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직장인에 적합한 여가활동 방안

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우리나라 직장인

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저녁이 있는 삶’이다.

YBM 한국 TOEIC 위원회에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3,29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입사하고 싶

은회사조건 1위가 ‘저녁이있는삶과일·생활의균형’이

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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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국내 직장인의 개인적인 삶과 직장생활의 개선을 위한 여가활동 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적은 비용과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최소화하는 여가활동 방안의 형태로 DIY를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1차 사례연구를 통해 기존 운영되고 있는 여가활동 서비스 사례의 특징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2차로 요리
를 취미로 하는 직장인 8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요리 분야 여가활동에 대한 니즈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두 가지 필수 요소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첫째로 브랜드만의 명확한 범위 설정과 콘텐츠의 확보, 둘째로 여가활동 공유 
플랫폼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직장인을 위한 여가활동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여가활동 방안에 대한 설계까지 이어져 우리나라 직장인의 여가활동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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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leisure activity for improvement of personal life and 
career of Korean workers. To do this, DIY was selected as a method of leisure activity that minimizes cost, 
time and space contraints. As a method of research, I did case study for investigating the characteristics of 
existing leisure activities. In addition, I examined the needs about cooking activity through an in-depth 
interview with 8 workers whose hobby is cooking. As a result, two essential elements were derived.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lear scope and content of the brand. Secondly, a platform for sharing activity is 
neede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uggests the way to improve leisure activity of workers. After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it will help to spread leisure activities of workers through the design of leisure 
activities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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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감지하여 ‘워라밸(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 개선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있다. 롯데백화점과신세계백화점은퇴근시간

에자동으로컴퓨터가 꺼지는 ‘피씨 오프(PC off)제도’를

도입[2]했다. 또한, 현대카드는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

이 조절 가능한 유연근무제[3]를, 이베이코리아는 안식

휴가 및 패밀리 데이 등[4]을 통해 직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워라밸에서 주목할 점은 이것이 ‘직장과 개인 생활의

양립’의의미로쓰이고있다는점이다[5]. 퇴근후여가시

간을 개인적인 취미 등을 위해 할애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장인의 여가활동은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취하게하는데기여한다. 또한, 이를통한직무몰

입은 직장에서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6].

직장에서 슬럼프 극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퇴근후취미생활을하는것’으로[7] 직장인의여가활동

은 개인적인 삶과 직장생활 모두에 유익한 활동임을 확

인할수있다. 그러나㈜잡코리아가 2016년 직장인 1,152

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 현재취미생활을하고

있지 않은사람은 약 43%였고그 이유로는 금전적여유

부족과 체력 부족이 대표적이었다[8]. 자신의 행복감과

삶의질을향상시켜현대의직장인들에게도움을주는[9]

여가활동의긍정적인효과는자명하나아직우리나라직

장인들에게여가활동은보편적이지않다는것에서이연

구의 문제의식은 시작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1.2.1 연구 범위 
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여가

활동을 보다 확산시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시간적·공간적제약을최소화하는여가활동방안을제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DIY(Do It

Yourself)’를 이에 적합한 여가활동 형태로 제안하고자

한다. ‘DIY’는 누구나 간단하고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일부 제작 과정이 생략되어 단순화된 제품 혹은 서비스

의형태이다[10]. 정확한재료와제작법을제공한다는점

에서우리나라직장인에게가장적합한형태의여가활동

이라 할 수 있다.

1.2.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1차 사례연구를 통해 기존 운영되고 있는

여가활동 서비스사례의 특징을조사하였다. 그리고 2차

실증연구로 요리를 취미로 하는 직장인 8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인터뷰를 시행하여 그들이 요리 분야 여가활

동에 대해 원하는 바에 대해 알아보았다.

2. 여가활동 서비스 사례 
최근의 서비스들은 DIY 형태의 제품 및 서비스로 자

신의 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여가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

록 도와주고 있다.

2.1 전분야 여가활동 서비스 사례
2.1.1 하비박스
하비박스는 매달 ‘취미 상자’를 보내주는 서비스이다.

취미분석서비스를제공하여고객의특성을파악하고, 이

를 기반으로 그들에 맞는 여가활동을 제안한다. 이들이

보내주는 취미 상자에는 [Fig. 1]과 같이 여가활동에 대

한도구와재료 등이들어있다[11]. 취미 상자를받은고

객들은 다른 사람의 직접적인 도움 없이 여가활동을 수

행하고, 다양한 분야를 접하며 지속해서 이어나갈 여가

활동을 탐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Fig. 1] HOBYBOX

2.1.2 울앤더갱(Wool and the gang)
울앤더갱은영국에서탄생한브랜드로, 뜨개질에관련

된제품과서비스를제공한다. 직접개발한실, 도구등의

개별판매도이루어지지만가장대표적인서비스는바로

DIY 세트다. [Fig. 2]에서 볼수 있듯, 뜨개실, 도안과설

명서, 뜨개바늘로 이루어진 이 세트는 초보자들도 어렵

지않게뜨개질을할수있도록한다[12]. 또한, 울앤더갱

의제품을구입한소비자들은 ‘#SHAREYOURKNITS’라

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해시태그 기능을 통해 각자의

작품을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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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Wool and the gang kit

2.2 요리 분야 여가활동 서비스 해외 사례
2.2.1 윌리엄스 소노마
식료품 및 도구를 판매하는 미국의 브랜드인 윌리엄

스소노마는고객들이간편하게요리를할수있는 ‘윌리

엄스 소노마 홈메이드 키트(Williams Sonoma homemade

kit)’를 판매한다. [Fig. 3]의 라비올리에서부터 맥주, 사

케와 같은 주류, 그리고 소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

가 있다[13]. 실생활에 필요한 요리보다 취미 생활로 하

는 요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트로, 고객들이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Fig. 3] Williams Sonoma Ravioli kit

2.2.2 레시피 헌터스 – 에어룸 메일
미국의 레시피 헌터스가 제공하는 ‘에어룸 메일

(Heirloom Mail)’은 매달 하나의 메뉴를 위한 식재료와

레시피 세트를 고객에 배달한다. 유럽, 미국, 중동 등의

지역마다전통적으로이어져온레시피를직접발굴하여

고객들에게 전달한다. 레시피 헌터스는 요리 세트 배달

서비스인에어룸메일과함께, 비정기적으로소셜다이닝

행사또한진행한다. 이를통해같은취미와관심사를가

진 사람들이 모여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14].

[Fig. 4] The Recipe Hunters ‘Heirloom Mail’

2.3 요리 분야 여가활동 서비스 국내 사례
국내 시장에서는 ‘쿠킹박스’라는 명칭으로 다양한 브

랜드가 요리 여가활동 세트 판매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

렙박스, 프레시지, 식스레시피, 굿잇츠 등의 브랜드가 있

으며, 네이버 쇼핑의 ‘쿠킹박스’ 분류에서 판매되고 있다

[15]. 일정한 양의 식재료와 레시피를 제공하는 기본 방

식은모두동일하며, 한식, 중식, 일식, 양식등다양한종

류의 요리 세트를 판매한다. 요리의 종류에 따라 냄비나

식기와 같은 도구 또한 세트에 포함된 경우도 있다.

2.4 여가활동 서비스 사례 분석 
전분야여가활동사례와요리분야여가활동해외사

례는 고유의 특징을 가진 서비스로 운영된다는 점을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사례인 하비박스는 브랜드의 주요 콘셉트인

취미에대하여이미지를확고히하기위해, 취미분석서

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매달 구독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두 번째로, 울앤더갱은 소비자들이 여가활동에 대한

공유를 중요시한다는 점을 파악하여, 기성화된 키트를

제공하지만사용자들간의공유플랫폼을제공한다는점

이 특징적이다.

세번째로, 윌리엄스소노마의경우주류, 소스와같은

다른 브랜드들이 다루고 있지 않은 음식 종류를 다룸으

로써 특별한 경험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레시피헌터스의에어룸메일은하비박스

와 같은 구독 시스템을 갖춤과 동시에 차별화된 레시피

와 로컬 푸드라는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비교해국내요리분야취미활동서비스는획일

화된 경향을 보인다. 세트의 종류, 판매 경로, 재료 구성

등 모든 브랜드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차별점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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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Differentiation
HOBYBOX Hobby curating service, Subscription

Wool and the gang SNS Sharing Platform
Williams Sonoma
homemade kit

Unique food categories

The Recipe Hunters
‘Heirloom Mail’

Tradition recipe, Local food, Social
dining events

<Table 1> Differentiation of Services

3. 실험 방법 및 분석
3.1 실험 방법
이 연구의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요리에 취미를 가진

국내 20대~30대 직장인 8명을대상으로사용자인터뷰를

시행하였다.

[Fig. 5] Jakob Neilsen’s Curve

제이콥닐슨의연구[16]에 따르면사용자경험연구의

실험에 있어 5명의 실험자를 확보했을 때, 그 실험은 유

효한결과를가질수있다. 이에근거하여, 이연구에서는

8명의 실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Interviewee Age Job
frequency of

cooking per week

A 28 Journalist 1

B 27 Researcher 2~3

C 33 Office worker 3~4

D 31 Editor 3

E 28 Designer 2

F 29 Marketer 1~2

G 30 Researcher 1

H 30 Architect 1

<Table 2> Profile of Interviewees

3.2 실험 결과 및 분석
3.2.1 요리 취미 활동의 기본 정보
요리의종류에서는인터뷰대상자 8명모두한식과양

식구분없이단품요리를선호하는경향을보였다. 파스

타, 샌드위치, 샐러드 등의 간단한 양식 요리나 찌개, 볶

음밥, 반찬 등의 한식 요리를 공통으로 선호했다.

이들은 모두 단품 요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

에대한답변이유사하였다. 어려운점으로는잔여재료,

음식량조절, 도구와공간의제약, 준비·정리과정에서의

시간소요, 너무다양한레시피가있었다. 다음은요리종

류와 어려운 점에 대하여 <Table 3>에 정리한 것이다.

Interviewee Cooking Type Difficulties

A
Simple dishes
(Korean/European)

Surplus ingredients, Lack of
tools

B
Korean dishes,
pasta, sandwich

Limited usability of the
kitchen

C Simple dishes
Limited usability of the
kitchen, Lack of tools

D Korean/European food
Quantitiy control, Surplus

ingredients

E Simple dishes
Too much time to shop

ingredients

F
Simple dishes
(Korean/European)

Difficult to clean all dishes
and tools

G Korean/European soup
Too many recipes for one

food

H European dishes
Too many recipes for one

food

<Table 3> Basic Information about Cooking

3.2.2 쿠킹박스 이용 경험
인터뷰 대상자 8명 중 5명이 쿠킹박스 형태의 서비스

를이용한경험이있었다. 해당서비스의장점에대해사

용자들이 공통적으로 답한 것은 시간 절약, 정확한 양의

재료, 이를통한예산절감이었다. 쿠킹박스서비스의사

용자들은 편리성과 비용 절감에 대하여 큰 매력을 느끼

고있었음을알수있다. 또한, 단점에서는상대적으로비

싼가격, 유사한조리법, 제품에대한상세비교가어렵다

는 점이 제시되었다. 브랜드별로 서비스가 유사하고, 조

리법에서도 차별화가 가능한 부분이 없으므로 나타나는

단점이 많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은 쿠킹박스

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Table 4>에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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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ee Pros Cons

A
Accurate quantity of
ingredients, Timesaving

Expensive price

C
Timesaving,
Easy to cook

Expensive price

D
Quick delievery,

Various type of dishes
Tired of similar taste

G
Accurate quantity of
ingredients,
Saving money

None

H
Quick Delivery,
Saving money

Need to compare and
check products on the

internet

<Table 4> Cooking Box Service Experience

3.2.3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
인터뷰대상자 8명중 7명이요리취미활동을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이용하고있었다. 대부분요리레

시피를찾거나, 타인에게자랑, 개인적인기록을위해다

양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요리 레시피를 찾는 용

도로는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카카오톡을사용했고, 기

록 혹은 공유의 용도로는 인스타그램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사진기반의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인스타

그램을 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요리 취미 활동의 공유

플랫폼에서 사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5>에서 인터뷰 대상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서비스와 사용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Interviewee SNS Reasons

A Blogs, Instagram
Personal records,
Finding Recipes

B
Youtube Channel,
Instagram

Sharing food styling,
Boasting,

Finding Recipes

C Kakaotalk, Blogs
Personal records,
Finding Recipes

D Twitter, Kakaotalk
Boasting,

Finding Recipes

E Kakaotalk, Blogs
Boasting,

Finding Recipes

F Kakaotalk, Instagram
Personal records,
Finding Recipes

H Blogs, Instagram
Personal records,
Finding Recipes

<Table 5> Utilization of SNS and reasons

4. 결과
직장인에게 적합한 여가활동 방안 제안을 위해 사례

분석과 심층 인터뷰를 시행한 결과, 요리 분야 여가활동

에대한현황과서비스의장단점을파악할수있었다. 먼

저 사용자들은 요리 분야 여가활동을 함에 있어서 간편

한 음식을 선호하였다. 때문에, 사용자의 과반수는 재료

준비, 조리및정리과정이간소화된 DIY 형태의쿠킹박

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과정의 간소화로 인

해비용절감의효과까지느끼고있었다. 이를통해직장

인이여가활동을할때 DIY 형태의서비스가효과적이라

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하지만국내브랜드들이제

공하고 있는 쿠킹박스 서비스에서 몇 가지 한계점을 발

견하였다.

첫째, 제공하는 음식의 종류, 조리법, 재료 등의 콘텐

츠가 모두 유사하여 차별점이 없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제품비교에어려움을겪고있었다. 그뿐만아니라, 유사

한 레시피로 인해 쿠킹박스를 활용한 요리에 싫증을 느

끼기도 하였다.

둘째, 사용자들끼리 여가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

폼이 부재한다. 심층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자신의요리활동을공유하기위해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가활동만을 위한

플랫폼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들이 생산하는 콘텐츠가

분산된 것을 <Table 5>에서 볼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직장인의 여가활동을 보다 확산

시킬수있는요리분야여가활동방안을제안하기위해

사례 조사와 사용자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분석한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브랜드만의 명확한 제품 범위와 콘텐츠가 필요

하다. 다양한경험을제공했을때, 사용자들은흥미를잃

지 않고 여가활동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다. 사례연구에

서 분석했듯이 하비박스의 큐레이팅 서비스, 에어룸 메

일의 로컬 재료와 전통 레시피와 같은 명확한 차별점이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사용자들간의여가활동공유를활성화할수있

는 사진 기반 플랫폼 조성이 필요하다. 사용자들은 소셜

네트워크서비스에자신의요리를공유하고있었고, 대부

분사진기반의인스타그램을위주로공유했다[17]. 사례

연구의울앤더갱의 ‘#SHAREYOURKNITS’와같이여가

활동사용자들이공감대를형성하고자신의활동결과를

공유할수있는환경을조성함으로써여가활동의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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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중심시대를지나지금은삶의질과만족감을추구

하는시대가되었다. 건강하고만족한삶을위한여가활

동의활성화는국가적으로도매우중요한과제로대두되

고있다[18]. 그런점에서, 이연구는직장인을위한여가

활동방안에관한연구로문제를발견하고이에대해개

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구체적

인 방안의 설계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는것을밝힌다. 이 연구를시작으로, 향후사용자의

니즈에 대한 세분된 연구를 통해 여가활동 방안의 설계

에관한후속연구가이루어져우리나라직장인의여가활

동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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