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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가공간정책 변화 특성*

-생활권 여가공간으로의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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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hanges in

Japan’s leisure Space Policy*

Kim, Hyun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Dankook University.

ABSTRACT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40 hours workweek system, an intensive discussion was made among

relevant departments. Building facilities does not necessarily guarantee more leisure activities and

higher satisfaction for the public. It is essential to draft at the trend of leisure policy in Japan and

learn from the experiences to set the policy direction best fitting future changes in Korea, as Japan

has gone through comprehensive changes ahead of us. With this understanding, this study analyzed

key leisure policies of Japan and examined the trend of changes of time. The followings are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First, Japan's leisure policies could be categorized into five stages and six terms.

Second, leisure policies in Japan are being established as a local welfare system, not in the context

of industrial perspective, to help people in local community. This is to make voluntary move by

eliminating the factors that restrict social demand with an effort to expand leisure time and to secure

and enhance access to leisure space.

Third, Neighborhood leisure space has taken the center stage, in an effort to seek solutions to the

issues of improving space utilization, restoring local community and encouraging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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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lusion drawn from the research is as follows. It is required to recommend the use of the

specific term ‘leisure' for leisure policies in Korea and for leisure space policies in Korea that are

now facing sociocultural challenges similar to the ones emerging in Japan, measures are required to

improve physiological access of local residents including information promotion, lifetime education and

relationships enhancement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neighborhood leisure space.

Key Words：Leisure policy, Neighborhood leisure space, Lifetime education, Relationships.

I. 서 론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는 경제성장 위주의 노동중심사회에

서 점차 여가중심사회로 변화되면서 여가 및 여

가활동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

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삶의 만족도, 행복

지수를 제고하기 위하여 ‘삶의 질 향상’과 관련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여가정책 구현의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다.

“주 40시간 근무제” 추진에 따라 여가문화 활

성화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 문화

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수많은 여가관련 정책을 논의하였으나 실제로는

공원․녹지, 문화시설, 수변공간, 체육시설, 학교

및 교육시설, 관광․위락시설 등 다양한 범주의

여가시설 정비에 중점을 이루고 있다. 2008년 4

월 국토해양부의 “201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서도 전체사업 131건 중 42건이 실

외체육시설과 공원 등 여가활용시설이었다.

그러나 시설 확보만으로 국민 여가 활동이 증

가하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여가생

활환경이 잘 정비된 미국과 유럽국가에서도 스

포츠 실외운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남성 2시간/

주, 여성 1시간/주에 불과하다는 松田義幸(2006)

의 연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가공

간의 물리적 환경개선이나 양적 확대만으로는

미래의 급변하는 국민의 여가 수요를 충족시키

기 어렵다.

공간의 양이 아닌 질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

점에서 전체적인 여가 정책의 방향과 흐름을 가

늠하고 새로운 여가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가정책, 그 흐름 안에서의 여가공간정책의 방

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은 시대적 상황과 미래의 비전을 담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여가정책의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가장 유사한 여가정

책 배경을 지닌 일본(이강욱, 2007)을 대상으로

여가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보다

앞서 성공과 실패에 따른 많은 변화과정을 거쳐

온 일본의 여가정책을 고찰하는 것은 향후 한국

여가공간 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하는데 기초 자료

로서 그 의의를 가질 수 있다.

II.관련 연구 검토

여가에 대한 연구는 크게 여가의 정의, 여가

형태, 여가 공간, 여가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여가의 정의의 경우, 김광득(1993), 김사

헌(1997)은 여가란 일과 대립되며 생활 시간 중

에서 사회적․생리적 의무행위를 위해 구속되는

시간을 제외한 비 구속시간 중에서 심리적으로

자유의사에 따라 즐기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김

정운 등(2006)은 1970년대 초반까지 여가는 정당

한 시민적 권리로 정의되었으나 1970년 말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는 경제적 실재론으로 보는 것

에 비하여 1980년대 말부터 상업적인 여가경영의

필요성에 따라 여가서비스라는 것이 적용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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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의 정의, 여가의 관점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정리하였다.

1967년 하만 칸은 2000년의 미국사회에 대하

여 1인 당 GNP 1만 달러, 1일 7.5시간 노동, 주

노동 4일제, 연 39주 노동, 법정축일 년 10일, 연

간 유급휴가제 13주의 여가사회를 전망하였으며

1965년 장 프라스티에는 2000년 주 30시간 노동,

연 40주 노동, 근속년수 33~35년, 생애노동시간

4만 시간, 생애생활시간 70만 시간을 전망하였

다. 물론 이와 다른 비판적 견해나 신중론도 존재

하였다. 1950년대 초부터 매스 레저의 도래를 예

측한 사회학자 디비도 리스맨은 사람들의 레저

향수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하였

으며 사회학자 조프레 쥬마즈티에 또한 “증대된

자유시간을 자기 개발, 자기 실현에 활용할 수 있

도록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경고하였으

며 물리학자 디즈니 가보르는 “인류사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현상, 여가에 대하여는 사람들은

너무나 무방비상태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市

井吉興, 2006).

여가 형태에 대해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이 발행한 여가백서에서는 주40시간 근무

제 실시 후 생활 만족도 변화와 여가행태에 대하

여 조사하였으며 최석호(2007)는 여가형태를 실

내여가, 야외여가, 사이버여가 등 여가가 이루어

지는 공간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Elias(1986)는

‘협의의 여가활동’과 ‘광의의 여가활동’으로 구

분하였고 김현나(2007)는 여가활동범주를 스포

츠와 게임류, 야외활동류, 예술관련 활동류, 사교

적 활동류, 관람과 감상활동류, 매체활동류, 기타

의 8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최근에는 여가 활동 활성화, 특히 노인과 여성

의 여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김성관(2009)는 노인의 여가 참여를 증진하기 위

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유성호(2009), 김선희

(2007), 김성관(2009), 강정호와 박정희(2006), 김

학만(2005)은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 증가를 위하

여 경로당, 복지관 등의 시설과 함께 프로그램 정

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여성에 대한 연구는

가족 차원에서의 접근이 많았으며 대부분 여성

학, 가족학, 행정학 분야에서 수행되었다. 맞벌이

부부 가족의 증가로 여성의 여가시간은 증대되었

으나 성별 여가 차이는 여전하다고 주장하였다

(Oppenheimer, 1994). 이성호(2008)는 여성이 여

가에 참여할수록 자아실현, 주관적 규범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되며, 부모와 자녀를 포함한 2인 이

상의 가족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여가활동에서

는 가족구성원의 결합력이 강해지며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여가활동에 비해 더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윤소영 외, 2008)고 분석하였다.

여가공간(leisure space)은 여가공간의 정의와

여가공간 공급, 물리적 근접성 등 여가행동을 수

용할 수 있는 시설의 입지성에 관한 연구를 중심

으로 이루어졌다.

여가공간에 대해서는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물리적 자원의 총체’로 여가의 속성, 즉

생활의 구속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즐겁게 여가

선용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모든 공간(국토연

구원, 2002), 여가시설을 포함하는 공간적 개념

이며 행위주체의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의 총체(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로 정의

하고 있다.

Romnsa와 Hoffman(1980), 한국문화관광연구

원(2004, 2007)은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시간,

비용, 시설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신화경

(2007)은 도시지역 주민의 여가활동이 빈약한

이유 중 하나로 인근 이용하고 싶은 시설의 부

족을 꼽았다. 여가백서(2006)에서는 국민들이 여

가생활을 하는데 있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

여가시설을 규명한 바 있다.

여가가 정책영역으로 떠오르면서 최근에는 여

외국의 여가정책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기 시장하

였다. 박원임(1991)은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의

여가행정기구, 프로그램, 여가시설, 정책내용, 전

문 인력을 중심으로 각국가의 여가 레크리에이션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Bram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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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은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스웨덴,

러시아 등 유럽국가의 여가정책에 대하여 소개하

고 향후 여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강

욱 등(200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호

주, 일본을 대상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

은 영국, 미국을 대상으로 여가정책 배경과 정책

대상, 유형 그리고 담당 행정기관 및 주요 정책 유

형을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한국 여가정책

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가별 여가정책 실시배경이 상이하고

동일한 체계상의 자료수집이 어려워 정책 사례

전반에 대한 수치 또는 단순 비교 연구가 대부분

으로 한국 여가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한국 여가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어떤 변화과정을 거쳤으며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를 고찰할 필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국가인 일본 여가정책에 대해

조배행(2006), 최길성(1997), 석미란(2005)은 관

광 활성화, 일본 농촌운동, 고령자여가문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1997), 국토

개발연구원(1990), 금성혁(1990)은 여가실태에

따른 향후 일본 여가정책의 방향성에 대하여 고

찰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여가정책의 발전과정과

변화요인을 분석하고 한국 여가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일본을 대상으로 여가정책의 변화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여가정책과 여가공간

의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III. 일본 여가정책의 역사적 고찰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변

화와 함께 여가정책이 주무부처의 관련 제도 및

사업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동향적 특성

을 고찰하였다.

최초의 일본 여가 정책 담당부처인 경제기획

청(현재 경제산업성)에서 수집한 1966년도에서

1993년도까지의 여가․생활문화 관련 자료를 근

간으로 하였으며 그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는 경

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총무성 등의 행정기관1)의 백서, 보고서,

홈페이지와 일본레크리에이션학회, 일본여가학

회 회고록 및 관련논문을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일본 여가 정책을 연대별로 정리하였다. 작성된

연대표에서 나타난 정책 용어와 주관부처의 성

격, 정책 사업 및 비전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여

5기의 여가정책 시대로 구분하였다. 한국문화관

광연구원(2008)의 국민여가진흥 중장기계획 수

립방안, 薗田石載(2008)의 일본 레크리에이션운

동사 연구에서 나타난 시대적 구분과 상이한 점

에 대해서는 당시 일본사회의 경제적, 사회문화

적, 정치적 흐름에 대한 고찰과 일본 (재)사회경

제생산성본부, (재)일본교통공사의 전문가의 검

증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각 시대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1기(1930-1945) 변질된 레크리에이션 운동

시대

레크리에이션은 일본어사전에서 위락, 후생으

로 해석된다. 당시 군국주의 일본은 의료의 의미

를 포괄한 후생을 채택하여 1938년 1월 후생성,

동년 4월 일본후생협회를 조직․결성하였다. 일

본 후생협회는 미국 레크리에이션 협회2)를 모태

로 결성된 조직이지만 그 성격은 매우 상이하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스포츠, 문화시설 조

성과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

된 이후 1929년 대공황 발생 후 생겨난 원치 않

은 남는 시간을 보다 건전하게 보내기 위해 레크

리에이션 운동이 발전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 레

1) 2010년 현재 내각의 명칭으로 본문에서는 각 해당

년도의 내각명칭을 사용하였다.

2) 미국 레크리에이션협회는 20세기 초 미국동부에서

아동의 건전한 놀이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결성된 플

레이그라운드 운동(playground movement)에서 시작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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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션 운동의 추진 모태(薗田石載, 2008)인

일본후생협회는 학교와 직장을 중심으로 국민의

체력, 정신력 함양과 결속을 위한 체조와 음악 개

발, 운동행사 개최 등으로 당시 일본의 전쟁을 지

지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2기(1945-196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정

책 시대

전후 민주화와 미국에 대한 동경, 해방의 자유

등을 공유하면서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빠르게 확

산(薗田石載, 2008)되었다. 남녀동권을 상징하는

포크댄스 인기가 높았으며 1948년 개최된 제1회

전국 레크리에이션대회 프로그램 또한 배드민턴,

소프트볼, 골하이(goal-hie) 등으로 당시 주요 레

크리에이션 활동은 신체활동을 즐기는 스포츠 활

동이었다.

전쟁후인 1945년 11월 문부성은 미군의 지시

를 받아 학교수업에서 군대놀이, 행진, 무도 수

업을 중지시켰으며 1947년 8월에는 ‘학교체육지

도요강’에서 체육의 목표를 레크리에이션으로서

의 스포츠로 선정하고 발표하고 수업간, 방과후

등 자유시간에 교외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활용

하여 모든 학생들이 체육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최초로 ‘자유시간’이라는 용어가 등

장하였다.

후생성 소관이었던 일본후생협회는 전후 1946

년 문부성과 후생성 공관인 일본후생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1948년 드디어 문부성 소

관의 (재)일본레크리에이션협회가 결성되었다.

1950년대 (재)일본레크리에이션 협회는 전국의

현에서 지역협회를 조성하고 전국대회를 개최하

는 등 레크리에이션 운동을 조직화하였으나 중앙

협회는 문부성, 지역은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레

크리에이션 지도자 제도가 마련된 것 이외의 눈

에 띠는 업적은 없었다.

전후 교육의 문제점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

면서 레크리에이션이라는 용어는 3기에 접어드

는 1960년대말 이후부터는 학교체육지도요강에

서 자취를 감추었으나 레크리에이션이 정책용어

로 처음 사용되었다는 점과 레크리에이션이 학교

교육 전반에 영향력을 끼칠 만큼 높은 위상을 가

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3. 3기(1960-1975년) 여가정책 개막 시기

1) 여가의 시대
1968년 국민총생산 세계 제2위에 진입한 일본

은 1970년대 전반 선진국 수준의 국민소득에 도

달하는 등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1961년 의류업체인 (주)레나운이 신문광고에서

‘레저 웨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레저,

여가가 레크리에이션을 대체하는 용어로 인식되

기 시작하였다. 행정에서도 1966년 국민생활심의

회가 발표한 ‘장래 국민생활상-20년 후의 비전’

보고서에서 최초로 여가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기술 발전과 생산력 향상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

면 자유시간이 증가할 것이며 당시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유시간 증대는

생활문화 변화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예견하였으며 여가문제가 국민생활 정책에 중요

한 과제라고 밝힌 공식 문건이 작성된 것이다.

1968년 동심의회가 작성한 ‘여가문제의 현상

과 방향성’을 부제로 하는 중간보고서에서는 여

가의 성격을 노동의 재생산적 수단에서 보다 적

극적인 의미를 담은 소비지출을 동반하는 경제산

업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여가공간에 대해서는

주로 자연공원, 문화재 등의 관광지가 양적으로

매우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어 당시 여가공간정책

영역이 관광지였음을 알 수 있다.

1970년 전후 구미사회의 미래 여가사회에 대한

전망이 매우낙관적이었던것과같이 그 영향을받

은 일본 또한 매우 밝은 미래 여가사회를 기대(松

田義幸, 2006)하면서 여가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2) 여가의 정책적 접근
1972년 여가제언에서 여가의 소비적, 산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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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강조하면서 창조적 여가를 위해서는 자유

시간 확충과 여가공간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되

었다. 1970년 여가정책 관련 사업내용을 살펴보

면 후생성은 국립공원이나 국정공원을 이용하려

는 사람들은 증가하고 있으나 거리가 멀거나 시

설이 불충분하여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가를 지

낼 수 있는 국민휴가촌 계획을 수립(生活科學調

査會, 1971)하였으며 환경청은 자연보호, 환경개

선을 위하여 국립공원, 국민휴가촌과 같은 관광

지 정비와 함께 시주쿠교엔(新宿御苑), 경도궁(京

都宮) 등의 문화재를 정비하였다. 국토청 또한 경

제기획청 소관이었던 산촌진흥모델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지 성격의

여가 공간 정비사업이 계속 진행되었다.

3기부터는 전국민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국

민총건강백서’가 매년 작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일

본체육협회 주관으로 국민스포츠를 진흥시키기

위한 생애교육이 기획․실시되었다.

또한 여가 정책 실현 및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와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경제기획

청 여가개발실(현 여가․생활문화실), 통산성 여

가개발산업실(현 여가개발실)이 신설되었으며

여가연구를 위한 (재)여가개발센터가 설립되었

다. 이와 함께 1973년 여가정책 담당 부처간, 지

자체간 여가 예산을 종합 검토하고 여가 시책을

조정하기 위하여 ‘여가행정 중앙부처 연락회, 도

도부현 여가행정 담당과장회의가 발족되는 등 수

많은 일본 여가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이 구성되

었다. 그러나 비전과 계획 발표만 무수할 뿐 국민

의 시간과 활동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이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당시 언론에서 떠든 ‘여가 붐’은 청년층을 중

심으로,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 증

대가 관광, 스포츠 등의 관련 소비를 자극하여 인

기가 집중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런 여가 붐으로 빠찡코 등의 사행성

여가산업, 관광지 지가 상승, 여가 소외계층 발생

등의 문제점 또한 급증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하

여 뒤늦게나마 기초 연구가 시작되었다. 외국사

례 분석, 국내여가 관련통계 및 여가환경자원평

가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4기 여가정책 활성화

시대 개막을 준비한 것이다.

4. 4기(1975-1990년) 여가 활성화 시대

1) 대체 정책용어 등장 
1970년대 중반 오일 쇼크로 서구의 미래여가

사회는 암울하게 다가왔다. 노동시간 단축은 국

민의 여가권리로서가 아니라, 실업자구제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21세기가 되기도 전에 현

실화되었다. 일본 또한 1974년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본은 자원 고소비형에

서 저소비형의 하이테크 산업구조로 전환하여

1976년부터는 실질 GNP가 6%대 성장률을 보이

며 빠르게 경제1980). 다만 경제정책이 실리를

추구하고 총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크게 전환

되면서 중앙부처 정책사업에서 여가라는 명칭은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경제기획청은 영국의 모든 사람을 위한 여가

(leisure for all)와 미국의 레저 카운슬링(Leisure

Counseling), 레저 연구(Leisure study) 등의 외국

사례 조사와 함께 학술 연구회, 연락조정회의 등

을 조직하여 정책의 개념, 방향성을 연구한 결과

여가보다는 레저, 생애학습을 정책용어로 채택하

였다. 여(餘)는 경제적 여유, 가(暇)는 시간적 여유

(자유시간)를 의미하지만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어떻게쓸것인가의 내용을 담지못한다는 한계점

이 지적되었다. 반면 레저는 오랫동안 인문, 사회,

자연과학 영역에서 시간, 활동, 가치 개념으로 연

구되어 온 학술용어(松田義幸, 2006)이며 산업영

역에서도 ‘레저산업’으로 정착되어 있어 실용성,

구체성이 담보되어 있었다. 또한 학습은 자발적으

로 학습기회를 요구하고 참여하는 주체적이며 자

주적인 입장을 반영하며 독서, 스포츠, 취미활동,

레크리에이션등의 즐거움과 삶의 보람을찾는 활

동을 카테고리에 모두 포함시킬 수 있다. 즉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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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장애우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필요

하거나 관심 있는 것을 선택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배우면서, 자신의 생각과 삶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나갈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합의

를 이끌어 내기에 적절한 용어 중 하나였다.

1980년대 실제 국민 여가 향유를 위한 기본적

인 자유시간 확보 즉 계속 쟁론화된 일본 노동자

의 완전 주 5일근무제 보급은 실제로는 진척되지

못하였으며 노동시간은 여전히 길었다. 정부와

여당은 정신적 여유를 중시하는 국민 요구에 응

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휴가제 개선과

관광시설 개발에 국한되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

았다. ‘여가’라는 용어는 80년대 연구 분야에서

도 식상된 용어로 인식되어 오히려 “레크리에이

션”이 교육적이고 신선하다는 재평가를 받았다.

대학 강좌에서도 여가, 레저보다는 레크리에이션

이 채택(松田義幸, 2006)되었다. 1991년 일본레크

리에이션학회가 스포츠와 정책 분야의 연구영역

을 포괄하고 세계 레저 레크리에이션협회(World

Leisure Recreation Association, 후에 WLA로 명

칭변경) 등과의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레저․레

크리에이션학회로 변경하고자 할 때 회원들의 반

대에 부딪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결국 1985년 경제기획청은 문부성에서 사용하

는 생애를 적용하여 생애레저학습 연구보고서를

발행하게 된다.

문부성은 정규교육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을 다

루고자 기존의 문부성 사회교육국을 생애학습국

으로 재조직하였으며 경제기획청은 국민의 여가

를 충실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최초로 가족을 언

급(國民生活審議會, 1989)하고 여가개발실을 여

가생활문화실로 개명되는 등 당시 여가정책은 생

애, 학습, 가족, 문화를 포괄하였다.

2) 지역 활성화와 관광의 등극 
경제성장으로 인한 세계의 따가운 시선을 모

면하기 위하여 1988년 5월 세계와 함께 가는 일

본이라는 경제연합운영 5개년 계획, 1988년 4월

노동기준법 개정․시행, 6월 노동시간 단축 추진

계획, 제3차 고용대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1987년 9월에는 해외여행 배

증계획3) 이 발표되었다. 당시 일본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자국민의 해외여행을 제도적으로 촉진

한 해외여행 장려국가였다. 실제 일본인 해외여

행 배증계획은 1년 빠른 1990년에 기달성되어 가

장 효과적인 정책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관광산업의 지역파급효과와 효율성에 주목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후 1987년 종합보양지역정비법(리조트법)

제정과 2002년 당시 고이즈미(小泉純一郞) 총리

의 관광입국선언으로 ‘관광’은 국토교통성에서

뿐만 아니라 전 부처의 거국적 정책으로서 자리

매김하였다. 또한 고령화, 과소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농촌과 지방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역관광, 농촌관광 사업은 여가공간 정책

의 주요 영역으로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1987년 관련부처의 여가정책관련 사업예산목

록을 살펴보면 후생성의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

시키기 위한 건강증진센터 건설사업, 농림성의

자연휴양촌 건설사업, 임야청의 국유림 내 산림

전시관, 야외실습 전시원 정비사업, 운수성의 지

역 숙박시설 정비 지원, 노동성의 근로자 복지시

설 정비, 건설성의 수변공간 정비 및 아동, 근린,

지구, 도시기간공원, 특수공원, 대규모공원, 도시

녹지, 녹지도로 등의 공원 정비 사업과 자전거도

로 건설, 자치성의 공원녹지 및 주차장 정비, 농

림성의 도시근교 산림 조성으로 관련부처의 지역

개발 소관업무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여전히

국민의 여가 진흥을 위한 공간계획적 접근은 여

전히 이루어지기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여가정책 대상의 확대와 부흥 
1983년 총리부에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

3) 61년 일본인 해외관광객 수 552만 명을 1991년까지

1,000만 명으로 증가시킴으로서 일본 경제 발전의

성과를 세계에 배분하기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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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미래 가장 역점을 두는 생활분야에서 여가생

활이 부동의 1위였던 주생활을 누르고 1위에 등

극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2009년 여론조사에서

도 계속되고 있다.

오일 쇼크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채용을 축

소한 기업의 종업원 평균연령이 상승하였으며 이

들 중고년층의 사회문화적 스트레스 등으로 무너

진 “건강 회복”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건강회복을 위한 중요한 활동으로 손꼽힌 여

가활동 진흥을 위하여 고령자 레크리에이션 워커

양성사업4)이 활성화되면서 고령자의 여가는 정

책영역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인생 50년

시대가 아닌 인생 80년 시대에 적합한 사회 시스

템을 만들기 위하여 생애에 걸친 취업활동과 개

인생활에서의 자기실현이 균형적으로 발전되어

야 한다는 “생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개인과 기업, 공공의 역할과 함께 정책의 중심은

청년층에서 중고년층으로 옮겨가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근면주의 퇴직자가 삶의 보람을 상

실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김현, 2004)되

면서 자주적 사회참가 활동과 같은 자발적인 커

뮤니티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자주적 사회참가

활동이란 비공식적 활동부문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참여하는 집단 활동을

총칭하는 것이다. 활동 내용은 취미, 스포츠, 학

습, 건강, 복지, 생활환경, 소비활동 등 생활전반

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며, 활동의 지역적 범위

또한 거주지 근린레벨에서부터 시정촌, 도도부

현, 전국 또는 국제레벨까지 다양하다. 현재 일본

전국의 자주적 사회참가 활동 실수는 그 성격상

파악하기 힘들지만 오래전부터 전국적으로 존재

해 온 자치회・정내회(町內會) 등 주민자치조직

이 약 275,000개, 부인단체 약 33,000개, 노인클

럽 약 120,000개, 어린이회(子供會) 약 145,000

개, 청년단 약 14,000개, 스포츠소년단 약 16,000

4) 이미 1974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나 이 식부터 본격

화되기 시작함.

개, 봉사단체 약 22,000개, 소비자 관계단체 약

7,000개에 이른다.

5. 5기(1990년-2000년대) 문화․복지 여가시대

1) 생활권 여가공간 정책 실현
1977년 경제기획청 산하 자유시간 대책연구회

는 일상생활권 여가공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

한 바 있으나 실제 80년대까지 일본의 여가공간

은 스포츠, 관광 단지 조성 정비에 집중되어 있었

다. 이러한 관광개발에서 이제는 쉽게 접근가능

한 생활공간을 여가정책 영역으로 바라보기 시작

하여 1990년 6월 노동성은 여유 있는 사회와 마

이라이프 창조에서 기업과 학교 개방 등 생활권

공간에서의 여가공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과거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원, 녹지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사

회적 합의 도출은 물론 예산 확보가 어려웠다. 그

러나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여가파 국민들이 거품

경제 붕괴와 경기후퇴로 가까운 곳에서 적은 비

용으로 즐기는 안근락(安近樂)형 레저활동을 선

호((재)사회경제생산성본부, 1992)하고 공동체 해

체 등의 사회문화적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생

활권 역가공간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

회적 동의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전환된 것

으로 고찰된다. 이와 함께 지역 뿐만 아니라 국가

적 측면에서 관광 ‘산업’이 더욱 강조되고 관광청

이 신설되면서 관광지 개발은 여가정책의 하위개

념이 아닌 독립된 “관광사업”으로 분리되어 여가

공간 정책의 방향성은 더욱 생활권에 가까워졌다.

기존의 공원 계획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여가문화 활동, 건강운동 참여와 효과

를 높이기 위한 도시공원의 입지, 시설 도입, 공

원 배치와 프로그램 운영이 강구(국토교통성,

2000)되었으며 휴게공간 조성사업, 커뮤니티존

조성사업, 레저시대의 거리 만들기 사업 등 통행

량이 적은 도로나 주변 자투리땅에 주점, 매점 등

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 녹지를 조성하여 주민

들이 쉽게 이용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많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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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계속되는 국가 재정의 어려움으로

최소한의 시설 투자와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증

가(김성진 외, 2003)하면서 복합화가 시도되었다.

그러나 서구에서 나타난 시설 복합화 보다는 시

설정비와 프로그램 개발 또는 시설정비와 인력

양성 등의 사업 연계화가 중점을 이루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농림수산성과 문부성이 공동추진

한 어린이체험형 환경학습, 국토교통성과 문부성

이 추진하는 이끼이끼공원(生生公園)이다. 어린

이 체험형 환경학습은 초․중학생의 자연․농업

체험 사업으로 기획서 및 방문객관리계획 수립과

체험 시설 조성은 농림수산성이 담당하고 활동프

로그램 구성과 교육전문가 양성은 문부성이 지원

하며 이끼이끼공원의 경우 시설정비와 프로그램

개발, 지도원 교육은 국토교통성, 문부성이 각각

지원한 사업이다,한다.

2) 국민 여가 향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가까운 일상권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율을 높

이기 위해 커뮤니티 형성, 정보 제공과 여가관리

공인 전문가 등의 필요성이 제기(경제기획청,

1991)되면서 (재)일본레크리에이션협회 주관으

로 여가생활개발사와 여가생활상담원 양성과 자

격인정사업이 시작되었다. 여가생활상담원은 지

역단체 활동을 지향하며 조직, 단체, 경영체 등에

서 리더적인 존재이며, 여가생활개발사는 조직,

단체, 경영체 등에서 근무하는 전문직으로 사람

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 직장, 또는

지역의 레크리에이션협회와 함께 사업을 기획,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991년 3월 11일자

아사히신문 석간에 따르면 1,500건의 문의전화

가 쇄도하는 등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고 한

다. 1991년 최초로 상담원 300명, 여가생활개발

사 400명이 배출되었고 이후에도 인기는 계속되

어 2000년에는 2700명의 여가생활개발사5)가 양

5) 일본의 여가관리 공인 전문가로서는 여가생활개발

성되었다. 여가개발사 붐은 국민의 여가 인식과

교육을 위한 전문가 양성이라는 선도적 정책이며

시설 정비에서 시간과 활동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으로 그 중심이 전환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

가 매우 크다.

1990년 7월 여가의 대체용어로 사용되고 있

던 생애학습 진흥법이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

가 생애학습 관련 사업을 관련 단체와 연합하여

실현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정비되었고 지방자

치시대에 걸맞게 여가정책에 있어서도 중앙정

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정책 이관은 더욱 가

속화6)되었다.

이와 함께 휴일․휴가 등의 자유시간이 증가하

였다. 1990년 노동자 1인당 노동시간이 2044시간

으로 1989년에 비해 오히려 32시간 늘어난 것으

로 발표되어 일본 열도는 다시 한번 휴가제도와

국민 건강이 화두에 떠올랐다. 여성을 위한 육아

휴업법7) 제정과 시행, 국가공무원 완전 주 5일제

등이 실시되었고 공립초중고교에서는 1992년 9월

사, 여가생활상담원 외에도 복지레크리에이션 워커,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그룹 레크리에이션 워커, 레

크리에이션 코디네이터가 있다. 2007년 4월 현재 여

가생활개발사는 242명이 활동하여 다소 감소추세이

나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111,748명, 여가생활상담원

1,402명, 레크리에이션 코디네이터 3,181명, 복지 레

크리에이션 워커 8,866명, 그룹 레크리에이션 워커

523명이 활동 중이다.

6) 지방정부의 여가정책 실현을 돕고자 14개 중앙부처

의 사업 내용과 함께 지방공공단체와 시정촌에서 시

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매뉴

얼로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7) 일본에서 최초로 육아휴업법 이 제정된 것은 1975

년의 의무교육제학교등의 여자교육직원 및 의료시

설․사회복지시설 등의 간호부․보모 등의 육아휴

업에 관한 법률 이다. 공무원인 여성교사와 간호부

・보모에 국한되었으며 노력의무 로 규정되어 실

제 육아휴업을 취득할 수 있는 여성은 5%미만에 불

가하였다. 16년을 지나 모든남녀노동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업법이 성립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다. 특

히 여성과 가족 여가활동 증진과 가족생활 유지 뿐

만 아니라 1989년 출생률이 1.57까지 저하된 1.57

쇼크 로 육아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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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주요 정책 용어 주체 구분

1938 후생성, 후생협회 조직, 결성 레크리에이션 후생성 기반체제 구축 -

1948 제1회 전국 레크리에이션 대회 개최 레크리에이션 후생협회 예산사업 활동

1945 체육교과 조정 스포츠 문부성 비예산사업 활동

1947 학교체육 지도요강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자유시간

문부성 기반체제 구축 활동

1948 일본레크리에이션협회 결성 레크리에이션 기반체제구축 활동

1966
“장래국민생활상-20년후의 비전”
보고서 작성

여가 국민생활심의회 계획 시간

1968 “여가문제의 현상과 방향성”보고서 여가 국민생활심의회 계획 시간, 활동

1972
여가개발실, 여가개발산업실 조직
(재)여가개발센터 설립

여가
경제기획청,
통산성

기반체제 구축 시간, 활동, 공간

1972 여가제언
여가
자유시간

계획 시간, 활동

1970 국민휴가촌 계획 발표 여가 후생성 예산사업 활동, 공간

1973
여가행정 중앙부처 연락회의 발족
도도부현 여가행정 담당과장회의 발족

여가 경제기획청 기반체제 구축 시간, 활동, 공간

1974 고령자 레크리에이션 워커 양성사업 생애학습 일본자전거진흥회 기반체제 구축 시간, 활동

1977 자유시간 대책 연구회 조직
자유시간
여가

경제기획청 기반체제 구축 시간, 활동

1985 축일법 개정 자유시간 내각부, 노동성 기반체제 구축 시간

1985 생애학습연구보고서 발행 생애학습 경제기획청 계획 활동

1987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를 목표로
구조조정 지침 발표
종합보양지역정비법(리조트법) 시행

자유시간 노동성
국토교통성

기반체제 구축
기반체제 구축

시간

공간

1988 경제연합운영 5개년 계획 발표 레저 경제기획청 계획 시간

1988
노동기본법 개정․시행
노동시간 단축 추진 계획, 제3차 고용
대책기본계획 발표

자유시간 노동성
기반체제 구축

계획
시간

1988 사회교육국을 생애학습국으로 변경 생애학습 문부성 기반체제 구축 활동

1988 유토리선언 발표 여가
전일본민간노동
조합연합회 시단
(詩短)추진의회

계획 시간

1989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격주로 토요휴무 실시 자유시간 노동성 기반체제 구축 시간

1989 금융기관 완전 주5일제 실시 자유시간 노동성 기반체제 구축 시간

1989 여가개발실이 여가생활문화실로 개편 여가 경제기획청 기반체제 구축 시간, 활동

1989 지방의회 최초 유토리선언 결의 여가 오이타현 나카즈시의회 계획 시간, 활동

1989 여가활용기본법(가칭) 제정 여가 민사당 기반체제 구축 시간, 활동, 공간

1989 육아휴업소위원회 개설 자유시간 노동성 기반체제 구축 시간

1990 기업메세나 협의회 설립 여가 경제기획청 기반체제 구축 시간, 활동, 공간

1990 여가 행정 매뉴얼 제작 여가
경제기획청,
시즈오까현

기반체제 구축 활동, 공간

1990 생애학습진흥법 시행 생애학습 문부성 기반체제 구축 활동

1990
노동복지 간담회 개최
“여유있는 사회와 마이라이프 창조” 발표

여가 노동성
기반체제 구축
계획

시간
활동

표 1. 일본의 시대별 주요 여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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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주요 정책 용어 주체 구분

1991 노동기준법 정령 개정 - 법정노동시간 자유시간 노동성 기반체제 구축 시간

1991 공무원 하계휴가제도 실시 자유시간 노동성 기반체제 구축 시간

1991 생활시간유연화위원회 발족 자유시간 경제기획청 기반체제 구축 시간

1991
여가생활개발사 여가생활상담원
양성과 자격인정사업

여가
일본
레크리에이션협회

기반체제 구축 활동

1991
일본레크리에이션학회를 일본 레저․
레크리에이션학회로 명칭변경

레크리에이션
일본 레저․
레크리에이션학회

기반체제 구축 -

1992 육아휴업법 시행 자유시간 노동성 기반체제 구축 시간

1992 휴가분산제 제시 자유시간 노동성 기반체제 구축 시간

1992 국가공무원 주5일제 실시 자유시간 노동성 기반체제 구축 시간

1992 종합보양지역정비연구회 발족 레저 국토교통성 기반체제 구축 공간

1992 그린투어리즘 연구회 발족 레저 농업수산성 기반체제 구축 공간

1993
생애시간 유연화 위원회 , 노동자

시간단축의 영향에 관한 연구회 발족
자유시간 통산성 기반체제 구축 여가산업

1993
‘레저시대의 거리 만들기 핸드북’
발간 및 사업 실행

레저 경제기획청 예산사업 공간

1994
「시민의식과 사회참가활동 본연의
모습」보고서 발행

레저
국민생활심의회
종합정책부회

계획 활동

1995
18개 성·청에서 자원봉사 문제에 관한
연락회의 발족

자유시간 내각부 기반체제 구축 활동

1996
시민공익단체 , 사회참가형 활동

등의 조사 실시
자유시간
레저

경제기획청 계획 활동

1997
여가․생활실이 여가․시민활동실로
개편

레저 경제기획청 기반체제 구축 활동, 공간

1997
농산어촌체재형여가활동에 관한 기능
정비

레저 농림수산청 예산사업 공간

1998 「특정 비영리활동 추진법」가결 자유시간 중참본회의 기반체제 구축 활동

2000 전국 그린투어리즘 추진협의회 결성 레저 농림수산성 기반체제 구축 공간

2000-200
4

도시농촌교류대책사업 레저 농림수산성 예산사업 공간

2000 아름다운 농산어촌 창출연계 촉진사업 레저 농림수산성 예산사업 공간

2001 후루사토 하천정비사업 레저 국토교통성 예산사업 공간

2003 관광교류공간 조성모델사업 레저 국토교통성 예산사업 공간

2005 축일법 재개정
자유시간
레저

내각부 기반체제 구축 시간

2007
“일과 생활의 조화 헌장”과 “일과 생활
의 조화 추진을 위한 행동 지침”이 책정

자유시간
관련 부처, 경제계,
노동계, 지방자치
단체 대표회의

기반체제 구축 시간, 활동, 공간

2008 내각부에 “일과 생활의 조화 추진실” 설치 자유시간 내각부 기반체제 구축 시간, 활동, 공간

자료：第12次 國民生活審議會 綜合政策部會 餘暇 生活文化委員會 中間報告 國民生活審議會(1989)

日本レクリエーション運動史硏究, 薗田石載(2008)餘暇學硏究 11：56-65

여가백서2006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http：//www.mlit.go.jp/

http：//www.maff.go.jp

http：//www.cao.go.jp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표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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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95년 4월 월 2회를 거쳐 2002년 4월에는

드디어 완전 주5일제가 실시8)되었다.

3) 계층별, 관계성 여가
(주)레저생활센터에서 발표하는 레저백서의

여가활동 종목별 참가율, 여가종목 경험수 등 주

요지표 변화상을 살펴보면 최근 10년 동안 90%

종목에서 참가율이 감소된 반면 연간평균참가횟

수가 상승한 종목은 60%에 불과하다. 일본인 한

사람이 1년간 경험하는 여가종목 경험수의 경우,

1997년에는 평균 17.8 항목이었던 것이 2007년

에는 14.5 종목으로 약 20%가 감소되어 개인의

여가활동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참여인구

가 증가 한 종목은 외식, 복권, 원예 및 정원 가

꾸기, 게임, 조깅, 마라톤 등으로 일상에서 적은

비용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활동이었으며 드

라이브, 관광, 동물원․식물원․수족관․박물

관․유원지 등은 참여인구가 줄었다. 여가활동

의 축소 배경에는 개인소비 감소, 시간적 여유

상실 등의 부정적인 요인 외에도 좋아하는 종목

에는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이 없는 종목에는 투

자하지 않는 선택투자 경향이 높아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고찰된다. 한편 10대에서는 축소 현

상이 더욱 심각하다. 일본의 학교체육 시설 수준

향상과 근린 체육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

년의 여가 진흥을 위한 방과후 학습, e정책이 실

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게임 등의 증

가와 관광활동 기피((재)사회경제생산성본부,

2009) 등으로 청소년기의 여가시간의 질은 더욱

빈곤해지고 있다. 이들이 중장년이 되었을 때에

도 활동 저조로 이어져 미래 여가 수요는 더욱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계속 증

가추세인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 니트족 등 문제

8) 이러한 노력으로 2005년 연간 총 실질 노동시간은

1,834시간으로 감소하였으나 정규 사원의 연간 총

실질 노동시간만을 계산하면 과거 10년 전보다는

75시간이 단축되었으나 2,009시간으로 여전히 긴

시간을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다.

표 2. 연간 평균 여가 종목 경험수.

구분 1997년 2007년 감소종목수 감소비율

전체 17.8 14.5 -3.3 -18.5%

10대 21.6 15.6 -6.0 -27.8%

20대 18.7 15.2 -3.5 -18.7%

30대 19.2 15.7 -3.5 -18.2%

자료：레저백서 2008((재)사회경제생산성본부.

를 안고 있는 청소년,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가프로그램이 이들의 삶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

되었다. 이러한 사회문제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여가정책은 기존의 양적인 시간 보다는 질적인

시간 정책, 즉 시간과 활동을 학습하는 시스템으

로 전환되고 있다.

1995년 1월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하여

자원봉사활동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자발적인

그룹 활동은 “사는 보람”, “생애학습” 효과에 매

우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1996년 경제

기획청은 시민공익단체 , 사회참가형 활동 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1997년 4월 경제기획청 여

가․생활실은 여가․시민활동실로 명칭을 변경

하였으며 1998년 10월 3일 중참본회의에서 특

정 비영리활동 추진법 이 가결되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성 여가는 여가정책의 주요

영역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민생활백서9)에서도 나타

난다. 80년대의 국민생활백서에서는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90년대 후반부

터는 가족, 지역, 직장에서의 관계성이 가지는 긍

정적인 효과 즉 사회 통합과 생활 만족도 증가를

9) 경제산업성(전 경제기획청)은 향후 일본의 경제 사

회 및 생활 현상 및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매년 경제백서, 국민생활백서, 세계경제백서를 작성

하는데 이 중 국민생활백서는 여가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연차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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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1980 바뀌는 사회와 생활의 대응

1981 생활의 질적 충살과 그 과제

1982 안정성장하의 가계와 변모하는 지역의 생활

1983 여유 있는 가계와 새로운 가족상을 추구하며

1984 인생 80년과 여유와 안정을 위해

1985 전후 40년：성숙의 시대를 향하여

1986 세계에 열린 풍요로운 생활을 추구하며

1987 엔고의 활용과 풍요로운 자산의 창조

1988 다양화하는 생활과 국민의식

1989 인생 70만 시간 여유의 창조

1990 사람에게 여유로운 풍요로운 사회

1991 동경과 지방-풍요로움의 선택

1992 과소화 사회도래- 그 영향과 반응

1993 풍요로운 교류-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그 재발견

1994 풍요로운 장수사회를 향하여

1995 전후50년 개인사：다양하고 풍요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

1996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재설계

1997 일하는 여성：새로운 사회시스템구축

1998 중년：불안과 희망

1999 취업할 수 있는 사회

2000 볼런티어가 만드는 구조 개혁

2001 가족의 생활과 구조개혁

2002 디플레이션과 생활：청년 후리터

2003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생

활과 지역：새로운 공생의 길

2004 육아세대의 의식과 생활

2005 다양한 가능성에 도전하는 사회

2006 관계가 만드는풍요로운 사회

2007 소비자시민사회로의 전망-여유롭

고 성숙한 사회 구축을 향하여

자료：경제산업성. 국민생활백서(1980-2007)를 참조하여 재구성.

표 3. 國民生活白書 부제.

보여주고 있다. 이제 여가는 지자체, 그리고 개인

과 기업, 단체 중심의 커뮤니티 정책으로 변화되

어 사회통합의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국민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총괄 정책이 아

닌 노인, 중장년층, 청년, 주부 등의 특정 계층별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별 정책방안이 모

색되었다(표 3. 참조).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사회복지 영역의 여가

정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1987년 제정된 ‘사

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으로 배출된 개호복

지사 육성 커리큘럼에 ‘레크리에이션 지도법’이

포함되었다. 일본의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개호

서비스에 레크리에이션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

는 사회문화적 동의는 일본 여가정책 역사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일본사회의 장애인, 고

령자에 대한 사회복지시스템 구축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여가활동이 사회문화적으로 고립된 이들

에게 매우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이미 인식되어

있기에 사업예산 및 실적은 타 영역에 비하여

높지 않지만 학교, 직장, 지역에 이은 새로운 영

역으로서 그 정책적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고찰된다.

IV. 일본 여가정책의 특징

1.여가정책 용어의 변화

일본의 여가정책은 크게 5기의 시대로 구분될

수 있으며 여가, 후생, 레크리에이션, 레저, 자유

시간, 생애학습의 6개 용어가 사용되었다.

여가정책을 도입한 3기에 독립적인 정책대상

으로 영역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오일쇼크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관광․

체육․교육․복지․문화정책의 일부로서 작동

되는 바람에 6개 용어가 혼용된 것이다.

시대별로 사용된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1, 2기에는 후생, 레크리에이션, 생애학습, 자

유시간, 3기는 여가, 레저, 자유시간, 4기는 레저,

자유시간, 생애학습이 사용되었으며 5기는 자유

시간, 생애학습이 정책용어로 사용되었다. 행정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에서

는 여가, 레크리에이션, 레저가 사용되었으며 노

동성은 자유시간, 문부성은 생애학습, 경제기획

청은 여가, 레저, 생애학습, 후생성은 레크리에이

션을 사용하였다.

여가, 레저의 경우 지역, 건설을 담당하는 부

처와 지역활성화가 화두가 된 시기에 중점적, 전

면적으로 사용되어 시설 및 공간 정책에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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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징
사회문화적

특징
정책용어

여가정책 정책에서의 주요활동

주무기관
영역 범위

스포츠 오락
관광
행락

도시먀
외레크
리이션

문화
예술활

동
시
간

공
간

산
업

학
교

직
장

지
역

가
정

Ⅰ

1930-1945

변질된 여가,

후생

경제불황

군국주의
후생 ○ ○ ○ ○ 후생성

Ⅱ

1945-1960

여가개념의

도입

전후복구

민주주의

레크리에이션

자유시간
○ ○ ○ ○ ○ 문부성

Ⅲ

1960-1974
여가정책

고도성장기

도쿄올림픽(1964)

오오사카박람회(1970)

여가

자유시간
○ ○ ○ ○ ○ ○ ○ 경제사회성

Ⅳ

1975-1990

관광

리조트,

지역과 레저

버블경제

지역만들기

국민소득2만불(1987)

레저

생애학습

자유시간

○ ○ ○ ○ ○ ○ ○ ○ ○

노동성

국토교통성

후생성

Ⅴ

1990-현재

문화복지

구현

경제불황

과소화

고령화

나가노올림픽

아이치박람회(2005)

국민소득3만불(1992)

레저

생애학습

자유시간

○ ○ ○ ○ ○ ○ ○ ○ ○ ○ ○

문부성

지방자치

단체

표 4. 일본 여가정책의 시대적 변화.

용어였으며 레저, 레크리에이션은 스포츠, 체육,

커뮤니티 등의 활동 내용 및 행태를 포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 시대에 걸쳐 사용된

자유시간과 생애학습은 시간, 공간, 활동을 아우

르지 못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일본의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각 시

대별 사회문화적 특성 하에서 가장 저항감 없이

사용될 수 있었다.

시간, 공간, 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는 레저

이며, 한국 여가정책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가의

경우 정책용어로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의 경우 여가는 정책용어로서

그 사용이 점점 축소되어 4기 후반부터는 온 국

민이 행복 할 수 있는 행복국가 구현, 그리고 평

등한 여가활동 기회 보장, 삶의 질 개선 및 향상

을 추구라는 대부분의 정책 비전과 목표에서 자

주 보여 지는 이상향을 추구하는 캐치프레이즈로

사용되고 있다.

2.여가정책의 성격

일본의 주요 여가 활동은 레크리에이션, 위락,

관광, 스포츠, 문화 활동으로 확산되었으며, 구체

적 활동의 경우 사회적 요구에 따라 생겨나고 사

라지는 선택적 여가활동 경향이 높다.

여가정책 영역은 학교와 직장 중심에서 가족,

직장, 지역 등의 커뮤니티 중심으로, 수혜계층은

학생, 근로자에서 지역주민, 고령자,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사회복지 성격이 강조

되고 있다.

산업화 초기에는 시간과 활동 프로그램, 경제

성장기에는 자유시간 확보와 공간 정비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최근에는 생활권 여가공간 조성,

여가 전문가 양성, 여가학습 진행으로 국민이 자

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여가생활을 스스로 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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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여가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책

주관기관은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와 기업, 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

으나 경제 침체와 사회인식 부족으로 여전히 행

정주도적 성격이 강하다. 서구의 경우 기업이나

대학이 주도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직업능력개

발이 주된 경우가 많은데 비하여 일본의 여가정

책 유형은 여가향유에 대한 교육이 대부분으로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은 미흡한 실정

이다. 여가를 누리기 위한 기본 조건 “일자리”보

다 여가 향유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

해서 찬반이론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일본의 여가

정책이 복지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있으며 일본의

장기불황과 청년실업의 심각성 등을 감안할 때

정책의 방향성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3.여가공간 정책의 특성

일본의 여가공간 정책은 여가정책이 활성화되

기 이전인 3기부터 본격화되었으며 정책 영역은

실내 공간에서 실외공간으로, 비일상적 공간에서

생활권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3기 여가공간을 담당한 부처는 국토교통성, 환

경청으로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과 녹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을 중심으로 한 녹지

의 양적 확충과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면서 도시

민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배려한 공원 계획적

접근이 중심으로 이루었다. 4기에 들어서면서 거

품 경제와 국민관광시대 개막으로 리조트, 가족

여행촌과 같은 매력적인 리조트, 관광단지가 집

중 개발되어 여가공간은 단지계획 차원에서 다루

어진다. 이와 함께 과소화, 고령화 등의 일본 열

도를 뒤흔든 사회적 변동이 일면서 “지역 활성

화”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가공간은 농촌을 주

무대로 하는 지역 개발사업으로 확대되었다.

4기말부터는 관광이 국가의 중점 시책으로 등

장하면서 관광지 개발은 여가정책의 하위개념이

아닌 독립된 관광정책으로 분리되어 여가공간 정

책영역은 축소되었다. 5기에 들어서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가까운 곳에서 적은 비용으로 즐기

는 안근락형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도시환경과 경

관성 제고가 지자체의 핵심과제로 떠오르면서

도시공원, 녹도, 보행로, 공개공지, 광장 등의 도

시계획시설은 물론 공공기관, 도로 주변의 오픈

스페이스나 자투리땅 등의 생활권 여가공간 정비

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일본의 여가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가정책은 문화예술, 스포츠, 오락을 아

우르는 상위의 개념으로 인식되었으나 여가를 지

칭하는 용어는 당시 사회문화적 특징과 목표, 국

민의 인식 수준에 따라 여가를 포함하여 후생, 레

크리에이션, 자유시간, 생애학습, 레저의 6개 용

어가 혼용 사용되었다. 여가에 대한 통합된 정책

과 정책 틀이 구축되지 못하고 관련 영역의 정책

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여가시간의 확대, 여가공간 확충과 접근

성의 제고 등 사회적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들을

제거하여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움직여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가환경 지원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 산업적 측면보다는 복지적 접근으로 고

령자, 장애인 등 대상별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가

동하여 소외계층의 참여를 촉진하고 여가기회를

창출하는 사회적 통합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넷째, 일본의 여가공간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과 녹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중심의 공원 계획적 접근에서 국민관광시대 개막

과 지역 활성화를 계기로 농촌을 주 무대로 하는

지역계획적 접근으로 전환되었다.

다섯째, 관광이 국가 중점 시책으로 등장하면

서 여가공간정책에서 관광 관련 사업은 제외되고

공간의 활용도를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 회복, 지

역주민 참여 확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민

친화적인 생활권 여가공간이 여가공간 정책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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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되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는 통합적인 상위개념으로

서의 여가에 대한 인식 부족, 실질적인 여가 프로

그램 및 서비스 부족, 여가격차 등의 고질문제를

앓고 있는 우리나라 여가 및 여가공간 정책에 시

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여가의 특성상 시간, 활동, 공간, 산업을

아우르는 용어인 ‘레저’, ‘레저공간’을 사용하여

통합적인 개념에 대한 인식과 정책 틀을 확고히

해야 한다. 단순히 개인적인 유흥이나 휴식의 차

원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 사회통합, 인간기본권

등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로 인식되며 경제적인

효율성을 명분화시켜야 한다. 둘째, 여가는 사회

평등, 사회통합 등 보다 거시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고령자, 장애우 만

아니라 여성,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소외계층

의 생활친화적이면서도 대상별로 차별화된 프로

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여가교육

은 여가 향유를 위한 활동 교육 뿐만 아니라 직

업 교육 등을 동반하여 이들의 자립을 위한 진정

한 의미의 복지 프로그램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넷째,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녹

지 등의 도시계획시설 외에도 도시에서 흔히 보

여지는 오픈스페이스, 자투리땅 등의 소규모 공

간의 질적 제고를 위한 공간 계획과 프로그램 계

획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생활여가공간은 법

적 근거가 없거나 미비한 공간이 대부분으로 자

칫 난개발, 도시미관 훼손의 우려가 높다. 공공성

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간 조성 및 운영에 필요

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계획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여가 정책을 거시적으

로 분석하여 여가정책상에서 여가공간 전반의 위

상 및 변화를 도출하여 공원, 녹지 등 개별 공간

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지적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

는 지역주민의 대표적인 여가공간으로 이용될 가

능성이 높은 생활권 여가공간의 유형 분류와 유

형별 조사, 분석 및 한국과의 비교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는 이러한 일련의 연구

들의 기초연구로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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