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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사회에서 여가의 요성은 이미 리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다 극 인 여가활동 참여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환경문제에 한 이슈들이 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보다 극 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표하는 크리에이션 문화가 환경

의식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규명하는데 있다. 여가활동으로써 신체 으로 활발한 동아리 활동

에 참여하고 있는 393명의 학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크리에이션 문화가 환경의식에 미

치는 향, 크리에이션 문화의 하 요인이 환경의식에 미치는 향, 그리고 정서  문화의 하 요인

이 환경의식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 크리에이션 문화 체는 환경의식에 강한 정  

향을 미치고 있으며, 하 요인  정서  문화가 환경의식에 정  향을 미쳤으며, 정서  문화의 

하 요인  매력 요인이 환경의식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다 극 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한 의식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중심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환경의식∣정서적 전문화∣

Abstract

In modern society, the importance of leisure has been already recognized widely. Recently, 

interest in participation in more active leisure activities is growing. Furthermore, environmental 

concerns stemmed from global warming came to the fore. Thus,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recreation specialization representing people who are participating 

in more active leisure activities on environmental attitudes. A total of 393 college students 

participating in physically active club activitie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overall recreation specialization had strong positive effect on environmental 

attitude. Second, out of sub-factors of recreation specialization, affective specialization had 

positive influence on environmental attitude. Finally, out of sub-factors of affective 

specialization, attraction positively affected environmental attitude. This study suggests that 

individuals who participate in leisure activities more actively are more conscious of 

environment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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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재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의 증 와 주 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인해 여가 환경에 한 인식  가치 이 빠

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여가

활동이 빠르게 되면서 국민들의 여가에 한 수요 

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7]. 

따라서 최근에는 TV 시청 같은 단순한 여가활동에

서 벗어나 어느 정도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골 , 래

, 행 라이딩, 낚시 등의 문화된 여가 활동이 증가

하고 있는 실이다[11]. 이러한 상으로 인해 여가 

문화에 한 심이 증 되었으며, 미국에서는 1970년

 말부터 크리에이션 문화(Recreation Specialization)

에 지속 인 심을 보여 왔다[10]. 

Bryan[19]은 크리에이션 문화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하여 “스포츠 활동이나 여가활동에 사용되는 장비

와 기술에 의하여 일반 인 참여자에서 특별한 참여자

로 발 하는 행동의 연속과정(p. 175)”으로 정의하 다. 

이후 크리에이션 문화는 Ditton, Loomis & 

Choi[22]에 의해서 “ 크리에이션 사회 역, 세분화된 

하 역, 새로운 크리에이션 하 역으로 진보하

고, 이러한 하 역 일련의 연속 인 상  이러한 

연속 인 상에 연 된 구성에 의한 과정(p. 39)” 으로 

재 개념화 되었다.

이러한 크리에이션 문화를 측정하기 하여  다

양한 척도들이 이용되고 있는데, Schreyer & 

Beaulieu[29]는 참여시간, 여행횟수, 방문지역 수, 자체 

요도, 비교 요도의 다섯 가지 요인을 는 변인을 

이용 하 다.  최근 McFarlane[28]의 연구에서는  정서

 측면, 인지  측면, 행동  측면의 세 가지 역으로 

구분하여 크리에이션 문화를 측정하 다.       

크리에이션 문화에 한 심이 증가하면서 이

와 더불어 최근 여가활동의 증가로 발생하는 환경문제

에 한 심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여가활동의 변

화와 환경문제에 을 맞춘 연구들은 크리에이션 

문화 수 이 변화함에 따라 환경 련 태도 즉, 환경

의식과 련된 여가 크리에이션의 행동에 변화가 발

생한다는 을 밝히고 있다[27][33]. 

환경의식은 특정 제품이나 용역의 구매, 사용  처

분이 환경에 미치는 향에 해 의식 이며 일 성 있

게 심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24]. 환경의식

과 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Constantine & Hanf[21]는 

교육수 이 높을수록 환경의식이 높아지고[6], 

Tognacci, Weigel, Wideen & Vernon[31]의 연구에서

는 연령이 어릴수록, 사회경제  지   정규교육을 

받은 횟수가 많을수록 환경의식이 높게 나타났다[1]. 

한 Kinnear, Thomas, James, Taylor, Sadrubin and 

Ahmed[25]의 연구에서는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환경의

식도 높았고, Turker[32]의 연구에서는 사회계층과 사

회  책임이 높을수록 환경의식이 높았으며, Brooker 

[20]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자아실  정도가 높을수록 

환경문제를 많이 의식하 다[3].

국내 연구로는 노채 , 신효식[4]이 여 생의 학년, 

공, 연령  사회경제  지 와 환경의식의 계에 

해 연구하 고, 최남숙[14]은 주부의 연령, 교육, 가계

소득, 아 트거주여부에 따른 환경의식의 차이를 규명

하 다. 한 변순희, 계선자[5]는 재활용에 극 으로 

참여하는 소비자에 한 연구를 실시하 고, 오연옥, 송

말희, 한정화, 황경혜[8]는 거주 지역과 환경의식의 

계, 권 애, 강이주[1]는 아 트에 거주하는 아동과 어

머니의 교육수 과 환경의식과의 계를 규명하 다.

이 듯 환경 련의식에 한 연구가 많이 실시되고 

있으나 환경의식 척도에 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이다[13]. 환경문제에 한 근본 인 해

결책 모색을 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문제 의식  태

도를 객 으로 측정해 보고 그 요인간의 계를 악

하는 일이 매우 요하다[9]. 환경의식 척도에 한 

심은 Dunlap & Van Liere[23]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

들은 환경의식 척도에 한 인구학  변수들의 유의미

한 계를 제시하며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New 

Environmental Paradigm: NEP)척도를 개발하 으며, 

이어 Weigel & Weigel[34]은 환경문제(Environmental 

Concern: EC)척도를 제시하 다. 그러나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범 한 수용을 해 합의된 

환경의식 척도는 없는 실정이다.

특히 크리에이션 문화가 환경의식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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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한 규명이 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는 

이와 련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

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크리에이션 문화와 환경의

식의 계를 살펴 으로써 근본 인 환경문제 해결의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하는 시발 이 될 것이다. 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리에이션 문화를 객

으로 측정해보고 문화 수 이 환경의식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한 정서  

문화는 매력, 인생의 구심성, 요도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 으로 이 하 요인이 

환경의식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자 한다. 이를 규명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를 설정하 다.

첫째, 크리에이션 문화 수 에 따라 환경의식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둘째, 크리에이션 문화의 세부요인(정서 , 인지

, 행동 )에 따라서 환경의식은 어떻게 변화

하는가?

셋째, 정서 (매력, 인생의 구심성, 요도) 크리에

이션 문화 요인에 따라 환경의식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서울⋅경기도, 충

청⋅ 라도, 경상도, 강원도에 치하고 있는 학교에

서 스포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을 모집

단으로 설정하 다. 각 지역에서 학교를 선정하기 

해서 지역별 학교의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나열한 후 

일렬번호를 부여한 후 난수표를 이용하여 8개 학교

를 무선표집하 으며 각 학별로 50명의 상을 편의

표본추출법에 의하여 표집하 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 으며, 회수된 설문지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

지 7부를 제외한 393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투입되

었다. 연구 상자들은 축구, 농구, 산악, 인라인스 이

트, 미식축구, 야구 등과 같은 신체 으로 활발한 스포

츠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었다. 

연구 상자들의 사회인구학  특성은 [표 1]에 제시

된 바와 같다. 연구 상은 남학생이 310명(78.9%)으로 

여학생 83명(21.1%)보다 약 4배 더 많았다. 이는 신체

으로 활발한 스포츠 동아리 특성상 남학생의 참여비

율이 높은 종목이 많았기 때문이다. 학년별로는 1학년

이 172명(43.8%)로 가장 많았으며, 학원생이 2명

(0.5%)으로 가장 었다. 연구 상자들의 가내 월 평균 

수입은 약 490만원(SD=465.16) 이었다.   

특성 구분 사례수(n) 백분율(%)

성별
남 310 78.9
여 83 21.1

학년

1학년 172 43.8
2학년 81 20.6
3학년 107 27.2
4학년 31 7.9
대학원 2 0.5

가계수입

200 만원 이하 55 14.0
200~400 만원 116 29.5
400~600 만원 175 44.5
600 만원 이상 47 12.0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을 하여 설문지를 이용하

으며, 설문지는 사회인구학  특성에 한 항목 3문

항, 크리에이션 문화에 한 항목 21문항, 환경의식

에 한 항목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크리에이션 

문화 척도는 과거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신뢰도와 타당

도가 검증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확인  요인분

석을 통하여 구성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 으며, 환경의

식에 한 척도는 한국형으로 개발된 척도로써 선행연

구에서 신뢰도와 구성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졌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검증과 내용 타당도 검증 

차를 용하 다. 

2.1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크리에이션 문화를 측정하기 한 척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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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Farlane[28]의 연구에서 개발되었으며 이 척도는 황

선환, 원도연[17], 황선환, 김홍설[16] 등의 연구에서 한

국  척도로 용되었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

다. 이 척도는 크리에이션 문화의 세 하 요인(정

서 , 인지 , 행동  문화)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서

 문화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다시 매력(7문

항), 인생의 구심성(3문항), 요성(2문항)의 세 요인으

로 세분화 되었다. 설문문항은 5  리커트 척도 방식으

로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까지 

측정되었다.

문항의 로서 “지  참가하고 있는 여가스포츠 활동

을 할 때 진정한 내가 될 수 있다”(정서 : 매력), “나의 

삶은 지  내가 참가하고 있는 여가스포츠 활동을 심

으로 되어 있다”(정서 : 인생의 구심성), “나는 지  

참가하고 있는 여가스포츠 활동에 매우 심이 많다”

(정서 : 요도)를 들 수 있다. 정서  문화의 신뢰

도 계수는 .900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지  문화는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의 로서 “나는 지  참

가하고 있는 여가스포츠의 높은 략/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를 들 수 있다. 인지  문화의 신뢰도 계수는 

.804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행동  문화는 총 6문항

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의 로서는 “일 년 동안 이 여

가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횟수는 많다”를 들 수 있다. 행

동  문화의 신뢰도 계수는 .791로 나타났다. 크리

에이션 문화 체의 신뢰도 계수는 .92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2 환경의식
환경의식 척도는 우형택, 엄붕훈, 문연화[9]가 개발한 

환경의식 측정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연구에서 신뢰도

와 구성 타당도가 검증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문가 집단의 회의를 통하여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 고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 다. 설문문항은 5  리커트 척

도 방식으로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까지 측정되었다.

환경의식 척도는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6개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 계수를 측정한 결과 

최 의 신뢰도 계수가 .551로 정 수 을 만족하지 못

하 기 때문에 신뢰도 향상을 하여 9문항을 제거한 

후 14문항을 최종 분석에 투입하 다. 

문항의 로서는 “수질오염을 이기 해서 합성세

제 등의 사용을 이겠다”, “즉각 인 효과가 없다 할지

라도 환경오염을 이기 해서 개인  희생과 사를 

하겠다” 등을 들 수 있으며, 14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716으로 수용 가능한 수 을 확보하 다.

3. 분석 방법
설문지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SPSS 18.0 로그

램을 이용하여 Cronbach's a값을 확인하 다. 한 구

인 타당도 검증을 해 상 분석(correlation analysis)

을 실행하 으며 내용 타당도 검증을 하여 여가학 

공 박사 5인의 문가회의를 2회에 걸쳐 실시하 으며 

본 연구에 합하도록 문항을 수정 보완하 다. 한 

서울시에 소재한 U 학에서 신체 으로 활발한 스포츠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20명을 상으로 비 

조사를 실시하여 이해하기 난해한 문항과 부 한 문

항을 수정하 다. 

크리에이션 문화가 환경의식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하여 단순회귀  다회귀 분석을 용하

다. 첫째, 크리에이션 문화가 환경의식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하여 단순회귀 분석을 실행하 으

며, 둘째, 크리에이션 문화의 세 가지 하 요인이 

환경의식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하여 다회귀 

분석을 실행하 고, 마지막으로, 크리에이션 문화

의 첫 번째 요인인 정서  문화의 세 가지 세부요인

(매력, 인생의 구심성, 요도)이 환경의식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하여 다회귀 분석을 실행하 다.

Ⅲ. 결과

1. 상관관계 분석
크리에이션 문화와 그 하 요인들  환경의식

과의 상 계를 분석하기 하여 크리에이션 문

화 체 평균, 세 가지 하 요인의 평균, 정서  문화

의 세 가지 하 요인의 평균  환경의식의 평균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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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전문화 전체(A) 1
정서적(B) - 1
매력(C) - - 1
인생의 구심성(D) - - .690** 1
중요도(E) - - .685** .559** 1
인지적(F) - .627** .578** .534** .550** 1
행동적(G) - .608** .563** .584** .435** .569** 1
환경의식(H) .273** .312** .301** .240** .270** .191** .135** 1
 ** p < .01

표 2. 상관분석 결과

출하여 상 계 분석에 투입하 다. 상 계 분석 결

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크리에이션 문화 

체와 그 하 요인  정서  문화의 하 요인의 상

계 분석에서 변수간 복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기 때문에 표에

서 삭제하 다. 

상 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크리에이션 문

화와 환경의식, 크리에이션 문화 하 요인과 환경

의식, 정서  문화의 하 요인과 환경의식  크리

에이션 문화 하 요인 상호간에는 정 인 상 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상 계수는 p<.01 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환경의식
연구 참가자의 크리에이션 문화 평균값은 

3.59(SD=0.65)로 나타났으며, 환경의식의 평균값은 

3.13(SD=0.29)로 나타났다. 연구 참가자들의 크리에

이션 문화가 환경의식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크리에이션 문화 

체가 환경의식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하여 단순

회귀 분석 결과 크리에이션 문화 수 이 높을수록 

환경의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크리에이

션 문화는 환경의식 체 변량의 9.5%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t p

환경의식 전문화 .125 .022 5.615 .001
R2=.095

표 3.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환경의식

3. 전문화 하위요인과 환경의식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크리에이션 문화 체

는 환경의식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크리에이션 문화는 세 가지 하 요인(정서 , 

인지 , 행동 )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 으로 이 하

요인이 환경의식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규명하기 하여 다회귀 분석을 실행하 다. 크리

에이션 문화 하 요인의 평균값은 각각 3.66(SD=0.70), 

3.67(SD=0.82), 3.41(SD=0.78)로 나타났다. 다회귀 분

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결과, 크리

에이션 문화의 하 요인  정서  문화 요인만 환

경의식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1), 인지 , 행동  문화는 환경의식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투입된 

크리에이션 문화 하 요인은 환경의식 체 변량

의 10.2%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t p

환경의식
정서적 .150 .028 5.291 .001
인지적 .008 .023 0.327 .744
행동적 -.035 .024 -1.456 .146

R2=.102

표 4. 전문화 하위요인과 환경의식

4. 정서적 전문화 하위요인과 환경의식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크리에이션 문화의 하

요인  정서  문화만 환경의식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  문화는 다시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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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하 요인(매력, 인생의 구심성, 요도)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구체 으로 이 하 요인이 환경의식에 어떠

한 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규명하기 하여 다회귀 

분석을 실행하 다. 정서  문화 하 요인의 평균값

은 각각 3.71(SD=0.73), 3.43(SD=0.81), 3.86(SD=0.89)

로 나타났다. 다회귀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

와 같다. 분석결과, 정서  문화의 하 요인  매력 

요인만 환경의식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p<.05), 인생의 구심성  요성은 환경의식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투입된 정서  문화의 하 요인은 환경의식 체 변

량의 9.9%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t p

환경의식
매력 .077 .031 2.504 .013

인생의 구심성 .016 .025 0.645 .520
중요도 .038 .022 1.714 .087

R2=.099

표 5. 정서적 전문화 하위요인과 환경의식

Ⅳ. 논의 및 결론

1. 논의
재 여가학 분야에서 참여 수  향상으로 인한 크

리에이션 문화에 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여가활동 선호도가 발 하는 과정은 여가 행 나 

태도를 고찰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으며[30], 이

에 더 나아가 시  변화로 인해의 환경에 한 요

성이 증가함에 따라 크리에이션 문화가 환경의식

에 미치는 향에 한 규명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에 한 근본 인 해결책 모색을 

해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문제의 의식  

태도를 객 으로 측정해 보고 크리에이션 문화 

요인간의 계를 규명하 다. 

첫째, 크리에이션 문화 체가 환경의식에 미치

는 향을 규명하기 한 단순회귀 분석 결과 크리에

이션 문화 수 이 높을수록 환경의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가활동 참여를 통하여 특정 활동에 

한 문화 수 이 진 으로 발 할수록 환경의식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환경의식

과 환경문제에 한 행동사이에 매우 높은 상 계가 

있음을 밝힌 Weigle & Weigle[34]의 연구와 여가활동

이 증가할수록 자연보호에 한 심이 증가할 것이라

는 연구[2][12][33]와도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크리에이션 문화의 구체 인 하 요인 

에서 어떠한 요인이 환경의식에 향을 미치는가를 규

명하기 하여 크리에이션 문화의 하 요인과 환

경의식의 계를 규명하 다. 분석결과, 크리에이션 

문화의 하 요인인 정서 , 인지 , 행동  문화 요

인  정서  문화 요인은 환경의식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지 , 행동  문화 요인

은 환경의식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에 따라 정서  문화의 하 요인인 매력, 

인생의 구심성, 요도 요인이 환경의식에 미치는 향

을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정서  문화의 하 요인  매력 요인은 환

경의식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

생의 구심성  요도 요인은 환경의식에 유의한 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 활동 참여

를 통하여 특정 활동에 한 선호도가 발 함에 따라 

정서  문화의 하 요인  매력 요인이 환경의식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결론 으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크리에이

션 문화 수 이 높아질수록 환경의식도 높아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 으로 크리에이션 

문화의 화부요인  정서  문화 요인만이 환경의식

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서  문화의 

하 요인  매력 요인만이 환경의식에 정 인 향

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크리에이션 문화 수 이 

높을수록 환경의식이 높아지지만, 환경의식을 높이기 

해서는 그 에서도 정서  문화 요인과 정서  

문화의 하 요인인 매력 요인이 매우 요하게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생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일반화

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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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해서는  연령 별로  크리에이션 문화와 

환경의식의 인 계를 밝힐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본 

연구의 상들은 학교에서 여가활동으로써 스포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로서 일반인에 비

해서 크리에이션 문화 수 이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를 해서는 더욱 심층 인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2. 결론
본 연구의 궁극 인 목 은 크리에이션 문화를 

객 으로 측정해보고 문화 수 이 환경의식에 어

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Little[26]은 인지 , 행동 , 정서  역의 발달에 따

라서 문화 과정이 진행된다고 설명하 으며, 더 나아

가 Weigel & Weigel(1978)은 환경의식과 환경문제에 

한 행동사이에 매우 높은 상 계가 있음을 제시하

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친환경  행동은 의식보

다 쓰 기 분리수거의 법제화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  

제재나 보상, 비용의 크기가 친환경  행동에 더 많은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18].

하지만 환경문제의 근본 인 해결을 해서 인간의 

능동 인 참여와 행동이 필요하고 이를 해서 환경의

식 고취가 선행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환경부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90%가 환경에 해 

높은 심을 보이고 있다[15]. 그러나 환경에 한 심

이 높다고 하여 모두 친환경  행 의 실천으로 나타나

는 것은 아니다[13]. 근본 인 해결을 해서는 인간의 

능동 인 참여와 행동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환경의

식의 고취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 여가활동에 

한 문화 수 을 제시하기 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 결과, 크리에이션 문화 수 이 높을수록 

환경의식도 높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보다 구체 으로 

크리에이션 문화의 하 요인 에서 정서  문

화가 환경의식에 향을 미치며, 나아가 정서  문화

의 하 요인 에서 매력 요인이 높아질수록 환경의식

도 높아진다는 것을 규명하 다. 따라서 여가학 분야에

서 환경문제 해결을 해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의 한 가지 방법이 일반 인 여가활동 참여자들이 

보다 극 인 참여자로 발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여

가활동 참여자들의 크리에이션 문화 수 을 높이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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