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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혁명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딘 기성세대의 

분화향수 방식에도 많은 변화릎 까져왔지만， 특히 지식， 정보， 문화에 

디지털망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익숙하고 편안한 아동， 생소년틀 

에세는 이 변화가 더 심화되늠 양상을 보이고 었다. 이진 세대와 

다른 문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이 뎌지털 세대는 TV L!.I노트 컨트 

찰과 컴퓨터 마우스륜 일찍부터 손에 쥔 세대이고， 어린 시절부터 

일반화된 스크련 문화블 심한 세대이다. 이들은 과거의 소수 엘리트 

• 이 쉰펀 2011년 ...:;‘2여사t11학쿄 jlUI연쉬‘11 시윈애 의해 ·;;행5<1 았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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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고급문화가 주도하던 시대가 아닌 다수를 위한 “문화민주화， 

문화민주주의" 1 ) 등의 영향과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문화영역의 반경이 넓어진 사회에서 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많은 문화시설틀이 공급 

되었으벼， 일반화된 멀티미디어 기기들을 매개로 문화 접근성이 향 

상된 것도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그 어느 세대보다 학교교육과 문 

화예술 민주화의 혜택을 본 세대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들은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 주요 문화시설의 주요 고객이 되었는가 하면， 

이들의 문화향수 수준도 아마추어 예술 활동과 시청각， 정보 분야에 

있어서 성인에 벼해 높은 편이다. 

이렇게 그 어느 세대보다도 문화 접근성이 좋아진 아동， 청소년세 

대지만， 그 향유방식이 용이한 디지털 문화로 이행하게 됨으로써， 

‘땅문화’가 강화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버록 옹라인상에서 많은 

이들과 대화하고 다%댄f 내용들을 공유한다 할지라도， 실제 서로 만 

나 함께 대화하고 나누는 대신 흔자 고립된 인격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게다가 문화소비방식도 꽁급자 중심에서 향유 

자의 욕구에 맞는 주문형 방식으로 발달하고 있고， 향유방식도 문화 

기관을 찾기보다는 개인이나 네트워크 중심의 인터넷 매체를 활용 

하는 땅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즉 탈 기관화， 개별화 현상으로， 이러한 

변화를 이해해야 디지털과 관련된 문화소비방식과 기존 아날로그 

문화향수 방식에 미진 영향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를 전달하는 기관들도 진화하고 있는 문화향수 방식을 바탕 

1) 일반적으호 문화민주화는 엘리트직인 문효l쉴 일반대중이 죄할 수 었도록 혀는 반민， 

문화민수주의는 일반대중듭이 싣제로 향유하는 운회픔 인정해주는 것으로 전자기 
유떤 중심직이고 부료주아적인 문흥펀 진닫한마띤， ~A는 관객풍섭이 tlj ， 역동성과 

마문화， 사회척 형명성 둥의 괴-;\11와판련하에 강한 성친성용요구함(창조 문시연 r 

프랑스문화정책 50년: 문화민주회플 풍심으로J . 프랑스푼화예술연구 재30집 2애9， 

pp_ 28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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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젊은 세대에 맞는 배깨모델을 세좁거| 구싱F해야 할 깃이다. 

그펀데 프랑스인의 경우， 운화향수콜 알아보는 앙케트2)가 L5세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18세 이상읍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분에， 나 

삼대로 활발하게 문화생환윤 하는 15세 이하의 아동， 성소년틀의 문 

화생활은 늘 그늘에 가려져있다고 할 수 있다. 통계나 사회학적 섭 

근에서 이들이 망각된 이유는 15세 이하의 아동， 정소년듬에세 다가 

가는 방법론을 찾는 일이 섭시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 이뜰의 문화 

에 접근하는 일은 더욱 용이하지 않기 때문일 젓이다. 이둡은 학교 

에서는 예술교육을 받고， 연낙이나 박물관을 방운히는 동의 문화체 

험용 하고 있고， 정규교욕 이외에는 과외로 연낙 팡아리나 학교의 

각종 클럽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가정에서도 다수의 시청각장비와 

전퓨터와 스마트폰 둥을 한용한 문화생활을 "'1속적으로 하뇌 있다. 

즉， 아동， 청소년들이 운화생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짐심 더 커시 

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숭요싱에 비해 우리가 이틀의 문화향수 

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갓은 그리 많지 않다. 이에 사회， 운화적 주제 

로서의 이들을 더 이상 모릎 체항 수 없어 보인다. 터+나 푼화의 

상래와 문화적 행동 추이에 판한 전땅이나 성찰은 설l은 새다|의 문화 

직 행동과 태도를 이해하λ| 않고서는 예측가능하지 않음 깃이다. 이 

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시는 15세 이하 아동， 정소년뜸의 운화향수 

앙케트를 실행한 바 없으나， 프랑스에서는 6- 14세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바， 이를 통해 아동， 청소년 문화향수의 보현석인 특징과 

그 시사점을 유출해보고자 한다. 

2) 산고￡ 우리나라의 분화향수~!내，스사i- 1988년부터 3년 수11싸 셰수도.펀 셰외힌 반 
15새 이상 전 국민 2 ，000영유 내상。녕 사다시.2006닌에는 3.뼈t~_~. 대상으되 2년 

수시루 소정하였j!.. 2008년애t 4.000냉. 2010년부터쓴 셰주’c민복 j앤야} 선국 

16새 시 • 묘 안 15세 이상 애인 냐니.5.000영용 대상으닫 1:1 ’상꽉l씬j~"샌 동혜 

하고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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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6- 14세 아동， 청소년 문화향수의 인적특징 

1. 부모영향력 

6-14세 아동， 청소년의 운화향수와 소비에 관한 최초의 앙케트 

는 프랑스 문화 커뮤니케이션부에 의해서 2002년에 실행되었다. 그 

이유는 2001 년 문화부와 교육부가 학교에서의 문화， 예술 교육 실 

태를 점검하띤서， 이들의 대한 문화향수 실태 자료가 진무하다는 사 

실을 께닫게 되면서이다. 이 앙케트가 프랑스인들의 문화향수를 알 

아보기 위한 기존 앙케트의 연장일 수도 있지만， 6- 14세 아동， 청 

소년들이 문화를 어떤 여전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또 어떻게 접근 

하게 되는지플 이해하기 위해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는 

학교나， 미디어， 통료그룹도 중요하지딴 상대적으로 가촉의 영향력 

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후술하게 될 것이다. 

우선 아이들의 문화향수를 알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경우 부모 

도 함께 앙케트를 해야 하는 점이 다른 여라 조사와 다를 것이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아동， 청소년은 정신적으로도 덜 

성숙하기 때문이l 잠재적으로 유해한 매체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 

이띤서 통시에 그들 자신으로부터도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특 

정이 었다. 이렇게 보호， 관찰해야 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여가나 문 

화예술 활동을 하게 될 때， 부모가 함께하는 나눔과 공유의 형태인 

지， 활동을 하도록 권장하는 격려의 형태인지 혹은 활동을 할 때 내 

용과 시간을 제재하는 통제 형태인지에 따라 문화향수의 유형이 달 

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젓이다. 

더욱이 여가나 문화생활은 우리 삶의 생존이 칠린 핵심적인 요소 

라기보다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 때문에 부차적인 여 

가나 문화생활은 아이가 성장하는 가정， 사회 환경에 따라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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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교양이 많은 껴l층에 속한 아이일수록 방과 후 특별활동을 할 

기회가 많아지고， 부모의 학위가 높을수록 아이들의 문화적 어가활 

동에 투자"3)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부모의 경제적， 문화적 자 

산이 자녀의 문화적 자산으로 이어지면서 문화사회적 불명등이 지|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취향이라는 것도 사회의 어느 부류에 속해있 

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쉽기 때문에， 아동들의 여가활동 분석은 어 

쩌면 부모들 취향이 은연중이든 확연하게든 사회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에 대한 분석이 일부가 될 수 었다. 왜냐하면 부모는 그들의 지식 

을 포함하여 존재방식， 말하는 땅식， 세상을 사유하는 방식들 등을 

자식에게 전수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녀들의 문화， 여가생활이 

단순하게 여흥이나 휴식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계층이 있는 반면， 

학교만큼이나 아이들의 장래에 기여하기 위한 또 다른 교육과정이 

라고 믿는 겨l층도 있다. 그런가 하면 아이들의 문화， 여가활동이 부 

모 자아실현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우도 있다. 유년시절， 본인은 여 

러 가지 이유로 해보지 못했지만 자식이 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 

예를 들연， 악기를 연주하는 것 둥올 배우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경 

우， 부모가 누리지 뭇했던 문화향수를 부모의 독려에 힘입어 자녀가 

향유하게 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인 문화 활력 dynamique culrurelle 

pOSI디ve’4)을 불어넣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아날로그 방식의 문화향수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과 여 

지럴 방식의 문화향수에 며지는 부모의 영향력은 매우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식당에 가고， 부모의 각종 사회 

활동에 동참하게 되지만 아이들의 손에는 장난감이나 게임기， 스바 

3) Elisabeth Brown, “ Les contrìbutions des 야res ei des mères à 1’édllcation des 
enfants‘’, Rt'\!lIe jhmraise des tlffaires wciales, 0 0 2007, p. 140. 

4) Sylvic Octobre el Yves Jauneau. ‘T허s ParcnlS. t떠3 앙úåniS7 Une approche de 
la transmission culturcllc>>, Rel7l~ fraf/çaíse tle socialogie. 49/ 4, pp. 69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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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폰， 책 둥이 들려져 있다. 아이들은 부모 사회활동에 통합되어 있 

는 동시에 자신들의 고유한 독립적인 세계가 문화상품들과 긴밀하 

게 연결되어 있다.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때에도 과거에는 가족모두 

함께 라디오를 들었다면， 지금은 각자의 귀에 이어폰을 꽂고 MP3 

나 스마트폰으로 그들만의 콘멘츠를 선돼해서 즐기게 되었다. 아이 

들은 새로운 최신 미디어 장비를 활용하면서 멀티미디어 환경 속에 

서 자라나고 있는데， 부모들은 이러한 뉴미디어를 어렸을 때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적응한다 하더라도 같은 기기로 전 

혀 다른 내용들을 접하고 있다. 그리하여 부모의 영향력이 큰 아날 

로그적인 문화향수와는 달리 “미디어 소비는 콘먼츠 선택에서 뿐만 

아니라 소비를 결정하는 순간이나 상황이 독립적이다. 아이들은 이 

런 장비나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서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수단 

을 찾은 것이다."5) 이렇게 부모로부터 확보된 독립성은 또래문화를 

형성하띤서 치츰 구져l화하게 된다. 

2. 또래문화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중학교를 마칠 때까지 부모와 학 

교의 기대와 요구에 부웅하거나 저항하면서 또는 이와 상관없이 접 

접 독립적인 주제로 서게 된다. 아동， 청소년의 문화생활은 부모틀 

의 문화향수가 전수되는 동시에 또래문화가 이들 문회쟁활을 형성 

하는 큰 축이 된마.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는 

아동， 청소년문화는 그틀만의 문화적 특정을 가지고 있는 세대문화 

로 이해되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띤， 아이돌 문화를 공유한다든 

지， 포켓몬 카드를 모은다든지， 닌텐도나 PlaystatioD 게임을 한다든 

5) Anne-$ylvie Pharabod, “Terl'Î!oires el seui1s de I' intimité familiale. Uo regard 

clhnographique sur les objers mulrimédias Cl leurs u앓ges dans quelqu얹 foyers 
franciliens., R，싫elltlX， n 123. vol. 1.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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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등의 같은 세대딴이 공유하는 문화가 있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흔히 만 8세에서 10세 사이에 음악취향이 생걱나 

고， 아이들 잡지구독이 시작되는 시기이라고 한다. 특히 8세에서 13세 

여아들을 위해서 만든 WílCh (2003), Pet뼈. sorcíères, Julie (1998)7)가 

사춘기 전 단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콘텐츠의 좋은 예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radlos jeuncs나 Hélène et les garçons홈)같은 텔레비전 프로 

그랩도 이들을 위한 방송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시기애 많이 보는 

만화영화는 잔인한(Happy Tree Friends, 둥) 면이고 만화{L강'onard， Kid 

Paddf，κ Tit，쩨f 등)의 내용은 어른들은 경직되어 있고， 서투르거나 

시대에 뒤처진 인물들로 그리댄서 。똥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 

다. 더 나아가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오는 상스러운 말들에 

가치를 부여하며 바로 이 언어들을 습득하여 사용함으로써 어른 흉 

내를 내기도 한다. 

이 또래문회는 부모와 분리된 아이들의 문화적 취향， 또려l모방의 

험에 기댄다는 의미에서， “하위문화로 정의"9)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동년배 그룹에 속한다는 소속감을 주는 그룹문화가 존재한다는 것 

을 확인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Julie라는 여아들이 보는 잡지의 블 

로그에 Clara가 올린 글을 보면 이 세대 대다수 여아들의 전형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 Regardez, j’히 12 aos er ro내ours pas de portablc 

띠。rs que rous mes copains en ont depuìs longtemps!!" 1이 즉 ‘ 12살’ 

6) Hervé Glevarec, ω CULTURE dl! 10 CHAMBRE. Paris, Ministèrc de la 
Culrurc Cl de la CommunicalÍon, 2010, p 32. 

7) Graphique 2 - Place de Ia préadolescence Cl rcvues qui 1ω SOOl desω，ées in 
La mltllYe de 10 dl.‘”’ψ're. DEPS. ministére de la Culrure C! dc la Commurucation, 
2009. 

8) Dominique Pasquier, 10 Culfllre des selllilllems. L ’'expe꺼imce té/t}v;sr‘dle des adoh-s. 
cenfS. Ed de la MSH. 1999. 

9) Heπé Glevarec, fbid. p. 7 1. 

10) hπp:11、，^vw. leblogdejulie.c<lm/lcs.앞crCIS깅e-Ia-redac/pκles-parents/ 12oa. 2α)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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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연령의 독립성만큼이나 ‘내 친구들’이라는 세대문화를 지적 

하고 있다. 이들은 각자 휴대폰， 알람라디오， 텔레비전， 라디오， ν1P3，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시청각 장벼를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싶어 

하는 특정을 보인다. 이렇게 자츰 확보하게 되는 장비들을 통해서 

이들의 “초기 문화활동은 음악을 듣고， 라디오를 애청하고， 댈레 

비전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1) 

특히 아똥， 청소년이 애호하는 주요 문화향수인 음악청취 영역을 

살펴보면‘ 아동기의 음악적 취향은， “프랑스 및 국제적인 대중음악， 

댄스콕 순이고， 사춘기 전 단계는 랩， 협합， R’n ’B ， 사춘기에는 pop 

rock, 전자음악， reggae-ragga 순으로 나타난다. 아동기는 아동을 위 

한 음악을 듣기도 하지만 부모들이 듣는 음악을 더 듣는 경향이 있 

기도 하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들에게 고전음악이나 재즈음악은 부 

수장르에 들어가 상류총이나 서민층과 상관없이 많이 듣지 않는 것 

으로 드러나고 있는 반면， 램 음악은 사회계층 상관없이 아동， 청소 

년의 48.5%가 좋아하는 것으로 조사"12)되어 있다， 또한 “아동애서 

청소년기로 갈수록 남녀의 음악적 취향이 서로 비슷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중음악과 뮤지컬을 선호하다가 점점 R’n ’B, 팝음악， 

reggae음악올 즐겨 듣는 경향"13)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때 홍미로운 점은 “상류층의 부모들은 이런 아동， 청소년의 세 

대문화를 정통문회를 훼손시킬 위험이 있는 위험한 필요악으로 인 

11) Dominique Pasquier. “Etat d앉 lieux dcs praliques audiovisueUes. Re잃rder. 

écoutcr. parler. .. chez les eofants el Les adolescenLS>>. Lnformations sociaes. 
0 0 11 t, 2003, pp. 6.13 

12) Graphique 5 . Styles musicaux écouté:; le plus souvenl par les 8-19 ans ln 

Cons이unior 2006. LCP ICNRS, lι culfllre d" 10 cha’nbre. DEPS. minislère de 
la Culturc Cl de la Communication, 2009 

13) Sylvle Octobre, μ~ Lois/Îπ cultllrds des 6-14 onι COlllribulioll à 11111' sodologil' de 

l ’ClIjill1C1' 1'1 rú. /11 prÍml' “do/cs，α'I/(X， Enfanc‘"5, Familles. Génêralions. Numêro 4, 
priDlcmps 2006, P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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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고 있는 반연， 일반 대중 계층에서는 이런 문화를 걱정하기보다 

는 자신의 자식들이 또래나이의 속성플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 

한다. 그래서 또패운화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권장"14)하 

기까시 한다는 것이다 이처럽 부요는 그틀의 인식에 따라 자녀륜의 

여가환동을 통제하기도 하고， 허용하시도 한다. 그러나 부모들의 판 

단과는 별도로 확싣한 것은 이런 아동， 청소년 문화는 부모의 세계 

와 구분되는 그들만의 세계플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때 인터넷 

채팅이나 블로그 운영 등 접속과 표현의 자유활 허용해춘 쌍t상향 미 

디어틀이 아동， 청소년틀의 분화직 자율성에 크게 이바시하고 있는 

잣도 사실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청추l율과 참여율이 높은 라디오자 

유방송 llbrcs antcnncs radlophoOlqucs 등에시는 음악뿐만 아니라 성이 

나 사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즉 이 시시의 관심과 고민， 알 

고자 하는 욕망 등월 반영한 세대문화 고유의 요소틀을 담은 또래지 

향성 표로그랩인 것이다. 

이와 같이 미디어에서 파생이 된 분화든， 학교나 방과 후에 형성 

된 문화든， 동년배픈의 공통적인 문회， 여사활동들은 아이들을 사회 

화하는 역할도 하여， 비디어나 한이룹· 학슴하는 역한도 한다. 붉론 

사망이나 벨트 같은 소쁨들파 자신만의 씨성윈 드러냉으로서 감은 

세대에 속하면서도 기L분된 수 있는 성향을 추구하가나， 각자의 MP3 

효 듣고 싶은 유악읍 선별해서 듣거나 하띤서 쉬향을 새별화하기도 

한다. 즉， 부모나 또래진구륜의 영향과 상관없이 개인석인 취향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다. 동년배틀과 ‘파로 또 샅이’ 개별적 

앙l 취향과 기호를 자진 사회 구싱원으로시 성장해 가는 이 시기에， 

또래분화가 순용-적이든 저항석이는， “순간적이고， 일시 적이고， 매일 

딴들어지듀 ( ... ) 지구력 없는 오능의 문화" 15)이든， 아동， 성소년의 

14) FrançoL~ de Sln밍y， les Adt1t1fl1)S(Inb , Annand Colin. 2α)6， p. 185. 
15) 나 뉴씨므 시보 j’에 서 이?희 억. 아이의 손-익· 월시111랴 • 씌 Jd. 2007.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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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향수에 있어서， 이 또래문화는 부모영향력만큼이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는 것입에는 을림없다. 

rll . 문화향수의 공간적 특정 ; 방 문화 

오늘날에는 어디까지가 여가생활이고 어디까지가 문화생환인지 

그 경계가 애매해졌다. 혹자는 영화닫 보고 여가생활을 했다고 하고， 

또 다른 이는 문화생활올 했다고 여낀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 수면 

동의 시간올 제외하고 남는 시간을 여가라 하고， 인지를 깨어나게 

하는 활풍전반을 문화라고 인식하고 있다. Jo田e Du뼈zcdìerl6)는 여가 

를 세 가지 기능으로 분류한 바 있다. 섯 번째가 휴식 délasscmenr 

이고， 두 번째가 오락 divertisscment 그리고 세 번째가 자아계발 

dévcloppcment de s이이다. 그가 제안하는 이 분류가 여샤에 대한 개 

념체게를 구성해 주지는 옷하지만 자신윤 위한 시간， 노동 이외의 

개인적인 활동을 위한 시간 등으로 이해하연 될 것 갇다. 일반적으 

로 여가는 삶의 짚을 높여주는 주요 요소로서， 사회 대부분의 계충 

에 있어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동， 청소년의 경우는 학교교 

육의 일환으로서 혹은 과외활동으로서의 자기계발적인 여기， 아니면 

문화기관 같은 제도화된 ‘지루한’ 여가가 있는가 하면， 미디어틀 활 

용한 좀 더 오락적인 ‘즐거운’ 여가가 있을 수 있다. 만 I1세의 

Célia가 여가에 관한 실문에 답한 내용을 보사: 

“ Ça serl à se dérendre, communiqucr. apprcndJ'c des choscs. Moí je 

préfere les loisírs ã I’école maís j’aime quand même I’école et c’eSl 

dí땀renr parce que poUI Ics loisirs on fair dcs choses qu’on 하me. à 

16) Veπ I lIIe a’ vilisalÌon du 1.이까. Paris. Lc Seuil.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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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écolc on nc fai l pas souvcnt cc qu ’on aime fa ire. on fai t des choscs 

obltgées ou (OUI ça donc bon ça dépeod des mauères." 1 ï) 

11 새 한 소녀에;tll 여가란 긴장흙 웰고 소동하며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다. 좋아하는 것융 하는 이가와 의무적으과 해야 하는 학엽을 

구분하는 이 여야늠 좋아하는 것용 하지 않는 학교보다는 여기쉰 선 

호한다. 즉， 얘l픈에게 여가는 좋아하는 것을 하는 젓이다.6 ‘ 14세 

이이들이 좋아하는 섯을 하면서 여사시간을 보내제 되는 주된 공간이 

집이다 보니 이 공신직 특징이 이관 여가생활에 많은 영향읍 nl x l셰 

된나. 

우선 만 7세에서 1 3세 사이는 어린이에서 사춘기 전단계로 가는 

변화사 많은 시기이디. 만 14새부티는 여드름이 나가 시작하댄시 사 

춘시보 들어사게 된다 “사춘시 진 단계는 아직까지 놀이 jeux의 사 

회성을 가지고 있다띤， 사춘기는 외풀과 교류의 사회성"18)폴 가지 

고 있다 그런데 사휴기도 어린 시정의 연장이가도 하연서 성인<?.9. 

가는 초입에 있어， 외모와 의상에 신경을 많이 쓰는 시기이며， 세도 

니 관습에 통합하려고도 하고， 도 선하기도 한ι1. 이 예민한 시기에 

십하는 시청각붙이 이들 삶에 큰 영향융 미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삶의 기춘까지 제시해품 수 있다 그변데 그 숭요성에 비해 아동， 정 

소딛| 의 운화향수는 ul디어와 싱앙l 적인 시장논리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시 많다. 다른 선풍적인 문화향수에 비헤서 띠디어니 뉴01디아 

영역은 부모의 동세력에 한계사 있시 때문일 것이나. 물론 파서 프 

랑스 가정에서의 자녀 체벌은 식사시간에 후식을 주지 않는 것이었 

다변， 이제는 비니 오 세임이나 김퓨터 사용을 세한 또는 첼허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야한 동제도 아이뜰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한계 

가 있고， 가정 이외의 공간은 더옥 동제가 불I~능하다. 이런 상황은 

17) Ilcrvè Glcvarcc, μI (1/1/1/αr Jt: 1<1 (/II/l/lb"‘. 1.ψ. t'II. P 119 
111) 1 k rv(' Gkvarcc, IlnJ.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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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부모의 권위에 유리히-게 작용하지 않는다. 특히 껍퓨터나 

인터넷 사용이 적은 서민충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더 능란하게 

이 기기들을 다룬다. 그런 의미에서는 중， 상류층 부모툴보다 서민총 

부모들의 권위나 통제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어떤 계충의 자녀틀이 되었든지， 미디어를 선호하고 의존적이 

된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부모세대보다 더 성숙19)하고 독립적이어서 

다OJ'한 미디어를 매새로 사회와 일찍부터 접촉하게 되었다. 이렇게 

조기에 사회화된 아이플은 의꽉이나 음악， 기타 운화향수 추|향이 일 

찍부터 부모와 무판하게 형성되기도 한다. 

물론 TV시청이나 라디오， 음악을 들으면서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문효f를 향유하기도 하시안， 자신의 방을 소유하기 시작하는 사춘기 

직전의 10세 이후 아이뜰부터는， 자신의 기기나 서적， 음반， DVD 

둥과 갈은 문화상품올- 토대로 개별적으로 소비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기에는 자아란 형성하고1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로， 가족 안에서도 훌자 있을 수 있는 사적인 자신만의 공 

간왈 소유하고 싶어한다. 그헨데다가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의 고 

유한 장비를 소유하게 된 것은 사척이고 독립적인 방I~으로 문화를 

향수하는 것이 가농하게 된 깃을 의미한다. 이 미디어세대는 기기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사용활 줄 알게 되며，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 

으여， 소비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각자의 땅에서 전통적 

인 방식으로 독서도 하고， 용악도 듣는다. 그러나 독서도 스크린 

상으로 하는 독서의 폭이 커지고 있고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19) 11 지|로 1960년대외 2(뻐)년대암 liljjl_애보띤， 유넌지사 15세에시 12시|남 생아졌 

_<?따 정소년기기 15 - 16세에시 12 14세가 쟁소년기 선인 끼1. 14 15새가 성소 

닌시로 짧아졌jtt 안띤 16세부1' 1 시 작하던 성년71가 15사| iE 닛 F이 선 것유 암 

수 았다(Graphique 7 . Quelle place à la prématurauon adole‘cente dans les 
années 2α)O? m μI CU/fUrt! de 10 chamhre. DEPS. muus야re dc la Culrure et dc 
Id Communicaùo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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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종의 하나인 겁색엔진이 백과사전을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소 

유하고 있는 미디어 장비와 이룹 풍해 소비하는 콘텐츠 선택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개인 지기와 문화상품들이 결합하게 되다 

보니， 아동， 청소년의 문화향수에 있어서 뉴미디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접접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방 운화 culturc de 

la chambre'. 즉 각자의 개별 공간에시 이루어지는 문화가 정집 더 

활성화되는 반띤，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문화가 상대석으로 미약해 

지고 있다. 이 런 방 문회갚 가리 켜 Pasquier는 “ 외부 공꽁장소에서 

가정의 실내로 향하는 융직임"20) 10야rieu디sa디on이라 했고， Livingstonc 

은 “사유화， 개별화 과정의 소산”낀)이라 했다. 그 사적이고 새별적인 

공간에서 아이들은 차츰 문화소비자의 지위에 접근하제 되고i 아동， 

청소년 문화의 세계로 뜯어가세 된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세상과 처읍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자아형성을 

하게 되고， 미디어라는 배개채릅 통해 사회적인 공간에 틀어간다. 

즉 각자의 방안에 앉아시 새로운 여가활동을 하고，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한 수 있는 가능성을 갖자l 된 것이다. 원론 아 

이들의 나이에 따라시 땅운화도 달라질 것이다. 놀이공간에시 접차 

비빌이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각자의 표현공간으로 신회하게 된다. 

이를테면， “7-8세의 방은 높이 공간， 8-13세의 방은 자신의 사적 

이고 자율적인 공간， 13 - 14세의 방은 자신올 표현하눈 공간으로 

성의"22)되고 있다. 그리하여， 각자 가지고 있는 취향이나 열성들을 

음악이나 텔레비전， 영화 혹은 운동 스타들의 이미지뜰올 팡해서 구현 

20) Domlnique Pasquicr, Culltlres hn:.tllnl's‘ μ1 lyrOl/llie ‘1,' 111 11’ajonl‘’, Paris, 
AUlremenl , 2005 , P 29. 

21) 50미a L띠n양lonc， YO/l깨 Prople olld Nrw m뼈"0， Londre<i, Sa싱C， 2002 
22) Graphique 9 . Di따rcntes définitioll!i ck Icur chambrc sclon l'âge in ι1 

C/llmre de 10 C7ralllbrr, DEPS, Mlnlst.ere de la CullUre el de la Commumcallo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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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한다. 특히 방의 벽에 붙이는 “스타의 사진들은 어련세대들의 

문화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사올적인 정체성을 표현"23)해주고 있다. 

특히 미디어를 용한 문화향수 자체가 콘텐츠 내용에서부터 소비 

시간， 소비상황의 신돼까지 향유자의 자율성에서 출말한다. 듣고 싶은 

시간에 주문형(VOD， podcasting, 다운로드， 스트리밍)으로 소비하고， 

하나의 기기 안에서 여러 환동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여러 기기를 

통시에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난 새로운 소비 

땅식은 향유자의 개별화된 욕구 중심으로 자유롭게 변해가고 있다 

는 의띠이다. 즉， 스마트한 시대의 미디어 환경은 이렇세 방 푼화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부모들은 이번 새보운 환경과 현상에 어떻꺼l 대용하고 있 

는가? 부모들은 흔히 자식릎이 성공하기를 지원하는 동시에 스트레 

스 받지 않고 생기발랄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려나 이 두 가지 

가 양립하기는 쉽지 않다. “자식틀의 좋은 학업성식이 프랑스 중산 

층과 서민충 부모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절대적인 관심사가 아닌 반 

변， 상류충 부모들에게 있이서는 그들 관심사의 종심씬 뿐만 아니라 

미리| 안락한 삶의 조건이리고 생각한다 "24) 문화생활에 있어서도 

웅산충， 서민층과 상류충의 사이 종에서 유사해보이지딴 다른 지|념의 

차이가 존재한다. 독립성 Indépcndance과 자융성 autonomlC의 차이25) 

이다. 중산층과 서띤층이 이해하는 혹은 허용하는 자시의 독립개념 

이란 신체적 독립개념으로， 각자의 방 같은 독렵된 공간윈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부모가 동반하시 않은 채 외출하는 정도이다. 반면 상류 

23) Hervé Glevarec, μ CULTURE dc 1(1 CHAMBRE. op. ClI’‘ p. 65 
24) Hcπé Glevarec. Ibld. P 24 

25) Franç이s dc Singly, “Le scns dc la chambre personncllc pcndanl la ~nde 
m여E띠t강_ Le cas de I'adonal‘sancc>>, dans Phuong Mal Iluynh (sous la di
rection de). Habual 1'( ~1C /lrb.Jlllf . rhollgl'1IIt!1I/s d,‘111$ Ie$ IIIC1<It'S d.. l7e, Paris, 
Puca 2α)6. pp. 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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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 이해하는 자윤성은 이 자유로운 공간에서 일어나는 환동의 

자융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플면， 방에 캠퓨터나 텔레비전을 

놓아주고 통제하지 않는 것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한 가정의 인터뷰 

내용을 보자: 

“. Vous pensez que c’est bien qu’eUe (Jessica, 8 뻐S et demi, CE2) 

허t cu la 야lé dans sa chambrc7 

- Non c’est pas bien mais ... 
- Vous pensez que ce n’앙t pas bien7 

- Non c’cst pas bien. Moi j ’en avals pas mais 외ors après JC peux 

pas wut reporter 5ur ce quc mOl j’al pas eu. 115 fonctlonncnt 

commc ça , qll ’cst-ce qUC ... On part dans un cercte vicieux ct voi

là, on CSI dans UD cngreDage. La on se trouvc face à unc 5it

uarion on pourrait êπe plus sérieux, plus ... Mais voilà, mOI j’ai 

pas 45 ans, j’ai pas envlc de mc prendrc la tête av(.'C eux‘ dODC je 

suis leur mouvemcnt. J’al pas cnvle de perdre mcs enfanrs , donc 

il Y a de la parolc énolmément, 11 y en a beaucoup, c’eSI Ic plus 
important qUI comptc pour moi , aujourd ’hu i. Aprés qu'ils alent la 
t허é， qu'ils a lCnt la ... , ça me passe au-dcssus qUOl, voi.là"2ó) 

Clairc, 36 ans, commcrçante, mère d’Orlane, 15 ans, Norman, 13 

ans et Jcssica, 8 ans 

상업에 총사하고 있는 30대 어머니 인 Claire는 어린 자녀의 방에 

텔에비전폴 설치해추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어린 시절 경험하지 봇했던 것에 대한 상황 

판단이 어협고， 젊은 엄마로서 권위적이기 보다는 아이들에게 화내지 

않고 그들의 의견윤 들어주는 것이 빗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녀가 학업에 관한 것도 아니고， 사소한 일에 화룹 내고 통제하면 

26) II(.'r、 é Glcvarec, op. m,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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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잃을 수 있다고 두려워한다. 그보다는 원하는 대로 해주면 

서 그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권위적이거나 거리감올 느끼게 하던 기존의 부모자식 간의 관계에 

서 친구 같은 관계로 가급적 욕구충족을 해주려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한 텔레비전 시청윤 제한하지 않 

고 망치하고 있고 또한 어자피 그녀의 통제권이나 영향력 밖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다. 또 부모가 자녀가 보는 콘텐츠의 신택에 

개입한다 할지라도 “만 I S세가 되면 대다수의 부모등은 자녀의 선 

택에 개입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27)도 사실이다. 

그러나 부모의 역할이 자녀의 열정을 찾아주고， 열정과 상상력에 

가치듭 부여해주연서 자녀의 정채성을 찾는 것을 도와주는 깃이고， 

능력위주의 사회에서 변별적인 자짚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볼 때， 부 

모의 적절한 개입이 펼요하다. 왜냐하면 상상력은 기숨력과 종종 

대렴하는 경우가 많기 때운이다. 휩퓨터의 경우도 모든 것을 즉시 

해결하려는 상향을 키우기 때문에 시간이 갤러는 상상력의 가치는 

영호}를 제외한 다른 여타 시 청각란에서 얻기 쉽지 않다. 

인터넷에 접속한 모바일과 컴퓨터는 일땅적으로 콘텐츠를 수신 

하는 기존 전통적인 미디어인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다르다. 수용자 

의 회망대로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기기로 각자의 콘텐츠를 마음 

대로 접하고 플깊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는 

사용용도에 따리 방이 학엽공간이 되기도 하고 여가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런 새로운 현상 앞에서 아이틀에게 자율성올 얼마나 어떻게 

허용할 것인지를 고민해보}야 한다. 각자의 방에서 텔레비전 시청이 

나 캡퓨터 비다오 게임올 자유롭게 하기 때운에 아이틀의 여가환통 

과 취칩시간 풍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프랑스 부모들 

27) μI CIIlrure (Ú' 1" clU1mbre. DEPS. minísltre de Ia Cullure e‘ de la Commurucauo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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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딴 16세가 되번 취침귀·칙을 거의 적용하지 않는 것"28)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런 관접에서 보면 자녀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뉴미디어 

를 용한 문화향수는 거의 방치하고 있다고 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 청소년들의 운회는 크게 유악， 영화， 비디오 게 

임을 비롯한 스크린 중심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음악과 독서는 부 

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반면 공연예술은 부모보다는 주변사랍 

들과 진구들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29) 있다. 게다가 “연 

극의 경우， 학교에서 권장하는 경우사 많아 부모들보다는 자녀를이 

극장을 더 많이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학교는 책 읽는 것 

을 권장하기 때분에 학생을이 읽은 따지막 책은 학교에서 지정한 도 

서인 경우가 반 싱도"3이에 해당한바. 반면 가성이나 학교는 텔레비 

전이니 라디오， 영화와 비디오 게잉용 권장하지 않는다. 

일상적인 미디어인 텔레비전은 재미가 있어서 보는 유희적인 기 

능과， 배울 것이 있어서 보는 정보제공의 기능， 혹은 다른 할 일이 

없어시 손쉽게 시청하게 되는 현려한 기능 등이 있다. 그런데 아이 

들에게 있어서 탠레비전이나 잡지， 인터넷 깎푼 이디어 배체는 학숨 

의 가치를 가진다. 이틀이 볼 때， 초등학교， 풍학교의 역사나 과학. 

문학 과복 등은 세상의 삶과 직접직으로 관련되지 않은 지식을 전수 

한다띤， 이디어 비l제는 다은 곳， 다른 이， 은띨한 것(성， 사랑)， 특변 

한 것(대중음악 등)을 비롯하여， 시사적인 지식과 정보픔 얻는 꽂이 

다. 즉， 플길 수 있으면시 세상을 배우는 곳인 것이다. 

" Mcs IOISlrs scπem à mc distralTC C ’est nucux quc I’école. malS 

28) Eluabcth ßro“ n. ‘Lcs ∞nU1bution.~ dl'S percs Cl des mères a 1’èducation d~ 
enfants>l. Rt'mt' !ral1ç，‘1~ dt'!> 0，뼈IfI:S sccwks, n t, 2007. 

29) .Transmcttrc unc passlOn ωlrurclle>>， α서'f.4opfJl'l’“’'/11 QI/lUref.‘ n 143, Pans. 
DFPS. Mint~ICrc de 1a Culturc c[ dc la Cummunication, fév 2αμ. p. 3 

30) Svlvlc Octobre ι:~ lιωn w/trtrl'ls dt., 6-N 011$, op 디1 ， p. 305, p.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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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t différcnt car 00 se distrait mais on apprcnd moins qu ’à I’école. 

On apprend qu뻐d mêmc des choscs comme sur les a띠maux， la mu

siquc et 1 ’aαuaLiré ( ... ) 1강cole， on parle de musique. de la musique du 

XVl le siècle, enfin des rrucs qui m’imércssent pas trop quoi." 
이ic이as， 1 J ans)31) 

11세 소년은 학교에서 얻올 수 있는 ‘관심 없는 지루한’ 지식과는 

달리 텔레비전이 제공하는 유희적 기능이 강하지만 동시에 관심 있는 

분야의 ‘홍미로운’ 지식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가와 

학습기능을 통시에 해결하는 텔려|비전을 비롯하여 마%댄f 매채가 

아동， 청소년의 문화여가플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텔레비전 

만 해도 가족과 함께 보게 되면 가족과 통함펠 수 있는 여가이지딴， 

컴퓨터와 휴대폰은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기기로 각자의 콘댄츠 

를 뜰길 수 있어 특히 독립적인 여가 기기라고 할 수 있다. 만 l3세 

Norman에게 탠레비전의 중요성올 룹은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감이 

답하고 있다: 

“- La rélé cst juste un plus pour moi. 

- Ça veut dire quoi ‘5않te un plus ’? 

- Ça veUI dire que je pourrajs m’en passcr quoi, c ’csr pas capiral. 

- D’accord. n y a un σuc dont tu ne pourrais pas tc passer7 

. Quelquc chose peu낸tre de musique. Et dc porrable. Parcc que 

c'esr asscz important le portablc."32) 

텔레비전 문화향수는 11 세에 비해서 13세 소년이 되띤 그 의존도 

가 낮아지고 있는 껏을 알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고정식， 공유식인 텔레비전보다는 이동식， 독립적인 기기칠 선 

31) Hcrvé Glevarcc, lA CULTURE de "‘’ CHAMBRE, op. 01. , p. 153 
32) Hervé Glevarcc, Ibid.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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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는 것이다. 여가시간을 보내는데 있어서 디지털 문화향수와 이 

전의 문화향수 사이에 경쟁이 있다면， 분명히 진풍적인 미디어， 그 

중에서도 벨레비전이 불러한 상황이다. 이때 텔레비전이라는 매체가 

불리하다는 것이지 콘텐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판텐 

츠는 네트워크니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향유원 수 있기 때뜸이 

다. Nicolas의 이야기플 들어보연 텔레비전은 어린 세대의 기기가 

아님올 알 수 있다. 다른 여가들이 섬차 TV시칭시간을 대체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사춘가 이전과 이후의 정소넌에세 텔레비선은 세 

대직인 01 뎌어도， 개인적인 미디어도 아니고 요락적 기능이나 세상 

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가능에 머똘러 있는 것이다. 휴대한 수 있 

는 mobile 기기는 세대적인 정재싱플 담고 있고 자율성에도 시여뜰 

한다. 

더 나아가 컴퓨터와 인터넷은 마기능으로 오락， 교류， 소봉， 성보 

뿐반 아니라 방안， 혹은 손안의 백과사전으로 방 문화를 유지시켜 

준다. 더 이상 서적만이 지식에 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아니 

다. 미디어가 이끓 인부 대체하였고， 텔레비전도 화습의 원천이 된 

것이다. 다큐멘터러， 뉴스， 증언， 시청각작품 둥 미디어가 생산한 문 

화가 지식의 형태보 자리 잡고 있고 또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J.러 

나 이는 지식과 문화 사이의 구분을 모호하제 할 수 있다. 작품의 

영역이 곧 지식의 영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전봉 혹은 뉴 미디어둡 

풍해서 접하는 문화는 무엇보다도 기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 미디어 위추의 방문화기 강화되면 펼수묶， 독서와 감은 진 

통적인 아날로그 방식의 문화향수와 문화기관올 찾는 외출을 병행 

할 수 있도록 주의판 기울여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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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6- 14세의 그룹 집단별 특정 

프랑스 아동， 청소년의 운화향수 앙케트를 보댄， 이들의 문화향수 

실태에 따라 이들을 그룹별33)포 분류해 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분 

화향수에서 아예 배제된 그삽부터 선호하는 장르나 며l체에 따라 그 

특성을 논하고 있다. 우선 문화향수에서 배제된 그룹부터 살펴보연. 

이틀은 문화적 여가의 모든 앵태로부터 멸리 떨어져 있는 아이틀로 

“6 - 14세 아동의 10% 이상이 이에 해당된다 。|륜 중 3분의 l은 방윤 

다른 헝세틀과 나누어 써야"34)하기도 한다. 이륜은 아마추어 예술 

활동은 붙좀 텔레비전， 음악， 독서， 컴퓨터， 문화기관 방문 둥으로부 

터 멀리 풍러나 있다. 문화적 여가에서 배제된 아이틀은 대부분 부 

모의 문화 환동과 연관성이 많다. 이들 부모사체가 분화 활동에 투 

자를 서의 안하는 경우이다. 이번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지역 

적으로 눈화시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농촌에 상!이， 부모 중 한 사란 

딴이 11인제로 근무하여 정셔l 적인 어려움이 있고， 부보의 모국어가 

프랑스어가 아닌 문화적 이려움이 있는 경우이다. 우리는 흔히 아동， 

청소년플이 신기술로 인한 변화에 쉽게 적응하고， 그들만의 동질화 

된 문효}관 폭넓게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반， 이들 운화읍 

관찰해보띤， 취향이 다양하고 하위그룹들도 존지|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디지털시대에 태어난 d잉“af nalÍves라는 표현도 아동， 청소년블 

전체플 사펴건다기보다는 그틀이 다지털이라는 공풍직인 토양에 젖 

33) 냐‘ exclu‘， 1야 consommaleu1S excluslfs dc muslquc. ccux qui pnvi1egenl I'au 

dlovisucl u끼dilionnel .:1 Ic~ jcux vidéo. Ics fèrus dc médias tradiùonnels 

(rélévlsion, musique, lccture), Irs tërus de mèdias tradilionncls. l'ordinareUl Cl 

de sort IC'>, le、 impliqué<; dan‘ Ics 100Sirs culturels rl sporufs. lcs tmphqucs 

pri、 ilégl.lnl la cullure dc 1 ’~'I.'r‘111 Cl Ic~ Impltqués pnvllèglant les prallque、

artlSllqul"i λmalcur (Les IOlslr、 de、 (>.14 a~ tn α\\'1，‘ψ'J'e'/I.71/ mlrurel, N 144 

Mano 2아니. MlOhlére de la Cullure/DEPS. pp 6.15.) 

34) fbid ,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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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쓸 것이다. 결국， 정보통신 신기 

술이 범랍힌다고 여사나 문화에서 배세된 이틀이 사라지는 것은 아 

니며， 여전히 부모의 경제적， 사회， 분화적 자산이 영향을 미지고 있 

는가 하면， 아동， 칭소년의 대략 10%사 이 배세된 이플에 해당함으 

로써 같은 세대 안에서의 단설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올 확인힐 수 

있다. 

분화생활운 하는 그룹들JS) 중에는， 음악위주로 편식하는 그룹이 

있는데， 이뜰은 일반석으로 종학교가 끝나갈 무렵의 학생들이 이에 

해당하며 음악올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시청각 활동괴 거리갑 두는 

면이다. 그런가 하띤， 텔레비선， 옴악， 비디오 게임 같은 전똥적인 

시칭각을 우선시 하는 그룹이 었다. 주로 남학생과 중학쿄 고학년이 

이에 해당한다. 문화시관을 잦는 외출은 하지 않고， 선통적인 시청 

각 문화여가플 보내는 아이븐에게야 말로 ‘방 문화’가 존재하는 것 

이다. 그렇다고 방에서 독서블 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여가활동 

은 부모가 많은 자융성윷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여가환통과 

놀랍도록 닮아있는데， 이릎 부모틀은 대부분 숙련공이나 실업자인 

경우가 많디. 이들의 여가환동은 예술활동은 거의 없고， 텐례비전 

시성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도 음악을 듣거나 꺼|임음 한다. 

부보 자식 간의 대화도 많지 않고， 이들은 학슴의 어려움올 토로하 

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런가 하면， 앞 그룹의 비디오 게임 대신 독서가 포함되는 」룹이 

있는데， 이뜰은 텔퍼l 비전， 음악， 독서 같은 전동 미디어를 선호하는 

아이들이다 주로 초둥학생틀이 이에 해당되고， 문화적 외출음 거의 

하시 않고， 십안에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이들도 ‘방 운화’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멀티미디어와 예술활동과 거리가 있 

고， 이들 또한 가족의 영향올 많이 받는다. 이들의 부모는 대기| 만 

35) Annexe !r_표 4 사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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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이하의 젊은 부모이거나 가장이 실직읍 했거나 숙련공이다. 부 

모틀은 독서를 거의 하지 않지만 고진적인 운화나 학교문화사 보전 

되기를 바과는 교육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는 이들이다 

또한 전풍 미디어， 컴퓨터， 문화직 외출윤 선호하는 아이들 그룹 

이 있는데， 중학교 고학년과 여학생이 이에 해당하며， 컴퓨터 사용 

과 다%댁f 문화적 외출이 않은 젓이 특정이다. 도서관은 거의 찾지 

않으나 공연과 특히 영화판쓸 선호한다. 즉， 사회성이 높고， 여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룹이다. 문화， 스포츠 여가를 선호하는 아이 

들 그룹도 있는데， 이들은 주로 성적이 좋은 초등학생으로 여가의 

범위가 스포츠나 예술활동， 미디어， 멀티미디어， 독서， 문화기관 방 

운에 걸쳐 넓은 펀이다. 단지 어린 나이 탓에 영화관 출입은 드문 

편이다. 이들의 부모도 다른 그룹의 부모들보다 문화생활 창여도가 

높다. 이들은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관리를 하고 독서를 많이 할 뿐 

만 아니라 영화관을 비롯한 도서관이나 공연장， 콘서트， 박울관， 전 

시회， 극장 동 문화기관을 가장 많이 찾는 그룹이다. 또한 ‘교육적’ 

인 여가에 중요성올 부여하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유희적인 동시에 

교육적인 게임올 감이 하려고 한다. 

그룹들 중에는 특히 스크린 문화괄 선호하는 아이틀 그룹이 있는 

데， 청소년 그중에서도 냥자 아이틀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비디 

오 게임을 많이 하는 연이고 예술활동을 안 하는 특정이 있다. 가정 

에서도 유료방송에 가입이 되어있고， DVD player, 컴뮤터， CD-rom를 

갖추고 있고， 인터넷에도 가입되어 있다. 부모도 라디오， 컵퓨터를 

비롯한 미디어를 활용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CD-rom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많이 환용한다. 

마지막으로 아마추어 예술활동을 선호하는 아이틀 그룹이 있는데， 

청소년 중에서도 여자아이들이 주로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비디오 

게임을 멸리하는 특정이 있다. 이들의 부모들 역시 예술활동을- 많이 



F..'앙스 아동" 성.1..:.년의 문화향수 꽉싱에 관한 연구 185 

하고， 도서판이나 콘서트， 극장 찾는 일을 즐겨한다. 또한 자녀들에 

세 자율성블 많이 부여하는 그룹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여가활동의 곤댄츠 혹은 장르와 소비방식의 선택에 있 

어서 문화향수의 차이갚 보이기도 하지만， 남녀그룹의 차이도 눈에 

띄는 요소이다. 남자아이들은 비디오 게임 관련 장u]를， 여사아이틀 

은 오디오장비를 많이 갖추고 있는 짓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현 

상은 부모의 영향력과 부관해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자녀의 문화향 

수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도 “어머니는 음악을 권장하고 텔레비전을 

샅이 보는 반면. 아버지는 비디오 게임올 함께하고 컴퓨터갚 봐 주 

는 펀"36)이다. 감성과 기술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 속에사 장르의 

성채성과 역할의 상투적인 연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의 성에 따른 

분화향수가 성정처!성으로 형성되어 자녀들에게서도 채생산되는 것 

이다. 또한 “부모가 아룹에게는 음악 듣는 젓윤 제한하고， 딸에게는 

벼디오 게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나"37)고 있다. 이렇게 

자녀의 성에 따라 여가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음악은 여성직인 잣으 

로， 게임은 남성적인 것으로 분류하는 기존의 언식에서 비롯된 성역 

할 모델의 흔적인지 아니면 제한윤 받기 때문에 관심이 유도되는 것 

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명확한 이유야 어찌되었든 남녀아이들의 문화향수 격자는 문회론 

텐츠 공급자치l를 변형시건다. 예릎 륜면， 프레스나 풀판 분야는 여아 

독자위주로， 비디오 게입은 남아둡 위주로 콘멘츠를 제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게다가 머리에 떠오르는 3가지 여가플 손에 꼽아보라고 

하면， “남학생은 컴퓨터(선택의 5 1%), 축구릎 제외한 스포츠(50%)， 

축규(30%)， 여학생은 에숨활동{선택의 52%), 축구를 제외한 스포츠 

(45%), 사회관계(27%)"38)로 나오고 있다. 학교에서는 양성이 공통 

36) Sylvlc Octobrc, IA loisi，π ("1(1,,,;/$ dl!S ().14 atZS, op. äl.. pp 1-28 
37) Sy1vic Octobrc, fbid. 
38) Christian Baude1ol, Rogcr Establel , QUOl de neul ChC7 1es filIes' Entre sléré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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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활동융 하는 것에 비해， 사춘기 전 시기의 장르별 여가활동은 

남녀차이괄 심화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부모나 사회적 

인 환경 풍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미디어와 텔레비전， 

영화와 인터넷 그리고 상업이 이와 같은 상투적인 놀이 공간을 만들 

어 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텔레비전 시청에 있어서 성에 따라 선호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차이를 보띤， “여아는 시트콩이나 리얼리티 쇼 

를 선호하고 남아는 스포츠나 코믹프로그램， 거|임을 선호"39)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그나마 비디오 게임이 남녀모두에게 열려있는 여가 

파고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성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르에 따른 콘솔로 하는 벼디오 게임 실행 

님 여 

전투 게입 9.7 3.2 

전쟁/전럭 지l임 11.7 2.1 

사격 세인 116 1.5 

역할， 모협 꺼l임 14.6 8.5 

관리(ge찌on) 게임 6.4 12.2 

성잘{réflcxlon) 제입 2.2 4.2 

플랫폼 세임 18.2 15.5 

유희-교욕직인 꺼|임 2.9 2.8 

만화 인윌 게임 13.6 10.2 

스포츠. 경주 시블레이선 게임 28.9 7.2 

드라바， 영화 게임 10.3 6.0 

typcS t'1 hben않. Femand Nalhan. 2애)7， p. 82 
39) Sylvie Octobrc. Ib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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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비행， 항혜 ... 시플레이션 4.5 

여 

0.9 

다릎 유형의 꺼|입 I 9.9 I 5.3 

범위. 2 ‘ 19세 질문〈“얼마나 자주 콘좁로 다음과 상은 깨임윤 하나?" 

양태‘사주")에 대한 대답. (en %) 

Sourcc: Consojunior 2006, LCP/CNRS, La culture de la chambJ'c, 

DEPS, ministèrc de la Culrurc ct dc la CommuOlcauoD, 2009 

남아는 전투나 전쟁， 사격， 모험， 스포츠1 경수 같은 동적인 콘텐츠 

게임， 여아는 정석인 콘텐츠 게임음 선호하는 것이다. 문화향수에 

있어서 아동， 성소년의 남녀차이는 일반 성인 남녀의 분화향수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일반성인의 문화향수는 나이가 틀수록 남녀 

차이가 줍혀져 거의 유사해지기 때분이다‘ 

이와 같이 아동， 청소년문화는 부보로부터 전수받는 문화자산에 

서 출발하여， 아이들의 연령이나 싱 혹은 학엄성쥐도에 따라서 형성 

된 취향으로 운화향수가 달라지는 껏올 볼 수 있다. 즉， 운화석 。{가 

는 사회적 지위， 성， 세대와 같이 위계질서화 되어 있어 힘이나， 용 

위， 자판이 계승되어 문화자본이 재생산될 수 있음이다. 그 예로 상 

류총 자녀들의 운화영역 신입이 다픈 계층의 자녀들보다 훨씬 활밥 

한 현실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이 아이들은 텐에비전을 제외하고， 선 

통적인 형태이든 미디어의 형태이든 문화의 모든 형태픔 대거 향유 

한다.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만하더라도 간부계충에서는 이 매제로부 

터 정보를 얻으려하고， 일반 대중계춤에서는 여흥을 얻으려 하는 경 

향이 있어 두 계풍 간의 같은 매체듭 수용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부계충과 노동사계층의 격차가 이들 부모세대 

들보다는 서서히 완회40)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추어펴서의 운화 

40) Y‘ es Jauneau CI Sylvie Octobre .• TeL~ paren잉‘ Icl enfan[S)o. R~'Ut' frança~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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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동이나 문화시설출입 같은 일부 문화 활동에 접근하는 것이 민주 

화되었고. 디지털 뉴미디어 문화가 일반화되어 확산되고 있으며， 이 

로 인해 상류층의 자제틀이 독시 같은 정풍적인 활동에 상대적으로 

관심이나 흉미가 댈해신 것 둥에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의 문화향유는 여러 그뀔-별 차이와 특색을 보 

이는 가운데에도 뉴띠디어로 인한 쏘편성이 보이고 있다. 뉴미디어뜰 

흉한 문화향유는 콘텐츠가 개방적이고 공유적이지만， 그 이용 형태는 

함께 나눈다가보다는 고립적이고 개별적이어서 문회론텐츠 및 그 

향유방식에 대한 부요， 화교‘ 사회의 특별한 관심과 지도，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2010년 프랑스에시는 “청소년의 42%가 인티넷에서 음악을 마운 

로드 받으며. 10명 종 6명이 매일 인터넷에 집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의 용도는 82%가 숙제를 해결하시 위해서， 이메일， 메 

시지， 치|딩이 74%, 음악이나 영회플 즐기는 것이 70%, 음악，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 57%. 게임 52%, 용라인상에시 비디오나 

음악 구엽이 17%로 나타난다 "41) 정보통신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빨전하고 있고 스바트 폰 보급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20 1 3년에는 

인터넷과 정보통신 신기술 의존도사 더욱 높아신 또 다른 풍계결과를 

얻게 될 것이 분명하디. 디지털 혁명은 이렇게 시존의 문화향유 혹은 

소비방식윤 급격하게 낸화시키고 있다. 특히 징보， 지식， 운화에 디지 

털방식으로 접근하는 세상에 태어난 젊은 세대들(10세에서 24세)에 

sociologll!. 200849-4. octobre-décembl'c 2ω8. 
41) hnp:I/ \\、째 joumalduncl comlcc/Ol Inlcmautes/mtcr _Jeune_fr.shl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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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있어서는 더 큰 영향을 며쳤다고 할 수 있다. 학교나 일반화된 

멀티미디어 장비틀운 동해서 문화에 접근하는 것이 보변화된 젊은 

세대들은 이전 세대와는 분명히 다르게 문화영역과의 관계괄 가져 

가고 있다. 기솔혁땅은 문화시관 방운이나 독서 등 진풍적인 문화향 

수사 상징적으로 누리던 위상에 변화플 주고， 뉴미디어 문화영역의 

문화향수로 그 경계플 넓히고 있다. 문화소비방식도 주어지는 것을 

수통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적극적인 주문형(vod， podcaslÍng, 다운 

로드， streamÍ!땅)을 선호하고， 검퓨터 화면에 여 러 창윌 띄어놓고 채 

텅도하고， 영화도 보고， 검색도 하는 융합방식으로 향유하며， 동시에 

여러 미디어둡 사용하기도 한다 그 겸과 문화기관을 중심으로 하던 

분화향수보다는 미디어나 뉴미디어김· 중심요로 분화향수가 활발하 

게 일어나. 개인과 네트워크가 중요시되면서 문화에 대한 새로운 정 

의기 펼요해졌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주문맞춤형으로 해내는 새 

로운 문화향유방식은 방송시간과 같은 콘텐측 공급자 중심의 시간 

제약 문제갚 해소시켜 준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공긍자가 미리 편성한 방송시간에 얽매일 필요 없이 분화콘댄츠를 

윈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기 

술혁명은 운화향유플 개별화하고， 운화피곱에 유리하세 작용한다. 

그러나 마냥 펀러한 것만 같은 문화향수 여건이 항상 유퍼하게 

작용하는 깃은 아니다. 언제든지 원하는 콘텐츠에 따로 접할 수 있 

게 됨으로씨 통일된 콘댄츠륜 함께 동시에 심중적으로 나누는 문화 

향수가 약화될 수 있다 가촉공동 공간인 거설에서 공동으로 나누는 

시간대신에 개별 공간인 ‘방’에서 새별화된 시간으로 분산해서 쓰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접근가농한 문화 콘텐츠들의 수가 엄칭나게 

증가하고 있어 어떤 콘댄츠사 좋은 것인지 취사선택이 쉽지 않다. 

더왈어 소ul 땅식틀도 증가되어 다양하고 폭넓게 혹은 ‘잡식성’으로 

진행되고 있고， 장브 간 교배도 활딴하게 일어냐고 있다. 디 ^I럴의 

개땅형 운영방식은 문화콘텐츠 제삭 방식도 변화시켜， 과거의 소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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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공급자가 되기도 한다. 예를 틀어 블로그의 글이나 YouTubc에 

이미지나 사운드를 올려 자신이 만든 문화콘텐츠를 확산시커는 것 

이다. 이런 변화는 문화영역의 반경을 넓히면서， 지적인 분야와 대 

중적인 분야의 경계를 불분명하께 하고， 이 영역들을 정의하는 작업 

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동， 청소년의 문화향유 경로와 방식윤 비롯한 운화 

향수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 이 앙케트는 아동， 칭소년을 대상 

으로 시행하고 있는 문화 사업들의 문제점과 효율성융 점검해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 분명하다. 더 나아가 디지털 뉴미디어가 

주도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아동， 청소년틀의 문화향수에 대해 

서 재인식하게 했다 이플 근거로 오늘의 문회를 이해하고， 향후 추 

이변화와 함께 내일의 문화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 

재 우리나라 문화향수 실태조사는 1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문화수요와 욕구들 따악하고 실태릎 분석할 수 

없다. 이에 프랑스의 아동， 청소년의 문화향수 앙체트를 모델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문화향유 및 환동초사를 해볼 펼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야 이틀의 현주소를 알 수 있고， 이틀의 문화 

활동은 비단 문화 활동에 그치는 껏이 아니라 교육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융 간과하변 안 된다. 

왜냐하면 아동， 청소년의 문화향수 습성에 부모의 문화향수 습성 

이 전해지고i 심지어 부모의 문화자산이 자식에게서 재생산되는 현 

상을 볼 때， 문화예술이 교육42)이고 훈련이라는 측면올 강조하고 싶 

다. 물론 문화예술분야의 디지털화로 인해 문화격자가 줄어들 가농 

성이 존재하지만， 좋은 문회습성과 경험이 일찍부터 형성되지 않으 

42) 임셰로. 우리나라에서 시행얀 분화여1?-교육 싱험에 따등 판탐꽉응 상띠Jil.연 

’‘유 • 아통시와 생소년시 뷰회여l술교육· 깅험자의 싱우 판람집·이 약 90%에 만했 

으나， 비정협사의 성우 깐깐원이 60%대로 낮게’·나오뇌 있는 삿온 알 수 있다 

( 2012 운화향수산태조사_. 문화혜옥싼앙부.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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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동일한 디지털 마디어에 의해서도 전혀 다른 형태의 문화향수를 

하게 된다는 시질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문화띤주화의 가치를 부연 

해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민주화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 문화 D~새를 

심고? 문화진숙성을 키우벼， 문화 습싱을 체득할 수 있는 가정환경과 

학교에서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ANNEXE 

Les di휠tal narives와 문화소비 호「은 문화향수 % 

10 - 14서1* 15 - 19세** 20 24세** 

텐레비전 (배인) 83.0 82.0 83.0 

라디오 정취 (매일) 68.5 68.0 73.0 

검악 청취 (0), 책l트， 응싼 여디오 기타) 

(매일) 
62.0 69.0 69.0 

독서 88.0 71.0 80.0 

신문，잡지 87.0 96.0 93.0 

산포츠 78.0 90.0 90.0 

아마추어 011왈환동 58.0 49.5 45.0 

도서관출입 

(9원 개학 이후J죄근 12개원 동안 출떼 
40.5 38.0 32.0 

영화관월엽 
7 1.0 9 1.0 85.0 

(9월 개학 이후/죄근 12개월 동안 활임) 

유석지나 혹은 공연 예술상 출입 

(9월 깨학 이후/최근 1 2개엔 동안 출~I) 
45.5 70.0 72.0 

* Sourcc. cnquête les L();si/) CU/lUrt.:’b des 6-14 Oll,l, 2002, DEPS, Ministère 

de ta Culrure. 
** Sourcc: cnquéte Parrtc，깨lTiOIl a /Ú vÍl‘’ W/lurr!llt: 1ft sponive, 2003. r nscc 

Sourcc: CuJrure prospcctive (DEPS, Ministèrc de la Culrurc,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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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핀 삭 !!섹으료 
ul디오 

(11, 암 양~~ 
감염rl 9:é':::τ약 

스요츠애 우션시하간 에술싼농검 

:같:4 
'8'l1윈- 우션 우션시 ~:..:: 샤 우선시하는 1b녕!ði-L- ‘세 지 

우전/、l해; 
'.IA"Ì{:' 싸 씨 자 

6 14세 씌에인tl 종 11 .5% 14% 16% 12.5% 9.5% 11.5% 14.5% 10.5% 

예숭활동 8，20/0안함 86% 싼함 
86% 

38% fì 
I<Xηi 

I!XY'I. ~r 
한번.!r， 안한 한번도안한 

1V, 비디9~ 
28% 드올깨 1001씨 드펀7' ~.자추 I()()"/. 아츄 100'“ ‘}주 100"10 '-1‘슈 lα)"!o 사·f， 

DVD 
읍악정해. 

lα)"/. 드분7’ lα1'1. 사주 lα)"!o 사주 1<X1'/o 사주 lα)% "I'r' 95% 셔 f‘ lα)"/c。 사."íà lα%‘ ~H' 
"1이 21 "I/~ 랴디오 

ul디오'11입 59% 드한711 66% 1.1주 68% I,f.1- 59% 드씬써 

검퓨터 80% .Ë울’‘ 71% !~.볼깨 야PI. :-.젠’l 55% 샤，슈 61% 사·f· 54% 샤 F 5，20/. 짜주 

폭시 31% :=，울새 100'’4E윗찌 I!XY'I. 샤쑤 97"10 씨쑤 89% 셔추· 100'10 사쑤 m. 지추 

l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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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ésumé)) 

Les caractéristiques des pratiques αltureUes des 

enfants et des ado]escents de 6-14 ans en France 

MOON Si-Yeun 

(Université Fémi미ne dc Sook.myung) 

Bien quc les plus gros consommatcurs dc loisirs cultureLs soient 

les e따ants et les adolescents, nous sommes ignorants de l'intensité 

dc leurs ac디vités culturelles. Etant donné qu ’ils sont scolarisés, iJ 

n’cst pas faci1e d ’accéder à leurs acti띠tés cu1rurelles er qu’cn cas 

de bas âgc, il faUl en mêmc temps interrogcr leurs paJ'cnts. En 

France, le Ministèrc de la culturc er de la communication a 

réalisé pour la première fois des cnquêtes auprès des enfants et 

des adolcscents âgés de 6 à 14 ans en 2002 alors que nous les 

faisons encore aujourd’hui, mais à pa며I dc 15 ans. Ce scrait un 

modèle pour nous afin de connaitre Ics usages et modes de 

pra디ques culturels des jeunes oubliés des enquêtes habituclics. 

La révolution numériquc a profondémenr modifié les modes dc 

pratique ct de consommation de La culture. Oans ce monde 

numérique, les pratiques cu1 turcllcs tradirionneLles comme la 

lccture ou la fréquenration des équipements culturels cèdent la 

place aux pra띠U않 qui co미ugucnt tous lcs 0미cts médiariques eo 

élar휠ssant le périmètre du champ cultur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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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 les parcnrs ont moins d’aisancc face aux nouveJles 

techno1ogies de 1’informarion ct de la communicarion, i1s ont 

naturcUemenr moins de prise sur 1eurs enfants. Néanmoins 1a vic 

dcs enfants est intégrée aux activités socia1cs ct culrureUcs des 

parcnts, 1c milicu familiaJ a unc inOuencc non négligeablc sur les 

prariques culturellcs des enfants. Et plus 1es paren l:S apparricnncnt 

â un milieu aisé et 미1tivé ， plus 1cs enfanrs ont de chanccs 

d’accéder à la culturc. Cela vcut dire qu ’i1 y a dcs phénom송ncs 

d’héritage et de σansmLssion du capitaJ culturcl. 

A côté de la culture familia1e. il y a la culture jeune (cnfanlinc 

et ado1cscente). Un cnfanr a bcsoin de partagcr la culturc du 

groupc afin d’avoir un scntiment d’appartcnancc à un groupc el à 

unc génération. En somme, fairc comtne 1es autrcs tout cn ayant 

dcs goû l:S personne1s et sa propre autonomic. 

Mais surtout. Ics enfants ct les adolesccnts ont trouvé dans 

l’utilisation des équipements tcchno1ogiques ct médiatiqucs un 

moyen d’exister ind강pcndammcnl du contrôle parcntal. Ce nouvcl 

cnvironnement rcchnolo휠que rcnforce les loisirs de d’tnténeur 

p1ulôt que ceux d’cx댄rieur. Dans Icul proprc chambre. ils travaiUcnt. 

joucnt et pratiquent des loisirs culturels par 1’intcrmédiaire de 

(nouvcaux) médias. Mais, commc les aαi띠tés dc leur chambre 

sont souvent oricnrées vers 1’autonomie, cettc culrurc dc la 

chambre bors contrôle parem떠 demande tout parriαlièremeor 

l’attcntion et 1’intcrvcntion des parcnts. 

Et, il faut r에oulcr que les pratiques αlturellcs des jeuncs se 

dévcloppcnt, mais de façon σès lOégaJe selon les domaines. 10% 

d’cntre eux qui sonl excl띠 de toutes les activités culrurcllcs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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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 groupes qui préferent principalement la musique, la Iccttlrc, 
lcs sorties culturclles, la culturc dc I'écran (téléviseur, jeux vidéo, 

DVD, ordinatcur), pratiques amateurs, etc. A ccla, il 싫ut joindre 

la différence scxuée enπe la αlturc des garçons qui tend vers les 

jcux vidéo et la culture des fillcs qui est tournée vcrs des 

pratiques amateurs cr la fréqucmatioD des équipemeDts culturels. 

Etant donné que DOUS avons constaté que les caractéristiques 

des parents (commc Je niveau d ’érudes, leur catégorie socio

profcssionncl1c, Ic type dc lcur commune ct Icur niveau dc vic) er 

des cxpérienccs culrurelles pendam I’enfancc pcuvent tout å fajt 

déterminer les prariques culrureUes å vcnir, il faut montrer plus 

d ’attcntion à I녕ducation artistiquc et culturcl1c dans la fami l1e 

ainsi qu’å 1’école pour quc lcs écarts liés au milieu social 

d’origine, au niveau scolaire ou awc conrraintcs fwancièrcs 

s’a따nuent et cesscnt de perdur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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