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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오늘날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는 우리 생활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
지만 인간다운 행복과 만족을 앗아가는 현상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23분만에 129
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의 호프집 화재사건(중앙일보, 1999. 11. 1. 1면)은 호프집이
법률상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점과 경찰과의 유착문제 등의 면에
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사건뒤에 곧바로 일어난 화재 사건이라는 면도
충격을 주고 있지만 인천시내의 34개중고교 학생 130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13
개교의 고교생이 가을축제 뒤풀이를 한후 술을 마셨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고교생의 여가 및 오락문화가 술을 마시거나 비행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근
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청소년들의 욕구에 근거한 건전한 청소년의 여가문화를 만
들어 가는 것 보다 사건이 생긴 후 임시적인 해결책만을 강구한 우리사회의 단면을
* 부산대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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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청소년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고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접근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높은 이상과 희망을 가지고 올바르
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 및 서비스 부분에서 여러가지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하며, 그러한 방법들은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여가시간을 과연 얼마나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데 촛점이 맞추어 져야 할 것이다. 그 이유
는 여가는 우리의 생활에서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것이나, 의식주 해결을 위한 수단이나, 자기
실현의 욕구충족을 위해 일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차츰 산업사회로 넘
어오면서 여가에 대한 관심이나 실질적인 여가참여 인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이전에는 여가를 일부 특권 계층만 이 누리는 향유물 정도로 생각
하였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일반 대중 모두가 즐기는 보편화된 생활의 일부로서 정
착되어 가고 있다. 이는 산업사회의 특성인 기계화, 문명화로 인한 개인의 여가시간
의 증가와 더불어 개인의 성향이나 가치관의 변화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
며, 도 여가가 개인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개인의 생활만족이나 삶의 질 향상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
를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가는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로서 혹은 삶
의 동반자로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생활의 주요 요소로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
다고 볼 수 있다(권이종, 1984:65- 66).
특히,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입시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시간적인 여유부족,
기대수준과 현실과의 격차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그리고 청소년기에서 흔히 나타
나는 자아 정체감에 대한 위기, 불안, 갈등, 좌절, 소외 등의 부적응 현상들에 의해
정상적인 여가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들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경쟁이
치열한 입시 관계로 시험 준비만 하다가 자신의 인생관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다양
한 사고와 경험을 할 겨를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연문희, 1989:150～151)라는 지
적에서 알 수 있듯이, 고도의 산업발달과 경제 성장으로 인하여 급격한 여가의 증
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는 반대로 청소년들의 여가 시간은 감소하고 있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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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김윤수,1993:1).
청소년에게 있어서 여가는 사회 교육의 학습 기회이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
습이다. 그리고 여가시간은 인생의 각 주기마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격동이 심한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여가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여가가 일에서의 해방, 운동 부족의 보충, 인간 관계의 개선, 교육기
회의 계속적 제공, 창의력 신장, 심적 갈등 해소, 정서적 안정 등 다양한 특성과 기
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권이종, 1984: 65～66). 이와 같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를 풀어주고 새로운 힘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여가를 활용하는 능력이
미약하면 무의미하게 혹은 불건전한 방향으로 여가를 보내기 쉽다. 결국 여가 참여
의 기술, 여가 참여의 심리적 가치 등을 모르면 여가 참여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여
가의 권태를 경험하게 되며, 이를 해소하고자 일탈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여가
의 기능이 우수한 청소년들은 여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여가 만족을 경험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아 성장 및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다(이영길, 1990: 85).
따라서 청소년기의 여가는 건전한 성장과 창조성에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청
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삶의 질의 향상을 국
가정책의 일환으로 제시하고 있다(전신현, 1996: 63). 그러나 국내외 학자들간에는
삶의 질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일부에서는 삶의 질을 가람들이 살아가는 외부의
조건들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정신적이고 내적인 면에서의 만족의 정도를 나타내기
도 한다. 즉 사회성원들이 삶을 누리고 있는 사회의 경제력 인구환경, 제도여건 등
의 여러 조건들을 삶의 질이라 지칭하기도 하며 주관적 심리적으로 느끼는 안녕감
과 만족감으로 삶의 질이라고 보기도 한다.
삶의 질을 사회수준에서 혹은 개인의 수준에서 파악해야 할 것인지, 또 개관적인
지표에서 파악해야 할 것인지. 구성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야 할 것인지 등도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주관적 인식과 만족
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그중 여가생활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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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여가의 이해
1) 여가의 개념
일반적으로 여가를 말하는 영어의 "leisure"는 희랍어인 "schole"와 라틴어인
"licere"에서 유래하는데 "schole"라는 말은 학교(영어의 school) 혹은 학자(영어
의 scholar ) 등을 의미하며 때로는 학자들의 토론을 위한 장소를 뜻하기도 한다(김
경철 1991:p.9～10). 그렇기 때문에 여가 즉 "leisure"는 처음부터 교육적인 학습 과
정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licere"는 허용되다(to be
prermitted) , 자유롭다(to be free) 라는 뜻을 간직하고 잇다. 이 말은 우리의 현대
어로서 자유(liberty )와 면허(license)라는 뜻과도 상통한다(이종각, 1990: 223).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여가는 자유와 학습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단순히 한가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간을 인간 개개인이 자기 개발을 추구하
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류정무, 1982. 12:67).
홍성희외(1991)에 의하면 여가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자유시간에 이루어지며, 참
여자에 의해 여가로 인식되며 심리적으로 즐겁게 기대되는 것이며, 잠재적으로 모
든 실행을 포괄하고 특징적인 규약을 내포하는 동시에 레크리에이션과 개인의 성
장, 타인에 대한 이해와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는 활동과
경험으로 구성된다. 또한 김광득(1994)은 여가를 개인이 가정에서 일상생활, 직업적
노동 및 사회적 의무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 하에서 휴식, 기분전환, 자기개발
및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활동하는 시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가시간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좋든 나쁘든 항상 가지게 되는 시간이며, 앞으로 갈수록 노
동시간의 단축으로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여가
시간을 보람있고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게 되고 정신적
재생의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 128 -

여가는 사회변동에 따라 인식과 경험의 정도가 달라지며,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사회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가에 대한 개념의 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과거 여가에 대
한 개념은 단순히 자유시간 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것이 일반
적인 경향이었으나, 최근에는 시간으로서의 여가 이외에 활동으로서의 여가, 마음의
상태로서의 여가, 존재로서의 여가 등 여가에 대한 개념적 접근이 매우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구창모, 1998: 5- 9). 또한 Murpuy (1981)는 여가를 노동개념과 시간개념으
로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자유로운 시간적 의미, 사회 도구적 의미, 사회 계층적 의미,
고전적 의미, 반공리주의적 의미, 총체론적 의미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Neulinger
(1981)는 여가를 마음의 상태로 보고 여가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인지된 자유 를
강조하면서, 동기의 내적 또는 외적 상황 여부를 구분요소로 활용하여 설명한 바 있
다. 이외에도 여가에 대한 개념이나 이론적 정의에 대한 연구로는 De Gragia(1964),
Gray (1972), Ellis (1973) Csikszentmihalyi(1975), Tinsley & T insley (1986), 임번장
(1987), 이종영(1993) 등이 있다. 결국 여가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자신을 구속하고 있
는 일이나 개인적 사회 억압에서 벗어나,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자유롭게 추구하
며 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구창모, 1998 : 5- 9).
여가에 대한 정의와 규정은 통일된 견해가 있는 것이 아니며, 학자의 관점과 시대
의 변천, 사회 구조, 산업 구조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된다. 여가의 사전적 정의
를 살펴보면 새 우리말 큰사전(신기철, 신용철 1990:23- 29)에서는 겨를 , 틈 이라
고 풀이하고 있으며, 웹스터(Wedster )사전(유재환 1978:870)에서는 일이나 의무에
서 벗어난 시간 , 즐겁고 자유로운 시간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옥스포드
(oxford)사전 (Oxford Univer sity Press 1991:516)에서는 여가를 일이나 다른 의무
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 으로 정의하고 잇다. 사회학 사전(dictionary of
sociology ) 에 따르면, 여가는 일상 생활중 꼭 필요한 활동을 끝낸 후의 자유시간
을 말한다. 여가가 뜻하는 것은 노동, 수면, 그리고 자기 보존을 위한 시간을 24시간
에서 제외한 잉여 시간을 말하는데 그 양상은 상이하다. 여가의 일반적인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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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시간을 말한다 라고 풀이 되었다(김경철 1985:p.19).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여가에 대한 정의 및 규정은 매우 상이하다. 그러나
여가의 어떠한 부분을 핵심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시간적 개념, 활동적 개념, 심리,
태도적 개념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의미적인 해석 범위에서는 광의로는 외적
통제가 없는 개인의 자유로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도적, 무의식적인 모든 활
동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가 있고, 협의로는 인간이 사용하는 총 시간에서 생리
적 욕구와 생계를 위한 노동, 필요에 의한 의무 수행, 공부 등을 하는데 소비되는
시간을 제외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여가는 단순히 남는 시간이라는 의미보다는 자기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창조성으로 인식하며 가치로운 시간임을 알 수 있다.

2. 여가활동
1) 여가활동의 유형
여가활동은 그것의 분류방식에 따라 다양하다. Gold(1980)는 신체적 여가, 사회
적 여가, 인지적 여가, 환경관계적 여가로 구분하였고, Epper son (1977)은 관람 활
동, 야외 레크레이션 활동, 개인·소집단 활동, 기계적 스포츠 활동, 클럽·리조
트·별장활동으로, Szali(1972)는 준여가, 수동적 여가, 완전여가로 나누었다.
Murpy등(1973)은 여가 행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사교적 행동, 조직적 행
동, 모험적 행동, 탐험적 행동, 대체적행동, 감각적 행동, 신체적 행동, 진단적 행
동, 창작적 행동, 심미적 행동, 변화추구 행동, 예측적 행동- 회상적 행동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이 Murpy등에 의한 여가활동 분류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상에 나
타나는 여가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다른 분류에 비해 포괄적 특성을 지닌다.
Murpy의 여가 유형을 간략히 표로 정리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여가내용을 예
제로 제시해보면 <표 Ⅱ- 1>과 같다(이연숙외, 199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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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1> Murpy 등에 의한 여가 행동 분류
구

분

1. 사교적 행동
2. 조직적 행동

3. 경쟁적 행동

4. 모험적 행동

내
용
사교를목적으로좋아하는사람과부담없
이동반하는것(조직적인행위는없음)
공동관심사를가진사람들끼리모이는
것(조직적 형태를 두어 회의, 의장선출
을 경험함)
규칙과절차가있는스포츠게임을포함
하며, 실제적, 가상적 적수가 존재하는
것(기술과 전략을 필요로 함)
생사를걸지만안전과성공에확신이있
는 것(고도의 위험적 행동)
금전적 득실에 대한 내기

종
류
춤추기, 데이트, 친구만남, 파티참석, 노
래부르기
자동차동호인모임,우표수집가, 보석세
공사 모임, 종교활동, 써클활동
컴퓨터 게임, 단체경기, 1인·2인경기,
탁구복싱,당구,농구, 축구테니스, 실내
스프트, 바둑 장기, 혼자 낚시하기
낙하산 타기, 점프
도박, 카지노, 카드놀이/고스톱

광,여행, 스쿠버다이빙,등산, 캠핑, 낚시
새로운환경에대한탐험심과과거모험
곤충학자 및 고고학자 등의 연구
에 대한 재탐험도 포함되는 것
탐험적 내용의 독서
타인의 행위를 관망하거나 간접적으로 독서/만화책보기, TV보기, 비디오보기,
6. 대체적 행동
경험하는 것
영화관람, 음악회, 연극, 스포츠 관람
감각기관을 통한 감각적 자극행동
7. 감각적 행동
성적 행위를 통해 쾌감을 느끼는 행동 흡연, 음주 ,마약복용
시각적 자극행동
달리기, 점프, 다이빙, 스키,썰매, 스케이
감각기관을통해단순한신체적표현을
트,율동, 배드민턴, 줄넘기,태권도, 롤러
하는 것(간단한 동작으로 즐거움을 느
8. 신체적 행동
스케이트, 자전거, 수영, 에어로빅, 리듬
낌)
체조, 헬스
스포츠, 게임에서기술적인면, 정신적인
9. 진단적 행동
면에서완벽을추구하기위하여시험하 사격연습, 암벽등반 퍼즐게임
는것
도구작업, 무용, 미술, 진흙, 화법, 작문,
도구를이용하여표현하려는행위로창
10. 창작적 행동
악기카메라, 만화그림그리기,피아노나
작성과 연관되는 것
기타 등 악기 다루기, 만들기
만들어진결과물이타인에의해감상되는 그림그리기, 조각하기, 글쓰기, 연기하
11. 심미적 행동
것을좋아하며참여적이고창조적인것 기, 음악감상
도시인이산으로휴양감, 회계사가테니
일상생활에서 탈피하기 위해 경험하는 스 경기함, 관리자가 하이킹 감,
12. 변화 추구 행동
것
산책,약수터가기,목욕,사우나,사회봉
사활동, 아르바이트, 컴퓨터 배우기
13. 예측적-회상적 여가자체에대한즐거움과함께여가전
행동
후의 모든 단계를 즐거워하는 행동
5. 탐험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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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여가 활동의 접근방법
여가 활동을 분석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흔히 경제학적 접근방법과 행동주의적
접근방법, 지리학적 접근방법, 환경심리학적 접근방법 등이 이용된다(이연숙외,
1999: 27).
경제학적 접근방법은 여가활동을 가치의 효용이론 에 근거하여 접근하려는 것이
다. 이 접근방법에 의하면 여가 이용자는 시간적, 금전적 제약 속에서 최상의 여가
경험을 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게 되며, 여가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소득정도에 따라 여가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여가 이용자들은 이 접근 방법에서
전제 한 것만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여가활동을 직접하기 전에
는 여가 경험을 터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접근법으로 여가 행동을 분석하는데
는 문제가 있다.
행동주의적 접근방법은 의사 결정 모델이나 욕구 만족이론을 근거로 접근하려는
것이다. 이 접근 방법은 경제학적 접근방법과는 달리 여가 이용자가 최상의 경험을
추구하기보다는 한정된 정보 내에서 만족스러운 경험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며, 모
든 여가 이용자들은 자신의 어떤 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해 행동하는 심리적인 요인
을 포함시킨다.
지리학적 접근방법은 여가활동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인간의 이동 본능을 그
원리로 삼고 있으며 여가활동패턴을 장소의 이동에 따라 분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접근방법에서는 여가활동을 주거지, 경유지. 목적지라는 지리적 위치의 연
결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관광지리학과 시간 지리학에서 주로 여가활동에
대한 분석을 한다. 시간지리학자인 Hager strand는 개인공간 위를 이동함으로써 시
간의 소비하는 주체로 보고 시간과 공간의 경로를 통해 일상생활을 전개하면서 일
상의 여가활동을 파악하였다(구동회·박영민 역, 1994).
환경심리학적 접근방법은 여가 이용자와 이들을 유인하는 목적지와 환경간의 상
호작용에 종점을 둔 것으로 여가활동의 환경적정화 과정의 하나로 해석한다. 이때
환경적정화란 집단내의개인이 특정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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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으로 연결시키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여가이용자와 환경과의 긴밀한 상호작
용이 여가활동을 성립시키는 기본조건이 되며, 행동과 공간을 하나의 세트 개념으
로 접근한다.

3. 여가의 기능
1) 여가의 기능
여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여
가가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고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 전
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여가가 개인이나 사회에 대하여
갖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윤수, 1993 : 9- 11).
(1) 개인에 대한 기능
프랑스의 여가학자인 Dumazedier는 개인에 대한 여가의 세 기능(김진섭, 1988:25)
으로 휴식, 기분 전환, 자기 개발 등을 강조하고 있다.
휴식
여가는 일상 생활 특히 노동에서 비롯되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보완 회복시켜
새로운 활력을 얻게 한다.
기분 전환
반복되는 단조로운 작업과 현실적 세계로부터의 탈출을 통하여 보충적 경험이나,
공상적인 새로운 세계를 열어 인간을 정신적 스트레스나 권태에서 해방시킨다.
자기 개발
여가는 기계적인 일상적 사고나 행동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고, 보다 폭넓은
자유로운 사회적 활동에의 참가나 실무적 기술 훈련 이상의 도야를 가능케 한다.
또한 여가는 평생 계속하는 자발적인 학습의 형태를 낳게 하고, 새로운 창조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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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형성을 돕는다.
(2) 사회의 대한 기능
Murphy (김은한, 1986:26)는 여가의 사회적 기능으로 사회적 역할 수행의 습득,
사회 또는 집단의 목표 수행 보조, 사회적 결속 유지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같
이 여가는 인간이 사회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경험을 하게 하며, 같은 형태의 여가
활동을 즐기는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들은 공동 가치를 부여받음으로써, 연대감과
일체감을 느끼고 집단의 통합을 이루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여가 활동은 노인 문제, 청소년 문제, 그리고 사회적 일탈 행위를 방지하는 정화작
용의 기능을 가진다(강신복, 1983:18). 따라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소득수준이 높
아져 과거에 비해 여유가 생긴 것은 현실이나 대중오락으로 인한 청소년들에 각종
비행문제는 날로 건수가 증가 추세 현상이며 여기에 따른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기능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사회적 배려가 요구되며 입시위주 교육문제도 개선되
어야 한다고 본다.
(3) 문화 창조의 기능
여가의 수요가 급증한 오늘날에 있어 국민들의 여가활용은 양적, 질적으로 다양
하게 확대되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가산업의 발달과 문화적인 역할의 증
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레저붐(Leisure Boom )이 일어나면서 그와 관련된 스
포츠, 레크레이션, 관광, 놀이 등의 문화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음식 문화에도
여가는 깊게 침투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여가활동 및 여가
소비의 패턴이
성

수동형 → 능동형

단독 주도 → 가족 주도

옥내 중심 → 야외 중심

획일성 → 다양

좁은 영역 레저 → 광역 레저

세대별 특이성

→ 세대간 교류성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추세(정석중, 1988:101) 와 관련하여 볼
때 여가가 갖는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능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의 특성은 반드시 겪어야할 과정이지만 환경이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청소년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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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으로 긴장, 불안, 초조, 좌절 등의 정서적 긴장을 수반하는 시기인 만큼, 인격
형성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들 인구층은 현재, 미래에 있어
서도 사회력 형성 자원이 되고 있다(김오중, 1991:.4). 이러한 청소년에게 여가활동
은 범죄 및 비행의 예방책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줌으로써 보람
된 삶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김오중은 청소년 여가활동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여가 선용을 통한 욕구 불만의 해소
여가에 대한 지식, 방법, 기능, 습관의 함양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형성 및 개선의 기회로 활용
여가 활용을 통한 희열과 만족 추구
심신의 건강과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의 적극 참가
인간은 여가를 가질 수 없을 때 초조, 공포, 좌절감에서 태어날 수 없는 심리상태
로 방황하게 된다. 삶에 있어서의 자기 표현, 자기 해방, 그리고 건설적이며 창조적
인 방법과 자기 만족의 달성을 위한 시간과 활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바로 여가는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생활 태도와 수단으로 특히 청소년에게는
절대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박식원, 1986:43).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수동적이고 즉흥적이며 찰라성의 상업성 여가활동을 주로
하고 있어서 다수가 개성적이며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원형중, 1991:97). 청소년기 여가활동의 경험은 인격형성의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성숙한 개인의 완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건전한 여
가와 레크레이션의 참여는 청소년들에게 신체적, 심리적, 지적 발달은 물론 능동적
인간의 완성에 기여하며, 규칙을 지키고 공정성을 존중하는 습관을 길러준다(김수
아, 1989:68). 따라서 청소년 지도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하는 오늘
에 있어서 여가에 대한 조기 교육이나 기존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함은 지극
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 135 -

Ⅲ. 조사결과의 분석
1. 여가 항목
본 조사는 전국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조사(3547명)를 통해 아동의 삶의 질을
파악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여가항목은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
과 관계된 항목, 부모님이나 가족과 관계된 항목, 친구와 관계된 항목, 정신건강과
관련된 항목을 여가 라고 규정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그 내용과 평균, 표준편차는
<표 Ⅲ- 1> 같으며 신뢰도 계수도 유의미한 신뢰수준(.69)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Ⅲ- 1> 여가항목에 대한 평균 및 신뢰도
문항
번호

문

항

내

용

평 균

표준
편차

13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겁다.

4.12

.95

21

나는 내가 하는 일(예 : 공부, 집안일 돕기, 봉사활동
등)에서 보람을 느낀다.

3.63

1.06

22

나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3.18

.92

31

나는 하고 싶은 일(오락, 군것질 등)을 마음껏 하는 편이다.

2.92

1.06

41

신나게 놀 수 있어서 기쁘다.

3.42

1.09

42

나는 부모님과 여행을 자주 가는 편이다

2.61

1.12

44

나는 취미나 특기가 있다.

3.93

1.04

45

음악회나 연극, 영화(극장에서)를 볼 기회가 있다.

2.79

1.23

46

아버지 또는 어머니(또는 친척어른)와 함께 쇼핑을 자주 한다.

2.71

1.13

49

나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편이다.

3.86

.87

63

하루 일과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 마음이 편하다.

4.15

1.06

여가항목 신뢰도계수(Cronbach α) = .6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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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사항과 여가생활 만족도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다 는 71.0 % 이며, 만족하다는 28.6%, 불만
족하다는 0 .4%의 순으로 나타나 여가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매우 적은 수를 보
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산업화와 경제적 성장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또한 핵가족화로 인해 생활의 중심에
아동이 위치함으로서 여가를 포함한 생활전반에 만족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여가생활에 대한 검증되고 객관화된 지표가 없고, 청소년들의 주
관적 평가를 기준으로 그 만족도를 평가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삶의 질에 대한
표준화에는 한계는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삶의 질에 있어서 여가생활 만족도
는 결국 객관적 지표보다 주관적으로 만족하다고 하는 인식의 정도라고 볼 수 있
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 학년별 여가생활 만족도
학년(초5, 6, 중1, 2)에 따른 여가생활 만족도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는 만족하다가 33%정도인데
비해 상대적으로 중학생의 경우 28%, 19%로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1학년에
비해 2 학년이 점점 만족도 면에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년
(초 5, 6학년, 중 1, 2학년)에 따라 여가생활 만족도는 낮아진다. 이는 학년이 높
아질수록 공부에 대한 압력으로 여가생활에 대한 여유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
여진다<표 Ⅲ- 1> (학교생활(공부)과 여가생활 만족도와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줌).
학년별 여가생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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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1> 학년별 여가생활 만족도
학
초등 5년
여
가
전

명(%)

년

초등 6년

중학 1년

중학 2년

전체

불만

2(.2)

3(.3)

4(.5)

6(.7)

15(.4)

보통

553(66.5)

651(66.4)

582(71.3)

732(79.7)

2518(71.0)

만족

276(33.2)

327(33.3)

230(28.2)

181(19.7)

1014(28.6)

831

981

816

919

3547(100)

χ2 = 56.61

df = 6

체

p = .000

2 ) 사회계층별 여가생활 만족도
사회계층별 여가생활 만족도 사회계층의 정도에 따라 여가생활에 얼마나 만족하
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최상층과 상층의 경우는 불만족이 없는 반면 하층의 아
주 최하층의 경우 보통이나 불만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표Ⅲ- 2> .
여가생활과 사회계층은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고 이용하는 여가활동이나 업소, 프로그램 등이 상업화 되어있기 때문에 경
제적 요소와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오락 군것질과 부모님과 가는
여행, 쇼핑 등은 사회계층과는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지나치게 상업주의적
인 문화는 청소년들의 성장 및 여가생활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부산시 유
해환경감시단, 1998: 171-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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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2> 사회계층별 여가생활 만족도
사
최상층

여
가
전

상 층

불만

·

보통

74(41.8)

만족

103(58.2)

452(41.5)

177

1089

체

·

회

계

중 층

명(%)

층
하 층

최하층

전 체

8(.4)

4(2.1)

3(13.0)

15(.4)

637(58.5) 1611(78.0)

178(92.2)

18(78.3)

2518
(71.0)

446(21.6)

11(5.7)

2(8.7)

1014
(28.6)

2065

193

23

3547
(100)

χ2 = 368.11

df = 8

p = .000

3 ) 성별, 지역별, 가족형태별 여가생활만족도
성에 따른 여가생활 만족도와 지역에 따른 여가생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가족형태에 따른 여가생활 만족도는 이미 논의되었다.
성별과 지역은 여가생활 만족도를 포함한 여러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
는데 이는 설문지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생활을 묻는것이라기 보다 주관적인 만족
의 정도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남여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가정이나 학교.
친구에게서 남여에 따른 차별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표Ⅲ- 3> . 한편 지역적
인 차이는 이미 사회가 개방화되었고, 여가나 문화에 관계된 T V나 방송 등을 포함한
매스미디어가의 발달에 따라 지역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주관적인 여가생
활의 만족도는 삶 자체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보여 진다.
<표 Ⅲ- 3> 항목별 여가생활 만족도
항

목

유의확률

성

별

.845

지

역

.267

가족형태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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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개 항목과 여가생활 만족도
10개 항목(여가, 가족관계, 소비생활, 아동권리, 아동학대, 친구관계, 가치/ 수용, 부
모관계, 학교생활, 안전)에 대한 여가생활의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1) 가족관계와 여가생활 만족도
가족에 대한 문항은 가족간의 화목, 가족구성원에 대한 인식, 가족내에서의 역할
및 존중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항목으로서 여가생활 만족도와의 관계는 <표 Ⅲ- 4>
와 같다.
가족에 대한 인식의정도가 낮을수록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낮으며, 가족생
활에 대해 만족할수록 여가생활도 만족하게 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
여주고 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만족도는 가정과 부모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으며 또 자신에 존중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 이와 유사하게 가족의 형태와도 밀접한 관계를 보여줌으로서(가족형태와 여가
생활 만족도에서 이미 설명) 가정과 부모 자녀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표 Ⅲ- 4> 가족관계와 여가생활 만족도
가

족

관

명(%)

계
전

불 만
여
가
전

보 통

체

만 족

불만

1(50.0)

13(1.9)

1(.0)

15(.4)

보통

1(50.0)

620(92.8)

1897(65.9)

2518(71.0)

만족

·

35(5.2)

979(34.0)

1014(28.6)

체

2

668

2877

3547(100)

χ2 = 376.17

df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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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0

2 ) 가치/ 수용과 여가생활 만족도
가치/ 수용의 항목은 자신에 대한 존중과 가족이나 교우, 선생님, 친구 등으로부
터 인정을 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여가생활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서 그 내용은 <표 Ⅲ- 5>와 같다. 아동 및 청소년들은 가치/ 수용과 자신의 여가
생활에 만족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가정, 학교,
친구들에게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정도는 결국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만족하게 만드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표 Ⅲ- 5> 가치/ 수용과 여가생활 만족도
가
불 만
여
가
전

치

/

수

보 통

명(%)

용
전

체

만 족

불 만

9(12.7)

6(.5)

·

15(.4)

보 통

61(85.9)

1191(92.8)

1266(57.8)

2518(71.0)

만 족

1(1.4)

87(6.8)

926(42.2)

1014(28.6)

체

71

1284

2192

3547(100)

χ2 = 778,45

df = 4

p = .000

3 ) 소비생활과 여가생활 만족도
소비생활과 여가생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내용은 <표Ⅲ- 6>와 같다.
소비생활은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경제적인 만족도로서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고, 하고 싶은일을 함으로서 만족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사회계층
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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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6> 소비생활과 여가생활 만족도
명(%)
소

비

생

활
전

불 만

여
가

전

보 통

체

만 족

불 만

12(2.3)

3(.1)

·

15(.4)

보 통

502(94.4)

1708(82.3)

308(32.8)

2518(71.0)

만 족

18(3.4)

365(17.6)

631(67.2)

1014(28.6)

532

2076

939

3547(100)

χ2 = 1016.97

df = 4

p = .000

체

4 ) 안전과 여가생활 만족도
안전항목은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포함한 개념으로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 특
히 친구관계에서 인정받고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하는 항목으로서 안전 항목과
여가생활 만족도의 관계는 <표Ⅲ- 7>과 같다.
특히 최근의 집단따돌림, 폭력성 등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및 문화, 생활에 많
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에게서 인정받는 것, 하고싶은 것 등의 항목은 여가
활동을 각자가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에 자아실
현을 위해 인생을 창조적으로 즐기는 활동(김인희·전중귄, 1976)이라는 정의에서
볼 때 안전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고 볼 수 있다.
안전과 여가생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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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7> 안전과 여가생활 만족도
명(%)
안
불 만

여
가

전

전
보 통

만 족

전

체

불 만

4(36.4)

10(1.3)

1(.0)

15(.4)

보 통

7(63.6)

736(92.3)

1775(64.8)

2518(71.0)

만 족

·

51(6.4)

963(35.2)

1014(28.6)

체

11

797

2739

3547(100)

χ2 = 606.53

df = 4

p = .000

5) 친구관계와 여가생활 만족도
친구관계 항목은 또래집단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로서, 청소년들의 사회성에 많
은 영향을 미치는 친구간의 관계에 관한 항목이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친구들과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자신감
을 갖는가, 또래들 사이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가, 친구와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가 등의 항목으로서 여가생활과도 밀접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친구관계와 여가생활 만족도는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표Ⅲ- 8> 친구관
계에 있어서 적극적일 수록 여가생활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아동 청
소년들의 생활에서 또래(친구)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143 -

<표 Ⅲ- 8> 친구관계와 여가생활 만족도
친
불 만
여
가
전

구

관

보 통

계
만 족

명(%)
전

체

불 만

2(28.6)

13(1.3)

·

15(.4)

보 통

5(71.4)

925(93.9)

1588(62.2)

2518(71.0)

만 족

·

47(4.8)

967(37.8)

1014(28.6)

체

7

985

2555

3547(100)

χ2 = 535.753

df = 4

p = .000

6 ) 아동학대와 여가생활 만족도
아동학대에 관한 항목으로는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신체적인 학대를 당하거나 정
신적으로 유기 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자신의 존재를 부정 당하는 등의 행위를 당
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아동학대와 여가생활 만족도는 학대의 정도가 많을 수록 여가생활 만족도는 낮
고, 인정되고 존중받을수록 여가생활 만족도는 높아지며 친구, 학교, 가정 등에서
자신의 생활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와 여가생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Ⅲ- 9> 아동학대와 여가생활 만족도
아

여
가
전

동

학

대

명(%)
전

체

자주있음

가끔있음

전혀없음

불 만

4(20.0)

9(.6)

2(.1)

15(.4)

보 통

16(80.0)

1191(85.6)

1311(61.4)

2518(71.0)

만 족

·

191(13.7)

823(38.5)

1014(28.6)

체

20

1391

2136

3547

χ2 = 445.34

df = 4

p = .000

- 144 -

7) 학교생활과 여가생활 만족도
학교생활에 대한 항목은 학교생활, 학업성취도,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른 여가생활 만족도는 공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록
여가 생활에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공부에 대한 압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들의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학교생활에 만
족하는 것이 아동 청소년의 만족도이며, 삶의 질이다. 학교생활과 여가생활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Ⅲ- 10> 학교생활과 여가생활 만족도
명(%)
학
불 만
여
가
전

교

생

보 통

활
만 족

전

체

불 만

4(12.9)

11(.8)

·

15(.4)

보 통

25(80.6)

1195(88.4)

1298(60.0)

2518(71.0)

만 족

2(6.5)

146(10.8)

866(40.0)

1014(28.6)

31

1352

2164

3547(100)

체

χ2 = 477.09

df = 4

p = .000

8 ) 아동권리와 여가생활 만족도
아동권리에 대한 항목은 가족과 부모, 주위사람들로부터 의견 존중과 이해, 자
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자신 이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서 만족해하는 정도를 나타
내는 개념이다.
아동권리에 대한 여가생활 만족도는 권리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여가생활 만족
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님이나 가족, 선생님이 얼마나 존중하고,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는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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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여가생활이 만족하고 있다. 특히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고 의견을
존중해주고 여행을 가거나, 음악회나 영화를 보러 가는 등의 기회가 많을 수록
여가생활은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표Ⅲ- 11> .
아동권리와 여가생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다.
<표 Ⅲ- 11> 아동권리와 여가생활 만족도
명(%)
아
존 중
여
가
전

동

권

보 통

리
존중하지 않음

전

체

불 만

3(23.1)

11(.8)

1(.0)

15(.4)

보 통

10(76.9)

1193(90.8)

1315(59.2)

2518(71.0)

만 족

·

110(8.4)

904(40.7)

1014(28.6)

체

13

1314

2220

3547(100)

χ2 = 592.33

df = 4

p = .000

9 ) 부모관계와 여가생활 만족도
부모관계 항목은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인정과 지지의 정도, 대화의 정도 등
을 포함한 개념이다.
가족관계의 항목에서 이미 논의되었지만 1차적 지지와, 인정, 생활의 원천인 부
모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삶의 질 과는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부모관계 항목과 여가생활 만족도는 부모에 대해 만족하고 지지를 많이 받을
수록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자신감을 갖고, 자신을 창조
해 나가는 것으로 보여진다<표Ⅲ- 11> .
부모관례 항목과 여가생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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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12> 부모관계과 여가생활 만족도
명(%)
부

모

불 만
여
가
전

관

계

보 통

만 족

전

체

불 만

6(8.3)

9(.6)

·

15(.4)

보 통

65(90.3)

1340(90.1)

1113(56.0)

2518(71.0)

만 족

1(1.4)

139(9.3)

874(44.0)

1014(28.6)

72

1488

1987

χ2 = 635.07

df = 4

p = .000

체

Ⅳ.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 이라는 측면에서의 전국적인 조사 결과를 분
석하였고 특히 여가생활 만족도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가 첫째, 아동의 삶의질 연구 라는 전체 측면의 중간과정의 단
계(조사·분석단계)에 있고, 둘째, 아동의 삶의 질 연구 는 여가생활 만족도 한
가지 항목으로 설명될 수 없는 모든 항목들이 입체적으로 분석 접근되어야 되며,
셋째,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단연구를 통해 삶의 질 의 인식 및 변화를 분석해야
하지만 이 연구는 조사에 대한 여가 생활 만족도 항목에 대한 분석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 청소년들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가정, 부모, 가족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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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니고 있으며 가족의 기능 및 역할 중 지지적이고, 존중하고, 믿어주는 태도
와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2) 아동 청소년들의 여가생활 만족도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
며, 학교 생활중에는 교사, 친구, 공부(학업성취도)와 자신의 발전 및 창조적인 발
전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3) 가정, 지역사회, 학교, 친구관계 등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위협받지 않으며,
존중받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창조적으로 행할 수 있을때 여가생활은 만족한다는
것 등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연구에서 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에 질에 대한 조사분석을 포
함한 삶의 질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방법과 대책으로서의 대안이 제시
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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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여가생활만족도에 관한 토론
남

미

애 8)
*

아동에게 여가는 곧 삶이며 힘과 에너지의 재충전소이자 사화화의 기제이다.
뿐만 아니라 지식전달 위주의 현행 학교교육에서 결여되기 쉬운 풍요로운 인성과
덕성을 함양하는 원천이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1997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88
개국이 비준하여 국제법의 효력을 가지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 31조
에 따르면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
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
하며 더 나아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의 여가권은 어린이헌장(1957년), 청소년헌장에서 명시되
어 있는데 특히 어린이헌장 제3조에는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
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고 선언하여서 놀이시설의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의 여가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으로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국가
가 앞장서서 아동이 문화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존
중하고 촉진시켜야 하며 경제적, 사회적 이유 등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아동들도
여가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하는 의무를 지도록 권리의 차
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또한 아동의 여가권은 단순히 노동으
로부터 해방되어서 휴식을 취하는 자유시간이라는 소극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나
이에 맞는 적절한 여가시간을 확보하고 문화와 예술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어 자신
* 부산광역시 청소년종합상담실 부장

- 151 -

을 재창조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동은 여전히 그들이 처해 있는 신분, 연령 등
객관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지와 취향과는 무관한 제한된 여가생활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사회적인 관심도 부여받지 못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그동안 경시되고 소극적으로 다루어져왔던 여가권을 아동
의 생활의 질과 관련하여 학문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청소년관련 실무자로서 매
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에게 과연 여가가 존재하는가
하는 깊은 회의가 들 정도로 열악한 현실에서 전국 단위의 아동을 대상으로 여가
실태와 만족도를 조사하였다는 점은 향후 아동 및 청소년연구에 주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이미 결론에서 밝혔듯이 아동의 삶의 질의 연구라는 큰 연
구의 중간과정의 단계라는 점에서 이미 연구에 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논의되어야 할 점과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법,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설
명이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 밝히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둘째, 이미 본문에도 밝혔듯이 여가와 관련된 객관적인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여가항목을 설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여가항목들은 이미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신뢰가 있었다고 밝히
고 있지만 과연 이들 문항들이 아동들의 여가만족도를 잘 반영하는 직접적인 문
항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 예를 들면 아동의 여가만족도를 위해서는 여가
시간, 여가장소, 여가시간에 할 수 있는 거리, 여가집단 등에 대한 항목도 함께
측정되어야 한다.
셋째, 여가와 관련된 항목중 부모님과 여행을 자주 간다. 음악회나 연극, 영화
를 볼 기회가 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자주 간다 등의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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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체가 경제적 요인, 청소년의 연령, 부모의 맞벌이, 부모유무 등과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다소 객관성을 상실하
지 않았나 싶다. 또한 여가문항에서 제시되고 있는 활동들이 과연 아동들의 일반
적인 여가활동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까? 실제 아동들이 여가시간에 하는 일들
이란 음악회나 연극, 쇼핑이 아니라 오히려 만화책, 공차기, 오락실 음악감상 T V
보기 라는 점에서 만화책, 공차기, 오락실 음악감상 T V보기 등의 항목으로 질문
하였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또한 이 척도가 향후 신세대의 여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아동의 놀이거리로 크게 각광받고 있는 컴퓨터와 관련된 문항도
추가되어야 하지 않는가 한다. 여가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란 연령에 따라 차이
가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나이가 든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 함께 어울려 여가를
보내기 보다는 또래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점에서 현
재의 항목으로 청소년의 여가만족도를 측정한다는 점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
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아동의 여가권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제시하고자 하면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놀이시간의 확보
1996년에 한국방송공사에서 행한 국민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평균 여가
시간은 초등학생이 4시간 59분이고 중학생이 4시간 12분, 고등학생이 3시간45분
으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대학생의 여가시간이 6시
간 16분이고 전국민의 여가시간이 6시간 6분이라는 것에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
라 아동의 여가시간이 얼마나 적은지 알 수 있다. 이처럼 아동의 여가시간은 학
업시간의 과도함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아동에게 여가시간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여가활동이 텔레비젼 시청에 지나치게
몰려 있다는 점이다. 물론 아동의 텔레비젼 시청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

- 153 -

동이 여가시간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거나 깊은 사색을 하지 않고 단순히 텔레비
젼을 시청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또한 아동의 여가활동 중에 CD/ T ape,
Video, 영화, PC통신, 컴퓨터 게임등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여가시간에 적극적
인 여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량과 함께 여가시간대가 적절히 수용되
어야 한다. 아동의 여가시간은 학교수업이 끝난 방과후에서부터 취침하기 전까지
밀집되어 있는데 중학교로 진학할수록 과도한 학업시간 때문에 여가시간대가 잘
형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간 10일 정도의 가정학습제를 도입하여 학기중에 학
부모의 요청에 의해서 자녀를 가르치는 방법이나 방학기간을 조정하는 방법 등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2. 놀이공간의 확보
놀이공간의 확보를 위해서는 크게 자연스런 놀이공간의 확보와 공적 놀이공간
의 확보로 세분화 해 볼 수 있다. 먼저 집, 학교, 마을과 주변환경 등 자연스런
놀이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아동의 놀이공간이었던
골목길, 하천, 들과 산들이 사라지고 아파트주변들은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
다. 둘째, 자연스런 놀이공간의 상실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공적 놀이공간을 확
보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전국 165개 시,군마다 운동장/
체육관을 1개소씩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1982년부터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
하고 있고 또한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청소년의 삶의 근거지와 상당히 먼 곳에 위치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언제
든지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아동들이 가끔씩 이용하는 상
업화된 놀이시설의 경우에는 놀이비용이 크게 부담이 되어서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이용이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아동의 놀이시설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할인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놀이시설의 상업화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큰 부
담이 되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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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연스런 놀이공간이 부족한 도시에서는 주택단지를 설계할 때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 작은 공원과 함께 주민문화센터 를 설치하도록 한다. 이 센터
에는 실내수영장, 체력단련실, 볼링장 등 스포츠와 레져시설, 취미생활을 배우거
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도서관, 휴게실 등을 갖추도록 한다. 주민 중 아동, 청
소년, 성인, 노인 등에 치우침이 없고 모든 주민이 이용시간대를 달리해서 온종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문화공간을 확충한다. 또한 아동의 놀이공간에 대한 논의
는 현실공간에서 가상공간까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중에서 PC통신이나 컴
퓨터게임으로 여가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가상공간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될 것이다. 특히 컴퓨터통신을 좋아하는 매니아는 현실공간보다는 가상공간
에 더 몰입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놀이문화의 상업성문제이다.
아동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놀이공간의 상업화도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어
린이놀이터에서 사라진 아동들은 주로 전자오락실이나 만화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청소년이 되어가면서 노래방과 비디오방을 출입하게 된다. 짧은 시간에 많은 자
극을 주기 위해서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공격성과 성적 욕구를 부추기도록 설계
하기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놀이프로그램은 폭력물이 많고 청소년으로 갈수록 음
란물이 증가된다.

4. 여가공간의 안전성
여가공간의 안전성은 크게 여가시설의 안정성, 그리고 여가장소의 안정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최근 여가공간이 충분하지 않고 여가시설의 산업화가 확산
되는 시점에서 여가공간에서 자주 일어나는 교통사고, 화재 등은 지금까지 간과
된 안전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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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아동의 여가권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아동 노동시간의 적극적인 통
제와 충분한 여가시간의 확보, 모든 아동이 언제나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
는 여가공간의 제공,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여가놀이의 개발과 보급, 아동이 안전
하게 놀 수 있는 시설과 지도자의 확보, 사회적 소외집단도 문화/ 예술활동에 균
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재정지원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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