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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그동안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여가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었으나 , 

오늘날 일반적으로 여가란 일에서 벗어난 자유시간에 건강의 회복 휴, 

식 취미 문화예술을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단순, , . 

한 휴식이나 재충전의 시간으로 인식되었던 여가의 의미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현대인에게 여가는 삶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특. 

히 높은 실업률과 주거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청년세대

에게 여가는 더욱더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경기 침체와 높은 청년실. 

업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청년세대에게 여가는 삶의 

질 저하 문제로도 이어지는 만큼 청년세대의 여가활동에 대해 살펴볼 , 

필요가 있다.

청년세대에게 여가는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해당하며 자 

신의 정체성 확립 및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세대에게 여가활동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뿐만 아. 

니라 청년세대는 유행의 흐름에 민감하게 변화하며 개성 있는 여가문화

생활을 선호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세대와는 구별된다 그러. 

나 이처럼 청년세대들이 선호하는 다양하고 개성 있는 여가활동의 기회

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여가문화 기회가 부족

한 지역의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청년세대의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까지 . 정

부 차원에서도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완화를 위해서 여러 정책을 시도했

지만 아직 청년세대의 여가문화 특징을 고려한 정책은 많이 부족한 상, 

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세대의 여가문화 특징을 바탕으로 청년세대의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주요 요, 

인 간의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문

제 해결을 위한 실증적인 논의를 끌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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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청년세대의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접근도 여가 선호도 이용도 상대적 박탈, , SNS , 

감으로 선정하고 각각의 요인이 격차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크게 접

근도 여가 선호도 이용도 상대적 박탈감 지역 간 여가문화 격차 , , SNS , , 

인식을 알아보는 개의 유형과 기초응답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 5 , 

문항은 총 문제로 개30 20 의 응답질문과 개의 응답자의 기초정보를 파악10

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위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 

구조방정식 다중집단분석을 이용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청년, 

세대의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여가 선호도는 접근도와 이용도에 모두 유의한 정 의 SNS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접근도는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 간 ,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모두 유의한 부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대적 박탈감은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유의한 양 의 영향을 (+)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용도는 상대적 박탈감에 유의한 부, SNS (-)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객관적 접근도와 주관적 접근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모 

형에 여가문화시설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여가문화시설 변수는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며 간접, 

적으로 유의한 부 의 영향이 (-)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접근도가 지. 

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직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과는 대조되는 것으로서 물리적인 접근도보다 여가문화기회에 대한 주관, 

적인 인식이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더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접근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지역 간 여가문화 격  

차 인식이 더 증가하고 동적여가와 동반여가활동을 선호할수록 지역 간 , 

여가문화격차 인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 적극적인 이용, SNS

은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여가시설의 증가는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의 감소에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ii -

다음으로 여가소비 유형과 거주 지역 개인 특성을 중심으로 집단을 구 , 

분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적 여가문화를 소비하는 집단이 

동적 여가문화를 소비하는 집단에 비해 접근도에 따른 지역 간 여가문화

격차 인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 

수도권과 수도권의 집단 간 비교에서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집단이 수

도권에 거주하는 집단에 비해 이용도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에 더 영SNS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개

인 특성의 경우 성별 소득 사회적 지위 종사상의 지위를 기준으로 집, , , 

단을 구분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 결과 성별과 종사상, 

의 지위에서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 , 

득과 사회적 지위에 따른 집단 비교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지역 간 여

가문화격차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청년세대의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  

식에는 접근도 여가선호도 이용도 상대적 박탈감이 직 간접적으로 , , SNS , ⋅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접근도의 경우 여가문화격차 . 

인식에 직 간접적으로 모두 영향을 미쳤으며 주요 요인 중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들의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 

인식에는 여가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주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

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청년세대의 여가 특성에 맞는 여가 기회의 공급이 

더 필요함을 뜻한다 또한 여가선호도가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을 . 

감소시키는 것을 고려하면 청년세대들이 타인과 함께 동적인 여가를 소, 

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청년세대여가문화 여가문화격차 접근도 여가 선호도 이, , , , SNS 

용도 상대적 박탈감, 

학  번 : 2018-2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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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 론1 

제 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과거 단순한 휴식이나 재충전의 시간으로 인식되었던 여가의 개념은 현

대에 이르러서 자아실현 및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시간

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동안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여가에 대한 다양. 

한 정의가 있었으나 오늘날 일반적으로 여가란 일에서 벗어난 자유시간, 

에 건강의 회복 휴식 취미 문화예술 등을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 , , 

있다 고영복 또한 점차 일과 여가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 , 2000). , 

사람이 증가하면서 여가는 행복한 삶에 대한 척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자

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주요한 요소로도 자리 잡았다 권상희 외( , 2009). 

다시 말해 현대사회에서 여가는 단순히 생산성의 효율을 높이는 데 필요

한 보조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삶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김(

광득 따라서 바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여가는 삶의 필수 , 1997).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높은 실업률과 주거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청년세 

대에게 여가는 더욱더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현 청년세대는 경기 침. 

체와 높은 청년실업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 건강 고용 사회문화적 자본 등에서도 위험에 놓여 있다김문길 , , , (

외 이는 곧 청년 빈곤과 청년세대의 삶의 질 저하 문제로도 이어, 2017). 

지는 만큼 청년세대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청년세대에게 여가는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해당하며 , 

여가문화 활동을 통해 다양한 역할과 행동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정체

성 확립 및 자아실현의 기회로 작용한다 박용희 따라서 청년세대( , 2012). 

에게 여가문화 활동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와, 

도 구분되는 특징적인 여가문화 활동의 모습을 보인다 현 청년세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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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심적인 여가문화생활보다는 관계 중심적이며 남들과 구별되는 , 

스릴감 있고 개성 있는 여가문화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주형철 (

외 또한 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독특,  2013). SNS

한 여가문화생활을 빠르게 공유하는 특성을 보인다 즉 단순히 여가문. , 

화생활을 이용하기보다는 경험과 공유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다른 세대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청년세대들이 선호하는 다양하고 개성 있는 여가문화 활 

동의 기회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경향이 있어 청년세대들의 여가문화

기회에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한 언론 보도. 1)에 따르면 최근 독

서 모임 북 토크 등이 열리며 새로운 복합문화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는 , 

독립서점의 경우 년 기준 전국의 독립서점 곳 가운데 가 서2018 416 44%

울에 있었다 반면 인구 만 명인 울산시와 만 명인 세종시의 경우 . , 115 26

각각 곳 곳에 불과했다 또한 지방 대학생들의 경우 빈약한 문화 인2 , 1 . 

프라 등으로 여가생활에 결핍을 느끼고 있었으며 향후 취업 등에도 불, 

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들이 느끼는 여가문화 기회의 결핍은 하 ‘
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불일치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Gurr, 

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청년세대의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 1970)’ ,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동안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지금까지는 주로 인구수에 비례하여 공연장, , 

문화관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증가와 같은 물리적 요소에 초점을 맞, , 

췄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유행의 흐름에 민감하게 변화하며 자신의 . 

개성을 중시하는 청년세대의 여가문화 특징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년세대의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 

1) 왕복 시간 서울 일상 이 지방 청년에게는 꿈 8 ... ‘ ’ ‘ ’<Ohmynews>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47&aid=0002236

174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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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물리적인 접근에서 벗어서나 청년세대의 여가문화 특징을 파악하

고 청년세대의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한 ,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세대의 여가문화 특징을 바탕으로 청년세대의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주요 요인들과 , 

여가문화 결핍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청

년세대의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문제 해결을 위한 실증적인 논의를 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청년세대의 여가생활을 위한 . 

다양한 문화 및 공간계획을 수립하는데 더욱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자 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제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2 

연구의 범위 및 대상1. 

 본 연구는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세대의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주요 요인들 간의 영향 관계를 ,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청년세대의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실증적인 논의를 이끌어 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인 청년세대는 연구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청년세대를 출생코호트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대표, . 

적으로 디지털의 보급에 따른 생활환경을 기준으로 밀레니얼세대와 세Z

대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밀레니얼세대의. 개념은 와  Neil Howe

가 처음으로 언급한 개념으로 조윤설 외 년대 William Strauss ( , 2019), 1980

초부터 년대 초까지 출생한 세대를 말한다 민경선 의 연구에서2000 . (2008)

는 년 학생부종합전형 실시로 인한 입시경쟁과 년 금융위기 이20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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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높은 실업률을 경험한 세대를 밀레니얼세대로 

정의하고 년에서 년까지 출생한 세대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1988 1994

한 바 있다. 

반면 청년세대를 정책적으로 정하는 연령에 따라서 구분하여 정의할  ,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청년 연령을 대체로 세에서 15 29

세로 정의하여 적용해왔으며 이는 통계청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고, 

용 지표를 분석할 경우 사용하는 연령 기준에 해당한다김기헌 외( , 

그러나 청년세대를 넓게 보는 경우 만 세에서 만 세로 분류2018). 19 39

하는 등 정책마다 청년의 기준을 다르게 정의하여 청년을 정의하는 연령 

기준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혼란을 줄이고자 최근 국. 

회에서 통과된 청년기본법안2 )에서는 청년의 기준을 만 세에서 만 19 34

세 사이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세대의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 요인을 살펴 

보고 향후 청년들의 여가문화생활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 및 공간

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세대를 만 세에서 만 세의 성인으로 19 34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 에서 지역을  ‘ ’ 시 군 구 ⋅ ⋅
단위로 정하고 공간적 범위는 국내로 설정하여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고자 한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범위에서 관광적 특수성이 강한 . , 

제주도는 연구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였다.

2) 청년 기본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

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청년기본법 제 장 조.(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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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방법 및 흐름2. 

 본 연구에서는 청년세대의 여가문화 특징을 바탕으로 청년세대의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주요 요인들과 , 

상대적 박탈감 및 여가문화격차 인식 간의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의 흐름은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청년세대의 여가문화 , 

의 특징을 살펴보고 둘째 청년세대의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이를 토대로 지역 간 . ,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여가문화 격차 인식 및 상대

적 박탈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연구 모형으로 나

타낸다 넷째 연구모형을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한 후 온라인 설문조사. , 

를 실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와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설계한 . 

이후 와 주요 대학의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전국의 만 세에SNS 19

서 만 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설34 . , 

문지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세대의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의 관계를 확‘
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또’, ‘ ’ . 

한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 요인이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 , 

분석하기 위해 집단을 여가활동 유형 거주 지역 개인 특성 에 따라 ‘ ’, ‘ ’, ‘ ’
각각 두 집단으로 분류하고 다중집단 분석 을 통해 집단 간 분석을 진‘ ’
행한다.

이를 통해 요인 간의 인과관계 및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등을 분석하여  

청년세대의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밝

히고 각 요인과 상대적 박탈감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과의 영향 관, 

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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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배경 및 목적

! 청년세대의 여가문화 특징을 바탕으로 청년세대의 지역 간 여

가문화격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

! 주요 요인들과 상대적 박탈감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 간, 

의 영향관계 분석

이론 및 
선행연구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여가문화격차
! 여가문화 접근도
! 여가문화 선호도 

! 이용도SNS 
! 상대적 박탈감
! 청년세대의 여가문화 

분석 틀

연구가설

연구가설 변수설정

실증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다중집단 분석

분석결과
! 통계분석 결과: 
기술통계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다중집단 분석, , , 

결 론 ! 연구 분석 결과

[그림 1-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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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청년세대의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관한 2 
이론적 고찰

제 절 청년세대 여가문화1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본 장에서는 청년세대의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 요인에 관한 기존 이론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청년세대 여가문화

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가의 정의와 청년세대가 . 

다른 세대와는 구분되는 독특한 여가생활을 향유하는 이유를 파악해보고 

청년세대의 여가의 특징이 무엇인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연구에서 말하는 여가 란 무엇인지 정의내 , ‘ ’
리고자 한다 여가에 대한 개념은 시대에 흐름에 따라 변해왔고 학자들. 

도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내려왔으나 일반적으로 여가란 노동이나 

일상적인 가사노동에서 벗어난 자유시간에 건강의 회복 휴식 취미 문, , , 

화예술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고영복 과거 ( , 2000; Berger, 1962). 

노동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여가는 단순히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나 휴식을 의미했으나 소득의 증대 생활수준의 향상 여가의 증, , , 

대로 인해 여가소비가 증가하면서 현대에서 여가는 삶의 의미를 구성하

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문숙재 외 주형철 외( , 2007; , 2013). 즉 여

가는 단순히 노동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휴식이나 기분전환

과 같은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라 삶의 질과 만족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 

인식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자기계발 및 자아정체성 형성을 통한 행복, 

감과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박용희 곽( , 2012; 

한병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유시간에 개인의 삶을 위한 행복감, 2002). , 

만족감 자아실현 등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활동을 여가로 정의하고, 

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여가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여가가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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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가하였으나 여가에 대한 인식과 향유 방법에는 , 

아직 세대 간 차이가 존재한다 에 따르면 세대 . Bangston & Troll(1978)

간 차이는 가치관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다 특히 산업사회 이후 가족. 

이 담당하는 역할이 줄어들면서 세대 간 가치가 증폭되는 원인이 되었

고 이후 도시 집단의 특성이나 사회적 역사적 요인 등이 세대 간 가치, 

관의 차이를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Bangston & Troll, 1978).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쟁과 같은 극심한 국가적 재난과 변동을  

거친 사회의 특성상 출생 집단에 따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경험의 , ,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출생 코호트 간 가치관과 삶의 태도

에 차이가 발생한다윤혜진 외 이러한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는 ( , 2016). 

일상의 소비 생활과 수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김인숙 외 여가문( 1995) 

화에 대한 인식과 향유 방법에서도 차이를 발생시킨다.

여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의 경우 부모세대가 일 을 통한 성취감을 우 , ‘ ’
선하였다면 젊은 세대인 그리고 그 이후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X, Y , Z

일 과 여가 의 균형 있는 삶을 중시하며 여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 ’ ‘ ’ ,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금 외 또한 여가 향유 방법( , 2014). 

에서는 세대별로 선호하는 여가활동에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한국관광. 

공사의 자료를 인용한 연구 신정화 에 따르면 세 이하는 신체적 ( , 1995) , 19

및 정서적 여가 활동을 선호하고 대는 적극적인 대인 관계형 여가, 20~30

를 선호하는 반면 대는 정적인 여가를 선호하고 대 이상은 사교, 40~50 60

적 여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세대에게 여가활동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 

대학생들에게는 여가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자아 정체성을 확

립하고 자아실현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가에 대한 

태도를 확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해당된다 박용희 는 점에서 ( , 2012)

여가가 갖는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남미 이근모 의 연구에서도 . · (2010)

청년세대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 여가활동은 단지 휴식과 기분전환에 국

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간 본연의 활동이며 생활의 필수 영역임을 강조하고 있다, . 

이처럼 청년세대에게 여가가 갖는 의미는 다른 세대와 구별되지만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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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세대는 여가를 향유하는 방식에서도 독특한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 

청년세대는 여러 사람과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것을 선호하며 개성이 , 

강하고 모험적인 여가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주형철( ·김수현, 2013).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남들과 구별되고 스릴감을 느낄 수 있는 여가 생

활을 또래들과 함께하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는 가족 중심적 여가, 

생활보다는 관계 중심적 여가생활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손영(

미·오세숙, 2011).

둘째 청년세대에서 두드러지는 또 다른 특징은 통신기기의 발달로 인 , 

해 다양하고 독특한 여가생활을 빠르게 공유한다는데 있다 조윤설( ·조택

연 청년세대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언어를 , 2019).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자신의 여가생활을 스마트폰과 등을 통해 공SNS 

유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여가 정보 및 모임에 관한 정보 제공도 온라, 

인상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다른 세대와는 구별되는 청년세대의 . 

독특한 여가 향유 방식에 해당한다.

이처럼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와는 구별되는 여가생활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가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여가 시설이나 프로그램과 같은 여

가 인프라 역시 차별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여가문화 정책 . 

및 여가문화 공간 계획에 있어서 청년세대의 여가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은 부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세대의 지역 간 여가문화격. 

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과 여가

기회 결핍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 간의 영향,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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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2 

본 절에서는 제 절에서 살펴본 여가의 정의 및 청년세대 여가문화의 특 1

징을 바탕으로 여가문화격차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세

대의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상대적 박탈감

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청년세대의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의 요인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 

서 여가문화격차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여가문화격차는 지, . 

역 내 다양한 문화 주체들이 문화시설과 문화콘텐츠에 접근하여 즐기거

나 누리는 기회와 만족도의 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박태선 외( , 2015). 

는 여가문화의 격차를 여가활동 선택이나 참여에 영향을 주Griffith(1981)

는 요인인 개인적 요인 연령 성별 가족주기 교육수준 사회적 요인 수( , , , ), (

입 사회적 신분 사회적 분위기 기회적 요인 자원의 이용 가능성 정책, , ), ( , , 

시설 관리 지가 인식 위치 거리 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외적인 접근, , , , , )

성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장혜미 외 의 연구에서. (2014)

는 여가문화격차를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개인마다 다르“
게 작용하는 문화 불평등 현상 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를 경제적 지역” , , 

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문화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기, 

회의 차이로 보고 문화접근도와 문화이용도의 차이로 구분하였다 또한 . 

윤설민 외 의 연구에서도 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2009)

개인적 요인 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 사회적 상황적 요인 사회적 지위 ( , , ), , (

등 기회적 요인 시설 및 자원의 이용가능성 정책 서비스 등 으로 구분), ( , , )

하고 추가로 여가동기 여가태도 여가기능 등의 내적 요인을 함께 고려, ,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세대의 지역 간 여가 

문화격차의 요인을 크게 외적 요인에 해당하는 접근도 문화시설 수 위( , 

치 거리 등 와 내적 요인인 여가 선호도 여가태도 여가동기 등 로 정하, , ) ( , )

고 청년세대의 여가문화 특징인 이용도를 추가하여 총 가지로 요, SN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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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요인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 간 여, 

가문화격차 인식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여가문화 접근도 1. 

여가문화의 격차는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 , , 

여 문화에 접근 또는 이용하는 기회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장혜미 김재( ⋅
범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여가문화의 격차에서 접근도의 차이를 , 2014). 

문화시설 및 서비스의 공급 여가문화 생활을 위한 정책 및 지원 등의 , 

기회의 차이로 적용하고 우리나라의 여가문화 접근도 차이에 대해서 알

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문제는 주로 과도한 수도권으로 

의 집중으로 인해 야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박태선 외 그동안 정( , 2015). 

부의 노력으로 인해 오늘날 지역 간 여가문화시설의 격차에 따른 불평등 

정도는 대체로 감소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여, 

가문화 시설 격차는 감소하였다 이재희( , 2010). 

그러나 중소도시나 군급 도시에서는 여가문화 시설의 사각지대가 여전 

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화향유 기회의 여건을 도시 규모별로 , 

분석한 연구 이희진 를 살펴보면 인구 만 명 이상인 중대도시의 ( , 2015) , 30

문화향유 기회 여건이 가장 양호하였으며 문화시설의 규모도 크고 분석, 

항목의 도시 간 격차도 작게 나타났다 그러나 특 광역시의 자치구의 . ⋅
경우 인구 만 명 이하의 중소도시나 군급 도시보다는 문화향유 기회 30 , 

여건이 양호하지만 도시 간 격차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한 군, . 

급 도시의 경우 다른 규모의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향유 여건 기

회가 불리하고 도시 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는 과거보다 개선되었으나  , 

아직까지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며 주로 중소도시나 군급 도시에서 여, 

가문화 시설 및 공간 이용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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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세대의 경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며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고 이를 공

유하는 것을 선호하는 만큼 다른 세대에 비해 여가문화의 접근도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여가문화에 대한 접근도를 청년세대가 어떻 

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접근도를 여가문화 기회의 접근성

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으로 정의하고 접근성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여가 선호도2. 

여가문화생활의 소비 방식은 우리의 삶과 생활 만족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가문화 활동과 관련한 연. 

구 권사희( ·홍종배 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여가문화 활동은 자기 정, 2008)

체성을 강화시키며 특히 관계 중심적인 여가활동과 개인 중심적인 여가, 

문화 소비를 활발히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정체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

타났지만 소일형 여가문화는 개인의 자기 정체성 강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들의 여가문화생활에 대한 연구 박용. (

희 에 따르면 일상적 여가보다는 진지한 여가활동을 할수록 즐겁, 2012) , 

고 바람직한 여가 태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다수의 연구에서 친구 및 가족 방문 , 스포츠나 신체적 활동

김양례( , 2009; Huang & Humphreys, 2012; Menec, 2003; Yarnal, Chick, 

관광 활동 윤혜진 예술 활동윤영근& Kerstetter, 2008), ( , 2015), ( , 2014; 

자원봉사 활동Reynolds & Lim, 2007), (Dulin, Gavala, Stephens, Kostick, 

등과 같이 활동량이 많고 관계 중심적이며 삶의 보& McDonald, 2012) , 

람을 느끼게 하는 여가문화 활동은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적이고 개, 

인적인 활동보다 박민정 윤소정 윤혜진 삶의 만족도와 행( , 2013; , 2015) ⋅
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이 밝혀

졌다윤혜진 외 재인용(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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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선행연구 내용을 종합해보면 여가활동의 방식과 유형이 개인의  ,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동적인 여. 

가 친구 및 가족과 함께하는 동반 여가는 정적인 여가 홀로 하는 여가, , 

보다 삶의 만족도와 자기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적인 여가와 동반 여가를 선호할수록 .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여가 선, 

호도를 동적인 여가와 동반 여가에 대한 선호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여가문화와 이용도 3. SNS 

청년세대가 기존 세대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인터넷과 같 

은 정보통신기술과 스마트 폰을 이용한 의 이용에 익숙한 것이다 따SNS . 

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세대의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접근도 여가 선호도와 함께 의 이용도를 살펴보고자 , SNS

한다.

디지털미디어의 시대는 전통적인 매스미디어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 

이 필요하다 은 새로운 기술은 지식과 진리의 의미. Neil Postman(1992) ‘
를 바꾸어 놓을 것이며 세계를 인식하는 감각이나 사고의 습관을 바꿀 

것이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 권상희.’ ( ·홍종배 재인용 청년세대는 , 2008 ). 

이와 같은 디지털 생활환경 속에서 디지털 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다 조윤설( ·조택연, 2019).

청년세대는 디지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 

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도 이용한다 대표적인 예. 

로 를 들 수 있는데 청년세대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한 후 이를 SNS , 

등을 이용해 타인과 공유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들SNS . 

의 독특한 여가생활을 빠르게 타인과 공유하며 를 통해서 새롭고 유, SNS

익한 여가 및 모임 관련 정보를 얻기도 한다 주형철 외 따라서 ( , 2013). 

청년세대에게 는 자신을 드러내고 타인과 공유하는 대표적인 소통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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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서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 할 수 ,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 이용이 청년세대에게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 SNS

는 것은 아니다 를 통해 타인과 소통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타인. SNS

이 에 공유하는 삶과 감정 의견 등을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었다는 SNS , 

뜻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자신이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을 타인. 

을 통해 경험하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거나 반대로 자신의 삶을 타인과 상

향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비교한 양혜승 SNS (2019, p72의 연구에서)

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의 이용이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 SNS

하였다.

의 이용이 우울증 을 낮춰주고 SNS (depression) (Billedo, Kerkhof, Finkenauer, 

사회적 지지& Ganzeboom, 2019; Lee & Cho, 2019; Nakayama et al., 2009), 

감 을 향상시키며 삶에 대한 만족도를 (perceived social support) (Kim, 2014),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하지만(Dienlin, Masur, & Trepte, 2017; 

이용이 부정적인 영향을 Pang, 2018; Zhan,Sun, Wang, & Zhang, 2016), SNS 

미칠 수 있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더 지배적이다 예를 들어 이용. , SNS 

이 개인들의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고(Alfasi, 2019; Appel, Crusius, & 

우울증을 경험하게 하Gerlach, 2015; Vogel, Rose, Roberts, & Eckles,2014), 

며(Alfasi, 2019; Appel, Gerlach, & Crusius, 2016; Feinsteinet al., 2013; 

사회적 지지감을 저하시키고 외로움을 McCrae, Gettings, & Purssell, 2017), ,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Burke, Marlow, & Lento, 2010; Seo, Kim, & Yang, 

삶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리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2016; Yang, 2016), 

나타났다(Seo & Hyun, 2018).

이뿐만 아니라 이용이 주관적인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이  , SNS 

를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SNS

재한다 은 에서 업데이트 댓글 달기 좋아요. Verduyn et al. (2015) SNS , , ‘ ’ 
누르기 등을 통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행위는 능동적인 이용에 해당하

며 뉴스피드나 게시물을 읽어보는 데 그치는 행위는 수동적인 이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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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고 보고 각 이용 행위가 주관적인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따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의 이용도를 에 SNS SNS

서 업데이트 댓글 달기 좋아요 누르기 등과 같은 능동적인 이용을 통, , ‘ ’ 
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 

의 이용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상대적 SNS

박탈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 이용도에 따른 상대적 박탈SNS

감이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알아

보고자 한다. 

상대적 박탈감 4. 

 상대적 박탈이라는 개념은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 혹은 집단의 상황을 자신 (Tripathi & Srivastava, 1981),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상황과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를 

의미한다 양혜승 재인용 특히 는 상대적 박탈감이란 기( , 2019 ). Gurr(1970)

대 가치와 가치능력 즉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것의 불일치에 대한 , 

행위자의 인식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가졌던 것을 잃은 데에 대한 분노, 

나 새로운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분노 분개 불만 기, , , , 

대와 능력 간의 격차를 갑작스럽게 경험하는 데 따른 분노의 감정이라고 

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다수의 선행연구. (Crosby, 1976; Davis, 1968; 

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다Runciman, 1966; Walker & Pettigrew, 1984)

른 집단과 비교하여 자신이 바라는 것에 대한 불일치 혹은 박탈되었다고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기대 가치와 능력 간의 불일치로 정의하였다.

또한 사회심리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진행된 상대적 박탈감에 관한 국내 

의 연구 임희섭 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상황을 다음과 같( , 1979)

이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상층계급의 생활 조건향상이 하층계급. , 

의 생활 조건 향상보다 과도하고 급속하게 이뤄지는 경우 둘째 대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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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조건 향상이 실제 조건의 향상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 기대 

수준과 실제 수준의 격차가 증대하는 경우 셋째 대중의 준거집단이 변, ,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지위의 불일치가 증가하는 경우이다 서우석, ( ·양

효석 재인용 이를 사회문화적 영역에 적용하면 사회적으로 문화, 2013 ). , 

적 소비의 관심과 중요성이 커질수록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문화적 

영역에서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현. , 

대사회에서 여가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그 중요성이 

커질수록 타인과의 비교에 따른 여가문화생활에서의 상대적 박탈감이 ,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세대에게 여가문화생활이 중요하게 .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청년세대에게 여가문화 격차에 따른 상대, 

적 박탈감이 다른 세대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상대적 박탈감은 주로 타인 혹은 다른 집단과 자신을 비교할 때  , 

발생하는데 사회적 비교이론, (social comparison theory, Festinger, 1956)

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의견을 평가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욕구가 있으며 이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이 없는 경우 타인과의 ,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자신보다 열등. 

한 타인과의 하향비교는 일반적으로 주관적인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자신보다 우월한 타인과의 상향비교는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orse & Gergen, 1970; Wills, 1981; 

양혜승 재인용Wood, 1989; Wood, Taylor, & Lichtman, 1985, , 2019 ). 

한편 이와 같은 사회적 비교는 개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변의 상황 , 

들과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

문에 개인의 선택보다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강요되기도 한다(Gilbert & 

양혜승 재인용 따Giesler, 1995; Suls, Martin, & Wheeler, 2000, , 2019 ). 

라서 정보통신의 발달로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쉽게 소통하게 SNS 

됨으로써 다양한 정보의 접근이 가능해진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타인이

나 집단과의 비교가 이전보다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 

자신의 일상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에서는 이러한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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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교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공간이 주로 자신의 이, SNS 

미지 관리의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주로 자신의 화려하고 행복한 모습들

을 보여주는 공간인 점을 고려한다면(Chou & Edge, 2012; Qiu et al,  

이용자들의 경우 타인과의 상향비교에 따른 부정적 감정이 2012), SNS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김해인( ·한은경, 2018).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상대적 박탈감은 주로 자신과 타인 , , 

자신과 다른 집단을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며 타인과의 비교는 개인의 의, 

지보다는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강요되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때. 

문에 청년세대의 경우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에 의해 여가문화 기회가 충

족된 집단과 여가문화 기회가 결핍된 집단 간에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용이 활발한 청년세대의 경우 온라인 공간에서 타. SNS 

인과의 비교가 일상적으로 일어나 의 특성상 타인과의 상향비교를 , SNS

통해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기 쉽다 이에 본 연구는 여가문화 기회 결. 

핍과 이용에 따른 청년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이 지역 간 여가문화격SNS 

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영향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제 절 연구의 차별성3 

 본 연구는 청년세대의 여가문화 특징을 바탕으로 청년세대의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주요 요인들 간의 ,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청년세대의 여가문화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세대를 위한 여가문화 공간 계획에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에 주목. 

하여 앞선 선행연구와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

그동안 진행된 청년세대 여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세대별 비 , 

교(권상희·홍종배 손지연, 2008; , 2018 청년세대의 인 여가), 1 (김은정, 

김고은2017; , 2018 여가와 삶의 만족도 관계), (민경선, 2018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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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청년세대의 여가 연구는 대학생과 . 

같이 청년세대 중에서도 비교적 젊은 대 초중반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20

경우(박용희, 2012; 이려정 주형철, 2010; ·김수현 가 많았다 하지, 2013) . 

만 청년세대의 범위가 점차 대 중후반까지 확대되는 현재의 사회적 배30

경을 고려하여 대 중반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30

한 연구는 부족했다. 

또한 지금까지 지역 간 여가문화 격차에 관한 연구는 주로 문화시설의  

격차 즉 물리적인 격차에 초점을 맞춘 연구, (민웅기 박태선 외, 2002; , 

이희진2015; , 2015 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문화의 이용자 측면에서 격) , 

차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용자를 고려한 연구의 . 

경우에도 주로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연구

가 진행된 경우가 많았으며 청년세대의 독특한 여가문화 소비특징을 고, 

려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만 세에서 만 세까지 폭넓은 청년세대를 대상 19 34

으로 청년세대의 여가문화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청년세대의 여가문화 특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문제에 대한 실증적인 논의를 끌

어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차별성. 

을 통해 본 연구는 청년세대가 지역 간 여가문화 격차 인식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밝히고 각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청년세, , 

대를 위한 다양한 문화 공간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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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자료 및 연구 방법3 

앞서 살펴본 이론 및 선행연구를 통해 청년세대 여가문화의 특징과 청 

년세대의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

았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연구가설을 도출하고 이를 연. 

구모형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제 절 연구가설1 

본 연구에서는 앞선 선행연구를 통해 청년세대의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접근도 여가 선호도 이용‘ ’, ‘ ’, ‘SNS 
도 상대적 박탈감 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네 가지 요인이 청년세대의 ’, ‘ ’ .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미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하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접근도 는 여가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 등 여가기회에  ‘ ’
대한 접근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말한다 즉 접근도는 지역에서 제공. 

하는 여가문화 기회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가 기회에 대한 접근도는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여가 기회의 접근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경우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여가문화 선호도에 따라서도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이 달 

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선행연구를 통해 여가생활이 삶의 만족감과 . 

행복감 자아실현 등과 밀접한 영향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신체, . 

적 활동이 동반되는 적극적인 여가문화생활이나 친구 등과 함께하는 관, 

계 중심적 여가문화 활동을 할수록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자기 정체성도 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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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와 동반 여가와 같은 적극적인 여가활동의 선호도가 높은 경우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이 줄어들 것이다.

는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특징 중 하나로서 의 이용도에 따라서 SNS , SNS

도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 이용은 . SNS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의 이용이 사용자가 대리. SNS

만족을 느끼는 순 기능도 있지만 반대로 타인의 삶을 자신과 비교함으, 

로써 자아감 상실 상대적 박탈감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밝, 

힌 바 있다 따라서 를 통해 타인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 . SNS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을 더 크게 느낄 것으

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 은 개인이 느끼 , ‘ ’
는 주관적인 격차 인식에 해당하므로 거주 지역 여가활동 유형 성별 , , 

및 소득과 같은 개인 특성에 따라 접근도 여가 선호도 이용도‘ ’, ‘ ’, ‘SNS ’, 
상대적 박탈감 이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 ’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주 지역 여가활동 유. , 

형 개인 특성에 따른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 

과 요인들 간의 직 간접적인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요인들 간의 연구가설 관계를 보여주는 연, 

구모형을 그림 과 같이 나타내었다[ 3-1] .

가설[ 1] 

접근도는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과 부 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

가설[ 2]

동적여가와 동반여가에 대한 높은 선호도는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

을 감소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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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를 통해 타인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할수록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SNS

인식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4]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동적 여가를 소비

하는 집단과 정적 여가를 소비하는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수도권과 비수도

권 거주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림 연구가설 모형[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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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설문조사 2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세대의 지역 간 여가문화 격차 인식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요인 간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파악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 목적과 가설에 따라 설문지의 내용을 설. , 

계하고 이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설계1. 

설문지 문항은 크게 접근도 여가 선호도 이용도 상대적 박탈감 , , SNS , ,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을 알아보는 개의 유형과 기초응답 문항으로 5

구성하였다 개의 주요 요인에 대한 설문 문항의 측정은 전혀 그렇지 . 5 ‘
않다 점 에서 매우 그렇다 점 의 점 리커트 척도로 하였다 설문 문(1 )’ ‘ (7 )’ 7 . 

항은 총 문제로 개30 20 의 응답 질문과 개의 응답자의 기초정보를 파악10

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 질문의 번은 접근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여가문화기회 1~4 , 

의 접근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자. 

의 거주지역에 청년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여가문화시설의 

충분 정도와 물리적인 접근의 편리함 정책적인 지원에 대해 주관적 인, 

식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여가 선호도에 대한 질문은 적극적인 여가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동적 여가와 동반 여가 선호도를 묻는 질문과 적극적인 여가 참여

의 선호도를 묻는 질문 가지로 구성하였다3 . 

다음으로 이용도를 파악하기 위해 가지의 항목으로 질문을 구성 SNS 3

하였다 사진과 동영상 업로드 등을 통한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좋아요. ‘ ’,
댓글 달기 와 같은 상호작용을 구분하여 항목을 설계함으로써 의 ‘ ’ , SNS

적극적 이용도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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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얼마나 활용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도 포함했다SNS .  

상대적 박탈감의 경우 의 사회적 비교 불일치 , Solberg at al.(2002) ‘
척도와 허경옥 외 이(social comparison Discrepancy)’ Crosby(1976), (2009), 

현주 김해인 외 양혜승 외 가 제시한 상대적 박탈감 측(2017), (2018), (2014)

정 척도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총 개의 설, 6

문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양혜승 외 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비교 . (2014) ‘
불일치 척도를 바탕으로 페이스북에서 를 을 나의 처지와 비교’ “ _______ ( ) 

하곤 한다 와 같은 상향비교 형태의 질문을 고안하였으며 김해인 외” , 

의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 속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하는 (2018) “ _______

것 같다 와 같은 비교 형태의 설문 항목을 구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 . 

서는 앞선 선행연구를 토대로 타 지역 청년들 보다 하는 것 “ _________ 

같다 와 같은 비교 형태의 설문 문항을 고안하여 반영하였다.” . 

끝으로 지역 간 여가문화 격차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개의 설문 항목 4

을 구성하였다 타지역과 비교하여 여가문화시설 여가문화의 다양성과 . , 

최신성 교통 접근성 부분에서 격차를 인식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설, 

문지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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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문 질문

접근도

내가 사는 지역은 청년을 위한 여가문화시설이 충분하다.

내가 사는 지역은 청년을 위한 다양한 여가문화의 기회가 있다.

내가 사는 지역은 청년을 위한 여가문화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내가 사는 지역은 여가문화를 즐기기 위한 교통 접근성이 좋다.

여가
선호도

나는 동적인 여가문화를 선호한다. 

나는 타인과 함께 즐기는 여가문화를 선호한다.

나는 여가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선호한다.

SNS
이용도

에 사진 영상 등을 업데이트하며 타인과 자주 상호작용한다SNS , . 

에서 좋아요 댓글달기 등을 통해 타인과 자주 상호SNS ‘ ’, ‘ ’ 
작용한다. 

SNS에서 유명한 장소 맛집 카페 등을 직접 방문하는 편이다, , .

지역 간 
여가문화
격차 인식

내가 사는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청년들을 위한 여가문화 시설
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사는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문
화의 기회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에서 유행하는 장소나 맛집 카페 등을 SNS , 
쉽게 찾을 수 없어 불편했던 적이 있다. 

내가 사는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여가문 
화를 즐기기에 불편하다고 생각한다. 

표 [ 3-1 설문조사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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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박탈감

나는 다른 사람이 경험한 다양한 여가문화생활을 보면서 그런 것
을 경험하지 못한 나의 처지와 비교하곤 한다.

나는 다른 사람이 경험한 다양한 여가문화생활과 나의 여가문화
생활을 비교할 때 박탈감을 느낀다.

타 지역의 청년들은 나보다 더 다양한 여가문화를 즐기며 사는 
것 같다.

타 지역의 청년들은 나보다 더 재미있게 사는 것 같다.

타 지역의 청년들은 나보다 더 다양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 같다.

타 지역의 청년들에 비해 내가 다양한 여가문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불공정 하다고 생각한다. 

기초
응답정보

성별 연령 거주지 여가시간 이용시간 여가유형, , , , SNS , , 
학력 경제활동 고용형태 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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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및 응답자 특성2. 

설문조사 결과1) 

 설문조사는 전국의 만 세에서 만 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19 34

으며 대학교 커뮤니티 사이트 및 등을 통해 설문대상을 모집하였, SNS 

다 설문은 점 리커트 척도와 객관식 문항으로 설계하였으며 일부 개. 7 , 

방형 질문을 포함하였다 설문 항목은 크게 접근도 지역 간 여가. ‘ ’, ‘
문화 격차 인식 상대적 박탈감 이용도 여가 선호도’, ‘ ’, ‘SNS ’, ‘ ’
로 구성하였으며 총 개의 변수와 그 외 기초응답 정보 개로 총 , 20 10 30

개의 데이터 항목을 수집하였다 설문은 년 월 일부터 년 . 2020 4 27 2020 5

월 일까지 총 일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전체 10 14 . 

응답자 명 중 미응답 문항이 많거나 불성495 실하게 응답한 자료 부를 10

제거하고 최종 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484 .

구     분 내     용

설문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2020 4 27 ~ 2020 5 10

설문 대상 만 세 만 세 청년19 ~ 34

설문 지역 전국 단 제주도 제외( , )

설문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설문 유형 점 리커트 척도 객관식 문항 개방형 문항7 , , 

설문 내용
접근도 여가선호도 이용도 상대적 박탈감 지역 ‘ ’, ‘ ’, ‘SNS ’, ‘ ’, ‘
간 여가격차 인식 응답자 기초정보’, ‘ ’  

총 회수 부수 총 부 중 유효부수 부 495 484

표 [ 3-2 설문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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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2) 

설문에 응답한 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구성은 남자 명 484 41%(198 ), 

여성 명를 보이며 연령대는 대 명 대 명59%(286 ) , 10 6%(31 ), 20 76%(369 ), 30

대 명 를 나타내고 있다18%(84 ) . 

거주지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명로 나타났으며 비수도 45%(216 ) , 

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명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거55%(268 ) . 

주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이 명 로 가장 높았고 경기 명24%(116 ) , 18%(88 ), 

충남 명 경북 명 전북 명 광주 명 경남 10%(48 ), 7%(32 ), 5%(26 ), 5%(25 ), 

명 부산 명 강원 명 대전 명 대구 명5%(23 ), 4%(20 ), 4%(19 ), 4%(17 ), 3%(17 ), 

인천 명 충북 명 세종 명 울산 명 전남 2%(12 ), 2%(11 ), 2%(11 ), 2%(11 ), 2%(9

명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지역별 인구비례를 따르는 분포를 보였다) .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시간 이상 시간 미만 을 보내는 응답자가  ‘1 2 ’
명 로 가장 많았고 시간 이상 시간 미만 명 시간 42%(201 ) ‘2 3 ’ 22%(109 ), ‘1

미만 명 시간 이상 시간 미만 명 시간 이상 이 ’ 21%(100 ), ‘3 4 ’ 10%(47 ), ‘4 ’
명 로 가장 적었다6%(27 ) . 

여가 유형은 동적 여가활동 명 정적 여가활동 명로  65%(314 ), 35%(170 )

동적 여가활동을 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을 세. 

부적으로 살펴보면 동적 여가활동의 경우 극장영화관람 명 카‘ ’ 28%(87 ), ‘
페 맛집 탐방 명 여행 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정적 , ’ 22%(22 ), ‘ ’ 5%(20 ) , 

여가활동은 게임 명 및 시청 명 이‘pc ’ 17%(29 ), ‘TV VOD ’ 16%(27 ), ‘SNS 
용 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5%(25 ) .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시간 미만 이 명 로 가장 높았으 SNS ‘1 ’ 33%(159 )

며 시간 이상 시간 미만 명 시간 이상 시간 미만, ‘1 2 ’ 23%(113 ), ‘2 3 ’ 
명 시간 이상 시간 미만 명 시간 이상 명 순으15%(72 ), ‘3 4 ’ 7%(37 ), ‘4 ’ 1%(3 ) 

로 나타났다 그러나 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명. SNS 21%(100 )

로 나타나 이용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SNS .

학력은 현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인 응답자가 명로 가장  ‘ ’ 45%(216 )

많았으며 대학교 졸업 명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명, ‘ ’ 31%(152 ), ‘ ’ 1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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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졸업 명 고등학교 졸업 이하 명 순으로 나타났다‘ ’ 6%(29 ), ‘ ’ 3%(16 ) . 

경제활동 3 )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명로 현재 경57%(277 )

제활동을 하는 경우 명 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는 응43%(207 ) . 

답자의 경우 고용 형태는 상용근로자가 명로 가장 많았고 임시54%(213 )

근로자는 명 일용근로자는 명 자영업자는 명의 비32%(86 ), 10%(28 ), 4%(12 )

율을 보였다. 

소득은 만 원 미만 이 명이고 만 원 이상 만 원 미 ‘100 ’ 60%(290 ) , ‘100 200

만 이 명 만 원 이상 만 원 미만 이 명 만 원 ’ 12%(57 ), ‘200 300 ’ 20%(99 ), ‘300
이상 만원 미만 이 명 만 원 이상 이 명 인 분포400 ’ 7%(32 ), ‘400 ’ 1%(6 )

를 보였다.

3) 부업 아르바이트 등 수입이 있는 일을 시간 이상 했거나 일시적인 병 사고 또는 연 , 1 , 

휴 가 육아 가족적 이유 노사분규 사업부진 조업중단 등으로 일시휴직 중인 경우( ) , , , , , 
도 경재활동을 한 것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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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형 명 비율단위( %)

성별 남 198 41%
여 286 59%

연령
대10 31 6%
대20 369 76%
대30 84 18%

거주지 수도권 216 45%
비수도권 268 55%

하루 평균
여가시간

시간 미만1 100 21%
시간 이상 시간 미만1 2 201 42%
시간 이상 시간 미만2 3 109 22%
시간 이상 시간 미만3 4 47 10%

시간 이상4 27 6%

여가유형 동적여가 활동 314 65%
정적여가 활동 170 35%

하루 평균
SNS
이용시간

사용안함 100 21%
시간 미만1 159 33%

시간 이상 시간 미만1 2 113 23%
시간 이상 시간 미만2 3 72 15%
시간 이상 시간 미만3 4 37 7%

시간 이상4 3 1%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 3%
대학교 재학 휴학 / 216 45%
대학교졸업 152 31%

대학원 재학 휴학 / 71 15%
대학원 졸업 29 6%

경제활동 유 207 43%
무 277 57%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213 54%
임시근로자 145 32%
일용근로자 86 10%
자영업자 28 4%

소득

만 원 미만100 290 60%
만 원 이상 만 원 미만100 200 57 12%
만 원 이상 만 원 미만200 300 99 20%
만 원 이상 만 원 미만300 400 32 7%

만 원 이상400 6 1%

표 [ 3-3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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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분석방법3 

본 연구는 청년세대의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고 주요 요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앞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 가설을 바탕으로 접근도 여가 , 

선호도 이용도 상대적 박탈감이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미, SNS , 

치는 영향 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구조방정식모형1.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을 이용(Sturctural Equation Modeling: SEM)

하고자 한다 구조방정식모형은 변수 간의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를 검증. 

하기 위한 통계기법으로서 다수의 독립변수와 다수의 종속변수 간의 관

계와 더불어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도 동시에 추정할 수 있는 분석 방

법이다 우종필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지역 간 여( , 2017). 

가문화격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를 

파악하기에 적합한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청년세대의 지역 간 여가 

문화격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분

석하고자 앞선 선행연구와 연구가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 

아래의 그림 와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접근도 여가 선[ 3-2] . ‘ ’, ‘
호도 이용도 상대적 박탈감 지역 격차 인식 을 잠재변수로 설’, ‘SNS ’, ‘ ’, ‘ ’
정하고 설문지의 측정항목들을 관측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각 변수 간의 , 

영향 관계를 화살표를 통해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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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구조방정식 연구모형[ 3-2]   

한편 본 연구에서 잠재변수 중 하나인 접근도 는 여가문화 기회에 대 , ‘ ’
한 주관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음으로 실제 객관적인 여가문화 접근도와

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여가문화 접근. 

도를 나타내는 여가시설 변수를 연구모형에 추가함으로써 주관적 접근도 

인식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객관적 접근도와 주관적 접근도 사이의 관

계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여가문화 접근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문화시설‘ 4) 개당 인구수 인구 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1 ’, ‘ 10 5) 수 인구  ’, ‘ 10

만 명당 스크린 수 를 사용하였다’ . 

문화시설 개당 인구수 는 년 전국문화시설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 1 ’ 2018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자료를 이용했으며 인구 만 명당 문화기반(SGIS) , ‘ 10

4) 문화시설 극장 영화관 박물관 사적지 식물원 동물원 자연공원 유원지 테마파크 : , , , , , , , , 

등 통계청( )

5) 문화기반시설이란 도서관법 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상 박물관 미 , , 「 」 「 」

술관 문예회관 종전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진흥법 상 , ( ) 「 」 「 」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을 나타냄 통계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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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수 는 통계청 의 문화기반시설 자료를 이용하였고 인구 ’ (KOSIS) (2018) ‘
만 명당 스크린 수 는 영화진흥위원회 의 년 한국 영화산10 ’ (KOFIC) 2019 ‘

업 결산보고서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때 객관적 여가문화 접근도를 반영’ . 

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통계 데이터 자료의 분석단위는 시 군 구 로 통‘ ’⋅ ⋅
일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령 교육 수준 소득의 개인 특성 변수 , , , 

를 연구 모형에 추가하여 개인 특성이 주된 요인들과 지역 간 여가문화

격차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중집단분석2. 

다중집단분석 은 둘 이상의 집단을 분석하여 모 (Multiple Group Analysis)

델 간의 경로계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판단하기 위한 분석기법

이다 우종필 본 연구에서는 앞선 선행연구와 연구가설을 토대로 ( , 2017). 

여가소비유형 거주 지역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주, , 

요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미치는 영

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구조방정식 모형의 

집단 간 분석을 실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집단분석을 위해 앞서 그림 의 구조방정식 연구 [ 3-2]

모형에서 여가시설 변수와 개인 특성 변수를 제거한 연구모형을 아래의 

그림 같이 설계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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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다중집단분석 연구모형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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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청년세대 여가문화격차 인식의4 

영향요인 분석

 본 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세대의 지역 간 여가문화격

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첫. 

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고 둘째 요인 , , , 

간의 영향과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할 것

이다 끝으로 다중집단분석을 이용하여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이 집. 

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제 절 기초통계1 

전체 응답자의 항목별 응답 분포를 확인하여 여가 기회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여가 선호도 및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통계를 실시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주 지역 내 여가문화의 접근도 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평균값이 정 ‘ ’
의 방향으로 나타났으나 청년을 위한 여가문화 정보전달 및 지원 에 (+) ‘ ’

대해서는 부 의 방향으로 나타나 청년들을 위한 여가문화 정보나 정책(-) , 

적 지원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선호도 질문의 응답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평균값이 이상으로  ‘ ’ +1 

활동적이면서도 타인과 함께하는 여가문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도 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모든 항목의 평균값이 부 의 방향 ‘SNS ’ (-)

으로 를 이용한 타인과의 상호작용 빈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SNS



- 35 -

다 특히 상호작용 업로드 은 평균값이 로 가장 낮아 사진 및 . ‘SNS ( )’ 0.82–
동영상 업로드와 같은 적극적인 의 사용을 자주 하지 않는 것으로 SNS

나타났다 이처럼 이용도 의 평균값이 전체적으로 부 의 방향으. ‘ SNS ’ (-)

로 나타난 것은 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응답자가 전체의 응답자의 SNS

명 로 다소 높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21%(100 ) .

다음으로 상대적 박탈감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모든 항목의  ‘ ’ 
평균값이 부 의 방향으로 나타나 여가문화 기회의 격차로 인한 상대적 (-)

박탈감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 문항에서는 여가문화 시설의 격차와 ‘ ’ ‘ ’
여가문화의 다양성 격차의 평균값이 정 의 방향으로 나타나 여가문화‘ ’ (+)

시설과 다양성 부분에서 지역 간 격차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여가문화의 최신성 격차 와 교통 접근성 격차 는 부 의 방향으로 ‘ ’ ‘ ’ (-)

나타나 두 항목에 대해서는 큰 격차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항목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접근도

충분한 여가문화시설 484 0.09 1.76 -3 +3
다양한 여가문화프로그램 484 0.25 1.79 -3 +3
여가문화 정보전달 및 지원 484 -0.33 1.69 -3 +3
편리한 교통 접근성 484 0.52 1.96 -3 +3

여가 
선호도

동적인 여가문화 484 1.13 1.45 -3 +3
동반 여가문화 484 1.34 1.37 -3 +3
적극적인 참여 484 1.3 1.20 -3 +3

SNS
이용도

상호작용 업로드 SNS ( ) 484 -0.82 1.86 -3 +3
상호작용좋아요댓글SNS ( , ) 484 -0.16 1.97 -3 +3

활용도SNS 484 -0.37 1.86 -3 +3

상대적 
박탈감

여가문화생활 비교 484 -0.74 1.67 -3 +3
여가문화 박탈감 484 -1.05 1.71 -3 +3

여가문화의 다양성 격차 484 -0.05 1.91 -3 +3
삶의 즐거움 비교 484 -0.47 1.83 -3 +3

여가문화 혜택의 격차 484 -0.05 1.98 -3 +3
여가문화기회의 불공정성 484 -0.92 1.72 -3 +3

지역 간 
여가문화
격차 인식

여가문화시설의 격차 484 0.2 1.93 -3 +3
여가문화의 다양성 격차 484 0.18 1.94 -3 +3
여가문화의 최신성 격차 484 -0.52 1.85 -3 +3
교통 접근성 격차 484 -0.46 2.07 -3 +3

표 [ 4-1 설문조사 기초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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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요인분석 2 

 본 절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앞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분석을 진행하고 관측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관계검증과 ,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신뢰도분석 1.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측정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진행하기 위

해 크론바흐 알파 계수 를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크(Cronbach’s alpha) . 

론바흐 알파 계수가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본 0.6 . 

연구에서는 아래의 표 같이 모든 변인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 4-2] 

‘0.7207~0.9144’의 수준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변수명 문항수 Cronbach’s alpha

접근도 4 0.9066

여가선호도 3 0.7207

이용도SNS 3 0.8099

상대적 박탈감 6 0.8952

지역 간 여가격차 인식 4 0.9144

표 [ 4-2 주요변수의 측정 문항과 신뢰도 검증 결과]  



- 37 -

확인적 요인분석 2. 

 확인적 요인분석 은 잠재변수와 관측(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변수 간의 관계 및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으로서 집중타당, 

성과 판별타당성을 통해 구성개념의 타당성을 측정하는데 유용하다 우종(

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 2017).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관측변수와 잠 

재변수가 적절하게 추정되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항목에 따라 잠재변수를 접근도 여가 선호도 ‘ ’, ‘ ’, 
이용도 상대적 박탈감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 총 가지로 ‘SNS ’, ‘ ’, ‘ ’ 5

구성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집중타당성 분석결과 관측변수 중 접근도 에서 편리한 교통 접근성 변 ‘ ’ ‘ ’
수와 여가문화 선호도 에서 적극적 참여 변수 상대적 박탈감 에서 여가‘ ’ ‘ ’ , ‘ ’ ‘
문화생활 비교 와 여가문화 박탈감 변수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 에’ ‘ ’ , ‘ ’
서 교통 접근성 격차 변수는 추출된 다른 요인들에 비해 요인부하량이 낮‘ ’
아 집중타당성이 없어 관측변수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요인부하량의 크기와 유의성 개념신 , 

뢰성 계수와 평균분산추출 지수를 이용해 잠(Construct reliability, CR) (AVE)

재변수에 대한 관측변수의 집중타당성을 검증한다(우종필, 2017 표 ). [ 4-3]

은 관측변수와 잠재변수의 요인부하량의 크기와 유의성 결과를 나타낸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관측변수들의 표준화계수가 모두 이상의 값을 , 0.5 

보였으며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판별타당성은 잠재변수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값 , AVE

이 상관계수의 제곱값 보다 클 경우 판별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표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잠재변수에서 상관계수의 제곱값이 [ 4-4] , 

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변수에서 값이 이상이AVE . AVE 0.5

고 신뢰개념도도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 모두 유의0.7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χ2(df=80)=243.459, TLI= 

로서 와 값이 모0.957, GFI= 0.935, CFI=0.967, RMSEA=0.065 , GFI CFI, T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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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이상이며 는 이하의 값으로 나타나 모형적합도가 유0.9 , RMSEA 0.08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 관측변수와 잠

재변수가 적절하게 추정된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잠재변수 관측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접근도

충분한 여가문화시설 1.152 0.896 0.048 23.968***

다양한 여가문화프로그램 1.2224 0.937 0.048 25.367***

여가문화 정보전달 및 지원 1.000 0.812

여가
선호도

동적 여가문화 1.337 0.846 0.208 6.437***

동반 여가문화 1.000 0.671 25.367***

SNS 
이용도

상호작용업로드 SNS ( ) 1.300 0.839 0.094 13.758***

상호작용 좋아요댓글SNS ( , ) 1.360 0.830 0.099 13.758***

활용도SNS 1.000 0.646

상대적 
박탈감

여가문화의 다양성 격차 1.438 0.880 0.083 17.332***

삶의 즐거움 비교 1.292 0.825 0.079 16.410***

여가문화 혜택의 격차 1.556 0.920 0.087 17.892***

여가문화기회의 불공정성 1.000 0.679

지역 간 
여가문화 
격차 인식

여가문화시설의 격차 1.276 0.922 0.058 21.967***

여가문화의 다양성 격차 1.319 0.951 0.058 22.648***

여가문화의 최신성 격차 1.000 0.754

*p<0.1, **p<0.05, ***p<0.001

표 [ 4-3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부하량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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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상관계수

AVE
개념

신뢰도접근도
여가문화

선호도
이용도SNS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

접근도 1 　 　 　 0.7800 0.9138

여가

선호도
0.017(0.130)** 1 　 　 0.5830 0.7340

SNS 

이용도
0.022( 0.149)*** 0.151(0.388)*** 1 　 0.6034 0.8183

상대적

박탈감
0.361(-0.601)*** 0.008(-0.09) 0.003(0.051) 1 0.7743 0.9101

지역 간 

여가문화

격차 인식

0.692(-0.832)*** 0.008(-0.087) 0.002(-0.048) 0.536(0.732)*** 0.6906 0.8981

*p<0.1, **p<0.05, ***p<0.001
괄호안의 숫자는 상관계수 괄호 밖은 상관계수의 제곱 값을 나타냄, ※

 표 [ 4-4 판별타당성과 집중타당성 검증 결과 ] 



- 40 -

제 절 구조방정식모형분석3 

본 절에서는 앞선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가설적으로 설정한 연구모형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추출하고 이에 대한 

적합성을 검정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 

위해 앞서 설정한 구조방정식 연구모형 그림 에 확인적 요인분석 결[ 3-2]

과를 반영한 최종모형을 그림 과 같이 설정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 4-1] 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최종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df=172)=410.121, 

로서TLI=0.949, GFI=0.925, CFI=0.958, RMSEA=0.054 기준에 부합하였으며 , 

최종 모형의 구조방정식 분석결과는 표 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4-5] .

 

그림 구조방정식 최종 모형[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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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접근도 여가선호도← 0.211 0.146** 0.079 2.683
접근도 여가문화시설← 0.265 0.139** 0.106 2.492

접근도 개인특성← 0.002 0.093* 0.001 1.890

이용도 여가선호도SNS ← 0.508 0.403*** 0.082 6.199

이용도 개인특성SNS ← 0.000 -0.017 0.001 -0.336

이용도 여가문화시설SNS ← -0.181 -0.108* 0.094 -1.916

여가선호도 여가문화시설← 0.074 0.56 0.082 0.896

여가선호도 개인특성← 0.000 -0.30 0.001 -0.547

상대적박탈감 접근도← -0.733 -0.595*** 0.058
-12.54

4
상대적박탈감 여가선호도← -0.131 -0.074 0.092 -1.425

상대적박탈감 이용도SNS← 0.222 0.158** 0.069 3.202

상대적박탈감 여가문화시설← -0.088 -0.038 0.110 -0.805

상대적박탈감 개인특성← -0.002 -0.061 0.001 -1.488

지역격차인식 접근도← -0.803 -0.617*** 0.055
-14.58

6
지역격차인식 상대적박탈감← 0.377 0.356*** 0.040 9.456

지역격차인식 이용도SNS← 0.031 0.021 0.043 0.714

지역격차인식 여가문화시설← -0.036 -0.014 0.077 -0.465

지역격차인식 개인특성← 0.000 0.002 0.001 0.083

모델 적합도 
χ2(d f=171)=410.121, TLI= 0.949, GFI= 0.925, 

CFI=0.958, RMSEA=0.054

*p<0.1, **p<0.05, ***p<0.001

표 [ 4-5 구조방정식모형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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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방정식모형분석에서 각 잠재변수들의 경로계수가 유의한 결과 값들 

을 살펴보면 먼저 접근도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 간 여가문화격, 

차 인식에 모두 유의한 부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 

과는 접근도와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간에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용도의 경우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SNS 

미치지 않았지만 상대적 박탈감에는 유의한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

로 나타나 를 통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할 수 록 상대적 박탈SNS

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 박탈감은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유의한 양 의 영 , (+)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 록 지역 간 여가문화

격차 인식도 크게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여가선 호도의 경우 접근도와 이용도에 모두 유의한 정 SNS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적인 여가와 동반여가와 (+) . 

같은 적극적인 여가를 선호할수록 접근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를 통한 타인과의 상호작용도 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SNS .

끝으로 통제변수로 사용된 여가시설의 경우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 , 

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접근도와는 정 의 방향 관계를 , (+)

나타내고 있어 물리, 적인 여가시설의 증가가 접근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 이용도에는 부 의 영향이 미치는 SNS (-)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가시설의 증가가 이용의 감소를 가져오SNS 

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용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감소에도 긍정적, SNS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또 다른 통제변수인.  개

인 특성의 경우 접근도에는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나타냈으나 상대적 (+)

박탈감과 이용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NS . 

다음으로 표 은 연구모형의 주요 잠재변수의 경로에 대한 총 효과 [ 4-6]

와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여가문화격, . 

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세부적인 영향 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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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접근도에서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까지의 경로를 살펴보면  , 

직접효과 0.617(– p<0.01 간접효과 ), 0.212(– p<0.01 로 총 효과 ) –0.828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접근도가 (p<0.01)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가시설에서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까지의 경로에 대한 직 , 

접효과는 없었으며 간접효과가 , –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0.143(p<0.01) . 

는 접근도가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직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
치는 것과는 대조되는 것으로서 물리적인 여가시설은 지역 간 여가문화, 

격차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여가문화격. 

차에 관한 연구 박용희 박태선 외 이희진 이재희( , 2012; , 2015; , 2015; , 

는 지역 간 여가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로 물리적인 2010)

시설 격차 개선에 중점을 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물리적인 . 

문화시설 격차와 더불어 여가문화시설 접근성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도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문제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용도의 경우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SNS 

유의한 경로는 없었으나 이용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지역 간 여SNS 

가문화 격차 인식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용도에서 지역격차인식의 경로에는 . , SNS 

0.056(p<0.01 의 간접효과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이용도가 높을수록 ) SNS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이 증가할 수 록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한다는 앞선 선행SNS 

연구 양혜승 와 같은 결과로서 이용과 상대적 박탈감과 관계( , 2019) , SNS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여가격차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여가 선호도의 경우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없었지만  0.117(– p<0.01 의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동적 여가와 동반 여가활동 선호도가 지역 간 여가문. 

화격차 인식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 

앞서 선행연구에서 밝힌 동적 여가 동반 여가와 같은 적극적인 여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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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윤혜진 외( , 2016)

와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지역격차인식 접근도← -0.828** -0.617*** -0.212**

지역격차인식 상대적박탈감← 0.356** 0.356*** -

지역격차인식 이용도SNS← 0.056** - 0.056**

지역격차인식 여가선호도← -0.117** - -0.117**

지역격차인식 개인특성← -0.096** - -0.096**

지역격차인식 여가시설← -0.143** - -0.143**

상대적박탈감 접근도← -0.595*** -0.595***

상대적박탈감 이용도SNS← 0.158** 0.158**

상대적박탈감 여가선호도← - - -

상대적박탈감 개인특성← -0.055** - -0.055**

상대적박탈감 여가시설← -0.105** - -0.105*

*p<0.1, **p<0.05, ***p<0.001

표 [ 4-6 주요 경로에 대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결과] , ,  

이상으로 결과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모형에서 주요한 변수인 접근도 ‘ ’
와 여가 선호도 이용도 상대적 박탈감 은 모두 지역 간 여가문‘ ’, ‘SNS ’, ‘ ’
화 격차 인식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접근. ⋅
도는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 수록 지역 간 여가격차 인식에 더 증가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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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다중집단분석 4 

 본 절에서는 앞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가소비유형 거주지역에 따라 , 

주요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 

개인 특성이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주

요 개인특성 변수를 중심으로 다중집단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여가소비유형 거주 지역에 따른 여가문화격차 인식의 차이 , 

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 응답자를 여가문화소비 유형에 따라 동적 여‘
가 와 정적 여가 소비 집단으로 구분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 ‘ ’ , ‘
권 과 비수도권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개인 특성의 경우 성별 소’ ‘ ’ . , 

득 사회적 지위 종사상의 지위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다중집단, ,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앞서 다중집단분석을 위해 설정한 연구모형 그림 에 확인적  [ 3-3]

요인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모형을 그림 와 같이 수정하고 이를 [ 4-2]

토대로 다중집단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다중집단분석 최종 모형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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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여가소비 집단과 정적 여가소비 집단 비교 1.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1) 

 먼저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의 교차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중

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multiple 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시하고자 한다 교차타당성은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에서 얻은 결과가 . 

같은 모집단에서 추출한 다른 표본에서 얻은 결과와 동일한지 검증하는 

것 우종필 으로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동일성 분석( ,2017)

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측정모형은 앞선 연구모형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게 접근도 관측변수 ‘ (

개 여가 선호도 관측변수 개 이용도 관측변수 개 상대적 박3 )’, ‘ ( 2 )’, ‘SNS ( 3 )’, ‘
탈감 관측변수 개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 관측변수 개 모두 ( 4 )’, ‘ ( 3 )’ 5

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다. 

측정모형의 동적 여가소비 집단과 정적 여가소비 집단 간 교차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동일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과 같다 먼저 [ 4-7] . 

비제약모형의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χ2(df=160)=343.12 TLI=0.952, CFI=0.964, 

로 측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형태동RMSEA=0.049

일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요인부하량 (λ을 제약한 모형을 살펴보면 비제약모형과 비교)

해 χ2변화량이 로서 값이 보다 크게 나타나 8.54 p- 0.05 요인부하량(λ) 

제약모형에서 χ2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인부하량을 동일하게 제약한 상태에서 집단 간 측정동일성에 문제

가 없음을 뜻한다. 

반면 공분산제약 모델과 오차분산 제약 모형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측정동일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분산과 오차분산까지 동일하다고 제약하는 것은 . 

매우 엄격한 기준을 따른 모형비교이므로 공분산과 오차분산 제약의 유의

성을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정미 외 따라서 두 집.(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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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간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동적 여가소비 집단과 정적 여가소비 집단 

간 측정동일성 검정결과 비제약모형과 요인부하량 제약모형 간의 측정동

일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다음 단계인 다중집단 구조방정식모

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χ2(df) CFI
RMSE

A
TLI χ⧍ 2( df)⧍ p-value

비제약모형 343.12(160) 0.964 0.049 0.952

λ제약모형 351.66(170) 0.964 0.047 0.952 8.54(10)
유의하지 

않음

φ제약 모형 373.29(175) 0.961 0.048 0.953 30.17(15) 유의함

+λ φ 
제약 모형

379.93(185) 0.961 0.047 0.956 38.81(25) 유의함

+ +λ φ θ
제약 모형

409.22(200) 0.958 0.047 0.956 66.1(40) 유의함

요인부하량 공분산 오차분산: , : , :λ φ θ

표 [ 4-7 여가소비유형에 따른 다중집단 구조방정식의 측정동일성 검정 결과 ] 

다중집단 구조방정식모형분석 2) 

다중집단분석 결과 소비유형에 따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df=164) 

=347.469, 으로 기준에 적TLI=0.953, GFI=0.913, CFI=0.964, RMSEA=0.048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가소비유형에 따라 잠재변수 간 인과관계의 영향력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고, χ2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

과 같이 나타났다 비제약모형과 경로를 제약한 모형간의 경로별 4-8] . χ2

을 비교한 결과 ‘상대적 박탈감 지역 격차 인식-> ’, ‘접근도 지역 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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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접근도 상대적 박탈감-> ’, ‘여가 선호도 이용도-> SNS 총 개 경’ 4

로에서 χ2의 변화량이 χ2분포 의 임계치 보다 큰 것으로 (p=0.5,df=1) 3.84

나타나 모형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제약 χ2(df) ∆χ2(df)

표준화경로계수

동적

여가문화

정적

여가문화

비제약모형 347.47(164)

상대적박탈감 지역격차인->

식
353.58(165) 6.11(1)** 0.35*** 0.331***

접근도 지역격차인식-> 354.03(165) 6.56(1)** -0.612*** -0.664***

접근도 상대적박탈감-> 353.75(165) 6.28(1)** -0.589*** -0.674***

이용도 지역격차인식SNS -> 347.85(165) 0.38(1) 0.026 0.019

이용도 상대적박탈감SNS -> 347.98(165) 0.51(1) 0.190*** 0.144***

여가선호도 접근도-> 347.47(165) 0.00(1) 0.115** 0.157**

여가선호도 상대적박탈감-> 347.52(165) 0.005(1) -0.084* -0.109*

여가선호도 이용도-> SNS 355.76(165) 8.29(1)** 0.361*** 0.374***

*p<0.1, **p<0.05, ***p<0.001

표 [ 4-8 여가소비유형에 따른 구조방정식모형의 ] 
경로제약 결과와 경로계수 차이검증

세부적으로 두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정적 여가문화를 소비하는 집 , 

단이 동적 여가문화를 소비하는 집단에 비해 접근도에 따른 지역 간 여

가문화격차 인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적 여가문화를 소비하는 집단은 정적 여가문화를 소비하는 집단

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지역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더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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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나 동적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지, 

역 간 여가문화격차를 더 크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적. 

여가문화 활동을 하는 집단인 경우 여가 선호도에 따른 이용도가 SNS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동적 여가와 동반 여가를 선호하는 경우에라도 동

적 여가 활동 보다는 정적 여가 활동을 하는 경우 이용도가 더 높SNS 

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수도권 집단과 비수도권 집단 비교2.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1)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의 교차타당성 검증을 위해 전체 설문 응답자

를 거주지역에 따라 수도권 과 비수도권 으로 나누고 확인적 요인분석‘ ’ ‘ ’
을 실시하여 두 집단 간의 측정동일성을 분석하였다. 

두 집단의 측정동일성 검정결과는 표 와 같으며 비제약모형의 검 [ 4-9] , 

증결과 χ2(df=160)=346.27, 으로 나타나 TLI= 0.947, CFI=0.959, RMSEA=0.049

두 집단 간의 형태동일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요인부하량 (λ을 제약한 모형을 비제약모형과 비교해보면 ) χ2

변화량이 χ2 로서 값이 보다 크게 나타나 제약모형에서 (df=10)=11.01 p- 0.05 

χ2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지 . 

와 같은 측정 도구에 대한 요인부하량 동일성에 문제가 없음을 뜻하므로 

집단 간 측정동일성에 문제가 없음을 나타낸다.  

반면 공분산제약 모형과 오차분산 제약 모형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측정동일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선 동적 여가와 정적 여가 집단 비교와 마찬가지. 

로 공분산과 오차분산까지 동일하다고 제약하는 것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따른 모형비교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분산제약과 오차분석제약 모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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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요인부하량 제약모형에서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으므로 다음 단계인 

다중집단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χ2(df) CFI RMSEA TLI χ⧍ 2( df)⧍ p-value

비제약모형 346.27(160) 0.959 0.049 0.947

 λ제약 모형 357.28(170) 0.959 0.048 0.950 11.01(10)
유의하지 

않음

φ제약 모형 371.61(175) 0.957 0.048 0.949 25.34(15 ) 유의함

+λ φ 
제약 모형

385.51(185) 0.956 0.047 0.950 39.24(25 ) 유의함

+ +λ φ θ
제약 모형

427.53(200) 0.951 0.049 0.948 81.26(40) 유의함

요인부하량 공분산 오차분산: , : , :λ φ θ

표 [ 4-9 거주지역에 따른 다중집단 구조방정식의 측정동일성 검정 결과 ] 

다중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2) 

 수도권 집단과 비수도권 집단 간 다중집단분석 연구모형은 앞서 동적 

여가와 정적 여가소비 집단 간 다중집단분석을 위해 설계한 연구모형 

그림 와 동일하다 또한 수도권 집단과 비수도권 집단 간 다중집단[ 4-2] . 

분석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df=164)=350.408, TLI=0.948, GFI=0.913, 

으로 나타나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CFI=0.959, RMSEA= 0.049 . 

따라서 거주 지역에 따른 잠재변수 간 인과관계의 영향력 차이를 검증 

하기 위해 다중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χ2차이를 검

증한 결과는 표 과 같이 나타났다[ 4-10] .

비제약모형과 경로를 제약한 모형들의 경로별  χ2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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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도 지역 격차 인식 이용도 상대적 박탈감 개의 경로에서 ‘SNS -> ’, ‘SNS -> ’ 2 χ2

의 변화량이 모두 χ2분포 의 임계치인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두 (p=0.5,df=1) 3.84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가지의 경로에서는 . 6

모형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두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이용도가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 SNS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집단에서 모

두 유의하지 않은 경로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에서 모두 경로가 유의하면. 

서 집단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이용도에서 상대적 박탈감으로의 SNS

경로에 해당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집단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집 , 

단에 비해 이용도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SNS . 

경  로
등가비제약

모델의 x2( df)
x2(df)∆ 표준화경로계수

수도권 비수도권

비제약모형 350.41(164)

상대적박탈감 지역격차인식-> 351.59(165) 1.18(1) 0.322*** 0.362***

접근도 지역격차인식-> 352.32(165) 1.91(1) -0.663*** -0.583***

접근도 상대적박탈감-> 350.43(165) 0.02(1) -0.556*** -0.504***

이용도 지역격차인식SNS -> 356.7(165) 6.29(1) 0.04 0.038

이용도 상대적박탈감SNS -> 355.42(165) 5.01(1) 0.179*** 0.181***

여가선호도 접근도-> 350.41(165) 0.00(1) 0.141** 0.185**

여가선호도 상대적박탈감-> 351.01(165) 0.6(1) -0.102** -0.126**

여가선호도 이용도-> SNS 350.74(165) 0.33(1) 0.327*** 0.464***

*p<0.1, **p<0.05, ***p<0.001

표 [ 4-10 거주지역에 따른 구조방정식모형의 ] 
경로제약 결과와 경로계수 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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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특성에 따른 집단 비교 3. 

 본 연구에서는 여가소비유형과 거주 지역과 더불어 개인 특성이 청년세

대의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주요 개인 

특성 변수를 중심으로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개인 특성 변수. 

로는 성별 소득 직업 종사상의 지위를 선정하였으며 소득의 경우 인 , , , , 1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원 년 기준인 것을 고려하여 월 소1,757,194 (2020 )

득평균이 만원 미만인 응답자를 기준으로 상 하 집단으로 구분하였200 , 

다 또한 직업의 경우 학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세대의 특성을 고. , 

려하여 학생과 비( )非학생으로 구분하였으며 종사상의 지위는 상용근로, 

자와 비( )非상용근로자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성별에 따른 집단 비교1)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1) 

 다중집단 구조방정식모형의 교차타당성 검증을 위해 응답자를 성별에 

따라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두 집단 간의 , 

교차타당도 확인을 위해 측정동일성을 검정하였다 두 집단의 측정동일성 . 

검정결과는 표 과 같으며 비제약모형의 검증결과 [ 4-11] , χ2(df=160)=346.69, 

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형태동일성TLI=0.951, CFI=0.963, RMSEA=0.049

이 검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요인부하량(λ 공분산), (φ 오차분산), (θ에 제약을 가한 측정)

동일성 검정결과 χ2의 변화량이 수준에서 각각  p=0.05 χ2(df=10)=14.24, 

χ2 (df=15)=20.14, χ2(df=25)=32.09, χ2 로서 값이 보다 크(df=40)=40 p- 0.05 

게 나타나 모든 제약모형에서 χ2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제약모형에서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음을 의

미한다 따라서 다음 단계인 . 다중집단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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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χ2(df) CFI RMSEA TLI χ⧍ 2( df)⧍ p-value

비제약모형 346.69(160) 0.963 0.049 0.951

λ제약모형 360.93(170) 0.962 0.048 0.953 14.24(10)
유의하지 

않음

φ제약 모형 366.83(175) 0.962 0.048 0.954 20.14(15 )
유의하지 

않음

+λ φ 
제약 모형

378.78(185) 0.962 0.047 0.956 32.09(25 )
유의하지 

않음

+ +λ φ θ
제약 모형

389.69(200) 0.962 0.044 0.961 43(40)
유의하지 

않음

요인부하량 공분산 오차분산: , : , :λ φ θ

표 [ 4-11 성별에 따른 다중집단 구조방정식의 측정동일성 검정 결과 ] 

다중집단 구조방정식모형분석(2) 

성별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df=164)=355.456, TLI= 

으로 나타나 기준에 부합한 것0.951, GFI=0.913, CFI=0.912, RMSEA=0.049

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별에 따른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 요인. 

들의 영향력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χ2의 변화량을 검증한 결과는 표 와 같다[ 4-12] .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 모형의 모든 경로에서  χ2의 변화량이 모두 

χ2분포 의 임계치인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에 (p=0.5,df=1) 3.84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남녀 간에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구별되던 것과는  

대조되는 것으로서 기존 선행연구, 윤혜진 외 김인숙 외 에서( , 2016;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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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가 여가문화에 대한 인식과 

향유방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 현 청년세대의 경우 지

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 요인에 성별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로제약 χ2(df) ∆χ2(df)
표준화경로계수

남성 여성

비제약모델 355.46(164)

상대적박탈감 지역격차인->

식
356.54(165) 1.08(1) 0.339*** 0.359***

접근도 지역격차인식-> 356.64(165) 1.18(1) -0.642*** -0.612***

접근도 상대적박탈감-> 357.05(165) 1.59(1) -0.580*** -0.638***

이용도 지역격차인식SNS -> 357.38(165) 1.92(1) 0.031 0.027

이용도 상대적박탈감SNS -> 358.68(165) 3.22(1) 0.180** 0.142**

여가선호도 접근도-> 355.98(165) 0.52(1) 0.200** 0.142**

여가선호도 상대적박탈감-> 355.89(165) 0.43(1) -0.084 -0.059

여가선호도 이용도-> SNS 355.46(165) 0.0(1) 0.436*** 0.372***

*p<0.1, **p<0.05, ***p<0.001

표 [ 4-12] 성별에 따른 구조방정식모형의 경로제약 결과와 경로계수 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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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위에 따른 집단 비교2)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1) 

 사회적 지위에 따른 집단 비교에서는 학업이 중시되는 청년세대의 특성

을 고려하여 크게 학생과 비( 학생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다중집단 확)非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집단 간의 측정동일성을 분석하였다. 두 집단

의 측정동일성 검정결과는 표 과 같이 비제약모형에서 [ 4-13] , χ2 

(df=160)=349.03, 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TLI=0.951, CFI=0.963, RMSEA=0.050

의 형태동일성이 검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동일성 검증결과 요인부하량 (λ 공분산), (φ 오차분산), 

(θ 에 모두 제약을 가한 마지막 모형을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 χ2의 변

화량이 각각  χ2(df=10)=7.37, χ2(df=15)=20.92, χ2 로서 값(df=25)=30.39 p-

이 보다 크게 나타나 제약모형에서 0.05 χ2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 측정도구에 대한 요인부하량과 공분산

의 동일성을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음 단계인 다중집단 구조방정

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

모형 χ2(df) CFI RMSEA TLI χ⧍ 2( df)⧍ p-value

비제약모형 349.03(160) 0.963 0.050 0.951

λ제약모형 356.76(170) 0.963 0.048 0.955 7.73(10)
유의하지 

않음

φ제약 모형 369.95(175) 0.962 0.048 0.954 20.92(15)
유의하지 

않음

+λ φ 
제약 모형

379.42(185) 0.962 0.047 0.957 30.39(25)
유의하지 

않음

+ +λ φ θ
제약 모형

412.93(200) 0.958 0.047 0.956 63.9(40) 유의함

요인부하량 공분산 오차분산: , : , :λ φ θ

표 [ 4-13] 사회적 지위에 따른 다중집단 구조방정식의 측정동일성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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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집단 구조방정식모형분석 (2) 

 학생과 비( 학생 집단 간 다중집단분석 연구모형은 앞서 설계한 연구)非
모형 그림 와 동일하며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 4-2] , χ2(df=164)=356.883, TLI= 

으로 적합도 기준에 부합한 것0.951, GFI=0.911, CFI=0.962, RMSEA=0.049

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회적 지위에 따른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 

식 요인들의 영향력 차이를 검증하기위해 다중집단 구조방정식모형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χ2의 변화량을 검증한 결과는 표 와 같이 나타[ 4-14]

났다. 

경로제약 χ2(df) ∆χ2(df)
표준화경로계수

비( 학생)非 학생

비제약모형 356.89(164)

상대적박탈감 지역격차인식-> 363.32(165) 6.43(1)** 0.357*** 0.360***

접근도 지역격차인식-> 359.56(165) 2.67(1) -0.695***
-0.565**

*

접근도 상대적박탈감-> 359.11(165) 2.22(1) -0.580***
-0.635**

*

이용도 지역격차인식SNS -> 358.83(165) 1.94(1) 0.028 0.024

이용도 상대적박탈감SNS -> 356.96(165) 0.07(1) 0.176*** 0.168***

여가선호도 접근도-> 356.97(165) 0.08(1) 0.153** 0.148**

여가선호도 상대적박탈감-> 356.94(165) 0.05 (1) -0.077 -0.072

여가선호도 이용도-> SNS 357.82(165) 0.93(1) 0.367*** 0.416***

*p<0.1, **p<0.05, ***p<0.001

표 [ 4-14 사회적 지위에 따른 구조방정식모형의 ] 
경로제약 결과와 경로계수 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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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약모형과 경로를 제약한 모형간의 경로별  χ2을 비교한 결과 상‘
대적 박탈감 지역 격차 인식 의 단일 경로에서 -> ’ χ2의 변화량이 χ2분포

의 임계치인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의 차이가 통(p=0.5,df=1) 3.84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상대적 박탈감 지역 격차 인식 의 경로에서 두 집단 간 차 ‘ -> ’
이를 살펴보면, 학생인 집단이 비( 학생 집단에 비해 )非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여가가 단순히 휴식과 같은 보조적 개념을 넘어 자기개발 및 자아정체

성 형성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박용희 곽한병( , 2012; , 

를 고려할 때 자기개발 및 자아정체성 형성이 좀 더 중요시되는 학2002) , 

생집단에서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이 비( 학)非
생 집단에 비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집단 비교 3)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1)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집단 비교에서는 크게 상용근로자와 비( 상용)非
근로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고용안정성에 따른 집단 간의 지역 간 여가문

화격차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여 집단 간의 측정동일성을 분석하였다. 

두 집단의 측정동일성 검정결과는 표 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비 [ 4-15] , 

제약모형에서 χ2(df=160)=358.35, 으로 나TLI=0.949, CFI=0.961, RMSEA=0.051

타나 두 집단 간의 형태동일성이 검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제약모형의 경우 요인부하량 (λ 공분산), (φ 오차분산), (θ에 )

모두 제약을 가한 마지막 모형을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χ2의 변화량이 

각각 χ2(df=10)=10.23, χ2(df=15)=11.93, χ2 로서 값이 (df=25)=21.11 p- 0.05 

보다 크게 나타나 제약모형에서 χ2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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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제약모델과 요인부하량 공분산 제약모델 간 , 

의 측정동일성을 만족하는 것이므로 다음 단계인 다중집단 구조방정식모

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χ2(df) CFI RMSEA TLI χ⧍ 2( df)⧍ p-value

비제약모형 358.35(160) 0.961 0.051 0.949

λ제약모형 368.58(170) 0.961 0.049 0.952 10.23(10)
유의하지 

않음

φ제약모형 370.28(175) 0.962 0.048 0.954 11.93(15)
유의하지 

않음

+λ φ 
제약 모형

379.46(185) 0.962 0.047 0.957 21.11(25)
유의하지 

않음

+ +λ φ θ
제약 모형

416.23(200) 0.958 0.047 0.955 57.88(40) 유의함

요인부하량 공분산 오차분산: , : , :λ φ θ

표 [ 4-15]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다중집단 구조방정식의 측정동일성 검정 결과 

다중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2) 

 상용근로자와 비( 상용근로자 집단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 ( , , 非
등 간 연구모형은 앞서 설계한 연구모형 그림 와 같으며 연구모형) [ 4-2] , 

의 적합도는 χ2(df=164)=362.604, TLI=0.950, GFI=0.911, CFI=0.961, 

으로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RMSEA=0.050 . 

다음으로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미치는  

요인들 간의 영향력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 구조모형분석을 진

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과 같이 나타났다 비제약모형과 경로[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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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약한 모형을 비교한 결과 모든 경로제약 모형에서 χ2의 변화량이 

χ2분포 의 임계치인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유의(p=0.5,df=1) 3.84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고용의 안정성 여부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청년세대가 경기 침체와 높은 청년실업률 등으로 경제적 어려 

움뿐만 아니라 주거 건강 사회문화적 자본 등에서도 위험에 놓여있는 상, , 

황김문길 외 과는 다소 대조적인 결과로서 고용안정성과 ( , 2017) ,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경로제약 χ2(df) ∆χ2(df)

표준화경로계수

비( )非상용

근로자

상용

근로자

비제약모형 362.60(164)

상대적박탈감 지역격차인식-> 363.57(165) 0.97(1) 0.357*** 0.336***

접근도 지역격차인식-> 363.93(165) 1.33(1) -0.610*** -0.656***

접근도 상대적박탈감-> 363.42(165) 0.82(1) -0.627*** -0.593***

이용도 지역격차인식SNS -> 364.33(165) 1.73(1) 0.031 0.033

이용도 상대적박탈감SNS -> 362.61(165) 0.01(1) 0.156*** 0.169***

여가선호도 접근도-> 362.66(165) 0.06(1) 0.182** 0.124**

여가선호도 상대적박탈감-> 362.61(165) 0.001(1) -0.070 -0.049

여가선호도 이용도-> SNS 365.57(165) 2.97(1) 0.417*** 0.331***

*p<0.1, **p<0.05, ***p<0.001

표 [ 4-16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구조방정식모형의 ] 
경로제약 결과와 경로계수 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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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에 따른 집단 비교4)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1) 

 소득수준에 따른 다중집단 분석을 위해 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1

원 년 기준인 것을 고려하여 월 소득평균 만원 미만을 1,757,194 (2020 ) 200

기준으로 설문 응답자 집단을 상 하로 구분하였다, .

먼저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집단 간의 측정동일성을 분 

석한 결과 [표 에서와 같이 비제약모형에서 4-17] , χ2(df=160)=357.34, 

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형태동일TLI=0.949, CFI=0.961, RMSEA=0.051

성이 검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제약모형의 경우 모든 제약모형에서 각각  χ2의 변화량이 χ2 

(df=10)=9.08, χ2(df=15)=18.33, χ2(df=25)=25.47, χ2 로서 값(df=40)=36.64 p-

이 보다 크게 나타나 모든 제약모형에서 0.05 χ2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제약모델과 요인부하량 공분산 , , 

오차분산 제약모델 간의 측정동일성에 문제가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

음 단계인 다중집단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χ2(df) CFI RMSEA TLI χ⧍ 2( df)⧍ p-value

비제약모형 357.34(160) 0.961 0.051 0.949

λ제약모형 366.42(170) 0.961 0.049 0.952 9.08(10)
유의하지 

않음

φ제약 모형 375.67(175) 0.960 0.049 0.952 18.33(15)
유의하지 

않음

+λ φ 
제약 모형

382.81(185) 0.961 0.047 0.956 25.47(25)
유의하지 

않음

+ +λ φ θ
제약 모형

403.98(200) 0.960 0.046 0.958 46.64(40)
유의하지 

않음

요인부하량 공분산 오차분산: , : , :λ φ θ

표 [ 4-17 소득수준에 따른 다중집단 구조방정식의 측정동일성 검정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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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집단 구조방정식모형분석(2) 

 소득수준에 따른 집단 간 다중집단분석 연구모형은 앞서 설계한 연구모

형 그림 와 동일하며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 4-2] , χ2(df=164)=362.504, TLI= 

으로 나타나 기준에 부합한 0.950, GFI= 0.910, CFI=0.961, RMSEA=0.050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소득수준에 따른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 

식 요인들의 영향력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χ2의 변화량을 검증한 결과는 표 과 같이 나[ 4-18]

타났다. 

경로제약 χ2(df) ∆χ2(df)
표준화경로계수

상 하

비제약모형 362.50(164)

상대적박탈감 지역격차인식-> 368.80(165) 6.3(1)** 0.330*** 0.357***

접근도 지역격차인식-> 364.49(165) 1.99(1) -0.732*** -0.580***

접근도 상대적박탈감-> 364.36(165) 1.86(1) -0.619*** -0.604***

이용도 지역격차인식SNS -> 364.68(165) 2.18(1) 0.029 0.030

이용도 상대적박탈감SNS -> 362.62(165) 0.12(1) 0.157*** 0.161***

여가선호도 접근도-> 362.67(165) 0.17(1) 0.117** 0.173**

여가선호도 상대적박탈감-> 362.65(165) 0.015 (1) -0.052 -0.068

여가선호도 이용도-> SNS 363.59(165) 1.09(1) 0.376*** 0.401***

*p<0.1, **p<0.05, ***p<0.001

표 [ 4-18 소득수준에 따른 구조방정식모형의 경로제약 결과와] 
경로계수 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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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약모형과 경로제약모형 간의 경로별  χ2을 비교한 결과 상대적 박‘
탈감 지역 격차 인식 의 단일 경로에서 -> ’ χ2의 변화량이 χ2분포

의 임계치인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의 차이가 통(p=0.5,df=1) 3.84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박탈감 지역 격차 인식 의 . ‘ -> ’
경로에서 두 집단 간 차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하 인, ‘ ’ 집 

단이 소득수준이 상 인 ‘ ’ 집단보다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지역 간 여가문

화격차 인식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수준이 낮은 . 

집단일수록 상대적 박탈감이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집단 간 비교에서 고용의 안 

정성이 지역 간 여가문화 격차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년세대의 경우 고용. 

의 안정성보다는 소득수준이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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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소 결 5 

 본 장에서는 청년세대의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토대로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다중집단분석을 하였다, .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잠재변수인 접근도 여가 선호도 이 , , , SNS 

용도 상대적 박탈감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과 각각의 관측변수가 , , 

적절하게 추정되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된 측정모형을 토대로 연구가설 

에 따른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하였다 이때 연구. 

모형에 여가시설 변수를 추가하여 물리적인 접근성과 접근성에 대한 주

관적 인식이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비교하

였다 또한 개인 특성 변수도 추가하여 연령 소득 교육 수준과 같은 개. , , 

인 특성이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의 경우 여가선호도는 접근도와 이용도에 모두  SNS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접근도는 상대적 박탈(+) , 

감과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모두 유의한 부 의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 박탈감은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유. 

의한 양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용도는 상대적 (+) , SNS 

박탈감에 유의한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통해 변수 간의 직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  ⋅
과 이용도와 여가 선호도의 경우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직SNS 

접적으로 유의한 경로는 없었으나 이용도는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 SNS 

인식에 간접적으로 부 의 영향을 미치고 여가 선호도는 간접적으로 정(-) ,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접근도의 경우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부 의 직 간접효 (-) ⋅
과가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여가시설 변수의 경우 지역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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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문화격차 인식에 대한 직접 효과는 없었으며 간접 효과만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물리적인 여가문화시설 외에 여가문화시설 . 

접근성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문제에 중요한 요

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모형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여가문화 소비유형과 거 

주지역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중집단분석을 실행하여 집단 간에 유의한 ,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여가소비유형에 따라 동적 여가문화 소비와 . 

정적 여가문화 소비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한 결과 ‘상대적 

박탈감 지역 격차 인식-> ’, ‘접근도 지역 격차 인식-> ’, ‘접근도 상대적 박->

탈감’, ‘여가 선호도 이용도-> SNS 총 개 경로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 4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적 여가문화 소비 집단이 동적 여가문. 

화 소비 집단에 비해 접근도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 간 여가문화격

차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주지를 기준으로 ,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두 집단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는 의 이용SNS

도와 상대적 박탈감과의 경로에서 한해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의 경우 성별 소득 사회적 지위 종사상의 지위를 기준으 , , , 

로 집단을 구분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과 종사. 

상의 지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소득과 사회적 지위에 따른 집

단 분석에서 상대적 박탈감 지역 격차 인식 경로에서 집단 간에 유의‘ -> ’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청년세대의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접근도 여가 선호도 이용도 상대적 박탈감이 직 간접적으, , SNS , ⋅
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여가 선호도와 거주지에 따른 집단 간에도 ,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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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 론 5 

 지금까지 여가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여가란 일에

서 벗어난 자유시간에 건강의 회복 휴식 취미 문화예술을 등을 추구하, , , 

는 활동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단순한 휴식이나 재충전의 . 

시간으로 인식되었던 여가의 의미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청년세대. 

에게 여가는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해당하며 자신의 정체

성 확립 및 자아를 실현할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세대에게 여가

활동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청년세대는 유. 

행의 흐름에 민감하게 변화하며 개성 있는 여가문화생활을 선호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세대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이처럼 청년세대들이 선호하는 다양하고 개성 있는 여가문화의  

기회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회의 불평등은 여. 

가문화 기회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

발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동안 이와 같은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

책이 시도되었으나 아직 청년세대의 여가문화 특징을 고려한 정책은 부

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세대의 여가문화 특징을 바탕으로 청년세대의 지 

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주요 요인, 

들 간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문

제 해결을 위한 실증적인 논의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적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청년세대 , 

의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접근도‘ ’, 
여가 선호도 이용도 상대적 박탈감 으로 선정하고 요인들이 여‘ ’, ‘SNS ’, ‘ ’
가문화격차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인과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을 설계하고 설문 .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분석 다중집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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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행하였다.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잠재변수인  , 접근도 여가 선호도 이, , SNS 

용도 상대적 박탈감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의 관측변수가 적절하, , 

게 추정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행, 

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분석 결과 접근도는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 간 여가문화 

격차 인식에 모두 유의한 부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채(-) ( 1 

택 또한 상대적 박탈감은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유의한 양 의 ).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용도는 상대적 박탈감에 한하, SNS 

여서 유의한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선호도의 경(-) . 

우 접근도와 이용도에 모두 정 의 영향을 미쳤으나 지역 간 여가SNS (+) , 

문화격차 인식에 미치는 총 효과는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설( 2 

채택). 

다음으로 객관적 접근도와 주관적 접근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연 

구모형에 여가문화시설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여가시설 변수의 

경우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간접적인 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접근도가 지역 간 여가문. 

화격차 인식에 직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대조되는 ⋅
것으로서 물리적인 접근도 보다 여가문화 기회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더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여가문화시설이 접근도에는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

난 반면 이용도에는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물리적인 SNS (-)

여가문화시설의 증가는 이용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NS .

위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접근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이 더 증가하고 동적 여가와 동반 여가활동을 선, 

호할수록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또한 의 적극적인 이용은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부정적인 . SNS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채택 여가문화시설의 증가는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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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도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용도는 낮추는 것SNS 

으로 나타나 지역 간 여가문화 격차 인식의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다중집단분석에서는 여가소비유형 과 거주 지역 및 개인 ‘ ’ ‘ ’ ‘
특성 을 중심으로 각각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구조방정식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 . 정적 여가문화를 소비하는 집단이 동적 여가문화를 소비

하는 집단에 비해 접근도에 따른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 ,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는 동적 여가문화를 소비하는 집단이 더 크게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부분채택( 4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집단 간 비교의 경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집단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집단에 비해 이용도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에 더 SNS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가설 부분채택( 5 ). 

개인 특성의 경우 성별 소득 사회적 지위 종사상의 지위를 기준으로  , , , 

집단을 구분하여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 결과 , 

성별과 종사상의 지위에서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소득과 사회적 지위에 따른 집단 비교에서는 상대적 박탈감. , 

이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접근도는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 , 

에 직 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서 접근도, ⋅ 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이 더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가시설 변수의 경우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 , 

에 간접적인 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리적인 접근도 보다 여가문화 

기회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더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적 여가와 동반 여가를 선호할. 

수록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 , SNS

적극적인 이용은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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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년세대의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청년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여가

문화 기회의 제공과 함께 청년세대들의 동반 여가와 동적인 여가 활동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본 연구는 청년세대의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새롭게 파악함으로써 청년세대의 여가문화 특징과 여가 향유

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청년의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어왔지만 주로  

나 홀로 여가와 같은 여가 활동에 집중하거나 청년의 여가문화 해결을 ‘ ’
위한 정책적 접근 기존에 여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요인들을 , 

토대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청년세대의 독특한 여가 특성에 . 

따라 새롭게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본 연구는 , 청년세대의 여가문화 특징을 바탕으로 청년세대의 지 

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실증적인 논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향후 지역의 도시 관리 정. 

책이 청년들의 여가생활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 및 공간계획을 수

립함에 있어 보다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접근도 , 

즉 여가기회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가

장 중요하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는 아직 청년세대들을 위한 다양한 여. 

가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히 인구비례에 따라 여가문화시설을 공급하는 정책

에서 벗어나 여가문화를 소비하는 대상을 고려한 여가문화 공간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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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계획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앞서 설명한 연구결과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 

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할당표집에 따른 표본을  ,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총 부의 응답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각 지. 484 , 

역을 동일하게 대표하는 표집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했다는 점에서 한계

를 갖는다.

둘째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세부 , 

적인 항목들의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접근도의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나 접. , 

근도에 해당하는 시설의 충분함 프로그램의 다양성 정보의 제공 등의 , , 

항목들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다. 

셋째 의 종류나 이용 목적에 대해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 SNS

갖는다 의 종류나 이용 목적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 간 여가. SNS

격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못했

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한 연구가 진행될 것을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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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지｢ ｣

청년세대의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 요인 설문조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청년세대의 지연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 요인 을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 .
설문결과는 학술적인 목적으로 통계처리에만 사용됩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접근도■ 

내가� 사는� 지역 시 군 구은�청년들을�위한�여가문화시설 공연장 미술관 체육관� 등이�충분하다1.� ( / / ) ( ,� ,� ) .

점1 점2 점3 점4 점5 점 6 점7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가� 사는� 지역 시 군 구은�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문화의�기회핫플레이스 맛집 오픈클래스�등 와� 프로그램 전2.� ( / / ) ( ,� ,� ) (

시회 공연�등 이�있다,� )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가� 사는� 지역 시 군 구에서는� 청년들의� 다양한�여가문화생활을�위한� 정보� 전달�및� 지원이�이뤄지고�있다3.�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가� 사는� 지역 시 군 구은�여가문화를�즐기기�위한�교통�접근성이�좋다4.�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여가문화 선호도■ 

나는� 동적인�여가문화 스포츠 공연관람 동호회 여행 쇼핑 맛집탐방� 등를�선호한다1.�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타인친구 가족 연인�등 과� 함께�즐기는� 여가문화를� 선호한다2.�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여가문화�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을�선호한다3.�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용도SNS ■ 

이용�시�사진�및�영상을� 직접� 업로드하고�타인과� 상호작용� 하는� 것을�자주하는� 편인가1.� SNS�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용�시�타인의� 게시물에� 좋아요와� 댓글달기�등과� 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자주�하는�편인가2.� SNS�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SNS에서� 유명한�장소 맛집 카페�등을� 직접� 방문하는� 편인가,� ,�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상대적 박탈감■ 

나는� 다른� 사람이�경험한� 다양한�여가문화생활을�보면서� 그러한� 경험을�하지�못한�나의� 처지와�비교하곤�한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다른� 사람이�경험한� 다양한�여가문화생활과�나의� 여가문화생활을� 비교할�때�박탈감을� 느낀다2.�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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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시 군 구 의� 청년들은� 나보다�더� 다양한� 여가문화를� 즐기며�사는� 것�같다3.�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타�지역시 군 구 의� 청년들은� 나보다�더� 재미있게� 사는�것� 같다4.�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타�지역시 군 구 의� 청년들은� 나보다�더� 다양한� 여가문화를� 즐길�수� 있는�혜택을� 누리고�사는�것�같다5.�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타�지역시 군 구 의� 청년들에� 비해� 내가� 다양한� 여가문화의� 혜택을�누리지� 못하는�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6.�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역 간 여가문화격차 인식■ 

내가� 사는� 지역 시 군 구은�타�지역에� 비해� 청년들을� 위한� 여가문화� 시설 공연장 미술관 체육관� 등이�부족하다고�1.� ( / / ) ( ,� ,� )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가� 사는� 지역은 시 군 구 타�지역 시 군 구 에� 비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여가문화의� 기회 핫플레이스 맛집2.� ( / / )� ( / / ) ( ,� ,�

오픈클래스� 등와�프로그램들전시회 공연� 등 부족하다고�생각한다) ( ,� )�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가� 사는� 지역 시 군 구에서는�3.� ( / / ) 에서�유행하는�장소나 맛집 카페� 등을� 쉽게�찾을�수�없어�불편했던�적이�있다SNS ,� ,�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자 여가문화생활 정보■ 

여가문화생활 유형① 아래의 표에서 주로 하는 여가문화생활을 고르시오* 

문화예술 관람활동 전시회 관람 박물관 관람 영화 관람 공연 관람 01. , 02 , 03. , 04. 

문화예술 참여활동 미술 활동 악기연주 노래 춤 사진촬영 05. , 06. , 07. , 08. , 09. ﾠ

스포츠 관람활동 스포츠경기 직접 관람 경기장 스포츠 간접 관람 시청 등 10. ( ),  11. (TV ), 

온라인게임 경기 관람 12. ﾠ

스포츠 참여활동ﾠ
수영 농구축구 야구 요가 필라테스 헬스 조깅 자전거 13. ,  14. / / , 15. / , 16. , 17. , 18. , 

스키 스노우보드19. /

관광 활동 여행 캠핑 놀이공원동식물원 드라이브 지역축제 20. , 21. , 22. / , , 23. , 24.    

취미 오락 활동ﾠ
요리 독서 카페 맛집 탐방 노래방 게임 쇼핑 25. , 26. , 27. / , 28. , 29. , 30. ,

핫플레이스 방문 이용 웹서핑 블로그 관리 외식31. , 32.SNS , 33. ,   34. , 35. , 

어학 자격증 공부 미용 등산 공예36. / , 37. , 38. , 39.DIY( )

휴 식  ﾠ
산책 목욕 사우나 낮잠 및 시청40. , 41. / , 42. , 43.TV VOD , 

라디오 청취 음악감상 44. , 45.

사회 및 기타 활동
사회봉사활동 종교활동 클럽 가기 친구 만나기46. , 47. ,   48. , 49. ,  

동호회동아리 활동50. , ﾠ
기타 여가 활동ﾠ 기타 여가 활동51. 

하루 평균 여가시간② 시간 미만1 시간 이상1
시간 미만~2

시간 이상2
시간 미만3

시간 이상3
시간 미만~4

시간 이상4

하루 평균 이용시간SNS③ 시간 미만1
시간 이상1
시간 미만~2

시간 이상2
시간 미만3

시간 이상3
시간 미만~4 시간 이상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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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기초정보 ■ 

성별 연령/① 남  여 (  /  ) 세 만 나이로 기입     (       )  * 

거 주 지② 시 군 구 단위까지 기입* / /

학    력③ 
고등학교졸업

이하
대학교 
재학 휴학/

대학교졸업
대학원 
재학 휴학/

대학원졸업

경제활동④ 유 무

고용형태⓹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소   득⓺ 만원 미만100
만원 이상100
만원 미만~200

만원 이상200
만원 미만~300

만원 이상300
만원 미만~400

만원 이상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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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문화시설｢ ｣

인구 만 명당 스크린 수10 시 군 구 ( / / ) 인구 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시군구10 ( / / )

상위 20% 하위 20% 상위 20% 하위 20%
지역 개수 지역 개수 지역 개수 지역 개수

대구 중구 65.9 경기 연천군 0 서울 종로구 41.2 서울 중랑구 1.2

서울 중구 34.9 경기 의왕시 0 강원 양구군 38.4 부산 수영구 1.7

광주 동구  31.4 충북 단양군 0 강원 인제군 37.3 울산 동구  1.8

서울 종로구 21.2 충북 증평군 0 충북 단양군 26.4 부산 사상구 1.8

서울 용산구 12.2 전남 무안군 0 충남 금산군 24.4 경기 의정부 1.8

광주 광산구 12.1 전남 영광군 0 서울 중구 19.1 부산 사하구 1.8

강원 원주시 12 광주남구  0 경북 문경시 18.1 부산 연제구 1.9

부산 

해운대구
11.6 경북 봉화군 0 광주 동구  18 인천 남동구 1.9

충남 홍성군 11 대구 남구 0 충남 공주시 16.7 서울 동작구 2

충북 충주시 10.9 부산 강서구 0 충북 증평군 16.1 인천 계양구 2.2

서울광진구  10.8 부산 동구 0 경북 울진군 14 인천 서구 2.2

대전 서구 10.6 부산수영구  0 강원 삼척시 13.2 서울 관악구  2.2

경북구미시  10.5 울산울주군  0.9 강원 강릉시 13.1 대구 달서구 2.3

광주 서구 10.3 경북 상주시 1 전남 장흥군 12.7 인천 부평구 2.3

전남 목포시 10 울산 동구 1.3 대구 중구 12.6 서울 강서구 2.3

경남 통영시 9.9
부산 

부산진구
1.3 충북 음성군 12.5 대전 서구 2.3

전북 전주시 9.6 서울 도봉구 1.5 전남 화순군 12.5 대구 달성군 2.4

충북 청주시 9.4 서울 성북구 1.8 전북 고창군 12.3 경기 성남시 2.4

서울 강남구 9 충남 아산시 1.9 경북 봉화군 12.2 부산부산진구 2.5

강원 춘천시 8.9 서울 동작구 2 전북 김제시 11.7 서울 광진구  2.5

경기 파주시 8.8 경북 울진군 2 경기 연천군 11.2 대전 중구 2.5

강원 양구군 8.8 전북 완주군 2.2 전남 영광군 11.1 서울 양천구 2.6

충남 서산시 8.6 부산 사하구 2.2 전남 무안군 11 서울 금천구  2.6

서울 마포구 8.3 대구 달성군 2.3 경남 통영시 10.5 경북 구미시 2.6

경기 하남시 8.1 전북 김제시 2.4 전남 나주시 10.5 울산 중구 2.6

경기 안양시 7.9
서울  

관악구
2.6 충북 제천시 10.3 광주 광산구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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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개당 인구 수1

상위 20% 하위 20%
지역 개수 지역 개수

서울 양천구 25,576.88 서울 종로구 544.09

울산 동구 20,114.50 대구 중 구  1,298.02

서울 노원구  19,346.33 경북 동 구 1,508.44

부산 강서구 18,991.17 강원 인제군  1,538.32

부산 연제구  16,399.83 강원 양구군  1,632.23

인천 계양구 15,766.11 서울 중 구  1,942.28

부산 사상구 15,589.86 대구 남 구  1,985.39

대구 북 구 15,474.68 충북 단양군  1,993.86

경기 시흥시 14,737.10 강원 삼척시  2,066.38

인천 남동구  14,716.34 경기 연천군 2,182.05

대구 달서구  14,697.45 전북 고창군 2,189.71

서울 중랑구 14,647.04 전북 남원시  2,543.33

인천 서 구 14,591.37 경북 울진군 2,685.65

울산 북 구 14,145.71 충남 금산군  2,724.68

경북 경산시  14,142.84 전남 화순군  3,056.74

서울 송파구  13,811.62 경북 문경시  3,058.14

경기 하남시  13,722.18 서울 서초구  3,088.32

부산 북 구 13,595.48 전남 장흥군 3,159.64

경기 수원시 12791.92 서울 마포구 3,228.54

서울 성동구 12,718.91 강원 춘천시  3,329.57

대구 달성군  12,670.37 전북 김제시  3,396.96

서울 동작구 12,571.57 강원 홍천군 3,431.21

경기 용인시  12,426.71 강원 강릉시  3,443.30

경기 평택시  12,297.19 경북 안동시  3,450.61

서울 은평구  12,211.41 경남 공주시  3,547.07

서울 동대문구  11,952.82 충북 증평군  3,6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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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have been various definitions of leisure according to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but today leisure is generally an 

activity that seeks to restore health, rest, hobbies, and culture 

and arts in free time away from work. This differs greatly from 

the meaning of leisure, which was perceived as a time of simple 

rest or recharging in the past, and has become an important 

factor in life for modern people. In particular, leisure is an even 

more important factor for the current younger generation, who 

are suffering from high unemployment and unstable housing 

conditions. For the current young generation, who are suffering 

from economic difficulties due to the economic downturn and 

high youth unemployment, leisure also leads to a problem of 

declining quality of life, so it is necessary to look at leisure 

activities of the younger generation.

 For the younger generation, leisure is a means of expressing 

themselves, and it can be an opportunity to establish their 

identity and realize their self, so the importance of leisure 

activities is very great for the younger generation. In addition, 

the youth generation is distinguished from other generations in 

that they are sensitive to trends and prefer a unique leisure and 

cultural life. However, such diverse and unique opportunities for 

leisure activities favored by young people tend to be 

concentrated mainl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causing a 

sense of relative deprivation for young people in areas where 

leisure and culture opportunities are relatively scarce, as well as 

leading to the perception of leisure and cultural gaps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So far, the government has tried various 

policies to ease the leisure and cultural gap between regions, but 

there is still a lack of policies considering the leisu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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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youth generation.

 Therefore, based on the leisure culture characteristics of the 

youth generation,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perception of leisure culture gap between regions 

of the youth generation, and to draw empirical discussions to 

solve the problem of leisure culture gap between regions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relationship of influence among major 

factors. To this end, based on prior research, the main factors 

affecting the perception of leisure and cultural gaps among the 

youth generation were selected as access, leisure preference, 

SNS usage, and relative deprivation, and the survey and 

demonstr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impact and 

causal relationship of each factor on the recognition of gaps. The 

survey consisted of five types and basic response questions that 

recognized access, preference for leisure, SNS usage, relative 

deprivation, and awareness of leisure culture gaps between 

regions. The survey questions consisted of 20 questions and 10 

questions to identify basic information of 10 respondents with a 

total of 30 questions. Based on the above survey, a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 confirmed factor analysis, a 

structural equation, and a multi-group analysis to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affecting the perception of 

leisure and cultural gaps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Studies have shown that leisure preference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both access and SNS usage, and access 

levels have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both relative 

deprivation and awareness of leisure cultural gaps between 

regions. Relative deprivation has been confirme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perception of the leisu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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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gap between regions, but SNS usage has been shown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 relative deprivation.

 In addition, the analysis of the addition of leisure and cultural 

facility variables to the research model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objective and subjective approaches showed 

that the leisure and cultural facility variables did not directly 

affect the perception of leisure and cultural gaps between 

regions, and that there was an indirect significant wealth (-) 

effect. This contrasts directly and indirectly with the significant 

impact of access levels on the recognition of leisure cultural 

gaps between regions, and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leisure 

cultural opportunities rather than physical access can be seen as 

having a greater impact on the recognition of leisure cultural 

gaps between regions.

 In conclusion, the more negative the perception of access level 

is, the more the perception of leisure culture gap between 

regions increases, and the more the preference for dynamic 

leisure and accompanying leisure activities, the less the 

perception of leisure and cultural gap between regions decreases, 

and the active use of SNS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perception of leisure and cultural gap between regions. Also, the 

increase in leisure facilities has been shown to be effective in 

reducing awareness of leisure and cultural gaps between regions.

 Next, a multi-group analysis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types of leisure consumption, residential areas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found that groups consuming static leisure 

culture felt a greater sense of perception and relative deprivation 

of leisure cultural gaps between regions according to their 

approach compared to those consuming dynamic leisure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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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a comparison between groups in non-capital and 

metropolitan areas showed that groups living in non-capital 

areas were more affected by the relative deprivation of SNS 

usage than those living in metropolitan areas, indicating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the case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 multi-group analysis was conducted by dividing 

groups based on gender, income, social status and status of 

work, an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in gender and work status. On the 

other hand, group comparisons based on income and social statu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impact of relative 

deprivation on the perception of leisure and cultural gaps 

between regions.

 Considering the above findings, it was confirmed that the youth 

generation's perception of leisure and cultural gaps between 

regions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s access, preference for 

leisure, SNS usage, and relative deprivation. In particular, the 

approach chart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ed the perception of 

leisure and cultural gaps, and was the biggest factor among the 

major factors. This means that the youth's access to leisure 

opportunities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recognizing the 

cultural gap between regions, which means that more leisure 

opportunities are needed to suit the leisure characteristics of the 

youth generation in the future. Also, considering that leisure 

preference reduces awareness of leisure and cultural gaps 

between regions, it suggests that young people need policy 

support to spend dynamic leisure time with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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