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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국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아웃도어 크리에이션 열풍은 여가시간과 가처분소득의 증가뿐만 아

니라 매체와 문화의 상호작용의 효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 매체를 통해서 노출되는 아웃도

어 크리에이션은 실질 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고, 련 산업분야도 속도록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리티 로그램 ‘아빠! 어디가?’의 경우에는 여러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을 통해 놀이, 재미, 경쟁, 그리

고 일탈 인 특성 등을 사실 으로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객의 내재  특성인 놀이성 측면이 더욱 부

각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매체를 통한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의 노출이 잠재 아웃도어 크리니

셔트에게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한다.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을 규명하기 하여 인간의 행

동에 한 설명력이 높은 계획된 행동이론에 성인의 재미와 놀이의 내재  특성인 놀이성을 추가하 다. 

연구결과, 놀이성은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크게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한 행동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탈  

행동을 추구하는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에서 놀이성이 큰 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규명하 다고 볼 수 있다. 

 
■ 중심어 :∣놀이성∣리얼리티 프로그램∣확장된 계획행동이론∣아빠! 어디가?∣

Abstract

The outdoor recreation fever that is drastically increasing in Korea could be the result of the 

interaction between mass media and popular culture as well as increase of leisure time and 

disposable income.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pecify how the exposure of outdoor 

recreation through mass media influences potential outdoor recreationists. In order to specify this 

decision-making process, playfulness, which is the intrinsic characteristic of adults’ fun and play, 

was added to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which has high explanation power regarding 

human behavior. As a result of the study, it turned out that playfulness significantly influences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that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lso significantly influence behavioral intention. These results 

specify that playfulness is a factor that has a great effect on outdoor recreation that seeks 

deviant behavior.

■ keyword :∣Playfulness∣Reality Program∣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Dad! Where are you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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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매체와 문화는 서로 상호순환  계를 지

니고 있다[50][73]. 매체는 문화에 향을 미치

고[18][36], 문화는 매체에 향을 미친다

[43][72]. 문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콘텐츠가 매

체를 통해서 노출되어지는 과정에서 장소가 노출되어 

지의 이미지로 새롭게 형성된다. 실질 으로 방송

에 노출된 장소가 지로 부상하는 상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체와 지에 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7][15][33][39][52][81].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 으로 TV 로그램 장르

에서 리얼리티 로그램이 각 받고 있으며[10], 이러

한 상은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사실과 허구의 오락성

을 가미한 탈장르  양식의 리얼리티 로그램들이 인

기를 끌고 있다[1]. 그  과 련된 리얼리티 로

그램은 ‘1박 2일’과 ‘아빠! 어디가?’가 표 이다. 최근

에 방송되고 있는 ‘아빠! 어디가?’는 겨울캠핑, 낚시, 농

체험 등 아빠와 아이의 동반여행을 통해서 지노

출과 더불어 다양한 아웃도어 크리에이션 활동을 노

출시킴으로써 수용자들부터 활동에 한 모방심리

를 일으키고 있다[42]. 이처럼 매체와 문화의 

상호순환작용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30∼40 들을 심

으로 가족형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이 국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련 로그램도 증가하고 있는  실

정이다[5][16][17].

잠재 객은 매체의 커뮤니 이션 과정을 통해

서 지와 스타들의 행동과 상호작용한다[12].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매체에 노출된 지에 

한 이미지, 방문동기, 마  등 촬 지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9][52][80][76][85], 매체로 인

해 노출된 행동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 련 리얼리티 로그램이 국내 각 방송사마

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리얼리티 로그램에 한 

학  측면의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웃도어 크리에이션 유형을 

다양하게 노출하고 있으며, 허구와 오락성이 비교  

고 실제 인 활동이 부각된 리얼리티 로그램인 

‘아빠! 어디가?’ 로그램을 심으로 구체 으로 TV

시청자의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에 한 행동의도를 연

구하고자한다. ‘아빠! 어디가?’의 로그램은 출연자들 

간의 경쟁을 의미하는 아곤  성격을 노출하고 있고, 

따라 하기를 의미하는 미미크리  행 를 불러일으킨

다. 이러한 놀이성은 일탈  특성을 지닌 분야에서 

개인의 특정행동을 일으키는 내재  특성으로 작용한

다[25]. 이에 리얼리티 로그램의 수용하는 성인들을 

상으로 인간의 행동에 한 설명력이 높은 확장된 계

획행동이론을 용하여 아웃도어 크리에이션 의사결

정과정을 살펴보고자한다. 즉, 일탈  특성인 성인의 놀

이성(playfulness) 변인을 계획된 행동이론에 확장하여 

아웃도어 크리에이션 의사결정과정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해서 분석하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는 

매체의 향으로 인한 아웃도어 크리에이션 의사

결정과정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객의 일탈을 설명

할 수 있는 내재  특성인 놀이성을 추가하여 향 계

를 분석하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이는 

객을 행동을 분석함에 있어 일반 인 성격의 요인

이 아닌 의 일탈 인 특징를 악할 수 있는 내재

 특성인 놀이성의 향을 악하여 객의 심리를 

보다 더 구체 으로 악하여 향후 행동의도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객의 놀이성을 통

한 행동의도를 악하여 산업에서 미디어의 향

으로 인한 활동의 증가를 측함으로써 련 아웃

도어 크리에이션 산업의 기 인 마 자료로 도움

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II. 문헌연구

1. 놀이성(Playfulness)

놀이는 인간의 특화된 본질 인 특성이다[23]. 놀이

의 성향은 개인 인 환경에서 이루어진 태도나 특성을 

통해 형성된다[28]. [29]는 놀이는 문화보다 오래된 

상으로, 모든 문화나 술분야에서 놀이성이 포함된다

고 하 다. 한 이러한 놀이는 자유로우면서도 자발

이며, 일상생활과는 확연히 구별이 되고, 시간과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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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을 받는 특징을 지닌다고 하 다. 

놀이성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성향으로 상황을 

더 자극 이고 즐겁게 만들고[57], 자신의 활동에 해

서 즐겁게 생각하게 한다[59]. 따라서 진정한 놀이성은 

시간을 잊고 권태와 불안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68]. 이

러한 놀이성에 해서 단순히 성격 인 측면에서 보는 

학자들도 있다[57][59]. 그러나 성격과 놀이성은 동일한 

구성 개념을 지닌 부분도 있으나 하 개념에서는 구별

되며, 놀이성은 놀이를 이끌어내는 인간의 내재  특성

이다[27]. 

일반 으로 놀이성는 아이들에게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성인들도 놀이성을 지니고 있다

[25][32][67][70]. 성인의 놀이는 아이들의 놀이에서 확

장되어 왔으며[40], 성인들도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삶

속에서 상상이나 아이디어 게임을 하면서 자신들의 놀

이성의 태도를 유지한다[31]. 이에 몇몇의 연구에서는 

성인의 놀이성에 한 구성요소가 어린이의 놀이성과 

비슷하다고 제안하기도 하 다[67]. 그러나 성인의 놀

이성에 한 측정도구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69]. 성인의 놀이성에 한 연구는 주로 학업 

 학습공간[32][69], 직장과 업무[59][66] 삶의 만족도

[70], 마  분야[28], 그리고 분야[22][25][64] [86]

등에서 이루어졌다. 

활동은 일탈 인 활동으로 놀이성과 긴 한 

계이지만, 련된 연구가 미흡하다[67]. 최근 와 놀

이성에 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57]은 놀이성으로 

학생들 집단을 구분하여 시간 측면에서 동기와 활

동 환경을 만드는 것에 해 조사하 다. 동기의 

에서 놀이성의 차이가 발견되었고, 활동환경은 자신의 

여가가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련이 있으며, 놀이

성은 시간을 덜 지루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86]은 를 이용한 스트 스 처과정에서 놀이

성의 역할을 검토하는 연구를 통해 놀이성은 심리  측

면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고, 스트 스 처를 한 

에도 향을 미치는 결과를 도출하 다. [25]의 연

구에서는 일탈  행동(사회형 일탈, 내면형 일탈, 

육체형 일탈)은 놀이성이 낮은 집단보다는 놀이성이 높

은 집단에서 선호한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 이에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놀이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객

의 내재  특성인 놀이성은 에 정  향을 미치

면서 선호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구체 으로 놀이성이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향 계

를 밝히지는 못하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객의 

일탈 인 내재  특성인 놀이성이 구체 으로 의사결

정을 하는 내부 인 요인에 미치는 향 계를 구체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인간의 선택행 인 의사결정과정을 설명하기 하여 

합리  행동이론이 설계되었다[47][63]. 많은 연구에서 

합리  행동이론을 용하여 인간의 의사결정과정을 

규명하 으나[75][77][79], 합리  행동이론은 외부 인 

환경에 한 부분을 고려하지 못하 다는 단 을 지니

고 있다. 이에 합리  행동이론에 외부환경을 고려한 

지각된 행동통제를 추가하여 계획된 행동이론으로 발

시켰다[46]. 계획된 행동이론은 특정한 상황에서 인

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한 이론이며[46], 기 -가치의 

태도-행동 계에서 범 하게 용되어 다양한 행동

에 해 성공 인 측을 가능하게 하 다[60]. 

계획된 행동이론은 합리  행동이론에서 지각된 행

동통제를 확장하여 인간의 의사결정과정의 설명력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계획된 행동이론에 사회 상의 

요한 부분을 보다 정확히 규명하기 해 핵심변수를 추

가하여 설명력을 더욱 향상시킨 이론이 확장된 계획행

동이론이다. 최근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통한 연구가 

여러 학문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5][45][78]. 객의 의사결정과정을 악하기 하

여 학 측면에서도 사회 상의 핵심 인 변수를 추

가하여 의사결정과정을 규명하 다[5][6][8][14][44] 

[55][61][83].

구체 으로 학 분야에서 계획된 행동이론에 주

요변수를 추가한 연구 에 [8]는 국 객의 북한

에 하여 홍색성을 추가하여 의사결정과정에 미치

는 향 계를 밝혔으며, [14]은 환경친화  행동

소비를 추가하여 자연기반 축제에 참여하는 방문객의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향 계를 규명하 다. [5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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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도박 략과 도박열정을 추가하여 온라인 도박에 

한 의사결정과정을 규명하 고, [83]은 와이 리 속

성과 지불의사를 추가하여 4개의 와이 리를 비교하여 

의사결정과정과 지불의사결정과정을 규명하 다. 이처

럼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은 인간의 의사결정과정에 

한 높은 설명력을 바탕으로 분야의 핵심 인 상

을 추가하여 객의 의사결정과정을 밝히는데 다양

하게 용되고 있다. 이 듯 많은 연구에서는 객의 

의사결정을 악하기 하여 특정 상황에 맞는 변인을 

계획행동이론에 추가하여 규명하 다. 이에 본 연구에

서도 계획행동이론에 객의 일탈  심리를 악할 

수 있는 놀이성을 확장하여 매체의 아웃도어 크

리에이션 노출이 객의 내재  특징인 놀이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에 

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3. 리얼리티 프로그램 아빠! 어디가?

리얼리티 로그램은 실제 일어나는 사건에 해서 

재미와 흥미의 요소를 가미하여 재구성하고 극화한 것

이다[71]. 이는 기존의 계획되고 미리 계획된 로그램

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실 인 부분을 효과 으로 연출

하기 해서 카메라나 제작진을 노출시키면서 시청자

들로 하여  사실 인 것에 공감하도록 한다[2][26]. 리

얼리티 로그램은 실의 재연과정을 사실처럼 묘사

하여 재 하는 방식으로 사실과 허구의 혼종  양식이

라고 할 수 있다[3]. 즉, 이미 구성된 시나리오를 바탕으

로 연출된 것이지만,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재성에 

한 믿음이 강하게 나타난다[13]. 이처럼 수용자들이 리

얼리티 로그램을 실 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실제

 환경과 비슷하게 구성하기 때문이다. 이에 리얼리티 

로그램은 제작의 비용 산과 수용자들의 음  

욕구에 의해 만들어진 가장 인기 있는 TV 로그램 장

르이다[19].

리얼리티 로그램은 사실 인 노출로 인하여 다른 

장르와 다르게 지나 행동에 한 수용이 직

으로 이루어진다[7][9][49][84]. 리얼리티 로그램 

‘아빠! 어디가?’는 특정한 장소의 노출뿐만 아니라 다양

한 아웃도어 크리에이션 활동을 노출함으로써 수용자

로 하여  모방심리를 자극한다[42]. 겨울 캠핑, 농 체

험, 바다낚시, 빙어낚시, 야외에서의 게임 등 다양한 아

웃도어 크리에이션 활동의 통해 평소에 서먹했던 아

빠와 아이의 유 계가 향상되었다. 이에 국내에서는 

본 로그램의 향으로 아빠와 함께하는 캠핑이 크게 

증가하 다[30].

이처럼 과 련된 리얼리티 로그램이 많이 방

되고 있으나, 그에 비해 학  연구는 다소 미흡

하다. [9]은 리얼리티 로그램 ‘1박 2일’을 상으로 진

행한 연구에서는, 다른 매체와 다르게 연출된 상황

에 따라 사실  노출효과가 즉각 으로 나타나기 때문

에 지역 지의 이미지가 변화된다고 하 다. [7]의 리

얼리티 로그램 ‘아빠! 어디가?’을 상으로 한 연구에

서는 수용자의 시선(gaze)이 아웃도어 크리에이션 의

사결정과정에 미치는 향 계를 밝혔으며, TV 로그

램을 통한 날씨노출도 아웃도어 크리에이션 의사결정

과정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시도된 연구에서 리얼리티 로그램은 화

나 드라마보다 실제 이며 사실 인 노출을 통해 수용

자들에게 행동에 한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11][30]. 그러나 국내외에서 련 리얼

리티 로그램이 속도로 증가하 지만, 이에 한 

학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III. 문헌연구

1. 연구가설 설정

최근 국내에서는 여가 시간과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인하여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이 열풍이다. 이는 

매체로 인한 문화의 향으로 나타난 사회  분

기로 볼 수 있다[11][30]. 이러한 상에 발맞추어 격

히 증가하는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의 매체 효과에 

한 연구는 시도되었지만[7], 매체를 통해 일탈하

고 싶은 인간의 내재  특성인 놀이성이 의사결정과정

에 미치는 향 계를 규명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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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매체는 서로 향을 미치며 상호작

용하고 있다[36][43][72][73]. 시청자들은 매체를 통

해 노출되는 행동을 모방하고[42], 이러한 모방행동의 

결과는 매체에 노출된 지의 객이 증한 

것으로 알 수 있다[33][52][80][85]. 매체에서 나타

나는 놀이와 재미를 그 로 즐기려는 태도는 놀이성이

며[31], 이러한 놀이성은 이나 를 할 때도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3][25][57][64][8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매체를 통해 노출된 아웃도

어 크리에이션을 수용하면서 재미와 일탈 인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내재  특성인 놀이성이 의사결정과

정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아래와 같

은 모형과 가설을 설정하 다.

그림 1. 연구모형

[가설 1] 리얼리티 로그램 시청자의 놀이성은 아웃  

도어 크리에이션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리얼리티 로그램 시청자의 놀이성은 아웃  

도어 크리에이션에 한 주  규범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리얼리티 로그램 시청자의 놀이성은 아웃  

도어 크리에이션에 한 지각된 행동통제

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리얼리티 로그램 시청자의 아웃도어 크  

리에이션에 한 태도는 행동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리얼리티 로그램 시청자의 아웃도어 크  

리에이션에 한 주  규범은 행동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리얼리티 로그램 시청자의 아웃도어 크  

리에이션에 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  

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는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용하여 리

얼리티 로그램 수용자의 놀이성이 아웃도어 크리에

이션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향 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측정항목 도출을 해 아웃도어 크리에이

션[5][54], 계획행동이론[5][21][44][46][48], 그리고 놀이

성[24][25][27][67][69][86]에 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본 연구에 타당한 측정항목들을 도출하 다.

측정변수들의 합성을 단하기 해 학계의 문 

교수진들이 검토를 하 다. 검토된 항목  수정이 필

요한 항목은 수정 후 최종 설문항목을 설정하 다. 설

문항목에 해 학을 공하는 석사  박사과정 학

생 10명과 미디어커뮤니 이션을 공하는 석사  박

사 3명에게 의미나 어감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재검토

하 다. 재검토된 설문지에 한 설문과정의 문제 을 

악하기 해 ‘아빠! 어디가?’의 시청경험이 있는 성인 

30명을 상으로 사 조사를 실시하 으며, 문제 이 

없는 것으로 악되어 본 조사를 실시하 다. 측정항목

의 척도는 리커트 7  척도(1.  그 지 않다, 2.그

지 않다, 3.약간 그 지 않다, 4.보통이다, 5.약간 그 다, 

6.그 다, 7.매우 그 다)로 측정하 다.

3. 설문지 구성

본 조사는 2013년 5월 20일 ～ 6월 4일까지 본 연구의 

목 을 충분히 교육받은 조사원들에 의해서 ‘아빠! 어

디가?’의 시청경험이 있는 성인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한, 설문  ‘아빠! 어디가?’를 시청하지 

않은 사람과 시청한 경험은 있으나 로그램을 기억하

지 못하는 사람은 본 조사에서 제외시켰다. 비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응답자의 일부가 아웃도어 크리에

이션 활동에 한 이해가 부족하여 본 조사를 실시할 

때는 조사원들이 아웃도어 크리에이션 활동의 종류와 

범 를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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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된 422부의 설문지 에서 불성실하게 작성된 것

으로 단되는 19부를 제외하여 총 403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와 AMOS 18.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빈

도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으며, 확인  요인분석

과 측정모형을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이단계 분석

방법을 실시하 다[41][51].

IV. 분석결과

1.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표본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154명

(38.2%), 여자는  249명(61.8%)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여

부는 미혼이 244명(60.5%), 기혼은 159명(39.5%), 연령

는 19세∼29세가 131명(32.5%), 30세∼39세가 124명

(30.8%), 40세∼49세가 102명(25.3%), 50세 이상이 46명

(11.4%)으로 나타났다. 

표 1. 표본의 구성

구분 상세구분
응답
(명)

백분율
(%)

성 별
남   자
여   자

154
249

38.2%
61.8%

결 혼
여 부

미   혼
기   혼

244
159

60.5%
39.5%

연 령

19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 이상

131
124
102
46

32.5%
30.8%
25.3%
 11.4%

소 득

100만원∼299만원
300만원∼499만원
500만원∼699만원
700만원∼899만원

900만원 이상

84
163
119
17
20

20.8%
40.4%
29.6%
4.2%
5.0%

교 육

고교졸업이하
전문대 재/졸업
대학 재/졸업
대학원 이상

89
103
161
50

22.1%
25.6%
40.0%
12.4%

직 업

전문/기술직
사업가(자영)
서비스업
사무직
전업주부
학생
기타

70
48
81
64
22
105
13

17.4%
11.9%
20.1%
15.9%
5.5%
26.0%
3.2%

전  체 403 100%

교육수 은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89명(22.1%), 문

 재학/졸업이 103명(25.6%), 학 재학/졸업이 161명

(40.0%), 학원이상은 50명(12.4%)으로 나타났고, 가

구당 소득은 100∼299만원이 84명(20.8%), 300∼499만

원이 163명(40.4%), 500만원∼699만원이 119명(29.6%), 

700만원∼899만원이 17명(4.2%)이고 900만원 이상이 

20명(5.0%)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문/기술직이 70명

(17.4%), 사업가(자 업포함)이 48명(11.9%), 서비스업

이 81명(20.1%), 사무직이 64명(15.9%), 업주부가 22

명(5.5%),  학생이 105명(26.0%), 기타가 13명(3.2%)로 

나타났다.

2. 확인적 요인분석

구성개념들의 측정도구에 한 신뢰성을 검증하기 

해 신뢰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alpha는 

.927∼.931로 .7이상으로 높게 나타나서 측정모형의 신

뢰성은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20]. 확인  요인

분석을 통해 집 타당성과 별타당성, 법칙타당성을 

검증하 다. [표 2]과 같이 집 타당성의 요인부하량이 

.645∼.931로 기 치인 .5이상보다 비교  높게 나왔으

며[74], 유의성을 나타내는 C.R.(critical ratio)도 99.9%

로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의 나타났다. 한, 여러 항

목으로 구성된 잠재요인에 한 평균분산추출값

(average variance extracted)은 .580∼.793으로 기 치 

.5보다 높게 나타났고, 합성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도 .735∼.933으로 기 치는 .7이상으로 기 치보다 비

교  높게 나타났다[34][53]. 이에 본 연구의 집 타당

성은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아래 [표 3]과 상 계수와 분산추출지수를 통해 

별타당성과 법칙타당성을 분석하 다. 먼 , 잠재변

수 간 차이를 나타내는 별타당성은 각 요인의 상 계

수의 제곱인 결정계수(r²)가 평균분산추출지수보다 낮

게 도출되어 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이론  고찰을 

바탕으로 세운 가설에 한 방향성과 유의성을 확인하

는 법칙타당성은 변수간의 유의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모든 잠재변수간의 계가 유의하게 

나타나서 법칙타당성도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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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집중타당성과 신뢰도

구성
요인

측정항목
집 타당성

α
λ CR1 AVE CR2

놀
이
성

외
향
성

 경 쾌 한
 활 기 찬
 밝    은
 사교적인
 활동적인
 적극적인

.868

.903

.838

.816

.856

.804

26.058
22.257
20.871
22.611
20.114

.616 .919 .928

즉
흥
성

 감정적인
 흥분하기 쉬운
 쉽게 감정을 
표현하는

.649

.842

.760
12.100
11.443

.538 .776 .931

창
의
성

 창의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기 발 한

.931

.920

.874
30.545
27.165

.743 .897 .929

태도

아웃도어레크리에이션을 

하는 것은 

___ 역동적이다
___ 현명하다
___ 의미가 있다
___ 가치가 있다
___ 매력적이다

.841

.834

.881

.921

.825

21.892
22.685
24.910
20.291

.784 .914 .928

주
관
적
규
범

가까운 내 주변사람들은 

내가 아웃도어레크리에이

션을 하는 것을

___ 추천해 줄 것이다
___ 동의해 줄 것이다
___ 이해해 줄 것이다
___ 지지해 줄 것이다
___ 찬성해 줄 것이다

.804

.902

.914

.885

.867

21.892
22.198
21.333
20.609

.793 .933 .928

지각된
행동통
제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
든지 아웃도어레크리에이
션을 할 수 있다.
나는 아웃도어레크리에이

션을 할 수 있는 
___ 능력이 있다.
___ 경제력이 있다.
___ 기회가 있다.

.686

.905

.749

.645

14.878
13.080
11.775

.580 .735 .930

행
동
의
도

나는 가까운 미래에 아웃

도어레크리에이션(을)

___ 계획을 세울 것이다.
___ 할 의도가 있다.
___ 할 것이다.
___ 위해 돈과 시간을 투

자할 것이다. 

.851

.914

.914

.841

24.835
25.011
21.478

.688 .898 .927

주) λ: Factor loading, CR
1
: Critical Ratio,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CR
2
: Construct Reliability, 신뢰계수: 

Cronbach’s Alpha.

표 3. 상관계수와 분산추출지수

구성개념 PL AT SN PBC BI
PL .632

AT
.330***
(.109)

.784

SN
.390***
(.152)

.534***
(.285)

.793

PBC
.431***
(.186)

.306***
(.094)

.393***
(.154)

.580

BI
.362***
(.131)

.627***
(.393)

.493***
(.243)

.427***
(.182)

.688

주1) PL(놀이성), AT(태도), SN(주관적 규범), PBC(지각된 행동통제), BI
(행동의도).

주2) *p<.05, **p<.01, ***p<.001, 괄호 안의 숫자는 결정계수(r
2
), 기울

기는 평균분산추출지수(AVE).

3. 모형의 적합도

모형의 합도를 평가하기 한 지표로는 일반 으

로 합지수와 증분 합지수 그리고 간명 합지수

로 구분된다. 자료와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모형의 

공분산행렬이 얼마나 합한지를 보여주는 합지

수는 CMIN(�²), CMIN/DF(Normed �²), RMSEA 등

이 있고[53], 증분 합지수는 NFI, TLI, CFI 등이 있으

며, 간명 합지수는 PNFI, PCFI, AIC 등 많지만, 그 기

이 명확하지는 않다[4]. 본 연구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제시를 요구하고 해석기 이 명확한 지수를 제시하

다. 합지수로 합지수에서 CMIN(�²) 통계량의 

문제 을 보완하면서 표본에 민감하지 않으며, 간명성

이 고려된 RMSEA와 증분 합지수의 기본이 되는 NFI

와 NFI의 단 을 보완하는 CFI, 그리고 표본에 민감하

지 않으면서 간명성을 고려하는 TLI을 기 으로 모형

의 합도를 확인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합도는 아래 [표 

4]와 같이 기 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CMIN/DF는 측

정모형 2.344, 구조모형 2.740으로 기 치 3이하로 나타

났고, NFI는 측정모형 .912, 구조모형 .923로 기 치 .9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NNFI(TLI)도 측정모형 .942, 구

조모형 .942로 기 치 .9 이상으로 나타났다.  CFI도 측

정모형 .948, 구조모형 0.950으로 .9이상으로 나타났고, 

RMSEA는 측정모형 .058, 구조모형 .066으로 기 치인 

.08이하로 반 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표 4. 연구모형의 적합도

모형 �
2

df �
2
/df NFI TLI CFI RMSEA

측정
모형

914.770 392 2.344 .912 .942 .948 .058

구조
모형

501.336 183 2.740 .923 .942 .950 .066

기준치 ≤3 ≥.9 ≥.9 ≥.9 ≤.08

4. 연구모형의 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 검증은 [그림 1]과 같다. 객

의 내재  특성인 놀이성은 태도(β놀이성→태도=.448, 

t=6.602, p<.001), 주  규범(β놀이성→주  규범=.512, 

t=6.637, p<.001),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β놀이성→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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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행동통제=.516, t=7.083, p<.001)에 모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연구가설 H1, H2, H3은 각각 

지지되었다. 태도(β태도→행동의도=.555, t=11.042, p<.001)

는 행동의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연구가설 H4가 지지가 되었고, 주  규범(β주  규범

→행동의도=.142, t=2.887, p<.01)도 행동의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연구가설 H5도 지지되

었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행동통제(β지각된 행동통제→방문

의도=.221, t=4.758, p<.001)도 행동의도에 정(+)의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의 가설은 모두 지

지되었다. 

그림 2. 연구검증

이러한 결과는 리얼리티 로그램을 통한 간 인 

아웃도어 크리에이션 경험이 객의 내재  특성인 

놀이성이 의사결정과정에 크게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객의 행동심리에서 일탈 인 특징

을 지닌 놀이성이 크게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구체

으로 놀이성은 태도, 주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

통제 모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아웃도어 크리에

이션을 함에 있어 놀이성은 내재  요인인 태도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 그리고 외부 인 요소까지에도 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는 산업에서 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반 인 성격요인보다는 놀이성으로 

객의 심리를 악하는 것도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IV. 결론

최근 세계 으로 매체로 인하여 노출된 지

가 부상하고 있으며, 객이 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33][52][85]. 매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은 

필름투어리즘의 역이며, 매체의 발달로 화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리얼리티 

로그램 등으로 장르가 지속 으로 확 되고 있다

[7][58][82]. 이러한 사회  상에 따라 매체와 

과 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76][80][85]. 

부분의 연구는 지에 을 맞춘 연구이고, 화면으

로 노출되는 행동에 한 연구는 거의 미비한 실정

이다. 한 종 의 화나 드라마와 다르게 지와 

행동에 하여 사실 인 노출을 하고 있는 리얼리

티에 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아웃도어 크리

에이션을 노출하는 리얼리티 로그램의 시청자를 

상으로 계획된 행동이론에 일탈 인 행동에서 놀

이와 재미를 일으키는 내재  특성인 놀이성을 추가하

여 아웃도어 크리에이션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객의 일탈 인 행동의  

내재  특성인 놀이성은 태도, 주  규범, 그리고 지

각된 행동통제에 모두 크게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행동에 있어 놀이성은 

의사결정과정에 큰 향을 미친다는 요한 결과를 의

미하며, 몇몇의 연구에서 놀이성이 태도에 향을 미친

다는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32][38]. 기

존 분야의 연구에서 특정한 변인을 추가하여 태도, 

주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와의 향 계를 

본 논문에서도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61], 이는 에서 특정한 변인으로 인하여 의

사결정과정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한 태도, 주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 모두 

행동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장 크게 향을 미치는 태도는 개인의 구체  행동의 

주  행동신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행동의도에 향

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 고[44][48][78],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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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지지 혹은 이해에 한 주  규범도 행동의

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를 지지하 으며

[44][48][61], 마지막으로 경제력이나 능력 등의 지각된 

행동통제도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서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5][56][7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웃도어 크리에이션 의사결정과

정을 규명하고자 인간행동 측에 한 높은 설명력을 

지닌 계획행동이론에서 태도, 주  규범, 그리고 지각

된 행동통제도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서 계획행동이론에서 세 변인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

난 선행연구를 지지하 다[44][61][65].

본 연구결과를 심으로 실무  시사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의 일탈  특성과 특정행동을 일으키

는 놀이성은 리얼리티 로그램 시청자에게 아웃도어

크리에이션 을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극 인 가정

들과 믿음들의 집합체인 ‘최상의 실재(paramount 

reality)'[37]로 느끼게 하면서 아웃도어 크리에이션 

활동에 한 모방심리를 이끌어낸다. 국내에서는 이러

한 모방심리로 인하여 노출된 지와 아웃도어 크

리에이션 인구가 실질 으로 증가하 다. 이에 

련 리얼리티 로그램의 구성에서 놀이  요소, 재미  

요소, 경쟁  요소, 미미크리의 모방  요소 등을 추가

하여 시청자들이 지니고 있는 잠재 인 놀이성을 충분

히 자극하여 노출되는 지나 행동을 충분히 유

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 

산업, 아웃도어 크리에이션 산업 등에서 리얼리

티 로그램의 핵심 인 요소인 사실  요소와 시청자

들의 놀이성을 유발시키는 요소로 구성하는 로그램

에 지원하거나 제안한다면, 해당 지와 산업의 홍보

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속도로 증가하는 련 리얼리티 

로그램을 극 이용한 홍보는 련 산업에 선두를 차

지할 수 있은 좋은 기회이며, 무조건 인 노출이 아닌 

객의 행동을 유발시킬 요소를 가미한다면 실질

인 수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추가 으로 본 연구의 학문  시사 은 매체의 

향으로 인한 아웃도어 크리에이션 의사결정과정을 

규명함에 있어서 객의 일탈을 설명할 수 있는 내재

 특성인 놀이성을 의사결정과정에 확장하여 향

계를 분석하 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러한 시사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빠! 어디가?’라

는 리얼리티 로그램 시청자를 심으로 연구모형을 

검증함으로써 리얼리티 로그램 시청자들의 일반화에 

한 근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데 한계 이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리얼리티 로그램 시청

자들을 상으로 놀이성이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과

정에서 공통 과 차이 을 제시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

으로 단된다. 한 리얼리티 로그램을 통해 객

의 수요가 격히 증가한 지의 황과 문제 을 

악함으로써 리얼리티 로그램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에 한 논의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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