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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소득의 증대, 생활수준의 향상, 여가시간의 증대와 더불어 여가소비가 증

가하고 있다있다(문숙재, 윤소영, 차경욱, 천혜정, 2007; 오상훈, 임화순, 고

미영, 2006). 일보다 여가를 중요시 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여가소비가 삶의 질과 만족도에 대한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여가를 즐기는 

삶이 행복한 삶의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여가소비를 통

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여가는 단

순히 노동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수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김광득, 1997). 이

러한 측면에서 여가는 곧 문화이다(권상희, 2008). 현대사회에서 여가가 삶

의 목적이 되고, 노동은 여가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으로 변모했으며, 

그 정도가 지나쳐 향락적인 여가문화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여가시간에 이

루어지는 TV시청, 영화, 스포츠, 독서, 공연, 연극, 미술, 음악, 전화, 커뮤

니케이션 등의 활동은 문화를 발전시키는 수단이 된다. 여가는 인간의 삶 

속에서 문화 창조의 토양이 되며, 여가 활동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를 형성

하여 전승, 발전되기도 한다. 

21세기의 사회유형은 정보사회를 지나 여가문화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드

림 소사어티(dream society)로 진행하고 있다.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생산

과 ‘일’중심의 사회에서 ‘여가’중심 사회로 옮아가면서 개인생활은 경제활동

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다원적인 여가활동사회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여가문화활동은 개인의 자기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

니라(안경일 & 김재현, 2002) 가정, 직장, 학교 등에서 인간관계망의 질을 

제공해 준다(김일광, 김명애, 정재엽 & 신종관, 2003; 나명흔 & 최경호, 

2005; 박장근, 임란희 & 정승철, 2007; 이동현 & 김승철, 2003; 이진아, 

2000). 또한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삶의 질(quality) 등의 변인들이 삶의 긍

정성과 만족도(satisfaction index)에 영향을 미친다(Zuzanek, J., John 

Robinson & Yoshi Iwasaki, 1998; Iwasaki & Schnieder, 2003, 이동현 

& 김승철, 2003). 

여가시간의 소비방식과 개인적 및 사회적 삶의 내·외적 질(quality) 간의 

상관연구는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어왔다. 특히, 여가를 경험의 질로서 파



악하려는 연구(Kelly & Freysinger, 2004; 성영신외, 1996)는 내적동기, 

자유, 자아성취 등 경험자체를 종속변인으로 두어 수행되었다. 여가 경험에 

대한 연구 또한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예를 들면, 여가활동과 비(非)

여가활동의 인식에 관한 연구와 여가활동 중 느끼는 지루함이나 권태, 여가

불안 등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현대사회가 디지털과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네트워크사회로 진행되면서 여

가 활동과 문화 활동이 미디어로 이동하고 인간관계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여가문화에 대한 인식은 크게 바뀌고 있다. 따라서 여가문화 인

식연구, 현실공간 여가문화활동, 미디어를 매개로하는 여가문화활동, 여가활

동과 자기정체성, 대인관계, 여가만족도 등에 관한 새로운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선행 변수가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한국인의 여가활동과 관련해서 부분적

이고 단편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여가 개념 연구

와 시간인식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기존 연구를 확장하여 여가문화소비와 

자기정체성 및 대인관계 강화, 여가문화소비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인들

의 여가 문화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모형이나 틀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연구의 목적은 KGSS-2007데이터에 나타난 문화소비와 미디어이용의 지표

(index)를 통해 한국사회의 여가문화소비를 기술,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이

다. 즉, 2007년도 여가문화소비 경향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세대에 따른 여

가소비유형별 삶의 만족도 또는 정체성 모형을 예측하고, 여가문화소비와 

자기정체성 및 대인관계 강화, 여가문화소비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다. 

2. 여가문화소비 관련 이론

1) 여가의 정의

페어차일드(Fairchild, 1944)는 대체로 일하는 시간, 수면 시간, 그리고 

작업 또는 일하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여가라고 간주하고 있다. 일반적으



로 여가는 시간, 활동, 상태, 제도, 포괄적 관점에서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문숙재, 윤소영, 차경욱, 천혜정, 2007; 오상훈, 임화순, 고미영, 

2006). 시간적 측면에서의 여가는 일이나 그 밖의 의무적인 활동에서 벗어

난 자유로운 시간을 의미하며, 활동적 입장에서의 여가는 자유시간 중에 행

하는 모든 활동을 나타내고, 상태적 측면에서의 여가는 주관적인 태도이며, 

참여자의 관점, 느낌, 가치, 과거의 인생경험을 기초로 한 경험이다. 제도적 

입장에서의 여가는 노동, 결혼, 교육, 정치, 경제 등 사회제도의 상태나 가

치유형과의 관련성을 토대로 그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가란 

시간적, 활동적, 상태적, 제도적 요소를 모두 지닌 통합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측면에서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를 들면, 김광득

(1997)은 여가란 개인이 가정, 노동 및 기타 사회적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휴식, 기분전환, 자기계발, 사회적 참여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는 

시간으로 다소 포괄적으로 여가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여가는 ‘개인이 노동 혹은 그 밖

의 의무로부터 벗어나서 휴식, 기분전환, 사회적 성취, 개인적 발전을 위해 

활용되는 시간 혹은 개인이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 탐닉하는 일로서 직업, 

가정 및 사회적 의무를 이행한 후에 휴식, 즐김, 지식증대, 기술향상, 지역

사회봉사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 등을 수행하는 활동’이라 정의한다(오상훈, 

임화순, 고미영, 2006, 17-25). 

2) 여가시간과 문화활동 

오늘날 한국인이 소비하고 향유하는 문화와 미디어소비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그 이론적 배경과 실제적인 프레임을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가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은 취미, 오락등 문화적인 활동이 대부분이기 때문

에 여가시간과 문화활동은 매우 밀접한 연계되어 있다. 여가시간의 활동은 

크게 미디어를 이용하는 여가와 현실생활공간 활동의 여가, 그리고 소일형, 

오락형, 자기계발형 여가 활동 등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

로 다양하다.

예를 들면, 김재현(1996)은 여가 시간 활동을 목적론적 여가, 수단론적 

여가, 시간론적 여가, 활동론적 여가, 계급론적 여가로 분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1) 목적론적 분류는 인간다운 삶의 실현으로 보는 시각으로 노동이

후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여가문화에 따라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2) 수단론적 분류는 노동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재충전과정으로 보

는 시각이다. 3) 시간론적 분류는 노동과 생리 시간을 제외한 잔여시간차원

에서 분류하는 것으로써, 생활활동 중간에 나타나는 시간분배연구에서 여가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활동시간을 말한다. 이는 미디어 연구에서 상대적 

불변이론(relative constancy)과도 연관되어있다. 4) 활동론적 분류는 노동

과 비노동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5) 계급론적 분류는 하위계급과 지배계

급사이에 사용되고 소비되는 문화자본의 속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분류이다. 

이는 베블렌(Veblen)이 말하는 유한계급론(the theory of the leisure)계급

에 나타나듯이 유한계급자들이 과시형식으로 여가문화를 소비하고, 노동자, 

중간계급은 자기계발을 위해 여가 문화를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의 여가문화활동은 생활공간과 현실공간 활동에서 미디어, 소셜네트

워크, 모바일미디어 등 미디어를 매개체로 하는 미디어매개생활(mediated 

lifestyle)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나시(Nash, 1960)는 여가문화를 봉사활

동, 운동, 등산, 스포츠 등의 적극적인 활동과 관람, 감상, TV, 라디오 청취 

등과 같은 미디어매개인 소극적인활동으로 나누고 있다. 이외에도 여가를 

준여가와 수동적 여가로 분류한 연구(Firestone & Schelton, 1998), 여가

를 사교활동, 조직활동, 게임, 예술, 이동, 비이동으로 나눈 연구(Kaplan, 

1960), 신체를 이용한 조작활동, 사고를 이용한 지적활동, 일상생활인 생활

활동 및 스포츠활동으로 구분한 연구(McKehnie, 1974)등이 있다. 

3) 문화와 미디어

문화1)는 인간집단이 만든 독특한 소산이라 할 수 있으며, 문화의 중심은 

전통적 관념과 이 전통적 관념에 부수되는 가치로 성립된다(박경환, 2001). 

타일러(Tyler)는 “문화란 지식, 신념, 예술, 도덕, 습관 등 인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습득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으며, 제 19차 유네스코

1) 문화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cultura에서 파생한 culture를 번역한 말로 본래의 뜻은 

경작(耕作)이나 재배(栽培)였는데, 나중에 교양·예술 등의 뜻을 가지게 된 것에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두산백과사전). 



(나이로비) 총회에서는(1976.11.26)에서는 “문화는 예술작품과 인문사회과

학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지식의 획득과 생활방식을 위한 요구이자 한 공동

체 안에서 다수 주체들 간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구체화된 체계이다”고 문화

를 정의하고 있다(강성철ㆍ송종석, 1997). 이렇듯 그동안 대중들은 ‘문화’라

는 단어에 대해 인식하고 생각할 때 흔히 높은 수준의 교양이나 예술 등을 

떠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미디어의 발전과 디지털 기술체계를 기반

으로 한 디지털시대의 도래는 문화에 대한 인식을 넘기 힘든 높은 벽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친숙함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적

인 발전과정은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자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문화까지도 변화시키는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김성문, 

2000; 최양수외, 2004). 

대중매체를 매개로 한 ‘문화산업’의 등장은 문화상품에 대한 엄청난 소비

구매력을 높이고 상업화 과정에서 양적팽창을 촉진하며 대중과 밀접한 관계

를 형성했다(전석호, 1992). 과거와는 달리 문화를 지배하는 것이 순수예술

이 아니라 매스미디어로 대체된 것이다. 이제는 문화라는 단어는 단순히 문

학과 철학ㆍ종교ㆍ예술ㆍ과학 등 기존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넘어 디

지털과 결합된 새로운 미디어들로 인해 그 범위가 광범위해졌으며 현재 점

차 통합되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큰 이유라 할 수 있는 산

업의 발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달 및 소비사회의 출현은 전통적인 문화

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쳐왔다. 이와 더불어 휴대전화

나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장치나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등장은 새로운 문화

를 창출시켰다. 지나치게 빠른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문화교

육이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

고, 광고나 미디어가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4) 디지털미디어와 문화소비의 진화

하우저(Hauser, 1980)는 예술의 사회학에서 하나의 예술작품 또는 한 시

대의 주도적 양식은 어떤 사회적 조건에서 탄생하고, 어떤 사회적 유형에 

의해 양식의 변화와 교체가 이루어지며, 나아가 서로 다른 예술과 문화 장

르는 상호연관성을 맺고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예술작품과 수용자의 관계



는 시대에 따라 일정한 틀 내에서 변화하고 있고,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관계는 사회적인 맥락(context)을 제공하는 미디어가 변화를 매개한다고 주

장한다. 즉, 예술의 수용과 소비는 해석학적인 매개, 정보, 교육을 전제로 

함을 제시하고 있다. 

연결하는 창(窓, window), 그것이 바로 ‘미디어’라고 할 때 미디어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첫째는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요약해서 개인

에게 전해주는 수단으로, 신문과 방송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매스미디어’ 형

식이다(HCI, HMI). 둘째는 개인을 세상에 부각시키는 매개체로 커뮤니케이

션 '미디어'로서의 작용이다(CMC, MMC).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블로그, 미

니홈피, 개인방송국, UCC 등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가 이에 속한다. 이러

한 기본 기능과 더불어 삶의 많은 영역들이 디지털이 만든 공간으로 옮겨오

고 있다.

전통적으로 아날로그 시대의 미디어 활동은 우리의 삶에 있어 간접적인 

반영(mediate) 또는 2차적인 접촉(secondary interface)이었다(오택섭 외, 

2000). 그러나 디지털은 그 자체가 생활의 일부분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매스 미디어는 광고를 통해 상품이나 정보를 중계했으나, 디지털은 사이버 

공간, 또는 플랫폼(platform)으로 직접적인 구매나 일차적인 생활의 접점

(interface)이 된다. 단적인 예로 인터넷뉴스이용과 전통매스미디어이용을 

같은 차원으로 설명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공간개념과 소비방식에 차이

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미디어가 현실을 매개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면, 디지털시대는 새로운 삶의 공간, 디지털미디어 공간 또는 사

이버공간개념이 중요하다. 즉 개인은 실제로 사이버스페이스(perceptual 

space)를 지각하고, 거기에서 놀이, 일, 활동을 전개하며 이 가상공간이 실

제 개인적 삶의 일부분이 되어간다. 이러한 예들은 광고, 구매, 게임, 커뮤

니케이션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권상희, 2007).

미디어의 발달은 문화수용과 문화정보전달에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 현

대는 문화소비의 형태로서 디지털 텔레비전, 모바일 미디어, 인터넷이용의 

활동이 중가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로 등장한 모바일 미디어, 인터넷 및 

텔레비전은 문화를 전달하는 도로(conduit)일 뿐만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내

는 언어(language)와 환경(environment)이기도하다(오종환, 2003). 디지털

미디어는 우리의 모든 활동에 영향을 주었고 사회의 의사소통행위 양식의 



표준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왔다. 문화교류와 관련해서 전통 매스미디어는 

대중문화라는 양식을 만들어 냈고, 사이버미디어로 대표되는 인터넷은 사이

버문화양식을 발전시켰으며, 여기에 모바일 미디어는 디지털시대 시간적, 

공간적 문화경험양식을 바꾸어 놓았다.

디지털미디어의 문화매개활동에 관한 이론적인 배경으로서 부르디외

(Bourdieu)의 계급분파, 직업집단으로서 문화 매개자(the new cultural 

intermediaries)가 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대중문화생산이 매스미디어양식

에 의해 개발되어졌다는 것으로 상징재화와 관련된 시뮬레이션 표상재현 등

이 그것이다(홍성민, 2004). 반면 페더스톤(Featherstone, 1995)은 새로운 

문화 활동으로서의 디지털미디어가 대중문화와 고급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매스미디어의 상징위계를 타파하고 포스트모던적인 문화 매개자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문화 활동에 관련된 디지털미디어인 텔레비전, 모바

일, 인터넷이 소비자결정(consumer decision)을 위한 정보제공 양식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디지털시대의 여가문화활동은 이전시대와는 다른 소비 방식으로 나

타난다. 이는 생활방식과 시간, 생산, 문화개념이 이전시대와는 다른 차원으

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선 디지털미디어는 전통적인 매스미디어와는 다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닐 포스트만(Neil Postman, 1992)은 “새로운 

기술은 지식과 진리의 의미를 바꾸어 놓을 것이며 세계를 인식하는 감각이

나 사고의 습관을 바꿀 것이다”라고 하면서, 기술적 변화는 단순히 더하고 

빼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총체적 변화를 수반한다고 말하고 있

다. 즉, 디지털미디어는 우리 감각기관의 연장이 아니라 감각기관 그 자체

이고 생활공간 그 자체가 되는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5) 여가문화소비와 자기정체성 및 대인관계

여가활동참여는 개인들에게 대인관계, 사회관계 및 인간관계를 개선시켜 

줄 뿐만 아니라 교육기회, 창의성, 정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자아를 발

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이승훈, 1996). 먼저, 자기정체성과 관련하여 안경

일과 김재현(2002)은 스포츠여가활동과 청소년의 자기정체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여가문화활동이 청소년들의 자기정체성에 상당히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스포츠 여가활동이 자기계발감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했다. 둘째, 대인관계에 있어서 김일광, 김

명애, 정재엽, 신종관(2003)은 중학생의 스포츠 여가활동과 대인관계성향 

및 사회성발달의 관계를 규명하고자한 연구에서 스포츠 여가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대인관계성향 및 사회성발달이 높음을 

발견했다. 유사한 맥락에서 중학생의 여가활동 참여가 대인관계 성향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한 나명흔, 최경호(2005)는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 보다 대인관계성향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박장

근, 임란희, 정승철(2007)은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과 사회성 및 사회·대인관

계 불안감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스포츠 등 동적인 여가활동을 즐기는 

노인들이 취미나 교양 등 정적인 여가활동을 즐기는 노인들 보다 더욱 사회

성이 높고 사회·대인관계 불안감이 낮음을 발견했다. 이진아(2000)는 주부

의 신체적 여가활동 참가와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에서 신체적 여가활동

에 참여하는 주부는 참여하지 않는 주부에 비해 대인관계성향과 사회관계성

향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편, 중년여성의 여가 스포츠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이동현과 김승철(2003)은 중년여성들은 여가스

포츠 활동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더불어 이웃 및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서 만

족해하는 경향이 있었고, 여가스포츠참여 정도는 정서적 안정, 자아존중감, 

이웃 및 가족과의 관계 등 전반적인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발견했다. 

요약하면, 적극적인 여가활동은 자아정체성 및 대인관계를 강화하는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여가문화소비와 삶의 만족도

여가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결과를 조사한 

많은 연구들이 여가활동이 삶의 질이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

히고 있다. 특히, 기존 연구들은 특정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자체가 긍정적

이고 적극적인 심리상태를 유발하여 개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인다고 

주장한다. 즉,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의도하지 않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Diener, 1984). 예를 들면, 국내 연구의 경우, 수도권 거



주 노인의 고독감과 여가만족도 및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연구한 원형준

(1994)은 노인의 고독감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이며, 

고독감의 해소는 여가활동을 통한 여가만족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

견했다. 유사한 맥락에서 다수의 연구들이 문화활동, 스포츠활동 및 야외활

동과 같은 동적이고 다소 적극적인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일수록 대학생

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강경빈, 최용민, 1999; 

박영숙, 1999). 

외국 연구의 경우, 플레너건(Flanagan, 1978)은 능동적 여가가 수동적 여

가보다 총체적인 삶의 질과 상관관계가 높다고 보고하면서 적당한 수준의 

신체적 각성을 유발시키는 여가활동은 삶의 질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

을 발견했다. 또한 동적인 신체적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TV시청과 같

은 정적인 활동을 하는 것보다 자기정체성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Shaw, Kleiber, & Caldwell, 1995). 유사한 맥락에서, 레크리에이션 활동

에 자주 참여한 학생일수록 학문적 스트레스는 감소하고,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낮아진다는 사실을 발견

했다(Ragheb & Mckinney, 1993). 김정운, 이장주(2005)는 여가동기, 여가

태도, 여가활동, 여가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를 한국과 독일 대학생을 대상

으로 비교 연구했다. 연구 결과, 한국 학생들의 경우 놀이나 오락형 여가활

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러한 여가활동에 대해 그다지 만족해하지 않는 경

향이 있었으나 관광 및 여행, 사교활동, 스포츠 및 건강 관련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 여가만족도와 삶의 질 및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을 발견했다. 

또한 독일학생들의 경우 스포츠와 건강 관련 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일

수록 여가만족도와 삶의 만족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문화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능동적 혹

은 적극적 여가활동이 여가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7) 세대별 여가활동 만족도

세대별 여가활동유형과 여가활동만족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다소 혼란

스러운 결과를 보이고 있다. 먼저, 세대에 따른 여가활동유형에 있어서 김



정근(1998)은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가활동 연구에서 연령에 따라 여

가활동에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신정화(1995)는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인용

하여 19세 이하는 신체적 및 정서적 여가활동을, 20-30대는 적극적인 대인

관계형 여가활동을, 40-50대는 정적인 여가활동을, 60대 이상은 사교적 여

가활동을 선호한다고 주장했다. 루드만(Rudman, 1986)은 스포츠 참가 및 

지속수준은 연령이 높을수록 직선적으로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

만, 정영린(1997)은 생활체육 참가가 연령과는 별 관계가 없다고 보고했다.  

  둘째, 세대에 따른 여가활동만족도에 있어서 윤이중(1996)은 연령이 직장

인의 여가활동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김정근

(1998)은 여가활동만족도가 연령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정영린

(1997)은 연령에 따라 생활체육참가활동 만족도에 별 차이가 없음을 보였

고, 러셀(Russel, 1990)은 연령과 레크리에이션 만족도 간에 낮은 부적상관

관계를 발견했으며, 맨시니드와 올스너(Mancinid & Orthner, 1980)는 연령

과 여가활동만족도 간에 부적 상관관계는 있으나 유의미하지는 않다는 사실

을 보고했고, 리딕(Riddick, 1986)은 연령과 여가활동 만족도 간에 곡선적

인 관계는 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가시간이용방식과 만족도를 세대별로 살펴보기 위해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5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여가문화소비 유형의 차이에 따라 자기정체성강화, 대인관계강

화, 여가문화소비 만족도,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세대에 따른 여가문화소비 유형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세대에 따른 자기정체성강화, 대인관계강화, 여가문화소비 

만족도 및 삶 만족도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2007년 여가문화소비 경향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세대에 

따른 여가소비유형별 삶 만족도 혹은 정체성 예측 모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5】2007년 여가문화소비 경향에 나타난 한국인의 세대에 따

른 여가소비문화유형, 자기정체성강화, 대인관계강화, 여가

문화만족도,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연구 방법 

(1) 표본 추출

본 연구는 성균관대학교의 한국사회조사인 KGSS(Korea General Social 

Survey) 서베이 자료를 이용했고, 모집단은 전국 가구의 만 18세 이상 성

인남녀였다. 인구센서스 및 주민등록 자료를 기초로 해서 모두 세 단계에 

걸쳐 인구비례확률(PPS)로 층화된 집락표집(stratified cluster sampling)1)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 방법은 표본의 대표성과 효율성을 최적화

하고 있다. 현지조사는 2007년 6월 24일부터 8월 30일(8주간) 간에 걸쳐 

수행되었다. 분석에 사용 된 유효표본수는 1,431명이다.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53.9%)이 남성(46.1%)보다 약

간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10대 2.4%, 20대 17.5%, 30대 24.1%, 40대-50

대 36.3%, 60이상이 19.5%였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52.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대학 재학 혹은 졸업(43.0%), 대학원 이상(4.8%) 순

이었다. 월평균가구소득별로는 200만원미만이 30.0%, 200만원이상 400만

1) 층화된 집락표집(stratified cluster sampling) 방법의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최종 표집 블럭 수를 200개로 한정하고 이를 1차 표집 단위(PSU)인 전국의 광역

시․도의 가구 수 분포에 비례하여 배분 한다

 ② 각 광역시․도로부터 배분된 수만큼의 2차 표집 단위(SSU)인 동․읍․면을 인구비례확

률표집 원칙을 적용하여 무작위로 추출한다.

 ③ 이렇게 추출된 각 동․읍․면으로부터 한 개의 최종 표집 블록(동의 경우에는 통/반, 

면의 경우에는 리)을 무작위 적으로 선정한다.

 ④ 선정된 통/반 또는 리에서 표집원(sampler)이 가구의 표집 틀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모두 12 혹은 13개의 가구를 계통 표집 한다.

 ⑤ 표집된 가구 내에서 만 18세 이상 성인 가구원들의 리스트를 작성한 후, 이들 가운

데 태어난 월일이 가장 빠른(실제 생일 기준) 가구원을 최종 면접대상자로 삼는다.



원미만이 35.7%, 400만원이상 600만원미만이 18.5%, 600만원이상이 

12.4%로 월가구소득 400만원미만인 가정이 65.7%였다. 거주지역규모별로

는 농어촌(53.3%) 거주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27.3%), 대

도시(19.4%)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공장/기술/육체노동자(39.5%)가 가장 많

았고, 그 다음으로 판매/서비스직 (28.0%), 매니저/전문가(12.2%), 공무원/

준전문가(11.6%), 무직(학생, 전업주부 포함 8.7%) 순이었다. 이 조사는 

95%의 신뢰수준에서 ±2.0 의 오차범위를 보였다.

(2)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한국사회의 일상적인 문화소비와 (뉴)미디어 이용경향을 측정하

기 위해 세대별을 기준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성, 학력, 교육수준, 거주

지역, 가계소득, 직업 등과 세대 간 이용하는 미디어 차이를 중심으로 구성

되었다.

(3) 측정

본 연구는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여가문화소비

유형을 자기계발(높음/낮음)과 현실참여(높음/낮음)를 두 축으로 해서 1)관계

중심형, 2)개인중심형, 3)소일형, 4)미디어이용형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현실참여

높음              낮음

관계중심형 개인중심형  높음

자기

계발

소일형 미디어이용형 낮음

먼저, 관계중심형에는 문화행사참가하기, 운동경기관람하기, 쇼핑하기, 친

구만나기, 친척만나기, 전화수다하기, 카드/보드 게임하기 등이 포함되었고, 

둘째, 개인중심형에는 독서하기, 음악듣기, 운동하기, 수공예하기 등이 포함



되었으며, 셋째, 소일형에는 술 마시기, 노래방가기, 사우나/온천/찜질방 가

기, 낮잠 자기 등이 포함되었고, 넷째, 미디어이용형에는 인터넷/컴퓨터하기, 

영화보기, TV/DVD/비디오 보기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항목들은 모두 리

커트 5점 척도(Likert 5-point scale)로 측정되었다(1=매우 드물게, 5=매우 

자주). 자기정체성강화는 자아발견, 자기계발 및 자신감확립 등을 포함하였

고 대인관계강화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혹은 타인들과의 개인적 및 사

회적 유대와 상호이해 정도 등을 포함하였다. 자기정체성강화와 대인관계강

화(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및 여가문화소비 만족도와 삶 만족

도 또한 리커트 5점 척도(Likert 5-point scale)로 측정되었다(1=매우 불만

족, 5=매우 만족). 

전체 문항의 평균 신뢰도값(Cronbach's alpha)은 .89로 상당히 높았다(여

가문화소비유형=.92, 자기정체성강화=.88 대인관계강화=.87, 여가문화소비 

만족도=.88, 삶 만족도=.90). 통계처리를 위해 SPSS/WIN 14.0을 이용하였

고, ANOVA, Multiple Regression, Correlation 등을 사용하였다. 특히, 연

구문제 1, 2, 3, 4를 해결하기 위한 Multiple Regression분석에서 전체결과

를 산출하기 위해 전체변인 22개를 모두 투입한 하나의 회귀방정식 결과를 

제시하였고 변인 투입방식은 enter를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1) 여가문화소비 활동에 따른 자기정체성강화

【표 1】은 4가지 유형의 여가문화소비 활동이 자기정체성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여가문화소비활동이 자기정체성을 강화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R²=.129).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디어이용형(ß=.171, 

p<.002), 관계중심형(ß=.072, p<.011)과 개인중심형(ß=.136, p<.000)의 경우 

자기정체성강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디어이용형, 관계중심형, 개인중심형 여가문화소비를 활발히 하면 할수록 

자기정체성강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일형 여가문화소비

는 자기정체성강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유형 여가문화소비 활동 평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ß

미디어

이용형

인터넷/컴퓨터하기 3.49 -.004 .020 -.007 -.211 .833

영화보러가기 1.98 .079 .039 .070 2.021 .043

TV/DVD/비디오 보기 4.54 .014 .032 .012 .436 .663

 전체 2.92 .239 .044 .171 5.451 .002

관계

중심형  

친구만나기 3.23 .108 .027 .117 4.075 .000

친척만나기 2.44 -.023 .037 -.017 -.622 .534

전화수다하기      3.58 .071 .026 .075 2.691 .007

카드보드게임하기 1.42 -.030 .031 -.026 -.959 .338

문화행사참가하기 1.59 .088 .043 .064 2.069 .039

운동경기관람하기 1.60 -.002 .031 -.002 -.064 .949

쇼핑하기 2.76 -.032 .030 -.032 -1.066 .287

 전체 2.37 .125 .049 .072 2.543 .011

개인

중심형

독서하기 2.74 .057 .022 .079 2.623 .009

음악듣기 3.79 .058 .021 .081 2.785 .005

운동하기 3.38 .101 .020 .145 5.098 .000

수공예하기 1.39 .007 .031 .006 .228 .820

전체 2.83 .235 .055 .136 4.289 .000

소일형

술 마시기 2.63 .009 .023 .011 .372 .710

노래방가기   2.03 -.037 .037 -.031 -.995 .320

사우나/온천/찜질방 가기 2.42 .056 .028 .056 1.978 .048

낮잠 자기 2.86 -.009 .019 -.013 -.482 .630

전체 2.49 .030 .041 .020 .723 .470

*변인투입방식=enter, R²=.12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디어이용형의 경우 영화보러가기(ß=.070, p<.043), 

관계중심형의 경우 친구만나기(ß=.117, p<.000), 전화수다하기(ß=.075, 

p<.007), 문화행사참가하기(ß=.64, p<.039), 개인중심형의 경우 독서하기

(ß=.079, p<.009), 음악듣기(ß=.081, p<.005), 운동하기(ß=.145, p<.000) 

활동이 자기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여가문화소비 활동에 따른 대인관계강화

【표 2】는 4가지 유형의 여가문화소비 활동이 대인관계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여가문화소비활동이 대인관계를 강화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R²=.142). 

유형 여가문화소비 활동 평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ß

미디어

이용형

인터넷/컴퓨터하기 3.45 .028 .018 .051 1.552 .121

영화보러가기 1.97 .084 .036 .079 2.318 .021

TV/DVD/비디오 보기 4.54 .051 .029 .046 1.782 .075

 전체 3.32 .109 .044 .084 5.451 .005

관계

중심형  

친구만나기 3.23 .142 .024 .166 5.894 .000

친척만나기 2.43 .053 .034 .043 1.577 .115

전화수다하기      3.56 .055 .024 .064 2.294 .022

카드보드게임하기 1.42 -.002 .029 -.002 -.060 .952

문화행사참가하기 1.58 .049 .039 .038 1.253 .210

운동경기관람하기 1.59 .043 .028 .042 1.523 .128

쇼핑하기 2.74 .029 .028 .031 1.030 .303

 전체 2.52 .125 .049 .094 2.543 .011

개인

중심형

독서하기 2.71 .018 .020 .027 .905 .366

음악듣기 3.76 .039 .019 .060 2.066 .039

운동하기 3.38 .101 .020 .145 5.098 .000

수공예하기 1.39 .007 .031 .006 .228 .820

전체 2.81 .235 .055 .155 4.289 .000

소일형

술 마시기 2.63 .009 .023 .011 .372 .710

노래방가기   2.03 -.037 .037 -.031 -.995 .320

사우나/온천/찜질방 가기 2.42 .056 .028 .056 1.978 .048

낮잠 자기 2.86 -.009 .019 -.013 -.482 .630

전체 2.49 .030 .041 .020 .723 .470

*변인투입방식=enter, R²=.142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디어이용형(ß=.084, p<.005), 관계중심형(ß=.094, 

p<.011)과 개인중심형(ß=.155, p<.003)의 경우 대인관계강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디어이용형, 관계중심형, 

개인중심형 여가문화소비를 활발히 하면 할수록 대인관계가 강화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일형 여가문화소비는 자기정체성강화에서처럼 대인

관계강화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미디어 이용형의 경우 영화보러가기(ß=.079, p<.021) 활동이, 관계중

심형의 경우 친구만나기(ß=.166, p<.000)와 전화로 수다하기(ß=.064, 

p<.022) 활동이, 개인중심형의 경우 음악듣기(ß=.060, p<.039)와 운동하기

(ß=.071, p<.012) 활동이 대인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여가문화소비 활동에 따른 여가문화소비 만족도

【표 3】은 4가지 유형의 여가문화소비 활동별로 여가문화소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여가문화소비활동은 여가문화소

비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²=.142). 유형별로는 

미디어이용형(ß=.151, p<.000), 관계중심형(ß=.108, p<.001), 개인중심형

(ß=.176, p<.000) 여가활동이 여가문화소비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세 가지 유형의 여가문화소비를 활

발히 할수록 여가문화소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미디어이용형의 경우, 영화보러가기(ß=.149, 

p<.000) 활동이 여가문화소비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난 반면 인터넷/컴퓨터하기의 경우 여가문화소비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ß=-.112, p<.001). 하지만 TV/DVD/비디오 보기 활

동은 여가문화소비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관계중심형의 경우 친구만나기(ß=.247, p<.000)와 문화

행사참가하기(ß=.120, p<.000) 활동이 여가문화소비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중심형의 경우, 독서하기(ß=.145, 

p<.000), 음악듣기(ß=.093, p<.001), 운동하기(ß=.233, p<.000) 활동이 여

가문화소비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일형

의 경우 사우나/온천/찜질방가기(ß=.107, p<.000) 활동이 여가문화소비 만



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쇼핑하기, 전화수다

하기, 술마시기, 낮잠자기의 경우 비록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세 가지 활동 모두 여가문화소비 만족도에 부적 영향력을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 

유형 여가문화소비 활동 평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ß

미디어

이용형

인터넷/컴퓨터하기 3.43 -.065 .019 -.112 -3.437 .001

영화보러가기 1.96 .169 .036 .149 4.716 .000

TV/DVD/비디오 보기 4.53 .029 .031 .024 .932 .352

 전체 3.31 .209 .044 .151 4.516 .000

관계

중심형  

친구만나기 3.24 .226 .025 .247 9.155 .000

친척만나기 2.43 .053 .036 .040 1.478 .140

전화수다하기      3.58 -.010 .026 -.010 -.372 .710

카드보드게임하기 1.41 .046 .031 .039 1.486 .137

문화행사참가하기 1.57 .167 .039 .120 4.273 .000

운동경기관람하기 1.59 .040 .029 .037 1.374 .170

쇼핑하기 2.72 -.031 .028 -.031 -1.110 .267

 전체 2.36 .155 .049 .108 2.543 .001

개인

중심형

독서하기 2.70 .104 .021 .145 5.051 .000

음악듣기 3.75 .065 .020 .093 3.206 .001

운동하기 3.38 .101 .020 .145 5.098 .000

수공예하기 1.39 .007 .031 .006 .228 .820

전체 2.80 .248 .053 .176 4.289 .000

소일형

술 마시기 2.63 .009 .023 .011 .372 .710

노래방가기   2.03 -.037 .037 -.031 -.995 .320

사우나/온천/찜질방 가기 2.42 .056 .028 .056 1.978 .048

낮잠 자기 2.86 -.009 .019 -.013 -.482 .630

전체 2.49 .030 .041 .020 .723 .470

*변인투입방식=enter, R²=.142



4) 여가문화소비 활동에 따른 전체 삶 만족도

【표 4】는 4가지 문화소비유형을 구성하고 있는 각 활동별로 전체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여가문화소비활동은 삶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²=.153).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형 여가문화소비 활동 평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ß

미디어

이용형

인터넷/컴퓨터하기 3.40 .034 .017 .066 2.016 .044

영화보러가기 1.94 .048 .032 .047 1.674 .101

TV/DVD/비디오 보기 4.54 .040 .028 .039 1.233 .164

 전체 3.29 .239 .044 .091 5.451 .005

관계

중심형  

친구만나기 3.24 .056 .022 .067 2.474 .013

친척만나기 2.42 .088 .033 .073 2.675 .008

전화수다하기      3.56 .070 .023 .083 3.003 .003

카드보드게임하기 1.41 -.001 .028 -.001 -.042 .967

문화행사참가하기 1.57 .131 .035 .105 3.714 .000

운동경기관람하기 1.58 -.005 .027 -.005 -.173 .863

쇼핑하기 2.71 .036 .025 .040 1.421 .155

 전체 2.36 .199 .044 .096 2.743 .001

개인

중심형

독서하기 2.68 .093 .019 .145 5.042 .000

음악듣기 3.73 .018 .018 .028 .975 .330

운동하기 3.38 .101 .020 .145 5.098 .000

수공예하기 1.39 .007 .031 .006 .228 .820

전체 2.80 .225 .055 .134 4.381 .000

소일형

술 마시기 2.61 .009 .023 .011 .372 .710

노래방가기   2.05 -.037 .037 -.031 -.995 .320

사우나/온천/찜질방 가기 2.40 .056 .028 .056 1.978 .048

낮잠 자기 2.85 -.009 .019 -.013 -.482 .630

전체 2.48 .030 .041 .020 .723 .470

*변인투입방식=enter, R²=.153



미디어이용형(ß=.091, p<.005), 관계중심형(ß=.096, p<.011)과 개인중심형

(ß=.134, p<.000)의 경우 삶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디어이용형, 관계중심형, 개인중심형 여가문화소비를 

활발히 하면 할수록 삶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일형 여가

문화소비는 삶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디어 이용형의 경우 인터넷/컴퓨터하기(ß=.066, 

p<.044) 활동이, 관계중심형의 경우 친구만나기(ß=.067, p<.013), 친척만나

기(ß=.073, p<.008), 전화로 수다하기(ß=.083, p<.003), 문화행사참가하기

(ß=.105, p<.000) 활동이, 개인중심형의 경우 독서하기(ß=.145, p<.000)와 

운동하기(ß=.145, p<.000) 활동이 삶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카드보드게임하기, 운동경기관람하기, 술마시기, 낮잠 자기 활동의 경

우 삶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세대, 여가문화소비유형, 자기정체성강화, 대인관계강화, 여

가문화소비 만족도 및 삶 만족도 간 상관관계

【표 5】는 세대, 여가문화소비유형, 여가문화소비 만족도 및 삶 만족도 

간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세대와 여가문화소비 유형 간 상관관계의 경

우, 첫째, 세대와 미디어이용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

가 나타났다(r=.377, p<.01). 즉, 연령세대가 높아질수록 미디어이용형 여가

문화소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대와 개인중심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101, p<.01). 즉, 연령

세대가 높아질수록 개인중심형 여가문화소비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세대와 관계중심형(r=.194, p<.01), 소일형(r=.131, p<.01) 간에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넷째, 세대와 자기정체성강

화 간(r=.094, p<.01) 그리고 세대와 대인관계강화 간(r=.179, p<.01)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다섯째, 세대와 여가 만족

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섯째, 세대

와 삶 만족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세대
미디어

이용형

개인

중심형

관계

중심형
소일형

자기
정체성
강화

대인
관계
강화

여가

만족도

삶

만족도

세대 1

미디어

이용형
.377** 1

개인

중심형
-.101** -.061* 1

관계

중심형
.194** .010 -.073** 1

소일형 .131** -.003 -.006 .005 1

자기정체성

강화
.094** .161** .041 .038 .032 1

대인관계

강화
.179** .193** -.018 .038 .035 .441** 1

여가

만족도
.030 .105** .054* .065* .050 .215** .188** 1

삶

만족도
.009 .156** -.018 .031 .011 .166** .194** .402** 1

* 0.05, **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여가문화소비 유형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미디어이용형은 개

인중심형과 부적인 상관관계(r=-.061, p<.05)를 나타냈다. 즉, 미디어를 이

용한 여가문화소비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개인중심형 여가문화소

비 활동을 적게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중심형은 관계중심형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073, p<.01). 즉, 개인 중심적인 여가문화

소비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관계 중심형 여가문화소비 활동을 적

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변인들의 상관관계는 다소 미미한 경

향이 뚜렷하다. 셋째, 소일형은 다른 여가문화소비 유형과 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정체성 및 대인관계 강화와 관련해서 자기정체성강화는 대인관계강화

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441, p<.01). 다시 말해, 자기정체성이 

강화되면 대인관계도 강화되고 대인관계가 강화되면 자기정체성 또한 강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디어이용형 여가문화소비가 자기정체성강화

(r=.161, p<.01) 및 대인관계강화(r=.193, p<.01)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



타냈다. 즉, 한국인들은 미디어소비활동을 통해 자기정체성과 더불어 대인

관계를 강화한다고 할 수 있다. 

여가문화소비 만족도의 경우 미디어이용형(r=.105, p<.01), 개인중심형

(r=.054, p<.05), 관계중심형(r=.065, p<.05) 여가문화소비 유형과  자기정

체성강화(r=.215, p<.01) 및 대인관계강화(r=.188, p<.01)와 정적인 상관관

계를 나타냈다. 삶 만족도의 경우 미디어이용형(r=.156, p<.01) 여가문화소

비 유형과 자기정체성강화(r=.166, p<.01) 및 대인관계강화(r=.194, p<.01)

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여가문화소비 만족도는 삶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402, p< .01). 즉, 여가문화소비에 대한 만

족도가 증가할수록 전체 삶의 만족도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세대에 따른 여가문화소비

【표 6】은 세대에 따른 여가문화소비유형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첫

째, 미디어이용형의 경우 세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F[4, 

1413]=189.240, p<.000). 세대 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쉐패

(Scheffe)테스트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10대, 30대와 40-50대 및 60대 이

상 간 그리고 20대와 10대, 30대와 40-50대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p<.05). 즉, 미디어이용형 여가문화소비는 60대 이상(M=3.44)

과 20대(M=2.89)가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M=2.45), 

30대(M=2.08), 40-50대(M=2.10)는 별로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계중심형 여가문화소비 유형의 경우 세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

로 나타났다(F[4, 1408]=60.989, p<.000). 세대 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기 위해 쉐패(Scheffe)테스트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30대(M=3.69), 

40-50대(M=3.73), 60대 이상(M=3.60)과 10대(M=3.25), 20대(M=3.38)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즉, 관계중심형 여가문화소비는 10대나 

20대 보다 30대, 40-50대, 60대 이상이 많이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중심형 여가문화소비 유형의 경우 세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

로 나타났다(F[4, 1408]=12.990, p<.000). 세대 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기 위해 쉐패(Scheffe)테스트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10대(M=3.88), 



20대(M=4.34)와 40-50대(M=3.67), 60대 이상(M=3.54) 간 유의미한 차이

를 나타냈다(p<.05). 즉, 개인중심형 여가문화소비는 10대와 20대가 많이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세대는 상대적으로 많이 추구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일형 여가문화소비 유형의 경우 세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F[4, 1408]=29.933, p<.000). 세대 간 차이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쉐패(Scheffe)테스트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60대 이상(M=3.96)과 10대(M=3.00), 20대(M=3.29), 30대(M=3.32), 

40-50대(M=3.34)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05). 즉, 소일형 여가문

화소비는 6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미디어

이용형

10대* 35 2.45 0.38

189.240 .000

20대*** 251 2.89 0.43

30대* 345 2.08 0.58

40-50대* 518 2.10 0.69

60이상** 273 3.44 0.63

전체 1422 2.69 0.75

관계

중심형

10대* 34 3.25 0.44

12.990 .000

20대* 250 3.38 0.56

30대** 345 3.69 0.54

40-50대** 514 3.73 0.56

60이상** 273 3.60 0.67

전체 1416 3.64 0.59

개인

중심형

10대** 35 3.88 0.43

60.989 .000

20대** 251 4.34 0.49

30대 342 3.75 0.53

40-50대* 511 3.67 0.60

60이상* 274 3.54 0.61

전체 1413 3.89 0.61

소일형

10대* 35 3.00 0.64 

29.933 .000

20대* 251 3.29 0.68 

30대* 345 3.32 0.62 

40-50대* 517 3.34 0.72 

60이상** 278 3.96 0.66 

전체 1426 3.54 0.70 

*집단과 **집단 간 및 *집단과 ***집단 간 차이가 남



7) 세대별 자기정체성강화, 대인관계강화, 여가문화소비 만족

도 및 삶 만족도

【표 7】은 세대별 자기정체성강화, 대인관계강화, 여가문화소비 만족도 

및 삶 만족도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자기정체성강화는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 1369]=3.392, p<.009). 세대에 따

른 자기정체성강화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쉐패(Scheffe)테스트를 수

행하였다. 그 결과 10대, 20대와 60대 이상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났다(p<.05). 즉, 자기정체성강화는 10대(M=3.89), 20대(M=3.80)

가 60대 이상(M=3.50) 보다 더 여가문화소비를 통한 자기정체성강화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강화는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 

1389]=11.901, p<.000). 세대에 따른 대인관계강화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쉐패(Scheffe)테스트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10대, 20대, 30대, 

40-50대와  60대 이상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즉, 여가문화소비를 통한 대인관계강화 정도는 10대(M=4.26), 20대

(M=4.10)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M=3.89), 40-50대

(M=3.81)와 60대 이상(M=3.59)은 상대적으로 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문화소비 만족도는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 

1393]=9.098, p<.000). 세대에 따른 여가문화소비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조

사하기 위해 쉐패(Scheffe)테스트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10대, 20대 

및 60대 이상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10

대, 20대, 60대 이상과 30대 간 및 10대, 20대와 40-50대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즉, 여가문화소비 만족도는 10대

(M=3.71), 20대(M=3.32), 60대 이상(M=3.28)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0-50대(M=3.07)와 30대(M=2.96)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 만족도는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 1423]=3.364, 

p<.009). 세대에 따른 삶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쉐패

(Scheffe)테스트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20대, 30대와 40-50대 간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p<.05) 나머지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삶 만족도는 30대(M=3.55)와 20대

(M=3.5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M=3.43), 40-50대(M=3.36)와 

60대 이상(M=3.35)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자기

정체성

강화

10대* 35 3.89 .87

3.392 .009

20대* 250 3.80 1.02

30대 344 3.62 .98

40-50대 508 3.60 1.04

60이상** 237 3.50 1.02

전체 1374 3.63 1.02

대인 

관계

강화

10대* 35 4.26 .78

11.901 .000

20대* 249 4.10 .92

30대* 343 3.89 .87

40-50대* 511 3.81 .91

60이상** 256 3.59 1.06

전체 1394 3.85 .94

여가문

화

소비

만족도

10대* 35 3.71 .83

9.505 .000

20대* 249 3.30 .98

30대** 342 2.96 1.01

40-50대 513 3.05 1.03

60이상* 260 3.28 .96

전체 1399 3.13 1.01

삶 

만족도

10대 35 3.43 .95

4.043 .003

20대* 251 3.54 .83

30대* 345 3.55 .89

40-50대** 520 3.36 .95

60이상 277 3.33 .96

전체 1428 3.43 .92

*집단과 **집단 간 및 *집단과 ***집단 간 차이가 남



8) 세대별 자기정체성강화와 대인관계강화가 여가문화소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표 8】은 세대별 자기정체성강화와 대인관계강화가 여가문화소비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30대(ß=.163, p<.008), 40-50대

(ß=.178, p<.000), 60대 이상(ß=.178, p<.000)의 경우 자기정체성강화가 

여가문화소비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

대와 20대의 경우 자기정체성강화가 여가문화소비 만족도에 별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0대(ß=.452, p<.007), 20대(ß=.224, 

p<.002), 40-50대(ß=.124, p<.009), 60대 이상(ß=.124, p<.009)의 경우 

대인관계강화가 여가문화소비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30대의 경우 대인관계강화가 여가문화소비 만족도에 별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ß

자기정체성강화*

10대 3.89 .135 .149 .142 .907 .371

20대 3.80 .086 .069 .089 1.258 .209

30대 3.62 .170 .064 .163 2.664 .008

40-50대 3.62 .177 .047 .178 3.755 .000

60이상 3.52 .177 .047 .178 3.755 .000

전체 3.64 .167 .030 .166 5.610 .000

대인관계강화**

10대 4.26 .478 .166 .452 2.887 .007

20대 4.11 .243 .076 .224 3.173 .002

30대 3.89 .016 .072 .014 .224 .823

40-50대 3.82 .142 .054 .124 2.614 .009

60이상 3.60 .142 .054 .124 2.614 .009

전체 3.87 .120 .032 .111 3.728 .000

* 변인투입방식=enter, R²=.182, ** 변인투입방식=enter, R²=.203



9) 세대별 자기정체성강화와 대인관계강화가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표 9】는 세대별 자기정체성강화와 대인관계강화가 삶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40-50대(ß=.178, p<.000), 60대 이상

(ß=.178, p<.000)의 경우 자기정체성 강화가 삶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대, 20대, 30대의 경우 자기정체성강화

가 삶 만족도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0대

(ß=.543, p<.001), 20대(ß=.301, p<.000), 40-50대(ß=.101, p<.035)의 경

우 대인관계강화가 삶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3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대인관계강화가 삶 만족도에 별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ß

자기정체성강화*

10대 3.89 -.102 .168 -.093 -.607 .548

20대 3.80 .000 .058 .000 -.004 .996

30대 3.62 .056 .055 .062 1.018 .309

40-50대 3.60 .108 .043 .120 2.504 .013

60이상 3.51 .222 .066 .233 3.371 .001

전체 3.63 .093 .026 .103 3.498 .000

대인관계강화**

10대 4.26 .660 .187 .543 3.536 .001

20대 4.10 .273 .064 .301 4.260 .000

30대 3.89 .100 .062 .098 1.607 .109

40-50대 3.82 .105 .050 .101 2.116 .035

60이상 3.60 .077 .063 .085 1.230 .220

전체 3.86 .140 .029 .144 4.886 .000

* 변인투입방식=enter, R²=.101, ** 변인투입방식=enter, R²=.117



10) 세대별 여가문화소비 만족도가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표 10】은 전반적으로 여가문화소비 만족도가 삶 만족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ß=.402, p<.000). 구체적으로, 10대

(ß=.462, p<.000), 20대(ß=.382, p<.000), 30대(ß=.377, p<.000), 40-50

대(ß=.430, p<.000), 60 이상(ß=.439, p<.000) 등 모든 세대에 걸쳐서 여

가문화소비 만족도가 삶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 한국인들은 여가문화소비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삶 만족도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ß

10대 .531 .177 .462 2.992 .005

20대 .320 .049 .382 6.500 .000

30대 .325 .043 .377 7.504 .000

40-50대 .390 .036 .430 10.753 .000

60이상 .426 .055 .439 7.813 .000

전체 .359 .022 .402 16.381 .000

* 변인투입방식=enter, R²=.403

5.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세대별 여가문화소비 유형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

계를  전국단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조사했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들의 여가문화소비 유형은 미디어이용형, 관계중심형, 개인중

심형 및 소일형 여가문화소비 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소일형 여가문

화소비를 제외하고, 미디어이용형, 관계중심형, 개인중심형 여가문화소비를 

활발히 할수록 자기정체성과 대인관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형에 관계없이 여가문화소비를 활발히 할수록 여가문화소비에 대한 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소일형 여가문화소비를 제외하고, 



미디어이용형, 관계중심형, 개인중심형 여가문화소비를 활발히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디어이용형 여가문화소비는 60대 이상과 20대, 10대가 많이 추

구했으며, 40-50대와 30대는 별로 추구하지 않았다. 즉, 60대 이상은 주로 

TV를 보면서 소일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10대와 

20대는 인터넷이나 여타 다른 디지털미디어를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

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개인중심형 여가문화소비는 20대와 10대가 많이 추

구했으며, 30대, 40-50대, 60대 이상은 별로 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관

계중심형의 경우 30대 이상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문화

소비 유형으로 나타났고 소일형 여가문화소비는 60대 이상 노년층이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비록 구세대인 중장년 및 노

인층은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경향을 아직 보이고 있으나 현대사회에

서 젊은층 대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인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셋째, 여가문화소비를 통한 자기정체성과 대인관계 강화의 경우 10대와 

20대 등 젊은층이 30대, 40-50대, 60대 이상 등 중장년층 및 노년층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문화소비 만족도의 경우 10대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20대, 60대 이상, 40-50대, 30대 순이었다. 삶 만족

도의 경우 30대와 20대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10대, 40-50대, 60

대 이상 순이었다. 즉, 젊은층은 여가문화소비를 통해서 자기정체성과 대인

관계를 강화하는 경향이 강했다. 현대사회에서 젊은 신세대의 적극적이고 

실리적인 측면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인들의 세대별 여가문화소비유형에 따른 삶의 만

족도 혹은 정체성 모델을 예측하는데 있어 상당한 시사점을 지닌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노동의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였으

나 현대 디지털 정보사회에서는 노동의 만족도 보다 여가문화소비 만족도가 

더욱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따라서 문화적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곧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그림 2】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한 한국인들의 세

대별 여가문화소비유형에 따른 정체성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여가문화소비 유형은 개인중심형, 관계중심형, 소일형 그리고 미

디어이용형 순이었다. 자기계발과 현실참여 정도가 모두 높은 관계중심형에



는 주로 30대, 40-50대, 60대 이상이 포함되었으며, 자기계발 정도는 높으

나 현실참여 정도가 낮은 개인중심형에는 주로 10대와 20대가 포함되었고, 

자기계발 정도는 낮으나 현실참여 정도가 높은 소일형에는 주로 60대 이상

이 포함되었으며, 자기계발과 현실참여 정도가 모두 낮은 미디어이용형에는 

주로 20대와 60대 이상이 포함되었다. 

현실참여

높음              낮음

관계중심형           

30대/40-50대/60대이상

(M=3.64)

개인중심형

10대/20대

(M=3.89)

 높음

자기

계발 소일형

60대 이상

(M=3.54)

미디어이용형

20대/60대 이상

(M=2.69)

 낮음

세대별 여가문화소비유형에 따른 정체성 모델은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일

수록  개인 중심의 여가문화소비활동을 활발히 행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노년층은 관계 중심의 여가문화소비활동을 중시하나 미디어나 소일거

리형 여가문화소비를 많이 하고 삶의 만족도가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

한 발견은 기존 연구의 결과(정영린, 1997; Mancinid, Orthner, 1980; 

Russel, 1990)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여가문화의 한 단면을 그

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0대와 20대의 젊은이들은 별 걱정없이 

다양한 여가문화소비를 즐기며 다소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40대 이

상 장노년층은 일에 치여 혹은 경제적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여가활동도 

못하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전 세대에 걸쳐서 여가문

화소비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 또한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40대 이상 장노년층이 편안하고 쉽게 다양한 여가문화

소비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범사회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적

극적인 여가활동이 여가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강경빈, 최용민, 1999; 박영숙, 1999; Flanagan, 1978; Ragheb 

& Mckinney, 1993) 능동적인 여가활동이 자기정체성 확립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Shaw, Kleiber, & Caldwell, 1995)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되



새겨볼 때, 장노년층 한국인들의 여가문화소비 형태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

동적인 형태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이용

형 여가문화소비활동이 자기정체성 및 대인관계를 강화시키고 여가문화만족

도와 삶의 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발견은 현대사회에서 삶의 일

부로서 미디어의 중요성과 역할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섯째, 전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세대에 따른 여가문화소비

유형, 자기정체성강화, 대인관계강화, 여가문화소비 만족도, 삶의 만족도 간

의 관계를 예측해 보면 먼저 소일형 여가문화소비를 제외한 세 가지 여가문

화소비유형이 자기정체성강화와 대인관계강화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자기

정체성강화와 대인관계강화가 여가문화소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끝으

로 여가문화소비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은 이러한 선형적 인과관계를 도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세대별 여가문화소비유형에 따른 정체성 예측 모

델을 제시함과 더불어, 미디어이용을 포함한 다양한 여가문화소비활동이 개

인의 자기정체성을 강화하고(안경일 & 김재현, 2002), 대인관계를 향상시켜 

줄 뿐만 아니라(김일광, 김명애, 정재엽 & 신종관, 2003; 나명흔 & 최경호, 

2005; 박장근, 임란희 & 정승철, 2007; 이동현 & 김승철, 2003; 이진아, 

2000), 궁극적으로 삶의 질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Zuzanek, J., John 

Robinson & Yoshi Iwasaki, 1998; Iwasaki &  Schnieder, 2003, 이동현 

& 김승철, 2003)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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