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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utilization of leisure activity is a critical factor for having a
happy life, which enriches the meaning and value of life. However, leisure life in
Korea’s society is based on structural inequality and polariz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measures of solution for leisure activity inequality and polarization,
suggesting corporate culture marketing as an alternative. To achieve this
purpose, the relationship between concepts of this study including corporate
culture marketing, leisure activities, inequality, and polarization has been
examined based on theoretical contemplation. In addit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possibility of settling leisure activity inequality and polarization through
corporate culture marketing, along with an additional quantitative research for
deducting verification data. 226 adults over 19 years of age were sampled for
analysis, followed by verification of hypothesis through a structural model
analysis. Results displayed that corporate culture marketing activities can serve
its role as a leisure activity, and that active participation in culture marketing
contributes to enhancement of life quality. Based on theoretical contemplation and
practical analysis results, a model for settlement of inequality and po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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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corporate culture marketing has been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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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지 : 여가의 활용은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위한 직접적인 요인이며, 여가활동을
통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여가생활은 구조
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불균형 및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기업의 문화마케팅을 그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 고찰을 통해 기업 문화마케팅, 여가활동, 불균형 및 양극화
등 본 연구 구성개념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업 문화마케팅 활동을 통해 여가
활동 불균형 및 양극화 해소가 가능한지 분석하였다. 아울러 양적연구를 추가적으로 실
시하여 실증자료를 도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20세 이상 성인 226명이 표집 되었으며,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을 통해 기업 문화마케팅 활동이 여가활
동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문화마케팅 활동 참여는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론적 고찰 및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문화마케팅을 통한 여가활동 불균형 및 양극화 해소 모형을 제안하였다.
열쇠말 : 기업 문화마케팅, 여가활동, 불균형,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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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3세 이상 한국인 절반 이상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통계청, 2016). 청
소년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29점에 불과하며(세계일보, 2017), 직장인 73.3%가 직장
생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6). 최근 벌어진 국정농단 사
태는 한국시민의 허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최고조로 만들었으며(연합뉴스 TV, 2016),
경기침체,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은 한국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자리 잡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삶의 만족도 31위, 일과 삶의 균형 36위, 시
민 간 유대 37위. 자살률은 16년째 1위 국가이다(OECD BLI, 2017).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여가의 활용
이다(남은영·이재열·김민혜, 2012; 안영선, 2009). 여가활동은 긍정적 감정을 발생시키고
소통의 중요도구이며 관계회복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김종상·송영민, 2012; Winter, Jeong,
& Godbey, 2004). 개인·사회·문화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인간적 사회 지향을 위한 자
극제이며 삶의 만족도 및 국민 행복지수를 높여 국가경제 생산성 증가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경기개발연구원, 2013; 문화체육관광부, 2016). 여가활동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풍부하게 하는 삶의 중심이며(문화체육관광부, 2016; 송지준, 2006),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경기개발연구원, 2013). 여가활동이 허락되지 않는 사회는 더 이
상 경제성장과 부흥을 담보하지 못하며, 무엇보다 현대인들은 적절한 여가시간과 질 높은
여가활동을 통해 풍요로운 삶의 향유를 원하고 있다(조미라, 2016).
한국 사회의 여가생활은 구조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하다(강원도민일보, 2013; 박
재우·임승엽, 2014; 신규수, 2012). 연령, 소득, 지역별 격차가 상존하며(문화체육관광부,
2017), 문화여가를 통해 어느 정도 행복을 누리는가를 알 수 있는 문화여가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67.3점에 불과하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여가시간은 10년 전보다 감소했
으며 삶의 질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YTN, 2017).
여가활동 불균형은 현대 소비사회에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남은영·최유정,
2008; 조미라, 2016) 여가소비 불균형·양극화 현상은 계층 간 위화감 조성 및 갈등의 원
인이 되며, 하위 여가소비계층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여 범죄, 자살 등의 사회문
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한교남·한범수, 2011). 여가활동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
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김병국·김영준, 2010; 최승묵, 2013) 개인적·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남은영 외, 2012). 특히 최근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여가활동의 필요
성과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에 여가활동 불균형 및 양극화 관련 연구 및 해소를 위한 대
안이 시급하다(박재우·임승엽, 2014; 한교남·한범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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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불균형 및 양극화 관련 연구는 몇몇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이 여가 불균형
및 양극화 여부, 불평등 정도, 여가 양극화 현상의 심각성 등 관련 현황을 나타내는 연구
(김병국·김영준, 2010; 신규수, 2012; 윤인진·김상돈, 2008; 조미라, 2016; 최승묵, 2013; 한
교남·한범수, 2011)로 이를 완화·해소 차원에서 논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만 몇몇 선행연구(박재우·임승엽, 2014; 신규수, 2012; 조미라, 2016; 최승묵, 2013)를 통
해 여가활동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공공의 물적·정책적·제도적 지원방
안이 필요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정부의 예산 및 정책적 한계 등으로
인해(서울경제, 2015) 절대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행정 및 지원 정책의 부처별 산
재가 여가정책 추진, 관리에 제한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협치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피
력하고 있으나 이조차도 한국사회의 관료문화, 공직사회의 부처 간 이기주의 등으로 조
성 가능성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박재우·임승엽, 2014). 또한 경제
적 소외는 아니지만 문화에서 소외되는 집단이 발생하고 있으며(박스잔, 2015; 최종혁·이
연·유영주·안태숙, 2010), 정작 수혜자(受惠者)에게는 사회적 낙인을 초래, 혜택 참여에
대한 수치감, 거부감, 불만 등을 낳고 있기도 하다(최종혁 외, 2010). 이는 제도적, 방법론
적 차원에서 정부의 한계를 드러내는 한 단면이다. 여가활동 불균형·양극화 해소를 위한
유연하고 능동적인 또 다른 새로운 주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
인 전략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불균형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기업의 문화마
케팅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은 여가활동과 관련해서 기업의 지원
이 필요함을 나타낸 바 있다. 민웅기·김남조(2010) 역시 복지차원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역할을 제시한바 있다. 관광은 여가활동의 주 영역이다(최승묵, 2013). 또한 예컨
대 ‘여가친화기업인증제’는 기업과 직원, 여가의 접목사례로 고객(대중)이라는 보다 확
장된 범위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역할이 가능할 수 있음을 기대하게 한다. 무엇보
다 문화는 여가 양극화 완화의 영향요인이라는 점(윤인진·김상돈, 2008)은 문화·예술을
주요도구로 하는 문화마케팅의 역할가능성을 주목하게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각 구성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 후 여가, 기업, 문화마케팅 간 동
일·유사 맥락(특성, 활동내용 등)을 분석하고 이들 개념 간 연결고리를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기업 문화마케팅(활동)과 여가활동 불균형 및 양극화 간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
다. 구성개념 간 관련성 분석은 여가활동으로서 기업 문화마케팅의 역할가능성을 모색하
는 과정이 될 것이며, 본 연구 모형제안을 위한 단초가 될 것이다. 아울러 양적연구를 추
가적으로 실시, 모형 제시를 위한 실증자료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상기 이론적 내용을
지지하는 객관적 근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이론적·실증적 자료를 종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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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기업 문화마케팅 활동을 통한 여가활동 불균형 및 양극화 해소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여가활동 불균형 및 양극화
여가는 생활의 필수적인 일들을 행한 후에 남는 시간, 여가를 갖는 사람에 대한 호의
적 태도, 여가 자체를 위해 즐겨 행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총체적
속성의 것이다(김진탁·김원인, 2004). 불균형은 어느 편으로 치우쳐 고르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가활동 불균형은 여가활동과 관련된 분포(참여기회, 활동 유형 등)가
균등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양극화는 중간 부문이 감소 또는 해체되면서 양극단 부문이
확대되는 현상을 뜻하는 것으로 집단 내 동질성은 커지고 집단 간 이질성이 확대되는 현
상이다(한교남·한범수, 2011). 여가활동과 관련된 분포가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으로 뚜렷
이 구분되는 것이 여가활동 양극화이다.
한국은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양극화에 빠져 있으며(김규학, 2014), 이는 여가활동
양극화 현상의 직격탄이 되었다.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은 문화향수 기회 및 문화창조
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워 곧바로 문화취약계층으로 전락되고 있다(유연채,
2016; 최종혁 외, 2010). 여성의 여가시간은 열악하며(조미라, 2016), 개인차원에서도 현
실과 이상 간 차이를 보이는 여가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현재 여가활동
은 TV시청, 라디오 청취 등 시간 죽이기형인 반면,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은 관광활동, 캠
핑이 꼽힌다(경기개발연구원, 2013). 여가활동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활동(TV시청,
SNS/채팅, 음주 등)이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에 해당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여가활동과 관련된 정부사업을 살펴보면 2005년 국민관광 향유권 증대를 위한 정책방
안의 하나로 여행바우처 제도가 실시되었다. 이는 2007년 중단 후 2010년 다시 시작되었
으며 2014년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으로 통폐합되었다. 여가와 관련된 문화 복
지제도 중 개인대상은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 유일하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그러
나 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책정된 예산규모
의 한계로 선착순으로 진행되다보니 법정 수혜대상 규모를 완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
다. 가맹점 부족과 지원금액 제한 등으로 도서나 영화구매에 쏠림현상이 발생, 향유의 질
적 수준제고가 시급하다. 할당된 수혜자 목표 수를 채우기 위한 일부 프로그램에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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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등 형식적 운영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실상 수혜대상이 경제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
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문화소외계층은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복지수준의
개선효과는 미흡한 수준이며, 상당수가 불안정한 기금제공 형식으로 취약한 예산배정 속
에서 운영되고 있어 장기적·실질적·안정적 운영은 기대하기 어렵다(최종혁 외, 2010). 이
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여행이용권사업 추진 시보다 소외계층의 관광 향유권을 개선
하지 못하고 있다(심원섭, 2015). 또한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랑티켓사업(복권기금과 지방정부 예산으로 공연·전시
관람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은 2017년 폐지되었다.
최근 정부는 국민 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공휴일제도 개선, 여가 공간·프로
그램 확대 등 여가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의지를 나타내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그러나 정부의 역할이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며, 정부의 정책이나 복지 제도적
노력에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문화 등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지속되었다(최종혁 외,
2010).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층과 같은 일반 대중의 여가활동에 대한 정부역할은
사실 상 기대하기 쉽지 않다.
여가시간 부족, 계층 간 휴가·휴일혜택의 양극화 등 여가활동 불균형·양극화는 건강악
화 및 국민 삶의 질 하락을 초래하였다(심원섭, 2015). 특히 중하위계층에게 상대적 박탈
감을 유발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가
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2. 기업 문화마케팅
문화마케팅이란 기업이 마케팅 전략의 핵심수단으로 문화·예술을 활용하는 것이다(오
세정·김홍규, 2006). 문화·예술이라는 감성코드를 통해 고객의 문화적·감성적 욕구를 충
족시키고 즐겁게 소비하게 함으로써 감동을 줄 수 있게 하는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 전
략이다(이려정, 2009). 다음은 문화마케팅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 비교적 활발한 문화마
케팅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광기업 및 일반기업의 활동을 나타낸 것이다〈표 1, 2
참조〉. 특히 여가활동과 관련이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표 우측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표시하였다. 직접은 여가활동 주체(대중 혹은 고객)와 관련된 활동을, 간접은 객체(여가
활동의 대상)와 관련된 활동을 표시한 것이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2017)가 발표한 국
민여가활동조사 및 이려정(2010)이 제시한 여가활동 유형 등을 참고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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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국내 관광기업의 문화마케팅 활동
기업

문화마케팅 활동

여가

강원랜드 - 미술대전 초대작가전 등 회화전, 사진전,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이벤트 개최.

직접

대한항공
-

직접
직접

루브르, 러시아 에르미타주, 대영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등 한국어 안내서비스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여행사진 공모전 등 진행
훈민정음과 모나리자 등을 항공기에 래핑(wrapping).
회사와 노동조합에서 정기적으로 문화공연 관람.

세중여행사 - 세중옛돌 박물관 설립

직접

- ‘드림윙즈’ 운영(청소년, 대학생에게 해외활동 항공권,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
아시아나 - 선구적인 음악가 항공권 지원, 각종 공연 및 지역 음악축제 협찬.
항공
- 아시아나 국제단편영화제(Asiana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후원.
- 항공기 동체 래핑을 홍보수단으로 이용(Ex: 한국 방문의 해 홍보대사).
-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설립(재능 있는 문화·예술인 세계무대 진출 후원)
파라다이스 - 한국 현대문학관을 설립하여 국내 최고, 최대의 문학자료 소장.
그룹
- ‘청소년을 위한 문학 향연’ ‘공간 시 낭독회’ 등 문학행사 진행
- 예술계 인사나 단체를 찾아 그들의 공적을 세상에 알리고 창작활동 지원.
하나투어 -

직접

하나투어 아마추어 골프대회 주최.
희망여행 프로젝트(저소득층 소외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족 등에게 여행 지원)
하나투어 투어챌린저(미래 관광인재 육성을 위한 참여형 장학프로그램).
매년 여행박람회 개최
- 무의탁 노인을 위한 자선음악회.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제작에 협찬.

직접
간접
간접
간접
직접
직접
간접
직접
직접
직접
직접
간접

출처 : 업계문헌, 홈페이지, 보도자료, 해당기업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본 연구자가 구성

〈표 2〉국내 일반기업의 문화마케팅 활동
기업
삼성
전자

문화마케팅 활동
-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 및 극장 후원.
- (구매/잠재)고객대상 콘서트 등 개최.

- 톨스토이 문학상 제정.

삼성카드 - ‘셀렉트’라는 자체 문화브랜드를 만들고 꾸준히 공연 등 진행.

여가
간접
직접
직접

신세계 - 코엑스몰에 별마당 도서관 운영. 도서 6만권 구비와 다양한 강연, 클래식 공연 등
직접
프라퍼티
을 통해 문화와 예술을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진행.
신한카드 - 오디션을 통한 인디밴드 육성 프로그램인 ‘그레이트 루키’ 진행.
포스코

- 문화프로그램인 우.영.음(우리의 영웅을 위한 작은 음악회)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음악회로 치유(healing)의 시간 선물.
- 포항, 광양지역에 효자·백운아트홀을 건립하여 연극·영화·음악회 등 개최.
직접

한화그룹 - 각종 문화데이트

- 서울세계불꽃축제

현대백화점 - 봉사나눔 중개센터 운영(고객봉사단-가족, 친구와 손쉽게 참여)
현대카드
LG

간접

직접
직접

-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음악적 감동을 선물한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직접
수퍼콘서트 개최. 수퍼매치, 수퍼토크 등도 개최
- LG 아트센터에서 연극, 무용, 음악, 뮤지컬 등 공연

직접

출처 : 업계문헌, 홈페이지, 보도자료, 해당기업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본 연구자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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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문화마케팅 활동은 그 유형과 효과를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기업마다 매우 유사하고 일관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즉
대부분의 활동이 지원이나 후원형식으로 특히 사회적 책임차원의 문화지원은 부정적 인
식이 염려되어 광고 및 홍보를 꺼리는 실정이다(안주아·황경아·윤석년, 2010). 이에 정작
대중은 활동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김이환, 2005; 이려정, 2015). 기업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기존 문화마케팅 활동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제시하
고자 하는 문화마케팅의 역할(여가활동 불균형 및 양극화 해소방안으로서의 문화마케
팅)은 이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이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문화적 품격이 없거나 문화마케팅을 제대로 구사하
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미래사회의 경쟁력 중심은 문화이며 고객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기업은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김대영, 2004). 특히
대중(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예컨대, 여가활동으로서의 문화마케팅 활동)을 제공함
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관심, 참여, 호응은 해당기업에게로 이어져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여가, 기업, 문화마케팅 간 관련성 분석
보람 있는 여가활동을 위해서는 개인은 물론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경기개발연구
원, 2013). 여가활동은 업무 효율성 제고, 우수인재 확보, 창조적 사고 진흥, 직장 내 커뮤
니케이션 활성화 등의 효과를 통해 기업 우위성 확보에 기여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고 있는 ‘여가친화기업인증제’는 기업과 여가활동의 한
가지 접목사례이다<표 3 참조>. 이는 여가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제고와 여가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인증기업에게는 정부차원의 포상, 홍보,
문화예술프로그램 제공 등이 지원된다. 무엇보다 직장인들의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개
선으로 해당기업은 이미지 등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예컨대, 하나투어는 고객(대중)을 대상으로 한 문화마케팅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
며, 유연근무제 및 사내 소통강화 그리고 열린 조직문화 형성 등을 통해 직원의 여가활
동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대 직원 여가관여는 고객(대중)을 대
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며, 실제 하나투어의 골프대회, 여행, 음악회 개최 등과 같은
문화마케팅 활동은 대중 여가활동으로서 의미를 지닌다하겠다. 즉 기업과 여가, 문화마
케팅 간 접목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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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여가친화기업인증 사례
선정기업
한국남부
발전(주)
(주)네오플
(주)이노레드

활동
- 오후 6시 전산 셧다운제 실시.
-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연계, 자기계발 프로그램 지원.
- 임직원 전용 복합여가문화시설 운영.
- 배우자 문화생활 지원 실시.
- 제주지역 문화예술프로그램 ‘제주엔(N)포럼’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공헌.
- 지각데이(월 1회 2시간 늦게 출근) - 프런치데이(금요일 점심시간 연장)
- 엄마아빠의 날(분기별 가족을 위한 반차) -펀미팅(연 2회 임직원 단체 여행)

하나투어

- 유연근무제 실시, 사내소통 강화 및 열린 문화 형성.

코리아
드라이브

- 헬스비 지원, 무료 콘도이용, 탄력근무제 등 운영.
- 즐거운 직장문화와 직원들의 여가생활은 회사의 성장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인식.

인천국제
공항공사

- 재충전휴가제, 인문학콘서트, 음악축제 Sky Festival 등 여가프로그램 운영.
- 사내어린이집, 체육시설, 도서관 등 우수한 여가시설 보유.
- 공사 직원 및 인천국제공항 상주기관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기초로 본 연구자가 구성

경기개발연구원(2012)은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소비문화 활성화 연구를 통해 회사로
비, 회의실, 폐점 후 회사 공간 등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베이비붐 세대가 질
높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기업도 이미지 향상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는 해당기업 근로자·가족을 넘어 보다 확장된 대상적 범위(베이비붐 세
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화의 순기능은 여가활동의 순기능과 동일맥락을 가진다. 문화는 인간의 감정과 주
관적 사고 등 정신세계를 고양하고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눈뜨게 한다(유연채, 2016).
또한 사회적 태도에 기여하며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삶의 질을 결
정한다. 여가활동 역시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고, 다양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 향상을 촉진시킨다(이려정,
201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한상준·이상행, 2015). 문화와 여가개념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문화마케팅의 주 도구가 바로 문화이다. 아울러 [그림 1]과 [그림 2]는 2016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국민 개별 여가활동(문화체육관광부, 2017)으로 적지 않은 부분에
서 기업 문화마케팅 활동과 연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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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진·김상돈, 2008).
출처 : 2016년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7) 및 선행연구, 업계문헌,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기초로
본 연구자가 구성

[그림 1] 여가활동과 기업 문화마케팅 활동 간 연관성

출처 : 2016년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7) 및 선행연구, 업계문헌,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기초
로 본 연구자가 구성

[그림 2] 유형별 여가활동과 기업 문화마케팅 활동 간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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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 문화마케팅(활동)과 여가활동 불균형 및 양극화 간 관련성
문화에 대한 양적, 질적 충족은 사회양극화 및 계층격차 인식과 같은 부정적 사회현상
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이윤경, 2016). 문화는 여가 양극화 완화의 영향요인이기도 하다.
예컨대, 문화복지프로그램 참여와 문화 활동 경험은 사회적 계층 사이의 이동을 가능
하게 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온다(최종
혁 외, 2010). 기업 문화마케팅은 문화와 예술이 그 도구이며, 문화마케팅 활동을 통한 문
화·예술의 양적·질적 충족 그리고 경제적 부담으로부터의 벗어남 등은 여가활동 불균형
및 양극화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여가활용의 가장 중
요한 인과변인은 사회경제적 지위로(윤인진·김상돈, 2008) 문화를 통해 사회계층 간 이
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문화마케팅(문화와 예술이 주요 도구)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여가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아울러 문화참여와 경험을 통한 삶
의 질 향상은 여가활동 불균형 및 양극화 해소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다.
기업의 여가관리는 여가와 관광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등 궁극적으로 ‘진정한 여유사회(旅遊社會)’를 실현하는 것이다(한
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진정한 여유사회는 여가활동 불균형 및 양극화 해소를 통해 이
루어질 수 있는 사회이기도 하다.
기업 문화마케팅은 그나마 정부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계층 등 보다 다양한 이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실천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문화소
외계층이 곧 경제소외계층으로 사용되면서 경제적으로 소외되지는 않았지만 문화에서
소외되는 집단이 발생하고 있다(박스잔, 2015). 반면, ‘문화소외계층=경제소외계층’ 이라
는 인식은 수치심 등 사회적 낙인 현상을 초래, 수혜자들의 정부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불만, 반감, 거부감 등을 낳고 있기도 하다(최종혁 외, 2010). 기업 문화마케팅을 통한 여
가활동은 활동주체의 다양성(사회적 취약계층 등 특정계층만이 아닌 일반대중을 포함하
는)과 활동객체의 확대를 가져와 여가활동 불균형 및 양극화 해소에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활동주체의 다양성은 사회적 낙인효과로 인한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다.
여가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과 서비스의 질이 뛰어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한
다면 개인은 자신의 여가 활용시간을 늘리게 되며 그 만족도 역시 높아질 수 있다(황현석,
2018). 또한 최승묵(2013)은 관광활동 대상 불균형·양극화 연구에서 이는 결국 활동 참여
증대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가활동 역시 다르지 않으며, 기업 문화마케팅을
통한 활동주체와 객체의 다양성 확대는 대중(고객)에게 보다 많은 여가활동 참여기회 등
을 제공함으로써 여가활동 불균형 및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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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전문성과 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으로 이들의 활동참여는 지역사회의 다
양한 문제해결 및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오녹연·설
진화, 2011; Wild, 1993)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더욱 기대하게 한다. <표 4>는 기존 문화
마케팅 활동의 여가활동 불균형 및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서의 가능성을 나타낸 것이다.
〈표 4〉기업 문화마케팅을 통한 여가활동 불균형 및 양극화 해소 가능성
문화마케팅 기존 문화마케팅 활동 사례 여기활동 불균형 및 양극화 현황과 여가활동으로서의 문화마케팅
유형
해소를 위한 선행연구자 견해
(기업의 역할)
-회사, 노동조합에서 문화공연관
람(대한항공)

문화
지원

-대상범위 확대

-소외아동, 청소년에게 여행지원
및 무의탁 노인을 위한 자선음
악회(하나투어)

-문학행사(파라다이스 그룹)
※문화지원은 -각종 공연 주최 및 지원(강원랜드)
문화후원을 -고객대상 음악회, 콘서트(삼성
의미
전자, 포스코 등)
-봉사나눔중개센터(현대백화점) 김병국·
-수퍼 콘서트, 수퍼매치 등 개최 김영준
(2010)
(현대카드)

(공공성이
부여된)
문화판촉
※문화판촉은
문화를 광고,
판촉의 수단
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

-현대자동차 Gift-car sharing
-대한항공 게스트하우스 입주자
모집
-봉사 혹은 해외체험 탐방이라는
공공성을 부여할 수 있는 활동에
기업이 지원하고 있음을 광고.
-이는 고객의 부정적 인식이 염
려되어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
한 광고 및 홍보를 꺼려하는 실
정( 안주아· 황경아· 윤석년,
2010)과 이에 정작 대중들은 그
활동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김이환, 2005; 이려정, 2015)
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

-참여기회의 불균형
-여가시간 불평등
-여가생활만족도 차이
-사회적 낙인현상으로 인한
비참여 초래
-복지차원의 적극적인 여가프
로그램 필요.
-휴식형보다 적극적 여가활
동 필요.

-사회적 낙인현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특정계층과 일
반계층 모두를 대상 으로 하
는 기획 등)
-잦은 기회마련
-관람형 뿐만 아니라 참여형
프로그램 진행
-봉사의 대상과 매체(수단) 다
양화
-사회경제적 지위 관련 없는
이벤트 고려

신규수 Gift-car sharing 사례
(2012) ㆍ작은영화관편: 어르신
영화관람
한교남· ㆍ선생님편: 스마트폰에
한범수 빠진 학생들에게 천문대
를 보여줌
(2011)
ㆍ숲해설가편: 학원생활에
바쁜 아이들에게 자연을
만나게 함

-대중(고객)의 여가활동을 위
해 기업이 주체적·적극적 역
할을 하고 있음을 일종의
PPL 형식으로 광고(문화판촉)
→ 기업 비즈니스 차원의 특
정상품 광고가 아닌 국민여
가라는 공공성을 위해 노력
하는 기업으로 소구가능.
-본업과 연계된 사회공헌 활
게스트하우스 여행
동으로 경쟁력 강화(삼성경
: 현지문화를 적극 체험하는 제연구소, 2013).
-같은 형식으로 여가활동의
기회
-여가활동 참여기회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교육·홍
보하거나 프로그램 참여기회
적극적 안내필요.
-여가활동에 대한 교육, 홍보를 에 대한 안내가능.
통해 지각된 인식제고 필요.

현재 운영 중인 몇몇 기업의 문화마케팅 활동은 대중(고객) 여가활동으로서 의미가 있
음을 제시한 것으로, 기업에게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역할을 주문하는 것이 아닌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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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중인 문화마케팅을 기반으로 보다 경쟁력 있는 활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나타
낸다. 나아가 여가활동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 수행은 여가활동 불균형 및 양극화 해소 방
안으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중(고객)의 여가활동 개념으로 문화마케
팅 전략에 접근하고 있는 기업은 부재한 실정이다. 문화마케팅 활동에 대한 발상의 전환,
확대, 진화 등을 통해 기업은 대중 여가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

5. 여가활동 불균형 및 양극화 해소에 대한 기업 역할 당위성
휴가와 여가는 업무 효율성, 우수한 인재 확보, 창조적 사고 진흥, 직장 내 커뮤니케이
션 활성화 등 기업 우위성 확보에 기여한다(박스잔, 2015). 또한 기업의 비즈니스가 이타
심에 눈을 돌릴 때 기업은 잠재적인 성장과 수익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으며, 기업 구성
원의 마음과 열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김민조, 2012). 특히 저(低) 성장기에도 이러한 활
동을 핵심 경영활동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진정성을 얻을 수 있다(삼성경
제연구소, 2013). 대중(고객) 여가활동을 위한 기업의 주체적 역할은 사회적 공헌, 지역공
헌 등으로 인지되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기업의 여가활동 관리는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책임차원을 넘어 기업이윤 창출이라는
기업목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표 5 참조>.
〈표 5〉여가활동으로서의 기업 문화마케팅
일반적 기업 문화마케팅

여가활동으로서 기업 문화마케팅

의미

기업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

공공성을 지닌 전략이라는 대의명분
(국민 여가활동을 위해 기업이 문화마케팅을 활
용하여 주체적 역할을 하고 있음)

형식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나 후원 형
식(문화지원)이 대부분

대중(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 등)을 제시함으로써 차별화
된 활동으로서의 문화마케팅 활동 가능

비즈
니스
차원에
서의
가치

사회적 책임차원의 문화지원의 경우
부정적 인식이 염려되어 광고 및 홍
보를 꺼리는 실정(안주아 외, 2010).
이에 정작 대중들은 활동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도 함(김이환, 2005; 이려
정, 2015).

기업의 특화된 수단(제품/서비스)을 활용한 활동
으로 기업은 물론 기업의 제품/서비스 인지도,
이미지 제고 가능.
즉 이러한 활동에 대한 광고(PPL), 홍보(보도자료)
를 통해 기업 및 제품/서비스 에 대한 노출가능(상
기 현대자동차 사례 등). 이는 기업 정당성 및 시
장우위 등의 비즈니스 코드로써 긍정적 역할

출처 : 선행연구 등 이론적 고찰을 기초로 본 연구자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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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중(고객) 여가활동에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기업은 국민 여가문화를 선도하는 기
업으로 인지되어 기업이미지 등 기업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관광기업과 같이 여
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의 경우 직접적인 비즈니스 아이템(가장 하고 싶고, 가장
만족해하는 여가활동을 반영한 여행상품 출시 등)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문화가 있는
관광기업으로(문화기업) 포지셔닝됨으로써 그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양적연구를 추가적으로 실시, 기업 문화마케팅이 대중(고객)의 여가활
동 불균형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이에 여가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지각된 여가활동), 기업 문화마케팅 활동
에 참여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기업 문화마케팅 참여의도), 문화마케팅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혜택(여가결과기대), 여가활동의 궁극적 목적(삶의 질 향상) 간
구조적 관계 분석을 통해 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예컨대, 지각된 여가활동이 높을수록 기
업 문화마케팅 활동에 대한 참여의도가 높고, 참여의도가 높을수록 활동에 대한 결과기
대치가 높다면 이는 여가활동으로서의 문화마케팅 활동이 가능함을 나타낸다(문화마케
팅 활동을 통해 여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를 기대). 또한 높은 여가결과기대를 가질
수록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이는 기업 문화마케팅 활동참여로 여가활동 불균형 및 양극
화 해소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적(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 지지를 위한 실증적 근거가 될 수 있다.

1. 가설설정
가설 1은 현재 자신의 삶에서 주관적이고 심리적으로 생각하거나 느끼고 있는 여가활
동 관련 인식과 기업 문화마케팅 활동에 대한 참여의도 간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와 동일한 선행연구는 부재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몇 선행연구를
통해 그 영향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 김인수(2013)는 초등체육수업에서 아동의 운동가치
인식이 체육수업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해 긍정적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체육시간에 배우는 내용에 대한 중요성 정도와 참
여의도 간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은 본 연구와 유사하다. 황현석(2018)은 여가활동이
자신의 삶에 순기능을 한다고 인식할수록 활동을 즐기고 지속하며 활동시간을 늘린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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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황욱선(2016)은 도시축제 서비스품질에 대한 중요도와 재참여
간 영향관계 분석을 통해 일부요인에 있어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배영훈
(2017)은 골프참여자를 대상으로 참여 동기가 재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
았는데, 즐거움, 컨디션, 사교, 기술발달 요인에서 정(+)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정서 및 신체적 향상, 타인과 만남의 기회, 점진적인 성장·개발 등과 같은 척
도는 본 연구의 지각된 여가활동 측정도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대상에 대한 중요성 및 대상을 통한 (정서적, 신체적 등) 향상은
(재)참여의도와 같은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고 그 영향관계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가설 1 : 지각된 여가활동은 기업 문화마케팅 활동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2는 기업 문화마케팅 활동 참여의도와 여가결과기대 간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역시 본 연구와 동일한 선행연구는 부재하였다. 그러나 뚜안란·이원희·
구희곤(2009)은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한 대학생들의 참여의식과 기대의
식 간 영향관계 분석을 통해 정(+)의 관계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하는 의지가 강할수록 대회를 통해 얻고자하는 바람, 대회
를 통한 발전에 기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김찬룡·박문수(2015)는 아동, 청
소년의 신체활동 참여와 학업성취기대 간 관계를 연구하였다. 분석을 통해 아동의 경우
적극적 신체활동 참여는 본인학업성취기대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영(2010)은
여성노인 대상의 생활무용참가와 삶의 기대 간 영향관계 분석을 통해 생활무용참가는
삶에 대한 기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각종 활동에 대한 참여(의도)는 결과에 대한 기대와 긍정적인 영
향관계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고 그
영향관계를 실증분석해 보고자 한다.

가설 2 : 기업 문화마케팅 활동 참여 의도는 여가결과기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3은 여가결과기대가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결과에 대한 기대는 긍정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정미예·조남근(2011)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관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요인들의 모형 검
증 연구에서 결과기대는 진로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궁극적으로 삶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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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최성희(2007)는 내담자 대상 연구를 통
해 상담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상담성과 역시 높음을 나타내었다. 이선장(2010)은 태권
도장 지도자의 지도에 대한 기대도는 운동효과와 같은 수련에 대한 만족 및 신뢰와 같은
소비자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Duffy & Lent(2009)는 교사를 대상으
로 한 연구를 통해 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예측이 높을수록 교사들은
업무에 만족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Lent, Nota, Soresi, Ginevra, Duffy, &
Brown(2011) 역시 교사 대상 일, 생활만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결과에 대한 기대와 예
측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아울러 실제 여가활동은 삶
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도 하다(남현주·이현지,
2017; 최응렬·김종길, 2011; 황현석,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
그 영향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가설 3 : 여가결과기대는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법
먼저 지각된 여가활동은 현재 자신의 생활에서 주관적이고 심리적으로 생각하거나 느
끼고 있는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중요성 등)을 뜻한다. 이는 여가활동 의사결정과정의
첫 단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황윤미·윤소영, 2007; 황현석, 2018). 여가수요를 형성하
고 여가참여를 촉진하는데 심리적·정서적 요인의 영향은 크며(김광득, 2003), 여가 활동
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여가 활동 증진이라는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황
현석, 2018). 아울러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현재 수행되고 있는 여가활동 참여정도를 통
해 여가관련 다양한 결과변수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도출되는 분석결과는 (불균형과 양극화가 존재하는) 현 한국사회의 여가현실을 재 반
영하는 것일 뿐 기존연구 결과와 다를 것이 없다. 특히 한국사회는 사회경제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어(경기개발연구원, 2013), 여가활동의 직접적 영향요인인 인식을 다룸으로써 현재 여가
현실이라는 한계를 일부나마 벗어난 상황에서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시 말
해, 사회경제적 특성이라는 제약요인이 기업의 적극적 주도(문화마케팅을 통해 여가활동
참여기회 확대, 일반 대중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소외계층의 수치감, 거부감 해소 등 실
현)로 일부 완화·해소된다면 또 다른 양상의 여가 현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여가인식조사’ 자료를 토대로 여가인식에 대해 분석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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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윤소영(2007)의 연구와 여가정책과 여가인식, 여가활용 등에 대해 연구한 황현석
(2018)의 연구 그리고 여가활동 중요도 인식과 웰빙 관련 개념 간 구조적 관계에 대해
살펴본 오길창(2010)의 연구 등을 기초로 4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기업 문화마케팅 활동 참여 의도는 기업이 실제 행하고 있는 문화마케팅 활동에 참
여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 정도를 뜻한다. 이는 앞서 파악된 기업 활동 중 여가활
동과 관련성이 있는 활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적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활동이 지
원이나 후원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유사한 활동들은 유형별로 묶어 나타내었다. 아
울러 이는 관광기업의 문화마케팅 활동에 대해 연구한 이려정(2015)의 연구와 문화체
육관광부(2017)의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등을 참고로 하였으며 3문항을 통해 측정하
였다.
여가결과기대는 결과기대라는 개념에서 도입하였다. 먼저 결과기대는 자신이 구체적
인 특정행동을 수행할 때 나타날 결과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Bandura, 1986).
Resnick, Zimmermasn, Orwig, Furstenberg, & Magaziner(2000)는 운동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신체적 혜택과 심리적 혜택을 운동결과기대라고 하였다. 김종필·구
용판·김보겸(2016)은 특정행동이 어떤 결과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보는 개인적 기대를
운동결과기대라고 하였다. 이외 학업, 진로, 직업, 각종 운동, 체육수업, 생활체육, 정보시
스템 사용 등 다양한 개념을 대상으로 결과기대 연구가 이루어졌다(박중길, 2012; 신홍
범, 2015; 이상섭, 2015; 이호성·소영호, 2016; 조필환, 2014; Lent, Miller, Smith,
Watford, Lim, Hui, Morrison, Wilkins, & Williams, 2013). 결과기대는 개인이 주관적
으로 인식하는 요소이므로 사회경제적인 특성에 크게 영향 받지 않으며, 구체적 행
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지속하게 하는 유인역할을 한다(Gao, Xiang, Lee, &
Harrison, 2008).
여가결과기대는 여가활동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신체적·심리적 등 다양
한 혜택을 의미한다. 이는 아직 경험하지 않은 (여가활동으로서의) 문화마케팅 활동을
행함으로써 나타나게 될 결과기대를 측정하기 위해 도입한 변수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
하여 Resnick, et al.(2000)의 연구와 생활체육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소영호(2013)의 연구,
체육수업을 대상으로 결과기대에 대해 연구한 박중길(2012)의 연구, 골프참여자를 대상
으로 결과기대에 대해 연구한 신홍범(2015)의 연구 그리고 여가 관련 연구(이려정, 2010;
Beard & Ragheb, 1980) 등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8문항을 통해 측
정하였다.
삶의 질은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과 주관적인 평가 및 만족을 의미하는 것
으로 여가활동 불균형 및 양극화가 해소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과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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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도입한 변수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삶의 질의 결정요인으로 여가활동의
역할에 대해 다룬 Leung & Lee(2005)의 연구와 차 문화 활동 참여와 삶의 질에 대해 연
구한 김전희(2012)의 연구 그리고 국내관광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최
승묵·박정숙(2012)의 연구를 기초로 5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은 편의표
본추출법을 이용하였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설문지법을 활용하였다. 설문은 2018년 2월 1
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자기기입식 방법을 사용하였다. 배포설문지는 260부였
으며, 무 기입 및 불성실한 답변이 있는 34부를 제외한 226부로 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통계처리는 SPSSWIN 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
석방법으로 기술통계 분석 외에 각 측정항목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크론바하 알파
계수에 의한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또한 타당성을 알아보고자 전체연구단위에 대한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평균분산추출값(AVE)과 잠재요인신뢰도값(CR) 등을 산
출하였다. 그리고 구성개념들 간 관련성 정도 및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
계 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적합도와 가설을 검증하였다.

IV. 분석결과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은 남성이 95명(42.0%), 여성이 131명(58.0%)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대 71명
(31.4%), 20대 65명(28.8%), 30대 55명(24.3%)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전문직이 42명
(18.6%)으로 가장 많았다. 자세한 사항은 <표 6>에 나타내었다.

2.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신뢰성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방법인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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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명

항목

빈도(명)

백분율(%)

남성

95

42.0

변수명

항목
고졸

14

6.2

학력

대학/대학교

168

74.3

성별
여성

연령

직업

빈도(명)

백분율(%)

131

58.0

대학원이상

44

19.5

미혼

132

58.4

기혼

90

39.8

20대

65

28.8

30대

55

24.3

40대

71

31.4

50대 이상

35

15.5

기타

4

1.8

결혼여부

전문직

42

18.6

100만원이하

55

24.3

사무직

39

17.3

101∼200

40

17.7

서비스직

33

14.6

학생

48

21.2

201∼300

49

21.7

주부

34

15.0

301∼400

48

21.2

기타

30

13.3

401만원 이상

34

15.1

개인소득

그리고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을 이용
하였으며 요인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베리맥스(varimax) 회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통성 값의 경우 0.4 이하면 낮다고 보고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이학식, 2017).
이에 여가결과기대 변수 중 ‘활동을 통해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변수의
공통성 값이 0.4 이하로 나와 이를 제거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 8, 9, 10
참조>.
<표 7> 지각된 여가활동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변

수

공통성 지각된 여가활동

일상생활에서 여가활동을 하는 것은 중요

.689

.830

여가활동을 통한 정신적, 신체적 만족은 중요

.712

.844

여가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은 중요

.757

.870

여가활동을 통해 자신을 성장·개발하는 것은 중요

.515

.718

고유값 / 분산 (%) / 누적 (%)
주1) 도출된 요인의 전체설명력은 66.854%임
주3) 전체표본적합도(KMO)는 0.761임

신뢰도

.863

2.674 / 66.854 / 66.854

주2) 전체알파계수는 0.863임
주4) Bartlett 검정 카이제곱 364.663 유의확률 0.0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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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문화마케팅 참여의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공통성

문화마케팅

영화제, 음악제, 콘서트, 축제, 박물관, 문학행사 등
문화예술 활동 참여

변수

.645

.803

국내·외 여행기회 참여

.650

.806

문화봉사 등 사회활동 참여

.774

고유값 / 분산 (%) / 누적 (%)
주1) 도출된 요인의 전체설명력은 68.957%임
주3) 전체표본적합도(KMO)는 0.668임

신뢰도

.774

.880
2.069 / 68.957 / 68.957

주2) 전체알파계수는 0.774임
주4) Bartlett 검정 카이제곱 190.485 유의확률 0.000임

<표 9> 여가결과기대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변수

공통성

다양한 기량과 능력 발휘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기회
활기찬 일상생활
건강에 도움
활동과 관련된 시설은 흥미와 만족
사회적 교류에 도움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돈독에 도움
고유값
분산 (%)
누적 (%)
주1) 도출된 요인의 전체설명력은 69.568%임
주3) 전체표본적합도(KMO)는 0.756임

.601
.758
.716
.541
.708
.844
.701

내적
여가결과기대

외적
여가결과기대

.727
.850
.824
.721

2.622
37.454
37.454

신뢰도
.821

.833
.891
.769
2.248
32.114
69.568

.827

주2) 전체알파계수는 0.843임
주4) Bartlett 검정 카이제곱 708.825 유의확률 0.000임

<표 10> 삶의 질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변

수

공통성

삶의 질

하루하루가 즐거움

.620

.787

사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

.614

.783

삶에서 중요한 것은 대체로 누리고 있음

.560

.678

나의 삶은 행복

.701

.837

나의 삶은 편안하고 여유로움

.649

.806

고유값 / 분산 (%) / 누적 (%)
주1) 도출된 요인의 전체설명력은 60.853%임
주3) 전체표본적합도(KMO)는 0.79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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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838

2.069 / 60.853 / 60.853

주2) 전체알파계수는 0.838임
주4) Bartlett 검정 카이제곱 442.430 유의확률 0.0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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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측정 항목들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연구 단위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와 동일하거
나 유사한 선행연구는 부재하며, 이에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
가 있어 확인적 요인분석을 함께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X2=252.355,
X2/df=1.926(df=130), GFI=0.904, AGFI=0.881, RMR=0.032, TLI=0.921)는 비교적 신뢰
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Hair, Anderson, Tatham & Black, 2006). 아울러 AVE 값
0.5 이상, CR 값 역시 0.7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
세한 사항은 <표 11>에 나타내었다.
<표 11> 확인적 요인분석(측정모형)
유형
지각된
여가
활동

문화
마케팅
참여

내적
여가
결과
기대
외적

경로

요인 표준 표준화 요인
부하량 오차 부하량 AVE

t

p

9.044

***

8.842

***

9.632

***

9.580

***

자신의 성장·개발

1.000

여가활동은 중요

.925

.102

.743

정신적·신체적 만족

.923

.104

.827

다른 사람과 교류

.872

.090

.828

문화봉사 등 사회활동 참여

1.000

국내·외 여행기회 참여

.919

.096

.675

문화예술활동 참여

.728

.079

.644

9.168

***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기회

1.251

.114

.851

11.004

***

활기찬 일상생활

1.199

.114

.804

10.508

***

다양한 기량과 능력 발휘

1.000

건강에 도움

.937

.113

.595

8.294

***

사회적 교류에 도움

1.445

.129

.923

11.219

***

관계 돈독에 도움

1.265

.120

.773

10.581

***

활동 관련 시설은 흥미·만족

1.000

.683

하루하루가 즐거움

1.000

.697
8.447

***

9.378

***

삶에서 중요한 것은 대체로 누림 1.113
삶의 질

CR

.656
.59

.93

.873

.689

.132

.645

.54

.55

.64

.78

.89

.91

사는 것은 가치 있는 것

1.198

.128

.666

나의 삶은 편안·여유

1.310

.123

.765

10.632

***

나의 삶은 행복

1.556

.140

.857

11.102

***

.53

.90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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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구성개념들 간의 관련성 및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또한
각 요인의 평균 응답경향을 기술통계를 통해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표 12>와 같이 모
든 요인에서 관련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각 요인별 상관관계 분석
요인

평균

표준
편차

지각된
여가활동

문화
마케팅

내적
외적
삶의 질
결괴기대 결과기대

지각된 여가활동

4.329

.520

1

문화마케팅 참여의도

3.775

.823

.359

1

내적여가결과기대

3.882

.599

.526

.466

1

외적여가결과기대

3.752

.621

.280

.337

.538

1

삶의 질

3.628

.659

.253

.153

.319

.523

1

5. 가설검증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X2, 자유도(df), GFI, AGFI, RMR, TLI 등의 적합
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모수추정법은 사용된 변수들의 정규분포를 가정하면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
고 있는 최대우도법(ML)을 사용하였다. 전반적인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X2=302.161,
X2/df=2.222(df=136), GFI=0.888, AGFI=0.843, RMR=0.045, TLI= 0.896으로 나타났다. 이
는 적합도 기준을 대체로 충족시키는 수치로, 구성개념들 간 관계를 추론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 연구가설의 검증과 논의
가설검증 결과 <표 13>과 같이 분석되었다. 먼저 지각된 여가활동이 높을수록 기업
문화마케팅 활동에 대한 참여 의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에 대한 중요
성을 높이 인식할수록 기업 문화마케팅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이 높다
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 문화마케팅 활동에 대한 참여의도가 높을수록 여가활동에
대한 결과기대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마케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록 이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내적, 외적으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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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수 있다. 특히 기업 문화마케팅 활동참여를 통해 여가활동이 가져다주는 결과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은 여가활동으로서 기업 문화마케팅 활동이 가능함을 나타
내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표 13> 각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 분석 및 가설검증 결과
경로
가설1

지각된 여가활동

→

가설2

문화마케팅 활동
참여의도

→

가설3

내적여가결과기대
외적여가결과기대

경로계수

표준오차

t 값

가설검증

문화마케팅 활동
참여의도

.390

.096

4.075

채택

내적여가결가기대

.260

.060

4.350

채택

외적여가결과기대

.327

.068

4.842

채택

.341

.131

2.607

채택

.514

.091

5.671

채택

→

삶의 질

마지막으로 여가결과기대가 높을수록 삶의 질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을 통해 자신의 다양한 기량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건강과 활기찬 일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삶의 질은 높아진다는 점을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여가활동이 사회적 교류 및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데 도
움을 주고 여가활동과 관련된 시설이 흥미를 갖게 하고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삶의 질은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기업 문화마케팅을 통한 여가활동 불균형 및 양극화 해소 모형
선행연구 등 이론적 고찰과 실증분석을 통해 기업이라는 새로운 주체의 문화마케팅이
라는 전략을 통해 대중(고객)의 여가활동 불균형 및 양극화 해소가 가능함을 분석할 수
있었다. 즉 기업 문화마케팅이 여가활동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기업이 왜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역할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함으로
써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기업차원에서 나타내었다. 아
울러 양적연구를 통해 여가활동에 대한 대중의 가치인식과 적극적 활동참여는 삶의 질
제고라는 (여가활동 불균형 및 양극화 해소의) 궁극적 목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에 다음 [그림 3]과 같이 기업 문화마케팅을 통한 여가활동 불균형 및 양극
화 해소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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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업 문화마케팅을 통한 여가활동 불균형 및 양극화 해소

V. 결 론
현재 한국사회는 직장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끊임없는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경기침체와 일자리 문제는 큰 불안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OECD 국가 중 삶에 대한 만족
도 및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은 최하위수준이다(OECD BLI, 2017).
여가의 활용은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위한 직접적인 요인이며(남은영 외, 2012), 여가
활동을 통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송지준,
2006). 그러나 한국 사회의 여가생활은 구조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하다(강원도민일
보, 2013; 박재우·임승엽, 2014; 신규수, 2012). 여가시간은 10년 전보다 감소했으며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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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YTN, 2017).
예컨대, TV시청, SNS/채팅, 음주 등 여가활동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활동이 현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에 해당한다(경기개발연구원, 2013; 문화체육관광부,
2017). 여가활동 불균형 및 양극화 관련 연구 및 해소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박재우·임
승엽, 2014).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라는 새로운 주체의 문화마케팅이라는 구체적 전략을 통해 여가
활동 불균형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한 가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에 이론적 고
찰을 통해 기업 문화마케팅과 여가활동 간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여가활동으로서의 기
업 문화마케팅 활동이 가능함을 나타내었다. 또한 기업활동 사례제시 등을 통해 기업 문
화마케팅 활동과 여가활동 불균형 및 양극화 해소 간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관련
양적연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분석된 이론적 내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양적연구의 분석결과 지각된 여가활동이 높을수록 기업 문화마케팅 활동에 대한 참여
의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마케팅 참여의도가 높을수록 여가활동을 통한
결과 기대 역시 상승함을 분석할 수 있었다. 아울러 여가결과기대는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문화마케팅이 여가활동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대
사회에서는 여가 활동을 함으로써 얻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여가 활동에 대한 인
식을 개선시키고 이를 통해 여가 활동의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해야한다는 황현석(2018)
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여가활동에 대한 가치인식 및 기업 문화마케팅을 통한
참여기회 확대 등은 여가활동 불균형 및 양극화 해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먼저 여가활동의 가치 등 그 중요성 인식은 활동에 대한 참여를 통해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여가활동의 중요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개선
이 선행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결과로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초중
고, 대학생들의 체육수업 혹은 교양시간 등을 통해 여가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 등 그 가치를 명확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노동을 위한 여가,
남는 시간의 개념이 아닌 여가시간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에 대해 충분히
인지시킴으로써 필요에 의한 여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유형
별 여가활동이 주는 가치를 구체적으로 인지시킴으로써 활동에 대한 관심유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문화예술관람·참여가 주는 정서적, 심리적 가치 및 TV시청,
SNS 등의 활동이 가지는 장단점 등에 대해 인지시킴으로써 활동에 대한 새로운 가치인
식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소극적, 수동적 여가활동을 참여와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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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극적, 능동적 여가활동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구체적인 여가활동을 위
해 각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문화마케팅 활동을 알림으로써 여가활동에 대한 막연한 생
각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마케팅 활동에
대한 월별 플래너 작성, 공모전 참가,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음악제, 미술제, 박물
관 참여가능 등에 대한 알림은 새로운 여가활동의 시작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이는 한국사회의 특성을 고려, 유초등교육의 방과 후 과정 또는 중고등교육의
수행평가 과정 등에 대입한다면(예컨대, 월등한 참평가 배점 등)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가활동과 평가라는 역설이 존재하나 평가를 위해 시
작된 활동이 여가를 위한 진정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업이 왜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즉 기업은 대중(고객)이 필요로 하는 여가활동으로서의 문화마케팅 활동(프로그
램)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경쟁력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도록 문화마케팅에 대한 발상의
전환, 확대, 진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특히 여가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행사, 호
텔과 같은 관광기업의 경우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여가활동에 대한 대중(고객)의 인식
과 실태가 상품개발의 기초적 정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고객)
의 니즈와 원츠를 고려한 상품개발과 국가 지원금 등을 활용한 알뜰상품 출시로 보다 많
은 이들의 여가활동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공성을 띤 영리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문화가 있는 기업으로 재탄생하는데도 역할을 할 것이다. 관광기업에게 문화
적 품격은 비즈니스 차원에서 큰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추후연구에서는 청소년
등 보다 확대된 대상에 대한 관련 연구 역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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