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동 조건 경허락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l 차적 저 물  성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허락조건
 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러한 조건들  적 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적  할 수 없습니다. 

동 조건 경허락. 하가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했  경
에는,  저 물과 동 한 허락조건하에서만 포할 수 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

오픈스페이스가 

도시민의 옥외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Open spaces 

on Outdoor Leisure Activities of Urban Residents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및지역계획전공

윤  정   미



오픈스페이스가 

도시민의 옥외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최 막 중

이 논문을 도시계획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0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윤  정  미

윤정미의 도시계획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12월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국 문 초 록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계획분야 역시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강도시(Healthy City)이

론에 의하면 오픈스페이스는 도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기능

을 수행하며 보다 지속가능한 도시의 구현을 위한 도시환경으로서 기능

한다. 또한 근린의 오픈스페이스는 접근성, 비용, 이용목적의 다양성 측

면에서 도시민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가문화공간으로서의 특성

을 지닌다. 

이러한 건강과 여가기능을 고려할 때 노인인구비중이 높은 고령화 사

회에서 오픈스페이스는 노인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중요한 도

시계획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도시

의 오픈스페이스의 공급이 거주민의 옥외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

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는 오픈스페이스의 공급

수준이 거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여가가 

지니는 중요성에 근거하여 오픈스페이스가 노인의 소극적 여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여가소비 영향요인으로서 수요측

면에서의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구는 이

에 더하여 공급측면에서의 지역특성을 추가하여 여가소비 영향요인을 통

합적으로 분석하는 차별성을 지닌다.  

분석을 위해 2010년 국민여가활동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여가영향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검토를 통해 여가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변수를 추출하였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와 지적통계

연보를 활용하여 표본 거주지역의 근린여가환경과 광역여가환경을 대리

하는 지역특성변수를 선정하고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공간

적 범위는 오픈스페이스 효과의 엄밀한 추정을 위해 전국의 도시지역으



로 한정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된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

린의 오픈스페이스 공급수준은 거주민의 옥외 소극적 여가활동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픈스페이스 공급효과는 전체

집단에 비해 노인집단에서 약 6.5배 크게 나타나 근린의 오픈스페이스 

공급이 도시민,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의 옥외 소극적 여가활동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고령화 사회

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둘째, 도시위계가 높고 인구규모가 큰 도시일수록 전체집단과 노인집

단 공통적으로 옥외 소극적 여가활동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역지역차원에서 공급되는 오픈스페이스의 규모와 질이 해당지역에 거

주하는 주민의 여가기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옥외 여가활동을 증진시

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오픈스페이스의 경우 

기초생활권단위의 공급도 중요하지만 광역지역차원에서의 오픈스페이스

의 규모와 질 역시 중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여부, 소득수준, 혼인상태 변수가 옥외 여가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의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은 도시민과 노

인 공통적으로 옥외 소극적 여가활동에 부(-)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수록 소극적 여가소비가 많다는 사실은 오픈스페이

스 공급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여가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오픈스페이스, 여가환경, 여가영향요인, 여가시간당 여가비용, 

소극적 여가, 노인 여가

학  번: 2011-2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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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계획분야에서도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

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도시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증대

되고 있다. 건강도시(Healthy City)에 관한 담론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

으로 도시환경과 거주민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도시환경이 도시민의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침을 밝히고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오픈스페이스(Open Spaces)는 

거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도시환경으로서 기능하며, 특히 근린

지역의 오픈스페이스는 거주민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은정 외, 2011; 성현곤, 2011; 이경환, 2012). 이들 연구는 

근린의 오픈스페이스 공급이 거주민의 신체적 활동을 증진시키고 이러한 

신체적 활동이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

지만 실제로 도시환경에서 오픈스페이스의 증가가 옥외 여가활동으로 이

어지는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았다. 즉, 옥외 여가활동이 

오픈스페이스의 공급에 상응하여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픈스페이스의 공급이 도시민의 옥

외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 

오픈스페이스가 도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주요한 도시환경

이라는 점은 노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다수의 노인은 노화 및 질병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가

지고 있으며,1) 오픈스페이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오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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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의 공급은 노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노인은 

일반적으로 은퇴로 인한 노동시간 감소와 핵가족화, 자녀출가 등으로 사

회 및 가정에서의 역할이 축소되어 삶에서 여가시간이 많은 비중을 차지

하게 되므로 거주지역 주변의 오픈스페이스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노인여가는 노년기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노인의 삶의 질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박미석, 

2002). 노인여가실태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인들은 은퇴로 인

한 경제적 한계, 노화로 인한 신체적 한계 등으로 주어진 여가시간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소극적 여가활동으로 보

내고 있으며(국민여가활동조사, 2010; 김진욱, 2006), 따라서 노인여가

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소극적 여가의 질 향상이 중요하다. 하지만 노

화, 건강악화, 경제력 등과 같은 노인의 여가제약요인을 고려할 때 노인

의 소극적 여가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 개인적 차원의 접근에는 한

계가 있으며, 사회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근린지역의 

오픈스페이스는 접근성과 비용, 이용목적의 다양성 측면에서 거주민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가문화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김

용운, 2011)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의 오픈스페이스 공급은 경제적․신체적 

제약이 있는 노인의 소극적 여가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의 오픈스페이스와 도시민의 여가행태, 삶의 

질과 건강이라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오픈스페이스가 도시민과 노인의 

옥외 소극적 여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를 토대로 고령화사회 도시계획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노인생활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1)에 따르면 노인이 겪는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 

노화 및 질병으로 인한 건강악화, 심리적 소외감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90%(여성 93.7%, 남성 81.9%)가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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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상기한 바와 같이 오픈스페이스가 도시민과 노인의 

옥외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논의에 앞

서 2장에서는 환경과 개인의 여가행태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고

찰하고 여가공간으로서의 오픈스페이스의 의미와 건강도시이론에서의 오

픈스페이스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또한 여가의 개념 및 

특성을 파악하고 여가소비 영향요인과 여가실태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

한다. 

3장에서는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여가시간, 여가비용, 여가유형 등 여

가관련항목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개인의 인구사

회학적 특성과 여가소비특성의 관계를 파악한다.

4장에서는 국민여가활동조사(2010)자료에서 추출한 도시민과 노인표

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선행연구에서 고찰한 여가소비 영향요

인을 고려하여 분석변수를 선정하고, 실증분석의 구체적인 틀을 제시한

다. 분석변수는 개인특성변수와 함께 선행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지역특성변수를 포함하여 분석모형을 설정한다.

5장에서는 다중선형회귀모형을 활용하여 개인 및 지역특성을 통제한 

후 오픈스페이스가 여가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6장에서는 3장에서 파악한 여가소비의 특성과 4장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연구의 한계 및 향후방향을 제시한다.

연구의 흐름도는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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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여가환경이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 고찰

․  여가공간으로서 오픈스페이스의 개념 및 역할 고찰 

․  노인여가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여가특성 분석

․  여가의 목적

․  여가시간과 여가비용

․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여가시간당 여가비용

분석자료 및 모형

분석 자료 분석변수 정의와 측정 분석 모형

실증분석 및 결과 해석

기초통계 분석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결 론

그림 1-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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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여가환경이 개인의 여가행태에 미치는 영향

1) 이론적 배경

사회생태학이론(Social Ecological Theory)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인간의 행동은 개인의 지각과 의지의 표현임과 동시에 그들이 거주하거

나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된다. 이 

이론은 사회 및 물리적 환경과 개인행동의 상호관계를 논한 대표적 이론

으로, Bronfenbrenner(1979)가 인간발달생태학이론(Ecological of Human 

Development)을 통해 생태학적 접근관점(ecological apporach)을 제시

하면서 등장하였다. Bronfenbrenner는 인간과 환경은 상호호혜적인 관

계임을 강조하고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체계를 세분화하여 인간발달

과 행동의 준거를 밝히고자 하였다. 사회생태학이론의 등장은 개인의 인

구사회학적 요인과 개인의 행동의 관계에 집중했던 기존의 연구방법론과

는 달리 도시환경요인을 비롯한 외부적 행동결정 요인에 대한 관심을 촉

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생태학이론은 이후 사회학과 심리학, 보건

학과 의학계에서 주로 검토되어 왔으며,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 개인의 의식 및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iles Corti et al., 2002). 

또한 Barker(1968)의 행동무대이론(Behavior Setting Theory)은  학

교, 집, 공원 등과 같은 일상적 행동이 발생하는 생활환경이 인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행동무대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존재하는 

사회‧물리적 구조를 의미한다. 이론에 따르면 행동무대는 다수의 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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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독특하고 지속적인 특성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인간은 주어진 행동무대의 기능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행동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예컨대 노인이 많은 동네에 여가시설 

혹은 여가관련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경우 개선된 여가환경은 노인의 여

가증진을 위한 좋은 행동무대가 될 수 있으며, 어린이가 많은 동네에 놀

이 및 운동관련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경우 이것이 어린이들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행동무대로 작용하여 어린이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Sallis et al.(1997)는 행동무대이론에 의거하여 집과 근린

환경에서 빈번하게 이용되는 장소를 행동무대로 설정하고 두 장소에 존

재하는 환경요인이 거주민의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거

주하는 지역의 환경요인에 따라 거주민의 행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남을 발견하였다. 

이렇듯 환경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여가행동 연구에도 대입될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이

론이 기회이론(opportunity theory)으로 여가, 특히 일상화된 여가행태

는 여가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여가소비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는 이론이다(Blinde et al., 1998). 같은 맥락에서 Levy(1981)는 여가활

동의 제요인들과 관련된 여가환경(leisure setting)은 때로 여가활동 참

여에 있어 필요충분조건이 됨을 주장하였으며, Napier et al.(1981)는 

인간은 그들 거주지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여가동기부여, 여가시설 및 

여가기회에 대한 접근이 제약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예로 농촌지

역의 경우 인구밀도가 낮아 여가시설에 투자할 지역정부차원의 조세수입

이 적고 영리형 여가시설 유치의 경제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여가

시설 공급수준이 낮아지며, 그 결과 농촌지역 거주민은 여가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여가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도시환경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인의 행동

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여가행태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함께 지역의 환경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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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가환경과 노인여가

여가동기 및 여가제약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여가소비에  

있어 주요한 제약요인은 지역의 여가공급측면에서 여가시설 부족, 개인의 

여가수요측면에서 신체적 제약과 경제적 제약으로 나타난다(홍성희 외, 

1997). 문화체육관광부(2007)에서 전국의 노인을 대상으로 여가소비 영향

요인을 조사한 결과 역시 여가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여가비용이 여가소비

를 결정하는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경우 젊은 세대에 비해 

수요측면에서의 신체적, 경제적 제약요인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노화로 인한 건강의 악화, 은퇴로 인한 경제력의 약화와 같은 노인

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자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신체적 제약과 여가비용 부족이라는 요인에 주목하여 노인여가실태관

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노인들은 여가의 많은 부분을 거주지역 인근에서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심리학에 따르면 노인은 타연령층

에 비해 강한 경직성을 가지며, 그 결과 기존의 생활방식을 고수하고 일

상생활의 영역을 비교적 한정된 지역 내에서 완결하려는 경향이 강한 특

성이 있다(이인수, 1999). 정준수(2006)는 노인복지시설의 공간구성과 이

용권에 대해 연구한 결과 노인은 신체적 제약과 심리적 경직성 등으로 인

해 여가이용권역이 제한되므로 지역시설의 입지는 이용자의 거주지역 인

근에, 광역시설의 입지는 대중교통이 발달한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양재준 외(2003)는 노인의 여가공간에 1, 2, 3차권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여가소비의 범위를 분석한 결과 노인은 자신의 주택에서 1km 

반경 이내(걸을 수 있는 거리, 1차권역 이내)의 근린지역에서 여가공간을 

이용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노인의 여가의 질 향

상을 위해서는 거주지역 1km 이내의 여가시설의 규모와 질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종합하면 노인의 생활 및 여가의 공간적 범위는 거주지역 인근으로 한

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거주지역의 환경이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

향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노인에게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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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 오픈스페이스의 역할

(1) 여가공간으로서의 오픈스페이스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오픈스페이스는 도시계획에서 사람들에게 레크

레이션활동 목적이나 마음의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공

지를 의미한다. 오픈스페이스는 공원녹지의 광의의 개념과 유사하며, 법

규상의 공원이나 녹지뿐만 아니라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

은 모든 토지 및 수면을 통합적으로 일컫는다(이상호, 1997).

도시 내 오픈스페이스는 위락적, 사회적, 생태적으로 긍정적 기능을 

수행한다. 오픈스페이스는 도시민에게 여가와 휴식, 레크레이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 간 접촉기회를 증진시키며, 도시민의 정신건강 및 정서를 

함양시킴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문창현, 2001). 또한 

오픈스페이스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시 

피난처를 제공하며, 인공구조물로 덮인 도시공간 내에 생태계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물서식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픈스페이스는 공원이나 

녹지를 통해 도시경관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저감, 수질 정

화, 도시미기후 조절 기능을 수행한다(박찬돈 외, 1997).

공원녹지의 확장적 개념으로서의 오픈스페이스는 도시환경의 질을 높

이고 도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자연과 문화에 자신을 투여함으로써 

자아를 재창조하는 공간으로서 도시민의 활력을 높이고 여가활동을 지원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도시공원은 개인 또는 집단이 자유로운 시간에 휴식, 기분전

환, 자기계발 및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이용하는 자연적, 인문적 

대상이라고 볼 때, 훌륭한 여가자원이 되어 도시민에게 여가기회

(leisure opportunity)를 공급하는 기초가 된다(전영철, 1997). 

또한 여가공간으로서의 오픈스페이스는 소유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

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장소로써 접근성과 이용목적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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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측면에서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가문화활동의 장이 

된다. 송혜자 외(2008)의 연구에 따르면 도심에 위치한 공원은 여비부

담, 신체적 노쇠로 인해 시간적으로 원거리를 여행하기 곤란한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위해 빈번히 찾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집안 혹은 집 근처에서 보내는 노인

의 경우 거주지 인근의 오픈스페이스의 양과 질은 노인의 여가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주연(2001), 장수용(2005)의 연구에 의

하면 노인은 계절, 시간대와 상관없이 거의 매일 공원을 찾으며, 공원에 

머무는 체류시간도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건강도시(Healthy City)와 오픈스페이스

건강도시(Healthy City)란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

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는 도시를 말한다(WTO, 2004). 건강도시이론은 

환경이 인간의 행태에 영향을 미침을 전제로 하는 생태학적 관점을 토대

로 도시의 물리적 환경이 개인의 건강2)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있

다. 도시환경과 건강에 대한 연구는 보건학, 의학, 도시계획학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수행되어 왔으며, 많은 연구들이 도시의 물리적 환경이 비

만, 당뇨, 심장질환, 우울증과 같은 만성질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외국 도시계획학계에서는 각종 만성질환 증가의 

원인을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환경의 변화에서 찾고 개인건강과 도시환

경의 관계에 주목하여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계획의 역할

(Planning’s Role in Building Healthy)’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김

은정 외, 2011), 국내에서도 최근 도시환경이 거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2) 건강도시에서 정의하는 건강은 광의의 의미로, 신체적으로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

을 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안녕한 상태를 의미한다. (WTO,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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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과 개인의 건강의 관계를 연구한 국외 연구에서는 인구밀도

(혹은 주거밀도), 토지이용혼합도, 상업지역 비율 등의 도시환경이 비만, 

고혈압, 심장질환 등의 거주민의 건강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Ewing et al., 2003; Frank, L. D., 2004). 이탈리아 Forli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오픈스페이스와 건강에 대해 연구한 Xavier et 

al.(2003)는 근린의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공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수

록 지역주민들의 비만정도가 낮아짐을 발견하였다(이경환, 2012에서 재

인용). Sugiyama et al.(2007)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근린환경

이 노인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

회 및 활발한 신체적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많을수록 노인의 야외활동시

간이 늘어나 건강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밝혀냈다. 

O’donnell(1988)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건강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생활습관 52%, 유전 20%, 환경 20%, 의료서비스 8%의 비중으로 나타

나 환경이 개인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경환 외

(2008)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개인의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함께 근린공원 접근성이 주민건

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성현곤(2011) 역시 서울시에 대

한 분석을 통해 개발밀도, 토지이용혼합, 공원 및 지하철 접근성 등이 

주민건강에 영향을 미침을 밝히고 있다. 김은정 외(2011)는 연구범위를 

수도권지역으로 확대하여 도시환경이 지역주민의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공원접근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경환(2012)은 국내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구밀도, 토지이용혼합도, 도로 연결성, 대중교통 접근성, 오픈스페이

스 접근성 등이 지역주민의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도시환경으로서의 오픈스페이스는 개인의 행태

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신체활동의 변화로 이어져 비만을 비롯한 

거주민의 건강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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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여가관련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노인여가의 개념 및 특성

(1) 노인의 정의

국어사전에 따르면 노인은 ‘나이든 사람’ 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노인에 대한 개념 규정에는 특정 국가 혹은 사회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요인 등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인이라는 개

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1951년 제 2회 국제노년학회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Gerontology)에 따르면 노인을 인

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 및 행동의 변

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행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3) 

또한 Breen(1960)은 노인을 생리적 및 생물학적인 면에서 퇴화기에 있

는 사람,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사회

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노인은 다각적 측면에서 규정되며, 그 정의 및 목적에 따라 

노인의 범위설정에는 다양한 연령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국가의 고

령화수준 진단지표로 널리 사용되는 UN의 분류기준은 65세 이상 인구비

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라 노인의 기

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이

상을 고령자로, 국민연금법 및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60세 이상을, 노인

복지법, 기초노령연금법 등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역할이 축소 혹은 상실된 사람을 

노인으로 정의하고 2011년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 결과 밝혀진 은퇴자 

3) 제2회 국제노년학회에 따르면 노인이란 ①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조

직에서 결함을 가진 사람, ②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③인체의 기관‧조직‧기능에 쇠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④조직 및 

기능저장의 소모로 적응감퇴 현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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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은퇴연령(60.7세)을 기준으로 60세 이상 연령을 노인으로 분류하였

다. 이를 통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축소

된 은퇴 이후의 노인의 여가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여가와 노인여가

여가(Leisure)란 일하고 남은 시간에서 생리적인 필수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개인이 자신의 뜻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유시간을 의미한다(문

화관광체육부, 2010). 구체적으로 여가는 시간개념, 활동개념, 상태적 

개념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시간적 개념에서 여가란 노동시간, 

생리적 필수시간 및 그 밖의 의무활동에서 탈피한 자유로운 시간을 의미

하며, 활동적 개념에서 여가란 가정, 직장, 공동사회에서의 업무와 책임

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행하는 휴식, 자기계발 및 레크레이션 활동

을 의미한다. 상태적 개념에서 여가는 참여자의 주체적 태도와 정신적 

상태의 몰입정도를 통해 정의된다(이주형, 2007). 즉, 여가활동도 경우

에 따라서는 노동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나 노동과 여가활동은 개인의 

내재적 동기 및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특징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스

포츠, 무용, 음악 등도 참여동기 및 의무여부 등에 따라 그것을 직업으

로 삼는 경우와 여가활동이 되는 경우가 구분되며 두 경우는 각기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Neulinger, 1981).

노인의 여가는 노동력 재생산의 수단 또는 심신의 피로회복을 목적으

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여가를 위한 여가’라는 

측면에서 젊은 세대의 여가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노인의 여가는 

‘일정한 사회적․가정적 역할에 있어서 그 역할을 추구하는 도중 갖게 되

는 여유있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부과된 일정한 역할없이 막연

하게 보내는 시간’인 경우가 많다(김태현, 2001). 노년기를 직장에서 은

퇴하고 가정에서도 뚜렷한 역할이 없는 시기로 정의했을 때, 은퇴 이후 

사회적․가정적 역할을 상실한 노인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경제적이



- 13 -

고 의무적인 일에서 벗어나 여가시간으로 보내게 되며 이때 노인의 여가

는 재충전을 위한 활력소가 아닌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의 현

상이 된다.(국민여가활동조사, 20044); 원형중, 1994)

(3) 노인여가의 특성

 일반적으로 여가활동은 개인의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 복리 향상, 건

강 증진, 사회적 통합 제고 등 전반적인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적극

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 있어 여가는 ‘생활 그 자

체’이며, 단순한 시간채우기 혹은 시간보내기와 같은 시간배분노력 또는 

투자적 의도가 없는 자원의 투여라고 볼 수 있다(김애련 외, 1997).

노인의 여가활동은 개인의 특성이나 과거의 여가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박재간(1997)은 청․장년시절의 생활습관과 경험이 노년기에도 

그대로 지속되는 특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젊었을 때 여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노년기에도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지만 청․장년시절 여가를 즐기지 않아 여가경험이 없는 사람의 경우 

은퇴 후 생활에서 여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더욱 무료함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인들은 은퇴로 인해 생활시간 중 여

가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여가시간을 이용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4)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시간을 조사한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2004, 2009)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하루 중 수면과 식사시간 등을 포함한 개인유지활동에 11시간을 소

비하며, 여가활동에 7시간 이상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인들은 개인유지시간

을 제외하면 깨어있는 시간의 많은 부분을 여가활동을 하며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 노

후생활에 있어 여가활동이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구분 개인유지 일 학습 가사 여가 기타

2004 11:16 1:53 0:00 2:19 7:21 1:11

2009 11:34 1:39 0:00 2:19 7:12 1:16

주1) ‘여가’에는 생활시간조사의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 참여 및 봉사활동시간이 포함됨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시간(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단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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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빈곤한 시기에 청․장년기를 보내면서 노동

과 근면성실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시대에서 성장하였고 여가활동의 

경험이 적기 때문에 적극적인 여가활용에 대한 정보와 기술이 제한되어 

있어 주어진 여가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이희범, 1994). 

그 결과 노인은 은퇴 이후 사회·경제적 역할이 뚜렷하게 정립되지 못한 

채 길고 무료한 여가시간을 단순한 시간보내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문숙재 외, 2002). 

또한 은퇴 및 노화로 인해 여가비용과 노인의 건강상태가 여가활동참

여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노인들은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

더라도 주어진 여가시간을 적극적으로 보내지 못하고 대부분의 여가시간

을 소극적으로 보내고 있다(박재간, 1997).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의 여

가활용현황을 조사한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노인집단이 소비하는 

총 여가시간에서 소극적 여가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74.3%로 전체집단

에 비해 5.3%p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가시간(하루평균) 적극적 여가시간 소극적 여가시간 합 계

전 체 77.5(31.0%) 172.4(69.0%) 230.6(100.0%)

노 인 84.2(25.7%) 242.4(74.3%) 326.6(100.0%)

자료: 국민여가활동조사(2010)를 사용하여 재분류

<표 2-1> 65세 이상 노인의 여가유형별 여가시간 1                                                (단위: 분, %)

구체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여가유형별 여가소비시간을 살펴보면 

휴식, TV 시청, 걷기 및 산책 등과 같은 일상적 여가 참여율이 높게 나

타난다<표 2-2>. 특히 노인의 여가활동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TV 시

청 및 라디오 청취, 휴식, 신문․잡지보기 등 정적이고 소일적인 활동 참

여율이 높은 반면 문화예술활동, 자기계발활동 등과 같은 적극적인 여가

활동에 대한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생활시간

조사, 2009; 이가옥, 1994; 홍성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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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스포츠/레저 미디어이용 종교활동

6:46 0:57 (산책: 0:34) 3:38 (TV시청: 3:27) 0:22

문화행사/관람 학 습 취미/기타 교제활동

0:01 0:04 0:56 (휴식: 0:32) 0:57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2009)

<표 2-2> 65세 이상 노인의 여가유형별 여가시간 2                        (단위: 분, %)

또한 노인의 여가활동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정적인 여가활동과 가

정 내 여가활동의 비율이 높아 여가활동의 범위가 좁고, 동적인 여가활

동과 가정 밖에서의 여가활동 비율이 낮게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은 노인

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장인협 외, 

2010; 이가옥, 1994)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노인들은 여가소비에 대한 경험결여

와 기술부족으로 인해 주어진 여가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

며,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더라도 경제적, 신체적 능력의 제약

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의 여가선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의 접근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 차원의 노인여가 지원 및 활성화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노인여가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노인여가에 관한 연구는 노인여가실태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노

인여가의 기능 및 역할에 관한 연구, 노인여가의 활성화방안 및 정책적 

제안에 대한 연구 등의 몇 가지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는 노인여가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개인특성과 지

역특성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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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

고령화사회 노인여가 중요성에 주목하여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 

노인여가실태 및 여가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하

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회복지학, 가정학, 노인학계에서 수행되어 노

인의 여가소비 영향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노인개인의 특성에 국한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여가참여도를 종속변수로 한 허준수(2002)의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

하는 재가노인 중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도시노인여가활동의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소득이 

높을수록, 결혼한 경우, 부부가 동거하는 경우, 주택을 자가소유한 경

우,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참여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여가참여와 생활만족에 관해 분

석한 Riddick(1994)의 연구 역시 노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여가활동 

참여가 높고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발견하였다. 

총 여가시간을 종속변수로 한 이윤정(2003)의 연구는 통계청의 생활

시간조사를 토대로 여가소비시간을 측정하고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요일 

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직업유무, 요일이 노인의 여가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남성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 무직인 경우, 주말에 

노인의 여가시간소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노인의 여가참여도와 여가시간은 다양한 노인개인특성에 의

해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종속변수를 여가참여도로 한 

경우와 여가시간으로 한 경우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변수가 반대영향을 

미치며, 기타 개인특성요인들은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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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특성을 고려한 연구

박미석 외(2003)의 연구는 기존 연구에 비해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을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지역적 특성인 노인의 거

주지역 및 주거특성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개인특성변수에서 

성별, 연령, 학력, 취업여부, 혼인상태, 취학 전 아동유무, 자가용유무가 

여가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특성변수에서 

거주지역, 농가여부, 주택유형, 주택소유여부, 거주면적에 따라 여가시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 75세 이

상의 노인, 학력이 낮을수록, 비취업인 경우, 배우자 및 취학전 아동이 

없는 경우, 자가용이 있는 경우,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비농가인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거주면적이 26평 이상일 경우에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여가활동의 지역별 차이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박종천(2011), 오승

환(2007), 이기영 외(2005)의 연구가 있다. 박종천은 노인 여가활동의 

지역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 광주광역시, 전남 고흥군의 세 지

역을 중심으로 노인여가행태 및 지역별 특성을 고찰하였으며, 연구결과  

여가참여유형에 있어 서울의 경우 상대적으로 TV시청, 라디오청취가 낮

고, 사회참여활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지역은 TV시청, 라디오청취, 

인터넷을 통한 여가를 활용하는 노인이 많았다. 고흥지역은 공원, 약수터 

등 집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림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지역간 

여가유형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각 지역별로 여

가활동의 목적 및 수요, 여가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오승환은 중소도시와 농촌, 그리고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사

회활동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도시-농촌

-어촌의 지역별로 사회활동 참여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며, 사회활동참여

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역시 다르게 나타남을 분석하였으며,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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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수립시 지역특성에 기초한 정책수립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

다. 이기영은 농촌거주 노인과 전국 노인 간의 여가유형 및 시간의 차이

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결과 농촌거주 노인들의 여가시간이 전국 노인에 

비해 짧게 나타나며, 여가유형 역시 단순하게 나타남을 밝혀냈다. 

이들 연구는 광역지역차원에서 지역별로 노인여가행태에 차이가 나타

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여가소비의 

결과로써 여가활동의 지역 간 차이에 관심을 둘 뿐 지역 간 차이가 발생

하는 원인이 되는 지역특성요인에 대해 고찰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

계가 있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개인의 여가소비행태는 수요측면에

서의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공급측면에서의 지역여가환

경의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

회복지학, 가정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여가실태 및 여가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왔으나, 기존 선행연구들은 여가소비 영향

요인을 개인특성에 국한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더하여 개인이 거주하

는 지역의 근린 및 광역적 여가환경특성을 분석에 포함하여 여가소비 영

향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도시환경으로서의 오픈스페이스는 일반적으로 도시민의 옥외여

가활동을 증진시키고 거주민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선행연구 검토 결과 오픈스페이스의 공급이 도시

민의 옥외여가활동으로 이어지는지에 관해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부

재하였다. 하지만 오픈스페이스가 고령화사회의 중요한 도시계획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픈스페이스의 여가기능에 대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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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거주민의 옥외여가활동이 오픈스페이스의 공급

에 상응하여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일반적 

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오픈스페이스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그간 간과되어 왔던 개인의 

소극적 여가활동에 주목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의 여가소비에

서 소극적 여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노인의 경우 여

가시간이 생활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여가의 질,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극적 여가의 질 향상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픈스페이스가 도시민의 ‘소극적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 소극적 여가의 질 향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여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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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도시민과 노인의 여가특성차이 분석

1. 분석자료

오픈스페이스가 도시민의 여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는 표본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거주하고 있는 지역특성에 대한 정보

가 필요하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픈스페이스는 일상화된 여가

활동이 발생하는 장소적 특징을 지니므로 오픈스페이스의 영향은 인접지

역에서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신체적, 경제

적 제약으로 인해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거주지 인근에서 소비하므로 오

픈스페이스가 여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가 읍‧
면‧동 단위로 세분화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조사의 지역

단위가 전국의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는 국민여가활동조사(2010)

자료를 사용한다. 

국민여가활동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의 여가수요 및 여가활

동실태파악을 위해 2006년부터 2년 주기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대

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시행된 타 사회조사자료에 비해 여가

와 관련하여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사항목은 

인적사항, 여가자원 이용현황, 여가활동 참여실태, 여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여가활동참여실태, 여가의 영향력 평가, 여가환경 및 여가정책 평

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여가유형을 80개로 세분화하여 개인의 각 여

가활동별 소비시간과 비용을 조사하여 다양한 여가활동의 참여현황과 비

중을 파악할 수 있어 개인의 인구통계학적‧사회경제적 특성과 여가행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지역별 특성자료인 오픈스페이스비율, 아파트비율, 인구규모변수의 

경우 통계청의 지적통계연보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아파

트가격변수는 부동산 114의 평당 아파트자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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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 수 자 료(조사명) 조사년도

개인특성

성 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10

연 령

교육수준

경제활동여부

소득수준

혼인상태

15세미만 가구원 유무

지역

특성

근린

(읍면동)

오픈스페이스비율 통계청 지적통계연보 2009.12

아파트비율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평당 아파트가격 부동산 114 제공자료(REPS) 2001~2010

광역

(시군구)

도시위계 - 2010

인구규모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표 3-1> 변수의 구성 및 출처

연구의 공간적 분석범위는 오픈스페이스 효과를 엄밀히 추정하기 위

해 전국의 도시지역으로 한정한다.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 및 주거밀도가 

낮고 자연환경이 양호하므로 오픈 스페이스의 영향이 도시지역에 비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때 도시지역은 ‘광역시’ 및 ‘시’의 

‘동’지역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검토 결과 60대 이상 노인은 여가시간이 길고, 여가발

생장소가 근린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므로, 오픈스페이스의 효과

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분석대상은 

전체집단과 60대 이상 노인집단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수는 전체 3,051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2,184명이며, 60세 이

상 노인은 44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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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민과 노인의 여가특성차이 분석

전체집단과 노인집단은 여가소비행태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는 삶

에서 차지하는 여가시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노인의 경우 생활

시간 중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여가시간으로 보내고 있어 여가의 개

념이 젊은 세대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여가는 ‘일
정한 사회적․가정적 역할에 있어 그 역할을 추구하는 도중 갖게 되는 여

유시간’을 의미하지만, 노인의 여가는 ‘일정한 역할 없이 막연하게 보내

는 시간’인 경우가 많다(김태현, 2001).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장에서

는 실증분석에 앞서 두 집단의 여가목적, 여가시간 및 비용, 여가소비유

형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여가의 목적

전체집단과 노인집단은 여가활동의 목적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전체

집단의 경우 개인의 즐거움과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안정 및 휴식목적

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스트레스 해소와 개인의 즐거움목

적이 노인집단에 비해 약 3.5배 크게 나타나고 있다<표 3-2>. 이는 노동

력의 재생산, 휴식 및 재충전이라는 일반적인 여가의 기능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노인의 여가목적은 건강, 개인의 즐거움, 마음의 

안정 및 휴식, 시간소비가 주요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건강과 시간소

비목적이 전체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건강목적의 경우 전체집

단에 비해 약 2배 높게 나타나 연령증가에 따른 노화 및 질병으로 인한 

건강문제가 노인의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간소비목적이 전체집단에 비해 약 3배 높게 나타나고 있어 노인들은 여

가시간이 삶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정작 여가시간의 활용에 있

어 소극적이며, 여가를 위한 여가를 보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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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건 강 개인의 즐거움 안정/휴식 대인관계

전 체 17.4 23.5 18.5 7.6

60대 이상 32.0 18.6 16.0 6.0

구 분 스트레스 해소 자기계발 자기만족 시간소비

전 체 19.4 2.0 4.0 6.8

60대 이상 5.4 0.9 2.8 18.2

<표 3-2> 여가의 목적                                                                      (단위: %)

2) 여가시간당 여가비용 분석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는 총 여가시간 및 비용뿐만 아니라 각 여가유형

별로 세분화된 여가시간 및 비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있어 해당 항목

을 토대로 여가시간당 여가비용을 산출하여 전체집단과 노인의 여가행태차

이를 분석하였다.5) 이는 여가시간의 개념에 더해 여가시간당 여가비용 개념

이 여가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 여가시간과 여가비용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을 <표 3-3>을 통해 살펴보면 여가시간의 경우 

전체집단이 노인집단에 비해 하루 평균 약 2시간 적게 소비하고 여가비

용의 경우 전체집단이 한달 평균 약 5만원 많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여가시간당 여가비용의 경우 전체집단은 1,040원, 노인집단은 510

원으로 약 2배의 차이가 나타나 전체집단이 노인집단에 비해 여가시간

은 적지만 소비하는 여가비용은 많은 ‘단위비용이 높은 여가’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조사된 여가시간은 하루 평균 여가시간, 여가비용은 한달 평균 

여가비용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여가시간당 여가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여가비용을 하

루단위로 변환하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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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여가시간 여가비용 여가시간당 여가비용

전체 (n=2,184) 5.03 157,500 1,040

노인 (n=449) 7.02 106,300 510

주1) 여가시간은 하루평균, 여가비용은 한달평균을 기준으로 작성, 이하 동일

주2) 여가시간당 여가비용: (여가비용÷30)÷여가시간, 이하 동일

<표 3-3> 총 여가시간과 여가비용                                            (단위: 시간, 원)

또한 여가시간과 여가비용, 여가시간당 여가비용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면 여가시간은 여가비용과 상관성을 보이지 않으나, 여가시간과 여가시

간당 여가비용은 음(-)의 관계로 나타나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여가시간당 

여가비용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여가비용과 여가시간당 여가비

용은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여가시간당 여가비용

에는 여가시간보다는 여가비용의 영향이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구 분 여가시간 여가비용 여가시간당 여가비용

여가시간 1.00 - -

여가비용 0.01 1.00 -

여가시간당 여가비용 -0.29 0.82 1.00

<표 3-4> 여가시간과 비용의 상관관계                                   

(2) 연령대별 여가시간당 여가비용

연령대별 여가시간 및 비용의 관계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가시간은 증가(+)하고 여가비용과 여가시간당 여가비용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연령대와 각 여가항목 간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연령대는 

여가비용보다는 여가시간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표 3-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가시간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며, 60대

에 접어들면서 그 증가율이 더 커지고 있다. 이는 60대 이후 노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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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여가시간 여가비용 여가시간당 여가비용

연 령 대 0.36 -0.16 -0.21

<표 3-5> 연령대와 여가항목의 상관관계                                      (단위: 시간, 원)

접어들게 되면 은퇴, 자녀 분가, 배우자 사별 등으로 인해 가정 및 사회

경제적 역할이 축소되어 여가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여가비용은 40

대를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40대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여 60대에 접어들면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이

는 은퇴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가시간당 여가비용의 

경우 <표 3-4>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여가시간보다는 여가비용의 영향

을 크게 받으므로 여가비용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여가시간당 

여가비용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대(1,450원/시간), 가장 적은 연령대

는 80대(210원/시간)로 연령대별 격차는 최대 약 7배로 나타난다. 70대

와 80대의 여가시간당 여가비용은 10대(510원/시간)보다 낮게 나타나, 

70대 이상 노인의 경우 하루 여가시간은 평균 7시간 이상으로 생활시간 

중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여가시간으로 보내지만 그 시간을 거의 돈

을 소비하지 않는 여가활동으로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여가시간 여가비용 여가시간당 여가비용

10대 4.02 60,900 510

20대 4.69 182,800 1,300

30대 4.19 181,900 1,450

40대 4.44 190,600 1,430

50대 4.76 188,000 1,320

60대 5.82 131,300 750

70대 7.55 85,700 380

80대 이상 8.96 51,300 210

<표 3-6> 연령대별 여가시간당 여가비용                                       (단위: 시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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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경제적 수준별 여가시간당 여가비용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소득6) 및 교육수

준과 여가시간당 여가비용의 관계는 <표 3-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

득수준과 교육수준은 여가시간당 여가비용과 유사한 관계성을 보이는데, 

소득과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여가시간당 여가비용은 증가하며, 이러한 

경향은 전체집단과 노인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소득 및 교육수준에 따른 여가시간당 여가비용 차이는 소득수준에 비

해 교육수준에서, 그리고 전체집단보다 노인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득수준별 여가시간당 여가비용 차이를 살펴보면 월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인 경우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비해 노인집단

에서 약 5배, 전체집단에서 약 3.5배 크게 나타나는 반면 교육수준별 차

이는 대학원 이상인 경우가 무학인 경우에 비해 노인집단에서 약 11배, 

전체집단에서 약 3배 크게 나타난다. 노인집단은 전체집단에 비해 소득 

및 교육수준에 따른 여가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며, 같은 소득 혹

은 학력수준일 때 여가시간당 여가비용이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가구소득 전 체 노 인 교육수준 전 체 노 인

100만원 미만 0.63 0.31 무 학 0.78 0.26

100~200만원 0.87 0.61 초등학교 0.72 0.37

200~300만원 1.17 0.71 중학교 0.79 0.60

300~400만원 1.27 0.91 고등학교 1.13 0.83

400~500만원 1.59 1.26 대 학 1.51 1.08

500~600만원 1.59 1.47 대학원 2.32 2.95

600만원 이상 2.16 1.52 - - -

<표 3-7> 소득 및 교육수준에 따른 여가시간당 여가비용                      (단위: 천원)

6) 소득수준은 월평균 가구소득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10대 및 전업주부, 노인의 여가소비는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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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가유형별 여가시간당 여가비용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제공하는 8개 여가유형별 여가시간과 여가시간

당 여가비용을 살펴보면 <표 3-8>과 같다. 전체집단에서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여가유형은 휴식활동으로 전체의 54.1%(135.7분)를 차

지하고 있으며, 사회 및 기타활동이 13.2%(33.1분)로 두 유형이 약 67.3%

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노인집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휴식

활동이 65.1%(213분), 사회 및 기타활동이 18.4%(60.5분)로 두 유형이 

83.5%를 차지한다. 전체집단과 노인집단은 공통적으로 소비하는 여가유형

이 다양하지 않으나, 특히 노인의 경우 소비하는 여가유형이 일부 여가에 

더욱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노인집단은 총 여가시간은 전체집단에 비

해 약 1.4배 많지만 문화예술관람, 스포츠관람 및 참여, 취미오락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은 전체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여가유형별 여가시간당 여가비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활동을 제

외하고 모든 여가유형에서 노인집단이 전체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나 노인

은 같은 여가유형을 소비하는 경우에도 여가비용을 적게 지출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이 주로 소비하는 여가활동은 여가시간당 여가비용이 

낮은 유형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 분 문화예술관람 문화예술활동 스포츠관람 스포츠참여

전체
집단

여가시간
(여가시간당 여가비용)

3.5
(0.108)

2.4
(0.086)

3.1
(0.023)

16.6
(0.073)

60대 
이상

여가시간
(여가시간당 여가비용)

0.8
(0.106)

2.8
(0.110)

1.1
(0.012)

11.8
(0.055)

구 분 관광 취미오락 휴식 사회/봉사

전체
집단

여가시간
(여가시간당 여가비용)

4.3
(0.089)

52.0
(0.062)

135.7
(0.005)

33.1
(0.064)

60대 
이상

여가시간
(여가시간당 여가비용)

4.0
(0.067)

33.5
(0.049)

213.5
(0.003)

60.5
(0.033)

<표 3-8> 여가유형별 여가시간당 여가비용                                              (단위: 분, (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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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집단과 노인집단의 여가특성을 종합해보면 두 집단은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로 인한 생활시간 및 경제력의 차이 등으로 인해 여가의 목

적, 여가시간 및 비용, 여가소비행태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전체집단에 비해 노인집단은 생활시간 중 여가시간이 많지만 소비하

는 여가비용은 적어 여가시간당 여가비용이 낮은 특성을 지닌다. 또한 

여가시간당 여가비용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는

데, 여기에는 소득수준에 비해 교육수준이 더 큰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전체집단보다 노인집단에게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

나 노인의 경우 소득 및 교육수준에 따라 여가소비에 있어 양극화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하는 여가유형에 있어 두 집단 공통적으로 휴식활동, 사회 

및 봉사활동 등 일부 유형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며, 특히 노인집

단의 집중정도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여가유형과 여가시간당 여가비

용을 결부하여 살펴보면 노인의 여가활동은 여가시간당 여가비용이 적은 

여가유형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인 스스로 여가의 목적을 

시간소비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의 여가

는 소극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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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변수 및 분석모형 설정

 1. 변수 설정

1) 종속변수: 옥외 소극적 여가시간

여가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여가유형은 분류목적과 분류방법에 따

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여가유형분류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행위자의 참여정도’, ‘참여동기’, ‘타인과의 상호작용 정도’, ‘활동

형태’ 등으로 여가분류에 있어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유형화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록 2>에 수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시간당 여가비용’을 기준으로 여가유형을 적극적 

여가와 소극적 여가로 분류하였다. 여가시간당 여가비용에 주목한 이유

는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한 노동시간 단축,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한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개인의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의 

경제적 여건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므로, 증가하는 여가시간에 비례

하여 여가비용지출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는 곧 여가시간의 증가가 개인의 여가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지는 않으며 

여가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여가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여가의 선용이 중

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가소비행태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개인이 소

비하는 전체 여가시간 중 소극적 여가7)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가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소극적 여가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

다. 3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특히 노인의 경우 여가시간이 생활시간의 

7) 이때의 소극적 여가는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여가시간당 여가비용’이 아닌 ‘여가행위

자의 여가참여정도’를 기준으로 정의된 개념이다.



- 30 -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여가시간당 여가비용이 

낮은 여가로 보내고 있어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소극적 여가’는 노인여

가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여가시간당 여가비용이 낮은’, 즉, 

여가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여가활동을 추출하여 ‘소극적 여가’로 유형화

하고 그 외 여가비용을 지출하는 여가를 ‘적극적 여가’로 분류하였다. 또

한 오픈스페이스가 도시민과 노인의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하루 평균 ‘옥외에서 소비하는 소극적 여가활동시간’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소극적 여가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여가활동 참여

실태관련 문항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

지 1년 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5개 여가활동의 유형과 빈도, 소요시간 및 

비용에 대한 조사항목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각 개인별 여가유형

의 여가시간당 여가비용을 산출한 후 시간당 여가비용의 평균값이 0에 가

까운 여가를 소극적 여가로, 그 외 여가를 적극적 여가로 분류하였다.8)  

분류 결과 국민여가활동조사의 휴식활동, 취미오락활동, 스포츠관람 

및 참여활동 중 일부 하위유형이 소극적 여가유형으로 재분류 되었으며 

세부내용은 <표 4-1>과 같다. 

8) 국민여가활동조사(2010)에서는 여가유형을 8개 대분류로 구분하며, 그 하위에 8~20개의 

항목이 포함되어 총 80개의 소항목으로 세분된다. 대분류 항목은 문화예술관람, 문화예

술참여, 스포츠관람, 스포츠참여, 관광, 취미오락, 휴식, 사회 및 기타활동으로 구성된

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재분류한 적극적 여가분류표는 <부록 1>에 수록하였다.

시간당여가비용 

 개인   여가유형
   여가의 회 여가비용    여가 의 회 여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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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간당

여가비용
구 분

시간당

여가비용

휴식활동

낮잠 0.0 스포츠

관람활동

온라인경기관람 0.0

TV/DMB시청 0.0  TV경기관람 0.0

비디오감상 0.5

스포츠

참여활동

산책 0.0

라디오청취 0.0 육상/조깅 0.0

음악감상 0.0 배드민턴 0.0

신문/잡지보기 0.6 줄넘기/스트레칭 0.0

취미오락

활동

인터넷 관련행동 0.0 자전거/산악자전거 0.7

독서/만화책보기 0.5 -

주1)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재분류

<표 4-1> 소극적 여가유형분류 1                                                    (단위: 천원) 

위의 분류를 토대로 오픈스페이스가 소극적 여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

다 엄밀히 추정하기 위해 소극적 여가를 여가발생장소를 기준으로 옥내

(집안)와 옥외(집밖)에서 소비하는 여가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휴식활동

과 취미오락활동, 스포츠 관람활동이 옥내에서 소비하는 여가활동으로, 

스포츠 참여활동이 옥외에서 소비하는 여가활동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유형에 포함되는 세부 여가활동은 <표 4-2>와 같다. 결과적으로 본 연

구의 종속변수가 되는 옥외 소극적 여가활동은 산책, 조깅, 배드민턴 등

과 같은 스포츠참여활동으로 구성된다.

옥 내 옥 외

• 휴식활동

낮잠

TV시청, 비디오감상

라디오청취/음악감상

신문/잡지보기

• 취미오락활동

인터넷 관련행동

독서/만화책보기

• 스포츠관람활동

온라인, TV경기 관람

• 스포츠참여활동

산책/조깅

배드민턴

줄넘기/스트레칭

자전거/산악자전거

<표 4-2> 소극적 여가유형 분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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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1) 개인특성변수

① 성 별

성별은 여성=1, 남성=0인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대부분의 사회에

서 성별에 따라 사회와 가정에서의 역할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역

할차이는 개인의 자유시간 및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내 많

은 선행연구에서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시간과 여가시간이 많고 

집안일에 소비하는 시간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생활시간조사, 

2009; 국민여가활동조사, 2010 등). 소비하는 여가유형 역시 성별 간 

차이가 나타나는데, 여성은 가족중심적 여가활동, 정적인 여가활동에 많

이 참여하는 반면, 남성의 경우 집밖에서의 여가활동, 동적인 여가활동

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박종천, 2010). 이러한 논의를 바

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소극적 여가행태가 다르게 나타날 것

이라 판단하고 성별변수를 도입하였다. 

② 연 령

연령에 따라 여가시간과 여가유형에 있어 차이가 발생한다는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연령은 연속변수의 형태로 도입하였다. 개인은 연령이 증

가하여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사회와 가정에서의 역할이 축소되고, 그 

결과 생활시간 중 여가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이신숙, 

2011; 이윤정, 2003 등). 하지만 노인은 신체적, 경제적 제약 등으로 인

해 비노인에 비해 여가참여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동적인 여가활

동보다는 정적인 여가활동을, 가정 밖보다는 가정 안에서 하는 여가활동

을 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노인의 경우 건강 

악화, 활동성 감소로 인해 여가활동참여율 역시 현저하게 감소한다(이가

옥, 1994). 이렇듯 연령은 개인의 여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소극

적 여가활동에도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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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수준

교육수준 역시 여가활동 참여를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변수로,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학력이 높을수록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며 적극적으

로 여가를 누리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이선미, 1991; 송정선, 1997 등). 

국민여가생활조사(2010)결과 역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문화예술참여 

및 관람과 같은 적극적 여가 참여율이 높아지고, 휴식활동과 같은 소극

적 여가참여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avighurst(1974)에 의하면 

교육을 많이 받은 노인들은 창조적 활동, 체력관리, 클럽활동, 봉사활동, 

독서 등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노인들은 TV 시청

이나 수면 등으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교육수준변수를 ‘고졸

이상’과 ‘중졸이하’의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고졸이상=1, 중졸이하=0). 

이는 현재 우리사회 노인의 경우 한국전쟁, 6~70년대 경제성장 등 유소

년시절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제대로 된 공교육을 받지 못해 일반적으

로 학력이 낮기 때문이다. 본 분석자료의 표본특성 역시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비율이 53%로 높고 대졸이상 학력자의 비율이 전체의 11%로 매

우 낮게 나타나 전체집단에 비해 전체적인 학력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5-5>.

④ 경제활동 여부 및 소득수준

경제활동 여부는 더미변수로 ‘경제활동 참여=1’과 준거집단인 ‘경제활

동비참여=0’으로 구성하였다. 경제활동 여부(직업의 유무)는 개인의 사

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경제력과 상호작용하여 여

가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Parker, 1979; Kelly,1992). 직업 유무는 

경제적 의무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을 결정하여 여가시간에 큰 영향

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가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

어 여가시간 및 참여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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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은 월평균 가구소득을 7단계의 비연속자료로 구축하였다

(50~650만원). 소득수준, 즉 경제적 여건(economic situation)은 개인

이 소비하는 여가활동 유형과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Tinsley, 1987; 류

점숙, 1987). Riddick의 연구(1985)에 의하면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

층의 여가활동을 비교한 결과 고소득 계층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여가활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경우 퇴

직으로 인해 소득이 축소 혹은 상실되므로 비용이 소요되는 여가활동의 

참여에 제약이 발생한다. 장인협 외(2010)의 연구 역시 도시 및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여가참여의 제약요인을 조사한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든 노인들이 전체 응답자의 35%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

다. 또한 김태현(1990)은 서울시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역에 거주하는 60

대 이상 노인의 여가행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TV시청, 

아무것도 하지 않음, 라디오청취 등과 같은 여가비용이 적게 드는 여가

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혼인상태 및 15세 미만 가구원 유무

혼인상태 변수와 15세 미만 가구원 유무 변수는 더미변수로 구성하였

다(‘배우자 있음=1’과 ‘없음(미혼, 이혼, 사별)=0’, ‘15세 미만 자녀 있음

=1’,과 ‘없음=0’). 선행연구에 의하면 가족구성특성으로써 배우자 유무와 

미취학자녀 유무에 따라 가구원의 가정 내에서의 역할이 달라져 여가시

간 및 여가유형에 영향을 미친다. 

혼인상태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핵가족화로 가족규모가 축

소되고 평균수명 연장으로 자녀출가 이후에도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 사별이나 이혼 등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종천, 

2010). 또한 노부부 단독세대에서 배우자를 상실하게 되면 부부생활이 

해체되어 여가시간이 많아지게 되므로 여가활동양상이 크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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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실은 심리적 외로움 및 역할 상실감을 유발하여 노인들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 및 여가활동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박

미석 외(2003)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사교·종교·단순오락활동 참

여시간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기계발·스포츠‧레저활동 참여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 보호자의 양육과 보살핌을 필요로 하므로 부모 

혹은 조부모의 여가시간과 소비하는 여가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취학 전 아동 유무에 따른 여가활동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박미석 외

(2003)의 연구가 유일한데, 취학 전 자녀가 없는 경우 사교오락활동과 

단순휴식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으로 김형식(1983)의 

연구에 의하면 손자녀가 있는 여자노인의 경우 손자녀 돌보기에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구 내 미취

학아동 유무는 전체집단뿐만 아니라 노인의 여가활동에 동기부여 혹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자료의 

한계로 미취학자녀 유무를 파악할 수 없어 15세 미만 가구원 유무 변수

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지역특성변수

① 오픈스페이스 비율

오픈스페이스는 일반적으로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토지와 수면을 통합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오픈스페이스의 사회적, 위락적 기능에 주목하여 ‘누구나 자유롭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민의 여가와 휴게의 장’으로 오픈스페이스

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오픈스페이스는 도시민의 활력을 높이고 여가활동

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전영철, 1997), 주민 간 접촉기회를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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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도시민의 정신건강 및 정서를 함양시키는 등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문창현, 2001). 특히 근린의 오픈스페이스는 소유에 관

계없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장소로서 접근성과 이용목적

의 다양성에 있어 주민들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의 장이 된다

(장수용, 2005). 

본 정의에 입각하여 오픈스페이스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적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총 28개 지목 중 도시민의 일상적인 

옥외 여가활동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공원과 하천, 체육용

지의 3개 지목을 추출하여 각 면적을 합산하였다.9) 또한 행정동의 규모

효과를 배제하고 거주민의 오픈스페이스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동 

전체면적 대비 오픈스페이스 면적의 비율을 산출하였다. 

② 아파트비율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기타 단독·연립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 비해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상적 여가활동

공간인 휴게 및 편의시설, 녹음공간이 많아 옥외 소극적 여가활동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거주지의 주거환경을 나타내는 

변수로 아파트비율변수를 도입하였다. 아파트 비율은 통계청에서 제공하

는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행정동의 총 주택수 중 아파트의 수

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였으며, 연속변수의 형태로 도입하였다. 

9) 우리나라 지목은 총 28개로 분류되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

거한 공원, 하천, 체육용지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정 의

공 원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하 천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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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의 사회생태학 이론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인간행동은 환경의 영

향을 받으므로 주거 및 생활장소를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의 총체로써 

주거환경은 거주민의 옥외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법에 의거하여 사업승인 시 공동주택의 규

모에 따라 특정 부대복리시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므로 개별 가

구 단위로 공급되는 단독주택에 비해 부대복리시설이 더 잘 갖춰진 경우

가 많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 건설사들이 주택시장에 진출하면서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공급이 대규모화 되었으며(이용각, 2012), 이

로 인해 아파트단지의 대단위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또한 건설

사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파트 내부

시설 뿐만 아니라 외부공간 역시 주거환경의 일부로 중요하게 인식됨에 

따라 아파트단지는 단독주택단지에 비해 거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공간이 계획적으로 공급되어 왔다.

주택유형별 거주환경의 차이에 주목하여 이하나 외(2011)는 주택유형

별 거주자의 주거환경평가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가 단독주택과 연립·다
세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책·운동공간 관련 편리성 항목과 주거환

경의 쾌적성 항목, 놀이터·노인정 이용 등과 같은 사회성 항목에서 거주

자의 만족도가 높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윤정(2003)은 거주지역의 주

택유형에 근린환경의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전제하고 주택유형별 노인여

가활동참여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연립주택에 거주하는 노인

의 여가활동 참여도가 단독주택 거주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남을 발견하

였으며, 주택주변의 생활환경이 노인여가활동의 범위와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렇듯 주택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근린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며, 우

리나라의 경우 아파트가 대규모·계획적으로 공급되면서 아파트지역에는 

기타 주택지역에 비해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이 풍부하게 조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비율이 높을수록 옥외 여가활동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아파트비율을 거주환경을 나타내는 변수로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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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파트가격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행정동의 평

당 아파트가격 변수를 설정하고, 이를 오픈스페이스의 질을 대리(proxy)

하는 변수로 도입하였다. 평당 아파트가격은 ‘부동산 114’의 정보자료를 

통해 구득하고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10년 간 행정동의 평당 아파

트가격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특정연도의 영향을 배제하고자 하였으며, 

연속변수형태로 도입하였다.

오픈스페이스는 공공재로서, 그 공급수준이 지방정부의 재정과 밀접

한 관계가 있다. 그 이유는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지

니고 있어 무임승차(free rider)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공재의 공급은 시

장경제원리(시장기구)로는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고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때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는 지역의 경제

적 수준의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지방정부의 조세는 국가의 수권(授權)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징수되며(김현아 

외, 2004), 지방재정이론에 따르면 지방세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응

익과세(應益課稅)로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편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 특히 지방세 중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에 따른 비용재원조달 수단임과 동시에 지역의 편익효과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조세로, 재산세가 높은 지역은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

비스의 양과 질이 우수하고, 또한 재산세 대비 공공재 공급수준의 지역 

간 격차는 다시 주택가격에 반영되어 선순환의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종합하면 지역의 경제적 수준은 지방정부의 조세수입으로서의 재산세

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오픈스페이스의 공급수

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나

타내는 행정동의 평당 아파트가격을 오픈스페이스의 질을 대리하는 변수

로 설정하였으며, 지역의 평당 아파트가격이 높을수록 소극적 여가가 증

가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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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시위계와 인구규모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소극적 여가시간은 평일과 주말을 모두 포함하

는 하루 평균 여가시간으로, 평일에 비해 주말의 경우 여가활동의 공간

적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여가환경에 있어 근린환경뿐만 아니

라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광역적 여가환경특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때 ‘광역여가환경’이란 근린 생활권 단위에서 공급될 수 없는 도시(광

역시, 시)차원의 여가시설 및 서비스 환경을 의미하며, 주말의 경우 여

가활동의 공간적 범위가 확대되면 개인의 여가행태에는 근린여가환경뿐

만 아니라 광역여가환경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여가환경을 통합적으로 대변하는 변수로서 도시위

계변수와 도시인구규모변수를 투입하였다. 도시위계변수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별‧광역시(중심도시)’10)와 준거집단인 ‘시(하위도시)’의 더미

변수로 구성하고, 도시인구규모변수는 자치행정단위인 시․구의 인구규모

를 연속변수 형태로 설정하였다. 

크리스탈러(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에서 발전된 도시계층이론에 따

르면 도시는 인구규모, 경제적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중심도시(상위도

시)와 하위도시로 구분되며, 도시의 위계에 따라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규모와 질도 다르다. 즉, 상위도시는 하위도시에 비해 더 다양

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주변의 하위도시들은 상위도시로부터 이

러한 재화와 서비스를 수입하거나 그곳에 가서 구매하게 된다. 같은 맥

락에서 중심도시는 도시정부가 공급하는 도시공공서비스시설, 여가시설 

역시 하위도시에 비해 규모와 질적 측면에서 우수하며, 공공서비스, 여

가서비스 등을 주변 하위도시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일례로 

광역도시의 경우 일반시민 대상의 공공도서관 이외에 어린이도서관, 과

학도서관과 같은 전문분야 도서관이 추가적으로 더 설치되어 있으며, 여

10)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도시는 중심지이론에서 발전된 도시계층이론에서 말하는 제

1의 도시(중심도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O’Sulliva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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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설이나 공원 역시 도시위계가 높은 중심도시에 국가 혹은 도시차원

의 대규모 도시공원과 종합운동장 등의 대규모 체육시설이 입지하고 있

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렇듯 중심도시는 여가공급측면에서 여가의 기회가 많고 여가의 질

이 높은 도시를 의미한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여가백서(2007)와 

문화향수실태조사(2010),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등 많은 여가실태조

사에서 거주하는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대도시가 중소도시에 비해, 도시

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거주민의 여가시간과 소비하는 여가비용이 많

으며 소비하는 여가유형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홍성희 

외(1997)와 박상곤 외(2006)는 대도시 중에서도 특히 서울지역에 거주하

는 노인이 그 외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 비해 여가경험과 여가기회

가 풍부해 여가활동참여도가 높게 나타남을 밝혀내고 대도시간에도 규모

차이에 의한 영향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위계가 높을수록, 도시인

구규모가 클수록 도시정부가 공급하는 오픈스페이스의 규모와 질이 우수

하여 거주민의 옥외 소극적 여가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

단하고 도시위계와 도시인구규모를 분석변수로 선정하였다. 

2. 분석모형 설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자료는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추출한 개인

수준의 변수가 각 개인이 속한 근린 및 광역지역수준의 변수에 포섭되는 

위계구조의 군집자료(Clustered data)로 구성되어 있다. 위계구조 데이

터의 경우 다수준 분석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지역효과에 대한 명확한 예

측 및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본 분석자료의 경우 표본수가 

부족하여 다수준 분석(위계선형분석) 시행 시 지역맥락효과(contextual 

effect)의 파악에 한계가 있고, 결과 해석에 있어 계수의 신뢰도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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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다.11) 

구체적으로 국민여가활동조사의 표본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2,184명

이며 그 중 60세 이상 노인은 449명으로 구성된다. 표본의 공간별 분포

를 살펴보면 전체집단, 노인집단 두 경우 모두 지역의 수는 100개 이상

으로 충분하지만 지역별로 할당되는 개인 표본수가 전체집단은 10~20

개, 노인집단은 2~5개로 나타나 특히 노인집단의 경우 위계선형모형 적

용 및 해석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선형회귀모형을 

구축하여 오픈스페이스가 거주민의 여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 한다. 위계선형모형을 적용한 분석결과는 <부록 3>에 첨부하였다.

구 분 개인레벨 지역레벨1(동) 지역레벨2(시)

전 체 2,184 158 70

노 인 449 123 64

<표 4-3> 표본의 구성

선형회귀분석은 설명변수(X)가 종속변수(Y)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를 측정하여 설명변수 값에 대응되는 종속변수 값을 예측하는 대표적 통

계방법으로 설명변수의 특성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선형회귀분석은 설명변수의 개수에 따라 단순선형회귀분석

과 다중선형회귀분석으로 나뉘며, 다중선형회귀분석은 회귀모형에 여러 

설명변수를 동시에 투입함으로써 다른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11) 위계선형모형의 적용에 있어 표본크기(sample size)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그동안의 실증분석을 통해 30/30 규칙을 지킬 것을 권하고 있다. 이는 상위수준의 집

단수가 30개 이상, 집단 내 하위수준의 표본수가 30개 이상이어야 고정효과 계수의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수준 간 상호작용효과를 포함한 전체모형을 설정하는 

경우 20개 이상 표본수를 가진 50개 이상 집단수가 되어야 하며, 연구자가 분산과 공

분산 구성요소 추정에 더 관심이 있는 경우라면 10개 이상 표본수를 가진 100개 이상

의 집단이 표집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칙들은 경험적으로 도출된 것으로 반드시 

이 규칙을 준수해야 추정된 모형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위계선형모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의 규칙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한다(이희연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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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특성  근린환경특성  광역환경특성
  상수     계수   오차항

종속변수에 대한 특정 독립변수의 효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

을 지닌다. 회귀분석은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직선적으로 나타

날 것을 전제로 하여 최소자승법(OLS)을 통해 모집단에 대한 1차 함수

형태의 회귀식을 추정하게 되는데, 설명변수가 n개인 경우 아래의 식과 

같은 회귀식이 도출된다. 

  
 



    

단   종속변수  설명변수   상수   계수   오차항

이때 b은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계수로 설명

변수 X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종속변수 Y의 변화량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설명변수 값에 대응되는 종속변수를 예측할 수 있다. 

3. 최종 분석모형 

앞서 선정된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오픈스페이스가 거주민의 소극적 

여가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의 기본모형을 구축하

면 아래식과 같다. 실증분석은 개인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지역특성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분석에 포함되는 변수는 <표 4-4>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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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종속변수 L은 옥외에서 소비하는 소극적 여가활동시간이다. Z

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표본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

동 여부 등을 포함한다. R과 S는 표본의 거주지역의 특성으로 오픈스

페이스비율 이외에 옥외여가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근린여

가환경(동 단위)과 광역여가환경(시 단위)을 의미한다. 

구  분 변수명 변수 설명

종속변수 소극적 여가시간 연속변수

독립

변수

개인

특성

성 별 여=1, 남=0

연 령 연속변수

교육수준 고졸이상=1, 중졸이하=0

경제활동 여부 참여=1, 비참여=0

소득수준 50~650만원(7계급)

혼인상태 배우자있음=1, 배우자없음=0

15세 미만 가구원 유무 있음=1, 없음=0

지역

특성

근린

환경

오픈스페이스비율 연속변수

아파트비율 연속변수

아파트가격 연속변수

광역

환경

도시위계 광역시=1, 시=0

인구규모 연속변수

<표 4-4> 변수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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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오픈스페이스가 도시민의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기초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1) 기초통계 분석

(1) 소극적 여가시간

전체집단과 노인집단의 여가유형별 소비시간을 <표 5-1>을 통해 살

펴보면 소극적 여가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집단은 68.5%, 노인집

단은 72.2%로 두 집단 모두 소극적 여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다. 하지만 절대적인 여가시간은 노인이 1.3배 많게 나타나고 있어 소극

적 여가시간은 노인의 경우 하루 240분, 전체집단은 170분으로 약 1.4

배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적극적 여가 소극적 여가 합 계

전체 (n=2,184) 78.3(31.5%) 170.3(68.5%) 248.6

노인 (n=449) 92.7(27.8%) 240.4(72.2%) 333.1

주1) 여가유형 분류는 여가시간당 여가비용을 기준으로 함

주2) 여가시간은 하루평균 기준임

<표 5-1> 적극적 여가시간과 소극적 여가시간                          (단위: 분)

소극적 여가시간을 여가발생장소를 기준으로 옥내와 옥외로 분류하면 

전체집단과 노인집단 모두 옥내 여가시간이 현저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

난다. 옥외 여가시간의 경우 전체집단은 하루 평균 17분(9.9%), 노인집

단은 37분(15.3%)으로 노인집단이 옥외에서 보내는 여가시간이 많고 전

체여가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노인의 경우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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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여가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며 그 결과 거주지역의 환경에 더 큰 영향

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소극적 여가시간은 전체집단, 노인집단 공통적으로 개인별 편차

가 매우 크며, 전체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구 분 옥 내 옥 외 합 계

전체

(n=2,184)

평균/표준편차

(구성비)

153.3 / 120.2

(90.1%)

17.0 / 34.9

(9.9%)

170.3

(100.0%)

노인

(n=449)

평균/표준편차

(구성비)

203.5 / 131.6

(84.7%)

36.9 / 55.7

(15.3%)

240.4

(100.0%)

주1) 여가시간은 하루평균 기준임

<표 5-2> 소극적 여가시간의 구성                                          (단위: 분) 

소극적 여가유형에 포함되는 세부 여가유형별 여가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집단과 노인집단 공통적으로 휴식활동이 전체 소극적 여가시간의 약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취미오락활동과 스포츠관람활동, 

스포츠참여활동의 경우 전체집단과 노인집단에서 소비행태가 다르게 나

타나는데, 전체집단의 경우 옥내에서 소비하는 취미오락활동과 스포츠관

람활동 참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노인집단은 옥외에서 

소비하는 스포츠참여활동 참여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 분
옥 내 옥 외

합 계
휴식활동 취미오락활동 스포츠관람활동 스포츠참여활동

전체

(n=2,184)

139.6

(81.9%)

12.4

(7.3%)

1.3

(0.9%)

17.0

(9.9%)

170.3

(100.0%)

노인

(n=449)

193.3

(80.4%)

9.4

(3.9%)

0.8

(0.3%)

36.9

(15.3%)

240.4

(100.0%)

주1) 각 여가유형에 포함되는 세부유형은 <표 4-2> 참고

<표 5-3> 옥외 소극적 여가시간의 구성                                      (단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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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픈스페이스 비율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추출한 개인표본들의 거주지역 내 오픈스페이

스비율은 <표 5-4>와 같다. 오픈스페이스 비율은 통계청의 지적통계연

보를 활용하여 행정동의 전체 지목면적에서 공원, 하천, 체육용지를 합

산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였다. 전체 지목에서 오픈스페이스

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6%이며, 그 중 하천이 약 55~56%, 공원이 

36~38%로 두 지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

다. 행정동의 오픈스페이스비율을 비교해보면, 전체집단이 노인집단에 

비해 거주하는 행정동의 오픈스페이스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구 분 공 원 하 천 체육용지 합 계

전체

(n=2,184)

평균/표준편차

(구성비)

2.36/3.77

(38.7%)

3.34/4.93

(54.9%)

0.39/1.12

(6.4%)

6.09/5.98

(100.0%)

노인

(n=449)

평균/표준편차

(구성비)

1.98/3.68

(36.2%)

3.05/3.88

(55.9%)

0.43/1.26

(7.9%)

5.46/5.28

(100.0%)

<표 5-4> 행정동의 오픈스페이스비율                                        (단위: %) 

(3) 개인특성 및 지역특성변수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표 5-5>와 같다.  

개인특성변수의 경우, 성별변수를 살펴보면 전체집단과 노인집단의 성비

구성은 거의 유사하며 노인집단에서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 비율은 전체집단

에서 75.9%로 나타나지만 노인집단의 경우 30.9%로 나타나 노인의 교

육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활동 참여여부에 있어서

는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전체집단에서 56.2%, 노인집단에서 33.1%로 

나타나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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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경험하고 노화,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경제적 역할을 상실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소득수준에서는 전체집단에서는 200만원~400만

원 구간에 40.0%가 분포하고 있는 반면 노인의 경우 월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구간에 43.3%, 200만원 미만 구간에 65.0%가 분포하고 있다. 

전체집단의 경우 월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표본이 12.7%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노인가구의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의 경제활동 비율이 낮은 것과 일반적으로 자녀분가, 배

우자상실 등으로 인해 노인가구의 가구원수가 적다는 사실에서 그 이유

를 찾을 수 있다. 혼인상태의 경우 노인과 전체집단은 모두 배우자가 있

는 경우가 64~5%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

우를 살펴보면 전체집단의 경우 미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반해 노인

은 사별과 이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그 원인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5세 미만 가구원의 경우 전체집단에서는 ‘있음’의 경우가 

32.5%, 노인집단에서는 8.5%로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개인의 생애주기

(life cycle)와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지역특성변수 중 근린특성변수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으로 범위를 한정

하여 분석을 진행하므로 거주하는 행정동의 ‘아파트비율’이 전체집단은 

평균 62.2%, 노인집단은 56.9%로 두 집단 모두 아파트비율이 높게 나

타나며, 전체집단에서 5%p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평당 아파트가격’
의 경우 전체집단이 800.1만원, 노인집단이 714.6만원으로 전체집단이 

노인집단에 비해 아파트가격이 높은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노인집단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고, 거주하는 지역의 오픈

스페이스의 질이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근린환경특성 변수들의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특성의 편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광역특성변수를 살펴보면 도시위계변수의 경우 전체집단이 

노인집단에 비해 대도시(광역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치행정단위의 인구규모 역시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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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 체 비노인 노 인

n=2,184 n=1,735 n=449

옥외 소극적 여가시간 연속변수(분) 평균 17.0
(34.9)

11.8
(55.7)

36.9
(24.7)

개인

특성

성 별
남

%
47.5 48.4 44.4 

여 52.5 51.6 55.6  

연 령 연속변수(세) 평균 44.3
(17.1)

37.8
(12.3)

69.3
(7.02)

교육수준 고졸이상 % 75.9 87.5 30.9

경제활동 여부 참여 % 56.2 62.1 33.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

12.7 4.7 43.4

100~200만원 18.7 17.9 21.6

200~300만원 21.3 22.7 15.8

300~400만원 18.0 20.0 10.2

400~500만원 12.4 14.7 4.5

500~600만원 7.8 9.4 2.0

600만원 이상 9.0 10.6 2.5

혼인상태

배우자있음

%

64.3 63.9 65.9

미혼 23.6 29.6 0.5

사별, 이혼 12.1 6.6 33.6

15세 미만 가구원 있음 % 32.5 38.6 8.5

근린

지역

특성

오픈스페이스비율 연속변수(%) 평균 6.09
(5.98)

6.26
(6.14)

5.44
(5.25)

아파트비율 연속변수(%) 평균 62.2
(26.5)

63.6
(26.4)

56.9
(26.3)

아파트가격 연속변수(만원) 평균 800.1
(573.3)

821.9
(591.8)

714.6
(484.8)

고령인구비율 연속변수(%) 평균
9.4
(2.3)

9.3
(2.3)

9.9
(2.3)

광역

지역

특성

도시위계
광역시 % 50.3 49.6 52.8

중소도시 % 49.7 50.3 47.2

인구규모 연속변수(명) 평균
384,109.3
(154,549.7)

384,671.0
(155,087.1)

391,938.7
(152,607.1)

주1) ( ) 표준편차

<표 5-5> 변수의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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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공선성 진단

회귀분석 시행에 앞서 변수 간 상호연관성 파악 및 상호관계의 유의

성 검증을 위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변수 간 다중공선성(multi-

-collinearity) 진단을 위해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

or)값을 산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모든 변수 간 상관계수가 0.6 이하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연령과 교육수준으로 상관계수가  

–0.55로 나타난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수준이 낮아짐을 의미하

며, 이는 앞서 3장의 여가특성에서 확인한 바와 같다.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00

2 -0.03 1.00

3 0.33 0.01 1.00

4 -0.25 -0.12 -0.55 1.00

5 -0.20 -0.06 -0.32 0.38 1.00

6 -0.13 -0.26 -0.01 0.18 0.22 1.00

7 0.11 -0.06 0.32 0.02 0.13 0.22 1.00

8 -0.08 0.01 -0.24 0.24 0.22 0.10 0.28 1.00

9 -0.01 0.00 -0.06 0.05 0.10 -0.01 -0.02 0.00 1.00

10 -0.03 -0.03 -0.09 -0.09 0.25 -0.01 0.14 0.16 0.17 1.00

11 -0.01 -0.03 -0.07 -0.07 0.26 -0.04 0.01 0.04 0.27 0.05 1.00

12 0.07 -0.01 -0.02 -0.02 -0.03 -0.03 -0.08 -0.11 -0.03 -0.14 0.13 1.00

13 0.03 0.01 -0.03 -0.03 0.05 -0.01 0.02 0.03 0.12 0.18 0.07 -0.03 1.00

주1) 1: 소극적 여가시간
2: 성별
3: 연령
4: 교육수준

5: 소득수준
6: 경제활동 여부
7: 혼인상태
8: 15세 미만 가구원 유무

9: 오픈스페이스비율
10: 아파트비율
11: 아파트가격

12: 도시위계
13: 인구규모

<표 5-6> 전체집단(n=2,184)의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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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스페이스비율은 근린환경변수인 아파트비율, 아파트가격과 정(+)

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행정동의 오픈스페이스비율이 높은 곳이 

아파트비율과 아파트가격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들 세 변수 간 

상관계수는 0.3 이하로 그 상관성이 크지 않다. 또한 오픈스페이스비율

과 광역환경변수인 도시위계와 도시인구규모의 관계를 살펴보면, 도시규

모와는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인구규모와는 정(+)적인 관계

를 보이고 있다.

종속변수인 소극적 여가시간과 각 독립변수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연령변수로 상관계수가 0.33으로 

나타난다. 그 외 변수의 경우 남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오픈스페이스비율이 높을수록(+), 도시위계가 높을수록(+), 도

시인구규모가 클수록(+), 아파트비율과 아파트가격이 낮을수록(-) 소극

적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중공선성의 보다 엄격한 검정을 위해 변수의 분산팽창계수를 산출

하였다. 분산팽창계수는 공차한계(tolerance)의 역수로 독립변수가 다른 

모든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분산팽창계수가 10 이

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Gujarati, 2009). 분석 

결과 전체집단, 노인집단에서 모든 변수의 분산팽창계수가 2 이하로 나

타나 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변수명 전체집단 노인집단 변수명 전체집단 노인집단

성    별 1.09 1.27 15세 미만 가구원 1.28 1.13

연    령 1.93 1.38 오픈스페이스비율 1.13 1.14

교육수준 1.65 1.29 아파트비율 1.18 1.21

경제활동 여부 1.42 1.27 아파트가격 1.21 1.37

소득수준 1.21 1.48 도시위계 1.06 1.27

혼인상태 1.49 1.25 인구규모 1.04 1.25

<표 5-7> 다중공선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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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픈스페이스가 도시민의 옥외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오픈스페이스가 도시민의 옥외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오픈스페이스비율변수를 비롯하여 개인특성변수, 거주지역의 근린 

및 광역환경변수를 설명변수로 하고 옥외 소극적 여가활동시간을 종속변

수로 하는 다중선형회귀모형을 구성하였다. 분석은 전체집단과 오픈스페

이스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집단으로 구분하여 실

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노인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웃효과’를 검정하

기 위해 거주지역의 고령화비율변수를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1) 전체집단의 경우

회귀모형 <표 5-8>을 살펴보면, 수정결정계수(Adjusted R)는 0.15

로 모형은 총 분산의 15%를 설명하며, 모형의 결과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rob>F = 0.000). 90% 신뢰수준에서 추정계수는 

오픈스페이스비율과 함께 지역특성변수 중에서는 도시위계, 인구규모변

수가, 개인특성변수 중에서는 15세 미만 가구원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픈스페이스비율변수는 양(+)의 방향으로 유의

하여 근린의 오픈스페이스비율이 높아질수록 옥외 여가활동시간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스페이스비율의 회귀계수를 소극적 여가시간

에 적용해보면 근린의 오픈스페이스비율이 1% 증가하면 지역 내 거주하

는 거주민들의 옥외 소극적 여가활동시간은 0.2분 증가하게 된다. 이는 

전체 집단의 소극적 여가활동시간 17분<표 5-2>의 1.2%에 해당하며 근

린의 오픈스페이스 비율이 1% 증가하면, 거주민의 소극적 여가활동시간

은 1.2%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광역지역차원에서 공급되는 오픈스페이스의 규모와 질을 고려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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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투입한 도시위계와 인구규모 변수 역시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이는 도시위계가 높고 인구규모가 클수록 오픈스페이스의 규

모와 질이 우수해져 거주민의 옥외 여가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거주지유형에 따라 주거환경이 다르게 나타나 소극적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투입했던 아파트비율변수와 

근린지역의 오픈스페이스의 질을 대리하는 아파트가격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소극적 여가시간과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개인특성변수의 경우 성별은 남성일수록 옥외 소극적 여가시간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밖에

서의 여가, 동적인 여가를 소비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 선행연

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옥외 

소극적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경제적 역할이 축소되거나 상실되면서 여가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수준 변수의 회귀계수는 음(-)의 부호로 유의하게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총 여가시간과 소극적 여가시간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경제활동 여부와 소득수

준 변수의 회귀계수 역시 모두 음(-)의 부호를 보이고 있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수록,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극적 여가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여부는 경제적 의무에서 벗어난 자유시간 혹은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가구의 소득수준은 여가비용 및 유형을 결정

하는 주요인이므로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가구

특성에서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옥외 소극적 여가활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활동적인 여가, 자기계발형

의 여가가 증가하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15세 미만 가구원 유무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나, 회귀계수 

부호가 양(+)의 방향으로 나타나 15세 미만 가구원이 있는 경우 옥외 소

극적 여가활동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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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체집단

coefficient t-value p-value beta

개인

특성

성 별 -5.43 -3.76 0.000 -0.08

연 령 0.51 9.02 0.000 0.25

교육수준 -6.71 -3.21 0.001 -0.08

소득수준 -0.02 -3.80 0.000 -0.09

경제활동 여부 -8.88 -5.77 0.000 -0.13

혼인상태 5.15 2.92 0.004 0.07

15세미만 가구원 유무 1.18 0.71 0.480 0.02

지역

특성

오픈스페이스비율 0.20 1.65 0.100 0.01

아파트비율 0.01 0.39 0.698 0.01

아파트가격 0.001 0.54 0.590 0.03

도시위계 5.62 3.94 0.000 0.08

인구규모 9.84e-06 2.13 0.033 0.04

   상 수 0.38 0.08 0.940 -

표 본 수 2,184

수정결정계수(adjust R) 0.150

F값(유의확률) 32.78(p<0.000)

<표 5-8> 회귀분석 결과 1 (종속변수: 옥외 소극적 여가시간)

2) 노인집단의 경우

회귀모형 <표 5-9>를 살펴보면, 수정결정계수(Adjusted R)는 0.17

로 모형은 총 분산의 17%를 설명하며, 모형의 결과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rob>F = 0.000). 90% 신뢰수준에서 추정계수는 

오픈스페이스비율과 함께 지역특성변수 중에서는 아파트비율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개인특성변수 중에서는 연령과 15세 미만 가구원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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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과는 아파트가격변수와 연령변수에서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오픈스페이스비율변수는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여 근

린의 오픈스페이스비율이 높아질수록 옥외 여가활동시간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오픈스페이스비율의 회귀계수를 소극적 여가시간에 적용

해보면 근린의 오픈스페이스비율이 1% 증가하면 지역 내 거주하는 노인

의 옥외 소극적 여가활동시간은 1.3분 증가한다. 이는 노인집단의 소극

적 여가활동시간 37분<표 5-2>의 3.5%에 해당하며 근린의 오픈스페이

스 비율이 1% 증가하면, 노인의 소극적 여가활동시간은 3.5% 증가함을 

의미한다. 또한 오픈스페이스비율변수의 회귀계수는 전체집단에서는 0.2

임에 반해 노인집단에서는 1.3으로 노인모형에서 6.5배 크게 나타난다. 

이는 거주지역 인근의 오픈스페이스가 소극적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민감도)가 노인에게서 더 높음을 의미한다. 

광역지역차원의 도시위계와 인구규모 변수 역시 전체집단과 동일하게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이는 도시위계가 높고 인구규모가 

클수록 오픈스페이스의 규모와 질이 우수해져 노인의 옥외여가활동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두 변수의 회귀계수 역시 전체

집단보다 노인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나며, 이는 지역의 여가환경이 거주

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노인에게 더 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오픈스페이스 질을 대리하는 평당 아파트가격 변수가 전

체집단과 비교하여 추가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포함되었다. 하지만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형과 반대로 변수의 회귀계수는 음(-)의 방향을 

보이고 있어 평당 아파트가격이 높을수록 옥외 소극적 여가활동이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아파트가격변수는 거주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대리하여 지방정부의 오픈스페이스 공급수준을 나타냄과 동시에 개인의 

경제적 여력을 나타내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

다. 전체집단의 경우 ‘지역의 경제적 수준’ 효과가, 노인집단의 경우 ‘개
인의 경제적 수준’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거주

지유형에 따라 주거환경이 다르게 나타나 소극적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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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가정 하에 투입했던 아파트비율변수의 경우 소극적 여가시간과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개인특성변수의 경우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비교해보면, 연

령변수를 제외하고는 결과가 동일하여 남성일수록,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옥외 소

극적 여가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변수는 양(+)의 방향으

로 나타나지만 유의미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60세 이상 노인은 일반적으

로 사회 및 가정에서의 역할 상실을 경험하므로 여가소비에 있어 연령이 

큰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 분
노인집단

coefficient t-value p-value beta

개인

특성

성 별 -16.46 -2.96 0.003 -0.15

연 령 0.58 1.35 0.178 0.07

교육수준 -15.17 -2.55 0.011 -0.13

소득수준 -0.04 -2.06 0.040 -0.11

경제활동 여부 -11.94 -2.05 0.041 -0.10

혼인상태 18.09 3.13 0.002 0.15

15세미만 가구원 유무 1.18 0.13 0.898 0.01

지역

특성

오픈스페이스비율 1.30 2.62 0.009 0.12

아파트비율 0.02 0.21 0.837 0.01

아파트가격 -0.02 -2.79 0.005 -0.14

도시위계 27.62 5.06 0.000 0.25

인구규모 0.0001 4.42 0.000 0.20

   상 수 -46.55 -1.22 0.222 -

표 본 수 449

수정결정계수(adjust R) 0.172

F값(유의확률) 8.50(p<0.000)

<표 5-9> 회귀분석 결과 2 (종속변수: 옥외 소극적 여가시간)



- 56 -

3) 노인집단의 경우(고령화비율변수 추가)

앞서 구축한 회귀모형에 고령화비율변수를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재시

행하였다. 고령화비율은 전체인구 중 65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연

속변수의 형태로 도입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원망(Social Support Network)의 정도

는 여가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Zimmer et al.( 

1995)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지원망이 큰 경우 사회적 지원망이 

작은 경우에 비해 정보 접근성 및 동기부여 측면에서 여가참여의 기회가 

많고, 여가제약요인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들의 여가활

동 참여는 가족이나 친구의 지지정도, 활동적인 가족구성원의 존재 여부

가 여가활동의 혜택에 대한 이해와 높은 긍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조은주, 2009). 서진교(2000)의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참가노인

이 비참가 노인에 비해 주변인의 물질적 지지, 정서적 지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가활동 참여에 있어 가정환경 혹은 주변 

이웃의 환경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웃에 여가활동 동반자가 많거나 여가관련시설이 있는 경우 여가범위는 

넓어질 가능성이 높고, 반면 이웃에 친구가 적거나 없는 경우 사회적 접

촉기회가 줄어들고 여가활동의 범위와 참여빈도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류점숙, 1987).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거주지역 내 고령화비

율이 높을수록 노인들의 이웃 범위가 확장될 수 있으며, 이는 노인의 여

가정보 접근성 및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옥외 소극적 여가활

동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고령화비율을 변수에 

추가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의 수정결정계수(Adjusted R)는 0.19로 고령화비율변

수를 추가하기 전의 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다소 높아졌으며, 분석에 포

함된 모든 변수의 회귀계수의 방향 및 유의도는 변수 추가 전과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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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난다. 고령화비율변수는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근린

지역의 고령화비율이 높을수록 노인의 옥외 소극적 여가활동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동적인 형태의 옥외 여가는 정적인 형태의 옥내 여가에 비

해 여가주체의 여가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특성이 있으므로(원형준, 1994; 

박미석, 2002), 거주지역 인근에 노인들이 많을수록 노인의 옥외에서 소

비하는 소극적 여가시간이 증가되고 이는 여가만족도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구 분
노인집단

coefficient t-value p-value beta

개인

특성

성 별 -16.46 -2.99 0.003 -0.14

연 령 0.52 1.21 0.228 0.06

교육수준 -15.92 -2.70 0.007 -0.13

소득수준 -0.04 -1.93 0.054 -0.10

경제활동 여부 -11.77 -2.04 0.042 -0.10

혼인상태 17.26 3.01 0.003 0.15

15세미만 가구원 유무 1.20 0.13 0.895 0.01

지역

특성

오픈스페이스비율 1.32 2.68 0.008 0.03

아파트비율 0.06 0.56 0.578 0.03

아파트가격 -0.01 2.37 0.018 -0.12

고령화비율 3.51 2.93 0.004 0.14

도시위계 30.01 5.49 0.000 0.27

인구규모 0.0001 5.20 0.000 0.25

   상 수 -71.07 -1.67 0.095 -

표 본 수 449

수정결정계수(adjust R) 0.187

F값(유의확률) 8.65(p<0.000)

<표 5-10> 회귀분석 결과 3 (종속변수: 옥외 소극적 여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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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 결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시민의 옥외 소극적 여가소비행

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되는 개인 및 지역특성변수를 선정하고  

기초통계분석과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가소비에 관한 기초통계분석 결과 전체집단과 노인집단 공통적으로 

전체 여가시간 중 소극적 여가시간이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

며, 소극적 여가 중 집안에서의 휴식시간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도

시민의 대부분은 여가시간의 절반 이상을 정적인 휴식활동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극적 여가시간 중 옥외여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집단이 9.9%(17분), 노인집단이 15.3%(37분)으로 노인집단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절대적 시간 역시 노인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나 노인들이 옥외 여가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고, 그 결과 여가환경

에 더 민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형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전체집단의 경우 개인특성변수 

중 15세 미만 자녀 유무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옥외 소극적 여가활

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

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옥외 소극적 여가활동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부합되는 결과이다. 또

한 오픈스페이스비율과 함께 광역여가환경으로서의 도시위계와 인구규모 

역시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근린뿐만 아니라 광역차원에서

의 오픈스페이스의 규모 및 질이 거주민의 옥외 소극적 여가활동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노인집단에 대한 분석결과, 개인특성변수 중 연령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전체집단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연령변수는 양(+)의 방향으

로 나타나지만 유의미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60세 이상 노인은 일반적으

로 사회 및 가정에서의 역할 상실을 경험하므로 여가소비에 있어 연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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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지역특성변수의 경우 오픈

스페이스비율과 도시위계, 인구규모변수가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각각의 회귀계수는 전체집단에 비해 6배 이상 크게 나타났

다. 이는 거주지역의 여가환경이 개인의 소극적 여가소비에 비치는 영향

력이 전체집단에 비해 노인집단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

를 통해 지역의 오픈스페이스 공급은 특히 노인의 집밖에서의 산책, 조

깅, 배드민턴과 같은 스포츠형 여가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집단의 경우 평당 아파트가격변수가 추가적

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포함되었으나, 예상과 반대인 음(-)의 방향을 보

이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면밀한 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집단만을 대상으로 고령화비율변수를 추가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변수를 추가하기 전 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다소 높

아졌으며, 고령화비율변수는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근린지

역의 고령화비율이 높을수록 노인의 옥외 소극적 여가활동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여가활동 참여에 있어 주변 이웃의 환경이 중요한 영

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인 ‘이웃효

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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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계획분야 역시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강도시(Healthy City)이

론에 의하면 오픈스페이스는 도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기능

을 수행하며 보다 지속가능한 도시의 구현을 위한 도시환경으로서 기능

한다. 또한 근린의 오픈스페이스는 접근성, 비용, 이용목적의 다양성 측

면에서 도시민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가문화공간으로서의 특성

을 지닌다. 

이러한 건강과 여가기능을 고려할 때 노인인구비중이 높은 고령화 사

회에서 오픈스페이스는 노인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중요한 도

시계획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 하지만 오픈스페이스의 중요성에도 불구

하고 도시의 오픈스페이스의 공급이 거주민의 옥외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는 오픈스페이

스의 공급수준이 거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여가가 지니는 중요성에 근거하여 오픈스페이스가 노인의 소극적 여

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여가소비 영향요인으

로서 수요측면에서의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구는 이에 더하여 공급측면에서의 지역특성을 추가하여 여가소비 영향

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차별성을 지닌다.  

분석을 위해 2010년 국민여가활동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여가영향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검토를 통해 여가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변수를 추출하였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와 지적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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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를 활용하여 표본 거주지역의 근린여가환경과 광역여가환경을 대리

하는 지역특성변수를 선정하고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공간

적 범위는 오픈스페이스 효과의 엄밀한 추정을 위해 전국의 도시지역으

로 한정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된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

린의 오픈스페이스 공급수준은 거주민의 옥외 소극적 여가활동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픈스페이스 공급효과는 전체

집단에 비해 노인집단에서 약 6.5배 크게 나타나 근린의 오픈스페이스 

공급이 도시민,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의 옥외 소극적 여가활동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고령화 사회

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둘째, 도시위계가 높고 인구규모가 큰 도시일수록 전체집단과 노인집

단 공통적으로 옥외 소극적 여가활동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역지역차원에서 공급되는 오픈스페이스의 규모와 질이 해당지역에 거

주하는 주민의 여가기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옥외 여가활동을 증진시

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오픈스페이스의 경우 

기초생활권단위의 공급도 중요하지만 광역지역차원에서의 오픈스페이스

의 규모와 질 역시 중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여부, 소득수준, 혼인상태 변수가 옥외 여가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의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은 도시민과 노

인 공통적으로 옥외 소극적 여가활동에 부(-)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수록 소극적 여가소비가 많다는 사실은 오픈스페이

스 공급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여가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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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여가활동조사자료의 한계이다. 본 자료는 지역단위가 읍면

동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여가관련 유일한 자료로, 근린단위의 오픈스페

이스공급이 거주민-특히 대부분의 여가를 거주지역 인근에서 소비하는 

노인-의 일상적 옥외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조사표본수가 적다는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에

서는 조사자료의 제한된 표본수로 인해 지역특성이 개인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맥락효과를 보다 엄밀히 추정할 수 있는 다수준분석모형을 

적용하지 못하고 다중선형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부

록 3>에 수록된 위계선형분석 결과 역시 오픈스페이스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후 다수준 모형에 적합한 분석자료를 구축하여 오

픈스페이스의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오픈스페이스의 공급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 행

정동의 ‘오픈스페이스비율’을 사용하였다. 오픈스페이스비율은 근린의 오

픈스페이스 공급수준을 나타내는 적절한 지표라 할 수 있으나, 노인의 

경우 여가소비의 주요 결정요인이 ‘여가접근성’임을 고려할 때 거주지로

부터 오픈스페이스까지의 접근성(거리) 역시 옥외 소극적 여가활동을 결

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본 분석의 경우 표본의 거주

지를 행정동 단위 이하로는 추적할 수 없어 오픈스페이스로부터의 거리

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셋째, 오픈스페이스의 양적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측면을 고려하기 위

해 근린 및 광역여가환경을 대리하는 지표를 도입하였으나 보다 직접적

인 변수를 투입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추후 연구에서 오픈

스페이스의 질과 오픈스페이스 접근성에 대한 정보가 추가된다면 도시계

획적 차원에서 오픈스페이스 공급에 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

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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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여가유형 분류: 적극적 여가

대분류 소분류 대분류 소분류

문화예술

관람활동

· 전시회/박물관 관람

· 음악연주회 관람

· 전통예술공연 관람

· 연극/무용/연예공연 관람

· 영화 관람

문화예술

참여활동

· 문화행사 참여

· 문화창작/독서토론

· 서예

· 미술활동/사진촬영

· 악기연주/노래교실/춤/무용

스포츠

관람활동

· 격투기경기 관람

스포츠

참여활동

· 구기운동

· 수상/설상/빙상운동

· 헬스/요가/필라테스

· 격투기운동

· 댄스스포츠

취미오락

활동

· 수집활동       · 생활공예

· 요리/다도      · 노래방 

· 인테리어       · 등산/낚시

· 쇼핑/외식      · 음주

· 미용

· 자기계발형 학습

· 바둑/장기/보드게임/퍼즐

· 애완동물 돌보기

관광활동

· 문화유적방문

· 자연명승 및 풍경관람/산림욕

· 국내캠핑/소풍/야유회

· 온천/해수욕

· 놀이공원/식물원/동물원가기

· 지역축제참가

· 해외여행

· 드라이브

사회 

및

기타활동

· 사회봉사활동/종교활동

· 클럽/나이트/디스코가기

· 가족 및 친지방문

· 잡담/통화/문자보내기

· 동창회/사교모임/동호회

· 이성교제/미팅/소개팅

· 기타여가활동

휴식활동

· 목욕/사우나/찜질방

주1) 국민여가활동조사(2010)를 바탕으로 재분류

<표 1> 적극적 여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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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가유형 분류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분류기준 연구자 활 동 구 분

참여정도
Gauthier & Smeeding 소극적여가(단순, 정서형), 적극적여가(신체적, 사회적)

Szali 준여가, 소극적 여가, 완전여가(총체적 여가)

참여동기 Clough 복지형, 사회형, 도전형, 지위추구형, 탐닉형, 건강추구형

타인과의 

상호작용

Allen & Chin-Sang 혼자하는 활동(개인적), 친화적 활동(사회적)

Orthner 개인적 활동, 병행 활동, 결합 활동

시간이용가치 Nash 저차원 ~ 고차원의 6단계 구분

참여형태

(활동형태)

Kaplan 사교·교제 활동, 게임·예술 활동, 정적 활동

Epperson
관람, 야외 레크레이션, 개인·소집단, 기계적 스포츠, 

클럽·리조트·별장 활동

Makechnie 조작적, 공작적, 지적, 일상적, 스포츠 활동

Gold 물리적, 사회적, 인지적, 환경관련 여가활동

Iso-Ahola 스포츠 활동, 사회 활동, 공작 활동

Lutzin & Storey 신체적, 사교적, 문화적, 자연적, 정신적 활동

주1) 윤양수 외(2004), 연구자 재구성

<표 2> 선행연구의 여가유형분류 요약                              

조사자료 (시행기관) 활 동 구 분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0)

문화예술관람, 문화예술참여, 스포츠관람, 스포츠참여, 관광, 

취미오락, 휴식, 사회 및 기타활동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08)

예술행사관람, 문화예술교육, 문화시설이용, 문화활동, 

문화관광, 지역축제, 사이버문화활동

서울서베이

(서울시, 2008)

문화소비(문화소비활동, 순수문화활동, 대중문화활동 등)

문화생산(도서관, 전시시설, 공연시설, 체육시설 등)

문화유산관람(문화재, 고궁입장객수, 박물관관람)

사회조사통계

(통계청, 2011)

실내여가, 레저시설이용,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 

지역문화예술행사 참여

여가소비문화의식 및 실태

(소비자보호원, 2001)

문화활동, 스포츠활동, 여행·나들이, 오락활동, 

자기계발활동, 이상적 여가활동

여가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문화관광부, 2006)
실내여가, 야외여가, 사이버여가

<표 3> 국내여가활동조사의 여가활동분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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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선형모형을 활용한 다수준분석 결과

위계선형분석 시행 전 무제약모형(empty model)을 통해 ‘집단내 상

관(ICC: intraclass correlation)’ 값을 산출하여 위계선형모형 적용의 

타당성을 확인한 결과 전체집단은 0.099, 노인집단은 0.245으로 나타났

다12). 즉 선형회귀분석에서 단순히 표본의 개인차로 간주되는 오차항이 

위계선형분석에서는 지역간 차이에 의해 상당부분 설명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위계선형분석을 시행한 후 수준별 분산감소비율 산출 

및 우도비 검정을 통해 제약모형이 무제약모형에 비해 더 적합한지 여부

를 확인하였다. 전체집단의 경우 개인특성변수와 지역특성변수를 모두 

투입한 후 1수준 분산감소비율이 11.8%, 2수준 분산감소비율이 36.8%, 

3수준 분산감소비율이 7.3%으로 나타나 2수준에서의 설명된 분산량이 

가장 컸다. 노인집단의 경우 1수준 분산감소비율이 7.6%, 2수준 분산감

소비율이 22.5%, 3수준 분산감소비율이 10.1%으로 전체집단과 마찬가지

로 2수준에서의 설명된 분산량이 크게 나타났으며, 1수준의 설명된 분산

량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경우 소극적 여가소비에 있어 분

석에 포함된 개인특성요인에 따른 차이보다는 거주하고 있는 근린 여가

환경에 따른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추정된 모형의 적합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우도비 검정을 수행

하였다. 이 경우 –2LL(편차, deviance)값이 적은 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

이라 할 수 있다. 전체집단과 노인집단 모두 –2LL 값이 무제약모형에 

비해 제약모형에서 감소하며, 편차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역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또한 AIC값 역시 제약모형에서 무제약모

형보다 감소하여 나타나 임의절편모형이 무제약모형에 비해 개선된 모형

임을 알 수 있다. 

12) ICC값은 종속변수의 총분산 가운데 집단간 차이에 의해 설명된 분산량을 말하며 이 

값이 5%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 데이터의 지역간 차이가 유의하여 위계선형모형을 적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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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체집단 노인집단

무제약모형 제약모형 분산감소비율 무제약모형 제약모형 분산감소비율

1수준 분산 834.45 736.11 11.8% 1331.58 1231.00 7.6%

2수준 분산 48.20 29.83 36.8% 248.88 192.83 22.5%

3수준 분산 35.59 33.00 7.3% 183.73 174.25 5.1%

총 분산 917.24 798.94 12.9% 1764.19 1598.08 9.4%

ICC 0.099 -

-

0.245 -

-Deviance 21100.4 20815.6 4625.5 4583.4

AIC 21108.4 20847.6 4633.5 4615.4

*AIC는 위계선형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다음의 간단한 계산과정을 

통해 산출가능하다. AIC=Deviance+2p(단, p는 모형에서 사용된 모수의 개수)

<표 4> ICC값 및 분산감소비율

본 분석에서는 상위수준에서의 절편이 임의효과를 가지는 임의절편모

형을 사용하였으며 모형의 분석수준은 3수준으로 개인특성요인(level 1), 

동단위의 근린환경요인(level 2), 시단위의 광역환경요인(level 3)으로 구

성하였다. 또한 각 수준별 오차항과 설명변수간의 상관성을 제거하고 설

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1수

준과 2수준의 연속변수는 집단평균 중심보정(group mean centering)을 

시행하고, 3수준의 연속변수는 전체평균 중심보정(grand mean 

centering)을 실시하였다.  

분석변수를 추가한 제약모형의 고정효과를 살펴보면, 개인특성과 기

타 지역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근린의 오픈스페이스비율이 거주민의 

옥외 소극적 여가시간에 양(+)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회귀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오픈스페

이스비율의 회귀계수가 전체집단에 비해 노인집단에서 약 3배 크게 나

타나 노인의 경우 소극적 여가소비에 있어 근린의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민감도가 전체집단에 비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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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수명 설 명

종속변수 소극적 여가활동시간 연속변수

독

립

변

수

개인특성

(1수준)

성별 여=1, 남=0

연령 연속변수(집단평균 중심보정)

교육수준 고졸이상=1,중졸이하=0

경제활동 참여여부 참여=1, 비참여=0

소득수준 50~650만원(7계급)

혼인상태 배우자있음=1, 배우자없음=0

15세 미만 가구원 유무 있음=1, 없음=0

지역

특성

근린환경

(2수준)

오픈스페이스비율 연속변수(집단평균 중심보정)

아파트비율 연속변수(집단평균 중심보정)

아파트가격 연속변수(집단평균 중심보정)

광역환경

(3수준)

도시위계 광역시=1, 시=0

인구규모 연속변수(전체평균 중심보정)

<표 5> 위계선형모형의 변수구성

                       통계량 

변수

무제약모형 제약모형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항 24.05*** 3.91 33.92*** 8.54

1수준

개인특성

성별 - - -3.35** 1.27

연령
 - - 0.39*** 0.05

교육수준 - - -7.37*** 1.84

소득수준 - - -0.02*** 0.004

경제활동여부 - - -7.10*** 1.37

혼인상태 - - 5.08*** 1.57

15세 미만 가구원 - - -0.41 1.57

2수준

근린특성

오픈스페이스비율
 - - 0.33* 0.23

아파트비율
 - - 0.04 0.05

아파트가격
 - - 0.01* 0.01

3수준

광역특성

도시위계 - - 1.18 8.90

인구규모
 - - 0.00001 0.00002

-2LL(Deviance) 22811.23 21968.70

주1) +: 집단평균 보정, ++: 전체평균 보정

주2) * P<0.1, ** p<0.05, *** p<0.01

<표 6> 위계선형분석 결과 1 (전체집단)



- 74 -

                       통계량 

변수

무제약모형 제약모형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항 39.70*** 4.97 48.31*** 10.15

1수준

개인특성

성별 - - -13.87*** 4.24

연령
 - - -0.27** 0.23

교육수준 - - -15.75*** 4.43

소득수준 - - -0.03 0.02

경제활동여부 - - -11.74** 3.65

혼인상태 - - 1.01* 5.57

15세 미만 가구원 - - -3.59 6.76

2수준

근린특성

오픈스페이스비율
 - - 1.01* 0.53

아파트비율
 - - 0.11 0.15

아파트가격
 - - 0.02 0.02

3수준

광역특성

도시위계 - - 12.92 8.02

인구규모
 - - 0.00002 0.00002

-2LL(Deviance) 4865.18 4581.20

주1) +: 집단평균 보정, ++: 전체평균 보정

주2) * P<0.1, ** p<0.05, *** p<0.01

<표 7> 위계선형분석 결과 2 (노인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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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Open spaces 

on Outdoor Leisure Activities of 

Urban Residents

Youn, Jeong mi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open spaces on outdoor leisure 

activities of urban residents from a socioecological point of view. 

Considering increasing importance of leisure of the aged in an aging 

society, this study also analyzes open spaces’ effect on the leisure of 

the Aged who is older than 60 aged.

While advanced researches have focused 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for analyzing individual leisure determinant, this 

thesis takes into account comprehensive determinant of leisure: loc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with respect to their effects in shaping 

unequal distribution of leisure behavior as well as individual-level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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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precise estimation of open spaces’ effect, spatial range of 

this analysis is limited urban areas of the whole nation. Using 

multiple regression model, this study finds some interesting result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empirical analysis indicates that the supply level of 

neighborhood open spaces significantly influences outdoor inactive 

leisure activities of urban residents. Furthermore, the degree of 

open space sensitivity is sixfold bigger in group of the aged than 

group of whole resident. This suggests that supply of neighborhood 

open spaces can increase outdoor inactive leisure activities of the 

aged and this may be significant implications in aging society. 

Second, as proxy variable of municipal leisure environment, 

‘urban hierarchy’ and ‘the size of population’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at is to say the higher urban hierarchy, the bigger 

size of population can lead to inactive leisure activities of urban 

residents. This suggests that the quality and the size of open spaces 

in municipal level affect the outdoor leisure opportunity of resident.

Third, as a result of analysis, gender, age,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state of economic activity, state of marry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individual variables included in the 

analysis. Especially it is indicated that education level and income 

level affects outdoor inactive leisure activities negatively. This 

suggests that supply of open spaces may become effective method of 

improving leisure quality of vulnerable social group.

keywords: Urban open spaces, Local leisure environment, Leisure 

determinant, Unit cost of leisure, Inactive Leisure, Leisure 

of the Aged

Student Number: 2011-2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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