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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연구는 라인 스에 참여하고 있는 ·노년 여성들의 여가만족이 자아존 감  삶의 질에 어떤 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이들의 인과 계 규명을 통해 ·노년 여성들의 여가만족을 한 라인 스 참여 

필요성을 확인하는데 그 목 을 두었다. 이를 해 3개월 이상 라인 스에 참여한 40세 이상의 여성을 모집

단으로 하 으며, 유의표집방법을 통해 총 229명으로부터 설문지를 받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라인 스 참여특성에 따른 여가만족의 차이에서 2시간 참여 시 여가만족이 높았다. 둘째, 라인 스 참여 

·노년 여성의 여가만족  건강요인은 자아존 감에 향을 미쳤다. 셋째, 여가만족  건강요인은 삶의 

질의 하 변인인 일상생활만족, 심리 만족, 주 환경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여가만

족의 건강요인이 자아존 감과 삶의 질에 직  향을 미치며, 매개변인인 자아존 감도 삶의 질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가만족, 자아존 감, 삶의 질 간에는 인과  계가 성립함을 의미한

다. 즉, ·노년 여성들이 라인 스에 참여함으로써 느끼는 여가만족은 삶의 질에 직  향을 주고, 여가

만족으로 인한 자아존 감 상승을 통해서도 삶의 질을 더욱 높여 다고 할 수 있다. 

■ 중심어 :∣중·노년 여성∣라인댄스∣여가만족∣자아존중감∣삶의 질∣ 

Abstract

This research focuses on analyzing how leisure satisfaction of line dance participating 

middle-aged and old women impacts on self esteem and quality of life. By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factors, benefit of line dancing by middle-aged and old women will 

be confirmed.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group participating in 2 hour class 

of line dancing had highest leisure satisfaction. Secondly, in analyzing the effect of leisure 

satisfaction on self-esteem, health factor was the only sub-factor of leisure satisfaction to impact 

self-esteem. Thirdly, in analyzing the effect of leisure satisfaction on quality of life, health factor 

was the only sub-factor of leisure satisfaction to have effect on quality of life sub-factors, such 

as daily life satisfaction, emotional satisfaction, and environmental satisfaction. Fourthly, 

self-esteem also directly affects quality of life. Since health factor of leisure satisfaction directly 

affected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a causal relationship can be seen between the three 

variables: leisur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lif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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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 사회는 6.25 쟁 후 일시 으로 많이 태어

났던 베이비부머 세 의 ·노년 진입으로 인해 ·노

년 여성들이 속이 증 되면서 이들의 건강과 삶의 질

에 한 사회  심도 높아지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

 여성들의 성장과정은 체로 유교사상의 향을 받

아 자신의 삶 보다는 가정을 먼 , 결혼 후에는 남편 내

조와 자녀 교육 그리고 시  식구들과 융화를 해 희

생 인 삶을 살았으며, 년에 들어서는 가정 으로 사

회 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가족의 행복이 자

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여성이 년기에 이르러 자

녀들이 성장하고 가족의 역할 계가 변화되면서 지

까지의 생활방식에 회의감이 생기고 그동안 추구해 왔

던 삶의 가치에 한 의미를 상실하는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한 폐경과 같은 신체변화로 인해 체력이 

히 떨어지고, 갱년기의 호르몬 변화와 신체 , 심리  

혼란, 노화의 가속화로 만성 성인질환의 발생 가능성도 

증 되며, 외부활동이나 신체활동에 제한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신체활동이 속히 떨어질 경우 근력, 균

형감, 유연성 등을 감소시켜 낙상에 따른 골   뇌손

상을 래할 수도 있다[1][2]. 이처럼 ·노년의 체력

하와 성인질환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한 원인이 

되고 있어, ·노년 여성의 신체건강을 한 여가활동

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 ·노년 여성들에게 신체

건강을 한 운동으로 수 , 에어로빅, 헬스 등이 권장

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즐거움이 수반되는 라인 스가 

·노년 여성들의 여가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라인 스는 문무용수에 의해 고도의 테크닉이 어

우러진 술 목 의 순수무용과는 달리 일반인들이 쉽

게 참여하여 즐기면서 스트 스를 해소할 수 있는 생활

무용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자연

스러운 ‘걷기’ 움직임을 바탕으로 건강유지를 한 

한 수 의 운동 강도와 운동량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신운동으로 몸의 건강과 근력을 강화하고, 단조로운 

생활에서 오는 권태감이나 지루함을 즐거운 신체활동

으로 승화시키는 매개 역할을 한다. 셋째, 경쾌한 음악

에 맞추어 간단하고 반복 인 동작의 춤을 통해 유연한 

신체를 형성하며, 심리 으로 안정감을 느끼면서 건강

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라인 스는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의 장을 마련해 주고 있어 타

인과의 경쟁과 동 계 등을 인식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진 으로 개인 삶의 양식에 향을 미쳐 사회

 참여를 진시키게 된다[3-5].

이 처럼 라인 스는 동작이 비교  쉽고 재미가 있어  

·노년 여성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며, 만족스러운 

여가활동과 건강한 사회생활을 즐길 수 있는 통로로써 

그 요성이 커지고 있다. 여가활동이란 노동과 달리 

강제 인 의무감과 통제가 없는 자유 활동으로 자신의 

환경에서 자기 의지와 선택을 통해 특정한 행동을 선택

하고 실행함으로써 자기성장과 개발을 추구하고 기쁨

과 즐거움을 얻으려는 활동이다. 각 개인은 여가활동을 

통해 여가만족을 얻게 되고, 이러한 여가만족은 자아존

감과 삶의 질을 높여나간다. 여가만족은 개인이 시간

과 비용 등의 요인이 충족되는 조건하에 여가 욕구를 

실 하기 해 자발 으로 참여하여 만족을 느끼는 능

동 인 과정으로 개인생활의 만족과 히 연 되어 

있다. 한 여가경험과 상황에 해 지  상태가 즐겁

거나 만족의 정도를 의미하고, 이러한 감정은 개인의 

의식  는 무의식  욕구의 충족을 진하며 실제 생

활에서 자신감 있는 심리  환경을 조성해 주기도 한다

[6]. 그러므로 여가활동을 통한 여가만족은 스스로 자신

을 존 하는 자아존 감을 크게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바람직한 향을 미칠 것으로 측할 수 

있다.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개인이 속한 문화  가치

체계와 개인의 목표, 기 , 규범과 심과 련된 생활 

속에서 상호 작용하는 개인의 주  인식이라 할 수 

있다[7]. 삶의 질에 한 주  단은 삶에 한 행복

감, 만족감, 자립감, 성취감, 문화  풍요로움, 안  인

식, 스트 스 정도 등에 해 개인이 내리는 주  평

가를 말한다. 특히 신체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은 개

인의 안녕, 자아실 , 그리고 자기성취와 깊은 련이 

있어 행복 추구와 함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행 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에서 보면 개인의 삶의 질을 



라인댄스 참여 중·노년 여성의 여가만족과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 관계 155

단하는데 있어서 건강, 여가만족, 자아존 감은 요

한 요소가 되고 있다.

자아존 감은 자신에 한 정  혹은 부정  평가

로 자신의 내면성, 외면성에 한 스스로의 가치를 

단하고 수용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8]. 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모든 생활을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극 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진

취 이고 활력 있는 삶을 개한다. 따라서 ·노년 여

성들의 자아존 감을 높이는 것은 그들의 삶의 질을 변

화시키는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오늘날의 여성들은 반 으로 사회활동이 확 되고 

있으며,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들도 가정 내에서 

의사결정자로서 향력이 커지고 있다. 여성 활동의 비

이 높아지고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년 여성도 노년 

신 신 년 여성(60-75세)이란 개념이 등장할 정도로 여

성의 신체  건강과 사회  활동능력은 확 되었다[9].

이처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 사회 으로 요해지

고 있는 재 상황에서 라인 스에 참여하고 있는 ·

노년 여성의 여가만족과 자아존 감  삶의 질이 어떠

한 인과  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고, 이론 으로 체계

화하는 것은 ·노년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한 책 

마련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라인 스의 효용감을 확

인시켜 라인 스가 무용으로 더욱 발 하는데 도

움이 될 것이다.

2. 연구문제
이 연구는 생활수 의 향상과 수명 연장에 따라 ·

노년 여성들이 자기계발과 사회활동이 더욱 활발해지

는 실에서 여가활동으로 라인 스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이 느끼는 여가만족이 자아존 감  삶의 질에 

어떤 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이들의 인과

계를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라인 스 참여 특성에 따른 여가만족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라인 스 참여 ·노년 여성의 여가만족이 자

아존 감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셋째, 라인 스 참여 ·노년 여성의 여가만족이 삶

의 질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넷째, 라인 스 참여 ·노년 여성의 여가만족과 자

아존 감  삶의 질에 인과  계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표집
이 연구의 연구 상자는 비확률 표본추출법

(nonprobability sampling)  유의 표집법(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 으며, 도시의 

문화센터에서 실시하는 라인 스 수업에 3개월 이상 

참여 인 40세 이후 여성 241명의 상자에게 자료를 

배부하 으나, 불확실한 응답을 제외한 229명의 설문을 

분석하 다. 자료수집 조사는 2013년 8월~9월에 걸쳐 

연구자가 라인 스를 실시하는 장소를 직  방문하여 

실시하 으며, 연구의 목 과 과정을 설명한 후, 설문의 

목 을 이해하고 설문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여 서면 동

의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 상의 일반  특성

은 [표 1]과 같다. 

특  성 수  빈  도(명) 비  율(%)

연령
40대
50대
60대
70대

38
100
75
16

16.6
43.7
32.8
 7.0

결혼여부
배우자 있음
독신
기타

213
11
5

93.0
 4.8
 2.2

직업

주부
자영업
회사/기업체
전문직
상업
근로직/노동직
기타

186
12
4

12
2
4
9

81.2
 5.2
 1.7
 5.2
  .9
 1.7
 3.9

최종학력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4
16
86

112
11

  1.7
  7.0
37.6
48.9
4.8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2.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연구도구로 사용

하 다. 설문지는 개인  특성 4문항(연령, 결혼여부, 

직업, 학력), 라인 스참여 특성 3문항(참여기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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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참여시간), 여가만족 11문항, 자아존 감 7문항, 

삶의 질 18문항 등 총 43문항으로 구성하 다.

2.1 개인적 특성
개인  특성은 연령, 결혼여부, 직업, 학력을 묻는 4

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모든 문항은 명목척도로 구성

하여 응답하도록 하 다.

2.2 라인댄스 참여특성
라인 스 참여특성에 한 문항은 참여기간, 참여횟

수, 참여시간을 묻는 3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모든 문

항은 명목척도로 구성하여 응답하도록 하 다.  

  

2.3 여가만족
여가만족에 한 문항은 Beard 와 Ragheb[10]가 개

발한 LLS(Leisure Satisfaction Scale)를 이종길[11]이 

번안하고, 김정숙[12]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건강요인 7문항, 사회 요인 2

문항, 환경 요인 2문항, 총11문항으로 구성하 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가만족 설문 문항의 타

당도 검사를 하기 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건강

요인, 사회 요인, 환경 요인으로 나뉘어졌으며, 3개

의 요인에 한 분산율은 77.166%인 것으로 나타

났다. 한 문항 간 내  일치도 방법을 이용하여 

Cronbach’s ⍺를 산출한 여가만족의 하 요인별 신뢰

도 계수는 .813~.928로 나타나 설문 문항이 여가만족을 

측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4 자아존중감
자아존 감에 한 문항은 Rosenberg[13]가 제작한 

설문지를 연구자가 공동번안[14]하여 이 연구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 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부정

 자기평가 4문항, 정  자기평가 3문항, 총 7문항으

로 구성하 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존 감의 설문 문항

의 타당도 검사를 하기 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정  자기평가와 정  자기평가요인으로 나 어 

졌으며, 두 개의 요인에 한 분산율은 60.2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문항 간 내  일치도 방법을 이

용하여 Cronbach’s ⍺를 산출한 자아존 감의 하 요

인별 신뢰도 계수는 .779, .652로 나타나 설문 문항이 자

아존 감을 측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설문문항
여가만족

건강요인 사회 요인 환경 요인
LS2 .860 .113 .219
LS1 .853 .100 .220
LS9 .745 .433 .193
LS10 .739 .402 .180
LS8 .714 .399 .188
LS4 .646 .346 .227
LS7 .643 .523 .164
LS6 .179 .879 .206
LS5 .396 .762 .154
LS12 .180 .166 .914
LS11 .316 .198 .855
신뢰도 .928 .813 .862
고유치  4.231  2.345  1.913
분산(%) 38.461 21.318 17.387

누적분산(%) 38.461 59.779 77.166

표 2. 여가만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및 신뢰도

설문문항
자아존 감

부정  자기평가 정  자기평가

SR5 .831 .030
SR1 .767 .099
SR7 .761 -.044
SR4 .735 .154
SR2 .106 .834
SR6 .038 .745
SR3 .032 .718
신뢰도 .779 .652
고유치  2.413  1.802
분산(%) 34.473 25.738

누적분산(%) 34.473 60.212

표 3. 자아존중감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및 신뢰도

2.5 삶의 질
삶의 질에 한 문항은 WHO가 개발한 WHOQOL-100 

의 간편형 WHOQOL-BREF 척도를 권한경[15]이 번역

한 것으로 이 연구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 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일상생활만족 6문항, 심리 만

족 5문항, 주 환경만족 4문항, 건강만족 3문항, 총 18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라인댄스 참여 중·노년 여성의 여가만족과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 관계 157

변인 특성
건강요인 사회 요인 환경 요인 

M SD M SD M SD

참여
기간

1년 미만(a)
1년~2년(b)
2년~3년(c)
3년 이상(d)

3.8617
3.9739
3.8292
3.8070

.54847

.53164

.90306

.45935

3.3900
3.6961
3.4875
3.7368

.69479

.64868

.86593

.52937

3.5350
3.5980
3.3875
3.6711

.70085

.77472
1.03458
.62899

F값 .698 3.502 .972
유의도 .556 .016 .407

참여
횟수

주1회(a)
주2~3회(b)
주3~4회(c)
주5회이상(d)

3.7972
3.8960
4.1111
3.3889

.50056

.61162

.34359
2.07052

3.4250
3.5669
3.7778
3.1667

.64980

.70959

.36324
1.89297

3.6250
3.5032
3.9444
3.0000

.68658

.80366

.63465
1.00000

F값 1.488 1.223 1.674
유의도 .218 .302 .174

참여
시간

30분(a)
1시간(b)
1시간30분(c)
2시간(d)
2시간이상(e)

3.6667
3.7765
3.9286
4.1348
2.2500

.57735

.55516

.51430

.64328
1.76777

3.1667
3.3802
3.7143
3.7872
2.2500

.76376

.64558

.63143

.74996
1.76777

2.8333
3.4091
3.6875
3.8191
2.5000

1.60728
.72169
.74810
.71037
2.12132

F값 7.485 6.252 4.709
유의도 .000 .000 .001
Scheffe b,c,d>e  d>b d>b,e d>b

표 5. 라인댄스 참여특성에 따른 여가만족의 차이 

설문문항

삶의 질

일상생활 
만족

심리   
만족

주 환경 
만족

건강 
만족

QL9
QL10
QL12
QL13
QL8
QL11

.804

.725

.694

.690

.656

.607

.251

.081

.328

.398

.224

.354

-.011
.257
.326
.206
.243
.360

.048

.039

.067

.040

.253

.207
QL5
QL6
QL4
QL7
QL1

.177

.285

.244

.357

.250

.814

.788

.727

.687

.590

.294

.120

.198

.208

.287

.010

.043

.100

.076

.218
QL16
QL15
QL17
QL14

.128

.384

.161

.459

.334

.090

.433

.268

.831

.789

.637

.616

.098

.115

.117
-.006

QL3
QL2
QL18

.054

.182

.025

.075
-.099
.390

.082

.137
-.013

.858

.786

.692
신뢰도 .884 .874 .851 .717
고유치 3.727  3.691  2.794  2.052
분산(%) 20.706 20.503 15.525 11.403

누적분산(%) 20.706 41.209 56.734 68.136

표 4. 삶의 질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및 신뢰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삶의 질 설문 문항의 타당

도를 검사하기 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상생활

만족, 심리 만족, 주 환경만족, 건강만족으로 나뉘어

졌으며, 4개의 요인에 한  분산율은 68.13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문항 간 내  일치도 방법을 이

용하여 Cronbach’s ⍺를 산출한 자아존 감의 하 요

인별 신뢰도 계수는 .717~.884 나타나 설문 문항이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Win SPSS 21.0을 이용하여 연구문제

를 다음의 통계방법을 통해 검증하 다. 각 연구문제 

유의수 은 .05에서 검증하 으며, 통계방법  다회

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은 일 투입

(enterwise)방식을 이용하 다.

문제 1∼2. 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문제 3. 다회귀분석을 이용한 경로분석(Path Analysis)

Ⅲ. 연구결과 

1. 라인댄스 참여특성에 따른 여가만족의 차이
라인 스에 참여하고 있는 ·노년 여성의 참여특성

에 따른 여가만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

다.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라인 스 참여기간에 따

른 여가만족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하 변인  건강요인

과 환경 요인은 유의  차이가 없었으나, 사회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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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일상생활만족 심리 만족 주 환경만족 건강만족

b β b β b β b β

(상수) 2.209 2.083 2.722 3.376
건강요인 .202 .209* .368 .377*** .249 .258** .123 .105
사회적요인 .051 .070 .014 .017 -.044 .053 -.056 -.056
환경적요인 .047 .058 .002 .003 .060 .079 -.071 -.078

F 6.982*** 13,399*** 6.184*** .585
R² .085 .152 .076 .008

*p< .05    **p< .01    ***p< .001

표 7. 여가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이 통계학 으로 유의  차이(F=3.502,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회 요인의 평균치를 비교했을 

때 3년 이상 참여한 집단이 가장 높았고, 1년 미만 집단

이 가장 낮았다. 반면 참여횟수에 따른 여가만족은 하

변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밝 지지 않았다. 참여

시간에 따른 여가만족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하 변인인 

건강요인(F=7.485, p<.001), 사회 요인(F=6.252, p<.001), 

환경 요인(F=4.709, p<.01)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건강요인에 한 사후검증 결과 라인 스에 1시간

(b), 1시간30분(c), 2시간(d) 참여한 집단이 2시간 이상

(e) 참여한 집단보다 여가만족이 높았다. 라인 스에 2

시간(d) 참여한 집단이 1시간(b) 참여한 집단보다 건강

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 요인에 한 사후 검증 

결과 라인 스에 2시간 참여한 집단(d)이 1시간(b)  

2시간 이상(e) 라인 스에 참여한 집단보다 사회 요인

이 높았다. 환경 요인에 한 사후 검증 결과 라인

스에 2시간 참여하는 집단(d)이 1시간 참여하는 집단

(a)보다 환경 요인이 높았다. 

2. 여가만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라인 스 참여 ·노년 여성의 여가만족이 자아존

감에 미치는 향을 다회귀분석에 의해 분석한 결과

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여가만족 하 변인 

 건강요인은 부정 자기평가(β=.182, p<.05)와 정

자기평가(β=.188, p<.05)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 요인과 환경 요인은 자아

존 감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

감에 한 여가만족의 체 언 변량은 부정  자기

평가 2.9%, 정 자기평가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부정 자기평가 정 자기평가

b β b β
(상수) 2.733 3.066 

건강요인 .237 .182* .180 .188*
사회적요인 .021 .018 .055 .067
환경적요인 -.057 .056 -.032 -.042

F 2.256 3.667*
R² 0.29 0.47

* p< .05

표 6. 여가만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3. 여가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라인 스 참여 ·노년 여성의 여가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다회귀분석에 의해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 의하면 여가만족 하 변인  건강

요인은 일상생활만족(β=.209, p<.05), 심리 만족(β

=.377, p<.001), 주 환경만족(β=.258, p<.01)에 유의미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요인과 

환경  요인은 삶의 질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에 한 여가만족의 체 언 변량

은 일상생활만족 8.5%, 심리 만족 15.2%, 주 환경만

족 7.6%, 건강만족 0.8% 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여가만족과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의 관계
라인 스 참여 ·노년여성의 여가만족과 자아존

감  삶의 질에 한 인과 계를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것처럼 독립변인으로 투입된 여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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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삶의 질

일상생활만족 심리 만족 주 환경만족 건강만족

b β t b β t b β t b β t
(상수) .767 2.520 .761 2.526 1.526 4.805 1.409 4.195
건강
요인 .105 .109 1.324 .279 .285 3.552*** .169 .175 2.042* -.034 -.029 -.385
사회적
요인 .029 .035 .461 -.006 -.007 -.094 -.063 -.075 -.951 -.076 -.076 -1.097
환경적
요인 .066 .087 1.259 .020 .026 .390 .076 .100 1.392 -.035 -.039 -.615
부정적
자기평가 .141 .191 3.223** .137 .182 3.158* .113 .152 2.468* .526 .586 10.880***
긍정적
자기평가 .351 .349 5.848*** .315 .309 5.303*** .295 .293 4.713*** .177 .146 2.666***

R² .253 .288 .191 .381
*p< .05    **p< .01    ***p< .001

표 8. 여가만족과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의 관계 

그림 1. 여가만족과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의 인과관계

족과 자아존 감의 5개 변인들 에서 삶의 질의 하

변인 일상생활만족에 해서 정 자기평가(β=.349, 

t=5.848, p<.001), 부정 자기평가(β=.191, t=3.223, 

p<.01) 순으로 2개의 변인이 유효한 향을 미쳤다. 일

상생활만족에 한 5개 변인의 체 언 변량은 

25.3%(R²=.253)로 나타났다.

삶의 질의 하 변인 심리 만족에 해서는  정

자기평가(β=.309, t=5.303, p<.001), 건강요인(β=.285, 

t=3.552, p<.001), 부정 자기평가(β=.182, t=3.158, 

p<.01) 순으로 3개의 변인이 유효한 향을 미쳤다. 심

리 만족에 한 5개 변인의 체 언 변량은 

28.8%(R²=.28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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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의 하 변인 주 환경만족에 해서는  정

자기평가(β=.293, t=4.713, p<.001), 부정 자기평가

(β=.152, t=2.468, p<.05), 건강요인(β=.175, t=2.042, 

p<.05) 순으로 3개의 변인이 유효한 향을 미쳤다. 주

환경만족에 한 5개 변인의 체 언 변량은 

19.1%(R²=.191)로 나타났다.

삶의 질의 하 변인 건강만족에 해서는 부정 자

기평가(β=.586, t=10.880, p<.001), 정 자기평가(β

=.145, t=2.666, p<.01) 순으로 2개의 변인이 유효한 

향을 미쳤다. 건강만족에 한 5개 변인의 체 언 변

량은 38.1%(R²=.381)로 나타났다.

[표 8]의 회귀분석 결과를 토 로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

럼 독립변인인 여가만족과 종속변인인 삶의 질의 계

를 살펴보면 건강요인은 삶의 질의 하 변인인 심리

만족(β=.295)과 주 환경만족(β=.182)에 직  향을 

미친 것을 나타났다.

여가만족과 매개변인인 자아존 감과의 계를 살펴

보면 건강요인이 정 자기평가(β=.208)와 부정 자

기평가(β=.164)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자아존 감과 삶의 질과의 계를 살펴보면 자아존

감의 하 변인인 부정 자기평가와 정 자기평가 

모두 삶의 질에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부정 자기평가는 삶의 질의 하 변인들  건강만

족(β=.574)에 해 가장 큰 향을 미쳤고, 이어 일상

생활만족(β=.212), 심리 만족(β=.181), 주 환경만족

(β=.148) 순으로 향을 미쳤다. 정 자기평가는 일

상생활만족(β=.382)에 가장 큰 향을 미쳤고, 이어 심

리 만족(β=.308), 주 환경만족(β=.288), 건강만족(β

=.125) 순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으로 [그림 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가만

족  건강요인은 자아존 감과 삶의 질에 직  향

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아존 감의 매개  역할을 통해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됨이 밝 졌다. 즉 라인 스 참여 

·노년 여성의 여가만족으로 인한 자아존 감 상승이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논 의 

이 연구에서는 라인 스 참여 ·노년 여성의 여가만

족과 자아존 감, 삶의 질의 계를 알아본 결과, 의미

있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첫째, 3년 이상 라인 스에 참여한 집단이 여가만족 

 사회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루  2시간 

참여한 집단이 여가만족 하 변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 다. 라인 스에 2시간 이상 지나치게 많은 시

간을 참여할 경우 1~2시간 라인 스에 참여한 사람들

보다 건강에 부정  향을 미쳐 여가만족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라인 스에 2시간 참여한 집단이 1

시간 참여한 집단보다 건강요인에 의한 여가만족이 높

아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를 종합해 보면 ·

노년 여성이 2시간 이상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라인

스에 참여하는 것은 1~2시간 참여하는 것보다 건강에 

오히려 부정 으로 작용하며, 가장 한 라인 스 참

여시간은 2시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노년 여성의 라인 스 참여를 통한 여가만

족이 자아존 감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한 결과, 여가

만족의 하 변인  건강요인이 정 자기평가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라

인 스 참여를 통한 건강만족이 년여성의 정  자

아존 감을 높여  수 있는 활동임을 입증할 수 있으

며, 앞서 연구된 바에 의하면 여가활동 유형  건강을 

한 스포츠 활동이 다른 여가활동에 비해 여가만족이 

높은 것으로 보고[16][17]되고 있어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 받고 있다. 한 학생[18], 고등학생[19], 청소년

의 여가만족 역시 자아존 감에 정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계층 간을 넘어 여가만족이 자아존

감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많은 선행연구[20-22]

가 이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건강요인이 부정 자기평가에도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노년 여성들이 라인 스를 

통해 건강이 증진되는 상황에서도 자신은 무엇 하나 잘

하는 것이 없는 쓸모없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부정 자기평가가 높아진다는 것은 ·노년 여성의 신

체 , 심리  변화로 인한 불안감, 자아 축감, 무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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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등 ·노년 여성의 특성[23]이 나타난 것으로 추

정된다. 지 까지 ·노년 여성이 여가활동을 통해 건

강이 증진되면 부정 자기평가가 높아진다는 사실과 

련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노년 

여성의 여가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이 높을수록 부정

자기평가 한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에 해서는 추후 

연구되어져야 할 부분으로 ·노년 여성을 상으로 심

리  측면에서의 심층면담과 찰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여가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건강요인이 삶의 질에 부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방승희[24]는 

스포츠  건강을 한 여가활동에 극 인 사람들이 

그 지 못한  사람보다 생활만족 정도가 높다고 보고하

으며, 여가만족 수 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수 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25-27]. 이러한 결

과는 Williams[28]가 스포츠 활동은 건강과 한 

련이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하며 여가활동

의 요성을 강조한 것처럼, 라인 스를 통한 여가만족

이 일상생활에 한 만족감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반면, 여가만족의 하 변인 모두 삶의 질의 하 변인

인 건강만족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

인되어 ·노년 여성들이 라인 스 활동을 통해 건강증

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건강만족 기

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이 부분에 한 추가 인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라인 스에 참여한 ·노년여성의 여가만족과 

자아존 감  삶의 질 간의 인과 계를 살펴보기 

해 배경변인, 독립변인, 매개변인을 투입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각 변인들의 향력을 분석한 결과, 여가만족의 

하 변인  건강요인이 자아존 감과 삶의 질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개변인인 

자아존 감의 하 변인들은 모두 삶의 질에 유효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며, 자아존 감은 삶의 질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된 바 있으며

[29-31], 자아존 감은 노인의 활동과 생활만족도 간의 

매개변수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도 나타나[32]이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 연구 분석결과를 종합 으로 정리하면 ·노년 여

성의 라인 스 참여를 통한 건강만족이 삶의 질과 자아

존 감에 부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삶의 질의 요한 지표인 건강

만족에 한 라인 스의 직  효과를 검증할 수 없었

지만 자아존 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들로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는 높은 기 를 가질 수 있다.  

노령화 사회의 진입과 함께 ·노년층의 건강이 요

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요즘이다. 특히 ·노년 

여성인구의 건강과 련해 우울증이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자료들에서 이를 완화하기 해 햇볕을 며 가볍

게 걷기나 활발한 몸의 움직임과 같은 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년 여성의 건강 만족을 높일 수 있도

록 라인 스와 같은 신체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이 연구는 라인 스에 참여하고 있는 ·노년 여성들

의 여가만족이 자아존 감  삶의 질에 어떤 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이들의 인과  계를 규명

함으로써 ·노년 여성들의 여가만족을 한 라인 스 

참여 필요성을 확인하는데 그 목 을 두고 시행하 다

이를 해 이 연구에서는 3개월 이상 라인 스에 참

여한 40세 이상 여성을 모집단으로 하여 총 229명으로

부터 설문지를 받아 분석하 다. 분석방법은 여가만족

을 독립변인으로, 자아존 감을 매개변인으로, 삶의 질

을 종속변인으로 한 후,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Win 

SPSS 21.0을 이용하여 검증하 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라인 스 참여특성  기간과 횟수에 따라서 

여가만족의 차이가 나타났다. 라인 스에 3년이상 참여 

경험이 있고, 하루  2시간정도 참여할 때 여가만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라인 스에 참여한 ·노년 여성의 여가만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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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 감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건강요인이 

자아존 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노년 여성들이 자신을 정, 는 부정 으로 평가

하는데 건강을 매우 요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라인 스에 참여한 ·노년 여성의 여가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건강요인이 일

상생활만족, 심리 만족, 주 환경만족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여가만족 하 변인  건강요인은 자아존 감

과 삶의 질에 직  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정 자

기평가와 정 자기평가가 삶의 질에 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가만족, 자아존 감, 삶의 질 

간에는 인과  계가 성립하 다. 라인 스에 참여함

으로써 얻는 ·노년 여성의 여가만족은 삶의 질에 직

 향을 주기도 하지만, 여가만족을 통한 자아존

감 상승이 삶의 질을 더욱 높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하면 라인 스에 참여한 ·노년 

여성의 여가만족은 자아존 감과 삶의 질에 향을 미

치고 있으며, 변인들 간의 인과  계가 있음이 확인

되었다. 한 여가만족의 하 변인 가운데 건강요인이 

·노년 여성들의 자아존 감  삶의 질에 향을 미

치는 유일한 요인임을 확인한 바, 국민 100세 시 를 앞

둔 한민국의 ·노년기 최  심은 건강임을 확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노년를 보

장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 활동 로그램이 개발 보  

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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