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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출산율 저하가 고착되면서 대한민국은 갈수록 고

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 정부 정책도 초고령사회에 

맞추어 노인들이 요양시설이나 병원 등이 아닌 집에

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통합 돌봄 서비스

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1]. 독거노인이나 고령의 부

부 노인, 조손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욕구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맞춤돌봄서

비스가 확대되면서 안전 지원이나 사회 참여, 생활교

육, 일상생활 지원 등 독거노인 등에게 필요한 개인

별 맞춤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는 추세이다[2].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만 73명 중 21.1%가 우울 증상을 겪고 있다고 답했

다. 노인은 은퇴와 경제적 능력 상실, 배우자 사망 

등으로 우울 현상을 겪기 쉽다. 특히 독거노인은 부

부 노인보다 정신건강이 취약한 편이라 우울증 유병

률이 더 높다고 하였다[3]. 또한 여성 노인은 남성과 

비교해서 행복감을 덜 느끼며 나이가 많을수록 불행

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였다[4].

노인들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이 낮을수록 고독

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사회적 관계망과 지역사

회 공동체 의식이 단독가구 노인의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독거노인은 종교가 없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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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이 낮을수록 고독감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부동거 노인은 경제수준이 낮

을수록,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적을수록,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이 낮을수록 고독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5].

사회적 배제가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 결과가 있다[6]. 노인들을 취업 여부에 따라 구분

한 후, 사회적 배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본 것인데, 취업 유무와 사회적 배제, 우울은 상

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확인되었다. 즉,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 및 기능영역은 취업 상태인 경우에 

더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7].

또한 노인의 사회관계망과 자살 충동은 서로 밀접

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연구도 있다[8]. 연구 결과는 

노인의 외부도움 정도가 클수록, 비동거 자녀와의 접

촉이 많을수록, 사회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자살생

각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가구 노인의 사

회적 관계망구조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는 경제상태가 낮을수록, 기혼자녀가 적을수록, 갈

등관계망이 클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9]. 또한 노인의 지역사회 환경이 좋을수록 

우울과 자살생각이 낮아진다고 하였으며10], 배우자,

이웃 및 친구와의 관계성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많을

수록 덜 우울하였으며 가족과 친척의 지지가 많을수

록 자살사고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노인들에게 지역 공동체를 위한 활동의 장을 마련

해 줌으로써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높이는 동시에 지

역에 대한 공동체의식을 증진시켜 노인들의 사회통

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의 지역사

회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안녕감은 상호 관련성이 

있다[12].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함양

을 위해 공동체 간 협력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지역공동

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약화된 공동체를 회복하고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확산되었다고 하였다[13].

지역 공동체는 일정한 영역에서 공동의 유대감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주민집단들이라고 하였다[14].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는 일정한 공간 영역에서 ‘우

리’라는 상호간의 신뢰와 끈끈한 유대감을 가지고 서

로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집단의 단

위라고 하였으며[15], 공간을 공유하면서 사회적 상

호작용을 통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집단’으로서

의 사회문제와 사회혁신의 주요 기제라고 하였다

[16].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sense of community)은 

지역사회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의 사회적 결속과 

관련된 집단의식 또는 그 집단 전체의 공통된 의식이

다[17]. 또한 공동체 의식이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감이라고도 

표현하였다[18]. 그리고 공동체의식이란 지역사회에 

소속해 있으면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느

끼는 충만함, 연대감, 소속감,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

원과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하였다[19].

문화 공동체 사업은 공동체 의식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 중 문화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공동체의식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 성과가 있다[20]. 이 경우 지역사회 봉사 활

동이 공동체 의식과 참여 의식을 함양시킨다고 하였

다[21]. 커뮤니티 비즈니스 참여가 지역 공동체 의식

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성과에서는[22,23],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참여자의 지역공동체 의식 형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24],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 참여자의 참여 동기와 공동체 의식

을 고양시킨다고 하였다[25].

한편, 지역 전래동요에 기초한 문화체험 활동이 

유아의 지역 공동체 의식과 국악 능력 및 국악 흥미

도에 효과적인 활동이라는 연구도 있다[26]. 동요를 

활용한 지역 문화체험 활동이 유아의 지역 공동체 

의식과 애향심, 음악 흥미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라

는 것이다[27]. 이와 함께 그룹음악 활동이 농촌 거주

노인의 스트레스, 고독감, 우울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28]. 음악 중심 통합예술치료가 장기요양

시설 거주 노인의 고독감과 우울을 감소시키고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29], 노래 중

심 음악활동이 노인의 지역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30].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이 노인의 고독

감과 우울을 감소시키고 지역공동체의식을 향상시

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자들의 음악경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있다[31]. 이 연구는 고령자들의 음악경험 활성화를 

위하여 학령기 이후 개인의 사회음악활동 내용을 포

함하는 음악 교육과정의 구성, 가족이 음악문화 참여

를 장려하는 문화진흥제도의 개선 등 지역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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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고령자 음악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다. 또

한 미국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인 ‘Harmony Project'

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음악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으

로 소외된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의사소통과 공감

대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음악활동의 성취 과정

과 결과를 통해서 공동체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발견하여 자신들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실천함으로

서 지역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내었다[32]. 이렇듯 

음악과 인간의 감성 사이에는 아주 민접한 관계가 

있다[33].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은 사회

적 배제가 클수록 우울을 많이 느끼고 사회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자살충동을 덜 느끼게 한다고 하였

으며, 지역 공동체 의식이 낮을수록 고독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 때문에 음악 등 다양한 문화 활동

은 결국 노인의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을 낮출 수 있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문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킴으로 여성

노인의 고독감을 감소시키고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방향으로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사회적 환경은 

차이가 있다. 남성의 경우는 직장과 다양한 사회 활

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이 잘 형성되어 있는 셈이지

만 여성 노인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

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 참가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이 훼손되는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간의 유대

감에 있어서도 현재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이번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에서는 기

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여성 노인의 지역 

공동체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

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기존의 효과가 입증된 2가지 

요소, 즉 문화예술치료프로그램과 단순히 노래만을 

통한 지역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의 대비를 통해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이 여성 노인의 지역

사회공동체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이 여성 노인의 지역사

회공동체 의식 하위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부산시에 있는 문화회관, 치매안심센터,

노인대학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의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참여 기

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65세 이상 여성 노인이다.

둘째, 인지에 문제가 없는 노인이다.

셋째, 다른 치료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노인이다.

문화회관에서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이 8명, 치매안심센터에서 문화예술치유프로그

램에 참여한 노인이 8명, 노인대학의 프로그램에 참

여한 노인이 10명으로 총 2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에 

나와 있다.

2.2 연구 도구

2.2.1 지역공동체의식 척도

본 연구의 지역공동체의식 척도는 김경준(1998)

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항목을 활용하였다. 또한 

McMillan & Chavis(1986)에서 개발한 공동체의식 

측정 항목(Sense of Community Index: SCI)의 지표

를 수정·보완하여 만든 SCI-2 지표를 사용하였다

(Chavis, Lee & Acosta, 2008). 지역공동체의식 하위

영역은 개인의 욕구 충족, 구성원 의식, 상호적 영향 

의식, 공유된 정서적 유대감이다. 각 하위영역은 6개

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평

가하도록 되어 있다. 지역사회공동체의식 척도의 신

뢰도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2.3 연구 설계

이 연구에서는 문화회관과 치매안심센터는 문화

예술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노인대학은 문화예술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

구의 설계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2.4 연구 절차

2.4.1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은 지역공동체의식 척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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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인 개인의 욕구 충족, 구성원 의식, 상호적 

영향 의식, 공유된 정서적 유대감을 목표로 정하고,

각 목표에 4개의 주제를 바탕으로 총 16회기로 진행

되었다. 문화회관과 치매안심센터는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노인대학은 노래수업을 하

였다. 문화예술치유프그램 16회기는 Table 4에 제시

하였으며 1회기 계획서는 Table 5에 나와 있다.

2.4.2 사후검사

본 연구에서 사후검사로 지역사회공동체의식 척

도를 실시하였다. 사후검사는 음악치료학석사과정

생과 음악치료학박사과정생이 실시하였으며,. 검사

는 조용한 방에서 검사자와 연구대상자가 책상을 사

이에 두고 앉아서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연령이 

높아서 시력이 좋지 않으므로 검사자가 질문을 읽어

주면 연구대상자가 대답을 하도록 하였다.

2.5 자료 처리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이 지역사회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문화회관, 치매안심센

터, 노인대학의 사후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하였

다. 통계프로그램은 SPSS for window 25.0을 사용

하였다. 첫째,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이 여성 노인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n Research

Group

TotalCulture
Center (8)

Dementia Safety
Center (8)

Elderly Center
(10)

Subject number (%)

Gender Woman 8(100.0) 8(100.0) 10(100.0) 26(100.0)

Age
65∼70
71∼75
76∼80

4(50.0)
3(37.5)
1(12.5)

1(12.5)
2(25.0)
5(62.5)

1(10.0)
5(50.0)
4(40.0)

Religion

Christianity
Buddhism
Catholic
have no religion

1(12.5)
3(37.5)
2(25.0)
2(25.0)

2(25.0)
4(50.0)
2(25.0)
0(0.0)

9(90.0)
0(0.0)
1(10.0)
0(0.0)

live style

live alone
live with one's spouse
live with one's children
live with family

1(12.5)
5(62.5)
3(37.5)
0(0.0)

1(12.5)
4(50.0)
1(12.5)
2(25.0)

7(70.0)
3(30.0)
0(0.0)
0(0.0)

Education
Level

Not
elementary
middle. high
university

0(0.0)
4(50.0)
3(37.5)
1(12.5)

0(0.0)
4(50.0)
4(50.0)
0(0.0)

3(30.0)
4(40.0)
3(30.0)
0(0.0)

Table 2. Sub-area of Community Consciousness

Sub-area question total question number Reliability

gratifying needs of the individual 6 1∼6 .87

a sense of belonging 6 7∼12 .78

reciprocal influence 6 13∼18 .74

shared emotional bond 6 19∼24 .76

Table 3. Research design

Group treatment post test

Culture Center X1 O1

Dementia Safety Center X1 O1

Elderly Center X2 O1

X1: Culture and Arts Treatment Program
X2: singing class
O1: Community Consciousness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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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서 대응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령을 공분산

으로 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이 여성 노인의 지역사회공동체 의식 

하위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대응t검

정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지역공동체의식 결과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이 여성노인의 지역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문화회관과 

노인대학에서의 대응표본t검정을 실시하였다. 지역

Table 4. Culture & Arts Treatment Program 16 session

session goal topic song

1

gratifying needs
of the individual

Introduce me Nangnang 18 years

2 To get to know someone I am 17 years old

3 Things that are precious to me How old am I?

4 To talk to others When I go to Naseong,

5

a sense of
belonging

Introduce my neighborhood Home Spring

6 Introduce my favorite neighborhood friend I can't live without you

7 A neighborhood friend who likes me a loving heart

8 Introduce my family my father's youth

9

reciprocal
influence

A person who comforts me Mr. Dongbaek

10 Someone I can talk to when I need to With the person you love

11 Someone who helps me Beanpole Mr. Kim

12 Introduce the leader of my town A man in a yellow shirt

13

shared emotional
bond

Remind of memories in my neighborhood Orchard road

14 Introduce the good in my country Day of the Sun

15 What I want in my town Holo Arirang

16 What I want in my country Land of beautiful scenery

Table 5. Culture & Arts Treatment Program 1 session activity

Culture & Arts Treatment Program 1 session

Subject elderly woman song: Nangnang 18 years

topic Introduce me

goal
A song that can recall old memories, and a therapist's verbal instructions, the old man
can sing words that can introduce him into a song.

Music
activity

1) They greet each other with a song that starts with a greeting.
2) It performs a relaxing movement to keep track of old memories.
3) They appreciate a song that can recall old memories.
4) They sing it in Korean while watching the lyrics.
5) Divide into two groups, exchange and sing songs.
6) Put my name and age in the song lyrics.

song writing My name is OOO and my age is OOO.

7) They sing a song with their name and age in the lyrics.
8) Show a variety of instruments and let them choose the ones they like.
9) They sing and play various instruments together.

Culture
activity

10) They write postcards to people in old memories.
11) They paint a man of remembrance.
12) They read postcards showing pictures to others.
13) They break up by singing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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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식 전체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6에 제

시하였다. 지역공동체의식의 문화회관 평균은 87.63,

노인대학 평균은 51.75이며 t는 5.17로 유의수준 .001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

라서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한 문화회관 여

성노인은 실시하지 않은 노인대학 여성노인보다 지

역공동체의식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이 여성노인의 지역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치매안심센

터와 노인대학의 대응표본t검정을 실시하였다. 지역

공동체의식 전체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지역공동체의식의 치매안심센터 평균

은 93.75, 노인대학 평균은 51.75이며 t는 4.998로 유

의수준 .01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 따라서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한 치

매안심센터 여성노인은 실시하지 않은 노인대학 여

성노인보다 지역공동체의식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 노인의 연령에 대한 영향을 통제한 후의 교

정된 연령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는 Table

8에 제시하였다. F 통계값은 31.523, 유의수준은 .001

에서 프로그램에 따라 지역공동체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이 노래수업보다 여성 노인의 지역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지역공동체의식 하위영역 결과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이 여성노인의 지역공동체

의식 하위영역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

응표본t검정을 실시하였다. 지역공동체의식 하위영

역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9에 제시하였다.

지역공동체의식 하위영역 중 개인의 욕구 충족은 

t는 4.17로 유의수준 .01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구성원 의식은 t는 2.95로 유

의수준 .05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 상호적 영향 의식은 t는 4.92로 유의수준 .01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공

유된 정서적 유대감은 t는 6.79로 유의수준 .001이하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한 문화회관 여성노인

은 실시하지 않은 노인대학 여성노인보다 지역공동

체의식 하위영역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이 여성노인의 지역공동체

의식 하위영역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

응표본t검정을 실시하였다. 지역공동체의식 하위영

역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10에 제시하였다.

Table 6. Regional Community Consciousness of Culture Center and Elderly Center

variable
Culture Center(n=8) Elderly Center(n=8)

t p
M SD M SD

Regional Community
Consciousness

87.63 6.02 51.75 20.35 5.17 .001

Table 7. Regional Community Consciousness of  Dementia Safety Center and Elderly Center

variable
Dementia Safety Center(n=8) Elderly Center(n=8)

t p
M SD M SD

Regional Community
Consciousness

93.75 5.78 51.75 20.35 4.998 .002

Table 8. Results of covariance analysis on age according to treatment

covariance factor sum of squares degeree of freedom mean square F p

covariance (age) 4.73 1 4.73 .030 .865

treatment 10086.21 2 5043.10 31.523 .000

error 3519.54 22 159.98

total 13912.0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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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의식 하위영역 중 개인의 욕구 충족은 

t는 2.77로 유의수준 .05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성원 의식은 t는 4.62로 유의

수준 .01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으며, 상호적 영향 의식은 t는 5.35로 유의수준 .001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공

유된 정서적 유대감은 t는 5.82로 유의수준 .001이하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한 문화회관 여성노인

은 실시하지 않은 노인대학 여성노인보다 지역공동

체의식 하위영역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이 65세 이상 여

성노인의 지역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었다. 기존 연구에서 문화예술치유프

로그램과 노래를 중심으로 한 음악활동은 노인의 고

독감과 우울을 감소시키고 자살 충동 억제 및 행복감

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는 있었지만 이 양자 간

의 상호 관계에 대한 분석은 없었으며, 더욱이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점은 간과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공동체 의식은 각종 노인문제에 대한 예방

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각종 노인문제와도 상호 관련

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문화회관과 치매안

심센터의 각각 8명씩의 여성 노인에 대해서는 문화

예술치유프로그램을 각각 16차에 걸쳐 실시하였고,

노인대학에서 10명의 여성노인을 대상으로는 동일

한 기간 동안 노래수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노래 중심의 이 여성

노인의 지역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문화회관과 노인대학, 치매안심센터와 노인대

학의 지역 공동체 의식비교에서는 각각 41%, 46%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참여가 지역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킨 연구

[22,2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참여자의 지

역공동체 의식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24],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참여자의 참여 동기와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킨다는 연구[25] 등의 성과와

도 일치하는 것이다. 아울러 노래중심 음악 활동 역

시도 노인의 지역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안녕감을 

향상시킨 연구[30] 등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음악의 리듬은 사람에게 활력을 주어서 집단에 소

속감을 느끼게 한다고 하였다. 여성노인들이 고향 등 

자신이 살았던 곳과 만났던 사람들을 회상할 수 있는 

노래를 함께 부르고 추억을 나누면서 서로 공통적인 

부분을 알게 되어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노인들이 노래에 맞추어 악

기를 연주하면서 하나 됨을 경험하고 같은 지역에 

Table 9. Sub-area of Regional Community Consciousness of Culture Center and Elderly Center

Variable
Culture Center(n=8) Elderly Center(n=8)

t p
M SD M SD

gratifying needs of the individual 24.62 3.54 15.38 6.70 4.17 .004

a sense of belonging 18.00 3.07 11.75 4.62 2.95 .021

reciprocal influence 21.25 1.49 12.63 4.92 4.92 .002

shared emotional bond 23.75 3.01 12.00 5.90 6.79 .000

Table 10. Sub-area of Regional Community Consciousness of  Dementia Safety Cente and Elderly Center

Variable
Dementia Safety Center(n=8) Elderly Center(n=8)

t p
M SD M SD

gratifying needs of the individual 22.75 2.31 15.38 6.70 2.77 .028

a sense of belonging 21.25 3.77 11.75 4.62 4.05 .005

reciprocal influence 23.87 2.30 12.62 4.60 5.35 .001

shared emotional bond 25.87 1.46 12.00 5.90 5.82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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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어서 지역 공동체 의식이 함양된 것이다.

둘째,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이 여성노인의 지역

공동체 의식의 하위영역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문화회관과 노인대학을 대비한 분야에서는 개

인적 욕구 충족에서 38%, 구성원 의식에서는 35%,

상호적 영향 의식에서는 41%, 공유된 정서적 유대감

에서는 49% 높게 나타났으며, 치매안심센터와 노인

대학의 경우에도 동일한 순서대로 각각 36%, 46%,

48%, 46%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적 요

소와 함께 복합적 체계성을 가진 문화예술치유프로

그램이 단순한 노래치료 보다는 효과가 월등히 높다

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역 전래동요에 기초한 문화

체험활동이 유아의 지역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킨다

는 연구[26], 동요를 활용한 지역문화 체험활동이 유

아의 지역 공동체의식과 애향심, 음악 흥미도를 높인 

연구[27], 노래중심 음악활동이 노인의 지역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킨 연구[30] 등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

이다.

셋째, 지역공동체의식 하위영역 중 가장 크게 향

상된 것은 정서적 유대감 영역이었으며, 평균 47.5%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여성들이 함께 

음악을 연주함으로써 하모니를 이루어야 했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단순한 노

래중심 음악활동 보다는 체계적인 문화예술치유프

로그램 속에서의 노래를 포함한 음악활동이 더 효과

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여성노인들은 남성

보다, 젊은 사람보다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였다[4].

그런데 음악 등 문화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함

께 즐거운 경험을 함으로써 고독감이 줄어들어 구성

원들과 정서적 유대감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

고 다른 구성원들과 음악 등 새로운 문화 활동을 함

께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상호간의 신뢰

가 형성되고 사회적 결속이 강화되므로 공유된 정서

적 유대감이 증진된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또한 지역공동체의식 하위영역 중 두 번째

로 높게 나타난 것은 상호적 영향력 영역이었으며,

평균 44.5% 가량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과 관련된 노래를 부르는 활동은 지역에 소속된 구성

원으로써 일체감을 느끼게 하여서 여성노인들이 지

역 구성원이라는 의식을 고양시킨 것으로 보인다. 단

순히 지역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자신이 속한 동네를 소개함으로써 서로 같은 지역에 

속한 구성원이라는 친밀성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커뮤니티 비즈니스 참여가 지역공동체

의식 중 상호적 영향 의식을 향상시킨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22]. 여성노인들이 상대적으로 학

교 이외의 기관에서 음악 등 문화 활동을 경험할 기

회가 적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구

성원들과 음악을 함께 연주하면서 의사소통이 활발

해 지게 되었다. 그리고 여성노인들이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엽서나 편지를 쓰고 서로 공유하면서 상호적 

영향 의식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지역공동체의식 하위영역 중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구성원 의식 영역이었으며, 노인대

학보다 평균 40.5% 가량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문화

회관과 노인대학과의 비교에서는 35% 높게 나타난 

반면, 치매안심센터와 노인대학과의 비교에서는 46

%로 편차가 가장 심한 편이다. t값에 있어서도 2.95

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여기에 대응하는 p값은 

0.21로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통계자료와는 이례성

을 보여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연령대로 치매안심센터의 경

우 총 8명 중 5명이 76∼80세이며, 문화회관의 경우

는 65세∼75세가 7명이어서 사회적 활동영역에서 차

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차후 보완연구의 필요성

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영역인 개인의 욕구 충족 항목은 조사 항

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이 역시도 결코 

낮은 점수는 아니다. 노인대학보다 각각 38%와 36%

높은 결과가 나타나 평균 37% 높게 나타났다. 다만 

상대적으로 개인의 욕구 충족이 가장 낮다는 사실은 

노인 여성의 과거 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때, 전통적 

윤리사회에서 희생과 헌신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은 여성노인

에게 음악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성공적인 성취감을 통해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관련된 노래 등 문화 활

동을 통해서 지역에 소속된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갖게 하여 구성원 의식을 향상시켰다. 또한 엽서와 

편지쓰기 등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통해서 의사소통

이 활발해짐으로써 상호적 영향 의식이 증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문화 활동을 다른 구성원들과 

즐겁게 하면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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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이상 분석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치유프로

그램이 여성 노인의 지역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역 사회에 실시되어 지역공동

체 의식이 향상됨으로써 여성 노인의 우울, 고독감을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성 노인이 지역 사회 구성

원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론에 따른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여성노인만 하였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에는 전통적 가치관에 입각

한 사회적 영향이 큰 관계로 활동 영역에서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큰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

서는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지역공동체의식을 비

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따라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이 남성노인의 지역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부산시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

로 실시되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도시 노인

과 농촌 노인의 지역공동체의식이 어떻게 다른지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이 단기간이 아닌 장

기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되어서 지역 사회에서 실시

될 수 있도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인 등 다양한 연령

의 지역 구성원들이 함께 상호작용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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