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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는 문화 술 람이 자아존 감과 삶의만족도에어떠한 향을 미치는가에 해 살펴보고자하

다. 구체 으로는 문화 술 람이 자아존 감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 문화 술 람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자 하 으며, 자아존 감이 삶의 만족도에미치는 향을 규명하고자 하 다. 한,

문화 술 람이 자아존 감의 매개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 효과가 유의한가에 해 살펴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서울특별시, 구 역시, 부산 역시에 각 250부의 설문지를 배

포하여 할당 표본 추출을 실시하 다. 설문조사기간은 2018년 6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13일 동안 설문

조사를 실시하 고, 서울지역에서 224부 회수, 구지역에서 181부 회수, 부산지역에서 199부가 회수되어

체 60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분석결과, 문화 술 람을 많이 할수록자아존 감을 향상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고, 문화 술 람을 많이 할수록 삶의 만족도도 유의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

감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문화 술 람을 많이 할수록 자아존

감의 매개를 통해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간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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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culture and arts viewing 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To put it concretel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culture and arts viewing 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respectively. In addition, it

examines whether the indirect effect of culture and arts viewing on life satisfaction through the

mediation of self-esteem is significant.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quota

sampling was conducted by distributing 250 questionnaires in Seoul, Daegu and Busan

metropolitan cities, respectively.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13 days, from June 18 to 30,

2018. A total of 604 respons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since 224, 181 and 199 responses

were respectively collected from Seoul, Daegu and Busan.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collected

data showed that self-esteem increased with more culture and arts viewing and life satisfaction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more culture and arts viewing activities. The study results also

showed that life satisfaction increased with higher self-esteem.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indirect effect of increased culture and arts viewing on higher life satisfaction through the

mediation of self-esteem is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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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여가활동은 사회의 격한 경제성장으로 국민들의

경제 여유가생기면서개인의사회 혹은문화 욕

구를충족시키는 요한생활의일부분이되었다[1].

인들은 여가활동에 참여하여 건강 증진과 스트 스

해소, 심리 · 사회 향상 등을 도모하며, 국민의 여

가생활 트 드는 생활 속 재충 새로운 에 지 생

산을목표로한다[2]. 이러한여가활동은인간의삶에서

더 큰 향을미치게되었고, 삶의 주요한 부분으

로 여겨지게 되었다[3].

여가시간의 증 를 해 2014년 9월부터 ‘ 체휴일

제’가 시행되었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한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근로자의 여가활동이 증 되었

다. 삶의 질이란 개인의 생활을 하는 요한 사회

조건이다. 여가활동에지속 으로참여한사람은신

체 , 심리 으로더건강한생활을할수있고, 삶의만

족수 을 높일 수 있다[4].

여가활동에 한 정의들을 정리해보면, 여가는 노동

의 반 개념으로 일상에서 얻는 스트 스나 갈등으로

부터 벗어나 에 지를 되찾고 삶의 질을 높이며, 즐거

움을 얻을수 있는휴식활동이다[5]. 뿐만 아니라, 사회

으로공동의가치를여기는집단을형성하고, 구성원

에게 그 집단에 소속감이나 일체감을 가지게 한다. 이

를 통해 개인은 사회의 일원임을 느끼게 되고, 사회생

활을하며발생하는여러가지문제를 방하거나해소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여가활동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문화

술활동이라할수있다. 문화 술진흥법에의하면, 문화

술은 응용미술을 포함하는 미술, 문학, 음악과 무용,

연극, 화, 사진, 건축, 국악, 어문, 출 만화로규정

된다[6]. 문화체육 부에서는문화 술활동을문화

술 람활동과 문화 술 참여활동으로 분류하여 국민

들의 여가활동 유형을 조사하고있다[7]. 문화 술활동

은 개인과 사회의 문화 성숙을 이루고, 국민들의 풍

요로운 삶의 목 에 기여한다[8]. McCarty(2004)는 문

화 술활동경험은타인을이해하게하고다른그룹

는 계층에 한 이해를 높이기 때문에 사회 소통의

기 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요하다고 주장하

다[9]. 한, 김소정(2017)은 문화 술활동은 복합

이면서 풍부한 감각 인 자극을 발하여 뇌의 추신

경계를 활성화하고,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며 스트 스

와 정서 치유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10]. 장보민(2014)의 연구에서는 문화 술활동이 교육

생들의 자아발견 자아존 감을 향상시키고 정

사고형성에도 정 인 효과를 보인다고 하 다[11].

노인들의문화생활에 한연구에서도문화 술활동은

ㆍ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노인의 우

울과 자살을 방할 수 있다고 하 고[5], 노인들의 우

울증을 감소시키고 자아존 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도출되고 있다[12-15].

문화 술 람과 자아존 감, 삶의 만족도 간의 향

계를 다루는 비슷한 연구들은 많지만, 본 연구는 여

러 가지의 문화 술 람에의해 자아존 감과 삶의 만

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자아존 감이 삶

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 계와 함께 문화 술 람이

자아존 감의 매개를 통해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

효과등을살펴보고자하 다. 하나의문화 술측면의

경험을 통한 자아존 감과 삶의 만족도의 향 계를

다루거나, 특정 체험 로그램을 이용한 자아존 감의

변화와삶의만족도간의 계를설명하는연구는많이

진행되어왔지만, 여러가지문화 술 람을다루고있

는연구는많지않은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는한가

지문화 술분야가아닌여러문화 술측면의트 드

를 악하고자아존 감 삶의만족도와의 계를규

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구체 인연구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 술

람이자아존 감에미치는 향을살펴본다. 둘째, 문화

술 람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자아존 감이삶의만족도에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문화 술 람이 자아존 감의

매개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간 효과를 살펴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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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 

1. 람

문화체육 부에서는 여가활동의 유형을 조사하는

보고서에서문화 술활동을문화 술 람활동과문화

술참여 활동으로 분류하 다. 문화 술 람 활동이

란교양을함양하기 해문화 술공연을 람하는행

동을 의미하고, 문화 술참여활동이란 공연이나 창작

활동, 미술등의체험 등과 같이 극 인 참여 행동으

로 정의된다[7]. 문화 술활동은 삶의 질을향상시키고

자하는 국가의 목표달성에 필수 가치라고 할 수 있

고, 문화소비를 통해 삶의질을높이는정책은이미 여

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화 람, 공연 람, 음악

회, 시회등과같은 람활동을 통해정서 , 인지 ,

감성 만족감을얻을 수 있고, 이는 삶의 만족감을 높

이는데 정 인 역할을 하게 된다[16][17].

문화 술 람은 지식문화사회에서 창의 인 문제해

결능력을 길러주고, 술활동을 통한 다방면의 창의력

개발은 계속되는 환경변화 속에서 성공 으로 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게 된다[18]. 한, 사회 갈등

의 해소와 문화 차이에 한 이해, 문화 사이에 수평

인 계맺기에도도움이된다. 이러한문화 술활동

의 효과는 변하는 사회에서 지역 간의 차이와 갈등,

세 간의 갈등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능동

인 처가가능한상호 계 인능력을높이는데

정 인 역할을 한다[19].

문화 술 람은 청소년들에게는 복합 이면서 풍부

한자극을 발하여뇌의 추신경계를활성화하고, 스

트 스와정서 치유에도 정 인역할을하며, 정서

치유를통해청소년이심리 안정감을가지고건강

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10]. 한 문

화 술 람을통해성인이되었을때각자의삶의질을

높이는 힘을 기를 수 있다.

박미 (2008)은 년여성의 여가활동 참여정도가 자

아존 감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20], 이

재연(2014)은 년여성의한국무용공연참여가자아존

감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21]. 방

미(2012)는 집단미술치료 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

동의 자아존 감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밝혔고[22], 양

보람(2011)은 등학교고학년학생의계발활동무용수

업 참여정도가 자아존 감에 정 인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23]. 이인숙(2008)은 음악치료 로

그램의 용이 학습부진아의 자신감과 자아존 감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24].

최 묵(2008)은 문화 술교육이 문화복지로서 삶의

질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고[25], 하미

경 · 윤동열(2013)은 문화 술학습활동이 삶의 만족도

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

하 다[26]. 송병식(2014)은 자치회 문화 술 로그

램이주민의삶의질에 정 인 향을미친다고밝혔

다[27].

2. 감

자아존 감은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

는가에 한개념으로평가와존 의의미를동시에가

진다. 자아의 개념은 자신의 신체 특징과 개인 특

성, 가치 , 역할, 사회 신분과같은요인을포함하며,

내가 구인지, 내가무엇인지를알아가는것을의미한

다[28]. 한 자아존 감은자아에 한 정 는부

정 태도라고 정의되고 있고[29], 개인이 자신을 평가

하는것으로자신에 해수용하거나거부하는것을의

미한다[30].

문화 술활동은 정 인 경험으로 작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취감을 느끼도록 만들고 정 이미지

를 떠올리도록 도와 감정을 배출하면서 자아존 감을

향상시키게 된다[31]. 최소림(2006)의 집단음악치료 연

구에서도문화 술활동이장애청소년들의자아존 감

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밝혔고[32], 지명원ㆍ조태

(2012)의 연구에서도청소년을 상으로한문화 술활

동에 한 만족이 자아존 감과 삶의 질을 정 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하 다[33]. 김혜수(2014)는 학

생의자아존 감과 삶의 만족도 간에 유의미한 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34]. 김 종(2018)은 술인 견지

원 사업 참여 술인의 직무만족감과 자아존 감이 삶

의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고

[35], 박혜미(2012)는 직장인의자아존 감과삶의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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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이에는 유의한 정(+)의 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밝혔다[36]. 권한경(2011)은 년여성의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밝혔으며

[37], 원경혜(2016)의 연구에서는 은퇴자의 자아존 감

이삶의만족도에정(+) 으로유의한 향을미친다는

결과를확인할수있었다[38]. 최태을(2017)은 도시지역

베이비붐세 의자아존 감이높을수록삶의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39]. 이설림

(2015)은 노인의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연구결과를제시하 고[40], 김양순(2003)은 노

인의 자아존 감과 삶의 질이 정 인 상 계를 나타

낸다는 결과를 제시하 으며[41], 김 길(2008)의 연구

에서는 노인의 문화 술활동이 개인의 자아존 감과

생활 만족감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42].

하유진(2007)의연구에서는자아존 감 내외통제

성이 심리 안녕감에 정 인 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3]. 양명순(2007)의 연구에서는 자아존 감

과자아존 감안정성이모두높은집단이우울이가장

낮은것으로나타났고, 자아존 감이낮은집단이심리

안녕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44]. 고등학생

의 자아존 감이 스트 스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에서는 높은 자아존 감은 개인에게 정 인 향을

끼쳐 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45].

이주 (2018)은 등학생의 자아존 감이 다문화 수

용성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하 으며, 자아존 감

은다문화수용성에유의미한 향을미치는것으로나

타났다[46]. 등학생의자아존 감이사회성과학업성

취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는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7]. 박윤진

(2011)의 연구에서는 등학생의자아존 감수 이높

을수록 인 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48], 박지연(2008)은 자아존 감의 7개 하 역

에서 6개의 하 역이 인 계와 유의미한상 계

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49].

3. 삶  만 도

삶의만족은개인이 재자신의지 나활동에가지

는 만족감이다[50].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삶의 질

에 한 개념은 단순히 생존이나 생명의 연장과 같은

보다는개인이직 느끼는주 인삶에 한

이 일반 이다[51]. 삶의 만족도에 향을 주는 개인

인 요인은 성별, 연령, 결혼과 직업, 종교, 건강과 소

득이 있고, 환경 요인으로는 인간 계, 가족 계, 사

회활동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26].

권한경(2011)은 년여성의 생활 만족도가 자아존

감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37]. 서혜

정(2014)의 연구에서도 문화 술활동을 통하여 여가만

족, 직무만족, 생활만족이 향상됨을 확인하 다[2].

세아(2014)는 노인의 여가문화활동은 자아존 감과 자

아정체성을형성하고, 삶의질과만족도와도 한

련이있다고하 고[52], 유 우(2014)의 연구에서는

ㆍ고령자의 , 여행, 화 람, 공연 람 등의 문화

술 람활동이 많을수록 삶의 질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 다[5]. 정명숙ㆍ강성임(2010)의 연구에서

는 장애인의 자아존 감과사회 지지가 삶의 질과 만

족도를 높이는데 정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

다[53].

조성자(2012)는 노년기의스트 스와삶의만족도간

의 계에 해살펴보았으며, 우울과스트 스가삶의

만족도를 하시키는사회심리 요인임을밝혔다[54].

최은화(2018)의 연구에서는 학생의 자기불일치가 삶

의 만족에 미치는 향에서 마음챙김 수 이 높을 때

삶의 만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55]. 강윤아(2018)

는 부모 자녀의 삶의 만족도가 학교 응에 미치는

인과 계를 분석하여 부모와 자녀의 삶의 만족도가 높

을수록 학교생활에 한 응도 상 으로 높아진다

는 결과를 도출하 다[56]. 김응경(2013)의 연구에서는

가족 타인의지지로구성된사회 지지가사회복지

사의삶의만족도향상에유의미한 향을미치는것으

로 나타났다[57].

Ⅲ. 연

1. 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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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문화 술 람 활동이 자아존 감과

삶의 만족도에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 다. 이를 해문화 술분야의연구, 자아존 감과

삶의만족도간의 계에 한선행연구를고찰하여다

음과 같은 연구모형 가설을 설정하 다.

람

감

삶
만 도

H1

H2

H3

그림 1. 연

본 연구에서는 이론 고찰의 과정을 통하여 개념들

간의 향 계를 고찰하 고, 개념들간의 향 계를

살펴보기 하여다음과같은 가설을설정하게되었다.

문화 술 람과 자아존 감 간에 유의한 향 계가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33], 문화 술 람과 삶의 만족

도 간의 유의한 향 계가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들

[2][5][33], 자아존 감과 삶의 만족도 간의 향 계가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들[33][53]을 토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문화 술 람은 자아존 감에 유의한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문화 술 람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자아존 감은삶의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문화 술 람이 자아존 감의 매개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 효과는 유의할 것

이다.

2. 연 상  료 집 

본연구는비확률표본추출방법 할당표본추출방법

을 이용하여 서울특별시, 구 역시, 부산 역시에각

230부의설문지를할당 배포하여 편의표본추출을실시

하 다. 설문조사는 2018년 6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13일 동안설문조사를실시하 고, 다양한연령 의조

사를 하여고등학교, 학교, 회사, 백화 마트문

화센터 등의 기 에 조사원을 견하여 설문조사를 실

시하 다. 조사원을 견하기 에 각 기 에 연락을

취하여 설문조사에 한 목 을 설명한 후 설문조사에

응하겠다는답변을받은후조사원을 견하 다. 설문

조사는 자기기입식 방법에 의해 응답을 받았다. 최

각 지역별로 230부를 배포하여 체 690부를 배포하

고, 서울지역에서는 224부가 회수(회수율 89.6%)되었

고, 구지역에서는 181부가회수(회수율 72.4%)되었으

며, 부산지역에서는 199부가 회수(회수율 79.6%)되었

다. 따라서 체 60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3. 지    

3.1 지  

본 연구의 가설을 규명하기 하여 [표 1]과 같이 설

문지를 구성하 다. 문화 술 람은 문화체육 부

(2016)의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사용했던 문화

술 람 항목 8가지를 사용하여 람빈도에 따라 리

커트 5 척도로 조사를 실시하 고[7], 자아존 감은

선행연구[29][58][59]를 바탕으로 10개 항목을리커트 5

척도로구성하 다. 삶의만족도는선행연구[60][61]

를 바탕으로 5개 항목으로 구성하 고, 리커트 5 척

도로구성하 다. 본 연구에서수집한자료의통계처리

는 데이터 코딩과 크리닝 과정을 거쳐 SPSS 로그램

과 AMOS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표 1. 지  

변수구분 문항수 련연구 측정방법

람 8 체 (2016)

리커트 5  
척도

감 10
Rosenberg(1965), 

병 (1974), 주(2014)

삶  만 도 5
Diner et al.(1985), 

원남(2016)

통계학
특

6
별, 연 , 거주지역, 학 , 

직업, 월
목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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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1. 답  통계학 특

표본의인구통계학 특성을살펴보기 한빈도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결측치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이

56.8%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 는 20 가

21.7%로 가장많았고, 학력은 문 재학 졸업자가

38.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학생이

35.2%로 가장 많았고, 문직이 15.5%, 회사원이

12.2%, 주부가 11.1%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월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35.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거주지역은 서울지역이 37.1%, 구지역이

30.0%, 부산지역이 32.9%로 각각 나타났다.

표 2. 답  통계학 특                  (N=604)

구분 항목 n %

별
남 259 43.2

여 341 56.8

연

20 미만 128 21.5

20 129 21.7

30 113 19.0

40 102 17.1

50 84 14.1

60 상 39 6.6

학

고 하 177 30.7

재학/ 업 224 38.9

4 학 재학/ 업 145 25.2

학원재학 상 30 5.2

직업

사원 72 12.2

직 91 15.5

공 원 23 3.9

직원 14 2.4

업 59 10.0

비 직 26 4.4

주 65 11.1

학생 207 35.2

타 31 5.3

월

100만원미만 189 35.3

100-200만원미만 83 15.5

200-300만원미만 76 14.2

300-400만원미만 59 11.0

400-500만원미만 51 9.5

거주
지역

울 224 37.1

181 30.0

산 199 32.9

결측치는 에  었

2. 신뢰   타당  검

2.1 탐색

요인의 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방식을 사용하 고,

회 방법은 직각회 방법 하나인 Varimax방식을

사용하 다. 요인을 추출하는 기 인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경우 요인으로 도출하 다. 요인

재 값은 .40미만이거나, 단일 차원성을 해하는 교차

재되는 항목은 삭제하 다.

표 3. 연 개 들  탐색   결과

요인 명(Cronbach’s  )
변수

요인
재량

고유치
분산
설명력

람(.893)

4.362 22.960

2. 람 람 .810

3. 연주 람(클래식/ 라 등) .807

4. 통 공연 람( /민  등) .795

6. 용공연 람 .793

1. 시 람(미 /사진/건 /  등) .762

5. 연극공연 람 (연극/ 지컬 등) .756

8. 연 공연 람 (쇼/ 트/마  쇼 등) .678

감(.885)

4.223 22.226

2. 나 신에 해 랑할 것  다.  .748

1. 내가 다  사람들처럼 가치 는 사람 라 생
각한다. 

.739

10. 내가  사람 라고 생각한다. .733

9. 내 신  쓸  는 사람 라고 생각한다.  .727

4.  사람들과 같    할 가 다. .721

6. 내 신에 하여  태도  가지고 
다. 

.698

5. 나 신에 해 랑할 것  다.  .646

삶 만 도(.877)

3.340 17.579

5. 다시 삶  산다고 해도 지 처럼 살고 싶다. .787

4. 지 지 내가 원하는 것들  많  루어 다. .768

3. 재  나  삶에 해 만 한다. .759

1. 내삶  체  상 라 생각하는 삶과 가
다. 

.699

2. 내삶  여러 상 과 건들   것 같다.  .697

누 산 =62.765, KMO=.925, Bartlett’s =6220.440***

*** p<.001

스트 스에 한 11개 항목에 해 탐색 요인분석

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결과, 문

화 술 람요인의 ‘7. 화 람’의 요인 재량이 0.4 미

만으로나타나제거되었고, 교차 재되어단일차원성

을 해하는 자아존 감의 3개 항목(‘나는 체 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나는 내 자신에 하

여 체로 만족한다‘, ’나는 내 자신을 존경한다‘)은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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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되었다. 이스의수와변수의수가 한가를살펴

보는척도인 KMO는 .925으로 하게나타났고, 변수

들 간의 계가 상 행렬인지 단 행렬인지를 살펴보

는 Bartlett의 구형성검정은유의한것으로나타나단

행렬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최종분석에 사용

할 데이터가 요인분석에 합한 자료임을 알 수 있었

다. 분산설명력은 62.765%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문화 술 람은 7개 항목이 재되었

고, 신뢰도는 0.893으로 높은 수 을 보 고, 자아존

감은 7개항목이 재되었고, 신뢰도는 0.885의높은수

을보 다. 한, 삶의만족도는 5개항목이 재되었

고, 신뢰도는 0.877의 높은 수 을 보 다.

2.2 

탐색 요인분석을 통하여 정제된 개념들의 신뢰성

타당성의 수 을 높이기 하여 좀 더 엄격한 기

의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시

행하 다. 샘 사이즈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개 표본

수가 200 이스를 넘으면, 의 통계량은유의하게 나

타나는경향이있다. 따라서참고지표로사용하고, 검정

통계량으로는 용하지않도록권장하고있다. 그 안

으로 /df(Q-value)를 사용하며, 3.0이하면 수용할만

한 수 이며, 2.0이면 매우 합함을 나타낸다[62-64].

확인 요인분석과정에서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이용하여 합도를 해하는 2개 항목(자아존 감 1,

삶의만족도 5)은 제거되었다. 이후 수정된연구모형의

합도는 =318.110, df=116, p= .000, /df=2.742,

RMR=.033, GFI=.942, AGFI=.923, NFI=.941, CFI=.962,

RMSEA=.054, TLI=.955로 매우 합한수 을보 다.

3개 요인의 재치는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났고, C.R

값은 모두 2.58 이상으로 나타나 0.01의 수 에서 유의

한것으로나타났다. 한, 개념신뢰도(CR)와 분산추출

지수(AVE)는 모두 기 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개념에 한 신뢰도와 기 타당성 내용

타당성은 확보되었다.

표 4. 결과

factor variable S. loadings S.E. C.R. CR1) AVE2)

람

C1 .735 - -3)

.924 .636

C2 .777 .057 18.651

C3 .809 .063 19.440

C4 .759 .050 18.210

C5 .744 .071 17.820

C6 .752 .061 18.021

C8 .626 .064 14.905

 
감

S2 .667 - -

.865 .518

S4 .667 .071 14.463

S5 .733 .072 15.689

S6 .787 .074 16.624

S9 .753 .073 16.043

S10 .726 .072 15.564

삶  
만 도

L1 .761 - -

.859 .604
L2 .787 .052 19.273

L3 .824 .055 20.209

L4 .757 .055 18.472

=318.110, df=116, p= .000, /df=2.742, RMR=.033, 
GFI=.942, AGFI=.923, NFI=.941, CFI=.962, RMSEA=.054, 
TLI=.955

1) 개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2) 산 지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3)  시 1  고  값
4) ***p<.001

2.3 개 들 간  상 계   별타당

개념들 간의 방향성과 상 계를 살펴보기 하여

이 변량 상 계분석을실시하 다. 한, 평균분산추

출지수와 상 계수의 제곱을 비교하여 별타당성의

확보여부를살펴보고자하 다. 먼 개념들간의방향

성과 상 계 분석결과를 살펴본 결과는 하삼각행렬

에 제시하 다. 문화 술 람은 자아존 감과 0.298의

상 계를 보 고, 삶의 만족도와는 0.315의 상 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아존 감과 삶의 만

족도 간에는 0.679의 높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별타당성을살펴보기 하여좀더엄격

한검증기 인상 계수의제곱과평균분산추출지수를

비교 하는 방법으로 살펴보고자 하 다[65]. 분산추출

지수 값 문화 술 람의 값이 0.636으로 가장 높고,

상 계수제곱값 가장높은값이 0.461 이므로 별

타당성은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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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개 들 간  상 계   별타당  검

문화 술 람 자아존 감 삶의만족도

람 .636 .088 .099

 감 .298** .518 .461

삶  만 도 .315** .679** .604

1) 하삼각행 : r
2) 상삼각행 : r2
3) 각 행 : AVE

4) **p<.01

3. 가 검

본 연구는 개념들 간의 인과 계를 규명하기 하여

설계된연구모형을검증하고자구조방정식분석을통하

여 분석을 실시하 다. 모형의 합도는 =318.110,

df=116, p= .000, /df=2.742, RMR=.033, GFI=.942,

AGFI=.923, NFI=.941, CFI=.962, RMSEA=.054,

TLI=.955 반 으로 개념들 간의 인과 계를 규명하

는데 합한수 으로나타났다. 가설검정결과는다음

과 같다.

 합도: =318.110, df=116, p= .000, /df=2.742, 
RMR=.033, GFI=.942, AGFI=.923, NFI=.941, CFI=.962, 
RMSEA=.054, TLI=.955

그림 2. 연  결과

가설 1, 문화 술 람은 자아존 감에 유의한 정(+)

의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문화 술 람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아존 감이 높아진다는 것이

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가설 2 문화 술 람

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

로나타났다. 즉, 문화 술 람을많이하는사람일수록

삶의만족도가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

었다. 가설 3, 자아존 감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 감

의 수 이 높아지면, 삶의 만족도 수 이 높아지게 된

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표 6. 연  검 결과

가설 경로 β
t값
(C.R.)

검정
결과

H1 람 → 감 .324 6.746*** 채택

H2 람 → 삶 만 도 .104 13.331*** 채택

H3 감 → 삶 만 도 .755 2.867** 채택

=318.110, df=116, p= .000, /df=2.742, RMR=.033, 
GFI=.942, AGFI=.923, NFI=.941, CFI=.962, RMSEA=.054, 
TLI=.955

가설, 4, 문화 술 람은 자아존 감의 매개를 통해

삶의만족도에간 으로도유의한정(+)의 향을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 술 람을 많이 하면,

자아존 감이 높아지고, 자아존 감이 높아지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직 인 개념들 간의 계 뿐만

아니라, 간 으로도 향을미친다는것이다. 따라서

가설 4는 채택되었다.

표 7. 람  삶  만 도에 미치는 간 과

가설 경로 β p
검정
결과

H4 람 → 삶 만 도 .245 .003** 채택

=318.110, df=116, p= .000, /df=2.742, RMR=.033, 
GFI=.942, AGFI=.923, NFI=.941, CFI=.962, RMSEA=.054, 
TLI=.955

Ⅴ. 결   시사

본 연구는 문화 술 람이 자아존 감과 삶의 만족

도에어떠한 향을미치는지규명하고자하 다. 연구

결론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 술 람을많이하는사람일수록자아존

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술 람 활동

을 통하여 정 경험을 하게 되고, 성취감 정

감정을가지게되며, 부정 인생각과감정들은배출되

어 자아존 감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31]와 문화 술

활동이자아존 감을향상시킨다는연구결과를제시한

선행연구[32][33][42]의 결과를 지지한다. 부분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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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에서는 람보다는 ‘집단음악치료’, ‘무용치료’ 등

과 같은 활동 문화 술활동이 자아존 감을 향상시

킨다는 결과를 제시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람만으

로도 자아존 감이 향상된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

한, 한가지의문화 술활동이아닌여러가지문화 술

활동들이 반 으로 자아존 감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결과는 정부의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국민

들의 자아존 감을 향상시키는 문화 술 람 분야의

지원과 발 을 도모하는 정책들이 지속 으로 반 되

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문화 술 람을많이하는사람일수록삶의만

족도가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여가문화활동

이노인들의삶의만족도와 한 련이있다고주장

한선행연구[2][5], 공연 람등의여가활동이많을수록

, 고령자의삶의질이증가한다는연구결과를제시한

유 우(201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5]. 삶의 만족은

단순히 생존이나 생명 연장의 보다는 개개인이 직

느끼는 주 , 개인 삶에 한 에서 나타날

수있고, 이는성별, 연령, 결혼과 직업, 종교등에의한

향을 받는다. 수많은 변수들에 의해 삶의 만족은 형

성되는데, 그 문화 술활동이분명유의미한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 술활동이 노인, 청소년, 장애

인, 주부등다양한특성의사람들의삶의질에모두

정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이 지속 으로 연구

되고 있다[5][32][33][42][52].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체육 부(2016)에서 제시했던 ‘2016 국민여가활동조

사’에 의하면, 국민들이 여가활동으로 문화 술 람

체험활동을 하는 비 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7]. 특히, 문화 술체험의 비 은 여가활동 항목들

가장 낮은 수 을 보이고 있다. 즉 국민들은 문화 술

체험 등의 여가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

면, 문화 술 람 활동의 비 은 체험에 비해 다소 높

은비 을보 다. 따라서문화 술 람도삶의만족도

를향상시키는데유의한 향을미친다는본연구의결

과를 토 로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해

문화 술 람을 조 더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일상

생활에서 할수있는공원, 도서 , 공서등에서더

욱 많은 공연을 정책 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서

비스기업들은 다양한 메세나 활동 등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근할수있는문화 술 람의장을만들어소비

자의삶의 질향상에 기여하고 기업이미지를 정 으

로 발 시키는 효과도 얻기를 기 한다.

셋째, 자아존 감의수 이높아지면, 삶의만족도수

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연구결과는자

아존 감과삶의만족도간에 정 계가있음을밝

힌 선행연구들[42][52][53]의 결과를 지지한다. 정

자아를가진사람은부정 자아를가진사람보다매사

에 자신감이 높고, 에 지는 늘 발 방향으로 향하

고 있으며, 추진력이 높다. 이러한 자아존 감은 다른

사람들과의 계를 통해 정 는 부정 으로 형성

되거나, 개인이 속한환경, 가치 , 개인 성격에의해

다르게형성될수있다. 사람들마다다른형태, 다른수

의자아존 감을형성하고있지만, 요한것은자아

존 감이향상되면, 삶의만족도가향상된다는것은변

하지않는다는것이다. 자아존 감의형성에 정 역

할을 하는 요인들은 시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같은 환경의 같은 상으로 자아존 감과 삶

의 만족도의 계를 연구했다고 해도 지역별, 환경별,

연구시 별로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즉 지속 인

연구를 통해 시간에 의해 변화하는자아존 감과 삶의

만족도간의 향 계를연구해야할것이다. 한, 국민

들의삶의만족도수 을높이기 해정부차원에서자

아존 감 형성에 정 인 역할을 하는 원인변수들에

한 연구들을 진행하여 국민을 한 복지 정책 도

시환경 조성부분에 용한다면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

는 매우 개선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문화 술 람을 많이 하면 자아존 감이 높아

지고, 자아존 감이 높아지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는 각 개념들 간의 직 인 계뿐만 아니라, 자아존

감을 매개로 문화 술이 삶의 만족도에 간 으로

도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문화 술활동

이자아존 감에유의한정(+)의 향을미친다는선행

연구[32][33][42]와 문화 술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5][32][33][42][52],

자아존 감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42][52][53]들을 지지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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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술 람이 자아존 감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

키고, 자아존 감의매개를통해간 으로도삶의만

족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밝혔다. 문화 술체험은 문

화 술 람에 비해 자아존 감 삶의만족도를 향상

시키는 정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상된다. 하지만, 문

화체육 부(2016)에서제시하는국민여가생활에서는

국민들의여가생활에서문화 술체험이차지하는비

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7], 8가지 람 항목

에서도 화 람의비 은높지만, 시회 람, 박물

람, 음악연주회, 통 술공연, 연극공연, 무용공

연, 연 공연 등의 비 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 술이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에게 익숙하

지 않은 독특한 경험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 술 람 활동이 자아존 감과 삶

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 이라는 연구결과를

고려해볼 때 문화 술 련 로그램들에 지속 인

심을 가지고, 한 시행 방법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한, 문화 술활동에서 문화 술 체험의 비 을 높이

는 것도 매우의미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먼 근성

이높고진입장벽이낮은문화 술 람 로그램을확

하여 국민들에게 문화 술이 익숙해지는 시 에 문

화 술체험의비 을높여가는것도매우효과 일것

이다.

본 연구는 문화 술 람활동과 자아존 감 삶의

만족도간의 계를밝히고자노력하 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몇 가지 한계 이존재하여 향후

연구를 한제언을하고자한다. 첫째, 본 연구는지역

한계가 있다. 서울, 구, 부산의 3개 지역만을 상

으로 하 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기울

여야 할것이다. 따라서향후연구에서는더 넓은 지역

을 고려하여 확률 표본추출 방법으로설문조사를 진

행해야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 설계를

진행하 다는한계를가진다. 이는시간 흐름에따라

서문화 술활동의 요성은다르게인식될것인데, 연

구가 진행된 시 으로 이해를 해야 할것이다. 향후 연

구에서는이러한 한계 을 보완하기 하여 종단 연

구 설계를 고려하기를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문화 술활동에서 문화 술 람의 측면만을 고려하

다. 이는문화체육 부(2016)가 제시한 2016국민여가

활동조사에서문화 술 람활동이체험활동보다

히 많았고, 체험활동의 비 이 무 낮았기 때문이다

[7]. 따라서향후연구에서는 람활동과체험활동을함

께 고려하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욱 유의미한 연구결

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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