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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들의 행복감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인 여가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가교육이라는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5월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분야인 ‘여가교육’을 중심으로 국민의 행
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가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여가교육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교육 콘텐츠를 분석하였으며, 한국사회에 적합한 여가교육 정
책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평생교육단위 개발, 둘째,
문화예술체육 전공 연계봉사를 통한 여가교육기부, 셋째, 교사들을 위한 여가관련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넷째, 여가안전 매뉴얼 개발 등이다.

주요어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여가교육, 정책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주저자)
** 고려대학교 교수 (교신저자, E-mail: kimmay@korea.ac.kr)
*** 인하대학교 교수 (공동저자)

- 43 -

여가학연구

Ⅰ. 서론
2015년 3월 20일 ‘UN World Happiness Day’를 기념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세계 행복지수가 발표되었다. 한국은 조사대상 157개국 중에서 57위 폴
란드에 이어 58위를 기록하였다. 세계 경제 수준 1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매
우 낮은 행복지수 수준이다. 이는 경제수준과 행복과의 관계가 반드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해식(2016)의 보고에 따르면, 수치로 보는 한국의
행복감은 세계 평균보다 다소 높았지만, 국민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행복감은 세계 평균
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스스로 행복감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 ‘자유로운 삶의 선택’,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만족
여부’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다. 행복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
이 영향을 미치고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여가선용에 대한 만족 또한 국민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여가
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난 2015년 5월 18일에 ‘국민여가활성화 기
본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
서는 ‘여가교육’이라는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가교육이란 “여가를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선용할 수 있도록 지도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이철수, 2009, p. 539). 또한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에서 정의하
고 있는 여가교육은 “여가활동, 여가시설 운용 및 관리,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
가사업 경영, 여가치유 등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문화체육관광
부, 2015). 즉 여가를 통하여 여가관련 활동, 경영, 치유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능
력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의미하고 있다.
여가교육을 통한 긍정적인 여가인식과 여가경험은 삶의 질과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발표되었다(예, 신규리, 김영순, 이미정, 2013; 심상신, 안재
빈, 김량영, 2011; Diener, Suh, Smith, & Shao, 1995).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 사회적 기여
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는 여가를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교육과정에서는 여가가 체육교과의 대영역으로 포함되어 학교에서 교육
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영역 중의 하나로 되어 있으며 이
또한 명확한 교육 지침이 제지되고 있지 않다.
국내의 다양한 여가 관련 학회(예, 한국여가문화학회,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한
국여가학회 등)에서 여가교육 관련 연구를 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체육관련 학과, 관
광관련 학과, 조경관련 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등에서 여가를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초, 중, 고등학교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학교를 벗어난 사회
에서도 여가교육의 기회는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입시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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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이 우선시 되는 풍조에 따라 여가에 대한 교육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현실이
며, 직장을 비롯한 사회에서는 직장에서의 업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직장인 각각에 대
한 여가와 삶의 질은 등한시 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절된 여가교육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국민여가활성화를 위해 여가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여가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된 여가교육 기본계획안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국민의 여가 선용이 향상될 것이며
행복지수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아가 복지국가의 대열에 합류하
는 돌파구이자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여가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중심으
로 이루어져야 하며, 여가학문에서는 정책에 대한 더욱 많은 연구를 진행하는 계기가 되
기를 희망한다.

Ⅱ. 본론
본 연구에서는 국민여가활성화를 위해 여가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료수집
및 분석은 국내외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3인의 여가전문가들이 3
개월간 전문가 회의와 자문회의, 문헌조사와 포럼 등을 통하여 개발된 정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개발된 정책 제안들에 대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
여 제안에 대하여 피드백을 받고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서 여가교육에 대한 최종적 정
책 제안을 완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여가평생교육단위 개발
1) 현황 및 이슈
전언하였듯이 한국여가문화학회와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등에서 여가 및 여가교
육관련 학술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학회 및 학술대회에서는
여가학 및 유사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학자들만 참여하여 지식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여
가관련 직장이나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그러한 학회 및 학술대회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학계의 연구결과들이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여가
관련 현장에 종사하는 직장인 및 현장인력에 대한 정기 및 비정기적 여가교육 프로그램
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인을 위한 여가교육의 기회마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라.
즉 국내 여가학계와 산업 현장 간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학계는 학계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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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은 현장만의 세계에서 서로만을 바라보고 있다.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여가관련 학계의 학문적 지식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언하자면 학계에서는 여가관련 활발한 연구를 통하여
여가산업 현장과 직장인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고, 여가산업 현장과 관련 직장인들
은 이러한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다시 학계에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여가관련 현장과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여가관련 유지보
수 교육의 기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올바른 여가인식 및 태도가 배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여가관련 학회는 NRPA(National Recreation & Park
Association)에서 매년 개최하는 NRPA Congress에는 학계에 몸담고 있는 학자들뿐만 아
니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상호간의 교류 및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Leisure Research Symposium뿐만 아니라 산업 박람회가 동시에 개최되어 박람회
에는 400여 개의 여가 관련 산업체가 참석하고 있으며, 학술세미나에는 공원 및 레크리
에이션, 여가 전문가뿐만 아니라 산업 종사자 등 약 7,000여 명이 참여하여 학계와 산업
현장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정책 제안
여가학계와 여가산업 현장의 활발한 교류를 위하여 “여가평생교육단위(CLEU)와 연
계한 민관협력 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가평생교육단위(CLEU: Continuing Leisure
Education Units)란 여가관련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여가교육 참여를 권고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가평생교육단위 사업은 여가관련 산학 간 지속적인 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상호간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여가관련 현장에 종사하는
직장인 및 현장인력에 대한 제대로 된 여가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여가인식 및 태도를
배양한다는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첫째, 여가관련 산학 간 협력 학술대회 및 포럼을 개최하는
것이다. 둘째, 여가관련 직장인들이 관광, 공원, 문화예술, 체육 관련 학술대회 또는 포
럼 등에 매년 일정 횟수를 참여하여 여가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학
술대회 및 포럼 등에 참여하였을 경우 일정 시간에 해당하는 포인트(Units)를 제공하며,
각 직장에서는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이 시행되면
그동안 발생하였던 여가관련 학계와 현장간의 괴리를 제거하여 서로 협력하여 모든 국
민이 올바른 여가인식을 배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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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예술체육 전공연계봉사(Service-Learning)를 통한 여가교육기부
1) 현황 및 이슈
문화, 예술, 체육 등의 관심사가 늘어나고 여가교육에 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관련 진로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2013년부터 시범운영, 2016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산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고 교
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교육부, 2015). 자유학기 교육콘텐트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예술·체육 중점 모형, 진로탐색 중점 모형의 자유학기제 운영 모형을 가장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도원, 2013). 그러나 실제적으로 학교 안에서 문화, 예술, 체육
을 포함하는 여가관련 교육, 이와 관련된 진로교육을 진행할 전문가가 매우 미흡한 상황
이다. 이에 교육계 및 정부는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자유학기 관련 교육기부 프로그램
및 진로교육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는 교육기부나 진로교육
은 공교육의 부족한 면을 보완함은 물론,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창의·융합인재
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15). 또한 현장 중심의
문화, 예술, 체육 관련 교육은 학생들에게 전문적이고 우수한 여가교육을 제공함은 물론,
그들에게 문화, 예술, 체육의 관심을 높여줌으로써, 잠재적 소비자 및 미래의 예술·체육
인으로 이끌 수 있는 의미 있는 투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이나 기업은 진로교육이나 교육기부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
고 있으며, 동참하려는 취지는 있으나 예산 부족, 인력 부족이라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김매이, 2015). 특히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기관, 기업, 단
체들은 대기업이나 대형 공공기관과 다르게 소규모의 인력과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학생들의 교육기부나 진로교육의 필요와 요구에 응답하기가 매
우 어렵다.

2) 정책 제안
현재의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육현실에서는 문화, 예술, 체육의 전문적인 여
가교육 및 관련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밖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기업 및 단체의
도움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기업·단체의 적극적인 교육기부나 진로교
육이 필요하나 이들에게 아무런 보조 없는 희생이나 기부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대부분
의 기관·기업 및 단체는 교육기부나 진로교육에 관한 이해 부족으로 막연한 부담을 가
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교육기부나 진로교육 제공 의지가 있더라도 문화, 예술, 체육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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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대부분의 기관·기업 및 단체의 경우, 사회공헌 관련 부서나 전문 인력이 따로 없
어, 예산이나 인력부족으로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김매이,
2015). 그리고 현재의 교육부 중심의 기관 및 기업의 교육기부 및 진로교육 정책들은 수
혜자 및 학생의 입장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문화, 예술, 체육 기관 및 기업, 단체의
상황을 고려하기 힘들다.
이에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교육기부 및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3가지를 제
안한다. 첫째, 교육프로그램 운영경험이 없어 프로그램 콘텐트 개발 및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기업 및 기관, 단체를 위한 컨설팅단이나 멘토단 운영을 제안한다. 현재 교육부를
중심으로 교육기부 컨설팅단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더 나아가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 및 기업의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이들이 멘토가 되어
다른 기관 및 기업을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네트워크를 위한 정부의 예산 멘
토기업에의 정부의 포상 등은 의미 있는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교육기부 프로그램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관련 산업군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나 개개의 소규모 기업이나 단
체에게 교육예산을 확충하라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에 문화, 예술, 체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보조 및 참여 기업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부분의 문화, 예술, 체육 기관·기업 및 단체는 최소의 인원
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새롭고 낯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학생 전공연계봉사(service-learning) 및 인턴제도를
운영하여 인력 협조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경우, 교육 내용에 대
한 이해도가 높아 용이하게 교육에 투여될 수 있음은 물론, 직업적으로 관심 있는 기관
및 기업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있어 대학생들에게도 큰 도움
이 될 수 있다.

3. 교사들을 위한 여가관련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1) 현황 및 이슈
여가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면서 2009 개정교육과정부터 여가교육은 초·중등학교
체육교과와 사회교과의 내용으로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스포츠클
럽, 방과 후 학교 등 공교육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다. 체육교과에서는 5개 가치영역
(건강영역, 도전영역, 경쟁영역, 표현영역, 여가영역) 중 한 영역으로 전통여가, 지구촌여
가 등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다루고 있으며, 사회교과에서도 여가의 개념, 문화의 이해
등의 여가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스포츠클럽 또한 정규교과로 포함되면서 모든
학생이 스포츠 참여를 통한 여가참여, 여가교육을 실천하고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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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및 봉사활동도 의미 있는 여가체험교육의 일부이다. 2016년부터 의무화되는 자유
학기제를 통해 창의적 체험활동이 더욱 강조되며, 공교육에서의 여가교육의 위치는 더욱
중요해졌다.
하지만 교육과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사들은 여가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기술이 부족할 뿐 아니라, 여가교육을 진행할 학교 안 시설 및 장비도 매우 부
족한 상황이다(김매이, 2014). 대부분의 현직 교사들의 경우, 여가에 대한 교육이 예비교
사시절 교육과정으로 다루어지지 않았고, 교사가 된 이후에도 특별한 보수교육이 이루어
지지 않아, 여가에 대한 필요성 혹은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기대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이러한 여가교육의 현실적 어려움과 함께, 최근 안전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15년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5개 가치영역에서 여가가 제외되며, 여가교육은 건강영역과 안전영역
의 일부로 편입되게 되었다. 이러한 체육교과 내의 여가교육의 축소는 여가교육의 불필
요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며, 이를 통해 여가를 한 교과의 일부가 아닌 통합교과적
여가의 개념을 교육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정책 제안
계속적으로 언급하였듯이 학교에서의 여가교육은 현 상황에서 필수적이다. 여가교육
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가의 전반적인 개념 및 활동 교육, 여가자원 정보
지식 공유 등을 할 수 있는 여가전문가(지도사)를 학교마다 배치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가 관련 기관 및 기업 등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
으로 당장 이러한 제도 및 사회적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학교 교육의 주체
인 교사들이 대부분의 여가교육을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교
사들은 여가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다양한 여가관련 지식, 기술, 자원에 대한 교
육을 진행하기에는 관련 정보 및 지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여가교육 관련 교사연수
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체육교과 내에서 여가영역이 축소되면서 교과 중심의 교사연수
등에서 여가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이에 자유학기제도 및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교사연수 프로그램에 여가교육 관련 콘텐츠를 포함하거나 독립적인 온라
인·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교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교사들을 위한 여가교육의 콘텐츠로는 여가교육의 공통요소인 여가이해, 여가기술 습
득, 여가자원접근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한만석, 김매이, 2013), 이와 함께 교사들
의 인식 변화를 위한 여가교육의 필요성, 지역사회와의 연계, 자유학기 및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여가교육의 활용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교사들의 여가교육 콘텐츠의 용
이한 이해와 활용을 위해서는 사례 중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완성도 높은
교사용 여가교육 콘텐츠 개발을 교육계에 의존하기 보다는 실제적인 우리나라의 여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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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주도 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 예술, 체육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

4. 여가안전 매뉴얼 개발
1) 현황 및 이슈
주5일 근무제 정착 및 여가문화 확산으로 여가활동 참여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
나 여가시설 및 기구의 안전이나 사용자의 안전교육 미비 등으로 여가활동에서의 안전
사고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레저스포츠 상황에서는 활동의 특성상 사고가 빈번
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안전요원의 부재, 기계조작 미숙, 안전교육부재, 보호
장비 미착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상이나 사망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강종진,
김대희, 2017).
이와 같이 인간의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85%는 안전교육, 안전관리 및
봉사에 의해 방지할 수 있으며, 15%에 해당되는 불안전한 환경에 의한 사고 역시 안전
교육, 과학, 기술 및 안전재해법 집행에 의해서 통제 또는 최소화시킬 수 있다(한국아동
안전관리교육협회, 2003).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문
제이다.
그러나 안전하고 즐겁게 여가활동을 즐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설
및 교육은 부족하다. 2010년 스포츠안전재단이 설립되고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는 있
지만, 운동 상해 예방이나 건강․체력관리 시스템 구축, 은퇴 선수들의 복지증진 활동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이다. 이외에도 대한적십자사 등에서도 부분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생활 속에서의 안전교육수준에 그칠 뿐 여가활동 특히 스포츠형 여
가활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사례, 교육, 처치 매뉴얼 등의 개발 및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가장 빈번한 참여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스포츠형 여가활동을 중심
으로 여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안전사
고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를 정기적으로 홍보
하고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 정책 제안
여가활동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최근 여가참여
인구의 증가 및 안전사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은 미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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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이에 다양한 여가활동 중에서도 특히 안전사고가 빈번한 스포츠형 여가활동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
은 정책적 제안을 한다.
첫째, 여가 이용자 생애주기에 맞는 안전교육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개발
된 안전교육은 활동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연령 및 기술 숙련 정
도 등 세분화된 안전교육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제작된 매뉴얼을 적극
적으로 홍보,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홍보 및 교육 방법으로는 이러닝, 책자, DVD, 관람
형 스포츠여가 또는 여가활동 현장에서 진행하는 미디어 홍보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셋째,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재단의 설립이 요구된
다. 기존에 설립된 기관 등을 통합하거나 그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좀 더 다
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거나 또는
그 결과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여가활동 참여자뿐만 아니라 여가지도자,
여가관리자, 여가사업자 등의 교육 및 재교육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협조 및 관련 법제도 마련, 정책 진행 등이 요구된다.

Ⅳ. 맺음말
본 연구는 국민여가활성화를 위해 여가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자료수집 및 분석은 국내외 문헌연구
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여가평생교육단위 개발, 둘째, 문화예술체육 전공 연계 봉사를 통한 여가교육 기부, 셋
째, 교사들을 위한 여가관련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넷째, 여가안전 매뉴얼 개발 등
이 제안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여가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의 국민여가활성화
를 위한 정책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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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sure Education Policy Suggestion for
Leisure Activation
Hwang sunhwan*·Kim May**·Park soojung***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suggest policies for leisure education in
order to activate leisure activities. The study focused leisure education section
which is an important area to establish the basic plan for leisure activation after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leisure activation basic law in May 2015. Doing
this, we tried to know the role of leisure in order to improve people’s
happiness. To achieve the goal, we collected the data from previous research
and investigated the present state of leisure education, and analyzed education
contents. Thus leisure education policies which are appropriate for Korean
society were suggested: First, development of the continuing leisure education
units, second, leisure education donation through linking culture, arts, and sports
major, third, development of leisure-related education program contents for
teachers, finally, development of the leisure safety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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