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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근로시간 단축과 수명 연장으로 우리의 삶에서 여가시간은 점차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여가시간의 활용이 개인

적·사회적으로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나 여가시간의 증가가 반드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가진 소득, 여가경험, 교육수

준 등의 차이로 인해 늘어난 여가시간이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도 있는 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가 

될 수도 있다. 결국 개인의 여가자원의 차이로 인해 여가의 불균형 및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개인의 여가활동별 시간배분과 여가장

소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여, 도시계획적 시사점을 제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여가참여에 영향

을 미치는 개인, 가구, 지역특성 요인을 도출하였다. 특히 개인의 여가활

동이 가구구성이나 소득 등 가구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

나라 성인들의 여가유형별 여가시간과 여가장소 측면에서 여가참여를 차

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총여가시간 및 여가활동별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여가장소 선택

요인은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평일과 휴일의 여가행태를 비교하였다.
여가활동별 참여시간 분석 결과, 개인적 특성과 여건에 따라 총여가시

간뿐만 아니라 여가활동 유형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우리나라 성인의 주된 여가는 휴식활동이지만, 젊은층, 고소득에서는 취

미·오락, 문화·예술 등 적극적인 여가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과 젊은층에서 휴식 외 여가유형에 참여도가 높고, 여성과 고령층은 

휴식활동이나 교제 등 사회활동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혼인

상태, 자녀나이 등의 가구특성은 여가시간과 여가활동 변화에 많은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은 



- ii -

가구구성의 변화에 따라 여가시간과 여가유형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총여가시간의 증가가 문화·예술, 스포츠, 취미·오락, 관광 

등 적극적이면서 활동적인 여가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고령층의 여가시간 증가는 휴식시간이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어, 늘어난 시간에 단순하고 소극적인 형태의 여가활동으로 제한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가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여가행

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여가장소 선택요인 분석을 위해, 먼저 여가활동을 주거생활

형, 상업시설형, 자연친화형의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 

및 가구특성에 따라 평일과 휴일의 여가장소 선택에는 차이가 존재하였

다. 먼저 평일은 의무적인 일에 투입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주로 거

주지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정적인 활동 또는 소규모 활동을 선호하여 주

거생활형 여가 비율이 높다. 이에 반해 휴일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활동

적인 여가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으면서, 거주 공간을 벗어나 상업시설형

이나 자연친화형 같은 야외 활동 공간에 대한 선호가 크게 나타났다. 개

인 및 가구특성별로 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업시설형 여가를 선호

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연친화형 여가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소득층, 무직자 등은 많은 여가시간에도 불구하고 주거생활형 

여가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여가유형에 참여하는데 있어 제약

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여가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대되어가는 시점에서, 개인의 

여가참여의 제약요인을 실증분석 하였다. 특히 국내외 선행연구들이 주

로 여가시간의 양적 증가에 초점에 두고 있는 데 비해, 본 연구는 여가

활동별로 세분화하여 참여시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이것은 여가

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여가시간의 증가와 더불어 여가활동 

유형의 차이를 고려해야 되는 필요성을 나타낸다. 또한 여가장소 선호에 

대한 연구와 자료가 부족한 시점에서, 장소적 특성에 기반 한 여가장소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나아가 여가활동의 선호가 곧 여가장소에 대한 선

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실증분석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평일과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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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가장소 선택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시간제약과 여가활동의 차이를 

동태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여가활동 및 여가장소의 변화는 상권 규모 및 입지의 변화와, 
그에 따른 여가통행의 변화를 유발한다. 이것은 향후 주요한 도시공간구

조의 변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보면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사회적·제

도적 기반도 마련되고 있지만, 여가의 양극화, 여가 소외계층에 대한 배

려 및 여가유형과 장소의 다양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증가하는 여가시간이 사회적 의무, 소득 제약 등으로 무

료한 ‘시간 때우기’가 되는 경우 삶의 질 향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여가제약이 고령층, 저소득층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가소비와 향유에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우려

가 높다. 더구나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고령층 내에서 경제적 격차는 더

욱 크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령층 내에서의 여가참여에 대한 기회

는 더욱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고령층의 여가 양극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과 미혼 가구가 상업시설형 여가를 선호하는 분석 결

과를 감안하면, 도심의 여가공간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

인다. 도심의 여가공간은 다양한 기능과 활동이 결합한 복합 공간의 형

태가 되고, 점차 주거지 주변에 소규모 여가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여가 양극화에 대한 우려와 여가의 

다양화가 예상됨에 따라,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공여가시설의 확대 및 입지 배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시민들의 여가행태 변화에 따른 도시 내 여가활동의 공간적 분포와 여가

통행의 변화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여가, 여가활동, 여가시간, 여가장소, 가구특성

학  번 : 2011-3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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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여가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해졌다. 산업사회의 여가는 일이 끝난 후 다시 일을 하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인식되었으나, 오늘날 여가는 재충전을 넘어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시간으로 그 개념이 바뀌고 있다. 특히 주5일 근무제 

등 근로시간의 단축, 은퇴 후 노후시간의 증가 등으로 여가시간이 늘어

나면서, 우리 삶에서 여가활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

라서 여가시간 내에 어떠한 활동에 참여하여 여가만족도를 높이고, 나아

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같

이 여가활동이 휴식이라는 기본적인 역할에서 취미, 자기계발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 활동으로 확장되면서, 개인의 여가활동 유형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단순히 휴식을 취하거나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소극적인 활동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및 체험할 수 있는 스포츠, 
관광, 문화예술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활동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가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개인별 여가자원의 차이로 인

한 여가의 불균형 및 양극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가령 여성은 전통적․
사회적으로 가사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은 남성보다 더 많기 때문에 시간

적·활동적 제약이 존재한다(Bittman & Wajcman, 2000; Finkel et al., 
2016). 그리고 일부 여가활동에는 여가비용이 수반되는데, 이를 지불할 

능력 즉 소득수준에 따라 여가활동 선택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모수원, 2006). 또한 경제적인 풍요와 여가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서 성장한 젊은층은 자신이 원하는 여가활동을 탐색하고 향유하는 데 익

숙하지만, 여가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노년층은 많은 여가시간

이 주어져도 원하는 여가활동을 찾지 못하고 이른바 ‘시간 때우기’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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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한 여가를 보내게 된다. 특히 이와 같은 여가제약 요인들이 결합되

면서 여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가령 경제적 기반이 없는 고

령 저소득 가구나 독거노인은 여가참여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대두되

고 있으며, 독거노인은 가족관계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도 고립되어 

온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김희연 

외, 2013). 이들은 특별한 활동 없이 주로 무료한 생활을 보내고 있어, 
사회적 연대감 고취 및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해 사회적으로 여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나항진, 2004; 허준수, 
2002). 

한편 이와 같은 여가유형의 다양화는 여가장소의 다양화와 선호의 변

화로 이어진다. 여가장소란 곧 여가활동을 하기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되

는 물리적 환경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품 구매 행위였던 쇼핑이 여

가활동으로 인식되면서 여가와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몰링(malling)이 

대표적인 실내 여가활동으로 인식되고, 이에 따라 복합상업시설들이 대

표적인 도시 여가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최막중 외, 2012; 서

용구 외, 2013). 즉 쇼핑이라는 행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쇼핑몰이

라는 공간은 더 이상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장소에서 나아가 여가 및 문

화의 복합적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Shim et al., 2013; 강희엽 

외, 2015). 특히 고령층에게는 시간을 보내거나 사회 교류의 장으로 및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Graham et al., 1991), 초고령사회를 앞두

고 있는 우리나라는 고령층의 여가행태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외여가활동인 등산은 여가수요의 증가가 여가

장소에 대한 선호로 이어진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가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고자하는 

욕구도 함께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산림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우

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저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등산이 대중적인 여가활

동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한상덕․이상덕, 2010). 등산 행태도 단순히 산

을 오르는 등정활동에서 보행활동 중심으로 변화하고, 산림휴양에 대한 

욕구(needs)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중장년층 뿐 아니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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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층 및 노년층 등 전 연령층에서 등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김사엽․전상완, 2011).
이처럼 여가수요의 증가와 다양화는 개인의 생활패턴 변화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여가공간과 장소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도시 

공간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연구들이 개

인 간 여가 행태 요인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여가행태의 차이로 

인한 여가장소의 차이와 변화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성인들이 어떠한 여가활동을 하는지 비교하기 위해, 여가활동 

유형별 시간을 산출하여 가구특성에 따라 여가시간 배분 차이를 분석하

였다. 또한 여가활동의 장소적 측면에 기반하여 여가장소 유형을 도출하

고, 가구특성에 따라 여가장소 선택의 차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증가하는 여가수요에 대응한 도시계획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가구특성에 따라 여가활동 참여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여가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여가활동의 장소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장소 유형을 구분할 수 

있으며, 가구특성에 따라 여가장소 선택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우리나라의 만 20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개인 및 가구특성에 따른 여가활동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우선 여

가(leisure)는 일반적으로 노동과 대비되는 자유시간(free time)으로 정

의되지만, 관점에 따라 매우 복합적 개념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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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여가가 휴식과 노동을 위한 재충전의 기본적인 역할과 취미, 
자기계발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 활동의 개념이 강조된다는 점

에서 ‘의무적인 노동과 필수적인 활동과는 별개로 개인이 의지를 가지고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여가시간’은 노동, 식사 등 의무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개인이 자유

의지에 따라 활동하는 시간을, ‘여가활동’은 여가시간에 개인이 자유의지

에 따라 선택한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가활동은 휴식과 심신의 재

충전을 위한 단순하고 소극적인 형태부터 개인의 선호가 반영된 취미오

락 등, 그리고 자기계발과 자아성취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들을 포

괄한다. 
본 연구는 개인의 여가행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총여가시간과 여가

활동별 여가시간을 각각 산출하여, 개인 및 가구특성의 차이를 각각 분

석하였다. 또한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여가활동 장소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여가활동들을 장소적 특성에 기반으로 유형화

하여 여가장소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제2장에서 거시적 측면에서 사회구조의 맥락과 여가에 

관한 연구 동향을 고찰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사회변화와 여가의 의미 및 

역할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여가행태에 관한 국내외 실증 연구 결과

를 고찰하여 여가시간과 활동 그리고 여가장소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구특성을 도출하였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도출한 여가행

태 요인들이 여가시간과 여가장소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경제학 모

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제3장에서는 개인 및 가구특성에 따

른 집단 간 여가시간을 비교하고, 나아가 개인의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

치는 속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변수

들의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여가참여의 제약요인과 

그 효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4장에서는 여가활동을 장소적 특성을 통해 유형화하여 개인 및 가구

특성에 따른 여가유형 선택의 차이를 비교분석 하였다. 여가유형 선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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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의 영향력은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통

해 개인 및 가구특성별 여가유형과 장소 선호 요인을 도출하였다. 특히 

여가활동 참여에 있어 평일과 휴일의 시간적 제약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

하여, 평일과 휴일의 여가장소 유형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여가장소에 대한 수요 특성을 파악하고, 개인 및 가구특성에 따른 여가

장소 선택 요인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연구의 요약 및 결론을 종합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우리나라의 여가수요 및 여가장소 변화에 대한 도시계획적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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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식

가구특성에 따라 여가시간 배분 및 여가장소 선택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이론

및

선행

연구

고찰

[이론적 배경]
사회구조 변화와 여가

우리나라 사회 변화와 

여가 행태 특성

[선행연구 고찰]
여가유형 구분 연구

개인 및 가구특성별 

여가행태 특성

실증

분석

[제3장]
개인 및 가구특성별 

여가시간 배분 분석

[제4장]
 장소적 특성에 기반한 

여가장소 선택 분석

↓ ↓

개인 및 가구특성별 

여가활동 참여시간 

비교

개인 및 가구특성별 

여가장소 선택 비교

여가활동별 참여시간의 

결정요인 분석

(다중회귀모형)

여가장소의 

선택확률분석

(다항로짓모형)

연구

결론

우리나라의 여가수요 특성 및 여가장소 변화에 대한 

도시계획적 시사점 도출

그림 1-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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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일반적으로 여가는 의무적인 노동시간이나 필수적 활동에 종사한 후 

남는 자유재량 시간(discretionary time)으로 정의되어 왔다(Brightbill, 
1963: 4; Kraus, 1971). 또한 개인이 의도적으로 휴식, 오락, 지식습득, 
자발적 사회참여,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일련의 ‘활동’의 총

체로 지칭되기도 한다(Dumazedier, 1967: 16-17). 그러나 여가는 한 가

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복합적 개념으로 인식되어, 학자들마다 

상이한 정의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특정 사회가 지니고 있는 

가치 또는 태도에 따라 여가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기에 사회적 변동

과 관련하여 여가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거시적 측면에서 사회적 맥락에 따라 여가의 개념

과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탐색하고, 우리나라의 시대적 배경

과 함께 여가 현상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하였다.

제1절 사회구조 변화와 여가

1. 사회구조 변화와 여가 연구 동향

여가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 이외의 자유시간 또는 재충전의 시간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사회진보(사회발전) 및 생산성 향상과는 대립되는 것

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여가라는 주제 자체가 부르주아적인 것으로 치

부되었기 때문에 학문적 관심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배제되어 왔다(김문

겸, 1993: 57-58). 그러나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비약적으로 생산력이 

증대되고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합리주의, 실용주의 등의 신사조가 만연

해지면서, 서구 국가에서 여가의 긍정적인 측면이 주목받기 시작했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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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환 외, 2013: 46-48). 
특히 급격한 경제발전과 도시화, 대량소비문화를 바탕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과거의 소수 특권계층에 국한되었던 고급여가문화의 대중

화가 이루어지면서 여가연구가 활성화되었다. 더구나 레크리에이션이라

는 말의 유행과 함께 ‘건전한 오락’이 유행하였고, 대중매체의 발달과 대

중소비사회로 접어들면서 여가와 소비를 중시하게 되었다(곽한병, 2005: 
82-83). 무엇보다 향상된 사회적 생산력을 바탕으로 소비주의가 출현하

고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 시기에 

노동시간과 비노동시간이 뚜렷이 구분되었을 뿐 아니라, ‘노동 및 생산 

중심의 생활양식’이 ‘여가 및 소비중심의 생활양식’으로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후기 산업사회에서 경제를 위한 노동은 그 중요

성이 급격히 감소한 대신 여가가치가 크게 증대되었다(김광득, 2008: 
73-76). 

이와 같이 여가가 보편적으로 소비하는 상품으로 인식됨에 따라 여가

소비에 관한 연구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사회계층 분화의 연구로 이어졌

다. 즉 상위계층의 여가소비와 하위계층의 여가소비는 구분된다는 것이

다. ‘유한계급(Veblen, 1925)’의 ‘과시적 소비’와 ‘과시적 여가’ 혹은 여

가소비양식에 따라 사회계층이 나눠진다는 부르디외(Broudie, 1979; 
1986)의 ‘구별짓기’는 여가소비가 사회계층 분화와 관계가 있다는 대표

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부를 갖추고 사회적 지위를 갖

춘 상위계층은 여가소비양의 폭이 넓어진다는 Peterson & Kern(1996)
의 옴니보어 이론(omnivore)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현대 사회의 여가소

비와 사회계층의 관계를 설명하는 주요 이론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한
교남․한범수, 2011). 이와 같이 여가에 대한 대중적 수요가 증가할수록 

여가활동이 사회계층을 구분 짓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특히 대부분의 

여가활동들이 시간과 금전적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소득의 양극화가 

여가 소비의 양극화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여가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학적 

접근 방식이 늘어났으며, 이것은 인간은 사회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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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박상곤, 2008). 즉 사회구조는 인간의 여가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다시 인간의 여가행동은 사회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할 수 있

다. 
우리나라에서 여가의 개념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해왔다. 우선 한국

인에게 여가는 서구와 같이 노동과 분리된 개념은 아니었다. 농경사회의 

공동체적 문화를 바탕으로 한 국가행사, 종교행사, 마을단위 세시풍속 

등의 행사를 여가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지우석 외, 2013). 하지만 이러

한 문화는 일제 강점기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단절되게 되고 자본주의의 

발달로 산업노동 중심의 경제로 급격히 변모하면서 전통 여가문화는 붕

괴된 것으로 볼 수 있다(김문겸, 1993: 113-139). 
이후 한국도 서구의 여가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산업화시기

의 빠른 경제성장이라는 목표아래 노동만이 의미 있는 활동이고, 여가는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치부하거나 노동으로 소진된 에너지를 충전하는 소

극적 활동으로 여겼다(최경운, 2010). 독립적 여가생활을 위한 여건이 조

성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이며, 이후 정부가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

에 힘을 기울이게 됨에 따라 1970년대에 여가현상 대중화의 기반이 마

련되었다(조명환 외, 2013: 54-55). 특히 비약적인 경제개발, 노동시간의 

단축, 그리고 교통 및 통신의 발달 등이 여가 대중화에 기여하였다(윤소

영․차경욱, 2004). 
1980년대에 들면서 안정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관광중심의 여가정

책이 다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중산층 의식이 확산되면서 ‘마이카-외식문

화-여가’의 시대가 도래 하였고, 여가와 소비생활에서 개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과시적인 소비행태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남은

영․최유정, 2008). 1990년대에는 정부차원에서 국민의 여가 향유권 신장

과 관련된 정책개발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방별 축

제와 레저문화의 공급이 확대되었다(지우석 외, 2013). 생산력과 기술발

달, 소비수준 향상, 여가산업 팽창 등으로 여가문화는 10대를 중심으로 

한 대중가요 문화, 자가용, 비디오․전자오락 등의 발달은 한국의 여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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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상업적 발달을 이끌었다(김문겸, 1993: 189-214). 그러나 한편으로

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소득분배가 급격히 양극화 되고, 소득

불균형의 심화로 여가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계층별 여가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최경운, 2010).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여가생활

의 중요성이 국가정책에 크게 반영되어, 2004년에는 주5일 근무제 실시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소비중심 

사회에서 성장한 신세대들이 사회의 중심 계층으로 자리 잡으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과 여가의 균형은 사회적으로 더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여가연구는 이론보다는 경험적 연구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서구의 사회학적 이론에 입각하여 한국사회의 구조와 여가소비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강효민, 2013). 조광익(2006)은 

한국사회의 경우에도 여가소비양식 연구에서 이론적 배경으로 문화자본

론을 논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문화자본의 이론적 관점에서 여

가소비 현상을 분석한 연구(장윤정, 2007; 한교남․한범수, 2012)들이 다

수 수행되었다. 박상곤․박석희(2006)는 실증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문

화자본이 여가소비양식에 영향을 주어 ‘구별짓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검정하였으며, 여가소비 집단 간 양극화 현상을 비교한 연구(한교남․한범

수, 2011)나 사회계층에 따른 여가유형 및 여가만족도 격차를 분석한 연

구(남은영․최유정, 2008)와 같이 여가격차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

다. 이렇듯 서구에서의 연구경향이 심리학적 접근 방식에서 사회학적 이

론에 입각하여 여가소비 및 여가행태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증가함에 따

라 한국 또한 점차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후 1990년대 초중반까지 여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여가만족, 생활만

족, 삶의 질, 행복 등을 주제로 심리학적 접근방법이 주를 이루었다(최석

호, 2011). 특히 여가활동 선호는 그동안 여가 참여자 개개인의 심리적

이고 내적인 기호의 문제로 접근해 왔다. 개인의 기호나 취향에 따라 좋

아하는 여가활동이 다르고, 개인의 내적인 동기나 태도, 만족도 등에 따

라 달라지기 때문에 선호하는 여가활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관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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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조광익, 2006). 그러나 여가를 포함한 개인의 행위는 사회구조로부터 

밀접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심리학적 방법론은 여가 참여자의 행위를 총

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조광익, 
2006). 따라서 개인적 선호나 심리적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여가활동 

선호의 사회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개인이 집단에 속하

게 될 때 여가활동 참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접근 방식이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속한 사회적 집단의 가장 최소 단위

인 가구(household)의 특성에 주목하여, 관련 연구들을 고찰하여 제2절

에서 논의하였다.

2. 한국인의 여가행태 변화

현대사회에서 여가는 일상 보편적이면서, 삶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

되고 있다. 이는 산업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빠른 변화와 더불어 소

득 및 교육수준의 향상, 노동시간의 단축, 대중매체의 발달, 의료기술의 

발달과 평균수명의 연장, 조기은퇴 등과 같은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현상

과 맞물려 여가의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민웅기, 2002). 더구나 여가

시간의 증가를 통해 여가참여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고, 사회 구

성원의 여가만족은 곧 생활만족에 직결되는 것으로 보았다(Green et 
al., 2006; 이철원, 2007). 

그러나 여가에 대한 사회적·학문적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OECD 18개 회원국 중에 가장 긴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일 

중심적인 사회로 한국의 전반적인 여가시간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노동연구원, 2009).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여가

관련 활동시간은 1999년 1일 평균 4시간 45분에서 2014년에는 4시간 

31분으로 감소하였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 첫해인 2004년에는 전체

적으로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 모두 여가시간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2009년과 2014년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여가활동은 일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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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활동조사｣를 통해 보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상위에는 휴식활동

이나 TV보기, 라디오 청취, 낮잠 등 시간 보내기형 활동에 편중되어 있

었으나, 2008년부터 영화보기, 외식, 쇼핑/외식, 친구만남/동호회모임 

등 도심의 상업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제 관련 활동 등 사회적 관계를 중

요시 하는 여가활동이 증가하였다. 주목할 것은 상품 구매 행위였던 쇼

핑이 여가활동으로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여가와 엔터테인먼트를 즐기

는 몰링(malling)이 대표적인 실내 여가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

라 복합상업시설들이 대표적인 도시 여가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최막중 외, 2012; 서용구 외, 2013). 즉 쇼핑이라는 행위에 대한 인식

이 바뀌면서 쇼핑몰이라는 공간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장소에서 나아

가 여가 및 문화의 복합적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Shim et al., 
2013; 강희엽 외, 2015). 특히 고령층에게는 시간을 보내거나 사회 교류

의 장으로 및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Graham et al., 1991), 우리

나라 고령층의 여가행태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의 중심 가치로 건강이 주목받으면서, 건강지향적 여가활동

이 가장 주된 여가활동으로 등장하였다(조명환 외, 2013: 85). 대표적으

로 등산은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인만큼 접근성이 좋고, 비교적 

저비용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인 여가활동으로 나

타난다(한상덕․이상덕, 2010; 김용섭, 2014: 227). 최근 들어 등산 행태가 

단순히 산을 오르는 등정활동에서 보행활동 중심으로 변화하고, 산림휴

양에 대한 수요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김종순․원형중, 2014). 
또한 음주는 여가활동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한국

에서는 음주가 하나의 여가문화로 자리 잡은 것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근

무 환경 때문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서구의 직장인들이 오후 5-6시 경 

정시퇴근을 하여 비교적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것에 반해, 한

국의 직장인들은 퇴근시간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주중에 여가시간을 활용

하기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해소 뿐 아니라 타인 

및 가족 간 대화를 할 수 있는 ‘교류’를 위해 음주가 하나의 여가활동이 

되었다(박재환 외, 1999: 212; 오순환․김대우, 2004: 169). 이 외에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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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검색/채팅, 잡담/통화하기 등이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는 현대인들의 주요 여가활동으로 등장하

였다. 
이상과 같이 여가활동의 다양화에 따라 여가공간도 변화하고 있다. ｢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를 보면 ‘지난 1년간 집 외에 가장 많이 이용한 

여가장소’는 식당, 근린공원, 아파트내 공터, 대형마트, 커피숍, 영화관 

등으로 나타났다. 10순위 중 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집 근처에서 이용 가

능한 여가장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화관이나 공연장 같이 문화예

술활동 등 비용 지출이 필요한 활동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산, 테마파크, 역사문화유적지와 같은 장거리 이동을 요구하는 장소들에 

대한 선호가 나타난다. 즉 집, 동네, 직장 주변 등 일상에서 가볍게 즐기

는 여가장소가 부각되면서도, 캠핑, 등산 등 장거리 여행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주말, 휴일 등 시간적 여유가 있는 때나, 평일과 같

이 시간이 많지 않을 때도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가장소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여가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즐기

는 여가로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와 다양화는 기호에 맞는 경제적 소

비 패턴에도 변화를 나타낸다. 즉 수동적인 여가에서 개인이 원하는 활

동을 찾아 즐기는 선택형․체험형 여가활동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

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2005년에 비해 2015년 가계의 취미오락, 문

화, 스포츠레저 등에 대한 참여가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른 지출이 늘어

났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총 소비지출이 27.0% 증가한데 비해 오

락․문화비는 32.5% 증가해 여가 향유를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가관련 서비스 가격의 상승에 따른 부

분도 있으나, 가계의 소득 증가가 오락․문화비 지출이 늘어난 데에 기인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민웅기, 2002).
이러한 거시적 측면에서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여가 인식 변화 양상을 

바탕으로 다음 선행연구 고찰 부분에서는 먼저 여가유형을 분류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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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고, 공간적 측면에서 여가활동의 장소적 측면에

서 관 장소와의 관계에 주목하여 고찰하였다.

제2절 선행연구 고찰

여가향유의 대중화, 보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실제 여가의 영

역에서는 차이와 불평등이 존재하며, 실제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여가

활동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남은영․최유정, 2008). 
특히 성(性), 연령과 같은 개인특성 뿐 아니라 소득, 교육, 직업 등의 사

회경제적 특성은 여가향유에 있어 차이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나타난다. 또한 한 개인은 가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구의 특성에 따라

서도 여가향유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 및 가구특성의 구분에 따라 개인의 여가향유 

및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탐색을 하였다. 

1. 여가유형 구분에 관한 연구

여가활동 유형을 구분을 하는 것은 학계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이슈로 

다뤄져 왔다. 연구 경향을 보면 일관된 기준이 있기보다, 여가유형을 활

동력, 내용, 동기,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자가 구분 및 분

류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된 분류 기준은 활동의 강도(활동력)와 내용이며, 이를 

바탕으로 여가활동을 유형화한 연구들이 다수이다(Szalai, 1972; Nash, 
1960; Fireston & Schelton, 1988; 박지숭, 2012). 주로 동적이고 혼자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수동적, 소극적 유형으로 구분하고, 정적이고 신체

적 활동을 필요로 하는 활동들을 능동적, 적극적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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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으로 수동적·소극적 활동들은 TV시청, 독서, 신문·잡지 구독, 
음악 감상, 라디오 청취, 독서, 인터넷 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능동적·적극적 활동들은 운동, 종교활동, 취미·오락, 문화예술관람 및 참

여, 스포츠 활동, 봉사활동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Canada Well-being Index에서도 적극적 여가(active leisure)와 

소극적 여가(passive leisure)로 구분하고 있는데, 적극적 여가의 경우 

사회적 여가(social leisure), 인지적 여가(cognitive leisure), 신체적 여

가(physical leisure)로 세분화하고 있다(Stobert et al., 2005; Brooker 
& Hyman, 2010). 여기에서 소극적 여가는 휴식과 같이 적은 노력을 기

울여서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일컫는다. 반면 적극적 여가는 소

극적 여가보다 상대적으로 개인의 의지 및 시간 등의 투입이 필요한 여

가로, 사회적 여가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교류나 교제에 중점을 둔 활

동이며, 인지적 여가는 취미나 오락, 지적호기심을 자극하는 일련의 활

동들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여가는 스포츠나 운동 등을 포괄적

으로 나타내며, 주로 타인과 관련하여 집 밖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Canada Well-being Index를 참고하여 장미옥(2015)은 

중․고령층의 여가시간 사용에 대한 연구에서 활동성 정도와 활동특성을 

범주화하여 여가유형을 구분하였다. 인지적 활동은 독서, 인터넷검색, 취

미, 학습 참여, 카드/보드게임, 오락/스포츠참여로 구분하고, 사회적 활

동은 친구교제, 전화잡담, 사교모임/식당, 영화관람/댄스/파티로 구분하

였다. 신체적 활동은 운동, 산책, 스포츠 활동으로 분류하였으며, 추가적

으로 자발적/무급의 활동으로 자원봉사, 어린이/노인 보살핌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소극적 여가는 TV/비디오 시청, 휴식, 라디오 

청취, 음악 청취, 가벼운 드라이브로 구분한 바 있다. 
Stebbins(1982, 1997, 2005)의 연구에서는 ‘진지한 여가 조망(serious 

leisure perspective, SLP)’이라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여, 여가활동 유형

을 구분에 관한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핵심 활동(core 
activity)에 대한 몰입도와 숙련도, 그에 따른 보상의 형태가 주요 기준

으로 여가유형을 개념화하였다. 이에 따라 ‘진지한 여가(se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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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sure)’와 ‘일상적 여가(casual leisure)’, ‘프로젝트형 여가(projected- 
based leisure)’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진지한 

여가란 핵심활동을 함에 있어 보다 체계적으로 참여(추구)하며, 그 속에

서 본질과 재미를 찾고 나아가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일컫는다. 즉 보다 

능동적(active)이고 진지하게(serious) 예술, 과학,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의 여가에 참여함으로써, 아마추어, 취미활동가 또는 자원봉사자와 같

은 여가행위자가 된다고 보았다. 반면 일상적 여가는 진지한 여가와 반

대되는 개념으로, 핵심활동의 즐거움은 상대적으로 짧고 특별한 훈련이 

필요 없거나 거의 없는 여가활동을 나타낸다. 가령 낮잠, 공원산책, TV
시청, 신문 보기, 음악청취, 게임, 사교적 잡담 등 평소의 생활에서 지속

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필수적 활동들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형 여가는 자유시간에 할 수 있는 일회성 또는 비일회성의 창의적인 여

가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생일파티, 특별한 휴일, 스포츠나 예술 이

벤트, 자원봉사 등 일시적 참여를 요구하는 활동들을 일컫는다.
이 외에도 여가활동의 사회적·사교적 성격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존

재한다(Lutzin & Storey, 1973; Iso-Ahola, 1980; Orthner, 1976; 한승

엽 외, 2007). 이들 연구들에서는 여가활동의 내용적 측면에 주목하여 

피크닉, 파티, 클럽, 종교활동, 골프, 캠핑, 친목회, 동창회 등을 사회적·
사교적 활동으로 분류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 국민여가활

동조사｣에서는 여가활동 유형의 내용적 측면을 기준으로 문화예술, 스포

츠, 관광, 취미․오락, 휴식, 사회 및 기타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여가활동의 장소적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Lutzin & Storey(1973)는 낚시, 사냥, 캠핑, 하이킹 등을 ‘자연적 활동’
으로 취급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한승엽 외(2007)의 경우 산책, 관광, 여

행, 캠핑 등을 ‘자연적 활동(natural) 활동으로 구분한 바 있으며,  
Crompton et al.(1980)의 경우 공원산책, 요트, 등산 등을 ‘야외 활동으

로 구분하였다. 또한 일상 생활공간이 지역주민의 휴식과 여가생활을 위

한 공간으로 주목 받고 있고, 사회가 복잡하고 다변화됨에 따라 지역의 

생활공간은 더욱 복합적인 기능을 요구받고 있다(윤주, 2010). 나아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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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활동을 공간과 활동범위에 따라 실내여가, 야외여가, 사이버여가로 구

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여가활동의 구분을 통해 인간의 여가행동을 분

석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활용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김
정운 외, 2005). 또한 집안/집밖에서의 활동으로 분류한 연구도 있어(윤
인진․김상운, 2003), 여가활동을 공간적․장소적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방식의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여가유형을 구분하는 연구들이 국내외

에서 다수 진행되어 오고 있다. 여가유형을 분류하는데 있어 여가활동의 

목적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많은 연구들이 여가활동을 범주화하여 사용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가유형 구분에 있어 공통의 협의나 일관

된 기준이 부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여가활동 자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이분법적 기준으로 분류되기 어렵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활동의 내용이나 성격, 활동력 등은 연구자마다 상식적이고 주관적

인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지만, 비교적 유사한 형태로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차별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여가활동의 장소적 특성에 주

목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여가장소의 유형과 선택

은 향후 공간 수요에 대한 계획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특히 우

리나라는 개인 및 가구 특성의 변화가 빠른 만큼 여가공간 수요의 변화

에 대한 예측과 이에 맞는 계획이 더 중요하다. 실제 우리 사회에 적합

한 여가활동의 분류체계에 대해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귀납적으로 규명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4장의 실증분

석에서 여가활동을 장소적 특성에 기반하여 구분하고자 한다. 즉 활동들

의 장소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여가활동을 범주화하고, 한국인의 여가활

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여가장소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

하는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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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가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개인특성: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성별은 여가활동 참여에 있어 차이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

어져 왔다(Bittman & Wajcman, 2000; Finkel et. al., 2016). 왜냐하면 

전통적·사회적으로 성별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이 남성은 경제활동과 외

부지향적 활동이 주를 이루는 반면 여성은 가정에서 양육 및 가사노동을 

주로 담당하였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여가생활 패턴에도 차이가 존재한

다(박미석·이유리, 2003; 이윤정·정순희, 2003; 정순희·최혜경, 2006).
구체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집안일에 소비하는 시간이 적은 반면 여

가시간은 더 많고(김진욱, 2006), 나아가 보다 활동적이고 야외활동을 즐

기며 여가상품에 대한 소비욕구가 높다(Liechty & Genoe, 2013). 그러

나 국내 남성들의 여가활동을 보면 음주와 등산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이는 사회경제활동이 주인 남성들의 경

우 친목을 위한 음주활동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국내의 산이 많은 

자연환경의 특성상 친숙한 여가공간으로 인식하여 등산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여성은 비교적 소극적이거나 소일거리 형

태의 여가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쇼핑과 외식, 영화보기 등 

비교적 도심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문화체

육관광부, 2014). 이렇듯 성역할의 차이에 따라 여가경험 및 활동 참여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이 남성

에 비해 더 많은 여가제약 조건 하에 있으며(Bittman & Wajcman, 
2000), 특히 기혼여성들은 기혼남성보다 개인의 여가시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홍설 외, 2015). 또한 전업주부인 

경우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높고 직장여성인 경

우는 근로 및 가사·육아 등 다중역할에 대한 부담이 많다(고은숙·김명자, 
1992; Annandale & Hammarström, 2015).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 개인의 연령은 과거의 경험과 학습 및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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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설명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작용한다(윤소영․차경욱, 
2004; 차승은, 2012). 왜냐하면 젊은층의 경우 일이나 가사노동 등으로 

인해 여가시간이 양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반면, 의무적인 일에서 벗어

난 노인의 경우는 대부분의 시간이 여가시간으로 취급될 수 있다. 무엇

보다 현재의 노인들은 급격한 경제성장기를 거치며 노동만이 미덕인 사

회적 분위기에 따라 여가를 능동적으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반

대로 젊은 세대에서는 경제적인 풍요와 여가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에서 성장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여가를 즐기려는 욕구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평균수명 연장으로 이전에 비해 노후가 길어진 고령화 

사회로 변모한 만큼, 노년기에 활동적이고 사회적인 요소를 띤 활동에 

참여를 함으로써 자신감 상승 및 삶에 대한 사기 진작으로 노후 삶의 만

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반면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무료한 활동들은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혜

원․이희범, 2000). 이를 연령집단으로 구분하여 여가행태를 비교한 연구

들을 살펴보면, 김준희․이호열(2008)은 20대 직장인들은 체형을 관리하고

자 하는 동기가 가장 높은 반면 40대는 외적과시나 사회관계 동기요인

이 높게 나타나, 연령집단별로 여가에 대한 참여 동기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새롭거나 신기한 여가활동을 추구하려는 여가동기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지만 40세 이후부터는 오히려 친숙한 여가활동을 

추구하는 성향이 서서히 증가하게 된다(박세혁, 2010: 133). 즉 40세 이

후부터는 도전적이거나 위험이 따르는 여가를 새로 시작하기를 꺼려하는 

성향으로 변화함을 의미한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극이나 신기함을 추구

하는 정도가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친숙한 여가활동을 추구하

거나 활동적인 여가에 참가하는 빈도가 낮아진다(Iso-Ahola et al., 
1994). 

한편 건강수준은 여가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알려져 있다

(Dardis et al., 1981; Weagley & Huh, 2004; Walker & Schwenk, 
1991; Abdel-Ghany & Sharpe, 1997). 이를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

이 연령이며, 생리적 혹은 신체적 능력의 저하와 건강쇠약과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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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이 높다(박세혁, 2010). 노인의 건강수준이 좋을수록 자유시간과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고, 건강이 나빠지면 여가활용의 

폭과 빈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Fast et al., 2005; Rowe 
& Kahn, 1997; 한혜원·이희범, 2000; 윤소영․차경욱, 2004). 특히 성인

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업무로 인해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것이 늘

어나는데, 여가유형에서도 TV시청과 같은 소극적 여가활동에 참가하는 

경향이 뚜렷해짐이 발견되었다(Gordon, Gaitz, & Scott, 1976; Scott & 
Wilits, 1989; Iso-Ahola et al., 1994).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개인의 

건강수준은 여가활동 참가의 강도, 빈도, 지속성,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노인의 연령과 여가활동 참여율은 반비례 관계로 나타난

다(Zimmer et al., 1995; 허준수, 2002). 
여가참여에 있어 여가경험은 중요한 요인인데, 개인의 여가에 대한 욕

구를 계발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은 여가경험을 축적시키고 여가활동에 참

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조명환 외, 2013: 171-172). 교육수준은 여

가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Dardis et al., 1981; 
Hammonds-Smith et al., 1992), 이는 여가문화에 대한 지식습득으로 

여가향유 욕구 및 동기를 증진시키는 효과로 볼 수 있다. 가령 대학에서 

여가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고등교육을 받은 경

우 개인의 삶과 여가방식을 결정하는데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조명환 외, 2013: 172). 실제 스페인의 여가참여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문화 및 스포츠활동, 독서 및 언론을 비롯한 개인 및 사회

적으로 유익한 활동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ernández-Gutiérrez 
& Calero, 2016). 또한 여가경험은 개인 인생 전반에 걸쳐 축적이 된다

는 측면에서 노년기의 여가참여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다. 학력

이 높은 노인일수록 사회단체활동, 사교활동, 종교활동에 참여도가 높은 

반면, 학력이 낮을수록 공원이나 복덕방, 경로당에 가는 등 단조롭고 소

일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외숙, 1991). 즉 여가활동에 대한 

경력이나 정보가 없는 경우 시간이 주어져도 무의미한 시간 보내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지우석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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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여가와 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인식하에 여가

참여의 주요 요인으로 직업을 다루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회계층

(social stratification)’을 구분하는 대리변수(proxy)로 사용하고 있다. 
즉 직업의 유형 또는 종사상의 지위를 기준으로 계층을 구분하는 방식이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직업(일)이 있음으로 해서 여가시간의 감소를 

나타내는 절대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왜냐하면 하루의 한정된 

‘시간’의 경우 경제활동에 따른 자유시간의 부족으로 여가활동에 있어 

제약요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Weagley & Huh, 2004; 김성연·박미석, 
2000). 따라서 직업이 있는 경우 경제활동으로 인한 시간적 부족은 여가

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가구특성: 소득수준, 혼인상태, 가구원수, 자녀나이

여가는 기본적으로 시간과 자본을 필요로 하는 활동이다. 특히 소득은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자, 경제적 지위

를 나타내는 변수이다(조광익, 2006). 소득수준의 증가는 모든 소득계층

에서 여가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며(모수원, 2006),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기초적인 욕구가 충족되어 차츰 여가나 레크리에이션과 

같이 선택적, 2차적인 소비로 변화된다(Dardis et al., 1981). 
Thompson & Tinsley(1979)에 따르면 여가의 소득탄력성(income 
elasticity of leisure time)이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소득 증가에 따라 

여가에 대한 수요는 더 빠르게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여가를 지향하거나, 자기계발적, 가정지향적, 오

락 및 신체적 여가활동에 참여를 유도하는 긍정적 영향력이 있다(지영

숙, 1975). 구체적으로 골프나 스키 등과 같이 고비용의 여가 스포츠의 

참여는 소득에 따라 제한될 수밖에 없다(조광익, 2006).
개인의 여가활동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특성 뿐 아니라,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 특히 가족의 구성과 역할에 따라 여가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이 제기되고 있다(윤대혁, 2008). 먼저 혼인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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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여가활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민경선(2015)의 연구에서는 미혼자 

보다 기혼자의 경우 생활만족도는 높았으나 여가생활만족도는 낮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가족의 형성은 개인의 전반적인 생활만족을 높일 수는 

있으나 가족 내에서의 역할수행에 따라 여가생활에서는 개인의 적극성과 

자율성을 제약하는 것으로 보았다. Passias et. al.(2016)은 여성의 혼인

상태에 따라 여가시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배우자가 없는 흑인 여성이 혼

자 TV를 시청하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여가활동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년기의 생활에 있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없는 노인

보다 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서로 의지하며 일상생활

을 영위하는데 서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Lian et al., 1999). 가령 미

혼이거나 사별, 별거 등으로 독신인 노인의 경우 생활 전반적으로 무료

한 시간을 보내거나 사교나 종교 활동은 늘어나지만, 보다 활동적인 스

포츠·레저 활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박미석·이유리, 2003; 박종

천, 2010). 즉 배우자는 노후의 여가생활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활동

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가구원수가 적은 핵가족보다 대가족일수록 가족을 돌봐야하거나 

시간적, 경제적 이유로 개인적 여가활동에 제한이 발생한다(김필숙․김태

현, 2004). 실제 수도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가생활에 대한 조사에 따

르면 가족이 여가활동의 제약요소가 된다는 응답이 26.6%에 달하는 것

으로 나타나 가족도 개인 여가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지우석 외, 2013). 따라서 개인의 선호 또한 가족 전체의 선호와 대

립될 수 있으며, 혼자 즐기는 여가활동이 아닌 같이 하는 여가활동으로 

선택한다던지 하는 의사결정의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녀의 연령과 성인기로의 전환 시기에 따라 가족이 동원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자원이 상이하기 때문에, 개인의 여가를 제약하는 요

인으로 볼 수 있다(지현진, 2010; 차승은, 2012). 이러한 관점은 생애주

기 이론에 근거하여 개인 또는 가구의 특성을 정의하고자 하는 것이며, 
몇몇의 연구자들이 생애주기에 주목하여 여가태도와 활동양상이 변함을 

제시하였다(Rapport & Rapport, 1975; Kelly, 1983; 윤소영, 201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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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연구들에서는 개인의 생활주기 단계에 따라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사

와 잠재적 문제점에 차이가 있어, 여가활동이 가족 생활주기에 따라 상

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과 자녀 보

육을 주로 감당하기 때문에 남편보다 신체적 여가활동에 참가하기 어려

움이 있다(Larson et al., 1997; Miller & Brown, 2005; 표영희, 1997; 
윤인진․김상운, 2005). 

한국의 경우 여성의 사회 진출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의무가 예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가정 내에서의 자녀 보육 및 양육을 담당하

고 있기에 개인의 여가참여에서는 자녀의 성장단계에 따라 제약이 존재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혼여성의 경우 신혼기, 자녀출산․양육기, 자

녀교육기, 자녀성년기, 자녀결혼기에 따라 여가의 조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김하영, 2008). 또한 자녀양육기에 있는 성인들은 미혼기 때 보

다 여가를 즐기기 어려워지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주로 보내는 

생활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윤소영․차경욱, 2004). 나아가 자녀들

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는 진수기 이후에는 시간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여유가 생겨 다양한 여가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

녀가 있는 기혼 여성인 경우는 여가시간의 부족 뿐 아니라 적절히 활용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삶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다(Currie, 
2004). 

3) 지역특성: 거주지역

여가기회의 제공 측면에서 거주지역의 물리적 환경의 차이도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은 그 자체의 자연환경적 차이를 가질 

뿐 아니라 문화여가시설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의 여가소비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Dardis et al., 
1981; Schwenk, 1994; Weagley & Huh, 2004). 우리나라 또한 무엇보

다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를 겪으면서 도시와 농촌은 서로 다른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구조를 갖게 되었으며, 물리적 환경에서도 차이가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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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으로 지역규모의 차이는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의 차이를 유

발하기 때문에 여가기회의 제공 측면에서도 격차가 존재한다(윤정미․최막

중, 2014). 

제3절 소결

여가는 특정 사회가 지니고 있는 가치나 태도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적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현대사회에 있어 여가의 의미와 역할은 점차 

더 커지고 있다. 즉 현대의 여가는 과거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개념에

서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에

는 여가의 개념이 일하고 남은 시간, 일을 하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한정되었던 것에 반해, 오늘 날에는 여가 자체를 목적으

로 통제 가능한 시간을 만들어 내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대사회에 있어 여가는 생활의 목적이 되어 가고 있

는 반면 노동은 여가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적 역할로 변질되어 가는 

상황이라고 보는 우려도 존재한다.
국내에서도 여가는 예전에 비해 여가를 일상보편적인 삶의 현상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전히 OECD 국가 중에 가장 긴 노동시간을 가지

고 있고 국민들의 전반적인 여가시간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주5
일 근무제 및 휴일 장려 정책 등으로 개인의 여가시간의 양적․질적 증가

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국민들은 늘어난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휴식뿐 

아니라 개인의 선호에 맞는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며, 특히 

체험형․야외형 등의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고령화에 따라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건강지향적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가활동은 여전히 평일 또는 휴일의 여

가시간에 TV시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시간 때우기형의 

여가활동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은퇴 후 경제활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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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난 노인들의 경우 늘어난 생활시간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균형 있는 여가소비를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여성의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개인의 

여가향유를 위한 시간적․활동적 제약이 존재하며, 일부 여가활동에는 비

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소득수준의 차이로 인해 저소득의 경우 고소득인 

경우에 비해 비교적 저비용의 여가활동에의 참여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

다. 
이러한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와 더불어 여가활동 

유형 구분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왔다. 주로 활동력, 내용, 동기, 
사회적 관계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학자들마다 여가활동 유형

을 정의 및 구분한 것을 볼 수 있다. 크게는 적극적-소극적 여가, 동적-
정적 여가로 구분하고, 보다 세분화하여 휴식형, 사교형, 문화형, 활동형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단순히 유형을 구분하

는데서 나아가 개인의 여가참여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과 만족

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여가시간이 자유 시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여가활동 참여는 지극히 

개인적 선호에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개인의 여가활동은 경제적 

능력, 사회적 의무, 주변 기반 시설 등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받아 결정

된다. 즉 개인의 여가 참여와 활동 선택은 개인적 속성에 따른 선호와 

더불어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여가참여에는 다양한 인구․사
회․경제적 제약요인들이 존재하며, 구체적으로 성, 연령, 소득, 교육수준, 
결혼여부, 자녀 나이 등 개인 및 가구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여가향유에 있어 불균등, 또는 양극화 현상을 초래

하여 사회적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인의 심리적 측

면에서 여가행태를 분석하는 연구들에 국한되어 있다. 
근대 사회는 여가경험의 중심지로서 테마파크, 카페, 해수욕장 등과 

같이 여가만을 위한 공간을 창조하였기 때문이며, 이와 함께 일터로부터 

분리된 공간인 가정은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등과 같은 가전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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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생산으로 인해 보편적․개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 변

화되었다(최석호, 2011). 즉 일상 생활공간이 지역주민의 휴식과 여가생

활을 위한 공간으로 주목 받고 있고, 사회가 복잡하고 다변화됨에 따라 

지역의 생활공간은 더욱 복합적인 기능을 요구받고 있다. 나아가 여가활

동을 공간과 활동범위에 따라 실내여가, 야외여가, 사이버여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여가활동의 구분을 통해 인간의 여가행동을 분석하거

나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활용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집안/집밖에

서의 활동으로 분류한 연구도 있어, 여가활동을 공간적․장소적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방식의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여가활동은 장소 혹은 공간이 마련되어야 일어날 수 있는 

행위인 만큼 둘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도시계획적 관점

에서 도시의 여가공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접근방

식이 필요한 이유는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사회적 맥락이 이행됨으로

써 점진적으로 일과 여가가 분리되어 나타난 여가의 공간변동에 주목하

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의 여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구특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고자 한다. 또한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여가활동과 장소 유

형 간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여가 증대와 다양화가 여가 공간 수요에 미

치는 영향을 국내 조사 자료를 통해 실증분석 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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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가구특성에 따른 여가시간 배분

본 장에서는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도출된 개인 및 가구특성

에 따라 여가시간의 차이를 국내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는데 목적

이 있다. 먼저 국내 연구 자료를 검토하여1)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를 

실증분석 자료로 선정하고, 개인 및 가구특성에 따른 여가시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때 여가시간을 활동별로 산출하여 동일한 변수들의 영향

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대표적인 소극적 유형

인 휴식활동의 여가시간과 상대적으로 적극적 유형인 휴식활동 외 여가

시간으로 대별하여 특성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나아가 계량경제

모형을 통해 여가활동별 참여시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하였다.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여가수

요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1절 분석 자료 및 지표 선정

1. 분석 자료 및 대상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동

으로 주관하여 조사․공표하고 있는 ｢국민여가활동조사｣이다. 해당 자료는 

국내 여가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여가수요를 파악하고 여가실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이다.2) 설

1) 2014 생활시간조사, 2013 사회조사 등에서 응답자의 여가활동에 대한 설문 항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비교 검토 결과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자료로 판단하였다(부록 1 참고).

2) 2007년에 통계청 승인을 받았으며, 2008년까지는 ｢여가백서｣의 일부로 포함되었다. 
이후 2010년부터 2년 주기의 ｢국민여가활동조사｣로 별도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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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조사의 표본수는 2010년 3,000명에서 2012년 5,000명, 2014년 10,000
명으로 확대하고, 조사 항목의 신설 및 변경을 통해 표본 설문조사로서

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2014년 조사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제주도 

및 세종시 포함)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남녀 총 10,034명의 표본수를 

확보하였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15-19세의 703명을 제외한 9,325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주요 조사 항목은 <표 3-1>과 같다. 먼저 제3장 여가시간 차이 분석

에 사용할 설문 항목은 ‘지난 1년간 여가활동 참여 실태’이다.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을 1순위부터 5순위까지 기입하게 되어 있으며, 각 활동

별 1회당 소요시간 및 빈도가 조사되어 있다.

구분 세부항목

여가활동 참여 실태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1-5순위(유형, 
동반자, 빈도, 시간 및 비용), 여가활동 목적, 여가활동 

만족도, 여가비용

평일 및 휴일(휴가, 
연휴) 여가활동

평일 여가활동(평일 여가시간 및 만족도 등), 휴일 여가

활동, 휴가 활용, 연휴 활용

동호회 활동 및 

사회성 여가활동

동호회 활동(참여 동호회 개수, 유형, 만족도 등), 사회

성 여가활동(자원봉사 경험, 활동 분야, 참여 동기 등)
여가공간 집 외에 가장 많이 이용한 여가공간, 희망 여가공간

여가인식 및 만족도
여가인식(정책 중요도 평가, 향후 여가시간 활용, 만족

도 및 불만족 이유), 행복수준

주 5일 근무제 관련
노동시간, 주 5일제 실시 여부 및 영향(직장인), 주5일 

수업제 실시 후 여가생활 변화(학생/학부모)
여가환경 여가생활의 만족도, 정책 중요도

응답자 속성

성별, 연령, 혼인상태, 최종학력, 동거 자녀 유무, 거주 

지역, 가구주 여부 및 관계, 지난 1주간 경제활동 상태 

유무, 직업, 월평균 소득(본인/가구 전체)

표 3-1.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설문 항목

한편 해당 자료에서 여가활동 유형은 문화예술관람활동, 문화예술참여

활동, 스포츠관람활동, 스포츠참여활동, 관광활동, 취미오락활동, 휴식활

동, 사회 및 기타활동의 8개 대분류로 구분하고 있다. 문화예술과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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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의 경우 관람활동과 참여활동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여가행태에 따른 구분을 별도로 하지 않고, 여가활동의 내용적 분

류에 기초하여 ‘문화예술활동’과 ‘스포츠활동’으로 통합하였다. 최종적으

로 여가활동 유형은 6개 대분류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유형 정의 재구성

문화예술관람활동
Ÿ 교양 함양을 위해 문화예술 공연 등을 

관람하는 행동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참여활동
Ÿ 문화예술 공연, 창작활동, 미술, 연주 등

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

스포츠관람활동
Ÿ 농구, 야구, 축구, 복싱, 격투기 등 각종 

경기를 관람(구경만)하는 활동
스포츠활동

스포츠참여활동
Ÿ 심신의 단련이나 교제를 목적으로 스포

츠 활동에 실제 참여하는 경우

취미오락활동
Ÿ 전문성보다는 자신의 흥미에 중점을 두

고 자유 시간에 즐기는 다양한 활동
취미오락활동

휴식활동

Ÿ 일상생활에 피로해진 심신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하는 기분전환 

활동

휴식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
Ÿ 봉사활동, 친구만남 등 사회공헌이나 사

교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사회기타활동

관광활동

Ÿ 즐거움을 목적으로 일상 생활권을 일시

적으로 떠나는 활동으로 낯선 지역의 풍

경․풍습․문물 등을 보거나 체험해보는 일

을 일컬음

관광활동

표 3-2. 여가활동 유형의 재구성

2. 분석 지표 선정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여가참여를 나타내는 지료로서 주로 ‘하루 평

균 여가시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여가시간 중 휴식형의 활동에 참여

가 높기 때문에, 여가활동의 구분 없이 전체 여가시간을 사용할 경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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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상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재구성한 여가

활동 유형의 6개 대분류별로 여가시간을 산출하여, 개인이 주어진 여가

시간에 어떠한 여가활동에 참여하였는지를 구분하였다.
이를 위해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의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1-5순위별 1회당 참여 정보’를 사용하였다(그림 3-1). 
여가시간의 경우는 동일한 조사 항목의 활동별 1회 소요시간을 활용하

여 여가활동별 참여시간을 산출할 수 있다. 

그림 3-1. 지난 1년 간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 정보 문항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설문조사지, p.137.

한편 1순위 활동과 5순위 활동 간에는 ‘빈도’3)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

문에, 1회당 소요시간에 해당 활동의 빈도를 곱하여 1년 간 소요시간으

로 산출하였다. 이는 활동의 빈도가 각 여가유형별 활동 시간에 대한 가

중치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 여기서 활동의 빈도는 ‘매일’, ‘일주일에 

몇 번’, ‘한 달에 2-3번’, ‘한 달에 1번’, ‘몇 달에 1번’, ‘기타’로 분류되

어 있으며, 이를 본 연구에서는 1년간 횟수로 조작적으로 환산하였다(표 

3-3). 예를 들어 산책을 1회 30분씩 매일 했으면 ‘30분*365회=10,950분’
으로 산출하였다. 이렇게 1년간 소요시간(분)으로 환산한 다음 ‘대분류별 

여가시간(분)’으로 합하여 최종 분석 지표로 사용하였다. 

3) 해당 활동의 빈도란 <그림 3-1>에서 ‘2) 빈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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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빈도 1년간 횟수

매일 7회*52주=365회

일주일에 몇 번, 매일은 아님 3.5회*52주=182회

한 달에 2~3번 0.75회*52주=39회

한 달에 1번 0.25회*52주=26회

몇 달에 1번 0.125회*52주=6.5회

기타 0.083회*52주=4.316회

주: 활동 빈도를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여 1년간 횟수로 환산함.

표 3-3. 활동 빈도의 1년간 횟수 환산식

이렇게 산출한 여가활동 유형별 1년간 여가시간(분) 비중은 <그림 

3-2>와 같다. 휴식시간이 총여가시간 중 약 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어, 우리나라 성인들은 휴식활동에 편중된 것을 알 수 있다. 휴

식 외 활동 중에서는 취미오락시간이 20.7%를 차지하며, 다른 활동 유

형에 비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 유형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예술활동이나 관광활동에의 참여시간은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2. 여가활동 대분류별 여가시간(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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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 구분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결과를 토대로 주요 변인으로 나타난 개인특성

과 소득수준, 혼인상태, 가구원수, 자녀나이 등의 가구특성을 선정하였

다. 이때 연령과 소득수준, 가구규모는 연속형인 상태인데, 분석의 편의

상 연령대별, 소득수준별로 범주화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들 특성 중 상호작용 관계가 있는 특성을 결합

하여 동일한 특성 내에서의 차이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특히 일반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연령과 소득을 결합한 연령과 소득의 상호작용 

집단을 설정하여 동일한 연령 내에서 소득의 효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혼인상태는 연령층에 따라 상이한데(통계청, 2015), 우리나라의 혼

인상태별 비중을 보면 미혼의 70% 이상이 20-30대인 반면 사별․이혼은 

35%는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연령층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변수 표본수(명) (%) 변수 표본수(명) (%)

성별
남성 4,394 47.3 직업 

유무

직업없음 3,457 37.2
여성 4,898 52.7 직업있음 5,835 62.8

연령대

20대 1,310 14.1
혼인 

상태

미혼 1,740 18.7
30대 1,796 19.3 유배우자 6,612 71.2
40대 2,005 21.6 사별/이혼 940 10.1
50대 1,803 19.4

가구 

원수

1명 996 10.7
60대 1,163 12.5 2명 2,125 22.9
70대이상 1,215 13.1 3명 1,895 20.4

소득 

수준

100만원미만 1,067 11.5 4명 3,684 39.6
200만원미만 969 10.4 5명이상 592 6.4
300만원미만 1,403 15.1

자녀 

나이

자녀없음 4,300 46.3
400만원미만 2,191 23.6 영유아자녀 763 8.2
500만원미만 1,853 19.9 취학자녀 1,948 21.0
500만원이상 1,809 19.5 성인자녀 2,281 24.5

교육 

수준

고졸이하 5,811 62.5 거주 

지역

비도시지역 1,963 21.1
대졸이상 3,481 37.5 도시지역 7,329 78.9

전체 표본수: 9,292명

표 3-4. 변수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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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가구특성에 따른 여가시간 비교

1. 여가활동 유형별 여가시간

전체 집단의 여가활동 유형별 여가시간 차이는 다음과 같다. 1년간 총

여가시간의 평균값은 101,185분이며, 이는 1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277분(4시간 37분)으로 나타난다. 최소값은 1,170분(1일 평균 3분)이고 

최대값은 426,960분(1일 평균 1,169분, 약 19시간 29분)으로 격차가 매

우 크게 나타나며, 표준편차는 50,491분으로 1일 평균 약 138분(2시간 

18분)으로 평균값의 절반에 해당되는 큰 값으로 나타나 표본들의 총여가

시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소극적 여가인 휴식시간은 1년 평균 56,546분으로 평균값이 

가장 크고, 하루에 약 155분(2시간 35분)을 휴식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최소값은 0분, 최대값은 416,040분(1일 평균 1,139분, 약 19
시간)으로, 표준편차가 44,255분(1일 평균 121분, 약 2시간)으로 나타나 

표본들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휴식시간은 총여가시간 

중 약 56%를 차지하여, 다른 활동들에 비해 우리나라 성인들의 여가는 

휴식활동에 매우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여가인 휴식 외 활동들의 1년 평균 여가시

간은 44,640분, 약 1일 평균 122분(2시간 2분) 정도로 휴식시간보다 적

게 나타났다. 최소값은 0분, 최대값은 305,850분(1일 평균 837분, 약 14
시간)이며, 표준편차는 34,329분(1일 평균 94분, 약 1시간 34분)으로 나

타났다. 
휴식 외 활동 중 취미오락시간이 1년 평균 20,911분(1일 평균 57분)으

로 가장 많고, 관광시간이 1,630분(1일 평균 4분)으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사회기타시간은 12,642분(1일 평균 35분), 스포츠시

간 7,625분(1일 평균 21분), 문화예술 1,831분(1일 평균 5분)으로 나타났

다. 이를 통해 보면 휴식활동 외에 취미오락활동을 우리나라 성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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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이고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는 활동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스포츠활동이나 문화예술활동 특히 관광활동은 1년 중 참여하는 

기회가 다른 활동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항목
총여가

시간
휴식

휴식 

외

휴식 외 활동

취미 

오락

사회 

기타
스포츠

문화 

예술
관광

평균값

(1일 평균)
101,185

(277)
56,546

(155)
44,640

(122)
20,911

(57)
12,642

(35)
7,625

(21)
1,831

(5)
1,630

(4)
최소값 1,170 0 0 0 0 0 0 0
최대값 426,960 416,040 305,850 269,040 228,360 175,200 133,740 262,800

표준편차 50,322 44,255 34,329 25,509 19,056 14,274 6,137 8,455
주 : 1일 평균은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히 365일로 나눈 값임.
총 표본수 : 9,292명.

표 3-5. 여가활동 대분류별 1년간 여가시간(분) 기초통계

2. 영향요인별 여가시간 비교

1) 개인특성: 성별, 연령대별, 교육수준, 직업유무

성별 간 여가시간의 차이를 보면, 1년간 총여가시간은 남성이 97,299
분(1일 평균 267분), 여성이 104,671분(1일 평균 287분)으로 여성이 1.08
배 더 많다. 이들 간 차이는 7,372분(1일 평균 20분)이며, T-test 결과 

유의확률이 0.00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소극적 여가인 휴식시간은 여성이 63,428분(1일 평균 174분)으로 남성

보다 1.30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휴식 외 시간은 남성이 48,426
분(1일 평균 133분)으로 여성보다 1.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은 휴식시간과 휴식 외 시간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여성은 휴식시간

이 휴식 외 시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가에 여성

은 비교적 소극적 활동들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남성은 적

극적인 활동에의 참여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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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외 활동 중 여가시간을 비교하면 남성은 취미오락, 스포츠, 사회

기타, 관광, 문화예술의 순으로 많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취미오락, 사회

기타, 스포츠, 문화예술, 관광의 순으로 여가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성별 비교를 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취미오락, 스포츠활동 시간이 

많은 반면 여성은 사회기타, 문화예술활동 시간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여가시간의 차이가 많이 나는 활동은 스포츠, 사회기타, 취미오

락, 문화예술, 관광 순으로 나타난다. 스포츠시간이 1.86배로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스포츠 관련 활

동에 투입하는 절대적 시간이 많은 것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취미오락시

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1.45배 많고, 사회기타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1.53배 많게 나타난다. 각 활동별 성별에 따른 여가시간 차이는 통계적

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총여가

시간
휴식

휴식 

외

휴식 외 활동

취미 

오락

사회 

기타
스포츠

문화 

예술
관광

남성
97,299 48,874 48,426 25,036 9,880 10,090 1,630 1,791

(267) (134) (133) (69) (27) (28) (4) (5)

여성
104,671 63,428 41,243 17,211 15,121 5,413 2,012 1,486

(287) (174) (113) (47) (41) (15) (6) (4)
최대/최저 

비율
1.08 1.30 1.17 1.45 1.53 1.86 1.23 1.21

F-test 49.96 257.40 102.49 223.11 178.54 255.37 9.00 3.02
(p-value)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8)
주 : 1일 평균은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히 365일로 나눈 값임.
총 표본수 : 9,292명.

표 3-6. 1년 평균 여가시간(분) 비교 – 성별

다음으로 연령대별 여가시간을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1년간 총

여가시간이 늘어난다. 총여가시간이 가장 적은 집단은 30대로 91,866분

으로 1일 평균 약 252분(4시간 12분)이며, 가장 많은 집단은 70대이상이 

129,310분으로 1일 평균 약 354분(5시간 54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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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장 적은 집단인 30대에 비해 70대이상이 1.41배 많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다. 
소극적 여가인 휴식시간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적극적 여가인 휴식 외 시간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하

는 경향이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보면, 휴식시간이 가장 적은 집단은 20
대가 30,557분(1일 평균 84분, 약 1시간 24분)이고, 가장 많은 집단은 

70대이상이 92,765분(1일 평균 254분, 약 4시간 14분)으로 이들 간 격차

는 3.04배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휴식 외 시간이 가장 적은 

집단은 60대가 34,990분(1일 평균 96분, 약 1시간 36분)이고, 가장 많은 

집단은 20대로 67,486분(1일 평균 185분, 약 3시간 5분)으로 이들 간 격

차는 1.93배로 나타났다. 이러한 최대, 최저 집단의 여가시간 차이는 

T-test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식 외 활동 중에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취미오락, 스포츠, 문화

예술 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사회기타 시간은 증가한다. 나

이가 증가함에 따라 참여하는 여가활동의 유형이 뚜렷하게 차이가 존재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최대값 집단과 최저값 집단의 여가시간 차

이가 가장 큰 유형은 문화예술시간이 4.1배이며, 20대가 3,880분(1일 평

균 11분)와 70대이상이 947분(1일 평균 3분)으로 이들은 연령효과로 인

한 여가경험의 격차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취미오락시간도 20대는 36,795분(1일 평균 101분)으로 

가장 많은 반면 70대이상은 9,989분(1일 평균 27분)으로 가장 낮게 나타

났으며, 20대가 70대이상에 비해 취미오락시간이 3.7배나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기타시간은 70대 이상이 21,040분

(1일 평균 58분)으로 가장 적은 40대 보다 2.2배 많고, 스포츠시간은 20
대가 9,974분(1일 평균 27분)으로 70대 이상에 비해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관광시간은 30대가 2,325분(1일 평균 6분)으로 모든 연령집단 

중 가장 많고, 반면 가장 적은 집단인 70대이상의 700분(1일 평균 2분)
과는 3.32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활동별 연령대별 여가

시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37 -

항목
총여가

시간
휴식

휴식 

외

휴식 외 활동

취미 

오락

사회 

기타
스포츠

문화 

예술
관광

20대
98,043 30,557 67,486 36,795 15,461 9,974 3,880 1,376

(269) (84) (185) (101) (42) (27) (11) (4)

30대
91,866 43,837 48,029 25,110 9,721 8,704 2,171 2,325

(252) (120) (132) (69) (27) (24) (6) (6)

40대
92,321 50,002 42,319 20,666 9,476 8,495 1,803 1,880

(253) (137) (116) (57) (26) (23) (5) (5)

50대
96,610 57,686 38,924 17,889 10,505 8,052 1,129 1,349

(265) (158) (107) (49) (29) (22) (3) (4)

60대
112,110 77,121 34,990 13,058 13,979 5,074 1,060 1,819

(307) (211) (96) (36) (38) (14) (3) (5)

70대이상
129,310 92,765 36,545 9,989 21,040 3,868 947 700

(354) (254) (100) (27) (58) (11) (3) (2)
최대/최저 

비율
1.41 3.04 1.93 3.68 2.22 2.58 4.10 3.32

F-test 123.22 418.89 178.87 202.87 81.50 35.88 44.75 6.48
(p-value)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주 : 1일 평균은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히 365일로 나눈 값임.
총 표본수 : 9,292명.

표 3-7. 1년 평균 여가시간(분) 비교 – 연령대별

여가참여에 필수적인 영향요인으로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 경험이 많으며,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 여가수요가 높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고졸이하인 집단이 1년간 총여가시

간이 107,696분(1일 평균 295분), 대졸이상 집단이 90,317분(1일 평균 247
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육수준의 효과가 1.19배 나는 것으로 이해

된다. 
휴식시간의 경우 총여가시간의 경향과 동일하게 고졸이하의 집단

(65,576분, 1일 평균 180분)이 대졸이상 집단(41,471분, 1일 평균 114분)
보다 1.5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휴식 외 시간의 경우는 대졸이

상 집단(48,846분, 1일 평균 134분)이 고졸이하 집단(42,120분, 1일 평균 

115분)에 비해 1.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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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외 시간 중 고졸이하인 경우가 대졸이상인 경우에 비해 사회기타

시간이 많고, 대졸이상인 집단이 고졸이하인 집단에 비해 취미오락시간, 
스포츠시간, 문화예술시간, 관광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두 집단 

간 여가활동별 시간의 격차는 취미오락시간이 1.30배로 제일 낮고, 관광

시간이 1.75배, 문화예술시간의 차이가 1.69배로 높게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교육수준은 여가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단순 휴식형의 여가 외에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접할 수 있는 

여가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항목
총여가

시간
휴식

휴식 

외

휴식 외 활동

취미 

오락

사회 

기타
스포츠

문화 

예술
관광

고졸이하
107,696 65,576 42,120 18,781 14,339 6,269 1,457 1,274

(295) (180) (115) (51) (39) (17) (4) (3)

대졸이상
90,317 41,471 48,846 24,467 9,810 9,887 2,457 2,225

(247) (114) (134) (67) (27) (27) (7) (6)
최대/최저 

비율
1.19 1.58 1.16 1.30 1.46 1.58 1.69 1.75

F-test 267.03 693.94 84.32 109.42 124.59 141.99 58.15 27.61
(p-value)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주 : 1일 평균은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히 365일로 나눈 값임.
총 표본수 : 9,292명.

표 3-8. 1년 평균 여가시간(분) 비교 – 교육수준별

한편 일반적으로 여가는 근로 이외의 자유시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직업 유무는 개인에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적 제약을 의미한다. 직

업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면 무직인 경우가 1년간 총여가시간이 

113,492분으로 하루 평균 311분을 소비하고 있으며, 직업이 있는 경우

(93,894분, 1일 평균 257분)에 비해 1.21배 많은 수준이다. 이는 직업이 

없기 때문에 자유시간이 많은 것으로 이해되는데, 휴식시간을 보면 무직

인 경우(68,787분, 1일 평균 188분)가 1.40배로 유직인 경우(49,294분, 1
일 평균 135분)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다. 휴식 외 시간을 보면 두 집

단의 1년간 여가시간은 비슷한 수준인데, 직업이 없는 경우가 44,7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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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 122분), 직업이 있는 경우가 44,601분(1일 평균 122분)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

지 않음). 그러나 무직인 경우는 휴식 외 시간이 휴식시간보다 적지만, 
유직인 경우는 휴식 외 시간이 휴식시간과 근소한 차이로 나타나 무직인 

경우보다 휴식 외 활동에 대한 참여가 더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부활동을 보면 직업이 없는 경우가 사회기타시간이 더 많고, 직업

이 있는 경우가 취미오락, 스포츠, 관광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문화예술시간은 직업이 없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지만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이다. 

항목
총여가

시간
휴식

휴식 

외

휴식 외 활동

취미 

오락

사회 

기타
스포츠

문화 

예술
관광

직업없음
113,492 68,787 44,705 18,942 16,004 6,411 1,939 1,409

(311) (188) (122) (52) (44) (18) (5) (4)

직업있음
93,894 49,294 44,601 22,078 10,651 8,343 1,767 1,761

(257) (135) (122) (60) (29) (23) (5) (5)
최대/최저 

비율
1.21 1.40 1.00 1.17 1.50 1.30 1.10 1.25

F-test 341.26 441.07 0.02 32.93 174.51 39.94 1.71 3.77
(p-value) 0.00 0.00 0.89 0.00 0.00 0.00 0.19 0.05
주 : 1일 평균은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히 365일로 나눈 값임.
총 표본수 : 9,292명.

표 3-9. 1년 평균 여가시간(분) 비교 – 직업유무별

2) 가구특성: 소득수준, 혼인상태, 가구원수, 자녀나이

소득이 많을수록 1년간 총여가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구체

적으로 보면 1백만원 미만의 경우 총여가시간이 129,639분(1일 평균 

355분, 약 6시간)으로 가장 많고, 5백만원 미만의 경우가 94,255분(1일 

평균 258분, 약 4시간 34분)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간 

격차는 1.38배이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활동에 필요한 시간으로 

인해 총여가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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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같은 경향은 휴식시간에서도 나타나는데, 소득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휴식시간이 91,535분(1일 평균 251분)으로 가장 많은 반면 

5백만원 이상인 경우가 44,632분(1일 평균 122분)으로 가장 적게 나타난

다. 1백만원 미만인 경우가 5백만원 이상인 집단보다 약 2배이상 휴식 

시간이 많은 것이다. 총여가시간 중 휴식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은 만큼 단순히 총여가시간 만으로 본다면 이는 곧 휴식 시간의 특징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휴식 외 시간은 휴식시간과 반대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휴식 외 시간은 점차 증가하는데, 5백만원 이상인 경

우는 50,966분(1일 평균 140분)으로 가장 많지만 2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37,188분(1일 평균 102분)으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들 간 격차를 나

타내는 최대/최소의 비는 1.34이며, 소득수준 간 여가시간의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식 외 활동 중 소득이 증가할수록 사회기타시간은 대체적으로 감소

하는 반면 취미오락시간, 스포츠시간, 문화예술시간은 증가하였다. 먼저 

고소득과 저소득 간의 차이가 가장 큰 활동은 스포츠시간이며, 5백만원 

이상 집단이 10,460분(1일 평균 29분)인 것에 비해 1백만원 미만 집단이 

3,341분(1일 평균 9분)으로 그쳐, 이들 간 격차는 약 3배 이상으로 나타

났다. 이와 유사하게 문화예술시간은 최대값 집단과 최저값 집단의 비가 

2.47배, 관광시간이 2.20배, 취미오락 시간이 2.11배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기타시간은 1백만원 미만 집단이 21,376분(1일 평균 59분)으

로 가장 많지만 3백만원 미만 집단이 10,170분(1일 평균 28분)으로 2.10
배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사회기타시간은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가 고소득으로 갈수록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

수준의 효과를 해석하는데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소득수준에 따라 여가참여에 소득 제약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소득은 다양하고 적극적인 여가활동 참여에 필수적인 조

건임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저소득일수록 여가참여에 매우 제한적이게 

되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저비용 또는 무비용의 여가활동에의 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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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항목
총여가

시간
휴식

휴식 

외

휴식 외 활동

취미 

오락

사회 

기타
스포츠

문화 

예술
관광

1백만원 

미만

129,639 91,535 38,104 11,320 21,376 3,341 1,050 1,018
(355) (251) (104) (31) (59) (9) (3) (3)

2백만원 

미만

109,954 72,767 37,188 16,009 13,913 4,893 1,273 1,099
(301) (199) (102) (44) (38) (13) (3) (3)

3백만원 

미만

97,700 54,947 42,753 21,824 10,170 7,377 1,602 1,780
(268) (151) (117) (60) (28) (20) (4) (5)

4백만원 

미만

96,156 51,509 44,648 22,578 10,543 7,911 1,865 1,751
(263) (141) (122) (62) (29) (22) (5) (5)

5백만원 

미만

94,255 46,712 47,542 23,840 11,727 8,601 1,966 1,409
(258) (128) (130) (65) (32) (24) (5) (4)

5백만원 

이상

95,598 44,632 50,966 23,468 12,208 10,460 2,590 2,240
(262) (122) (140) (64) (33) (29) (7) (6)

최대/최저 

비율
1.38 2.05 1.34 2.11 2.10 3.13 2.47 2.20

F-test 95.98 236.58 33.22 49.32 58.52 43.57 11.23 4.20
(p-value)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주 : 1일 평균은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히 365일로 나눈 값임.
총 표본수 : 9,292명.

표 3-10. 1년 평균 여가시간(분) 비교 – 소득수준별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여가활동별 여가시간의 격차는 연령과 소득수준

에 따라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연령은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노년층의 경우 경제활동에서 벗어나 소득이 감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가참여에 있어 소득 효과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날 것이

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소득수준별 여가시간을 비교해 보았다. 
먼저 청년층 내에서 여가시간 특성을 살펴보면, 1년간 총여가시간은 

저소득 집단(101,646분, 1일 평균 278분)이 중소득 집단(92,571분, 1일 

평균 254분)에 비해 1.10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식시간과 휴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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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으로 비교해 보면, 휴식시간의 경우 저소득 집단(42,575분, 1일 평

균 117분)이 고소득 집단(34,915분, 1일 평균 96분) 보다 1.2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휴식 외 시간의 경우는 고소득 집단

(60,264분, 1일 평균 165분)이 저소득 집단(59,072분, 1일 평균 162분)에 

비해 1.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식 외 활동 중 소득집단 간 최대/
최저 시간의 비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여가활동은 사회기타활동(1.37배)
과 문화예술활동(1.37배)이다. 정리하면, 청년층 내에서 소득이 높아질수

록 휴식활동과 스포츠활동 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취미오

락, 사회기타, 문화예술 활동에서는 중소득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여가

시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중년층 내에서의 여가시간 차이를 비교해 보면, 1년간 총여가시간은 

저소득 집단(101,806분, 1일 평균 279분)이 고소득 집단(92,922분, 1일 

평균 255분)에 비해 1.10배 높게 나타난다. 이와 유사하게 휴식시간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감소하는데, 저소득 집단(67,914분, 1일 평균 

186분)이 고소득 집단(50,718분, 1일 평균 139분)에 비해 1.34배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휴식 외 시간은 고소득 집단(42,204분, 1일 평균 116분)
이 저소득 집단(33,893분, 1일 평균 93분)보다 1.25배 높게 나타난다. 소

득집단 간 최대/최저 시간의 비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활동은 관광활동

(2.72배)으로, 중년층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관광활동 참여의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중년층 내에서 저소득층의 경우 휴식활

동과 사회기타활동 시간이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 여가시간이 많고, 중소

득과 고소득일수록 취미오락, 스포츠, 문화예술활동, 관광활동 시간이 많

아 이들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노년층 내에서는 여가시간 차이를 살펴보면, 1년간 총여가시간은 저소

득 집단(126,497분, 1일 평균 347분)이 고소득 집단(106,614분, 1일 평

균 292분)에 비해 1.1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휴식시간의 경우 이와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저소득 집단이 91,278분(1일 평균 250분)으로 가

장 많은 반면 고소득 집단이 67,808분(1일 평균 186분)으로 가장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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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외 시간의 경우는 고소득 집단이 38,806분(1일 평균 106분)으로 가

장 많지만 저소득 집단은 35,219분(1일 평균 96분)으로 가장 적게 나타

났다. 하지만 휴식 외 시간의 소득수준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식 외 시간 중 고소득 집단일수록 사회기타활

동 시간은 적은 반면 취미오락, 스포츠, 문화예술활동, 관광활동 시간은 

다른 집단에 비해 여가시간이 많아 참여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스포츠시간과 관광시간의 경우 고소득 집단이 저소득 집단에 비해 약 

2.4배, 2.53배나 여가시간이 많아, 소득수준에 따른 스포츠활동 참여의 

제약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스포츠활동이나 관광활동의 경

우 다른 활동들에 비해 비교적 신체적 능력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

득수준의 효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령과 소득의 효과를 개별로 비교한 것에서 나아가 두 요인의 상호작

용 효과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휴

식시간과 휴식 외 시간의 격차는 청년층보다 중년층과 노년층에서 더 크

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휴식 외 시간이 뚜

렷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노년층 내에서도 소득수준

이 높을수록 휴식 외 활동에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

엇보다 휴식 외 활동들의 시간의 최대/최저의 차이가 노년층에서 대체

적으로 크게 나타나 연령집단 중 소득수준에 따른 효과가 매우 민감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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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여가

시간
휴식 휴식 외

휴식 외 활동

취미 

오락

사회 

기타
스포츠

문화 

예술
관광

청

년

층

저소득
101,646 42,575 59,072 31,539 13,402 7,794 3,375 2,961

(278) (117) (162) (86) (37) (21) (9) (8)

중소득
92,571 41,047 51,524 28,185 10,130 8,825 2,466 1,918

(254) (112) (141) (77) (28) (24) (7) (5)

고소득
95,179 34,915 60,264 31,563 13,855 9,851 3,221 1,774

(261) (96) (165) (86) (38) (27) (9) (5)
최대/최저 

비율
1.10 1.22 1.17 1.12 1.37 1.26 1.37 1.67

F-test 4.04 13.49 21.11 5.29 15.40 2.66 5.13 1.66
(p-value) (0.02) (0.00) (0.00) (0.01) (0.00) (0.07) (0.01) (0.19)

중

년

층

저소득
101,806 67,914 33,893 14,232 13,074 5,064 831 692

(279) (186) (93) (39) (36) (14) (2) (2)

중소득
94,699 54,519 40,180 20,550 9,279 7,449 1,402 1,499

(259) (149) (110) (56) (25) (20) (4) (4)

고소득
92,922 50,718 42,204 19,095 10,080 9,493 1,653 1,882

(255) (139) (116) (52) (28) (26) (5) (5)
최대/최저 

비율
1.10 1.34 1.25 1.44 1.41 1.87 1.99 2.72

F-test 4.31 23.65 10.07 9.05 7.44 17.52 2.83 3.54
(p-value) (0.01) (0.00) (0.00) (0.00) (0.00) (0.00) (0.06) (0.03)

노

년

층

저소득
126,497 91,278 35,219 10,768 19,371 3,345 890 844

(347) (250) (96) (30) (53) (9) (2) (2)

중소득
113,113 77,355 35,758 12,631 14,293 5,644 1,056 2,134

(310) (212) (98) (35) (39) (15) (3) (6)

고소득
106,614 67,808 38,806 13,063 14,613 7,997 1,490 1,642

(292) (186) (106) (36) (40) (22) (4) (4)
최대/최저 

비율
1.19 1.35 1.10 1.21 1.36 2.39 1.67 2.53

F-test 25.39 41.18 1.42 3.04 12.33 20.80 1.40 4.60
(p-value) (0.00) (0.00) (0.24) (0.05) (0.00) (0.00) (0.25) (0.01)

주: 괄호 안은 1일 평균(1년간 여가시간/365일) 여가시간을 나타냄

표 3-11. 1년 평균 여가시간(분) 비교 – 연령집단별*소득집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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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활동이 개인적 자유시간 활동을 의미하지만 가구의 구성과 가구 

내에서 개인의 위치는 여가활동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제약하기도 한다. 
우선 여가활동 참여에 배우자는 중요한 동반자로 여겨진다. 자료에서 배

우자 유무는 혼인상태 정보에 따라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이혼으로 분

류할 수 있다.
1년간 총여가시간을 보면 사별·이혼인 경우가 123,002분으로 가장 많

고, 미혼인 경우가 97,468분으로 가장 적으며, 이들 간 차이는 1.26배로 

나타났다. 휴식시간은 총여가시간과 동일한 경향을 나타냈는데, 두 집단 

간 차이는 2.61배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휴식 외 시간은 

미혼이 65,157분으로 가장 많지만 사별·이혼인 경우는 38,584분으로 가

장 적고, 그 차이는 1.69배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를 보면 미혼이나 

사별·이혼인 경우 두 집단 모두 배우자가 없는 것은 동일하나 여가참여

에 있어서는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미혼인 경우 총여가시간은 적

지만 휴식활동 보다 적극적으로 휴식 외 활동들에 참여가 높은 반면 사

별·이혼인 경우는 총여가시간은 많지만 소극적인 휴식활동에의 참여로 

한정됨을 알 수 있다.
미혼인 경우가 취미오락시간, 스포츠시간, 문화예술시간이 다른 집단

에 비해 제일 많고, 사별·이혼인 경우가 총여가시간과 휴식시간, 사회기

타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세 집단 간 최대시간과 최저시간의 격

차가 가장 많은 유형은 취미오락시간으로 미혼이 사별·이혼인 경우에 비

해 3.1배 더 많다. 반면 사회기타시간은 세 집단 간 격차가 제일 낮은 

1.4배로 나타났다. 
그런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혼인상태별 단순 비교를 할 경우, 표본

이 어느 한 집단에 편중 또는 결여될 경우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우리나

라의 연령대별 혼인상태 비중을 보면 미혼의 70% 이상이 20-30대인 반

면, 사별·이혼의 35%는 60대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통계청, 2015). 
따라서 연령집단을 구분하여 배우자유무 효과에 따른 여가시간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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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총여가

시간
휴식

휴식 

외

휴식 외 활동

취미 

오락

사회 

기타
스포츠

문화 

예술
관광

미혼
97,468 32,310 65,157 35,787 14,511 9,876 3,457 1,527

(267) (89) (179) (98) (40) (27) (9) (4)

유배우자
99,062 58,961 40,101 18,346 10,990 7,559 1,469 1,737

(271) (162) (110) (50) (30) (21) (4) (5)

사별·이혼
123,002 84,418 38,584 11,424 20,806 3,920 1,368 1,067

(337) (231) (106) (31) (57) (11) (4) (3)
최대/최저 

비율
1.26 2.61 1.69 3.13 1.43 2.52 2.53 1.63

F-test 101.10 506.92 417.50 430.77 122.59 53.98 76.47 2.75
(p-value)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6
주 : 1일 평균은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히 365일로 나눈 값임.
총 표본수 : 9,292명.

표 3-12. 1년 평균 여가시간(분) 비교 – 혼인상태별

이에 청년층과 노년층의 혼인상태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여가시간을 

비교해 보았다.4) 먼저 청년층 내에서는 배우자유무 효과가 곧 결혼에 따

른 개인의 여가참여 변화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

에서 보면 미혼인 경우는 총여가시간이 기혼인 경우보다 1.07배 많은 것

으로 나타난다. 소극적 형태인 휴식시간은 기혼이 미혼인 경우보다 1.51
배 많지만 적극적 형태인 휴식 외 시간은 미혼이 기혼인 경우보다 1.49
배 많다. 이를 통해 보면 청년층에서의 여가행태 차이는 결혼을 함에 따

라 배우자가 없는 미혼일 때에 비해 배우자가 생김으로써 개인의 여가참

여에도 변화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휴식 외 활동 중 취미오락, 사회기

타, 스포츠, 문화예술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의 여가시간이 미혼이 기혼

인 경우보다 많다. 반면 기혼인 경우는 관광시간이 미혼보다 조금 더 많

은 것으로 나타난다. 
노년층의 경우 대부분 기혼자인데, 연령이 더 많아질수록 사별이나 이

혼의 경우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를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4) 분석 자료에서 청년층의 사별·이혼 표본은 26명이며, 노년층의 미혼 표본은 20명으로 
집단을 대표하기에 통계적으로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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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교해 보면, 배우자가 있는 없는 경우가 1년간 총여가시간이 1.1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휴식 외 활동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취미오락, 스포츠 시간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사회기타, 문화예술의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앞서 단순히 연령대별로 비교했을 때 노년층인 

경우가 휴식과 사회기타활동에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설명되지만, 노년

층 내에서도 배우자유무에 따라 여가활동에의 참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의무적인 일과 가사노동에서 물러나 노후를 맞이

한 노년층에서는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핵가족화와 독거노인 등의 

사회적 현상과 관련하여 볼 때 개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대인교제 및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총여가

시간
휴식 휴식 외

휴식 외 활동

취미 

오락

사회 

기타
스포츠

문화 

예술
관광

청

년

층

미혼
97,392 30,710 66,681 36,561 14,717 10,176 3,650 1,578

(267) (84) (183) (100) (40) (28) (10) (4)

기혼
91,333 46,458 44,875 22,871 9,366 8,290 2,009 2,339

(250) (127) (123) (63) (26) (23) (6) (6)
최대/최저 

비율
1.07 1.51 1.49 1.60 1.57 1.23 1.82 1.48

F-test 13.09 169.86 291.45 182.84 65.64 11.46 46.49 5.33
(p-value)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2

노

년

층

배우자

있음

116,354 81,705 34,649 12,580 14,877 5,016 879 1,297
(319) (224) (95) (34) (41) (14) (2) (4)

배우자

없음

132,470 93,999 38,471 8,725 24,206 3,085 1,317 1,138
(363) (258) (105) (24) (66) (8) (4) (3)

최대/최저 

비율
1.14 1.15 1.11 1.44 1.63 1.63 1.50 1.14

F-test 45.44 33.26 6.49 19.75 79.00 11.90 2.89 0.15
(p-value) (0.00) (0.00) (0.00) (0.00) (0.00) (0.00) (0.09) (0.70)

주: 괄호 안은 1일 평균(1년간 여가시간/365일) 여가시간을 나타냄

표 3-13. 1년 평균 여가시간(분) 비교 – 연령집단별*혼인상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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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총여가

시간
휴식

휴식 

외

휴식 외 활동

취미 

오락

사회 

기타
스포츠

문화 

예술
관광

1명
116,675 71,311 45,364 17,736 18,587 5,722 1,771 1,547

(320) (195) (124) (49) (51) (16) (5) (4)

2명
110,158 71,846 38,312 15,595 14,318 5,785 1,284 1,331

(302) (197) (105) (43) (39) (16) (4) (4)

3명
97,259 50,506 46,753 23,786 11,410 8,198 1,884 1,475

(266) (138) (128) (65) (31) (22) (5) (4)

4명
94,436 47,441 46,994 23,540 10,860 8,794 1,988 1,814

(259) (130) (129) (64) (30) (24) (5) (5)

5명이상
97,488 52,773 44,715 19,779 11,662 8,320 2,754 2,200

(267) (145) (123) (54) (32) (23) (8) (6)
최대/최저 

비율
1.24 1.51 1.23 1.53 1.71 1.54 2.14 1.65

F-test 62.33 149.01 24.53 43.81 39.41 20.71 8.25 1.96
(p-value)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0)
주 : 1일 평균은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히 365일로 나눈 값임.
총 표본수 : 9,292명.

표 3-14. 1년 평균 여가시간(분) 비교 – 가구원수별

앞의 배우자유무와 같이 개인이 가구 내에서의 상황에 따라 여가참여

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가구의 규모이다. 가구의 규모는 곧 동

거 가구원수를 말하며, 가구규모가 클수록 개인의 여가제약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구원수에 따라 여가시간을 비교해 보

면,5) 1년간 총여가시간은 1명인 경우가 가장 많고 가구원수가 많아질수

록 총여가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총여가시간은 1명인 경우가 

116,675분(1일 평균 320분)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게 나타난 4명인 경

우(94,436분, 1일 평균 259분)에 비해 1.2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

식시간 또한 비교적 뚜렷하게 가구원수가 많아짐에 따라 휴식시간이 적

5) 분석 자료에는 동거 가구원수가 1명 단위로 조사되어 있으며, 5명 이상인 경우부터 
표본수가 크게 감소하여 5명 이상으로 하나의 범주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동거 가구원수의 증가에 따라 여가시간과의 선형관계를 파악하고자 총 5
개의 범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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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총여가

시간
휴식

휴식 

외

휴식 외 활동

취미 

오락

사회 

기타
스포츠

문화 

예술
관광

자녀없음
107,836 59,091 48,745 22,796 15,413 7,125 2,083 1,328

(295) (162) (134) (62) (42) (20) (6) (4)
영유아자

녀

89,501 46,704 42,797 21,491 8,440 8,064 1,930 2,873
(245) (128) (117) (59) (23) (22) (5) (8)

취학자녀
91,258 48,192 43,066 20,673 9,713 8,865 1,910 1,905

(250) (132) (118) (57) (27) (24) (5) (5)

성인자녀
101,034 62,174 38,860 17,368 11,327 7,360 1,256 1,549

(277) (170) (106) (48) (31) (20) (3) (4)
최대/최저 

비율
1.20 1.33 1.25 1.31 1.83 1.24 1.09 2.16

F-test 65.35 53.64 44.77 22.84 62.87 7.17 9.29 8.10
(p-value)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주 : 1일 평균은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히 365일로 나눈 값임.
총 표본수 : 9,292명.

표 3-15. 1년 평균 여가시간(분) 비교 – 첫자녀나이별

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휴식 외 시간의 경우는 가구원수 증가에 

따라 증감이 있기보다 비교적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최대값 집

단과 최소값 집단의 차이는 휴식시간이 1.51배, 휴식 외 시간은 1.23배

로 나타났다. 
휴식 외 활동들의 여가시간 격차를 살펴보면, 문화예술시간이 2.14배

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회기타(1.71배), 관광(1.65배), 스

포츠(1.54배), 취미오락(1.53배)의 순으로 나타났다(다만 관광시간의 경우

는 집단 간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다음으로 가구의 속성 중 자녀유무는 개인의 여가활동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여가시간과 유형 등 여

가활동 패턴이 아이에 맞추어지며, 특히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에게 

자녀는 대부분의 자유시간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이다. 
자녀의 유무와 첫 자녀나이에 따라 네 집단으로 비교해 보면, 자녀없

음의 경우가 1년간 총여가시간이 가장 많고(107,836분, 1일 평균 29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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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자녀인 경우가 총여가시간이 제일 적은 것(89,501분, 1일 평균 

245분)으로 나타난다. 즉 자녀가 없는 경우가 영유아자녀인 경우에 비해 

1.20배 더 많고, 이는 영유아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부모 개인의 여가활

동 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 자녀가 없는 경우나 성인자녀

의 경우 개인의 여가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휴식시간의 경우 성인자녀인 경우가 62,174분(1일 평균 170분)으로 가

장 많으며, 영유아자녀인 경우가 46,704분(1일 평균 128분)으로 가장 작

게 나타났다(두 집단 간 차이는 1.33배). 휴식 외 시간의 경우는 자녀없

음인 경우가 48,745분(1일 평균 134분)으로 가장 많은 반면 영유아자녀

인 경우가 42,797분(1일 평균 117분)으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두 집단 

간 차이는 1.25배). 휴식시간과 휴식 외 시간에서 영유아자녀인 경우가 

가장 작게 나타났는데, 영유아는 부모의 보살핌이 가장 크기 때문에 부

모 개인의 여가시간의 감소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휴식 외 활동들의 여가시간 차이를 살펴보면, 관광시간이 최대-

최저의 비율이 2.16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사회기타(1.83배), 취미오

락(1.31배), 스포츠(1.24배), 문화예술(1.09배)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없음의 경우는 취미오락, 사회기타, 문화예술 시간이 가장 많으며, 
다른 집단에 비해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가 두드러진다. 반면 성인자녀인 

경우는 취미오락, 스포츠 등의 여가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

회기타시간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 타인과의 교류 및 교제에 할애하는 여

가행태를 보인다. 

3) 지역특성: 거주지역

개인의 여가는 집과 직장 등 고정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곧 개인이 본인이 원하는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연환경

과 기반시설과 같은 자연적, 물리적 환경이 뒷받침 되어야함을 의미한

다. 따라서 거주지역에 따라 개인의 여가시간과 유형에는 차이가 존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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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을 도시와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보면, 1년간 총여가시간

은 비도시지역이 107,310분(1일 평균 294분)으로 도시지역(99,545분, 1일 

평균 273분)에 비해 1.0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휴식시간 또한 비도시지

역인 경우(63,413분, 1일 평균 174분)가 도시지역인 경우(54,706분, 1일 평

균 150분)에 비해 1.16배 많게 나타난다. 휴식 외 시간은 도시지역이 

44,839분(1일 평균 123분)이며, 비도시지역(43,897분, 1일 평균 120분)에 

비해 1.0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총여가시간은 비도시지역인 경우

가 더 많지만, 여가행태를 보면 비도시지역의 거주자들이 휴식활동과 같

이 소극적 여가 참여가 높다. 이러한 차이는 비교적 도시지역에 다양한 

여가시설들이 편중되어 있어, 비도시지역의 거주자들은 도시지역 거주자

들에 비해 여가참여의 기회가 제한된 것으로 이해된다. 
휴식 외 활동들의 여가시간을 비교해 보면, 비도시지역인 경우가 사회

기타시간이 도시지역인 경우에 비해 1.33배가 많게 나타났다. 반면 도시

지역인 경우는 비도시지역에 비해 취미오락시간(1.12배)과 스포츠시간

(1.37배)이 더 높게 나타났다. 문화예술시간과 관광시간의 경우 도시지역

인 경우가 비도시지역인 경우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다. 

항목
총여가

시간
휴식

휴식 

외

휴식 외 활동

취미 

오락

사회 

기타
스포츠

문화 

예술
관광

비도시 

지역

107,310 63,413 43,897 19,079 15,707 5,916 1,661 1,533
(294) (174) (120) (52) (43) (16) (5) (4)

도시지역
99,545 54,706 44,839 21,402 11,822 8,082 1,877 1,656

(273) (150) (123) (59) (32) (22) (5) (5)
최대/최저 

비율
1.08 1.16 1.02 1.12 1.33 1.37 1.13 1.08

F-test 37.00 60.30 1.17 12.85 64.81 35.81 1.91 0.33
(p-value) (0.00) (0.00) (0.03) (0.00) (0.00) (0.00) 0.17 0.57
주 : 1일 평균은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히 365일로 나눈 값임.
총 표본수 : 9,292명.

표 3-16. 1년 평균 여가시간(분) 비교 – 거주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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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여가시간의 결정요인

앞서 개인 및 가구특성별 여가시간 비교 분석을 통해 여가행태에 차이

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개인특성 간 정보의 중복으로 유사성

과 차별성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각 특성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서는 하나의 모형으로 통합하여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해당 요인의 영

향력을 해석해야 한다. 또한 여가활동별로 여가시간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한 영향 요인이 어떠한 여가활동 시간의 증진 또는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 여가

활동 유형별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

시하고자 한다. 

1. 분석모형

1) 이론적 모형

제2절의 여가시간 분석 결과 개인의 여가참여에는 다양한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성들이 개인의 여가시간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여가시간은 성·연령·소득수준 등과 같은 개인 

속성, 개인이 속한 가구의 속성,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대한 함수(function)로 볼 수 있다.

여가시간개인속성 가구속성 지역속성

표 3-17. 여가시간과 주요 변수와의 함수식

그러나 여가시간과 다양한 요인 간 관계에 대해 일반화된 함수는 없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가시간과 요인 간 관계를 선형(linear) 관계

로 가정하였으며,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은 여러 개의 독립변수를 



- 53 -

포함한 다중선형회귀모형(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으로 나타

낼 수 있다.6)

  

: 개인 의 여가활동 시간

: 상수항

    회귀계수(coefficient)
: 개인특성

 : 가구특성

: 지역특성

: 오차항~ ∼   
 

표 3-18. 여가시간의 다중회귀모형 수식

여기서 오차항은 본 연구에서 선정한 개인 및 가구속성, 지역속성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잔차(residual)를 나타내며, 평균이 0이고 정규분포 하

는 것으로 가정한다.7) 위 모형에서 각 요인들에 따른 여가활동 시간의 

차이는 각 요인들의 회귀계수   로 나타낸다. 즉 이 계수들은 각 요

인들의 변화에 따른 여가시간의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다중회귀모형에

서 특정한 독립변수  의 회귀계수는 회귀모형에 포함된 다른 독립변수

들의 영향력이 통제된 상태에서 해당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종속변

수의 변화량을 보여주는 편회귀계수를 나타낸다. 즉 두 변수 간에 나타

6) 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측정하여 독립변수 값에 
대응되는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거나, 두 변수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기 위하
여 수학적 모형을 설정하고 실측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들 관계를 검정하는 경우 보편
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통계 방법이다(이희연․노승철, 2013: 250-251).

7) 회귀모형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가정은 첫째, 가정한 회귀모형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모든 독립변수가 고려되었으며, 함수의 형태가 적절하다는 가정이다(모
형 구성에 대한 가정). 둘째, 종속변수에 대한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인 

의 평균은 0이며, 만약 평균이 0이 아니면 측정값은 바이어스가 발생한다는 측정오차
에 대한 가정이다. 셋째, 은 정규분포를 따르며, 도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정규성

(normality) 가정, 넷째, 가 어떠한 값을 가져도 의 분산은 일정한 값을 갖는다
는 등분산성(homogeneity of variance)에 대한 가정이다. 마지막으로 은 독립적으
로 관측된다는 독립성(independence)에 대한 가정이다(이군희, 2007: 42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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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상관관계가 편상관(partial correlation)이며, 이는 다른 여러 독립

변수들의 효과를 제어한 상태에서 종속변수와 해당 변수 간에 나타나는 

상관관계임을 말한다. 따라서 다중회귀모형의 분석 결과에서 ‘다른 조건

이 모두 동일할 때 는 종속변수와 (+)/(-) 관계가 있다’로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계수의 추정은 선형회귀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최소자승법(OLS: Ordinary Least Square)을 사용한 것이다. 일반 최소

자승법은 모형에 의해 추정된 예측값과 실제 관측값 간 차이의 제곱합을 

최소가 되게 하는 각 요인들의 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선형회귀분석

의 계수 추정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상의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기 위한 통계분석 프로그램으로 STATA 11.0을 사용하였다.

2) 종속변수: 1년간 총여가시간 및 여가활동별 여가시간(분)

여가활동의 소요시간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1년간 여가

시간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앞서 현황분석에서 사용한 6개의 

여가유형별 1년간 여가시간뿐 아니라, 총여가시간과의 비교분석을 실시

한다. 실증분석에 앞서 각 여가시간의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왼쪽으로 

매우 치우치고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표본의 정

규분포 및 변수들 간 선형관계를 가정하는 회귀모형의 기본 가정에 위배

되는 형태이다. 따라서 해당 지표의 정규분포화를 위해 총여가시간 및 

여가활동별 여가시간에 자연로그(ln)를 취한 형태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3) 독립변수: 개인, 가구, 지역특성

본 실증분석에서는 개인특성뿐 아니라 가구특성에 따른 개인의 여가활

동 시간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성별은 남성을 참조집단으로 한 

더미(dummy)8)의 형태로 투입하며, 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연속형 

8)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의 분산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들은 등간척도나 비율
척도와 같이 연속형으로 측정된 형태를 띠는데, 만약 명목척도로 측정된 범주형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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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설정하였다. 소득수준은 본인 소득과 가구의 총소득에 대한 정보

가 있는데, 본인 소득의 경우 직업유무와 유의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개인의 지출능력은 개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수준 내에서 이

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구의 총소득을 사용하였다. 분석 자료에서 

‘소득 없음’부터 100만원 단위로 ‘월평균 1,000만원 이상’으로 조사되어 

있는데, ‘월평균 500만원이상’부터는 빈도가 급격히 감소하여 하나의 고

소득 집단으로 재분류하였다. 
여가경험을 나타내는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서 최종학력을 이용

하여 교육수준 변수를 투입하며, 고졸이하인 경우를 참조집단으로 하며 

대졸이상인 경우를 대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의무적인 일에 투입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가활동 시간이 제한 적인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직업의 유무로 그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구특성으로는 배우자유무와 가구규모, 자녀유무 및 자녀나이가 있

다. 배우자의 유무는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개인적 여가시간은 증가하지만 스포츠나 레저활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 그러나 현황분석에서 보듯이 배우자 유무의 효과는 미혼과 사

별·이혼의 두 경우가 포함되기 때문에 각 효과를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혼인상태에 따라 총 세 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9) 즉 유배우자인 경우를 

참조집단으로, 미혼과 사별·이혼을 각각 대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가구

규모를 나타나기 위해 동거 가구원수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개인의 여가

참여가 가구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임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동거자녀 유

무와 첫 자녀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자녀없음, 영유아자녀, 취학자녀, 성

인자녀의 네 집단 구분하였다. 다른 집단에 비해 자녀 양육 및 보육으로 

인한 제약이 없는 자녀없음을 참조집단으로 설정하여 총 세 개의 더미변

수로 처리하여 각 집단과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일 경우 ‘0’과 ‘1’로 나타내어 이원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이희연․노승철, 2013: 328). 
가령 성별(남성, 여성), 인종별(백인, 흑인), 혼인상태별(미혼, 기혼), 자녀유무별(있음, 
없음) 등이 해당된다. 

9) 변수의 특성에 따라 세 집단 이상으로 구분 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개의 범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더미변수의 수는 개가 된다(이희연․노승철, 2013: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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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에서는 개별 변수들의 영향력 검증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주요 변수들의 상호작용 효과로 인해 발생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서 성별과 첫 자녀나이 변수를 이용한 상호작용항(interaction variable)
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성별과 첫 자녀나이에 따라 더미의 형태로 각각 

설정된 상태에서, 두 개의 더미변수의 결합은 단순한 첨가적 효과

(additive effects)뿐만 아니라 기울기가 달라지는 것을 나타낸다.10) 이는 

동일한 여성인 경우 자녀 유무 및 자녀의 성장단계에 따른 제약이 상이

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함이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역이 읍․면인 경우 비도시지역으로, 시․구인 도시지

역으로 구분하여 비도시지역을 참조집단으로 한 지역특성 변수를 투입하

였다. 이상의 독립변수들과 예상부호는 다음과 같다.

측정지표 변수명(더미코드/단위) 형태

성별 남성(0), 여성(1) 명목형

연령 만 나이(세) 연속형

소득수준
월평균 1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100만원) 연속형

교육수준 고졸이하(0), 대졸이상(1) 명목형

직업유무 없음(0), 있음(1) 명목형

혼인상태

(유배우자=0)
미혼(1) 명목형

사별·이혼(1) 명목형

가구규모 동거 가구원수(명) 연속형

첫 자녀나이별

(자녀없음=0)

영유아자녀있음(1) 명목형

취학자녀있음(1) 명목형

성인자녀있음(1) 명목형

성별*생애주기

상호작용항

여성*영유아자녀있음(1*1) 명목형

여성*취학자녀있음(1*1) 명목형

여성*성인자녀있음(1*1) 명목형

지역특성 비도시지역(0), 도시지역(1) 명목형

표 3-19. 여가활동 소요시간 결정요인 모형에 투입된 변수

10) 각각의 더미변수는 특수한 처리를 받은 경우(1)와 받지 않은 경우(0)로 구분하여, 더
미변수가 1일 때의 첨가적 효과(additive effects)를 갖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이희
연․노승철, 2013: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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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회귀분석 결과

여가활동별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다중회귀분석 결

과는 <표 3-20>과 같다. 분석 모형은 여가유형에 대해 각각 분석되었으

며, 독립변수는 각 특성들이 여가활동별 여가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하기 위해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6개의 여가활동과 총여가시간의 총 7개

의 모형을 설정하였는데, 개별 활동들의 여가시간을 비교하기에 앞서 대

표적으로 소극적 여가활동인 휴식시간 모형과 상대적으로 적극적 여가활

동인 휴식 외 시간 모형을 추가하여 두 유형을 경향을 먼저 비교하고자 

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든 모형의 모형적합도(F-검정 결과)는 유

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투입된 독립변수들이 각 유형별 

여가시간을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

팽창인자(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모든 모형에서 10이하의 값

으로 나타나,11) 독립변수들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

다(부록 3, 4 참고).
우선 총여가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이, 미혼, 사별·이

혼이며,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졸이상, 직업있음, 가구총소득, 
영유아자녀, 취학자녀, 성인자녀, 여성*성인자녀, 도시지역으로 나타났

다. 주요 변수의 영향력을 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때, 나이가 

많을수록, 저소득일수록, 자녀가 없는 경우 총여가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고령층의 경우 일과 가사노동 등 의무적인 일에서 벗어나 생

활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총여가시간도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저

소득의 총여가시간이 많은 것은 고소득인 경우가 일에 할애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개인의 여가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자녀가 있는 세 경우에 비해 총여가시간이 많은 것

은 자녀가 있음으로 해서 양육 및 보육으로 인해 개인 여가시간이 감소

11) 분산팽창인자는 공선성을 진단하는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이며, 일반적으로 
VIF가 10이상이면 독립변수들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이희
연·노승철, 2013: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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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자녀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차이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

다. 
소극적 활동인 휴식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성, 나이, 

성별*첫자녀나이 상호작용항, 도시지역이며,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가구총소득, 대졸이상, 직업있음, 미혼, 영유아자녀, 취학자녀, 성인자

녀로 나타났다. 주요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비교적 소

극적이고 활동력이 낮은 휴식형에 참여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고연령일

수록 늘어난 여가시간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데 제약이 발생하여 휴

식형의 여가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여가활동에의 

참여를 위해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소득인 경우 비

용 부담이 적은 휴식형 활동에 편중된 것으로 보이며, 이와 반대로 소득

이 많을수록 기타 활동에 대한 참여로 휴식형에 대한 참여는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저학력일수록, 무직일수록, 미혼인 경

우, 자녀가 없는 경우에 휴식활동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

히 여성이면서 자녀가 있는 모든 경우는 휴식형 여가시간이 늘어난다.
적극적 활동인 휴식 외 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총

소득, 대졸이상, 미혼, 사별·이혼이며,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

성, 나이, 직업있음, 성별*첫자녀나이 상호작용항, 도시지역으로 나타났

다. 주요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비교적 적극적이고 활

동력이 높은 휴식 외 활동에 참여가 낮은 것으로 보이며, 고연령일수록 

휴식 외 활동의 여가에 참여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저비용의 

휴식형 활동과는 반대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휴식 외 활동 시간이 증가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고학력일수록, 무직일수록, 미혼이거나 사

별·이혼인 경우가 유배우자에 비해 휴식 외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다. 여성이면서 자녀가 있는 모든 경우는 휴식 외 여가시간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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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총여가시간 ln휴식시간 ln휴식 외 시간

변수명 B p B p B p
(상수) 11.284 *** 10.365 *** 10.886 ***

성별 여성 0.000 　 0.105 *** -0.123 ***

연령 나이 0.006 *** 0.014 *** -0.009 ***

소득수준 가구총소득 -0.006 　 -0.040 *** 0.051 ***

교육수준 대졸이상 -0.065 *** -0.107 *** 0.062 ***

직업유무 직업있음 -0.127 *** -0.102 *** -0.135 ***

혼인상태

(ref.배우자있음)
미혼 0.107 *** -0.118 *** 0.275 ***

사별·이혼 0.071 *** -0.040 　 0.153 ***

가구규모 가구원수 0.007 　 0.005 　 -0.009 　

첫자녀나이

(자녀없음=0)

영유아자녀 -0.065 * -0.107 ** -0.060 　

취학자녀 -0.069 *** -0.070 * -0.020 　

성인자녀 -0.061 ** -0.062 * -0.010 　

성별*첫자녀나이

상호작용항

여성*영유아자녀 0.039 　 0.283 *** -0.341 ***

여성*취학자녀 0.005 　 0.212 *** -0.200 ***

여성*성인자녀 -0.048 ** 0.115 *** -0.230 ***

거주지역 도시지역 -0.029 ** 0.038 ** -0.098 ***

R2 0.087 　 0.242 　 0.106 　

F-value 57.264 *** 169.621 *** 70.869 ***

N 9,038 　 7,995 　 9,021 　
***  p<0.01   ** p<0.05   * p<0.1
주: 각 모형별 N은 표준화 잔차 ± 3 이상인 이례치를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포함된 표본수임.

표 3-20. 여가시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휴식 외 활동들의 분석결과는 <표 3-21>과 같다. 먼저 취미오락활동 

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미혼이며,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성, 나이, 직업있음, 여성*첫자녀나이 상호작용항, 도시지역으

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주요 영향요인을 보면, 미혼

인 경우가 유배우자에 비해 취미오락시간이 많고 저연령일수록 취미오락

시간이 증가하는데, 이는 시간 제약이 적고 개인 선호를 적극적으로 나

타내어 즐기는 여가에 대한 참여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일수록 취미오락시간이 낮은데 이는 남성의 취미오락활동형에 대한 

선호가 높고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활동적 취미를 선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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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취미오락시간이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여성이면서 자녀가 있는 모든 경우는 통계

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취미오락형 활동에의 참여에 제약요인으로 나타난

다.
사회기타활동 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성, 나이, 가구

총소득, 미혼, 사별·이혼, 여성*취학자녀이며,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직업있음, 성인자녀, 도시지역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고연령일수록 

사회 및 기타활동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

한 대인교제 및 교류 활동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활동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나며, 미혼

과 사별·이혼인 경우가 유배우자에 비해 교류형 여가활동에의 참여가 두

드러진다. 이는 배우자 효과로 볼 수 있으며, 미혼이나 사별·이혼인 경우

는 타인과의 교류와 교제를 목적으로 한 사회 및 기타활동이 중요한 것

으로 나타난다. 또한 주목할 것은 여성이면서 취학자녀가 있는 경우인

데, 자녀가 초중고의 학령기에 진입하게 되면 자녀의 친구들과의 교류 

뿐 아니라 어머니들 간의 친목 및 교제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이러한 유

형의 활동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포츠활동 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총소득이며, 부

(-)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성, 직업있음, 여성*취학자녀로 나타났다. 
스포츠활동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참여가 높고, 스포츠활동에의 참여

를 위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스포츠활동 시간

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직업이 있는 경우와 여성이면서 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는 스포츠활동에 대한 선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문화예술활동 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성, 대졸이상, 

미혼, 사별·이혼으로 나타나며,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있음, 
여성*영유아자녀, 여성*성인자녀, 도시지역으로 나타났다. 스포츠활동과 

달리 문화예술활동 시간은 여성이 더 많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유배우자에 비해 미혼과 사별·이혼의 경우가 문

화예술활동 시간이 높게 나타난다. 반면 여성이면서 영유아자녀 또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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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녀가 있는 경우 문화예술활동에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관광활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정(+)

의 영향력을 나타낸 변인은 가구총소득과 대졸이상이며, 부(-)의 영향력

을 나타낸 변인은 나이로 나타났다. 관광활동의 특성 상 이동과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경우 이동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

각되며, 가구의 소득수준은 관광활동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은 여가욕구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

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ln취미오락 ln사회기타 ln스포츠 ln문화예술 ln관광

변수명 B p B p B p B p B p
(상수) 10.755 *** 8.973 *** 9.529 *** 8.448 *** 8.691 ***

여성 -0.253 *** 0.213 *** -0.102 ** 0.137 ** -0.128 　

나이 -0.016 *** 0.007 *** 0.002 　 0.004 　 -0.007 *

가구총소득 0.010 　 0.044 *** 0.033 ** 0.010 　 0.058 **

대졸이상 0.016 　 -0.047 　 0.045 　 0.090 * 0.140 *

직업있음 -0.077 *** -0.193 *** -0.138 *** -0.169 *** -0.061 　

미혼 0.234 *** 0.514 *** 0.002 　 0.197 * 0.070 　

사별·이혼 0.039 　 0.209 *** 0.034 　 0.266 ** 0.022 　

가구원수 -0.027 　 -0.006 　 0.005 　 -0.002 　 -0.005 　

영유아자녀 -0.035 　 -0.142 　 -0.148 　 -0.129 　 0.056 　

취학자녀 -0.038 　 -0.066 　 -0.091 　 -0.097 　 -0.005 　

성인자녀 0.093 　 -0.134 * -0.042 　 -0.142 　 0.095 　

여성*영유아자녀 -0.273 *** 0.151 　 -0.054 　 -0.239 * 0.112 　

여성*취학자녀 -0.276 *** 0.207 *** -0.217 *** -0.058 　 0.065 　

여성*성인자녀 -0.297 *** 0.071 　 -0.089 　 -0.206 * -0.210 　

도시지역 -0.106 *** -0.196 *** 0.025 　 -0.341 *** -0.071 　

R2 0.099 　 0.061 　 0.011 　 0.050 　 0.047 　

F-value 51.284 *** 25.702 *** 2.424 *** 8.014 *** 4.661 ***

N 6,987 　 5,992 　 3,373 　 2,291 　 1424 　
***  p<0.01   ** p<0.05   * p<0.1
주: 각 모형별 N은 표준화 잔차 ± 3 이상인 이례치를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포함된 표본수임.

표 3-21. 여가시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 휴식 외 활동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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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여가활동별 여가시간(분)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성인의 여가특성을 비

교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성인들은 휴식, 취미오

락, 사회 및 기타, 스포츠, 문화예술, 관광 순으로 여가시간이 높게 나타

나며, 총여가시간에서 휴식활동 시간이 절반 이상(56.8%)을 차지한다. 
소극적이고 정적인 휴식활동 외에 취미오락이나 스포츠, 문화예술, 관광

활동 등 적극적이고 동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는 있으나, 연령, 소득

수준, 교육수준, 첫 자녀나이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참여시간에 

격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존 연구들에서 단순히 총여가시간으로 접근한 것보다 여가활

동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비교하였을 때 개인 및 가구특성별 여가활동의 

격차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본 분석에서는 6개의 대분류 여가활동 유

형으로 재구성하였는데, 집단별 여가시간의 격차를 비교하는데 있어 이

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특히 연령대별, 소득수준별 차이가 가장 뚜렷하

게 나타나 연령 효과와 소득 효과의 집단 간 격차가 큰 것을 확인하였

다. 또한 여성, 고연령, 저소득, 저학력, 비도시지역 거주자인 경우 사회

적 역할이나 건강, 비용, 기반시설 상의 제약으로 단순 휴식이나 사회기

타활동에 치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남성, 저연령, 고소득, 고학

력, 도시지역 거주자인 경우 적극적이고 활동적 경향이 나타나 취미오락

이나 스포츠, 문화예술 활동에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이러한 개인 및 가구특성별 비교 분석을 통해 여가행태에 차이

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개인 및 가구특성별 특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가활동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통합적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개인특성 간 정보의 중복으로 유사성과 차별성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각 특성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모형으로 통합하여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해당 요인의 영향력을 해석해

야 한다. 또한 여가활동별로 여가시간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

한 영향 요인이 어떠한 여가활동 시간의 증진 또는 감소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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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대해 비교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를 위해 여가활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을 실시하였다. 사회집단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들을 구성하여, 총여가시

간, 휴식, 취미오락, 사회기타, 스포츠, 문화예술, 관광활동 시간에 대한 

다중회귀모형으로 결정요인들의 영향력을 추론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총여가시간은 나이가 많을수

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직업이 있을수록, 미혼이나 사별․이혼인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비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의무적인 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생활의 대부분이 여

가시간으로 할애되기 때문이며, 직업이 있는 경우 일에 종사하는 시간으

로 인해 개인의 여가시간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는 개인의 여가참여보다 자녀의 양육 및 보육에 치중되기 때문에 여가시

간이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총여가시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내용은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인데,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별 여가시간으로 분류하여 동일한 영향요인들을 

투입하여 영향력을 비교한 것에 차별성이 있다. 특히 휴식활동과 휴식 

외 활동시간의 경우 동일한 요인들이 서로 반대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휴식활동 시간은 여성, 고연령, 저소득, 배

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가 있는 여성인 경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휴식 외 활동의 여가시간은 남성, 저연령, 고소득, 고학력, 배우자

가 없는 경우(미혼, 사별·이혼), 자녀가 없는 여성인 경우 더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여성은 비교적 소극적이고 활동력이 낮은 휴식활동에 

참여가 높지만 남성은 여성에 비해 가사 부담이 적고 활동적인 취미활동

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과 관련이 깊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여가를 

즐기는데 있어서는 연령의 효과가 큰데, 특히 청년층과 노년층은 여가경

험에 있어 큰 격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년층은 단순하고 소극적인 

휴식활동 외에는 참여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해된다. 반면 나이가 어릴수

록 여가활동에 적극적이며 여가에 대한 선호가 높고, 이러한 경향은 미

혼인 경우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여성은 가정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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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및 보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어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여가참

여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여가활동에의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한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하는 휴식형의 

활동과 대인 교제 및 교류가 목적인 사회기타활동 외에 취미오락활동은 

가장 보편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능동적 여가활동으로 여겨진다. 
실제 대부분의 집단에서 휴식 다음으로 취미오락활동 시간이 많고, 특히 

20대의 경우 휴식활동보다 취미오락활동 시간이 많다. 서구의 경우 스포

츠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높지만, 현재 우리나라 성인들

의 여가활동 중 두 유형의 활동은 지극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여가활동 유형별 접근은 단순히 한국인들이 어떠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여가시설 및 환경 조성과의 관련이 

있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즉 여가수요자의 개인특성에 따른 여가행태는 

차별적이며, 이와 관련한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장소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여가수요에 대한 분석에 있어 단순히 여가수요자

의 특성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수요자의 특성과 참여한 여가활동 

장소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4장에

서 여가활동의 장소적 특성을 도출하여 여가유형을 구분하고, 선택확률

모형을 이용하여 여가유형별 선택요인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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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가구특성에 따른 여가장소 선택

본 장은 여가활동의 장소적 특성을 구분하고, 여가장소의 선택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가장소의 유형과 선택은 향후 여가공간 수요

에 대한 계획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인 및 

가구 특성의 변화가 빠른 만큼 여가공간 수요의 변화에 대한 예측과 이

에 맞는 계획이 매우 중요하다.

제1절 여가활동의 장소적 특성 구분

1. 분석 대상

여가유형을 정의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여가를 즐기는 위

치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가용한 분석 자료 중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 구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3장에서 사용한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의 여가활동 특성을 토

대로 여가장소 유형을 구분하였다. 단, 모든 여가활동의 장소적 여가유

형을 구분하지 않고 ‘취미오락활동’ 내 여가활동만을 사용하였다. 취미오

락활동은 휴식을 제외한 여가활동 중 2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그림 4-1의 왼쪽 그래프), 기타 활동에 비해 비교적 개인의 여가

선호가 반영되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취미오락활동의 참여율은 77.7%(그림 4-1의 오른쪽 그래프), 즉 100명 

중 약 78명이 참여하는 활동인 반면 나머지 활동들은 참여율이 점차 낮

아져 여가활동 유형 간 차이를 비교하는데 제한적이다. 무엇보다 취미오

락활동은 집 안뿐 아니라 도심의 상업시설, 자연환경 등 다양한 장소에

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적 유형을 구분하고 

요인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여가활동 유형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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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자료에서 취미오락활동은 ‘전문성보다는 자신의 흥미에 중점을 

두고 자유 시간에 즐기는 다양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해당 설문문

항에서 여가활동 대분류 각각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평일/휴일에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및 희망하는 여가활동’에 대해 기입하게 되어 있

다(그림 4-2). 본 분석에서는 평일과 휴일을 구분하여 살펴보는데, 그 이

유는 평일의 경우 주 활동이 의무적인 일인 반면, 휴일은 일과 가사노동

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임문선, 2005; 차

승은, 2012; 김수정 외, 2012). 일반적으로 평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

지 해당되며, 휴일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응답자의 경우 토요일도 휴일에 해당된다. 
따라서 휴일은 ‘전일 일을 하지 않고 자유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이 시간에 주로 여가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1. 여가활동 대분류별 비중(%) 비교

그림 4-2. 평일의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조사 항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p.139.
주: 휴일도 위와 동일한 형태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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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소적 특성 도출 및 구분

1) 평일과 휴일의 여가활동 참여 현황

장소적 특성에 기반한 여가유형 구분에 앞서 취미오락활동 참여 현황

을 보면, 평일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활동은 인터넷검색/채팅(26.6%), 
음주(17.1%), 쇼핑/외식(16.9%)의 순으로 참여가 많고, 참여가 적은 활

동은 보드게임, 수집활동, 인테리어, 미니홈피/블로그 관리 등으로 나타

난다. 반면, 휴일의 참여활동을 보면 쇼핑/외식이 25.7%로 가장 많으며, 
등산이 21.6%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참여가 낮은 활동은 보

드게임, 수집활동, 자격증 공부, 미니홈피/블로그 관리 등 평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평일과 휴일의 참여 증감률로 비교해 보면, 평일에 비해 휴일에 

참여가 증가한 활동은 등산, 낚시, 노래방가기, 인테리어, 쇼핑/외식, 보

드게임/퍼즐맞추기, 미용 등의 활동이며, 이들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는 비교적 긴 소요시간을 요구로 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주목할 것은 등산의 증가율이 약 60%에 달한다. 낚시 또한 55.7%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노래방가기, 인테리어, 쇼핑/외식 등의 활동 또한 

36%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위 활동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특정 장

소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즉 등산과 낚시는 산이나 강, 바다와 같은 

자연환경에서만 가능한 활동이며, 노래방, 쇼핑/외식, 미용 등은 도심의 

상업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활동인 것이다. 반면 평일에 비해 휴일에 크

게 감소한 활동은 인터넷검색, 생활공예, 요리하기, 자격증 공부, 음주, 
독서 등으로 나타났다. 평일에는 의무적인 일이 주 활동이기 때문에 소

요시간이 짧고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휴일에는 감소한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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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오락활동
평일 휴일

증감률 순위
빈도 % 순위 빈도 % 순위

등산 667 9.1 4 1,651 21.6 2 59.6 1
낚시 125 1.7 12 282 3.7 6 55.7 2
노래방가기 91 1.2 14 149 2.0 11 38.9 3
인테리어 27 0.4 17 43 0.6 15 37.2 4
쇼핑/외식 1,238 16.9 3 1,958 25.7 1 36.8 5
보드게임/퍼즐맞추기 12 0.2 19 17 0.2 19 29.4 6
미용 170 2.3 9 193 2.5 8 11.9 7
애완동물돌보기 151 2.1 10 147 1.9 12 -2.7 8
게임 498 6.8 5 463 6.1 5 -7.6 9
수집활동 21 0.3 18 19 0.2 18 -10.5 10
바둑/장기/체스 192 2.6 8 162 2.1 10 -18.5 11
겜블/복권구입 145 2.0 11 110 1.4 13 -31.8 12
독서/만화책보기 308 4.2 6 233 3.1 7 -32.2 13
미니홈피/블로그관리 56 0.8 16 42 0.6 16 -33.3 14
음주 1,251 17.1 2 913 12.0 4 -37.0 15
자격증취득을위한 공

부, 학원 등 이용
58 0.8 15 42 0.6 17 -38.1 16

요리하기/다도 262 3.6 7 188 2.5 9 -39.4 17
생활공예 92 1.3 13 58 0.8 14 -58.6 18
인 터 넷 검 색 / 채 팅

/UCC제작/SNS 1,944 26.6 1 956 12.5 3 -103.3 19

계 7,308 100.0 　 7,626 100.0 　 4.2 　

표 4-1. 취미오락활동의 평일과 휴일의 참여 현황 및 변화

2) 여가장소 유형 구분

이와 같이 여가활동들은 그 성격에 따라 장소적 특성을 유추할 수 있

다. 김정운 외(2005)는 여가활동을 공간과 범위에 따라 실내여가, 야외여

가, 사이버여가로 구분한 바 있으며, 이러한 여가활동의 구분을 통해 인

간의 여가행동을 분석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활용에 기여하는 측면

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자료의 정보가 제한된 상태에서 여가의 장



- 69 -

소적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서 해당 활동을 하기 위한 장소의 특성에 초

점을 두었다. 해당 활동이 특정한 장소에 구애를 받는지 혹은 아닌지가 

첫 번째 기준이 되며, 이는 결국 여가활동의 수요를 파악하는데 있어 공

간적 특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공간적 제약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공간적 제약을 받

지 않는 유형은 거주 공간 내에서 활동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특별히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활동’은 ‘주거생활형’으로 명명하였으

며, 게임, 독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활동, 수집활동 등 11개 소

분류 항목이 해당된다. 
공간적 제약을 받는 유형은 세부적으로 어떤 물리적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와 자연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경우로 나뉠 수 있다. 전자를 ‘도
심의 상업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상업시설형’으로 명

명하며, 노래방이나 미용, 생활공예, 쇼핑․외식, 음주, 학원 등의 6개 활

동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후자의 경우를 ‘특정 환경에서만 할 수 있

는 활동’으로 정의하여 ‘자연친화형’으로 명명하고, 등산이나 낚시 같이 

산과 바다 등 도시를 벗어나야지만 할 수 있는 2개 여가활동 유형이 포

함하였다.

구분 조작적 정의 해당 활동

주거생활형
특별히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활동

게임(인터넷, 닌텐도, PSP, PS3 등), 겜블․
복권구입, 독서․만화책보기, 미니홈피․블로

그관리, 바둑․장기․체스, 보드게임․퍼즐 맞

추기, 수집활동(스크랩 포함), 애완동물 돌

보기, 요리하기․다도, 인터넷검색․채팅․UCC 
제작․SNS, 인테리어(집․자동차 등)

상업시설형
도심의 상업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활동

노래방가기, 미용(피부․헤어관리, 네일아

트, 마사지 등), 생활공예(십자수, 비즈공

예, DIY, 꽃꽂이 등), 쇼핑․외식, 음주, 자

격증취득을 위한 공부․학원 등 이용

자연친화형
특정 환경에서만 할 

수 있는 활동
등산, 낚시

표 4-2. 장소적 특성에 기반한 여가유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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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인 및 가구특성별 여가장소 선택

1. 평일과 휴일의 여가장소 선택

앞서 구분한 3가지 장소유형(주거생활형, 상업시설형, 자연친화형)의 

선택 요인 분석에 앞서 개인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여가유형의 

선택 차이를 분석하였다. 특히 개인의 시간적 제약을 고려하여 평일과 

휴일로 구분하여 여가장소 선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평일은 전체 표본 7,308명 중 주거생활형 3,616명(49.5%), 상업시설형 

2,900명(39.7%), 자연친화형 792명(10.8%)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성인들

은 평일에 주거생활형의 여가를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휴일은 전체 표본 7,626명 중 주거생활형이 2,380명(31.2%), 
상업시설형이 3,313명(43.4%), 자연친화형이 1,933명(25.3%) 순으로 나

타났다. 휴일의 상업시설형 비율이 증가한 것은 평일보다 휴일에 여가시

간이 증가하여, 가정 내에서 머무르며 할 수 있는 소극적이고 소규모의 

활동보다 주거 공간을 벗어나 보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여가에 대한 참

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평일에 비해 휴일에 주거생활형은 약 52% 감소한 반면, 상업시설형과 

자연친화형이 각각 12.5%, 59.0%로 증가하였다. 무엇보다 자연친화형의 

경우 거주지를 벗어나 비교적 자연환경으로의 필연적인 이동을 수반하

고, 활동의 특성상 소요시간이 긴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평일에 한정된 

시간에서는 할 수 없던 활동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전체적인 경향을 볼 때 평일은 주로 의무적인 일에 투입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소일거리 형태의 여가활동에 

참여를 하며, 자유재량 시간이 늘어난 휴일에는 보다 활동적이고 능동적

으로 여가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요일의 특성에 따라 

여가유형 선택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성별, 연령대별, 생애주

기별 특성에 따라서도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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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유형

평일 휴일 증감량

(빈도, 명)
증감률

(%)빈도(명) % 빈도(명) %
주거생활형 3,616 49.5 2,380 31.2 -1,236 -51.9
상업시설형 2,900 39.7 3,313 43.4 413 12.5
자연친화형 792 10.8 1,933 25.3 1,141 59.0

전체 7,308 100.0 7,626 100.0 318
주: 이하의 모든 표에서 빈도는 ‘명’을 나타냄.

표 4-3. 평일과 휴일의 여가장소 선택 비교

그림 4-3. 평일과 휴일의 여가장소 선택 비율(%)

2. 영향요인별 여가장소 선택

1) 평일

남성과 여성의 평일 여가장소 선택 경향은 전체의 여가장소 행태와 동

일하게 두 집단 모두 주거생활형이 가장 많고, 상업시설형, 자연친화형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각 유형별 비율을 비교해보면, 주거생활형과 상

업시설형은 여성이 남성보다 비율이 높고, 자연친화형은 남성이 여성보

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 간 여가장소의 선택 차이는 카이제곱 검

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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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성별

주거생활형 상업시설형 자연친화형 전체 값

(p)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남성 1,740 48.6 1,379 38.6 458 12.8 3,577 100.0 28.6
(0.00)여성 1,876 50.3 1,521 40.8 334 9.0 3,731 100.0

전체 3,616 49.5 2,900 39.7 792 10.8 7,308 100.0

표 4-4. 평일의 여가장소 선택 비교 - 성별

그림 4-4. 평일 여가장소 선택 비율(%) - 성별

연령대별 평일 여가장소 선택을 살펴보면, 20대, 30대, 40대의 경우 

주거생활형, 상업시설형, 자연친화형의 순으로 비율이 높아 전체의 경향

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 60대, 70대이상 집단은 주거생

활형, 상업시설형, 자연친화형의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연령과 여

가장소 선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거생활형이 가장 높은 집단은 20대이며, 60대까

지 점차 감소하다가 70대이상부터 다시 비중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상업시설형은 주거생활형과 반대로 20대가 가장 낮고 60대까지 점차 증

가하다가 70대이상 부터 소폭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자연친화형도 상

업시설형의 경향과 동일하며, 50대와 60대의 자연친화형 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연령집단 간 여가장소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 결

과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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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연령대별

주거생활형 상업시설형 자연친화형 전체 값

(p)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20대 878 73.6 288 24.1 27 2.3 1,193 100.0

756.0
(0.00)

30대 964 61.7 507 32.5 91 5.8 1,562 100.0
40대 776 48.3 642 39.9 190 11.8 1,608 100.0
50대 473 34.0 667 47.9 253 18.2 1,393 100.0
60대 224 27.7 430 53.2 155 19.2 809 100.0

70대이상 301 40.5 366 49.3 76 10.2 743 100.0
전체 3,616 49.5 2,900 39.7 792 10.8 7,308 100.0

표 4-5. 평일의 여가장소 선택 비교 - 연령대별

그림 4-5. 평일 여가장소 선택 비율(%) -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평일 여가장소를 비교해 보면 고졸이하인 경우는 주거생활

형이나 상업시설형의 비율이 약 44% 비슷한 수준이나, 대졸이하인 경우

는 주거생활형이 절반 이상인 56.4%로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반면 자연친화형에 대한 참여는 대졸이상인 집단이 평일에는 

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직업유무에 따른 평일 여가장소는 무직과 유직 모두 주거생활형, 상업

시설형, 자연친화형의 순으로 많으며, 두 집단의 각 유형별 선택 비율은 

유사하다. 이는 직업유무에 따라서는 평일 여가장소 선택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카이제곱 검정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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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난다. 

항목

특성별

주거생활형 상업시설형 자연친화형 전체 값

(p)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육

수준

고졸이하 1,945 44.8 1,874 43.1 525 12.1 4,344 100.0 95.6
(0.00)대졸이상 1,671 56.4 1,026 34.6 267 9.0 2,964 100.0

직업

유무

직업없음 1,330 50.2 1,027 38.8 291 11.0 2,648 100.0 1.4
(0.50)직업있음 2,286 49.1 1,873 40.2 501 10.8 4,660 100.0

전체 2,380 31.2 3,313 43.4 1,933 25.3 7,626 100.0

표 4-6. 평일의 여가장소 선택 비교 - 교육수준별, 직업유무별

소득수준별 장소 선택의 차이를 보면, 저소득은 상업시설형, 주거생활

형, 자연친화형의 순으로 비율이 높고, 중소득과 고소득은 주거생활형, 
상업시설형, 자연친화형의 순으로 비율이 높아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평일에는 주거생활형의 여가장소가 더 선호됨을 알 수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거생활형이 가장 높은 집단은 고소득층이며, 상

업시설형은 주거생활형과 반대로 저소득층이 제일 높게 나타난다. 자연

친화형은 저소득이 제일 높고 중소득과 고소득은 유사한 수준이다. 이러

한 소득수준 간 여가장소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

한 수준이다. 

항목

소득수준별

주거생활형 상업시설형 자연친화형 전체 값

(p)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저소득 534 40.4 622 47.1 165 12.5 1,321 100.0
215.3
(0.00)중소득 1,492 50.4 1,162 39.2 309 10.4 2,963 100.0

고소득 1,590 52.6 1,116 36.9 318 10.5 3,024 100.0
전체 3,616 49.5 2,900 39.7 792 10.8 7,308 100.0

표 4-7. 평일의 여가장소 선택 비교 - 소득수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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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평일 여가장소 선택 비율(%) - 소득수준별

가구원수에 따른 여가장소 선택을 비교해 보면, 가구원수가 1-2명인 

경우는 평일에 상업시설형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3인이상 부터는 주거

생활형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1인 또는 2인 가구인 경우 개인의 여가

선호에 따라 상업시설형과 같은 외부활동에 참여하지만, 3인이상이 되면 

외부보다는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참여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유배우자인 경우는 주거생활형과 상업시설형의 비

율이 유사하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인 미혼과 사별·이혼인 경우는 여가

행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미혼인 경우 평일에 주거생활형의 비율이 

71.2%로 다른 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사별·이혼인 경우는 

상업시설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대체적으로 미혼인 경우가 청

년층에 해당되는 반면 사별·이혼인 경우는 노년층에 해당되어 혼인상태

별에 따른 명확한 효과로 설명하는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자녀유무와 첫 자녀나이별에 따라 여가장소를 비교해 보면, 자녀없음, 

영유아자녀, 취학자녀인 경우는 주거생활형 비율이 가장 높은데, 성인자

녀인 경우는 상업시설형의 비율이 가장 높다. 또한 성인자녀인 경우는 

다른 집단에 비해 자연친화형에 대한 비율이 높아, 비교적 시간적 여유

로 인해 평일에도 자연친화형 여가에 참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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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특성별

주거생활형 상업시설형 자연친화형 전체 값

(p)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가구

원수

1명 335 48.7 314 45.6 39 5.7 688 100.0

117.9
(0.00)

2명 593 39.3 683 45.3 232 15.4 1,508 100.0
3명 801 51.2 603 38.6 159 10.2 1,563 100.0
4명 1,637 53.0 1,133 36.7 321 10.4 3,091 100.0

5명이상 250 54.6 167 36.5 41 9.0 458 100.0

혼인

상태

유배우자 2,274 44.1 2,197 42.6 685 13.3 5,156 100.0
413.7
(0.00)미혼 1,111 71.2 399 25.6 51 3.3 1,561 100.0

사별·이혼 231 39.1 304 51.4 56 9.5 591 100.0

첫 

자녀

나이

자녀없음 1,768 53.6 1,239 37.6 289 8.8 3,296 100.0
215.3
(0.00)

영유아자녀 375 58.5 233 36.3 33 5.1 641 100.0
취학자녀 838 52.1 601 37.4 169 10.5 1,608 100.0
성인자녀 635 36.0 827 46.9 301 17.1 1,763 100.0

전체 2,380 31.2 3,313 43.4 1,933 25.3 7,626 100.0

표 4-8. 평일의 여가장소 선택 비교 - 가구원수별, 혼인상태별, 자녀나이별

그림 4-7. 평일 여가장소 선택 비율(%) - 자녀나이별

2) 휴일

남녀 간 휴일의 여가장소 선택 비율을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상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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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평일에 비해 주거생활형의 비율이 반대로 

낮아졌으며, 자연친화형도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주거생활형 보다 자연친화형의 선택 비율이 더 높아 남성의 야외 

활동에 대한 선호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남성이 여

성에 비해 보다 활동적이고 야외 활동을 선호하는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

이다. 
반면 여성은 평일에 주거생활형이 50%이상이었으나 휴일에는 상업시

설형이 51.4%로 완전히 전환되는 행태가 나타나, 휴일에는 도심에서 즐

기는 여가장소에 매우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여가장소 

선호의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여가행태에 대

한 성별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항목

성별

주거생활형 상업시설형 자연친화형 전체 값

(p)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남성 1,158 30.9 1,322 35.2 1,273 33.9 3,753 100.0 329.4
(0.00)여성 1,222 31.6 1,991 51.4 660 17.0 3,873 100.0

전체 2,380 31.2 3,313 43.4 1,933 25.3 7,626 100.0

표 4-9. 휴일의 여가장소 선택 비교 - 성별

그림 4-8. 휴일 여가장소 선택 비율(%) - 성별

연령대별 휴일 여가장소 선택을 비교해 보면,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 집단 모두 상업시설형의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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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평일에 비해 30대 이상부터 상업시설형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것은 

대부분 사회생활을 하는 연령계층이기 때문에 평일의 시간제약이 완화되

는 휴일에는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보다 집 밖에서의 여가활동에 참

여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대의 경우 휴일에

도 여전히 주거생활형의 여가참여가 제일 높고, 30대도 상업시설형 다음

으로 주거생활형의 비율이 높다. 반면 40대, 50대, 60대는 자연친화형이 

비율이 주거생활형보다 높게 나타나 중장년층의 휴일 여가참여에 있어 

자연에서 할 수 있는 야외 활동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50대는 상업시설형과 자연친화형의 참여율이 거의 동일하여,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서도 자연친화형에 대한 선호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

난다. 다만 이러한 선호는 비교적 장거리 이동 및 소요시간에 대한 부담

이 있기 때문에 70대이상 집단에서는 자연친화형의 비율이 낮고 주거생

활형의 비율이 높아진다. 이러한 연령 집단 간 여가장소 선택의 차이는 

카이제곱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항목

연령대별

주거생활형 상업시설형 자연친화형 전체 값

(p)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20대 617 52.4 479 40.7 81 6.9 1,177 100.0

754.4
(0.00)

30대 603 38.3 699 44.4 273 17.3 1,575 100.0
40대 475 27.4 729 42.0 532 30.6 1,736 100.0
50대 295 19.4 608 40.0 618 40.6 1,521 100.0
60대 159 18.1 414 47.0 307 34.9 880 100.0

70대이상 231 31.3 384 52.1 122 16.6 737 100.0
전체 2,380 31.2 3,313 43.4 1,933 25.3 7,626 100.0

표 4-10. 휴일의 여가장소 선택 비교 - 연령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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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휴일 여가장소 선택 비율(%) -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휴일 여가장소를 비교해 보면, 두 집단 모두 평일에 비해 

주거생활형의 비율이 낮아지고 자연친화형의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대졸이상 집단은 평일에 9.0%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휴

일에는 24.7%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휴일에는 야외활동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직업유무별 휴일 여가장소 비교에서도 직업없음과 직업

있음의 두 집단 모두 주거생활형의 비율은 낮아진 반면 상업시설형과 자

연친화형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직업있음의 경우 자연

친화형의 비율은 약 30%로 평일에는 10%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약 3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항목

특성별

주거생활형 상업시설형 자연친화형 전체 값

(p)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육

수준

고졸이하 1,340 29.4 2,042 44.8 1,176 25.8 4,558 100.0 17.6
(0.00)대졸이상 1,040 33.9 1,271 41.4 757 24.7 3,068 100.0

직업

유무

직업없음 946 35.4 1,242 46.5 485 18.1 2,673 100.0 116.0
(0.00)직업있음 1,434 29.0 2,071 41.8 1,448 29.2 4,953 100.0

전체 2,380 31.2 3,313 43.4 1,933 25.3 7,626 100.0

표 4-11. 휴일의 여가장소 선택 비교 - 교육수준별, 직업유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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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별 휴일 여가장소 선택을 살펴보면, 평일에 비해 휴일은 소득

수준간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세 집단 모두 상업시설형, 주거생활형, 
자연친화형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자연친화형의 비율이 크게 증가

한 것에 주목할 만하다. 이는 주거생활형의 참여가 낮아지고 대신 자연

친화형의 참여가 높아진 것으로 보아 휴일에는 집 안에서 하는 여가장소

보다 외곽으로의 이동을 통해 자연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장소에 대

한 욕구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거생활형이 가장 높은 집단은 저소득층이며, 상

업시설형은 주거생활형과 반대로 고소득층이 제일 높게 나타난다. 자연

친화형은 고소득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소득수준 간 여가장소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다. 

항목

소득수준별

주거생활형 상업시설형 자연친화형 전체 값

(p)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저소득 397 29.4 666 49.3 288 21.3 1,351 100.0
185.3
(0.00)중소득 940 30.7 1,339 43.7 787 25.7 3,066 100.0

고소득 1,043 32.5 1,308 40.8 858 26.7 3,209 100.0
전체 2,380 31.2 3,313 43.4 1,933 25.3 7,626 100.0

표 4-12. 휴일의 여가장소 선택 비교 - 소득수준별

그림 4-10. 휴일 여가장소 선택 비율(%) - 소득수준별

가구원수에 따른 휴일 여가장소 선택을 비교해 보면, 모든 집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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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생활형의 비율이 낮아졌으며, 1인인 경우는 상업시설형의 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휴일에는 주로 도심의 상업시설에서 여가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1인인 경우 다른 집단보다 자연친화형

의 비율이 낮아 비교적 외곽으로의 이동을 수반하는 야외활동에 대한 선

호는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휴일에 주거생활형 비율은 낮

아지고 자연친화형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미혼의 경우 주거생활형

이 여전히 50%대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연친화형의 비율은 소폭 증가하

였다. 사별․이혼의 경우도 주거생활형의 비율이 낮아지고 상업시설형과 

자연친화형의 비율이 높아졌다. 
자녀유무와 첫 자녀나이별로 보면 모든 집단에서 주거생활형의 비율이 

낮아지면서 상업시설형과 자연친화형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그 중 영유

아자녀 집단은 자연친화형의 참여가 가장 낮은 반면 상업시설형의 비율

은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자녀와 함께 근거리의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성인자녀 집단의 경우 자녀 

보육으로 인한 시간적 제약이 크게 완화되면서 야외활동에 대한 참여가 

높아진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4-11. 휴일 여가장소 선택 비율(%) - 자녀나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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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특성별

주거생활형 상업시설형 자연친화형 전체 값

(p)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가구

원수

1명 224 33.1 343 50.7 110 16.2 677 100.0

71.9
(0.00)

2명 411 25.4 743 46.0 462 28.6 1,616 100.0
3명 494 30.5 702 43.3 424 26.2 1,620 100.0
4명 1,092 33.8 1,337 41.3 805 24.9 3,234 100.0

5명이상 159 33.2 188 39.2 132 27.6 479 100.0

혼인

상태

유배우자 1,431 26.1 2,382 43.5 1,664 30.4 5,477 100.0
453.2
(0.00)미혼 783 50.3 616 39.5 159 10.2 1,558 100.0

사별·이혼 166 28.1 315 53.3 110 18.6 591 100.0

첫 

자녀

나이

자녀없음 1,250 36.8 1,501 44.2 646 19.0 3,397 100.0
323.4
(0.00)

영유아자녀 234 36.2 322 49.8 91 14.1 647 100.0
취학자녀 510 30.1 696 41.1 488 28.8 1,694 100.0
성인자녀 386 20.4 794 42.1 708 37.5 1,888 100.0

전체 2,380 31.2 3,313 43.4 1,933 25.3 7,626 100.0

표 4-13. 휴일의 여가장소 선택 비교 - 가구원수별, 혼인상태별, 자녀나이별

제3절 여가장소 선택요인

1. 분석모형

1) 모형 설정

여가장소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구분한 여가의 장소적 유형은 비연

속적이며 숫자의 크기 비교에 의미가 없는 이산형(discrete) 척도이기 때

문에 앞서 제3장에서 사용한 선형회귀모형을 적용할 수 없다. 종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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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산형 명목척도인 경우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선형성을 가져야한다

는 선형회귀분석의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를 무시하고 선형회귀모

형을 사용할 경우 추정결과의 편기현상이 발생하거나 신뢰성의 저하, 측

정오차에 대한 정규성 및 등분산성 가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이희연․노
승철, 2013: 35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가장소 선택 요인 분석을 위

해 확률선택모형을 선정하였다. 
확률선택모형은 개인의 선택이 주어진 선택 대안 내에서 각 대안을 선

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utility)에 따라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효용이란 대안을 선택했을 때 개인이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다. 확률선택모형은 개인의 효용이 다음과 같이 결정적(deterministic) 
효용과 확률(random) 효용으로 이루진다고 가정한다. 결정적 효용은 우

리가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효용으로 고정된(fixed)값이며, 이와 달리 

확률 효용은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효용으로 일정한 분포(distribution)
에 따라 확률적으로 부여된다. 

  

: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가장소

: j를 선택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총효용

: 대안 j의 효용 중 결정적 효용

: 대안 j의 효용 중 확률적 효용

표 4-14. 개인의 효용을 나타내는 확률선택모형의 이론적 수식

일반적으로 결정적 효용은 선택자의 조건 또는 대안의 속성으로 측정

되며 다음과 같은 선형관계를 가정한다. 즉 여가장소를 선택함으로써 개

인이 느끼는 고정 효용은 개인 및 가구특성, 지역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와 같은 수식을 통해 측정되는 고정 효용과 달리 확률 효용은 특

정한 확률 분포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확률선택모형 중 일반

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로지스틱(logistic) 회귀모형을 선택하였다. 로지스

틱 회귀모형은 확률적 효용의 분포를 와이블(Weibull) 분포로 가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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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포는 정규분포의 확률밀도함수(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를 따르면서도 계산이 간단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된다. 

  

: 상수항

   : 회귀계수(coefficient)
: 개인특성

 : 가구특성

: 지역특성

표 4-15. 결정적 효용을 나타내는 고정효과 모형 수식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개인의 선택확률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로짓(logit)을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로짓은 승산(odds)의 자연로그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ln   ln 




: 대안 j의 선택 확률

표 4-16. 로짓(Logit) 산출식

로짓을 종속변수로 하고, 효용을 독립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모형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n 


   

표 4-17. 로지스틱 회귀모형 수식

위 식을 이용해 대안 j의 선택확률의 계산식을 나타내면 아래와 같고,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효용이 증가하면 선택확률도 증가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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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exp

표 4-18. 대안 j의 선택확률 계산식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대안의 수에 따라 2개의 대안 간 선택에 대한 이

항(binary) 모형과 3개 이상의 대안 간 선택에 대한 다항(multinomial)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개의 선택대안이 있을 경우, 참조

집단(reference)에 대비한 다른 2개의 대안에 대한 선택확률모형을 각각 

추정하는 방식이다. 가령 A를 참조집단으로 한 경우 A와 B에 대한 이항

모형, A와 C에 대한 이항모형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B와 C의 

선택확률에 대한 분석 결과는 B나 C를 참조집단으로 하는 다항로짓모형

을 실시하여 B와 C의 선택확률모형의 결과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생활형을 참조집단으로 한 다항로짓모형과 상업시설형을 

참조집단으로 한 다항로짓모형을 각각 실시하였다. 이때 평일과 휴일 모

형을 각각 추정하여 시간 제약에 따른 여가공간 선택의 차이를 동태적으

로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이상의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통계분

석 프로그램으로 STATA 11.0을 사용하였다. 

2) 독립변수: 개인, 가구, 지역특성

여가장소 선택모형의 독립변수는 제3장의 여가시간 결정요인과 평일 

및 휴일의 장소선택에서 차이가 있는 변수들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또

한 제3장의 분석 모형에서 설정한 주요 변수 및 상호작용항을 동일하게 

포함하였다. 여가장소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성별 효과, 연

령 효과, 소득 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이와 더불어 성별*첫자녀나

이 상호작용항 투입을 통해 두 변수의 효과를 동시에 살펴보았다. 
다만 제1절의 기초통계에서 나타나듯이 연령 집단 간 여가장소 비교에

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상업시설형이나 자연친화형 선택이 많아지나, 
고령층에서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나이 제곱(나이2)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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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가로 투입하여 선택확률의 증가분에 대한 영향력을 통제(control)
하고자 한다. 포함된 기타 변수로는 교육수준, 직업유무, 혼인상태별, 가

구원수, 지역특성 등을 포함하였다. 이상의 내용과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예상부호로 나타내면 아래 표와 같다.

측정지표 변수명(더미코드/단위) 형태

성별 남성(0), 여성(1) 명목형

연령
만 나이(세) 연속형

만 나이(세)2 연속형

교육수준 고졸이하(0), 대졸이상(1) 명목형

직업유무 없음(0), 있음(1) 명목형

소득수준

월평균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연속형

배우자유무 없음(0), 있음(1) 명목형

가구규모 동거 가구원수(명) 연속형

첫자녀나이별

(자녀없음=0)

영유아자녀(1) 명목형

취학자녀(1) 명목형

성인자녀(1) 명목형

성별*첫자녀나이

상호작용항

여성*영유아자녀(1*1) 명목형

여성*취학자녀(1*1) 명목형

여성*성인자녀(1*1) 명목형

지역특성 비도시지역(0), 도시지역(1) 명목형

표 4-19. 여가장소 선택확률모형에 투입된 변수

2. 다항로짓분석 결과

1) 평일의 여가장소 선택요인 분석 결과

평일의 여가장소 선택요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형 1]은 주거

생활형을 참조집단(0)으로 설정하였으며, 주거생활형-상업시설형과 주거

생활형-자연친화형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먼저 주거생활형-상업시설형 간 선택확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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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평일의 여가장소 선택에 있어 남녀 

간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 효과에서 나이는 

(+), 나이2은 (-)로 나타나, 나이가 많아질수록 주거생활형보다 상업시설

형을 선택할 확률이 높지만 선택확률의 증가분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나이가 듦에 따라 상업시설형의 선호가 증가하지만 

그 증가폭은 점차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과 가구규모만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며, 두 변수 모두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즉 대졸이상인 경우와 가구규모가 클수록 평일에는 상업시설형을 선택할 

확률이 낮다. 
다음은 주거생활형-자연친화형 간 선택확률 분석 결과를 보면, 성별 

효과는 (-),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때 남성보다 여성의 자연친화

형을 선택할 확률이 낮다. 연령은 나이가 (+), 나이2이 (-)로 유의하여, 
나이가 증가할수록 주거생활형보다 자연친화형의 선택확률이 높아지지만 

그 증가폭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난다.
기타 변수들을 보면 직업이 있는 경우가 평일에는 자연친화형을 선택

할 확률이 낮은데, 이는 업무시간으로 인해 비교적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야외 활동은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거생활형의 

여가를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때 

사별·이혼의 경우 자연친화형보다 주거생활형을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

타난다. 첫 자녀나이에 따른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

만, 성별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영향력은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투입된 상호작용항 모두 동일한 부(-)의 영향력을 나타냈는데, 여성

이면서 영유아자녀있음, 취학자녀있음, 성인자녀있음인 경우 자연친화형

에 대한 선택확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여성이라도 어린 자

녀의 양육 및 보육으로 인해 개인의 여가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여가활동

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제약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자녀

가 성장함에 따라 시간적 제약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완전히 독

립이 가능한 성인자녀가구일 때 여가참여가 자유로워지는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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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모형 2]는 특정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여가활동, 즉 상업시설형과 자연

친화형 간의 선택비교 결과이며, 상업시설형을 참조집단으로 설정하였

다. 이때 상업시설형-주거생활형, 상업시설형-자연친화형의 두 개의 분

석모형이 도출되는데, 상업시설형-주거생활형의 경우 [모형 1]의 주거생

활형-상업시설형의 분석 결과와 동일(부호는 반대)하다. 따라서 상업시설

형-자연친화형의 분석 결과만을 해석하기로 한다.
주요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여성은 남

성에 비해 상업시설형보다 자연친화형의 선택확률이 낮다. 연령 효과는 

나이가 (+), 나이2이 (-)로 유의하여, 나이가 증가할수록 상업시설형에 비

해 자연친화형을 선택할 확률은 높아지지만 그 증가폭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젊은층은 상업시설형을 선호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자

연친화형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지만 고령층에서는 그 선호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타 변수들 중 직업유무와 사별·이혼인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거생활형과 자연친화형의 선택 분석 결과와 동

일한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즉 직업이 없는 경우가 시간적 제약이 

없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보다 활동적인 여가를 선호한다고 볼 때, 
주거생활형이나 상업시설형보다 자연친화형에 대한 선택확률이 높다. 첫 

자녀나이 효과는 모든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지만, 성별과의 상호

작용 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호는 모두 (-)
로 동일하며, 여성이면서 영유아자녀가구일 때 자연친화형을 선택할 확

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주거생활형과 자연친화형의 

선택확률모형(모형 2)에서와 동일하며, 여성이 자녀 양육으로 인한 시간

적 제약으로 자연친화형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

다. 
이상의 평일 여가장소 선택확률모형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

과 같다. 먼저 세 가지의 여가장소 선택에 있어 주요 변수들의 영향력이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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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의 경우 여성은 주거생활형의 선호가 가장 높고, 자연친화형에 대

한 선호는 가장 낮다. 반면 남성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자연친화형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보다 활동

적이고 야외 활동을 즐기는 성향이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성별 효과로 

인한 여가장소 선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 효과는 세 모형에서 모두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여가활동의 

강도가 주거생활형보다 상업시설형, 상업시설형보다 자연친화형이 높다

고 볼 때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활동 유형에서 보

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유형으로 선호가 변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하는 것은 건강수준 하락과의 관련이 높기 때문에, 선호에 

대한 증가폭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기타 변수들의 영향력은 세 모형에서 모두 일관되게 나타나진 않

았다. 평일의 여가장소 선택에 있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규모가 

클수록 상업시설형보다 주거생활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거생활

형-자연친화형, 상업시설형-자연친화형의 모형에서는 동일하게 직업이 

있는 경우와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자연친화형에 대한 선호가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첫 자녀나이 단계에 의한 평일의 여가장소 선택에 있어서

는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진 않았다. 하지만 성별과의 상호작용 효과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이면서 영유아자녀가

구일 때 자연친화형에 대한 선호가 가장 낮은 반면 성인자녀가구일 때 

주거생활형 보다 상업시설형이나 자연친화형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

다. 이는 자녀의 성장단계에 따라 부모로서의 역할이 감소하여 개인의 

여가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나머지의 소득수준, 지역특성 변수는 선행연구에서 영향력 있는 변수

로 밝혀졌으나, 본 연구의 평일 여가장소 선택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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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모형

변수

[모형 1] 주거생활형(ref.) [모형 2] 상업시설형(ref.)

vs. 상업시설형 vs. 자연친화형 vs. 주거생활형 vs. 자연친화형

Coef. p Coef. p Coef. p Coef. p

여성(남성=0) 0.095 　 -0.576 *** -0.095 　 -0.671 ***

나이 0.117 *** 0.285 *** -0.117 *** 0.167 ***

나이2 -0.001 *** -0.002 *** 0.001 *** -0.002 ***

가구총소득 0.013 　 0.002 　 -0.013 　 -0.011 　

대졸이상(고졸이하=0) -0.176 *** -0.040 　 0.176 *** 0.136 　

직업있음(없음=0) 0.007 　 -0.416 *** -0.007 　 -0.423 ***

미혼(1) -0.091 　 -0.336 　 0.091 　 -0.245 　

사별·이혼(1) -0.038 　 -0.395 ** 0.038 　 -0.357 **

가구원수 -0.082 ** -0.088 　 0.082 ** -0.006 　

영유아자녀(1) 0.209 　 -0.044 　 -0.209 　 -0.253 　

취학자녀(1) 0.095 　 -0.052 　 -0.095 　 -0.147

성인자녀(1) 0.149 　 0.128 　 -0.149 　 -0.021 　

여성*영유아자녀(1*1) 0.095 　 -1.404 *** -0.095 　 -1.498 ***

여성*취학자녀(1*1) -0.135 　 -0.746 *** 0.135 　 -0.610 ***

여성*성인자녀(1*1) 0.152 　 -0.295 　 -0.152 　 -0.447 **

도시지역(비도시=0) 0.038 　 0.017 　 -0.038 　 -0.021 　

상수항 -3.274 *** -8.197 *** 3.274 *** -4.923 ***

Log likelihood -6535.3 　

LR Chi2 898.5 　

Pseudo R2 0.064 　

N 7,308 　
***  p<0.01   ** p<0.05   * p<0.1

표 4-20. 평일의 여가장소 선택확률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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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일의 여가장소 선택 분석 결과

첫 번째로 주거생활형을 참조집단으로 하는 상업시설형과의 선택확률

모형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모형 1),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업시설형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앞서 평일의 주거생활형-상업

시설형 분석 결과에서 성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봤을 

때, 평일에는 남녀 간 차이가 없지만 휴일에는 여성의 상업시설형 여가

활동에 대한 선호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연령 효과는 나이가 (+)로, 나

이2이 (-)로 나타나 평일과 마찬가지로 일관된 영향력을 나타낸다. 이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상업시설형의 선택확률을 높아지지만, 선택확률의 

증가폭은 감소하는 것이다. 
기타 변수들을 보면, 직업이 있는 경우가 휴일에는 주거생활형보다 상

업시설형을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자유 시간이 늘어난 

휴일에는 적극적으로 도심으로 이동하여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가구의 규모가 클수록 상업시설형의 선택 확률은 낮아져, 가

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주거생활형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자녀

나이 변수에서는 성인자녀인 경우 상업시설형을 선택할 확률이 높고, 여

성이면서 첫 자녀나이별 상호작용항은 모두 (+)의 효과를 나타내 휴일에

는 비교적 근거리의 도심으로 나가 여가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로 주거생활형을 참조집단으로 하여 자연친화형과의 선택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모형 1),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자연친화형을 선택할 확

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나이가 (+), 나이2이 (-)로 유의하여, 
나이가 증가할수록 주거생활형보다 자연친화형의 선택확률이 높아지지만 

그 증가폭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수준이 주거생활형을 선택

하는 것에 비해 자연친화형을 선택하는데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변수 중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휴일에 자연친화형에 대한 선택

확률이 높고, 가구규모는 부(-)의 영향력으로 나타나 개인의 여가활동 유

형을 선택하는데 있어 가구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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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자녀나이 중 성인자녀인 경우만 통계적으로 (+)의 영향을 나타내어, 
비교적 자녀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연친화형에 대한 여가장소를 선

택함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항은 모두 동일하게 부(-)의 영향력을 나타

냈는데, 여성이면서 영유아자녀가구, 취학자녀가구, 성인자녀가구의 순으

로 자연친화형에 대한 선호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모형의 

결과에서는 교육수준, 직업유무, 지역특성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게 나타났다.
세 번째로 상업시설형과 자연친화형의 선택확률모형 분석결과를 보면

(모형 2),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연친화형을 선택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

으며 이는 남성의 자연친화형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 또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상업시설형보다 자연친화형을 

선택할 확률이 높지만, 선택확률의 증가폭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첫 자녀나이 단계 중 영유아자녀만이 유의한 부(-)의 영향력을 나

타냈는데, 자녀없음에 비해 영유아자녀가 있을수록 자연친화형을 선택할 

확률이 낮아 어린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이동이나 소요시간에 대한 부

담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호작용항의 부호는 (-)로 동일하며, 여

성이면서 영유아자녀일 때 자연친화형을 선택할 확률이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기타 변수 중 사별·이혼인 경우 자연친화형을 선택할 확률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 직업유무, 소득수준, 가구규모, 지역특성 등

의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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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모형

변수

[모형 1] 주거생활형(ref.) [모형 2] 상업시설형(ref.)

vs. 상업시설형 vs. 자연친화형 vs. 주거생활형 vs. 자연친화형

Coef. p Coef. p Coef. p Coef. p

여성(남성=0) 0.404 *** -0.753 *** -0.404 *** -1.157 ***

나이 0.067 *** 0.287 *** -0.067 *** 0.220 ***

나이2 -0.001 *** -0.003 *** 0.001 *** -0.002 ***

가구총소득 0.001 　 0.041 * -0.001 　 0.041 *

대졸이상(고졸이하=0) -0.085 　 -0.017 　 0.085 　 0.068 　

직업있음(없음=0) 0.170 ** 0.090 　 -0.170 ** -0.080 　

미혼(1) -0.175 　 -0.363 ** 0.175 　 -0.188 　

사별·이혼(1) -0.158 　 -0.450 *** 0.158 　 -0.292 **

가구원수 -0.118 *** -0.171 *** 0.118 *** -0.053 　

영유아자녀(1) 0.243 　 -0.073 　 -0.243 　 -0.316 　

취학자녀(1) -0.008 　 0.084 　 0.008 　 0.091

성인자녀(1) 0.274 * 0.447 *** -0.274 * 0.173 　

여성*영유아자녀(1*1) 0.468 *** -1.464 *** -0.468 *** -1.932 ***

여성*취학자녀(1*1) 0.363 ** -0.634 *** -0.363 ** -0.997 ***

여성*성인자녀(1*1) 0.532 *** -0.377 ** -0.532 *** -0.910 ***

도시지역(비도시=0) 0.082 　 0.111 　 -0.082 　 0.029 　

상수항 -1.412 *** -6.964 *** 1.412 *** -5.551 ***

Log likelihood -7536.8 　 　 　 　 　 　 　

LR Chi2 1299.4 　 　 　 　 　 　 　

Pseudo R2 0.079 　 　 　 　 　 　 　

N 7,626 　 　 　 　 　 　 　
***  p<0.01   ** p<0.05   * p<0.1

표 4-21. 휴일의 여가장소 선택확률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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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본 장에서 다룬 세 가지의 여가장소 선택에 대한 평일과 휴일의 개인 

및 가구특성별 여가장소 선택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평일과 휴일의 주 여가활동 유형이 다르다. 평일의 경우 주로 

의무적인 일에 투입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주거생활형의 여가장소에 

대한 선호가 높은 반면 자유 시간이 늘어난 휴일에는 주거생활형 보다 

상업시설형이나 자연친화형 같은 외부 활동형에 대한 선호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 
둘째, 남녀 간 선호하는 여가장소의 순위는 동일하나, 참여율의 격차

는 크다. 평일의 성별 여가장소 참여율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휴일의 

여가행태에서는 남녀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휴일에 주로 남녀 

모두 상업시설형의 참여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지만, 남성은 자연친화

형의 참여율이 상업시설형과 유사한 수준인데 여성은 자연친화형 참여율

이 약 3배 가량 낮게 나타난다. 즉 남성은 휴일에 더욱 자연친화형에 대

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여성은 상업시설형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난

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활동적이고 스포츠나 야외 활동에 대한 여가

욕구가 더 높기 때문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또한 여성들이 주로 도심의 

상업시설 등에서 쇼핑이나 외식 등의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연령 효과에 따라 여가장소 선호에 차이가 있다. 20-30대는 주

거생활형의 참여율이 높은데, 40대부터는 상업시설형에 대한 선호가 뚜

렷하게 나타난다. 더불어 40-50대의 자연친화형의 참여율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 휴일의 여가참여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

로 보인다. 한편 연령과 관련이 깊은 것은 바로 건강수준인데, 이는 여

가참여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젊은층에서 

주거생활형에 대한 선호가 높다가 상업시설형이나 자연친화형에 대한 선

호가 높아지는 패턴이 나타나지만 70대이상부터는 자연친화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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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이 낮아져 야외 활동에 대한 부담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주요 변인들을 선정하여 집단 간 여가장소 행태를 비교한 

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개인의 여가장소 선택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개별 변수들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

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 선택확률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여성과 고령층의 상업시설형 여가 선호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남성에 비해 여성은 상업시설형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며, 자

연친화형 보다 주거생활형에 대한 선호가 높다. 즉 여성은 비교적 자유

로운 시간에 도심으로 나가 즐길 수 있는 여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

다.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생활형보다 상업시설형이나 자연친화형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지만, 고령층에서는 자연친화형으로의 선호는 감소하

고 상업시설형의 여가를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나이가 듦에 따라 

건강수준의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고령층은 이

동과 소요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자연친화형보다 거주지 주변의 도

심에서 여가를 즐기려고 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령층에게는 

여가시설이 시간을 보내거나 사회 교류의 장으로 및 활용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난다(Graham et al., 1991).
둘째, 남성과 중년층의 자연친화형 여가에 대한 선호가 강하게 나타난

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상업시설형 보다 자연친화형에 대한 선호가 높

고, 상업시설형 보다 주거생활형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으로 보면 남성은 도심에서의 여가활동 보다는 거주 공간 내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 활동 또는 거주지를 완전히 벗어나는 야외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남성들이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이 다양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청년층은 주거생활형 위주

인데 반해 중년층으로 갈수록 자연친화형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진다. 중

년층은 젊은층이나 고령층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계층이기 때문

에 능동적으로 여가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일 높고, 여가욕구 또한 가장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바탕으로 비교적 소요시간이 긴 

야외활동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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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들은 기존 연구들에서 밝혀진 개인특성들을 통제하고서 성

별 효과, 연령 효과, 소득 효과에 따른 여가장소 선택을 비교한 것이다. 
기타 변수들 중 직업의 유무와 혼인상태별 변수는 평일과 휴일의 여가장

소 선택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며, 소득수준은 휴일의 자연친화형 선택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규모는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하

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여가장소를 구체적인 활동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주거 공간 내외에서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선호를 파악 할 수 있었다. 이는 곧 여가공간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여가공간 조성 및 공급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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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점차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여가가 노동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에서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적극적 활동으로 그 기

능이 변화되어 가는 시대적 상황에 주목을 하였다. 우선 이론 및 선행연

구 고찰을 통해 국내외에서 여가의 의미와 역할 변화를 탐색하였으며, 
관련 연구 결과를 통해 여가활동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고

찰하였다. 무엇보다 가구특성에 따라 개인의 여가시간 및 활동유형에 차

이가 있으며, 이와 같은 차별적 여가자원으로 인해 원하는 여가를 즐기

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여가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개인의 여가행태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하고, 도시계획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여

가행태의 차이에 따른 여가장소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국민여가활동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여가시

간 배분 요인과 여가장소 선택 요인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을 통한 주

요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우리나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개인, 가구, 지

역특성에 따른 여가활동별 여가시간의 차이와 그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인적 특성과 여건

에 따라 총여가시간뿐만 아니라 여가유형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우선 우리나라 성인의 주된 여가는 휴식활동이지만, 젊은층, 고소

득에서는 취미오락, 문화예술 등 적극적인 여가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나, 집단에 따라 여가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남성과 젊은층에서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여가 참여도가 높고, 여성과 

고령층은 휴식활동이나 교제 등 사회활동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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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출산 등 가구의 변화는 여가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특히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은 가구구성의 변화에 

따라 여가시간과 활동유형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여

가시간의 증가가 문화예술, 스포츠, 취미오락, 관광 등 적극적이면서 활

동적인 여가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고령

층의 여가시간 증가는 휴식시간의 증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 양적 증가

에 비해 질적 향상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여가의 증가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가 시간의 증가와 

함께 여가 활동에 대한 세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여가장소 선택요인의 분석을 위해 여가 중 취미오락활동을 장소

적 특성에 기반하여 주거생활형, 상업시설형, 자연친화형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장소특성에 기반 한 여가유형 분류를 통해 개인특성별로 여

가장소 선택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비교하고,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여 

여가장소 선택에 있어 결정요인들의 영향력을 실증분석 하였다. 또한 분

석은 여가장소 선택에 시간적 제약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일과 휴일

을 구분하여 동태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 및 가구특성

에 따라 여가활동의 차이가 여가장소의 공간적 분포 변화의 주요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개인적으로 보면 여성은 남성

에 비해 상업시설형 여가를 선호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연친화형 여

가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저소득층, 무직자 등은 많

은 여가시간에도 불구하고 주거생활형 여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여가장소 선택에 제약이 존재하며, 따라

서 집단 간 여가유형과 장소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편 평일은 의무적인 일에 투입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주로 

거주 공간 내에서 할 수 있는 정적이고 소규모 활동 등에 참여하는 주거

생활형의 참여율이 높은 반면 휴일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여가에 참여하

여, 거주 공간을 벗어나 상업시설형이나 자연친화형 같은 야외 활동 공

간에 대한 선호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적 여가보다는 가족 

단위의 여가가 여가 장소 선택에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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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에서 평일 또는 휴일에 한하여 여가행태를 살펴보았다는 한계에 

비춰보았을 때, 본 연구는 평일과 휴일의 여가유형 선호를 동시에 비교

한 것에 의의가 있다. 

제2절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현대 사회에서 여가는 일상 보편적이면서, 삶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

되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 평균 수명의 증가로 점차 늘어나는 자유

시간을 어떻게, 무엇을 하며 보낼 것이냐가 삶의 질에 중요한 문제로 대

두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과거에는 여가가 일하고 남은 시간을 보

내거나, 다시 일을 하기 위한 재충전을 위한 시간으로 인식되었던 것에 

한정된 반면 오늘날 여가는 개인의 선호에 따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는 시간으로 그 의미가 바뀌고 있다. 따라서 여가활동도 단순

히 휴식을 취하거나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소극적 활동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및 체험할 수 있는 스포츠, 관광 활동과 문화예술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활동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여가를 자아

실현, 자기계발, 자신에의 투자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

들이 단순한 소극적 유형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보다 개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처럼 개인의 인구·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여가시간과 활동에는 차이가 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는 자

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시간이 되어야

하나, 사회적 의무, 소득 제약 등으로 원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고 무료

한 ‘시간 때우기’로 흘러가는 경우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한 삶의 질 향

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여가의 제약이 고령층, 저

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여가임에도 불구하고 집단 간 여가기회 및 참여의 불평등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으로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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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가고 있으나, 이와 같은 여가의 양

극화 현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여가 소외계층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과

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가의 양극화에 대한 관련 연구가 필요하며, 
정책적으로 충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갖지 못한 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super-aged society)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여가는 주요한 사회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

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길어진 노후를 어떻게, 무엇을 하며 보낼 것이

냐는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소

득과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라 적극적 여가활동이 증가하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보면, 경제성장기를 거치며 여가에 대한 수요가 많고, 교육수준

이 높은 중장년층이 노년층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의 여가 수요는 매우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상황에서 노인 

간 경제적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 계층 내

에서 여가 활동의 양극화 현상도 우려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노인의 

여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향후 여가활동과 장소는 더욱 다양화되고 세분화될 것으

로 보인다. 평일에는 주로 한정된 시간 내에서 상업시설형의 여가수요가 

증가하지만, 휴일에는 관광숙박 여행과 같이 장거리 이동을 요구하는 자

연친화형 여가의 수요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짧은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주거지 주변에 소규모 취미활동 공간이 증가

하면서도 자연을 찾아 즐기는 여가활동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의 지위 향상과 1인 가구의 

증가와 관련하여 도심 여가 수요가 증가하고 도심의 여가 공간은 점차 

복합화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가사와 자녀 양육이 여

성의 여가 활동의 제약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점차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가사 의무에서 벗어난 여성들의 적극적 여가 참여가 증가할 것

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여성이 선호하는 상업시설형 여가의 수요는 빠르

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모임, 교제 등 사회활동을 위한 도심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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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여가 공간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젊은 1인 가구는 연구결과에서 주요한 여

가 제약요인으로 나타난 소득과 결혼, 자녀 양육에서 자유롭게 때문에 

다른 계층에 비해 여가에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고, 시간적으로도 여

유롭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여가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며 이는 여가의 세분화와 다양화를 이끄는 주요 동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과 미혼인 경우가 상업시설형 여가를 선호하는 분석 결과를 

감안하면 도심의 여가공간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도심 여가 기능에 대한 수요 증가는 도심 기능 및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업무와 상업기능이 밀

집한 도심에 여가공간이 증가하면서, 평일과 휴일의 여가통행 패턴도 변

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점차 주거지 주변에 소규모 여가 공

간이 증가하면서 주거지 내 일상 여가를 위한 공간이 증가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보면 여가 행태 변화에 따른 

도시 내 여가활동의 공간적 패턴의 변화와 그에 따른 통행 패턴의 변화

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가 수요의 개인 및 가구특성 

간 차이를 분석하고, 더불어 여가유형별 차이를 제시함으로써 여가의 양

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함께 분석하고자 했다. 또한 이와 같은 변화를 

그 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여가장소와 연결하여 분석함으로

써 도시계획적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학문

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가용한 자료의 제약으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여가수요의 시계열 변화와 계층별 여가수요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본 수의 제약으로 1인 가구, 은퇴자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정 계층의 여가수요에 대한 관찰이 제한적이었

다. 향후 다양한 사회계층의 등장으로 여가수요 또한 다변화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가행태 변화를 위한 패널조사 등 중장기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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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여가활동에 따른 여가장소와 공간

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장소에 대한 수요 분석을 

위해 여가 유형별 장소적 특성을 기반으로 여가장소를 3개 유형으로 구

분하였으나, 여가수요의 증가에 따른 교통량, 시설수요 증가 등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여가장소에 대한 조사와 관련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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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분 시군구, 동읍면 시군구
도시(동부), 

농어촌(읍면부)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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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해당 정보 포함, △ 제한적 정보 포함

부록 1. 여가관련 조사 자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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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내용

수집활동(스크랩 

포함)
Ÿ 취미를 위하여 여러 가지 물건이나 재료를 찾아 모으

는 활동

생활공예(십자수, 
비즈공예, 꽃꽂이 등)

Ÿ 실용적인 물건에 장식적인 가치를 부가하고, 그 가치

를 높이려고 하는 미술활동의 하나로 분류

요리하기․다도

Ÿ 요리란 음식을 일정한 방법으로 만드는 모든 활동을 

포괄

Ÿ 다도란 찻잎을 따고, 달여 마시며 몸과 마음을 수련하

여 덕을 쌓는 행위

애완동물 돌보기 Ÿ 애완동물을 좋아하고 가까이 두며 기르는 행위

노래방가기
Ÿ 노래반주 기계가 비치되어 있고, 반주에 따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업소를 방문하는 행위

인테리어
Ÿ 집이나 자동차 등 실내장식을 바꾸고 디자인 하는 활

동

등산
Ÿ 산에 오르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심신을 단련하고 즐

거움을 찾는 활동

낚시 Ÿ 물고기를 잡는 낚시질을 통칭

미니홈피․블로그관리 Ÿ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관리하는 활동

인터넷검색․채팅․UCC
제작․SNS

Ÿ PDA,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 검색 등을 하는 행위

게임(인터넷, 닌텐도, 
PSP, PS3 등)

Ÿ 집, 오락실, PC방 등에서 휴대용 게임기를 이용한 오

락, 게임 활동

보드게임․퍼즐맞추기

Ÿ 보드게임이란 여러 가지 보드게임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게임을 진행하는 종류의 게임

Ÿ 퍼즐맞추기란 문제해결이나 깊은 생각을 통해 숫자퍼

즐, 낱말퍼즐 등을 하는 활동

바둑․장기․체스 Ÿ 바둑, 장기, 체스 등의 게임을 즐기는 활동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보고서.

부록 2. 취미오락활동의 소분류 활동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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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내용

겜블․복권구입 Ÿ 도박성 게임을 하거나 복권을 구입하는 활동

쇼핑․외식

Ÿ 쇼핑이란 매장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

아보러 다니는 활동

Ÿ 외식이란 가족끼리 혹은 지인과의 외식(단, 일상적인 

외식은 제외

음주 Ÿ 알콜이 함유된 술을 마시는 행위

독서․만화책보기 Ÿ 일반 책 및 만화책 읽기(신문, 잡지류는 제외)

미용(피부․헤어관리, 
네일아트, 마사지 등)

Ÿ 피부 관리, 헤어관리, 네일아트, 마사지, 성형 등 이․
미용과 관련된 모든 행위

자격증취득을 위한 

공부․학원 등 이용

Ÿ 외국어나 컴퓨터 등을 포함한 각종 기능․기술 관련하

여 학습하는 활동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보고서.

부록 2. 취미오락활동의 소분류 활동 개요(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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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총여가시간 ln휴식시간 ln휴식 외 시간 휴식시간비율

변수명 B p VIF B p VIF B p VIF B p VIF
　 (상수) 11.284 *** 10.365 *** 10.886 *** 31.632 ***

성별 여성 0.000 　 1.6 0.105 *** 1.7 -0.123 *** 1.6 5.820 *** 1.6
연령 나이 0.006 *** 3.9 0.014 *** 3.8 -0.009 *** 3.9 0.541 *** 3.9
소득수준 가구총소득 -0.006 　 2.1 -0.040 *** 2.2 0.051 *** 2.0 -2.084 *** 2.1
교육수준 대졸이상 -0.065 *** 1.4 -0.107 *** 1.5 0.062 *** 1.4 -4.781 *** 1.4
직업유무 직업있음 -0.127 *** 1.3 -0.102 *** 1.4 -0.135 *** 1.3 0.560 　 1.3
혼인상태

(ref.배우자있음)
미혼 0.107 *** 3.9 -0.118 *** 3.5 0.275 *** 4.0 -8.795 *** 3.9
사별·이혼 0.071 *** 1.4 -0.040 　 1.4 0.153 *** 1.4 -3.503 *** 1.4

가구규모 가구원수 0.007 　 2.8 0.005 　 3.0 -0.009 　 2.8 0.107 　 2.8

첫자녀나이

(자녀없음=0)

영유아자녀 -0.065 * 1.7 -0.107 ** 1.7 -0.060 　 1.7 0.818 　 1.7
취학자녀 -0.069 *** 2.4 -0.070 * 2.4 -0.020 　 2.5 -1.184 　 2.4
성인자녀 -0.061 ** 2.3 -0.062 * 2.3 -0.010 　 2.3 0.078 　 2.2

성별*첫자녀나이

상호작용항

여성*영유아자녀 0.039 　 1.9 0.283 *** 1.9 -0.341 *** 1.9 13.768 *** 1.9
여성*취학자녀 0.005 　 2.8 0.212 *** 2.8 -0.200 *** 2.8 9.274 *** 2.8
여성*성인자녀 -0.048 ** 2.4 0.115 *** 2.5 -0.230 *** 2.4 8.760 *** 2.4

거주지역 도시지역 -0.029 ** 1.1 0.038 ** 1.1 -0.098 *** 1.1 1.895 *** 1.1
　 R2 0.087 　 0.242 　 0.106 　 0.236 　

　 F-value 57.264 *** 169.621 *** 70.869 *** 191.771 ***

　 N 9,038 　 7,995 　 9,021 　 9328 　

***  p<0.01   ** p<0.05   * p<0.1

부록 3. 여가시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 116 -

　 ln취미오락 ln사회기타 ln스포츠 ln문화예술 ln관광

변수명 B p VIF B p VIF B p VIF B p VIF B p
(상수) 10.755 *** 8.973 *** 9.529 *** 8.448 *** 8.691 ***

여성 -0.253 *** 1.5 0.213 *** 1.7 -0.102 ** 1.4 0.137 ** 1.6 -0.128 　

나이 -0.016 *** 3.7 0.007 *** 4.1 0.002 　 3.5 0.004 　 3.5 -0.007 *

가구총소득 0.010 　 1.8 0.044 *** 2.2 0.033 ** 1.6 0.010 　 1.5 0.058 **

대졸이상 0.016 　 1.4 -0.047 　 1.4 0.045 　 1.4 0.090 * 1.3 0.140 *

직업있음 -0.077 *** 1.3 -0.193 *** 1.3 -0.138 *** 1.4 -0.169 *** 1.3 -0.061 　

미혼 0.234 *** 4.3 0.514 *** 3.8 0.002 　 4.8 0.197 * 5.8 0.070 　

사별·이혼 0.039 　 1.3 0.209 *** 1.4 0.034 　 1.3 0.266 ** 1.3 0.022 　

가구원수 -0.027 　 2.5 -0.006 　 3.1 0.005 　 2.3 -0.002 　 2.0 -0.005 　

영유아자녀 -0.035 　 1.7 -0.142 　 1.5 -0.148 　 2.1 -0.129 　 1.9 0.056 　

취학자녀 -0.038 　 2.5 -0.066 　 2.3 -0.091 　 3.1 -0.097 　 2.6 -0.005 　

성인자녀 0.093 　 2.3 -0.134 * 2.1 -0.042 　 2.6 -0.142 　 2.1 0.095 　

여성*영유아자녀 -0.273 *** 1.9 0.151 　 1.9 -0.054 　 1.6 -0.239 * 2.2 0.112 　

여성*취학자녀 -0.276 *** 2.8 0.207 *** 2.8 -0.217 *** 2.8 -0.058 　 3.4 0.065 　

여성*성인자녀 -0.297 *** 2.3 0.071 　 2.6 -0.089 　 2.2 -0.206 * 2.5 -0.210 　

도시지역 -0.106 *** 1.1 -0.196 *** 1.1 0.025 　 1.0 -0.341 *** 1.0 -0.071 　

R2 0.099 　 0.061 　 0.011 　 0.050 　 0.047 　

F-value 51.284 *** 25.702 *** 2.424 *** 8.014 *** 4.661 ***

N 6,987 　 5,992 　 3,373 　 2,291 　 1424 　
***  p<0.01   ** p<0.05   * p<0.1

부록 4. 여가시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 휴식 외 활동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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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Koreans Spend Their 

Leisure Time

: Leisure Activities and Places

Huh, Ji-Jung

Urban and Regional Planni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Leisure time is expected to increase gradually in our life due to 

extended life span and shortened working hours. In this regard, 

having leisure tim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became more 

important personally and socially. However, an increase in 

leisure time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an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life. Increased leisure time might be the basis for 

raising the quality of life due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income, 

leisure experience, and education level, but it may simply be a 

killing time to start thinking about what to do. As a result, the 

disparity in leisure and polarization may occur due to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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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individual leisure resourc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suggest implications for 

urban planning  by deriving factors affecting individual leisure 

activities in terms of the allocation of time and selection of 

leisure space. First of all, based on a review of previous 

research,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ors that affect leisure 

participation from individual, household and local aspects. 

Specifically, given that individual leisure activities are constrained 

by household characteristics, such as household composition and 

incom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and various factors that affect their leisure participation. Using 

data from the National Leisure Activity Survey (2014),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ces in leisure participation among 

Korean adults in terms of their leisure time and leisure places. 

For this study, the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has been 

used to analyze factors that influence total leisure time for a 

year and leisure time by activities. Also, the multinomial logistic 

model has been used to figure out determinant factors of the 

leisure space choice during weekdays and weekends. 

First of all, based on the analysis of participation time for 

each leisure activity, there is a difference in total leisure time 

according to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circumstances as well 

as in types of leisure activities. One of the findings is that the 

main leisure activity of Korean adults is relaxation, although 

there are many active leisure activities, such as hobbies, 

entertainment, culture and arts for young adults and high-incom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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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articular, there are higher participation rates for men 

and young adults engaged in leisure activities including 

relaxation, whereas higher proportion for women and elderly 

adults engaged in relaxation and social activities including 

socializing.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such as marital 

status and the age of children are also the factors that 

significantly affect their leisure time and activities. Specifically, 

women who are in charge of housework and childcare are limited 

by leisure time and types of leisure activities as the composition 

of their household changes. Meanwhile, an increase in total 

leisure time does not imply an increase in active leisure 

activities, such as culture, arts, sports, hobbies, entertainment 

and tourism. For instance, in the case of low-income and elderly 

adults, much of the increase in their leisure time is accounted 

for by relaxation, which means that their leisure time has been 

limited to simple and passive leisure activ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leisure behavior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leisure consumers.  

In order to figure out determinant factors of the leisure 

space choice,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s in the selection 

of their leisure plac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and households and classifies leisure activities into three types: 

housing lifestyle, commercial facility and eco-friendly types. The 

result of this analysis indicates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weekdays and weekends in the choice of leisure place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and households. 

Since many people spend on their mandatory works during 

weekdays, they prefer passive or small group leisur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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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leads to a high proportion of housing lifestyle type. During 

weekends, however, they prefer to spend their time on active 

leisure activities, so they escape from their residential place and 

go to outdoor spaces like commercial facilities and eco-friendly 

plac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and 

households, women prefer the commercial facility type of leisure 

compared to men, and people prefer the eco-friendly type as 

age increases. However, low-income and unemployed adults 

prefer the housing lifestyle type in spite of having a lot of 

leisure time, which explains that there are some restriction on 

their participation in other leisure types. 

Given that the demand for leisure activities have been 

gradually increased in recent years,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constraint factors that affect individual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Although many previous studies 

have emphasized the increase of leisure time, this study 

examines differences in leisure participation time by looking at 

each leisure activity. An understanding of not only the increase 

in leisure time but also the differences in types of leisure 

activities is required to improve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through leisure activities. Despite the lack of resources and data 

on the preference of leisure places, this study attempts to 

classify the types of leisure plac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places. Furthermore, it empirically examines that the 

preference of leisure activities can result in leisure place 

choices. In particular, it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some 

implications by dynamically analyzing the differences of leisure 

time constraints and leisure activities and comparing the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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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leisure places during weekdays and weekends. Such changes 

in leisure activities and leisure places lead to changes in the 

market size and location, which therefore result in changes in 

leisure trips. This can be a major factor that affects the urban 

spatial structure, so there should be continued interest and 

research from the aspect of urban planning.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leisure, and soci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have 

been already prepared for that, but still there is a need for 

continued interest and research on the polarization of leisure and 

the diversification of leisure types and places for marginalized 

people in leisure. If there is an increase in leisure time but with 

constraints on social obligations and income, it would just 

become a 'killing time', and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would not be significant. According to these result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re could be the polarization of leisure consumption 

and enjoyment, since the constraints of leisure activities are 

imposed on socially vulnerable groups, such as elderly and 

low-income adults. 

Moreover, the economic gap among elderly adults who have 

been retired from economic activities can be even greater, which 

means that opportunities for leisure participation within them can 

be more unequal. Given that Korea has been facing an aging 

society, there is a need for continued interest in the polarization 

of leisure activities among elderly adults. According to the result 

that women and unmarried households prefer the commercial 

facility type of leisure, the demand for leisure spaces in urban 

areas is expected to increase even more. Although lei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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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s in urban areas have become a large complex combined 

with various functions and activities, it is expected that the 

demand for small leisure spaces will gradually increase in 

residential areas. As such, there are concerns on the issues of 

polar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leisur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xpand public leisure facilities and research on the 

distribution of its location from the aspect of urban planning so 

that anyone can enjoy. Therefore, there should be ongoing 

research o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recreational activities 

within the urban areas and the changes in leisure trip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changes in citizens' leisure behavior.

Keywords : leisure, leisure activity, leisure time, leisure place, 

household characteristic

Student Number : 2011-3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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