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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fun factor of participation in non face-to-face
leisure activities, which is a new participatory paradigm after the declaration of a pandemic, on serious leisure.
A questionnaire was used as a measurement tool for the conduct of the study, and a total of 422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SPSS and AMOS programs were used and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ducted in this way are as follows. First, participation in non-face-to-face leisure
activities was found to have an effect on interaction, physical strength improvement (health), family support,
praise and pleasure, which are sub-factors of fun. Second, the effect of non-face-to-face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type, physical strength improvement (health), intera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teamwork) among the sub-factors of fu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erious leisure in physical and social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For cultural activities, physical strength improvement (health), praise and pleasure,
interaction, and family suppor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erious leisure. Lastly, in the case of intellectual
activity, it was found that all sub-factors of the fun factor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erious leisure.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fun factor in order to activate
non-face-to-face leisure participation in the future and to encourage participation by focusing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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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바야흐로 ‘비대면·비접촉’의 시대이다. 관련 신
조어로는 ‘언택트(untact)’라고도 사용되는데, 물
리적인 공간에서의 접촉은 최대한 피하고 비접촉
을 선호하는 현상을 의미한다(남주원, 2020). 이
러한 비대면 환경은 사실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
니다. 예전부터 꾸준히 시도되어 왔지만 코로나
19의 등장과 변이바이러스의 발생으로 인해 새롭
게 선보인 기술들을 중심으로 재조명되면서 핵심
적 키워드로 다루어지고 있다(최종화, 2020). 새
로운 기술의 등장에 사용소비자들 역시 비대면
서비스에 이용되는 관련 기술에 익숙해지고 점차
편안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그동안 자동화 등에
따른 경비 절감, 가격인하 등 경제적 동기에 가려
져 있던 소비자의 심리적 욕구를 새롭게 발견하
게 된 것이다(김난도, 2018; 나하나, 2020).
이에 여가활동에서도 팬데믹 기간 동안 기술
을 활용한 비대면 여가 활동이 주목됨에 따라
참여를 지속하게 만드는 심리적 욕구가 무엇인
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재미’는 여가활동
참여에 중요한 심리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Sohn, 2000). 재미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
라 직접적인 형태보다는 감각적인 즐거움, 긍
정적인 보람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서송민,
2014). 이러한 재미는 경험에 ‘의미’를 부여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요소이면서 참가 태도를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하다(이상덕, 2010).
그동안 대면 여가참여에 관해서 재미는 여가
열의, 여가만족, 지속참여의도, 생활만족 등의
변수들과 함께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권태광,
정성현, 2021; 김경렬, 2022; 김미량, 홍서연,
2020; 김지태, 2010; 박인혜, 2011; 전정호,
2020). 최근에는 비대면 여가 활동 참여에서도
재미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권순
재(2021)는 가상현실(VR)콘텐츠 재미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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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만족 및 지속이용의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
하였고, 사혜지, 한지훈(2021)은 언택트 여가활
동 참여자의 재미요인, 여가열의, 생활만족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 살펴보며 비대면 여가 활
동 참여에 있어 재미가 중요한 요인임을 언급
하였다. 오정수(2022)의 연구에서 또한 언택트
스포츠 활동에 대해 재미요인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 보고하였다.
진지한 여가는 여가활동 참여에 있어 보다 진
지하게 참여하는 형태를 의미한다(김미량, 황선
환, 2016). 자세하게는 ‘아마추어, 취미생활 및
자발적 봉사자가 여가 활동 참여에 있어 지속적
으로 참여하며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그
활동의 가치와 흥미를 발견하고 관련된 기술과
지식, 경험을 쌓고 표현하는데 집중하여 전문성
을 갖추게 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Stebbins,
1982; 1992). 진지한 여가에 관한 연구들을 살
펴보면, 초기에는 특정 여가 활동의 참여가 진지
한 여가로써의 특징을 갖는가? 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수행되면서 진지한 여가의 개념을
구체화 하는데 기여하였다면(Ariai, & Pedlar,
1997; Goff, Fick, & Oppliger, 1997), 최근에는
진지한 여가와 다양한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
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김미량, 김재운, 황
선환, 2010; 김미량, 황선환, 2016; 이민석, 이평
원, 서광봉,2021; 이유진, 황선환, 2021).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여가 참여뿐만
아니라 여가 관련 산업은 큰 변화를 겪고 있
다. 따라서 방역 관련 정책에 의해 제약되었던
여가 활동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
음을 반영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가 참여와 형태가 단체
활동에서 개인활동으로, 실내활동이 실외활동,
온라인·가상공간으로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
음을 확인하고 보다 적극적인 공간적 확장과
변화로 인해 비대면 여가활동의 참여가 진지한
여가로의 참여를 유도하는지에 대한 검토와 논
의가 필요하다. 이화형, 김태형, 이지환(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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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디지털 여가에 대해 긍정적인 수용방안과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이러한 여가의
다양한 형태와 공간의 확장은 새로운 여가참여
의 형태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비대면은
코로나19 이후로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
뀌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키워드가 되었
으며 이는 더 이상 일시적인 시류가 아닌 새로
운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비대면 환경에 대한 조성은 최첨단 하이테크
(Hightech)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등장한 메타
버스(Metaverse)의 세계까지 확장되어 놓여있
고, 앞으로는 더 확대되어 사회 전반에 걸쳐
또 다른 변화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 다양한 분야
에서 다각도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여가 분야에서도 비대면 시대의 여가 참여 방식
에 대해 기존에 행해졌던 대면 방식과는 다른
변화를 예측해 볼 필요성이 있다. 김미량, 홍서
연(2020)의 연구에서는 진지한 여가의 측정치의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에 다양한 여가활
동의 진지한 여가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지한 여
가 상태에 대한 실증기반의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여가참여의 변화와 선택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요인들이 향후
여가를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에도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현재 비대면 여가활동에
따른 변화와 시도가 여가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관심을 갖고 주목할 필요가 있
다. 특히, 다양한 비대면 여가 참여 경험과 유형
에 있어 재미가 진지한 여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대면 여가 참여가 진지한 여가에 이르기까지
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여가 참여유형별로 재미
가 진지한 여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여가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여가 활동 참여 증가에
주목하여 비대면 참여유형에 따른 재미요인이
진지한 여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진행은 설문지 척도를 활용하였다.
설문은 2022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진행하
였으며, 팬데믹 기간인 2019년 12월부터 2022
년 5월까지 일주일에 1회 이상 비대면 여가 활
동에 참여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비확률 표본 추출법 중 편의표본추출법을 활
용하였고 설문작성자에게 설문지의 목적과 작
성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
포하였다. 설문지는 온라인 설문지(구글 폼)를
활용하였으며, 수거한 439개의 설문지 중 응답
이 불성실하거나 내용이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
하고 총 422개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의 일반
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성별

연령

여가참여
횟수
(일주일)

여가 참여
유형

수준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2회
3회
4회
5회
6회
7회(매일)
신체적 활동
사회적 활동
문화적 활동
지적 활동
전체

n
198
224
263
83
58
6
10
104
91
55
55
26
91
110
90
126
96
422

%
46.9
53.1
62.8
19.7
13.7
1.4
2.4
24.6
21.6
13.0
13.0
6.2
21.6
21.9
17.9
25.0
19.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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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전체적인 설문지 구성은 연구대상자의 일반
적인 특성, 여가활동 참여 유형, 재미요인, 진
지한 여가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여가활동 참여 유형에 관한 설문 문항
은 Lutzin, & Storey(1973)이 개발하고, 한승엽,
김홍렬, 윤설민, 장윤정 (2007)의 연구에서 사
용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여가활동 참여 유
형 문항은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비대면 여가
활동 참여에 집중하여 구성하였다. 신체적 활
동(유튜브, 어플, 기타 플랫폼을 활용한 홈트레
이닝 및 운동 참여), 사회적 활동(온라인 커뮤
니티 활동, 종교 활동), 문화적 활동(OTT 서비
스 구독, 공연 감상, 기타 문화예술 온라인 관
람, 유튜브 시청), 지적 활동(개인적 학습, 온라
인 학습, 공예활동, 기타 작품 활동)으로 구성
하였다. 자연적/야외 활동(캠핑, 차박, 등산 등)
의 경우 물리적 접촉이 적지만 대면 여가활동
이라 판단되어 제외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재미요인에 관한 설문 문항은 김병준,
성창훈(1997)이 개발하고, 송기헌(2009)의 연구
에서 사용한 질문지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사
용하였다. 재미요인의 하위요인은 체력향상 및
건강, 칭찬 및 즐거움, 상호작용, 대인관계 및 팀
워크, 가족지원 5개 요인,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체력향상 및
건강에서 ‘비대면 여가활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내가 참여하고 있는 비대면 여가 활동
은 재미있다’, ‘내가 참여하고 있는 비대면 여가
활동은 적성에 맞다’ 와 대인관계 및 팀워크에
서 ‘비대면 여가활동을 하는 것은 멋있어 보인
다’ 문항은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요인부하량이
.5미만으로 나타나 삭제하고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진지한 여가 척도는 Gould, Moore,
Mcguire & Stebbins(2008)의 연구에서 Stebbins(1
992)가 최초에 제시한 여섯 가지 진지한 여가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Tsaur & Liang(2008)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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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여가의 조류관찰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
하였다. 진지한 여가는 인내, 전문성, 노력, 보
상, 동일시, 고유 감정의 6개 요인,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보상에서
‘비대면 여가활동을 통해 기분전환이 된다’ 문항
은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요인부하량이 .5미만
으로 나타나 삭제하고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
의 일반적인 특성과 여가활동 참여유형을 제외
한 설문지에는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
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 문항의 내용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스포츠여가학 전
공 교수 1인과 박사 1인으로부터 내용에 대한
검증을 받고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에서 사
용된 척도의 구성타당도 및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확인적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확인적요인분석
결과 CFI=.930, TLI=.912, RMSEA=.062로 적
합도 기준(CFI>.9, TLI>.9, RMSEA<.08)을 충족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Hu, & Bentler, 1999). 또
한 본 연구에서는 요인에 대한 개념신뢰도
(Construct Reliabiltiy, CR)와 분산추출지수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를 산출하였
다. 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의 CR값은 .829 ~
.902, AVE값은 .550 ~ .742로 나타나 각 변인
들의 집중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각각의 문항의
산출 결과 개념신뢰도(CR)는 .7이상, 분산추출
지수(AVE)는 .5 이상으로 만족하여 모든 문항
에 있어 집중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Cronbach α 계수로 요인별 문항의 내적 일관
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Cronbach α값은 .807 ~
.901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Cronbach
α 계수가 모두 .7을 넘어 내적일관성 역시 검
증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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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4. 자료처리 방법
총 422부의 설문자료를 SPSS와 AMOS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비대면 여가참여 유형을 분석
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
시하였고, 이후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다중회귀
분석(multiple-regression analysis)을 SPSS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의 타당도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체력향상
및 건강

칭찬 및
즐거움

상호작용

대인관계
및
팀워크
가족지원

인내

전문성

노력

보상

동일시

고유감정

Items
추정치 표준오차
나는 비대면 여가활동에 참여한 후 몸이 튼튼해졌다.
.864
.230
비대면 여가활동을 하고 난 후 기분이 상쾌해진다.
.676
.338
비대면 여가활동을 통해 체력이 좋아졌다.
.868
.247
비대면 여가활동을 통하여 참여하고 있는 여가 활동 분야의 능력이 점점 향상된다. .764
.267
(비대면)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을 할 때 누군가 잘한다고 칭찬하는 편이다.
.854
.256
(비대면) 여가활동을 할 때 주위에서 잘한다고 한다.
.820
.315
땀을 흘리며 비대면 여가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721
.529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대면)여가활동을 잘하는 편이다.
.802
.325
참여하고 있는 비대면 여가 활동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잘 하는 편이다.
.775
.316
비대면 여가활동을 하면 협동심이 길러진다.
.666
.531
참여하고 있는 비대면 여가 활동으로 유명해 질 수 있다면 좋겠다.
.691
.411
내가 참여하고 있는 비대면 여가 활동은 남들에 비해 특별하다.
.739
.444
내가 참여하고 있는 비대면 여가활동을 하면 집중력과 끈기가 좋아진다.
.794
.329
비대면 여가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834
.405
동호회 회원들과 어울려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좋다.
.769
.476
비대면 여가활동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접할 수 있어서 좋다.
.810
.330
내가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동호인(친구들)이 도움을 준다.
.850
.358
가족들이 내가 비대면 여가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740
.299
참여하고 있는 비대면 여가활동을 통해 매일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고 생각한다. .774
.373
가족들이 비대면 여가활동 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
.791
.331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참가한다.
.759
.349
컨디션이 좋지 않더라고 끝까지 참여한다.
.750
.409
여가 관련 기술이 발전되지 않더라도 노력해서 이겨낸다.
.779
.292
나는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에 대한 전문지식을 알고 있다.
.821
.277
나는 여가활동에 필요한 기량을 갖고 있다.
.819
.248
여가활동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있었다.
.782
.438
나는 실력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850
.245
여가활동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한다.
.813
.283
여가활동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862
.218
여가활동은 나에게 성취감을 준다.
.802
.303
여가활동 참여는 매우 만족스럽다.
.684
.356
여가활동 참여는 사회관계(친구) 형성에 도움을 준다.
.724
.518
여가활동은 나의 능력을 표현한다.
.866
.249
여가활동은 내 잠재력을 최대한 사용하게 한다.
.870
.263
주변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 여가활동은 빼놓을 수 없다.
.892
.209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나를 대표하는 특징이다.
.888
.223
여가활동과 나는 일체감을 느낀다.
.761
.318
같은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낀다.
.741
.386
같은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만의 독특한 특성을 알고 있다.
.837
.287
같은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
.841
.263

CR

AVE

ɑ

.902

.701 .833

.900

.645 .901

.829

.550 .814

.871

.629 .891

.841

.638 .832

.832

.624 .807

.858

.670 .844

.895

.740 .885

.902

.650 .889

.895

.742 .884

.862

.676 .847

X²=1654.795, df=626, TLI=.912, CFI=.930, RMSEA=.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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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여가 참여자들의 진지한 여가를 예측하는
재미요인은 78.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체력향상 및 건강(β=.372)로 가
장 높은 관련성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상호작용
(β=.263), 칭찬 및 즐거움(β=.216), 가족지원(β
=.124) 순서로 진지한 여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및 팀워크는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은 AMOS 프로
그램을 통해 수행되었다.

Ⅲ. 결과
1. 비대면 여가 참여자의 재미요인과 진지한
여가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3. 여가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비대면 여가
참여자의 재미가 진지한 여가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측정한 재미요인, 진지한 여가의
하위 변인들간의 상관성과 다중공선성을 파악하
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상
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재미요인의
하위 요인 체력향상 및 건강, 칭찬 및 즐거움, 상
호작용, 대인관계 및 팀워크, 가족지원과 진지한
여가의 하위요인인 인내, 전문성, 노력, 보상, 동
일시, 고유감정의 상관계수는 .80보다 낮게 나타
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
으며 모두 p<.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였다.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여가활동 참여 유형에
따라 재미가 진지한 여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5>과 같다. 비대면 신체적 여
가 활동 참여자들의 진지한 여가를 예측하는
재미요인은 74.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재미요인의 하위요인 중 체력향상 및 건강,
상호작용, 대인관계 및 팀워크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력향상 및 건
강(β=.600)이 가장 큰 관련성을 보였다. 칭찬
및 즐거움, 가족지원은 진지한 여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사회적 여가 활동 참여자들의 진지한
여가를 예측하는 재미요인은 80.6%를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요인의 하위요인 중

2. 비대면 여가 참여자의 재미가 진지한
여가에 미치는 영향
비대면 여가활동 참여자의 재미가 진지한 여가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비
표 3. 재미요인과 진지한 여가의 상관관계
체력향상 및 건강
칭찬 및 즐거움
상호작용
대인관계 및 팀워크
가족지원
인내
전문성
노력
보상
동일시
고유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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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701**
.674**
.637**
.714**
.599**
.691**
.688**
.757**
.704**
.703**

2

3

4

5

6

7

8

9

10

11

1
.711**
.727**
.795**
.601**
.692**
.659**
.785**
.762**
.734**

1
.770**
.739**
.585**
.673**
.598**
.700**
.778**
.701**

1
.716**
.517**
.580**
.485**
.640**
.681**
.634**

1
.509**
.656**
.610**
.714**
.699**
.690**

1
.648**
.600**
.615**
.578**
.621**

1
.745**
.715**
.716**
.679**

1
.730**
.621**
.674**

1
.782**
.740**

1
.76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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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 여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대인관계 및 팀워크는 진지한 여가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지적 여가 활동 참여자
들의 재미요인의 경우 75.5%의 설명력으로 나
타났으며, 상호작용(β=.357)이 가장 큰 관련
성을 보였다.

체력향상 및 건강, 상호작용, 대인관계 및 팀워
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β=.438)이 가장 큰 관련성을 보였다.
칭찬 및 즐거움, 가족지원은 진지한 여가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문화적 여가 활동 참여자들의 진지한
여가를 예측하는 재미요인은 81.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요인의 하위요인 중 칭찬
및 즐거움(β=.332), 체력향상 및 건강(β=.227),
가족지원(β=.210), 상호작용(β=.203)순으로 진
표 4. 재미요인이 진지한 여가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상수)
체력향상 및 건강
칭찬 및 즐거움
상호작용
가족지원
DW

비표준화 계수
B
.470
.360
.186
.221
.112

SE
.085
.038
.038
.037
.037

표준화 계수

공선성 통계량

t(p)

β
.372
.216
.263
.124

TOL
5.537***
9.460***
4.192***
5.951***
3.009**

수정된  

F

.781

296.798***

VIF

.341
.258
.388
.279
1.883

2.936
3.872
2.575
2.637

표 5. 비대면 여가참여 유형에 따른 재미요인이 진지한 여가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신체적
활동

사회적
활동

문화적
활동

지적
활동

독립
변수
(상수)
체력향상 및 건강
상호작용
대인관계 및 팀워크
DW
(상수)
체력향상 및 건강
상호작용
대인관계 및 팀워크
DW
(상수)
체력향상 및 건강
칭찬 및 즐거움
상호작용
가족지원
DW
(상수)
체력향상 및 건강
칭찬 및 즐거움
상호작용
대인관계 및 팀워크
가족지원
DW

비표준화
B
.081
.619
.195
.151

계수
SE
.212
.053
.051
.044

.714
.302
.338
.174

표준화 계수
β

t(p)

.600
.264
.234

.380
11.763***
3.846***
3.414**

.172
.092
.067
.083

.306
.438
.215

4.160***
3.297**
5.013***
2.103*

.548
.208
.289
.181
.182

.125
.069
.076
.068
.070

.227
.332
.203
.210

4.373***
3.006**
3.808***
2.643**
2.614**

-.158
.457
.174
.338
-.175
.271

.255
.136
.097
.090
.068
.104

.350
.190
.357
-.212
.234

-.619
3.359***
1.791
3.772***
-2.562*
2.609*

공선성 통계량
TOL
VIF
.889
.491
.491
1.812

1.125
2.037
2.038

.252
.285
.339
1.532

3.965
3.514
4.786

.264
.198
.255
.235
2.2128

3.784
5.040
3.915
4.259

.238
.230
.289
.379
.321
1.717

4.210
4.340
3.461
2.640
3.111

수정된  

F

.748

108.949***

.806

124.476***

.811

103.295***

.755

5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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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본 연구는 비대면 여가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재미가 진지한 여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
로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대면 여가활동 참여자의 재미의 하위요인 중
체력향상 및 건강, 칭찬 및 즐거움, 상호작용,
가족지원은 진지한 여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요
소에는 정서적 측면을 강조된다. 이런 정서적
측면에는 재미, 만족, 유쾌함, 즐거움과 같은 감
정적 상태가 포함되며(박원임, 김길양, 1999),
다양한 감정들 중에서도 재미는 여가활동 참여
에 있어 공통적으로 추구되는 감정이라 할 수
있다(조보성, 2007). 이처럼 재미라는 감정은 사
람들이 그 활동을 꾸준히 참여하게 하는데 영향
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여가참여에
큰 이유이자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임을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되
고 있다(Gould, & Petlichkoff, 1988).
특히, 김미량, 홍서연(2020)의 연구에 따르면
재미가 스포츠 참여의 큰 이유이자 지속하게 되
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여가 상
태 수준과 재미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
족하다고 지적하며 재미요인이 진지한 여가 수
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조하였다. 다만 해당
선행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재미
의 하위요인 중 대인관계 및 팀워크에 관한 즐거
움이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며 진지한 여가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의 전
제조건인 대면과 비대면 참여에 따른 결과 차이
라 판단된다. 기존의 대면 여가 참여활동과는 달
리 본연구의 대상이 되는 비대면 여가 참여는 물
리적 공간의 비접촉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기
에 대인관계나 팀워크의 수준이 진지한 여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비대면(언택트)상황에서 재미와 여가참여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오정수(2022)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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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도 언택트 스포츠 참여자가 느끼는 재미
는 향후 참여 지속의도로 이어지는 중요 요인이
라 설명하였다. 또한 사혜지, 한지훈(2021)의 연
구에서는 언택트 여가활동 참여를 통한 재미는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줌과 동시에 이러
한 경험이 여가 만족과 참여 지속에 영향을 주
는 중요한 선행변인임이라 언급하였다. 이는 비
대면 여가 활동 참여에서의 재미적인 부분이 진
지한 여가의 특징인 참여 활동의 가치, 흥미를
찾아 해당 활동에 대한 경험을 쌓고 표현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재미는 어떠한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Rodaf, 2011),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자 선행조건이며,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윤상영, 2017). 여가
활동 참여를 통해 즐거움, 재미, 활력 등의 긍
정적 기분 혹은 심리상태가 높을수록 습득이
원활해지고 시간이나 노력의 투자 등과 같은
참여에 관한 자기조절도 가능해진다고 보고되
고 있다(이현주, 2011; Schiefele, 1991). 또한
비대면을 통한 활동일지라도 자신 스스로 과제
수준, 난이도, 강도 등을 정해 정해진 기간 동
안 완수해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고, 목표에 대
한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진지한 여
가와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김유식, 이솔잎,
박세혁, 2021). 이는 곧 진지한 여가활동 참여
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오랜 시간 참여를 지속
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진지한 여가의
경우 ‘여가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킨
다’라는 의미보다는 ‘적절한 스트레스를 극복
하며 즐거움을 얻는다’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연구결과(이상경, 김병국, 2016)가 보고됨에 따
라 재미가 진지한 여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
해 집중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춰 비대면 상황에서 여
가 참여 유형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먼저, 신
체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 참여자들에게는 체력
향상 및 건강, 상호작용, 대인관계 및 팀워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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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여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여가 참여로 물리적 접촉에
는 한계가 있을지언정 어플, 플랫폼 등을 활용
한 실시간 참여와 지도자 혹은 동호인들과 교
류에 있어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제한적이지만
기술을 통해 타인과 함께 여가 활동에 참여하
고 있다는 경험을 제공해줌으로써 진지한 여가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이라는 새
로운 삶의 방식이 빠르게 우리사회에 정착하였
다. 이러한 새로운 삶의 방식에서 눈에 띄게 증
가한 것이 플랫폼 활용과 여가콘텐츠의 증가라
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실내 스포츠 활동이 어려
워지면서 다양한 운동 콘텐츠와 방법들이 소개
되었다(유동균, 정수봉, 최승국, 2020). 이러한
여가 콘텐츠 소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고대
선(2020)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홈트레이닝은 타
인들과의 관계에 있어 재미를 느끼며 지속적인
운동 참여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홈트 챌린지 참여에 관한 김유식,
이솔잎, 박세혁(2021)의 연구를 살펴보면 홈트레
이닝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참여자와 함께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성취감 및 선의의 경쟁을 포함
하는 활동이며, 개인에게 주어진 과제의 완성 정
도 및 타인과의 경쟁욕구에 중점을 둔 과제 및
성취목표 수준에 따라서 해당 활동에 대한 지속
의도 여부를 결정하게 한다고 설명하였다.
사람과의 대면 소통이 중요한 사회적 활동에
는 플랫폼과 콘텐츠를 활용한 것은 해당 여가활
동에 대한 재미를 유지하며 진지한 여가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놀이와 경험
을 중시하는 MZ세대를 주축으로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를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며 여가를 즐기
는 새로운 풍속이 등장함에 따라 사회 생활상이
변화하고 있다(고선영, 정한균, 김종인, 신용태,
2021).
지난
10년
다양한
산업계에서
O2O(Online to Offline)가 화두였다면 이제 그
자리는 M2R(Metaverse to Real world)로 넘어

가고 있다. 메타버스 세계는 예정되어 있던 흐름
이었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빨리 코앞에 다
가왔으며, 특히 MZ세대에게는 학교수업, 모임,
페스티벌, 종교까지 사회생활의 많은 부분이 온
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빠른 적응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온라인상에서만의 활동이 아닌 메타버스
는 물리적 공간을 뛰어 넘는다는 것 외에 다양
한 세계관을 구축하고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함
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대학내일20대연구소).
비대면 여가 참여 유형 중 문화적 활동 참여
에서는 체력향상 및 건강, 칭찬 및 즐거움, 상호
작용, 가족지원이 진지한 여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문화 향유에 관한 여가 활동의 비대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
들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평일 3.8시간, 휴일
5.8시간으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지
만, ‘TV시청’(69%)이 주 여가활동 1순위였으며,
‘모바일 콘텐츠, 동영상, VOD 시청’(42.8%)도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문화체육
관광부, 2021). 이처럼 전체적인 여가 활동 자체
가 감소된 것에 비해 매체를 이용한 문화예술행
사 관람 횟수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이
용 관람 경험은 특히 많이 상승하였다. 관련 업
계에서도 랜선 공연, 온라인 콘서트 개최, 랜선
전시 관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쌍방 상호
작용, 다양한 언어사용, 시공간의 제약 극복, 진
입장벽의 완화 등의 이유로 문화예술계의 활동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적절히 섞인 융합 콘텐
츠가 제공됨으로써 새로운 문화예술의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장혜리,2021).
여가활동과 관련된 형태와 공간의 변화를 통
해 현재 참여가 늘어난 문화적 활동 같은 적합
한 여가활동 방안을 제안하면 새로운 여가태도
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강승우, 김영
재(2019)의 여가유형에 따른 수정된 계획행동과
진지한 여가의 관계분석 연구에 따르면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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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로써 문화예술 활동은 본인 스스로 결정의
중심을 이루게 되고 사람의 가장 일반적인 욕구
이기에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이형수, 이현종, 허용강, 2010; 최현정,
2015). 이러한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은 개
인의 체력 및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등장한 다양한 온라인 문화 콘텐츠
는 많은 대면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접근이
쉽고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앞세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백현, 심상신, 2011), 일
상의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김영미, 김일광,
박수선, 이중길, 양재식, 2015).
마지막으로 비대면 여가 참여 유형 중 지적
활동 참여자들에게는 체력향상 및 건강, 칭찬
및 즐거움, 상호작용, 대인관계 및 팀워크, 가
족지원이 진지한 여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는 사회적 거
리두기에 따른 비대면 소비사회로 전환되면서
디지털 기술이 도입된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보급과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참여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을 탐색하기 시작하
였다는데 있다. 온라인을 통한 지적 활동에는
대부분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통신경로
와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을 의
미한다(이용주, 문양세, 김혜숙, 김진호, 2008).
또한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다차원적
인 교육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개별 학습하는 쌍방향적인 교육이 가능한 형태
이다(전기제, 유도상, 신승호, 2021).
주로 취미생활을 위해 클래스를 수강했던 사
람들이 자가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
역정책들로 인하여 집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경
험하는 사례가 늘어났다(김하은, 2021). 물리적
거리로 인해 일회성 경험이 많은 오프라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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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1회 60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
데, 코로나19로 인하여 활성화된 온라인 수업
은 10-15분과 같이 짧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
고 다회성 경험으로 게시되는 것이 많이 관찰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코로나가 심화되면서 글
로벌 기업 나이키, 픽사 등의 기업이 집에서 온
라인으로 운동하는 법이나 그림을 그리는 방법
에 대한 영상 올렸는데 주로 긴 일회성 콘텐츠
를 짧게 잘라 여러 번의 횟수로 나누어 장기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는 집에 있는 소비자들
에게 지속적인 여가 참여 독려와 함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자연스러운 마케팅을 시도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기술의 발전은 게임,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예: Netflix), 소셜 미디어 및
원격 기술(예:Zoom)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
의 참여 방법으로 새로운 여가 활동을 위한 수
단이 되고 있다(Gammon, & Ramshaw,2021).
권오정(2020)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활성화되고
온라인 학습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지루함은 개인이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취하고 대안적 목표를 설정,
추구하는 동기를 부여하며(Elpidorou, 2018),
이는 자신의 재능을 실현하고 실천하게 함으로
써 개인의 성장을 촉진한다(van Tilburg, &
Igou, 2012). Chen(2020)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
나19기간 동안 집에서 지내는 지루함이 온라인
여가활동을 증가시켰고, 이는 가정에서의 활동
증가와 장기적으로 자기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
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개인이 혼자 지내는 시
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한 개인의
지적 학습활동은 개인적 동기를 부여하며 이는
다시 건강, 상호작용, 가족의 지원과 같은 재미
요인들이 진지한 여가활동에 유의한 영향이 있
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이처럼 지적활동에 필요한 온라인 학습은 팬
데믹 이후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게 되면서 다
양한 여가 산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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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실정이다.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편리함과
비대면 참여에 따른 재미 요소들이 본인이 선
호하는 장소에서 시간적 제약을 줄여주고 집중
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진지한 여가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여가 유형에 따른 재
미가 진지한 여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대면 여가 활동 참여자의
재미는 진지한 여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대면 여가 활동 참여
자들의 진지한 여가를 높이는 선행변인으로 재
미가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비대면 여가 활동 유형에 따라 진지한
여가에 미치는 재미의 하위요인이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참여 유형에 따라 차이
가 생길 수 있지만 비대면 여가 활동 참여의
경우 물리적인 접촉의 한계, 상호작용, 디지털
기기의 사용, 플랫폼, 콘텐츠의 사용유용성과
용이성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유형화 한
여가 활동들 중 재미의 하위요인인 체력향상
및 건강, 상호작용은 모든 활동에서 진지한 여
가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칭찬 및 즐거
움, 가족지원, 대인관계 및 팀워크 같은 요인들
은 참여 활동에 따라 진지한 여가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비대
면 여가 활동 참여가 재미를 통한 진지한 여가
로 발전을 위해 체력향상 및 건강, 상호작용과
같은 요인들이 보다 중요함을 참고하고 높은
수준의 진지한 여가로 발전하기 위한 환경조성
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많은 여가
활동 유형에 관한 연구와 정책들이 대면 참여
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비대면 여

가 활동 시장이 넓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다
양한 여가 콘텐츠 및 관련 업계에서는 참여 유
형에 따라 재미의 세부적인 요인을 발전시켜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 정책을 통하여 진지한
여가 참여를 높이고 건전한 비대면 여가 활동
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
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여가 활동 참여자들
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기
서 비대면은 타인과의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하
는 것으로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후속연구에서
는 비대면 참여자에 대한 기준을 온라인 참여와
오프라인에서의 비대면 참여를 구분하여 연구
를 진행한다면 비대면 여가 활동 참여에 대한
확장된 연구를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각 여가 유형에 따른 참여자의
수를 가급적 맞추고자 하였지만 활동유형에 따
라 n수의 차이가 존재한다. 후속연구에서는 연
구 설계 단계에서 n수를 동일하게 조절하여 진
행한다면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여가참여
의 경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온라인을 통한
활동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여가참여 빈도와 시
간을 세분화하여 재미가 진지한 여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본다면 비대면 여가 참여에
관한 이해를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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