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여가
김문겸1)

1. 머리말
전통적인 여가사회학은 여가를 자유선택 자기결정 창조 자아실현
등과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다. 두마즈디에 파커 로버츠 카플란 켈리
등등의 저작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여가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
한 변수는 노동이라고 주장하고 여가경험이 인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여가경험에 내포되어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
회는 이미 그 초창기부터 이데올로기적인 문제가 민중들의 여가생활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다.
자본주의가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임금노동자의 창
출이 기본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을
내면화한 노동자의 창출이다. 즉 공장제 기계공업과 시장경제 체제에
순응할 수 있는 태도 및 가치관 행위양식 등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
나 농경사회의 생활습성에 젖어있는 일반 평민들의 생활세계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여기에 생활양식 개조정책이 시행되고 평민들의
여가생활은 개혁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부르주아의
세계관이 헤게모니를 장악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산업혁명기 이후에는 여가의 상품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된다.
김문겸 부산대 교수(사회학). 최근 논문으로「축구의 대중화와 세계화의 사회학적
의미」(2002)가 있고 역서로『자본주의와 여가이론』(2000)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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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는 이윤 창출이 가능한 모든 것을 상품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자본주의는 집합적 경험보다 개인적 경험에 특권을 부여하면서
인간관계를 금전적 가치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인간 노동의
상품화에서 극명하게 드러나지만 여가의 상품화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여가의 문제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깊숙이 내포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여가사회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두지 않는다. 단지 자본주의 사회를 변화의 가능성이 없
는 소여된 사실(given facts)로 받아들이고 여가를 진정한 경험 해방
탈출 자유 등과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는 자본주의가 여가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 입장에서 검토하
고자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는 이 글의 범
위를 벗어난다. 이 글의 궁극적 목적은 소외라는 주제를 심화시키기 위
한 시론적 성격을 갖는다. 종래에 소외라는 주제는 주로 노동 소외라는
범주에서 다루어져 왔다. 물론 노동 소외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노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경제적 목적을 위한 직업적인 일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소외의 범주는 사실상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검토
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소비와 여가가 삶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오늘날에는 여가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소외의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시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 여가 소외에 대한 논의는 학
문적으로 그렇게 심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가문제에
자본주의적 논리가 어떻게 관철되는지를 역사적으로 개관하면서 여가
사회의 신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영역에
서는 초기 자본주의 시대를 중심으로 두 시기로 분리하여 논의한다. 여
기에서는 자본주의의 이행기라고 할 수 있는 18세기 무렵 여가문화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에는 산업혁명기에 일어난 여가문화의 변화
들을 살펴본다. 두 번째 영역에서도 두 시기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여
기서는 먼저 자본주의의 성숙기라고 할 수 있는 20세기 전반기의 여가
문화를 포디즘이라는 대량생산 체제의 등장과 관련지어 논의한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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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20세기 후반기의 소비자본주의 시대의 여가문화를 비판적으로 검
토한다.

2. 초기 자본주의와 여가
1) 자본주의 이행기의 여가문화1)
자본주의 이행기인 18세기 무렵에 일반 평민들의 여가는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 첫째 교회에 의해 때때로 농민이
나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설정된 정신적 수련을 위한 일반적인
성일(聖日)이 연 84일 정도 있었다. 둘째 질병 혹한 급한 용무 때문
에 일할 수 없는 날을 계산해 보면 대체로 80˜100일 정도가 나와 전체
총계로 보면 비노동일은 대체로 1년에 160˜180일 이상이 된다
(Dumazedier 1967: 34). 또한 정규적으로 일하는 작업장에서는 일주
일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는 날이고 월요일도 우울한 월요일 (Blue
Monday)로 불리어져 대체로 일이 되지 않는 날이어서 일주일에 4일 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고 기록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축제일
과 종교적 행사도 빈번했고 생일날도 휴무여서 연간 180일 일한 것으
로 잡으면 많이 잡아준 것이라고 한다(大河內一男 1982: 74˜78). 더
욱이 나머지 180일도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서 노동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영국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마나
투계 같은 도박성을 띤 대중오락의 성행이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심했
는가 하는 점은 다음과 같은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전국 각지의 공장경영자들은 해마다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경마를 금지시키거나 그럴 수 없다면 그 회수라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요컨대 경마가 열리는 기간 동안은 대부분의 공장이 휴무상태가
되어 경영자로서는 생산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나아가서는 영국의 국부
1) 이 절의 내용은『근대사회의 여가문화』 13˜37면에서 재구성되었다(박재환김
문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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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富)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大河內一男 1982: 79˜82). 여기
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읽어낼 수 있다. 아직 자본주의적 임금노
동 체제에 길들여지지 않은 평민들의 생활세계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즉 근대적인 시간 규율을 몸에 익히지 못한 농경사회적 생활습성이 상
당 부문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민들의 생활습속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자본주의 초기 단
계의 일반 평민들은 새롭게 형성되어 가는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에 능동
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보다는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여 오히려 전통적
인 생활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생긴다. 이것의 대표
적인 예를 평민들의 사경제(私經濟) 운영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들은 저축을 하기보다 공적(公的)인 소비에 지나치게 많은 지출을 한다.
예컨대 공적인 의례(결혼식 세례식 생일잔치 장례식 등)와 마을 축제
그리고 나날의 생활에서도 그들의 사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과다 지출이
이루어진다. 그들은 불안정한 시기에 전통적인 상징적 의사전달 행위를
통해 품위와 체통을 지키려 했고 이를 통해 친족과 이웃 친구 사이의
유대를 보존하려했다(Medick 1982: 92). 그리고 이런 식의 생활방식
속에는 당연히 전통적인 놀이문화가 뒤따르게 마련이었다. 그러나 이러
한 일반 평민들의 생활태도는 신흥중산층의 이해관계와는 상반되는 것
이었다.
근대적인 합리성의 원리에 기초한 신흥중산층의 생활윤리는 자기 규
제 및 사회적 책임의식과 결부되어 사회의 진보와 개량을 지지하는 여
론을 유도했다. 특히 개인의 도덕적 자각을 중시하는 복음주의는2) 공
동체에 기초를 둔 대동놀이에 대해 강한 의혹을 품었다. 도덕은 군중
사이에서는 항상 약해진다 고 봄으로써 가정 내에서 가족과 함께 즐기
는 오락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추천되고 장려되었다(川島 昭夫 1992:
2) 복음주의(Evangelicalism)에는 다양한 입장이 있지만 모두 성서에서 가르치는
복음에 중점을 둔다는 성서 원전주의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18세기 감리교
(Methodism)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J. Wesley)의 메소디스트 운동에 의해 일어
난 복음주의는 교회의 부패를 반성하는 국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운동이었지만
비국교도의 범위를 넘어 도시의 중산층에게까지 크게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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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이것은 또 가족애를 신봉하고 가정의 독립을 중시하는 중산층의
가치관이나 18세기에 그들이 향유하는 가정음악이나 원예 등의 새로운
오락의 현실과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었다.
따라서 검약 절제 근면의 금욕주의 생활윤리로 무장한 신흥중산층은
전통적인 생활습속을 개조하기 위해 갖가지 캠페인을 벌인다. 이른바
생활양식 개조운동이 그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 전통적인 놀이문화는
통제와 탄압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각종 전통적인 축제나 구교식 종
교적 행사 전통적인 명절 등을 탄압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평민오락 중
에서 탄압의 대상으로 떠오른 대표적인 놀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
다. 블라디 스포츠(bloody sport)라고 불리어졌던 동물끼리의 격투나
곰 소 닭 등을 괴롭히는 동물학대놀이 각종의 투기나 경주 축제일이나
수확제의 날 집 밖에서 행해지는 댄스 철야제의 혼란스러운 소동 난폭
한 축구경기 등은 개혁의 대상이 된다. 특히 소를 개와 싸우게 하고 집
단으로 소를 쫓아가서 괴롭히는 동물학대놀이 는 마을 축제 때 오래 전
부터 매우 인기가 있었던 놀이였다.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국왕도 이런 놀이에 동참했다. 12마리에서 24
마리의 고양이를 산 채로 불태우는 의식은 파리 요하네스 축제의 즐거
움이었고 이것은 아주 유명한 축제였다. 이 때 왕과 궁정신하도 참석했
으며 보통 왕이나 왕세자가 불을 붙이는 영광을 차지했다(엘리아스
1999: 385). 동물학대놀이는 전 유럽에 걸쳐 모든 사람이 즐기는 오락
이었고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스페인의 투우 경기가 흥행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격렬한 싸움은 더욱 더 흥분을 높이고 여기에 뒤따르는 도박은 일순
간에 자기가 운명에 대해서 승자로 있을 것 같은 기분을 맛보게 해준다.
그러나 합리성의 생활윤리로 무장한 중산층의 입장에서는 동물학대는
잔혹이라는 감각을 마비시키고 범죄쪽으로 쉽게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
각했다. 도박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야 하는 자조의 도덕률에 위배되
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동물학대를 수반하는 놀이는 모든 오락 중에서
가장 격렬하게 지탄을 받았다. 특히 고해의 화요일에 행해졌던 닭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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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화살을 던져 맞추는 놀이가 비난을 모았다. 18세기 중반에 잡지
를 중심으로 게재되어진 닭 맞추기놀이 반대캠페인 은 블라디 스포츠를
금지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성공한 최초의 예였다. 소 학대 놀이도 18
세기의 말에는 각지에서 쇠퇴의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블라디 스포츠
(동물학대놀이)의 쇠퇴는 놀이문화의 혁명 이라고 까지 불린다(川島 昭
夫 1992: 29˜31).
영국에서 1820년대에 개시된 금주운동 과 동물애호운동 은 보다 직
접적으로 민중오락에 대한 개혁을 노렸다. 그들은 半야만 의 상태로 있
고 무지 와 나태하고 타락한 하층민들을 술집으로부터 떼어놓고 그것
에 대신해서 규율있는 합리적인 오락이 그들에게 제공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1860년대에 발생한 합리적 레크리에이션 운동은 이
러한 맥락에서 시작되었다.3)
신교도 개혁자 부르주아들은 제각기 여러 가지 동기에 기본을 두고
있었지만 하나같이 평민들의 오락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전선을 펼쳤다.
그 멤버들은 서로 중첩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들은 전체적으로 진보의
행진 을 받드는 도시진영의 멤버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진영이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은 오랜 관습과 생활양식에 연연하는 농촌
오락에 중점이 맞추어졌고 도시환경에서 술집을 중심으로 살아남았던
전통적 오락이었다. 이 싸움은 도시의 농촌에 대한 전쟁이었다. 그것은
또한 오락을 통해 존재하는 토지귀족과 민중의 연대에 쐐기를 박는 전
쟁이었다. 그러나 이 연대는 이미 과거의 환영에 불과할 뿐이고 농촌공
동체는 붕괴되어 수호할 관습조차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농촌의 曆(교
회력) 중의 오락 은 많은 것들이 19세기 중엽에 거의 소멸된다. 이것은
산업혁명이라는 기간을 통해 근대적 생활양식으로의 재편성이라는 전체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또한 이것은 부르주아의 세계관이 일
상의 생활세계를 지배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3) 영국과 미국의 합리적 레크리에이션 운동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Yeo(1976) Cunningham(1980) Bailey(1978) Ewen(1976) Ewen and
Ewen(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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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혁명기의 여가문화4)
부르주아를 중심 축으로 이루어진 평민들의 놀이문화에 대한 탄압의
근거는 일을 하지 않고 논다 는 것이었다. 즉 일반 평민들은 게으르다
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이행기에 초기 노동자들이 the idle 로 불
리어졌다는 데서 유추할 수 있다.5) 18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노동자들
의 여가(자유시간)를 비난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적 분위기였다.
그러나 게으름에 대한 비난은 18세기 말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
행되면서부터 그 필요성이 사라진다. 왜냐하면 이제 자본은 노동의 주
(週)가치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강제 에 의해 일을 하지 않으
면 안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제2차 종획운동이 일어나고 공장제 기
계공업(factory system)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부터 자본은 노동자
를 자본주의적 질서체계로 폭력적으로 흡수한다. 이제 노동자의 생존
의 본능 에다 자본의 운동 논리를 안전 하게 맡김으로써 자본주의적 임
금노동 제도는 원활하게 작동한다.
자본은 잉여노동을 갈구하는 무제한적인 맹목적 충동(자본 자체의 가
치 증식 법칙)에 의해 노동시간을 극한적으로 연장한다. 자본은 생명력
을 갱신하고 강화하기 위한 수면시간까지 단축하여 노동자의 육체를 극
한까지 몰고 간다. 노동일과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풍습과 자
연적인 제한 연령과 성별에 의한 제한 밤과 낮의 제한 등 모든 제한이
분쇄된다(맑스 1987: 323). 예를 들어 1820년대 및 1830년대에 직물
공업에 종사하는 공장노동자들은 평균 14시간 조건이 좋은 경우에는
12시간을 공장에서 보냄으로써 일 주일 동안 작업시간이 70˜80시간이
보통이었다. 더욱이 오늘날 여가사회학에서 다시 주목받게 된 보상받
지 못하는 노동관련시간으로서의 통근시간 문제가 19세기의 공장제 생
산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 교통수단

4) 이 절의 내용은『여가의 사회학』 65˜77면에서 재구성되었다(김문겸 1993).
5) 자본주의 이행기의 초기 노동자들은 아직 명확한 범주로 구획되지 못했기 때문
에 주로 the idle 또는 the industrious poor 로 불리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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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핍되어 있어서 작업장까지 왕래는 최소한 도보로 1시간은 걸렸으
며 심지어 도보로 2시간 내지 3시간까지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쉬나이더 1983: 281). 프랑스의 경우 1848년 9월에도 하루 12시간
의 노동이 합법적으로 인정되었으며 16세 이하 소년의 하루 노동 시간
이 10시간 16세에서 18세의 청소년과 부녀자의 하루 노동시간이 11시
간으로 단축된 것도 1892년 11월 2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다(Caceres 1973: 163). 이 때 아동노동이 크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야간노동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 밤과 낮에 대한 법률
적 해석이 처음으로 등장하기까지 한다. 이런 상황 아래서 19세기 공장
노동자들의 일 주일은 아주 특징적인 패턴을 취했다.
월요일은 항상 따분하고 김빠진 날이고 ⋯⋯ 누구든지 퉁명스
럽고 기운이 없어 보였다. 화요일은 가장 많은 양의 그리고 최상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좋은 날 이었다. 사람들은 사자처럼 일하게 마
련이다 . 수요일은 작업진척이 아주 활발한 것은 아니지만 화요일
과 비슷했다. 목요일은 지루한 날 이었다. 사람들은 피로에 지친
초췌한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생산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더 많
은 노력이 필요하였다. 금요일 아침에 기압계는 상당히 상승할 것
이다 . 피로에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훨씬 더 명랑하였다.
그 날이 급료 받는 날이고 주말 이전에 하루 종일 노동하는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이다. 토요일은 최후 승리의 날이었다. 일 주일간의
전투는 거의 끝났다. 일요일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기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것이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최소한의 만끽 이었
다. 특히 날씨가 나쁘고 습기가 차면 많은 사람들은 저녁때까지 침
대 위에서 뒹굴며 때로는 월요일 아침까지 그렇게 보내는 것이었
다 (해리슨 1989: 302).

노동시간이 극한적으로 연장된 결과 노동자들의 가정생활이 붕괴된
것은 물론이고 각종 질병과 신체발육부진 나아가서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까지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제는 노동시간이라는 문제가
보편적인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되고 노동자는 노동시간의 단축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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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놓고 자본가와 격렬한 투쟁을 벌인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1883
년 근대사회에서 여가사회학의 효시라 할만한 글이 나온다. 그것은 맑
스의 사위이자 호전적인 사회주의자였던 라파르그(P. Lafargue)에 의해
쓰였다. 그는『게으름 부릴 권리』라는 역설적인 제목으로 노동자들의
여가를 찬양한다. 여기서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제 경제학자 도덕
주의자들이 노동에 신성한 후광을 부여하면서 노동이 이데올로기화되는
현상을 예리하게 지적한다. 또한 개인적사회적 불행을 제거하기 위해
서는 기독교 윤리와 경제 윤리 자유주의 윤리의 편견을 짓밟고 전 유럽
의 노동자들은 게으름의 권리를 선포해야 된다고 주장한다(Lafargue
1960: 105˜118).
산업혁명기에 정착된 공장제 기계공업은 일반 민중의 생활세계를 근
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산업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생성된 생활시간 구조의 규격화 표준화이다. 노동시간과 자유시간은
엄격히 분리되고 노동의 안티 테제로서의 여가가 성립한다. 이것은 농
경사회의 주된 생활방식인 자연의 계절적인 순환리듬으로부터 산업사회
의 인위적인 생활리듬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대적
여가가 탄생한다. 이것은 전통사회의 유한계급의 여가와는 질적으로 구
별되는 것이며 노동시간의 극한적 연장에 따른 반대급부의 산물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즉 전통적 여가가 근대적 여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단절기가 형성된다. 이러한 단절기가 집약적으로 형성되는 시
기가 영국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1830년대와 1840년대이다. 이 시기
를 홉스봄(Hobsbawm)과 브릭스(Briggs)는 노동계급 문화의 암흑기
(dark age) 라고 표현한다(Bailey 1978: 1˜2 57). 또한 베일리에 의
하면 1830년대에서 1880년대에 걸쳐 영국의 여가문화에는 대변혁이
일어났다(Bailey 1978: 5˜6). 즉 전통적 여가문화가 대대적으로 청산
되고 새롭게 산업사회의 질서에 부합하는 여가문화가 탄생한 것이다.
베일리에 의하면 1830년대에서 1880년대의 시기의 기간은 여가문
제가 사회변동의 주요 첨단지대 중의 하나였다. 1850년대 이전까지 자
본가와 노동자의 여가는 그렇게 뚜렷한 특징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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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을 놓고 그는 자본가와 노동자는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혼합된
대중 (mingled mass)을 이루고 있었다고 표현한다(Bailey 1978: 56).
그러나 1850년대 이후에는 붕괴된 전통적 여가에 대신해서 새로운 여
가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즉 1850년대와 60년대에는 축적된 부(富)를
바탕으로 중산계급(자본가계급)의 새로운 여가문화가 창출되기 시작한
다. 특히 1860년대의 자본가들은 노동자들과 구별되는 자본가 자신의
여가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한다. 즉 당시의 자본가들
은

이전에

노동자들과

같이

해오던

일하는

사람의

워크

샵 (workingman workshop)에의 참여도 거부하고 노동자계급을 위한
각종 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억제하거나 보류하기도 하며 당시에
유행하던 노동자계급의 가족을 돕기 위한 자본가계급 부인들의 바자회
를 중단시키기까지 한다. 다시 말해 이제 자본가 우리는 노동자 너희
들 과는 생활상의 양식에서 그 격 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현상을 놓고 당시의 신문은 대중에 대한 거대한 배제 거대한
혁명 중산계급 지위의 중요한 변화 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은 구체적으로 자본가계급의 여가양식에 반영된다. 1850년대와 60년
대 변화된 부르주아 계급 여가문화의 실질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압축할 수 있다(Bailey 1978: 57˜61).
먼저 대중 인쇄물의 발달로 독서문화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예
컨대 일간신문이 급증하고 대중적인 통속 정기간행물과 통속소설이 크
게 번창한다. 이러한 것들은 중산계급을 하나의 공중(public)으로 묶어
그들간의 독특한 문화적 연결고리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철도의 발달
로 이른바 철도문화가 형성되고 각종 인쇄물에 의한 여가에 관한 정보
가 제공됨으로써 여행과 하계휴가 연중휴가 등이 확산된다. 또한 생산
기술의 발달로 피아노가 적절한 가격으로 보급됨으로써 중산계급은 교
외 별장에 피아노를 사다놓고 거기서 가정주부는 음악적 재능을 과시하
는 것이 유행하였고 중산계급 소녀에게는 피아노 연주가 교양 필수과목
처럼 된다. 당시 피아노에 대한 선호도는 1840년이래 한 장으로 된 악
보(cheap sheet music)가 급속도로 팔려나갔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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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시 중산계급에는 가족 여가문화가 발달하여 소인극이나 아마추어
연극이 성행하고 퀴즈를 비롯한 각종 놀이게임이 새롭게 고안되며 당
구가 실내 운동경기로 각광을 받는다. 손님을 초대해서 즐기는 각종 파
티가 성행하며 이에 따라 정원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가 발달한다.
또한 중산계급 부인들에게는 각종 바자회를 개최하는 것이 성행한다.
그런데 당시 변화된 자본가계급의 여가양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스포츠 분야에서 나타난다. 당시 이 기간 동안에는 앞으로 근대스포츠
에서 통용되는 기본골격이 형성되는데 그것은 근대스포츠의 각 종목에
관한 기본적인 게임규칙이 제정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영국은 근대
스포츠의 발상지로 손꼽히게 된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기본개념이 정립
되는 것도 이 시기의 영국에서이다. 새롭게 정립된 스포츠 규칙은 당시
에 보통교육의 확산과 중산계급을 중심으로 보편화된 대학교육을 바탕
으로 학교 를 중심으로 실험되고 이것이 기성세대의 새로운 여가양식
으로 확산된다. 새롭게 창안된 스포츠는 중산계급 어린이에게는 게임
룰이 숙지될 것이 기대되었고 그것은 중산계급 구성원이란 신분과시 효
과가 있었다.
한편 영국 노동자계급의 여가양식에 전환점이 마련되는 것은 1870년
대이다.6) 이것은 노동조합의 역량이 증대함에 따라 노동시간이 감축됨
6) 홉스봄의 견해에 의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영국의 노동자계급은 1880년 이후에
가서야 형성된다고 주장한다(박지향 1989: 73˜78). 계급(class)이라는 용어가
영어 단어로서 나타나는 것은 18세기 중반 무렵인데 이것이 사회계급을 의미하
는 말로서 사용되어 확고하게 자리잡는 것은 1830년대 와서이다. 계급이라는
단어가 사회적 구분의 용어로 쓰이게 된 것은 1805년 무렵이고 1820년대와
1830년대에도 manufacturer라는 말은 고용주와 임금노동자를 함께 칭했던 말
이었다. 그러나 1830년대가 되면 이제 사람들은 그때까지 쓰이던 신분사회의
개념인 orders나 ranks에 의해서가 아니라 class라는 개념에 의해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구분하게 된다. 그래서 톰슨(E. Thomson)은 당시 <전국노동조합연
맹>(Grand National Consolidated Union)의 결성과 인민헌장운동(Chartist
Movement)의 대두를 들어 1830년대를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시기로 잡는다.
그러나 아직 당시대인들이 노동계급을 이야기할 때는 중산계급이 포함된 the
working classes 라는 복수를 사용하였고 오늘날에 말하는 노동자계급인 the
working class 는 19세기말에 가서야 비로소 일반화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홉
스봄은 1830년대에 만들어진 노동계급은 단지 물리적 존재였을 뿐이고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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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예컨대 1870년대에 토요일이 반공일(half

holiday)이 되고 이에 따라 토요일 저녁시간은 주중 가장 활발한 여가
활동이 일어나는 시간으로 정착된다. 그리고 1871년도에는 일반공휴일
을 연 6회로 규정하는 은행휴일 조례(Bank Holiday Act)가 제정되고
이것이 다른 직종으로까지 파급된다. 또 1872년도에는 철도직원에게도
정규적인 유급공휴일을 허가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이제 노동
자계급도 나름대로의 능동적인 여가양식을 가지게 된다. 그 중 가장 대
표적인 것이 뮤직홀 의 대대적인 확산과 노동자클럽의 확산 축구의 유
행 등이다. 이 시기에는 노동자계급도 하계휴가 때 바캉스를 즐기는 수
가 증대한다(Bailey 1978: 80˜9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에서 1840˜80년대까지의 시기는 산
업사회의 새로운 여가형태가 생성되는데

계급지향적 태도 (class

-oriented attitude)가 지배적이었다(Harrison & Hobsbawm 1964:
97). 그러나 1890년대 중반에 이르면 영국의 여가문화에 또 다른 변화
의 징후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것은 1896년도에 동시에 일어난 세
가지 사건으로 압축된다. 첫째 이탈리아인인 마르코니(Marconi)가 영
국에서 무선전신에 관한 특허를 취득한 것이다. 마르코니에 의해 발명
된 무선통신은 1906년 미국의 드 포레스트에 의한 3극 진공관의 발명된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텔레비전이 등장하기 이전 시기까지는 주된
방송매체로서 대중오락의 주된 전달매체로 기능하게 된다. 둘째 현대
대중신문의 선구로 일컬어지는 데일리 메일 지가 창설된다. 데일리 메
일지는 1부에 반 페니라는 파격적인 염가판매와 요리 패션 여성란 등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기사를 도입하고 철저하게 대중의 흥미를 끄는 편
집방침으로 현대적 대중신문의 선구가 되었다(동아출판사백과사전부
1983). 그리고 셋째 이 해에는 런던 서부지역에서 처음으로 상업적 영
화가 상영되었다. 이와 같은 제 현상들은 1840˜90년도의 시기까지는
대중오락의 보급이 주로 인쇄매체에 의존해 오던 것을 방송매체와 영상
매체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사회에
의미의 영국의 노동계급은 1880년 이후에 가서야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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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새롭게 형성된 대중오락이 종래에는 계급지향적 성격을 띄고 있었던
것을 계급적 경계를 흐리는 무차별적인 이른바 대중문화 시대의 서곡을
울리게 되는 것이다.

3. 자본주의의 발전과 여가
1) 포디즘과 여가문화
근대적 여가는 노동자계급의 생존을 위한 투쟁의 산물로 탄생한다.
노동력 회복이라는 최소한의 생체리듬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
다. 이것은 전통사회의 유한계급의 여가와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며 노동시간의 극한적 연장에 따른 반대급부의 산물이다. 근대적 여가
의 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은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 제1차 총회에
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드디어 1일 노동시간을 8시간 1주 노동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하는 조약이 채택된다. 물론 이것은 산업화가 진행된
선진 제국의 논리가 관철된 것이기는 하지만 산업사회의 생활리듬을 구
획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 이후 노동시간 투쟁은 임금
인상과 함께 노동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로 정착한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는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노동시간
의 연장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략도 병행해 왔다. 그것은 노동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가 노동시장에서 구매하는 것
은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 노동력(labor power)이지 노동
(labor) 그 자체는 아니다. 그래서 자본가는 노동시장에서 구매한 노동
력을 실질적인 생산활동인 노동으로 전화시켜야 할 필요에 직면하게 된
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대한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게 되고 이것은
노동통제(labor control) 방식의 발전으로 현실화된다.
초기 경쟁자본주의시대에는 자본가의 직접적인 통제방식인 단순노동
통제(simple labor control)나 십장이나 중간 감시자를 활용하는 위계
적 통제(hierarchical control)가 주축을 이루었다. 그러나 20세기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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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시대에는 노동과정에 매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은
테일러리즘(Taylorism)과 포디즘(Fordism)의 등장이다. 테일러(F. W.
Taylor)의 과학적 관리론(Scientific Management)은 시간과 동작 연구
를 통해 노동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목적을 추구했고 이것은 포드(H.
Ford)의 기념비적인 일관공정라인 자동차생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포드시스템은 노동자들의 노동과 여가를 전체 경영체계의 부분으로
편입시켰다. 이 체계는 개별 노동자들이 협동적인 대량생산 체계 내에
서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훈련된 헌신적인 노동력을 창조한다는 개
념에 기반했다. 그것은 또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한 경제인
모델도 받아들였다. 여기서 생성된 노동통제 방식은 일관공정작업 시스
템(assembly line system)으로 표현되는 기술적 통제(technical
control)이다.7) 기술적 통제 방식은 노동과정을 기계가 통제하게끔 함
으로써 노동소외의 극치를 보인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보다 높은 임금
으로 노동자를 유인한다. 하루 8시간 노동에 5달러라는 구호는 헌신적
이고 순종적인 노동자를 유인하는 포드의 별명이기도 했다. 또한 포드
는 사회복지사들을 고용하여 노동자들의 여가활동을 도덕적으로 건전
하고 합리적인 공동의 기대에 일치시키려 했다(하비 1994: 168˜9).
포디즘은 첫 번째 오일쇼크가 발생한 1970년대 중반까지 핵심 경제
영역에서 주된 생산방식으로 자리잡으면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주도
한다. 포디즘이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은 기술적 통제라는 새로
운 노동통제 방식의 발전에도 있었지만 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보상체계
또한 노동력을 포섭하는 주요한 기제였다. 성과급제도는 생산성향상을
극대화시키고 더 많은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소비문화의 확산에 기여한
다. 노동자들이 일관공정라인에서 노동을 하는 동안은 불행했지만 그
들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쓸 수 있는 높은 임금이라는 보상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은 대량생산에 선행하는 수요창출로 산정된다. 따
7) 기술적 통제를 에드워즈는 “노동력을 노동으로 전화시키는 데 따르는 문제들을
최소화시키고 오직 물질적인 효율성 증대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고
안된 기계 기술의 설비와 작업과정”이라고 규정한다(Edwards 1979: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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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포디즘은 노동과정과 소비과정을 통합된 전체로 간주한다. 노동자
가 조립라인에서 생산하는 상품은 노동자들이 소비하는 제품이며 노동
자의 여가시간을 지배하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여가행동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소비활동에 대해 공급자는 수요를 규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형성되는 시장은 자본주의 사회의 보편시장이다.
보편시장이라는 개념은 브레이버만이 사용한 용어로서 모든 국제적
인 장벽과 한계를 초월한다는 의미에서 세계시장이다. 세계시장은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 규제되고 생산은 사회적 욕구에 복속되지 않고 시장력
(market forces)에 따라 움직인다. 또한 세계시장은 대중시장(mass
market)이며 생산은 대중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해 표준화되고 자동화된
다(로제크 2000: 162). 이것이 여가의 영역에서는 각종 문화산업의 발
전에 의해 대중여가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현실화된다.
브레이버만에 의하면 여가활동은 자본주의 보편시장의 일부이다. 그
는 보편시장의 발전을 세 가지 단계로 구별한다(Braverman 1974:
281). 첫 번째 단계는 개인적공동체적 신뢰에 기반한 국내적이고 물물
교환적인 생산체계가 상품생산체제로 변경되는 단계이다. 둘째 단계는
개인적지역적 신뢰에 기반한 서비스체계가 상업화된 서비스체계로 또
상업화된 오락체계로 전환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생산주기 의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 오락 등이 끊임없이 소
비자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그 결과 일반 대중들은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느끼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전개되는 데 대해 브레
이버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주식회사 제도는 ⋯ 모든 오락과 스포츠 의 수단을 자본확장을
위한 생산과정으로 변형시켰다. 자본은 너무나도 기업심이 왕성해
서 심지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사적인 활동과 아마추어 또는 전
위적인 혁신을 통해 자연 스포츠 예술로 향하는 길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곳에서조차 그러한 활동들을 가능한 한 급속히 시장 속으
로 포섭해 낸다 (Braverman 1974: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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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곳은 미국이었다. 유럽에 비해
전쟁의 포화에서 벗어나 있었던 미국은 20세기 초반부터 자본주의의 맹
주로 부상할 확실한 기반을 다지고 있었다. 20세기 초엽 당시의 유럽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고 소비시장이 얼어붙었던 반면
에 미국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도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20년대의 미국사회는 도시화가 급진전되면서 사회구조적으로 커
다란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소도읍 중심의 생활방식은 쇠퇴하고 대
도시의 영향력이 전체 사회를 지배해 나가기 시작한다. 더욱이 앞으로
현대사회의 여가문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기본 골격이 이 시
기에 형성된다. 즉 포디즘의 영향아래 대량소비의 상징인 자동차의 보
급이 진전되고 이른바 문화산업(culture industry)도 1920년대와 30년
대에 걸쳐 크게 번성한다.
20년대부터 크게 보급된 자동차는 당시의 철도여행객 수를 절반으로
줄어들게 하고 이제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기 시작한다. 이것은 미국
인의 여가 생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자동차는 파티 영화
관람 스포츠를 위한 외출 또 여행과 드라이브에 이용되며 자동차와 관
련된 각종 여가산업을 크게 발전시켰다(新津晃一 1986: 239˜40). 또
한 당시에는 영화산업과 프로스포츠가 크게 활성화된다. 전통문화가 취
약한 미국에서는 영화가 민속예술처럼 여겨질 정도로 대중의 사랑을 받
는다. 유럽이 1차 세계대전에 휩싸여 영화산업이 퇴조하는 가운데 미국
의 영화산업은 이 시기 이후 세계 시장을 석권한다. 그리고 1920년대
의 미국은 스포츠의 황금시대를 구가한다. 프로 권투 프로 레슬링 프
로 야구 미식 축구 등이 성행하고 이른바 스포츠의 대중 스타를 대량생
산하게 된다. 이때 탄생된 영화 스타나 스포츠 스타들은 세계적으로 명
성을 떨치고 미국은 현대 대중오락의 메카 로 자리잡기 시작한다(김문
겸 1993: 88).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
터였다. 1950년대의 미국은 전쟁의 혼란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자유주의 진영의 선두주자로 확고히 자리를 굳힌다. 이 시

자본주의와 여가

27

기에 미국에서는 공장의 자동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컴퓨터도 도입
되면서 노동생산성이 한층 더 향상된다. 또한 이미 1930년대부터 보급
되기 시작한 주휴 이틀제 는 전쟁 때문에 일시적으로 후퇴했지만 많은
기업체에 보급되고 휴가제도도 발달한다.
그리고 일반대중들의 생활거주지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이제
까지 대도시로 집중되던 인구가 교외지역으로 분산되면서 노동수급의
범위가 지역적으로 확산되고 도시인의 거의 절반 정도는 위성도시에 거
주한다(Lanfant 1972: 74). 이것은 이제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으로 확
고하게 자리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는 생활 반경을 확장시키면
서 시간과 공간 개념을 전면적으로 변경시킨다. 이것은 여가생활의 범
위도 확장시키고 여가와 관련된 소비지출도 크게 증가시킨다. 50년대
에 외식산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고 연극 및 음악회 관람비가 급증하는
등 상업적인 여가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도 자동차의 대중화와 관
련이 있었다.
또한 이에 못지 않게 대중여가에 혁명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TV가 주
된 방송매체로 등장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문을 닫는 영화관이 속출하
고 라디오는 급격히 퇴조한다. 1955년도에 전 미국 세대의 67%가 텔
레비전을 보유하게 되고 이 이후에 미국의 여가문화는 TV를 통해 전달
되는 대중문화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이 시기에 청소년층을
주된 대중문화의 소비시장으로 편입시킨 미국의 음반산업은 세계 시장
을 석권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1950년대에 미국인의 가치관에는 획
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은 도시중산층의 가치관에 직접적으로 반
영된다. 레크리에이션이라는 말이 크게 유행하고 도시중산층의 생활기
준으로 건전한 오락 이라는 항목이 등장한다. 이것은 종교적 갈등으로
메이플라워호를 탔던 선조들의 가치관과는 매우 상반되는 것이었다. 즉
초기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주의 생활윤리에 여가를 즐긴다는 것은 배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의 변화된 가치관에 대해 볼펜쉬타
인(Wolfenstein)은 다음과 같이 압축해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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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문화에 있어서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우리가 ‘오락 도
덕’(fun morality)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출현이다. 여기서 쾌락
이란 다분히 의무적인 것으로 된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너무 많은
쾌락을 누리는 것에 죄의식을 느끼는 대신 오히려 충분한 쾌락을
누리지 못할 때 창피함을 느낀다 (Wolfenstein 1960: 86).

이제 여가를 즐기지 못한다는 것은 창피하다는 느낌을 주며 그것은
보수가 낮은 직장에 종사함으로써 즐거움을 추구할 수 없을 정도로 생
존경쟁에서 뒤졌다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는 전후에 형성된 여가는
전전에 형성된 여가와는 다르다고 하면서 오락 도덕 이 보편화되었다
고 말한다. 그리고 마가렛 미드(M. Mead)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한다.
미드는 여가의 개념이 종래에는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소
극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가의 개념이 노동에 의
한 정복 이라는 차원에서 소비가능한 시간 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
로 바뀌었다고 파악한다(Mead 1957: 10˜15).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는 비록 소비적이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여가생활이 상류층과 일
부 중산층에 한정적이었다고 한다면 20세기 중반에는 이제 미국의 광
범위한 중산층이 이러한 생활윤리를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제 일반 대중의 가치관은 어떻게 일하고 성취하느냐보다 어떻게 소
비하고 즐기느냐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프로테스탄트윤리라는 어휘를
계속 사용하면서도 50년대의 미국문화는 유희와 오락 과시 쾌락에 관
심을 둔 여가중심적 가치관 으로 변모한다(Harrison & Hobsbawm
1964: 100). 이러한 변모에는 대중매체의 발달과 광고 및 마케팅 전략
의 발달 등이 소비와 쾌락의 생활윤리를 보급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자본의 운동논리에 따라 사회적 차원에서 강제되
는 자본주의사회의 본질적 현상이기도 하지만 노동의 세기가 개막된 이
후 삶의 균형을 새롭게 찾아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근대사회 이후에 형성된 노동중심적 가치관은 노동의 이데올로기를
탄생시키고 여기서 나아가 일 벌레 또는 일 중독증을 양산한다.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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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관심사가 사회적 지위 획득이나 경제적 성공에 치중되고 일이 없
으면 불안해지기까지 한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대중소비사회로 접어
들면서부터는 일보다 여가 및 소비를 중시하는 인구층이 크게 증가한다.
즉 20세기 들어 선진 자본주의사회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회문화적 변
천 중의 하나는 노동 및 생산 중심의 생활양식 에서 여가 및 소비 중심
의 생활양식 으로 변모한 것이다. 이것은 포디즘 하에서 구축된 대량생
산과 대량소비라는 일반적 맥락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2) 소비자본주의와 여가문화
포디즘의 순조로운 항해는 수요와 공급 사이의 안정된 균형유지에
따라 좌우된다.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일련의 요인들에 의해 이 균
형상태에 위기가 도래했다. 포디즘의 위기는 세계경제와 질서를 불안
정하게 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또한 경제적 차원에서 새로운 실험을
유발시키기도 했다.

하비는 이 실험을 언급하기 위해 유연적 축적

(flexible accumula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하비 1994) 래쉬와
어리는 성찰적 축적 (reflexive accumula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Lash and Urry 1994). 이러한 용어들은 노동과정 노동시장 소비제
품 소비유형 등에서 유연성의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용어들로 그들이 의미하고자 한 것은 현대 경제조직은 지식과 정보가
중심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성찰적 축적에는 미학적 요소가 중요하고
새로운 실험과 혁신적 사고방식 상징처리 능력이 중요하다. 광고 상
품 디자인 마케팅 등의 부호화된 메시지는 소비자의 욕구세계에 깊숙
이 침투하고 강요된 소비와 강요된 여가를 유발한다. 금융서비스 새
로운 시장 혁신적인 기술과 공격적인 마케팅 등은 유연적 축적과 성찰
적 축적을 가능하게 하고 이것은 자본주의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준다.
그러나 새로운 축적전략은 포디즘 하에서 안정적이었던 고용의 지속
성을 파괴하고 노동계급의 파편화를 유발한다. 노동 라이프스타일 여
가소비 등에서 장벽은 사라지고 개인은 보다 독립적이고 보다 많은 위
험을 감수해야 하게 되었다. 불확실한 노동시장의 환경에 대처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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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많은 공산품과 여가상품의 시장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능동적으로
구축해 나가야만 한다.8) 지식 문화 상징 상품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숫
자가 크게 증가하고 이들은 모더니티의 상징적 위계와 장벽을 제거하는
데 일조한다. 여기에 발맞추어 지적예술적 상품과 경험을 원하는 청중
이 증대하고 상징자본(symbolic capital)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요
컨대 포스트모더니즘적인 감수성이 확산되고 9) 여기에 대한 대중적인
수용의 폭이 넓어진다(Featherstone 1991: 125).
상품의 상징적 세계는 상품과 서비스 이상의 것을 판매한다. 그것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까지도 판매하는 것이다. 개인들은 준거가 되는
자신의 공동체를 재정립하고 또한 상품세계의 상징적 성격을 둘러싼 차
이를 정의한다. 더욱이 광고와 대중매체는 상품을 욕망의 중심점으로
진술한다. 그것들은 개인들에게 즐거움과 안락 오락의 세계로 초대하
고 편리한 소비의 꿈나라를 제시한다(Williams 1982: 66). 광고와 마
케팅은 이른바 소비문화의 종교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Jhally 1990:
200˜3). 광고 패션 상품미학 등은 물질생산의 부수 현상이 아니라 그
자체의 운동논리를 가지고 꿈을 만들어내는 기제로 작동한다. 소비자본
주의라는 꿈 제조기는 끊임없이 접속을 강요하며 지속적으로 꿈의 원료
를 제공한다. 소비문화의 상징적 세계는 일상의 탈출과 자기실현을 약
속하는 메시지로 개인들을 자극하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가장 전
형적인 문화산업으로 우리는 테마파크를 들 수 있다.

8) 보드리야르는 현대인이 수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반어적으로 표
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대인은 계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반(反)사회적인 존재가 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될 것이다 (보드리
야르 1991: 105).
9) 포스트모더니즘의 중요한 특징은 주체의 탈중심화 거대이론의 거부 이성중심주
의 비판 형이상학적이고 허구적인 이원적 대립의 해체 진보사관에 대한 비판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전경갑 1993: 352˜59). 이러한 맥락에서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의 경계는 해체되고 다원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구성된다. 포스트
모던적인 감수성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탈중심적이고 탈권위적인
다양한 개별적인 욕구의 분출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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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Theme Park)란 일정한 주제로 전체 환경을 만들면서 쇼와
이벤트로 공간 전체를 연출하는 여가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
우 테마파크의 원조로 알려진 디즈니랜드는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1955
년도 7월에 개장한다. 그리고 1971년도에는 플로리다주의 올란도에 같
은 시설의 월트 디즈니 월드가 개장하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도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을 창출한다. 그 이후 놀이시설이나 부지면적
은 대대적으로 확장되면서 미국 최고의 관광지로 명성을 떨친다. 일본
의 경우에는 동경 디즈니랜드 와 나가사키 올란도 가 개장한 1983년도
가 일본 테마파크의 원년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아끼라(淺田彰)는 디즈니랜드 현상을 유아적인 것으로 묘사한다. 이
는 폭력과 섹스를 제거하고 현실적인 것 살아 있는 것 자연적인 것의
냄새를 없애며 귀여움이 지배적인 성인들의 유아기에 대한 환상을 제
시하면서 현실 세계의 배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참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Akira 1989: 275˜76). 그러한 세계의 인공공간은 초현실을
농축된 형태로 대변한다. 이 왕국 은 구원 보다는 망각 의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킴으로써 사람들의 시선을 잡다한 것들과 동요에 빠
뜨리면서 내면적인 것을 수많은 조각들로 점차 분해시킨다(吉見俊哉.
1992: 306).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는 자발적인 축제와 인간
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박탈하면서 환상 사랑 모험이란 미국적 상징의
패키지를 수동적으로 소비하게 해준다.
존 어리가 쓰고 있듯이 현대 소비주의와 관광주의의 심장부에는 새
로움과 탐욕의 변증법 이 자리잡고 있다(Urry 1990: 13). 이것은 소비
시장의 획기적인 확장과 맞물리면서 자본주의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
넣는다. 단조롭고 좁은 기업세계에서 성장한 일중독증 세대의 백일몽이
갑자기 실현되었는데 이 백일몽은 좀더 여유있는 공간 극한으로까지
확대된 물질적 풍요 그리고 세계의 온갖 부와 신비로 신속하고도 안전
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는 꿈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러나 역설
적으로 그러한 꿈의 경험은 오로지 엄격한 꿈의 규칙과 제약 내에서만
그것도 일년에 단 며칠 동안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꿈의 힘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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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계로부터의 단절 그 자체에 의존하며 일상생활의 거울상(mirror
image)으로서 일상생활이 지탱되게 도와주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여가를 탈출과 자유의 장으로 찬양한다(로젝 2002: 156).
이른바 여가의 이데올로기가 생성된다. 그러나 동시에 탈출의 의지를 상
업성으로 솎아내는 현실의 쇠사슬을 제련하여 여가의 이데올로기는 빛을
발하게 된다. 예컨대 디즈니랜드와 같은 테마파크는 한편으로는 일상으
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품화된 여가산업의 소
비시장으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행도 마찬가지이다. 일상에서의
탈출을 대표하는 여행도 경로화되고 규격화된다. 상품화와 동질화는 자
본주의가 탈출의 여지를 거의 허용하지 않는 체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체계로부터의 탈출시도는 체계로 다시 흡수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헨과 테일러에 의하면 자본주의사회의 속박된
삶의 양식에서 탈출하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여가형태가 있다(Cohen
and Taylor 1992: 97 로젝 2002: 205˜6 재인용). 첫째 활동고립
(Activity Enclaves). 이것은 자기결정 자유 선택 등을 강조하기 위해
고안된 여가행위를 지칭한다. 취미 섹스 스포츠 게임 등이 여기에 포
함된다. 활동고립은 일상생활의 단조로움과 강제로부터 한시적으로 탈
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조경(造景 Landscape). 이것은 일상
탈출의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일상적인 주변의
환경을 바꾸는 것을 가리킨다. 휴가 인테리어 디자인 모험 여행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성과 차이를 추구하는 우리의 욕망
을 일시적으로 만족시킨다. 셋째 심경(心境 Mindscape)의 변화. 이것
은 개인의 내적 자아를 바꾸거나 의식의 상태를 확장시키는 것을 의미
한다. 마음의 풍경은 자아에로의 항해를 통해 우리에게 탈출을 제공한
다. 마음의 빗장을 열게 됨으로써 고착된 현재적 삶의 모순을 인식하고
깊이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킨다. 1970년대 미국에서 동양에 대한 관심
의 고조와 각종 정신건강 요법 이 성행한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최근
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참선 수행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여가형태들이 진정한 탈출경험을 가져다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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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 특히 세 번째 유형의 자아환경의 변화는 더
욱 그렇다. 즉 고프만이 말하는 최상의 실재 (paramount reality)10) 또
는 생활세계(life world)로부터11) 빠져나가는 잘 만들어진 터널로 간주
될 수 있다고 코헨과 테일러는 주장한다. 그러나 그 터널의 벽은 위험
하고 매 순간 함몰할 위협에 처해 있다. 그들은 여가경험이 상상된 타
자와 진정성(authenticity)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동시에 일상으로부
터의 탈출시도는 고질적으로 방해받고 있다고 결론짓는다(Cohen and
Taylor 1992: 136 로젝 2002: 207에서 재인용).12)
포스트모던적인 환경은 개인들의 인성구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변화된 상황을 인식하고 적응해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 느끼게 한다. 이것은 여가관행에서도 마찬가지이
다. 윌리스는 여가관행이 전통적 산업공동체의 동질적이고 집합적인 형
태들로부터 벗어나 다양하고 불연속적인 유형들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
다고 지적한다(Willis 1990: 15˜17). 개인들은 자신의 외모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구시대의 집합적 범주에 맞춘 옷입기 말하기 생각하
기 행동하기에서 벗어나 타인과는 구별되는 자기 정체성을 구축하고 싶
어한다. 이른바 개성추구시대 여가의 개별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부각
된다. 자본주의 사회의 여가시장에서 원자화된 개인들은 계속해서 분산
되고 재결합되고 해방되고 통제된다. 현대사회의 여가형태들은 쾌락
적이면서 심미적이고 동시에 분열되면서도 통합되어 있고 수동적이면

10) 고프만은 의미와 진실을 판단하게 해주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인 가정들
과 믿음들의 집합체를 일컫기 위해 최상의 실재 (paramount reality)라는 용어
를 사용한다.
11) 현상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세계 (life world)라는 용어는 전체적
인 의미의 구조를 일컫는데 그 의미의 구조 내에는 특정한 유형들과 상징들이
자리잡고 있고 그 의미구조로부터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공유된 중요성을 이끌
어낸다. 즉 주어진 사회적 상황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사회적 삶
의 전형화(typification)를 통해 생활세계는 구조화된다. 전형화는 생활세계의
지속적인 유지를 가능하게 해준다(Berger et al. 1973: 62).
12) 이러한 결론은 일상생활이 다양한 복수적 생활세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들의
명제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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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능동적이다(로젝 2002: 194˜5). 이러한 현대적인 여가관행에
대해 미셀 마페졸리는 신부족주의 (neo-Tribalism)라는 개념으로 표현
한다.
그는 포스트모던 사회를 특징짓는 탈권위와 탈중심의 한 가운데서 발
생하는 강한 에피소드적인 사회적 연대를 언급하면서 신부족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부족적인 집단화는 그들 소수의 가치에 기초해서 응
집한다. 끊임없이 서로 끌어당기고 부딪히면서 집단으로 형성되지만
그 경계는 매우 모호하고 유동적이다(Maffesoli 1991: 12). 여기에 해
당하는 대표적인 예는 예술축제 축구장 극장 등과 같이 정감적인 공동
체 속에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응집하는 것이다. 또한 나이키 맥킨토
시 닌텐도 캘빈 클라인 등과 같은 상표명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상징적
인 회합을 갖는 것도 한 예가 된다. 여기에서 소비자들은 본질적으로
유랑하는 존재이면서도 부족적인 공감대를 인식한다. 신부족주의는 단
지 일시적인 정서적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신부족은 오
늘날 여가시장에서 최고의 공적 결사가 되었다(로젝 2002: 279 345).
여가활동에서 연속성이 결여되고 보다 단절적이며 보다 유연한 형태
의 여가가 속속 등장한다. 고정적이고 일원적인 단일 여가형태에만 얽
매이던 관행에서 보다 다양한 여가관행이 발달한다. 즉 여가문화의 유
연성이 확장된다. 물론 전통적 여가유형은 여전히 지속되지만 여기에
대립되는 여가유형 또한 새로운 지평을 열며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
러나 포스트 모던 문화에서 새로운 담론을 쏟아 붓는 기호의 이미지 연
쇄에 개인은 모두 접속할 수 없다고 제임슨은 주장한다(Jameson 1991:
3˜54). 또한 짐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의 호기심은 계속해서 각종의 새로운 전시에 의해 자극을
받고 이러한 전시로부터 유래하는 즐거움은 점점 커지고 중요해지
는 것처럼 보인다. 그냥 지나쳐 가게 되는 대부분의 것들은 많은 놀
라움과 오락이 그 안에 저장되어 있다는 인상을 창출한다. ⋯⋯그
렇지만 모든 곱고 우아한 감정들은 제공되는 상품의 대중적 효과에
의해 혼란스럽게 되고 방해를 받는다 (Simmel 1991: 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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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되는 여가 선택지의 홍수 앞에서 개인은 계속적으로 즐거움과 흥
분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느낀다. 개인들이 고르는 각각의 여가 선택사
항들은 가능한 여가 선택지들 중에서 단순히 임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목적에 대한 추구는 궁극적으로 실현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어
느 누구도 시장이 제공하는 상품을 무한정 소유할 수는 없고 소비의 대
상들이 끊임없이 예측할 수 없는 변동에 지배되기 때문이다.
여가는 자유로움과 충족이라는 꿈을 일시적으로 제공하지만 자본주
의적 생활양식을 규정하는 불안정과 변동을 피해갈 수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여가활동이 흥분 또는 탈출감을 제공할 수 없다는 데 있기보
다는 이러한 여가 경험들이 덧없는 것이라는 데 있다(로젝 2002: 20
9˜10). 여가 경험에서 오는 흥분과 행복감은 엄청나게 빨리 잠잠해져
버린다. 삶의 질을 고양하는 재창조로도 잘 이어지지 않는다. 바캉스에
서 생기는 정서적 고양감 후에는 그것을 채 음미하기도 전에 세속적인
일상의 분위기로 재빠른 전환이 이루어진다. 유행가 또한 반-절정의 감
각을 남긴다.13) 우리에게 주는 모든 활기와 감정의 고조는 새로운 음표
의 등장과 함께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을 원점의 상태로 남겨둔다. 대부
분의 여가 경험은 덧없는 기분전환 이외에는 아무 것도 제공할 수 없는
자본주의 문화의 심장부에서 자유 선택 자기결정이라는 신화에 둘러
쌓여있다.

4. 맺음말: 여가사회의 신화
여가의 문제가 대중적인 관심사로 등장하게 된 것은 산업사회 이후의
일이다. 비록 노동시간의 극한적 연장에 따른 반대급부의 산물로 출발
했지만 여가의 대중화는 자본주의 사회발전의 필연이었다. 사회적 생
산력의 증대는 소비에 대한 필연을 안겨주고 소비는 여가시간을 필요로
한다. 소비주의는 여가시간의 증대와 더불어 자본주의 사회의 재생산을
13) 반-절정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흥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흥
분되는 여운은 더 이상 남지 않는 느낌을 의미한다(로젝 2002: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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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하게 작동시키는 것이다.
1일 8시간 노동제가 채택된 이후 주5일제의 도입 휴가제도의 발달
등은 생활시간구조에서 여가시간을 제도적으로 증가시켜왔다. 이를 근
거로 여가시간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전통적인 여가사회학자
들의 일반적인 주장이었다. 즉 과학기술문명의 발달은 노동의 생산성을
높임과 동시에 노동시간의 단축을 가져오고 이에 따라 개인의 가처분
시간(disposable time)이 증대함으로써 여가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일 중심의 사회 에서 여가 중심의 사회 로 생활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정치적 민주화뿐만 아니라 문화적 민주화의 여명이 밝아온다. 이에 따
라 여가는 자유선택과 개인적 자유의 증대가 집약되어 나타나는 영역으
로서 사회진보의 실질적인 증거이고 자기개발 자아실현 자아완성을
구현할 수 있는 존재의 집으로 파악된다. 이것을 근거로 여가사회의 신
화는 탄생한다.
그러나 과연 현대는 여가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 현대를 여가사회로
규정하는 많은 학자들은 종종 그 근거를 여가시간의 증대에서 찾는다.
그러나 휴가제도의 발달로 연중 휴가기간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하루 중 여가시간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현상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한편
으로는 파트타임 노동자와 실업자가 증대한다. 그들은 자유시간은 많
지만 소비자본주의에서 제공되는 여가기회에 참여하기에는 경제적 자
원이 부족하다. 다른 한편 노동 현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시간에 대
한 보다 많은 요구에 의해 지배받는다. 린더는 역설적으로 이들을 유린
된 유한계급 (the harried leisure class)이라고 명명한다(Linder
1970). 왜냐하면 그들은 경제적 자원은 상대적으로 풍부하지만 연차
휴가나 가끔씩 밤에 영화나 극장에 가는 것과 같은 짧고 집중된 시기를
제외하고는 여가경험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가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여가시간 그 자체의 부족보다도 물질만능
주의에서 오는 강박적인 신경증이 현대인의 생활방식을 지배한다는 사
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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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경제성장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물
질에 대한 사회적 욕구의 증대 다시 말해 물질적 필연의 영역을 증대시
킨다. 따라서 그 사회의 평균치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
로운 산업제품과 여가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안되는 외적 강제가 주어
지고 여기서 벗어나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
서 노동법규상 주어진 자유시간은 새로운 구매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동으로 다시 반납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주어진 자유시간에 제2의 직
업과 부업을 찾아 나서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의 운동논리에 따라 경쟁적으로 과시적인 소비욕
구를 교묘한 판매전술과 상품선전을 통해 사회구조적으로 부추김으로써
더욱 가속화된다.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사용을 효율
적이고 집약적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매매의 대상이 되는 노동시간에
서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여가시간 또한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
된다. 즉 욕구와 충족의 최대화라고 하는 집단도덕의 강제는 자유롭게
보이는 사적 영역에도 반영된다.
예컨대 겉으로는 충족을 위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의무적이 된 해변
에서의 일광욕과 스키장 찾기 에어로빅과 헬스로 상징되는 육체에 대한
강박관념 똑같은 장소로 몰려드는 행락객들의 혼잡함과 표준화된 관광
여행 부모의 의무로서 자녀들과 함께 찾는 테마파크 등은 여가를 소외
된 노동의 이데올로기로 만들어버린다. 여가의 영역도 노동의 영역에서
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결핍과 똑같은 모순을 가져온다. 여가도 사회적
으로 규정된 오락도덕에 의해 목적달성에의 강제 윤리를 찾아볼 수 있
다(보드리야르 1991: 236˜37). 이것은 여가에서 경쟁적으로 자기과
시를 나타내고 신분상징을 표현하는 의미를 지님으로써 더욱 가속화된
다. 여가에 내포된 자유에의 강렬한 갈망은 강제와 구속의 체계가 그만
큼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러한 체계의 힘이 시간 의 영역에서만큼
최대한으로 발휘되는 곳은 없다.
현대인의 생활에서 시간의 사용가치는 뒷전으로 밀려난다. 현대인은
시간에 쫓기고 시간 부족증에 시달린다. 과거 전통사회가 식량기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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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달렸다면 현대사회는 시간기근(time-famine)에 허덕이게 되는 것이
다. 소유되고 소비되는 하나 하나의 사물에서와 같이 자유시간의 일분
일분 속에서도 각 개인은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싶거나 아니면 만
족시켰다고 믿고 있다. 이른바 시간강박증이 현대인의 삶을 지배한다.
시간강박증은 자본주의 문화의 기본적 속성인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자
극의 공격에 포위된 우리 감각의 반응이다.14) 이러한 환경에서 신경이
긴장으로 경직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감정은 촉진되고 고조된다.
여가 실천은 긴장과 기대의 상태에서 수행된다. 우리는 진정한 탈출과
만족을 찾기 위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다. 그러나 탈출과 만족에
대한 감정이 충만하기도 전에 새로운 자극이 출현하고 변화된 사회적
환경은 새로운 억압기제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래서 보드리야르는
현대인의 비극을 시간낭비의 불가능성 에서 찾기도 한다(보드리야르
1991: 228˜242).
지속적인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자극은 우리의 욕구와 의식을
재구성한다. 조우하게 되는 어떠한 자극에도 몰입할 수는 없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에
대한 갈망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자극과 흥분을 향해 끊임
없는 환상을 쫓아 정처없이 항해하게 된다. 그것은 대부분 소비문화의
진열장에서 나체로 새로운 자극과 조우하게 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흡족한 기분전환은 경험하기 어렵고 여가는 종종 단순히 시간을 죽이는
방편이 된다. 여가에서도 삶의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기 어렵고 지속적
인 사회적 환경의 변화 앞에 무력한 접속은 계속된다.
이러한 해석은 지나친 비관주의에 빠져있고 사회구조의 수인(囚人)
으로 인간을 바라봄으로써 인간의 능동적인 변증법적 구성능력을 간과
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찰은 현대를 여가사회

14) 짐멜은 근대문화의 공세에 의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심리적 반응이 형
성된다고 본다. 신경쇠약증과 인생에 대한 염증이 그것이다. 전자는 지속적인
변화로 인해 신경이 긴장으로 경직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새로운 자극에
무력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한다(로젝 2002: 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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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하고 미래를 맹목적으로 낙관하는 전망에 대해 제동을 걸게된
다. 사실상 여가사회를 규정하는 방식에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
도 여가시간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데 근거해서 규정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이 여가를 통해 자아정체감 을 찾
으려 한다는 측면에 주목한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방법도 여가사회의
전망을 예측하는 데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홀과 페리의 연구에 의하면
그들이 연구대상으로 한 도시인구의 17% 정도만이 그들의 생활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주요 요인에 여가를 포함시켰다. 알랭 뚜랜
느의 연구에서도 노동자들이 의외로 여가활동에 대해 중요성을 부여하
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 놀랐다고 밝히고 있다(Parker 1995: 217˜
18). 여기서 우리는 여가사회에 대한 전망을 좀 더 신중하게 추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여가사회에 대한 진단은 여가의 의미와 경험에 어떠한 질적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구명(究明)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기존의 통계적 자료를 중시하
는 계량적 접근방법만을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리얼리티에 보다 근접할 수 있는 방법론과 이론적 논의가 심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여가를 인간다운 삶이라는 보다 큰 맥락에
서 놓고 논의하고자 한다면 여가에 대한 개념과 의미가 철학적으로 재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문겸(1993) 『여가의 사회학: 한국인의 레저문화』 한울.
동아출판사백과사전부(1983)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동아출판사.
박재환김문겸(1997) 『근대사회의 여가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박지향(1989) 「최근의 산업국가와 노동계급 - 영국노동사에 대한 일고
찰」『노동계급의 형성』 이민호 외 느티나무 73˜96면.
전경갑(1993) 『현대와 탈현대의 사회사상』 한길사.

40

특집 현대사회와 여가

로제크 크리스(2000)(김문겸 역) 『자본주의와 여가이론』 일신사. Rojek
C.(1985) Capitalism and Leisure Theory London & New York:
Tavistock.
로젝 크리스(2002)(최석호이진형 역) 『포스트모더니즘과 여가』 일신사.
Rojek C.(1995) Decentring Leisure: Rethinking Leisure Theory
London: Sage.
맑스 칼(1987)(김영민 역) 『자본』 이론과 실천

Marx K(1867). Das

Kapital Hamburg: Verlag von Otto Meissner
보드리야르 장(1991)(이상률 역)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Baudrillard, J.(1970), La Societe de Consommation: ses mythes ses
structures, Paris: Editions Denoel.
쉬나이더 헬무트 외(1983)(한정숙 역) 『노동의 역사』 한길사. Schneider
H. et al. (1980) Geschichte der Arbeit Koln Kiepenheuer & Witsch.
엘리아스 노르베르트(1999/1996)(박미애 역) 『문명화과정 Ⅰ』 한길사.
Elias N.(1976) Uber den Prozeß der Zivilisation vol.1 Frankfurt.
파커 스탠리(1995)(이연택민창기 역) 『현대사회와 여가』 일신사.
Parker S.(1976) The Sociology of Leisure New York: International
Publication Service.
하비 데이비드(1994)(구동회박영민 역)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Harvey D.(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Oxford:
Blackwell.
해리슨 J.F.C.(1991/1989)(이영석 역) 『영국민중사』 소나무. Harrison
J.F.C.(1984) The Common People: A History from the Norman
Conquest to the Present London.
吉見俊哉(1992) 『博覽會の政治學』 東京: 中公新書.
大河內一男(1982) 余暇の すすめ 東京: 中央公論社.
新津晃一(1986) 「余暇論の 系譜」 余暇の 科學1: 余暇社會學 松原治郞
編 東京: 垣內出版株式會社 pp. 233˜288.
川島 昭夫(1992/1987) 「曆のながの 娛樂」 非勞動時間の生活史 川北稔
編 東京: 明和印刷 pp. 5˜32.

자본주의와 여가

41

Akira A.(1989) Infantile Capitalism and Japan's Post-Modernism: A
Fairy Tale

in Masao Miyoshi and H. D. Harootunian(eds)

Post-Modernism and Japan Durham and Londen: Duke University
Press pp. 273˜278.
Bailey P.(1978) Leisure and Class in Victorian England: Rational
recreation and the contest for control 1830˜1885.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Berger P. Berger P. and Kellner H.(1973) The Homeless Mind
Harmondsworth: Penguine.
Braverman H.(1974) Labor and Monopoly Capital.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Caceres B.(1973) Loisir et Travail: Du Moyen Age A Nos Jours
Paris: Seuil.
Cohen S. and Taylor L.(1992) Escape Attempts London: Routledge.
Cunningham H.(1980) Leisure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London:
Croom Helm.
Dumazedier J.(1967) Toward A Society of Leisure New York: Free
Press.
Edwards R.(1979) Contested Terrain: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kplace in the Twentieth Century London: Heinemann.
Ewen S.(1976) The Captains of Consciousness New York:
McGrawHill.
Ewen S. and Ewen E.(1982) Channels of Desire New York:
McGrawHill.
Featherstone M.(1991) Consumer and Culture and Postmodernism
London: Sage.
Harrison and Hobsbawm(1964) Work and Leisure in Industrial
Society Past and Present 29.
Jameson F.(1991)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London: Verso.

42

특집 현대사회와 여가

Jhally S.(1990) The Codes of Advertising London: Routledge.
Lafargue P.(1960)

The Right to Be Lazy in E. Larrabee and R.

Meyershon(eds) Mass Leisure Glencoe Ⅲ.: Free Prss pp. 105˜118.
Lanfant Marie-Francoise(1972) Les Theories Du Loisir: Sociolgie du

loisir et ideologies.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Lash S. and Urry J.(1994) Economies of Signs and Space London:
Sage.
Linder S.(1970) The Harried Leisure Class New York: Colombia
University Press.
Maffesoli M.(1991) Les Temps des Tribus Paris: Livre de Poche.
Medick H.(1982) Plebeian culture in the transition to capitalism in
R.S. Samuel and G.S. Jones(eds) Culture Ideology and Politic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pp. 84˜113.
Mead M.(1957) The Patterns of Leisure in Contemporary American
Culture. in E. Larrabee and R. Meyershon(eds) Mass Leisure.
Glencoe Ⅲ.: Free Press pp. 10˜15.
Simmel G.(1991) The Berlin Trade Exhibition Theory Culture and
Society 8(3) pp. 119˜124.
Urry J.(1990) The Tourist Gaze: Leisure and Travel in Contemporary
Societies London: Sage.
Williams R.H.(1982) Dream Worlds: Mass Consumption in Late
Nineteenth-Century Fran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nia
Press.
Willis P.(1990) Common Culture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Wolfenstein M.(1960) The Emergence of Fun Morality in E.
Larrabee and R. Meyersohn(eds) Mass Leisure. Glencoe Ⅲ.: Free
Press pp. 89˜96.
Yeo S.(1976) Religion and the Voluntary Sector Beckenham: Croom
Hel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