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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leisure facilitators and leisure
experience realms. One hundred eighty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data analyses. Results showed that
intrapersonal facilitator had effects on entertainment, education, escapist, esthetic experience factors.
Interpersonal facilitator influenced education and esthetic experience factors. Structural facilitator affected
education and esthetic experience factors. Findings indicated that leisure facilitator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nhancing leisure experience realms, particularly for education and esthetic experience realm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also provided in the discussion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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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참여자들의 여가촉진이 여가체험활동에 미치는 영향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가는 현대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다. 이에 여가촉진(leisure facilitators)이라는 개
념이 주목받고 있다. 여가촉진은 여가활동에 참
여하기 위한 의도나 이를 강화시키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Raymore, 2002). 또한 여가활동을
하고자 할 때 갖게 되는 노력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Raymore에 의하면, 여가촉진은 세 가지
요소(내적, 대인적, 구조적)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내적촉진으로 여가활동 참여를 증진 시
키는 개인의 믿음이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둘
째는 대인적촉진으로 여가활동 증진을 야기하
는 인적 요소이다. 셋째는 구조적촉진으로 여가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물리적, 심리적
요소이다.
여가촉진 관련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
의 여가참여는 개인적, 대인적 여가촉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받는 반면, 구조적촉진에는 뚜렷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Song &
Lee, 2006). 낚시 동호인에 있어 여가촉진이 레
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연관성이 있음이 밝혀졌
으며(Song, 2010), 유사연구로서 초등교사의 여
가촉진이 레크리에이션전문화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밝혀졌다(Lee, 2012). 또한 동계스
포츠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레크리에이션전문화
가 내적, 구조적 여가촉진과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으며(Kang, Lee, & Kim, 2013), 최근에는
여성 달리기 참여자들의 여가촉진과 레크리에
이션전문화의 관계가 보고되었다(Sa, 2014). 이
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여가촉진과 여가참여 또
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
로 보여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Lee, Jeon, Cho, Jung, & Song(2007)에 의하
면, 여가촉진은 참여를 유발하는 요소인 동시
에, 여가활동 체험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

히고 있다. 하지만 여가촉진과 여가활동 체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
가활동 체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여가체험
활동과 여가촉진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체험활동은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난 뒤 갖게
되는 중요한 심리적 요소로서, 여가경험의 만족
감을 대변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Pine &
Gilmore(1998)에 의하면, ‘체험활동(experience
realms)’은 4가지(오락적체험, 교육적체험, 일탈
적체험, 미적체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오락
적체험(entertainment)은 여가활동을 통한 즐거
움, 흥미로움 등의 효과를 의미하고, 교육적체
험(education)은 여가활동에서 갖게 되는 여가
지식, 기술수준향상, 교육체험 등의 활동을 의
미한다. 일탈적체험(escapist)은 현실에서의 벗
어남을 통한 활동을 의미하고, 미적체험
(esthetic)은 여가활동을 체험하는 환경을 통한
즐거움, 일체감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체험활동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ong, Choi, & Lee(2011)의 연구
에서는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체험활동이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밝혔다. Ha(2009)
의 연구에서는 체험이 테마파크 경영에 있어 중
요한 사항임이 밝혀졌다. 또한 Kim & In(2014)
은 도보관광객들에게, 미적체험과 일탈적체험이
중요한 요소임을 밝혔다. Shu, Lim, &
Lee(2013)는 여가만족과 체험요소간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체험요소가 여가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Lim &
Moon(2013)은 체험활동이 심리적인 웰빙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기존
국내 체험관련 연구들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혹은 삶의 만족지수와 관련지어 연구 되었으며,
여가나 스포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관
련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여가촉진과 여가참여
경험의 개념적 연관성에 관한 기존 연구(Lee et
al., 2007)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Raymore(200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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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촉진으로 인해 참여가 강화하거나 장려하는
요인의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직접적 연구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가촉진과 체험활동과의 관계를 요
트참여자를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요트참여자를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요트의 인기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The White Book of Leisure(2013)에 따르
면, 2000년부터 2011년 사이, 요트관련 면허 취
득자의 수는 23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
며, 우리나라 여가산업에 있어 요트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Choi, Park, Chung, Lee, &
Ok, 2013). 둘째, 요트참여는 여가체험의 네 가
지 요소를 접목시키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면 요트 참여에 있어 오락적체험
은 요트참여자들의 움직임이나 세일링하는 장
면을 보며 즐겨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적체험
의 경우 요트참여를 통해 얻게 되는 지식과 요
트의 기술이 향상되는 것과 같은 경험을 의미한
다. 미적체험의 경우 세일링을 하며 주변의 아
름다운 풍경을 즐기는 것을 의미하며, 일탈적체
험의 경우 일상의 현실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장
소에서의 기쁨, 여행을 통해 갖게 되는 벗어남
의 즐거움 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
트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가체험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요트참가들의
여가체험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나아가 요트
참가자들의 여가촉진과 여가체험활동 간의 관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가설은 다
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요트참여자들의 개인적 촉진은
체험활동의 네 가지 요소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요트참여자들의 대인적 촉진은
체험활동의 네 가지 요소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요트 참여자들의 구조적 촉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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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2013년 5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S시와 K
도에 있는 요트장과 요트 행사장에서 요트를 직
접 경험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여가활동
으로서 요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요트참가자들의 숫자는 다른 여가활동에
비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편
의표집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이용
하여 총 24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60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180부의 설문지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110명
(61.1%), 여성 70명(38.9%)이고, 30세 미만이
57.2%, 30대 22.2%, 40대 17.3%, 50대 이상
3.3%으로 나타났다. 요트를 참여한 경력을 살펴
본 결과 6개월 이하로 참여한 참여자가 51명
Table 1. Demography of Sample
values
Gender

Age

Career

Yacht
Type
Level of
Yacht

Partition
Male
Female
30 Years Under
30’s
40’s

n
110
70
103
40
31

%
61.1
38.9
57.2
22.2
17.3

50’s Over

6

3.3

6 Month under
7 Month ~ 12 month
13 Month ~ 24 Month

51
34
29

28.3
18.9
16.1

25 Month Over
Dinghy Yacht
Cruise Yacht

66
76
98

36.7
42.2
54.4

High Level
Middle Level
Low Level

24
70
83

13.3
38.9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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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ctor Analysis of Leisure Facilitators
Intrapersonal
.819
.818
.555
.105
.136
.220
.303
.255
.466
.319
.324
3.604
32.765
32.765

1. Activeness of My Character
2. Self-selecting Leisure Activity
3. Confidence of Leisure Participation
9. Leisure Facility of workplace
8. Leisure Facility of surrounding environment
10. Leisure time of Holiday
11. The Five-day Workweek and Leisure Activity
12. Leisure Support of Family members
5. Participation of Leisure Activity with friend
6. I Have a Guidance of Leisure activity
7. Participation of Leisure Activity with family members
Eigenvalue
Variance
Cumulative Variance
Chornbach'α

.757

Structural
.200
.242
.324
.796
.775
.657
.517
.510
.227
.128
.142
2.103
19.119
51.883

Interpersonal
.390
.461
.423
.044
.113
.189
.255
.224
.870
.686
.496
1.136
10.330
62.213

.797

.714

Escapist
.017
-.040
.044
.020
.112
-.048
-.048
.081
.040
.066
.128
.872
.810
.806
.794
.649
.633
.068
-.023
.043
-.001

Esthetic
-.045
.058
-.025
.123
.076
-.144
.108
-.024
.036
.161
.174
.011
-.172
-.028
-.034
.320
.171
.761
.701
.675
.511

Table 3. Factor Analysis of Experience Realms
16. Enjoyment of watching Others Sailing
17. Interest for watching Others Sailing
15. Usually watch Others Sailing
13. Enjoyment of Watching Sailors
14. Attractiveness of Watching Sailors
Gained knowledge through Sailing
2. Learned a lot from Sailing
4. Education experience from Sailing
6. Improvement of skills for Sailing
3. Sailing stimulates curiosity
5. Sailing was higher quality education
22. Escape from Reality
23. Forgetting the Reality
21. I Feel Different Then Usual while Sailing
24. I felt being in another world
20. I felt being in another Place and time
19. I felt like being different version of me
11. Surroundings draw my attention
10. Attractiveness of surrounding environment
12. Surroundings amused my emotion
7. Harmonization of Nature and Sailing Place
8. Simply Being on the Yacht Felt Good
Surrounded by Sea or River
Eigenvalue
Variance
Cumulative Variance
Chornbach'α

Entertainment
.877
.841
.743
.724
.711
.250
-.002
.019
.028
-.115
-.065
-.095
.059
.099
.077
.041
.024
.129
.021
.149
.056

Education
.089
.056
.068
-.075
-.062
.818
.802
.800
.724
.670
.651
.005
.119
-.001
.007
-.093
.036
-.010
.156
-.049
.240

-.008

.211

.107

.461

9.585
43.567
43.567

2.565
11.658
55.225

1.884
8.562
63.787

1.471
6.684
70.471

.910

.910

.915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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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7개월에서 12개월 이하로 참여한 참여
자 34명(18.9%), 13개월에서 24개월 이하로 참
여한 참여자 29명(16.1%), 25개월 이상 참여한
경우가 66명(36.7%)로 나타났다. 요트를 즐겨
타는 종류를 살펴본 결과 딩기 76명(42.2%), 크
루져 98명(54.4%)로 나타났고, 요트수준을 살펴
본 결과 레벨(상)의 경우 24명(13.3%), 레벨(중)
의 경우 70명(38.9%), 레벨(하)의 경우 83명
(46.1%)로 나타났다.

내용타당도는 박사1명, 관광학과 교수1명, 여
가학 교수 1명의 전문가가 살펴보았고, SPSS 18.0
을 활용하여 최대우도법(maximun likelihood)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하였다
<table 3>. 초기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여가촉진
의 4번 문항과 여가체험의 9번, 18번 문항의 요
인적재치가 기준치에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이 문항들을 제외한 탐색적 요인분
석을 다시 실시하였고, 모든 문항에 있어 적합한
적재치가 나타났다. 신뢰도분석은 Cronbach’α
값을 사용하였고, 여가촉진 문항은, 내적촉진(α
=.757), 대인적 촉진(α=.714), 구조적촉진(α
=.797)으로 나타났다. 체험관련 문항은 오락적체
험(α=.910), 교육적체험(α=.910), 일탈적체험
(α=.915), 미적체험(α=.854)으로 적합한 신뢰
도 계수가 나타나, 본 연구 문항들의 신뢰도는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MOS 18.0을 이
용하여, 여가촉진 10문항, 여가체험 22문항에 대
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여가촉
진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1번 문항
(주 5일 근무와 나의 여가)이 낮은 적재치를 보
였기에 이 문항을 제외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재 실시하였고, 적합한 기준치(CFI, TLI,

2. 연구도구
여가촉진의 경우 Raymore(2002)의 문항을
바탕으로 Lee(2012)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
다.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재적 촉진
4문항, 대인적 촉진 3문항, 구조적 촉진 5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가체험의 경우 Pine ＆
Gilmore(1999)가 제시한 오락적체험(6문항),
교육적체험(6문항), 일탈적체험(6문항)과 미적
체험(6문항)으로 총 24문항을 사용하였다.
3. 타당도 및 신뢰도

Table 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Leisure Facilitators and Experience Realms
Leisure Facilitators(11 Items)
Leisure Facilitators(10 Items)
Experience Realms
Acceptable Value

df
41
32
203

X2/df
2.839
1.787
2.083
1.0~3.0

CFI
.880
.953
.918
≥.90

TLI
.839
.934
.906
≥.90

RMSEA
.101
.066
.078
≤.08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of Leisure Facilitators and Experience Realms
1. Intrapersonal Facilitator
2. Interpersonal Facilitator
3. Structural Facilitator
4. Entertainment Experience
5. Education Experience
6. Escapist Experience
7. Esthetic Experience
**p<.01, *p<.05

38

1
1
.425**
.272**
.271**
.424**
.304**
.362**

2

3

4

5

6

7

1
.181*
.173*
.313**
.215**
.278**

1
.130
.326**
.220**
.291**

1
.411**
.532**
.500**

1
.465**
.599**

1
.5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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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EA)를 보였다. 여가체험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문항이 적합한 적재치와 모
형적합도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Hu & Bentler, 1999).

오락적 체험요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4.995, p<.01). 여가
촉진이 오락적체험에 7.8% 설명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내적촉진(β=.234)이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Ⅲ. 결과

2) 요트 참여자들의 여가촉진이 교육적체험
에 미치는 영향

1. 상관관계분석
여가촉진과 여가체험요소와의 상관관계 분석
을 SPSS 18.0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 간에 있어 r=.80 이상의 값은 나타
나지 않았기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
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2. 회귀분석
1) 요트 참여자들의 여가촉진이 오락적체험
에 미치는 영향

요트 참여자들의 여가촉진 요인이 교육적체험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7>와 같이 나타났다. 여가촉
진이 교육적체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19.154, p<.001). 여
가촉진이 교육적체험에 약 23.3%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내적촉진(β=.308, p<.001), 대인
적촉진(β=.148, p<.05), 구조적 촉진(β=.219,
p<.001)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3) 요트 참여자들의 여가촉진이 일탈적체험
에 미치는 영향

요트 참여자들의 여가촉진이 오락적체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
하였다<Table 6>. 결과에 따르면, 여가촉진이

요트 참여자들의 여가촉진 요인이 일탈적체험

Table 6. Leisure Facilitators Influence on Entertainment Experience
Independent Variable

B
2.248
Intrapersonal Facilitator
.262
Interpersonal Facilitator
.084
Structural Facilitator
.032
Dependent Variable : Entertainment Experience, F=4.995*** ,
***p<.001, **p<.01

SE
.446
.091
.098
.077
R2=.078

β

t
5.036***
2.876**
.859
.413

.234
.069
.031

Table 7. Leisure Facilitators Influence on Education Experience
Independent Variable

B
.906
Intrapersonal Facilitator
.355
Interpersonal Facilitator
.187
Structural Facilitator
.234
Dependent Variable : Education Experience, F=19.154*** , R2=.246
***p<.001, *p<.05

SE
.415
.085
.091
.072

β
.308
.148
.219

t
2.183*
4.180***
2.045*
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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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8>과 같이 나타났다. 여가촉
진이 일탈적체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며(F=7.847, p<.001), 11.8%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적촉진(β=.230)이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4) 요트 참여자들의 여가촉진이 미적체험에
미치는 영향
요트 참여자들의 여가촉진 요인이 미적체험
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Table 9>와 같이 나타났다. 여
가촉진이 미적 체험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4.002,
p<.001), 17.9%를 설명해주고 있다. 내적촉진
(β=.252, p<.001)과 구조적촉진(β=.213, p<.01)
이 미적체험활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IV. 논의
결과에 따르면, 여가촉진이 오락적 체험요소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내적촉진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에 참여 할 때
Neulinger(1981)는 내적인 상태의 중요성을 강
조하였다. 내적요소가 강조되는 사항은 주체자
의 참여성향이나 주체자가 참여하고자 하는 의
지에 따라 그 활동이 여가로서의 역할을 하거
나 일로서의 과정으로 바꾸어 질 수 있다는 것
이다. 즉, 즐거움이라는 요소가 향상되기 위해
서는 내적촉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적촉진
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내적동기요소 같은 내
적인 부분을 강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
한 Hur (2004)의 연구에서도 참여자가 지각하
는 내적인 상태, 안정성이 중요한 요소이며, 이
러한 요소가 즐거움을 상향시켜주는 역할을 한
다고 하였다. 따라서 참여자의 오락적 체험활
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적촉진을 향상시켜주
는 전략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요트참
여자 역시 내적촉진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여가촉진의 세 가지 요소 모두
교육적체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것은 요트참여가 갖는 교육적 활동에

Table 8. Leisure Facilitators Influence on Escapist Experience
Independent Variable

B
1.331
Intrapersonal Facilitator
.293
Interpersonal Facilitator
.135
Structural Facilitator
.157
Dependent Variable: Escapist Experience, F=7.847***, R2=.118
**p<.01

β

SE
.496
.101
.109
.086

.230
.097
.133

t
2.684**
2.890**
1.239
1.825

Table 9. Leisure Facilitators Influence on Esthetic Experience
Independent variable

B
1.433
Intrapersonal Facilitator
.256
Interpersonal Facilitator
.155
Structural Facilitator
.201
Dependent Variable: Esthetic Experience, F=14.002***, R2=.193
***p<.00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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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SE
.380
.078
.084
.066

.252
.139
.213

t
3.773***
3.302***
1.850
3.054**

요트 참여자들의 여가촉진이 여가체험활동에 미치는 영향

있어 여가촉진이 중요함을 나타낸다. 또한 여가
활동 참여에서 참여활동이 참여자의 가치인식
이나 교육적체험에도 중요한 사항임을 의미한
다(Lee 2011). 즉, 요트참여자의 교육적체험을
파악하고 결정하는데 있어 여가촉진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가촉진 수준
이 높은 요트 참가자들에게 있어, 보다 많은 교
육적 여가체험활동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여가촉진의 내적촉진 요소가 일탈적체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
졌다. 일탈적체험은 현실과 동떨어진 장소에서
얻는 경험으로 간주되며 이를 통한 자유감을 나
타낸다. 요트 활동의 대부분은 도시를 벗어나
강이나 바다에서의 체험을 통해 갖게 된다는 점
에서, 도시의 혼란과 복잡함에서의 자유감이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체험
활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내적촉진이 중요
하며, 이러한 내용은 Pine & Gilmore(1999)의
모델에서도 지지 된 바 있다. 즉, 단순히 요트
를 탄다고 해서 일탈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요소가 주요 관점이 될 수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일탈적체험을 높이기 위해서
는 참여자의 자율적인 선택과 참여에 의해 현재
참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
여가촉진의 구조적촉진과 내적촉진이 미적체
험활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Pine &
Gilmore(1999)의 모델에서 미적활동은 단순히
환경적 요인이 강하고 개인적 요인은 낮은 상태
로 해석했지만,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환경적
요인 이외에도 내적요소도 여가의 미적활동 체
험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결과는 미적활동이 심리적으로 웰빙
(wellbeing)한 상태를 만든다는 기존 연구(Lim
& Moon, 2013)결과와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
다. 따라서 체험활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적촉
진과 구조적촉진의 구조적 관계와 이에 대한 이
해가 필요하다. Jang & Lee(2010)의 연구에서

요트참여자의 하위문화에 대한 조사 중 자연과
의 일체감이 중요한 만족감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자연과의 일체감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이를 보다 원활히 이끌
수 있는 내적촉진 요소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요트참여자의 여가촉진이 여가체
험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가설로 설정
하고 접근하였다. 여가촉진이라는 요소는 여가
제약과 상반되는 입장으로 참여자의 여가접근
을 어떻게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참여자
의 의지와 그 입장을 같이 한다. 여가체험은 오
락적, 교육적, 일탈적, 미적체험으로 나누어 연
구 되어 왔고, 이러한 체험활동이 참여의 가치
를 높여준다는 것이다(Park, Jeon, 2014). 본 연
구를 통해 구성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촉진의 내재적촉진은 모든 경험요
소에 긍정적 작용을 한다. 이것은 기존 연구에
서 주장했던 내적동기, 내재적 성향 등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여가체험
활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적촉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인적촉진은 교육적체험에 영향을 미
쳤다. 본 연구의 요트 참가자 대부분은 딩기요
트 참가자와 크루저 요트 참가자로 나누어져 있
었다. 두 가지 요트타입에 있어 3~4명이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여자간의
영향이 중요한 촉진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요트참여시 다른 동승자와의 관계
형성이 교육적체험을 증진하는 요소라는 것을
나타낸다.
셋째, 요트 참여의 구조적촉진은 교육적체험
뿐만 아니라 미적체험에도 영향을 미친다. 구조
적촉진은 참여자의 주변 환경이나 환경으로 받
게 되는 심리적 요소를 의미하며, 참여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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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환경은 교육적인 요소나 요트참가자가 자연
과의 조화를 보다 원활히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에서 밝혀져야
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연
구에서는 요트참여자의 여가촉진과 여가만족도
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요
트참가자의 촉진과 여가만족의 구조를 살펴 본
연구는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여가만족이 요트
참가자들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 중 하나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연구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여가촉진척도를 재검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Kim, Heo, Chun, & Lee
(2011)이 제시한 여가촉진척도는 아직까지 충분
히 검증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도 몇 몇
문항은 적합한 타당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보다 심층적인 척도검증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여가촉진이 체험활동에 중요한 역
할을 수행 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 할 것 이다. 요트의 대중화가 급격히 일어
나는 현실에 있어, 이러한 발견은 요트참가자들
의 속성을 파악하고, 요트참가자들의 경험을 증
진시키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외국의 요트관련 연구들과 비교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보완된 여가촉
진과 여가체험활동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Baek, K. M. (2011). The effect of experience on
the visitors’ pleasure and satisfaction in
tourism events. Academic Society of
Event & Convention, 7(2), 1-18.
Cheng, Y. (2013). An analysis of effect
relationship among experience factors,
exhibition image, satisfactory and
42

recommendation intention.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17(3),
427-446.
Choi, S. H., Park, J. J., Jung, Y. J., Lee, H. J.,
& Ok, S. S. (2013). The period of yacht.
Seoul: Leisure Industry.
Choi, W. S., & Lee, J. K. (2010). A study on space
production of shopping mall by applying
experiences. Korean Institue of Spatial
Design, 5(2), 81-90.
Ha, D. H. (2009). Experience on theme park
-Pine & Gilmore`s experience economy
perspective. Association of Korean
Photo-Geographers, 19(1). 37-47.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al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6,(1), 1-55.
Hur, T. K. (2004). Subjective conceptualization
of leisure experience. Journal of Leisure
Studies, 1(3), 73-87.
Jang, S. H., & Lee, K. M. (2010).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culture of
cruiser yacht club member: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Identity of
Member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9(6), 35-50.
Ji, H. J. (2010). Suggestions for practicing a
leisure education in school curricula.
Journal of Leisure Studies, 7(3), 97-110.
Kang, H. Y., Lee, C. W., & Kim, M. J.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facilitators and recreation specialization
of winter sprots participations.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37(2),
21-30.
Kim, B. G., Heo, J. M., Chun, S. H., & Lee, Y.

요트 참여자들의 여가촉진이 여가체험활동에 미치는 영향

Kh. (2011). Construction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leisure facilitator scale.
Leisure, 35(4), 391-405.
Kim, S. R., & In, O. N. (2014). Effect of walking
tour experience on tourist satisfaction
and revisit intention. Korea Society of
Compter and Infotmation. 19(5),
99-107.
Lee, C. W., Jeon, T. J., Cho, B. H, Jung, Y. H.
& Song, B. J. (2007). The paradox of
recreation. Seoul: Deahanmedia.
Lee, C. W. (2005). If you want to be wellbeing,

Park, S. H. & Jeon, Y. R.(2014). The effect of
experience of marine leisure participants
on enjoyment facotors and behavioral
intention. The Association of Korean
Photo-Geographers, 39(3), 25-43.
Pine, J., & Gilmore, J. (1999). The experience
ecomomy.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Raymore, L. A. (2002) Facilitators to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4(1),
37-51.
Sa, H. J.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you have to management of leisure
activity. Seoul: Deahanmedia.

facilitators and recreation specialization
for the women participants in running
ev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Lee, J. H., Jeong, G. H., & Lim, M. J. (2012).
Segmentation of tourism festival visitors
by experience realms: focus on Pine and
Gilmore's experience realms.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36(2).
81-100.
Lee, K. M. (2012). The exploration of the
feasibility of marine sports education as
physical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1(1), 101-111.
Lee, M. J. (2012).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facilitators and recreation specializa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18(2), 187-197.
Lim, J. S., & Moon, B. Y. (2013). The influence
of outdoor recreational experiences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e Tourism
Science Society of Korea, 38(1), 99-116.
Neulinger, J. (1981). To leisure: An introduction.
Boston: Allyn & Bacon.

Yonsei University, Seoul, South-Korea.
Shin, D. J. (2010). The Effects of Experiential
Factors on Enjoyment,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in an Event: An
Application of Pine & Gilmore’s.
Experience Theory.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management, 34(9),
251-270.
Song, H. J., Choi, Y. J., & Lee, C. K. (2011). A
Study of Festival Visitors's Loyalty based
on Experience Economy.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management, 25(6),
179-199.
Song, Y. M., & Lee, H. (2006).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leisure
faciliatators: focused on the five-day
class week system in school. The Korea
academic of tourism and leisure, 18(2),
7-24.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