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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relationship between the leisure constraints, 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of the cadets in Korean air. In order to accomplish this study's purpose, The
subjects selected for this study were a total of 535 the cadets in Korean air by the cluster random sampling
method, was analyzed by SPSS program. Statistics used in this study were descriptiv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s analysis.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leisure constraints of the
cadets in Korean air negatively affected 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 Second, leisure constraints of the cadets in
Korean air negatively affected leisure satisfaction. Third, 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 of the cadets in Korean air
positively affected leisure satisfaction.
Key words : leisure constraints, 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 leisure satisfaction

Ⅰ. 서론
여가 활동은 건강유지와 증진 그리고 자아실현
을 통한 삶의 질적 향상과 행복 추구에 효과적으
로 부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개인적으로
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가는 단순히 여가시간에 대체
하는 개념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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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
다(이정순, 2005; 정영남, 2008).
산업사회와 정보통신의 발달과 아울러 본격적으
로 시행되기 시작한 주 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점
차 생산 활동에서 벗어나 순수 여가시간이 증가하
는 추세에 있다. 또한 다양한 여가활동을 향유하는
계층도 폭넓게 확산되는 등 그야말로 여가 대중화
사회가 도래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삶의 기준이 자신의 지위나 업무가 아니라 개인에
게 주어진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삶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유인영,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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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활동은 현재 초고속화 시대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화되고 있다. 생활이 주 단위
로 점차 변화면서 여가시간을 적극 디자인하고 의
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여가 라이프스
타일(leisure life-style)이 등장 하면서 일에만 파묻
혔던 라이프스타일이 가족과 여가를 중시하는 쪽
으로 이동하고 여가 선용이 중요한 생활이슈가 되
어가고 있다(여가백서, 2008).
이처럼 여가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의 증가
와 여가기회의 증대와 더불어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여가 활동 참여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우리사회의 경우 여가의식 및 여가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미성숙한 단계에서 서구
선진화의 영향으로 일부 집단의 여가욕구가 지나치
게 높게 형성된 반면, 일부집단은 여가생활을 즐길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못함으로서 집단간 여가활
동의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강석희, 1999).
여가활동이 부족하거나 여가장애가 발생하면 생
활의 활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저하되며, 자신 내
면에 쌓인 긴장감 또는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므로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습관적 행동(mannerism)이라
고 하는 자기자극의 형태를 만들게 된다(유인영,
2007 재인용).
일반적으로 제약은 어떤 특별한 활동에 관여하
지 못하는 원인을 의미하며 여가제약은 여가 참가
와 여가 만족도를 저해하거나 억제하는 모든 것
(Jackson, 1988)으로 정의되어진다.
1990년까지 여가제약은 여가활동 참가를 제한하
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Jackson,
Crawford, & Godbey(1993)은 여가활동 참가를 결정
하는 것은 여가제약의 유무가 아니라 여가제약의
협상과정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여가제약은 충분히
극복 가능한 요인이며 협상과정에 따라서 여가활동
의 참가가 결정된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황선환,
최홍석, 한승진, 2010 재인용). 또한 여가제약 협상
과정은 여가활동 참가를 멈추게 하기 보다는 그 여
가 활동의 변화를 초래한다(Jackson et al., 1993).
여가제약 협상은 여가활동 참가를 제한하는 요
인이나 방해물의 영향을 감소시키거나, 이러한 영

향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으로 정의된다
(Mannell & Kleiber, 1997).
김경식(2009), 황선환(2009), 황선환과 서희진
(2009)은 여가 협상전략의 활용을 통하여 여가제약
을 극복함으로써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에 참가하
게 된다고 보고하였다(황선환 외, 2010 재인용).
현대사회는 조직의 시대이며,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터 조직구성원이 되며 하루도 조직을 벗어나서
는 생활하지 못한다. 즉,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조직의 구성원으로 생활하게 되며, 이는 생애주기
의 대부분을 조직에서 보내게 된다(홍성식, 2003).
특히, 군대는 청년기시절에 가장 중요한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조직화된 집단 가운
데 가장 규율이 엄하고 개인활동 보다는 집단활동
이 강조되며 긴장되고 절제된 생활을 요구하는 조
직이다(유흥주, 1993).
군에서의 여가활동은 여가선용의 제고와 군 전
력 향상을 목적으로 행하여진다. 전자는 여가선용,
명랑한 분위기 조성, 긴박감 해소, 인간관계 개선
등으로 장병의 근무 의욕과 흥미를 충족시키고 이
를 통한 군의 복지환경 개선 및 직무만족의 향상
에 목표를 두며, 후자는 경쟁심 고취, 사기 양양,
협동심 함양, 체력 단련 등을 통한 군 전력 강화에
목표를 둔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은 신체적, 정신
적으로 건강한 군인의 육성과 더 나아가서는 군
전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
로 상호의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
다(민창기, 안정현, 유인영, 한성열, 2007 재인용).
군과 관련된 체육활동의 선행연구(나명흔, 임승
엽, 2003; 민창기, 안정현, 유인영, 한성열, 2007; 박
승용, 임승엽, 김경배, 2003; 박재우, 2005; 유흥주,
1993; 윤태원, 1990; 전영학, 조성봉, 조정호, 1992;
정희석, 이충원, 2003; 조춘환, 이강헌, 2002; 최영
래, 2000)는 사병, 육군사관생도, 해군사관생도, 공
군사관생도를 대상으로 여가와 관련된 연구, 사관
학교 체육교육이 임관 후 군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군 생
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여가제약과 여가제약
협상, 그리고 여가만족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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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군 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본
연구는 공군사관생도의 여가활동 참가 유형과 여
가선호 및 여가제약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사관생
도들의 여가제약 요인을 규명하여 사관생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활의 활력을 줄 것이라는 확신에 그 필요성을
느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공군사관생도의 여가만족을
알아보고 여가제약과 여가제약협상 및 여가만족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공군사관생도의 여가제약은 여가제약협상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공군사관생도의 여가제약은 여가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공군사관생도의 여가제약협상은 여가만족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Ⅱ. 연구방법

연구대상으로 표집된 사관생도는 총 563명이었
으나 분석에 사용된 유효 표본수는 조사가 완료되
어 수집된 자료 중에서 응답내용이 부실한 자료 28
부를 제외하고 총 53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 사용된 실제 분석인원은 1학년 141명,
2학년 136명, 3학년 140명, 4학년 118명 등 총 535
명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조사도구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여가제약,
여가제약협상, 여가만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구성은 <표 2>와
같다.
개인적 특성을 묻는 문항은 총 3문항으로서,
성, 학년, 주관적 건강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여가제약을 측정하는 문항은 H u b b a r d &
Mannell(2001)이 개발하고 황선환 등(2010)이 사용한 바
표 2. 설문지 주요 구성 지표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표집된 모집단은 2010
년 10월 현재 공군사관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 4
학년까지의 남․여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본 추출방식은 군집표집(Cluster Sampling)을 사
용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수준

빈도(명)

백분율(%)

성

남성
여성

494
41

92.3
7.7

소속 및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41
136
140
118

26.4
25.4
26.2
22.1

282
216
37

52.7
40.4
6.9

매우건강
주관적
대체로 건강
건강정도 보통 혹은 대체로
허약

구성

내용

문항수

개인적
특성

성, 학년, 주관적 건강

3

여가제약

대인적
개인적
구조적

6
8
7

여가활동 동반자 탐색 노력
여가활동비 마련과 시간 관리 노력
여가제약
여가활동 강도 조절 노력
협상
여가활동 기술 습득 노력
여가활동 에너지 충전 노력
여가활동 열망 변화 노력

여가만족

합계

교육⋅심리적
사회적
휴식적
생리적
환경적

5
6
3
3
2
3
8
4
4
4
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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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여가제약 척도는 3개요인(대인적, 개인적, 구조적)
의 총 21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여가제약 협상을 측정하는 문항은 Jackson &
Rucks(1995)가 최초 개발하고 Loucks-Atkinson &
Mannell(2007)의 연구에서 재사용된 문항을 바탕으
로 김경식, 황선환, 원도연(2008)에 의해 한국 실정
에 맞게 개발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
여 사용하였다. 여가제약 협상 척도는 6개요인(여
가활동 동반자 탐색 노력, 여가활동비 마련 및 시
간관리 노력, 여가활동 강도 조절 노력, 여가활동
기술 습득 노력, 여가활동 에너지 충전 노력, 여가
활동 열망 변화 노력)의 총 22개 문항으로 각 문항
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여가만족을
측정하는
문항은
Beard와
Ragheb(1980)이 개발하고 이종길(1992), 정영린
(1997)등이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여가만족 척도는 5개요인
(교육⋅심리적, 생리적, 환경적, 사회적, 휴식적)의

총 24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3.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설문지의 타당도를 검사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
서는 스포츠사회학 박사학위 소지자로 구성된 전
문가 회의를 통하여 설문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용타당도 및 문항의 적합성 여부를 논의하고 지
적된 사항을 수정․보완 하였다.
우선, 여가제약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대인적 여
가제약의 요인적재량이 .737-.602이고 변인의 누적
비율이 42.28%, 개인적 여가제약의 요인적재량이
.737-.598이고 변인의 누적비율이 52.50%, 구조적
여가제약의 요인적재량이 .772-.503이고 누적비율
이 58.70%로 타당하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
문지의 신뢰도는 대인적 여가제약 Cronbach's α
=.881, 개인적 여가제약 Cronbach's α=.882, 구조적
여가제약 Cronbach's α=.84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가제약 협상의 요인분석 결과 여가
활동 동반자 탐색 노력의 요인적재량이 .793-.696

표 3. 설문 문항의 요인별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결과
구성지표

요인

배경변인

개인적
특성변인

독립변인 여가제약

구성내용
성
학년
주관적 건강
대인적
개인적
구조적

여가활동 동반자 탐색 노력
여가활동비 마련과 시간 관리 노력
여가제약
여가활동 강도 조절 노력
매개변인
협상
여가활동 기술 습득 노력
여가활동 에너지 충전 노력
여가활동 열망 변화 노력
교육⋅심리적
사회적
종속변인 여가만족
휴식적
생리적
환경적

문항수 Cronbach's α 요인적재량 분산율(%) 누적율(%)
3

-

-

-

-

6
8
7
5
6
3
3
2
3
8
4
4
4
4

.881
.882
.847
.832
.814
.729
.679
.755
.637
.903
.840
.775
.870
.871

.737-.602
.737-.598
.772-.503
.793-.696
.818-.528
.817-.611
.817-.546
.816-.803
.825-.550
.743-.496
.783-.633
.765-.598
.823-.684
.837-.702

42.283
10.222
6.204
30.026
9.977
7.322
6.133
4.898
4.659
42.911
5.337
4.954
7.478
6.193

42.483
52.505
58.709
30.026
40.004
47.326
53.459
58.357
63.016
42.911
61.919
66.873
50.389
5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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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변인의 누적비율이 30.02%, 여가활동비 마련
과 시간 관리 노력의 요인적재량이 .818-.528이고
변인의 누적비율이 40.00%, 여가활동 강도 조절 노
력의 요인적재량이 .817-.611이고 변인의 누적비율
이 47.32%, 여가활동 기술 습득 노력의 요인적재량
이 .817-.546이고 변인의 누적비율이 53.46%, 여가
활동 에너지 충전 노력의 요인적재량이 .816-.803
이고 변인의 누적비율이 58.36%, 여가활동 열망 변
화 노력의 요인적재량이 .825-.550이고 누적비율이

육⋅심리적 여가만족의 요인적재량이 .743-.496이
고 변인의 누적비율이 42.91%, 사회적 여가만족의
요인적재량이 .783-.633이고 변인의 누적비율이
61.92%, 휴식적 여가만족의 요인적재량이 .765-.598
이고 변인의 누적비율이 66.87%, 생리적 여가만족
의 요인적재량이 .823-.684이고 변인의 누적비율이
50.39%, 환경적 여가만족의 요인적재량이 .837-.702
이고 변인의 누적비율이 56.58%로 타당하게 측정
된 것으로 나타났다.

63.02%로 타당하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지의 신뢰도는 여가활동 동반자 탐색 노력
Cronbach's α=.832, 여가활동비 마련과 시간 관리
노력 Cronbach's α=.814, 여가활동 강도 조절 노력
Cronbach's α=.729, 여가활동 기술 습득 노력
Cronbach's α=.679, 여가활동 에너지 충전 노력
Cronbach's α=.755, 여가활동 열망 변화 노력
Cronbach's α=.639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가만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교

설문지의 신뢰도는 교육⋅심리적 여가만족
Cronbach's α=.903, 사회적 여가만족 Cronbach's
α=.840, 휴식적 여가만족 Cronbach's α=.775, 생리
적 여가만족 Cronbach's α=.870, 환경적 여가만족
Cronbach's α=.871로 나타났다.
4. 자료처리 방법
이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에 의하여 회수된 설문
지 중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된 자료는 컴퓨터에

표 4. 변인간 상관관계
변수
대인적

X1
-

X2

개인적

.669***

-

구조적

.635***

507***

동반자

-.139*** -.155*** -.090*

비용⋅시간
강도

-.050

.033

에너지

-.116**

.045

Y1

Y2

Y3

Y4

Y5

Y6

Y7

Y8

Y9

Y10

-.104*

-.072

.437***

-

.437*** .357***

-

.255*** .384*** .303***

-

-.094* -.176*** .296*** .413*** .383*** .370***

-

-.159*** -.122** -.147*** .358*** .327*** .393*** .180*** .299***

교육⋅심리적 -.229*** -.284*** -.183*** 484***

380***

483***

195***

285***

519***

-

사회적

-.218*** -.251*** -.197*** .534*** .275*** .441*** .172*** .239*** .406*** .658***

휴식적

-.221*** -.247*** -.129** .429*** .292*** .394***

생리적

-.276*** -.279***

-.203

.447*** .297*** .505*** .208*** .297*** .470*** .599*** .550*** .490***

환경적

-.180*** -.138***

-.151

.374*** .324*** .418*** .167*** .303*** .976*** .537*** .423*** .476*** .510***

*p<.05, **p<.01, ***p<.001

Y11

-

-.233*** -.191*** -.093*

기술

열망

-.015

X3

.052

.-

.245*** .452*** .629*** .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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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입력 시키고, Window용 SPSS/PC⁺ 12.0 Version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의 목적에 따라 전
산처리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의 방법은 기술통계분석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과 상관분석 및
(Correlation Analysis), 표준중다회귀분석(Standar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이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가제약의 세 가지 세부요인은 여가제
약 협상 및 여가만족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제약이 여가제약
협상과정에 방해가 되고 있으며(황선환 외, 2010),
여가만족에도 방해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가제약 협상의 여섯 가지 세부요인은 여가만
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여가협상 과정이 여가만족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Ⅲ. 연구결과

2. 여가제약이 여가제약 협상에 미치는 영향

1.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

여가제약이 여가제약 협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

<표 4>는 표준중다회귀분석에 사용된 각 변인간
표 5. 여가제약이 여가제약 협상에 미치는 영향

여가제약 협상
변인

동반자 탐색
b

(상수)

β

t

비용⋅시간 관리
b

3.89

대인적 -.05 -.06

β

t

강도 조절
b

3.40
-.98

β

기술 습득
t

b

4.08

β

에너지 충전
t

3.16

b

β

열망 변화

t

b

3.89

β

t

4.14

-.01 -.01

-.12

-.22 -.25 -3.78*** .09

.09

1.36

-.01 -.01

-.07

-.09 -.10 -1.53

개인적 -.10 -.11 -1.87

.05

-.91

-.07 -.07

.06

1.03

-.00 0.00

-.06

-.01 -.01

구조적 .09 .01

-.12 -.13 -2.25* .09

.170

.05

.10

-1.14

.07

1.82

-.17 -.16 -2.89** -.18 -.17 -3.07** -.08 -.07 -1.37

R²

.026

.013

.06

.017

.026

.029

F

4.691

2.273

11.650

3.144

5.681

5.290

-.18

*p<.05, **p<.01, ***p<.001
표 6. 여가제약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변인

교육⋅심리적
b
β
t
(상수)
4,479
대인적 -.031 -.04
-.579
개인적 -.22 -.24 -4.064
구조적 -.034 -.04
-.713
R²
.083
F
16.055
*p<.05, **p<.01

b
-.04
-.19
-.08

사회적
β
t
4.495
-.04
-.60
-.18 -3.12**
-.08 01.44
.070
13.372

여가만족
휴식적
b
β
t
4.509
-.09 -.12
-1.75
-.17 -.18 -3.14**
.03
.04
.709
.066
12.549

b
-.14
-.18
-.03

생리적
β
t
4.673
-.14 -2.20*
-.16 -2.83**
-.03
-.523
.091
17.798

b
-.12
-.02
-.06

환경적
β
t
4.167
-.13 -1.946
-.12
-.270
-.06 -1.078
.035
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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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
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여가제약의 하위요인인 대인적
제약은 여가제약 협상의 하위요인인 강도 조절 노
력(β=-.25)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구조적 제약은 활동비 마련과 시간 관리 노
력(β=-.13), 기술 습득 노력(β=-.16), 에너지 충전
노력(β=-.17)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14)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개인적 제약은 사회적 만족(β=-.18), 휴식적 만
족(β=-.18), 생리적 만족(β=-.16)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심리적 만족, 사회적 만족, 휴식적 만족,
생리적 만족, 환경적 만족의 여가만족에 대한 여가
제약의 전체 예측값은 8.3%, 7.0%, 6.6%, 9.1%,
3.5%로 나타났다.

동반자 탐색 노력, 여가활동비 마련과 시간 관리
노력, 강도 조절 노력, 기술 습득 노력, 에너지 충
전 노력, 열망 변화 노력의 여가제약 협상에 대한
여가제약의 전체 예측값은 2.6%, 1.3%, 6.0%, 1.7%,
2.6%, 2.9%로 나타났다.

4. 여가제약 협상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여가제약 협상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
과 같다
<표 7>에 의하면. 여가제약 협상의 하위요인인
동반자 탐색 노력은 여가만족의 하위요인인 교육
⋅심리적 만족(β=.23), 사회적 만족(β=.39), 휴식적
만족(β=.25), 생리적 만족(β=.21)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활동비 마련과 시
간 관리 노력은 교육⋅심리적 만족(β=.10)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도 조절
노력은 교육⋅심리적 만족(β=.23), 사회적 만족(β

3. 여가제약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여가제약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여가제약의 하위요인인 대인적
여가제약은 여가만족의 하위요인인 생리적 만족(β

표 7. 여가제약 협상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여가만족
변인

교육⋅심리적
b

β

(상수)

t

사회적
b

.945

β

휴식적
t

b

.813

동반자 탐색

.23

.23

5.85***

.43

.39

비용⋅시간 관리

.09

.10

2.54**

-.03 -.03

강도 조절

.21

.23

5.64***

.22

기술 습득

-.03 -.03

-.91

-.02 -.02

에너지 충전

.01

.01

.29

.02

열망 변화

.27

.31

8.39***

.19

.20

β

생리적
t

b

1.659

β

환경적
t

b

.642

9.37***

.24

.25

5.77***

-.739

.06

.06

1.50

4.90***

.17

.18

4.13***

.24

.21

β

t

.150
5.24***

-.01 -.01

-.22

.02

.02

1.91

-.01 -.01

-.58

.32

.29

6.98***

.04

.04 3.55***

-.485

-.14 -.16 -4.05*** .00

.00

.02

-.02 -.02 -2.27*

.02

.436

.05

.06

1.41

.05

.05

1.30

.01

.01

.19

4.94***

.24

.28

6.99***

.27

.26

6.84***

.92

.96 90.90***

R²

.421

.369

.330

.381

.955

F

64.085

51.444

43.264

54.096

1858.190

*p<.05, **p<.01, ***p<.001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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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휴식적 만족(β=.18), 생리적 만족(β=.29), 환
경적 만족(β=.04)에, 열망 변화 노력은 교육⋅심리
적 만족(β=.31), 사회적 만족(β=.19), 휴식적 만족
(β=.28), 생리적 만족(β=.26), 환경적 만족(β=.96)
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
술 습득 노력은 휴식적 만족(β=-.16), 환경적 만족
(β=-.02)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교육⋅심리적 만족, 사회적 만족, 휴식적 만족,
생리적 만족, 환경적 만족의 여가만족에 대한 여가
제약협상의 전체 예측값은 42.1%, 36.9%, 33.0%,
38.1%, 95.5%로 나타났다.
특이할 점은 환경적 만족에 대한 여가제약 협상
의 설명력은 95.5%로 대단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
고 있어 여가제약 협상이 환경적 만족을 예측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변인임을 예상케 해준다.

Ⅳ. 논의
이 연구는 공군사관생도의 여가제약과 여가제약
협상 및 여가만족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여가제약은 여가제약 협상과정을 통해 극복되고
이는 여가활동 참가를 촉진시킨다(Alexandris,
Kouthouris, & Girgolas, 2007; Frederick & Shaw,
1995; Henderson, Bedini, Hecht, & Schuler, 1995;
Hubbard & Mannell, 2001; Son, Kerstetter, &
Mowen, 2008a; 황선환 외 2010 재인용)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군사관생도의 여가제약은
여가제약 협상 및 여가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며, 여가제약 협상은 여가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첫째, 여가제약은 여가제약 협상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군사
관생도의 여가제약이 증가할수록 여가제약 협상에
대한 노력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
는 Hubbard & Mannell(2001)과 Loucks-Atkinson &
Mannell(2007)의 여가제약이 여가제약협상에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여가제약이 여가제약 협
상 노력을 감소시킨다는 국내의 선행연구(김경식,
2009; 황선환 외, 2010; 백원칠, 송은일, 2010)의 결
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 바꿔 생각하면, 이러한 결
과는 여가제약이 여가제약 협상 과정에 의해 줄어
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여가제약은 여가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군사관생도의 여
가제약이 증가할수록 여가만족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도시 근로자를 대상으
로 여가제약과 여가만족의 부적 인과관계를 증명
한 송원익ㆍ여인성(2004)의 연구와 노인을 대상으
로 여가제약과 여가만족의 부적 상관관계를 증명
한 한신수(2008)의 연구, 그리고 정주부의 여가제약
과 여가만족, 가족기능, 생활만족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여가제약이 크면 여가만족이 감소된다는
김성희(1997)의 연구결과와 같이 다양한 계층의 공
통된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곧 개인 생활이 일부 제한된, 결코 평범하
지 않은 생활을 영위하는 사관생도에도 같은 결과
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들의 생활에 비추어 볼 때
다양한 여가제약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곧 여가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좀 더 다양한 여가참
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관생도의 여가제약
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여가만족을 통해 보다 만족
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여가제약 협상은 여가만족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제약 협상
노력을 통해 여가만족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가제약 협상과 여가만족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찾지 못하였다. 비록 여가 제약이
여가참가를 방해하지만, 협상은 여가 참가를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 황선환(2009)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해석하면 여가만족이 여가참여를 지속하게 하는
주요 요인임을 감안할 때 여가제약 협상 노력은
여가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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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술 습득 노력은 휴식적 만족과 환경적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보다 전문화 된 여가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노
력이 자칫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활동이 아닌 그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단순 여가생활의 범위를 벗어난 전문화 노
력은 여가만족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파
악할 수 있다.
따라서 공군사관생도의 여가제약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여가제약 협상 노력은 사관생도의 여
가만족을 증가시키는 한편 나아가 군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방법일 것이다.
한편, 여가활동 열망 변화 노력은 환경적 여가만
족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따
라서 이에 대한 추후 연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
성을 느낀다.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공군사관생도를 대상으로 여가제약,
여가제약 협상 및 여가만족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여가제약은 여가제약 협상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친다.
둘째, 여가제약은 여가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친다.
셋째, 여가제약 협상은 여가만족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제 여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가생활을 어
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개인 나아가 사회의 많은
부분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대체로 현재 여가제약과 관련된 연구는 여가제약
요인을 밝히는 연구에 초점을 맞춰왔다 할 수 있
다. 하지만 여가제약 요인을 알고 나아가 여가제약
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더불어 진

행된다면 보다 진보된 학문적 발전과 현장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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