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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중년 남성의 여러 가지 특성과 학습의 요인, 은퇴 후 심리 ‧ 정신적 안정과 생애전환을 위한 진지한 여가스포츠 활동으로 

드론 교육 경험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중년남성의 여가스포츠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분석 내용을 토

대로 향후 중년 남성의 진지한 여가문화와 스포츠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의식을 정립하고 새로운 스포츠 교육 컨텐츠 개발에도 기여하

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질적연구방법을 채택하여 진행하였으며 인터뷰는 2019년 1월 한달동안 시행되었다. 인터뷰 대상은 드론교

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 30대부터 60대까지 중년남성들이었고, 개별 인터뷰는 대략 60분~90분 정도 소요되었다. 인터뷰는 내

러티브(narrative)적 인터뷰기법으로 진행하였으나 연구문제에 의거하여 특정이슈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한 질문에 따라 반구조화

(semi-structured) 형식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Stebbins(1982)의 ‘진지한 여가’의 구성요소를 분석틀로 하여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

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얻은 자료를 지속적으로 읽고 분석하여 개념을 도출하였다. 결과는 4개의 상위범주와 9개의 하위범주로 정리되

었다. 상위범주로는 계기, 노력, 인내, 발전이며, 하위범주로는 시작의 계기, 지속가능 계기, 활동감, 힘겨움, 열정, 성취감, 제약, 성취

욕, 변화가 도출되었다.

In this study, we conducted an in-depth interview on the drone education experience as a serious leisure sports activity for various 

characteristics and learning factors of middle-aged men, psychological and mental stability after retirement, and life change to 

determine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leisure sports for middle-aged men. want to explore In addition, based on the analysis, it is 

intended to establish a future-oriented awareness of serious leisure culture and sports for middle-aged men in the future,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new sports education contents. For this study,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adopted and the 

interview was conducted during the month of January 2019. The interview subjects were middle-aged men in their 30s to 60s who had 

participated in a drone education program, and the individual interviews took about 60 to 90 minutes. The interview was conducted in 

a narrative interview technique, but a semi-structured format was additionally used according to the questions prepared in advance for 

specific issues based on the research question. The concepts were organized by continuously reading and analyzing the data obtain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s with the study participants, and the groups were categorized into upper and 

lower categories. Through this process, 4 super-categories and 9 sub-categories were derived. The upper category is opportunity, 

effort, perseverance, and development, and the lower category is the opportunity for beginning, sustainability, activity, hardship, 

passion, sense of achievement, restriction, desire for achievement, and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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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 이후 2026년 초고령화 사회를 예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공 및 민간을 통한 높은 수준

의 건강서비스로 길어진 평균수명과 어떻게 노년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곧 다가올 노년을 준

비하는 대다수 중년 세대들은 은퇴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성공적인 노년에 대한 지식과 학습이 요구되는 세대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 중년세대의 노후 준비는 기초적 방법으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의지하고 있다. 정신건강의 안녕과 균형

을 위한 심리적 ‧ 신체적 준비에 대한 정보는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MZ세대가 말하는 남녀의 개념과는 달리 가족의 경제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지금의 대다수 중년 남성은 다가오는 은퇴와 노후 준비로 불안과 우울을 동반한 생애 위기를 겪고 있다. 

동시에 가족과 사회적 지지체계가 변화되는 생애 전환기를 겪으며 중년 남성의 위기를 통해 성공적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역부

족인 현실을 인지한다[1]. 이러한 맥락에서 중년 남성은 생애 위기극복과 신체적 ‧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연구가 대두되어야 하며 

다가올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과 성공적 인생 전환기의 준비가 시급하다. 

인간이 신체적 ‧ 정신건강의 안녕을 위해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휴식’이다. 이러한 휴식있는 삶은 일과 삶의 균형을 포함한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들이 여가생활을 통해 휴식있는 삶을 기본권으로 내세우는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대인의 기본권으로 등장한 휴식있는 삶을 우리는 여가라고 한다. 여가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로부터 기록을 찾을 수 있는

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가란 즐기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더욱 정화시키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며 여가

를 누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2]. Stebbins는 여가생활을 전문성있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진지한 여가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였다[3]. Stebbins가 말한 진지한 여가활동은 그 활동의 가치를 통해서 전문기술, 지식, 경험을 축적하는데 있으며 그 분야에 전

문성을 갖추는 행동이라고 하였다. 최근 다양한 문화경험이 가능한 시대에 도래하며 여가에 대하여 높은 인식제고와 향후 제 2

의 직업으로 삼으려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이러한 여가 개념의 확장을 추구하는 가장 바람직한 활동을 스포츠로 보고 있다[4]. 

여가스포츠활동은 인간에게 건강문제, 여가문제, 고독감, 소외감 등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기여[5]를 한다. 특히 인간의 불안, 

우울,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운동 참여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함

으로써 고독과 소외감 해소를 추구한다. 따라서 중년남성들에게는 성공적 생애전환과 신체 ‧ 정신건강 균형을 모두 이룰 수 있는 

여가스포츠가 필요하다. 여가스포츠를 즐기는 중년 남성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갖게 되며 자기실현과 생활

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여 삶의 만족감과 자신감을 얻는다고 말한다[6]. 여가스포츠 활동이 삶의 질을 고양하며 행복 요인의 주

요한 측면이라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7-9]. 중년남성들의 여가스포츠는 직업전환을 둔 현실 속에 효율적이고 생산

적인 활동이 되고 있으며 생활체육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진지한 여가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진지한 여가로서 스포츠

를 즐기는 중년남성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진지한 여가스포츠 활동이 직업전환의 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전문적 교육을 

요구하는 현장도 늘어나고 있다. 중년을 대상으로 여가스포츠 활동을 통해 성공적 직업전환을 이루게 된 연구에서는 여가스포

츠 활동이 단순한 여가행위가 아닌 삶의 일부라 인식되어 본인들이 즐기게 된 여가스포츠에 몰입되어 필요한 전문 교육을 받고 

직장생활의 압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인생을 즐기는 중년의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하였다고 보고한다[10]. 그러나 이러한 환

경을 조성 하는데는 아낌없는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은퇴 후 경제적 활동과 직업전환을 겸비한 여가스포츠

를 위해서는 중년남성의 특성에 맞춰진 전문성과 지식을 익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중년 남성 학습자들의 특성을 파악한 교육의 필요는 초기 노년이라는 생애주기 변화를 앞 둔 시점에서 심신의 우울, 불안, 낮

아지는 지위, 위축되는 경제력 등의 다양한 스트레스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 교육 받는 중년 성인들의 특성은 미래를 준비하고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공유, 관련 자격증 취득이 이루어 지면 교육의 몰입도와 참여도가 높아진다[11]. 청소년이나 아동 학습자

들과는 확연히 다른 중년 남성은 성인으로 살아오는 동안 취득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 무형식이나 비형식적인 형태 등 다양한 방

법으로 학습 경험치를 높이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중년이 되어 교육을 원하는 이유는 생애전환을 앞둔 직업 전환과 직업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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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 때문이라고 하였다[12]. Mezirow(2000) 학자는 성인 학습은 개인 스스로 해 냄으로 지식과 기술에 대해 새로운 관점 및 재 

통합이 일어나며 이를 전환 학습[13]이라 명명하였다. 일반 청소년이나 아동의 학습과정 과는 달리 성인학습자는 인생 경험을 학

업에 연계하여 기존의 관점을 전환하는 특징을 가진다[14,15].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성인 학습 과정은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주고 사회생활의 성취감을 주는[16,17]심리 안정의 효과가 있다. 중년을 거치는 성인 학습자에 대한 특성을 연구한 

Knowles(1989)는 성인학습자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좋아하고 학습을 통해 일상 생활에 도움을 얻고자 하며[18], 인생의 여러 가

지 경험이 유용한 학습자원이 된다고 보았다. Lindeman(1926)도 제시한 중년기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보

고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 성인 학습 동기의 시작은 흥미를 경험하고 충족될 욕구가 기대될 때이다. 둘째, 중년 

성인 학습은 인생에 기초했을 때 관심이 생긴다. 셋째, 중년 성인 학습의 가장 풍요로운 자원은 경험이다. 넷째, 자기주도성에 욕

구를 가진 것이 중년 성인 학습 특성이다. 다섯째, 중년 성인 학습의 개인차는 나이에 따라 증가함을 보인다[19]. 중년 성인 학습은 

전환학습 과정을 통해 기존에 정립된 신념이나 고정 관념 등을 심도있게 성찰하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과 세상에 대한 관점

의 변화, 사회적 관계 및 행동의 변화를 겪게 된다[13,20]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년 남성에게 행해지는 여가스포츠 교육은 

직업전환 및 생애 경험 전환으로 성공적 노후 계획에 매우 필요한 현장이며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준비가 시급함을 보여

준다.

중년 남성들이 생애전환이나 직업전환을 연계되는 여가스포츠를 찾는다면 앞으로 가장 요구도가 높은 직업영역에서 찾는 것

도 방법일 것이다. 중년 남성 학습자 특성상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식과 기술 습득, 자기주도적 학습과정의 선호, 새로운 관

계와 가치관을 정립, 심리 ‧ 정신적 안녕을 요구하는 바 이 모든 것을 균형있게 교육할 수 있는 장(field)은 여가스포츠와 관련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요인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마련한 직업군과 여가스포츠의 양상이 4차산업 위주

로 그려지고 있다. 정부는 전 세계가 4차산업 위주로 급변하는 산업 및 여가, 소비문화에 대해 신산업 4대 직종군 중 하나로 ‘항

공드론’을 발표하며 2028년까지 연평균 6.8%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1]. 국내 드론 산업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되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한 해 드론 판매 수는 1만대 이상으로 추정[22]되며 2014년 드론 조종자 자격취득 법제화 이후 2021년 6월 현

재 56,376명으로 매 해 1만 여명 이상이 드론 조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23]. 한 해 1만명 이상의 드론 조종자가 배출 되기 

위해 전국의 수백 개의 교육원이 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되어 있다. 드론 조종 교육프로그램은 국토부에서 인정한 드론 전문 교관

이 교육하는 전문교육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중년 남성들이 드론에 높은 관심과 열광하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면 중년 성

인 학습자의 특성처럼 직업전환에 용이하고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습득함은 물론 진지한 흥미와 재미 유발, 자격증 취득,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가스포츠를 즐기는데 교육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중년 남성의 여러 가지 특성과 학습의 요인, 은퇴 후 심리 ‧ 정신적 안정과 생애전환을 위한 진지한 여가

스포츠 활동으로 드론 교육 경험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중년남성의 여가스포츠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분석 내용을 토대로 향후 중년 남성의 진지한 여가문화와 스포츠에 대한 미래지향적 의식을 정립하고 새로운 스포츠 교

육 컨텐츠 개발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중년남성들이 진지한 여가를 즐기기 위한 스포츠 활동의 일환인 드론교육의 경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인터뷰

는 2019년 1월 한달동안 시행되었다. 인터뷰 대상은 드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 30대부터 60대까지 중년남성들이

었고, 개별 인터뷰는 대략 60분~90분 정도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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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depth interview Individual interview subject

No. 성명 성별 나이 직업

1 A 남자 37 자영업

2 B 남자 49 전업주부

3 C 남자 53 자영업

4 D 남자 61 회사원

연구문제에 의거하여 내러티브(narrative)적 인터뷰기법을 사용하나,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반구조화(semi-structured) 형식

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반구조화 형식의 인터뷰는 표준화된 질문지나 인터뷰를 사용할 때보다 비교적 개방적인 형태로 진행되

었다. 응답 자유도가 높을 수 있는 인터뷰 상황만들어주는 것이다[24]. 연구자는 질적연구에서 특정 기준을 가지고 연구 목적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하였다. 질적연구는 양적 연구와는 다르게 소수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이는 ‘깔때기식’으로 연구 자료를 심도있게 파고 들

어가는 연구방식이 필요로 한다. 내러티브 인터뷰에서는 피조사자에게 ‘지금까지 진지한 여가로서의 드론교육을 처음 시작했

을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에 대해 말해줄 것’을 질문하였다. 그리고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드론 교육 관련된 경험에 대해 세부적인 

질문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연구 자료를 수집하면서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한 경우 전화, 문자를 통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

였다. 내러티브 연구는 한 개인이나 적은 인원의 경험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적절한 연구방법이다. 본 

연구는 이를 활용하여 진지한 여가로서 드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중년 남성들를 대상으로 교육의 계기, 노력, 인내, 

발전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들의 경험적인 내러티브를 통해 분석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Table 2. Guide questions used in in-depth interviews

 <질문내용>

1. 진지한 여가로서의 드론교육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험

2. 드론교육의 계기

3. 드론교육을 위한 노력

4. 드론교육을 위한 인내

5. 드론교육 경험을 통해 발전된 것

2.2 자료분석

본 연구는 드론교육 참여자의 진지한 여가 경험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의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사작업이다. 이를 통하여 면담 내용에 대하 여 하나하나를 

컴퓨터에 기록하였다. 둘째, 주제별 약호(coding)의 개발과 적용을 하였다. 연구자는 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특정한 부

분에서 발생하는 의미 와 내용이 갖는 의미에 맞는 용어를 개념화하고자 하였다. 셋째, 발생하는 주제와 의미를 생성하고자 하였

다. 연구자는 약호화된 자료의 내용을 적절하게 설명 가능 한 새로운 범주와 내용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

해 Stebbins의 ‘진지한 여가’에 대한 구성요소를 정리한 김병훈 ‧ 서광봉(2015)의 분석틀을 참고하여 중년 남성들의 진지한 여가

로서의 드론교육 참여자의 경험을 계기, 노력, 인내, 발전의 4가지 범주로 나누고 하위범주의 개념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 

4명의 연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여관찰이 함께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분석틀을 바탕으

로 하여 내용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제들을 약호화를 하고 의미 범주화와 개념화를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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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Lincoln & Guba1(1985)가 제시한 신뢰성 준거들에 의거하여 삼각검증

법, 참고자료의 검토, 동료 연구자의 내용검토, 연구참여자의 내용검토, 연구자의 성찰 등의 단계를 진행하였다[26].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은 두 가지 이상의 자료에 의존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연구대상에 대한 탐색과 이해를 

정확히 하고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심층면담, 연구참여자의 검토, 동료 연구자의 내

용검토 등을 통해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조합한다. 이는 자료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이며 이는 자료의 수집과 해석과정에

서 나타날 수 있는 결점과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참고자료는 연구자가 도출한 연구결과가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

하기 위해 제시되는 현장일지, 사진, 신문, 선행연구, 보고서, 문서 등인데, 이들을 분석하여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시키

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들은 도출된 연구결과의 근거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27. 연구자는 연구과정에서 실제를 기억하고 해

석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기 위하여 참고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동료연구자의 내용검토와 조언을 통

해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교육학 전문가 박사1인과 드론교육의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수행했던 도출된 결과를 공유하여 이에 대한 조언을 받아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는 드론교육 참여자의 진지한 여가 경험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 4명에게 네러티브 연구방법과 반구

조화 질문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드론교육 참여자의 진지한 여가 경험 과정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여가 활동에 꾸

준히 몰입하는 경험에 대해 Stebbins(1982)의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라는 용어로 처음 제안하였다. 이는 ‘일상적 여가

(casual leisure)’의 반대되는 의미로 여가에서의 지식 추구와 특정기술의 습득으로 전문성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김병훈 ‧ 서광

봉(2015)는 Stebbins(1982)의 ‘진지한 여가’에 대한 구성요소를 상위범주와 하위범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분석틀

을 재구성하여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얻은 자료를 지속적으로 읽고 분석하여 개념을 정리하고, 그 무

리를 범주화시켜 상위범주와 하위범주로 표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4개의 상위범주와 9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다. 이

와 같이 드론교육 참여자들의 진지여가 경험에 대한 개념 및 범주화는 Table 3[25]에 제시된 바와 같다.

Table 3. Serious leisure analysis of drone training participants

범주 내용

계기
시작의 계기 호기심, 타인의 영향, 직접경험

지속가능 계기 재미와 흥미, 자기향상의 욕구, 기분전환

노력

신체적 노력
활동감 기술향상을 통한 즐거움과 만족

힘겨움 신체상해, 위험

정신적 노력
열정 노력과 기술연습

성취감 실력 향상에 대한 만족감

인내 제약 금전적 부담감, 열악한 제도 현실

발전
성취욕 기술을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

변화 생활과 생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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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진지한 여가로서 드론교육 참여자의 계기

3.1.1 시작 계기

최초로 드론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참가자들은 새로운 시도에 의한 재미와 호기심을 나타냄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참여자들은 고가의 장비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조종할 때의 희열을 느끼기도 한다. 국가지원 드론 교육 프로그램은 비용에 

있어서도 자유로움을 느끼고 프로그램 계획을 통해 미래전망을 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비용이 좀 나가서... 드론이 보통 300만원인데 기체가 넘 비싸서 쉽게 접근을 못하죠. 제가 다루는 기

체는 좀 틀리고.. 워낙 고가라서 섬세한 조작이 필요하고 손가락 조작이 섬세해야 하고 생각보다 날리기 쉽지않고 카메라 달고 날리면 되

는줄 알았는데 넘 쉽지 않고 정말 섬세하고 날리다가 잘못날리면 그대로 추락하면 경비가 다 날라가고 제대로 연습하지 않으면 쉽지 않

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전 들어가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연습하는데 아무튼 쉽지 않다고 봐요.” (인터뷰대상자 A)

“원래 관심있던건 아닌데 드론교육을 한다는 플랜카드를 보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앞으로의 계획이 거창하게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

런거보고 마음이 확 와닿은 건 사실인데 따놔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육을 받아보니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생각이 들기

도 합니다. 자격증 따고 그 다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터뷰대상자 B)

“취미라기 보다는 비즈니스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고 그래서 취미로 했으면 작은 드론을 사서 했을텐데 그 친구통해서 앞으로 방향이 이

걸하는게 낫겠다해서 여기까지 오게되었어... (중략)... 전체적은 분위기는 잘 모르겠으나 놀거리가 없어서 그런거 같아요. 솔직히 제 나

이가 되면 집사람과의 관계? 집안에서의 역할, 위치가 애매하잖아요” (인터뷰대상자 C)

3.1.2 지속가능 계기

드론교육을 처음 경험할 때의 생소함이나 경계심이 없어지면서 재미와 흥미가 생기고 자신의 기술과 적성, 미래에 대한 생각

과 같은 다른 요소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지속적인 계기를 만들게 된다. 처음 드론을 작동하는 단순한 작업에서 벗어나 기술

을 발전시키는 욕구를 단계적으로 느끼게 된다. 이를 위해 자기주도적인 단계적 학습을 시도하는데 이러한 활동이 드론교육 활

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주요인이 된다. 연구 대상자들은 단지 즐거움과 재미, 흥미를 위해 드론기술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습 욕구로 인해 꾸준한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관련 자료를 시청한다던지 인터

넷이나 서적 등을 통해 학습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다. 

“재미있고 다른 기술에 비해서는 단시간에 할 수 있고 길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아직 별 특별한 기술이 없거든요. 새롭게 뭔가 

배우기는 어렵고 아직까지 드론은 시작단계니까 진입이 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제 성격에 힘들 수 도 있을 

거 같기도 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해서요.” (인터뷰대상자 B)

“저 같은 경우에는 교관까지 하려고 해요. 맛을 봐서 숙달이 되면 못할 이유가 없겠죠.” (인터뷰대상자 D)

3.2 진지한 여가로서 드론교육 참여자의 노력

드론교육에 대한 경험은 다른 활동보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진지한 여가 경험은 여가 시간이나 활동이 취미 

생활과 같은 단순한 의미보다는 여가 활동을 통해 자기발전 및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개인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Stebbins, 1992)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진지한 여가로서 드론 교육 참여자의 긍정적 경험과 기술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과정을 통해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자들은 드론 교육을 통한 활동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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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과 만족감을 경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연구 대상자들은 스스로 드론교육을 이용하여 기술을 구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제약된 환경 속에서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발견하면서 학습을 꾸준히 하고 싶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일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다른사람과 연계되서 많이 엉켜서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드론을 하면 그런 것도 없을 것 같고... 공보면 차

고싶듯이 드론을 보면 날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 같네요.” (인터뷰대상자 B) 

“생각대로 안되고 눈따로 손따로 다 따로따로 이니까... 그래도 현재는 학과시험을 준비하고 집에서는 손가락 익히는 중에 있어요. 재미

있어요. 남자들은 이런거 좋아하죠. 남자들은 이런거 비싼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중략)...일하면서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

게 주느니 내가 하는 성격? 그래서 자격증을 따는거 같아요. 보험 같은거...” (인터뷰대상자 C)

3.3 진지한 여가로서 드론교육 참여자의 제약

연구 대상자들은 드론교육 활동을 함에 있어서 금전적 제약을 경험한다. 금전적 제약은 드론교육이 다른 여가 활동에 비해 상

당히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데서 나오는 제약이다. 고가의 장비들이 연구 대상자들이 그것들을 소유하고 즐기기에는 경제적으

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다음으로 느끼는 제도적 제약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드론교육 환경이다. 

“고가의 취미가 되겠죠. 근데 저 교육용 드론은 초경량 비행기라고 보셔야 해요. 비싸요. 방제용드론은 1대에 1800만원 정도 해요. 차 한 

대 값이죠. 드론 사업에 대해 진입 장벽이 좀 힘들어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스키, 골프를 이야기 하면 돈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지금은 평범한 사람들도 하죠. 드론도 지금 고가이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 같아요” (인터뷰대상자 A)

“저는 교육비 부담이 있어서 추가교육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면허만 따려고 합니다... (중략)...수주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수주하는지... 

거기에 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알면 가서 해 볼 텐데.. 수요가 어떻게 있는지.. 그런 걸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사업자등

록을 내도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아직 드론사업에 대한 시장조사가 된 것이 구체적으로 나온게 없어서...” (인터

뷰대상자 B)

“교육비 정책에 대해서 아직 들어본 것은 없네요. 미국은 헬리콥터처럼 생긴거 타고 시장에도 가고 한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된다면 하늘

에서 떨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 드론주차장과 같은 문제들을 여러 가지로 정책하는 분들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있어

야 규제방안은 있는데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말은 들었는데 법규가 뭐지?라고 생각하죠. 겉으로만 보이는, 생각만하는 정책이 있어요. 예

를들면 퇴직하는 사람들 교육시켜서 다른데 취직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교육해서 취직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뭐라고 할까... 

취업연계하는 기관들에 대해 돈벌이 해주는 것 뿐이에요.” (인터뷰대상자 D)

3.4 진지한 여가로서 드론교육 참여자의 발전

진지한 여가로서 드론교육 참여자들은 지속적으로 드론교육 활동에 참여함 으로써 개인적 발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구대상자들은 드론교육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취미, 선호하는 역할, 인생의 가치 등의 자아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독특한 모습과 영역을 찾아가는 모습과 그 과정을 존중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즉, 교육 참여자들의 처

음 시작단계에서 보여줬던 자신이 속한 환경 속에서 다소 수동적 ‧ 의존적 자아는 점차적으로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자아로 변화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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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성취욕

연구 대상자들은 기계적 한계나 기술적 한계에 부딪혔을 때, 거기서 낙오하고 그 만두는 것이 아닌 더 욕심을 부리는 성취욕을 

느꼈다.

“작년에 제가 어느 기사에서 본거 같은데 드론 조종사를 소방소에서 특채로 뽑은 걸로 알아요. 그런걸 보니 잘 날리는 사람도 없고 운영

하는 전문적인 인력도 없고 며칠 전에 소방서에서 드론을 샀는데 자기네들도 비싼거 망가질까봐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전문적 운용인력

이 없어서요. 근데 제가 교수님한테 듣기로는 160여개 드론 관련 사업들이 있는데 소방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요. 정찰을 하고 인명

구조도 가능하고 영화에도 무수하게 날리는 걸로 알아요. 저는 가르치는 직업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인터뷰대상자 A) 

“저희는 조종자라고 합니다. 비행기모는 사람을 조종사라고 하구요. 그만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해요.” (인터뷰대상자 A)

3.4.2 변화

연구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기술에 대한 목표와 그것을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으로 인한 발전으로 나타났

다. 기술향상에 대한 목표는 이를 이루기 위해 생활습관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스스로 경쟁이 되어 

더 열심히 연습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Berlyne(1960)에 의하면 긴장이 전혀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심리적인 편안함을 

느 끼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태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유기체는 그런 권태를 벗어나기 위해 자극을 추구하게 된다. 이때 

유기체는 적절한 긴장을 유발할만한 잠 재력을 가진 자극에 가장 큰 매력을 느끼고 너무 적은 정도의 긴장 잠재력을 가진 자극이

나 과도한 수준의 긴장 잠재력을 가진 자극에 대해서는 매력을 느끼지 못한 다고 하였다. 이렇듯 연구 대상자들이 느끼는 경쟁심

은 적절한 긴장을 유발시켜 지 속적인 활동 참여로 연결된다.

“아무래도 술마시는 기회도 줄어드니 생활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밤에 공부를 해야 하면 아무래도 술은 좀 그렇죠. 어차피 이론 공

부도 해야 하고 부담되니까. 그 자체로 술은 현 시점에 대한 조금의 변화라고 보고 집에서도 좀 놀리지만 바깥에 나가는 회수도 줄고하

죠.. 와이프가 좋아하죠.” (인터뷰대상자 C)

4.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 남성들의 진지한 여가로서 드론교육 경험을 분석하여 다양한 요인들을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

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러한 시도는 중년 남성이라는 학습자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를 통해 드론교육 참여자들에게 진지한 여가의 

즐거움과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드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년 남성들의 진지

한 여가로서 드론교육 경험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 참여자들의 경험을 포함한 사회 ‧ 문화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

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경험에 대한 연구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미리 설정한 기준에 맞춰 이루어졌던 기존 양적연

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김병훈 ‧ 서광봉(2015)의 분석틀을 참고하였고 도출된 중년 남

성들의 진지한 여가로서의 드론교육 참여자의 경험을 계기, 노력, 인내, 발전의 4가지 범주로 나누고 하위범주의 개념으로 분석

하였다. 자료 수집은 4명의 연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여관찰이 함께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

는 분석틀을 바탕으로 하여 내용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제들을 약호화를 하고 의미 범주화와 개념화를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다.

진지한 여가로서 드론교육 참여자들은 시작의 계기와 지속가능 계기를 경험한다. 그 다음 노력의 단계로 진입을 하는데 신체적 

노력과 정신적 노력을 경험하게 된다. 신체적 노력으로는 활동감, 힘겨움을, 정신적 노력으로는 열정과 성취감을 경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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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그다음 인내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여기서 금전적 부담감과 열악한 한국의 드론교육 제도와 현실을 느끼게 된다. 이후 발

전의 단계로 진입하면서 기술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성취욕과 이를 위해 생활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겪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 중년 남성들이 드론 교육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취미, 선호하는 역할, 인생의 가치 등의 자아의 변화를 알 수 있었다. 이들은 

타인과 구별되는 나만의 독특한 모습과 영역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과정을 존중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즉, 교육 참

여자들의 처음 시작단계에서 보여줬던 자신이 속한 환경 속에서 다소 수동적 ‧ 의존적 자아는 점차적으로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자아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진지한 여가로서 드론교육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를 하기 위해 네러티브 연구방법을 사용했으며,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중년남성들이 진지한 여가 활동을 위해 드론교

육에 참가했던 진지한 여가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고 서광봉 ‧ 김병훈((2015)의 분석틀을 통해 교육 현상을 보려고 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이 분석틀에 대한 좀 더 세분화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중년 남성들의 진지한 여가경험 과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다양한 질적연구 방법을 통한 드론교육 참여자들의 진정한 여가 경험을 분석한다면 중

년 남성들의 드론 교육 현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드론교육 참여자들의 진지한 여가에 대한 경험은, 참여자의 계기, 노력, 인내, 발전으로 범주화되었

는데 4개의 요인에서 각각의 하위 요인이 도출되었다. 김병훈 ‧ 서광봉(2015)은 분석틀에서 진지한 여가의 요인에 대해 시작의 

계기, 지속가능 계기, 일상화의 계기, 활동감, 힘겨움, 자부심, 열정, 성취감, 두려움 극복, 단절, 갈등, 제약, 기다림, 경쟁심, 성취

욕을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일상화의 계기, 자부심, 두려움 극복, 단절 요인은 밝혀내지 못하였다는 연

구의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심도깊게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현장에서의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드론교육은 ‘안전’에 민감한 여가이므로 드론에 관련해서 안전실태조사와 안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교육 참여자들

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드론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드론은 특정한 공간이 필

요하며 비행 금지 및 통제구역이 있기 때문에 드론이 대중화가 되기에는 실제적으로 드론이 비행에 제약이 많이 따른다는 문제

점이 있다. 또한 드론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누구나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과 윤리의 문제가 개인의 몫으로 남겨질 수 있

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진다면 기술적 ‧ 제도적 ‧ 

정책적으로 환경의 제약을 받고 있는 한국의 드론 교육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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