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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structural influence of factors on leisure satisfaction that can be
directly connected to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nd to derive theoretically valid research results to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knowledge in related research fields and provide insight into how to improve
leisure life. To this end, the "2020 National Leisure Activity Surve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s used to extract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leisure life and verify them with the
PLS-Structure Equation Modeling (PLS-S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proved that leisure attitude
and leisure capital are factors tha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leisure consumption, leisure policy, and
leisure satisfaction. All direct and indirect effects except for the path between leisure attitude and leisure
policy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and 10 out of 12 research hypotheses presented in this study were
adopted. In addition, as a result of multi-group analysis, the 4050 generation with high income levels showed
higher leisure consumption and satisfaction than the 2030 generation, and the 2030 generation was
significantly negative for government polic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ed and verified a
research model that can improve the satisfaction of the people's leisure life and seek way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rough lei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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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도약을 거듭하여 현재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전 세
계에서 인구 5000만 명 이상에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일곱 번째의 ‘30-50클럽’ 국가가
된 것이다. 또한,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
의(UNCTAD)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개도국
에서 선진국으로 국가 지위가 변경되었고, 코
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위기 상황에서
도 가장 빠르게 경제위기에 대처한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다(원세연, 2021).
그러나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출산
율, 고령화, 자살률, 양극화 등 해결해야 할 사
회적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가 2011년부터 회원국의 삶의
질을 진단하기 위해 조사해 온 ‘더 나은 삶의
지표(Better Live Index; BLI)’에 따르면, 우리나
라는 40개 조사 대상국 중에 2012년에 24위였
으나 꾸준히 하락하며 2018년에는 30위로 평가
되었다. BL지표는 11개의 세부영역으로 분류하
여 평가되었는데 특히 일과 삶의 균형(37위),
건강(36위), 삶의 만족(33위) 등의 영역에서 심
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OECD, 2020).
이와 같은 결과는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과정
에서 개인의 여가와 삶보다는 일을 우선시했던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에 기인한다. 과거 여가활
동은 생산력 향상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인식되
었다.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 사회 전반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성향이 빠르게 확산
중이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여가를 위해 기꺼
이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서리나와 오치옥, 2016). 여가생활은 개인
의 행복과 삶의 질에 중요한 핵심요인이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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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여가 문화와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차재민, 2018).
이에 정부는 2015년 「국민여가활성화 기본
법」을 제정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함으로
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여가향유권과 이
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를 규정하였다(김민규와 박수정, 2018). 또한 기
본법의 시행에 맞춰 여가참여기반 구축, 여가접
근성 개선, 여가생태계 확대를 주요 추진 정책
으로 하는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을 수
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와 구체적인 실
행 방안을 공포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이처럼 개인의 여가를 법령에 따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여가의 다양한 긍정적 영향이 국
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국민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공공서비스 영역
에서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에서 이루어진 여가 관련 연구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부터 급속히 증가했다.
매년 50여 편 발표되었던 관련 연구는 금융위기
이후 100여 편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고, 정부의
여가 정책이 본격화된 2018년 이후에는 매년
2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한국학술지인
용색인, 2022). 이는 삶의 질과 여가에 대한 사회
적 인식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정부 정책 시행의
영향이 학계에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여가 관련 선행연구들은 크게 정책연구와 실증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연구는 주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 측면에서, 국
민, 청년, 노인, 가족, 여성 등 다양한 대상에 맞
추어 여가 정책의 방향과 실천 방안을 제시해 왔
다(노용구, 2007; 송성섭, 김용찬과 김민규,
2015; 원형중, 2005; 이수현, 2017; 전형상,
2017). 실증연구의 경우 여가활동의 유형이나 정
도에 따라 개인의 만족과 삶의 질에 대한 영향을
연구한 사례가 많았다.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여
가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체
로 스포츠와 여행과 같은 능동적 여가활동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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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
하였다(김양례, 2009; 장순용과 김송희, 2003; 최
성훈과 이연주, 2005; Ragheb & Griffith, 1982).
또한 여가활동의 정도 측면에서 여가만족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분석한 실증연구들도 다양한 분
야에서 보고되어 왔다(구희곤과 임수원, 2008;
김경식과 이루지, 2011; 이종길, 1992).
하지만 일부 여가 관련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과 여가만족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다거나
부정적이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어서 후
속 연구자들에게 혼선을 일으킨 사례도 있다
(권현재와 박근수, 2009; 박병국, 2001; 이정순,
2005; 조성수, 2008). 이처럼 관련 연구에서 여
가활동과 여가만족 간의 인과관계가 통념과 다
르게 밝혀진 원인은 다양하겠으나, 한정된 연
구의 대상 또는 특정 지역의 영향, 측정 문항의
설계 또는 표집 방법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
론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 지역, 유형, 표
집 방법 등에 의한 편차를 극복하고, 전 국민의
여가활동과 여가만족 간의 관계를 명확히 분석
하기 위한 전국단위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여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
고 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여가에 대한 개인에 인식을 나타내
는 여가태도와 여가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
인 여가자본 두 가지를 핵심 영향요인으로 선
정한다. 그리고 실제 여가활동의 정도를 나타
내는 여가소비와 정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는 여가정책을 매개변수로 선정하여, 종
속변수인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의 구
조적 관계를 설정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론적으로 타당한 성과요
인 모형을 검증하여 관련 연구 분야의 지식체
형성에 기여하고, 여가 정책 담당자들에게 국

민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정 대상과 지역에 한정된 표본을 사용하여 발
생할 수 있는 연구결과의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단위로 실시한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고, 통계분석은 영향요인 간의 구조
적 관계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PLS-구조방정
식모델링(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LS-SEM)을 채택한다.
3. 연구가설 및 모형
본 연구는 국민의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가태도, 여가자본,
여가소비, 여가정책을 선정한다.
여가태도는 개인이 여가활동에 대해서 가지
는 감정적, 인지적, 행동의향적 반응이며, 여가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평가, 중요도로
정의될 수 있다(김선미, 김은하 및 정여주,
2019; Ryan & Boifield, 1975). 여가를 노동과
구분하여 잉여시간으로 치부했던 사회문화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화하면서 여가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전통적인 소
비자행동 연구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의도와 행동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에
근거하여(Ajzen & Fishbein, 1977), 여가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개인은 여가를 삶의
필수 영역으로 인식하고, 여가소비에 더욱 적극
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여가
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태도뿐 아니라 여가만
족의 중요한 선행요인이라는 결과도 검증된 바
있다(김선미 등, 2019; 정영금과 윤소영, 2018).
또한 국민의 여가요구 확대와 변화에 기인하여
여가정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도 확산되고 있
고(노용구, 2007), 여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정책이나 국가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는 맥락의 선행연구 결과는 여가태도와 여가정
책의 관계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김은수, 정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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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종석, 2020; 정한경과 문승제, 2013).
여가자본은 ‘개인의 여가생활에 영향을 미치
는 포괄적 자원 체계’로 정의되며, 문화, 경제,
건강, 환경 자본으로 구성된다(최순화와 최숙희,
2012).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결과 여가에
대한 인식과 사회계층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는데, 학력,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여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다는 것이다. 성장 과정에서 풍부한 교육의 기
회에 노출되는 계층이 높은 수준의 문화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면(Bourdieu,
1984), 문화자본과 여가 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제자본은 소비자
의 금전적·재정적 자원으로, 소득은 경제자본을
설명하는 대표 변수로 활용되어 왔다(유은영과
진현정, 2016). 학력과 소득으로 측정될 수 있는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은 여가자본의 핵심 구성
요소이며, 결국 여가자본은 궁극적으로 여가생
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이다. 또한 관련 선행연구 결과로 학력수준 또
는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정책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김은수 등,
2020; 한진오, 정득 및 이종석, 2019).
여가소비는 여가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시간,
금전 등 비용을 치르는 행동을 의미한다(최순
화, 2021a). 여가는 삶의 질을 위한 중요한 영
역이자 소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은
여가활동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여가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가소비는
여가활동을 양적으로 대용할 수 있으며, 적절
한 여가소비는 여가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이는 결국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김경식과 이루지, 2011).
여가정책은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가생활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개하는 제도적, 재정적 실천으로
볼 수 있다(차재민, 2018). 국민의 행복을 위해
4

여가시간 및 지출의 증대를 위한 방책도 필요
하겠지만, 어떻게 여가생활의 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적 방안과 관리의 노력
이 더 중요할 수 있다(이명우, 홍윤미 및 윤기
웅, 2016). 결국 국가의 선도적인 여가정책은
여가 제도와 환경을 구축하는데 그치지 않고,
개인의 여가만족에 실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을 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한진오 등, 2019).
여가만족은 여가활동의 결과이며 여가경험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만족도를 의미한
다(최순화, 2021a). 여가를 삶의 필수 영역으로
인식하는 소비자는 여가활동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이는 여가만족에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여가만족은 궁극
적으로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
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김경
식과 이루지, 2011; 김정운과 이장주, 2009; 이
종길, 1992; 장순용과 김송희, 2003; Haworth
& Lewis, 2005; Spiers & Walker, 2008).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12개의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검
증하고자 한다. 또한 세대별로 여가생활과 인
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연구
문제 1을 추가로 제시하고 검토하고자 한다.
가설 1:
향을 미칠
가설 2:
향을 미칠
가설 3:
향을 미칠
가설 4:
향을 미칠
가설 5:
향을 미칠
가설 6:
향을 미칠

여가태도는
것이다.
여가태도는
것이다.
여가태도는
것이다.
여가소비는
것이다.
여가자본은
것이다.
여가자본은
것이다.

여가소비에 정(+)의 영
여가정책에 정(+)의 영
여가만족에 정(+)의 영
여가만족에 정(+)의 영
여가소비에 정(+)의 영
여가정책에 정(+)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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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7: 여가자본은 여가만족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여가정책은 여가만족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여가소비는 여가태도와 여가만족 간
의 관계를 정(+)으로 매개할 것이다.
가설 10: 여가소비는 여가자본과 여가만족
간의 관계를 정(+)으로 매개할 것이다.
가설 11: 여가정책은 여가태도과 여가만족
간의 관계를 정(+)으로 매개할 것이다.
가설 12: 여가정책은 여가자본과 여가만족
간의 관계를 정(+)으로 매개할 것이다.
연구문제 1: 수립된 연구가설의 영향관계는
2030세대와 4050세대 간에 어떠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까?
설정된 가설에 기초하여 변수 간의 구조적
관계를 도식화한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조사는 ‘다양하고 변화되는 국내 여가 환
경변화에 따라 국민의 여가 수요에 미치는 활
동실태를 분석하여 생활양식의 변화 및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0년 9
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만 15세 이상 남녀 10,088명의 유효한 응답을
취합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본 연구에
서는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가설 검정을
위한 자료로 투입하였고, 2030세대와 4050세
대를 각각 추출하여 다집단분석을 통해 제시된
연구문제를 검토하였다.
2.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여가태도, 여가자본,
여가소비, 여가정책, 여가만족과 관련된 측정
자료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 추출하였다.
여가태도는 여가에 대한 인식을 묻는 ‘귀하
는 여가활동이 삶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귀하는 여가활동이 귀하의 삶(행
복도, 건강, 가족관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두 설문항으로 7점
척도가 사용되었다. 여가자본은 응답자의 최종
학력과 월평균 소득의 두 가지로 측정하였다.
최종 학력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4단계로 구분되었고, 월평균 소득은 ‘100
만원 미만’부터 ‘600만원 이상’까지 100만원 단
위의 7 단계로 분류하여 측정되었다. 여가소비
는 통상 여가시간과 비용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에서는 TV 시청, 인터넷 검색,
산책 등의 소극적 여가활동을 배제하기 위해서
여가시간을 제외하고 여가비용을 단일항목으로
채택하였다. 통계분석에는 여가를 위해 지출한
한달 평균 여가비용을 자연로그 값으로 변환
후 분석에 투입하였다. 여가정책은 여가정책의
만족도를 7점 척도로 묻는 ‘다양한 여가시설’,
‘질 좋은 여가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 ‘여가
와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 및 배치’, ‘보다 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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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가생활을 위해 관련 법규와 제도를 개선’,
‘공휴일과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의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여가만족은 ‘귀하께서
는 자신의 전반적인 여가생활에 만족하십니
까?(7점 척도)’와 함께 ‘귀하께서는 현재 얼마
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10점 척도)’의 두
측정항목을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PLS-구조방정식모형 분석도구인
SmartPLS v3.3.6을 활용하였다. PLS-구조방정식
분석은 자료의 정규성 여부에 관대하고, SPSS
Amos와 같은 CB-구조방정식과 비교하여 탐색적
연구모형에 더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변수 당 측정항목의 개수에도 유연하고, 반영적
(reflective) 측정모형 뿐 아니라 형성적(formative)
측정모형도 지원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도구
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Hair, Hult, Ringle, &
Sarstedt, 2017; Ringle, Wende, & Becker, 2015).

Ⅲ. 결과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 표본 10,088명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
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남녀 성별은 비슷한
빈도로 집계되었다. 연령대는 4050세대가 가장
많았고, 2030세대가 그 다음으로 분포되었다. 학
력은 대졸 이상, 고졸, 초졸 이하, 중졸의 순으로
분포되었다. 가구소득의 경우 300~400만원 대
가 가장 많았으며 600만원 이상으로 응답한 계
층도 17.5%로 그 다음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2. 신뢰도 및 타당도 평가
측정모형의 평가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한 결과는 <표 2>와 <표 3>과 같이 요약된
다. 먼저 외부적재치는 수용기준 0.7 이상, 평
6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성별

연령

학력

가구
소득

항목
남성
여성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100만원 미만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만원이상
합계

빈도(n)
5,003
5,085
619
1,536
1,644
1,888
1,858
1,377
1,166
1,101
1,067
4,039
3,881
980
923
1,405
1,824
1,782
1,407
1,767
10,088

백분율(%)
49.6
50.4
6.1
15.2
16.3
18.7
18.4
13.6
11.6
10.9
10.6
40.0
38.5
9.7
9.1
13.9
18.1
17.7
13.9
17.5
100.0

균분산추출(AVE)은 수용기준 0.5 이상을 만족
하기 때문에 측정모형의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는 확보되었다(Bagozzi, Yi, & Phillips,
1991; Fornell & Larcker, 1981; Hair, Ringle,
& Sarstedt, 2011).
내적 일관성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
표 2. 측정모형의 평가결과
집중타당도
변수 측정항 외부적재치 AVE
>0.7
>0.5
0.939
여가 att1
0.878
태도 att2
0.934
0.898
여가 edu
자본 income 0.798
여가
ln_cost
1.000 1.000
소비
policy1
0.860
policy2
0.874
여가
policy3
0.841 0.728
정책
policy4
0.862
policy5
0.829
0.802
여가 stsfctn
0.707
만족 happy
0.877

내적 일관성 신뢰도
CA
rho_A
CR
>0.6
>0.7
>0.7
0.861

0.862

0.935

-

1.000

-

1.000

1.000

1.000

0.907

0.913

0.930

0.657

0.60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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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판별타당도 평가결과
변수
여가만족
여가소비
여가정책
여가태도

표 4. 구조모형의 평가결과

1

2

0.219
0.266
0.445

0.064
0.204

3

4

0.038

ability)는 크론바하 알파(CA), roh_A, 합성신뢰
도(CR) 값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전반적인 수
용기준에 충족되어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확보
한 것으로 나타났다(Cronbach, 1951; Dijkstra
& Henseler, 2015; Werts, Linn, & Jöreskog,
1974). 다만 여가만족의 rho_A 값이 다소 부족
한데, 함께 검토되는 CA 값과 CR 값이 수용기
준에 충족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뢰도에는 문
제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는 HTMT
(heterotrait-monotrait ratio) 비율 값으로 평가
한다. 형성적 측정모형인 여가자본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 간의 HTMT 비율 값은 가장 보수
적인 기준인 0.85보다도 매우 작게 평가되어
(Henseler, Ringle, & Sarstedt, 2015), 판별타당
도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모형 적합도
모형적합도는 적합도지수를 제시하는 대신,
SmartPLS 개발 학자들의 권고에 따라 구조모형
평가로 산출되는 다중공선성(VIF), 결정계수
(R2), 효과크기(f2), 예측적 적합성(Q2)으로 판단
한다(Hair, Risher, Sarstedt, & Ringle, 2019;
Hair et al., 2017).
평가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모든 VIF
값은 수용기준인 5보다 작아서 다중공선성의 문
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ingle et al., 2015).
R2는 외생잠재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내생잠재변
수의 분산비율인데, 모두 0.25보다 작게 나타나
‘약한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Hair et al., 2011).
f2는 외생잠재변수들이 내생잠재변수의 설명력

경로
여가태도 -> 여가만족
여가자본 -> 여가만족
여가소비 -> 여가만족
여가정책 -> 여가만족
여가태도 -> 여가소비
여가자본 -> 여가소비
여가태도 -> 여가정책
여가자본 -> 여가정책

VIF
1.067
1.170
1.147
1.013
1.050
1.050
1.050
1.050

f2
0.088
0.009
0.005
0.032
0.016
0.105
0.000
0.011

R2

Q2

0.153

0.106

0.127

0.125

0.012

0.009

에 기여하는 정도로, ‘작은 효과크기’인 0.02 내
외로 나타났다(Cohen, 1988). 특히 여가태도의
여가정책에 대한 효과크기 값은 0.000으로 나타
나 유의성 검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다. 마지막으로 구조모형의 예측력의 척도를 의
미하는 Q2은 모두 0보다 크기 때문에, 예측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Geisser,
1974; Stone, 1974). 구조모형의 분석결과 결정
계수와 효과크기가 약간 부족한 수준이지만, 유
의성 검증을 위한 통계분석 시행에는 무리 없는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다.
4. 가설검정
수립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B=5000)을 시행하여 각 경로의 계수와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2>, <표 5>와 같이 요약된다.

그림 2. 경로분석 및 부트스트래핑 결과

7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2022. Vol. 46 No. 2(Serial Number 95)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5. 가설검정
가설

경로

H1 여가태도 -> 여가소비
H2 여가태도 -> 여가정책
H3 여가태도 -> 여가만족
H4 여가소비 -> 여가만족
H5 여가자본 -> 여가소비
H6 여가자본 -> 여가정책
H7 여가자본 -> 여가만족
H8 여가정책 -> 여가만족
H9 태도 -> 소비 -> 만족
H10 자본 -> 소비 -> 만족
H11 태도 -> 정책 -> 만족
H12 자본 -> 정책 -> 만족

경로
계수
0.122
0.009
0.283
0.072
0.310
0.109
0.094
0.165
0.009
0.022
0.002
0.018

표준
오차
0.010
0.011
0.010
0.010
0.011
0.010
0.011
0.010
0.001
0.003
0.002
0.002

t값
12.609**
0.852
28.248**
6.871**
29.479**
10.503**
8.436**
16.418**
5.905**
6.688**
0.846
9.178**

검정
결과
채택
기각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채택
기각
채택

** p < 0.01

총 12개의 가설경로 중에 가설 2의 직접효과와
가설 11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아
두 가설은 기각되었다. 나머지 9개의 가설경로는
모두 유의수준 0.01로 가설들이 채택되었다.
또한 제시된 연구문제 1을 검토하기 위해
2030세대(n=3,180)와 4050세대(n=3,746) 간의
다집단분석(PLS-MGA)를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이 총 12개의 가설경
로 중 5개의 경로(가설 2, 5, 7, 10, 11)에서 통
표 6. 다집단분석 결과 (2030세대 vs 4050세대)
가설
H1
H2
H3
H4
H5
H6
H7
H8
H9
H10
H11
H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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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태도 -> 소비
태도-> 정책
태도 -> 만족
소비 -> 만족
자본 -> 소비
자본 -> 정책
자본 -> 만족
정책 -> 만족
태도 -> 소비
-> 만족
자본 -> 소비
-> 만족
태도 -> 정책
-> 만족
자본 -> 정책
-> 만족

신p값
β
p값
β
p값
(2030
(2030) (2030) (4050) (4050)
vs 4050)
0.154 0.000 0.147 0.000 0.792
-0.044 0.019 0.008 0.666 0.046
0.265 0.000 0.244 0.000 0.406
0.059 0.001 0.088 0.000 0.219
0.062 0.004 0.197 0.000 0.000
0.086 0.000 0.108 0.000 0.358
0.084 0.000 0.190 0.000 0.000
0.166 0.000 0.158 0.000 0.757
0.009 0.002 0.013 0.000 0.360
0.004 0.031 0.017 0.000 0.000
-0.007 0.026 0.001 0.669 0.045
0.014 0.000 0.017 0.000 0.534

Ⅳ. 논의
본 연구의 영향요인별 세부결과를 선행연구
의 결과와 비교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태도는 여가소비에 정(+)의 유의
한 영향을 미치고(β=0.122, p<0.01), 여가만족
에도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β=0.283, p<0.01), 가설 1, 가설 3은 채택
되었다. 즉 여가의 필수성과 삶에 미치는 긍정
적 영향을 인정할수록 여가소비가 늘어나고 여
가에 대한 만족감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관련 연구를 진
행한 김선미 등(2019), 정영금과 윤소영(2018),
최순화(2021a)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고
여가태도의 여가정책에 대한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β=0.009, p>0.05) 가설 2
는 기각되었다. 이는 유사한 맥락에서 인과관
계를 도출했던 김은수 등(2020), 정한경과 문
승제(2013)의 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이
다. 이는 여가 고관여층이 여가를 더 소비하고
여가생활에 만족하지만 정부의 여가정책에 대
해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용구(2007)의 연구에서 지적되었던 국민의
권리의식과 정부정책 간의 괴리 즉, 급속도로
높아진 국민의 여가의식을 정부의 정책이 따라
가지 못해 발생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여가자본은 여가소비(β=0.310, p<0.01),
여가정책(β=0.109, p<0.01), 여가만족(β=0.094,
p<0.01)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 가설 6, 가설 7은 모두
채택되었다. 본 연구에서 여가자본은 문화자본의
대용치(proxy)인 교육수준과 경제자본의 대용치
인 소득수준으로 측정하였는데, 높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여가활동을 촉진하고 여가 및 정책
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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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건강, 경제, 문화 자본이 활동형 여가소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최순화와 최숙희
(2012)의 연구결과와 부합하고, 소득과 학력이
여가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김경식과
이루지(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학력
수준 또는 학력과 소득수준이 여가정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은수 등(2020), 한
진오 등(2019)의 연구와도 부합하는 결과이다.
셋째, 매개변수인 여가소비는 여가만족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쳐서 가설 4는 채택되
었고(β=0.072, p<0.01). 여가태도와 여가만족
간의 유의한 정(+)의 매개효과(β=0.009,
p<0.01), 여가자본과 여가만족 간의 유의한 정
(+)의 매개효과(β=0.022, p<0.01)가 나타나 가
설 9, 가설 10은 채택되었다. 여가소비는 여가
활동을 대변하는 것으로, 능동적인 여가활동을
통해 여가생활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여
가활동의 동기가 될 수 있는 태도와 자본을 매
개한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
행동학에서 오랫동안 검증된 태도, 의도, 행동,
만족의 일련성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
다(박진경과 김민주, 2011).
넷째, 매개변수인 여가정책은 여가만족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쳐서 가설 8은 채택되
었고(β=0.165, p<0.01), 여가자본과 여가만족
간의 유의한 정(+)의 매개효과(β=0.018,
p<0.01)가 나타나 가설 12도 채택되었다. 이는
여가생활의 여건이 좋은 개인이 정부의 여가정
책에 만족을 느끼고, 결국 여가생활 전반에 만
족을 느낀다는 것으로 여가정책의 효용성이 작
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여가태도
와 여가만족 간의 매개효과(β=0.002, p>0.05)
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은 기
각되었다. 이는 앞서 가설 2가 기각되었던 기
제가 이 경로에서도 발현되었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즉 12개의 가설경로 중에서 여가태도와
여가정책 간의 경로가 포함된 가설 2와 가설
11이 기각된 것이다.

다섯째, 세대간 다집단분석에서 여가정책에
대한 여가태도의 영향(가설 2)은 2030세대에서
는 음(-)의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고, 4050세대
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2030세대가 인식하는 여가의 중요성과 정부정
책에 대한 만족도가 상충하는 결과이다. 즉
2030세대는 여가생활이 소중하다고 느낄수록
정부의 여가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이
다. 반면 4050세대는 이 가설경로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가설 11의
매개효과 경로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세대 간의 비교 연구에서 2030세대는 공무원
과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강내원, 2013), 연령이 높을수록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박희봉,
이희창, 김동욱, 김철수 및 박병래, 2003)와 맥
락적으로 부합하는 결과이다.
여섯째, 여가소비에 대한 여가자본의 영향
(가설 5)은 두 집단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을 미쳤는데 4050세대가 영향력이 더 큰 것으
로 나타났고, 여가만족에 대한 여가자본의 영
향(가설 7)도 앞의 경우와 같이 두 집단 모두
정(+)의 영향을 미쳤는데 4050세대가 영향력
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자본은 최종
학력과 월평균 소득 두 가지로 측정되었다. 전
체 세대의 최종 학력 평균값은 3.031이었는데,
2030세대는 3.630, 4050세대는 3.378로 오히려
2030세대의 평균 학력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파
악되었다. 반면 전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4.367(표준편차=1.886, 첨도=-1.000, 왜도
=-0.0336), 2030세대 4.812(표준편차=1.669,
첨도=-0.701, 왜도=-0.336), 4050세대 4.865
(표준편차=1.651, 첨도=-0.589, 왜도=-0.423)
로 4050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평균값뿐 아니라 표준편차, 첨
도, 왜도 값을 비교해 보면, 4050세대가 완만
하게 고소득 쪽으로 더 치우친 분포를 나타낸
다. 세대간 학력과 소득을 비교한 결과는 여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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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주요인이 학력보다 소득이고, 소득수준
이 높은 4050세대가 여가를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높게 만족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 결과
는 가설 10의 매개효과 경로에서도 같은 맥락
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와 같이 국가통계자료를 활용했던 선행연구에
서 소득과 학력이 여가소비와 여가만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많았는데(김경식
과 이루지, 2011; 김선미 등, 2019; 최순화,
2021a, 2021b), 기존 연구와 달리 두 측정항을
형성적(formative) 측정모형으로 분석한 본 연
구결과로 학력보다는 소득이 여가자본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국민의 여가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여 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 이론적으로 타당한 성과요인 모형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관련
연구 분야의 지식체 형성에 기여하고, 여가 정
책 담당자에게 국민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및 통찰력이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
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체육
관광부가 실시한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여가생활의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요인들을 추출하고 PLS-구조방정식
모형(PLS-SEM)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여가태도와 여가자본은 여가소비, 여
가정책, 여가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인임이 입증되었다. 다만 여가태도는
여가정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급속도로 높아진 국민의 여
가의식을 정부의 정책이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담당자는 공급자
관점의 정책에서 소비자 중심의 정책수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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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여가자본은 여가의 소비와 만족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2030세대와 4050세대의 다집단분
석 결과에서 여가자본을 구성하는 두 하위요인
중 학력보다 소득이 여가의 소비와 만족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민의 여가생활 환경에서 소득수
준에 따른 격차를 줄이기 위한 포괄적 여가 지
원정책의 필요성을 함의한다. 충분한 여가자본
을 가진 계층에게 편리하고 윤택한 여가소비의
장을 제공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계층들
도 일-생활 양립에 기반한 양질의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세대 간의 다집단분석 결과 2030세대
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하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공포된 「국민여가활
성화 기본법」은 최근까지 일부개정을 통해 시
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전통적인 영역의 여가
정의만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 당국은
2030세대들에게 적용 가능한 신규 여가 또는
세부 여가가 기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더욱 다양한 여가 지원정책을 개발
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전국단위의 표본으로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
모형을 수립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연구 과정이나 방법에 있어 다
음과 같은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국가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전국단위의
광범위한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장점이 있었
던 반면 연구 의도에 맞는 풍부한 측정항목의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세대별뿐 아니
라 성별 다집단분석을 수행했다면 보다 많은
연구 시사점을 도출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남
겼다. 셋째, 능동적인 여가소비의 정도를 선별
하기 위해 여가시간을 제외한 여가비용 단일
항목을 대용치(proxy)로 채택했는데,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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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소요되지 않는 스포츠 참여활동 등에 대
한 고려에 한계점이 나타난다. 본 연구의 결과
와 한계점을 고려하여 향후 연구에 임하면 보
다 진일보한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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