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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레저스포츠 중심의 관광활동이 새로운 여가트렌드로 떠오름에 따라 스포츠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상, 수상, 항공레저스포

츠 관광활동 참여자의 여가만족이 웰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지상, 수상, 항공 레저스포츠 관광활동 참여자의 여가만족

(교육적 만족, 사회적 만족, 긴장이완, 신체적 만족, 심미적만족)은 지상, 수상, 항공레저스포츠 관광활동에 참여하는 집단 간에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지상, 수상, 항공 레저스포츠 관광활동 참여자의 웰니스(신체적 웰니스, 사회적 웰니스, 정신적 웰니스, 

지적 웰니스, 정서적 웰니스)는 지상, 수상, 항공레저스포츠 관광활동에 참여하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지상, 수

상, 항공 레저스포츠 관광활동 참여자의 여가만족은 웰니스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 서론 

  레저스포츠 중심의 여행으로 개인이 일시적으로 일상 

생활권을 벗어나 신체적 활동이나 관람을 하는 것 또는 그

와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을 레저스포츠 관광활동이라고 한

다[1]. 레저스포츠와 관광이 결합된 형태의 레저스포츠 관

광활동은 크게 지상, 수상, 항공레저스포츠로 구분할 수 

있다. 

  레저스포츠 관광활동의 참여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2],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여가

활동 참여에 따른 여가만족이 매우 중요하다. 여가만족은 

여가활동의 선택과 참가의 결과로서 개인이 형성하거나 

획득하는 긍정적인 인식 또는 감정을 의미한다[3]. 즉, 여

가만족은 참여자가 선택한 여가활동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만족의 정도를 나타내며, 이러한 만족은 여가활동을 시작

할 때 또는 참여하면서 기대했던 욕구들이 충족되었을 때 

발생한다. 때문에 어떠한 레저스포츠 관광활동에 참여하

며, 함께하는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시설 또는 

장소가 어떠한지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여가만족에 영향

을 미칠 것이라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레저스포츠 관광활동을 통한 여가만족은 

웰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된다. 웰니

스는 개개인이 최적의 건강을 위해 생활양식을 변화하도

록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지적, 정서적으로 잘 조화된 완전한 상태의 건강

을 의미한다[4].

  이렇듯 복합적 의미로서 개인 삶의 만족과 질 향상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올바른 여가 중심사회를 위하여 레

저스포츠 관광활동을 통한 여가만족이 웰니스 및 삶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심리적 만족, 교육적 만족, 사회적 만족, 긴장이완, 

신체적 만족, 심미적 만족의 각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연

구들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또한 지상, 수상, 해상레저스

포츠연구가 각각 따로 이루어져 각 유형별 비교연구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상, 수상, 항공레저스포츠관광에 참

여하는 사람들의 여가만족과 웰니스의 인과관계를 규명하

고자 한다. 이를 통해 레저스포츠관광을 통한 여가만족이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지적 건강 및 정

서적 건강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하여 스포츠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웰니스 지

수를 높이기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이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칙적으로 레저스

포츠 관광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총 437명의 설문자료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사용된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에 관한 항목 10문항, 여가만족에 관한 항목 24문항, 웰니

스에 관한 항목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분석을 위하여 일

원변량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지상, 수상, 항공레저스포츠 관광활동에 따른 여가

만족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행하였

으며, 둘째, 지상, 수상, 항공레저스포츠 관광활동에 따른 

웰니스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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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마지막으로, 여가만족이 웰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Ⅲ. 결과

1. 지상, 수상, 항공레저스포츠 관광활동에 
따른 여가만족의 차이

  지상, 수상, 항공레저스포츠관광활동에 따른 여가만족

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상(M=3.563), 수상(M=3.813), 

항공 집단(M=4.285)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1). 

  만족의 하위요인인 심리적 만족의 경우, 지상

(M=3.657), 수상(M=3.920), 항공 집단(M=4.412)간에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교육적 만족의 경우, 지상(M=3.554), 수상(M=3.904), 

항공 집단(M=4.370)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1). 

  사회적 만족의 경우, 지상(M=3.584), 수상(M=3.868), 

항공 집단(M=4.250)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1). 

  긴장이완의 경우, 지상(M=3.635), 수상(M=3.908), 항

공 집단(M=4.322)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신체적 만족의 경우, 지상(M=3.504), 수상(M=3.776), 

항공 집단(M=4.393)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1). 

  심미적 만족의 경우, 지상(M=3.442), 수상(M=3.505), 

항공 집단(M=4.007)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1). 

2. 지상, 수상, 항공레저스포츠 관광활동에 
따른 웰니스의 차이

  지상, 수상, 항공레저스포츠관광활동에 따른 웰니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상(M=3.645), 수상(M=3.780), 항

공 집단(M=4.048)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웰니스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웰니스의 경우, 지상

(M=3.493), 수상(M=3.612), 항공 집단(M=3.755)간에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사회적 웰니스의 경우, 지상(M=3.677), 수상

(M=3.809), 항공 집단(M=4.148)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p<.001). 

  정신적 웰니스의 경우, 지상(M=3.648), 수상

(M=3.731), 항공 집단(M=3.966)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p<.001). 

  지적 웰니스의 경우, 지상(M=3.746), 수상(M=3.898), 

항공 집단(M=4.157)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1). 

  정서적 웰니스의 경우, 지상(M=3.660), 수상

(M=3.851), 항공 집단(M=4.211)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p<.001).

3. 여가만족이 웰니스에 미치는 영향

  지상, 수상, 항공레저스포츠관광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들의 만족이 웰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R²=.451로 만족요인에 따른 웰니스를 45.1%로 설명하고 

있으며, F값=58.961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회귀식이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만족 중 교육적 만족의 경

우 b=.095이고, t=2.757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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