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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군인의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군대생활만족도를 경로분석 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경기도 북부, 남부지역의 두 부대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2011년 9월부터 8주 동안 
해당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 실시하였으며, 856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군인들의 생활만족도에는 신체증상, 우울, 사회적 지지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으로 밝혀졌으
며, 본 연구를 토대로 군은 군인의 신체증상과 우울을 완화시키고 사회적 지지 체계의 구축에 효과적인 여가활동을 
통해 군인들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군대생활만족도유형, 군대생활 만족도, 군대의 여가활동유형, 경로분석  

Abstract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on soldiers' leisure activities and their military life satisfaction using 
path analysis. The survey for the research had been done with military personnel serving at two units, located 
in north Gyeonggi province and south Gyeonggi province, using 856 questionaires for eight weeks beginning 
september, 2011. The results showed that military life contentment was found to be influenced significantly by 
the factors such as physical symtoms,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with this results, the hope is that they 
could enhance military life satisfaction by developing and introducing various leisure programs which could 
help relieve depression, physical symtoms, and build social support among sold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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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군 조직은 일차 으로 투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조

직되는 집단이며, 기능 으로는 무력을 사용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1]. 특히 일반 사회 조직과는 달리 계 과 직

책  권 를 바탕으로 하는 계  투 집단이며, 성공

인 임무 완수를 해서는 드높은 사기, 엄정한 군기, 확

고한 단결을 유지하여 부 를 발 시켜야 한다[2].

일반 으로 군에서의 여가활동은 여가선용의 제고와 

군 력 향상을 목 으로 행하여진다. 이러한 두 가지 목

은 신체 , 정신 으로 건강한 군인의 육성과 더 나아

가서는 군 력의 향상을 목 으로 한다는 에서 기본

으로 상호의존 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3]. 여가 활동

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 자아실   행복 추구 그리

고 건강 유지  증진에 효과 으로 부응하는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4]. 이러한 여가의 요성에 한 인식의 증

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집단인 군 의 통제된 집단에서 

종사하고 있는 군인들은 환경 , 업무  특성으로 인하

여 여가 참여의 기회가 일반인들에 비하여 상 으로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방 부 에 근무하는 군인들은 

재경지역  후방에 근무하는 자들보다 더욱 열악한 실

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군의 특성을 이해하고 군  사회의 여가활동

유형을 악하여 그에 맞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병사들에

게 권유를 하고 보장을 해 다면 병 생활도 건 하고 

건강한 병 생활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5].

따라서 병사들의 여가활동유형을 분석하고 병 생활

의 만족도를 연구하는데 그 목 과 필요성은 그 가치가 

단히 크다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여가활동이 과업수행  직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이론  기 에[6] 근거하여 군

에서의 여가활동유형이 군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

에 한 경로의 분석을 하여 병사들의 신체증상, 우울, 

사회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군 생활만족도를 살펴보

고, 여가활동 참여 련 요인과의 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한 이 연구는 군인의 여가활동 참여에 한 황분

석과 함께 여가활동이 군인에게 미치는 정 인 향력

을 고찰하고 여가 활동 유형에 따른 군 생활만족도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여가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여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군인의 여가활동

여가의 개념에 한 몇몇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가란 일과 생존을 한 기  욕구가 충

족되고 남은 잔여시간(residual time)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7], 일에서 해방된 시간, 자유 시간, 나 자신의 시간, 자

기의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휴양이라고 했으

며[8], 여가를 개인  차원에서 세 가지 기능 즉 휴식, 기

분 환, 그리고 자신의 지식 증   자발 인 사회 참

여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9]. 한 여가는 개인이 결정  

상황 하에서 재량껏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정의하

고 있다.

Kelly(1990)는 여가를 시간, 활동, 경험  의미의 입

장에서 고찰하고 “근본 으로 활동 그 자체를 목 으로 

하여 선택된 활동”으로 정의하 다[10]. 근 사회에서

는 여가와 노동의 구분이 별 의미가 없었으며, 단지 생계

유지를 한 노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여가를 즐기는 것

이 일반 이었다. 그러나 사회는 노동 심에서 여

가 심의 복지사회로 변화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1,12]. 따라서 생활의 변화가 삶의 질에 한 문제로 옮

겨감에 따라 시간  여유뿐만 아니라 정신  자유를 찾

고자 하는 욕구가 여가에 한 요성을 증가시키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2.2 군인의 신체화 증상

‘신체화’ 라는 용어는 내재한 무의식 인 신경증  갈

등을 신체증상으로 표 하는 것으로, 의학 원인이 없이 

다양한 신체증상을 호소하는 것을 의미한다[13]. 가장 흔

한 신체문제는 불면증, 다양한 근육통, 두통, 과민성 장

증상, 비 궤양성 소화불량, 만성 피로, 기증, 숨가쁨, 건

강 염려증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유사한 질병 행동을 보이며, 개 한 가지 증상보다는 여

러 가지 증상을 함께 갖고 있거나, 한 가지 증상이 없어

지면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증상은 

‘기능 ’, ‘정신 신체 ’, ‘심인성’ 신체 증상 등으로도 불려

진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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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Age

20 and under 66 7.7

21 371 43.3

22 266 31.1

23-24 117 13.7

25 and over 36 4.2

신체 화 증상을 포 으로 이해하기 해서는 다양

한 변인들을 고려해야하는데, 연령, 성, 가족 특성, 인구 

사회학  특성  사회 문화  특성이 있고, 신체화가 부

정  정서, 정서 표 의 억압이나 감정표 불능증 등의 

정서 문제와 히 련되어 있다[15,16].

2.3 군인의 우울

우울한 감정은 일시 으로 나타나는 일반 인 슬  

감정을 의미하며 이 같은 감정은 사춘기를 후해서 극

으로 증가한다. 반면 우울성향이란 비교  증상이 가

벼운 것으로서 반응성 우울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주로 

은 층에 나타난다[17]. 즉, 우울성향은 우울의 정도가 

게 나타나는 신경증  우울이라고 할 수 있다[18].

군인의 우울성향은 일반 으로 인생과 장래에 한 

비 , 불행감, 무기력, 죄의식, 무가치감, 자살에 한 생

각과 같은 인지  증상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우울증

상은 군 생활에서의 부 응을 래하여 사회인이 된 후

의 정서장애와 높은 상 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우울은 

자살이나 비행행동, 학교에서의 부 응과 한 련이 

있다. 

2.4 사회적 지지

Maslow(1970)에 따르면, 인간은 심, 사랑, 인정, 용

납, 이해, 도움 등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이러한 욕

구를 충족시키고자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것이 사회  지지이다[19]. 사회  지지는 많은 연

구들을 통해 인간의 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 결정요

소임이 밝 졌고, 새터민에 한 연구에서도 동일한 연

구결과를 보이고 있다[20].

사회  지지의 기능  측면은 개인이 맺고 있는 실제

인 인 계의 질을 어떻게 평가, 지각하고 있는가를 

측정해서 이를 사회  지지의 지수로 삼는 경우로 지지

의 질  측면을 말한다[21].

본 연구에서는 사회  지지에 한 여러 개념  기능

 측면을 심으로, 사회  지지 형태보다는 행 의 속

성을 심으로 정서 , 정보 , 물질 , 평가  지지로 하

요소를 구성한 박지원(1985)[22]의 사회  지지개념을 

사용하 다.

3. 연구방법 

3.1 조사 및 분석방법

경기도 북부지역의 Y부 와 경기도 남부지역의 G부

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장병들을 상으로  2011년 

9월부터 8주 동안 “여가활동유형이 군 생활만족도에 미

치는 향”이라는 설문지를 상자들에게 직  군부 에 

방문하여 조사하 으며, 총 856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경로모형 분석에 사용하 다.

군인의 여가활동유형별 참여와 여가 만족도, 정신건강

으로 신체화 증상  우울, 사회 지지에 한 선행연구

에 기 하여 군인의 여가활동 참여유형  참여정도에 

따른 신체화 증상, 우울, 사회  지지와 최종 으로 군

생활만족도와의 계를 조사하 다. 

통계분석은 SPSS ver.18.0 for windows를 통해 기술

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 으며, 개념의 신뢰도 검정을 

하여 Cronbarh’s alpha 테스트를 실시하 으며, 

AMOS ver.21.0을 사용해 경로분석을 실시하 다.

3.2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주요 변인에 한 신뢰도(Cronbach's 

alpha)는 우울 0.931, 신체화 증상 0.856, 사회  지지 

0.957, 군 생활만족도 0.980으로 매우 높은 신뢰수 을 

나타내었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 상자의 일반  사항을 살펴보면 21세 43.3%, 22

세 31.1%, 23-24세 13.7%순으로 나타났다. 복무기간은 

20개월 이상 40.1%, 12개월 미만 31%, 12-20개월 29%로 

나타났다. 계 은 일병이 34.9%, 상병 38.7%, 이병 13.9%

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informations of those surve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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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term

less than 12months 265 31.0

12-20months 248 29.0

more than 20months 343 40.1

Rank

private second class 299 34.9

private first class 119 13.9

corporal 331 38.7

sergeant 107 12.5

N Mean SD F  Duncan

Physical 

leisure

activity

private 

second 

class

299 3.39 0.989

3.322 0.006 d>a,c>b
private first 

class
119 3.08 1.158

corporal 331 3.35 1.156

sergeant 104 3.65 1.001

total 856 3.36 1.093

Intellectu

al leisure 

activity

private 

second 

class

299 3.27 1.041

2.582 0.025
d>c>a>

b

private first 

class
119 3.06 1.052

corporal 331 3.39 1.085

sergeant 102 3.44 1.095

total 856 3.30 1.071

Mental 

leisure 

activity

private 

second 

class

299 2.79 1.144

4.792 0.000 b>a>c,d
private first 

class
119 2.98 1.058

corporal 331 2.50 1.150

sergeant 102 2.50 1.208

total 856 2.67 1.158

Entertain

ing 

leisure 

private 

second 

class

299 3.18 1.050 4.430 0.001 c,d>a>b

activity

private first 

class
119 2.82 1.157

corporal 331 3.34 1.120

sergeant 102 3.31 1.227

total 856 3.21 1.125

4.2 여가활동유형에 대한 계급별 분석

계 별 여가활동유형에 하여 살펴보면 신체  여가

활동의 경우에 병장 이상의 경우에 높게 나타났으며, 이

병의 경우에 낮은 신체  여가활동을 보이고 있다

(F=3.32, p<0.01). 지 여가활동의 경우에 병장 이상의 경

우에 높게 나타났으며, 이병의 경우에 낮은 지  여가활

동을 보이고 있다(F=2.58, p<0.01). 정신  여가활동의 경

우에 이병의 경우에 높게 나타났으며, 상병 이상의 경우

에 상 으로 낮은 정신 여가 활동을 보이고 있다

(F=4.79, p<0.01). 오락  여가활동의 경우에 계 이 높은 

상병이상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병이하의 경우에 낮게 

나타났다. 

<Table 2> Analysis by rank of leisure activity types 

4.3 연구모형의 타당도

확인  요인분석을 통한  연구모형의 타당도 검증결

과 합도 지수는  NFI 0.932, CFI 0.927, GFI 0.919, 

AGFI 0.902, TLI 0.907, RMSEA 0.023로서 모델 합도 

 타당도는 매우 양호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Table 3> GFI of research model
Division CMIN RMSEA NFI  CFI GFI AGFI TLI Delta 2 

Index 126.3 0.023 0.932 0.927 0.919 0.902 .907 .916

Validity fit fit fit fit fit fit fit fit

4.4 여가활동과 군대만족도 경로분석

여가활동유형의 평균값은 3.31, 신체증상의 평균값은 

3.11, 우울의 평균값은 2.38, 사회  지지의 평균값은 2.50, 

군 생활만족도의 평균값은 0.38, 분산값은 0.48, 비표

화계수의 값은 여가활동유형→신체증상 -0.27, 여가활

동유형→우울 0.18, 여가활동유형→사회 지지 0.38, 

신체증상→군 생활만족도 -0.04, 우울→군 생활만

족도 0.00, 사회 지지→군 생활만족도 0.92 그리고 각

각의 잔차에 한 값은 er1 0.59,  er2 0.25, er3 0.57, er4 

0.04이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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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β Ｂ S.E. C.R.

Depression <-- Physical -0.219 -0.102 0.017 -6.094***

Depression <-- Intellectual -0.067 -0.032 0.017 -1.850

Depression <-- Entertaining -0.170 -0.095 0.021 -4.618
***

Depression <-- Mental 0.091 0.040 0.015 2.588
**

4.5 여가활동유형과 신체증상 경로분석

여가활동 유형이 신체증상에 미치는 향에 한 가

설검증을 한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체  여가활동

의 경우에 β=-0.188로 유의수  0.05 수 에서 부 인(-)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오락  여가활동의 경우에 β

=-0.100으로 유의수  0.05 에서 부 인(-) 향을 미침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  여가활동과 오락  

여가활동이 신체증상에 완화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4> Path analysis of leisure activity type 
and physical symtom

Path β Ｂ S.E. C.R.

Physical 

symtom
<-- Physical -0.188 -0.136 0.026 -5.170

***

Physical 

symtom
<--

Intellectu

al 
0.002 0.002 0.027 0.065

Physical 

symtom
<--

Entertain

ing 
-0.100 -0.086 0.032 -2.680***

Physical 

symtom
<-- Mental -0.056 -0.038 0.024 -1.565

***p<0.001

4.6 여가활동유형과 우울 경로분석

여가활동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향에 한 가설검증

을 한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신  여가활동의 경우

에 β=0.091로 유의수  0.05 수 에서 정 인(+)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오락  여가활동의 경우에 β=-0.170

로 유의수  0.05 수 에서 부 인(-)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신체  여가활동의 경우에 β=-0.219로 유의수  

0.05 에서 부 인(-)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여가활동 하 변인 정신  여가활동이 높은 경우에 

우울이 높고, 오락  여가활동, 신체  여가활동은 우울

을 완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 Path analysis of leisure activity and 
depression

 **p<0.01, ***p<0.001

4.7 여가활동유형과 사회적지지 경로분석

여가활동 유형이 사회  지지에 미치는 향에 한 

가설검증을 한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체 여가 활

동의 경우에  β=0.25로 유의수  0.05 수 에서 정 인

(+)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오락 여가 활동의 경우

에 β=0.162로 유의수  0.05 수 에서 정 인(+)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활동 하 변인 신

체  여가활동과 오락  여가활동이 높은 경우에 사회  

지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6> Path analysis of the types of leisure 
activity and social support
Path    β Ｂ S.E. C.R.

Social 

support
<-- Physical 0.256 0.188 0.026 7.331***

Social 

support
<-- Intellectual 0.059 0.044 0.026 1.672

Social 

support
<-- Entertaining 0.162 0.142 0.031 4.509

***

Social 

support
<-- Mental -0.012 -0.008 0.024 -0.351

***p<0.001 

4.8 여가활동유형과 군대생활만족도 경로분석

여가활동유형이 군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한 가설검증을 한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체 여가 

활동의 경우에  β=0.03로 유의수  0.05 수 에서 정 인

(+)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오락 여가 활동의 경우

에 β=0.021로 유의수  0.05 수 에서 정 인(+)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이러한 결과는 여가활동 하 변인 신

체  여가활동과 오락  여가활동이 높은 경우에 군 생

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7> Path analysis of the types of leisure 
activity and military life satisfaction
Path    β Ｂ S.E. C.R.

Life 

satisfaction
<-- Physical 0.030 0.021 0.007 3.105

**

Life 

satisfaction
<-- Intellectual 0.016 0.010 0.006 1.701

Life 

satisfaction
<-- Entertaining 0.021 0.014 0.007 2.096*

Life 

satisfaction
<-- Mental 0.016 0.014 0.008 1.628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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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Mental
Entertain

ing

Intellec

tual
Physical

Whole effect

Physical 

symtom
-0.038 -0.017 0.002 -0.136

Satisfaction 0.004 0.040 0.019 0.169

Direct effect

Physical 

symtom
-0.038 -0.017 0.002 -0.136

Satisfaction -0.010 0.034 0.020 0.119
*

Indirect 

effect

Phyiscal 

symtom
0.000 0.000 0.000 0.000

Satisfaction 0.014 0.006 -0.001 0.051*

Whole effect
Depression -0.102 0.008 0.041 -0.032

Satisfaction 0.169 0.040 0.004 0.019

Direct effect
Depression -0.102 0.008 0.041 -0.032

Satisfaction 0.098* 0.046** 0.032 -0.003

Indirect 

effect

Depression 0.000 0.000 0.000 0.000

Satisfaction 0.071** -0.006 -0.028* 0.022

Whole effect

Social 

support
0.187 0.028 -0.007 0.043

Satisfaction 0.169 0.040 0.004 0.019

Direct effect

Social 

support
0.187 0.028 -0.007 0.043

Satisfaction -0.003 0.014
**

0.011
*
-0.021

**

Indirect 

effect

Social 

support
0.000 0.000 0.000 0.000

Satisfaction 0.172
*

0.026 -.007 .040

4.9 군대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분석

여가활동유형이 군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한 가설검증을 한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체 증상

은 군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β=-.041로 유의수  0.05 수 에서 부 인

(-)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사회  지지를 살펴보면 

β=.961로 유의수  0.05 수 에서 정 인(+) 향을 미침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군 생활만족도에서 신체

 증상과 사회 지지가 높은 경우에 군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의 결과와 종합해보면 

신체증상과, 사회  지지는 여가활동유형과 군 생활만

족도와의 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able 8> Analysis of mediated effect on military 
life satisfaction
Path    β Ｂ S.E. C.R.

Life 

satisfaction
<--

Physical 

symtom 
-0.041 -0.039 0.009 -4.544***

Life 

satisfaction
<--

Depressi

on
0.001 0.001 0.013 0.077

Life 

satisfaction
<--

Social 

support
0.961 0.916 0.009 104.653

***

***p<0.001

<Table 9> Mediating effect of physical symptom,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p<0.05, **p<0.01

여가활동유형이 군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한 신체증상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 신체  여가

활동이 간 효과 0.051로 나타나 신체증상을 매개로 하

여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가활동유형이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한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정신  여가활동 간 효과 

0.071, 지  여가활동 간 효과 -0.028로 나타나 우울을 매

개로 하여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가활동유형이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한 사회  

지지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정신  여가활동 간

효과 0.172으로 나타나 사회  지지를 매개로 하여 유

의한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이 연구는 군인들을 상으로 연구된 바 없는 군인의 

여가활동 참여유형별 참여정도와 여가활동 만족정도에 

따른 군인생활만족도에 향을 주고 있는가에 한 경로 

분석 모형에 한 실증연구로서, 첫째, 병사들의 여가활

동 유형에 따른 신체증상, 우울, 사회 지지에 미치는 매

개효과를, 둘째, 병사들의 여가활동 유형이 군  생활 만

족도는 의미 있는 계를 보이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와 

련된 이론  논의를 고찰하 고, 더불어 군인의 여가활

동유형별 참여와 여가 만족도, 정신건강으로 신체화 증상 

 우울, 사회  지지에 한 선행연구에 기 하여 군인

의 여가활동 참여유형  참여정도에 따른 신체화 증상, 

우울, 사회  지지와 최종 으로 군 생활만족도의 인과

 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가설  모형을 설정하 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활동유형별 군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

에 한 신체증상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 신체  

여가활동 간 효과 0.051로 나타나 신체증상을 매개로 

하여 유의한 매개효과를,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

한 결과, 정신  여가활동 간 효과 0.071, 지  여가활동 

간 효과 -0.028로 나타나 우울을 매개로 하여 유의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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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효과를, 사회 지지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정

신  여가활동 간 효과 0.172으로 나타나 사회  지지

를 매개로 하여 유의한 매개효과를 각각 보 다. 

둘째, 여가활동유형이 군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

에 한 가설검증을 한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체

 여가활동의 경우에  β=0.03로 유의수  0.05 수 에서 

정 인(+)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오락  여가활동의 

경우에 β=0.021로 유의수  p<0.05 수 에서 정 인(+)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활동 하

변인 신체  여가활동과 오락  여가활동이 높은 경우에 

군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모형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병사들의 여가활동유형과 여가활동참여도에 따른 군

생활만족도는 체 으로 유효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앞으로 병사들의 군 생활만족도를 향상시

키기 해서는 신세  병사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여

가유형 로그램을 개발하여 병사들에게 보 하고 실시

하여야 할 것이며, 편리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군

 여가 공간과 시설을 확 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

는 군의 임무와 특성은 개인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유사시에 군인들은 생명을 바쳐 국가를 수

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결론 으로 이

와 같은 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사들의 군 생

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여가활동 제도와 로그램을 

이연구의 결과를 토 로 개발하여 병사들의 군 생활만

족도를 높이고, 바람직한 여가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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