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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지체장애 학생의 여가생활 실태와 여가를 포함한 생활영역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분석과 LISREL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여가생활이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정보화 자립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증가하는 반면 장애가 여가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인식할수록 삶의 질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가생활을 비롯하
여 학교생활, 친구관계, 소비생활, 정보생활은 지체장애 대학생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해 보면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여가생활이며, 그 다음이 정보생활, 학교생활, 친
구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체장애의 영향, 여가생활의 중요도, 정보화
자립도, 삶의 질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체장애라는 요
소가 여가생활의 중요도와 관계가 있고, 여가생활이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정
보화 자립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며, 정보화 자립도가 높아질수록 삶의 질도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장애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정립하기 위해 여가생활 및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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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여가는 사회생활 속에 내재된 정서적 불안이나 스트레스로부터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게 해 주고 생활의 부정적인 면을 해소하여 심리적 회복을 하는데 도
움을 준다. 또한 여가는 삶에의 성취와 동기를 부여하고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여가생활은 인간의 생애주기 마다 그 의미를 달리
하겠지만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변화가 심한 대학생에게 있어서 여가는 더욱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여가가 일에서의 해방, 인관관계의 개선, 교육
기회의 제공, 창의력 신장, 심적 갈등 해소, 정서적 안정 등 다양한 특성과 기능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김호순, 원유미, 2005). 따라서 대학생에게 있어 건전
한 여가생활은 이들로 하여금 정서적 안정과 더불어 자아정체감 형성 및 자아실
현과 맥락을 같이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 대학생에게도 이러한 여가생활의 중요성이 결코 예외 일 수는 없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행복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며 살
아갈 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은 장애라는 요인으로 인해 심리
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외부와 단절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 또한 크다.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생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심리적 위축 문제에 대해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학
생들이 여가활동에 적극적일수록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심리적 위축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김호순, 원유미, 2005).
장애학생에게 있어서 여가생활은 단순히 임의의 시간을 즐기는 것 외에 생활
양식의 표현, 자기개발 및 인식, 또래 집단의 비장애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
한 만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기능과 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신은주,
2005; 강미경, 2009). 이런 맥락에서 최근 삶의 질이란 측면에서 여가생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학생에게 있어서 여가생활은 장애로 인해 겪
을 수 있는 다양한 제한 및 스트레스로부터 심리적으로 위축된 마음을 평정하고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삶에 건강한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향후 여가생활이 장애학생의 삶의 질
향상에 갖는 의미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논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논의의 방향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장애학생도 각자의 기호와 취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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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여가생활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
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개발과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추
어져야 한다. 아직도 장애학생은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기피 대
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편견은 장애학생을 다시 사회적 장애인
으로 심화시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여가생활은 성
숙한 개인의 성장과 자기실현 그로 인한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장애학생이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박
민수, 2002).
여가생활은 여가선용을 통해 장애학생의 전인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 중 특히 지체장애 학생은 지체부자유,
이동의 불편 등의 이유로 여가생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시간을 텔
레비전을 시청하며 동질적 집단 속에 머무르고 있다. 이들은 좀 더 생산적인 여
가생활을 추구하며 그러기 위해 여가생활 유형이 다양하고 선택의 폭이 넓어야
한다. 이러한 다양성은 장애학생의 생활공간을 넓히고, 졸업 후 직장에서 성공
적인 적응으로 연결될 것이며, 그로 인해 가족 및 사회구성원과 보다 나은 관계
를 형성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장애학생의 여가생활에 대한 심층적
인 연구는 필요하다.
그러나 여가생활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초점이 주로 비장애학생의 여가
생활에 맞추어져 여가생활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여가제약 및 여가정체감,
여가유형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여가기능 및 여가몰입(황인남, 2000; 김영훈,
2007; 남은영, 최유정, 2008; 서동균, 2008) 등을 포함한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 이에 비해 장애학생의 여가생활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관심
부재로 인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 몇몇 연구
도 여가에 대한 이론적 탐색, 여가실태 및 여가만족, 여가제약 및 여가생활 활
성화 방안(우미래, 2000; 최현주, 2001; 류현주, 2002; 박민수, 2002) 등 이론
적 고찰이나 실태파악의 기술적 분석에 머무르고 있고 특히 여가생활이 실지로
장애학생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체장애 학생의 여가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들 학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기반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3 -

복지행정논총 제21권 제2호

첫째, 지체장애 대학생의 여가생활 실태가 어떤지를 알아본다.
둘째, 여가생활이 가족생활, 학교생활, 친구 및 이성 관계, 자립생활 등과 어
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여가생활을 포함한 생활영역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고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및 기여도를 규명한다.
넷째, 삶의 질과 여가생활 관련변수들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여가 개념과 장애인의 여가생활
여가에 대한 개념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홍두천, 2000). 여가를 일과
생존을 위한 기초적 욕구가 충족되고 남은 시간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재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여가로 보기도 한다. 노동이나 수면과 더
불어 기타 필요한 활동으로부터 벗어난 자유 시간이 여가라고 보는 경향도 있
다. 다른 한편에선 여가란 자유시간이 아닌 자유정신과 관련된 개념으로 바쁜
일정으로부터 벗어나 심리적 해방감을 느끼는 것이 여가라고 정의한다.
같은 맥락에서 여가란 생활에서 모든 의무와 책임, 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제
외한 자유로운 시간인 동시에 자유로운 마음이며 자아를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상과 같이 여가에 대해 학자마다 논점의 차이는 있지만 이
를 종합해 보면 여가란 일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생활시간 중에서 사회적, 생
리적으로 구속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비구속 시간 중에서 심리적으로 자유의
사에 의해 즐기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호순, 원유미, 2005; 강미경,
2009).
지체장애학생의 경우 여가생활 자체에 대한 욕구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설주, 2006). 그러나 이들은 여가시간을 관리하고 여가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여가생활에 기대치가 낮고 그로 인해 여가문화 자체에 대한
관심 역시 높지 않다. 장애인에게 여가생활은 타인과의 관계를 증진하고 사회성
을 기르며 장애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축에서 벗어나 타인과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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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활동이다. 이는 여가가 활동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의 제반 영역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또한 장애인에게 여가생활은 자기개발 및 표현, 사
회기술 습득 및 활동에의 참여, 또래집단의 비장애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등의
기능이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지체장애 대학생들은 장애에 대한 사
회적 편견으로 인해 의식 또는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와 긴장상태에 있으며 지
속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가생활을 통해 부정적 감정을 조
절할 필요가 있다(최현주, 2001).
장애인에게 있어 여가생활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류현주, 2002; 박
원희·김송석, 2003; 김선규·이한선, 2010)를 살펴보면 첫째, 사회적 기술이 발달
된다. 인사하기, 대화기술 습득, 자기 표현력 향상 등으로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을 통한 사회적응 능력이 길러진다. 둘째, 자아 존중감 및 자아개념을 확립하게
해준다. 다양한 여가생활에 참여함으로서 소외감과 긴장이 이완되고 스트레스가
해소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적 안정감은 자아 존중감을 길러주고 자아개념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준다. 셋째, 문제행동을 감소하게 해준다. 무료한 시간을 적
절하게 이용함으로써 자해적 행동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지체장애 대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여가시간과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
하는 것은 이들이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건전한 인격형성과 더불어 미래
지향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신체적, 사회심리적 재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우미래, 2000).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체장애인들은 개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여가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
능 및 사회성에 관한 인식이나 훈련이 결여되어 있다(우미래, 2000). 이와 같이
장애학생의 여가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러한 인식은 결코 개인적으로 성숙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여가생활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더불어 장애
인 자신도 여가시간 및 활동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여가생활과 삶의 질
개인이나 가족의 근원적인 목표는 오늘보다는 내일의 삶이 나은 상태, 즉 복
지를 구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사
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삶의 질이라는 용어가 일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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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도 흔히 사용되고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바람은 개인 및
가족과 국가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로 정착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관련학
계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을 학술적으로 규명하고, 체계적인 연구의 틀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삶의 질이 보편적 개념으로 사용되면서 모두의 관
심사로 부각되고, 삶의 질을 측정하는 실증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삶의 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정립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와 함께 논의의 대
상이 되고 있으며, 삶의 질에 대한 개념과 무엇이 삶의 질을 규정지어 주는지에
대한 이론적 접근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과정에 있다.
삶의 질에서 ‘삶’은 개개인의 생활을 나타내기 보다는 인간적 삶(human life)
의 모든 것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한 인간의 삶은 살아있는 존재인 생
명체로서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개인 간의 상호작용은 물론 개인이 속한 사회
와의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의미한다. 그리고 삶의 질에서
‘질’은 바람직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삶의 질은
복지수준 또는 복지적 상태에 의해 이루어지며, 복지수준은 일정시점에서 개인
및 집단의 욕구에 대한 충족의 결과로서 인지된 상태이므로 삶의 질이 욕구에
대한 충족의 관계로 파악되는 효용론에 중점을 둘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상
일 외(2008) 및

장재형(2011)은 삶의 질은 삶의 여건과 관련영역에 대한 개

인의 인식의 결과이고,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관련영역들의 만족도와 함수관
계에 있다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관련영역에 대한 삶의 경험과 개개인이 판단하
고 느끼는 것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배경희 외(2008)는
삶의 질은 개인이 생활의 경험을 다른 사람의 경험과 비교함으로서 발생하는 주
관적인 인식이라고 정의하고, 삶의 질이 경험을 필수요건으로 한 상대적인 개념
임을 시사하고 있다. 정구현 등(1994)은 삶의 질은 물리적, 환경적, 심리적 측
면까지 포함하는 삶의 종합적 상태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박미석
(1996)은 인간이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삶의 전반에 관한 주관적
인 만족감이 삶의 질이라 하였다.
이상의 개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삶의 질은 그 삶의 주체인 개인의 복지 또는
복지상태이며, 그러한 개인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개인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자 하며, 복지(welfare 혹은 well-being)의 사전적 의미가 ‘행복’하거나 ‘잘 되
어가고 있는 상태’이므로 개인복지의 실체를 규정짓는 영역들의 주관적 만족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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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장애학생 중에서 지체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
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대구지역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며 관련 대학
을 선정한 이유는 대구경북 지역 중 지체장애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기
때문이다. 조사대상 대학에는 현재 지체장애 학생이 150여명이 있으나 이들 중
100명의 학생을 성별, 연령, 성장지역, 사회계층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작위
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이 51%, 여학생이 49%
로 남학생의 분포가 약간 더 높았다. 연령은 21세-23세와 24세-27세가 각각
30%로 비교적 많았고, 28세-30세 이상도 16%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교가 35%로 가장 많고, 사회계층은 전체 학생의 43%가
자신의 가정을 중산층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36%는 하층에 속하는 것으로 인
식하고 있다. 주거형태는 다수 학생이 기숙사(60%)나 본가(30%)에서 거주하고
있고 하숙이나 자취의 분포는 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용돈은 15만원 미
만이 35%로 가장 많았고, 15만원-20만원 미만, 20만원-25만원 미만의 범위로
생활하는 학생의 분포가 각각 27%와 25%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는 「지체장애학생의 여가와 삶의 질에 대한 조
사」이다. 이 설문지는 여가생활 실태 및 구성요인, 생활영역별 만족도, 삶의 질
관련 문항 등으로 구조화된 것이다. 여가생활 실태는 여가장소를 비롯하여 여가
대상, 목적, 유형, 여가시간 및 지출, 장애가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
되어 있다. 설문내용은 선행연구(우미래, 2000; 박승희, 2002; 류현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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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2007; 배경희 외, 2008; 서동균, 2008)를 토대로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
증된 표준화 된 설문을 연구 목적에 부합되게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다. 생활영역
은 대학생 특성에 맞추어 여가생활, 가족생활, 학교생활, 친구 및 이성 관계, 소
비생활, 자립생활, 정보생활 등이 포함된다.

<표 1> 지체장애 대학생의 조사영역별 구성내용
영 역

세부 질문 내용

삶의 질

행복감
긍정성
자존감
충만감
만족감
안정감

:
:
:
:
:
:

생활영역

여가생활
가족생활
학교생활
친구관계
이성관계
소비생활
자립생활
정보생활

불행하다 → 행복하다
비관적이다 → 희망적이다
보잘 것 없다 → 가치 있다
공허하다 → 충만하다
불만스럽다 → 만족스럽다
불안하다 → 평안하다

Cronbach’s α

0.91

0.89

여가생활 장소
여가생활 대상
여가생활 목적
여가생활
n.s.
여가생활 유형
여가생활 시간
여가생활 지출
장애가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
주) 여가생활 관련 문항들 중 장소, 대상, 목적, 유형 등은 명목척도로 구성되어 내적 일치도
를 반영하는 신뢰도 검증을 할 수 없음.

여가생활 실태를 반영하는 문항은 여가생활 장소를 비롯하여 장애가 여가생활
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7개로 구성되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생활
영역 역시 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항목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한 결과
Cronbach’s α 값이 0.89로 나타났다.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지체장애학생의
정서적 측면을 반영하는 감정을 6가지 어의차이척도(semantic differ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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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로 구성하였다. 삶의 질 개념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평가하기 위해 적
용한 이 기법의 구성방법은 척도의 양 극단에 대칭적 표현 선상에서 응답자로
하여금 심리적 차원에 대한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에 나타내도록 하여 지수화
(index)한 다음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 이들 문항들은 상호간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었으며, 문항들의 내적일관성을 반영하는 Cronbach’s α 값이 0.9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3. 자료 수집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지체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여가생활 실태조사를 실시
하기 전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쳤다. 그 다음 전공별로 20여명의 학
생들을 중심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도구가 측정하고자 의도한 개념에 접
근하여 그 개념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타당성 여부를 검
증하였다. 특히 측정 결과가 관련 변수의 변화로 인해 일어난 것인지 여부에 의
해 결정되는 내적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종속변수의 변화가 독립변수 변화에
의해 일어난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전문가 조사와 예비조사,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기초분석 자료를 중
심으로 조사도구를 수정 보완한 후 본 조사를 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연구진은
조사원을 중심으로 연구과제의 취지, 조사방법, 설문지에 대한 사전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조사원들은 100명의 장애학생을 직접 만나 설문지를 배부한 다음
자기기입 방식과 대인면접법을 병행 적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4.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여가생활을 포함한 생활영역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여가생활을 반영하는 요인으로는 여가생활 장
소, 대상, 목적, 유형, 시간, 지출, 장애가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 정보 자립도
등이다. 여가생활을 포함한 생활영역은 <그림 1>과 같이 가족생활, 학교생활,
친구관계, 이성관계, 자립생활, 소비생활, 정보생활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요인들의 내적일치도를 반영하는 신되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0.89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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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삶의 질의 구성 요소는 <그림 2>와 같이 자존감, 긍정성, 충만감, 만족감, 안
정감, 행복감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 요인 간에는 상호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
고 Cronbach's α 값은 0.9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생활영역
λ1
Χ1
여가생
활
δ1

Χ2

λ2

λ3

Χ3

λ4

λ5

λ6

Χ4

λ7

λ8

Χ5

Χ6

Χ7

Χ8

가족생활 학교생활 친구관계 이성관계 자립생활 소비생활 정보생활
δ2

δ3

δ4

δ5

δ6

δ7

δ8

<그림 1> 생활영역별 요소

환경

행복감
안정감

자존감

긍정성

삶의 질
충만감

만족감
장애

<그림 2> 삶의 질 구성요소

5.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적용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여가생활의 실태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는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적용하였다.
둘째, 삶의 질과 여가생활을 비롯한 생활영역 간의 관계는 상관관계분석
(correlation analysis)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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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여가생활 요인과 여가생활을 포함한 생활영역들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적용하였다. 회귀
분석을 적용한 이유는 한 독립변수의 변화로부터 다른 변수의 변화를 예측하는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분석 결과로 주어진 회귀계수 값을 회귀모형에 적용하
여 그 값을 대입하면 종속변수인 삶의 질을 예측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종속
변수인 삶의 질은 두 개의 회귀함수로 구성된다. 첫 번째 함수는 여가생활 요인
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며 독립변수로는 여가시간, 여가생활
의 중요도, 여가생활 지출, 장애가 미치는 영향, 정보화 자립도 등이 포함되었
다. 두 번째 함수는 생활영역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것이
며, 함수에 포함된 독립변수로는 여가생활, 가족생활, 학교생활, 친구관계, 이성
관계, 자립생활, 소비생활 등이다. 회귀분석을 실행하기 전에 독립변수 간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증하였다.
넷째, 삶의 질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LISREL 프로그램의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적용하여 요인의 구조적 특성과 관계를 알아
보았다. 본 연구에서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구조방정식 모델은
장애학생의 삶의 질이란 변수의 종속관계의 구체성에 대한 이론적 정당성과 모
델추정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들을 포괄하는 이론적 합리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Joreskog & Sorbom, 2001). 구조회귀모형의 부합도는 카이자승치(chi-square
value)를

비롯하여

기초부합치(goodness-of-fit

index;

GFI),

조정부합치

(adjusted goodness-of-fit; AGFI), 원소간 평균(root mean square residual;
RMR) 등을 기초로 판단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1. 여가생활 실태
<표 2>에 여가생활 실태가 제시되어 있다. 지체장애 대학생들의 주된 여가생
활 장소는 학교라고 응답한 분포가 44.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순이 모임과
동아리의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여가생활 장소가 학교, 모임, 동아리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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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여가생활 대상은 친구라고 응답한 비율이 45%로 가장 높았으나
혼자 여가생활을 한다는 비율도 36%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 한다
는 응답률은 1%에 불과하였다.
여가생활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함이라고 응답한 비
율은 40%이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여가생활을 한다는 응답률도 38%로 비
교적 높게 나타났다. 인간관계 형성이 여가생활의 목적이라는 응답한 비율은
17%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가생활 유형을 살펴보면 TV나 라디오 등의 대중
매체를 이용하는 비율이 59%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순이 인터넷(24%)을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장애학생의 83%가 평일이나 공휴일의 여가시
간에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화에 접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가
생활을 하는데 있어 지체라는 육체적 조건이 장애요소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분
석한 결과 매우(7%) 또는 다소(38%)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45%인 것으로
나타나 장애학생들이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는 다양하나 신체적 장애로 그러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가생활 시간 및 지출에 대해 살펴보면 여가생활 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
37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29분으로 집단 내 분산 범위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월평균 여가생활비는 2만원 2천원인데 비해 표준편차
는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8만 9천원으로 나타나 지체장애 대학생들 간에 여가
생활비 지출의 분산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변 수

여가 장소

여가 대상

여가 목적

여가생활 실태

구 분

백분율

학교
친구 집
모임
동아리
사회단체
혼자
가족
단체가입
친구
건강
즐거운 시간

44.0
7.0
20.0
15.0
2.0
36.0
1.0
18.0
45.0
4.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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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해소
인간관계형성
기타
대중매체 이용
가족과 대화 및 놀이
공부
독서
컴퓨터(인터넷)이용
운동 및 스포츠 관람
종교 활동
동아리 활동
기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8.0
17.0
1.0
59.0
1.0
4.0
5.0
24.0
2.0
1.0
3.0
1.0
7.0
38.0
240
28.0
3.0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여가 시간

1시간 37분

29분

여가 지출

22,000원

89,000원

여가 유형

장애가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

2. 여가생활 관련요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여가생활 요인이 지체장애학생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 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독
립변수로 투입된 여가생활 시간 및 지출, 여가의 장애요소, 정보화 자립에 대한
욕구 등은 삶의 질 분산을 31.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함수에 투입된 독립변수들 중 여가시간 및 지출은 유의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여가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장애가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
향, 정보화 자립도 등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
기서 여가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정보화 자립도는 삶의 질과 정적 관계를
가지는데 비해 장애가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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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되었다. 이는 여가생활이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정보화 자립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증가하는 반면 장애가 여가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할
수록 삶의 질은 낮아진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들 유의한 변수들 중 β 값을 중심으로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해 보면 여가생
활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β =0.363)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순이 장애
가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β =0.226)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 여가생활 관련요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구 분

Parameter
Estimate

상수

2.668**

여가생활 시간

0.027

0.044

0.487

여가생활의 중요도

0.327**

0.363

3.952

여가생활 지출

0.000

0.121

1.361

장애가 미치는 영향

-0.191**

0.226

2.567

정보화 자립도

0.146**

0.205

2.182

βeta

t-value
6.008

F-ratio 6.357 Pr > F < .0001
Adjusted R-Square 0.311
*p < 0.01, **p < 0.001

3. 생활영역 변수 간의 상관관계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생활영역 관련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회귀분석을 적용하
기 전에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생활영역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여가생활 만족도는 학교생활, 소비생활,
자립생활, 정보생활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영역
중 정보생활과의 관계는 r = 0.566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여가생활은 가
족생활, 친구 및 이성 관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생활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갖는 영역은 학교생활(r = 0.435)로 가족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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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만족할수록 학교생활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분석은 단순 상관관
계이므로 역으로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 가족생활도 만족한다고 해석할 수 있
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친구관계, 소비생활과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친구관계는 상대적으로 이성관계(r = 0.320)와 상관이 높고, 이성관계는
자립생활(r = 0.299)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생활은 여가생활(r =
0.566) 및 학교생활(r = 0.478)과 높은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전반적으로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0.6 이하로 나타나 회귀분석 적용
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 관련 변수 간의 상관관계
여가
생활
여가생활

1.00

가족생활

0.165

학교생활

가족
생활

0.293** 0.435**
0.086

0.177

이성관계

0.008

0.216*

자립생활
정보생활

이성
관계

소비
생활

자립
생활

정보생활

1.00

0.353**
0.161

0.393** 0.334** 0.292**
0.502** 0.286**
0.566**

친구
관계

1.00

친구관계

소비생활

학교
생활

0.178

0.273

0.478**

1.00

0.320**

1.00

0.082

0.157

0.111

0.299*

0.178

0.093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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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가생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지체장애학생의 여가생활을 비롯한 생활영역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느 영역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지를 알아본 결과가 <표 5>에 요약되어 있다. 8
개 영역을 반영하는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40.9%(adj R²=0.409)이며, 이러한 변
수들을 포함한 삶의 질 함수는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수들 중 학교생활, 친구관계, 여가생
활, 소비생활, 정보생활, 가족생활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성관계와 자립생활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베타(β )값을 기준으로 영역별 요인이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지
체장애 대학생들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여가생활(β
=0.422)이며, 그 다음이 정보생활(β =0.319), 학교생활(β =0.301), 친구관계
(β =0.245), 소비생활(β =0.201), 가족생활(β =0.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은 모두 삶의 질과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관련 생활영역에 대한 만
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도 높아진다는 말해 준다.
<표 5> 여가를 포함한 생활영역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변수

Parameter
Estimates

상수

3.106**

여가생활

0.921**

0.422

4.474

가족생활

0.157*

0.142

1.971

학교생활

0.702*

0.301

3.997

친구관계

0.515**

0.245

3.174

이성관계

0.072

0.058

0.355

자립생활

0.081

0.027

0.513

소비생활

0.307**

0.201

2.876

정보생활

0.554**

0.319

4.056

βeta

4.774

F-ratio 8.437**
Adjusted R-Square 0.409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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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삶의 질과 여가생활 관련변수 간의 인과관계
삶의 질과 여가생활 관련변수들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LISREL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가 <표 6>에 나타나 있다.
분석 결과, 지체장애의 영향, 여가생활의 중요도, 정보화 자립도, 삶의 질 간에
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지체장애가 여가생
활의 중요도(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여가생활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정보화 자립에 대한 욕구가 증가(β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정보화 자립도는 궁극적으로 삶의 질(γ)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과모형 적합도는 카이자승치(  ), 기초부합치(GFI), 조정부합치(AGFI), 원
소간 평균(RMR) 등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카이자승치의 경우 18.14로 낮고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모형부합도가 크며 모형에 내포된 인과적 체계가 타당하
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리고 GFI(>0.90), AGFI(>0.90), RMR(0<.05) 등과
같은 부합지수도 기준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준을 중심으로 살
펴볼 때 본 연구에서 설정한 삶의 질과 여가생활 관련 변수들로 구성된 인관관
계 모형은 적합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표 6> 삶의 질과 관련 변수 간의 인과관계
변

수

λ1 (삶의 질 : 여가생활)
λ5 (삶의 질 : 가족생활)
λ2 (삶의 질 : 학교생활)
λ3 (삶의 질 : 친구관계)
λ4 (삶의 질 : 이성관계)
λ6 (삶의 질 : 자립생활)
λ7 (삶의 질 : 소비생활)
λ8 (삶의 질 : 정보생활)
α (지체장애 영향 → 여가생활 중요도)
β (여가생활 중요도 → 정보화 자립도)
γ (정보화 자립도 → 삶의 질)
Model fit χ2
RMR
GFI
AG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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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Estimates
0.95
0.81
0.59
0.71
0.60
0.44
0.79
0.68
0.41
0.57
0.59

t-value

SMC

11.90
11.10
9.41
9,45
10.30
6.06
10.62
9.27
4.86
6.75
9.83
18.14
0.016
0.92
0.91

0.84
0.78
0.63
0.63
0.71
0.62
0.74
0.61
0.45
0.69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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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지체장애 대학생의 여가생활 실태와 여가를 포함한 생활영역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정
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체장애 대학생들의 주된 여가생활 장소는 학교이고, 여가생활 대상은
친구인 비율도 높지만 혼자 여가생활을 하는 비율도 높았다. 여가생활의 주된
목적은 즐거운 시간, 스트레스 해소, 인간관계 형성 등이며, 여가생활 유형은 주
로 대중매체나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 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 37분 할애하고 있으며, 월평균 여가생활비는 2만원이 조금 넘지만
편차는 매우 커 지체장애 대학생 간에 여가생활비 지출 차이가 상당힌 큰 것으
로 파악되었다. 여가생활을 하는데 있어 욕구는 다양하나 신체적 장애로 그러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복지차원에서 지체장애 학생의 욕구가
합리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둘째, 여가생활 구성요인들이 지체장애 대학생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 본 결과 여가생활이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정보화 자립도가 높을수
록 삶의 질이 증가하는 반면 장애가 여가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
할수록 삶의 질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가생활을 비롯하여 학교생활, 정보생활, 친구관계, 소비생활은 지체장
애 대학생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베타 값을 기준으로 상대
적 중요도를 비교해 보면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여가생활이
며, 다음이 학교생활과 정보생활, 친구관계이다.
넷째, 지체장애의 영향, 여가생활의 중요도, 정보화 자립도, 삶의 질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체장애라는 요소가 여가생활의 중요도
와 관련이 있고, 여가생활이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정보화 자립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며, 정보화 자립도가 높아질수록 삶의 질도 증가한다. 결국 본 연구의 결
과는 삶의 질 모형에 여가생활 및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연구는 지체장애 대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복지 차원의 정책적
제언을 명백해 제시하고 있다. 지체장애 대학생들의 주된 여가생활이 대중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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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터넷 이용에 국한되는 경향은 이들 학생들이 다양한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
는 있으나 가족의 도움이나 이동량이 적은 활동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학사회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비롯한 기본적 권리가 사회적 이슈가 되
면서 관심은 높으나 아직 실질적인 시설확충과 인프라, 제도적 보장 등이 부족
한 실정과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장애학생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학교에 시설을 보완 할 수 있
도록 교육복지 차원에서 국가와 대학이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장애학생의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여가생활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위한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개
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지체장애라는 육체적
조건이 제약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여가생활은 다양한 경험에
의한 학습으로 장애학생의 전인교육의 장이 되고, 여가선용을 통해 장애인의 삶
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활동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양한 여가생활 프로그램
의 활성화라는 사회적 배려는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고 기회균등 차원에서 장애
인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제 장애인에게 있어 여가활동은 단순히 기본인권 보장과 문화적 욕구 충족
을 넘어서 생산성 및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한 심리적 재활이란 관점에서 그리
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주류화 실현이란 측면에서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가생활 증진을 위하여 관련시설 및 설비 기타 환경을 정비하고 여가생활을 지
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체장애학생의 여가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정보화 자립을 위한 시설의 확충, 정보화 욕구에 부합되는 프로그램 개발,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
어져야 한다.
중요한 점은 정책과 지원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 장애인 문제가 제도나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지탱하는 힘
이 없으면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웠다. 어떤 정책도 그 자체로 성공할
수 없고, 관련 정책이 성공하려면 사회적 지지라는 선결조건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여가생활이라는 개념이 장애인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별 연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부족하다
면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하기 힘들고 공허한 소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제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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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요소이므로 편견과 차별의 벽을 허물고 장애인의
사회통합 차원에서 나아가 장애인의 삶의 질 확보 차원에서 복지의 중추적 핵심
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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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f Leisure Activity on Quality of Life of
Physically Disabled Students and Policy Implications
Chung, Young-Sook
Professor, Dept. of Family Welfare, Daegu University
Shin, Eun-Ju
Researcher, Institute of Child Welfare, Daeg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isure life of physically
disabled university students and to identify their satisfaction with leisure
life on the quality of life. Applying descriptive and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the most common place of leisure life was their school,
and a relatively high percentage of them had leisure life all alone. As for
the contents of leisure life on weekdays or holidays, mass media and
internet were the most commonly used items. Among the life domains i.e.,
leisure, family, school, friends, consumption, and self support, leisure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on the psychological resilience for the physically
disabled students.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the structure of as well as
the cause and effect of the quality of life by developing and testing quality
of life model with a reliable and valid measure scale. This paper describes
a two-stage research project and the resulting six-item measure of the
quality of life. The scale has acceptable level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ing theoretical model, this study found that there is a clear hierarchy
causation among the four constructs in that, the domains on which these
constructs are focused from disability to the independe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to the quality of life.
Key words : physically disabled students, leisure activity, quality of life,
cause and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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