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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는 다양한 여가활동 유형 중 하나로 그 확

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국민 생활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스포

츠 참여율은 여전히 OECD 34개 국가 중 21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여가활동 유형에 참여하는 사람들간 개인적 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2014년 기준 54.7%인 스포츠 

참여율을 OECD 10위권 진입을 위해 정부에서 제시한 70%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관람 및 참여스포츠 시장 주체들이 어떠한 전략적 방안

을 추구해야 하는 지에 대한 영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2년 문

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국민여가실태조사의 원시자료를 대상으로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대상으로 2차 자료를 활용한 이유는 해

당 자료가 전국 대상, 전 연령 대상의 보편적 표본이라는 점, 스포츠 외 

다른 여가 유형까지 함께 분석이 가능한 표본이라는 점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 변수들을 지리적, 심리적, 인구통계학적, 행

동적 변수로 나누어 총 20가지로 선정하고 어떤 특성이 여가활동 유형 

분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여가활동 유형 그룹은 국민여가실태조사 상에 분류되어 있는 관

람스포츠 활동, 참여스포츠 활동, 문화예술 관람활동, 문화예술 참여활동, 

관광활동, 취미오락 활동, 기타사회 활동, 휴식 활동의 총 8가지 분류를 

따랐으며, 이를 스포츠 유형, 비스포츠 유형, 비활동적 여가활동 유형으

로 재 분류하였다. 또한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국민여가실

태조사의 표본 수는 5,003명이며, 이를 대상으로 판별분석을 통해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활동 빈도가 낮고, 동

반자가 적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낮잠이나 TV 시청과 같

은 비활동적 여가활동을 즐기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

가활동 빈도가 그룹간 분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둘째, 학력이 높을수록 비스포츠 보다 스포츠를 즐기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기혼자일수록, 여가활동 목적이 시간을 

보내거나 가족과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일수록 스포츠 보다 비스포츠를 

즐기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비스포츠 여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19%, 비활동

적 여가활동 유형을 즐기는 사람들의 13.5%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

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



 

들은 여가활동 유형을 스포츠로 전환시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사

람들이며, 이러한 세분 시장이 바로 관람 및 참여스포츠 시장 주체들이 

타겟팅해야 할 최우선 마켓이 될 것이란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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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한국 사회는 점차적인 경제 발전과 2004년 7월 도입되어 

도입 11년째를 맞은 주 5일 근무제에 이어, 2013년 11월 시행된 대체 

휴일제로 인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점차 많은 여가 시간을 누릴 수 있

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관람 및 참여스포츠 시장에서

도 늘어난 여가시간의 활용 방안 중 하나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람 

및 참여스포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2012년 국민여가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46.6%가 여가활

동 유형 1순위로 TV 시청을 뽑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거의 절반에 이

르는 비활동적 여가 수요들을 타 여가 유형이 아닌 스포츠 시장으로 유

입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관람 및 참여스포츠의 장점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살

펴보면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이 행복 등 개인의 다양한 삶의 질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다양한 방식으로 입증되어 왔다. 김양례

(2008)는 생활체육 참가 집단이 비참가 집단에 비해 성취 및 자기계발, 

종교, 경제력, 긍정적 인생관,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외모, 대인관계, 자

립성, 여가, 이타심, 사회정치문화환경, 건강관련 행복한 삶과 관련된 지

표가 모두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또한 이상구

(1998)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여가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더불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발표자료를 따르면, 스포

츠 참가자의 경우 삶의 행복도가 5점 만점에 3.98로서 100점 만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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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시 79.6점에 달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용식, 2010, p63에

서 재인용) 이러한 관람 및 참여스포츠의 장점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국민생활체

육참여실태조사(2013)에서 국민들 중 72%가 체육활동으로 인해 의료

비가 감소되었다고 응답했다는 점은 국민들 스스로가 건강에 미치는 스

포츠 참여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문화

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를 살펴 보면, 주 1회 

이상 스포츠 활동을 하는 비율은 2013년 기준 45.5%에 그치고 있으며, 

41.8%는 전혀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2014년 문

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국민 생활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국내 전체 국민 중 일상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인 스포

츠 참여율은 2014년 기준 54.7%로 OECD 34개 국가 중 21위에 머물

러 있다. 또한 2022년까지 OECD 34개 국가 중 10위권에 진입하기 위

해서는 70% 이상의 스포츠 참여율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 

생활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4) 

 또한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을 다양한 여가활동 중 한 가지 

유형으로서 비스포츠 여가활동 유형과 비교해 보면 그 심각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난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국민여가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전체 국민 중 여가활동 유형 중 1순위로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을 선택한 응답자가 전체의 9.5%에 그치고 있다. 더군다나 낮잠, 

TV 시청 등 비활동적 여가활동 유형의 경우 2010년 36.2%에서 2012

년 59.3%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여가 선용 실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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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적인 유형으로 급격히 치우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인

의 전체적인 여가활동에 불만족 한다는 응답이 41.7%에 달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국민여가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2)  

 현재 스포츠 활동 비참여 이유를 살펴보면 시간 부족과 관심 부

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

한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스포츠 활동에 참여 하지 않는 

이유로 61.1%가 시간 부족을 선택하였으며, 52.4%가 관심 부족을 선택

하여 1,2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가 23%로 3위, 

체육시설 접근성이 떨어져서가 22.3%로 4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스포

츠 활동 비참여 원인들을 해소하기 위한 스포츠 활동 활성화 정책은 대

부분 체육 시설물 확대를 통한 시설물 접근성 향상이라는 측면에 치중되

어 있다.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국민 생활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을 살펴보면 2022년까지 공공체육시설을 총 1,124개소로 

확충하고, 지리정보(GIS) 분석을 활용해 시설 이용객 과밀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2013년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를 살펴보아도, 스포츠 활동 활성화 정책은 주로 체육시설 

부족 지역 체육관 확대, 스포츠 버스 운영 등 시설물 확충을 통한 접근

성 향상이라는 흐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학계에서는 관람 및 참

여스포츠 활동의 장점을 분석하고 강조하는 연구와 스포츠 활동이나 여

가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하는 여가제약 연구의 두 가

지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상술하였듯이 실제 국민들의 스포츠 활동 비참여 이유는 

시간 부족과 관심 부족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체육시설 접근성이 떨어져

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22.3%로 4위에 그치고 있

다. 또한 스포츠 활동의 장점을 알지 못해서 참여하는 경우도 극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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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 활동 장려 및 여가활동 유형 중 

하나로서의 스포츠 활동 수요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히 시설물 확충 정책

이나 스포츠 활동의 장점 부각과 같은 접근보다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사

람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행동양식 변화 유도 방안들이 시급하다.  

 그 출발점으로 본 연구는 여가활동 유형으로 가장 선호하는 활

동이 무엇인가? 를 기준으로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을 선택하는 그룹

과 비스포츠 여가활동을 선택하는 그룹, 그리고 비활동적 여가활동을 선

택하는 그룹으로 여가 시장을 세분화 한 후, 각 그룹간 어떤 특성의 차

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어떤 특성이 각 그룹간 분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가? 에 대한 답까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즉, 세 가지 각각의 세분 

시장들이 어떠한 특성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토

대로 관람 및 참여스포츠 시장 공급자들이 어떤 세분 시장을 타겟팅

(targeting) 해야 하는지, 타겟팅 하고자 하는 세분 시장의 특성이 무엇

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연구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현

재 즐기고 있는 여가 유형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인구통계학적, 지리학적, 

심리적, 그리고 행동적 변수들을 통해 한 개인의 여가 유형을 예측하고, 

각 세분 시장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판별 함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개인이 여가활동 유형으로 타 여가유형 대비 관람 및 참여

스포츠를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학계에서는 관람 및 참여스포츠의 장점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상구, 1998; 이용식, 2010; 김양례, 

2008; 이순림, 2004; 국민생활체육협의회, 2007; 김영주, 1991; 허남근, 

1994)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와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

부(2012)에서 실시한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를 살펴보면 국민 여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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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중 단 9.5%만이 여가활동으로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을 선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의 행복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 선행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을 뿐 아니라, 개인들이 스스로 

스포츠 참여의 장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참여의 비중

이 높지 못한 이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스포츠 참여의 장점을 부각시키는데 치중하여, 결

론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 참여자와 비스포츠 여

가활동 참여자, 그리고 비활동적 여가활동 참여자간의 특성 차이를 규명

하는 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 여가제약 요인들을 통해 개인이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파악하려는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최근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사회 전반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여가 제약

에 대한 연구들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박형석, 박정열(2012)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매년 20편 이상의 여가제약 관련 연구가 수

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여가 제약이라는 개념을 주

제로 한 연구는 1991년 주부를 대상으로 한 홍성희의 연구가 이루어진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1995년 구창모의 연구 이후 본격적으로 활발

해 지기 시작하였다. (박형석 외, 2012) 이러한 여가 제약 연구들의 핵

심은 개인의 삶에서 일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여가활동을 제약하는 

모든 요소들을 규명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특히 지현진, 이철원(2003)

은 기존 여가 제약 연구의 대표적 여가 제약 모델인 Crawford, & 

Godbey(1987)이 제시한 계층적 여가 제약 모델을 수정하여 보편적으

로 적용될 수 있는 여가 제약 척도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즉, 여가와 관

련된 포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함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여

가라는 큰 범주의 개념으로 관람 및 참여스포츠까지 파악하려는 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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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활동 참여자만의 고유의 특성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

을 것이라 판단한다. 특히, 사람들이 여가 자체에 느끼는 제약 외에 이

미 특정 유형의 여가를 즐기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여가활동으로 어떤 

유형을 선택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으

로 보인다.  

 여가 유형 중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만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했던 연구들을 살펴보면, 양명환(2006)의 경우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운

동 참여 동기와 참여 제약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즐거움 동기, 자극

추구 동기, 건강 및 체력 동기, 사회적 동기에 의한 운동 참여 제약 요

인들을 밝혀냄과 동시에 이 중 즐거움이라는 내재적 동기가 다른 다양한 

참여 제약요인들을 낮춰준다고 주장하였고, 김춘종(2013)은 노인들의 

신체활동에 있어서의 참여 제약요인들을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책정하는 

연구를 통해 동반자 부족과 건강악화가 가장 중요한 노인들의 스포츠 활

동 제약 요인임을 밝혔다. 또한 김영심(2012)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

별에 따라 여가 스포츠 참여 제약 요인들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남아가 여아보다 스포츠 활동 참여 제약을 더 많

이 느낀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남아는 친구 관계가 가장 큰 제약으로 

인식되는 반면, 여아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제약으로 인식된다

는 점을 주장하였다. (김영심, 2012) 하지만, 이러한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 참여자들의 특성들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직장인, 노인, 

아동 등의 제한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보다 보편적인 표본, 즉 전국단위, 전 연령 대상의 표본을 대상

으로한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또한 스포츠 시장에서 새로운 고객 확보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

은 두 번 강조할 필요가 없다. 특히 관람스포츠 시장 영역에서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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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 구단들의 합리적 경영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각 구단들

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목표 중 하나가 되었다. (강준호, 2003) 

이렇듯 관람스포츠 영역에서의 프로스포츠 리그 자생력 확보와 참여스포

츠 영역에서의 참여자 확대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참여자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시장 확대 및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한 전략

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필요성은 첫째로 스포츠 활동의 긍정적 영향

에도 불구하고 여가활동 유형으로서의 상대적 참여율이 낮은 원인을 분

석해 보아야 한다는 점에 있으며, 둘째로는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보편적 표본(전국단위, 전연령 대상)을 대상

으로 한 국내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스포

츠를 즐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분법적 구분에서 벗어나, 각 

여가활동 유형별로 시장을 세분화 하고 각 세분 시장별 특성의 차이를 

파악하는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여가 시장을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을 즐기

는 그룹, 비스포츠 여가활동을 즐기는 그룹, 그리고 비활동적 여가활동

을 즐기는 그룹으로 세분화하고, 각 그룹간 특성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

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국민여가

실태조사의 조사 문항을 바탕으로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

되는 요인들을 총 20가지 변인들로 추출하여, 해당 요인들 중 어떤 요

인이 각 그룹간 분류에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인지 밝힘과 동시

에 각 그룹간 어떤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



8 

한 이를 통해 향후 국민들의 관람 및 참여스포츠 참여율 증진을 위한 전

략 중 시장 세분화 및 타겟팅 전략에 있어서 각 그룹 별로 어떤 특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여가활동 유형 그룹의 경우 국민여가실태조사 상에 분류되어 있

는 관람스포츠 활동, 참여스포츠 활동, 문화예술 관람활동, 문화예술 참

여활동, 관광활동, 취미오락 활동, 기타사회 활동, 휴식 활동의 총 8가지 

분류를 따랐으며, 이 중 관람스포츠 활동과 참여스포츠 활동을 스포츠 

유형으로, 문화예술 관람활동, 문화예술 참여활동, 관광활동, 취미오락 

활동, 기타사회 활동을 비스포츠 유형으로, 휴식 활동을 비활동적 여가

활동 유형으로 재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그룹간 분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들은 어떠

한 변수들인가? 

 둘째, 각 그룹간 분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들은 시장

세분화의 주요 변수들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셋째, 스포츠 유형, 비스포츠 유형, 그리고 비활동적 여가활동 

유형의 세 그룹간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그룹간 분류에 어떠한 

양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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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스포츠 활동 참여자 특성에 관한 연구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관

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도 및 삶의 질을 높

여준다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또한 스포츠 활동 참여자와 비스포츠 

여가활동 참여자간 비교를 통해 관람 및 참여스포츠에 참여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보다 개인의 행복도, 생활 만족도, 직무 만족도 

등에서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형태의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스포츠 활동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선행 문

헌들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스포츠 참여 빈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민생활체육협의회(2007)에

서 진행한 연구의 경우 스포츠 참여에 있어서 강도나 기간보다는 얼마나 

자주 참여스포츠 활동을 하는가 하는 참여 빈도가 행복에 더 많은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 지속적인 스포츠 참여가 행복한 삶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장진우, 강효민(2007) 또한 지역사

회 내에서 스포츠 클럽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아질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

다는 점과 스포츠 클럽 참여 활동 몰입이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으며, 김치조(1993)는 높은 빈도의 스포츠 활동 

참여가 생활 만족 뿐 아니라 직무 만족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둘째로는 스포츠 활동 참여 자체의 긍정적 효과들을 검증한 연

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김동아, 백순기(2007)는 생활 체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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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통해 느끼는 여가 만족이 정신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점을 바탕으로, 신체적 질병 뿐 아니라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의 정신적 안녕감을 높이는 것에 생활 체육 프로그램이 많은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점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김두기, 김종식, 신종

훈(2012)은 스포츠 참여를 통해 자아 존중감이 향상되고 이렇게 향상된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인과관계를 가지며, 다시 심리적 

안녕감은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김영주(1991)

의 경우 연구 대상을 노인으로 구체화 시킨 연구에서 스포츠 참여가 생

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고하였으며, 허남근(1994)

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스포츠에 참여할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김수겸(2005)은 성인의 스포츠 참여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변인이라는 사실을 점을 주장하

였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활동 참여자와 비참여자간 비교를 통해 스포

츠 활동의 장점을 강조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양례(2008)의 경우 생

활 체육 참가 집단이 비참가 집단에 비해 성취 및 자기계발, 종교, 경제

력, 긍정적 인생관,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외모, 대인관계, 자립성, 여가, 

이타심, 사회∙정치∙문화환경, 건강 관련 행복한 삶과 관련된 지표가 모두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또한 강종구(2003)는 생

활체육 참여 집단이 비참여 집단보다 여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 생

활체육 참여 집단 내에서도 조직적 참여 집단이 비조직적 참여집단에 비

해 높은 여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윤상문, 이진, 

문태영(2003)은 그들의 연구에서 생활체육 참가집단이 비참가집단에 비

해 신체적 여가 유능감, 사회적 여가 유능감, 그리고 인지적 여가 유능

감이 높게 나타나고 생활만족도 또한 높다는 점을 보고하였으며, 이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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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의 연구에서도 여가 활동으로 스포츠에 참여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리적으로 더 행복하다고 느끼며, 정신건강과 생활 

만족이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은 

그 자체로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변인 간에 다양한 매개 변인 및 조절 변인이 작용

하고 다양한 외생변수 또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스포츠 참여

가 여가 만족도, 심리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들이 결국 개인의 주관적 행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 그룹을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그룹과 비교했을 때도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주관적 행복도, 여가 만족도, 삶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특히 참여스포츠 활동

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에서 규명되었다. 

 

2. 시장세분화 

1) 시장세분화의 정의 

 시장세분화는 Smith(1956)에 의해 처음 소개되어 현재까지도 

핵심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정현숙, 2010) 특히 소품종 

대량 생산을 통한 대량 마케팅(mass marketing) 시대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통한 표적 마케팅(target marketing) 시대로의 변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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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역할을 한 마케팅 전략이다. Smith(1956)의 정의에 따르면 시

장세분화는 다양한 특성들이 섞여있는 하나의 시장을 각각의 동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보다 작은 단위로 묶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각 기업

들은 세분 시장별로 다양한 소비자들의 선호와 니즈를 보다 정확하게 만

족시킬 수 있다.  

 또한 Armstrong, & Kotler(2013)는 각 기업들이 대규모의 이

질적인 시장을 보다 작은 세분 시장으로 나눔으로써, 고객들의 톡특한 

니즈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세

분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마케터들은 시장 세분화를 

통해 유사한 특성을 지닌 소비자들을 하나의 세분 시장으로 묶고, 해당 

세분 시장 내 소비자들의 니즈에 적합한 제품 개발 및 최적의 마케팅 믹

스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Peter, & Olson, 2010)  

 시장세분화라는 개념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소품종 대량 생산 및 

철저한 원가 절감 전략으로 대표되는 대량 마케팅의 시대였다. 특히 포

드(Ford)사의 모델-T의 경우 이러한 대량 마케팅 전략의 대표적인 성

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변

화되고 구매자들의 수가 늘어나며,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표적 마케팅 전략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

였다. (Armstrong, & Kotler, 2013)  

 시장세분화는 성공적인 표적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선행요건이며, 시장세분화 결과에 따라 표적 마케팅 전

략의 방향이 결정된다. 이 때문에 Armstrong 외(2013)도 표적 마케팅 

전략 분류에 시장세분화의 정도를 기준으로 활용하였다고 판단된다. 

Armstrong 외(2013)이 제시한 표적 마케팅 전략의 네 가지 분류는 아

래 <그림 Ⅱ-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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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 표적 마케팅 전략 

(Armstrong, & Kotler, 2013)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세분 시장을 선정하여 타겟팅하는지가 한 

기업의 성패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해짐에 따라, 기업들은 다양한 기준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세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

하고 있다. 즉, 마케팅 전략 수립에 있어서 표적 시장을 명확히 선정하

기 위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시장세분화이며, 표적 시장을 명확히 

선정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정확히 충족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 하나라는 점에서 시장세분화는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상의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시장세분화의 기준 

 Kotler, & Keller(2012)에 따르면 시장세분화는 크게 소비자의 

묘사적 특성과 소비자의 행위적 특성에 따라 이루어진다. 여기서 소비자

의 묘사적 특성은 주로 지리적, 심리적,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이루어

져있으며, 소비자의 행위적 특성은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지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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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태도 등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주요 시장 세분화 변수는 최종적

으로 아래와 같은 네 가지 변수로 정리할 수 있다.  

 

<표 II-1> 주요 시장 세분화 변수 

변수 분류 방법 

소비자의 
묘사적 특성 

지리적 변수 지역 또는 국가, 지역 규모, 기후 등 

심리적 변수 사회적 계층, 라이프스타일, 개성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 

연령, 성별, 소득, 직업, 인종 등 

소비자의 
행위적 특성 

행동적 변수 
사용자 상태, 사용률, 브랜드 충성도 

등 

(Kotler, & Keller, 2012) 

 

A. 지리적 변수 

 지리적 변수에 따른 시장 세분화는 전체 시장을 지역, 도시 규모, 

기후 등과 같은 지리적 변수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각 소비

자들의 지리적 변수의 차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성향이 변하는 점을 고려

한 시장 세분화 방법이라 할 수 있다.(Kotler, & Keller, 2012) 특히 지

리적 변수에 따른 시장 세분화는 그 방법론적 용이성으로 인해 널리 사

용되고 있다.(안광호, 하영원, 박흥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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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심리적 변수 

 심리적 변수에 따른 시장 세분화는 소비자에 대한 철저한 이해

를 위해 심리학과 인구통계학을 동시에 활용하는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Kotler, & Keller, 2012) 특히 라이프 스타일이나 개성과 같은 심리적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하는 방법으로, 안광호 외(2007)에 따르

면 동일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가진 소비자들간에도 매우 다양한 심리

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 세분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C. 인구통계학적 변수 

 인구 통계학적 시장 세분화란 연령, 성별, 소득, 직업, 교육수준, 

인종 등의 변수를 기반으로 하여 시장을 세분화하는 방식이다. 인구통계

학적 변수는 전통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어 왔던 시장 세분화 기

준으로, 그 이유는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선호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변수이며, 둘째 다른 변수들과 비

교해 상대적으로 측정이 용이하기 때문이다.(Kotler, & Keller, 2012) 

또한 Kotler 외(2012)에 따르면,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시장세분화

는 다른 변수에 의해 이미 세분화된 시장의 경우에도 해당 세분시장의 

크기와 해당 세분시장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매체를 파악하기 위

해서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D. 행동적 변수 

 행동적 변수에 따른 시장세분화는 사람들의 구매행동에 대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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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토대로 시장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상황, 사용률, 브

랜드 충성도 등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동질 집단을 하나의 세분시장

으로 묶는 방식이다.(Kotler, & Keller, 2012) 특히 사용률, 사용량, 충

성도와 같은 실제 사용자와 그들의 사용 방법과 관련된 행동적 변수들은 

시장 세분화를 위한 매우 좋은 출발점이다.(Kotler, & Keller, 2012) 

 

3. 여가제약 

1) 여가제약의 정의 

 기존 여가활동과 관련한 연구의 큰 흐름 중 하나는 개인의 여가 

제약 요인에 대한 분석이다. Jackson (2000)에 따르면, 여가 제약이란 

한 개인이 여가활동에 참여하거나 즐기고자 하는 의도를 제한하거나 방

해하는 요인이며, 여가 선호가 형성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또한, 

여가 제약 요인들은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상황에서 여가활동에 참여하

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Jackson, 1988)  

 

2) 여가제약에 대한 이론적 접근 

A. 여가제약의 계층적 모델 

 Crawford, & Godbey(1987)가 여가 제약을 세 단계로 구분하

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한 후, Crawford, Jackson, & Godbey(1991)은 

기존 이론이 여가 제약을 설명하기 위한 연속적이고 역동적인 작용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를 여가 제약의 계층적 모

델로 발전시켰다. 해당 이론에서는 여가 제약을 내재적 단계, 대인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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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구조적 단계의 세 단계의 계층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여가활동을 

제약하는 다양한 형태의 요인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첫째로 내재적 단

계는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개인의 의도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개인의 

내부 심리적, 정신적 제약을 의미한다. 즉,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 혹은 

감정 상태 등이 여가활동 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재적 단계의 여가 제약 요인의 예로는 스트레스, 

감정 침체, 불안 등의 요소가 있다. 두번째로 대인적 단계는 여가활동이 

개인적 활동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누군가와 함께 하는 활동이라는 전제 

하에 여가활동 동반자 유무와 같은 사람간의 관계에서 비롯된 제약을 의

미한다. 구체적인 예로는 부부간의 관계를 들 수 있다. 부부간의 관계는 

그 관계의 특성에 따라 함께 여가에 참여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거

나 혹은 여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특정 

여가활동에 대한 복합적 여가 선호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구조적 단계는 개인의 여가 제약 요인에 있어서 내재적, 대인적 

제약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여가에 대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설명해주는 제약 요소로, 가족의 재정상황, 계절, 기후, 업

무시간과 같은 사회적 혹은 환경적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II-2> 여가 제약의 계층적 모델 

(Crawford, Jackson, & Godbey,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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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모델에서 내재적 단계는 개인의 여가 선호에 영향을 미친

다. 즉, 개인의 성격이나 현재 감정 상태 등이 본인이 현재 어떤 여가를 

즐길 것인지 혹은 여가 자체를 즐길 것인지 즐기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여가 선호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인

적 단계는 내재적으로 정해진 여가 선호를 바탕으로 여가를 즐기고자 함

에 있어서 대인간 조화나 협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구조

적 단계는 이렇게 형성된 최종적 여가 선호가 실제 여가 참여로 이루어

지는 단계에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여가

로 배우자와 함께 테니스를 즐기려 할 때 갑작스런 비로 테니스를 즐기

지 못한 경우, 비가 내리는 날씨라는 요소는 구조적 단계로서의 여가 제

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이론은 여가 제약 요인들을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여가 제약 요인외에 여가 촉진 요인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과 새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새로운 형태의 여가활

동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여가를 즐기고자 

함에 있어서는 촉진 요인이 다양한 제약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선택에 영향에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한계는 더욱 

명확해 보인다. 또한 이 이론은 새로운 형태의 여가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 어떤 제약 요인들이 작용하는가에 대한 이론으로, 기존에 지속적

으로 참여하고 있던 여가활동에 대한 재참여시 어떤 제약 요인이 있는지

를 분석하는 것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B. 여가제약 척도의 8가지 요인 

 지현진, 이철원(2003)은 Crawford 외(1991)이 제시한 여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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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계층적 모델에서의 세 가지 단계는 하나의 가정일 뿐, 그 정해진 

틀 외의 새로운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 새롭게 참가하는 

여가활동에만 적용이 가능할 뿐, 기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던 여가

활동 유형에 대한 제약 요인을 파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

하면서 Crawford, & Godbey가 제시한 21개 항목을 기반으로 총 40개

의 확장된 여가 제약 문항을 개발하고 이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여 8개 요인으로 구분된 새로운 여가제약 척도를 개발하였다.  

 지현진 외(2003)의 연구는 보다 타당성과 보편성 있는 척도를 

추가함으로써 기존 Crawford 외(1991)가 제시한 여가제약의 계층적 

모델의 제한점 중 하나인 새롭게 시작하는 활동에 대한 여가 제약 외에 

기존에 즐기고 있던 여가에 대한 제약요인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

완하여 보다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가 제약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가 촉진 요인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은 제한점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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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2> 여가 제약 척도의 8가지 요인 

제 1요인 난이도 

해당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서 

장비가 너무 복잡해서 

배우기 어려운 것 같아서 

스킬이 부족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제 2요인 시설불편 
시설이 질적으로 좋지 않아서 

해당 시설이 붐벼서 

제 3요인 시간부족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정신적 여유가 없어서 

그보다 중요한 다른 일들이 많아서 

제 4요인 용기부족 

부끄러워서 

남의 시선이 의식되어서 

내 나이에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서 

제 5요인 주변의식 
요즘 유행하는 활동이 아니라서 

남들에게 우쭐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라서 

제 6요인 흥미부족 
별로 매력적인 것 같지 않아서 

내 취향에 부합되는 것 같지 않아서 

제 7요인 인지부조화 

몸에 해가 되서 

가족들이 좋아하지 않아서 

신앙에 부합되지 않아서 

제 8요인 신체장애 
체력이 부족해서 

신체적 장애나 제약 때문에 

(지현진, 이철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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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여가 촉진 모델 

 여가 촉진요인은 여가 제약요인과 함께 개인이 여가에 참여하거

나 여가 선호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대

부분의 기존 여가 제약 이론에 대한 연구들은 여가 촉진 요인에 대한 고

려가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여가 제약 요인과 촉진 

요인이 같은 체계 하에서 연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Jackson et al., 1993; Crompton et al., 2005, Kim, & Trail, 2010, 

p.194에서 재인용) 또한 Samdahl, & Jekubovich(1997)은 개인들은 여

가 제약을 확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연구자에 의해 여가 

참여가 구조적 형태로 분석된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여가 촉진 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

행되었는데, 그 중 Raymore(2002)는 여가 촉진 요인이란 여가 선호를 

형성하거나 촉진하여 여가 참여를 강화 혹은 장려하는 요인이라 정의하

고 있다. 또한 여가 참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약요인과 더불어 촉진 

요인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Crawford 외(1987)의 여가활동의 

계층적 모델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여가 참여 요인 이해를 위한 생태학

적 접근 모델을 <그림 Ⅱ-2>과 같이 제시하였다.  



22 

 

<그림 II-3> 여가 참여 요인 이해를 위한 생태학적 접근 

(Raymore, 2002) 

 

D. 스포츠 참여 제약 및 촉진 통합 모델 

 위의 여가 제약 및 촉진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여가활동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채, 여가라는 큰 범주에 대한 모델들을 제시

해 왔다면, Kim, & Trail(2010)은 스포츠 활동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제

약 및 촉진 요인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Kim, & Trail(2010)은 기존 여가 제약의 계층적 모델이 여가 제약 요인 

외 여가 촉진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해당 모델에 의해 명확

히 분류가 되지 않는 항목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비판하였다.  

 이에 따라 여가 제약 및 촉진 요인을 내부 제약, 내부 촉진, 외

부 제약, 외부 촉진 요인의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 이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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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제약이란 개인의 행동을 단념시키는 개인 내부의 심리적, 정신적 

요인이며, 내부 촉진이란 개인의 행동을 촉진시키는 개인 내부의 심리적, 

정신적 요인을 의미한다. 또한 외부 제약은 개인의 행동의 가능성을 방

해하거나 감소시키는 사회적, 환경적 측면이다. 마지막으로 외부 촉진은 

개인의 행동을 이끄는 사회적 환경적 측면으로 프로모션이나 미디어와 

같은 요소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표 II-3> 여가 제약 및 촉진 통합 모델 

내부 제약 내부촉진 

행동을 단념시키는 개인 내부의 
심리적, 정신적 요인 

행동을 촉진시키는 개인 내부의 
심리적, 정신적 요인 

외부 제약 외부 촉진 

개인 행동의 가능성을 방해하거나 
감소시키는 사회적, 환경적 측면 

(예, 비용, 날씨) 

개인 행동을 이끄는 
사회적, 환경적 측면 

(예: 프로모션, 미디어) 

(Kim, & Trail, 2010) 

 

E. 여가제약 모델의 적용 

 본 연구에서는 Kim, & Trail(2010)이 제시한 여가 제약의 계층

적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네 가지 형태의 여가 제약 및 촉진 요인들을 

바탕으로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으

로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 그룹과 비스포츠 여

가활동 그룹, 그리고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간의 특성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Crawford 외(1991) 의 모델의 경우 지현진, 이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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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Raymore (2002), Jackson et al.(1993) 및 Kim, & 

Trail(2010) 등이 지적한대로 새로운 형태의 여가활동 참여 제약 요인 

설명에는 적합하나, 여가활동에 대한 기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여가 제약

이 존재하는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부적합한 모델이라는 점, 여가 

제약 요인 외 여가 촉진 요인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 해당 모델에 

의하면 명확히 분류가 되지 않는 항목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여가 관련 변인이 비스포츠 여가활동 그

룹,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 대비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 그룹의 특성

으로 파악될 수 있는지 규명하고, 해당 특성들을 바탕으로 그룹간 어떤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아래 <그림 Ⅲ-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수립하였으며, 여가 유형의 분류는 2012년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실시한 국민여가실태조사 상의 8가지 여가활동 유형 분류를 

따랐다. 독립변수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묘사적 특성과 소비자

의 행위적 특성으로 대표되는 시장세분화의 기준 변수들이(Kotler, & 

Keller, 2012) 개인의 여가활동 유형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예상하여 해당요인들을 2차 자료를 통해 추출 후 이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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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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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변인은 시장세분화의 기준 변수들에 따라 변수들을 분류 및 

선정하였으며, 지리적 변수로는 거주지역과 지역규모를 선정하였다. 거

주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은 대부분 거주지역 

내 스포츠 시설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물론 조깅과 같은 스포츠의 

경우 특별한 시설물이 필요하지 않고 TV나 인터넷을 통해 스포츠를 관

람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시설물이 필요하지 않지만, 경기장에 직접 방문

하여 이루어지는 관람스포츠의 경우 접근 가능 거리 내 대형 스포츠 시

설물 존재 여부, 거주지역의 연고 프로스포츠 구단 유무 등의 조건이 참

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참여스포츠의 경우에

도 접근 가능 거리 내 체육관, 혹은 수영장과 같은 스포츠 시설물 존재

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에 거주지역을 변수로 선

택하였다. 

 지역규모의 경우 지역규모가 큰 특별시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

우 해당 지역이 프로 스포츠 구단의 연고지일 가능성이 높으며, 대형 스

포츠 시설물 접근성 또한 뛰어날 것이라 예상 가능하고 참여스포츠에 있

어서도 스포츠 시설물 및 스포츠 동호회 접근성이 높아져 여가활동 유형

으로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을 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특히, 지역규모가 군, 면 단위로 내려갈수록 다양한 스포츠 복지정책의 

수혜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 지역규모라는 변수 선택의 가장 큰 이유였다. 

따라서, 지역규모 또한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 그룹과 비스포츠 여가

활동 그룹, 그리고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간의 중요한 판별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변수로 선택하였다. 

 심리적 변수로는 평일 하루 평균 희망 여가시간, 휴일 하루 평균 

희망 여가시간, 전반적인 여가생활 만족도, 주관적 행복도, 여가활동 목

적을 선정하였으며, 이 중 평일 하루 평균 희망 여가시간은 연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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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가 활용에 대한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라고 예상하여 변수로 

선택하였다. 즉, 더 많은 여가 시간을 희망하는 사람일수록 보다 적극적

인 여가활동 참여가 기대되며, 이러한 경우 대부분 휴식과 같은 비활동

적 여가활동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 유형 중 하나인 관람 및 참

여스포츠 활동과 같은 유형을 선호할 것이라 예상하여 변수로 선택하였

다. 

 휴일 하루 평균 희망 여가시간 또한 평일 하루 평균 희망 여가

시간과 마찬가지로 연구 대상자의 여가활동에 대한 추구 성향을 보여줄 

수 있는 척도라고 예상하였다. 특히, 휴일의 경우 하루 일과의 전체를 

여가활동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더욱 적극

적인 여가활동 참여가 기대되며,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을 위한 각종 

동호회 및 동반인과의 활동이 평일에 비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라고 판

단하여 변수로 선택하였다. 

 김양례(2008)의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 참가 집단이 비참가 집

단에 비해 12가지 항목의 행복한 삶에서 모두 유의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 참가 집단이 높은 유의 수준으로 여가활동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여가생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여가활동 유형으로 관람 및 참여스

포츠를 즐기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예상하였고, 이에 따라 이

를 변수로 채택하였다.  

 또한 이용식(2010)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발표를 인용하여, 스

포츠 참가자들의 행복도가 5점 만점에 3.98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

는 경우 79.6점에 달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는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도 또한 여가생활 만족도와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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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그 정도가 높을수록 여가활동으로 관람 및 참여스포츠를 즐기는 사

람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따라서 주관적 행복도 또한 변

수로 채택하였다. 

 더불어 모든 여가활동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중

에서도 특히 스포츠 활동은 건강 증진과 같은 고유의 목적이 보다 뚜렷

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가활동 목적에 따라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 그룹과 비스포츠 여가활동 그룹, 그리고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을 

유의미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변수로 선택하였다. 예를 

들어, TV 시청 및 웹서핑/SNS 활동과 같은 여가 유형과 신체적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참여스포츠 활동이나 관람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그룹간에

는 여가활동 목적 상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로는 성별, 연령, 취업여부, 최종학력, 혼인상

태, 본인 소득, 가구 전체 소득을 선정하였으며, 성별의 경우 남녀간의 

다양한 선천적, 후천적 차이로 인해 여가 활동 유형 분류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여 첫번째 변수로 선택하였다. 특히 2013년 문

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에 있어서, 남성이 47.8%인 것에 반해 여성의 경

우 43.3%에 그치고 있다. 특히, 10대의 경우 남성의 참여율이 45.6%인 

것에 반해 여성의 참여율은 20.6%에 그치고 있다.  

 또한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 중 특히 참여스포츠 활동의 경우 

연령에 따라 신체적 능력, 여가 시간 등 다양한 조건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령을 변수로 선택하였다. 특히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령대별 주 1회 이상 생활

체육 참여율에 있어서, 연령대에 따라 최대 15.2%p 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10대 36.3%, 50대 51.5%) 따라서 연령이 관람 및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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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스포츠 활동 그룹과 비스포츠 여가활동 그룹, 그리고 비활동적 여가활

동 그룹을 유의미하게 변별해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변수로 선택

하였다. 

 취업 여부는 여가활동을 제약하는 다양한 요인들 중 많은 부분

을 설명해주는 변인이라 예상하였다. 특히 취업 여부는 평일 및 휴일 여

가시간, 소득 등의 변인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취업 여부

에 따라 개인이 여가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나 비용, 여가활동의 

종류가 달라질 것이라 예상하였고 이에 따라 변수로 선택하였다. 

 학력의 경우 대부분 기술통계학적 변수로만 취급되는 경우가 많

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력 또한 여가활동 유형을 분류하는 중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특히 여가활동을 계획적으로 즐기고

자 하는 경우 여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필요성, 적정 수준의 소득과 

본인의 전문적인 직업적 성취가 수반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학

력 또한 단순히 기술통계학적 변수가 아닌 그룹 간 특성 차이를 보여주

는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Funk, & James(2001)은 관람스포츠 활동 참여에 배우자의 영

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특히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스포츠 

이벤트를 TV로 시청하거나 경기장에 관람을 갈 경우 나머지 배우자도 

함께 즐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예로 들고 있다. (Funk, & James, 

2001) 본 연구는 여가활동의 한 유형으로서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 바, Funk, & James의 연구의 시사점은 상당하다

고 할 수 있다. 특히 혼인 여부는 관람스포츠 활동 뿐 아니라, 참여스포

츠 활동에서도 함께 스포츠를 즐길 동반자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인 여

부를 변수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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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수준은 다양한 사회과학 영역 연구에 있어서 중요 변수로 

다뤄지고 있다. 여가활동 유형을 판별하는 본 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다양한 여가활동에 소

요되는 비용적 측면을 고려해 보았을 때, 소득 수준은 여가활동 유형 결

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매

우 중요한 변수로 다뤄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가활동으로서의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 그룹을 비스포츠 여

가활동 그룹,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과 비교 분석하는 작업에서 본인 

소득만큼이나 중요한 변수가 가구 전체 소득이라 판단하였다. 특히, 본

인 소득과 대비하여 가구 전체 소득은 본인 소득이 아닌 가계 소득을 기

반으로 소비활동을 하는 가정 주부 및 학생, 노년층의 관람 및 참여스포

츠 활동 정도를 파악하는데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따라서, 

연구 대상자의 직업이 불확실한 경우의 여가활동 유형 선택에 대한 설명

력을 상당 수준 높여줄 수 있는 변수라고 판단하였다. 

 행동적 변수로는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휴일 하루 평균 여가

시간, 1년간 한달 평균 여가 지출 비용, 여가활동 동반자 유형, 여가활동 

빈도, 여가활동 동호회 참여 여부를 선정하였다. 이 중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Kim, & Trail(2010)이 제시한 여가 제약 및 촉진 모델 중 

외부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로, 여가활동 유형 그룹을 변별하는데 중요하

게 작용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특히 평일이라는 조건이 업무 시간이라는 

여가 제약요인의 영향을 깊게 받는 까닭에, 여가활동으로 관람 및 참여

스포츠 활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기준 OECD 주

요국 연 평균 근로시간 조사에서 2,163시간으로 멕시코의 2,237시간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OECD 평균 1,770시간보다 연간 46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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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것으로,1 현재 우리 나라에서 중요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제시되

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높은 노동강도를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직

장인이 평일에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여가 시간을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평

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연구 대상자가 여가 유형으로 어떤 유형을 선

택하는 지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줄 것이라 판단하여 변수로 선

택하였다. 

 휴일은 평일과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업무에서 벗어나는 까닭

에 표본의 직업에 따른 평균 여가시간의 편차가 적은 편이라 예상하였다. 

따라서 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과 보다 그

룹 간 판별에 있어서 그리 큰 영향력을 보이진 않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휴일에도 일을 하는 직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또한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 그룹과 비스포츠 여

가활동 그룹, 그리고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을 변별할 수 있는 중요 변

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달 평균 여가 지출 비용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여가를 즐기고 

있는지에 대한 간접적인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가 지출 비용과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더라도, 

여가 지출 비용이 늘어날수록 적극적으로 여가를 즐기고 있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따라서, 여가 지출 비용이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 그룹과 

비스포츠 여가활동 그룹, 그리고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간 유의미한 판

                                           
1 연합뉴스 박주원(2014. 08. 25). 한국인 근로시간 연간 2천 163시간 ∙∙∙ OECD 

2위. 연합뉴스, 2014.10.0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 

2014/08/22/0200000000AKR20140822159400008.HTML?from=search. 

[Electronic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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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여 변수로 선택하였다. 특히 

TV 시청과 같은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그룹과 적극적인 여가활동

을 하는 그룹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 중 참여스포츠 활동의 경우, 스포츠를 

모든 종류의 신체적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활동으로 정의하는 강준

호(2005)의 정의에 따라 다시 농구, 야구, 축구와 같은 상대적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참여스포츠와, 조깅, 구보와 같은 절대적 성취를 목적으

로 하는 참여스포츠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참여스포

츠 활동 중 상대적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참여스포츠 활동의 경우 여가

활동의 동반자 유형이 여가활동 유형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였다. 특히, 테니스나 배드민턴 같은 두 명 혹은 네 명간에 이루

어지는 스포츠 활동의 경우 동반자 유형이 더욱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여 변수로 선택하였다. 관람스포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족, 친구 등 동반인 유형이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여, 

변수로 선택하였다. 

 또한 여가활동 빈도를 바탕으로도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 그

룹과 비스포츠 여가활동 그룹, 그리고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을 유의미

하게 변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 이유는 각 여가활동 유형

별로 평균적인 활동 빈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관람스포츠의 

경우 TV와 같은 매체의 발전으로 거의 매일 즐기는 것이 가능한 반면 

참여스포츠의 경우 매일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 중 참여스포츠 활동에서 동호회 참여 

여부는 국내 참여스포츠 활동이 대부분 동호회 위주로 운영된다는 점에

서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야구, 축구와 같은 단체 스포츠의 경우 동호

회 가입 없이 팀을 구성하여 게임에 참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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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여가활동 동호회 참여 여부가 스포츠 참여자를 다른 여가 

유형 참여자와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

였다. 또한 관람스포츠의 경우에도 서포터즈라는 이름의 다양한 프로 스

포츠 구단 팬클럽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활동을 할 

경우 활동 빈도가 현격히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여 변수로 선택하였다. 

 

 

<그림 III-2> 20가지 독립변수 분류 – 시장세분화 변수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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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시장세분화 변수에 따라 분류한 독립 변인을 여가제약 

이론(Kim, & Trail, 2010)에 따라 내부요인과 외부 요인으로 재분류 한 

결과는 아래 <그림 Ⅲ-3>와 같다. 

 

 

<그림 III-3> 20가지 독립변수 분류 – 여가제약 이론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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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독립변수를 변수 유형에 따라 연속형 변수와 명목형 

변수로 재분류한 결과는 아래 <그림 Ⅲ-4>와 같다.  

 

 

<그림 III-4> 20가지 독립변수 분류 - 변수 형태에 따른 분류 

 

 또한 본 연구의 종속변인 선정을 위해서는 먼저 여가활동 유형

에 대한 분류 작업이 필요하였다. 여가활동 유형에 대한 분류는 문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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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관광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여가실태조사 상의 8가지 여가활동 유

형 분류를 따랐으며, 또한 8가지 여가 유형 분류 중 관람스포츠 와 참여

스포츠 활동을 스포츠 유형으로, 문화예술 관람활동, 문화예술 참여활동, 

관광활동, 취미오락활동, 기타사회 활동의 5가지 유형을 비스포츠 유형

으로, 마지막으로 TV 시청과 낮잠과 같은 항목으로 이루어진 휴식 활동

을 비활동적 여가활동 유형으로 재분류하여 총 세 그룹을 대상으로 연구

를 진행하였다.  

 상술한 세 가지 여가활동 유형들은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국민여가실태조사 상의 질문 항목 중 여가활동 1순위 유형에 대

한 답변을 토대로 분류하였다. 해당 문항은 중복응답이 가능한 문항으로 

1~5순위까지의 응답이 존재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1순위로 어떤 여

가활동 유형을 선택하였는지에 따라 표본을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스포츠 유형, 비스포츠 유형, 비활동적 여가활동 유형으로 재

분류하였다. 이를 종속변인으로 활용하여, 독립변인으로 선택된 20가지 

특성 중 어떤 특성이 각 그룹간 분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이며, 8가지 여가활동 유형별 

표본의 수 및 각 유형별 분포는 아래 <표 Ⅲ-1>과 같다.  

 

 

 

 

 



37 

<표 III-1> 여가활동 유형별 표본 수 및 분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문화예술 관람활동 136 2.7% 2.7% 2.7% 

문화예술 참여활동 30 0.6% 0.6% 3.3% 

관람스포츠 활동 47 0.9% 0.9% 4.3% 

참여스포츠 활동 416 8.3% 8.3% 12.6% 

관광 활동 69 1.4% 1.4% 14.0% 

취미 오락 활동 843 16.8% 16.8% 30.8% 

휴식 활동 3,163 63.2% 63.2% 94.0% 

기타사회 활동 299 6.0% 6.0% 100.0% 

총  5,003 100.0% 100.0%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국민여가실태조

사의 원시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 수

는 총 5,003명이며, 전국을 대상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15세부터 94세

에 이르는 표본으로 구성되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가 실태를 대표할 수 

있는 보편적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연령의 경우 아래 <표 Ⅲ-2>와 같이 40대가 1,081명으로 

21.6%, 50대가 1,000명으로 20.0%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

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10대부터 90대까지 전 연령대를 포함하고 있으

며, 동시에 연령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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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2> 연령별 표본 수 및 분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0 대 364 7.3% 7.3% 7.3% 

20 대 460 9.2% 9.2% 16.5% 

30 대 862 17.2% 7.2% 33.7% 

40 대 1,081 21.6% 21.6% 55.3% 

50 대 1,000 20.0% 20.0% 75.3% 

60 대 633 12.7% 12.7% 87.9% 

70 대 470 9.4% 9.4% 97.3% 

80 대 126 2.5% 2.5% 99.9% 

90 대 7 0.1% 0.1% 100.0% 

합계 5,003 100.0% 100.0%  

 

 성별의 경우 아래 <표 Ⅲ-3>과 같이 남자가 1,929명, 여자가 

3,074명으로 각각 38.6%와 61.4%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3> 성별 표본 수 및 분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남자 1,929 38.6% 38.6% 38.6% 

여자 3,074 61.4% 61.4% 100.0% 

합계 5,003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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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규모의 경우 아래 <표 Ⅲ-4>와 같이 서울 및 광역시 거주

자가 2,048명으로 전체의 40.9%, 시 지역(동) 거주자가 1,910명으로 

전체의 38.2%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인구 분포를 고려해 보았을 때 본 

표본은 거주 지역 규모별로 고른 분포를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I-4> 지역 규모별 표본 수 및 분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서울/광역시 2,048 40.9% 40.9% 40.9% 

시 지역(동) 1,910 38.2% 38.2% 79.1% 

시 지역(읍/면) 695 13.9% 13.9% 93.0% 

군 지역 350 7.0% 7.0% 100.0% 

합계 5,003 100.0% 100.0%  

 

 거주 지역의 경우 아래 <표 Ⅲ-5>와 같이 경기도가 641명, 서

울이 608명으로 각각 12.8%, 12.2%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분포를 보

이고 있다. 특히 본 표본은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에 걸친 표본으로, 

국내 인구 분포를 고려해 보았을 때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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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5> 거주 지역별 표본 수 및 분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서울 608 12.2% 12.2% 12.2% 

부산 362 7.2% 7.2% 19.4% 

대구 296 5.9% 5.9% 25.3% 

인천 311 6.2% 6.2% 31.5% 

광주 232 4.6% 4.6% 36.2% 

대전 236 4.7% 4.7% 40.9% 

울산 202 4.0% 4.0% 44.9% 

경기 641 12.8% 12.8% 57.7% 

강원 248 5.0% 5.0% 62.7% 

충북 239 4.8% 4.8% 67.5% 

충남 278 5.6% 5.6% 73.0% 

전북 272 5.4% 5.4% 78.5% 

전남 263 5.3% 5.3% 83.7% 

경북 334 6.7% 6.7% 90.4% 

경남 341 6.8% 6.8% 97.2% 

제주 140 2.8% 2.8% 100.0% 

합계 5,003 100.0% 100.0%  

 

 

 

 



41 

3. 조사 도구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국민여가실태조사 원시자료

를 바탕으로 SPSS 21.0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독립 변수는 

국민여가실태조사 자료 상의 문항들을 시장 세분화의 주요 변수인 인구

통계학적(demographic), 지리적(geographic), 심리적(psychological), 

행동적(behavioral) 변수로 분류하여 이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선택하고 

이를 Kim, & Trail (2010)의 여가제약 및 촉진 모델에 의거하여 20개 

항목으로 정리 후,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종속변

인인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 그룹과 비스포츠 여가활동 그룹, 그리고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 분류는 응답자들의 여가활동 유형 1순위 응답

을 바탕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 여가활동 유형 1순위로 비활동적 여가활

동 유형 활동을 선택한 사람은 3,163명, 비스포츠 여가활동을 선택한 

사람은 1,377명, 스포츠 활동을 선택한 사람은 463명(관람스포츠 활동 

유형 47명, 참여스포츠 활동 유형 416명) 이었다.  

 연구의 대상으로 2차 자료를 활용한 이유는 해당 표본이 전국을 

대상으로, 15세부터 94세까지 전 연령에 걸친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루

어진 보편적 표본이며, 스포츠 이외에 다른 여가 유형 및 요인들까지 동

시에 분석이 가능한 표본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대상은 기

존 스포츠 활동 참여 제약 요인 연구들이 대부분 제한적인 표본을 대상

으로 하였다는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차별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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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1) 판별 분석 

A. 판별분석의 적용 

 본 연구에서는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국민여가실

태조사에서 여가활동 유형 1순위로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을 선택한 

표본과 여가활동 유형 1순위로 비스포츠 여가활동을 선택한 표본, 그리

고 여가활동 유형 1순위로 비활동적 여가활동을 선택한 표본의 3개 그

룹으로 분류하고, 이 세 그룹 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판별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더불어, 어떠한 개인적 특

성이 스포츠 유형, 비스포츠 유형, 그리고 비활동적 여가활동 유형의 세 

그룹간 분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 인지 도출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판별분석을 통해 새로운 추가 표본의 경우 여가활동 

유형이 어느 그룹에 속할 것인지 예측 할 수 있도록 하는 판별 함수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판별 분석을 시행하기 앞서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 그룹과 비

스포츠 여가활동 그룹, 그리고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 각각의 정규분포

가 가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 상의 표본 수는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 3,163명, 비스포츠 여가활동 그룹 1,377명, 관람 및 참

여스포츠 활동 그룹 463명으로 충분한 표본 수라고 판단하여 각각 정규

성 가정이 만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해당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

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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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판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 앞서 독립변인으로 선택한 20가지 변수

들을 독립변인으로, 각 개인들의 여가 유형 그룹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판별분석을 실행하였다. 본 분석은 관람스포츠 그룹 대 참여스포츠 그룹, 

스포츠 그룹 대 비스포츠 그룹, 스포츠와 비스포츠 그룹 대 비활동적 여

가활동 그룹, 스포츠 그룹 대 비스포츠 그룹 대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

의 총 네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각각의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관람스포츠 그룹 대 참여스포츠 그룹 

 첫 번째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을 종속변수로 하여, 관람스포

츠 그룹과 참여스포츠 그룹간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두 그룹을 

가장 잘 판별할 수 있는 판별함수를 도출하고, 각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Wilks의 람다가 최소가 되게 하는 단계적 판

별분석 방법을 시행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Ⅳ-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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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 관람스포츠 그룹 대 참여스포츠 그룹간 판별분석 결과 

독립변수 
투입
단계 

Wilks 의 
람다(p) 

η2 

판별함수와 
독립변수와의 

상관 

1 

성별 1 .917(.000)  .083 .749 

여가활동 목적 2 .878(.000)  .122 -.361 

동반자 유형 3 .874(.000)  .126 .287 

취업여부 4 .869(.000)  .131 .464 

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5 .872(.000)  .128 -.245 

여가생활 만족도 6 .870(.000)  .130 .328 

연령    .081 

거주지역    -.026 

지역규모    -.019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015 

평일 하루 평균 희망 여가시간    -.063 

휴일 하루 평균 희망 여가시간    -.216 

한달 평균 여가 비용    -.085 

여가활동 빈도    -.074 

여가활동 동호회 참여 여부    .114 

주관적 행복도    .240 

최종학력    -.095 

혼인상태    .174 

본인 소득    -.478 

가구 전체 소득    .040 

고유값 .160 

설명분산 100.00  

Rc(Rc2) .371(.138) 

Wilks 의 람다(p) .862(.000) 

 

 분석 결과, 성별, 여가활동 목적, 동반자 유형, 취업 여부, 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여가생활 만족도의 6가지 변인이 순서대로 판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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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투입되었다. Wilks의 람다는 전체 분산 중에서 집단 내 분산(오차분

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람다값이 0에 가까우면 집단 내 분산의 비율이 

작고 집단간 분산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표를 보면 독립변인의 

수가 추가됨에 따라 단계별 Wilks의 람다의 값은 점차 감소하고 있어 

판별의 기능이 점차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당 모형의 예

측력을 나타내는 η2(1-Wilks의 람다)의 값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성별 요인만 포함되었을 때 모형의 예측력은 .083이었으며, 여가활동 목

적, 취업 여부 추가 후에는 .122, .126으로 모형의 예측력이 각각 3.9%, 

0.4% 정도 더 향상되었다. 따라서, 성별이 그룹간 분류에 가장 큰 기여

를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여가활동 목적, 동반자 유형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관람스포츠 그룹 대 참여스포츠 그룹간 분석의 판별 함수 

𝑍𝑍 =  −3.424 + 1.404(성별) − .119(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 .127(동반자 유형) − .178(여가활동 목적)

+ .515(취업 여부) + .474(여가생활 만족도) 

 

 판별함수는 위와 같이 도출되었으며, 본 판별 함수를 통해 관람

스포츠 그룹과 참여스포츠 그룹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분류되는지에 대

한 분석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도출된 판별함수에 의해 관람스포츠 

그룹의 경우 78.7%, 참여스포츠 그룹의 경우 70.4%가 정확하게 분류되

었으며, 전체적으로는 71.3%가 정확하게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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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2> 관람스포츠 그룹 대 참여스포츠 그룹간 판별분석 분류의 정확도 

단위: 명(%) 

 예측 소속집단  

원래 
소속집단 

집단 관람스포츠 참여스포츠 전체 

관람스포츠 
37 

(78.7%) 
10 

(21.3%) 
47 

(100%) 

참여스포츠 
123 

(29.6%) 
293 

(70.4%) 
416 

(100%) 

 
160 

(100%) 
303 

(100%) 
463 

(100%) 

전체의 정확분류비율: 71.3% 

 

B. 집단 중심점 및 판별 기준점 

 집단 중심점은 모든 표본들의 판별함수 값에 대한 각 그룹별 평

균값을 의미하며, 판별 기준점은 각 표본들이 어느 그룹으로 분류되어야 

할지에 대한 기준점을 나타낸다. 관람스포츠 그룹과 참여스포츠 그룹간 

분석에서는 판별 기준점이 -1.053으로 도출되어 이를 기준으로 그룹을 

분류하였으며, 각 그룹의 집단 중심점은 <표 Ⅳ-3>과 같이 도출되었다.  

판별기준점 = 𝒏𝒏𝟐𝟐𝑪𝑪𝟏𝟏+𝒏𝒏𝟏𝟏𝑪𝑪𝟐𝟐
𝒏𝒏𝟏𝟏+𝒏𝒏𝟐𝟐

 = 𝟒𝟒𝟏𝟏𝟒𝟒∗(−𝟏𝟏.𝟏𝟏𝟏𝟏𝟏𝟏)+𝟒𝟒𝟏𝟏∗𝟎𝟎.𝟏𝟏𝟏𝟏𝟒𝟒
𝟒𝟒𝟏𝟏+𝟒𝟒𝟏𝟏𝟒𝟒

= −𝟏𝟏.𝟎𝟎𝟎𝟎𝟏𝟏 

 

<표 IV-3> 관람스포츠 그룹 대 참여스포츠 그룹간 판별 함수의 집단중심점 

함수의 집단중심점 

관람 대 참여 
함수 

1 

관람스포츠 -1.187 

참여스포츠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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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별분석결과 관람스포츠 그룹의 집단중심점(해당 그룹의 판별

함수 값의 평균)은 -1.187이었으며, 참여스포츠 그룹의 집단중심점

은 .134으로 나타났다.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림 Ⅳ-1>과 같다.  

 

<그림 IV-1> 관람스포츠 그룹 대 참여스포츠 그룹간 판별 함수 그래프 

 

2) 스포츠 그룹 대 비스포츠 그룹 

 두 번째로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여가

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종속변수로 하여, 스포츠 그룹과 비스포츠 그

룹간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두 그룹의 사람들을 가장 잘 판

별할 수 있는 판별함수를 도출하고, 각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Wilks의 람다가 최소가 되게 하는 단계적 판별분석 방

법을 시행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Ⅳ-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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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4> 스포츠 그룹 대 비스포츠 그룹간 판별분석 결과 

독립변수 
투입
단계 

Wilks 의 
람다(p) 

η2 

판별함수와 
독립변수와의 

상관 

1 

여가활동 목적 1 .937(.000)  .063 -.482 

동반자 유형 2 .932(.000)  .068 -.365 

혼인상태 3 .927(.000)  .073 .358 

최종학력 4 .931(.000)  .069 .231 

여가활동 빈도 5 .935(.000)  .065 -.358 

주관적 행복도 6 .929(.000)  .071 .339 

여가활동 동호회 참여 여부 7 .929(.000)  .071 -.269 

연령 8 .929(.000)  .071 .363 

가구 전체 소득 9 .928(.000)  .072 .169 

성별    .035 

거주지역    -.004 

지역규모    -.001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095 

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063 

평일 하루 평균 희망 여가시간    .014 

휴일 하루 평균 희망 여가시간    -.015 

한달 평균 여가 비용    .145 

취업 여부    -.118 

여가생활 만족도    .248 

본인 소득    .226 

고유값 .081 

설명분산 100.00  

Rc(Rc2) .274(.075) 

Wilks 의 람다(p) .925(.000) 

 

 분석 결과, 여가활동 목적, 동반자 유형, 혼인상태, 최종학력, 여

가활동 빈도, 주관적 행복도, 동호회 참여여부, 연령, 가구 전체 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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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가지 변인이 순서대로 판별식에 투입되었다. 따라서, 여가활동 목적이 

그룹간 분류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동반자 유형, 혼

인상태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스포츠 그룹 대 비스포츠 그룹간 판별 함수 

𝑍𝑍 = −1.753 + .026(연령)− .135(동반자 유형)− .389(여가활동 빈도)

− .198(여가활동 목적) − .727(동호회 참여 여부)

+ .151(주관적 행복도) + .305(최종학력) + .502(혼인상태)

+ .143(가구 전체 소득) 

 

 판별함수는 위와 같이 도출되었으며, 본 판별함수를 통해 스포츠 

그룹과 비스포츠 그룹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분류되는지에 대한 분석결

과는 <표 Ⅳ-5>와 같다. 도출된 판별함수에 의해 스포츠 그룹의 경우 

67.2%, 비스포츠 그룹의 경우 62.2%가 정확하게 분류되었으며, 전체적

으로는 63.5%가 정확하게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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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5> 스포츠 그룹 대 비스포츠 그룹간 판별분석 분류의 정확도 

단위: 명(%) 

 예측 소속집단  

원래 
소속집단 

집단 스포츠 비스포츠 전체 

스포츠 
311 

(67.2%) 
152 

(32.8%) 
463 

(100%) 

비스포츠 
520 

(37.8%) 
857 

(62.2%) 
1,377 

(100%) 

전체 
831 

(100%) 
1,009 

(100%) 
1,840 

(100%) 

전체의 정확분류비율: 63.5% 
 

B. 집단 중심점 및 판별 기준점 

 스포츠 그룹과 비스포츠 그룹의 모든 표본들의 판별함수 값의 

그룹별 평균값을 의미하는 집단 중심점은 <표 Ⅳ-6>과 같이 도출되었

으며, 각 표본들이 어느 그룹으로 분류되어야 할지에 대한 기준점을 나

타내는 판별 기준점은 0.327으로 아래와 같이 도출되었다.  

판별기준점 = 𝒏𝒏𝟐𝟐𝑪𝑪𝟏𝟏+𝒏𝒏𝟏𝟏𝑪𝑪𝟐𝟐
𝒏𝒏𝟏𝟏+𝒏𝒏𝟐𝟐

 = 𝟏𝟏𝟏𝟏𝟏𝟏𝟏𝟏∗𝟎𝟎.𝟒𝟒𝟒𝟒𝟐𝟐+𝟒𝟒𝟒𝟒𝟏𝟏∗(−𝟎𝟎.𝟏𝟏𝟒𝟒𝟎𝟎)
𝟒𝟒𝟒𝟒𝟏𝟏+𝟏𝟏𝟏𝟏𝟏𝟏𝟏𝟏

= 𝟎𝟎.𝟏𝟏𝟐𝟐𝟏𝟏 

 

<표 IV-6> 스포츠 그룹 대 비스포츠 그룹간 판별 함수의 집단중심점 

함수의 집단중심점 

스포츠 대 비스포츠 
함수 

1 

스포츠 .492 

비스포츠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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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별분석 결과 스포츠 그룹의 집단 중심점은 .492, 비스포츠 그

룹의 집단 중심점은 -.165로 나타나 <그림 Ⅳ-2>와 같이 표현되었다.  

 

<그림 IV-2> 스포츠 그룹 대 비스포츠 그룹간 판별 함수 그래프 

 

3) 스포츠와 비스포츠 그룹 대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 

 세 번째로 모든 표본을 종속변수로 한 상태에서, 스포츠 그룹과 

비스포츠 그룹을 한 그룹으로 통합 후 이를 대상으로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과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두 그룹을 가장 잘 판별할 수 

있는 판별함수를 도출하고, 각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Wilks의 람다가 최소가 되게 하는 단계적 판별분석 방법을 시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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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7> 스포츠와 비스포츠 그룹 대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간 

판별분석 결과 

독립변수 
투입
단계 

Wilks 의 
람다(p) 

η2 

판별함수와 
독립변수와의 

상관 

1 

여가활동 빈도 1 .727(.000) .273 .737 

동반자 유형 2 .676(.000) .324 .609 

연령 3 .642(.000) .358 -.399 

성별 4 .632(.000) .368 -.196 

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5 .628(.000) .372 .050 

혼인상태 6 .630(.000) .370 -.344 

한달 평균 여가 비용 7 .628(.000) .372 .228 

휴일 하루 평균 희망 여가시간 8 .628(.000) .372 .020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9 .628(.000) .372 -.113 

여가생활 만족도 10 .627(.000) .373 .098 

거주지역 11 .627(.000) .373 -.080 

지역 규모    -.098 

평일 하루 평균 희망 여가시간    -.107 

여가활동 목적    .000 

동호회 참여 여부    -.094 

취업 여부    -.134 

주관적 행복도    .081 

최종 학력    .336 

본인 소득    .154 

가구 전체 소득    .242 

고유값 .595 

설명분산 100.00  

Rc(Rc2) .611(.373) 

Wilks 의 람다(p) .6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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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여가활동 빈도, 동반자 유형, 연령, 성별, 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혼인상태, 한달 평균 여가 비용, 휴일 하루 평균 희망 여

가시간,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여가생활 만족도, 거주지역의 11가지 

변인이 순서대로 판별식에 투입되었다. 따라서, 여가활동 빈도가 그룹간 

분류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동반자 유형, 연령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스포츠와 비스포츠 그룹 대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간 분석의 

       판별 함수 

 𝑍𝑍 = −.148 − .319(성별)− .022(연령)− .010(거주지역)

+ .039(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 .056(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 .038(휴일 하루 평균 희망 여가시간)

+ .000(한달 평균 여가 비용) + .255(동반자 유형)

+ .877(여가활동 빈도) + .079(여가생활 만족도)

− .271(혼인상태) 

 

 판별함수는 위와 같이 도출되었으며, 본 판별함수를 통해 스포츠

와 비스포츠 그룹과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분류

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Ⅳ-8>과 같다. 도출된 판별함수에 의해 

스포츠와 비스포츠 그룹의 경우 66.6%,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의 경우 

87.3%가 정확하게 분류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79.7%가 정확하게 분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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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8> 스포츠와 비스포츠 그룹 대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간 

판별분석 분류의 정확도 

단위: 명(%) 

 예측 소속집단  

원
래 
소
속
집
단 

집단 
스포츠와 
비스포츠 

비활동적 
여가활동 

전체 

스포츠와 
비스포츠 

1,225 
(66.6%) 

615 
(33.4%) 

1,840 
(100%) 

비활동적 
여가활동 

401 
(12.7%) 

2,762 
(87.3%) 

3,163 
(100%) 

전체 
1,626 

(100%) 
3,377 

(100%) 
5,003 

(100%) 

전체의 정확분류비율: 79.7% 

 

B. 집단 중심점 및 판별 기준점 

 스포츠와 비스포츠 그룹과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의 모든 표본

들의 판별함수 값의 그룹별 평균값인 집단 중심점은 <표 Ⅳ-9>와 같이 

도출되었으며, 각 표본들이 어느 그룹으로 분류되어야 할지에 대한 기준

점인 판별 기준점은 0.423으로 아래와 같이 도출되었다.  

판별기준점 = 𝒏𝒏𝟐𝟐𝑪𝑪𝟏𝟏+𝒏𝒏𝟏𝟏𝑪𝑪𝟐𝟐
𝒏𝒏𝟏𝟏+𝒏𝒏𝟐𝟐

 = 𝟏𝟏𝟏𝟏𝟒𝟒𝟏𝟏∗𝟏𝟏.𝟎𝟎𝟏𝟏𝟏𝟏+𝟏𝟏𝟏𝟏𝟒𝟒𝟎𝟎∗(−𝟎𝟎.𝟎𝟎𝟏𝟏𝟏𝟏)
𝟏𝟏𝟏𝟏𝟒𝟒𝟎𝟎+𝟏𝟏𝟏𝟏𝟒𝟒𝟏𝟏

= 𝟎𝟎.𝟒𝟒𝟐𝟐𝟏𝟏 

 

<표 IV-9> 스포츠와 비스포츠 그룹 대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 간 

판별 함수의 집단중심점 

함수의 집단중심점 

스포츠와 비스포츠 대  
비활동적 여가활동 

함수 

1 

스포츠와 비스포츠 1.011 

비활동적 여가활동 -.588 

 



55 

 판별분석 결과 스포츠와 비스포츠 그룹의 집단 중심점은 1.011,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의 집단 중심점은 -.588로 나타나 <그림 Ⅳ-

3>과 같이 표현 되었다.  

 

<그림 IV-3> 스포츠와 비스포츠 그룹 대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간 

판별 함수 그래프 

 

4) 스포츠 그룹 대 비스포츠 그룹 대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 

 네 번째로 모든 표본을 종속변수로 한 상태에서, 스포츠 그룹, 

비스포츠 그룹,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의 세 그룹간 판별분석을 실시하

였다. 이를 통해 세 그룹을 가장 잘 판별할 수 있는 판별함수를 도출하

고, 각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Wilks의 람다가 

최소가 되게 하는 단계적 판별분석 방법을 시행하였으며, 분석결과는 <

표 Ⅳ-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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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0> 스포츠 그룹 대 비스포츠 그룹 대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간 

판별분석 결과 

독립변수 
투입
단계 

Wilks 의 
람다(p) 

η2 

판별함수와 
독립변수와의 

상관 

1 2 

여가활동 빈도 1 .705(.000) .295 .734 .069 

동반자 유형 2 .653(.000) .347 .609 -.027 

연령 3 .619(.000) .381 -.399 .055 

성별 4 .607(.000) .393 -.188 -.200 

최종 학력 5 .606(.000) .394 .286 .486 

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6 .608(.000) .392 .052 -.050 

여가활동 목적 7 .606(.000) .394 -.008 -.525 

혼인상태 8 .606(.000) .394 -.347 .099 

한달 평균 여가 비용 9 .604(.000) .396 .211 .466 

주관적 행복도 10 .604(.000) .396 .045 .424 

휴일 하루 평균 희망 여가시간 11 .604(.000) .396 .021 -.023 

동호회 참여 여부 12 .604(.000) .396 -.096 -.430 

거주지역    -.035 -.041 

지역 규모    -.062 -.069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145 -.111 

평일 하루 평균 희망 여가시간    -.126 -.109 

취업 여부    -.137 -.244 

여가생활 만족도    .043 .318 

본인 소득    .145 .351 

가구 전체 소득    .224 .223 

고유값 .620 .024 

설명분산 96.24  3.76  

Rc(Rc2) 
.619 

(.383) 
.154 

(.024) 

Wilks 의 람다(p) 
.603 

(.000) 
.976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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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여가활동 빈도, 동반자 유형, 연령, 성별, 최종 학력, 

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여가활동 목적, 혼인상태, 한달 평균 여가 비

용, 주관적 행복도, 휴일 하루 평균 희망 여가시간, 동호회 참여 여부의 

12가지 변인이 순서대로 판별식에 투입되었다. 따라서, 여가활동 빈도가 

그룹간 분류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동반자 유형, 연

령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판별함수의 수는 종속변수의 개수에서 한 개를 뺀 값과 판별변

수의 수 중 작은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므로 스포츠 그룹, 비스포츠 

그룹,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간 분석에서 판별함수는 총 두 개가 도출

되었다. 각각의 판별함수의 Wilks의 람다를 살펴보면 유의수준 .05에서 

두 판별함수 모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각 판별함수의 고유

값을 살펴보면 .620, .024로 판별 함수 1이 그룹간 판별에 더욱 효과적

인 것으로 드러났다. 설명분산 또한 판별 함수 1에 의해 전체 분산의 

96.2%가 설명된다고 나타났으며, 판별함수와 각 그룹간의 상관을 나타

내는 정준상관계수(Rc)도 판별 함수 1에서 .619로 나타났고, 판별함수

와 각 그룹간에 공유되는 분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공유분산(Rc2) 또한 

38.3%로 나타나 판별 함수 1이 그룹간 분류에 더욱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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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포츠 그룹 대 비스포츠 그룹 대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간 

       분석의 판별 함수 

가. 판별 함수 1 

                      𝑍𝑍 = .367− .299(성별)− .024(연령)
+ .085(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 .045(휴일 하루 평균 희망 여가시간)
+ .000(한달 평균 여가 비용) + .261(동반자 유형)
+ .890(여가활동 빈도) − .001(여가활동 목적)
+ .004(동호회 참여 여부)− .006(주관적 행복도)
− .063(최종학력)− .291(혼인상태) 

 

나. 판별 함수 2 

                     𝑍𝑍 = −1.660 − .256(성별) + .023(연령)
− .068(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 .042(휴일 하루 평균 희망 여가시간)
+ .000(한달 평균 여가 비용)− .063(동반자 유형)
− .021(여가활동 빈도) − .222(여가활동 목적)
− .976(동호회 참여 여부) + .201(주관적 행복도)
+ .433(최종학력) + .266(혼인상태) 

 

 판별함수는 위와 같이 도출되었으며, 본 판별함수를 통해 스포츠 

그룹, 비스포츠 그룹,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분

류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Ⅳ-11>과 같다. 도출된 판별함수에 

의해 스포츠 그룹의 경우 37.4%, 비스포츠 그룹의 경우 55.5%, 비활동

적 여가활동 그룹의 경우 79.4%가 정확하게 분류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는 69.0%가 정확하게 분류되었다. 

 



59 

<표 IV-11> 스포츠 그룹 대 비스포츠 그룹 대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간 

판별분석 분류의 정확도 

단위: 명(%) 

 예측 소속집단  

원
래 
소
속
집
단 

집단 스포츠 비스포츠 
비활동적 
여가활동 

전체 

스포츠 
173 

(37.4%) 
154 

(33.3%) 
136 

(29.4%) 
463 

(100%) 

비스포츠 
266 

(19.3%) 
764 

(55.5%) 
347 

(25.2%) 
1,377 

(100%) 
비활동적 
여가활동 

428 
(13.5%) 

222 
(7.0%) 

2,513 
(79.4%) 

3,163 
(100%) 

전체 
867 

(100%) 
1,140 

(100%) 
2,996 

(100%) 
5,003 

(100%) 

전체의 정확분류비율: 69.0% 

 

B. 집단 중심점 및 판별 기준점 

 스포츠 그룹, 비스포츠 그룹,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의 모든 표

본들의 판별함수 값의 그룹별 평균값에 해당하는 집단 중심점은 <표 Ⅳ

-12>와 같이 도출되었으며, 각 그룹간 판별의 기준이 되는 판별 기준점

은 0.476, 0.761로 도출되었다.  

판별기준점 𝟏𝟏 = 𝒏𝒏𝟏𝟏𝑪𝑪𝟏𝟏+𝒏𝒏𝟏𝟏𝑪𝑪𝟏𝟏
𝒏𝒏𝟏𝟏+𝒏𝒏𝟏𝟏

 = 𝟏𝟏𝟏𝟏𝟒𝟒𝟏𝟏∗𝟎𝟎.𝟒𝟒𝟏𝟏𝟏𝟏+𝟒𝟒𝟒𝟒𝟏𝟏∗(−𝟎𝟎.𝟎𝟎𝟒𝟒𝟏𝟏)
𝟒𝟒𝟒𝟒𝟏𝟏+𝟏𝟏𝟏𝟏𝟒𝟒𝟏𝟏

= 𝟎𝟎.𝟒𝟒𝟏𝟏𝟎𝟎 

 

판별기준점 𝟐𝟐 = 𝒏𝒏𝟐𝟐𝑪𝑪𝟏𝟏+𝒏𝒏𝟏𝟏𝑪𝑪𝟐𝟐
𝒏𝒏𝟏𝟏+𝒏𝒏𝟐𝟐

 = 𝟏𝟏𝟏𝟏𝟏𝟏𝟏𝟏∗𝟎𝟎.𝟒𝟒𝟏𝟏𝟏𝟏+𝟒𝟒𝟒𝟒𝟏𝟏∗(𝟏𝟏.𝟏𝟏𝟒𝟒𝟒𝟒)
𝟒𝟒𝟒𝟒𝟏𝟏+𝟏𝟏𝟏𝟏𝟏𝟏𝟏𝟏

= 𝟎𝟎.𝟏𝟏𝟒𝟒𝟏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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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2> 스포츠 그룹 대 비스포츠 그룹 대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간 

판별 함수의 집단중심점 

함수의 집단중심점 

스포츠 대 비스포츠 대 비활동적 여가활동 
함수 

1 2 

스포츠 .631 .471 

비스포츠 1.146 -.111 

비활동적 여가활동 -.591 -.020 

 

 판별분석 결과 스포츠 그룹의 집단 중심점은 .631, 비스포츠 그

룹의 집단 중심점은 1.146,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의 집단 중심점은 

-.591으로 나타나 <그림 Ⅳ-4>와 같이 표현되었다.  

 

<그림 IV-4> 스포츠 그룹 대 비스포츠 그룹 대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간 

판별 함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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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수의 영향력 

A. 관람스포츠 그룹 대 참여스포츠 그룹 

 관람스포츠 그룹과 참여스포츠 그룹간 비교에 있어서는 성별  

여가활동 목적  동반자 유형  취업여부 등의 순으로 그룹간 분류에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관념과 달리 여성일수록 참

여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경향이 강하고 남성일수록 관람스포츠를 즐기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스포츠 그룹 대 비스포츠 그룹 

 스포츠 그룹과 비스포츠 그룹간 비교에 있어서는 여가활동 목적 

 동반자 유형  혼인상태  최종학력 등의 순으로 그룹간 분류에 영

향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이나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 여

가활동을 즐기는 사람일수록 스포츠를 즐기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가족과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서거나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가활

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비스포츠를 즐기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가활동을 혼자 즐길수록 비스포츠를 즐기는 경향이 강하며, 

미혼이거나 학력이 높을수록 스포츠를 즐기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C. 스포츠와 비스포츠 그룹 대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 

 스포츠 그룹과 비스포츠 그룹을 통합한 후 이를 비활동적 여가

활동 그룹과 비교했을 때는 여가활동 빈도  동반자 유형  연령  

성별  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등의 순으로 그룹간 분류에 영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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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가활동 빈도가 적을수록, 동반자가 적을

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이 많을수

록 여가활동으로 비활동적 여가활동을 즐기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

났다. 

 

D. 스포츠 그룹 대 비스포츠 그룹 대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 

 스포츠 그룹과 비스포츠 그룹 그리고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의 

세 그룹간 비교 분석을 진행한 결과 여가활동 빈도  동반자 유형  

연령  성별 순으로 그룹간 분류에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여가활동 빈도가 낮고, 동반자가 적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

수록 여가활동으로 비활동적 여가활동을 즐기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

타났다.  

 

6) 시장세분화 변수에 따른 판별분석 결과 분류 

 각 비교 분석 별로 그룹간 분류에 가장 영향력이 큰 3가지 변수

들을 시장세분화 변수에 따라서 분류해 보면,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행동

적 변수가 여가 유형 그룹간 분류에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Ⅳ-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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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3> 시장세분화 변수에 따른 판별분석 결과 분류 

 

소비자의 
묘사적 특성 

소비자의 
행위적 특성 

인구통계학
적 

변수 

심리적 
변수 

지리적 
변수 

행동적 
변수 

관람 대 참여 성별 
여가활동  

목적 
 동반자 유형 

스포츠 대  
비스포츠 

혼인상태 
여가활동  

목적 
 동반자 유형 

스포츠와  
비스포츠 대  

비활동적 여가활동 
연령   

여가활동빈도 
동반자 유형 

스포츠 대  
비스포츠 대  

비활동적 여가활동 
연령   

여가활동빈도 
동반자 유형 

계 4개 2개 0개 6개 

 

7) 그룹 간 유형별 특성 차이 분석 

 스포츠 그룹 대 비스포츠 그룹 대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의 세 

그룹간 유형별 특성 차이를 살펴보면 첫째로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그룹별 특성으로는, 연령이 높고 여성일수록 여가활동으로 비활동적 여

가활동을 즐기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둘째로 심리적 변수들

은 그룹간 분류에 큰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

째로 지리적 변수들 또한 모든 변수들이 그룹간 분류에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변수에 따른 그룹별 특성으로

는, 여가활동 빈도가 적을수록 비활동적 여가활동을 즐기는 경향이 강하

고 많을수록 스포츠비스포츠 순서의 여가활동 유형을 즐기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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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반자 유형은 혼자 즐길수록 비활동적 여

가활동을 즐기는 경향이 강하고, 가족이나 동호회와 함께 즐길수록 스포

츠비스포츠 순서의 여가활동 유형을 즐기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

났다.  

 

V. 논의 및 결론 

 

1. 여가 유형별 변수들의 특성 차이 

 본 연구는 여가 시장을 참여자들의 참여 유형에 따라 세분화 하

고 각 세분 시장 별로 어떠한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기존 연구들이 스포츠의 장점을 부각하기 위해 진행해온 다양

한 방식의 스포츠 참여자와 비참여자간의 비교 연구에서 벗어나, 스포츠 

활동을 여가 유형의 한 형태로 파악하고 여가활동으로 스포츠를 선택하

는 사람과 비스포츠를 선택하는 사람, 그리고 비활동적 여가활동을 선택

하는 사람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그룹 별로 어떠한 특성 차이가 있었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여가활동 빈도가 낮고, 동반자가 적을

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스포츠 활동이나 비스포츠 여가활동

보다는 낮잠이나 TV 시청과 같은 비활동적 여가활동을 즐기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일수록 비활동적 여가활동을 즐기는 경

향이 강하다는 점은 여성일수록 대인적, 개인적, 시간적 여가제약을 더 

많이 느낀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신규리, 오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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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이홍구 김경식, 2005). 또한 국민생활체육협의회(2007)의 연구 

결과인 스포츠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스포츠 참여 강도나 기

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점도, 여가활동 빈도가 적을수록 스포츠나 비

스포츠보다는 비활동적 여가활동을 즐긴다는 본 연구의 주장을 부분적으

로 강화해주고 있다. 또한 김춘종(2013)의 연구에서 노인들의 신체활동

에 있어 동반자 부족과 건강악화가 가장 중요한 스포츠 활동 제약요인이

라는 점이 밝혀졌듯이,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동반자가 적을수록, 연령

이 높을수록 비활동적 여가활동을 즐기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비스포츠 보다 스포츠를 즐기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나 조은주(2008)의 연구결과인 학력이 높을수록 신체

적 삶의 질과 관련된 항목의 점수가 높아진다는 점과 유사한 결론이 도

출되었다. 더불어 스포츠 그룹과 비스포츠 그룹간 분석결과 중에서는 기

혼자일수록, 여가활동 목적이 시간을 보내거나 가족과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일수록 비스포츠를 즐기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 주목

할만하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스포츠 환경이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기보다 개인이나 동호회 위주로 이루어져 가족 전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문화 환경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라 판단된다. 관

람스포츠와 참여스포츠 모두 부부와 자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 

중심의 문화가 형성된다면 보다 많은 인구가 여가활동으로 스포츠 활동

을 선택할 것이다.  

 스포츠와 비스포츠 그룹 대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간 분석결과

에서도 주목할만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그 영향력이 크진 않지만 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비활동적 여가활동을 즐기는 경향이 강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가활동 유형은 절대적인 시간보다 개

인의 의지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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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환, 이문진(2013)의 연구 결과와 같이 한 개인이 여가에 대한 구체

적 의지가 있을 경우 여가시간 부족이라는 여가 제약 요인을 마주하더라

도 다양한 여가협상전략을 이용해서 해당 여가활동을 즐길 것이라 판단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비스포츠 여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19%, 비활동

적 여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13.5%가 여가활동으로 스포츠를 즐기

는 사람들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이

러한 사람들의 경우 보다 손쉽게 여가 유형을 스포츠 분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이러한 세분 시장이 바로 관람 및 참여

스포츠 시장 주체들의 제 1 목표 시장(target market)이 되어야 한다. 

 

2. 시사점 

 본 연구 결과는 낮잠이나 TV 시청과 같은 비활동적 여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과 비스포츠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부분을 보완해주어야 이들의 여가활동 유형을 스포츠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여가 유

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은 연

령이나 성별과 같이 제 3자가 바꿀 수 없는 변수라는 것과, 한달 평균 

여가 비용 등 비용과 관련된 변수들은 그룹 간 분류에 그 영향력이 미미

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자주 논의되던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이나 취업여부, 소득, 주관적 행복도와 같은 부분은 그룹

간 분류에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스포츠 참여율 확대를 위해서는 각 개인에 대한 비용 지

원이나 시설물 확대 등을 통해 개인의 여가 비용, 시설물 접근성 등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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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특성을 바꾸어주려는 공급자 측면에서의 노력보다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나 행동 

양식에 맞는 스포츠 문화를 형성시키는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방식이 보

다 타당할 것이다. 즉, 수요자인 사람의 특성을 스포츠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의 특성을 사람에게 맞춰야 한다. 이미 스포츠 외의 분야

에서는 McCarthy가 1960년대에 주장한 공급자 중심의 사고 체계인 

4P 마케팅 믹스 전략이 설명력을 잃었다는 판단 하에 다양한 대체 마케

팅 기법들을 개발 및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Kotler(1999)의 경우 

고객가치(customer value), 고객의 비용(cost to the customer), 편의성

(convenience),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으로 이루어진 고객 중

심의 사고 체계 기반의 4C 전략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4P 전략을 구축

하기 전 반드시 고객의 4C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강준호, 김화섭, 김재진(2013)은 기존의 스포츠 

산업에 대한 분류가 공급자 중심의 영역 기준 방식이라는 점을 지적하면

서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관점이 아닌 수요자의 입장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시장 중심의 새로운 스포츠 시장 신분류 작성 원리를 제시하였

다. 이러한 인식 변화를 위한 학계의 노력과 같이 현실 스포츠 시장에서

도 단순히 어떻게 스포츠를 공급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공급자 중심의 사

고방식에서 벗어나 어떻게 스포츠 자체의 특성이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

는 환경을 수요자들의 니즈나 특성에 맞춰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야 할 것이다.  

 비스포츠 그룹과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을 스포츠 그룹으로 전

환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중 첫번째는 여가활동 빈도에 대한 부분으

로, 본 연구 결과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 스포츠 그룹, 비스포츠 그룹 

순으로 여가활동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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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고도의 성과 지향적 사회 분위기가 스포츠를 자주 즐기기 힘든 환

경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보다 자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고 관련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 경제 분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기존 참여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인 스포

츠 시설물 접근성 향상 정책의 효과성을 재고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주지역이나 거주지역의 규모는 여가활동 

유형 분류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거주 지역에 따른 불평

등한 스포츠 시설물 접근성 해소라는 기본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발한 정

부 정책이 사실상 타 여가 수요를 스포츠로 가져오는 데에는 큰 효과가 

없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영실(2010)의 경우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스

포츠 참여 행태에 차별적인 패턴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연구

에서도 거주지역 자체보다 거주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소득수준, 교육수

준 등의 변수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오히려 학력이 높을수록 스포츠를 즐기는 경향이 강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조은주(2008)의 연구에 따르면 학

력이 높을수록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적인 교육 정도에 따라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인식

하는 정도가 달라지며,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거주 지역이나 지역 규모에 상관없이 스포츠를 즐기는 경향이 강하게 나

타날 것이다. 따라서, 학력에 관계없이 건강과 삶의 즐거움을 위해 스포

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재교육이 더욱 우선시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그 영향력이 크진 않지만 기혼자일수록, 여가활동 

목적이 가족과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서일수록 비스포츠를 즐기는 경향

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국내 스포츠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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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직 가족 단위 여가활동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가족 단위 스포츠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

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 판단되며, 이를 위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개발하고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개인이 심리적으로 선호하는 여가 유

형과 가장 많은 시간을 즐기는 여가 유형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의 경우 선호하는 여가 유형과 실제로 가장 많은 

시간을 즐기는 여가 유형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여가 유형으로 스포츠 활동을 가장 선호하는 사람도 사실 TV 시청이 

여가 시간의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각 개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심리적 태도와 행태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연구의 외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

요할 것이다. 또한 개인이 선호하는 여가 유형과 가장 많은 시간을 즐기

는 여가 유형이 다른 경우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

도 향후 국내 여가 및 스포츠 분야 발전을 위해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

이라 보인다. 

 둘째, 관람스포츠를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으로 선택한 사람이 

전체 5,003명 중 47명에 불과하여, 관람스포츠 그룹과 참여스포츠 그룹

간 차이를 비교하는 분석의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전체 표본을 

5,003명보다 더 확대하거나, 혹은 관람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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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만을 따로 표집하여 두 그룹간 비교 연구를 진행

하는 것이 연구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 중 낮잠과 같은 단순 휴

식활동까지 여가활동의 한 유형으로 파악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국민여가실태조사의 여가활동 분류를 그대로 

따랐으므로, 낮잠이나 TV 시청과 같은 단순 휴식활동도 참여스포츠 활

동이나 문화예술 관람 활동 등과 동등한 하나의 여가활동 유형으로 포함

시켜 파악하였다. 하지만 낮잠과 같은 활동을 여가활동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계의 주장들이 존재하는 바, 향

후에는 이에 대한 철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여가 활동 유형간 비

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결론 

 현재 대한민국의 여가 시장에서 스포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그리 높지 않다. 서론에서 이미 제시하였듯이, 국내 전체 국민 

중 일상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인 스포츠 참여율은 현

재 54.7%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OECD 34개 국가 중 21위에 해당한다. 

(국민 생활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4) 또한 전

체 여가활동 유형 중 스포츠 활동을 가장 선호하는 비율은 전체의 9.5%

에 그치고 있다. (국민여가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2) 특히 여가활

동 유형 1순위로 낮잠, TV 시청 등의 유형을 선택한 사람들은 2012년 

기준 전체의 59.3%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23.1%p 라는 급

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 시장에서는 이러한 비활동

적 여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여가 유형을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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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한 부분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

들의 여가활동 유형을 바탕으로, 시장세분화 전략과 여가제약 이론에 기

반하여 여가활동 유형간 인구통계학적, 지리적, 심리적, 행동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타 여가활동 수요를 스포츠 활동으로 전

환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스포츠 그룹, 비스포츠 그룹, 그리고 비활동적 여가활동 

그룹간 분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변수는 연령, 여가

활동 빈도, 동반자 유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 그룹간 분류에 가

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들은 대부분 소비자의 행위적 특성인 행동적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포츠 그룹, 비스포츠 그룹, 그리고 비

활동적 여가활동 그룹간 분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들 중 연

령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비활동적 여가활동을 즐기는 경향이 강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스포츠 활동, 비스포츠 활동 순서의 여가활동을 즐기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빈도의 경우에는 빈도가 적을수

록 비활동적 여가활동을 즐기는 경향이 강하고, 빈도가 많을수록 스포츠 

활동, 비스포츠 활동 순서의 여가활동을 즐기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

타났다. 동반자 유형의 경우 혼자서 여가를 즐기는 사람일수록 비활동적 

여가활동을 즐기는 경향이 강하고, 가족이나 동호회와 함께 즐기는 사람

일수록 스포츠, 비스포츠 순서의 여가활동을 즐기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여가로서의 스포츠 참여 확대를 위

한 다음과 같은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로 기존 스포츠 참

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주요 방향인 스포츠 시설물 접근성 향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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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과 더불어 사람들이 스스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자생적 문

화 창출이라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스포츠 시설물 

접근성과 관련이 있는 거주지역이나 지역규모와 같은 변수들은 그룹간 

분류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스포츠는 제품의 성능이

나 가격에 민감한 일반 재화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 감성적, 문화적 재

화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관람 및 참여스포츠 활동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문화의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가족과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 여가활동을 즐

기는 사람일수록 스포츠보다는 비스포츠를 즐기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스포츠 참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스포츠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가족 중심의 스포츠 참여 문화 역

시 형성 및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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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modern society, although sports enjoys a solid status as one 

of the various types of leisure activities, the‘Long-term plan of nation’

s people participant sports facility expansion’ published in 2014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dduces sports 

participation rate of people still remains around 21st among the 34 

OECD nations. This study therefore is to review what the differences 

are among personal characteristics within the people who participates 

in various types of leisure activities. Based on these differences,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inspiration on how spectator and particip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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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 market entities can pursue a strategic plan in order to increase 

current sports participation rate of 54.7% to more than 70%, which is 

proposed by the Korean government to advance the nation among the 

top 10 OECD nation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a secondary data 

analysis has been used based on a raw data from the‘Survey on 

national leisure status’which was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2012. The reason why the secondary data was 

used for this study is that: First, they are the universal samples and 

second, that it is also possible to analyze the other leisure types as well 

as sports. In particular, this study selected 20 variable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geographical, psychological, demographical, and 

behavioral variables, then examined which characteristic has a bigger 

influence over leisure activity type classification. 

 This study follows the 8 classifications of leisure activity type 

group proposed in the‘Survey on national leisure status’which are: 

spectator sports activity, participant sports activities, culture/arts 

viewing activities, culture/arts participation activities, tourist activities, 

hobby/entertainment activity, other societal activities, and rest. In this 

study, these classifications are re-classified into sports type, non-

sports type and inactive leisure activity type. In addition, the number 

of raw data samples in the‘Survey on national leisure status’which 

was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2012 

is 5,003. These raw data samples were analyzed by discrimina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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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the frequency 

of leisure activities is lower, the number of companion is fewer, the 

older the age is, women more than man, the tendency to enjoy inactive 

leisure activity such as taking a nap or watching TV is stronger. In 

particular, the frequency of leisure activity has the largest influence to 

the classification among groups. 

 Second, as higher the education, there is a stronger tendency 

to enjoy sports than non-sports, whereas the married tends to enjoy 

non-sports activities more strongly. Also, if the purpose of leisure 

activity is to spend more time with family or just to spend time, people 

tend to enjoy non-sports activities than sports. 

 Third, it is estimated that 19% of those who enjoy non-sports 

leisure activities and 13.5% of those who enjoys inactive leisure 

activity types have similar traits with those who enjoys sports. 

Therefore, it is confirmed that those people have a very high probability 

to convert leisure activity type to sports and these specific segment 

markets are the high priority market which spectator and participant 

sports market entities need to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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