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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問 題

科學技術文明의 發達과 더 불어 지 난 60年代이후 持續되 어 온 우리 나라의 急進的 塵業化는

急速한 社會變化를 超來하였다. 이와 함께 장래 國家의 主導的 沒劉과 位置를 차치하게 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가운데는 現實社會와 많成世代에 對한 不信， 否定 및 反抗意識이 차

츰 늘어가고 있오며， 좁少年의 佑偉， 짧折 및 適脫行寫의 반도와 彈度는 더욱 深化되어 가

고 있는 듯 하다(韓完相， 1976:3).

이에 더하여 그들의 비행과법죄는 날로增加하고 있는추세에 놓어있으며， 춤少年問題는

個A01 나 家處의 問題가 아닌 社會的， 國家的 問題로 대두되고 있다(Donald， 1981: 81-82).

따라서， 國家의 장래를 左右할 젊은이를 健全하게 또한 바르게 善導， 育成한다는 것은

重大한 時代的 소명이라 하겠다.

最近 좁少年을 寫한 敎育的 觀心의 71<.準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各級 觀育機關이나宗敎

團體， 社會團體 그리고 나아가서는 政府當局은 좁少年閔題에 갚응 顆心을 갖고 이들의 善

導에 對한 敎育的 배려에 많은 꿇資를 하고 있다. 이와같은 敎育的 顆心외 對象에서 결코

除外될 수 없는 存在가 未進學 좁少年의 問題이다.

흔히 좁少年問題는홉少年層을 서로 다른 두개의 법주후 나누어 취급하고 있다. 則， 職

業을 가진 근로청소년과 學校에 다니는 學生層으로 區分하여 現實的인 接近을 꾀하고 있

다. 그러나， 未進學 좁少年은 공로청소년01나， 學生層의 어느 범주에도 屬하지 않는 第三

의 領域으로서 자칫 看過하기 쉬운 룸少年層이다. 따라서， 이들은 관심의 對象에서 除外되

어 별로 이렇다할 주목을 받아 오지 옷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韓國社會에는 除

|浪된 大學入學定員과就業기회로 말마암아 많은 數의 젊은이들이 準據集團을 잃은 채 浮遊

하고있다.

이러한 顧點에서 좁少年 問題에 있어서 가장 優先的으로 취급되어야 할 법주의 對象이

未進學 좁少年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근로청소년이나학생층은 織場이나 學校라는 準據가

있어 어느정도 스스로의 生活目標나 自꿇正體感(self-identity)을 지닐 수 있으나， 未進學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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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年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正規學校에 다니지 옷하고 이렇다 할 職場이 없

이 주변사회에서 蘇外당하고 있는 未進學 좁少年의 敎育的 觀心은 國家나社會의 安定에 큰

몫을 차치한다고 여겨진다.

未進學 좁少年이 갖는 가장뚜렷한특정은 그들이 근로청소년이나 학생층에 比하여 주체하

지 못할만큼의 여 가시 간을 所有하고 있다는 사실 이 다. 그리 하여 , 未進學 춤少年의 敎育的 顆

心은 여가를 善用하는 問題에서 부터 出發하는 것이 現實的인 接近方法일 것이라고 생각된

다. 왜 냐하면 여 가의 活用如何에 따라서 善 또는 惡이 結果한다는 自 明한 因果律 째문이 다.

여가플 보내는 方法에는 때的언 活動， 情縮的안 活動， 身體的인 活動등이 있는데， 이들중

身體的인 것은 홉‘少年層이 흔히 즐겨 찾는 여가활동으로서 우리가 춤少年을 指導함에 있어

가장 優先的으로 고려하여야 할 測面인 것이다. 活發한 身體活動은 젊은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特權이다. 뿐만아니라 心理學的으로 근섬 • 걱정의 완화， 공격성의 억제， 罪意識의 경

감， 열풍감의 해소를 가져옴과 同時에， 社會學的으로는 팀원， 卓越性， 짧갖練， 動險·節制，

그리고 適者生存의 生活原理를 터득하여 日常生活에 轉移함으로써 원만한 社會生活을 영위

할 수 있게 하여 준다는 價{直 (Straub， 1976:5-6)가 있기 때문에 좁少年의 여가善用을 위하

여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開發되어야 할 領域이다.

이 船究는 이와같은 問題에서 出發하여 未進學 홉少年의 여가를 善導할 수 있는 方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 目的이다. 이와같은 目的을 이루기 위하여 이 將究는 다음과 같은 具

體的 過程을 거쳐 問題에의 接近을 시도하였다.

첫째 , 좁少年을 理解하기 위하여 그들의 本質을 精神的 測面과 身體的 測面에 서 考察한다.

둘째， 未進學 좁少年의 現況과 여가實態를 알아봄으로써 그들의 屬性과 여가와의 관련성

을理解한다.

셋째， 以上에서 考察된 여러가지 事實을 투대로 하여 未進學 좁少年의 어가 善導 方案을

具案한다.

이와같은 問題들을 解決하기 위하여 이 昭究는 좁少年의 社會的， 心理的特性， 未進學좁

少年의 現況과 여가실태， 좁少年과 身體活動에 對하여 文敵을 中心으록 資料를 調훌하여

밝히고， 特히， 未進學 좁少年의 여가실태에 對하여는 질문지를作成하여 그들의 여가질태를

파악함으로써 이를 基魔로하여 未進學 좁少年의 여가善導方案을 構體的으로 立案한다.

이 陽究는 좁少年 가운데에서 敎育的 觀心의 對象에서 자칫 |徐外되기 쉬운 未進學 좁少

年의 指導를 위한 여가선용의 基魔資料를 提供하여 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는， 그들을 범죄로부터 據防하는 發展的언 시도를 갖게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줄 수 있다는

蓋然性에서 昭究의 意、義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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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jJf究는 문헨조사 方法과 현장조사에 依한 통계적 지수의 分析을拉行하여 進行하였다.

理論의 측면에서는 좁少年의 社會的， 心理的 特性 및 身體活動과의 관련성을 考察하였으며，

통계 적 지수의 分析은 未進學좁少年의 餘R않實態블 -8生活實態， 金錢生活寶態 및 餘隔活

動오로서의 運動實態 등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비교하였다.

조사대상은 정규학교에 다니고 있치 않고 일정한 戰業을 지니고 있지 않는 12"'-'25歲의 서

울시내 未進學 좁少年가운데 강남치역의 未進學 좁少年 312名을 選定하였는데 그들의 연령

분폭와 학랙은 다음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연령별 분포

나이 에 ) I 17 [ 17 I폐교120~1 - 21-1 22-1 -23 1- 24 I 25 I 항

인원(영) I 3 I 3 j 9 j 45 1 낌 3‘I ?ι

〈표 2> 학 력

학 고l 인 원(%)

국 민 학 고L 42
중 학 교 54
고l τ% 학 고l 168
전 τb 학 교L 48

합 312

l\l. 뽑少年의 精神的 • 身體的 特性

청소년기는 누구나가 거쳐야하는 人間發達의 한 過程이다. 發達心理學的 {則面의 맑究에

·있어서도 公認된 時期를 명확히 規定한 것은 없으나 대략 思春期를 中心으로 한 전후의 약

10年을 포항하는 12"'-'22歲 사이의 時期를 일컴는 것이 通例이다(Konopka， 1973). 그러나

經濟的 自立이 可能한 時期까지 延長하는 學者도 많다. 짜라서 大學을 후業하고 軍服務를

마친다음 自立하는 24，25歲까지 를 좁年期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李 載昌， 1981).

이러한 좁少年들은 兒童期를 벗어나 身體的으로는 成人의 特徵을 지니고 있으나 心理的

으로는 兒童期에셔 成A期로 념어가는 週湮期的 性格을 띄며， 社會的으로는 없存 社會構造

에 펀입하지 못한 때문에 周邊的 性格을 띄게되는 것이 特色이다(金和子， 1981:2, 鄭範讓

1977:31-32).

좁少年플은 自律的언 交際 및 行動， 社會的 獨立， 自立 둥 自己發見을 追求하려고 努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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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心理的， 環境的 特珠性으로 안하여 뾰折과 觀成世代에 對한 훌麗， 佑홉， 不信， 反抗

意、識이 싹트게되어 결과적으로는 行動으로 表出되는데 그것은 非行， 速脫， 犯罪行馬로 表

面化하게 된다 (Fisher， 1976:296‘310)

좁少年의 過援期的 性格의 社會心理的 혼란과 不安定性의 特性을 具體的o로 살펴보면 다

음과같다.

1. 自我正體感의 危機(ego-identity crisis)

Erikson (1959)에 依하면 主觀的 測面의 個A的 IE體感과 客觀的 測面의 心理， 社會的 正

體感이 分化되고 이틀의 再統合化와 構造化가 횟求되는 時期가 좁少年期。1다. 그려하여 그

들이 直面한 여 러 가지 課業의 困難과 失敗， 性的 成熟으루 인한 內的 衝動의 質的 • 量的 變

ft., 鏡爭的 零圍氣와 自己能力限界 등의 문제속에서 理想的 自己擺;念과 實際的 • 現實的 狀

況間의 훌흥魔 등 많은 짧折이 그들의 精神世界內에 서 또는 現實 • 社會活動의 過程에 서 混亂

과 不安定을 靈물시키는 특갱을 보인다(좁少年 白書， 1981:3).

이와 갚응 뾰狀은 社會的 經驗과 現寶感覺。1 높은 成人블의 指導와 助力을 받는 것이 다

당하나 自律的 經驗으로서 克服하는 것이 더욱 重훨하다.

2. 集團ft 11휠向

좁少年期에는 自己價f直와 相u뭘되 고 觀成價f直와 制度 및 慣習등을 彈몇할 때 스스로가 그

리고 있는 自己의 世界로 離脫해 나아가려 하는 獨호性이 나다난다.

좁少年들은 他A의 意、見 특히 그플과 연령이 III슷한 親友集團의 의견이 다른 어느 무엇보

다도 重몇하다고 여긴다. 그들은 集團의 行動이나 外觀을 模做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思考까지도 쫓아야만 마음이 펀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思春期를 前後한 좁少年期에는

不安定한 心理狀態 해문에 集團it에 對한 欲求가 캠점 彈↑ι펀다.

좁少年은 成λ‘ 또는 권위의 지배로 부터 벗어나 그플 스스로의 自律的인 世界블 만들고

짚어하는 彈한 心理的 特性 째문에 째료는 家出이나 不良集團속으로 들어가면서까지 그들

의 集團意愈을 만족시키려 한다(대한 적십자사， 1969:lCl2- 103) . 좁少年의 集團化가 自然的

언 碩向이 라 할 τ써 그들을 集團化 또는 集團을 善導하는 것이 成人世界와 社會의 任務라 하

겠다.

3. 反抗心理

좁少年 心理의 重흉흉한 特徵은 反抗的언 碩向이 다. 사람옹 -生에 세 벤의 反抗期가 있는

데 좁少年期의 反抗뾰은 짧成人이나 짧成社會에 對한 것으로서 成長된 自我가 成人플로 부

터 受容받치 못하고， 또한 尊重받거나 待遇받지 못하며， 相反펀 價f直냐 制度， 慣習등을 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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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흉당하는 데 서 나타나는 在狀이 다.

좁少年期의 反抗은 自信과 現寶을 바라보는 과청이며 成人期에로의 跳羅의 과청으로서

肯定的으로 受容될 수 있는 問題이 다. 따라서 더욱 重흉흉한 問題는 오히 려 非行과 問題性의

요인이 되는 理解性 없는 過度한 彈몇나 彈壓的 禁止보다는 包容的인 態度이다.

4. 社賣的 未成熟性

家處·學校와 交友集團이 主 生活영역으로 되어 있는 좁少年들은 經驗 반경이 좁고 活動

의 種類도 극히 制限된 範圍內에 있다. 社會， 團體活動의 經驗이 不足하기 때문에 生活場

面에서는 思、考의 폭이 좁아 현실감각이 희박하고 社會成熟度가 낮다. 더구나 自己中心的인

利己性이 彈하여 많成社會의 制度나 慣習에의 同化性이 적고 現實生活에 不適應現象을 초

래하며 짧折感이나 不滿感도 높아지는 時期이다.

5. 身體 發育과 情繹

身體的 發育이 顯著:한 時期이 다. 性的 成熟의 質的 •量的 急變을 비롯하여 身長 • 體重 t

體力·觸肉活動 등 모든 身體的 發育의 速度가 빠른 시기여서 心理的 不安定을 초래하가

마련이고 情縮的 變化의 原因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이런점에 비추어 좁少年期에는 가장

安定펀 世界， 즉 安定된 家處， 學校 및 餘R없活動 場所등의 環境을 요구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社會는 例컨데 家處은 子女들의 安息處로 부터 夫歸中心의 安息處로 變

化해 가고 있으며 學校는 父母들의 과도한 의욕으로 좁少年들의 緊張의 場所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一般社會의 施設과 制度는 많成A中心이라서 젊은이들의 安息處는 없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빈약한 실정에 있다.

lV. 좁少年과 身體活動

1. 身體活動의 意훌훌

身體活動 (Physical Activity) 이 란 精神活動 (Mental Activity)에 對應하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間의 活動을 펀의상 身體的인 측면과 精神的언 측면으로 구별하지만 A間

活動은 身體的 活動인 同時에 精神活動을 同伴한다. 즉 A間의 身體活動에는 반드시 쩌覺

이나 記憶· 判斷 그리고 情績와 같은 것 등의 精神的인 것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身體活動은 精神的인 것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身體運動”으로서 놀이 ·게

임 • 스포츠 • 무용 동 아른바 身體活動이 라고 이 해 함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活動이 나 運

動을 大節活動 (Big muscle activity, Large muscle activity) 이 라고도 부르고 있으나 大節l칭

活動만을 치청하는 것이 아니며 精神的안 것이 內包되어 있음을 뭇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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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렇듯 身體活動은 身體的 • 心理的 • 社會的인 異素를 포함하며 空間을 白有하고 物理的

自然的인 連動에 思、考 •推理 • 想像 •觀察 • 判斷 • 記憶등의 흉흥素를 포함하며 情績的언 作用

을 통반하는 것으로서의 A間 行動이기도한다(尹仁鎬， 1978:56~60).

2. 身體活動으l 心理的 特性

身體活動의 內容을 이루고 있는 게임이나 스포츠는 놀이가짧展하여 體制化된 것이며， 서

로의 鏡爭과 自然의 장애를 克服하고 自信의 意志를 짧見하는데서 成功하는 活動으로서 놀

이의 特性을 基般으로 獨自的 特性을 所有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身體活動을 心理

學的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特性이 있다.

(1) 鏡爭性

게 임 이 나 스포츠는 룰에 기초하여 :zp:等한 조건하에 鏡爭하여 그 過程이 나 結果에 즐거움

을 느끼는 鏡爭性을 本質로 하고 있다. 社會生活에 있어서도 自己를 알기위해서는 鏡爭을

通하여 社會比較를 하는데 게임 또는 스포츠에 있어서 鏡爭이 社會比較의 욕구와 결부된것

임을 말하고 있다.

(2) 自己開發性

身體活動에 서의 鏡爭對象은 다른 個人이 나 集團이 지 만， 同時에 自身의 過去技{兩이 나 記

錄이기도 하다. 自己可能性에의 挑戰， 自信과의 싸움이 항상 이루어 치는 것이 身體活動이

며， 心身의 技能開發이 이루어지는 場面이다.

(3) 協同性

社會의 集團에서와 마찬가지로 集團 對 集團이 상대에게 이기기 위한 鏡爭을 하면서 자

기편과 擬力한다는 鏡爭的協同의 경우가 대부분이며 集團內에서 구성원의 彼劃分擔이 이루

어져 自己中心的 行動을 억제하고 自己의 投劃에 責任을 느끼고 全體와 造化블 이루어 가

는 協同心이 重훨한 條件이 다.

(4) 公開性

公開性의 特性은 開放된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서， 시합의 形態로 自信이 직정 참

여하기도 하고， 관중으로서 간접 참여도 하며， 라디오를 듣거나 TV블 보거나 新聞을 읽

으면서 즐길 수도 있다.

다른사람 앞에 서 身體活動(게 임， 스포츠)을 行한다는 것은 自信의 客觀的 評價로서 技{兩·

態度， 行動의 評價 더우기 全A格의 評價까지를 뭇하는 것으로서 향상 남에게 부끄럽지 않

은 당당한 行動規範， 즉 스포측맨쉽이 강조된다.

(5) 親和性

一常生活에 서의 言語나 文字에 依한 )、間關係와는 달리 相對의 身體活動이 나 표정으로서

의사를 傳達하는 즉 非言的 컴뮤니케이션인 身體的 接觸을 通해서 本能的인 서로의 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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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함으로써 폭깊은 人間的 상호교섭 이 이루어 진다.

(6) 心的 緊張의 解消

身體活動은 一常生活과는 분리된 活動이며 精神障擬 (Mental disorder)의 原因이 되는 活

動과는 異質的인 活動A로서 일상생활에서 고정된 精神的언 緊張이나不安등精神障顧의 치

료에 活用된다(柳正짧외 3~， 1981:101-108).

3. 좁少年期의 身體活動

좁少年期는 身體活動이 가장 必흉흉한 時期로서 이는 身體， 精神 및 社會性의 發達과 A間

能力이 또E盛해 지는데 중대한 영 향을 미 치 게 된다. 이 時期는 身體의 發達이 가장 Iff盛하며

그 後期에 이르면 觸力 및 持久力도 현저하게 發達한다. 이와 同時에 λ、生에 對하여 스스

로 깨닫고 이에 對處하게 된다.

이와 같은 狀況아래 서 身體活動의 重흉흉性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身體의 發育이 가장 묘盛한 이른바 身體的으로 完成되는 이 時期에 身體活動， 身體

的인 播1£能力을 충분히 ↑벌張시켜 體格的으로 원만한 發達을 이루며 충실한 體力을 양성해

준다.

(2) 쩌的 活動이나 能力 開發에만 치중하기 쉬운 이 時期에 身體活動 및 레크레이션은 기

분을 轉換시 켜 줌으로써 心身의 均衝的 發達을 꾀한다.

(3) 一定 스포츠 集團이 나 클럽 (Club)活動을 通하여 健全한 社會生活에 절대 불가결한 縣

序있는 集團生活， 構成員으로서의 責任感 그리고 휘생정신을 배우게 된다.

(4) 견디기 힘든 氣候條件이나 여하한 상황아래서도 엄격하게 士氣를 북돋우며 그에 지

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이를 克服하기 위한 최대한의 努力을 기울인다. 좁年期에서

의 이러한 精進， 努力의 經驗은 人生에서의 어려운 장면을 견디어 내기 위한 基魔로서 높

이 評價할 수 있을 것이다.

(5) ~間生活에 서 必然的 o로 A間關係가 뒤 따르게 마련인데 , 身體活動을 通하여 자기의

欲求를 빼옮u하고， 보다 高次的안 A間關係 및 力動的인 A間關係블 체험한다(Fisher， 1976:

296-310).

(6) 좁年期에 習得된 身體活動의 技能이 나 習慣， 態度는 平生 λ、間活動에 있어 서 重몇한

키 반이 된다 (Synder and Spreitzer, 1979:59).

v. 未進學 좁少年의 現況과 餘H탱

1. 未進學 좁少年의 現況

未進學 좁少年은 말돗 그대로 學校에 다니지 않는 좁少年들을 일걷는다. 學校의 擺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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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旁系學制의 學校들까지 포함시 키 냐 하는 學校와 홉

한계는 달라진다.

따라 未進學 좁少年의 A口學的 법위는 어느청도 主觀的으로

論大師164

IE規學校만 포함시 키느냐 아니면

少年의 構成方法에 따라 이 集團의

또한 연령뱀위의 定義如何에

정해진다.

本 昭究에서 “學校”는 우리나라 現行學制上의 正規學校와 大學으로 한청하였다. 그러묘

로 여기에 포함되는 學校들은 후業者가 상급학교에 進學하기 寫하여 入學資格 檢定考試릎

치 러 야하는 敎育機關은 제외 되 며 즈뷰業者에 게 正式의 學力을 與與해 줄 수 있도록 法律로

認定받은 敎育機關들이 다.

한편 연령범위는 중학교 연령부터 大學을 후業하여 軍服務를 마치고

이인 12"-'25歲로 한정하였다. 1980年 현재 우리나라의 12"-'24歲에 해당하는 A口는

萬名으로 推算된다. <표 3>에 서 보면 그가운데 약 476萬名(42%) 이 正規學校와

獨立할 수 있는 나

약 1, 130

大學에 재

학중인 것을 볼 수 있다.

단위 : 1 ，000명〈표 3> 좁少年人口狀況 : 12"-'24세 (1980)

(%)

체

큐 학 교 재 학

정 규 학 교 재 학

엽

다

비

100. 。

42.4
1. 1

26.6
29.9

정구
ιι」

T

11,296
4,789

121
3,007
3,379

분구

전
정

비

취

기

1964年 9月 좁少年 보호

자료 : (金信一， 1981)

위의 資料에 依하면 좁少年의 約 50%가 未進學좁少年인 셈이다. 未進學좁少年 가운데

300여 만명은 취 업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의 約 27%에 해당되며 약 1%는 非正規學校에 在

學中이고 나머지 약 340萬名(30%)은 無職인데 그중 일부는 軍에 服務中이다.

좁少年 問題가 점차 重薦한 社會問題로 대두되면서 政府에서는

대책 위원회로 부터 시작하여 1977年 8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로 확대 재펀성하여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강화하였다(李載昌， 1981).

청소년 대책위원회

그 결과 청소년 선도를 위한 사회환경개선， 보호육성시설의 확충， 복지시설확충， 직업교

육 및 훈련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실제 學校進學이나 就業보다는 방황하는 수

가 늘어나고 좁少年 법죄가 일층 증가하고 있다. 즉， 과거 10年 동안의 청소년 법죄 연평

균 증가율은 6.27%로서 전체범죄 증가율 6.06%를 앞지르고 있고 범죄가 더욱 年少化 • 彈

力化되고 있다.

-般的으로 文化수준이 높은 先進國의 경우에는 좁少年 中心의 社會에서 中年中心의 社

會로 넘어가(Havi화laureot & Levin 1979) 좁少年 人口의 비윷이 全體A口의 34"-'50%를 차

전체인구중에 좁少年 A口가 차지하는 比重이지하고 있으나 開發途上國의 경우는 6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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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더 높은 현이다(좁少年 白書， 1981) .

2. 現代社會와 餘뼈

165

現代塵業 社會에서 個A의 一日生活時間은 生옳을 寫한 勞動時間과 生理的 必、휠를 充足

시켜 주기 寫한 生存時間， 그리고 自由時間으로 三分될 수 있다. A間에게서 이 세가지 時

閒은 대체로 三等分되어 均分되고 있는듯 하나 個人마다 社會마다 그리고 時間마다 差等이

있다 (Ibrahim, 1976).

全世界的으로 勞動의 機械化 및 自動化 다시 말해서 技術옳新과 大量生塵을 寫한 生塵양

식의 a!Z華에 따라 勞動時間은 점차 단축되고 상대적으로 自由時間은 증가하고 있다(金午뺀，

1969).

現代社會에서 이 自由時間을 보통 餘H없時間이라고도 부른다(Max kaplan, 1960: 21) . 오

늘날 餘隔에 對한 關心이 커지고 보다 많은 重몇性이 부여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現代社會에는 工業化로 인해 人間의 勞動時間이 단축되고重勞動으로부터 解放되었

기 때문이다.

둘째 : 家底과 職場이 분리되어 戰場에서 요구하는 時間 동안만 勞動하면 되묘로 時間的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세째 :戰場에서 勞動하는 律給生活者나 -般 自營業者들도勞動에서 오는피로， 권태， 긴

장 등의 感情을 해소하고 健康한 勞動力의 회복을 寫해 서 餘H멍의 享受가 많은 도웅을 주기

때문이다.

네째 : 生塵과 消費가 밀접한 關聯을 가지게되고 사람들에게효自由時間이 주어져 보다 많

은 消費를 {足求함으로써 生盧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다섯째 : 消費나 餘隔活動 속에 自我實現의 기회와 創意的 活動의 계기가 보다 많아졌고

自由時間을 한층 보람있게 보냄으로써 現代A이 겪는 越外意識을 績和할수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A間의 理想은 生理的 欲求로부터 벗어나서 文化的 欲求를 追求하는 것이므로

文化나 藝術活動에 보다 높은 價{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VI. 未進學 좁少年의 廳隔活動 實態

1. -日 生活 寶態

一般 學生의 生活時間이 生理的 時間， 通學， 授業， 自己 工夫時間 및 餘假時間￡로 그리

고 動勞 좁少年의 生活時間이 生理的 時間， 通動， 就業時間， 殘業時間 및 餘R탱時間인데 (좁

少年 白書， 1981) 비 하여 未進學 좁少年의 生活時間은 生理的 時間， 범己 發展을 寫한 時

j間， 용돈을 寫한 약간의 生業시간 그리고 餘隔時間으로 分類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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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睡眼時間

平日(월요일~금요얼)에는未進學 좁少年의 15.4%가 하루 8時間 청도 수면을 취한다고

했으며， 7시 간 정도가 9.6%, 6시 간 이하는 6.7%, 9時間 이상은 49. 1%로서 거의 절반애

이르며 휴일(토요일 포함)에는 60.5%나 된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未進學 좁少年의 睡

R民時間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표 4> 睡 眼 時 間

구 분

펴u

인 원

일

%

휴

인 원

일

%

5시 간 이하

5"-'6시 간

6"-'7시 깐

7"-'8시 간

8"-'9시 간

9"-'10시 간

10시 간 이상

합

6ru

m
ω%

m
ωm
ιmm

-
때

1. 9

4.8
9.6

15.4
19.2
23.1
26.0

0

3

27
39
54
81

108

312

0.1
8.6

12.5
17.3
26.0
34.5

(2) 餘H탱時間

~ 日 에 3時間 이하의 여 가시 간을 갖는 사람이 9.6%, 5時間 이 상이 68.3%로서 대부분야

고， 하루 8時間간 이상이 가장 많은 21.2%을 차지하였으며， 休日도 마찬가지로 5時間 야

상이 81. 7% , 8時間 이상이 가장 많아 36.5%를 차지하고 있다.

餘照時間이 ‘대 단히 充分하거 나 充分 또는 척 당하다’ 고 생각하는 좁少年은 각각 21. 2% ,

32.7%, 25.0%로서 78.9%의 좁少年이 여 가시 간에 대 해 充分함을 느끼고 있으며 , 滿足度

는 餘隔時間의 量에 의존하는데 67.3%가 滿足하고 있으며， 32.7%가 不滿스럽 게 생 각하고

〈표 5> -日 餘마뭉時間

평 일 휴 일
구 분

인 원 % 인 원 %

0"-'1시 간

1"-'2시 간 6 1. 9 6 1. 9
2"-'3시 간 18 7.7 9 2.9
3"-'4 21 6.7 15 4.9
4"-'5 48 15.4 27 8.6
5"-'6 57 18.3 48 15.4
6"-'7 81 16.3 48 15.4
7"-'8 39 12.5 45 14.4
8시 간 이상 66 21. 2 114 36.5

합 312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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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餘願時間에 對한 充分度와 滿足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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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분 도 만 4[- 도

구 분 구 분
인 % 인 %

대단히 충분하다 66 21. 2 대단히 만족하다 51 16.4
충분하다 102 32.7 만족하다 75 24.0
적당하다 81 25.9 적당하다 84 26.9
부족하다 57 18.3 불만이다 84 26.9
대단히부족하다 6 1.9 대단히불만이다 18 5.8

함 312

었다.

2. 經濟的 寶態

합 312

(1) 한달 용돈

未進學 좁少年들의 한달 용돈 및 用途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한달 용돈 및 용도

용 돈

구 %분 인

l만원 이하 9 2.9
1"-'2만원 45 14.4
2"-'3만원 78 25.0
3"-'4 51 16.3
4"-'5 54 17.4
5"-'6 39 12.5
6만원 이상 36 11.5

합 312

용돈의 용도

구 분 %

저 축

음식(간식)1J]

담배값

요락취마

술 값

교제벼

물품구업비

기 다

합

6.2
6.5

17.1
18.5
24.4
12.4
7.6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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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生의 한달 용돈이 5만원 이상인 學生이 6.6%(좁少年 白書， 1981:75) 인데 페해r未進

學 좁少年은 24.0%나 펀다. 이것은 未進學 좁少年 自身이 많은 돈을 별지는 못하나T餘隔

時間이 많기 때문에 不定規 직업등￡로 용돈을 조달하묘로 상대적으로 大學生에 비하여 용

돈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용돈의 用途를 보면 술값이 가장 많아 24.4%, 오락 • 취미 가 18.5%, 담배 값이 17. 1%로

바람직하지 못한 용도로 59.6%가 使用된다. 반면 저축은 6.2%로셔 一般 좁少年의 1/3밖

에 되지 않는다. 그러묘로 未進學 좁少年의 餘隔가 바람직한 方向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는 事實을 간정적으로 示埈해 주고 있다.

(2) 용돈 조달 方法 및 용돈에서 餘H앓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금액



〈표 9> 용돈에서 여가비용으로 쓸 수 있는 금액

구 분 )인 원 I %

거의 없다 24 7.1
1/4 69 22.1
1/2 78 25.0
3/4 57 18.3
거의 전부 84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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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용돈 조달 방법

구 원 %

식구나 친척 213 68.1
직접 벌어서 72 23. 1
저 축 12 3.8
기 다 15 4.8

합 312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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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은 집안 식구나 친척이 주는 것이 68.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저금을 이용한

것은 3.8%에 불과하다. 또한 직 접 벌어 서 마련하는 경우는 23. 1%로서 그들의 個A時間에

비해 스스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것을 示浚해 주고 있다.

용돈중 餘醒費用으로 쓰여 지는 돈이 1/2이 상인 사람은 70.2%로 대 다수가 용돈을 餘興費

用으로 支出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餘隔活動 實態

(1) 不平 • 不滿의 解消 方法

未進學 좁少年들이 不;qs. 不浦을 解消하는 方法을 보면 ‘술을 마시 거 나， 친구와 아무데 나

돌아 다닌다’고 탑한 사람이 각각 46.2%, 36.5%로서 많은 未進學 좁少年들이 갈등에 直

面하여 Z죄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情績的인 活動(극장에 간다， 혼자 있는다， 음악을 듣는다)은 각각 3.8%, 20.2% ,

25.0%로 비교적 낮은 펀이다.

〈표 10> 不平 • 不滿을 解消하는 方法

분 f 인 원 I %구분 |인 원 I %구

운동을한다 15 4.8 63 2α2

극장에 간다 12 3.8 음악을 듣는다 78 25.0
다른 사람과 싸운다 0 0 친구와 아우데나 돌아다닌다 114 36.5
잠을 잔다 18 5.8 기 타 9 2.9
숲을 마신다 144 46.2

(2) 좋아하는 TV프로그램과 書籍

좋아하는 TV프로그램은 스포흐 중계가 2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餘8탱를 利

用하여 TV를 視聽할때 未進學 좁少年의 1/3이 스포츠 포로를 視聽하며 소일 한다는 사설과

’ 88올림 픽 및 ’ 86아시안 게임 유치에 따른 體育振興政策으로서 體育에 對한 國民 意識改華

빚 體育 人口의 저변 확대 운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펀 스포츠 자체가 生動

感과 박진감이 있어서 좁少年들의 취향에 맞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즐겨 읽는 書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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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좋아하는 TV프로그램

구 분 |인 원 I %

τ* 거- 54 17.3
스포츠중계 72 23.1
~ 양 33 10.6
퀴 3. 30 9.6
쇼. 오락 60 19‘2
<;'낭1 ~쪼: ;「그 42 13.5
외 화 54 17.3
어린이. 만화프로 21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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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좋아하는 책

구 분 %

민tjr 학 51 16.3
탐정소설 48 15.4
교양서적 42 13.5
만화. 우협지 39 12.5
시. 수펼. 기행운 36 11.5
스포요츠 잡지 45 14.4
일반장지 36 11. 5
동 화 15 4‘8

보면 스포츠 잡지가 14.4%로 TV시 청율에 비 해 서는 낮게 나타났으나 上位에 속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뉴스’ 에 對한 대답은 17.3%로 비교적 높은데 이것은 未進學좁少年들이 時事에 對한 關

心이 높은 것을 돗하며 ‘쇼·오락’ ‘연속극’이 19.2%, 13.5%로서 이것은 인기， 사치， 유

홍， 허구성에 對한 關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화’는 17.3%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영화· 연극· 연속극과 외화간의 제작상 技術的

인 差異도 있겠으나， 外國文明에 對한 홍미와 關心이 많다는 사질을 말해 주기도 한다.

반면 ‘교양? ‘퀴즈’가 10.6%, 9.6%로 知的 能力 開發에 對한 關心이 낮고， 그들의 意

識 수준이 낮은 것으로 思料된다.

즐겨 읽는 冊을 보면 ‘文學’ ‘探{명小說’ 이 16. 3% , 15.5%로 비교적 높고， ‘스포츠 잡지 ,

교양서적， 만화 • 우협지’가 각각 14.4%, 13.5%, 12.5%이 며 ， ‘시， 수필， 기행문， 일반잡

지’ 가 1 1. 5%로 lol] 숫하다.

(3) 知的 餘隔活動

平日의 活動ξ로는 TV視聽 23.2%, 라디오 청취 21. 7% , 독서 20.2%, 영화 • 연극 14.6%,

예능 • 취미활동 10‘6%, 9.6%의 順이다.

〈표 13> 知的 餘興活動

S여u 일 휴 일
구 ;닝r

수’ 수|원 % 인 원 %

독 서 63 20.2 45 14.4
시 청 72 23.2 48 25.0
라되오 청취 69 21.7 60 19.2
영화， 연극 45 14.6 48 15.4
예능활동 33 10.6 42 13.5
취마 활동 30 9.6 39 12.5

합 312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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休日 의 活動으로는 TV視聽 25.0%, 라디오 청 취 19.2%, 영화 • 연극 15.4%, 독서 14.4%

로， 독서와 딴디오 청취는 平日에 벼해 休日이 낮게 나타나고 나머지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TV의 경우 休日에 대부분의 쇼， 요락， 스포츠， 외화 프로그램이 집중되어 TV시 청

률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비록 -定한 職業은 없으나 zp:日보다 休日이 時間的으로 여유

가 있기 때문에 영화， 연극， 예능， 취미활동이 活發한 것으로 생각된다.

상대적으로 정적이고 소극적인 독서 및 라디오의 청취율은 zp:日에 비해 낮은 사실을 알

수있다.

(4) 情續的 活動

平日의 活動으로는 ‘音樂感想’이 17.3% ‘散策’ 14.4%의 II圓인데 이것은 未進學 좁少年

이 -定 戰業。1나 規則的언 餘觀活動이 없기 때문에 륨樂다방이나 유원지， 공원 등에서 消

日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休日의 活動은 zp:日에 비해 ‘여행’ 14.4%, ‘데이트’ 18.3%, ‘낮잠’ 15.4% 종교活動

14.4% 등이 증가했는데 이것역시 休日이 時間的으로 여유가 있고 心的 부담이 적기 때문

안 것으로 판단된다.

〈표 14> 情績的 餘願活動

구
인

u
p
τ

명

원 수 l

일

%

휴

인 원 수|

일

%

여 행 33 10.6 45 14.4
데이트 42 13.5 57 18.3
음악감상 54 11.3 42 13.5
바둑， 장기 33 10.6 18 5.8
산 책 45 14.4 24 7.6
사 색 42 13.5 33 10.5
낮 장 42 13.5 48 15.4
종교활동 21 6.6 45 14.4

합 312 312

또한 宗敎活動은 일요일을 포함하는 休日에 增加되는 것이 당연한 現象으로 생각된다. 特

히 ‘즙樂感想’이나 ‘散策’ 등이 높게 나타난 것은 무료하게 많은 時間을 소비하기 寫한 방

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生活이 다성에 젖어 生活化， 習慣化됐을때 1M皇， 提折， 非行， 犯

罪의 요인이 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同時에 소속이 없는 이들을 위해 彈制力을 갖지는 않으나 그틀의 취미대로 活動할

수 있는 政策的인 餘隔活動의 용용敵가 요구된다.

(5) 興樂的 餘隔活動

願樂活動은 zp:日 01나休日 거의 변동이 없는데， ‘당구’ 26.0""25.6%, ‘술’ 21. 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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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娘 樂 活 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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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갱 일 휴 일

구 분
수인 원 % 인 원 %

전자오락 45 14.1 48 15.2
t@- 구 81 26.0 81 25.6
술 69 21. 8 66 21. 6
화투， 카드 48 15.6 51 16.0
장 당 69 22.5 66 21. 6

합 312 312

‘잡담’ 22.5"'-'21. 6%, ‘카드 • 화투’ 22. 5"'-'21. 6% , ‘전자오락’ 14.1"'-'15.2%로서 당구， 술，

잡담， 화투가 높은 빈도블 보이고 있다.

이는 대단히 심각한 社會的인 問題로서， 그들이 다른 健全한 願樂活動에 참여치 못하고，

참여할 기회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위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그와 같은 觀樂活動에 餘隔를

소일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6) 身體的 餘隔活動

ZjS日의 活動은 ‘運動(스포츠)’ 23.1%, ‘肉體的 돈벨이 活動’ 18.3% )I명으로 높으며， 時

間이 많은 休日은 ‘運動’ 18.3%, ‘캠핑 • 등산’ 17.3%, ‘쇼핑’ 13.4%로 높다.

休日에 돈벌이 活動이 13.4%, 서을活動。1 9.7%로 감소하고 었으며， 運動과 가사가 상

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精神的언 安定과 身體的으로 健康增進의 面에셔 볼 때 바람직

한 現象이라고 하겠다.

〈표 16> 身體的 餘顧活動

S용 일 휴 일
구 -넙‘cc

수l 수’인 원 % 원 %

운 동 72 23.1 87 27.9
육체적 돈벌이활동 57 18.3 42 13.4
쇼 핑 51 16.3 54 17.3
서클 활동 51 16.3 30 9.7
캠핑， 퉁산 51 16.3 57 18.3
가 사 30 9.7 42 13.4

합 312 312

4. 餘隔活動으로서의 身體活動 寶態

(1) 直接하고 있는 身體活動

未進學 좁少年들이 直接하고 있는 運動을 種目別로 보면 ‘축구’ 46.2% , ‘탁구’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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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34.6% , ‘테 니 스’ 35.6% , ‘조깅 ’ 36.5%, ‘스케 이 르’ 37.5% , 順으로 높은데 흥미

위주의 球技 種目이 대체적으로 높다. 또한 ‘조깅’ ‘투기’ (26.9%)는 個A 連動이지만 높

게 나타났다. 이것은 흥미 위주보다는 個A의 健康 增進을 흉한 身體活動a로서， 健康에

對한 다각적인 體育敎育 및 認識의 성과로 判明되며， 적극 권장 해야 할 좋은 現象이라고

생각된다.

계절운동으로서는 ‘스케이트， 37.5% , ‘수영’ 19.2%로 수영을 배울 기회가 적고 技能이

스케이트보다 습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수영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테니스는 他 種目에 비해 돈이 많이 소비되는데도 35.6%로 높은 것은 그만큼 未進學 좁

少年들의 餘R탱寶用이 充分하다는 것을 間接的으로 時事해 주고 있다.

에어로빅 댄스는 나이트 클럽， 고고장 등을 주로 利用하여 行하고 있는데 이는 흥미와 個

人 健康을 寫하여 제만여건을 개선함으로써 一般λ、 누구나가 쉽게 배우고 즐걸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할 活動이다.

〈표 17> 直接하고 있는 運動

구 분 ) 인 원 I % 구 분 l 인 원 I %

조기회 축구 144 46.2 체육관 12 3.8
구 108 34.6 '"ζ「 영 60 19.2

탁 구 135 43.3 캠 EQ1 63 20.2
테니스 111 35.6 스케이트 117 37.5
배드만든 48 15.4 에어로빅댄스 63 20.2
-흔「 71 84 26.9 싸이클 84 26.9
3:.. 깅 114 36.5 기、 타 15 4.8

* 령 24 7.7

(2) 運動施設 利用 實態

運動施設 利用度는 全國的으로 初 • 中高等學校의 運動場 개 방으로 지 역 主民이면 누구나

利用할 수 있어서 學校運動場。1 46.2%로 가장 높고， 공원이 34.6%로 비교적 높은 펀이다‘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運動極設은 탁구장 (43.3%)을 제외하고 利用度가 낮다. 이것은

〈표 18) 運動施設 利用度

구 인님τ 원 % 구
OJ
τr %

학교운동장 144 46.2 51 16.3
정구장 72 23.1 체 육 관(헬스클럽) 33 10.6
탁구장 135 43.3 수영장 36 11. 5
τ「r 원 108 34.6 고L 회 9 2.9
유원지 39 12.5 스케이트장 75 24.0
경 기 장 48 15.4 기 타 9 2.9
산·강 69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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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장의 사용료가 다 施設에 버해 저렵하커 때문일 것이다.

가장 펀리하게 利用할 수 있는 곳은 공원， 놀이터， 유원지 등을 들 수가 있는데 공원은

부대 運動施設이 부족하고 운동 가능 장소가 비좁으며， 지역별로 공원의 수가 限定되어 있

어 문제점이 많다. 유원지도 공원과 마찬가지이고， 놀이터는 장소가 협소하여 運動을 하기

에는 부적당하고， 어란이들이 주로 利用하고 있어 그 利用度카 역시 낮은 펀이다.

(3) 現在 利用하고 있는 運動施設에 對한 滿足度는 ‘부족하다’가 62.5%로 대부분이고，

‘만족하거 나 적 당하다’ 가 37.5%로서 이 들이 주로 行하는 運動은 運動量이 적은 個A 運動

種目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9) 운동시설에 대한 만족도

구 분 원

대단히 충분하다 9
충분하다 12
적당하다 96
부족하다 168
대단히 부족하다 27

합 312

%

2.9
3.8

30.8
53.8
8.7

(4) 自身이 所有하고 있는 利用 가능한 運動 用具를 보면 團體運動에서 축구공 (50 . 0%)

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낮다. 個A 運動用具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所有度

가 낮은 것은 소수의 用具로서 다수가 使用 가능한 團體運動의 特性때문이다.

흥미 • 경제적인 面을 제외하고서도 社會生活을 흉한 個人의 훈련으로서 團體運動은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다.

〈표 20) 自信이 所有하고 있는 운동용구

분 1 인 원 I %구분 | 인 원 I %구

"

축 구 공 156 50.0 탁 구 대 12 3.8
배 구 공 60 19.2 탁구뱃트 144 46..2
노。구공 63 20.2 스케이트 228 73.1
테니스 라켓 150 48.1 롤러스케이트 27 8.7
배드민튼 라켓 159 51.0 스케이트 보드 15 4.8
야구뱃트， 글러브 III 35.6 자 전 거 153 49.0
풍산， 캠핑용구 168 53.8

(5) 自身의 運動 用具에 對한 滿足度는 個Aol 所有하고 있는 用具의 量과 質에 依하는

데 ‘부족하다’가 47.1% ‘대단히 부족하다’가 7. 7%로 높게 나타났는대 이는 주로 自身이

所有한 用具의 質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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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운동용구에 대한 만족도

구 ;iE3r 원 %

대단히 충분하다 0
충분하다 36 11.5
적당하다 105 33.7
부족하다 147 47.1
대단히 부족하다 24 7.7

합 312

(6) 運動 對象으로서는 친구 28.8% , 친척 • 가족 19.2%로 비교적 높으나， 가장 권장해

야 할 클럽회원과는 12.5%로 낮다. 01 것은 우리나라에 아직 社會體育이 發達하지 못한훌이

유 때문일 것으로 판단펀다.

〈표 22> 운동 대상

구

친 구

가족， 친척

클럽회원

애인， 이성친구

주 만

함

분 |인 원| %
nU

?o

q
ι
Aa1

nu

96

4
5

6

28.8
21. 2

12.5
17.3
19.2

312

(7) 運動을 하는 理由는 ‘身體的， 精神的 健康을 위해 서 ’ 가 52.9% , 30.8%로 대부분이

고， 반면에 ‘다른 할 일이 없어서’가 12.5%로 이들의 善導를 寫한 父母， 家塵， 社會의 지

속적인 努力이 흉흉求된다.

〈표 23> 운동을 하는 이유

구 분 %

다른 할일이 없어서 39 12.5
신체 건강을 위해서 165 52.9
정신 건강을 위해서 96 30.0
아무 이유 없이 0
재마 있어서 72 23.0
남들이 하니까 0
기 타 12 3.8

합 312

(8) 運動後의 기분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의 14.4%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좋다고 하

여， 정서순화의 매개체로서 運動의 重與性을 다시 한번 대변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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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운동후의 기 분

‘ 115

구

매우 좋다

좋 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합

분

39
228
45

312

%

12.5
73.1
14.4

(9) 自身이 좋아하면서도 直接 참여하치 못하는 種目은 써-판 (Surfln) ， 스키， 수영， 테

꺼스， 스킨 스쿠버， 에어로벡 댄스， 골프， 보올링을 들고 있으며， 그 理由로서는 ‘참여할

기회와 경제적 여건의 부족’이 31. 7%로 가장 높고， 경제적 시설 부족이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餘隔活動을 짧한 전문 단체 • 조직 및 시설 확충의 必흉§性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

으로 풀이된다.

〈표 25> 운동을 좋아하연서 하지 옷하는 이유

구 τ님r %

시성 부족j즈로 84 26.9
시간 부족으로 27 8.7
운풍 기능 부족 30 9.6
경제적 여건으로 72 23.1
참여할 기회 부족 99 31. 7

합 312

VII. 未進學 홈少年의 餘H잃 善導 方案

未進學 좁少年의 餘R없善導를 馬한 方案을 모색하기 위하여 그들의 特뾰 및 身體活動과의

‘ 爾聯性을 考察하였으며 餘8題實態블 調훌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具體

的 善導方案을 具案하였다.

1) 一定 所屬없는 未進學 좁少年을 위한 地域單位의 技術 專門學校블 設立하여 所屬할

곳 없는 그들에 게 社會生活에 必훨한 技術敎育과 아울러 많은 餘g없時間에 대한r敎育을‘ 吸

收한다.

2) 未進學 홉少年외 용돈 가운데 술과 담배를 위한 用途가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미루

어 보아 健全치 못한 部門에 용돈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방지하커 위해서는 未成年者의 흩k

酒와 吸煙에 대한 法令의 彈化와 社會的 훔豪活動。l 行政當局이나 社會團體 및 各及敎育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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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융 中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未進學 좁少年의 餘B닮活動에 있어 빼어 놓을 수 없는 領域이 TV의 스포츠프로그램야

므로 스포츠프로그램의 製作에 있어서는 이의 敎育的 機能에 주안점을 두고 企劃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플의 餘願를 敬育的， 建設的으로 利用할 줄 아는 價f直觀을 形、

成한다.

4) 未進學 좁少年의 상당수가 랬樂活動으로서 당구와 술， 그리고 화투나 카투 및 電子랬

樂으로 消日하는 것으로 볼 때 商業레크리에이션의 企業主들에 대한 指훨와 혈豪， 그리고

經濟的 지원으로서， 이들 未進學 좁少年의 餘隔善導에 적극 協力할 수 있도록 組織化한다.

5) 未進學 좁少年의 餘隔活動中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이 스포츠이으로 이들을 受容할 수

있는 스포츠 組織이나 施設의 據充이 중요하다.

6) 體力章 制앓를 鍵大하여 누구나 원하면 體力 테스트를 시도할 수 있는 制度가 마련되

어야 未進學 좁少年도 自身의 體力을 該斷하고 이에 대한 處方을 내럴 수 있는 기회를 提

供받음으로써 餘隔를 利用한 體力育成의 動機블 歸發한다.

7) -定所屬 없는 未進學 좁少年이 손쉽게 活動할 수 있는 體育의 프로그램으로서 個人

스포츠와 野外스포츠에 대한 指導가 初級學年에셔부터 닦아치도록 學校體育의 커리률럼아

構成되석야 ZF生體育으료 이어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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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eisure Guide in None

Student Adolescence

Lim Burn lang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lan of proper guidance of Leisure time

use in youth who do not attend school. There are some concrete suggestions as follows:

1)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mmunity corIege.

2) It is suggested to reinforce relevant law and instruct the mass not to absorbed

alcholics and smoking.

3) TV media must plan sport programme in considering its educational function.

4) The owner of commercial recreation facilities is needed to organize for proper

guidance of the adolescent leisure activities.

5) Sport organizations and facilities must be expanded to promote; youth leisure activities.

6) Phisical Fitness Test is needed to open to youth who do not attend school.

:7) Individual sports and outdoor sports are recommεn값낭 to offer L.TJ. elemen.tary and:

secon - dary school level programme to prepare lifelong participatiQn in s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