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장애인은 신체 , 정신 장애로일상생활과사회생활

에서 지속 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을 의미한다[

1].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내 장애 인구는

2,726,910명으로 나타났다[2]. 장애인들은 교육, 노동,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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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국내 장애인의 여가제약 요인이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원자료 변수를 내 제약과 외 제약 요인 그리고 여가활동은 수동 /능동 참여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일반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유형은 기술통계를 실시하 으며, 내 /외 제약과 여가활동 참여유형의 상 계와

인과 계를 살펴보기 해 피어슨 상 분석과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수동 여가활동 유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내 제약 2개, 외 제약 3개 변인의 설명력은 48%, 능동 여가활동은 내 제약 2개, 외 제약 5개 변인으로 나타났

으며 설명력은 29%로 분석되었다. 결과 으로 국내 장애인들의 다양한 제약요인을 바탕으로 여가활동의 참여 진을 해

방안이 마련되어야하며, 여가와 장애에 련된 두 학문 주제에 하여 체계 인 검토와 세부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국내 장애인, 여가활동 유형, 여가제약,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 of leisure barriers on participation type of leisure 

activities in disabled in Korea. The raw data variable of '2014 Disabled People Status Survey’ were categorized as 

internal/external barriers and leisure type. The type of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was performed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correlation and causal relationships of types of internal/external constraints and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The element that effects on a level of current passive leisure activity type, it resulted as two 

variables of internal barriers, three variables of external barriers, the explanation ability was analysed as to 48%. 

it resulted as two variables of internal barriers, five variables of external barriers in active leisure activity, five 

variables of external barriers, the explanation ability was analysed as to 29%. Therefore, based on various constraints 

of disabled people in Korea, a plan should be prepared to encourage participation of leisure activity, and systematic 

review and detailed study on two academic subjects related to leisure and disability should b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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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체육 등의 다양한 사회 역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보인다[3].

여가활동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상호작용의 기회

를 제공하며, 원만한 사회 계증진에 정 인 향

을 수 있다[4]. 한 개인의 건강 증진[5], 문화 행사

종교 활동, 외출 등의여가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

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장애인의 의미 있는 여가활동은 장애를 극복하고

방할 수 있는 요한 근방법이다[7]. 일반 으로 신체

, 정신 , 사회 장애로 인하여 여가활동의 참여 욕구

가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반인과 비슷한 수 으

로 참여욕구를 나타내고 있다[8]. 하지만 국내 장애인들

의 문화 여가활동 참여는 다양한 제약요인으로 참여

율이 낮은 수 이다[2].

장애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수 은 개인의 특성과 신체

요인, 사회 요인, 련 정책 사항에 따른 요인 등의

다양한 요인을 통하여 제약이 발생하는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11]. 여가활동의 제약요인은 장애인들의 즐거움,

만족감, 삶의 질 등을 릴 수 있는 경험의 기회가 감소

하게 된다[12]. 이러한 장애인을 한 여가활동에 참여,

진 증진시키기 해 정부와 련된 문가들의

근이 이루어져야 한다[6].

장애인들은 교육, 노동, 문화, 체육 등의 다양한 사회

역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동안많은 어려움

이 존재한다. 하지만 국내 장애인들을 상으로 여가활

동 참여에 직면하는 문제 에 하여구체 인 요인분석

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여가활동 참여 증진 삶의 만족

도를 향상시키기 해 참여와 련된 특성을 악하는

것은 요하며, 이와 련된 요인을 극복하도록 실천하

는 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바탕하여 국내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를 한 방향성을모색하고 제시

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국내 장애인들의 여

가활동 참여와 련된 내 제약 요인, 외 제약 요인이

여가활동 참여에 향을미치는요인을확인하고자 한다.

2. 연  

1.1 료

본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실시한 ‘2014년 장

애인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장애인의 여

가활동 참여유형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다. 이 조사

는 국내 장애인구의 인구학 특성과 장애유형별 특성

그리고 생활실태 복지욕구 등에 한 통계자료를 제

시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별조사표와 심층조사표로 구

분되어 있으며, 장애인을 상으로 장애유형별 특성과

보건의료/건강, 일상생활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사회

문화여가활동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2 료정리  변수 정

국내 장애인의 개인 특성, 신체 요인, 사회 요

인, 련정책 인 요인이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실시되었다. 최종분석 상은 2014

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참여한총 6824명 만 20세이상

의 성인 장애인으로 제한하 다. 총 6555명의 데이터를

추출하 으며, 이외 나머지 데이터는 제외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1.3 변수  

1.3.1 종 변수

분석 자료의 여가활동 참여유형은 총 16가지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를 Kleiber (1980)이 제시한 수동 , 능동

참여유형으로 재분류하 다. 본 연구의 수동 참여

는 감상/ 람, TV시청, 컴퓨터/인터넷, 창작 취미, 독

서/신문/잡지, 가족 련 외식, 휴식(사우나)이며, 능동

참여는 승부놀이, 스포츠, 학습활동, 사회(자원 사), 여

행, 사교일, 해외여행, 가사잡일, 기타로 분류하 다.

1.3.2 독립변수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정하기

해 Francken와 Van Raaij (1981) 등이 제시한 내 제

약과 외 제약 요인으로 재분류하여 정리하 다. 내 제

약은 개인의 역량, 능력, 지식, 흥미 등으로 원하는 상태

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며, 외 제약은 개인

의 상황, 시간 부족, 교통수단 등의 원하는 상황

으로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정의하 다[9].

본 연구의 내 제약 요인은 장애등 , 학력, 혼자 외출여

부, 기본 일상생활활동, 수단 일상생활활동이며, 외

제약 요인은 가구소득(월평균), 치료 이용여부, 교통수

단 이용 어려움 수 , 장애인보조기구 활용, 정보통신기

기 활용, 복지서비스, 복지기 이용으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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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본 연구는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더미

변수 코딩 변환하여 이차 자료분석을 실시하 다. 자

료분석은 SPSS Version 22.0을 사용하 으며, 일반 특

성에 해서는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

OVA)을 실시하 다. 여가활동의 내 /외 제약 요인과

여가활동의 수동/능동 참여유형 간의 피어슨 상 분석

과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 다.

3. 연  결과

1.1 적 특 에 따  여가활동 참여 형 비

일반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유형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다. Table 1 수동/능동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따라 성별, 나이, 학력, 장애유형, 가구유형, 결혼 유무 항

목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한 직업 유

무에 따라 수동 참여유형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능동 참여유형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2 내적/ 적제약 과 수동/능동적 여가활동 

참여 형 간  상 계

여가활동의 수동/능동 참여유형과 일반 특성 간

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 경증 장애, 고등학교, 학

이상의 학력, 혼자서외출 여부, 일상생활활동, 수단 일

상생활활동, 가구소득, 교통수단 이용 어려움 수 , 정보

통신기기 사용은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상 계를 보

다. 그리고 증 장애, 무학, 등학교의 학력, 치료 이

용여부와 장애인보조기구는 통계 으로 유의한 부의 상

계를 보 다. 수동 참여유형과 학교 학력, 복지

서비스는 정의 상 계를 보 지만, 능동 참여유형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2

Variables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Relaxed leisure† Active Leisure†

M ± SD t/F p-value M ± SD t/F p-value

Gender
Male 2.36±1.42

13.79*** .000
1.51±1.26

0.62*** .000
Female 1.91±1.24 1.49±1.05

Age

20 ~ 29 2.98±1.51

204.91*** .000

1.54±1.27

43.78*** .000

30 ~ 39 3.05±1.60 1.71±1.46

40 ~ 49 2.90±1.56 1.83±1.33

50 ~ 59 2.40±1.42 1.64±1.20

60 ~ 69 2.06±1.24 1.56±1.09

≥ 70 1.62±0.96 1.24±1.02

Education

background

Uneducated 1.38±0.71

573.45*** .000

1.19±091

92.22*** .000

Elementary 1.61±0.89 1.30±0.96

Middle 2.07±1.17 1.52±1.12

High 2.59±1.39 1.60±1.22

≥ University 3.50±1.58 2.07±1.17

Disorder type

External physical 2.18±1.37

12.61*** .000

1.55±1.17

40.65*** .000
Internal organs 2.31±1.42 1.53±1.20

Developmental 1.93±1.19 0.93±0.92

Mental 1.73±1.13 0.96±1.01

Household type

(Generation)

Alone 1.79±1.07

66.15*** .000

1.63±1.01

6.49*** .000
One 2.03±1.27 1.45±1.14

≥ Two 2.37±1.46 1.48±1.24

Other 3.07±1.26 1.86±1.35

Job status
Has a job 2.64±1.47

21.42*** .000
1.85±1.21

18.75 .85
None 1.88±1.21 1.30±1.10

Marital status
Married 2.32±1.42

12.23*** .000
1.57±1.21

6.38*** .000
Single 1.92±1.22 1.39±1.09

†Higher numbers indicate many levels of leisure activity. ***p<.001

Table 1. Leisure activi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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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Leisure activity

Relaxed leisure Active Leisure

Internal

barriers

Disability grade
Severely(1~2) -0.13*** -0.22***

Mild(3~6) 0.15*** 0.24***

Education
background

Uneducated -0.22*** -0.10***

Elementary -0.27*** -0.11***

Middle -0.02* 0.00

High 0.18*** 0.04***

≥ University 0.39*** 0.19***

Going out 0.27*** 0.40***

Activities of daily living 0.27*** 0.37***

Instrumental-Activities of daily living 0.33*** 0.45***

External barriers

Household income(average monthly) 0.11*** 0.06***

Rehabilitation -0.08*** -0.02*

Difficulty in using transportation 0.37*** 0.39***

Assistive device -0.16*** -0.19***

Data communication instrument 0.65*** 0.40***

Welfare service 0.06*** -0.00

Welfare institution use 0.01 -0.01
*p<.05, ***p<.001

Table 2. The correlations between Internal, External barriers and Leisure activity               (N=6555)

Variables

Leisure activity

Relaxed leisure Active Leisure

ß t ß t

Internal barriers

Disability grade
Severely(1~2) 0.01 0.69 -0.02 -1.07

Mild(3~6) 0.03 1.77 0.03 1.48

Education level

Uneducated 0.13 0.77 -0.01 -0.09

Elementary 0.18 0.77 -0.06 -0.24

Middle 0.19 1.03 -0.03 -0.17

High 0.27 1.24 -0.06 -0.26

≥ University 0.35 2.00* 0.02 0.11

Going out -0.00 -0.25 0.09 5.81***

Activities of daily living 0.06 3.86*** 0.02 1.22

Instrumental-Activities of daily living 0.00 0.45 0.19 8.93***

External barriers

Household income(average monthly) 0.04 4.92*** 0.03 3.58***

Rehabilitation 0.01 1.59 0.02 2.47*

Difficulty in using transportation 0.10 8.40*** 0.10 7.66***

Assistive device 0.01 1.30 0.01 1.00

Data communication instrument 0.47 39.24*** 0.21 15.08***

Welfare service 0.00 0.71 0.02 1.95

Welfare institution use -0.00 -0.32 0.05 5.09***

R² 0.48 0.29

Adjusted R² 0.48 0.29

F 359.86*** 158.33***

*p<.05, ***p<.001

Table 3. Factors on Leisure activity by Internal, External barriers Regression Analysis           (N=6555)

1.2 수동/능동적 여가활동 참여 형에 미치는 

향

여가활동의 내 /외 제약 요인의 항목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실시한결과, 수동 참여유형은 48%의 설명력

을 보 으며(Adjusted R²=0.48), 회귀모형은 통계학 으

로 유의한 수 을 보 다(F=359.86, p<.001). 능동 참

여유형은 29%의 설명력을 보 으며(Adjusted R²=0.29),

회귀모형은 통계학 으로 유의한 수 을 보 다. (F=15

8.33, p<.001) Table 3

수동 참여유형에 미치는 향력에 한 내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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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은 학 이상의 학력(ß=0.35, p<.05), 기본 일상생

활활동(ß=0.06, p<.00.1)이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 제약 요인은 가구소득(ß=0.

04, p<.00.1), 교통수단 이용 어려움 수 (ß=0.10, p<.00.

1), 정보통신기기 활용(ß=0.47, p<.00.1) 요인이 통계 으

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능동 참여유형에 미치는 향력에 한 내 제약

요인은 혼자 외출여부(ß=0.09, p<.00.1), 수단 일상생활

활동(ß=0.19, p<.00.1)이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 제약 요인은 가구소득(ß=0.0

3, p<.00.1), 치료 이용여부(ß=0.02, p<.05), 교통수단 이

용 어려움 수 (ß=0.10, p<.001), 정보통신기기 활용(ß=0.

21, p<.001), 사회복지 기 이용(ß=0.05, p<.001) 이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장애인의 여가활동은 건강과 복지뿐만 아니라 삶의

측면에서도 매우 요한학문 분야이다[14]. 하지만 국

내 장애인이 참여하는 여가활동에 한 만족도는 낮은

수 에 머물러 있다[15]. 본 연구는 국내 장애인의 여가

활동 참여 진과 개선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해 ‘2014년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 으며, 여가활동 제

약요인을 분류하고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국내 장애인의 일반 특성에 따라 수동/능동 여가

활동 참여유형에 차이를 보 다. 수동/능동 여가활동

참여유형은 성별, 연령, 교육수 , 장애유형, 가구유형, 결

혼유무, 직업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 다. 김동원 (2017)

과 윤은경 (2007)의 연구에서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수

형태는 개인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따라서 여가활동 참여와 련된 다양한제약요인이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8], 개인의 다양한 제약요인을

재배열하고 한 상을 통하여 극복하는과정이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19].

일반 으로 여가활동은 참여 혹은 비참여 형태 모두

개별 인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0]. 본 연구의 내 제약 요인은 장애

정도는 경증, 높은 수 의 학력, 외출 가능여부, 기본

일상생활, 수단 일상생활 그리고 외 제약 요인은 가

구소득, 교통수단 이용 어려움 수 , 정보통신기기 활용

요인이 높을수록 여가활동 참여유형 비율이 높게 나타났

다. 하지만 재활치료와 장애인보조기구 활용이 높을수록

여가활동 참여에 낮은 참여 비율을 나타났다. 장애인의

신체 기능수 이 감소됨에 따라 재활치료에 참여하고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한것으로 사료된다. 한 McAvo

y (2001)는 장애인이 경험하는 지식수 , 경제 어려움,

이동수단, 여가 서비스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여가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이처럼

국내 장애인들의 내 제약 외 제약 요인이 여가활동

참여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수동 여가활동 참여유형의 내 제약 요인은 학

이상의 높은 학력 수 , 기본 일상생활활동 그리고 외

제약은 가구소득, 교통수단 이용 어려움 수 , 정보통

신기기 활용이 통계 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한 능동 여가활동 참여유형의 내 제약 요인은 혼자

외출여부, 수단 일상생활활동 그리고 외 제약은 가구

소득, 치료 이용여부, 교통수단 이용 어려움수 , 정보통

신기기 활용, 복지 서비스 기 이 유의한 요인으로 분석

되었다. 국내 장애인이 참여하는 여가활동의 내 제약과

외 제약 요인을 악하고, 한 상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국내 장애인을 한 여가활동은 인 라 형성

련된여가 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22]. 이와

련된 한 환경조성, 시설확충, 산지원, 기본 소득

보장 등의 정책 검토와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시

이다[23]. 한 국내 장애인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제약

요인을 고려하고, 그들이 삶을 즐길 수있도록 가능한 수

과 범 내에서 여가활동을 진할 수 있는 근방법

리체계에 맞춘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을 상으로 실시하는 스포츠와 같은 신체활동[2

4]뿐만 아니라 장애 여가문화와 한 련이 있는

문 인력들에게 체계 인 교육 훈련,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와 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장애

인과 련된 정보, 생활하는 방식 등의실태에 하여 이

해하고 포용하는 과정으로 련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

하고 있다[25]. Henderson (1988)등은 여가활동의 선택과

참여 그리고 만족스러운 여가활동 참여를 지속하는 과정

에서 련된 제약요인이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



한 합학회 문지 제9  제8호298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제제약과 외 제약 요인이 여

가활동 참여유형에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고 지지하고

있다. 한 Alexandris (2002)는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

진을 해 개별 인 내 제약에 을맞추어 한

여가동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의 필요성을

보고하 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신체 기능, 사회

계 증진, 삶의 질 등의 향상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국내 장애인들은 동 인 여가활동 보다는 수동 여

가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23]. 하지만 수동 여

가활동에 비해 야외활동 스포츠와 같은 능동 여가

활동이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28].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 독립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체 인 기능수 을 해 재활의 요성과기본 소득보

장, 지역사회 이동수단, 정보 습득과 련된 제약요인에

하여 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학제간의 력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 은 여가활동에 향을 미치는 제약

요인들에 해 종단 인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국내 장애인의 일반 특성과 포함되지 않은 요

인 간의 계를 확인하지 못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

인 , 문화 , 환경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치는 요인

에 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 다양한 장애 특성

유형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한 추가 인 연

구가 이루어져야 것이다.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들

의 장애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토 로여가활동의 로그

램을 계획하고 설정할 수 있는 로토콜 개발 연구가 진

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결과를 토 로 국내

장애인이 경험하는 제약요인을 악하고 여가활동 참여

진을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2014 장애인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이용하

여 국내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수동 여가활동 참여유형의 내

제약 요인은 학 이상의 학력, 일상생활 그리고 외 제

약은 가구소득, 교통수단 이용 어려움과 정보통신기기

사용이었으며, 능동 여가활동 참여유형의 내 요인은

혼자 외출여부, 수단 일상생활 그리고 외 제약은 가

구소득, 재활치료 여부, 교통수단 이용 어려움, 정보통신

기기 사용과 복지시설 이용으로 나타났다. 국내 장애인

들의 다양한 제약요인이 여가활동 참여에 향력이 있음

을 확인하 으며, 다양한 제약요인을 고려하고 한

여가활동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시될 필요가 있

다. 한 장애인의 여가활동을 해 여가와 장애에 련

된 두 학문 주제에 하여 체계 인 검토와 세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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