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연구 통권 28호(2015년 2호)

- 45 -

산층 고령자의 여가활동과 ‘통합  노화’의 계에 한 

탐색  연구1)

조동기

본 연구는 중산층 고령자의 여가활동과 노년기 사회통합 간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분석

한다. 노년기 사회통합은 고령자들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소속

되는 과정이며, 통합적 노화는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의 상황에서 고령자들이 경제적 

차원과 사회문화적 차원 모두에서 성공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이다. 생산적 노화는 경제

적 활동과 기능적 기여를 중요시하는 반면에 통합적 노화는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

회문화적 차원의 참여와 소속감을 중요시한다. 지위집단으로서의 중산층은 계급, 소득, 

자산, 교육의 측면에서 경험적으로 판별되며, 중산층 고령자는 이들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로 정의된다.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산층 고령

자는 일-여가를 동일/확장의 관계로 인식하고 일을 통한 경제적 보상보다는 일이나 여

가를 통한 내재적 가치의 실현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노년기를 

위한 경제적 대비는 강조되어 왔지만, 중산층 고령자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경제적 차원보다 사회문화적 차원의 통합이 더 중요한 과제이다. 사회문화적 차원의 통

합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요구된다. 공동체와 여가활동이 사회통합의 주요 수단이 

되는 노년기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자원봉사 활동이나 공적인 사회단체 참여를 중심으

로 하는 적극적 여가와 진지한 여가활동을 통한 사회통합이 중요하며, 이러한 여가활동

은 정치적 차원의 사회통합에도 기여한다. 중산층 고령자의 성공적인 노년기 사회통합

과 단계적 은퇴를 위해서는 고령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여가활동의 기회를 확충

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주제어: 통합적 노화, 중산층, 사회통합, 일-여가 관계, 진지한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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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우리 사회에서 노인문제는 주로 노인빈곤이나 실업과 같은 경제  

측면이 강조되어 왔고, 그에 따라 사회  책은 물론이고 개인  차원

에서도 은퇴자들이나 은퇴 비자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한 재정  비가 주목을 받아왔다.  그런데 경제  여건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성공 인 노후생활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통계청

이 60세 이상 노인들이 주로 경험하는 어려움에 해 조사한 결과에 따

르면 건강문제와 경제  어려움이 가장 주된 문제로 인식되는 가운데, 

소일거리가 없거나 외로움과 소외감, 실업과 고용의 불안정성 등도 상

당히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통계청, 2013).  특히 상 으로 경제  

부담을 게 받는 산층 고령자의 경우에는 비경제  요인의 요성

이 더 크리라고 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제 으로 어느 정도 안정

된 산층 고령자들의 여가활동과 그들의 성공 인 노화 간의 계에 

한 탐색 인 분석을 시도한다.

고령자들의 성공 인 노후생활을 한 ‘생산  노화’(productive 

ageing)는 자원 사, 사회참여, 여가활동 등 비경제  활동까지 포함하

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이 기, 2009; Butler, 2010; Butler and 

Gleason, 1985) 일차 으로 경제  활동과 기능  기여를 시하는 개

념이라 할 수 있다(박선권, 2013).  노동참여와 사활동은 “  

가와 상 없이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거나 그러한 능력을 개발하는 고

령자들의 활동”인 생산  노화의 핵심 요소로 알려져 왔다(Ravanera 

and Fernando, 2001).  그런데 사회문화  차원의 공동체 소속감도 성

공  노화를 한 요한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Caro, Bass and 

Chen, 1993).  일과 노동활동이 개인의 생애에서 요한 역이기는 

하지만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비경제  활동의 요성도 커지게 된

다.  따라서 성공 인 노후생활의 조건을 탐색하는 경우 비경제  활

동을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령자들의 극  여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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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회참여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에서 일과 여가는 개인의 삶에서 가장 요한 부분의 하나

이며 일-여가 계는 개인의 삶의 질에 요한 향을 미친다.  한 개

인의 생애를 놓고 볼 때 노년기로 어들면서 가치지향이 노동 심에

서 여가 심으로 이행하는 경향이 일반 으로 찰된다.  사회 반

인 추세로 보면 여가시간이 격히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반 의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 개인을 기 으로 보면 노년

기에 여가가 상 으로 더 요해지는 것은 분명하다.  노년기의 여

가활동에 한 많은 연구들은 여가활동이 노후의 삶의 질과 한 

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 다.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

의 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경제  수 이 높을수록 소일형에 

비해 취미문화형  사회단체형 여가활동 참여가 높고 여가활동 참여

가 많을수록 생활만족도도 증가한다(김보 ·안 선, 2008; 백종욱·김

성오·김미양, 2010; 갑·이재근, 2006).  사회계층 변수별 여가문화

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여가는 주로 사회 계

를 강화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휴식과 재충 의 목 이 강하고, 사회

경제  지 가 높을수록 계형, 활동형, 음주형 여가활동 참여가 높

다(남은 ·최유정, 2008).

노년기의 여가활동에는 한 다양한 차원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

로 확인되고 있다.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의 불평등을 분

석한 연구에 따르면 성별, 학력, 사회계층, 직업, 소득, 지역에 따른 여

가활동의 불평등이 존재한다(박재성, 2012; 신규수, 2012; 윤인진·김상

운, 2005).  노년기에서 여가활동은 개인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생활

만족도, 심리  안정감, 행복감 등과 같은 삶의 질에 많은 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아가 노인들의 여가생활은 여가시간의 소비

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존재가치를 확인하는 기제로 작용

하기도 한다(나항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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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에는 여가와 련하여 두 가지 상반된 경향이 나타날 수 있

다.  하나는 여가 시간에 한 기회비용이 감소함으로써 여가활동 시

간이 증가하는 경향이고, 다른 하나는 은퇴기에 어들면서 여가 소비

를 한 소득이 감소되면서 여가활동 시간이 감소되는 경향이다.  그

런데 산층 고령자에게 여가 비용은 상 으로 은 부담으로 작용

하기 때문에, 여가활동 시간의 반  증가를 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사회통합의 다양한 측면 에서도 경제  측면보

다는 여가활동과 공  사회단체 참여의 측면을 주목하면서, 산층 고

령자의 성공 인 노화의 조건으로서 ‘통합  노화’와 여가활동 간의 

계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일-여가의 계, 단계  은퇴

와 사회  통합, 산층 고령자의 별 등에 해 논의한 후 산층 고

령자의 여가활동 유형, 사회통합과 통합  노화의 특성 분석 등의 순

서로 검토한다.  

2. 노년기의 여가활동과 사회통합

1) 일과 여가의 계

통합  노화의 한 측면으로서 여가를 이해하기 해서는 일-여가 

계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반 으로 일과 여가 간에는 정 인 

계가 존재하여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과 비슷한 정도의 심리 , 사회

, 행동  숙련도를 요구하는 여가활동을 선택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

다(Snir and Harpaz, 2002).  그러나 일에서 부족한 부분을 여가활동을 

통해 보상하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과 여가 간의 부  계를 주장

하는 연구도 있다(Miller and Weis, 1982).  일과 여가의 계 특성을 

분석 으로 보면 몇 가지로 유형화시켜 볼 수 있다.  이에 한 연구는 

Wilensky(1960)를 토 로 Parker(1983)가 확장시킨 유형화가 일반 으

로 활용된다(Haworth and Veal, 200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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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특성
Wilensky(1960) Parker(1971) Parker(1983)

가설 개인수 사회수 키워드

동일 확산/융합 확장 융합
정 , 확장, 일치, 지속, 
수렴, 일반화, 통합, 

동형화, 확산(spillover)

조 보상/분 화 반 양극화
부정 , 상이함, 반 , 

보상, 경쟁, 조, 이형화

분리 립 견제 립성, 분리, 분 화

출처: Haworth and Veal(2004): 111 재구성

<표 1> 일-여가 간의 계 특성

일과 여가 간의 동일(identity) 계는 일과 여가가 유사한 구조, 행동, 

목 을 가지며 일과 여가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로 확산(spill-over) 

는 확장(extension)으로 볼 수도 있으며, 의사, 교사 등과 같이 주로 자율

성이 높은 업무나 정  노동윤리가 강조되는 직업군에서 흔히 나타난

다.  조 계는 일의 역과 여가의 역이 서로 반 되며 일과 여가

의 경계가 명확한 경우로, 보상(compensation) 는 립을 특징으로 하

며 부와 같이 자율성이 낮은 업무나 소외된 노동에서 흔히 나타난다.  

분리(separation) 계는 일과 여가 역 간에 상호 향이 없고 분리된 

경우로, 립 는 분 (segmentation)의 계를 특징으로 하며, 일과 여

가는 독립 이고 주로 일반  육체노동이나 사무노동에서 나타난다. 

노년기 일-여가 계는 은퇴와도 한 련을 가지고 있다.  일에 

한 은퇴자의 인식은 은퇴 에 가졌던 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여가에 한 인식은 은퇴가 강제 이었는지 아니면 자발 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adburg, 1981).  은퇴는 여러 측

면에서 개인들이 공식 인 은퇴 이 부터 여하고 있던 일과 취미나 

애호활동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2) 여가의 유형과 여가 불평등

여가(leisure)는 시간, 활동성, 경험의 차원을 포함하여 “내  만족과 

즐거움의 경험을 주는 활동 유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개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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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Lobo, 1998: 147).  여가는 다양한 측면에서 개념화될 수 있는데, 노동

과 생계활동을 하고 남는 시간(잔여시간), 자유 시간에 하고자 하는 활

동(활동의 자유), 목표달성을 한 수단(기능수행), 심리  는 정신  

상태(심리  자유) 등이 주요한 측면이다.  이러한 여가는 다양한 기

에 따라 유형화시켜 볼 수 있다.  먼  여가활동에 여하는 정도에 따

라 극  여가와 소극  여가로 나 어 볼 수 있는데, 극 (active) 

여가는 사회  여가(가족, 친구와의 교제), 인지  여가(취미, 학습, 

람  문화 행사 참여, 기타 지  활동), 신체  여가(스포츠, 운동)을 

포함하고, 소극 (passive) 여가는 주로 가정에서 휴식을 해 행하는 

여가로, 매체이용, 독서 등 기타 여가활동을 포함한다.

진지한 여가와 일상  여가로 구분하는 경우(Stebbins, 1992), 진지한

(serious) 여가는 애호활동, 취미활동, 자원 사 활동 등에 한 체계

인 추구로, 문화된 지식  경험의 습득과 표출에 을 둔다.  반면

에 일상 (casual) 여가는 상 으로 단기  활동으로 문화된 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 놀이, 휴식, 수동  오락, 감각  자극 등을 지칭한다.

국민생활시간에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노년기 국민들의 ‘교제  여

가 시간’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증가하지만 극  여가활동 시간은 

상 으로 은 것으로 나타난다.  주로 소극 , 비용, 건강 심의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여가활용에 한 응도 

조한 실정이다.  한편 계 과 여가 간의 계에서는 ‘자본가-신 산

층’  ‘노동자-구 산층’의 구도가 형성되어 자본가-신 산층은 극  

여가를 추구하는 반면에 노동자-구 산층은 소극  여가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인진·김상운, 2005).

여가의 계 별 불평등은 노동력 구조의 변화와 한 련이 있다.  

20세기 말부터 근무시간 증가, 비정규 노동의 일상화, 불완정 고용과 

실업의 증가, 직업 재구조화의 결과(Lobo, 1998), 노동력이 핵심 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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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주변직 등으로 재구조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 여가 

련 계층화는 3가지 층으로 나타나는데(Roberts, 1997), 여가 소비자는 

일에 집 하면서, 고소득, 높은 여가 소비 추구하는 계층이고, 여가 노

동자는 임 , 불안정, 비사회  노동시간을 경험하면서 스스로의 여

가 기회는 제한을 받는 계층이다.  주변  빈곤층은 여가 지출에 필요

한 자 이 부족하여 주로 비용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계층이다.  경제

 자산을 어느 정도 갖춘 산층 고령자는 주로 여가 소비자에 속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3) 사회통합과 단계  은퇴

노년기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은 고령자가 사회에 참여하거나 소

속되는 과정이다.  노년기 사회통합에 한 이탈이론(disengagement 

theory)은 고령자들이 능력 감퇴, 활동력 감소, 수동  역할, 상호작용 

감소 등에 따라 노동참여로부터 이탈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노년기에도 극 으로 노동에 참여하는 상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은 삶의 균형을 해 노년기에

도 활동성을 유지하며, 노년기에 경험하는 노동 역할의 상실을 사활

동으로 체한다고 주장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다시 

말하면 노동생활의 상실은 부정 인 향을 래하며 그런 것들을 상

쇄시키기 해 다른 활동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이론은 어

떠한 노동 체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비교  만족스런 생활을 

하는 상을 제 로 설명하지 못한다.  

지속이론(continuity theory)은 노년기의 응을 해 자신의 핵심 가

치와 특성을 유지하고 삶의 지속성을 해 청년기의 사활동을 지속

한다고 주장한다.  활동이론과 마찬가지로 지속이론도 노동 생활 이탈

자들의 만족스런 생활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한편 고령자 사

회통합에 한 생애과정(life course) 은 안  개념틀로서, 연령 

층화를 제로 개인 , 구조  차이를 주목한다.  연령 층화는 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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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 년기, 노년기로 나타나며, 각 단계에는 사회 으로 규정된 역

할과 책임이 정해지고, 생물학  연령, 사회  연령, 연령 코호트

(cohort) 경험 등의 향을 받는다(Giele and Elder, 1998).  각 단계로의 

진입 시기는 성별, 계층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치 , 경제  

변동과도 연 되어 있다. 

사회통합은 경제 , 정치 , 사회문화  차원을 포함하는데 사회통합

의 수단은 개인  특성, 구조  변동, 공동체 요인과 련되어 있으며 

생애과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공식  통로로는 학교, 직장, 단체 

등이 있고 비공식  통로로는 친구집단, 여가활동, 공동체 등이 있다.  

노년기의 사회통합은 이 의 생애주기와 차이를 보인다.  아동기에는 

학교와 친구집단이 주요 통로가 되고, 청년기에는 학교와 직장이, 그리

고 년기 직장(성별 분리)이 주요 수단이 되는 반면에, 노년기에는 직

장과 일 심에서 공동체와 여가 심으로 변화된다.

노년기 사회통합의 차원은 경제  차원의 노동참여와 포섭(inclusion), 

정치  차원의 단체 참여(participation, 자발  결사체와 자원 사 활동

에 한 참여)와 정당성(legitimacy, 정치집단과 제도가 유권자를 잘 

표하는 정도), 그리고 사회문화  차원의 공동체 소속감(belonging)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노년기 사회통합의 경우 일반 으로 경제  차원

과 정치  차원이 강조되어 왔다.  노동참여와 사활동은 “  

가에 상 없이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거나 그러한 능력을 개발하는 고

령자들의 활동”인 ‘생산  노화’의 핵심 요소로 알려져 왔다(Ravanera 

and Fernando, 2001).  그러나 이러한 은 가족, 친구, 여가, 오락 등

의 활동을 배제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연구들은 사회문화  차원의 

공동체 소속감을 요한 요소로 간주한다(Caro, Bass and Chen, 1993).  

경제 , 정치  차원과는 별도로 사회 계와 여가활동 등과 같은 비공

식 활동도 고령자들의 사회통합을 증진한다는 것이다. 

단계  은퇴(phased retirement)는 정규 노동활동과 완  은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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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노동시간을 이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하는 이행기를 가지면서 

서서히 진행하는 은퇴를 말한다.  이는 은퇴 연령이 가까운 근로자들에

게 노동시간을 이거나 은퇴 이후에 다른 형태로 노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탄력  노동 계의 공식  는 비공식  행을 포함한다

(AARP, 2006: 3).  단계  은퇴는 고령자의 경제  통합에 기여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강 주, 2014), 노동시간 단축과 탄력  노동 형태

를 동반하기 때문에 여가활동이나 자원 사 활동과도 련되어 노년기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3. 자료와 방법

1) 산층의 별 기

‘ 산층’이라는 용어는 빈번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개념 으로 그 의

미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증 인 분석으로 해서 ‘ 산층’

의 의미를 기존의 계층 는 계 의 개념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조

동기, 2009).  신 (2006)은 산층을 간계  가운데 경제 으로 안

정된 집단, 도시와 농 의 쁘띠부르주아지 가운데 경제 으로 안정된 

집단, 노동자 계  가운데 소득이 높은 상층 노동자 계 을 모두 포함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신 , 2006: 26).  홍두승(2005)은 지 집단

(status group)의 에서 산층을 정의하고 있다.  계 (class)의 

에서 경제  요소를 심으로 한 단일 척도로 측정되는 간계 과

는 달리 지 집단으로서의 산층은 비경제 인 요소까지 포함한 복합 

척도로 측정된다(홍두승, 2005: 17).

‘ 산층’을 경험 으로 별하기 해서는 조작  정의가 필요하다.  

홍두승(2005)은 산층 별을 한 객  기 과 주  기 을 제시

하고 있는데(<표 2> 참조), 객  기 은 다시 경제 인 것과 사회문

화 인 것으로 나뉜다.  경제  기 에는 생산  소유 계에서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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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소비  경제 수 이 포함되며, 자는 직업 변수로 측정되고 후자

는 가구소득과 자산으로 측정된다.  사회문화  기 에는 학업성취와 

문화가 포함되는데, 교육연수로 측정되는 학업성취는 객  기 이 있

는 반면에 교육의 질이나 산층 문화는 주 인 단을 필요로 한다

(홍두승, 2005:97).

기 차원 주요변수 최 기

객

경제

생산 · 
소유 계

직업
명칭 화이트칼라(신 간계 ) 

종사상의 지 소부르주아지(구 간계 )

소비 · 
경제수

소득 가구소득 간소득

자산 융·부동산 간 정도의 자산

사회 
문화

학업성취 교육
양(교육년수) 학

질(학교 명성) (주  단 필요)

문화 ‘ 산층 문화’ (주  단 필요)

주 귀속의식 계층의 단계구분  는 하

출처: 홍두승(2005: 97) <표 5-2> 재구성.

<표 2> 산층 별 기

본 연구에서는 홍두승(2005)의 틀에 따라 산층의 객  별기

으로 직업, 소득, 자산(부동산), 교육(연수)을 사용하 다.  이러한 기

들은 산층 별에 용된 최 기 이며, 이러한 기 을 어느 정도 충

족시켜야 산층으로 별할 지는 경험 인 문제이다.  산층의 획정

을 해 가구주의 직업  지 , 가구소득, 주택규모, 그리고 교육 정도를 

기 으로 사용하여, 각 변수별로 산층 기 을 충족시키면 1 을 부여

하고 그 지 못하면 0 을 부여한다(<표 2> 참조).  그런데 산층 별

에서 가구주의 계  지 는 다른 변수에 비해 더 비 있게 고려될 필

요가 있으므로(홍두승, 2006: 95), 상계 의 경우 소득이나 교육수 에 

상 없이 어도 주변  산층으로 분류되도록 2 을 부여하 다.  이

러한 산층 수의 합이 3  이상이면 ‘핵심  산층’이고, 2  이상이

면 ‘주변  산층’, 1  이하이면 ‘비 산층’(하층)으로 개념화 하 다.1) 

1) 계층구분에서 상층이 개념 으로 존재하나 일반 인 조사연구에서 실제 포착되

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표본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 다.  



산층 고령자의 여가활동과 ‘통합  노화’의 계에 한 탐색  연구 55

- 55 -

2) 자료와 변수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이다.  이 조사는 노인에 한 심층  이해에 필요

한 자료를 수집하기 해 국의 아 트  보통 조사구(기숙사, 특수

시설 조사구, 섬 지역 조사구 제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상

으로 하는 조사인데, 산층 별이 가구단 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만 상으로 하 다.  본 연구에서 산층 고령자는 

산층이면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다.  

산층 별기 은 구체 으로 다음과 같이 용되었다.  우선 계

 지 는 직업과 종사상의 지 에 기 하여 상계 , 신 간계 , 

구 간계 을 산층으로 별하 다.  여기서 직업은 자신이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을 기 으로 삼았다.  가구 소득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기 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 원 이상을 기 으로 삼았다.  

이는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의 기 연도인 2013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 가구 소득(4,568,793원)의 약 90%와 2013년 4인 가족 최 생계비

(1,546,399원)의 약 2.5배의 사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홍두승(2005)에

서 자산은 주택규모를 기 으로 자가 20평 이상, 월세 30평 이상을 

최 기 으로 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자료에는 주택규모에 한 변

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자산

을 이용하 는데, 국민주택규모( 용 25.7=85㎡)이상을 기 으로 하여 

2억 5700만 원을 최 기 으로 사용하 다.  마지막으로 교육수 은 2

년제 학 이상을 기 으로 삼았다.

여가활동은 극   소극  여가활동의 체 유형을 검토하기 

해 몇 개의 문항을 통합하여 구성하 다.  여가문화 활동(취미활동, 여

행, 화 람, TV 시청)의 24개 범주에 한 다 응답 결과는 소극  

여가활동과 극  여가활동의 인지  여가와 신체  여가를 측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극  여가활동의 사회  여가를 측정하기 해 



56 사회연구 통권 28호(2015년 2호)

- 56 -

해외여행, 동호회‧친목단체‧정치사회단체 참여, 자원 사 활동 참여, 

자녀들과의 , 친지들과의 , 친구‧이웃‧지인과의  등도 분

석하 다.  

4. 분석  논의

1) 산층 고령자의 여가 인식과 여가활동

산층 고령자의 여가활동을 검토할 때 여가활동이 단일한 차원이 

아니라는 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Lobo, 1998; Snir and Harpaz, 

2002).  일-여가의 계는 일의 다양한 측면과 하게 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 으로 일의 요도, 일에 한 지향, 인간 계, 자격 규

범, 의무 규범 등이 일의 요한 측면으로 간주되는데(Haworth and 

Veal, 2004), 여기서는 여가와 직  련된 일의 요도와 경제  지향

을 심으로 검토한다.  일의 요도(work centrality)는 개인의 삶에서 

일이 차지하는 요도를 의미한다.  경제  지향은 일이 가지고 있는 

외재 , 수단  가치가 차지하는 요도이다.  반면에 내재 (intrinsic) 

지향은 일과 련된 흥미, 다양성, 자율성 등이 차지하는 요도로 직

무에 한 헌신  일 요도와 히 련되어 있다.2)  일의 요도

를 심으로 일-여가 계를 보면 산층 고령자는 다른 집단에 비해 

일보다는 여가 지향 인 것으로 상되기 때문에 일반 으로는 동일/

확장의 계가 용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여가 지향  산층 고령자

일수록 다른 계층에 비해 일의 요도를 약하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2) 인간 계(interpersonal relation)는 일을 매개로 형성되는 인 계의 요도를 

의미하는데, 인간의 요한 기본 욕구라 할 수 있는 소속욕구와 친 한 계에 

한 욕구와 련되어 있다.  자격 규범(entitlement norm)은 일과 련된 개인의 권

리  개인을 한 사회나 조직의 책임의 요도를 의미하고, 의무 규범

(obligation norm)은 사회와 조직에 한 개인의 노동 의무의 요도를 나타내는

데, 자격과 의무는 일과 련된 합한 행 에 한 일반  기 와 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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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향의 측면에서 외재  가치는 집단에 계없이 부분의 경

우 요한 노동 동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층 고령자

의 경우도 여타 집단과 비교해서 경제  지향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망되기 때문에 분리/ 립의 계를 설정할 수 있다.  내재  가치의 

측면에서 볼 때 여가는 목  그 자체 는 동기와 련되어 있다.  따라

서 여가 지향 인 산층 고령자일수록 일의 내재  가치에 해서 높

게 평가할 것으로 상된다(동일/확장 계).

노동이유

계층

생계비 
획득 

용돈 
마련

건강 
유지

시간 
보내기

능력 
발휘

기타 체

핵심  산층 62.1 4.8 5.9 4.1 15.6 7.4 100.0

주변  산층 80.6 6.6 3.8 4.1 3.6 1.4 100.0

비 산층 83.7 8.4 2.3 3.0 0.7 1.8 100.0

체 80.8 7.6 3.0 3.4 2.9 2.2 100.0

                    자료: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3> 산층 고령자의 계층에 따른 노동의 주된 이유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일-여가 계에 한 직 인 내용이 포함되

어 있지 않는데, 노동의 주된 이유에 한 분석을 통해 산층 고령자

의 일-여가에 한 인식을 간 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계비 획득이나 용돈 마련 등과 같은 외재  가치의 

경우 비 산층에 비해 핵심  산층에서 덜 요하게 간주되는 반면

에 건강유지나 능력발휘와 같은 내재  가치의 측면은 핵심  산층

에서 더 요한 이유로 간주된다(   .   ).  여가 지

향  산층 고령자는 일을 통한 경제  보상보다는 여가를 통한 내

인 만족을 상 으로 더 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층 고

령자들의 삶의 질 증진을 해서는 이러한 산층 고령자의 인식과 기

를 실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극  여가나 진지한 여가의 확장

과 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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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들의 계층별 여가활동 유형이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여가

의 불평등에 한 일반 인 연구와는 달리 고령자들의 여가활동 유형

에는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박재성, 2012; 신규수, 2012 참조).  다

만 핵심  산층일수록 극  여가활동을 더 많이 하고 비 산층은 

주로 TV시청과 같은 소극  여가를 주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계층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윤인진·김상운, 2005 참조). 

<그림 1> 고령자의 계층별 여가활동의 응분석

2) 산층 고령자의 사회통합

노년기 사회통합은 노동참여와 포섭, 결사체 참여, 그리고 공동체 소

속감의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차원과 더불어 산층 고령

자 사회통합을 논의하려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두 가지 기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경제 기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경제 으

로 포섭되고 정치 으로 활동 일수록 ‘생산  노화’ 가능하지만 경제

기에 따라 경제  이탈 시기가 빨라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 노동시장 이탈이 강제 인가 아니면 자발 인가가 요한 변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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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 이 높을수록, 건강한 사람일수록 이탈 시기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 기는 사회  기로 인한 공동체 붕괴와 여가

의 사 화이다.  도시화, 이질화, 탈 통화의 향으로 공동체에 한 

소속감이 감소되고 사회통합의 약화됨으로써 여가의 사 화 경향이 나

타나고 있다.  지역 공동체가 약화되고 핵가족화됨으로써 여가가 가정 

심으로 사 화되는 것이다.

고령자들 사이에서 정치단체 참여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동호회 활동보다는 기존의 친목단체나 가족, 이웃, 지인들과의 만남이 

여가활용에서 더 요하게 고려된다는 에서 정치  차원의 사회  

통합의 조와 여가의 사 화 경향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핵

심  산층의 경우에는 자원 사 활동 참여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여

가의 사 화를 일반 으로 단하기는 어렵다.  이와 련된 산층 고

령자의 실을 보기 해 여가활동을 분류 수 으로 통합하여 계층 

간 차이를 검토하 다(<표 4> 참조).  고령자들의 경우 체로 가족, 친

인척, 이웃·지인들과의 인  교류와 휴식활동으로서의 여가가 요한 

가운데 핵심  산층의 경우 사회활동과 자원 사 활동을 비 산층보

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여가활동

계층

문화
술
람

문화
술

참여
활동

취미
오락

휴식
활동

사회
활동

자원
사

활동

인
교류

체

핵심  
산층

0.7 4.9 7.6 10.2 15.1 18.0 5.1 38.3 100.0 

주변  
산층

0.3 2.9 6.2 8.5 20.3 15.8 3.4 42.6 100.0 

비 산층 0.3 2.4 4.9 7.8 22.8 14.3 2.8 44.7 100.0 

체 0.4 2.8 5.5 8.2 21.3 15.1 3.2 43.4 100.0 

                      자료: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4> 계층별 여가활동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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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원

경제  차원
통합 이탈

통합 “통합  노화” “고독한 노인”

이탈 “불우노인” “독거노인”

<표 5>  경제사회  기와 노년기 사회통합

경제 , 정치 , 사회문화  차원에서 산층 고령자의 사회통합의 

문제는 먼  경제  차원에서 산층 고령자의 사회통합은 다른 집단

에 비해 상 으로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 기가 지속

되는 상황에서 주변  산층에게는 경제  이탈이 문제가 될 수도 있

다.  고령자들의 정치  차원의 사회통합은 미진한 상태이다.  일부 핵

심  산층의 경우 민간단체 활동과 자원 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는 하지만 공 인 사회단체나 정치단체 활동에 한 참여는 미진한 편

이다.  사회  차원의 경우 가족, 친지, 이웃, 지인을 포함하는 인 인 

교류가 상 으로 활발한 편이나, 이러한 활동이 지나치게 내집단 

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여가의 사 화에 따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3) 산층 고령자의 통합  노화

산층 고령자의 사회통합에 한 응은 재의 경제  기  사

회  기라는 맥락에서 검토될 필요가 한다.  일반 으로 노년기에 들

어 경제  기와 사회  기를 동시에 경험하는 경우 ‘독거노인’이 

되고, 경제 으로 통합되어 있지만 사회 으로 기를 경험하는 경우는 

‘고독한 노인’이며, 사회 으로 통합되어 있지만 경제 으로 기를 경

험하는 경우는 ‘불우노인’이 된다.  고령기의 바람직한 사회통합은 경제

 차원과 사회  차원 모두에서 통합되는 ‘통합  노화’(inclusive 

ageing)라고 할 수 있다(<표 5> 참조).

경제  기와 사회  기를 고려할 때 사회 반 으로는 독거노

인이나 불우노인의 문제가 더 요하겠지만, 산층 고령자에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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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더 요한 차원은 사회문화  차원의 통합이라 할 수 있다(Caro, 

Bass and Chen, 1993).  사회문화  차원의 통합은 공동체에 한 소속

감이 요구되는데, 가족 계 강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등이 책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산층 고령자들은 일과 여가에 해 일이 가져다

주는 경제  혜택보다는 일을 통해 신체   정신  활동성을 유지하

고 삶의 의미를 실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고령

자들이 희망하는 활동에 한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고

령자들이 희망하는 활동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삶의 과정에 극 으로 

참여하고 활동 으로 되고자 하는 바람은 공통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희망 활동이 다양하다고 해서 모든 활동이 여가로 간주된다거나 모

든 활동이 동일한 정도의 요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고령자들 사이에서는 체로 취미여가활동, 친목단체 활동, 종교활동, 

소득활동 등에 한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표 6> 참조).  산층 

고령자의 경우 자원 사 활동, 학습활동, 정치사회단체 활동, 친목단체 

활동 등에 한 수요가 비 산층에 비해 더 높다.

산층 고령자의 ‘통합  노화’를 해서는 특히, 재교육 수요 충족, 

자원 사 활동, 취미여가활동, 정치사회 단체 활동을 한 기회를 확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동체와 여가활동이 사회  통합의 주요 수단

이 되는 노년기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고령자들의 여가활동을 사회문

희망 활동

계층

소득
활동

자원
사

활동

학습
활동

취미
여가
활동

종교
활동

정치
사회
단체 
활동

친목
단체 
활동

체

핵심  
산층

10.8 10.1 12.0 25.9 18.1 1.3 21.7 100.0 

주변  
산층

15.5 7.1 8.7 28.8 19.9 0.5 19.5 100.0 

비 산층 14.4 7.1 8.5 29.9 20.7 0.3 19.0 100.0 

자료: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6> 고령자의 계층별 희망 활동에 한 다 응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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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차원의 소속감 회복 과정과 연결시키기 한 사회  노력이 요

하다.  이를 해서는 산층 고령자들을 한 극  여가와 진지한 

여가활동 기회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반 인 사

회  자본의 축 과 연 되어 있다(Punam, 2000).

5. 맺는 말

노년기로 어들면서 개인의 일-여가 련 가치지향은 여가 심으로 

이행하게 된다.  여가 지향  산층 고령자는 일의 내재  가치를 

요시하는 가운데, 일을 통한 경제  보상보다는 일과 여가를 통한 내

인 만족을 상 으로 더 요하게 생각한다.  계층에 따른 여가활동 

유형의 차이를 보면 핵심  산층일수록 극  여가활동을 더 많이 

하고 비 산층은 주로 TV시청과 같은 소극  여가를 주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계층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년기의 사회통합은 경제 , 정치 , 사회문화  차원에서 고령자가 

사회에 참여하고 소속되는 과정이다.  산층 고령자의 사회통합은 

재의 경제  기  사회  기와 한 련을 가지고 있다.  노년

기의 바람직한 사회통합은 경제  차원과 사회  차원 모두에서 통합

되는 ‘통합  노화’라고 할 수 있다.  산층 고령자의 사회통합의 경우 

경제  차원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상 으로 용이하다고 볼 수 있

지만 경제 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특히 주변  산층의 경제  

이탈이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를 해서는 고용 계나 노동활동

과 련된 고령자 친화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고, 고령자들이 희망하

고 있는 재교육 기회나 취업기회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반 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소득층 독거노인이나 불우노인의 문

제가 더 요하게 간주되고 있지만 산층 고령자의 사회통합의 경우

에는 사회문화  차원도 매우 요한 요인이다.  사회문화  차원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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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은 공동체에 한 소속감이 요구되는데, 이에 한 책으로는 가족

계 강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등이 제시될 수 있다.  고령자 집단 

반에서 미진한 것으로 확인된 정치  차원의 사회통합을 해서는 고

령자들의 자원 사 활동이나 공 인 사회단체 참여를 활성화하기 한 

사회  노력이 요구된다.

공동체와 여가활동이 사회  통합의 주요 수단이 되는 노년기의 특

성을 고려해 볼 때 자원 사 활동을 심으로 하는 극  여가나 진

지한 여가활동을 통한 사회통합이 요하다.  고령자들의 극  여가

활동이 사회문화  차원의 소속감 회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

서 자원 사 활동 심의 극  여가활동이나 진지한 여가활동 추구

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산층 고령자들

에게는 진지한 여가의 활용이 요한 의미를 갖는다.  진지한 여가에

는 본업은 아니지만 술, 스포츠, 오락 등을 애호하는 활동으로 문

가(보상을 한 상시 고용 직업)  일반인과는 구별되는 애호활동

(amateurism), 수집활동, 공작활동, 비경쟁  게임 활동(사냥, 등산, 노

래모임 등), 경쟁  게임 활동(축구, 배드민턴, 등), 문학 활동을 포함하

는 취미활동, 자신 는 타인들을 한 자발  사활동이나 자조  

 이타주의  활동을 포함하는 자원 사활동 등이 포함된다.  한편 

핵심  산층 고령자의 경우 자원 사 활동, 학습활동, 정치사회단

체 활동 등에 한 수요가 비 산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

데, 이를 해서도 고령자들을 한 극  여가나 진지한 여가를 

한 기회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극  여가나 진지한 여가의 추구는 여가자본(leisure capital)을 필

요로 한다.  여가자본은 여가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경제 , 문화 , 상

징  자본으로 정의되는데(Bourdieu, 1985), 산층 고령자들은 고용상

태나 직업의 유무에 상 없이 자산, 사회 계, 회원의 형태로 여가자본

을 축 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일반 으로 고령자들의 여가자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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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노동시장 이탈의 향을 받는데 이탈의 향을 크게 받을수록 여가

활동 참여에 애로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obo, 1997; 

Krantz-Kent and Stewart, 2007).  산층 고령자들을 한 진지한 여가

나 극  여가의 기회확 는 그들의 성공 인 단계  은퇴에도 기여

할 것으로 망된다.

노년기는 삶의 의미와 련된 새로운 생각과 선택에 해 탐색할 수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한 재의 가족과 친구들과의 계를 공

고히 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핵심  산층 고령자

들의 희망 활동에서 드러나듯이 노년기에 어들면서 자원 사 활동과 

같은 극  여가나 진지한 여가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높아진다.  사회

으로 노년기를 한 경제  비는 강조되어 왔지만, 고령자들이 참

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에 한 논의나 비는 부족한 편이

다.  새로운 사회참여 활동이나 자원 사 활동을 비롯해 산층 고령자

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극  여가활동의 기회를 확충하기 한 사회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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