=10060) 2020년 (n=10088)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5028 50.0 5003 49.6

여성 5032 50.0 5085 50.4

연령

15-19세 661 6.6 619 6.1

20대 1468 14.6 1536 15.2

30대 1643 16.3 1644 16.3

40대 1885 18.7 1888 18.7

50대 1877 18.7 1858 18.4

60대 1324 13.2 1377 13.6

70세 이상 1202 11.9 1166 11.6

표 1.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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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변수 및 방법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변수는 <표 2>와 

같다.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여가활동 동

반자, 여가활동 빈도, 가장 많이 이용한 여가공

간, 여가활동위한 동호회 참여 여부’ 범주형 변

수이고, ‘여가비용, 여가시간, 스마트기기 이용 

시간, 일과 여가의 균형, 전반적 여가생활 만족

도, 여가인식’은 연속형 변수이다. 가장 많이 참

여한 여가활동과 가장 많이 이용한 여가공간 

변수는 응답 항목을 상위 속성으로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그 외 변수들은 원 항목을 그

대로 사용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2020). 
분석 방법은 범주형 변수의 경우 χ2검정을 실

시하였고, 연속형 변수의 경우 t검정을 실시하

여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여가생활을 비교·분
석하였다. 분석 도구는 IBM SPSS Statistics 
program 23.0을 활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의 통

계학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1. 코로나19와 여가생활 변화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여가생활 변화를 분

석한 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가장 많

이 참여한 여가활동의 경우, ‘문화예술 관람·참
여활동, 스포츠 관람·참여활동, 관광활동’의 참

가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미오락

활동, 휴식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의 참가율

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전·후에 

따라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에 차이가 있

는지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1). 여가활동 동반자에서는 혼자서, 친구

학력

초졸이하 1151 11.4 159 1.6

중졸 1164 11.6 785 7.8

고졸 3940 39.2 831 8.2

대졸이상 3805 37.8 3743 37.1

결측값 - - 4570 45.3

혼인상태

미혼 2901 28.8 3041 30.1

기혼 5965 59.3 5713 56.6

사별/이혼/기타 1194 11.9 1321 13.1

결측값 - - 13 .1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939 9.3 980 9.7

100∼200만원 929 9.2 923 9.1

200∼300만원 1613 16.0 1405 13.9

300∼400만원 2184 21.7 1824 18.1

400∼500만원 1785 17.7 1782 17.7

500∼600만원 1394 13.9 1407 13.9

600만원 이상 1216 12.1 1767 17.5

지역규모

대도시 4235 42.1 4373 43.3

중소도시 3331 33.1 3776 37.4

읍면지역 2494 24.8 1939 19.2

세부 변수 변수 속성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범주형: 88개항목

여가활동 동반자 범주형: 6개항목

여가활동 빈도 범주형: 6개항목

가장 많이 이용한 여가공간 범주형: 70개항목

여가활동 위한 동호회 참여 여부 범주형: 2개항목

 여가활동을 위한 월 평균 지출액 연속형: 응답 값

하루 평균 여가시간 연속형: 응답 값

여가시간 중 스마트기기 이용 시간 연속형: 응답 값

전반적 여가생활 만족도 연속형: 7점 척도

여가활동이 삶의 필수적인 요건이란 인식 연속형: 7점 척도

여가활동이 삶의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 연속형: 7점 척도

표 2. 분석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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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포함)와 함께, 동호회 회원과 함께, 기타’
라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가족(친척 포함)과 함께, 직장 동료’라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

나 전·후에 따라 여가활동 동반자에 차이가 있

는지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1). 여가활동 빈도의 경우, ‘매일, 일주일

에 몇 번, 매일은 아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에 2∼3번, 
한 달에 1번, 몇 달에 1번, 기타’라고 응답한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전·후
에 따라 여가활동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

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가장 많이 이용한 여가공간에서는 ‘실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
외’라고 응답한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코로나 전·후에 따라 가장 많이 이용한 여

가공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동호회 참여 여부

의 경우,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은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전·후에 따라 동

호회 참여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또한 여가 비용의 평균은 152,570원에서 

153,492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

나 전·후에 따라 여가 비용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전체 χ
2(p)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문화예술관람활동 32(.3%) 277(2.7%) 309(1.5%)

441.845(.000)

문화예술참여활동 79(.8%) 95(.9%) 174(.9%)

스포츠관람활동 143(1.4%) 191(1.9%) 334(1.7%)

스포츠참여활동 525(5.2%) 967(9.6%) 1492(7.4%)

관광활동 49(.5%) 120(1.2%) 169(.8%)

취미오락활동 2556(25.4%) 2382(23.6%) 4938(24.5%)

휴식활동 5942(59.1%) 5594(55.5%) 11536(57.3%)

사회및기타활동 734(7.3%) 462(4.6%) 1196(5.9%)

<여가활동 동반자>

혼자서 5581(55.5%) 6379(63.2%) 11960(59.4%)

194.359(.000)

가족(친척 포함)과 함께 3447(34.3%) 2575(25.5%) 6022(29.9%)

친구(연인 포함)와 함께 849(8.4%) 939(9.3%) 1788(8.9%)

직장 동료 60(.6%) 37(.4%) 97(.5%)

동호회 회원과 함께 113(1.1%) 141(1.4%) 254(1.3%)

기타 10(.1%) 17(.2%) 27(.1%)

<여가활동 빈도>

매일 7930(78.8%) 7506(74.4%) 15436(76.6%)

500.315(.000)

일주일에 몇 번, 매일은 아님 1995(19.8%) 1800(17.8%) 3795(18.8%)

한 달에 2∼3번 116(1.2%) 438(4.3%) 554(2.7%)

한 달에 1번 15(.1%) 207(2.1%) 222(1.1%)

몇 달에 1번 4(.0%) 130(1.3%) 134(.7%)

기타 0(0.0%) 7(.1%) 7(.0%)

<가장 많이 이용한 여가공간>

실내 6793(67.5%) 5993(59.5%) 12786(63.5%)
138.352(.000)

실외 3267(32.5%) 4072(40.5%) 7339(36.5%)

<동호회 참여 여부>

예 1014(10.1%) 913(9.1%) 1927(9.6%)
6.168(.013)

아니오 9046(89.9%) 9175(90.9%) 18221(90.4%)

표 3. 코로나19와 여가생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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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5). 여가 시간의 평

균은 4.55에서 4.70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코로나 전·후에 따라 여가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스마트

기기 이용 시간의 평균은 1.46에서 2.19로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전·후에 따라 스

마트기기 이용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p<.001). 전반적 여가생활 만족

도의 평균은 4.61에서 4.4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전·후에 따라 전반적 여가생

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p<.001). 여가활동이 삶의 필수적인 요건이

란 인식의 평균은 5.43에서 5.53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전·후에 따라 여가활

동이 삶의 필수적인 요건이란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여가활

동이 삶의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의 평

균은 5.53에서 5.6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전·후에 따라 여가활동이 삶의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p<.001).

Ⅳ.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여

가생활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실증적으로 분

석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여가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연구

에서 도출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에는 여러 변화가 관찰되었다. 우선 스포츠참

여활동과 같은 활동적 여가가 감소하고, 휴식

활동과 같은 비활동적 여가가 증가하였을 것이

라는 예상과는 달리 휴식활동은 감소율을 보였

고, 문화예술 관람·참여활동과 스포츠 관람·참
여활동, 관광활동에서는 증가율을 보였다. 이
와 같은 결과는 해외여행이나 기존에 여가활동

을 제약없이 즐길때와 다르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외의 참여의 다양한 어려움이 생겨 났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위

드코로나 현상이 나타나 자신이 참아왔던 여가

활동에 대한 욕구가 다시 커져가고 있음을 나

타낸 결과로 보여진다. 그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것은 스포츠참여활동이었는데, 이는 홈 

트레이닝(home training)의 증가와 관련이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 시설이 폐쇄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홈 트레이닝의 인기

가 높아지고 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0

구분 코로나19 평균 표준편차 t p

여가 비용
이전 152,570 177,023

-.360 .719
이후 153,492 186,105

여가 시간
이전 4.55 2.19

-4.725 .000
이후 4.70 2.22

스마트기기 이용 시간
이전 1.46 1.25

-35.614 .000
이후 2.19 1.54

전반적 여가생활 만족도
이전 4.61 1.154

7.556 .000
이후 4.49 1.167

여가활동이 삶의 필수적인 요건이란 인식
이전 5.43 .975

-7.986 .000
이후 5.53 .950

여가활동이 삶의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
전 5.53 .930

-8.964 .000
후 5.65 .890

표 4. 코로나19와 여가생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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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중 8명이 홈 트레이닝을 경험한 것으로 조

사되었고(연합뉴스, 2020. 04. 24), 2020년 ‘홈 

트레이닝’ 관련 평균 소셜 언급량은 2019년 대

비 112.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한국소

비자원, 2021). 이는 장기화 되어가는 코로나 

상황에 지친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모색한 것으로 보여진

다. 특히, 지친 몸과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자

발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어도 비대면 홈트레이닝 같은 스

포츠 참여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은 더욱 늘어 

날 것으로 예측된다. 문화예술 관람활동이 증

가한 것도 특이하다.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 

분야의 공연 개최 건수와 매출액은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한국예술문

화단체총연합회, 202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문화예술 관람활동이 증가한 것은 온라

인 플랫폼 기반의 비대면 공연문화 확산과 관

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백선혜, 이정현, 조윤

정, 2020).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

별 활동 지침을 내려 대면활동에 대한 제약이 

생겨났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국민의 초기반

응은 국가안전을 위해서라도 활동을 최대한 억

제하고 동참하여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

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이런 기대를 무색하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여가욕구에 

목말랐던 사람들의 해결책으로 비대면 온라인

활동이 시기적으로 빠르게 생활속에 정착하는 

계기를 만들어 냈다. 스포츠 관람활동이 증가

한 것도 이러한 변화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

다. 또 하나 인상적인 부분은 관광활동에 참가

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코로

나19 이후 자연적 활동이 증가했다는 선행 연

구와 비슷한 결과이다(사혜지, 한지훈, 2021). 
관광활동은 대부분 야외 및 자연에서 이루어지

기 때문에 비교적 거리두기 준수가 용이하다. 
이러한 속성이 관광활동의 참가율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가장 많이 이용

한 여가공간으로 실내 공간이 감소하고, 실외 

공간이 증가한 점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사회적 활동의 경우

에는 감소율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친

구 및 지인과의 만남빈도는 감소하고, 혼자 보

내는 여가시간이 증가하였다는 기존 연구의 결

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다(성미애, 진
미정, 장영은, 손서희, 2020). 또한, 본 연구에

서 나타난 혼자서 여가활동을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했다는 결과와 동호회 활동 참여율이 감소

했다는 결과도 사회적 활동이 감소율을 나타낸 

점에 대해 설명력을 가진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여가활동의 빈도는 감

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여

가활동이 감소했다는 기존의 분석과 같은 결과

이다(서울관광재단, 2020; 이훈, 2020). 여가시

간이 증가하였음에도 여가활동의 빈도가 감소

했다는 것은 제한된 환경에서의 여가활동에 한

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여가활동에 지

출한 비용의 경우 코로나 전과 후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여가활동의 

빈도가 감소한 점도 하나의 이유일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가구 소득과 지출

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이승호, 2020), 
이러한 실태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가를 

통한 스마트기기 이용 시간은 증가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여가변

화 특징을 ‘게임과 미디어’로 본 선행 연구를 

뒷받침한다(박광호, 이승연, 김진원, 2020). 또
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스마트폰 및 온라

인 게임 이용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와도 맥

락을 같이한다(중독포럼, 2020).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감소하였다. 여가 공간의 제약과 대면 여가활

동의 제약, 그로 인한 여가활동의 감소가 여가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이 결과는 비대면 여가활동의 한계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즉, 비대면 여가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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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여

가생활이 크게 위축되면서 여가의 소중함을 재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된 국

민의 전반적인 여가생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이전의 상태로 회귀되더라도 상당 기간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은 개인 중심의 여가

활동과 야외 여가활동이 선호될 것이며, 여가

활동 유형의 경우에는 비대면 기반의 스포츠 

활동 및 문화예술 관람활동과 자연에서 이루어

지는 관광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2019년, 
2020년)를 활용하여 코로나19가 국민의 여가

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했는지 살펴보았으

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취미오락활동, 휴식활

동, 사회활동이 감소하였다. 정부주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의 영향으로 국민들이 코로

나 이전의 활동에 비하여 만남이나 사회활동 

등에서는 이전에 비해 원활하게 활동을 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된다. 문화예술 관람·참여활

동, 스포츠 관람·참여활동, 관광활동은 증가하

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대면 활동의 증가는 

위드코로나 상황에 맞게 변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

기화 되면서 야외활동과 관련된 활동들이 늘어

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예이다. 이는 해외

여행의 어려움과 실내 활동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탐색적 여가활동의 패턴 변화로 보여진다. 
또한, 코로나 이후 혼자서 하는 여가활동과　

실외 공간에서 하는 여가활동, 여가 시간, 스마

트기기 이용 시간, 여가활동의 가치에 대한 인

식은 증가하였고, 여가활동 빈도, 여가생활 만

족도는 감소하였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국민들의 여가활동의 제약은 늘어났다. 하지만 

일부 타협전략을 통해 홈트레이닝, 온라인 비

대면 활동 등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늘어나

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주어진 

상황과 변화에 대응하는 여가패턴을 지속적으

로 관찰하여 미래에 안전한 여가환경 조성에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여가생활의 전반적인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향
후 성별, 연령, 소득, 거주 지역 등 표본 특성에 

따른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심도 있는 논

의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양적 연

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여가생활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향후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여가생활의 변화를 관찰한다면 코로나19 
이후의 여가생활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2020 국민여

가활동조사의 조사기간이 코로나19 이전의 시

기도 일부 포함되었음을 밝힌다. 향후 2021 국
민여가활동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

어진다면 코로나19 이후의 국민의 여가생활 변

화를 보다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를 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여가생활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여가 관련 정책

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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