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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xamine the transition of quality of life based on the levels of
recreation specialization and serious leisure. A total of 286 college tennis club members selected using the
purposive sampling method participated in this study. For the analyses, the reliabilit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K-means cluster analysis, and One-way ANOVA were conduct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quality of life among each five groups divided based on the levels of
recreation specialization and serious leisure. In each analysis, high level of recreation specialization and high
level of serious leisure groups perceived higher quality of life. In addition, differences in the quality of life
among four groups; less specialized and less serious group(1), less specialized and more serious group(2),
highly specialized and less serious group(3), and highly specialized and more serious group(4) were
investigated.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quality of life between 1 and
4groups, and between 3 and 4groups. The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escribed in the
manu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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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사회에서 여가활동은 심신의 휴식, 활동
을 통한 즐거움, 창조적 자유, 해방감, 자아실현,
신체적·정신적 회복 등의 다양한 효과를 창출한
다(Park, 2010). 문화체육관광부가 2012 국민여
가활동조사를 통해 발표한 여가 경험 차이에 따
른 행복 수준을 살펴보면, 여가활동으로 동호회
활동과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수준이 각각 3.7%, 6.1% 높
게 나타났고, 휴가를 보낸 사람이 휴가를 보내지
못한 사람보다 18.7% 높게 나타나 개인의 행복
감,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여가 활동 참여가 매
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2).
그간 이러한 조사결과를 뒷받침하는 많은 여
가학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Kim &
Lee(2011)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국민여
가활동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여가활동을
통해 느끼는 여가만족이 행복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외 논문에서도 여가활동이 개
인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임
이 보고되었다(Brajsa-Zganec, Merkas &
Sverko, 2011; Chun, Lee, Kim & Heo, 2012;
Gautam, Saito & Kai, 2007; Iwasaki, 2007;
Lloyd & Little, 2010; Parry, 2007).
이처럼 여가활동과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지
금까지의 연구동향은 일반적으로 여가 활동 참
여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삶의 질 또한 높아지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i & Cho, 2012;
Hwang & Kim, 2010; Hwang, Kim & Lee
2011; Kim, Kim & Kwon, 2012; Lee, Choi &
Lee, 2012; Lim, Cho & Seok, 2011).
따라서 이제는 여가활동이 삶의 질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을 넘어, 어떤 여가
활동에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것이 여가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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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또 다른 중요한 논제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떻게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개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지속적
여가활동 참여자에게서 나타나는 여가활동 개
념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진지한 여가를 연
구의 독립변인으로 선정하여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란 Bryan(1977)이 낚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를 통해 제안
한 개념으로 초심자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참여 여가활동에 대한 전문
성이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이론이다. 반면에
진지한 여가는 아마추어나 취미생활자 또는 자
발적 봉사자들이 여가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
하며, 참여자들이 대부분 그 활동의 가치와 흥
미를 발견하여 관련 전문기술과 지식 그리고 경
험 등을 쌓거나 표현하는데 집중하여 전문성을
갖추게 되는 여가 활동을 말한다(Stebbins,
1992). 선행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여가활동 참
여정도가 높아질수록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
준과 진지한 여가 수준 또한 높게 나타나며, 반
대로 여가활동 참여정도가 낮을수록 각각의 수
준 또한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im et al.(2012)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진
지한 여가 개념이 여가활동에 어떻게, 얼마나
참여하는가를 나타내주는 척도임과 동시에 과거
의 참여시간, 빈도, 강도의 측정에서 진일보한
개념으로 현대인의 여가활동 경향을 잘 반영하
는 개념임을 보고하였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와 진지한 여가 그리고 삶의 질 간의 관계를 살
펴본 선행연구들에서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진지한 여가 모두 삶의 질과 높은 수준의 정적
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own,
McGuire, & Voelkl, 2008; Chen, 2014; Heo,
Lee, McCormickc & Pedersend, 2010; Hwang
& Kim, 2010; Hwang et al., 2011; Lee et al.,
2012; Liu, 2014; Siegenthaler & O’Del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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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 & Oh, 2011; Yoo, 2013).
Hwang & Kim(2010)은 레크리에이션 전문
화, 여가 만족도 및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논문
에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삶의 질 간의 정적
인 관계를 보고하였고, Lee et al.(2012)도 댄스
스포츠 참여 정도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및 삶
의 질의 관계에 대한 논문에서 레크리에이션 전
문화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을 보고하였다. 또한 Hwang et al.(2011)는 진지
한 여가가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에서 진지한 여가와 삶의 질 간의 정적
인 관계를 규명하였고, Yeon & Oh(2011) 또한
중년 기혼 여성의 진지한 여가가 주관적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레크리
에이션 전문화와 진지한 여가 그리고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각 변인간의
인과관계만을 확인할 수 있는 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 진 것으로(Hwang & Kim, 2010; Kim
et al., 2012; Lee et al., 2012; Yeon & Oh,
2011),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별 삶의 질의
변화(연구문제 1)와 진지한 여가 수준별 삶의
질의 변화(연구문제 2),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진지한 여가의 상호작용에 따른 수준
별 삶의 질의 변화(연구문제 3)를 구체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Lee &
Hwang(2014)은 국민생활체육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 여가시간과 행복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서 여가시간이 증가하면 행복지수는 일정수준
을 유지하다가 3시간을 기점으로 오히려 감소
하는 경향을 규명하였는데, 이는 일정시간의 여
가활동 시간투자를 전제로 하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진지한 여가의 수준 증가 또한 무조건
삶의 질의 증가를 수반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참여자들을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과 진지한 여가의 수
준에 따라 군집화 하여, 집단 간 비교분석을 통

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진지한 여가의 수준
이 높을수록 삶의 질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시니어 올림픽 게임에 참가한 노인
22명을 진지한 여가 수준에 따라 상중하로 나눠
생활만족도를 비교한 Heo, Stebbins, Kim, &
Lee(2013)은 진지한 여가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생활만족 수준이 높게 나타나
며, 각 집단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
음을 규명하였고, 태권도 참가자를 진지한 여가
의 하위요인 수준에 따라 Novices, Journeyman,
Serious Stages와 같이 세 집단으로 분류한 뒤,
생활만족과 건강인지 수준을 비교한 Kim(2011)
의 연구에서도 진지한 여가의 하위요인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온 Serious Stages 집단의 생
활만족과 건강인지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진지한 여가 수준이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증거이다. 이를 바탕으로 두 가지 가설을 설정
할 수 있다.
가설 1)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이 증가할
수록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진지한 여가 수준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진지한 여가의 수준
에 따른 삶의 질 수준 차이를 검증하는 것은 왜
여가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가
에 대한 이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Scott & Shafer(2001)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와 진지한 여가 사이의 매우 높은 관련성을 보
고하였고, Hwang & Lee(2009)와 Tsaur &
Liang(2008)의 후속 연구에서도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진지한 여가 상호개념간의 상관관계
가 있음을 증명하여 두 개념 간에는 일부 중복
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Lee(2014)는 레크리에이션 전
문화를 기반으로 한 여가활동 참여과정 모형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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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따른 네 가지 유형의 집단에서 삶의 질
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진지한 여가의 복합적 접근방법은 개인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여가활동 패턴을 검
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Figure 1.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Process Model(Lee, 2014)

제안 및 적용한 연구에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기본 틀로 한 여가활동 참여과정 모형을 제안하
였다<Figure 1>. 제안된 모형은 레크리에이션 전
문화(인지, 행동)의 3단계와 전념(commitment)
의 3단계로 구성된 총 9개 분면(3×3)을 가지며,
제시된 모형에서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하위
요인인 전념 수준에 따라 진지한 여가와 일상적
여가를 구분하였는데,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
이 높고 전념 수준도 높으면 진지한 여가의 특성
을 가지며 반대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이
낮고 전념 수준도 낮으면 일상적 여가의 특성을
갖는다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진지한 여가
는 확연한 개념적 차이와 높은 상호동질성이 공
존하는 다소 혼재된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보다 명확한 이론적 이해를 위해 레크리
에이션 전문화 수준과 진지한 여가 수준 모두
낮은 집단(집단 1),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
이 낮으면서 진지한 여가 수준이 높은 집단(집
단 2),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이 높으면서
진지한 여가가 수준이 낮은 집단(집단 3), 레크
리에이션 전문화 수준과 진지한 여가 수준 모두
높은 집단(집단 4)으로 군집화하여 각 집단에
대한 삶의 질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세 번째 연구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3)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진지한 여가
4

서울, 경기 및 강원도에 위치한 대학의 테니
스 동아리회원 3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2국민
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집단이 속한 20
대는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 여가활동을 실시하
는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적게는 8%부터 크
게는 16%가량 높게 나타났으며, 평일 여가시간
과 휴일 여가시간 모두 은퇴기에 접어든 60대와
70대를 제외하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한 달 평균 여가비용 및 희망 평
균 여가비용을 묻는 항목에서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20대가 가장 높은 비용을 기록하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적극적으로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20대가 속한 대학생 집
단이 높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진지한 여가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가
장 적극적으로 여가생활을 향유하는 대학생 집
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실행하는 것은 연구
결과의 적용에 있어 더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대학생들의 여가활동으로 본 연구에서는 테
니스를 선정하였다. Korean University Tennis
Club Association(2013)에 따르면 전국 약 49개
대학 1,500~2,000여명의 대학생들이 테니스 동
아리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1개 학교당 평균
등록학생은 35명이며, 각 대학들이 개별적으로
주관하는 전국대회는 연간 32개이다. 이는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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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매우 활성화된 대학생 스포츠 동아리 종목
임을 뒷받침하며, 동시에 대학 테니스 동아리
참여자들이 높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과
진지한 여가 수준을 경험할 수 있는 제반 환경
을 갖춘 종목임을 의미한다.
연구대상의 표집은 유의표집법을 사용하였으
며 대상자들은 현장에서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설
문지를 완성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14부를 제
외한 총 286부의 설문지가 연구 분석에 사용되
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비는 여성(39.2%) 보다 남성(60.8%)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연구대상
의 특성은 20세 이하의 대학생이 41.9%로 가장
많았으며 25세 이상이 7.0%로 가장 낮은 구성비
를 보였다. 여가지출 비용은 30만원에서 40만원
사이의 비용을 지출하는 집단이 21.7%로 가장
많았다. 참여기간에 따라서는 0.5년 이하(16.8%)
부터 3.5년 이상(25.2%)에 이르기까지 참여기간
에 따른 구성 비율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관
한 항목 6문항, 테니스활동 참여정도(기간, 빈
도, 강도)에 관한 항목 3문항, 레크리에이션 전
문화에 관한 항목 20문항, 진지한 여가에 관한
항목 24문항,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항목 7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관한 문항은 Lee(2011)
가 문헌 고찰 및 전문가집단 심층면담, 개방형
설문 등을 통해 개발한 전문화 척도를 Lee &
Hwang(2011)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아니다(1점)’
에서 ‘매우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내용타당도 분석을 통해 1문항을
제외한 총 20문항이 연구에 사용되었다. 문항의
예로써 “나는 테니스 관련대회나 시합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인지적 요인), “나는 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Gender

Age

Expenditure
for Leisure
/Month

Duration of
Leisure
Activity

Frequency
of Leisure
Activity
/Month

Intensity of
Leisure
Activity

Male
Female
total
under 20years
21 ~ 22years
23 ~ 24years
above 25years
total
under 100,000won
100,000~200,000
200,000~300,000
300,000~400,000
400,000~500,000
above 500,000won
total
under 0.5years
0.5years ~ 1.5years
1.5years ~ 2.5years
2.5years ~ 3.5years
above 3.5years
total
under 3days
3days~6days
6days~9days
9days~12days
above 12days
total
under 1.5hour
1.5hour~2hour
2hour~2.5hour
2.5hour~3hour
above 3hour
total

Frequency
(n)
174
112
286
120
88
58
20
286
44
56
56
62
35
33
286
48
62
52
52
72
286
41
51
52
75
67
286
24
94
31
91
46
286

Percentage
(%)
60.8
39.2
100
41.9
30.7
20.2
7.0
100
15.4
19.6
19.6
21.7
12.2
11.5
100
16.8
21.7
18.2
18.2
25.2
100
14.3
17.8
18.2
26.3
23.4
100
8.4
32.9
10.8
31.8
16.1
100

랜 기간 테니스에 참가했다.”(행동적 요인), “테
니스는 내게 많은 의미가 있다.”(정서적 요인)
등이 있다.
진지한 여가에 대한 문항은 Kim, Won &
Hong(2008)의 연구에서 개념화된 진지한 여가
의 하위요인을 기초로 Kim(2014)이 개발한 척
도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
하였다. 하위요인으로 인내, 여가전문성, 개인적
노력, 지속적 혜택, 정체성, 독특한 기풍으로 구
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의 7점 Likert 척도를 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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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주관적 삶의 질을 묻는 질문은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1985)이 개발한 삶
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5문항에 Koo(2005)의 연구에 사용된 전
반적인 삶의 행복과 불행정도를 평가하는 2문
항을 추가 하여 총 7문항으로 구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의 7점 Likert 척도를 사
용하였다.
3.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주요변인 측정에 활용된 도구의 타
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y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레크리에
이션 전문화와 진지한 여가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삶의 질은
단일 요인이기 때문에 확인적 요인분석은 실시하
지 않았다.
모형의 적합성 여부의 판단에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적합도 판단 지수인 χ2/df값과 CFI,
TLI, RMSEA 값에 대해 Bentler(1990), Hu &
Bentler(1999) 그리고 Hong(2000)가 제시한 기
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우선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타당도를 검증하
기 위하여 <Table 2>의 총 7개 요인 20개 항목을
투입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χ2= 365.79(df=149),
CFI=.94, TLI=.93, RMSEA=.07), 표준화 β값의
수준(모든 표준화 β값 .68 이상), 그리고 표준화
β값의 유의수준(모두 p<.01)이 만족할 만한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렴타당성은 일반적으
로 평균분산추출지수(AVE)가 .05 이상이고, 표준
화 β 값이 .5 이상이면 수렴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
가 .7 이상이어야 한다. 판별타당성은 평균분산
추출지수(AVE)가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
6

보다 크면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Fornell & Larker, 1981).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변인들의 평균분산추출지수 값은 모
두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수렴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판별타당성 또한 변인과 변인의 상
관관계가 가장 높은 수치는 정보와 기술지식 변
인 사이의 상관계수로 .840이었으며, 이 상관계
수의 제곱인 .706보다 모든 AVE 값이 높게 나타
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진지한 여가 역시 같은 방법으로 총
6개 요인 24개 항목을 투입한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한 결과 모형적합도(χ2/df=666.80/237),
CFI=.93, TLI=.92, RMSEA=.08), 표준화β 값의
수준(모든 표준화 β값 .65 이상), 그리고 표준화
β값의 유의수준(모두 p<.01)이 만족할 만한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AVE 값이
.865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성이 확보된 것으
로 판단하였다. 정체성과 독특한 기풍 변인의 상
관관계가 .8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AVE 값이 이 수치의 제곱인 .704보다 높게 나타
나 판별타당성 또한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검증
된 모든 변인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항목
들 간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평
가하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보는
바와 같이 각 변인의 하위변인별 Cronbach`s α
계수가 모두 Nunnally & Bernstein(1994)이 제
시한 .7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으로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 값을 산출
하여 분석한 결과 모두 .5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에는 문제
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WIN ver. 18과 AMOS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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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actors
Information
TechniqueKnowledge
Experience
Recreation
Specializatio
n

Skills

Importance
Centrality
Material
Passion

Perseverance

Leisure
Career

Serious
Leisure

Personal
Efforts

Durable
Benefits

Identity

Unique
Ethos

Items
β
I know a lot information on tennis matches or events.
.710
I have great knowledge on tennis.
.851
I know a lot of famous tennis players.
.699
I can adjust the grip and gut according to the technique or purpose. .731
I can point out the problems of other tennis players.
.808
I can explain the principles of tennis techniques.
.741
I have participated in tennis longer than others.
.704
I have participated in tennis more frequently than others.
.856
I have participated in tennis more times than others.
.889
I have better tennis skills than others.
.861
I have very high skills on tennis.
.903
I am a better tennis player rather than others.
.905
Tennis means a great deal to me.
.892
Tennis is very important to me.
.886
I like tennis particularly.
.778
My life is surrounded by tennis.
.783
Most of my friends are related to tennis.
.681
I have many expense for tennis.
.691
I have much tennis equipment.
.908
I tend to invest much money for tennis equipment.
.904
Model Fit Indices: X2/df= 365.79/149, CFI=.94, TLI=.93, RMSEA=.07
When facing a certain problem for participating in tennis, I never give up
.799
participating tennis.
When feeling physical risk, I never give up participating tennis.
.863
When falling in some trouble, I will make an effort to overcome it.
.913
When the condition keep me from participation, I will try to find other
.826
way to participate in tennis.
I have special knowledge on tennis.
.820
I have required skill to keep high level of tennis.
.761
I experienced a contingent event to develop professionalism of tennis. .649
Others acknowledge my tennis career.
.823
I do my best to develop my tennis skills continuously.
.848
I make an effort to acquire advanced-knowledge on tennis.
.731
I am making an effort continuously to achieve my goals on tennis.
.892
I am making an effort continuously to get recognition on tennis from
.861
others.
Tennis makes my life affluent.
.833
Tennis is the way to express myself.
.852
Participation in tennis give me a deep sense of accomplishment.
.819
When participating in tennis, my image is improved.
.761
Tennis I participate in is in the center of my life.
.857
I feel an identification through participating in tennis.
.876
When introducing myself, I always mention about tennis.
.866
Tennis I participate in is my typical characteristic.
.885
I can understand why others participate in tennis impassionedly.
.882
I feel identification with others who participate in tennis impassionedly. .906
I know the unique ethos of others who participate in tennis impassionedly. .873
I have the same belief with others participating in tennis together.
.850
Model Fit Indices: X2/df= 666.80/237, CFI=.93, TLI=.92, RMSEA=.08

S.E.
.049
.036
.062
.064
.045
.050
.057
.041
.041
.031
.023
.025
.024
.024
.032
.054
.065
.053
.036
.035

C.R. AVE
.972 .921

.970 .916

.977 .936

.989 .968

.988 .965
.947 .900
.981 .945

.069
.063
.045

.980 .923

.065
.075
.084
.129
.079
.047
.085
.043

.962 .865

.980 .926

.049
.057
.061
.051
.067
.047
.045
.053
.048
.040
.032
.048
.052

.978 .919

.984 .940

.986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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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을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 Results of the Reliability
Variables/Factors
Information
Tech-Knowledge
Experience
Recreation
Skills
Specialization
Importance
Centrality
Material Passion
Perseverance
Leisure Career
Personal Effort
Serious
Leisure
Durable Benefits
Identity
Unique Ethos
Quality of Life

Number
of Item
3
3
3
3
3
2
3
4
4
4
4
4
4
7

Cronbach’ α
.789
.797
.845
.917
.887
.694
.868
.911
.843
.897
.887
.926
.929

.937

.963

.885

로그램을 통해 표집된 자료를 처리하였다. 분석
방법은 설문지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주요
변인의 하위요인별로 Cronbach`s α 값을 산출
하였고, 각 변인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및 진지한 여가 수준에 따른 집단을 분
류하기 위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진지한 여가의 각 변인
에 따른 집단 간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차이
검증을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집단간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분석은
Scheffe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레크리에이
션 전문화(고/저), 진지한 여가(고/저) 특성에
따라 4개 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각 변인별
로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한 후 각 변인의 특
성에 따라 4개 집단으로 군집화 하였다. 각각의
군집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과 진지한 여
가가 수준이 모두 낮은 집단(집단 1), 레크리에
이션 전문화 수준은 낮으나 진지한 여가 수준은
높은 집단(집단 2),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
은 높지만 진지한 여가 수준은 낮은 집단(집단
3),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과 진지한 여가
수준 모두 높은 집단(집단 4)으로 구성된다. 이
후 분류된 각 집단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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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주관적 삶의 질
연구가설 1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에
따른 삶의 질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
다. 구체적으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에 따
른 주관적 삶의 질의 변화 패턴을 살펴보기 위
하여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을 5개 집단으
로 분류하고 전문화 수준의 증가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을 비교하였다. 먼저 레크리에이션 전문
화 수준에 따라 5개 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에 따라 5개 군집으로 분류한 이유
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에 따라 집단을 세
분화 하여 전문화 수준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
의 변화 양상을 분석해보기 위함이었다. 다음으
로 연구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레크리에이
션 전문화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삶의 질을 종속
변인으로 투입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분
석결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에 따라 삶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F (1, 281)=5.42, p<.01].
Table 4. Quality of life based on recreation specialization
n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Group 5
** p<.01

21
70
89
68
38

Recreational
Specialization
M(SD)
1.69(.04)
2.30(.02)
2.89(.02)
3.43(.02)
4.10(.03)

Quality of life

post-hoc
M(SD)
F
4.43(.20)
5.00(.11)
G5 > G1
4.96(.10) 5.42**
G5 > G3
5.06(.11)
5.56(.15)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에 따라 삶의 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어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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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
후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집단1(M =4.43)과 집단5(M =5.56), 집단
3(M =4.96)과 집단5(M =5.5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의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1은 부분적으
로 채택되었다.

집분석을 실시하여 진지한 여가 수준에 따라 5개
집단으로 분류하고 진지한 여가 수준을 독립변인
으로 삶의 질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Table 5. Quality of Life based on Serious Leisure
n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Group 5
** p<.01

Figure 2. Transition of Quality of Life

<Figure 2>는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Figure 2>에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과 삶
의 질과의 관계에서 정적 선형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문화 수준이 증가하더라도
삶의 질 수준은 정체되는 구간이 나타난 것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삶의 질과의 관계를 정
적 선형관계로만 이해하였던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 진지한 여가와 주관적 삶의 질
연구가설 2는 진지한 여가 수준에 따른 삶의
질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가설
2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진지한 여가의 특성에 따
라 5개 집단으로 분류하고 전문화 수준의 증가
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을 비교하였다.
연구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K-평균 군

21
46
103
79
37

Serious
Leisure
M(SD)
2.47 (.06)
3.35 (.04)
4.22 (.03)
5.09 (.03)
6.03 (.04)

Quality of life

M(SD)
F
4.62 (.20)
4.71 (.14)
4.90 (.09) 7.44**
5.24 (.10)
5.61 (.15)

post-hoc

G5 > G3,
G5 > G2,
G5 > G1

분석결과 진지한 여가 수준에 따라 삶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F (1, 281)=5.42, p<.01]. 진지한 여가 수준에
따라 삶의 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어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집단1(M =4.62)과 집단
5(M =5.61), 집단2(M =4.71)와 집단5(M =5.61)
그리고 집단3(M =4.90)과 집단5(M =5.61)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외의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Figure 2>에서 진
지한 여가 수준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은 레크
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에 따른 삶의 질의 변화
패턴과는 달리 정적 선형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전문화되고 진지한 여가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
연구가설 3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고/
저)와 진지한 여가 수준(고/저)에 따라 다른 특
성을 지닌 4가지 유형의 집단 간에 주관적 삶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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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가설 3의 검증을 위해 레크리에이션 전문
화와 진지한 여가의 각 변인에 대해 K-평균 군
집분석을 실시하여 2개 집단으로 분류한 후 레
크리에이션 전문화(고/저)와 진지한 여가(고/저)
의 조합에 따라 4개 집단으로 군집화 하였다.
각각의 군집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과 진
지한 여가가 수준이 모두 낮은 집단(집단 1), 레
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은 낮으나 진지한 여가
수준은 높은 집단(집단 2), 레크리에이션 전문
화 수준은 높지만 진지한 여가 수준은 낮은 집
단(집단 3),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과 진지
한 여가 수준 모두 높은 집단(집단 4)으로 구성
된다. 이후 분류된 각 집단을 독립변인으로 삶
의 질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일원배치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6>에 제
시하였다.
Table 6. QL based on Recreational Specialization and Serious Leisure

Group1
Group2
Group3
Group4

Recreation Serious
Quality of life
n Specialization Leisure
post-hoc
M(SD)
M(SD) M(SD) F
2.32
3.48
4.84
107
(.40)
(.66)
(.93)
2.54
4.81
5.08
34
(.31)
(.39) (.1.06)
G4 > G1,
7.11**
G4 > G3
3.18
4.06
4.65
35
(.26)
(.30)
(.90)
3.61
5.04
5.33
110
(.42)
(.76)
(.96)

** p<.01

분석결과 집단에 따라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1,
282)=7.11, p<.01]. 집단에 따라 삶의 질에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어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
석을 실시하였다. <Table 6>에 제시한 바와 같
이 집단 1(M =4.84)과 집단 4(M =5.33), 집단 3
(M =4.65)과 집단 4(M =5.33)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의
10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3 또한 부분적
으로 채택되었다.

Ⅳ. 논의
본 연구에서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진지
한 여가에 대하여 각각의 변인에 대한 인지 수
준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수준이 높게 나타나지만 레크리에이
션 전문화와 진지한 여가의 상호작용에 따른 주
관적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가설 1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레크리에이
션 전문화 수준에 따라서 주관적 삶의 질에 대
한 인식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세부 집단별로 살펴보면 레크리에이션 전문
화 수준이 증가하더라도 주관적 삶의 질이 정체
되는 구간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는 회귀분석을 통해 레크리에이션 전문
화와 삶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Hwang & Kim, 2010; Kim et al.,
2012; Lee et al., 2012; Yeon & Oh, 2011)에서
는 관찰할 수 없었던 결과이다. 이처럼 레크리
에이션 전문화와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 전문화
수준이 증가하더라도 삶의 질 수준이 증가하지
않는 정체기가 나타나는 현상은 Lee &
Hwang(2014)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Lee & Hwang(2014)은
여가시간이 증가할수록 행복지수는 일정수준을
유지하다가 3기간을 기점으로 오히려 감소한다
고 보고한바 있다. 일반적으로 레크리에이션 전
문화는 일정시간의 여가활동 시간에 대한 투자
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의 증가가 반드시 삶의 질의 증가를 보장하
지는 않으며 개인의 기질적 요인에 의해 또는
어떤 다른 영향요인에 의해 레크리에이션 전문
화와 삶의 질의 증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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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본
연구를 통해서 검증된 것은 아니며 향후 검증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연구가설 2의 결과는 진지한 여가수준에 따
라서 주관적 삶의 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진지한 여가수준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삶의 질도 증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에 대해 어려움
을 극복하고 노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록, 관련지식이나 기량을 쌓기 위해 노력할수
록, 해당 여가활동에 대한 일체감이 형성되어갈
수록 주관적 삶의 질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진
지한 여가와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
들(Heo et al., 2011; Hwang et al., 2011; Kim,
& Lee, 2013; Yeon & Oh, 2011)과 일치하는
것으로 진지한 여가와 주관적 삶의 질이 정적
상관관계에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뒷받침하
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연구가설 3에서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고/
저)와 진지한 여가(고/저)의 조합에 따른 4개 집
단의 특성에 따라 삶의 질에 차이가 있음을 보
여 주었다. 구체적으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진지한 여가 수준이 모두 낮은 집단보다 모두
높은 집단이 주관적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설3의 결과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레
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은 높지만 진지한 여가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삶의 질 수준이 가장 낮
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진지한 여가, 그리고 삶의 질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Hwang & Kim, 2010; Hwang et al.,
2011; Yeon & Oh, 2011; Yoo, 2013)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
이 높으면 삶의 질도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
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이러한 예측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레크리에
이션 전문화보다 진지한 여가가 삶의 질에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오랜 기간 여가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해당 여가관련 지식이나, 숙련도가 높
은 수준에 도달했더라도 해당 여가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정체
성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와 진지한 여가의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여가 참
여시간의 증대와 함께 수반되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보다는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의 적
극적인 태도와 자세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가시간의 증대는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반드
시 필요한 선행요건이지만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데 있어서 여가시간의 확보 못지않게 여가활
동에 참여하는 태도와 개인의 적극적인 자세가
주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 테니스 동호인을 대상으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진지한 여가 수준에 따
른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을 규명하고, 레크리에
이션 전문화와 진지한 여가의 상호작용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진지한 여가
각 변인 모두 삶의 질과 정적인 관계를 관찰 할
수 있었으나 각 변인의 수준에 따라 집단을 세
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있어서는 전문화 수준이 증가하더라도 삶의 질
수준이 정체되는 구간이 나타났다. 또한 레크리
에이션 전문화 수준(고/저)과 진지한 여가 수준
(고/저)의 조합에 따라 4개 집단으로 분류하여
삶의 질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레크리에
이션 전문화 수준은 높지만 진지한 여가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삶의 질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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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이
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본 연
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첫째, 레크리에이션 전문
화와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정적 상관관
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
에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에 따라 집단을
세분화 하여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의 증가
에 따른 삶의 질의 변화 패턴을 분석한 결과 정
체되는 구간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레크리
에이션 전문화 수준에 따른 집단을 고/저, 또는
상/중/하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삶의 질과의 관
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결과로 향후 이러한 정체 현상에 대한 이론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진지한 여가의
상호간의 개념적 중복성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가 필요하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하위요인의
숙련도와 진지한 여가 하위요인의 여가전문성
간에 개념적으로 의미가 중복되고,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하위요인인 존재하기 때문에
(Hwang & Lee, 2009; Tsaur & Liang, 2008)각
변인으로 삶의 질을 설명하는데 혼동되는 부분
이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삶의 질 향상
을 위해서는 여가활동 참가자의 적극적인 태도
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이 높다하더라도
진지한 여가 수준이 낮을 경우 삶의 질이 가장
낮게 나타난 점은 여가활동 참여 시간뿐만 아니
라 여가활동 참여의 질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제는 여가
활동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뿐만 아
니라 여가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보다 적극
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 있도록 홍보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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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
째, 본 연구의 대상을 대학생으로 국한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연구대상의 범위를 모든 연령
대로 확대하여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진지한
여가, 그리고 주관적 삶의 질과의 관계에 대하
여 다각적인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유형을 테니스 종목에
참여하는 동호인을 대상으로 국한하였기 때문
에 여타 종목이나 유형의 여가활동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마
지막으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진지한 여가
는 여러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지만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하위요인들을 고려하
지 않았다. 그러나 각 변인별 하위요인별로 세
분하여 분석한다면 보다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서는 각 변인의 하위요인별로 세분화하여 분석
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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