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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댄스스포츠 참가주부의 여가프로그램 참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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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기·조성진

(건국대)·손기상 (서울산업대)·노재귀 (군장대학)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지역에 있어서 여가프로그램 참가와 여가기능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었다. 연구
대상으로는 서울시 소재 여가프로그램설치 지역기관의 댄스스포츠 참가주부 322명이었으며, 이들을 대상으
로 여가기능척도(Leisure Diagnostic Battery; Witt & Ellis, 1987; 원형중, 1989)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
다. 수집된 자료는 일련의 연구방법의 절차와 분석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여가프로그램 참가지역에 따라 여가능력은 차이가 있다. 즉 강동, 강서, 북부, 북동지역 여가프로그
램 참가자가 북서지역참가자보다 여가능력이 높다.
둘째, 여가프로그램 참가지역에 따라 여가조절력은 차이가 있다. 즉 강서, 북부, 북동지역의 여가프로그램
참가자가 북서지역참가자보다 여가조절이 높다.
셋째, 여가프로그램 참가지역에 따라 여가욕구는 차이가 있다. 즉 강남지역은 강동, 강서, 북부, 북동지역
보다 여가욕구가 높으며, 북서지역은 강동, 강서, 북부, 북동지역보다 높다.
넷째, 여가프로그램 참가지역에 따라 여가심취도는 차이가 있다. 즉 강남지역은 강서, 북부, 북동지역보다,
북서지역은 강동, 강서, 북부, 북동지역보다 여가프로그램 참가자의 여가심취도가 높다.

Ⅰ. 서 론

회로 정의되는 21세기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과거에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던 주부들은 산업화의

현대사회는 노동이 지배적인 사회적 가치로 여겨지
던 시대가 가고, 점차적으로 여가가 지배하는 여가사

진전과 함께 점차 가사나 육아와 같은 가정내의 활동
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어, 올바른 시간사용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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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주부의 시간사용

련된 것으로 지각된 자유감, 여가장애, 동기(내적, 외

에 있어서 여가로서의 활동은 개인적 삶의 질은 물론

적)의 영향을 포함시키고 있다. Neulinger(1981)의 관

이거니와 가족 구성원의 행복과 더 나아가 사회의 올

점은 여가를 즐기는 사람의 행동 자체가 중요하다고

바른 여가문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의미 있

보는 것이다. 즉 여가는 마음상태에 따른 그 무엇이라

는 여가기회의 부여는 정책적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고 하여 전통적인 견해에 근거를 둔 것이다. 여가기능

할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은 개인에게 여가시간이 주어졌을 경우 비교적 일관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주부의 여가활동은 스포츠 센

성 있는 여가활동능력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자신감,

터의 회원으로 등록하여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경우와

여가활동을 조절할 수 있는 여가조정력, 여가활동에

백화점이나 각종 신문사의 문화센터, 대학의 사회교육

욕구, 여가활동에 심취하는 정도의 4가지 하위영역을

원이나 주부대학, 공공기관의 복지관 등에서 이루어지

의미한다.

는 취미 오락활동에 관한 강습위주의 활동에 참여하

여가기능과 같은 변수들은 주관적이며 여가경험을

거나 자원봉사활동으로 사회참여 욕구를 실현시키고

분석하는데 중요한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연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많은 지역사회에서 산재한 여

구만이 청소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져 왔을

가프로그램이 상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부들에

뿐이다(원형중, 1992; 박수정, 1994; 하지원, 1996). 습

게 있어서 여가프로그램에 참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득하고 있는 여가기술과 여가활용능력, 여가에 대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태도는 개개인이 선택하는 여가활동유형을 결정하게

이것은 주부 여가활동의 문제점이 여가프로그램 자

되고 여가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내적

체가 영구적, 생산적이라기 보다는 시간 소일적이거나

만족을 얻게 된다(하지연, 원형중, 1996). 올바른 여가

가정적인 것으로 한정하는 편견 속에서 제공되어왔기

기능과 여가의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의 증

때문일 수 도 있다. 또 각종의 여가프로그램은 주부

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적절한 여가활동에 적응하지

들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일시

못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과 여건에 적합한 여

적인 유행성과 상업성을 띄며,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가관이 자생적으로 형성될 기회가 부족한 현실에서,

가사노동과 같이 단순작업형 능력만을 요구함으로써

개인의 삶에 대한 일과 여가의 의미를 혼돈하여 드러

주부들의 배움에의 욕구와 사회참여욕구를 충족시키

나지는 않지만 불건전한 여가생활에 빠져 있는 주부

지 못하고 있다(강정희, 1994). 또한 주부들 자신도

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정한 활동에 대한 배움의 욕구로 인하여 여가활동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널리 확산되고 있는 댄스스

을 선택한다기 보다는 이웃이 하는 활동에 뒤처지지

포츠는 많은 계층에게 여가프로그램으로서 제공되고

않기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있으며, 특히 주부들에게 있어서 댄스스포츠는 건강과

전통적으로 여가는 강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행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여

동양식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가가 일의 연속이라는

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가기능의 장으로 인식

견해와는 대조적으로 일 중에 부족한 어떤 것을 충족

되고 있는 경향이다. 댄스스포츠는 여가활동으로서 제

하기 위해 선택하는 행동으로 일과 여가는 상호 구분

조건을 두루 갖춘 대표적인 여가종목으로 볼 수 있다.

되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강효민, 2000).

현재 국내에서의 댄스스포츠는 각종 문화센터는 물론

Neulinger(1981)는 여가와 여가경험을 정의하면서

이고 사회교육기관, 대학의 강좌로까지 영역이 확대되

제시한 이론적 모형에서 마음의 상태로서 여가와 관

고 있다. 댄스스포츠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아주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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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야 시작되고 있어서 아직도 학문적 노력이 상당히

아울러 이 연구에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댄스스포츠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댄스스포츠는 능동적 레크리

가 여가프로그램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자리매김할

에이션으로 정의(박계순, 1997)하고 있으며, 신체적,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정신적 건강이 효과증명에 대한 연구(박계순, 1997, 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우경, 1999), 그리고 댄스스포츠 효과 및 가치 그리고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여가활동으로서 의미 등에 관한 연구(전선혜, 1999; 김

첫째, 여가프로그램 참가지역과 여가능력의 관계

민, 1997; 백송희, 1999; 박병선, 1997) 등이 이루어지

둘째, 여가프로그램 참가지역과 여가조절력의 관계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초기 연구형태에서

셋째, 여가프로그램 참가지역과 여가욕구의 관계

보여주는 양상인 실태조사, 효과구명, 태도 등으로서

넷째, 여가프로그램 참가지역과 여가심취도의 관계

댄스스포츠가 여가활동의 주된 구성요소로서 참여과
정에서 얻어지는 여가경험의 인과적 과정에 대한 접
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Ⅱ . 연구 방법

지역에 따라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여가프
로그램은 같은 여가활동유형이라고 하더라도 참가자들
의 참가동기나 활동에서 얻어지는 경험은 다르다고 가
정할 수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사회적 제 요건들이 다
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참가자들의 여가기회와도 가
장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여가태도
또는 여가기능은 개인적, 상업적인 형태의 목적으로 참
여하는 상황과는 다를 것으로 가정된다. 특히 지역여가
프로그램 지원에서 지역 커뮤니티나 기관의 협조 등은
지역 여가문화를 선도하는데 중요함에도 지역여가에 대
한 기초자료는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며, 정부의 정책이
나 각 도시지역의 정책은 주민들의 여가 라이프 스타일
에 지속적으로영향을미치는 바, 이는 여가서비스제공
을 위하여 중요하다(Long, 1987).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
한 만족이나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여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댄스스포츠가 다양
한 장소에서 다양한 계층에 의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들에 대한 여가행위에 대한 구명은 아직도 미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01년 현재 서울지역에 위치한 문
화센타, 구청, 사회교육원 등에 개설된 여가프로그램
중에 댄스스포츠 강습반에 참여하는 주부를 모집단으
로 하여 유층집락 무선 표집법(cluster random
sampling)에 의해 추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추출절
차는 서울지역에 대해 각각 6개 지역을 기준으로 표집
틀(sampling framework)을 작성한 다음, 난수표를 이
용하여 6개 지역에서 다시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을 설
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소를 선정하였다. 표집대상으
로 선정된 시설에서 주부참여자 300명을 선정하였으
며, 표집대상자 중에서 회수된 설문지 중 최종 연구대
상으로 선정된 인원은 236명이었다.

2 . 측정도구

흡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주부의 지역사회에서 개설된 여가프로그

본 연구에서의 측정도구는 설문지로서 여가기능을

램 참가와 여가기능의 관계를 구명함으로서 지역사회

알아보기 위해 Witt와 Ellis(1987)가 제작하고 원형중

에의 건전한 여가문화의 창조와 아울러 주부의 여가

(1989)이 국문번역한 여가기능척도(Leisure Diagnostic

기회의 확대 그리고 여가행위에 대한 학문적 정립과

Battery)설문지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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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문지는 여가활동의 능력, 조절력, 욕구, 심취

Ⅲ . 결과 및 논의

도 등 4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리커트형 5
점 척도로 평가된다. 그리고 설문지의 신뢰도는 하위
차원별로 Cronbach's α= .77-.82로 나타나 신뢰할 만
한 검사지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의 통제변인으
로 사용된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은 연령, 교육수준,
가계수입이 포함되었다. 연령, 교육수준과 가계수준은
개방형척도로 구성되어 차후 범주화(recode)하였다.
따라서 이들 변인들은 3단계로 1점-3점의 평정점수를
부여하여 서열척도화하였다. 그리고 여가프로그램 참
가지역은 서울시의 행정지역을 중심으로 강남, 강동,
강서, 북동, 북서, 북부 등 6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3 . 조사절차
이 연구에서는 주부의 여가프로그램참가지역과 여

1. 여가프로그램 참가지역과 여가능력
주부의 지역 여가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여가능력의
차이에 대한 알아보기 위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
다. <표 1>에 의하면 지역여가프로그램 참가에 따라
여가능력은 유의수준 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여가프로그램 참가와 함께 투입된 공변인들 중
에서는 연령과 가계소득이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통계적 유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15.3%(R²=.153)으로 나타났다.
표 1. 여가프로그램 참가지역에 따른 여가능력의 차이
에 대한 공변량분석

가기능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해당 <설문지>를 연
구대상자에게 배포한 다음 자기평가 기입법(self-

변인

administration method)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조사절

상호작용

차는 보조 조사원들에 대해 사전에 설문지에 대한 평

intercepts

가방법과 주의사항, 배포 및 회수 방법을 교육을 시킨
후 연구대상지역을 방문하여 응답시 유의해야할 사항
과 질문의 목적 및 내용을 설명한 뒤 배포한 다음, 응
답하도록 지시하고 완성한 직후 회수하였다.

4 . 자료처리 및 자료분석

제3유형
평균
자유도
제곱합
제곱
12.309
8
1.539

F값

유의도

4.852

.000

57.153 180.241

.000

57.153

1

연령

.417

1

.417

1.314

.253

학력

1.518

1

1.518

4.788

.030

.337

1

.337

1.063

.304

9.093

5

1.819

5.735

.000

오차

65.004

205

.317

전체

1911.435

214

가계소득
여가프로그램
참가

R Squared=.159(Adjusted R Squared=.126)

응답이 완료된 설문지를 회수한 후 거짓문항을 이
용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이중기입,

주부의 여가프로그램 참가지역에 따른 여가능력의

무기입 자료 등은 분석에서 제외시키고, 분석이 가능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이를 구

한 자료를 컴퓨터에 개별 입력시킨 후 개인용 컴퓨터

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

통계프로그램인 Windows용 SPSS 10.0 Version을 이

표 2>는 6개 지역으로 분류된 여가프로그램 참가지역

용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구체적인 통

간에 차이가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유의하게 나타

계기법은 공변량분석(analysis of covariance)과 사후

난 지역만을 요약한 것이다. <표 2>에 따르면 북서지

검증으로 Scheffe 방식이었다.

역 참가자가 강동, 강서, 북부, 북동지역 참가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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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낮다. 즉 강동, 강서, 북부, 북동지역 여가프로그

2 . 여가프로그램 참가지역과 여가조절력

램 참가자가 북서지역 참가자보다 여가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부의 지역사회 여가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여가조
절력의 차이에 대한 알아보기 위하여 공변량분석을

표 2. 여가프로그램 참가지역에 따른 여가능력의 차이
에 대한 사후검증

실시하였다. <표 3>에 의하면 여가프로그램 참가에
따라 여가조절력은 유의수준 0.1%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가프로그램 참가와

95% 차이에 대한
(J)
차이(추
(I)스포츠
신뢰구간
스포츠 정치I- 표준
참가
유의도
참가 가설값 오차
형태
하한
상한
형태
J)

함께 투입된 공변인들 중에서는 연령과 가계소득이

강동지역 북서지역 -.5368 .1011

.000

-.8778

이러한 통계적 유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15.3%(R²

강서지역 북서지역 -.6205 .1001

.000

-.9583 -.2826

북부지역 북서지역 -.4903 .1021

.001

-.8349 -.1457

북동지역 북서지역 -.5318 .1247

.004

-.9527 -.1108

북서지역 강동지역 .5368 .1011

.000

.1957

.8778

강서지역 .6205 .1001

.000

.2826

.9583

변인

북부지역 .4903 .1021

.001

.1457

.8349

상호작용

12.422

8

1.553

5.022

.000

북동지역 .5318 .1247

.004

.1108

9527

itercepts

83.063

1

83.063

268.663

.000

연령

2.261

1

2.261

7.313

.007

학력

.130

1

.130

.421

.517

가계소득

1.937

1

1.937

6.266

.013

여가프로그램

6.612

5

1.322

4.277

.001

.309

-.1952

※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 Scheffe 검증
※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집단간 차이와 중복
된 수치는 생략되었음.

이것은 북서지역 여가프로그램이 타지역 보다 지역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153)으로 나타났다.
표 3. 여가프로그램 참가지역에 따른 여가조절의 차이
에 대한 공변량분석
제3유형
평균
자유도
제곱합
제곱

사회 여가기회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데서 기인하는

참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도시사회환경이 변화가 급격

오차

68.945

223

하고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친숙함, 익숙함, 너그러움

전체

2369.474

232

등과 같은 가치는 친밀한 접촉의 용이성 정도, 또는

R Squared=.153 (Adjusted R Squared=.122)

F값

유의도

이를 매개하는 편안한 장소의 존재여부, 그러한 장소
가 가지는 고유한 장소감과 상징성 등 지역에 대한 친
밀감을 매개하고 증진시키는 장소에 의하여 크게 영
향을 받는다(김덕현, 1998). 따라서 여가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는 시설은 사회적 활동의 장소로 지역에 대
한 문화의 형성기지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서의 여가활동이 여가능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주부의 여가프로그램 참가지역에 따른 여가조절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이를 구
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
표 4>는 6개 지역으로 분류된 여가프로그램 참가지역
간에 차이가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유의하게 나타
난 지역만을 요약한 것이다. 표 4에 따르면 강서, 북
부, 북동지역이 북서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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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여가프로그램 참가지역에 따른 여가조절의 차이

표 5. 여가프로그램 참가지역에 따른 여가욕구의 차이

에 대한 사후검증

에 대한 공변량분석

(J)
95% 차이에 대한
(I)스포츠
차이(추정
스포츠
표준
신뢰구간
참가
치I-가설
유의도
참가
오차
값 J)
하한
상한
형태
형태
강서지역 북서지역-.4434
.0085 .000 -.7324
-.1544

상호작용

북부지역 북서지역-.4962

.0087 .000

-.7925

-.1998

북동지역 북서지역-.5134

.1064 .001

-.8719

-.1548

북서지역 강동지역 .4434

.0085 .000

.1544

.7324

북부지역 .4962

.0087 .000

.1998

.7925

북동지역 .5134

.1064 .001

.1548

.8719

※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 Scheffe 검증
※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집단간 차이와 중복
된 수치는 생략되었음.

변인

제3유형
평균
자유도
제곱합
제곱
20.959
8
2.620

F값

유의도

8.459

.000

56.879

1

56.879

183.644

.000

연령

.778

1

.778

2.513

.114

학력

3.168

1

3.168

10.227

.002

.241

1

.241

.778

.379

여가프로그램
참가

12.970

5

2.594

8.375

.000

오차

61.635

199

.310

전체

2042.605

208

intercepts

가계소득

`R Squared=.254 (Adjusted R Squared=.224)

이는 강서, 북부, 북동지역의 여가프로그램 참가자
가 북서지역 참가자보다 여가조절이 높음을 의미하는

주부의 여가프로그램 참가지역에 따른 여가욕구의

것이다. 이러한 결과의 의미는 북서지역 여가프로그램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이를 구

참가자들이 타지역 참가자들보다 지역사회에서 제공

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되는 여가기회 등과 같은 여가교육의 부족에서 오는

<표 6>은 6개 지역으로 분류된 여가프로그램 참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북서지역이 상대적

지역간에 차이가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유의하게

으로 여가를 조절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타지역보다

나타난 지역만을 요약한 것이다. <표 6>에 따르면 강

낮게 인지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지역에서의 편리성

남지역은 강동, 강서, 북부, 북동지역보다 높게 나타났

이나 접근 용이성 등 장소적 조건이 영향(Yi-Fun

으며, 강동지역은 강남과 북서지역보다 낮게 나타났

Tuan, 1974)을 미치는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고, 북부지역은 강남과 북서지역보다 낮게 나타났으

있다.

며, 북동지역은 강남과 북서지역보다 낮게, 북서지역
은 강동, 강서, 북부, 북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3 . 여가프로그램 참가지역와 여가욕구
주부의 여가프로그램 참가지역에 따른 여가욕구의
차이에 대한 알아보기 위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
다. <표 5>에 의하면 여가프로그램 참가에 따라 여가
욕구는 유의수준 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프로그램 참가와 함께 투
입된 공변인들 중에서는 연령만이 1%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통계적 유
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25.4%(R²=.254)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의미는 강남지역은 강동, 강서, 북부,
북동지역보다 여가욕구가 높으며, 북서지역은 강동,
강서, 북부, 북동지역보다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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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여가프로그램 참가지역에 따른 여가욕구의 차이

4 . 여가프로그램 참가지역과 여가심취도

에 대한 사후검증
95% 차이에 대한
(I)스
(J)
차이(추정
신뢰구간
포츠 스포츠
표준
치I-가설
유의도
참가 참가
오차
값 J)
하한
상한
형태
형태

주부의 지역사회 여가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여가심
취도의 차이에 대한 알아보기 위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에 의하면 여가프로그램 참가에

강 남 강동지역 .3341
지역 강서지역 .5360

.0093

.030

.0019

.6493

따라 여가심취도는 유의수준 0.1%로 통계적으로 유의

.0091

.000

.2272

.8448

북부지역 .5667

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가프로그램 참가와

.0094

.000

.2490

.8844

북동지역 .4650

.1105

.005

.0092

.8379

강 동 강남지역 -.3341
지역 북서지역 -.5308

.0093

.030 -.6493 -.0019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통

.0084

.000 -.8166 -.2449

계적 유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14.6%(R²=.146)으로 나

북 부 강남지역 -.5667
지역 북서지역 -.7633

.0094

.000

타났다.

.0085

.000 -1.0519 -.4748

북 동 강남지역 -.4650
지역 북서지역 -.6617

.8844 -.2490

.1105

.005 -.8379 -.0092

.1033

.000 -1.0101 -.3132

북 서 강동지역 .5308
지역 강서지역 .7327

.0084

.000

.2449 .8166

.0082

.000

.4539 1.0114

북부지역 .7633

.0085

.000

.4748 1.0519

북동지역 .6617

.1033

.000

.3132 1.0101

함께 투입된 공변인들 중에서는 연령만이 5%수준에

표 7. 여가프로그램 참가지역에 따른 여가심취의 차이
에 대한 공변량분석
변인
상호작용

제3유형
자유도 평균제곱
제곱합
11.369
8
1.421

.000

243.093

.000

※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집단간 차이와 중복

연령

.005

1

.005

.175

.676

학력

1.854

1

1.854

5.673

.018

.004

1

.004

.138

.711

7.499

5

1.500

4.591

.001

오차

66.324

203

.327

전체

2608.235

212

여가프로그램 참가주부들의 여가욕구는 강남과 북
서지역이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강남지역이나 북
서지역이 상대적으로 상이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지역간에는 차이가 없지만
타지역보다는 높게 나타나는 것은 여가 욕구라는 관
점에서 두가지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여가
정보나 여가기회가 많은 지역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 모두 여가 욕구는 높게 인지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지역에 설치된 여가프로그램
제공기관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 애착의 장소성(김덕현, 1997)이 아니라, 기능공간으
로서 공공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여가욕구는 이러
한 지역 여가프로그램에 의해 선행된 여가 경험의 수
준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여가프로그
램참가

79.423

4.349

intercepts

가계소득

1

유의도

※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 Scheffe 검증
된 수치는 생략되었음.

79.423

F값

R Squared=.146 (Adjusted R Squared=.113)

주부의 여가프로그램 참가지역에 따른 여가심취도
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8>은 6개 지역으로 분류된 여가프로그램 참가지
역간에 차이가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유의하게 나
타난 지역만을 요약한 것이다. <표 8>에 따르면 강남
지역은 강서, 북부, 북동지역보다 높으며, 북서지역은
강동, 강서, 북부, 북동지역보다 여가심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의미는 강남지역은 강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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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북동지역보다, 북서지역은 강동, 강서, 북부, 북동

츠라는 새로운 경험으로 인하여 여가기능을 증진시키

지역보다 여가프로그램 참가자의 여가심취도가 높음

는 기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Weight(1994)

을 의미하는 것이다.

는 성인의 정신건강과 여가기능은 밀접한 관련이 있
으며, 여가기능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높다고 하여

표 8. 여가프로그램 참가지역에 따른 여가심취도 차
이에 대한 사후검증

도시지역 주부들에게 각 지역에 산재된 여가프로그램
서비스 장소제공은 각 지역의 복지정책 측면에서 실

(J)
95% 차이에 대한
(I)스포츠
차이(추
스포츠
표준
신뢰구간
참가
정치I-가
유의도
참가
오차
형태
설값 J)
하한
상한
형태
강남지역 강서지역 .4052 .0082 .000 .1266
.6838
북부지역 .4540 .0086

.000

.1605

북동지역 .3586 .0097

.024

행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7475

.0028

.6889

강동지역 북서지역 -.4444 .0077

.000 -.7076

-.1813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지역 여가프로그램 참가와

강서지역 강남지역 -.4052 .0082

.000 -.6838

-.1266

여가기능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었다. 연구대상으로

북서지역 -.5812 .0077

.000 -.8443

-.3181

는 서울시 각 지역에 소재한 여가프로그램 설치기관

북부지역 강남지역 -.4052 .0082

.000 -.6838

-.1266

북서지역 -.6300 .0082

.000 -.9088

-.3512

에 댄스스포츠 참가주부 322명이었으며, 이들을 대상

북동지역 강남지역 -.3586 .0097

.024 -.6889

-.0028

북서지역 -.5346 .0094

.000 -.8519

-.2172

& Ellis, 1987; 원형중, 1989)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

북서지역 강동지역 .4444 .0077

.000

.1813

.7076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일련의 분석과정을 통하여 다

강서지역 .5812 .0077

.000

.3181

.8443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북부지역 .6300 .0082

.000

.3512

.9088

첫째, 주부의 여가프로그램 참가지역에 따라 여가

북동지역 .5346 .0094

.000

.2172

.8516

능력은 차이가 있다. 즉 강동, 강서, 북부, 북동지역 여

※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 Scheffe 검증
※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집단간 차이와 중복
된 수치는 생략되었음.

으로 여가기능척도(Leisure Diagnostic Battery; Witt

가프로그램 참가자가 북서지역참가자보다 여가능력이
높다.
둘째, 주부의 여가프로그램 참가지역에 따라 여가

이러한 여가프로그램 참가자의 지역간 여가심취도

조절력은 차이가 있다. 즉 강서, 북부, 북동지역의 여

의 차이는 아마도 Ragheb와 Beard(1980)가 언급하고

가프로그램 참가자가 북서지역참가자보다 여가조절이

있는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여가

높다.

태도는 성장하고 처한 사회환경의 영향과 개인적 특

셋째, 주부의 여가프로그램 참가지역에 따라 여가

성의 영향을 받는 것과 문화적 장소성(구동희, 1997)

욕구는 차이가 있다. 즉 강남지역은 강동, 강서, 북부,

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리고 하지원(1996)의 연

북동지역보다 여가욕구가 높으며, 북서지역은 강동,

구에서 직업 유무에 따른 성인여성의 여가기능이 차

강서, 북부, 북동지역보다 높다.

이가 있는데 전업주부가 취업주부보다 여가기능이 더

넷째, 주부의 여가프로그램 참가지역에 따라 여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도시주부들이 지

심취도는 차이가 있다. 즉 강남지역은 강서, 북부, 북

역에서 여가프로그램 참여하는 활동내용이 댄스스포

동지역보다, 북서지역은 강동, 강서, 북부, 북동지역보
다 여가프로그램 참가자의 여가심취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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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STACTS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Functioning and Community Leisure Program
Participants of The Housewives of DanceSport Participants in Seoul

Lee, Woong-Ki·Cho, Sung-Jin·Son, Ki-Sang·Nho, Jae-gu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functioning and community
leisure program participants. Participants completed the Korean version of Leisure Diagnostics
Battery(LDB), and a 3-item survey collecting demographic data.
Analysis of Covariance(ANCOVA) showed that total or partial BDI scores were accounted for by change
in 6-community leisure program participants. This study came to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recreation-using ability of housewives varies with the area where they participate in their program.
It is shown that the people having their activities in Kang-dong, Kang-seo, Northern. North-east area have
enjoyed more efficiently than the ones in North-west area.
Second, recreation adjustment ability is shown with some differences in which area they have
participated. It is shown that people having their activities in Kang-seo, Northern, North-east area have
more adjustment ability of recreation than the ones in North-west area.
Third, there recreational desires are so different from the ones of each area where they participate in
activity program for the housewife. It shows higher in Kang-nam are than the other area such as
Kang-dong, Kang-seo, Northern, North-east. and they in North-west area do higher than the other areas,
such as Kang-dong, Kang-seo, Northern, North-west area.
Fourth, the recreational devote level varies with recreational program which the housewives participate
in. The one in Kang-nam area shows higher than the other areas, and they in North-west area do higher
than the other areas, such as Kang- dong, Kang-seo, Northern, North-west a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