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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여가교육 프로그램이 여가태도와
여가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6)

전 영 숙*
한국치료레크리에이션협회

본 연구는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여가태도와 여가유능감 차원에서 노인 여가교육 프로그
램의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문제로는 첫째, 여가교육 프로그램이 노인의 여가태도에 영향을 주
는가, 둘째, 여가교육 프로그램이 노인의 여가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로 설정하였다. 연구문
제들의 해답을 얻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소재한 두 곳의 노인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60세 이
상의 노인들 가운데 복지관에 등록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2회 실시하였
으며 실험집단이 17명, 대조집단이 16명으로 총 33명이었다. A 복지관의 경우 실험집단이 12명, 대조집
단이 10명으로 총 22명이었으며, B 복지관은 실험집단이 5명, 대조집단이 6명으로 총 11명이었다. 연구
도구로는 여가태도척도와 여가진단척도 중 지각된 여가유능감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여가교
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대조집단에 비해 여가태도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높아졌으며, 실험집
단은 대조집단에 비해 여가유능감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높아졌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본 여가교육 프
로그램이 여가태도와 여가유능감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여가욕구와 여가에 대
한 인식, 자신에 대한 인식, 여가목표, 여가대안과 자원, 자기결정으로 구성된 여가교육 프로그램은 노년
을 맞아 여가생활을 시작하려는 노인들에게 여가태도, 여가유능감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임
을 입증하였다.

주제어: 여가교육, 여가태도, 지각된 여가유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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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문제제기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은퇴 후의 여가시간이 늘어나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가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해 보는 것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여가는 대부분
의 광의적인 의미로 자유시간의 활동으로 정의되어지며 임의적인 것으로 자발적이고 해도
되고 안해도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도 있는 활
동이다(김태현, 1995; 장인협․최성재, 1996). 이런 의미에서 노년기는 대부분의 직업적인 활
동이 중단되고, 의무적인 일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기로 노인의 활동은 대부분 여가라고
볼 수 있다. 노년기는 여가의 시기로서 노인의 하루 24시간 전부가 여가시간이라고 해도 과
언은 아니다. 은퇴 후의 많은 시간, 자신의 건강을 위한 꾸준한 활동, 그러한 활동을 위한
마음가짐 등은 노년의 삶과 여가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가의 문
제를 잘 해결하느냐 못하느냐는 노년기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주요
한 결정요인이 된다(장인협․최성재, 1996).
이렇듯 노년기에 있어 여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노인들은 여가에 대한 활동이
제한되어 있다. 노년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와 요구, 여가 관련 문제를 종합해볼 때, 여
가교육은 노인 문제와 요구의 해결, 노후 여가준비를 위한 개입방법이 될 수 있다. 여가교육
은 노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첫째는 여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긍정적인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의 노
인세대는 젊었을 때 여가에 대한 사회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노후 여가활동이 무엇
인지, 어떠한 여가활동을 할 것인지, 여가활동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
지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성공적인 노화를 도모하기 위해 여가교육이 필요하며 노년
기 여가교육을 통해 노인들은 여가에 대한 긍정적 자세를 가지게 되므로 여가교육이 중요하
다(김익기 외, 1999). 둘째, 노인들이 여가에 대한 지각된 유능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가교
육이 필요하다. 젊었을 때의 생활습관과 경험은 노년기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
서 젊었을 때 여가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그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은 노인들은 노년기에
도 여가를 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여가활동을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여가유능감을 느끼
지만 그렇지 않은 노인들은 여가활용 능력의 부족으로 노년기에 심리적 스트레스와 무료함
을 겪게 된다(노용구, 1999). 셋째, 행복한 노년을 위해 여가정보와 다양한 여가활동기술이
필요하다. 다양한 여가활동을 체험하지 않으면 노년에 이르러서도 제한되고 한정된 여가활동
을 하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여가활동 기술을 배우고 참여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넷째, 사
회적인 의미에서 여가교육이 필요하다. 여가교육의 내실화는 노인들이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노인의 만성질환, 치매, 고독감 등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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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기여한다(김익기 외, 1999; Jassen, 2004). 다섯째, 여가교육
은 긍정적으로 여가활동과 여가의 이점을 이해하고 여가활동 기술을 습득하여 활발한 여가
활동을 하게 함으로 노년기의 과업인 노인의 자아통합을 이루어 줄 수 있게 한다. 즉 성공
적인 노화,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한다(나항진, 2004; 채준안․홍성아․전영
숙․이아라, 2006). 은퇴, 배우자의 죽음, 건강, 심리적, 경제적 변화, 여가 등의 변화를 긍정
적으로 받아들이며 사회적 지위의 상실이 있더라도 이를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생각하
기 때문에 개인의 변화들에 대하여 잘 적응하며 성공하는 것이 용이하다(Leitner and Leitner,
2004).
지금까지의 여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미흡하나마 여
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노용구,
1999; 김동건․손정아, 2003; 남희은, 2005), 외국문헌에서는 삶의 질을 비롯한 심리사회적
안녕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이 있다(Backman and Mannell, 1986; Dunn and Wilhite,
1997; Searle and Mahon, 1991; Lynn, 2004; Jassen, 2004). 그러나 여가와 관련해서는 주로
여가활동과 관련변인들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들에 치우쳐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가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려는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가교육이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가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노인들이 건강하게 활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도
또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가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노인의 여가
태도와 여가유능감 차원에서 검증하고자 하며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여가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적용해보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여가태도와 여가유능감에 미치는 노
인 여가교육 프로그램의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
하였다.
연구문제 1. 여가교육 프로그램이 노인의 여가태도(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에 영향을 미
치는가?
연구문제 2. 여가교육 프로그램이 노인의 여가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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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1) 여가태도와 여가유능감의 개념
라헵과 비어드(Ragheb and Beard, 1982)는 여가태도를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로 나
누었다. 인지적 요소는 여가에 대한 일반적 지식, 신념, 특성이며, 정서적 요소는 감성적인
느낌, 선호도, 마지막으로 행동적 요소는 여가활동과 과거, 현재의 경험, 그리고 의도된 행동
을 의미한다. 여가태도는 여가에 대한 지식과 생각, 개인적 느낌, 개인이 인지하는 여가생활
양식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정의에 의하면 여가태도는 여가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
동적 요소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학자들은 여가태도가 여가활
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바람직한 여가활동을 유도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김경태, 1996; 박수정, 2004; 박영숙․최장호, 2005; Iso-Ahola, 1980). 이소아홀라는(IsoAhola, 1980) 여가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가활동에 있어 여가태도는 개인의 여가활동
참가 동기, 과거의 경험, 신념 등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여가태도에 대한
개입은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박영숙․최장호(2005)는 여가태도를 분석하는 것은 각 개인
에게 여가활동의 선별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인간의 대내적인 경험을 증진시키고 바람직한
여가생활을 유도한다고 하였다. 한편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여가활동, 여가태도 및 여가만
족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여가태도가 여가활동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
고하였다. 김경태(1996)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가활동유형에 여가태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박수정(2004)은 여가태도와 여가인지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유의미
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학자들은 여가유능감을 여가와 관련된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요소를 포함한 포
괄적인 능력으로 설명하고 있다(Deci and Ryan, 1985; Witt and Ellis, 1989). 데시와 리안
(Deci and Ryan, 1985)은 여가유능감의 요인을 신체적 여가유능감, 사회적 여가유능감, 정서
적 여가유능감, 인지적 여가유능감의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신체적 여가유능감은
활동 자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얻게 되는 유능감이며, 사회적 유능감은 여가활동을 하는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자기표현과 사회적 교류로부터 얻게 되는 유능감이
다. 정서적 여가유능감은 재미, 즐거움 등의 정서적인 체험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며, 인지
적 여가유능감은 인지적 학습에 도움을 받게 되어 얻게 된다. 위트와 엘리스(Witt and Ellis,
1989)는 여가유능감을 여가, 레크리에이션을 하는데 있어 개인적 능력의 인지 정도로 정의하
고 있으며 여가유능감을 인지적 유능감, 사회적 유능감, 신체적 유능감, 전반적인 유능감으
로 구성하고 있다(김영호, 1995). 인지적 유능감은 여가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유능감
이며, 사회적 유능감은 타인과 잘 어울리고 어울린다고 느끼는 유능감, 신체적 유능감은 신
체적인 여가활동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유능감, 전반적인 유능감은 여가활동에 대하여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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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즐길 수 있다고 느끼는 유능감이다. 여가의 본질을 자유와 여가기능이라고 보는 위트
와 엘리스(Witt and Ellis, 1989)는 귀인이론을 적용하여 여가유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선택과 참여에 내재적으로 동기 유발되며, 자유를 느끼는 수준이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2) 여가교육의 이론적 배경
여가교육(leisure education)은 여가에 대한 적절한 인식, 자원, 정보, 기술이 부족한 사람
에게 개별 및 집단프로그램을 통하여 여가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일련의 치
료기법이다. 여가교육의 목표는 여가기술과 지식을 적용하도록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이고
여가의 가치와 진가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가에 대한 통찰력은 여가교육을 통해
제공되어진다. 여가교육과정은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구조화된 여가에 기초한 활동들로 구성
되어지며,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여가와 관련된 생활양식과 일상의 모든 생활에 포함되어 있
는 여가에 대하여 학습하게 된다. 이현주(2003)의 연구에 의하면 중․장년기 여가경험이 노
후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학력, 경제력, 건강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중․장년기부터 여가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 삶에 더욱 만족하고 노인인식 연령도 더 젊게 사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지식 증진에 초점을 둔 여가교육은 노화와 관련된 다양한 제약들을 개선하는데 효과
가 있다. 여가교육 프로그램은 지속될 수 있고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지루함을 감소하는 노
인의 통제감과 유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Searle and Mahon, 1991). 여가에 있어 유능감
과 통제감은 여가양식을 변화시키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여가교육은 자신의 삶 속에
서 여가경험을 통하여 필요한 것을 채워나가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Bullock and Mahon, 1997; Mundy and Odum, 1979). 여가교육은 노인들이 통제감을 높일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하며 노인들이 자신의 여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에
대한 기술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즉 여가교육은 단순히 여가에 대한 일반적인 지
식을 교육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가와 관련된 자기주장, 의사결정 등의 전반적인 접근을 포
함할 때 더 효과적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노인들이 자신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울 때, 개인의 복지가 증가하게 된다.
치료적 접근(treatment modality)으로의 여가교육은 노인들이 여가양식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
라 여가와 관련된 선택과 결정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진다. 여가교육을 통해 노인들은
선택의 자유, 독립, 여가에 대한 내적동기가 증가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향상된다(Dattilo
and Murphy, 1991; Mundy, 1998; Peterson and Stumbo, 2000).
여가능력모델은 1977년에 처음으로 입증되었으며 이후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쳤다. 피터슨과
스톰보(Peterson and Stumbo, 2000)는 치료레크리에이션 여가능력모델을 제시하여 치료레크리
에이션 서비스 기법을 총괄할 수 있는 여가능력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여가교육은 일생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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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게 될 여가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게 하며, 여가활동과 다양한 자료에 대한 인식을
개발한다. 여가교육에 참여한 클라이언트는 여가교육을 통해 여가경험을 개선할 수 있고 여가
의 기회를 창출하게 된다. 또한 자신에게 적합한 여가생활양식을 개발하여 유능감을 맛보게
된다. 즉 여가교육은 각 개인이 여가를 올바로 인지하고 독립적으로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교육인 것이다. 여가교육의 구성요소를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3) 여가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여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므로 멕도엘(1984)의
여가상담모델을 중심으로 피터슨과 스톰보(2000)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육내용을 추가하여 ①
여가욕구와 여가 태도, ② 여가에서 자기인식, ③ 여가목표, ④ 여가대안과 자원 활용, ⑤ 자
기결정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였다. 여가교육 프로그램 목적은 여가시간이 많은 노인들
에게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여가에 대한 이해와 자기이해를 통해 여가목표를 설정하고 여
가대안과 자원을 탐색하게 하여 주체적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다. 선행연구의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노인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여가목표를 세우며, 여가대안과 자원에 대한 정보를 알고 노인들에게 적합
한 여가생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여가교육 프로그램의 하위 목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이 여가에 대한 인지, 자기인식을 통해 여가의 의미와 이점을
알게 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다. 둘째, 여가욕구를 파악하고 여가에 대한 목표를 설정
한다. 셋째, 여가대안과 자원 활용을 통해 여가활동을 스스로 결정한다.
프로그램은 총 8회기 90분으로 구성하였으며 8회기 여가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여가교육 프로그램 구성
회기

여가
교육영역

세부
프로그램명

1

여가에 대한
이해

반갑습니다

① 여가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파악
② 여가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
③ 집단내의 상호작용을 촉진

관계 형성 활동,
자기소개
강의

나는 누구

① 개인의 성격유형을 파악
② 개인의 성격과 관련된 생활사건의 의미를
이해
③ 집단내의 상호작용을 촉진

성격검사
관계 형성 활동

나의
여가스타일

① 개인의 여가스타일을 파악
② 현재의 여가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어렸을
적 경험을 탐색
③ 집단내의 상호작용을 촉진

여가유형 소개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추억과
관련된 활동

2
자기이해
3

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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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가 대안과
자원

5

여가대안과
자원 1탄
여가대안과
자원 2탄

①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를 파악
②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여가기술을 배우기
③ 여가기술을 활용하도록 촉진

가정에서의 여가
지역사회에서의
여가
신체적인 여가
정신적인 여가

6

여가 욕구와
여가목표

여가욕구와
여가목표

① 여가의 목표를 설정
②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를 파악
③ 여가목표를 표현

도입활동(노래),
여가욕구
목표설정
공예활동

7

여가 대안과
자원

여가박람회

① 개인의 여가활동을 파악
② 집단내의 다양한 여가자원과 기술을 탐색
③ 여가활동 동기를 촉진

여가발표
시범보여주기

8

여가에 대한
의사결정

의사결정

① 프로그램의 의미를 확인
② 여가생활에 대한 의사결정
③ 여가활동 동기를 촉진

수료증 받기
건강하게 사는 법

3.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여가교육 프로그램이 여가태도와 여가유능감에 대한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여가교육 프
로그램을 독립변수로 하고 여가태도와 여가유능감을 종속변수로 하였다. 효과성 평가를 위해
사전 사후 검사의 차이를 보았고 대조집단과 비교하여 실험집단의 변화가 유의미한 지를 분
석하였다. 효과성 평가 설계는 유사실험연구로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실험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이다.

2) 연구대상 및 수행절차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에 소재한 두 곳의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60세 이상
의 노인들 가운데 복지관에 등록한지 1년이 되지 않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프로
그램에 참여한 노인들 중 프로그램에 6회 이상 참여한 노인을 실험집단으로, 참여하지 않은
노인들을 대조집단으로 선정하였고 최종 대상자는 A 복지관의 경우 실험집단이 12명, 대조
집단이 10명으로 총 22명이었으며, B 복지관은 실험집단이 5명, 대조집단이 6명으로 총 11
명이었다.
2006년 5월부터 계획한 여가교육 프로그램을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소재한 노인복지관에 접촉하여 연구의 목적과 의의, 프로그램의 성격과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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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등을 노인상담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설명하였다. A, B 복지관을 직접 방문하여 프로그
램 실시에 대한 중간관리자의 승인을 얻고 복지관 프로그램 담당자와 연구대상자의 모집 및
진행내용에 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8회기로 진행되었고 A 노인종합복
지관에서는 2006년 6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B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06년 9월 5일부
터 10월 31일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최종 대상자는 실험집단이 17명, 대조집단이 16명
으로 총 33명이었다. A 복지관의 경우 실험집단이 12명, 대조집단이 10명으로 총 22명이었
으며, B 복지관은 실험집단이 5명, 대조집단이 6명으로 총 11명이었다.

3. 측정도구 및 자료 분석
여가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두 가지 평가 척도를 사용하였다. 여가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가태도를 측정하였고 여가유능감에 미치는 효과
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가유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여가태도의 측정은 라헵과 비어드
(Ragheb and Beard, 1982)가 개발한 여가태도척도(Leisure Attitude Scale)를 김경태(1996)가
한국 실정에 적합하게 번안하고 노용구(1999)가 노인에 맞게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인
지된 여가유능감(The Percieved Lsisure Competence Scale)의 측정은 위트와 엘리스(Witt and
Ellis, 1989)가 개발한 여가진단척도를 김영호(1995)가 한국형으로 검증한 여가진단척도 중
하위척도로서 여가유능감 척도를 연구자가 노인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PC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실험 전 두
집단간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χ2검증과 Mann-Whitney U test로 하였다. 실험집
단의 프로그램 전․후 종속변수에 대한 효과는 Wilcoxon signed ranks test로 하였고, 여가교
육 프로그램이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여가태도와 지각된 여가유능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가설 검증은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1) 프로그램 전 두집단의 동질성 검증
검증에 앞서 프로그램 참여 전의 두 복지관의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여가에 대한 인지
적 태도 정서적 태도, 행동적 태도, 및 여가유능감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맨 위트니 검증으
로 검증하였다.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실험 전 동질성은 변수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아 두 집단은 동일한 집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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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결과
(1) 여가태도
여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대조집단에 비해 여가태도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높아졌다. <표 2> <표 3>를 보면 A, B 복지관의 실험집단의 전체 여가태도는 유의하게 향
상되었으며, 하위영역(인지적 태도, 정서적 태도, 행동적 태도)에서는 A 복지관은 정서적 태
도, 행동적 태도가 향상되었고, B 복지관은 행동적 태도만이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A, B
복지관의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여가태도에 대한 사전 사후 점수차이 검증에서도 여가태도
에 대한 검증결과는 일치하고 있다. A, B 복지관의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전후 점수 차이
에 대하여 맨 위트니 검증을 하였다. 전체점수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하위영역에서는 행동적 태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 A복지관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여가태도 사전사후 차이 검증
척도

실험집단(N=12)

대조집단(N=10)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U

p

.10(2.42)

59.0

.947

인지적 여가태도

-.16(2.48)

정서적 여가태도

1.83(2.03)

.70(1.15)

41.0

.199

행동적 여가태도

4.16(3.04)

-.70(1.88)

6.0

.000

전체 여가태도

5.83(5.42)

.00(4.05)

23.0

.014

U

p

* p<.05

<표 3> B 복지관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여가태도 사전 사후 차이 검증
척도

실험집단(N=5)

대조집단(N=6)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인지적 여가태도

1.20(2.16)

-1.5(2.73)

8.0

.196

정서적 여가태도

1·.60(1.14)

1.66(2.87)

13.5

.781

행동적 여가태도

3.80(1.78)

.33(2.16)

3.0

.027

전체 여가태도

6.60(4.21)

.16(5.74)

4.5

.050

* p≤.05

(2) 여가유능감
여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대조집단에 비해 여가유능감의 변화가 긍정적으
로 높아졌다. 윌콕슨 검증 결과 <표 4> <표 5>와 같이 A, B 복지관의 실험집단의 여가유능
감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여가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대조집단
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점수 차이를 구하였고 전후 점수 차이에 대한 맨 위트니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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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두 복지관 모두 여가유능감 점수가 대조집단에 비교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표 4> A 복지관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여가유능감 사전 사후 차이 검증
척도
여가유능감

실험집단(N=12)

대조집단(N=10)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10.0(10.12)

1.50(8.65)

U

p

30.5

.050

* p≤.05

<표 5> B 복지관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여가유능감 사전 사후 차이 검증
척도

실험집단(N=5)

대조집단(N=6)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9.80(5.89)

-6.33(9.35)

여가유능감

U

p

2.0

.017

* p<.05

5. 결론 및 함의
본 여가교육 프로그램은 노인관련 실천현장에서 노년을 맞아 여가생활을 시작하려는 노
인들에게 여가태도, 여가유능감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임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본 연구가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여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노인들을 대상으
로 실시한 여가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 여가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 본 선행연구 결과(노
용구, 1999; 남희은 2005)들과 비교해 볼 때 일치하거나 유사한 경향이 있었다. 또한 여가태
도가 여가활동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선행연구(김경태, 1996; 박영숙․최장
호, 2005)들처럼 여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본 연구의 여가교육프로그램은 노인들의 여가활
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여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은 여가유능감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노인들이 프
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여가에 대한 인식과 자신을 인식하고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정
보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의 여가유능감이 증
가한 결과는 국외의 학자들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Searle and Mahon, 1991; Searle,
Mahon, Iso-Ahola, Adam Sdrolias, and Van Dyck, 1995). 국내에서는 여가유능감 효과에 대
한 연구가 부재하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여가교육프로그램이 여가유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여가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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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여가교육 프로그램은 여가상담모델과 여가능력모델(Peterson and Stumbo, 2000)에 근
거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을 노인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여가목표를 세우며, 여가대안과 자원
에 대한 정보를 알고 노인들에게 적합한 여가생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구성하였
다. 프로그램을 멕도웰의 과정에 맞추어 구조화하였으므로 여가교육 프로그램의 구조화에 기
여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과 오리엔테이션 활동에서 게임 및 간단한 노래와 노인에게 적합한 일상
적인 건강관련활동 등의 개입을 하였는데 노인대상의 여가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이와 같은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여가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노년기를 노인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가교육은 노인들로 하여금 노년기의 여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성공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수단이 되겠다. 노후설계와 퇴직 준비를 위해서 은
퇴 전 교육으로 기업 등에서 실시한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중․고령층의 퇴직예
정자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결과적으로 기업에서는 퇴
직 후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감소시켜 기업 내의 안정된 복지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노인복지 및 노인교육기관에서는 노인들의 여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
고 있지만 이러한 여가 프로그램들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여가에 대한 기본적 교육 및 인식
에 대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가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내
의 다양한 여가자원과 프로그램을 연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프로그
램을 통해 노인들에게 여가활동의 의미와 여가활용을 계획하게 하므로 지역사회와 관내시설
의 여가활동 자원과 정보를 전달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리라 생각된다.
다섯째, 여가시설의 확충과 지원에 대한 노인여가정책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실시되
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무료이거나 실비를 받고 있으므로 새롭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시행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는 여가의 차별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인간이 건강이 있는 한은 활동을 하게 되어 있다.
노인도 건강이 있는 한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어떤 여가활동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조건과 환경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가활동 시설과 노
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등이 개발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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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Effect of a Leisure Education Program on
a Leisure Attitude and Perceived Leisure Competence

Jeon, Young Sook
D.S.W., Director in Korean Association of Therapeutic Recre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effect of a leisure education program on a leisure attitude and perceived leisure competence among community residing elderly persons. In order to attain such purpose of
study, the following two research issues were set up in this study. First, does leisure education program affect the change of leisure attitude by the aged persons? Second, on what effect leasure education program
has for the perceived leisure competence among elderly persons? Leisure education program for the aged
person consisted of leisure desire, awareness to leisure desire, awareness to self, leisure goal, leisure alternatives and resource, and self-determination. The program in this research was executed in 2 times for
subject of the aged persons who were not over 1 year since registration to settlement house among old people with the age over 60 who make use of A, B settlement houses for the old people located in Seoul. The
subjects were totally 33 persons by 17 persons in experimental group and 16 persons in control group.
Summary of research result induced by the analysis is as follows: 1) The attitude for leisure by the participant in leisure education were positively higher after being participated in leisure education program than
non-participants. 2) The Perceived leisure competence for leisure by the participant in leisure education
were positively higher after being participated in leisure education program than non-participants. The effect to improve attitude for leisure and perceived leisure competence was confirmed in this leisure education program through the above result. Hence, leisure education program being composed of leisure desire,
self awareness, leisure goal, leisure alternatives and resource, and self-determination could be presented as
the effective program to improve attitude for leisure, and perceived leisure competence for old people who
try to start leisure life in old age on the spot of practice setting afterwards.
Key words: leisure education, leisure attitude, perceived leisure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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