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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무용 교육효과의 치유작용 메커니즘
Healing Action Mechanism of Senior Dance's Educational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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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경험  인식을 상학 으로 근하여 노인무용의 교육효과와 이에 따른 치유

작용 메커니즘을 밝히는데 목 이 있다.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는 2014년도 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 

사회복지 문화 술교육 지원사업에서 무용분야 수혜기 으로 선정된 노인복지기 의 사회복지사 7명이다. 

연구의 자료는 1:1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하 다. 연구결과 사복지사들은 노인무용교육을 단순한 신체활동 

보다는 정서, 인지, 정신, 사회  술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노인들은 무용활동으로 인해 개인

의 정  정서와 인지력을 자극하여 사회  계 속에서 지속 으로 피드백 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에서 삶의 만족감이  커지게 되는 덩이 효과(snowball effect)가 나타났다. 따라서 복지기

에서 이루어지는 노인무용 교육은 개인과 공동체간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삶의 질을 차 으로 증

폭시킬 수 있는 치유  술활동이라 할 수 있다.

■ 중심어 :∣노인무용∣무용교육∣신체활동∣치유∣메커니즘∣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educational effect and healing action of senior dance by 

approaching the experiential awareness of the social workers in phenomenological ways. The 

social worker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are 7 social workers at Institute of Social Welfare 

of the Elderly Welfare in 2014 selected from ARTE Culture and Arts Culture and Arts Education 

Support Project as beneficiary organizations in the field of dance education. The materials and 

data of this study have been collected through 1 to 1 in-dept interviews with them. As a result, 

social welfare workers were recognizing senior dance education as emotional, recognizable, 

mental, social art activities rather than simple physical activities. And the senior citizens 

stimulate individual positive emotions and cognitive and have given feedback on and on. So, 

snowball effect that satisfactory feel of our lives get increased occurs. Finally, senior dance 

education provided at welfare institutions can be considered healing art activity to improve 

quality of life gradually through continuous interaction among individuals and communities. 

■ keyword :∣Senior Dance∣Dance Education∣Art Activity∣Healing∣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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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 으로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건강한 삶

에 한 심이 차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부분의 

노인들은 이  세 와 같이 질병과 죽음에 하여 여

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고, 각종 생활스트 스에 노출

되어 있다[1]. 한 경제활동참가율과 사회복지 지출비 

수  등에 따라 노인자살률도 차 증가하고 있다[2]. 

따라서 노인들은 주변인의 리가 필요하며, 특히 가족

들에게 보호받지 못하는 일부 노인들에게는 사회 으

로 체계 인 리·지원이 요구된다[3].

한민국에서는 2008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거주 

형태를 제외한 모든 노인복지기 을 모두 무료시설로 

통합하 고, 여기에서 교양·취미생활  참여활동, 건

강증진  방 등과 련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4]. 따라서 부분의 노인복지기 에서는 무용수

업이 보편 인 교육 로그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동안 노인들에게 무용은 재미와 정서함양, 사회  

계  신체  기능 등 삶의 질과 련하여 인간의 특

정 역 강화에 유용한 수단으로 밝 졌다[5]. 이로 인

해 무용이 치료의 수단으로까지 확장되었으며, 라우

닝어(Brauninger)는 향후 더 많은 노인들이 무용동작치

료(Dance Movement Therapy: DMT)를 찾게 될 것으

로 측하 다[6]. 

그러나 노인복지기 에서 이루어지는 무용교육은 취

미 여가 활동 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교육효과

는 교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치유(healing)

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치유는 치료와는 달리 내

으로 증상의 원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

로서 심리 ,  차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7].

인간의 심리는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

에 심리상태에 따라 행동의 패턴도 달라지게 된다. 조

용란, 이인수의 연구에서도 타 노인과의 사교를 정

으로 수용하는 개방성이 강한 노인은 복지기  내에서 

폭넓은 사교활동을 추구하지만 타인과의 차이 을 수

용하지 않고 개인 이고 폐쇄 인 성향이 강한 노인은 

그룹 내에서 도이탈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 다[8].

그런데 노인복지기  내에서 이와 같은 클라이언트

의 심리, 행동변화를 가장 먼  탐지하는 사람은 사회

복지사이다. 즉,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

조직을 연결시키는 주요 매개자라는 을 감안 할 때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의 심리, 행동 변화를 장기

인 시간을 두고 객 으로 단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노인무용 교육의 효과는 부분 신체

, 정신 , 사회  측면에서 클라이언트를 주체로 하여 

단면 으로 연구되었다. 구체 으로 노인의 신체 기능

·생리  향상에 한 연구[9-12]에서는 노인의 체력

과 보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당뇨  상동맥 질환의 

험인자를 낮추는 등 신체기능 향상에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노인의 즐거움·행복감 증진에 한 연구[13-17]에서

는 무용교육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정서  행복감

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 체험으로 인한 재미

와 자신감 증진으로 인해 즐거움을 체험한 것으로 나타

났다. 한 무용수업 후 우울감과 스트 스가 하

게 어드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  계에 한 연구[18-20]에서는 

무용교육으로 인하여 부정 인 사회  계 요인이 

어들었고, 무용교육 기간이 길수록 사회  계 만족도 

수 이 신체 , 정신  만족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한 사회무용 참가 여부가 노인의 사회  연

결망  사회  지지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보고되

었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들은 사회  측면보다는 주로 

신체 , 정신  측면에서의 연구에 편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무용교육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들이 

비교  단기간 실험  상황으로 연구되기 때문에 단시

간에 그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회  측면의 연구가 

상 으로 미비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한 각각의 연구들은 무용교육 효과가 노인의 삶의 

질을 증 시킬 수 있는 요한 요인으로 결론을 도출하

고 있지만 삶의 질과 련된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고도 

복잡하게 얽  있어 단정 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다. 

즉, 기존의 연구결과만으로는 장기간 노인 무용교육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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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기
강사 정보 무용교육

장르
활동

경력 연령

1 경기
H복지관 10년 45세

 - 한국무용
 - 라인댄스
 - 창작무용

 - 청춘제 참가
 - 복지관발표회 

2 경남
G복지관 11년 39세  - 한국무용

 - 포크댄스  - 복지관발표회

정에서 일어나는 치유  양상을 다각도로 악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경험 으로 인식하고 있는 클

라이언트의 심리, 행동 변화를 바탕으로 노인무용 교육

의 효과를 탐색하는 것은 무용교육 과정에서 일어나는 

치유  메커니즘을 객 으로 악하는데 유용한 방

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경

험  인식을 상학 으로 근하여 노인무용 교육효

과의 치유작용 메커니즘을 밝히는데 목 이 있다. 그리

고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노인복지기  사회복지사가 인식하는 노  

             인무용의 교육효과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노인무용 교육효과에 한 치유작용 메  

             커니즘은 무엇인가?

2. 연구의 제한점 
설정된 연구목 과 방법에 따라 연구의 결과를 도출

하 으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 을 갖고 있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복지사 경력과 지역 차에 따라 

무용교육 효과의 인지 정도가 고려하지 않아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의 참여자  무용이외에 타 술장르의 

지원사업을 겸하고 있는 이들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무용교육효과에 하여 확  해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연구의 참여자가 인지한 무용교육의 효과는 주

 경험에 의해 확인된 결과이므로 실증  

연구방법을 통해 재검토 되어야 할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의 참여자 
연구의 참여자는 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 사회복지 

문화 술교육 지원사업에서 무용분야 수혜기 으로 선

정된 노인복지기 의 사회복지사 7명이다. 연구 참여자 

선정기 은 2014년도 문화 술교육사업을 실제 수행하

면서 무용강사와 직  피드백하는 이들로서 지역  안

배가 고려된 유목 표집 방법으로 참여자를 선정하

다. 

연구 참여자의 개인배경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의 

복지사 경력은 최소 2년에서 12년까지인 이들로 구성

되어 있고, 무용분야이외에도 연극과 음악분야의 사업

을 수행하고 있는 이들이 5명 포함되어 있다. 구체 인 

연구 참여자의 개인 배경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개인배경
NO 경력 연령 성별 지역
1 2년 20대 M 경기
2 2년 20대 F 경남
3 3년 20대 F Y광역시
4 12년 30대 F 경북
5 3년 30대 F 경기
6 11년 30대 F 경남
7 3년 20대 F 전남

2. 무용교육 활동 내용
다음 [표 2]는 연구 참여자가 소속된 노인복지기  

무용교육 활동의 내용이다. 무용장르는 한 가지에 국한

되어 있지 않으며 복지기  발표회, 지역행사 사참여, 

재능기부 공연, 청춘제1) 참가 등 교육받은 무용작품을 

부분 공연에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가 진행된 시 은 2014년도의 무용교육이 6개

월 이상 진행된 상태 고, 견된 강사의 노인무용 교

육경력은 모두 5년 이상 된 여성 무용 공자들로서 

문무용 교육을 받은 한국문화 술교육진흥원 소속 

술강사이다.

표 2. 노인복지기관 무용교육 활동 내용

1) 한국문화 술진흥원에서 복지기  문화 술교육 지원사업의 일환

으로 매년 1회 진행하는 노인 문화 술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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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Y광역시
S복지관 10년 41세

 - 한국무용
 - 라인댄스
 - 건강춤

 - 복지관발표회

4 경북
Y복지관 10년 44세  -한국무용  - 복지관발표회

 - 지역 봉사공연
5 경기

Y복지관 12년 49세  -한국무용
 -창작무용  - 복지관발표회

6 경남
Y복지관 15년 40세  -한국무용  - 복지관발표회

 - 재능기부 공연
7 전남

B복지관 5년 35세  -라인댄스  - 복지관발표회

아래 [그림 1]은 경기지역 Y복지  무용수업  청춘

제에 참가하기 하여 사회복지사가 작품을 촬 하고 

있는 장면이다. 사회복지사는 무용수업 뿐만 아니라 각

종 행사 참여 지원에도 극 으로 개입하고 있다.   

그림 1. 청춘제 참가 준비장면(2014.8.29)

3. 자료수집 절차
자료의 수집은 상학  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하

는 1:1 심층면담을 통하여 수집하 다. 면담에 앞서 본 

연구의 목 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 고, 면담 내용을 

연구에 활용해도 좋다는 동의를 모두 구하 다. 

면담은 2014년 8월 말부터 10월 까지 약 2개월 동

안 이루어졌다. 면담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1회만 

실시하 고, 한 회기 당 약 20-30분이 소요되었다. 면담 

일시는 연구 참여자와 조율하여 결정하 으며, 장소는 

모두 노인복지  내 상담실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의 형식은 ‘노인무용 교육(수업)의 효과는 무엇

인가?’라는 구조화된 질문에 하여 ‘무용교육 후 클라

이언트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겼나?’, ‘무용활동의 어

떠한 이 교육  효과를 진시키는가?와 같은 반구

조화된 질문 방식을 용하 다. 이에 따라 무용교육 

효과에 하여 총 3가지 하  구성요소를 도출하 다.

면담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가 구술한 내용을 즉시 

사(傳寫)하 으며, 동일한 참여자에게서 같은 내용의 

답이 반복되어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을 때

까지 진행하 다.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상학  연구방법의 특성에 따라 연

구 참여자의 경험을 토 로 하 고, 연구자의 주 인 

의견과 선입 을 최 한 배제하 다. 특히 조르지

(Giorgi)가 제안한 사된 기록을 반복 으로 읽어 

체 내용 악하기, 내용을 의미 있는 단 로 구분하기, 

복되거나 맥락에서 벗어난 부분을 제외하기, 의미단

 구조를 기 로 하여 의미의 구조 함축하기와 같은 4

단계 구조[21]에 따라 분석되었다. 

5.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하여 구바

(Guba)와 링클론(Lincoln)이 제안한 평가기 [22]을 

용하 다. 첫째 연구가 얼마나 상을 정확하게 서술하

고 반 하고 있는가를 밝 야 하는 ‘사실  가치’와 

련하여 일상  언어로 사한 내용을 학문  용어로 즉

시 개작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시켰다. 둘째, 연구결

과가 연구상황 밖에서도 용될 수 있는가와 련된 

‘ 용가능성’을 탐색하기 하여 면담 시간에 제한을 두

지 않고 새로운 내용이 더 이상 도출되지 않을 때까지 

질문에 한 답을 유도하 다. 셋째, 연구를 다시 진행

해도 동일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와 련된 ‘일

성’ 확보를 하여 일정기간의 시간차이를 두고 자료를 

여러 번 검토하 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  선입 을 배제하

여야 하는 ‘ 립성’을 유지하기 하여 연구자의 단을 

개입시키지 않고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최 한 있는 그

로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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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정서적 긍정경험
사회복지사들은 무용교육이 노인들의 정서  정경

험에 효과 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노인들은 

무용교육 과정에서 성취감, 자존감, 만족감과 같은 정 

정서를 경험하고 있고, 이것이 삶의 기쁨, 즐거움, 활력

으로 이어져 극 인 무용활동에 하여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 다. 특히 발표회와 같은 공연활동이 이와 

같은 정서  정경험을 진시키는 것으로 인식하

다.

“무용수업은 정서 인 부분에서 가장 효과 이라고 생각되요. 

성취감, 만족감을 느낌으로서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이것이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 2)

“무용교육의 효과는 무엇보다 자존감과 성취감에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어

지기 때문에 정서 으로 매우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

다.”(참여자 4)

“노인분들이 춤을 추면 마음이 굉장히 어지고 활력이 생기

는 것 같아요. 특히 발표회는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다는 성취

감을 얻게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

는데, 이것이 무용활동이 갖는 특이한 효과라 생각됩니다.”(참

여자 5)

그림 2. 정서적 긍정경험 

2. 인지·정신적 증상 완화
사회복지사들은 무용교육이 노인들의 인지력과 정신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무용교육으로 인하여 인지·지각능력이 향상됨으로서 

우울증이 극복되거나 기 치매증상이 완화되는 경우

를 경험한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은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일상 활동에 한 자신감이 생김으로서 결국 인

계에도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무용교육의 효과는 무용이 음악과 함께하는 활동, 

감성을 자극하는 활동이기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 다.

“무용이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인지, 지각 능력을 향상시킨

다고 생각하구요. 실제 치매 증상이 좋아진 사례를 경험하

어요. 인지력이 좋아지니까 복지  활동에도 자신감이 붙고 

다른 분들하고도 의사소통이 되니까 이  생활하고는 많이 달

라졌다고 느 었죠”(참여자 6)

“음악을 들으면서 움직이는 스 수업을 통해 우울증을 극복

해낸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기 치매 증상도 완화된 경우가 

있었어요. 독거노인들에게 무용활동은 특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요.”(참여자 7)

  

그림 3. 인지·정신적 증상 완화

3. 사회성 증진
사회복지사들은 무용교육이 노인들의 사회성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무용교육을 

통해 성격, 언어, 행동이 순화되었고, 이것이 유 감 형

성, 동심과 이해심 신장, 사교성 증진 등으로 이어진

다고 하 다. 이는 무용교육이 소그릅 활동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에 기인된 것이었다. 그리고 무용교육으

로 인한 사회성 증진은 복지  활동의 극성으로 이어

져 결국 삶의 만족감 증 로 확 되는 것으로 인식하 다.  

“평소 날카로운 성격을 가진 분들이 무용수업을 한 후 성격이 

부드러워졌고, 주변 분들과 공동체  유 감을 형성하게 되었

어요. 이후에 복지기  활동에도 더 극 으로 참여함에 따

라 삶에 만족감도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1)



노인무용 교육효과의 치유작용 메커니즘 119

“노인의 특성인 강한 고집과 개인 인 성격이 무용교육으로 

인해 순화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 어요. 그 이유는 무용이 사

진처럼 개인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소그룹활동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참여자 2)

“무용교육은 동심과 이해심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언어 , 행동  순화를 이루는데 매우 효과 인 것으로 볼 수 

있죠.”(참여자 3)

“무용수업을 받는 동안 서로 유 감이 돈독해지고 정이 쌓여 

사회 인 인간 계가 긴 해 지더라구요”(참여자 4)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무용교육은 무엇보다 사교성을 좋게 하

기 때문에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해소해  수 있는 것 같아

요.”(참여자 6) 

그림 4. 사회성 증진

Ⅳ. 논의 및 결론

복지기 에서 이루어지는 무용교육은 한국무용, 라

인 스, 발 , 창작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무용수업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들은 각 무용이 갖고 있는 

춤의 특징과 그에 따른 개별  효과들에 하여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자신이 오랫동안 리(care)하

는 노인들 곁에서 경험 으로 그들의 행동  상태변화

를 명확히 악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

용교육과 노인의 삶과의 계를 객  시각에서 악

하 다는 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핵심 인 연구의 결과를 심으로 몇 가지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사들은 노인무용 교육의 효과를 정서

, 인지·정신 , 사회  측면에서 인식하고 있었다. 그

리고 이것은 련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

다. 웬(Wen) 등의 연구결과[23]에서는 노인 요양소에서 

경험하는 노인들의 창의 인 술활동이 불안감을 감

소시키고, 자존감과 성취감  삶의 활력소를 증진시킨

다고 하 다. 한 크로스(Cross) 등은 우울증이나 

기 치매, 불안장애, 우울증 감소에 무용이 효과 이라고 

주장하 다[24]. 특히 리우닝어(Brauninger)는 인지·

정신  건강과 련하여 서클 스(circle dance), 즉흥

춤, 커 스, 게임 스 등이 자주 활용되고 있다고 하

고[25], 트론버그(Thornberg) 등은 창작무용에서 몸

과 마음을 연결할 수 있는 요인을 발견하기도 하 다

[26]. 

사회  측면에서는 한국무용 로그램을 통해 인

계의 부정  요인 수 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

어[27] 무용교육으로 인해 사회 으로 정  요인 수

이 증진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

고 있다. 따라서 무용이 신체 움직임이라는 에서 운

동의 개념을 일부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

지사들은 단순한 신체활동보다 정서, 인지, 정신, 사회

 술활동으로 노인무용 교육을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노인무용 교육의 효과는  다른 효과로 이

되거나 확산되는 과정이 순환 으로 이루어지고 있었

다. 무용교육으로 인한 정서  정경험은 극 인 무

용활동에 한 동기부여로 이되었고, 인지·정신  증

상 완화는 인 계 증진에 도움이 되고 있었다. 한 

사회성 증진은 삶의 만족감으로 확산됨으로서 결국 정

서 , 인지·정신  측면의 효과를 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 노인무용 교육의 치유작용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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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그림 5]와 같이 정서  정경험, 인지·정서  증

상완화, 사회성 증진 요인이 서로 정 인 상호작용을 

일으켜 삶의 만족감을 증 시킴으로서 이것이 삶의 질

을 증폭시킬 수 있는 기폭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다.

더구나 이와 같은 결과는 그룹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용교육의 특이성에 기인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오늘날 노인들의 술활동이 감정이 이

입된 인지 , 물리  과정을 포함하는 복잡하고 역동

인 활동으로서 사회  계의 맥락 속에서 발생한다고 

말한 리들(Liddle) 등의 연구결과[28]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무용 교육의 치유  메커니즘은 

사회  계 속에서 지속 인 피드백을 통해 삶의 만족

감을  커지게 만드는 이른바 덩이 효과(snowball 

effect)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복지기 에서 이루어지는 노인무용 교육은 

개인과 공동체간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삶의 질을 

차 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 치유  술활동이라 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노인무용 교육의 

치유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한 무용교육 콘텐츠 개발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개인의 다양성이 반

된 실용 인 연구들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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