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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 연구의 배경 목

오늘날의 노동시장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들의 다양한 라이 스타일 고

령취업과 함께 여성취업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노동의 분화에 따른 직업의 세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력을 요구하게 되었고,여성자신도 경제 이유

혹은비경제 이유로 해서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미래사회는 여성들이사회·정치·경제 문화

의 모든 분야에서 주도 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보여지며 취업여성의 능동 이

고 극 인 여가활동 참여는 미래사회에서 추 이고 선도 인 역할을 하는데 매우 요한

요인이 되리라는 것(박 숙·최장호,2005)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의 「2007여성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6년 여

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0.3%로 약 1천만명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1960년 이후부터

계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아직까지는 30-34세까지 결혼과 육아로 인해 빠른 감

소를 보이다가 상승하는 형태인 형 인 M자형 참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차 결혼을 하더

라도‘가정과 계없이’와 같이 취업을 할 수있다는 태도가 높아졌고 이로써 여성의 취업률은

계속 으로 높아질 것이라 상되고 있다.여성 취업자의 산업분포 추이를 보면 농림어업과

공업의 취업자는 감소하고 3차 산업의 취업자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여성취업의 증가는 여성의교육수 의 향상 의식의 변화,가족유형의 변화,소비

성향의 변화 등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욕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의 여성인력의 수요가 증 함으로 여성의 취업기회가 확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 흐름에 따른 가족유형의 변화로 가족 구성원에서 여성의 사회 지 가 변화하고

있으며,이러한 사실은 Zalaton(1998)의 연구에 의하면 여가활동의 한 분야인 에서

가족단 객인 경우 여성이 지 실제 선택과 정보수집에서 남성보다 더 많은 향을

미친다고 제시한 것(홍성화·송재호·양성국,2008)에서 단할 수 있다.이 듯 가장 사

역이라 할 수 있는 가족의 여가활동에서 여성의 의사가 많은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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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민웅기,2006).이는가부장 직계가족에서부부 심 핵가족으로의 변화,맞벌이부부

가족,주말부부가족,자녀를 갖지 않는 1세 가족 등의 가족변화 상으로 인해 여성의 행동

제약이 어졌고,여성이 경제 능력을갖게 되었기때문으로 보아진다.이 듯 자신뿐 아니

라 가족단 여가활동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은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 역할에 한 지 상승과 경제 능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여성고객을 심

으로 하는 확장된 여가의 산업화·상품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써 여성 심의 여가활

동은 크게 번성하고 있는 추세이다(민웅기,2006).

본 연구에서 연구지역으로 선정한 제주지역의 경우,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13만8천명으

로 체 50.3%보다 높은 63.5%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국에 비해 제주지

역 여성의 경제활동이 많은 것은 부터 여성이 경제 으로나 사회 으로 남성에게 의존 이

지 않고 독립 이었으며자기 자신의경제력을가져왔기때문이라 여겨진다.「2007년 제주

통계연보」의 2007년 여성 취업자의 산업분포 추이를 살펴보면 문·리직 종사자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산업보다 산업이 우선시 되는 제주시의 특성상 서비스업의

종사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한 국 추세와 마찬가지로 제주지역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도

매년 꾸 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듯 차 여성들이 사회 지 와 경제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여성만의 독특한 라이

스타일을 갖게 될 것이고,각각의 라이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여가활동을 보일 것이라 생

각되어 진다.남달리 높아지는 여성들의 상과 함께 직장여성만의 독특한 라이 스타일은

어떠한 형태를 보일 것이며 각 라이 스타일별로 어떠한 여가활동을 즐기는지 알기 한 것

이 본 연구의 목 이며,연구지역을 제주시 심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시직업여성의 독특한 라이 스타일을 유형화하고유형화된 라이 스타일

에 따른 여가활동유형 간의 련성을 규명하고자 하고자 한다.

즉 직장여성 심의 라이 스타일과 여가활동에 한 지 까지의 이론을 종합,체계화함으

로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직장여성의 라이 스타일에 따른 여가활동 분석의 이론 인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를 직장여성의 올바른 가치 과 여가선용의 활

용자료로 이용하고자 하며,직장여성의 라이 스타일에 따른 여가활동을 분석하여 직장여성

을 하여 어떠한 여가시설을 제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합리 인 마 시사 을 제공하

고자 한다.나아가 직장여성 상의 여가인 라의 충실을 한 가이드라인으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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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각 개념들의 이론정립과 함께 직장여성의 라이 스타일의 유형을 알아보고,

라이 스타일이라는 변수를 사용하여 직장여성의 여가활동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연구목

을 달성하고자 문헌연구와 함께 설문조사를 병행하 으며,문헌연구에서는 국내·외 서 ,논

문,기타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라이 스타일과 여가활동에 한 이론 배경을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검증을 하기 한 실증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설문항목에 있어 라이 스

타일 항목추출은 AIO분석방법을 이용한 선행연구를 토 로 추출하 으며,여가활동에 한

항목 역시 선행연구를 토 로 설문지 문항을 구성하 다.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해 비조사를 실시한 후 제주시 직장여성들을 상으로 한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하여 본

조사를 수행하 다.

조사된 자료의 분석방법에는 인구통계학 특성을 알아보기 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 고,라이 스타일과 여가활동의 유형화를 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사용하 다. 한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각 변수 간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 으며,라이 스타일유형이 여가활동유형

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제3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총 5장을 구성되어 있다.제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의 배경 목 ,연구의 방

법,구성에 해 제시하 다.제2장에서는 라이 스타일과 여가활동에 한 이론배경을 정리

하고,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제3장에서는 연구설계 부분으로 연구모형의 도출 가설의

설정,설문지 구성방법과 자료수집 분석방법에 해 서술하 고,제4장에서는 직장여성의

라이 스타일과 여가활동 련성에 한 가설검증을 해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제5장은

결론으로본 연구에 한 총 인정리와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방향을제시하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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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흐름을 도식화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연구흐름도

제2장 이론 배경

제1 라이 스타일

1.라이 스타일의 개념

라이 스타일이란 개념은 Pierre와 Lloyd의 사회계층 연구에서 향을 받아 독일의 사회

학자 MarxWeber와 정신분석학자인 Adler에 의해서 처음 언 되었다(신 호,1995;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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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2005).MarxWeber는 라이 스타일에 해당하는 용어로 인생 (Lebensfuhrung)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생활양식,생활태도와 함께 재화의 소비양식,직업,교육의 패턴에

의해 형성되는 계층으로서 지 그룹을 형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정동군,1999;안 면,

1993;김종순,2005).심리학자인 Adler(1969)는 개인의 심리 인 요인에 을 두어

라이 스타일을설명하 다.즉개인을행 의주체로서외부자극에 한단순한반응자가아

닌 능동 이고 목표지향 인 자기통일성을 가진 존재로 보고,이들의 과거 생활환경에의 처

경험 혹은 생활과제의 독자 해결방법,미래를 향한 목표지향 행동 개인의 통일성과 일

성을 찾아내어 그 체성을 일컬어 라이 스타일이라 하 다(이진희,2005;김진동,

2001).

이처럼 라이 스타일이란 용어는 사회학,심리학 분야에서 개인과 집단,계층의 차이를 표

하는 개념으로 쓰이다가 1963년 미국 마 회(AMA)에서 소비자행동연구 마

분야에 새롭고 유력한 분석도구로 소개되면서 비로써 마 분야에 소개되었다(조 근·김화

동,2001).당시 ‘라이 스타일의 향과 시장행동’이란 주제 하에 심포지엄이 개최되어

Lazer,Levy,Moore등 세 사람에 의해 라이 스타일에 한 각기 다른 개념규정이 발표

되었다(조윤기,2006).

Lazer는 “라이 스타일은 시스템 인 사고이다.총체 이며 넓은 의미에서 라이 스타일

이란사회 체 는 사회일부가 지니고 있는 차별 이고 특징 인 생활양식을 표 한다.이

는 어떠한 문화나 자원.집단의 상징,공식 승인 개인의 승인 등에 따라 유형화된 결과

이다”(Lazer,1963;양제연,2007)라고 하여 보다 폭넓게 라이 스타일을 정의하 다.

이상과같은맥락에서Feldman과Thielbar는사회학 에서네가지특성을타나내는

용어로 라이 스타일을 정의하 는 바,① 라이 스타일은 하나의 집단 상으로 ② 다양한

생활 역에나타나고,③라이 스타일은생활의주요 심사를암시해주며,④사회학 련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 다(H.W.Berkman,C.C.Gilson,1974;안 면,1993).

사회학 에서의라이 스타일 개념들은 특정집단이나 계층이공유하는 생활양식 는

생활태도로 표 되어 집합 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정의로는

Loudon등이 있다(D.L.Loudon.A.J.DellaBitta,1984;안 면,1993).

Levy는 “많은 생활자원의 결합 는 개개의 활동이 암시하는 하부심볼(Sub-Symbol)로

부터 합성된 복합심볼이다”라고 하여 개인의 라이 스타일에 을 두었다(Levy,1963;

조윤기,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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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re는 가족 라이 스타일에 을 두었다.가족구성원이 어떠한 상품을 구입하거나

어떠한 사건에 해 가지는 생각 등은 그들의 라이 스타일에 맞게 결합시켜가는 것이라 설

명하 으며,1970·80년 에 들어와서는 라이 스타일을보다통합된 개념으로 정의하는경

향을 보여주었다(Moore,1963;김민화,2008).

Bernay는 여러 연구를 통해 라이 스타일을 시간과 돈의 사용에서 반 되는 개인들의 독

특한 삶의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배승주,2007),이와 비슷한 정의를 갖고 있는 학자가

Wind& Green(1974)이다.

Tigert와 Plummer는 생활양식 유형과 소비자 행동 계를 강조하 으며,라이 스타일

의 개념을 Engel등은 “사람이 생활 는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유형으로서 소비 행동에

향을 주는 요한 인 특성이며,개인문화,사회집단,가족 등의 향을 받아 습득한 것이지

만 구체 으로 개인의 가치체계나 개성의 생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김종의,2005).이

범주에 속하는 정의로 Engel과 Blackwell,Cohen,Plummer,Reynolds와 Darden,

Wells와 Cosmas등의 정의를 들 수 있다(F.Reynolds& W.Darden,1974;

JosephT.Plummer,1974;DorothyCohen,1981;안 면,1993).

이와 같이 라이 스타일 개념 정의에 해서는 기존 연구간의 뚜렷한 일치 을 보이지 않

고 있으며,같은 연구자라 할지라도 시 흐름과 연구목 에 의해 달라지는 경향을 보 으나

라이 스타일의 개념이 사회과학에서 인간의 행동과 소비자를 분석하는 지표가 될 개연성은

쉽게 부인할 수 없다(심성욱·박종민,2004).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재 국내외 연구에서 라이 스타일은 소비자 행동연구에서 많이 다

지고 있다.각 집단별로 특유한 라이 스타일 특성을 악하고 라이 스타일 특성이 비슷한

집단을 묶어서 유형화하여 라이 스타일 유형에 따른 구매행동 방식이나 소비 사용행동

방식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소비자 행동의 심층 이해와 마 략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

다(채정숙,1999;남승규,2006).

라이 스타일은 일종의 시스템 개념으로 의로는 사회 체 는 특정부분이 지니고 있

는 차별 이고 특징 인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라이 스타일은 특정문화나 특

정집단의 생활양식을 표 하는 독특한 구성요소와 련되어 있다.결국 라이 스타일 개념은

분석의 목 과 심의 상에 따라 개인,가족,혹은 사회 등 어느 부문에 해서도 용이

가능하다(박시범,1993;이진희,2005).

즉라이 스타일은 이를구성하고 표 하는개인의행동양식에따라 주 의미와 가치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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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뿐아니라,라이 스타일을공유하는집단에 해서는객 인의미와가치를지니는복합

표 방식이라 할 수 있다.이런 에서 집단의 행동양식은 그 구성원들이 수용해야 할 규범

성격을지니며동시에이를 표하는상징성을지니고있다.따라서라이 스타일은고정된것이

아니며 구체 행동이 상징 으로 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가치 이라고 할수는 없으며

가치와 태도를 모두 포함하는 복합개념으로 보아야 한다(서성한 외,2005;김민화,2008).

학 자 정 의

Laversfeld(1935) 소비자들의 성향,환경 인 요소,제품속성,변수간의 상호작용을 이해 강조

W.Lazar(1963)
사회 체 는사회속의어떤세분집단에있어서 체 이며, 범 한의미에

서의 특이하고 구별되어질 수 있는 생활양식

Levy(1963)
많은생활자원의결합 는개개의활동이암시하는하부심볼(Sub-Symbol)

로부터 합성된 복합심볼

Moore(1963)
생활양식의패턴으로서가족구성원이상품,사건,자원을생활양식에맞게결합

시켜 가는 행

Veblen(1965) 모든 사회계층을 포 하는 개념

Weber& Adler

(1968)

생활양식,생활태도,인생 등에유사성이있다는의미에서특정라이 스타일

을 공유하고 있는 지 그룹의 개념을 제안

Duncan(1969)

Weber사회학에서“Lebebensfurung”는단순한기호나태도를의미하는데

그치지않고나아가사회생활에하나의통합원리도있다는것을지 하고정확

하게 “라이 스타일”이라고 번역

Bernay(1971)
실제생활에있어서시간과돈을사용함으로써나타나는개인들의특징 인생

활양식

Tigert& Plummer(1972) 생활양식 유형과 소비자 행동 계를 강조

Fittzman(1974)
생활범주의내용이며라이 스타일유형은사용되는상품,그것이상용되는방

법,그 사용에서 얻어지는 만족의 정도와 생활수

Myers& Gutman(1974)
사람들의상호작용을통해채택하는공동목표 살아가는방법그리고이들에

한 결과 행

Wind& Green(1974) 시간과 돈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총체 생활방식

Reynolds& Darden(1974)인간이 그 스스로 개성있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구조체계

Berman& Gilson(1978) 소비에 의해서 결정되는 행동들의 통일된 패턴

Engel(1978)

사람이 생활 는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유형으로서 소비 행동에 향을 주는

요한인 특성이며,개인문화,사회집단,가족등의 향을받아습득한것이

지만 구체 으로 개인의 가치체계나 개성의 생물

Laudon& Bitta(1979) 개인행동을 결정하고 개인행동에 의하여 향을 받는 독특한 생활 패턴

Gross(1980)
생을 하는기본정신과인간내면에서형성되어있는가치가생활로나타난결과

이고이상생활에서그것이 시되는것이며결혼생활의형성과유지로나타나는것

Assael(1983)
타인과구별되는개인의성향에 을맞추어개인의생활,흥미,의견등으로

구체화되는 생활양식

Solomon(1999) 개인의 삶의 방식을 반 하는 소비양식

<표 2-1>국외 학자별 라이 스타일 개념

자료 :선행연구를 토 로 연구자가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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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자 정 의

오상락(1983)
생활의 구조 측면인 생활의식,가치 ,태도 등의 복합체로 체사회나 부분사회

가 갖는 독특한 생활양식

한희 (1983)

생활양식조사는소비자들의활동, 심,의견 선호등으로윤곽을추가해 으로

써 인구통계나 생리 내지 사회경제 특성만을 설명할 수 없는 소비자 행동 유형

을 밝히는 게 주목 이다.

유동근(1986)

사람이어떻게 시간을소비하는가(활동),자신의환경내에서 무엇이 요하다고 생

각하는가( 심),자신과주변세계에 하여어떠한 생각을가지고 있는가(의견)으

로 확인되는 생활양식

김염제(1991)
라이 스타일이란 각 개인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개성과 사회가치기 의 향력 등

을 묶어 도출한 개념으로 정의

채서일(1992)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 으로 갖고 있는 독특한 생활양식

김동기(1993)
라이 스타일은문화,가치 ,자원,심벌,행동양식의총화로서상품의 구매 소

비행 를 통하여 특정사회나 특정집단의 라이 스타일을 반 하게 된다고 정의.

송용섭(1993)

사람들이 그들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그들의 환경 속에서 무엇을 요한 것으

로기 하고있는가,그들은자신과그들을둘러싸고있는환경에 해서어떻게생

각하고 있는가?

안 면(1993) 생활자개인뿐만 아니라사회체계 내에서의타인과 다른사회와 구분되는생활패턴

박성연(1996) 사회 구성원 집단이 공통 으로 갖고 있는 특별한 생활양식

유동근(1997)

소비자가그러한자 과시간을어떻게소비하는가(활동),자신의환경내에서무었

을 심을 갖고 있는가( 심),자신과 주변환경에 하여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

가(의견)의 측면에서 묘사되는 생활양식

채서일(1998)
라이 스타일은사람들이살아가는방식으로생활의유형,양식 는방법으로행동

과 의식을 연합한 생활양식이며 종합 상징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윤훈 (1998)

사람이어떻게 시간을소비하는가,자신의환경속에서 무엇이 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자기의 주변세계에 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규명되는 생활

양식이라 정의

김성 ·이정규(2000) 사회 구성원 집단이 공통 으로 갖고 있는 특별한 생활양식

안 호·하 원·박흥수

(2001)
한 개인의 생활패턴으로서 이는 개인의 행동, 심,의견 등을 표하는 것

조 근·김화동(2001)
하나의 집단이 지닌 독특한 생활양식으로 집합 인 소비자의 구매양식과 소비행태

로 나타나는 것

김진탁·김계섭·공기열

(2002)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소비행 , 심사,자신과 주 에 한 의견

김형 (2004) 사회구성원들의 사회 인 특정생활양식

심성욱·박종민(2004) 개인행동에 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이진희(2005) 사람들이어떻게시간을소비하는가와어떠한것에 심과가치를두고있는가하는것

양제연(2007)

개인 는 집단의 생활방식으로 그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무엇을 요하게 여기

며,자신을 포함한 주변환경에 하여 어떠한 의견을 지니고 있는가에 한 특징

생활양식

<표 2-2>국내 학자별 라이 스타일 개념

자료 :선행연구를 토 로 연구자가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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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라이 스타일의 유형

라이 스타일 연구는 1960년 이후 미국을 심으로 본격 으로 수행되었으며 이후 연

구방법과 내용면에서 많이 발 하 다.미국의 경우 SRI의 VALS-Ⅱ에 의하여 분류된 라이

스타일 유형은 실천유형,만족유형,신 유형,성취유형,노력유형,경험유형,생산유형,

투쟁유형 등 8가지로 나뉘며,일본소비경제연구소(1988)가 통합 인 근방법에 의한 연구

로서 라이스타일을 상승의욕형,개성추구형,무사무욕형,무기력형,생활의욕형, 립형,사

생활 심형의 5가지로 유형화하 다(남승규,2006).

우리나라의 경우 라이 스타일에 한 연구의 축 이 그리 많지 않은 실정으로 최근 들어

체계 분석의 틀을 사용한 연구(이명식,1992;채서일,1992;박성연,1996등)가 다수

이루어져 소비자 행동 분석과 기업들의 마 략 수립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특정 계층

이나 지역 상의 집 이며 체계 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김훈,2005).

라이 스타일에 한 국내 연구는 여운승(1984)의 학생 라이 스타일과 식품소비행태

에 한 연구를 시작으로 채서일(1992)의 체계 분석틀을 사용한 라이 스타일 연구와 박

성연(1996)의 국 인 표본을 사용해 한국인의 라이 스타일을 분석한 연구 등이 이루어

졌다.

강이주·박명희(1990),이승신(1999),황기아·박남숙(2003)등은 도시주부의 라이 스

타일에 해 연구하 고,노인을 상으로 한 연구로는 이의훈·신주 (2004),유창근·이희

찬·한진 (2007)등이 있으며신혜 등(2003)은 노인여성의 라이 스타일을유형별에따

라 의복구매행동을분석하 고(노정구·강명주,2005), 학생을 상으로 한연구로는 채정

숙(1998),안주아·신명희(2005),강 화(2002),박 석(2005),이상일·유 순·하수

(2005)등이 있다.

이 외에도 박성연·최신애(2000)의 연구에서는 경제 변동에 따른 라이 스타일 변화의

추세연구를 수행하 으며,안 면(1993)과 조명환(2005)등 라이 스타일에 한 연구가

꾸 히 이루어지고 있으며지 까지 국내에서 라이 스타일유형과 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들

을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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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자 연구 상 유 형

여운승

(1984)
학생

편의 물질추구형,자기 심형,변화추구형, 실비 형,독립지

향형,집단참여형,보수주의형

김미

(1989)
주부 성취추구형,여가활동형,물질추구형,보수 약형,소극침체형

강이주·박명희

(1990)
도시주부 편의주의형,근면성실형,생존유지형,성취동기형

채서일

(1992)

서울거주

남녀 상

통 알뜰형,합리 생활만족형,진보 유행추구,보주 생활무

심형

조형오

(1996)
국소비자

서구지향 자아추구형, 실부정 자아억제형,미래지향 갈등형,

통 지향 실순응형,감각지향자유분반형

안 면

(1993)
미국 학생 사회 심형,실용 심형,자아실 심형, 통 심형,가정 심형

신 주·박시범

(1993)

서울지역

20세 이상 남녀

자기과시 패션지향형,보수 통주의, 신 모험주의, 락추

구, 술추구,성취주의,불평불만주의,사교 활동

채진미

(1997)
50~60 여성

활동 물질추구형,과시 소비지향형, 극 가정충실형,독립

자기 심형,여가활동형,소극 가정지향형

이경하·양병선

(2000)
해외이용객

자아성취형집단,문화생활추구형,일반 라이 스타일형,정 문

화생활형

신홍철·김은

(2001)

주제공원

방문객
개인형, 통형,사회형,가정형

정 ·원철식

(2002)

동아리회원

스포츠센터이용자

성취추구형,안 추구형,지식추구형,건강추구형,만족추구형,과

시형

강 화

(2002)
학생 여론선도형,정보탐색형,유형 심형,자기과신형

박 석

(2004)
학생 가족 활동형군,활동 성취형군,보수 품 형군

한국 공사

(2005)
1318세 활동지향형, 랜드추구형,매체친화형,학업매몰형

한국 공사

(2005)
1964세

자기만족형,트랜드추구형,생활안 지향형,소박한서민형,성공지

향형,신가정 시형

조명환

(2005)
인 사회 심형,실용 심형,자아실 심형, 통 심형,가정 심형

김훈

(2005)

제천시 거주

남녀 상

통 알뜰형,선도소비계층 추종형,정보 학습추구형,보수

생활무 심형,진보 패션추구형

이진희

(2005)

서귀포항

이용 객
자아성추형,건강추구형,사회활동형,스포츠열 형,패션의식형

양재용·최명호

(2005)
노인

유행,성취,개성,자기확신,의지박약,스포츠인자,상표추구,생활

배려,건강 리

남외자

(2007)

한국,일본

여가소비자

안 추구성향,성취추구성향,지식추구성향,문화추구성향,과시추

구성향

유창근·이희찬·한진

(2007)
노인

안 지향,창작추구, 추구,유행추구,도 지향,건강추구,종교

지향

양제연

(2007)
싱 족

과시 생활추구,능동 인 계, 극 여가추구,미래 비,자

기개발

<표 2-3>라이 스타일의 유형

자료 :선행연구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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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라이 스타일의 분석방법

생활공간에서 소비자들의 치를 악하기 하여 마 터들은 1950년 이 에는 인구통

계학 특성을 주로 이용하다가 1960년 반부터 1970년 반에 들어서면서 객

자료에 의한 분석보다는 소비자들을 심층 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동기조사의 정성 특성과

개성조사의 정량 특성이 결합되어 라이 스타일 조사가 이루어졌다(William,1975;박

석,2005).즉 사회심리학 변수가 포함된 주 자료에 의한 분석이 리 사용되어 왔

다.그리고 이러한 경향을 반 하는 사이코그래픽스 근법 등이 개발되어 왔다(안 면,

1993).이 듯 라이 스타일 실증분석을 해서는 라이 스타일의 상을 분석하기 한

방법론 인 틀을 결정해야 하고,다음으로 라이 스타일을 특징지우는 제 차원들이 무엇인가

알아보아야 한다(채서일,1992).

라이 스타일을 분석하는 방법은 심리통계변수를 사용하는 AIO,가치와 태도에 을 둔

VALS, 세계의소비자를 상으로한GLOBALSCAN등여러가지가있으며(Hawkins,

Best&Coney,1998;남승규,2006), 에따라서크게 거시 분석방법과 미시 분

석방법으로 나 수 있다.

거시 분석방법은 사회 체의 라이 스타일의 추세 내지 경향을 거시 수 에서 악하

려는 방법인데,이는 기업의 환경요인이 되는 사람들의 가치 이나 생활양식 등의 변화를 일

국의 사회 체 는 지역사회 체의 라이 스타일 동향으로서 악하려는 방법으로 가장

표 인 것은 Yankelovich Monitor에 의해 개발된 ‘사회 추세 근법(socialtrend

approach)'(강신화,2003)과 StanfordResearchInstitute(SRI)의 사회추세 측조

사가 있다.

YankelovichMonitor조사는 소비행동이나 생활 활동을 규정하는 라이 스타일 요인을

문항으로 정리하여 항목별로 규정하고 그 상 요도를 고찰하여 사회 트 트를 규정하

는 방법으로 사회 동향에 히 연 된 것을 알아보는데 주목 이 있다(장윤정,2000).

그 반면에 SRI조사는 요구(Need),가치(Value),신념(Belief)에따라 사회가 어떻게 변화

고 있는 알아보고 하는데 목 이 있으며(채서일,1992)고객의 요구,가치,신념의 차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을 몇 개의 집단으로 세분화하며 이른바 NVB(Need․Value․Belief)

근법을 사용하여 체 사회에 있어서 구성과 추이의 방향을 찾고자 하는 방법이다(김 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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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 분석방법은 소비자 라이 스타일을 계량 으로 분석·악하는 방법으로서 이는 특

정상품의 소유,사용여부,기 효용 는 요구의 정도 등을 라이 스타일 변수로 보고,이에

따라 소비자를 특정 라이 스타일 군집으로 세분화하여 그들이 가지는 사회 경향을 악하

거나 측하려는 것이다. 표 인 미시 차원의 분석방법에는 AIO분석방법과 사이코그래

픽스(psychographics)분석방법이 있다(양제연,2007).

구분 객 자료에 의한 분석방법 주 자료에 의한 분석방법

거시

-사회지표 분석

-생활의 질 자료분석

-인구통계 요인의 분석

-사회심리와 소비자수요분석

-사회 경향의 모니터분석

-사회동향 측분석

미시
-인구통계 사회경제 요인

-생활재보유 사용패턴분석

-사이코그래픽스 분석

-AIO분석

-생활시스템기법

-퍼듀 학 소비자조사 기획

<표 2-4>라이 스타일 분석방법의 분류

자료 :박시범(1992),라이 스타일에 따른 활동유형에 한 연구,세종 학교 박사학

논문

그리고 미시 분석은 다시 연구의 성격에 따라 라이스타일이 소비행동 반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한 총체 근방법과 어느 한 제품군이나 서비스 시장에 고유한 라이 스

타일 특징을 악하고자 하는 제한 근방법으로 나 어 볼 수 있다(조형오,1996).

총체 인 근방법은소비자들의 라이 스타일이나가치체계가 소비행동 반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 목 으로 특정제품군이 서비스 시장에 국한되지 않은 보편 인 가치나 생활양

식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라이 스타일을 유형화시키는 방법이다.총체 인 근방법에는

VALS(ValuesandLifestyle),LOV(Listofvalues),AIO,PRIZM 등이 있다(남승

규,2006).그에 반해 제한 근방법은 총체 인 근방법과는 다르게 독특한 시장의 성

격을 반 하는 라이 스타일 특성들을 추출하여 시장을 세분화 시키는 방법이다.

최근의 라이 스타일 분석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AIO(Activities,Interests,

Opinions) 근방법은 Well& Tigert(1971)가 제창한 기의 라이 스타일 분석방법으

로서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을 일상의 행동,주변사물에 한 심,사회 ·개인 문제들에

한 의견의 3가지 차원에서 악된다(채서일,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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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AIO 근법은 소비자들의 활동, 심,의견 등에 한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라이

스타일을 측정·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이것은 특정제품의 사용자와 비사용자의 차이, 는

다량사용자와소량사용자의 차이를활동, 심,의견의 측면에서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그 목

이 있다.

AIO의구체 인내용에 해서Reynolds&Darden(1974)은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① 활동(activities):어떤 매체를 시청 는 구독하고 어떻게 쇼핑을 하고 제품

서비스에 해 이웃과 주로 무슨 얘기를 하는가와 같은 소비자의 찰가능한 일상의 제반 행

동의 측정 상이다.이는 소비자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그들의 시간을 소비하는가를 알아

보기 한 것이다.

② 심(interests):특정 상,사건,그리고상황에 한 소비자의 심정도가 측정 상

이 된다.이는 소비자가 좋아하고 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한 것이다.

③ 의견(opinions):다른 사람의 행동 는 의도에 한 신념,미래에 한 측,여러

가지 실문제에 한 평가 등 소비자의 해석,기 ,평가 등을 측정한다.이는 소비자가 특

정 사물이나 사건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한 것이다.

한편 Plummer에 의하면 A.I.O.의 측정 시에 연령,소득,교육수 ,직업,가족친족,생

활계층,입지 등의인구통계학 변수가포함되어 질수도 있다.그리하여라이 스타일 분석

에 포함되는 형 인 변수들을 <표 2-5>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활동

(activities)

심

(interests)

의견

(opinions)

인구통계

(demographics)

업무

취미

사회 사건

휴가

오락

클럽회원

지역사회

쇼핑

스포츠

가족

가정

직업

지역사회

오락

유행

음식

매체

성취

자기자신

사회이념

정치

사업

경제

교육

제품

미래

문화

나이

교육

소득

직업

가족규모

거주지

지리

도시규모

생활주기단계

<표 2-5>A.I.O. 근법을 이용한 라이 스타일의 측정변수

자료 :Plummer,J.T.(1974),The Conceptand Application ofLife Style

Segmentation,JournalofMarketing,38.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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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AIO는200~300문항의설문이 필요하다는 단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해진소비자

의 생활 체를 하나의분석 상으로 보기보다는그 생활을 의생활,식생활,주생활등과 같이

유형별로 나 어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두되었으며,이러한 견해를 심으로 실증

인 연구가 시도되었다(채서일,1992;이용학·배수 ,1995;안주아·신명희,2005).그

러나 AIO에서 사용되는 라이 스타일 차원들은 소비자 개개인의 심리 경향이나 욕구를 반

하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다.따라서 개인의 심리 경향과 욕구 패턴에 해 조사하기

해서는 AIO보다 더 범 한 개인의 특징 변인들 즉,개성,가치,신념 등 외 행동의 내

배경을 악하기 한 문항들을 개발하여 라이 스타일의 유형을 분류하는데 활용하고 있

다(안주아 외,2005).

사이코그래픽스(psychographics)는 주로 개인의 심리 경향과 욕구 패턴에 한 것으

로 AIO조사보다 더욱 범 한 개개인의 특정 변수들을 조사 상으로 활용하고 있다(채서

일,1992;양제연,2007).심리 역에따른소비자의 차이 을 설명하는 수단으로 사용

되어 왔으며 통 인 인구통계학 인 자료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소비자에 한 정보를

제공해 으로써 재의 제품이나 상표로는 충족되지 않는 소비자 요구를 발견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시장세분화의 도구로 사용되며 마 담당자가 소비자를 보다 잘 이해하는데 유용

하게 쓸 수 있다(Plummer1974;Richard& Sterman1977;김훈 2005).

가치체계를 근거로 라이 스타일을 연구하는 분석방법으로 Rokeach(1973)의

RVS(RokeachValueSystem),Mitchell(1983)의 VALS(ValueandLifeStyle),

kahle(1983)의 LOV(ListofValue)등이 표 이며 이들 분석방법은 개인의 가치 을

측정하여 개인의 소비 구매행동에 미치는 향을 살펴 으로써 시장세분화 변수로 가치

의 유용성을 경험 으로 검증하고 있다(임종원 외,1999).

최근에는 라이 스타일을 측정함에 있어서 개인의 가치를 요시한 VALS(Valueand

LifeStyle)기법이 도입되고 있다(Mitchell,1983;Wilkie,1990;채정숙,1998).

1978년 소개된 VALS는 스탠포드 조사연구소(SRI)에서 미국소비자들의 문화 가치가 어

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정기 으로 추 해보기 하여 개발한 로그램으로서 소비자의 가

치 과 라이 스타일에 따라 세분시장을 나 고 각 세분시장의 변화를 추 ·조사한다.사람

들이 오직 한 부류에 속한다는 가정과 특정제품에 구매동기를 가진 소비자들은 소득과 무

하게 그것을 소비할 것이라는 지 이 있었고 이에 VALS-Ⅱ에서는 소비자를 8개 집단으로

분류하여 각종 태도측정 질문과 정치,재정 상태,매체습 ,개인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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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제품 사용에 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LOV는 feather(1975),Maslow(1954),Rokeach(1973)등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가치체계 평가방법이다.주로 자신이 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실 하기 해 개인이 수용

하게 되는 다양한 역할 등에 해 측정하며,9개의 목 가치만으로 구성된 항목인 자아실

,모험이나 흥분,성취감,자기존 ,소속감,존경,안 ,즐거움과 재미,인간 계를 심

으로 이들의 요성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안주아 외,2005).

거시 라이 스타일 분석은 어떤 사회가 하나의 집단체로서 갖는 특징들을 알아보고자 하

나 미시 분석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부집단들의 특징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

는데 그 목 이 있음에 따라 마 이나 소비자 행동의 측면에선 거시 분석보다 미시 분

석이 우선 으로 요청이 되고 있다(Plummer,1974;채서일,1992).

본 연구에서는 직장여성의 라이 스타일 특성을 악하고자 하며,이를 해 일반 으로

많이 사용되는 미시 분석방법 AIO분석방법을 심으로 한 선행연구의 라이 스타일 항

목을 토 로 설문지 항목을 선정하여 직장여성의 라이 스타일의 특성을 악하고자 한다.

제2 여가활동

1.여가의 개념

여가는 본래 그 의미가 복잡하고 역동 이며 총체 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을 규정하기가 어려우며,학자마다 는 학문분야가 지향하는 목 에 따라 다양하게 정

의되고 있다.

여가의 의미를 어원 으로 살펴보면,본래 ‘ (leisure)’는 라틴어의 리세르(licere)와

그리스어의 ‘스콜라(schole혹은 scola)’라는 말에서 유래하 다(kraus,1971).리세르

(licere)란 말의 뜻은 ‘허락을 받는다’,‘자유롭다’등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스콜라(scole)라

는 ‘학교’혹은 ‘학자’라는 뜻으로 여가,자기개발,자아증진을 꾀한다는 극 인 의미를 포함

하고 있다(양 희,2000).

이러한 에서 볼때,여가는 교육 인 면과 한 계를가짐으로써 여가는 자유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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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의뜻을 지니고있고 단순히한가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아니라 자유로운시간을 인간개

개인이 자기개발을 추구하는데 이용한다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유정무,1982;

구미연,2006).

여가의 개념은 각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견해를 선행연구

련문헌에서는 크게 시간,활동,상태,제도 에서 분류하고 있으며,나아가 포

에서 여가를 정의하고 있다(오상훈 외,2006).

1)시간 인 개념

여가는일이나 그밖의의무 인활동에서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으로서(배승주,2007)하

루 24시간 가운데 노동시간과 수면,식사,기타 생리 으로 필요한 필수시간을 제외한 나머

지 ‘자유시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이 견해는 비교 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가를 규정하는 가장 보편 인 방법이다(이원규,1996;방석진,2000).

여가를 시간 인 개념으로 보는 학자들이 가장 많고, 표 인 학자로는 Brightbill,

Parker,Murphy등이 있다.

Brightbill은 여가를 각 개인의 단과 선택에 의해 형성되는 자유시간으로 정의하 고,

Parker는 일과 생존을 한 기 욕구가 충족되고 남은 잔여시간이라고 정의하 으며,

Murphy는 자기 결정 상황 하에서 자유 재량껏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여가로 보고 있다

(김 득,1993;한형원,2003).

Kelly& Kraus는 여가시간을두 가지 에서보았는데,첫 번째는다른의무로부터벗

어난 남은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여가시간은 비계획 이고 선택 이지 않은 시

간에도 발생하며,시간의 유형은 여가를 한 기회가 비조직 이며,종종 우연히 발생된다는

특징이 있다.두 번째는 생활유지를 한 활동과 일로부터 자유인 자유재량의 시간으로서 여

가를말한다(Kelly,1990).자유재량의 시간은여가경험을 하기 해서 자유감,자율성,선

택의 자유를 포함하는 시간으로 생활유지를 한 활동의 시간과는 다름을 의미한다(구미연,

2006;배승주,2007).

이상의 여가의 시간 정의를 살펴보면,사회학 사 과 Parker의 정의는 시간 인 속성을

시하는 반면에,Brightbill,Murphy의 개념은 시간 인 속성 외에도 자유와 재량의 의

미 인 성격도 주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오상훈 외,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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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활동 인 개념

여가를 ‘자유 시간 에 행하는 활동 그 자체’로 보는 견해로서 직장에서의 업무,가정에서

의 일,공동사회의임무에서 벗어나휴식을 취하고 교양을 증진시키는활동 각종 크리에

이션 활동을 모두 여가활동으로 보는 것으로 락 인 측면을 강조한다(배승주,2007).

Berger는 여가를 자유시간에 행하는 활동이라고 보고,그 내용이 참가자에게 요한 의미

를 부여한다고 주장하 다(Berger,1962;한형원,2005).

Dumazedier는‘여가는일,가정,사회의의무로부터분리된활동으로서볼수있고참가자

의 의식에 따라 휴식,기분 환,지식의 확 ,자발 인 사회활동의 참가, 한 개인의 창의력

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정의하 다.그는 여가에 해 휴식,오락,개인의 발

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Berger,1962;한형원,2005;구미연,2006).

Kelly는 여가를 개인이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고,그 활동은

일과 완 히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가를 활동의 에서 정의하 다.그러

나 1982년에는 여가를 활동에임하는 경험의질이지 활동자체가 아니라는 모순을 지 하

다(김경진 외,1995).

Wylson은 Dumazedier의 정의를 토 로 여가를 활동과 기회라는 두 가지 요소의 결합으

로 인식하면서,“노동,가족,사회 기타 의무가 실 되고 난후에 자신의 의사 로 할 수 있

는 활동일 뿐만 아니라 휴식,회복,오락,자기실 ,정신 재생,지식의 향상,기술의 개발,

사회활동의 참여를 제공해 주는 기회”라고 정의하 다(양 희,2000;배승주,2007).

이와같이여가는개인이생활의만족을 한질(quality)을추구하고자자유로이선택하는

활동으로서 수면,식사,노동과 같이 고도로 상례화된 활동(routinizedactivity)이 아닌 것

을 말한다.그러나 여가에 한 활동 정의는 찰상의 용이성이 장 인 반면에,계량화를 시

도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오상훈 외,2006).

3)상태 인 개념

여가에 한 정의를 시간 ·활동 에서 찾는 것이 아닌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의 심리 상태에서 찾는 것으로 즉 여가는개인 자신의 망,감정,가치,과거 경험,주

인 태도라는 것이다(오상훈 외,2006).

그리스시 의여가는 즐거움이나 행복을 느끼게하는마음의상태로 규정하고있는데,이러

한 상태를 명상의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아리스토텔 스(Aristoteles)는 여가를 ‘존재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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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보고,삶의 목 으로서 여가 그 자체를 하여 삶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따라서 사

색,지식과 계몽을 한 토론과 정치가 여가의 표 인 라고 주장하 다(김 득,2003).

Pieper는 명상 생활을 추구하려는 기독교 념은 여가에 한 아리스토텔 스의 이상

과 일치하고 있으며 여가를 정신 ․ 인 태도이며,외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가 아

니라 마음의 자세이며 상황인 것이라고 정의하 으며,Dahl은 오늘날 인간이 필요로

하는 여가는 단순한 자유시간이 아니라 자유정신 내지 자유의지이며,우리의 바쁜 일상생활

사로부터 심리 으로 해방시켜 수 있는 신의 은총에 한 감사의 마음과 평화의 상태라고

기독교 에서 정의하 다(배승주,2007).

Neulinger는 여가를 인간이 활동을 하든가 안하든가 간에 일상생활의 필요성에 의하여 요

구되는것이아니며경험과마음의상태임을강조하 고,Grazia는‘여가는자유시간과차원이

다른것이다. 구나자유시간을 릴수는있다.그러나모든사람이여가를 리는것은아니

다.자유시간은 민주주의 사상을 실 하는 것이나,여가시간으로서는 이를 완 히 실 하지는

못한다.자유시간은시간에 한특별한산출방법이며,여가시간이란다소의욕망과소수의성

취를 지닌 인간의 존재와 상태를 일컫는다’고 강조하 다(박원임,1987).

여가를 생태 으로 보는 견해는 시간이나 활동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측정하기 어렵고,객

화하기힘들다는데 문제가 있다.같은여가 활동을즐기는 사람들은각자의 마음상태에 따

라 여가 경험의 질 만족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구미연,2006).

4)제도 인 개념

제도 정의는여가의본질을노동,결혼,교육,정치,경제등사회제도의상태나가치패턴과

의 련성을 검토하여 그 의미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표 인 학자로는 Kaplan,

Veblen등이 있다.

Kaplan은 ‘여가란 경제 으로 자유시간의 역에 속하며,참여자에 의해 여가로 간주되며,

심리 으로유쾌하게참여하고회상하며,잠재 으로모든 역의의무와노력을포 하여독특

한규범과제약을수반하며, 락,개인발 ,타인에 한기여를 하게되는자율 활동경험’으

로 정의하 다(오상훈 외,2006).

Veblen은 여가를 사회계 의 상징으로 보면서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여가를 향유하는

것은 부의 증거이며,높은 사회계 의미한다고 하 다.재산이 축 됨과 동시에 여가계층은

심오하게 사회기능과 구조에 분화 발달되면서 계층 내에 구분이 일어나게 된다고 밝혔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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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품,서비스 는 인간생활에서 에 뚜렷하게 보이는 지출 경비는 소비자의 훌륭한 신분

을 효과 으로 유지하기 한 것이며,이러한 사실은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하 다(구미

연,2006).

여가는노동과 립개념이 되지만,이두 가지 요소는 제도 인 차원에서 상호 한 계

를 보이면서 보완 기능을 하여야 한다는 에서 여가에 한 논의에 제도 인 부분이 포함

되는 것이다.

계 의 상징으로서 여가의 다른 근은 애착을 가지고 행하는 여가의 가치이다.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일과 여가에서 보다 많은 자유,자율,유연성을 추구하며 동시에 삶의 모든 면

에서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경험을 원한다.일반 으로 정보화시 에 많은 문 직업인들은

보다 융통성 있는 일의 시간,집 할 수 있는 여가경험,창조 인 능력조 을 한 기회를 가

지고있다.사회경제 신분은 이와같이 보다 큰 자원들이 큰일의 융통성을 래하는 상에

향을 미친다.따라서 지 가 높은 신분은 자신의 시간에 자유재량으로 일하고 노는 개인으

로 속해있기 때문에 사회계층과 련된다.이처럼 일과 여가를 융합시키는 사람들은 창조

인 잠재력과 이익을 얻기 한방식으로 생활하고 있다.우리사회는 높은 신분에 속하기 하

여 열심히 일하고열심히 놀이하는것으로부터 통합 ,창조 ,유연성 그리고자유재량의 일

놀이 라이 스타일로 변화되고 있다(구미연,2006;배승주,2007).

5)포 인 개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여가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가지기 때문에 한가지 견

해로서 여가를 설명하기엔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이는여가의 요소들이노동이나 놀이,교

육,기타 사회 역에 이르기까지 인간행동의 모든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르러 다양한 형태의 활동에서도 여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Murphy는 여가의 포 개념은 인간의 모든 행동 -일,놀이,교육,그리고 다른 사회

상들-에서 여가의 요소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Gist& Feva는 여가를 개인의 노동과 그 밖의 의무 인 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긴

장을 풀며 기분 환을 하고 사회 성취를 이루며, 한 개인 발 을 하여 사용할 수 있

는 시간으로 정의하여,여가를 활동 시간 차원에서 설명하 다.

Weiss는 여가에 하여 시간과 상태의 속성을 결합시켜 “여가를 노동이나 의무 인 일로

부터 해방되어 긴장을 풀며,기분 환을 하고,사회 성취를 이루며,자신의 발 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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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정의하 다(정찬종,2002).

즉 여가는 “개인이 가정,노동 기타 사회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하에서 휴식,기

분 환,자기계발,사회 참여를 이루기 하여 활동하게 되는 시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

석,2004).

이외에도 여가에 한 논의는 지 까지 수많은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어 왔으며,여가에

한 정의 역시 수없이 제시되어 왔다.이러한 여가에 한 정의를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 <표

2-6>과 같다.

학 자 정 의 비 고

Parker(1971) 일과 생존을 한 기 욕구가 충족되고 남은 잔여 시간

시간

개념

Brightbill(1963) 개개인의 단과 선택에 의해 갖게 되는 자유재량 시간

Murphy(1971) 개인이 자기결정 상황하에서 재량껏 이용할 수 있는 시간

Sylverster(1987) 자유시간이 아니라 자유를 한 시간

Gold(1973) 하루24시간의생활시간에서구속시간과생활필요시간을제외한나머지자유시간

사회학사 1일24시간 에서노동,수면,기타필수 인것에바쳐진시간을제외한잉여시간

Berger(1962) 여가를 자유시간에 행하는 활동

활동

개념

Kelly(1975)
여가는개인이아무제약없이자유롭게어떤활동에참여하는것이고,그활동은

일과 완 히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가를 활동의 에서 정의

Dumazedier

(1967)

개인이 노동,가족,그리고 사회의 외부로부터 벗어나 휴식,기본 환,혹은 지

식의확 ,자발 사회참여,그리고자유로운창의력의발휘를 하여이용되는

임의 활동의 총체

Whylson

(1980)

노동,가정,사회 기타의무가실 되고난후의자신의의사 로할수있는

활동일뿐만 아니라휴식,회복,오락,자기실 ,정신 재생,지식의향상,기

술의 개발,사회활동의 참여를 제공해 주는 기회

Aristoteles 여가는 존재의상태로 보고,삶의 목 으로서여가 그 자체를 하여야 한다.

상태

개념

Pieper(1952)
정신 · 인태도이며,단지외 요인에따른불가피한결과가아니라마음의

자세이며, 상황인 것

Dahl(1971)
단순한 자유시간이 아니라 자유정신 내지 자유의지이며,우리의 바쁜 일상사로

부터심리 으로해방시켜 수있는신의은총에 한감사의마음과평화상태

Neulinger

(1981)

인간이활동을하든가,안하든간에일상생활의필요성에의하여요구되는것이

아니며 경험 마음의 존재상태

Grazia(1962) 여가시간이란 다소의 욕망과 소수의 성취를 지닌 인간의 존재와 상태

Veblen(1953) 상류사회계 의 상징

제도

개념Kaplan

(1960)

경제 으로 자유시간의 역에 속하며 참여자에 의하여 회상되고,잠재 으로

모든 역의 의무와 노력을 포함하여 자기계발을 하게 되고, 한 타인에 한

기여를 하게 되는 자율 인 활동 경험

Gist& Feva

(1964)

여가를노동이나의무 인일로부터해방되어긴장을풀며,기분 환을하고,사

회 성취를 이루며,자신의 발 을 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간
포

개념Weiss

(1974)

인간이일과후의여력의시간을가장 히사용함으로써,일을보다열심히한

다든가 는 효율 으로 한다기보다는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나아가 목표를 세움으로써 선의의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표 2-6>학자별 여가 개념

자료 :선행연구를 토 로 연구자가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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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여가활동의 유형

여가활동이란 인간의 자발성에 기 하고 인간의 욕구와 한 련이 있는 동인에 의해

추진되는 활동이다.따라서 하나의 과정으로 일정한 단계에 따라 연속 인 행동이 발생되는

동태 인 것으로서 여가주체인 이용자가 시간과 비용 등의 동인이 충족되는 조건하에서 여가

욕구를 실 하기 하여 자발 으로 참여함으로써 만족을 얻고자하는 능동 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성미경,1993).

즉 여가활동은 여가주체의 주 행동을 의미하며 여가의 객체 여가매체와의 한

상호작용 결과로 나타난다(Chub,1981;남외자,2007).여가활동이 지니는 일반 인 의

미로 다음의 일곱 가지 특성을 들고 있다(Chun,1981;고보숙,2005;한형원,2005;

윤 화,2003).

첫째,여가활동은여가이용자의자유로운선택의결과로행해지며인간의자발성에기 한다.

둘째,여가활동은 동기(motivator)에 의하여 추진되는 행동이며, 이나 시간 조

건이 구비되었거나 여가자원의 유인에 따른 결과로 이루어진다.

셋째,여가활동은 인간의 욕구와 한 련이 있다.그 로는 휴식,기분 환,자기계

발,사회 성취 등을 들 수 있다.

넷째,여가활동은 그 행 의 결과에 의하여 만족수 이 달라지는데 그 만족 수 은 여가자

원의 질 여가산업의 서비스정도에 의하여 좌우된다.

다섯째,여가활동은 이동을 제한 활동으로서 이용자가 직 여가자원이나 시설로 근해

야 하며,이러한 특징은 여행 활동시에 잘 나타난다.

여섯째,여가활동은 여가시간을 즐기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일정한 단계에 따라 연속 인

활동이 발생하게 된다.

일곱째,여가활동은동태 (dynamic)인 특징을 지녀서그 활동에 향을주는 외 환경

요소와 개인 인 요인의 끊임없는 변화에 따라 여가활동도 수시로 변화하게 된다.

여가 상을 하나의 시스템 작용으로 본다면,여가활동은 여가주체와 그 외 행동을 주는

모든 변수간의 체계 인 상요작용의 결과로 악할 수 있다(한형원,2005).즉 여가활동의

선택은 동기,태도,성격 가치 등의 다양한 개인 특성이 향을 미치게 되므로 연구자

가 어떤 기 을 택하느냐에 따라서다양한 여가활동유형이 나타나게된다.이에 따라 여가활

동의 분류에 한 기존의 연구는 개념,참여빈도,욕구 충족 특성 등의 복합 인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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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되고 있으며,그 분류 기 과 분류방법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남외

자,2007).이는 여가활동이 서로 비슷한 내면 특성을 가지며,각 활동 간의 뚜렷한 구분

을 지우는 기 이 애매하기 때문이다.여가활동 유형에 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so-Ahola는 스포츠,사회 활동,공작활동 등으로 여가를 분류하 으며,행 자의 여가형

태를기 으로 ‘하는 여가’인 능동 인 여가와 ‘보는 여가’인 수동 인 여가로 분류하기도 하

다(배승주,2007;조명환,2005).

Kaplan은 여가의 가치지향에 따라 여가의 유형을 5가지로 구분하 는데,사교활동과 조

직활동은 가치를 요시하는 여가활동이며,게임과 술은 규율과 통을 시하는 여가활동

이고,이동활동과 비이동활동은 행동의 지향성을 강조하는 여가활동이라 하 다(구미연,

2006).

한편 Mckechnie는 여가활동을 조작 ,공작 ,지 ,생활 ,스포츠,매혹 스포츠 등

으로 분류하 고,Orthner는 여가활동 유형을 개인,병행,결합활동 등으로 분류하 다.개

인 활동은 혼자서하는 활동으로 다른 사람과의 계에 직 인 향을 받지않는 것으로명

상 등이 있다.병행활동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을 한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주로 무생

물을 이용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TV시청,수집,음악 감상,요리 등이 있다.결합 활동은 다

른 사람과의 신체 활동을 통한 활발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서 축구,골 ,캠핑,카

등 부분의 스포츠 활동이 포함되며 이와 같은 분류로 Omei& Wearing등이 있다(양

희,2000).

Szali는 여가의 유형을 여가(semi-leisure),수동 여가(passiveleisure),완 여

가(totalleisure)로 나 고 여가는 신체회복활동,학습,종교활동,조직활동 등을 포함하

며,수동 여가는 음악감상,TV시청,독서,신문구독, 화감상 등이 속하고,완 여가는

람,오락,사교활동과 스포츠,능동 여가 휴양이 있다고 하 다(방석진,2000).

Campbell은 여가활동을 활동유형에 따라 스포츠,문화 -소극 ,생산 -지 활동으로

분류하 다.스포츠 활동은 활발한 신체활동이 요구되며 신체 이 있는 활동으로 야구,

축구,농구,테니스 등이 있다.문화 -소극 활동은 주로 앉아서 하는 정서 활동을 말하

는 것으로 음악 감상,경기 람,독서, 화 람 등이 있다.생산 -지 활동은 기존의 지식

을 이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뜨개질,그림,장기,요리 등이 포함된다(곽계화,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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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는 여가활동을 활동경험에 기 하여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육체 여가는 활동의

주된경험이 신체 노력이며,사회 여가는 활동의주된 경험이사회 상호작용이다.인지

여가는 활동의 주된 경험이 문화,교육,창조 심미 인 활동이며,환경 련 여가는

활동의 주된 경험이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것이다(윤 화,2003).

Compton,Edington& Hanson은 신체 ,정신 ,사회 범주 안에서 는 스포츠,

문화 ,사회 행동으로서 참여의 질과 양에 의하여 여가활동을 분류했는데,이러한 여가활

동의분류는 참가자의성,연령,장소,시설 환경등에 기 를두고 있다.이들은 여가활동

을 술활동,지 활동,스포츠활동,취미활동,사교활동, 크리에이션활동,사회단체활동

등으로 분류하 다.

Mckechnic은 여가활동을 조작 활동,공작 활동,제작활동,일상 활동,스포츠활동

등으로 분류하 고(윤 화,2003),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분류한 학자로서 Mullin &

Suttonn는 조작 ,공작 ,지 ,생활 ,스포츠,매혹 스포츠 등으로 분류하 다(양

희,2000).

이외에도Epperson은여가활동을참여유형에따라 람활동,야외활동,참여활동,장비이

용,스포츠활동,휴양활동 등 5가지로 Lutzin은 여가활동을 동기 표 형태에 따라 신체

활동,사교 활동,문화 활동,자연 활동,정신 활동으로 분류하 다(방석진,2000).

국내의 분류를 보면,1985년 한국 공사에서 국민의 여가생활의 실태분석시 설정한 여

가활동유형은 크게 행락 활동,모임 사교활동,감상 람활동,스포츠활동,취

미·교양·창작활동,놀이 오락활동의 6가지 유형이었다.

김진섭(1997)은 신체 여가,미 여가,실용 여가,지 여가,사교 여가로 구분하 으

며,김 득(1993)은 스포츠 건강활동,취미 교양활동,오락 사교활동,감상

람활동,행락과 활동 등 5가지로 분류하 다.

신 주·박시범(1993)은 야외활동형,문화 활동형,스포츠활동형,사회 활동형,취미활

동형, 매체형,창조 는 술추구형,오락형과 같이 8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라이 스

타일에따른 활동유형에 한 실증 연구모형을 제시하 고,양 희(2000)는1995년

서울 학교 체육연구소에서 분류한 여가활동 유형을 참고로 사교활동,취미 교양활동,스

포츠활동,행락 활동, 람 감상활동,놀이 오락활동 등 6개 역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실시하 다.

윤 화(2003)는 활동,스포츠활동,취미·교양활동,오락·기타활동의 4가지 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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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 는데 이는 교통개발연구원(1998)의 여가활동 유형을 참고로 하 다.

구미연(2005)은 여가활동의 유형을 스포츠 활동,취미교양활동,사교활동, 람 감상활

동, 행락활동,놀이·오락 활동의 6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으며 고보숙(2005)은 신체

여가활동,사교 여가활동,지 여가활동,정보·오락 여가활동의4가지유형으로 분류

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이와 같이 여가활동의 유형은 분류나 형태,내용에 있어 매우 상이함을 보이고 있는데,이

는 여가활동이 개인의 내 인 만족을 해 자유롭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가활동유형을

명확하게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사실을 말해 다(김홍일,2001).이러한 여가활

동유형에 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2-7>과 같다.

학 자 유 형

Kaplan(1960) 사교·교제활동,게임·술활동,정 활동

Szali(1972)

여가(신체회복활동,학습,종교활동,조직활동),수동 여가(음악감상,TV

시청,독서,신문구독, 화감상등),완 여가( 람,오락,사교활동과스포츠,

능동 여가 휴양 등)

Lutzin(1973) 신체 활동,사교 활동,문화 활동,자연 활동,정신 활동

Mckechnie(1974) 조작 ,공작 ,지 ,생활 ,스포츠,매혹 스포츠

Gordon,Gaitz& Scott

(1976)

감각 쾌락추구활동,발 활동,기분 환 활동,창의 활동,긴장해소

활동

Crandall(1979) 스포츠활동,문화 -소극 활동,생산 -지 활동

Beard& Ragheb

(1980)
매체형,사회 활동,야외활동,스포츠활동,문화활동 취미활동

Iso-Ahola(1980) 스포츠,사회활동,공작활동

Gold(1980) 신체 여가,사회 여가,인지 활동,환경 련 여가

Clough,Shepherd

& Maughan(1989)

복지 여가,사회 여가,도 여가,지 추구여가,탐닉여가,건강추구여

가

일본여가개발센터

(1989)
스포츠부문,취미·창작부문,오락부문, ·행락부문

Scott& Willits(1989) 사회 활동형,지 활동형,창조 ·술 활동형,스포츠 활동형

Orthner(1990) 개인활동,병행활동, 동활동

<표 2-7>학자별 여가활동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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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학자별 여가활동 유형 (계속)

학 자 유 형

Kelly(1990)
스포츠 활동,야외 크리에이션 활동, 술활동, 문화활동,여행

과 활동

Compton,Edington

& Hanson(1997)

술활동,지 활동,스포츠활동,야외활동,취미활동,사교 크리에이션활

동,사회단체활동

신문 (1984)
술활동,스포츠활동,시청각 활동, 오락활동,사교 활동,가정

지향형 활동,비사교 활동,무취미 활동

한국 공사 (1985)
사교활동,취미 교양활동,스포츠활동, 행락활동, 람 감상활

동,놀이 오락활동

백주 (1990) 자기계발 활동,가정지향 활동,휴양 활동,오락·신체 활동

홍성희 (1991) 자기계발 활동,가정지향 활동,시간소일 활동,사교 활동,자녀 심 활동

김외숙 (1991) 자기계발 활동,종교·사회참여활동,사교활동,소일활동,가정지향 활동

이 훈 (1991) 매체활동,사회 활동,야외활동,스포츠활동,문화활동,취미활동

한국문화 술진흥원

(1991)

산책 행락,여행 ,교제 만남, 람·구경·감상,독서 공부,

취미 교양활동,운동,놀이 오락,쇼핑,기타휴식

이종길·이한규

·이변기·원형 (1992)

능동 여가(스포츠,문화, 술활동 등),수동 여가(독서,음악감상,낮잠,

화감상 등)

신 주·박시범 (1993)
야외활동형,문화 활동형,스포츠 활동형,사회 활동형,취미활동형,

매체형,창조 술추구형,오락추구형

임번장·장 린 (1995) 활동,스포츠활동,취미·교양활동,놀이·오락활동

문화체육부 (1995)
스포츠부문,취미교양부문, 람감상부문,사교부문, 행락부문,놀이오

락부문,기타휴식부문

서울 학교 체육연구소

(1995)

사교활동,취미 교양활동,스포츠활동,행락 활동, 람 감상활

동,놀이 오락활동

동아 연구소

(1996)

교양·문화활동,모험활동,감상·람활동, ·행락활동,스포츠활동,오락·

사교활동

김 득 (1997)
스포츠·건강활동,취미·교양활동,오락·사교활동,감상 람활동,행락·

활동

이상구·강효민 (1997)
스포츠 분야,취미·교양분야, 람·감상분야,사교분야,행락· 분야,오

락·놀이분야,기타·휴식분야

강지 (2002)
교양추구형,행락형,근린형, 람형,학습형,게임형,회원제스포츠형,취미

형,사교형,해양스포츠형

정재열 (2003)
스포츠부문,취미교양부문, 람감상부문,사교부문, 행락부문,놀이오

락부문

조명환 (2005) 스포츠활동형,교양문화활동형,오락사교활동형, 활동형,사회활동형

한형원 (2005)
락여가,교양문화여가,쇼핑오락여가,휴식여가,산책여가,건강·스포

츠여가,온라인여가

임화순·고미 (2007) 교양·문화활동,오락활동,사교활동,일상소비활동,신체활동

자료 :선행연구를 토 로 연구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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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선행연구 검토

1.라이 스타일에 한 선행연구

특정 계층이나 지역 상의 라이 스타일에 해 집 이며 체계 인 연구가 요즘 많이

이 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이며,특히 여성의 사회 ·경제 지 향상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심으로 한 라이 스타일에 한 선행연구는 많이 이 지지 않은 실

정이다.본 연구의 연구 상인 여성 심의 라이 스타일에 해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자세

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찬욱·박미혜·송미 (1992)의 우리나라 기혼여성 미혼여성의 라이 스타일에 해

비교 연구하 다.라이 스타일 항목을 성격,가정 과 결혼 ,노인문제·자녀 ·주부의 역

할,인간 계, 세주의·물질주의,직업 ,정보·자기개발,식생활,의생활,구매활동,외모,

고태도,여가로 구분하여 총120문항에 해 각 변수별로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분석결

과 여러 측면에서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이 서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아냈다.

이부련(1998)은 라이스타일을 소비지향형,경제지향형,성취지향형,가족지향형,보수지

향형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라이 스타일 유형과 의복구매행동에 해 연구하 다.라

이 스타일과 의복구매행동에 한 반 인 상호 계를 보면,경제성,개성에 가장 심이

높았고,다음으로 실용성과 과시성이 으며 편의성은 부분 으로 심을 가졌으나 의성은

라이 스타일 5유형 모두가 ‘고’,‘’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순·원형 ·하지연(2005)의 직장여성의 라이 스타일과 여가소비성향 유형의 련성

을 조사한 연구에서 라이 스타일은 총 7개 요인으로 묶이고 있으며 이들을 군집분석한 결과

개인 심형,책임 시형,성공·문화추구형,창작 지향형,가족 시형의 5가지 라이 스타일

유형으로 나 었다.분석 결과 성공·문화추구형과 개인 심형의 라이 스타일을 가진 직장여

성이 극 인 여가소비성향을 보인다고 하 고,책임 시형은 과시 인 여가소비성향을,창

작지향형은 유행지향형 여가소비성향에인 하다고 나타내고있으며,마지막으로 가족 시형

은 실용형 여가소비성향을 추구한다고 하 다.

배승주(2007)는 구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25~49세 여성을 상으로 라이스타일 유형

을 합리 가족 심형,건강추구형, 극 생활만족형,개성 유행추구형,알뜰추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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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박미혜

·송미

(1992)

여성

<우리나라 기혼여성 미혼여성의 라이 스타일에 해 비교 연구>

-라이 스타일 120항목을 성격,가정 과 결혼 ,노인문제·자녀 ·주부의 역할,인

간 계, 세주의·물질주의,직업 ,정보·자기개발,식생활,의생활,구매활동,외모,

고태도,여가로 구분하여 각 변수별로 요인분석 실시.

-각 변수별로 미혼과 기혼이 서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힘.

이유정

(1995)

취업

여성

<라이 스타일과 백화 을 심으로 한 소비자행동에 한 연구>

-라이 스타일유형 :AIO분석방법에 의한21문항을요인분석실시,그 결과7개 요

인을 추출하 으나,연구목 을 수행하기 과다하다는 단하에 회 아이겐값을 토

로 요인분석 후 유행추종집단,구매충실집단,편의추구집단의 3개 요인을 추출.

-상 분석과회귀분석을통해라이 스타일이백화 선택에큰 향을미친다고나타냄.

이부련

(1998)

구거주

30~40

여성

<라이 스타일과 의복구매행동과의 계 연구>

-라이 스타일 유형:30문항에 해요인분석결과소비지향형,경제지향형,성취지

향형,가족지향형,보수지향형 5개 요인을 추출.

-동질 인 라이 스타일일지라도 지향정도에 따라 의복구매행동요인에 차이를 보임.

한경미·나 주

(2003)

여성

소비자

<라이 스타일에 따른 의복구매행동과 선호감성에 한 연구>

-라이 스타일 유형 :26문항을 요인분석을 통해 8개 요인을 추출후 집단을 분류를

해군집분석실시,그 결과무 심만족형, 통 외 추구형,개인생활추구형,외

미추구형,활동 실용가치추구형,디지털여가추구형의 6개 군집을 분류.

-20·30 여성소비자는 세 와는 뚜렷한 차이가나는라이 스타일을갖고있으며

독특한 가치 으로 고감도의 패션성과 경제성,편리함,편안함을 추구한다고 밝힘.

이상일·유 순

·하수

(2005)

여자

학생

<라이 스타일과 여가태도 여도의 인과 계 연구>

-라이 스타일유형:26문항에 해요인분석결과유행추구,목표달성,스포츠,자기억

제,의지박약,건강의 6개 요인을 추출.

-라이 스타일은여가태도에직 인 향을주며,여가 여도에는간 인 향을주

고 있음을 밝힘.

약안정형으로 분류하여 이러한 라이 스타일에 따른 여가생활스타일에 해 연구하 다.그

결과라이 스타일이 여가생활스타일에미치는 향력이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생활스타

일에 따라 여가만족도도 향이 달라짐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김미 (1989)등은 주부를 상으로,한경미·나 주(2003)은 여성소비자,이

상일·유 순·하수 (2005)등은 여자 학생을 상으로 라이 스타일에 한 연구를 하는

등 여성들의 라이 스타일에 해 연구하고 이러한 라이 스타일을 통해 여성소비와 련된

마 의 연구가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아직까지 여성의 라이 스타일에 따른

여가활동유형을 밝힌 연구는 은 편이다.

이러한여성의라이 스타일유형에 한선행연구를다음<표2-8>과같이정리할수있다.

<표 2-8>라이 스타일유형의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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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순·원형

·하지연

(2005)

직장

여성

<라이 스타일과 여가소비성향 유형의 계를 응분석을 통해 연구>

-라이 스타일 유형 :20문항을 요인분석 통해 7개 요인을 추출 후 집단을 분류를

해 군집분석 실시,그 결과 개인 심형,책임 심형,성공·문화추구형,창작지향형,

가족 시형의 5개 군집을 분류.

-연구결과:성공·문화추구형과개인 심형은 극 여가소비성향,창작지향형은 유

행지향형 여가소비성향,가족 시형은 실용형 여가소비성향,책임 시형은 과시형 여

가소비성향을 보이고 있음.

정진선

(2007)

30

미혼여성

<미혼여성의 라이 스타일과 결혼 에 한 연구>

-라이 스타일유형:라이 스타일을의식 역(인생 ,직업 ,여가 ,자아 ),생

활 역(여가생활,소비생활)로구분하여 각 역별로 요인분석을실시후 군집분석실

시함.군집분석결과안 건실형, 습 보수형,유행선도형,자아충실형,소극 무

심형으로 분류.

<표 2-8>라이 스타일유형의 선행연구 (계속)

자료 :선행연구를 토 로 연구자가 재작성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라이 스타일을 연구하는 분야는 확장되었으나 체로 소비행동

과 련된 라이 스타일을 다루고 있다. 한 물품의 구매와 의·식·주,개인의 성격,가치

등의 련성을 알아보는 수 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분화된 특정 집단에 한 라이 스타

일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에 한 반 인 라이 스타일을 악하는데 무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여성의 반 인 라이 스타일을 미시 입장에서 보고자 AIO 근방법

을 통해 직장여성의 라이 스타일을 살펴보고자 한다.

2.여가활동에 한 선행연구

여가서비스산업이 소비자 심의 마 활동을 시하는 추세로 변화하면서 여가이용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하려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이에 따라 많은 연구들은 마 믹

스,환경 요인,개인 향요인 등과 같은 개념을 심으로 이용고객의 구매의사결정과정

을 분석하고 있으나(이재형·이근모,2002),여가활동 선호 유형과 라이 스타일의 계

에 해서는 재까지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연구 상과 련 있는 여성을 상으로 하거나 는 직장인을 상으로 한 여가

활동에 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다.

Bishop(1970)은 남녀 학생 등을 상으로 13개의 상이한 여가활동들을 제시하고 잉

여에 지,휴식,정화,보상,과제일반화의 여가이론의 상황 특성을 부여하고 활동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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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여가가 어떠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참여하며 선호하는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

다.그 결과 잉여에 지,정화,보상이 다른 욕구이론보다 참여에서 만족을 유발하는 것으

로 보고했다.즉 정신 스트 스와 불안해소,다른 활동에서 달성하지 못한 목표의 보상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한다고 설명하 다(방석진,2000).

성미경(1994)은 미래의 직장여성들의 여가활동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 해외여행이며,

시간과 문제가 허락되면 모두 해외여행을 여가활동 수단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하

다.특히 교육수 이 높을수록 해외여행과 같은 활동 이고 지 이며 교양 ·동 인 여가패

턴을 선호하고 참여한다고 하 다.

방석진(2000)은 남지방 단체의 여성층을 상으로 여가활동 참여에 해 조사하 으며

이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라 즉 결혼유무,자녀수,연령,학력,직업 등에 따라 여가활

동 참여가 서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양 희(2000)는 기혼여성의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태도 여가만족의 계가 있다는 연

구결과를제시하 으며,윤 화(2003)는인천지역20·30 여성을 심으로 여가활동참여

가 여가만족도를 향상시킨다고 보고,여성들의 여가활동 실태로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은

오락·기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통계학 특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을 설명하

고 있다.

박 숙·최장호(2005)는 여자 학생을 상으로 여가태도,여가활동참여,여가만족과의

계를 살펴보았는데,스포츠활동 참여자가 다른 여가활동에 비해 모든 태도면에서 가장 높

은 결과를 보이며 체 으로 여가태도가 여가활동선택에 많은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

냈다. 한 여가만족도에서는 교육 만족도 요인이 여가태도의 모든 하 요인에 정 인

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다.

곽계화(2006)는 직장여성들의 여가활동유형과 생활 응 삶의 질 요인과 계가 있다

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임화순·고미 (2007)은 제주시 남녀직장인들의 생활권 여

가활동참여와 제약요인에 해 연구하 으며,여가활동유형으로는 교양·문화활동,오락활동,

사교활동,일상소비활동,신체활동 등 5개 유형으로 나타냈다.그 결과 연령,학력,성별

결혼여부에 따라 각 여가활동유형에 유의한차이가 있고,여가제약에서도 연령,성별,결혼여

부에 의해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이외에도 구미연(2006),정재열(2003),김승태(1991),한형원(2005)등이 직장인을

상으로 하여 여가활동과 련 있는 연구를 진행하 고,이러한 선행연구에 해 정리하면

<표 2-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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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자 연구 상 연구내용

방석진

(2000)

남지방

여성

<여가활동 참여 유형 만족도에 한 연구>

-여가활동유형:김 득(1993)의종합 인분류방식을채택하여5가지(스포츠 건강

활동,취미 교양활동,오락 사교활동,감상 람활동,행락과 활동)로분류.

- 졸집단,가계총소득이높은집단이여가활동 참여도와 생활만족도에있어우

에 있었고,주부보다 취업한 여성집단의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게 나타남.

양 희

(2000)
기혼여성

<여가활동참여와 여가태도,여가만족도에 한 연구>

-여가활동유형 :1995년 서울 학교 체육연구소에서 실시한 ‘국민여가활동실태조

사’의 여가활동 유형사용(스포츠부문,취미교양부문, 람감상부문,사교부문,

향락부문,놀이오락부문).

-여가태도에 있어취미교양부문이가장참여하는 것으로나타났으며, 극 인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만족도가 소극 인 활동에 참여하는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윤 화

(2003)

인천지역

20·30

여성

<여가활동유형과 여가만족도에 한 연구>

-여가활동유형 :선행연구를바탕으로 활동,스포츠활동,취미·교양활동,오락·

기타활동의 4가지로 분류.

곽계화

(2006)
직장여성

<여가활동유형과 생활 응,삶의 질에 한 연구>

-여가활동유형:Lutzin과Story가 분류한여가활동유형(신체 활동,사교 활동,

문화 활동,자연 활동,정신 활동)사용.

임화순·고미

(2007)

제주시 남녀

직장인

<생활권 여가활동참여와 제약요인에 한 연구>

-여가활동유형 :선행연구의 30문항을 토 로 요인분석 실시 결과 교양·문화활동,

오락활동,사교활동,일상소비활동,신체활동의 5가지 요인 추출.

-인구통계학 특성과 여가활동유형간의차이분석결과,연령,학력,성별 결혼여

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구미연

(2006)

20·30

미혼 직장인

<여가활동참여 따른 여가만족도에 한 연구>

-여가활동유형:선행연구를 통해스포츠활동,취미·교양활동,사교활동, 람·감상

활동, ·행락활동,놀이·오락활동의 6개 요인을 사용.

-여가활동유형에 한 보기제시후많이 하는 여가활동을기입하도록함.빈도분석

결과,스포츠활동, 람·감상활동,취미·교양활동 순으로 참여가 나타남.

-분산분석을 통해 여가활동유형이 여가만족에 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힘.

정재열

(2003)
직장인

<근무제 형태에 따른 여가활동유형의 차이와 그에 따른 만족도 조사>

-여가활동유형:선행연구 특히문화체육부(1995)를참고하여스포츠부문,취미

교양부문, 람감상부문,사교부문, 람행락부문,놀이오락부문의6개요인을사용.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유형의 차이를 검증하 으며,분산분석을 통해

근무제형태에 따라 여가활동유형의 차이를 나타냄.

신화경

(2005)

주5일

근무자

<주5일근무자의 잠재 인 여가활동 수요를 악>

-여가활동유형:Murphy등(1973)의여가활동유형(사교 행동,조직 행동,경쟁

행동,모험 행동,탐험 행동, 체 행동,감각 행동,신체 행동,진단 행동,창작

행동,심미 행동,변화추구행동, 측 -회상 행동)을 심으로보완·수정하여사용.

-가족여가의필요성이높게인식되고있으며,주5일근무제로인해여가시간이 증가

하고있고,참여 이며 신체 여가활동에 해선호하고있다고나타남.여가활동은

보통집을 심으로근거리권에서이 지기때문에이에 한여가시설 공간 지

원의 필요하다고 주장.

한형원

(2005)
직장인

<근무제 형태에 따른 여가활동 여가만족에 한 연구>

-여가활동유형 :33문항에 해 요인분석 결과 락여가,교양문화여가,쇼핑

오락여가,휴식여가,산책여가,건강·스포츠여가,온라인여가등7개 요인을추출함.

-근무형태에따라여가시간,여가활동,여가만족도의차이를검증한결과,토요일여가

시간과여가만족도는유의한차이를 보 으나여가활동에서는큰 차이를보이지않음.

<표 2-9>여가활동유형의 선행연구 정리

자료 :선행연구를 토 로 연구자가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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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라이 스타일과 여가활동 계에 한 선행연구

라이 스타일과 여가활동의 계에 한 연구로서 김홍석과 강 화(2000)는 라이 스타

일 유형에 따라 여가활동과 생활만족 등에 유의한 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으

며,신 주와 박시범(1993)은 라이 스타일의 구성개념에 따라 소비자 집단의 특성과

활동 유형의 련성을 주장하 다.조명환(2005)은 인의 라이 스타일과 여가활동 유

형의 련성에 한 실증자료로서 사회 심형 라이 스타일은 스포츠,사회활동,교양문화,

오락사교, 활동에 하여 향을 미치며,가정 심형 라이 스타일은 스포츠,사회활동,

교양문화 활동에,자아 심형은 스포츠 활동,실용 심형은 사회활동, 통 심형은 교양문

화 활동에 각각 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 다. 한 연구자가 보는 과 사용하

는 변수에 따라 라이 스타일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나 라이 스타일 연구는 소비자를 새로

운 고객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수단이 되므로 신뢰성이 충분하지 못함에

도 불구하고 리 이용되고 있다는 을 강조하고 객 행동특성 연구에서 라이 스타일

유형과 련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

남외자(2007)는 한일간의 라이 스타일과여가활동유형의차이 과라이 스타일특성이

여가활동유형의 선택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하 다.그 결과 라이 스타일은 여가

활동유형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향은 한일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결

과를 보 다.

한편,라이 스타일이나 가치 의 변화는 객의 문화 욕구에 많은 향을 미치며,이

는 객의 욕구뿐 아니라 행태나 휴가성향에까지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김성 ·이정

규,2000). 객을 상으로 하여 라이 스타일에 따른 스포츠활동 참여를 연구한 것

으로이상일·하수 ·홍승우(2003)의 연구가 있다.연구 결과는 라이 스타일이 직·간 으

로 스포츠활동 참여에 향을 미치고 있으며,특히 스포츠 요인이 결정 인 향을 미치

고 있음을 나타냈다.Abbey(1979)는 라이 스타일과 인구 통계 변수의 련성 여부에

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라이 스타일 변수가 객의 선호도에 유의 인 향을 미치며

들의 동기와 태도,의견에 부합하는 여향상품을 창출하는데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Darden과 Perreault(1975)는 라이 스타일 특성이 여행객의

선호도를조사하는데 유용하다는 결과를제시한 바 있다.한편 김성 과이정규(2000)는라

이 스타일이 문화 세분시장의 특성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변수임을 규명하 으며,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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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은 객의 화폐와 시간을 소비하는 모든 형태를 반 하고 있으므로 그 내부에는

퍼스탤리티와 개인이 체험한 사회 경험의 향이 포함된 유도 인 개념이 깔려 있다고 주

장하 다.

양제연(2007)은 새로운 소비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싱 족의 라이 스타일유형에 해 연

구하 으며 이들의 라이 스타일에 따라 행동에 해 분석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여가활동에 라이 스타일이 결정 인 향을 미치는 변인

으로 나타났으므로,이러한 변인들의 인과 계를 분석하여 변인간의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이상일·유 순·하수 ,2005).특히 여성의 사회 지 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제 능력을 가진 직장여성을 상을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라이 스타일과 여가활동간의 련성에 해 분석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

2-10>과 같다.

학 자 연구 상 연구내용

신 주·박시범

(1993)

서울지역

20세 이상

남녀 상

<라이 스타일 근방법을 통해 행동을 규명>

-라이 스타일유형 :121문항에 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과시 패션지

향형,보수 통주의, 신 모험주의, 락추구, 술추구,성취주의,불평불만주

의,사교 활동의 8개 요인을 추출.

-여가활동유형 : 활동선호도와 활동참여도간의 상 계 분석을 통해 야외

활동형,문화 활동형,스포츠 활동형,사회 활동형,취미 활동형, 매체형,창

조 술추구형,오락추구형의 8개 요인을 추출.

-라이 스타일과 활동유형간의 상 계분석을 통해 자기과시 패션지향형은 사회

활동형과,보수 통주의는문화 활동형과, 시 보험주의는스포츠활동 사회 활

동형과상 이있다고하 으며, 락추구는 매체활동형, 술추구는야외활동형

창조 술추구형,성취주의는사회 활동형,불평불만주의는취미활동형과 매체형과

상 이 있음을 나타냈고 사교 활동은 문화 활동과 부의 상 계를 가진다고 .

강 화

(2000)
학생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따른 라이 스타일 연구>

-라이 스타일유형은 Darden외(1971)이 개발한여론선도형,정보탐색형,유행

심형,자기과신형의 5개 요인을수정·보완하여사용/여가활동유형역시선행연구를

수정·보완하여사회 활동군,지 활동군,창조 ·술 활동군,스포츠활동군의4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사용.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라이 스타일과의 계를 알아보기 해 분류 공변량분

석을 실시하 고,그 결과,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

이상일·하수

·홍승우

(2003)

국내

객

<라이 스타일, 행태에 따른 스포츠활동 참여 계 연구>

-라이 스타일유형 :선행연구를토 로 10개요인의40문항을 분석에사용.(10개

요인 ;달성요인,자기억제요인,자기확신요인,의지박약요인,허무요인,스포츠요인,

정요인,상표요인,건강요인)

-교차분석을 통해 행태에따른 스포츠활동 참여에 유의한차이가 있음을 나

타냈으며,라이 스타일에 따른 스포츠활동 참여 계를 알아보기 해 CHAID

법을 이용한 다 나무구조의 분류 결과 스포츠,의지박약,자기확신,상품 등의 순서

로 향을 주고 있다고 나타냄.

<표 2-10>라이 스타일과 여가활동간의 계에 한 선행연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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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라이 스타일과 여가활동간의 계에 한 선행연구 정리(계속)

학 자 연구 상 연구내용

황기아·박남숙

(2003)

도시

주부

<라이 스타일과 여가생활스타일과의 계 연구>

-라이 스타일 유형 :40문항에 해 요인분석 결과 극 생활만족형,합리 가족

심형,개성 유형추구형, 통 알뜰추구형, 약안 형의 5개의 요인을 추출.

-인구사회학 변인에 의해 라이 스타일과 여가생활스타일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

며,라이 스타일이 여가생활스타일에 직 인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조명환

(2005)
인

<라이 스타일과 여가활동유형에 한 연구>

-라이 스타일유형:18문항에 해 요인분석을실시한 결과 가정 심형,사회 심

형,자아실 심형,실용 심형, 통 심형의 5개 요인을 추출.

-여가활동유형 :22문항에 해요인분석을실시한결과 스포츠활동형,사회활동형,

교양문화활동형,오락사교활동형, 활동형의 5개 요인을 추출.

-인구통계학 특성에따라각변수의차이를분석하여 유의한차이를보 으며,회귀

분석을 통해 라이 스타일이 여가활동유형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함.

남외자

(2007)

한국.일본

20세 이상

남녀 상

<라이 스타일에 따른 여가활동유형 선택에 한 비교연구>

-라이 스타일유형:20문항에 해요인분석결과안 추구성향,건강추구성향,성

취추구성향,지식추구성향,문화추구성향,과시추구성향의 6개 요인 추출.

-여가활동유형:25문항에 해요인분석결과 활동,감상 람활동,스포츠활

동,오락 사교활동,교양 취미활동의 5개 요인을 추출.

-회귀분석을 통해 라이 스타일이 체로 여가활동유형에 향을 미침을 나타냈으

며,한일간 차이에 있어 개별여가활동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고 밝힘.

양제연

(2007)
싱 족

<라이 스타일에 따른 행동 연구>

-라이 스타일유형:27문항에 해요인분석실시후 집단구분을 해 군집분석 실

시,그결과 자아가치추구형,합리 생활추구형,무 심형,타인의식생활형의4개 군

집으로 분류.

-교차분석을통해라이 스타일에따른 행동의차이를분석하여여행동기,여행시

기,계 ,정보원천,여행기간,선호지역,동반인,여행횟수에서차이가있는것으로나

타남.

배승주

(2007)

구거주

25~49세

여성

<라이 스타일과 여가생활스타일에 따른 여가만족도에 해 연구>

-라이 스타일 유형 :20문항에 해 요인분석 결과 극 생활만족형,개성 유형

추구형,알뜰추구형,합리 가족 심형,건강추구형, 약안정형의 6개 요인 추출.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라 라이 스타일에 차이를 보이며,라이 스타일은 여가생

활스타일에 많은 향력을 보임을 나타냄.

자료 :선행연구를 토 로 연구자가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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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설계

제1 연구모형 가설설정

1.연구모형

차 여성들의 사회 ·경제 지 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여성들이 마 이나

여러분야에서 요한계층이 되어가고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따라서 본연구에서는 이

러한 여성을 상으로 한 연구를 분석해 진행하고자 하며,특히 제주시 직장여성들의 라이

스타일과 여가활동을 유형별로 세분화 시킨 후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차이와 라이 스타

일 유형이 여가활동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비교·분석하 다.

즉제주시 직장여성의라이 스타일을 유형화시키고 한이러한라이 스타일에따라어떠한

여가활동을 보이는지 련성을 살펴보고자 다음 [그림 3-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 다.

[그림 3-1]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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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설설정

앞서 제시한연구모형을 바탕으로본 연구에서는직장여성들의 라이 스타일과여가활동은

유형화 되어질 것이며 이들 변수가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리라는 것을 분

석하고,라이 스타일유형이 여가활동유형에 직·간 인 향을 미침을 악하고자 하 다.

라이 스타일이 여가활동간의 련성을 주장한 선행연구에는 조명환(2005),신 주·박시범

(1993),김성 ·이정규(2000),남외자(2007)등의연구가 있으며,여성의 특성이라이

스타일과 여가생활스타일에 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배승주(2007)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

다. 한 직장여성에 따라 라이 스타일과 여가소비에 한 차이를 주장한 선행연구로 김종

순(2005)등의 연구가 있다.이 외에도 여성을 상으로 한 라이 스타일 여가에 해

연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Ⅰ.라이 스타일유형은 여가활동유형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라 라이 스타일유형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Ⅲ.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라 여가활동유형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제2 변수의 조작 정의 설문지 구성

1.변수의 조작 정의

1)직장여성

제주지역 취업여성의 황을 연령별·산업별·직업별·종사자지 별 구성비로 살펴보면, 국

과 비교했을 때 <표 3-1>과 같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2007여성통계연보」에 의하면 2006년 기 제주여성의 경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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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구율은 63.5%로 국 50.3%와 비교해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제주 취업여성

의 산업별 구성비는 농림어업이 23.5%, 공업 2.2%,사회간 자본 기타서비스업이

73.5%로 공업에서는 국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농림어업분야에서는

상 으로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자세히 직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어업 숙련자

와 서비스 매근로자가 국 비 제주도가 더 많은 구성비를 보임을 알 수 있다.이는

경·공업을 우선시 했던 타시도와는 달리 제주도의 지리 치와 자연 인 환경으로 인해

감귤 등과 같이 작물을 한 1차 산업과 산업을 우선시 했던 제주의 경제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구 분
제 주

(%)

국

(%)
구 분

제 주

(%)

국

(%)

연령별

구성비

10 0.7 1.0

종사자

지 별

구성비

자 업주 23.5 18.8

무 가족종사자 23.5 13.5
20 18.6 21.1

상용근로자 22.1 27.0

30 20.0 22.9 임시근로자 20.6 30.0

40 25.0 27.0 일용근로자 16.9 10.8

직업별

구성비

의회의원·고 임직원 리자 0.7 0.5
50 17.1 16.7

문가·기술공 문가 14.0 18.3

60 18.6 11.3 사무직원 15.4 17.4

산업별

구성비

농·수렵·임·어업 23.5 8.6 서비스근로자 매근로자 36.0 35.8

농업 어업 숙련 근로자 20.6 15.3
공업(제조업) 2.2 14.1

기능원·기계조작원 조립원 2.9 7.3
사회간 자본
기타서비스업

73.5 77.2 단순노무직근로자 11.0 12.8

여성 경제활동인구율 : 63.5%(제주) 50.3%( 국)

<표 3-1> 국 비 제주시 취업여성 황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2007여성통계연보

연령별에 있어서도 고령자의 구성비가 국 비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고령자에서 많

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국 비 고령자의 비율이 많은 이유도 있지만 제주도 여성은

로부터 강인한 생활력과 노동력 그리고 극 이고 독립 인 생활태도를 갖는 것으로 인식

되어 있다(김혜연,1996).그러한 이유로 인해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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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데서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단되어진다.그리고 농업분야가

차 노동력 여성화,고령화 상을 보이고 있는데(강성의,1995)제주시 역시 고령화 여성

들이 농업분야에 많이 종사하고 있어 산업별 구성비에서 국에 비해 농림어업분야에 많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이 듯 제주지역 여성의 특성은 타시도와는 구별되

는 특유의 노동력과 경제활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앙정부의 지역개발정책과 함께 육지부와의 잦은 등 시 흐름으로

인해제주여성의 경제활동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제주통계청의 「2008통계로본 제

주여성의 삶」의 보도자료를 보면 문기술직의 여성의 비율이 차 늘고 있으며,사무직에

참여하는여성의 비율도 늘고 있다.즉 국과 비교할 때제주 취업여성만의 편포가 특징 으

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실정이다.특히 이러한 상은본 연구의 연구지역으로 설

정한 제주시 지역에서 더욱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지역의 지역 인 편차를 이기 해 연구 상을 제주시에 거주

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직장을 가진 여성을 하 으며,직업형태에 있어서는

사무·리직,서비스직, 문·기술직, 업·매직,기타직의 여성을 조사하고,농·임·어업 등

의 생산직의 여성은 제외하 다.결혼유무의 악을 해 미혼과 기혼여성을 구분하 고,학

력과 직업,고용형태,근무형태,월소득,근무기간도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 다.

2)라이 스타일

라이 스타일은사회상이반 된 특정문화나 특정집단의생활양식을 표 하는 독특한 구성

요소로 이를 구성하고 표 하는 개인의 행동양식에 따라 주 의미와 가치를 지닐 뿐 아니

라,라이 스타일을 공유하는 집단에 해서는 객 인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복합 표

방식(신 주·박시범,1993;이진희,2005;서성한 외,2005;김민화,2008)으로 정의

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라이 스타일 유형은 선행연구를 토 로 작성된 라이 스타일 37

항목에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유형을 분류하 다.

3)여가활동

여가활동은여가 주체의주 행동을 의미하며,그 활동은여가의 객체 매체와의

한 상호작용의 결과(Chun,1981;한형원,2005;윤 화,2003)라고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여가활동 유형은 임의 으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하거나 여가활동 항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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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인분석,군집분석 등을 통해 각 요인에 알맞은 명칭을 부여하는 방식이 있다.본 연구에

서는 여가활동 28항목을 가지고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후자의 방식을 택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일반 으로 여가활동 유형은 교양·문화활동, 람·감상활동, 활동,스포츠활동,오

락·사교활동 등으로 나 고 있다.

구 분 내 용

직장여성
제주시지역에거주하는만20세이상60세미만의직장을가진여성임,그러나

직업형태에 있어서 농림어업의 생산직 직업여성은 제외.**<표 4-1>참고

라이

스타일

정의
사회상이 반 된 특정문화나 특정집단의 생활양식을표 하는 독특한 구성요소

(신 주·박시범,1993;이진희,2005;서성한 외,2005;김민화,2008).

유형 라이 스타일 37항목을 토 로 요인분석 실시.**<표 4-3>참고

여가활동

정의
여가주체의 주 행동을 의미하며,그 활동은 여가의 객체 매체와의

한 상호작용의 결과(Chun,1981;한형원,2005;윤 화,2003).

유형 여가활동 28항목을 토 로 요인분석 실시.**<표 4-4>참고

<표 3-2>변수의 조작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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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설문지 구성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토 로 한 실증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되어졌다.이러한 설문지의

구성내용을 보면 다음의 <표 3-3>과 같다.

구 분 분 류 세 부 문 항 번 호 척 도

라이 스타일

(37문항)

구매행동 1번 문항~10번 문항

리커드

5 척도

의식주 11번 문항~20번 문항

문화생활 21번 문항~26번 문항

성격 27번 문항~37번 문항

여가활동

(28문항)

감상 람활동 1번 문항,2번 문항,5번 문항,8번 문항

리커드

5 척도

교양 취미활동
3번 문항,4번 문항,6번 문항,7번 문항,

13번 문항~15번 문항

오락 사교활동 9번 문항~12번 문항,16번 문항~21번 문항

스포츠활동 25번 문항~28번 문항

활동 22번 문항~24번 문항

여가행태

(4문항)

여가비용
월평균 여가비용,

/가장 많이 비용이 소요되는 여가활동

비율척도

개방형
여가시간

하루평균 여가시간,

/가장 많이 시간이 소요되는 여가활동

여가동반자

여가제약

인구통계학 특성

(8문항)
연령,결혼유무,학력,직업,고용형태,근무형태,월평균소득,근무기간

비율척도

명목척도

<표 3-3>설문지 구성내용

직장여성의 라이 스타일을 악하기 해서 Plumer(1975)등에 의해서 작성된 라이

스타일 항목을 근거로 한 개인의 활동(activities), 심(interests),의견(opinions)으

로 표 되는 AIO항목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선행연구에서의 설문지를 토 로 설문지

안을 작성하 으며,특히 선행연구 에서 채서일(1992)과 김훈(2001)의 의·식·주생활,

문화생활,쇼핑행태,성격요인 등의 구성변수는 양제연(2007),강 화(2006),남외자

(2007)등의 연구를 참고하 다. 기 이들 연구에서 추출한 42문항을 가지고 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 문항의 타당도 신뢰도를 검토 후 이를 다시 수정·보완하여 최종 37문항으

로 설문지를 구성하 다.각 항목은 “매우 그 다”,“그 다”,“보통이다”,“아니다”,“ 아

니다”로 구분되는 리커드 5 척도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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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37문항) 선행연구 척 도

1.옷과 구두 등의 취향에 뚜렷한 개성이 있다.

AIO분석방법

채서일(1992),

김 훈(2005),

양제연(2007),

남외자(2007),

강 화(2006)

리커드

5 척도

2.새로운 유행이나 패션을 빨리 받아들이는 편이다.

3.옷의 조화에 신경을 쓰는 편이다.

4.외모를 잘 꾸미는 것은 내 생활과 활동의 요한 일부이다.

5.값이 비싸더라고 유명 랜드 제품을 구입하는 편이다.

6.마음에 드는 물건이 생기면 꼭 사고 만다.

7.같은 랜드를 계속 구매하는 편이다.

8.세일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구매 가격비교를 한다.

9.쇼핑하기 에 필요한 품목을 어둔다.

10.주로 세일기간,할인매장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한다.

11.비만을 고려한 식사를 한다.

12.음식을 먹을 때 양가를 고려하는 편이다.

13.건강식품,자연식품,무공해 식품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14.인스턴트식품을 잘 먹는 편이다.

15.한식보다 양식을 좋아하는 편이다.

16.아침에는 빵,우유 등만을 먹을 때가 많다.

17.외식을 할 때는 한식보다 외국음식이 더 좋다.

18.온돌보다는 침 가 더 좋다.

19.단독보다는 아 트가 더 좋다.

20.다소 복잡하더라도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싶다.

21.스포츠는 람보다는 직 하는 편이다

22.휴일이면 야외로 놀러가는 경우가 많다.

23.다소 지출이 따르더라도 삶을 즐기며 산다.

24.미용이나 건강을 해 운동을 하는 편이다.

25.좋아하는 취미활동을 꾸 히 한다.

26.극장이나 시회에 자주 가는 편이다.

27.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해 노력한다.

28.어떤 일이나 사 비를 신 하게 하는 편이다.

29.인내심이 강한 편이다.

30.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신감이 높다.

31.내가 속한 집단에서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

32.남을 의식하지 않고 느끼는 로 산다.

33.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다.

34.웬만한 일에도 걱정을 하지 않는 편이다.

35.장래를 해 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6.투자를 할 때는 수익성보다 안 성이 더 요하다.

37.남보다 먼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표 3-4>라이 스타일 척도

여가활동유형에 한 항목 역시 Beard& Ragheb(1980),조명환(2000),국민여가활

동조사(2007),박 석(2005),임화순·고미 (2007)등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항목을

구성하 으며 기 추출한 51문항에서 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 응답하는데 복되는 항목

과 지 된사항들을 수정하여 설문내용의 타당성 합성 등을 검토한 후에 최종 28문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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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항목을 선정하 다.각 항목은“매우자주함”,“자주함”,“가끔함”,“거의안함”,“ 안

함”으로 구분되는리커드 5 척도를사용하 다. 한 여가활동을좀더 자세히알아보기

해 월평균 여가비용과하루평균 여가시간에 한 문항과함께 가장 많은 비용 시간이 드는

여가활동을 묻는 항목을 구성하 고 이들 항목은 각각 비율척도 개방형 항목으로 측정하

다.그리고 여기에 여가활동의 주된 동반자를 묻는항목과 여가제약에 한 질문항목을 같

이 구성하여 이를 명목척도로 측정하 다.

구분 항 목 (28문항) 선행연구 척 도

여가활동

유형

1.공연(연극, 화 등) 람

Beard& Ragheb

(1980),

조명환(2000),

국민여가활동조사(2007),

박 석(2005),

임화순·고미 (2007)

리커드

5 척도

2.스포츠 경기 람

3.교양강좌 참석(강연회, 시회,평생교육원 등)

4.창작, 술,공작 활동

5.TV시청/라디오청취

6.찜질방/사우나

7.피부미용마사지/네일아트/헤어 리

8.독서/음악감상

9.화투/고스톱/복권 경마/경륜/카지노

10. 자오락 컴퓨터게임

11.노래방 가기

12.술 마시기

13.인터넷 PC통신(서핑/채 /미니홈피 리)

14.요리 집안가꾸기

15.애완동물 돌보기

16.외식

17.쇼핑

18.종교활동 각종 사회활동( 사/바자회 등)

19.동창회/동아리/사교모임

20.나이트/카바 가기

21.친구 친지 만나기

22.해수욕/바다감상

23.드라이 /캠핑,야유회 는 소풍

24.국내외 여행

25.실내 정 인 운동(요가/스트 칭 등)

26.실내 동 인 운동(에어로빅/헬스/수 / 스 등)

27.실외 정 인 운동(등산/낚시/골 /산책 등)

28.실외 동 인 운동(야구/축구/농구/테니스 등)

여가비용
월평균 여가비용은?

한형원(2005),

성미경(1994),

방석진(2000),

이 아·이기 ·김외숙

(1999)

비율

월평균여가비용 가장많은비용이소요되는여가활동은? 개방형

여가시간
하루평균 여가시간은? 비율

하루평균여가시간 가장많은시간이소용되는여가활동? 개방형

여가동반자 여가활동시 주된 동반자는 ? 명목

여가제약 여가활동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 명목

<표 3-5>여가활동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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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학 특성에 한 질문으로는 연령,결혼유무,학력,직업,고용형태,근무형태,

월평균소득,근무기간 등 총 8항목을 사용하 으며,각 항목은 명목 비율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제3 자료수집 분석방법

설문내용에 한 합성 설문 응답시 어려움을 느끼는 문장 내용을 악하기 해우

선은 2008년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비조사를 실시하 고 비조사를 토 로 수정·보

완한 후 본 설문조사는 2008년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제주시 직장여성을 상

으로 실시하 다.회사사무실, 공서,은행,서비스업체 등을 직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

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하거나 는 다시 방문하여 회수하 다.그 외 이메일을 통해서

도 조사를 실시하 다.배부된 설문지 총 300부 총 287부가 회수되었으며,미기재가 많

은 설문지 4부를 제외한 283부를 유효표본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12.0forWindows통계패키지 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연구목 에 맞추어 다양한 분석방법을 이용하 다.

표본의 특징을 알아보기 해 인구통계학 특성은 빈도분석을 이용하 고,라이 스타일

과 여가활동의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시하기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타당도를 검증

하 고,내 일 성을 분석하여 신뢰도를 검증하 다.가설검증 단계로 직장여성의 인구통

계학 특성에 따른 라이 스타일과 여가활동의 차이,라이 스타일에 따른 여가활동의 련

성을 검증하기 해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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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분석결과

제1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조사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악을 해 총 283개의 유효표본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4-1>과 같다.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특성 구 분 빈도(명)백분율(%)

연령

25세 미만 44 15.5

근무

형태

주5일 근무 166 58.7
25-30세 미만 122 43.1 주6일 근무 60 21.2
30-35세 미만 66 23.3

격주5일 근무 3 1.1
35-40세 미만 20 7.1

트타임 11 3.940-45세 미만 19 6.7
기타 43 15.245-50세 미만 8 2.8

50세 이상 4 1.4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31 11.0
결혼

유무

미혼 187 66.1
100-150만원 미만 102 36.0

기혼 96 33.9
150-200만원 미만 87 30.7

학력

고졸 41 14.5

200-250만원 미만 31 11.0문 졸 82 29.0

졸 123 43.5 250-300만원 미만 13 4.6
학원 재학 이상 33 11.7

300-350만원 미만 6 2.1
기타 4 1.4

350-400만원 미만 5 1.8

직업

형태

사무직 96 33.9
500만원 미만 8 2.8리직 9 3.2

근무

기간

1년 미만 49 17.3서비스직 72 25.4

1-2년 미만 34 12.0문직.기술직 45 15.9

2-3년 미만 34 12.0매직 28 9.9

업직 16 5.7 3-4년 미만 28 9.9

기타 17 6.1 4-5년 미만 28 9.9

고용

형태

상근직 218 77.0
5-6년 미만 18 6.4

일용직 17 6.0
6-7년 미만 21 7.4시간제 15 5.3
7년 이상 71 25.1리랜서 33 11.7

<표 4-1>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표 4-1>과 같이 연령은 25~30세 미만(43.1%)의 여성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30~35세(23.3%)여성,20~25세(15.5%)여성의비율이많았으며,40 이상(10.9%)

여성의 비율은 게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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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66.1%)이 기혼(33.9%)에 비해 많은 수가 조사되었으며,학력에서는 졸이

43.5%로 가장 많았고, 문 졸 29.0%,고졸 14.5%, 학원 이상 재학이 11.7%,기타

1.4%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형태에 있어서는 사무직이 33.9%로 가장 많았고,서비스직이 25.4%, 문·기술직

이 15.9%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 다.그 외 매직이 9.9%, 업직은 5.7%, 리직

3.2%,기능·생산직 0.4%,기타가 5.7%를 보 다.고용형태는 상근직이 체응답자의

77.0%로 가장 많았고,그 외 리랜서 11.7%,일용직과 시간제는 각각 6.0%,5.3%의

은 비율을 보 다.

근무형태는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주5일 근무자가 58.7%로 가장 많았고,주 6일

근무자는 21.2%,격주 5일 근무자는 1.1%, 트타임은 3.9%,기타자가 15.2% 다.

월평균 소득의 경우 체 응답자의 36.0%가 보통 100~150만원 미만을 받는다고 하

으며,150~200만원 미만에서는 30.7%로 나타났다.100만원 미만자는 11.0%,

200~250만원 미만자도 11.0% 고,250만원 이상을 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체 응답

자의 11.3%밖에 없어 아직도 여성들의 여수 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의 응답자가 체 응답자의 17.3%,1년~2년 미만이 12.0%,

2~3년 미만이 12.0%를 나타내고 있으며,3~4년 미만은 9.9%,4~5년 미만은 9.9%,

5~6년 미만은 6.4%,6~7년 미만은 7.4%이며 7년 이상 응답한 사람은 부분 연령이

높고 기혼자의 경우로 25.1%의 가장 많은 응답을 보 고 근무기간에서는 체 으로 근무

기간별로 고른 응답비율을 보 다.

제2 신뢰성 타당성 검증

1.신뢰성 검증

신뢰성 검증을 해서는 체항목과 구성요소별로 내 일 성을 측정하는 방법인 크론바

하 알 값(Cronbach'sAlpha)을 이용하 으며,일반 으로 α값이 0.6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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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 스타일과여가활동에 한 체측정항목별신뢰도분석결과는아래<표-17>과같다.

체 라이 스타일 37항목에 한 α값은 0.825로 높게 나왔으며,요인분석 후 각 요인별

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역시 0.5이하의 낮은 신뢰도 수 을 보인 요인을 제거 후 다시 분

석,모든 요인에서 0.6이상의 신뢰도를 보 다.각 요인별 신뢰도 값은 ‘요인 1’이 0.779,

‘요인2’가0.734,‘요인 3’은 0.767,‘요인4’는0.619로나타났고,‘요인5’는0.715,‘요

인 6’은 0.664,‘요인 7’은 0.721,‘요인 8’도 0.655를 나타냈다.

여가활동 신뢰성 검증에 있어서는 체 28문항에 해 0.795로 역시 높은 신뢰도 수 을

보 다.요인분석 후의 요인별 신뢰도 분석의 결과도 라이 스타일의 요인과 같이 모든 요인

에서 0.6이상의 신뢰도를 보 다.각 요인별 신뢰도는 ‘요인 1’이 0.657,‘요인 2’가

0.710,‘요인 3’은 0.657,‘요인 4’는 0.620,‘요인 5’는 0.615,‘요인 6’은 0.756으로

나타났다.

구분 항 목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알

라이

스타일

(α값:.825)

1.옷과 구두 등의 취향에 뚜렷한 개성. 109.87 146.28 0.816

2.새로운 유행이나 패션을 빨리 받아들이는 편. 110.36 150.28 0.820

3.옷의 조화에 신경을 쓰는 편 109.51 149.61 0.819

4.외모를 잘 꾸미는 것은 내 생활과 요 109.81 148.98 0.819

5.값이 비싸더라도 유명 랜드 제품 구입 110.71 149.73 0.820

6.마음에 드는 물건은 꼭 삼. 110.20 148.36 0.820

7.같은 랜드를 계속 구매. 110.36 149.68 0.822

8.세일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구매 가격비교 110.15 148.75 0.820

9.쇼핑하기 필요한 품목 어둠. 110.42 149.65 0.822

10.주로 세일기간,할인매장을 이용하여 물건 구입 110.27 149.20 0.821

11.비만을 고려한 식사 110.73 147.72 0.818

12.음식 먹을 때 양가를 고려 110.67 147.70 0.818

13.건강식품,자연식품 등을 이용 110.59 148.61 0.818

14.인스턴트 식품을 잘 먹는 편 110.33 156.75 0.821

15.한식보다 양식을 좋아하는 편 110.83 154.70 0.825

16.아침에는 빵,우유등만을 먹을 때가 많음. 110.99 153.21 0.825

17.외식을 할때는 한식보다 양식이 더 좋음. 110.80 153.36 0.825

18.온돌보다는 침 가 더 좋다. 109.94 148.98 0.821

19.단독보다는 아 트가 더 좋다. 110.33 150.33 0.824

20.다소 복잡하더라도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싶다. 109.67 155.07 0.829

21.스포츠는 람보다 직 하는 편 110.83 146.10 0.817

22.휴일이면 야외로 놀러가는 편 110.43 151.66 0.822

23.다소 지출이 따르더라도 삶을 즐기며 삼. 109.93 147.78 0.816

<표 4-2>측정항목별 신뢰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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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측정항목별 신뢰도 분석결과(계속)

구분 항 목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알

라이

스타일

(α값:.825)

24.미용이나 건강을 해 운동을 하는 편. 110.43 146.15 0.815

25.좋아하는 취미활동을 꾸 히 함. 110.50 145.29 0.814

26.극장이나 시회에 자주 가는 편. 110.40 148.06 0.818

27.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해 노력함. 110.00 147.59 0.816

28.어떤 일이나 사 비를 신 하게 하는 편. 110.11 147.28 0.817

29.인내심이 강한편. 110.09 150.67 0.822

30.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감이 높은 편. 110.16 145.41 0.813

31.내가 속한 집단에서 리더가 되길 원함. 110.35 145.80 0.815

32.남을 의식하지 않고 느끼는 로 삼. 110.47 150.09 0.821

33.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 109.73 149.06 0.818

34.웬만한 일에도 걱정을 하지 않는 편. 110.47 151.95 0.825

35.장래를 해 축이 필요하다고 생각 109.08 156.33 0.827

36.투자를 할 때는 수익성보다 안정성 더 요 109.63 157.39 0.830

37.남보다 먼 새로운 일 시도 110.30 149.12 0.818

여가

활동

(α값:.795)

1.공연 람 71.52 108.13 0.785

2.스포츠 경기 람 72.78 109.49 0.788

3.교양강좌참석 72.62 107.21 0.785

4.창작활동 72.56 107.82 0.787

5.TV시청/라디오청취 70.96 112.52 0.796

6.찜질방/사우나 71.77 109.09 0.791

7.피부미용마사지/네일아트/헤어 리 71.91 108.22 0.787

8.독서/음악감상 71.35 108.36 0.788

9.화투/고스톱 등 72.97 109.98 0.792

10. 자오락 컴퓨터게임 72.86 110.11 0.793

11.노래방 가기 71.98 112.27 0.794

12.술 마시기 71.80 109.62 0.793

13.인터넷 PC통신 71.34 106.77 0.788

14.요리 집안가꾸기 71.85 112.09 0.796

15.애완동물 돌보기 73.24 110.65 0.795

16.외식 71.33 110.09 0.789

17.쇼핑 71.42 109.49 0.787

18.종교활동 각종 사회활동 72.77 108.54 0.790

19.동창회/동아리/사교모임 72.23 108.37 0.789

20.나이트/카바 가기 73.11 109.97 0.791

21.친구 친지 만나기 71.24 110.59 0.790

22.해수욕/바다감상 72.05 106.58 0.782

23.드라이 /캠핑 등 71.79 106.85 0.782

24.국내외 여행 72.13 104.79 0.808

25.실내 정 인 운동 72.56 106.30 0.785

26.실내 동 인 운동 72.47 107.63 0.789

27.실외 정 인 운동 72.51 108.16 0.790

28.실외 동 인 운동 73.11 109.90 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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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타당성 검증

연구 상의라이 스타일과 여가활동 문항들의개념타당성 검정을 해 요인분석을실시하

다.요인추출모델로 주성분분석법을 이용하 으며,아이겐 값이 1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

여 분석하 다.변수의 요인에 한 연 성을 보다 효과 으로 규명하기 해 베리멕스

(Varimax)직각요인 회 법을 이용하 고,요인 재치에 있어 일반 인 기 은 ±0.3이상

이면 유의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매우 높은 재량에 한 유의성을 나타

내기 해기본 으로 0.5이상인변수만을 련요인의설명에 합한 것으로설정하 다.그

러나요인분석결과 요인 재치가 0.5가 안되는 변수라도 해당 요인에 많은 상 계를 보인

다고 단되는 요인 재치 0.4이상의 변수도 한 두 문항 포함하여 요인을 추출하 다.

1)라이 스타일

타당성 검증을 한 요인분석에서는 공통성(communality)이 낮은 변수는 분석을 하는

데 무리가있으므로 공통성을 고려하여 치 못한 변수인 0.4이하인 항목은 제거하 고요

인 재치역시0.4이하로 나오는항목과 요인이 하나의항목으로 묶이는경우도 역시제거하

다. 한 각 요인별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으며 이 신뢰도값이 0.6이하로 나오는 항

목들도 제거하 다.

그 결과 온돌보다는 침 가 더 좋다,단독보다는 아 트가 더 좋다,다소 복잡하다라도 직

장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싶다,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다,웬만한 일에도 걱정을 하

지 않는 편이다,장래를 해 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투자를 할 때는 수익성보다 안정

성이 더 요하다의 7문항을 제거한 30문항에 해 최종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그 결과

<표 4-3>과 같이 8개 요인을 추출하 으며,추출된 요인이 설명하는 총 분산 설명력은

61.465%로 나타났다.

그리고 변수들 간의 상 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MO(Kaise-Meyer-Olkin)의 값은 0.787의 당한 값이 나왔으며 이는 변수선정이 어

느 정도 바람직함을 나타낸다.요인분석 모형의 합성여부를 나타내는바트 트(Bartlett)

의 구형성검정치는 2790.815이고 유의확률값이 0.000이므로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한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서 각 변수가 얼마나 설명되었는지 나타내는 공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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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ality)의경우도 모든 항목이 0.4보다 크게 나타나 분석을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

었다.

요인명 항 목
요인

재량
공통성 아이겐값

분산율

(%)

알 값

(신뢰도)

외모

시형

외모를 잘 꾸미는 것은 내 생활과 요함. 0.791 0.682

5.985 19.950 0.779

옷의 조화에 신경을 쓰는 편. 0.771 0.658

새로운 유행이나 패션을 빨리 받아들이는 편. 0.751 0.702

옷과 구두 등의 취향에 뚜렷한 개성. 0.672 0.559

마음에 드는 물건은 꼭 삼. 0.470 0.508

계획

생활형

인내심이 강한편. 0.743 0.623

2.859 9.531 0.734
어떤 일이나 사 비를 신 하게 하는 편. 0.729 0.637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해 노력함. 0.709 0.618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꾸 히 함. 0.452 0.551

건강

시형

음식 먹을 때 양가를 고려함. 0.801 0.728

2.227 7.423 0.767
비만을 고려한 식사를 함. 0.761 0.662

건강식품,자연식품 등을 이용함. 0.689 0.624

미용이나 건강을 해 운동을 하는 편. 0.508 0.557

여가

향유형

휴일이면 야외로 놀러가는 편. 0.716 0.550

1.732 5.773 0.619
다소 지출이 따르더라도 삶을 즐기며 삼. 0.646 0.587

극장이나 시회에 자주 가는 편. 0.577 0.514

스포츠는 람보다 직 하는 편 0.563 0.544

리더

활동형

남을 의식하지 않고 느끼는 로 삼. 0.799 0.669

1.498 4.994 0.715
남보다 먼 새로운 일 시도 0.667 0.549

내가 속한 집단에서 리더가 되길 원함. 0.553 0.530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감이 높은 편. 0.539 0.621

서구편리

추구형

한식보다 양식을 좋아하는 편 0.778 0.632

1.457 4.856 0.664
외식을 할때는 한식보다 양식이 더 좋음. 0.755 0.616

아침에는 빵,우유등만을 먹을 때가 많음. 0.698 0.507

인스턴트 식품을 잘 먹는 편 0.562 0.634

알뜰

약형

세일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구매 가격비교 0.800 0.723

1.373 4.578 0.721주로세일기간,할인매장을이용하여물건구입 0.791 0.676

쇼핑하기 필요한 품목 어둠. 0.678 0.618

과시형
같은 랜드를 계속 구매. 0.809 0.683

1.308 4.359 0.655
값이 비싸더라도 유명 랜드 제품 구입 0.751 0.675

KMO:0.787 구형성검정치:2790.815 유의확률:0.000 총 분산 설명력:61.465%

<표 4-3>라이 스타일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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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 스타일 항목에 한 요인분석 결과 <표 4-3>과 같이 ‘요인 1’의 분산설명력은

19.950%로 외모를 꾸미는 것은 내 생활과 요하고,새로운 유형과 패션을 빨리 받아들이

며 옷의 조화를 신경 쓰고,옷과 구두 등에 뚜렷한 개성을 가지는 등 외모와 련된 항목에서

높은 요인 재량을 보여주고 있어 “외모 시형”요인으로 명명하 다.

‘요인 2’는 분산설명력이 9.531%로,“계획 생활형”요인으로 명명하 다.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해 노력하고,어떤 일이나 사 비를 신 히 하며 인내심이 강하다라는 항

목 등에 높은 요인 재량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들 항목들이 계획 으로 생활한다라는 과

상호 련성이 있는 것으로 단되어 요인명을 정하 다.

‘요인 3’에 구성되어 있는 항목으로는 체 으로 건강을 시하는 항목들에 높은 요인 재

량을보이고 있어“건강 시형”요인으로명명하 으며,음식을 먹을 때 향을고려하고 건강

식품 등을 자주 이용하며,비만을 고려한 식사를 한다라는 항목으로 구성되었다.분산설명력

은 7.423%로 나타났다.

‘요인 4’의 분산설명력은 5.773%로 “여가향유형”요인으로 명명하 다.이 요인에는 휴일

이면야외로 놀러가는편이라던가 삶을즐기면서 살고,극장이나 시회에자주 가며,스포츠

는 람보다 직 한다라는 항목에서 높은 요인 재량을 나타냈다.

‘요인 5’는 남을 의식하지 않고 느끼는 로 산다라는 항목과 남보다 먼 새로운 일을 시작

한다는 항목과 내가 속한 집단에서 리더가 되길 원하며,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감이 높다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리더 활동형”요인으로 명명하 으며 분산설명력은 4.994%로 나

타났다.

‘요인 6’은 체 으로 한식보다 양식을 좋아하며,간편한 식사를 즐긴다라는 항목들로 구

성되어 있어 “서구편리추구형”이라 명명하 으며,분산설명력은 4.856%를 보 다.

‘요인 7’은 물품 구매 사 비교를 하고 필요한 품목을 어두며 세일기간 등을 이용해

물건을 구입한다라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알뜰 약형”요인이라 명명하 으며,분산설명

력은 4.578%를 나타냈다.

‘요인 8’의 명명은 “과시형”요인으로 하 으며,같은 랜드를 계속 구매한다는 과 유명

랜드 제품을 구매한다라는 항목에서 높은 요인 재량을 보 다.분산설명력은 4.359%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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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여가활동

여가활동 역시 라이 스타일과 같은 과정으로 합하지 않은 스포츠 경기 람,TV시청

라디오 청취,독서 음악감상,인터넷 PC통신,요리 집안가꾸기,애완동물돌보기,국

내외 여행의 7개 항목들을 제거한 후에 최종 21문항에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그

결과 <표 4-4>와 같이 6개의 요인을 추출하 다.추출된 요인이 설명하는 총 분산 설명력은

57.243%로 나타났다.

KMO(Kaise-Meyer-Olkin)의 값은 0.766의 당한 값이 나왔으며, 바트 트

(Bartlett)의 구형성검정치는 1346.708,유의확률값은 0.000으로 공통요인이 존재한다

고 볼 수 있으며,공통성(communality)의 경우도 모든 변수가 0.4보다 크게 나타나 라이

스타일과 마찬가지로 분석을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었다.

요인명 항목
요인

재량
공통성 아이겐값

분산율

(%)

알 값

(신뢰도)

도시형

문화활동

쇼핑 0.726 0.556

4.277 20.365 0.657

외식 0.709 0.526

공연 람 0.571 0.422

친구 친지 만나기 0.550 0.494

피부미용마사지/네일아트/헤어 리 0.483 0.539

사교

활동

종교활동 각종 사회활동 0.769 0.647

2.190 10.427 0.710
동창회/동아리/사교모임 0.720 0.557

교양강좌참석 0.705 0.615

창작활동 0.592 0.520

신체

활동

실내 정 인 운동 0.722 0.589

1.638 7.800 0.657
실외 정 인 운동 0.654 0.547

실내 동 인 운동 0.616 0.526

실외 동 인 운동 0.581 0.482

놀이형

오락활동

화투/고스톱 등 0.826 0.711

1.477 7.035 0.620자오락 컴퓨터게임 0.816 0.702

찜질방/사우나 0.501 0.563

회식형

오락활동

노래방 가기 0.738 0.579

1.258 5.992 0.615나이트/카바 가기 0.732 0.651

술 마시기 0.564 0.411

행락활동

해수욕/바다감상 0.732 0.682
1.181 5.625 0.756

드라이 /캠핑 등 0.714 0.692

KMO:0.766 구형성검정치:1346.708 유의확률:0.000 총 분산 설명력:57.243%

<표 4-4>여가활동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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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1’의 분산설명력은 20.365%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며 쇼핑,외식,친구 친

지 만나기,공연 람,피부미용마시지 네일아트 항목에 높은 요인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

로“도시형문화활동”요인으로명명하 다.특이한 은 ‘요인 1’로 묶인항목의 부분이 카드

소비생활(음식 식당 할인,이·미용 할인등)과 하게 엮여있다는 에서 조 은 흥미

로운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요인 2’는 종교활동 각종 사회활동,동창회 동호회와 같은 사회활동으로 묶은 항목과

교양강좌 참석,창작활동항목 등 교양 련 항목에서 높은 요인 재량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사교 활동”요인으로 명명하 으며 분산설명력은 10.427%로 나타났다.

‘요인 3’은 분산설명력이 7.800%로,“신체 활동”요인으로 명명하 으며 실내외 운동에

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4’는 화투,고스톱,오락게임과 같은 오락 인 유형과 상 계를 보이는 항목에서

높은 요인 재량을 보이고 있어 “놀이형오락활동”요인으로 명명하 으며,설명분산력은

7.035%이다.특이한 은 사우나·찜질방 항목이 오락활동으로 묶인 인데,‘2007국민여

가활동조사’에 의하면 찜질방이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 10 권에 진입했다는 이며 요즘

찜질방이 멀티 공간으로서 휴식 뿐 아니라 오락활동 등 여러 복합 인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장 때문에 많이 즐기고 있다고 보아진다.따라서 찜질방·사우나 항목을 “놀이형

오락활동”요인으로 명명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단되어 진다.

‘요인 5’는 노래방 가기,술마시기,나이트·카바 가기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 항

목은 보통 직장생활 시 회식을 할 때 즐기는 오락활동과 많은 상 계가 있다고 단되어

“회식형오락활동”요인으로 명명하 으며,분산설명력은 5.992%로 나타났다.

‘요인 6’은 해수욕·바다감상 항목과 드라이 등과 같은 항목에서 높은 요인 재량을 보이

고 있으며 이들 항목이 활동과 련이 있다고 단하여,‘ 행락활동’요인으로 명명하

다.설명분산력은 6.296%로 나타냈다.

제3 가설검증

1.가설 Ⅰ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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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 스타일과 여가활동에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각 8개,6개의 요인을 추출하

고,라이 스타일유형이 여가활동유형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하기 해 단계입력방식

(Stepwisemethod)1)을 이용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분석결과 <표 4-5>와 같이

나타났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 오차 β t값 유의확률

도시형

문화활동

여가향유형 0.275 0.046 0.331 5.989 0.000＊＊＊

외모 시형 0.263 0.042 0.329 6.195 0.000＊＊＊

서구편리추구형 0.111 0.038 0.147 2.887 0.003＊＊＊

건강 시형 -0.084 0.039 -0.116 -2.142 0.044＊＊

수정된 R
2
=0.275 F=27.709 P=0.000

사교

활동

계획 생활형 0.247 0.069 0.225 3.565 0.000＊＊＊

리더 활동형 0.305 0.071 0.266 4.311 0.000＊＊＊

외모 시형 -0.202 0.064 -0.180 -3.141 0.002＊＊＊

건강 시형 0.176 0.060 0.173 2.925 0.004＊＊＊

수정된 R
2
=0.217 F=20.523 P=0.000

신체

활동

여가향유형 0.315 0.063 0.274 4.982 0.000＊＊＊

건강 시형 0.286 0.053 0.285 5.354 0.000＊＊＊

리더 활동형 0.219 0.062 0.194 3.557 0.000＊＊＊

수정된 R
2
=0.309 F=43.070 P=0.000

놀이형

오락활동
서구편리추구형 0.131 0.065 0.119 2.002 0.046＊＊

수정된 R
2
=0.011 F=4.009 P=0.046

회식형

오락활동

외모 시형 0.310 0.060 0.302 5.123 0.000＊＊＊

알뜰 약형 -0.130 0.045 -0.161 -2.885 0.004＊＊＊

서구편리추구형 0.114 0.053 0.117 2.126 0.034＊＊

리더 활동형 0.125 0.062 0.120 2.016 0.045＊＊

수정된 R
2
=0.152 F=13.592 P=0.000

행락활동

여가향유형 0.449 0.066 0.373 6.787 0.000＊＊＊

알뜰 약형 0.122 0.049 0.134 2.467 0.014＊＊

과시형 0.119 0.048 0.132 2.460 0.015＊＊

수정된 R
2
=0.205 F=25.268 P=0.000

<표 4-5>라이 스타일유형이 여가활동유형에 미치는 향 결과

＊＊P<0.05＊＊＊P<0.01

1)Stepwisemethod:독립변수들간의다 공선성이존재한다고가정될때단계선택방법을 용함으로써설명

력이 높은 변수가 우선 투입되는 을 이용할 수 있다(정충 ·최이규,2006).



- 53 -

여가활동유형 도시형문화활동에 향을 미치는 라이 스타일유형은 체 8개 요인

여가향유형,외모 시형,서구편리추구형,건강 시형의 4개 요인으로 나타났다.회귀모형은

F값이 27.709(p=0.000)로 P<0.01수 에서 통계 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R
2
값이 0.275로 27.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고,회귀식에 투입된 속성들의 회귀

계수에 한 t-검증 결과 모든 변수가 P<0.05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형문화활동은 라이 스타일 유형 여가향유형,외모 시형,서구편리추구형

과 상호 련성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향후 이러한 라이 스타일을 가진 집단이 도시형문화활

동을 할 수 있다고 측할 수 있으며,이러한 독립변수 특히 여가향유형과 외모 시형이

도시형문화활동을 하는데 있어 상 인 향력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한 건강 시형요인

에서는 부(-) 인 상 계2)를 나타내고 있는데,이는 건강을 시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견강과 련된 식단․외식 등을 요시하는 문화활동을 하고자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외모와 유행을 시하고 여가를 향유하고자 하는 여성의 경우 여가활동 도시형문

화활동을 즐기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백승주(2007)의 연구에서 개성 인 유행

을 추구하는 여성들이 문화활동을 원하다는 측면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이다.

사교 활동에 향을미치는라이 스타일유형은 체8개요인 계획 생활형,리더 활

동형,외모 시형,건강 시형의 4개 요인으로 나타났고,특히 계획 생활형과 리더 생활형

에서 사교 활동의 향력이 더 큼을 알 수 있다.회귀모형은 F값이 20.523(p=0.000)으

로 P<0.01수 에서 통계 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정된 R
2
값이 0.217로

21.7%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고,회귀식에 투입된 속성들의 회귀계수에 한 t-검증 결과 모

든 변수가 P<0.01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즉 리더 이고 계획 인 성향을 가진여

성들이 사교 인 여가활동을 즐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사교 여가활동에 부(-) 인 향을

미치는 라이 스타일 요인으로 외모 시형이 나타났는데,이는 원만한 사교활동을 해서는

외모 시형 요소 역시 주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라이 스타일유형의 체 8개 요인 여가향유형,건강 시형,리더 활동형의 3개

요인이신체 활동에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회귀모형은F값이43.070(p=0.000)

2)회귀계수가정(+)으로나타난경우는정(+) 인 계가있다고보고,부(-)로나타난경우는부(-) 인 계로

해석한다.즉회귀계수가부(-)의값일때독립변수의입력값을고려하여부(-)의방향으로더많은 향을미친

다고 해석할 수 있다(이학식·임지훈,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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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P<0.01수 에서 통계 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정된 R
2
값이 0.309로

30.9%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었다.회귀식에 투입된 속성들의 회귀계수에 한 t-검증 결과

모든 변수가 P<0.01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여가를 향유하고 건강을 시

하는 경향을 가진 여성들이 신체 인 스포츠활동을 즐기길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놀이형오락활동에 향을 미치는 라이 스타일유형은 체 8개 요인 서구편리추구형 1

개 요인으로만 나타났다.회귀모형은 F값이 13.592(p=0.000)로 P<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수정된 R
2
값이 0.011로 1.1%로 낮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어 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이는 여가활동유형 회식형오락

활동과 비슷한 향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를 보인것이라 단되어 진다.

회식형오락활동에 향을미치는라이 스타일유형은 체요인 외모 시형,알뜰 약형,서

구편리추구형,리더 활동형의 4개 요인으로 나타났다.회귀모형은 F값이 13.592(p=0.000)

로 P<0.01수 에서 통계 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정된 R
2
값이 0.152로

15.2%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었고,t-검증 결과 모든 변수가 P<0.05수 에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이들요인 특히 외모 시형이 회식형오락활동에 가장많은 향을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알뜰 약형의 경우 부(-) 인 계를 나타냈는데,회식형오락활동을 선택할

시 정보수집,비교 등을 통한 알뜰 선택을 하려고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행락활동에 향을 미치는 라이 스타일유형은 체 8개 요인 여가향유형,알뜰

약형,과시형의 3개 요인으로 나타났고,특히 여가향유형에서 행락활동의 향력이 더

큼을알 수 있다.이를통해 여가향유형의 라이 스타일 유형을 가진 여성들은다른 여가활동

보다 행락활동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회귀모형은 F값이 25.268(p=.000)로

P<0.01수 에서 통계 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수정된 R
2
값이 0.205로

20.5%의설명력을보 다.회귀식에 투입된속성들의회귀계수에 한 t-검증결과모든변

수가 P<0.05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가설 Ⅱ의 검증

인구통계학 특성에따른라이 스타일유형의 차이가 있을 것이란가설검증을 해요인분

석을 실시하여 얻어진 라이 스타일 8개 유형을 토 로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 고,유의한 차이가 있는 부문에 해 사후검증법으로 Duncan법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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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 다.

1)연령

분석결과 연령에 따른 라이 스타일 유형의 차이가 <표 4-6>과 같이 나타났다.

요인명
20

(n=166)

30

(n=86)

40 이상

(n=31)
F P

외모

시형

Mean 3.41 3.28 3.35
1.199 0.303

SD 0.66 0.59 0.61

계획

생활형

Mean 3.06a 3.20ab 3.41b
4.584 0.011＊＊

SD 0.65 0.67 0.49

건강

시형

Mean 2.58a 2.79a 3.16b
10.319 0.000＊＊＊

SD 0.64 0.76 0.63

여가

향유형

Mean 2.91 3.00 2.73
2.187 0.114

SD 0.62 0.60 0.52

리더

활동형

Mean 2.92a 3.11a 3.08a
2.939 0.055＊

SD 0.61 0.62 0.63

서구편리

추구형

Mean 2.66b 2.54b 2.23a
5.543 0.004＊＊＊

SD 0.65 0.71 0.57

알뜰

약형

Mean 2.96 3.13 3.15
1.497 0.226

SD 0.82 0.81 0.72

과시형
Mean 2.71a 2.96a 2.67a

2.997 0.052＊
SD 0.81 0.81 0.81

<표 4-6>연령에 따른 라이 스타일유형의 차이검증 결과

＊P<0.1＊＊P<0.05＊＊＊P<0.01

연령에 따른 라이 스타일유형의 차이검증 결과 계획 생활형,건강 시형,서구편리추구

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1수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리더 활동형

과 과시형은 사후검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제외하 다.자세히 살펴보면,40

이상의 여성들이 라이 스타일 유형에 있어서 20 에 비해 계획 생활형,건강 시형에서

3)일반 으로가장 리이용되는사후분석기법으로는Duncan검정,Scheffe검정,Tukey검정이있다.Duncan

검정에서는 상집단들의평균값의크기에따라순서 로배열한후평균차이가가장 큰집단 부터순차 으로

차이가유의한지를검정하는단계 근법을이용한다.Tukey검정은각집단별표본의수가동일하고집단별정

규분포와등분산의가정이성립되는경우에 용되는기법이며Scheffe검정은표본의수에큰제약을받지는않으

나 차이 검정을 한 기 은 Tukey검정에 비해 약간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안 호·임병훈,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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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평균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각 P<0.05와 P<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20 여성들은 40 여성에 비해 서구편리추구형에 높은 평균

을 보이고 있고 P<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결혼여부

결혼유무에 따른 라이 스타일 유형의 차이는 <표 4-7>과 같이 나타났다.

요인명
미혼

(n=187)

기혼

(n=96)
t P

외모

시형

Mean 3.41 3.30
1.370 0.172

SD 0.66 0.60

계획

생활형

Mean 3.13 3.17
-0.434 0.665

SD 0.67 0.62

건강

시형

Mean 2.62 2.89
-3.159 0.002＊＊＊

SD 0.70 0.69

여가

향유형

Mean 2.97 2.82
1.928 0.055＊

SD 0.63 0.57

리더

활동형

Mean 2.96 3.07
-1.390 0.166

SD 0.63 0.61

서구편리

추구형

Mean 2.67 2.40
3.214 0.001＊＊＊

SD 0.68 0.64

알뜰

약형

Mean 2.96 3.19
-2.293 0.023＊＊

SD 0.81 0.80

과시형
Mean 2.80 2.76

0.378 0.706
SD 0.83 0.81

<표 4-7>결혼여부에 따른 라이 스타일유형의 차이검증 결과

＊P<0.1＊＊P<0.05＊＊＊P<0.01

결혼유무에 따른 라이 스타일유형의 차이검증 결과 건강 시형,서구편리추구형,알뜰

약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건강 시형과 알뜰 약형에서는 기혼이 미혼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으며 각각 P<0.01수 과 P<0.05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서구편리추구형에 있어서는 이와는 반 로 미혼이 기혼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보이며 P<0.01수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1수 에서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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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보인 여가향유형에서는 미혼이 기혼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가지고 있었다.

3)학력

분석결과 학력에 따른 라이 스타일 유형의 차이는 <표 4-8>과 같이 나타났다.

요인명
고졸이하

(n=45)

문 졸

(n=82)

졸

(n=123)

학원 이상

(n=33)
F P

외모

시형

Mean 3.40a 3.52a 3.27a 3.32a
2.649 0.049＊＊

SD 0.68 0.65 0.60 0.62

계획

생활형

Mean 3.07a 2.97a 3.22ab 3.41b
4.673 0.003＊＊＊

SD 0.71 0.56 0.61 0.82

건강

시형

Mean 2.58a 2.61a 2.73a 3.09b
4.451 0.004＊＊＊

SD 0.78 0.53 0.74 0.75

여가

향유형

Mean 2.76a 2.80a 2.96a 3.28b
6.434 0.000＊＊＊

SD 0.61 0.62 0.56 0.65

리더

활동형

Mean 3.01 2.96 2.98 3.16
0.885 0.449

SD 0.67 0.57 0.64 0.65

서구편리

추구형

Mean 2.57 2.52 2.59 2.71
0.654 0.581

SD 0.73 0.56 0.72 0.75

알뜰

약형

Mean 2.94a 2.94a 3.02a 3.45b
3.593 0.014＊＊

SD 0.82 0.80 0.80 0.79

과시형
Mean 2.60 2.90 2.78 2.77

1.269 0.285
SD 0.85 0.84 0.82 0.75

<표 4-8>학력에 따른 라이 스타일유형의 차이검증 결과

＊＊P<0.05＊＊＊P<0.01

학력에따른라이 스타일유형은 계획 생활형에서는 문 졸에비해 졸과 학원 이상

의 여성들이 높은 평균값을 보 으며,건강 시형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을 시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고,모두 P<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여가향유형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학원 재학 이상의 여성들이 높은 평균값을 가지며

P<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P<0.05수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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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약형에 있어서도 체 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알뜰하다고 나타났다.따라서 학력이 상

으로 높을수록 계획 생활을 하며 건강을 시하고 알뜰하다고 단할 수 있다.외모

시형은 P<0.05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사후검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제외하도록 하 다.

4)직업형태

분석결과 직업형태에 따라 라이 스타일 유형 리더 활동형과 알뜰 약형,외모 시형,

여가향유형에서 유의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분석결과는 <표 4-9>와 같다.

요인명
사무.리직

(n=105)

서비스직

(n=72)

문.기술직

(n=45)

업.매직

(n=44)

기타

(n=17)
F P

외모

시형

Mean 3.30ab 3.49b 3.30ab 3.50b 3.11a
2.291 0.060＊

SD 0.60 0.56 0.65 0.72 0.80

계획

생활형

Mean 3.09a 3.04a 3.26a 3.35a 3.10a
2.097 0.081＊

SD 0.59 0.71 0.73 0.57 0.70

건강

시형

Mean 2.74 2.61 2.78 2.74 2.71
0.554 0.696

SD 0.70 0.64 0.80 0.67 0.85

여가

향유형

Mean 3.03b 2.83ab 2.98ab 2.84ab 2.71a
2.005 0.094＊

SD 0.61 0.60 0.67 0.51 0.72

리더

활동형

Mean 2.90a 2.99ab 2.98ab 3.25b 3.04ab
2.515 0.042＊＊

SD 0.60 0.67 0.68 0.59 0.42

서구편리

추구형

Mean 2.66 2.58 2.49 2.40 2.76
1.625 0.168

SD 0.70 0.72 0.52 0.62 0.81

알뜰

약형

Mean 3.21b 2.77a 3.01ab 3.06ab 3.12ab
3.201 0.014＊＊

SD 0.78 0.80 0.92 0.80 0.55

과시형
Mean 2.72 2.77 2.87 2.90 2.74

0.481 0.750
SD 0.85 0.88 0.63 0.80 0.95

<표 4-9>직업형태에 따른 라이 스타일유형의 차이검증 결과

＊P<0.1＊＊P<0.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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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형태에 있어 리더 활동형의 경우 업·매직과 기타직에서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

으며 사무·리직에서 상 으로 낮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P<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알뜰 약형에서는 사무·리직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보 으며P<0.05수 에서 통계 으로유의한 차이를보이고있다.외모 시형과여가향유형

은 P<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서비스직 업·매직은 외

모 시형에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고 사무 리직은 여가향유형에서 높은 평균값을 보이

고 있다.

5)고용형태

고용형태에 따른 라이 스타일 유형의 차이는 <표 4-10>과 같이 나타났다.

요인명
상근직

(n=218)

상근직 아님

(n=65)
t P

외모

시형

Mean 3.34 3.45
-1.123 0.262

SD 0.63 0.66

계획

생활형

Mean 3.12 3.23
-1.179 0.239

SD 0.63 0.72

건강

시형

Mean 2.70 2.75
-0.505 0.614

SD 0.69 0.75

여가

향유형

Mean 2.95 2.83
1.288 0.199

SD 0.59 0.67

리더

활동형

Mean 2.95 3.15
-2.243 0.026＊＊

SD 0.64 0.55

서구편리

추구형

Mean 2.59 2.55
0.440 0.660

SD 0.65 0.75

알뜰

약형

Mean 3.03 3.07
-0.385 0.700

SD 0.82 0.77

과시형
Mean 2.80 2.73

0.619 0.536
SD 0.82 0.84

<표 4-10>고용행태에 따른 라이 스타일유형의 차이검증 결과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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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에따른라이 스타일유형의 차이검증결과리더 활동형에서만 유의한 차이가있

음을알 수 있다.상근직이아닌 여성인경우 리더 활동형에서 상근직에 비해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으며,P<0.05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6)근무형태

분석결과 근무형태에 따른 라이 스타일 유형의 차이는 <표 4-11>과 같이 나타났다.

요인명
주 5일

(n=166)

주 5일 아님

(n=117)
t P

외모

시형

Mean 3.30 3.46
-2.079 0.039＊＊

SD 0.61 0.67

계획

생활형

Mean 3.11 3.19
-0.924 0.356

SD 0.59 0.73

건강

시형

Mean 2.75 2.66
1.104 0.271

SD 0.70 0.72

여가

향유형

Mean 2.95 2.88
1.024 0.307

SD 0.62 0.61

리더

활동형

Mean 2.90 3.14
-3.175 0.002＊＊＊

SD 0.59 0.65

서구편리

추구형

Mean 2.58 2.58
-0.098 0.922

SD 0.66 0.71

알뜰

약형

Mean 3.08 2.97
1.102 0.271

SD 0.83 0.78

과시형
Mean 2.79 2.79

-0.002 0.999
SD 0.82 0.83

<표 4-11>근무형태에 따른 라이 스타일유형의 차이검증 결과

＊＊P<0.05＊＊＊P<0.01

라이 스타일유형 외모 시형과리더 활동형에서주5일근무제가 아닌 여성들이 주5일

근무제인 여성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으며,각각 P<0.05P<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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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평균소득

월평균소득에 따른 라이 스타일 유형의 차이는 <표 4-12>와 같이 나타났다.

요인명

100만원

미만

(n=31)

100-150

만원 미만

(n=102)

150-200

만원 미만

(n=87)

200-300

만원 미만

(n=44)

300만원

이상

(n=19)

F P

외모

시형

Mean 3.63 3.33 3.34 3.40 3.25
1.618 0.170

SD 0.65 0.69 0.55 0.65 0.65

계획

생활형

Mean 3.15ab 3.03a 3.14ab 3.32ab 3.36b
2.131 0.077＊

SD 0.63 0.68 0.60 0.62 0.79

건강

시형

Mean 2.74 2.61 2.74 2.82 2.82
0.953 0.434

SD 0.71 0.70 0.72 0.63 0.86

여가

향유형

Mean 2.98 2.84 2.89 3.06 3.08
1.400 0.234

SD 0.66 0.63 0.52 0.65 0.70

리더

활동형

Mean 3.27c 2.81a 2.99ab 3.10bc 3.37c
6.177 0.000＊＊＊

SD 0.50 0.63 0.54 0.65 0.78

서구편리

추구형

Mean 2.72 2.53 2.56 2.53 2.78
0.913 0.457

SD 0.69 0.65 0.68 0.71 0.75

알뜰

약형

Mean 3.29 2.90 3.10 3.06 3.02
1.668 0.157

SD 0.64 0.84 0.82 0.78 0.92

과시형
Mean 2.74ab 2.61a 2.86ab 2.97ab 3.03b

2.320 0.057＊
SD 0.86 0.86 0.71 0.87 0.82

<표 4-12>월평균소득에 따른 라이 스타일유형의 차이검증 결과

＊P<0.1＊＊＊P<0.01

월평균소득에 있어서는 P<0.01에서 라이 스타일유형 리더 활동형만이 유의한 차이

가 있다고 나타났다.자세히 살펴보면,월평균소득이 100만원미만자에서도 리더 활동형이

높은평균값을 가지고 있지만 체 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평균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P<0.1수 에서 계획 생활형과 과시형이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이 두가지 라이

스타일유형에서도 체 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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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근무기간

분석결과 근무기간에 따른 라이 스타일 유형의 차이가 <표 4-13>과 같이 나타났다.

요인명
1년 미만

(n=49)

1-3년 미만

(n=68)

3-5년 미만

(n=56)

5-7년 미만

(n=39)

7년 이상

(n=71)
F P

외모

시형

Mean 3.35 3.31 3.38 3.39 3.42
0.282 0.890

SD 0.66 0.66 0.58 0.61 0.67

계획

생활형

Mean 2.95 3.13 3.19 3.13 3.26
1.733 0.143

SD 0.57 0.71 0.59 0.70 0.66

건강

시형

Mean 2.51a 2.69ab 2.71ab 2.60a 2.94b
3.149 0.015＊＊

SD 0.67 0.72 0.70 0.65 0.71

여가

향유형

Mean 2.82 2.95 2.92 3.05 2.89
0.850 0.495

SD 0.62 0.57 0.66 0.62 0.61

리더

활동형

Mean 2.89a 2.96ab 2.93a 2.97ab 3.19b
2.305 0.059＊

SD 0.56 0.62 0.59 0.60 0.69

서구편리

추구형

Mean 2.70b 2.72b 2.66b 2.46ab 2.36a
3.541 0.008＊＊＊

SD 0.59 0.72 0.67 0.61 0.68

알뜰

약형

Mean 3.07 3.00 2.95 3.09 3.10
0.349 0.845

SD 0.84 0.78 0.82 0.85 0.80

과시형
Mean 2.53a 2.76ab 2.75ab 2.90b 2.95b

2.150 0.075＊
SD 0.76 0.77 0.85 0.80 0.87

<표 4-13>근무기간에 따른 라이 스타일유형의 차이검증 결과

＊P<0.1＊＊P<0.05＊＊＊P<0.01

근무기간에따른라이 스타일유형의 차이검증결과건강 시형,서구편리추구형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05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건강 시형

에서는 7년 이상근무한 여성들에게서가장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고 근무기간이1년 미만

인 여성이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었다.P<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서구편리추구형에서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여성과 1~3년 미만인 여성에게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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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값이 보 고,반면 7년 이상 근무자에게서는 낮은 평균값을 보 다.이외에도 리더 활

동형과 과시형에서 P<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 체 으로 근무기간

이 길수록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이상의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라이 스타일의차이검증결과<표4-14>와 같이정리할

수 있으며,직장여성을 심으로 하 기 때문에 여성의 많은 심사를 차지하는 ‘외모 시형’

의 라이 스타일요인이 체 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요인명 차이검증 결과 로 일

외모

시형

직업형태＊,

근무형태＊＊

결혼유무에 상 없이 모든 연령의 여성에게서 나타나고 있다.직업형태에 있어서는

사람상 가많은서비스직과 매·업직이외모를 시하는경향이크므로다른직

업에비해우세하게나타나고있으며,주5일근무제가아닌여성에게서많이나타나고

있다. 체 으로다른라이 스타일요인에 비해 높은평균값을보이고있어 여성들

은 외모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획

생활형

연령＊＊,

학력＊＊＊,

월평균소득＊

결혼유무에 상 없이 연령과 학력수 이 높은 여성에게서 나타나고 있으며,그 외

직업의특성과근무기간과는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지않다.월평균소득에있어서

는 체 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계획 생활을 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건강

시형

연령＊＊＊,결혼유무＊＊＊,

학력＊＊＊,근무기간＊＊

기혼인여성과연령이높을수록건강 시형에강하게나타나고있다.학력에있어서

는학력이높을수록건강을 시함을알수 있고,근무기간이 길수록유의 인 상

계를보이고있다.이를통해 나이가많을수록 건강을 시하려고하는경향이큼

을 알 수 있다.

여가

향유형

결혼유무＊,학력＊＊＊,

직업형태＊

미혼이 기혼에 비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학력수 이 높을수록 여가향유형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직업형태에 있어서는 사무·리직에 있는 여성들이 높은 평

균값을가지고있었다.이는여가시간을 비교 자유롭게 쓸수있는집단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리더

활동형

직업형태＊＊,고용형태＊＊,

근무형태＊＊＊,

월평균소득＊＊＊,

근무기간＊

연령에있어30 여성들에게서우세하게나타나고있으며,직업 매·업직여

성이리더 활동형에강하게나타나고있다.근무형태에있어서도주5일근무제가아

닌 여성에게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그 지 않은 여성에 비해

리더 활동형을 보 으며,근무기간이 길수록 우세하게 나타났다.

서구편리

추구형

연령＊＊＊,결혼유무＊＊＊,

근무기간＊＊＊

미혼인여성과 연령이낮은20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고있다.근무기간에 있어

서도 1년 미만의여성들에게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근무기간이 짧을수록이

러한경향을강하게나타고있다.즉,나이가어린여성일수록간단하고편리한생활

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알뜰

약형

결혼유무＊＊,학력＊＊,

직업형태＊＊

주로기혼인여성에게서강하게나타나고있으며,학력수 이높을수록유의 인상

계를 보이고 있다.직업형태에 있어서는 사무·리직과 기타직의 여성들에게서

나타나고있고,서비스직여성에게서는낮게나타나고있다.상근직이아닌여성들에

게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과시형
월평균소득＊,

근무기간＊

주로30 여성에게서우세하게나타나고있으며,월평균소득이많을수록과시 인

성향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근무기간에있어서도근무기간이길수록유의 인

상 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외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있어서는 유의 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표 4-14>인구통계학 특성에 한 라이 스타일유형별 로 일

＊P<0.1＊＊P<0.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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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설 Ⅲ의 검증

1)여가활동유형

앞서 분석한 것과 같이 여가활동은 6개의 요인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으며 인구통계학 특

성에 따른 여가활동유형의 차이를 검증하기 해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 다.

(1)연령

연령에 따른 여가활동유형의 차이는 <표 4-15>와 같이 나타났다.

요인명
20

(n=166)

30

(n=86)

40 이상

(n=31)
F P

도시형

문화활동

Mean 3.47c 3.21b 3.01a
16.392 0.000＊＊＊

SD 0.48 0.50 0.46

사교

활동

Mean 2.16a 2.37a 2.68b
8.382 0.000＊＊＊

SD 0.64 0.77 0.80

신체

활동

Mean 2.13 2.19 2.22
0.302 0.740

SD 0.72 0.70 0.67

놀이형

오락활동

Mean 2.42b 2.07a 2.22ab
6.363 0.002＊＊＊

SD 0.78 0.63 0.73

회식형

오락활동

Mean 2.67b 2.28a 2.46ab
10.587 0.000＊＊＊

SD 0.68 0.50 0.68

행락활동

Mean 2.91 2.93 2.79
0.432 0.650

SD 0.74 0.76 0.66

<표 4-15>연령에 따른 여가활동유형의 차이검증 결과

＊＊＊P<0.01

연령에 따른 여가활동유형의 차이검증 결과 도시형문화활동,사교 활동,놀이형오락활동,

회식형오락활동 모두 P<0.01수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도시형문화활동에서는 연령

가 낮을수록 높은 평균값을 보 고,이와 반 로 사교 활동에 있어서는 연령 가 높을수록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놀이형오락활동과 회식형오락활동에서는 20 여성이 높은

평균값을 보 고,30 여성은 낮은 평균값을 보 는데,흥미로운 사실은 40 이상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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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0 여성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여 이러한 사실에서 30 여성이 40 이상의 여성보다

결혼 등의 가정 인 제약을 더 받는 것으로 추측되어 진다.

(2)결혼유무

분석결과 결혼유무에 따른 여가활동유형의 차이가 <표 4-16>과 같이 나타났다.

요인명
미혼

(n=187)

기혼

(n=96)
t P

도시형

문화활동

Mean 3.46 3.11
5.787 0.000＊＊＊

SD 0.49 0.46

사교

활동

Mean 2.25 2.33
-0.793 0.429

SD 0.72 0.71

신체

활동

Mean 2.19 2.10
0.966 0.335

SD 0.73 0.66

놀이형

오락활동

Mean 2.38 2.11
2.867 0.004＊＊＊

SD 0.75 0.71

회식형

오락활동

Mean 2.63 2.33
3.726 0.000＊＊＊

SD 0.67 0.57

행락활동

Mean 2.95 2.82
1.422 0.156

SD 0.72 0.77

<표 4-16>결혼유무에 따른 여가활동유형의 차이검증 결과

＊＊＊P<0.01

결혼유무에 따른 여가활동유형의 차이검증 결과 도시형문화활동,놀이형오락활동,회식형

오락활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01수 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도시형문화활동,놀이형오락활동,회식형오락활동 모두에서 미혼이 기혼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이외에도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진 않았지만 체 으로 미혼이 기

혼에비해 모든 여가활동에서 높은평균값을 보이고있어,이를 통해 기혼이 여가활동을 하는

데 있어 여러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측할 수 있다.

(3)학력

학력에 따라서는 <표 4-17>과 같은 여가활동유형의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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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고졸이하

(n=45)

문 졸

(n=82)

졸

(n=123)

학원 이상

(n=33)
F P

도시형

문화활동

Mean 3.14a 3.34b 3.34b 3.60c
5.367 0.001＊＊＊

SD 0.54 0.51 0.50 0.39

사교

활동

Mean 2.12a 2.16a 2.32a 2.64b
4.458 0.004＊＊＊

SD 0.75 0.63 0.67 0.92

신체

활동

Mean 1.92a 2.11ab 2.25b 2.27b
2.990 0.031＊＊

SD 0.71 0.74 0.67 0.70

놀이형

오락활동

Mean 2.40 2.31 2.25 2.24
0.533 0.660

SD 0.80 0.80 0.70 0.70

회식형

오락활동

Mean 2.65 2.59 2.48 2.36
1.717 0.164

SD 0.71 0.67 0.64 0.52

행락

활동

Mean 2.68a 2.78ab 3.00bc 3.15c
4.318 0.005＊＊＊

SD 0.70 0.80 0.69 0.69

<표 4-17>학력에 따른 여가활동유형의 차이검증 결과

＊＊P<0.05＊＊＊P<0.01

분석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여가활동은 유형은 도시형문화활동,사교 활동,신체 활

동, 행락활동으로 모두에서 학력수 이 상 으로 높을수록 높은 평균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도시형문화활동,사교 활동, 행락활동은 P<0.01수 에서 신체 활동은

P<0.05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4)직업형태

직업형태에 따른 여가활동유형의 차이는 <표 4-18>과 같이 나타났다.

여가활동유형 회식형오락활동에 있어서는 서비스직과 문·기술직, 업·매직의 여성

들이 높은 평균값을 가지고 있고,사무·리직의 여성과 기타직의 여성에게서는 낮은 평균값

을 보 으며 P<0.05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행락활동에서는 사무·

리직의 여성과, 문·기술직의 여성들이 높은 평균값을 가짐을 알 수 있으며 P<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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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사무.리직

(n=105)

서비스직

(n=72)

문.기술직

(n=45)

업.매직

(n=44)

기타

(n=17)
F P

도시형

문화활동

Mean 3.37 3.36 3.39 3.26 3.12
1.272 0.281

SD 0.51 0.48 0.40 0.57 0.67

사교

활동

Mean 2.25 2.21 2.28 2.49 2.15
1.326 0.260

SD 0.70 0.66 0.74 0.84 0.64

신체

활동

Mean 2.26 2.10 2.08 2.23 1.82
1.943 0.103

SD 0.68 0.79 0.65 0.64 0.70

놀이형

오락활동

Mean 2.22 2.26 2.35 2.42 2.35
0.660 0.620

SD 0.67 0.75 0.83 0.77 0.91

회식형

오락활동

Mean 2.39ab 2.67b 2.63b 2.60ab 2.31a
2.842 0.025＊＊

SD 0.54 0.78 0.72 0.54 0.66

행락활동

Mean 3.04ab 2.70a 3.09b 2.77ab 2.76ab
3.625 0.007＊＊＊

SD 0.67 0.81 0.65 0.67 0.94

<표 4-18>직업형태에 따른 여가활동유형의 차이검증 결과

＊＊P<0.05＊＊＊P<0.01

(5)고용형태

고용형태에 따른 여가활동유형의 차이검증 결과 <표 4-19>과 같이 나타났다.

요인명
상근직

(n=218)

상근직 아님

(n=65)
t P

도시형

문화활동

Mean 3.35 3.29
0.931 0.352

SD 0.51 0.49

사교

활동

Mean 2.27 2.29
-0.179 0.858

SD 0.70 0.78

신체

활동

Mean 2.18 2.10
0.740 0.460

SD 0.73 0.61

놀이형

오락활동

Mean 2.25 2.43
-1.743 0.082＊

SD 0.72 0.81

회식형

오락활동

Mean 2.53 2.53
-0.079 0.937

SD 0.63 0.73

행락

활동

Mean 2.91 2.88
0.248 0.804

SD 0.75 0.70

<표 4-19>고용행태에 따른 여가활동유형의 차이검증 결과

＊P<0.1



- 68 -

<표 4-19>에서 보는 것과 같이 거의 모든 여가활동유형에 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그 놀이형오락활동만 P<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상근

직이 아닌 여성들이 상근직인 여성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6)근무형태

t-test분석결과 근무형태에 따른 여가활동유형의 차이가 <표 4-20>과 같이 나타났다.

요인명
주 5일

(n=166)

주 5일 아님

(n=117)
t P

도시형

문화활동

Mean 3.37 3.30
1.120 0.264

SD 0.50 0.52

사교

활동

Mean 2.31 2.24
0.850 0.396

SD 0.69 0.76

신체

활동

Mean 2.21 2.09
1.467 0.144

SD 0.72 0.67

놀이형

오락활동

Mean 2.24 2.36
-1.367 0.173

SD 0.72 0.77

회식형

오락활동

Mean 2.48 2.60
-1.590 0.113

SD 0.64 0.66

행락

활동

Mean 2.97 2.82
1.697 0.091＊

SD 0.78 0.66

<표 4-20>근무형태에 따른 여가활동유형의 차이검증 결과

＊P<0.1

고용형태와 마찬가지로 체 으로 모든 여가활동유형에 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 행락활동만 P<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행

락활동에서 주5일근무제 여성이 주5일근무제가 아닌 여성에 비해 상 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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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평균소득

월평균소득에 따른 여가활동유형의 차이는 <표 4-21>과 같이 나타났다.

요인명

100만원

미만

(n=31)

100-150

만원 미만

(n=102)

150-200

만원 미만

(n=87)

200-300

만원 미만

(n=44)

300만원

이상

(n=19)

F P

도시형

문화활동

Mean 3.34 3.30 3.33 3.40 3.39
0.325 0.861

SD 0.48 0.60 0.41 0.51 0.43

사교

활동

Mean 2.23ab 2.13a 2.29ab 2.49bc 2.63c
3.473 0.009＊＊＊

SD 0.67 0.69 0.66 0.78 0.85

신체

활동

Mean 2.15 2.18 2.09 2.22 2.29
0.459 0.766

SD 0.63 0.80 0.67 0.66 0.60

놀이형

오락활동

Mean 2.48 2.33 2.17 2.20 2.51
1.735 0.142

SD 0.84 0.81 0.62 0.72 0.76

회식형

오락활동

Mean 2.76b 2.58ab 2.49ab 2.32a 2.54ab
2.423 0.048＊＊

SD 0.74 0.70 0.61 0.53 0.61

행락

활동

Mean 3.10 2.79 2.91 2.89 3.18
1.811 0.127

SD 0.81 0.74 0.72 0.71 0.69

<표 4-21>월평균소득에 따른 여가활동유형의 차이검증 결과

＊＊P<0.05＊＊＊P<0.01

월평균소득에 따라 여가활동유형 사교 활동과 회식형오락활동에 통계 으로 유의한차

이가 있다고 나타났다.사교 활동에 있어서는 월소득 300만원 이상자가 가장 높은 평균값

을 보 으며 100~150만원미만자가가장낮은평균값을보 다. 체 으로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사교 활동을 즐기고있다고 측할수 있으며P<0.01수 에서 통계 으로유의한

차이를보 다.P<0.05수 에서 통계 으로유의한 차이를보인 회식형오락활동에서는 월평

균소득이 100만원미만자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 으며,그 다음으로 100~150만원

미만자,300만원미만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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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근무기간

분석결과 근무기간에 따른 여가활동유형의 차이는 <표 4-22>와 같이 나타났다.

요인명
1년 미만

(n=49)

1-3년 미만

(n=68)

3-5년 미만

(n=56)

5-7년 미만

(n=39)

7년 이상

(n=71)
F P

도시형

문화활동

Mean 3.31ab 3.44b 3.43b 3.31ab 3.20a
2.559 0.039＊＊

SD 0.54 0.51 0.49 0.40 0.52

사교

활동

Mean 2.03a 2.23ab 2.28ab 2.31ab 2.49b
3.199 0.014＊＊

SD 0.68 0.63 0.69 0.61 0.84

신체

활동

Mean 2.13 2.18 2.15 2.15 2.17
0.043 0.997

SD 0.72 0.68 0.75 0.68 0.72

놀이형

오락활동

Mean 2.31ab 2.40b 2.45b 2.08a 2.17ab
2.275 0.061＊

SD 0.75 0.78 0.72 0.75 0.71

회식형

오락활동

Mean 2.64b 2.63b 2.57ab 2.36a 2.42ab
1.974 0.099＊

SD 0.72 0.61 0.62 0.64 0.66

행락활동

Mean 2.84 2.95 2.81 3.00 2.93
0.562 0.690

SD 0.78 0.72 0.80 0.61 0.75

<표 4-22>근무기간에 따른 여가활동유형의 차이검증 결과

＊＊P<0.1＊P<0.05＊＊＊P<0.01

P<0.05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도시형문화활동에서는 근무기간이 1~3

년 미만과 3~5년 미만의 여성들에게서 높은 평균값으로 보 으며 7년 이상 근무자에게서

가장 낮은 평균값이 나타났다.사교 활동에 있어서는 근무기간이 길수록 평균값이 높은 상

계를보 으며P<0.05수 에서통계 으로 유의한차이를 보 다.P<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회식형오락활동에서는 체 으로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평

균값을 보 고,놀이형오락활동에서는 근무기간이 3년~5년 미만,1년~3년 미만,1년 미

만,7년 이상,5년~7년 미만 순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 다.

이상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유형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 4-2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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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차이검증 결과 로 일

도시형

문화활동

연령＊＊＊,결혼유무＊＊＊,

학력＊＊＊,근무기간＊＊

연령 가 낮을수록,학력수 이 높을수록 강하게 나타나며,기혼보다는 미혼에게서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직업특성에 따라서는 상 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월평균소득에 있어서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유의 인 상 계를 보이고 있지 않

다.다만 근무기간에 있어 근무기간이 1년~5년 사이의 여성에게서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사교

활동

연령＊＊＊,학력＊＊＊,

월평균소득＊,

근무기간＊＊

결혼유무와 련없이연령 와학력수 이높을수록강하게나타나며,월평균소득이

체 으로 많을수록 유의 인 상 계를 보이고 있다.근무기간에 있어서도 근무

기간이길수록높은평균값을보여연령과학력수 이높으며월평균소득많고,근무

기간이 많은 여성들이 사교 활동을 나타냄을 측할 수 있다.

신체

활동
학력＊＊

학력수 이높을수록강하게나타나고있으며,그이외의 연령과결혼유무,직업등

과는 유의 인 상 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놀이형

오락활동

연령＊＊＊,결혼유무＊＊＊,

고용형태＊,근무기간＊

미혼이며,20 인 여성에게서 우세하게 나타나며,학력수 과 직업에 따라서는 유

의한 차이를보이고있지않다.고용형태에있어 상근직이아닌여성이상근직인여

성에비해높은평균값을보이고있으며,근무기간에있어서는 체 으로근무기간

이 짧은 여성에게서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회식형

오락활동

연령＊＊＊,결혼유무＊＊＊,

직업형태＊＊,

월평균소득＊＊,

근무기간＊

미혼이고,연령 가낮을수록강하게나타나고있다.직업형태에있어서는서비스직

과 문·기술직, 업·매직에서우세하게 나타나고있으며,월평균 150만원미만

의여성들과300만원이상의여성에게서도높은평균값을보이고있다.근무기간에

있어서는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행락활동

학력＊＊＊,직업형태＊＊＊,

근무형태＊

학력수 이높을수록유의 인상 계를보이고있으며,사무·리직과 문·기술

직의 여성들이다른직업에비해높은평균값을 나타내고있다.연령,결혼유무와는

유의 인차이를나타내지않는다.근무형태에있어주5일근무제의여성이우세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4-23>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유형별 로 일

＊P<0.1＊＊P<0.05＊＊＊P<0.01

2)여가활동 일반 특성

여가활동에 있어서의 여가비용,여가시간,여가동반자,여가제약 항목에 한 일반 인 특

성을 빈도분석한 결과 <표 4-24>와 같이 나타났다.

월평균 여가비용에 10~20만원 미만이 26.1%로 가장 많았고,20~30만원 미만은

21.2%,5~10만원 미만이 17.7%이며,30~40만원 미만(12%),40~50만원 미만

(11%),50만원 이상(8.5%),5만원 미만(3.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루평균 여가시간의 경우는 1~3시간 미만을 사용한다는 응답자가 64.7%로 가장 많았

고,그 다음으로 1시간 미만은 20.8%,3시간 이상은 14.8%로 부분 응답자의 하루평균

여가시간이 3시간 미만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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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빈도(명) 퍼센트(%)

여가

비용

5만원 미만 10 3.5

5-10만원 미만 50 17.7

10-20만원 미만 74 26.1

20-30만원 미만 60 21.2

30-40만원 미만 34 12

40-50만원 미만 31 11

50만원 이상 24 8.5

여가

시간

1시간 미만 59 20.8

1-3시간 미만 183 64.7

3-5시간 미만 35 12.4

5-7시간 미만 6 2.1

여가

동반자

혼자 51 18

동성친구 90 31.8

이성친구 40 14.1

가족 62 21.9

동료집단 25 8.8

동호회 8 2.8

기타 7 2.5

여가

제약

시간 여유 126 44.5

경제 여유없어서 61 21.6

게을러서 32 11.3

정신 ,심리 여유없어서 30 10.6

심 없어서 10 3.5

여가활동 시설 부족 8 2.8

여가 함께할 동반자 없어서 7 2.5

여가에 한 정보 부족 6 2.1

건강이 좋지 않아서 2 0.7

<표 4-24>여가비용,여가시간,여가동반자,여가제약에 한 일반 특성

여가활동시 주된 동반자를 묻는 항목에서는 동성친구(31.8%)와 함께 즐긴다는 응답비율

이 가장 높았으며,그 다음으로 가족(21.9%),혼자(18%),이성친구(14.11%),동료집단

(8.8%),동호회(2.8%),기타(2.5%)순으로 나타났다.

여가제약에 해 빈도분석을 한 결과 체응답자의 44.5%가 ‘시간 여유가 없어서’라고

답하 으며,그다음으로는 ‘경제 여유가 없어서(21.6%)’,‘게을러서(11.3%)’,‘정신 ·심

리 여유가 없어서(10.6)’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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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가비용

여가비용에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지만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라 조 씩 차이가 있을

것이라 단되어 교차분석을 실시하 으며,빈도분석 결과를 기 로 낮은 빈도로 묶이는 범

주를 재분류·결합한 코딩변경4)을 실시한 후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분석결과 <표 4-25>와

같이 연령,결혼유무,직업,근무형태,월평균소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변수 분류 N
10만원

미만

10~20

만원 미만

20~30

만원 미만

30~40

만원 미만

40~50

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카이

제곱
P

연령

20 166 26 40 40 21 25 14

19.6790.032＊＊30 86 22 28 14 11 5 6

40 이상 31 12 6 6 2 1 4

결혼

유무

미혼 187 27 47 43 24 27 19
21.1980.001＊＊＊

기혼 96 33 27 17 10 4 5

학력

고졸이하 45 13 11 7 4 7 3

19.1460.207
문 졸 82 19 24 17 8 6 8

졸 123 28 30 28 15 11 11

학원이상 33 0 9 8 7 7 2

직업

사무.리직 105 19 37 22 14 8 5

33.4880.030＊＊

서비스직 72 14 20 17 6 12 3

문.기술직 45 10 11 10 4 4 6

매.업직 44 10 4 9 9 6 6

기타 17 7 2 2 1 1 4

고용

형태

상근직 218 47 57 51 25 22 16
4.548 0.473

상근직 아님 65 13 17 9 9 9 8

근무

형태

주5일근무 166 32 50 38 23 15 8
12.4930.029＊＊

주5일 아닌경우 117 28 24 22 11 16 16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31 9 8 5 5 5 0

35.2240.019＊＊

100-150미만 102 27 32 22 7 7 7

150-200미만 87 15 25 18 13 8 8

200-300미만 44 8 8 12 5 8 3

300이상 19 2 1 3 4 3 6

근무

기간

1년 미만 49 13 13 10 4 5 4

20.9140.402

1-3년 미만 68 8 17 20 11 7 5

3-5년 미만 56 8 16 12 7 8 5

5-7년 미만 39 7 12 6 3 5 6

7년 이상 71 24 16 12 9 6 4

<표 4-25>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여가비용의 차이 교차분석 결과

＊＊P<0.05＊＊＊P<0.01

4)교차분석시카이자승에의한가설검증에서교차표한셀의기 빈도가5이하이면올바른검정이이 지지않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해 코딩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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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있어서는20 여성들은 다른 연령 에 비해 상 으로40~50만원미만에서높

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체 으로 많은 여가비용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40 이상

의 여성들은 여가비용 10만원 미만에 높은 비율을 나타냄으로써 여가활동을 한 비용을

많이 지출하지 않고 있다고 단할 수 있다.결혼유무에 있어서는 미혼이 기혼에 비해 많은

여가비용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직업에 따라서는 서비스직과 매·업직에서 다른

직업에 비해 많은 여가비용을 지출한다고 나타났다.월평균소득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여가

비용을 많이 지출함을 알 수 있었다.

순서 항 목 빈도 퍼센트 순서 항 목 빈도 퍼센트

1 쇼핑 78 27.6 12 동창회 등 6 2.1

2 외식 48 17 13 독서/음악감상 5 1.8

3 공연 람 25 8.8 14 드라이 ... 5 1.8

4 술마시기 19 6.7 15 요리 집안가꾸기 4 1.4

5 실내동 인운동 16 5.7 16 실외동 인운동 3 1.1

6 친구만나기 15 5.3 17 노래방가기 2 0.7

7 피부미용/네일/헤어 13 4.6 18 인터넷 2 0.7

8 국내외여행 13 4.6 19 실내정 인운동 2 0.7

9 실외정 인운동 11 3.9 20 교양강좌 참석 1 0.4

10 술.창작활동 7 2.5 21 화투/고스톱 등 1 0.4

11 찜질방/사우나 6 2.1 22 자오락 컴퓨터게임 1 0.4

<표 4-26>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여가활동

한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여가활동에 한 빈도분석 결과 <표 4-26>과 같이 나타

났으며,그 결과 쇼핑(27.6%)이 가장 많고,그 다음으로 외식(17.0%),공연 람(8.8%),

술마시기(6.7%),실내동 인운동(5.7%),친구만나기(5.3%)등의 순서를 보 다.

<표 4-26>에 의하면 쇼핑,외식,공연 람,친구만나기 등과 같이 거의 모든 비용이 앞서

제시한 여가활동요인 도시형문화활동요인의 항목에 소요됨을 알 수 있다.이러한 여가활

동들은 평소 여성 혼자보다는 친구나 가족 등을 동반하 을 때 일상 으로 즐기는 여가활동

들로써 이러한 여가활동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따라서 의 여가동반자의 빈도분석

결과와 같이하여 단했을시 여성은 혼자 보다는 친구,가족 등 군가와 함께 하는 것을 좋

아하므로 이러한 사실에서 여성들의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 군가를 동반한 상태에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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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활동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여가시간

여가비용과 마찬가지로 여가시간에 해 인구통계학 특성과의 련성을 좀 더 자세히 살

펴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 으며,분석결과 <표 4-27>과 같이 연령,결혼유무,고용형태,

월평균소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변수 분류 N
1시간

미만

1~3

시간 미만

3시간

이상

카이

제곱
P

연령

20 166 26 109 31

12.628 0.013＊＊30 86 24 52 10

40 이상 31 9 22 0

결혼

유무

미혼 187 29 128 30
9.682 0.008＊＊＊

기혼 96 30 55 11

학력

고졸이하 45 11 27 7

6.597 0.360
문 졸 82 17 49 16

졸 123 28 81 14

학원이상 33 3 26 4

직업

사무.리직 105 18 73 14

8.618 0.375

서비스 72 14 46 12

문.기술직 45 8 32 5

매.업직 44 12 25 7

기타 17 7 7 3

고용

형태

상근직 218 44 151 23
13.465 0.001＊＊＊

상근직 아님 65 15 32 18

근무

형태

주5일근무 166 33 114 19
3.744 0.154

주5일 아닌 경우 117 26 69 22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31 3 17 11

18.814 0.016＊＊

100-150미만 102 24 62 16

150-200미만 87 16 62 9

200-300미만 44 13 27 4

300이상 19 3 15 1

근무

기간

1년 미만 49 4 34 11

13.444 0.097

1-3년 미만 68 12 46 10

3-5년 미만 56 12 36 8

5-7년 미만 39 9 23 7

7년 이상 71 22 44 5

<표 4-27>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여가시간의 차이 교차분석 결과

＊＊P<0.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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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있어서는 40 이상의 여성이 20 연령에 비해 상 으로 여가시간이 1시간 미

만이라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이에 반해 20 여성은 3시간 이상에서 상 으로 높은

비율을 보 다.이로써 상 으로 연령 가 높을수록 하루평균 여가시간이 은 것으로

단된다.

결혼유무에 있어서는 기혼이 미혼에 비해 1시간 미만을 선택한 비율이 높아 상 으로 기

혼이 미혼에 비해 여가시간이 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로써 여성들의 사회 인 지 가 많

이 향상되긴 하 으나 아직까지는 여성의 결혼이라는 사회 인 제약으로 인해 기혼여성들이

많은 여가시간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단되어진다.

고용형태에 있어 주5일 근무제 여성은 상 으로 주5일근무제가 아닌 여성에 비해 1~3

시간 미만에 응답률이 많았고 부분이 응답하 다.주 5일 근무제가 아닌 여성이 주5일 근

무제 여성에 비해 1시간 미만의 여가시간과 3시간 이상 여가시간에서 여가활동을 즐긴다는

비율이 높아 리랜서등과 같이 자기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여가시간이많

다고 여겨지며,그 지 않은 여성들은 여가시간이 다고 단되어진다.

월평균소득에서는 100만원미만의 소득자의 경우 하루평균 여가시간을 3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소득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300만원이상의 소득자의 경우 1~3시

간미만에 상 으로 높은 비율을 보 으며,100~300만원 미만과 200~300만원 미만의

소득자가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 으로 높았다.

순서 항 목 빈도 퍼센트 순서 항 목 빈도 퍼센트

1 TV시청/라디오청취 48 17 13 외식 6 2.1

2 인터넷 45 15.9 14 피부미용/네일/헤어 5 1.8

3 독서/음악감상 24 8.5 14 요리 집안가꾸기 5 1.8

3 쇼핑 24 8.5 14 드라이 ... 5 1.8

3 친구만나기 24 8.5 17 찜질방/사우나 4 1.4

6 실내동 인운동 23 8.1 17 자오락 4 1.4

7 공연 람 14 4.9 17 애완동물돌보기 4 1.4

8 실외정 인운동 12 4.2 20 국내외여행 3 1.1

9 술마시기 8 2.8 21 실외동 인운동 2 0.7

10 술.창작활동 7 2.5 22 노래방가기 1 0.4

10 동창회 등 7 2.5 22 나이트/카바 가기 1 0.4

10 실내정 인운동 7 2.5

<표 4-28>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여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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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여가활동에 해 빈도분석 결과 <표 4-28>과 같이 나타났으

며,TV시청/라디오청취(17.0%)가 가장 많았고,그 다음으로 인터넷 PC통신(15.9%),

독서 음악감상(8.5%),쇼핑(8.5%),친구만나기(8.5%),실내동 인운동(8.1%)등의

순서를 보 다.

즉 TV시청 라디오청취,인터넷,독서 음악감상처럼 체 으로 실내 정 인 활동에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악할 수 있다.이는 여가제약의 빈도분석에서 보여지듯이

시간 제약이 가장 크다는 응답이높은데,이러한 사실과 연 하여 생각해 볼때 여가활동을

하기 해 일부러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즐길만한 시간 여유가 없을 수도 있겠으며,그 만

큼 동 인 부분에 한 여가시설이 근거리에 없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겠다.

한 여가제약에서 경제 제약과 게을러서의 응답비율도 많이 보이고 있어 이러한 사실에

서 쉽고 비용이 게 들면서 편리하게 여가활동을즐길 수있는 여가활동으로서TV시청 등과

같은 정 이고 람·감상 주의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 단되어진다.

그러나 주5일근무자를 상으로 한 신화경(2005)의연구에 의하면 재의 여가활동은 수

동 이고 체 인 여가활동이 부분이나 미래에 하고 싶은 여가를 조사한 결과 극 이고

신체 이 활동을 포함하는 참여 인 여가를 원하고 있었다.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연구

상인 직장여성에게도 용이 가능하다고 단되므로 직장여성들에게 좀 더 다양하고 극

인 여가기회를 제공하기 해 사회 심과 제반 여가환경의 조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

각되어진다.

(3)여가동반자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여가동반자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교차분석을 실시하 으며,

분석결과 <표 4-29>와 같이 나타났다.

분석결과,연령,결혼유무,월평균소득,근무기간에따라여가동반자가 유의한차이가 있다

고 나타났다.20 여성의 경우 여가활동 동반자에서 이성친구와 동성친구비율이 다른 연령

에 비해 높았고,30 이상의 여성의 경우 가족과 여가활동을 즐기는 비율이 높았다.특이한

으로 40 이상의 경우 동성친구와 가족의 비율이 같게 나와,이 연령 에는 30 와는 다

르게조 은 가족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나 여가활동을 즐기고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결혼유

무와도 상 계를 보임으로써 미혼여성의 경우 여가동반자로 친구의 비율이 높은 반면 기혼

여성의 경우는 가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월평균소득에 있어 100~150만원 소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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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 동성친구와 여가활동을 보내는 비율이 높았고,150~200만원,

200~300만원 미만의소득자의경우가족과 여가활동을보내는 비율이높았다.근무기간은

연령과 높은 상 계를 보이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을수록 여가활동은 친구와 함께 하는

경향이 있고 근무기간이 길수록 여가활동의 주된 동반자가 가족인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변수 분류 N 혼자 동성 이성 가족 기타
카이

제곱
P

연령

20 166 30 66 32 22 16

38.422 0.000＊＊＊30 86 18 15 5 31 17

40 이상 31 3 9 3 9 7

결혼

유무

미혼 187 35 79 36 13 24
86.212 0.000＊＊＊

기혼 96 16 11 4 49 15

학력

고졸이하 45 8 21 5 7 4

13.787 0.315
문 졸 82 15 22 13 20 12

졸 123 20 40 14 31 18

학원이상 33 8 7 8 4 6

직업

사무.리직 105 17 25 18 32 12

21.698 0.153

서비스 72 17 28 9 10 8

문.기술직 45 4 16 7 9 9

매.업직 44 7 15 6 8 8

기타 17 6 5 0 3 3

고용

형태

상근직 218 40 86 30 50 30
0.812 0.937

상근직 아님 65 11 22 10 12 10

근무

형태

주5일근무 166 27 49 21 43 26
5.561 0.234

주5일 아닌경우 117 24 41 19 19 14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31 8 10 7 5 1

34.405 0.005＊＊＊

100-150미만 102 16 46 14 17 9

150-200미만 87 18 20 10 21 18

200-300미만 44 6 12 6 15 5

300이상 19 3 2 3 4 7

근무

기간

1년 미만 49 10 22 6 8 3

29.302 0.022＊＊

1-3년 미만 68 11 28 11 9 9

3-5년 미만 56 10 12 14 11 9

5-7년 미만 39 5 11 5 13 5

7년 이상 71 15 17 4 21 14

<표 4-29>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여가동반자의 차이 교차분석 결과

＊＊P<0.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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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여가제약

여가제약의 좀 더 자세한 차이를 살펴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 으며,분석결과 인구통계

학 특성 결혼유무와 근무형태,월평균소득에 따라 여가제약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표

4-30>를 통해 알 수 있다.

변수 분류 N 경제 심리 시간 게을러서 기타
카이

제곱
P

연령

20 166 42 18 68 20 18

7.737 0.46030 86 12 8 44 11 11

40 이상 31 7 4 14 1 5

결혼

유무

미혼 187 46 24 75 24 18
11.133 0.025＊＊

기혼 96 15 6 51 8 16

학력

고졸이하 45 13 2 20 5 5

16.950 0.151
문 졸 82 21 8 33 8 12

졸 123 19 13 57 19 15

학원이상 33 8 7 16 0 2

직업

사무. 리직 105 22 17 39 14 13

21.874 0.147

서비스 72 15 3 41 5 8

문.기술직 45 10 4 15 10 6

매. 업직 44 11 4 23 1 5

기타 17 3 2 8 2 2

고용

형태

상근직 218 44 27 97 27 23
6.348 0.175

상근직 아님 65 17 3 29 5 11

근무

형태

주5일근무 166 30 20 67 22 25
10.931 0.027＊＊

주5일 아닌경우 117 31 8 59 10 9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31 14 2 10 3 2

36.158 0.003＊＊＊

100-150미만 102 30 10 37 12 13

150-200미만 87 12 9 46 9 11

200-300미만 44 3 5 25 8 3

300이상 19 2 4 8 0 5

근무

기간

1년 미만 49 14 7 19 4 5

24.442 0.080

1-3년 미만 68 15 4 29 13 7

3-5년 미만 56 8 10 22 6 10

5-7년 미만 39 12 3 15 6 3

7년 이상 71 12 4 41 3 9

<표 4-30>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여가제약의 차이 교차분석 결과

＊＊P<0.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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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유무에 있어 상 으로 미혼이 기혼에 비해 경제 여유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

았고,이에 반해 기혼은 시간 여유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이러한 사실로 인해 앞

서 인구통계학 특성과 여가시간을교차분석한 결과와 연 하여 기혼여성의 경우 결혼이라는

사회 인제약으로 인해 여가활동을 하는데어려움이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따라서 여성에

게 결혼이라는 사회 제약을 덜어주면서 쉽고 편하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이 필요

하다고 보여진다.

근무형태의경우에서는 주5일근무제가아닌여성들이주5일근무자와비교했을시 시간 이

나 경제 으로 여유가 없다는 응답률이 많았다.주5일 근무제의 여성의 경우는 아닌 여성에

비해 정신 ·심리 인 여유가 없고 게을러서라는 응답률이 많이 나와,확실히 주5일근무제로

인해활용할수 있는 여가시간은많아졌다는 것을알 수있다.따라서 주5일근무제 확 로인

한 여가시 를 비하여 증가되는 여가시간이 생활의 질 향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 인 여가시간의 활용을 한 정책 인 지원 다양한 여가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월평균소득에 있어서는 확실히 상 으로 소득이 을수록 경제 인 여유가 없다는 응답

률이 많이 나왔으며,300만원 이상의 월소득을 가진 여성의 경우는 정신 ·심리 인 여유가

없다는 응답이 다른 소득자집단에 비해 많았다.200~300만원 미만의 소득자인 경우 시간

인여유가 없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많았고,게을러서라는 응답 역시상 으로 높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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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 연구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라이 스타일과 여가활동에 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최근 사회·경

제 으로 지 가 향상되고 있는 여성들을 상으로 하여 특히 직장여성만을 상으로 라이

스타일과 여가활동간의 련성을 연구해 보았다.

라이 스타일과 여가활동의 유형을 세분화하기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요인분석

결과 라이 스타일유형은 외모 시형,계획 생활형,건강 시형,여가향유형,리더 활동

형,서구편리추구형,알뜰 약형,과시형의 8개 요인으로 여가활동은 도시형문화활동,사교

활동,신체 활동,놀이형오락활동,회식형오락활동, 행락활동의 6개 요인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라이 스타일유형이 여가활동유형에 미칠것이다라는 가설검증을 해 다 회귀분석을 실

시하 으며,분석결과 라이 스타일유형 여가향유형,외모 시형,서구편리추구형,건강

시형의 4개 요인이 여가활동 유형의 도시형문화활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 활동에 향을 미치는 라이 스타일유형은 체 8개 요인 계획 생활형,리더

활동형,외모 시형,건강 시형의 4개요인으로 나타났고,라이 스타일유형의 체 8개요

인 여가향유형,건강 시형,리더 활동형의 3개 요인이 신체 활동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놀이형오락활동에 향을 미치는 라이 스타일유형은 체 8개 요인 서구

편리추구형 1개 요인으로 설명력이 1%로만 나타나 설명력은 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식형오락활동에 향을 미치는 라이 스타일유형은 체 8개 요인 외모 시형,알뜰

약형,서구편리추구형,리더 활동형의 4개 요인으로 나타났고, 행락활동에 향을 미

치는라이 스타일유형은 체 8개 요인 여가향유형,알뜰 약형,과시형의3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라 라이 스타일유형은 차이를 보일 것이란 본 연구의 가설검증에

있어서 라이 스타일유형 외모 시형요인에서는 학력,직업형태,근무형태에서 유의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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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다고 나타났으며,계획 생활형에서는 연령,학력,직업형태,월평균소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건강 시형에서는 연령,결혼유무,학력,고용형태,근무기간이 여가향유형에

서는 결혼유무,학력,직업형태,고용형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리더 활동형요인에서

는 연령,직업,근무형태,월평균소득,근무기간에 해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서구편리추

구형요인에서는 연령,결혼유무,고용형태,근무기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알뜰 약

형요인은결혼유무,학력,직업,고용형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나왔으며,과시형요인에

서는 연령,월평균소득,근무시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연령이 낮은 여성에게 서구편리추구형의 라이 스타일유형을 보이고 있으며,30 여성들

은 리더 활동형과 과시형의 라이 스타일유형을 나타내고 있다.기혼이 미혼에 비해 건강을

시하고 알뜰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학력수 이 높을수록 계획 인 생활

을 하려고 하며,건강을 시하고 여가를 향유하는 라이 스타일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연령

이 낮을수록 외모를 시함을 알 수 있다.직업형태에 있어 사무·리직의 여성이 여가를 향

유하고자 하며 알뜰하고, 매·업직은 리더 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근무형태에 있어서는

주5일근무제가 아닌 여성의 경우 외모를 시하며,월평균소득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계획

인 생활을 추구하며 리더 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사실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소득계층 등에 따라 다양한 라이 스타일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라 여가활동유형은 차이를 보일 것이란 본 연구의 가설검증에 있어

서는 여가활동유형 도시형문화활동요인에 있어서는 연령,결혼유무,학력,근무기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으며,사교 활동요인에서는 연령,학력,월평균소득,근무기간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신체 활동요인에서는 학력만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으

며,놀이형오락활동요인에서는 연령,결혼유무,고용형태,근무기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회식형오락활동요인에서는 연령,결혼유무,직업형태,월평균소득,근무기간에 해 유의

한 차이를 보 으며, 행락활동요인에서는 학력,직업형태,근무형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령이 을수록 도시형문화활동과 놀이형문화활동의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으며,미혼인

경우 기혼에 비해 오락 여가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학력수 에 있어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도시형문화활동과사교 ·신체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으며, 행락활동에서도 학력수 이

낮은 여성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직업에 있어서는 서비스직과 업·매직에서 회식

형오락활동을 보이고 있으며,사무·리직과 문·기술직의 여성들은 행락의 여가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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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고 있음을알 수 있었다.근무형태에있어 주5일근무제인 여성이주5일근무제가 아닌여

성에 비해 행락활동을 더 많이 즐기고 있으며,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사교 인 여가활

동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여가비용,여가시간,여가동반자 여가제약과도 어느 정도 상 계를 보

이는데,특히 결혼유무에 따른 상이한 여가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미혼여성이 기혼여성에

비해 결혼이라는 사회 인 제약이 덜하기 때문에 오락 인 여가활동을 많이 즐기며 여가비용

은 많으며,여가시간 역시 많게 나타났다.

한 주5일근무제의 시행으로 인해 주5일근무자의 경우 시간 여가제약에서 그 지 않은

여성에 비해 시간 제약이 덜 하 고,그 만큼 시간 여유가 필요한 행락활동의 여가활

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따라서 주5일근무제 확 로 인한 여가시 를 비하여 증가되

는 여가시간이 생활의 질 향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 인 여가시간의 활용을

한 정책 인 지원 다양한 여가시설의 확충이 시 하다고 할 수 있다.

조사결과 가장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이 소요되는 여가활동은 수동 이고 정 인 여가활동

이 부분이었다.그러나 선호하는 여가활동을 조사한 선행연구에 의하며 선호하는 여가활동

은 부분 극 이고 신체 이 활동을 포함하는 참여 인 여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여성에게 좀 더 다양하고 극 인 여가기회를 제공하기 해 사회 심과 제반 여가환경

의 조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제2 연구의 의의 제언

본 연구는 사회 ·경제 으로 지 가 향상되고 있는 직장여성의 라이 스타일과 여가활동

유형화 두 변인간의 련성을 규명하 다는 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요즘 골드미스,

미시족,핑크칼라세 등과같이 여성 심의 새로운집단이 생겨나면서 이들의 구매력 특

성에 해 마 분야나 여가산업등에서 많은 심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집단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직장여성들은 재 여가산업분야에서 주요한 고객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

에 직장여성의 라이 스타일과 여가활동의 련성을 규명한 본 연구의 결과가 이들이 필요로

하는 여가활동과 여가활동의 진을 한 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는 에서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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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연구 상을 제주시의 직장여성으로 하 기 때문에 지역 특성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향을 배제하 으며 특히 인구통계학 특성을 조사함에 있어 제주시지

역과 서귀포시지역의 지역 인 성격을 구분하지 못하 다. 한 직장여성만을 상으로 하여

체여성에 한 포 인 라이 스타일과 여가활동을 정립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연령에서는 20 비

이 크고 미혼여성 주로 조사가 진행되어 여가비용 시간,동반자,여가제약의 일반 인

여가특성을 빈도분석으로 해석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 조사 상자의 심리

,사회 ,제도 인 상황에 따라 가변성이 잠재해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상을 조사시 인구통계학 특성의 비 을 맞추는 것이 요

하며 직업층에 있어서도 한층 더 세분화하여 직업에 따른 라이 스타일과 여가활동을 유형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한 라이 스타일과 여가활동의 항목 설정에 있어서

도 시 가 변함에 따라 다양한 라이 스타일과 여가활동이 새롭게 등장하기 때문에 이에

한 한 항목 선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즉,이러한 한계 들은 향후 라이 스타일과 여가활동의 련 이론의 정립과 함께 연구

상의 다양화의 확 로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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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여성의 라이 스타일에 따른 여가활동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직장여성의 라이 스타일에 따른 여가활동”에 한 자료를 얻고
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소 한 답변내용은 학술 목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통

계법 제13조에 의거 일체 공개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다소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을 완성해 주시면 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10월

지도교수 :제주 학교 일반 학원 개발학과 교 수 임 화 순
연 구 자 :제주 학교 일반 학원 개발학과 석사과정 문 지 은

Ⅰ.다음은 귀하의 라이 스타일에 한 질문입니다.

각 평가항목을 잘 읽어보신 후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 가 항 목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1.옷과 구두 등의 취향에 뚜렷한 개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새로운 유행이나 패션을 빨리 받아들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옷의 조화에 신경을 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외모를 잘 꾸미는 것은 내 생활과 활동의 요한 일부이다. ① ② ③ ④ ⑤

5.값이 비싸더라고 유명 랜드 제품을 구입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마음에 드는 물건이 생기면 꼭 사고 만다. ① ② ③ ④ ⑤

7.같은 랜드를 계속 구매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세일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구매 가격비교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9.쇼핑하기 에 필요한 품목을 어둔다. ① ② ③ ④ ⑤

10.주로 세일기간,할인매장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한다. ① ② ③ ④ ⑤

11.비만을 고려한 식사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음식을 먹을 때 양가를 고려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건강식품,자연식품,무공해 식품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4.인스턴트식품을 잘 먹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5.한식보다 양식을 좋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6.아침에는 빵,우유 등만을 먹을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7.외식을 할 때는 한식보다 외국음식이 더 좋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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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18.온돌보다는 침 가 더 좋다. ① ② ③ ④ ⑤

19.단독보다는 아 트가 더 좋다. ① ② ③ ④ ⑤

20.다소 복잡하더라도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1.스포츠는 람보다는 직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2.휴일이면 야외로 놀러가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3.다소 지출이 따르더라도 삶을 즐기며 산다. ① ② ③ ④ ⑤

24.미용이나 건강을 해 운동을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5.좋아하는 취미활동을 꾸 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26.극장이나 시회에 자주 가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7.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8.어떤 일이나 사 비를 신 하게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9.인내심이 강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0.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신감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31.내가 속한 집단에서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32.남을 의식하지 않고 느끼는 로 산다. ① ② ③ ④ ⑤

33.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다. ① ② ③ ④ ⑤

34.웬만한 일에도 걱정을 하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5.장래를 해 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6.투자를 할 때는 수익성보다 안 성이 더 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7.남보다 먼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Ⅱ.다음은 귀하의 여가활동 유형에 한 질문입니다.

각항목을잘읽어보신후여가활동참여정도를해당란에“∨”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 가 항 목
안함

거의

안함

가끔

함

자주

함

매우

자주함

1.공연(연극, 화 등) 람 ① ② ③ ④ ⑤

2.스포츠 경기 람 ① ② ③ ④ ⑤

3.교양강좌 참석(강연회, 시회,평생교육원 등) ① ② ③ ④ ⑤

4.창작, 술,공작 활동 ① ② ③ ④ ⑤

5.TV시청/라디오청취 ① ② ③ ④ ⑤

6.찜질방/사우나 ① ② ③ ④ ⑤

7.피부미용마사지/네일아트/헤어 리 ① ② ③ ④ ⑤

8.독서/음악감상 ① ② ③ ④ ⑤

9.화투/고스톱/복권 경마/경륜/카지노 ① ② ③ ④ ⑤

10. 자오락 컴퓨터게임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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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안함

거의

안함

가끔

함

자주

함

매우

자주함

11.노래방 가기 ① ② ③ ④ ⑤

12.술 마시기 ① ② ③ ④ ⑤

13.인터넷 PC통신(서핑/채 /미니홈피 리) ① ② ③ ④ ⑤

14.요리 집안가꾸기 ① ② ③ ④ ⑤

15.애완동물 돌보기 ① ② ③ ④ ⑤

16.외식 ① ② ③ ④ ⑤

17.쇼핑 ① ② ③ ④ ⑤

18.종교활동 각종 사회활동( 사/바자회 등) ① ② ③ ④ ⑤

19.동창회/동아리/사교모임 ① ② ③ ④ ⑤

20.나이트/카바 가기 ① ② ③ ④ ⑤

21.친구 친지 만나기 ① ② ③ ④ ⑤

22.해수욕/바다감상 ① ② ③ ④ ⑤

23.드라이 /캠핑,야유회 는 소풍 ① ② ③ ④ ⑤

24.국내외 여행 ① ② ③ ④ ⑤

25.실내 정 인 운동(요가/스트 칭 등) ① ② ③ ④ ⑤

26.실내 동 인 운동(에어로빅/헬스/수 / 스 등) ① ② ③ ④ ⑤

27.실외 정 인 운동(등산/낚시/골 /산책 등) ① ② ③ ④ ⑤

28.실외 동 인 운동(야구/축구/농구/테니스 등) ① ② ③ ④ ⑤

1.귀하의 월소득 월평균 여가비용은 얼마입니까? (한가지만)

① 5만원 미만 ② 5～10만원 미만 ③ 10～20만원 미만 ④ 20～30만원 미만

⑤ 30～40만원 미만 ⑥ 40~50만원 미만 ⑦ 50만원 이상

1-1. 월평균여가비용 가장많은비용이소요되는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항목번호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귀하의 하루평균 여가활동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한가지만)

①1시간미만 ②1～3시간미만 ③3～5시간미만

④5～7시간미만 ⑤7～9시간미만 ⑥9시간이상

2-1.하루평균여가활동시간 가장많은시간이소요되는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항목번호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3.귀하의 여가활동 시 주된 동반자는 구입니까? (한가지만)

① 혼자 ② 동성친구 ③ 이성친구 ④ 가족

⑤ 동료집단 ⑥ 동호회 ⑦ 단체 ⑧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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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귀하께서 여가생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① 경제 여유가 없어서 ② 정신 ㆍ심리 여유가 없어서

③ 시간 여유가 없어서 ④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⑤ 여가를 함께 할 동반자가 없어서 ⑥ 심이 없어서

⑦ 게을러서 ⑧ 여가에 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해서

⑨ 주 에 여가활동 시설ㆍ장비가 부족해서 ⑩ 기타( )

Ⅲ.다음은 귀하의 일반 인 사항에 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귀하의 연령은 ?

① 25세 미만 ② 25～30세 미만 ③ 30～35세 미만 ④ 35～40세 미만

⑤ 40～45세 미만 ⑥ 45～50세 미만 ⑦ 50세 이상

2.귀하의 결혼 유무는 ? ① 미혼 ② 기혼

3.귀하의 학력은 ?

① 고졸 ② 문 졸 ③ 졸 ④ 학원 재학 이상 ⑤ 기타

4.귀하의 직업형태는 ?

① 사무직 ② 리직 ③ 서비스직 ④ 문직ㆍ기술직

⑤ 매직 ⑥ 업직 ⑦ 기타 ( )

5.귀하의 고용형태는 ?

① 상근직(정규직 는 계약직) ② 일용직 ③ 시간제 ④ 리랜서

6.귀하의 직장 근무형태는 ?

① 주 5일 근무 ② 주 6일 근무 ③ 격주 5일 근무 ④ 트타임 ⑤ 기타

7.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50만원 미만 ③ 150～200만원 미만

④ 200～250만원 미만 ⑤ 250～300만원 미만 ⑥ 300～350만원 미만

⑦ 350～400만원 미만 ⑧ 400～500만원 미만 ⑨ 500만원 이상

8.귀하께서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2년 미만 ③ 2년～3년 미만 ④ 3년～4년 미만

⑤ 4년～5년 미만 ⑥ 5년～6년 미만 ⑦ 6년～7년 미만 ⑧ 7년 이상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



- 1 -

ABSTRACT

A StudyonLeisureActivitiesBasedonLifeStyle

-FocusingonworkingwomeninJeju-si-

Ji-EunMoon

DepartmentofTourism Development

TheGraduateSchoolofJejuNationalUniversity

SupervisedbyProfessorHwa-SoonLim

Womenareconsideredtohaveuniquelifestylesandleisureactivities

sincetheirsocialandeconomicstatushasincreased,andtherefore,the

purposeofthisstudyistodeterminewhatinfluenceaworkingwoman's

lifestylehason leisureactivitiestousetheinformation todefinethe

correctvalueaspectandleadtothecorrectuseofleisure.Moreover,the

purposeofthisstudyistoprovidearationalmarketingviewpointonwhat

typesofleisurefacilitiestoprovideforworkingwomen,andfurthermore

touseitasaguidelinestoincreasetheleisureinfrastructureforworking

women.

Torealizethesepurposes, ‘Hypothesis1’isthatleisureactivitytypes

areinfluencedbydifferinglifestyles.‘Hypothesis2’isthatlifestylesdiffer

accordingtodemographiccharacteristics.‘Hypothesis3'isthatleisure

stylesdifferaccordingtodemographiccharacteristics.Based on these

three hypotheses,a survey was conducted on 283 working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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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inginJeju-si,whowereover20andlessthan60yearsold.

Theanalysisresultsofthesurveyaresummarizedasfollows.

Firstofall,afactoranalysiswasconductedtocategorizesthevarious

lifestyles. In the results, 8 categories were made; ‘External

appearance-focusedtype’,‘Planned-lifetype’,‘Health-focusedtype’,‘Leisure

focused type’, ‘Leadership activity-focused type’, ‘Western style

convenience-focused type’, ‘Saving type’, and ‘Show-off type’, and 6

categoriesofleisureactivitiesweremade; ‘City-typeculturalactivities’,

‘Socialactivities’,‘Physicalactivities’,‘Playingtypeentertainmentactivities’,

‘Dinnerparty-typeentertainmentactivities’,and‘Tourism activities'.

Inordertoverify‘Hypothesis1’-leisureactivitytypesareinfluencedby

differinglifestyles,amultipleregressionanalysiswasconductedandin

theresults,itwasdeterminedthatlifestylepartiallyinfluencestheleisure

activities.Especiallyforthewomenwhowere‘Externalappearance-focused

type’,thelifestylehighlyinfluencedthe‘Dinnerpartytypeentertainment

activity’,andforthewomenwhowere‘Leisurefocusedtype’,thelifestyle

highlyinfluencedthe‘Physicalactivities’and‘Tourism activities'also for

thewomenwhowere‘Leadershipactivityfocusedtype’,thelifestylehighly

influencedthe‘Socialactivity’.

Intheresultsofthet-testandANOVAforthelifestyleaccordingto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the lifestyle types appearto be slightly

differentaccordingtoage,job,andincomelevel.Whiletheyoungerand

singlewomenpursue‘Western-styleconveniencefocusedtype’activities,

olderandmarriedwomenfocusonhealthandhaveatendencytosave.In

thejobcategory,women with office·managementjobsdesiretoenjoy

leisurebuttendtosave,andwomenwithsalesjobsparticipateinmore

leadershipactivities.

In order to verify ‘Hypothesis 2’- lifestyles differ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a t-testand ANOVA were conduct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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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itshoweddifferences.Youngerwomenenjoyed‘City-typecultural

activities’and‘Playing-typeentertainmentactivities’,andsinglewomen

enjoyedmoreentertainmentactivitiescomparedtomarriedones.Women

with service and sales job participate in more ‘Dinner party-type

entertainmentactivities’,and women with office·managementjobsand

professional·technicaljobswhowork5daysperweekenjoymore‘Tourism

activities'.

Thesefactsareactuallysomewhatrelatedtotheleisurecost,leisure

time,leisurepartner,and leisurerestrictions,andespecially,different

leisureactivitiesarealsofoundbetweenmarriedandsinglewomen.This

meansthatsincesinglewomenhavelesssocialrestrictionsbecausethey

arenotmarried,theyenjoy moreentertainmentleisureactivities,and

spendmoremoneyandtimeinleisure.

Moreover,women whowork 5daysaweekhavelessrestrictionson

leisureactivitiesthanthewomenwhoworkmoredays,andthereforethere

aresignificantdifferencesintheTourism activities,whichrequiremoreof

atimecommitment.Therefore,itisnecessarytoregulateproperpolicies

andexpandvariousleisurefacilitiesinordertoinducethepositiveuseof

thefreetimeandtoincreasethequalityoflifealongwiththeincreased

freetimeresultedfrom theexpansionofthe5-Day-Weekworkingsystem.

In the analysis results,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women's

lifestyleandleisureactivitiesisdeterminedalsosincethesetwofactors

aredifferentuponthedemographicalcharacteristics,itisnecessaryto

providevariousleisureactivitiesforeachcharacteristic,andtherebymore

socialinterestandmoreinfrastructurefortheleisureenvironmentneeds

tobe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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