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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기여성의 문화복지로서 한국무용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배나래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tudy of an Effect of Korean Dance for Middle-Aged Womens as a
Culturel Welfare

 Na-Rae Bae
Dept. of Social Welfare, KonYang Cyber University

요  약  년기여성의 문화복지로서 한국무용의 효과성에 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질 인 근

(qualitative approach)하 고, 자료 수집기간은 2016년 2월 10일에서 2016월 4월 1일까지 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심층면담을 
주로 사용하 다. 
연구결과는 문화복지로서 한국무용에 참여하는 년기 여성은 첫째, 정서  역 측면에서 자아성취와 사회소속감을 느 고,
년기 우울증을 해소하여 심리  안정에 많은 효과를 보았음을 알수 있었다. 한 자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진 연구 상자들

은 한국무용 참여를 통한 자존감 회복에 큰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운동 역으로서의 한국무용은 한국 통음악과 함께 동작

을 표 함으로써 근육과 소근육을 강화를 하여 평소 쓰지 않던 근육을 활용했다. 년여성들은 평소 앓고 있었던 신체증상
이 완화됨을 경험하 고, 이는 운동반경을 넓힘에 따라 반  운동기능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인지  역 측면

에서 한국무용  친숙하고 익숙한 한국음악의 멜로디가 기억과 회고의 기회를 주며 년기 여성의 어머니, 할머니가 좋아했
던 음악을 들으면서 편안한 시 의 회상력을 증진시킬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  역에서 한국무용은 음악과 동작을 

통해 상자 스스로를 수용하여 주고, 계 속에서 느낀 고립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 다. 
한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익힌 한국무용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 해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로 인한 자아실 도 하게 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Korean dance affects middle-aged women by acting as a 
cultural mediator. A qualitative approach was taken in order to best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Feb 10th to April 1st, 2016, using in-depth interview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on an emotional level, the middle-aged women participating in Korean dance as a cultural mediator, feel a
sense of self-achievement and social belonging, as well as experiencing an improvement in their psychological 
stability by resolving their depression. Those who had lost their sense of autonomy and productivity were able to 
recover some of their self-esteem through this activity. Secondly, in terms of their activity, the Korean dance enabled
the ladies to exercise their poorly used muscles by strengthening their gross and fine motor skills through the 
movements associated with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This allowed them to ease their chronic physical pain and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ir overall exercise function was increased by expanding their exercise radius. Third, in 
the cognitive area, it was possible for them to revive their happy memories by listening to the music which was loved
by their preceding generations. This is because the melody of familiar Korean music provides them with the chance
to remember their former days. Lastly, in the social area, the Korean dance allowed the middle-aged women to accept
themselves through music and movement, as well as playing the role of a mediator which enabled them to overcome 
their isolation and the conflicts they face in their social relations. In addition, they achieved self-realization by 
reconnecting with the regional community through the Korean dance performances, which they learned as social 
community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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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난 수세기 동안 개인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환경의 

개선과 식생활의 향상으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었다. 
연장된 삶속에서 한 활동이 필수 이며 인간은 가능

한 신체 으로나 정서 으로나 질 인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1〕.
특히 인간은 정신  풍요를 갈망한다. 무용과 술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한 무용은 남녀노소 
구나 평생 참여할수 있다라는 장 을 가진다〔2〕. 생활
무용은 이른바 질 높은 삶을 추구하는 시 에 가장 요

하게 생각되고 있는 건강, 정신함양, 건 한 분 기속에

서의 폭넓은 친목과 사회성 함양 등, 신체 , 정서 , 사
회 , 교육  가치를 지니는 술이다〔3〕. 특히 한국
무용은 신체에 무리를 주는 동작보다는 정, ,동의 미를 
지니며 통우리가락을 통해 손짓, 발디딤, 몸짓의 동작
이 빠르지 않게 구성되어 있어  연령 가 손쉽게 배울

수 있다는 이다.
년기 여성은 남편의 바깥생활에의 몰입, 자녀의 성

장과 독립 등으로 허탈감, 무력감, 우울증 등을 겪게되고 
자아존재감이 하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때문에 년
기 여성의 정서  건강과 사회 건강을 유지 시키기 

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년기 여성을 한 문화강좌가 

개설되기 시작하 고, 그  한국무용은 년여성의 신
체 건강, 정서 건강, 사회 건강에 모두 정 인 

향으로 인기강좌가 되었다. 
본 연구는 년기 여성의 문화복지 활동  한국무용

활동을 연구함으로써, 년기 여성의 문화 이고 건강한 

생활을 한 문화복지 방법 모색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문화복지

우리나라 문화복지는 1980년 부터 개념이 등장하

고 1990년  반부터 시작된 문화 향수 기회의 확 정

책으로 문화  기반에 복지  측면을 결합하 다. 문화
에 복지의 개념이 등장한 배경으로는 경제발 과 국민수

이 향상되고 문화  욕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복지와 
결합한 문화측면에 심이 커지면서 개념이 확장되게 되

었다. 문화복지는 문화소외계층의 최  문화생활을 통해 

문화생활수  향상과 더불어 정서  지지와 창의력을 개

발을 돕는 활동에서 시작되었다〔15〕. 한 문화복지

는 기본 으로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하여 소수의 엘리

트로부터 다수의 국민들에게 문화향수를 하기 한 

정책으로 이해된다〔16〕. 문화가 인간의 활동으로 구
성되는 다양한 사회 상이 갖는 근본 인 요성에도 불

구하고, 문화와 복지와의 결합된 측면에서의 연구는 부
족했다. 문화  근에 의한 복지의 연구에 한 심과 

연구가 시 하며, 그 주체와 역에 확 가 필요한 시

이다〔17〕. 

2.2 한국무용의 효과성

년기 여성의 문화복지로서 한국무용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의미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빈둥지시기

로 고독감, 우울감, 소외감 등 겪고 있는 년여성에게 
삶의 활력소를 만들어 으로써 신체  ,정서  측면에

서 풍성한 삶을 만들어 다〔6〕. 복된 삶 즉 삶의 질의 
높은 수 을 따지는 사회에서는 무용은 정서함양과 

밝은 분 기속에서 정서  지지와 친목을 함께 함으로써 

년여성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는 한다. 특
히 한국무용은 정, ,동의 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춤으
로서 신체에 무리를 주는 과도한 동작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므로 연령에 구애를 받지 않고 구나 쉽게 배울수 

있다는 장 이다〔3〕.
그동안 년여성의 문화복지로서 한국무용의 효과성

에 한 연구는 류혜정〔8〕, 정조숙〔13〕, 이지 〔1
2〕, 이경화〔11〕, 신언경〔10〕, 김혜정〔9〕,최인
〔14〕, 고은주〔7〕 등 비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

다. 이들 연구는 한국무용에 참여하는 년여성의 경우 
그 지 않은 여성에 비해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했으며, 
년여성의 생활양식과 취미, 제도 사고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문화복지차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년기 여성의 특성과 그들의 욕구를 이해

하고 한국무용의 효과성을 악하는데 목 을 두고 상

학  연구방법을 선택하 다. 상학이란 기존에 지니고 
있는 선입견이나 이론  개념에 방해를 받지 않고,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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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근 에 있는 본질을 밝히려는 것이다〔18,19,20〕. 
따라서 상학  탐구 역은 연구 상자의 경험이며, 의
식 경험의 구조분석을 통해 이성 인 조작보다 더 근원

인 것, 논리  구성물 아래에 내재되어 있는 생생하게 

살아 있는 것을 추구한다〔20,21.22〕. 즉, 상자의 의

식의 내용과 구조를 상세히 묘사하고자 하며 그들의 경

험을 질  다양성을 이해하고자 하고 그들의 본질 인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학에서 다루는 

상이란 주  속에서 인지되는 체험을 말하며, 사람들이 
주 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조명하는데 목 을 두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년여성의 문화복지로서 한국무
용의 효과성을 이해하여 년여성의 문화 이고 건강한 

생활을 한 문화  복지방법을 모색 하는데 질 인 

근(qualitative approach)이 하고 단 하 다. 그 이
유는 양 연구에 비해 질  연구는 사회  실제(social 
reality)에 한 깊이 있는 자료와 통합 인 이해를 제공

할 수 있다는 장 을 갖기 때문이다〔18,20,22,23〕. 
본 연구는 질 연구 시 주로 사용하는 의도  표집방

법을 사용하 으며 상학  연구로서 형 인 사례표

집방법을 하 다. 형 인 사례를 선택하는 기 은 ‘
성과 충분함’이라 할 수 있다. 성이란 연구에서 이

론  필수 조건에 따라 연구에 한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  수 있는 상자를 찾아내어 자료가 포화상태

에 도달하도록 수집해야 함을 의미한다〔20,24〕. 본 연
구에서 연구자료의 충분함을 해 참여자와 심층면 , 
기면 지, 과정기록지 등 련 자료를 수집했다〔2

0〕. 그리고 연구 참여자의 성을 해 D 역시의 지

역 문화센터, 술원, 수  등의 조로 참여자를 선정 

하 다. 최종 으로 5명의 사례자를 선정하 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은 2016년 2월 10일에서 

2016월 4월 1일까지 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심층면담을 
주로 사용하 다. 상자들에게 방문 에 화를 통해 

연구의 목 , 참여방법에 해 안내를 했으며, 이에 동의
를 구한 후, 방문 면담일자를 정하고 방문하 다. 면 시

간은 연구 참여자마다 조 씩 달랐으며 면담 횟수는 1∼
3회 으며, 1회 면담 시 평균 1시간30분에서 2시간정도
의 시간동안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은 상학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방 이고 

구조 화된 질문을 사용하 으며, 연구 목 에 맞추어 

질문 목록들을 사 에 비하여 면담을 진행하 다. 질
문 내용은 1차면담에서는 한국무용을 배우면서 지 까

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요? 2차 면 에서는 연구 참

여자에게 구체 인 질문을 하 다. 문화복지로서 한국
무용의 효과에 해 구체 으로 말  주시겠습니까? 
등의 질문을 통해 특정 부분에 해 보다 구체 이고 

풍부한 의미를 담고자 하 다. 면담장소는 연구 참여자
가 원하는 편안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이루지는 것을 원

칙으로 하 다. 
면담내용은 익명으로 처리하 으며, 연구 이외의 

목 으로는 사용하지 않음을 약속했다. 연구 참여자
의 동의하에 녹음을 하 으며, 녹음내용을 여러번 반
복하여 들으면서 연구 참여자가 표 한 언어 그 로 

사 하 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articipants Age Graduate school Educationperiod

1 65  High school 8Years' 

2 64  High school 7Years' 

3 58 Undergraduate 8Years' 

4 57 Undergraduate 6Years' 

5 63  High school 9Years' 

 

4. 연구결과

4.1 한국무용의 정서적 측면의 효과

한국무용에 참여하는 년기 여성은 첫쨰, 정서  측

면에서 자아성취와 사회소속감을 느 다. 한 년기 

우울증을 해소하여 심리  안정에 많은 효과를 보았다. 
자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진 연구 상자들은 한국무용 참

여를 통해 자존감 회복에 큰 효과를 나타내었다.

나는 뭐하는 사람인가 늘 생각했어요. 힘도 없고 밥도 
먹기싫고 애들이 뭘 물어 도 짜증내고 우리 애들이 나

보고 사춘기도 아닌데 짜증을 왜그리 내냐 할 정도 으

니깐요. 어느날은 별일도 아닌데 물이 주르르 나면서 
멈추질 않는 거에요. 어느날 한국무용을 하게 되고 짜
증내는일이 어들기 시작했어요(사례1).

요? 엄마말고는 나의 직함이 없었지요. 구 부인, 
구 엄마. 어느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동창을 만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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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는데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늘 뒤쳐졌다고 보았던 친

구가 명함을 내 더라구요, 무슨 장이라나. 뭐 아무것
도 아닐수 있지만, 는 명함도 없고, 내 수 있는게 아

무것도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통무용을 하는 무용
수라는 호칭을 얻었고, 공연도 하는 걸요. 나도 소속이 
있어요, 엄마, 아내 말고, 공연단이 있어요(사례2).

노인 문병원 간호사일을 하고 있어요. 매일 같은 일
상생활의 반복에 삶이 무료해졌어요, 거울을 보니 은 
내모습은 없고 나이든 내가  쳐다 보더라구요, 우울 해
졌어요. 돌 구가 필요했어요. 지인소개로 한국무용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알지 못하는 장단에 제가 몸이 둔
해서 따라 가는데 어려웠는데 신기하게도 못하는데도 따

라하면서 집 하니 다른 생각이 안나더라구요. 동작이 
늘어가는 내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어요(사례3).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다보면 제가 바보같다는 생각

이 들었어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남편
도 를 무시하는 것 같고요. 물론 이것도 제 생각일수 
있지만, 는 이런 제가 못마땅 했어요. 통춤을 하고 
나서 세상과 올바르게 소통하는 방법을 익힌 것 같아요.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아요(사례4).

결혼하면서 시부모님과 곧 같이 살았어요. 살면서 
는 없었어요. 시부모님 양하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
느라, 애들 키우느라 동동거리며 살았지요. 한국무용에 
해 부터 심은 있었어요. 계기가 없었지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통무용을 강습하는 곳에서 음악이 새

어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무용하
는 사람들을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안정되더라구요. 그
날로 등록하고 배웠지요. 지 은 제가 처음 오는 사람 안

아주며, 다독거리며, 나와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희
망을 줘요(사례5).

4.2 한국무용의 신체적 측면의 효과

한국무용에 참여하는 년기 여성은 신체  측면 즉, 
운동 역으로서의 무용과 음악과 함께 동작을 표 함으

로써 근육과 소근육이 강화가 되었다. 평소 쓰지 않던 
근육을 활용함으로써, 평소 앓고 있었던 신체 증상이 완
화됨을 경험하 고, 운동반경을 넓힘에 따라 반  운

동기능이 향상되었다.

올바른 호흡이 요하다고 배웠어요. 통춤을 배우

면서 호흡을 제 로 하면서 춤을 추니 힘도 덜 드는 것 

같고, 춤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는 숨쉬기는 아무 게

나 해도 되는 것인지 알았거든요. 제 로 된 호흡법이 춤

의 효과를 더 극 화 시키고, 동작을 할때도 편안하게 할
수 있더라구요(사례1).

갱년기 을까요? 손가락 들 힘도 없었어요. 통춤

을 배우고 나서는 몸이 가뿐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통춤은 움직임이 느린데 운동이 되냐고 물어요. 통춤

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지만, 천천히 지속 인 연결동

작을 해야해요. 한 작품하고나면 땀이 온몸에 흥근하죠. 
이 까지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 땀을 흘리는 것을 안

했어요, 그런데 통춤을 배우고 나서는 땀 배출을 통
해 나쁜것들이 빠져 나가서 그런지 몸이 개운하고 가뿐

해요(사례2).

오십견이 와서 많이 힘들었어요, 한의원에 침도 맞으
러 다니고, 재활치료도 하 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했어
요. 통춤을 추면서 아 도 억지로 팔을 들어 올리려 하

고, 움직이려하고 애를 쓰니 서서히 좋아 지더라구요. 아
마 동작만 하는 것이 으면, 하기 싫었을 꺼 요. 통음
악에 맞춰서 동작을 하니 아  것을 조 이나마 잊을수 

있었어요(사례3).

신운동이 되는 거에요. 발짓, 손짓, 몸짓 이 모든 것
이 운동이 엄청 되는 것이에요. 손짓을 할때도 신경써서 
해야 하니까 손 마디가 르르 떨리죠. 발을 사뿐이 들어 
올려야 하니까 다리 체가 움직여야 하지요. 체 몸짓
이 어울어져야 하니 신운동이 아니고 뭐겠어요. 요즘 
은 사람들 헬스다 뭐다 하는데 통춤 배우면 살이 쏙 

빠질거요(사례4).

이유없이 아팠어요. 집 하니 덜 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 아 곳이 많이 지는 거겠지요. 

춤을 추는 회원들과 춤사 를 맞추다 보면, 아  것을 잊

어 버려요. 통춤은 우리네 년여성에게 어울리는 운

동인 것 같아요. 고고하면서 아름다운 멋을 풍기며 운동
기능도 향상시키고(사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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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한국무용의 인지적 측면의 효과

한국무용에 참여하는 년기 여성은 인지  측면에서 

회상력을 증진시켜 기억력 향상을 경험하 다. 한국무용
의 반주가 되는 한국 통음악의 멜로디는 기억과 회고의 

기회를 마련하며 년기 여성의 어머니, 할머니의 향수
를 되살리면서 편안한 시 의 기억을 함으로 인해 인지

 기능의 향상을 보 다. 

친정어머니 생각이 나요. 통음악을 들으면요. 
에 친청어머니가 입었던 옷, 좋아한 음식 여러 가지가 생
각이 나고 기억나요. 한동안 제가 우울증이 심해 어머니
를 떠 올리려해도 생각이 안났는데, 에 어머니가 들

었던 통음악을 들으며, 기억력이 되살아 난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은 좀 걸렸어요. 무 성 하게 기억을 떠올리

려고 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천천히, 한국 통춤이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성 하게 서두르지 않으면서 기

다려주는 그런 매력이요(사례1).

는 소리를 좋아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소리를 
정말 잘 하셨거든요. 지 도 좋아하고요. 통춤에 배경

음악이 되는 소리를 들으면 에 기억들이 그림들이 

화 화면처럼 지나가요. 참 신기하지요. 우리 애들 말로 
타임머신타고 과거로 날아간 기분이지요. 어떨때는 그 
당시 냄새까지 난다니깐요(사례2).

어머니 자장가 같아요. 아니 시골 할머니의 자장가라
고 해야 할까요. 한국 통음악의 멜로디는 어딘가 모르

게 편안함을 주어요. 지 은 음악에 맞춰 통춤을 춘지 

시간이 몇해 지나 무슨 가사인지 알지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잘 모르고 동작을 따라하기 바빴지요. 생각하면, 그 
가사가 무엇인지 모를때나 이제는 알고 있는 지 이나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사례3).

음악이 깔리고 통춤을 나비처럼 추고 있으면, 아버
지가 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일  돌아가셔

서 아버지에 한 그리움이 많았어요. 통춤을 추면서 

통음악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향기, 아
버지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 같아요. 아마 아버지가 통
춤을 좋아하셨지 않나 싶네요(사례4).

자꾸 잊어 버려서, 우리 식구들은 를 5 라고 놀렸

어요. 그런데 통춤을 추면서 집 력이 길러졌지 싶어

요. 제가 생각할때, 춤추는 순간에는 모든 것을 내려 놓
고 이것만 하니, 스트 스가 어서 그런걸수 있겠지요. 
아무튼 제 별명 5 가 이제는 무색하게 집 력, 기억력
이 좋아졌어요(사례5). 

4.4 한국무용의 사회적 측면의 효과

한국무용에 참여하는 년기 여성은 사회  역에서 

음악과 동작을 통해 상자 스스로를 수용하고, 계속

에서 느낀 고립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

을 수행한다고 하 다. 한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익

힌 한국무용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 해서 지역사회와

의 연계로 인한 자아실 도 하게 되었다.

공연할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무  조명이 

를 해 있는 것 같아요. 연 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랄까. 그 기분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할 꺼
요. 통무용 동작을 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
어요. 바깥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무슨 말인
지 아시겠어요. 슬 때나 외로울 때 춤으로 나를 표 한

다는 것이 단한 거 요(사례1).

나의 능력으로 문 인 사를 한다는 것이 이 에

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지요. 우리 가족들은 내가 문
가래요. 자원 사는 청소나 빨래를 하는 것으로만 생각

했어요. 제가 추는 춤이 사로 사람들에게 다갈수 있다
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문 사자에요(사례2).

얼마 에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어르신들 앞에서 

통춤을 보여 주었지요. 할아버지, 할머니, 심지어 근무
자들까지 아름답다고 모두 난리 어요. 부끄러웠지만 제
가 근무하는 곳에서 군가에게 웃음과 행복을 수 있

다는 경험에 자랑스럽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제가 가진 
재능을 맘껏 보여주고 싶어요(사례3).

아들과 딸이 제가 공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데요. 
공연 팜 렛에 엄마 이름이 나오니 아이들도 놀라고 엄

마가 자랑스럽다고 하더라구요. 부터 지역사회에 

사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는데 제가 능력이 없다

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는 구도 할수 없는 ( 통춤)
재능을 가졌잖아요. 재능기부라는 말도 많이 하데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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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재능기부 하며 살꺼에요(사례4).

밥 잘하는 아 마 끝.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요. 나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요. 아직 더 많이 배우고 수련 해야겠지만, 가르친다는 
것을 시작하고 싶어요. 요즘은 강좌에 나오는 보들에
게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선생님께 피해가 되지 않는 선
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호호. 의 꿈은 우리 지역에서 

통춤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는 거 요. 요즘에 내나이
가 어때서 라는 노래가 있더라구요, 정말 내 나이가 어때
서...호호. 제가 강사가 되는 날 선생님 다시 오셔서 인터
뷰 꼭 해주세요(사례5). 

5. 결론

본 연구는 년기 여성의 특성과 그들의 욕구를 이해

하고 한국무용의 효과성을 악하는데 목 을 두고 D
역시의 지역 문화센터, 술원, 수  등에서 6년이상 
한국무용을 수강하고 있는 55세이상 년층 5명의 여성
을 상으로 문화복지로서 한국무용의 효과성에 한 연

구를 하 다.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질 인 

근(qualitative approach)이 하고 단 하여 질 연

구를 하 다. 
문화복지로서 한국무용에 참여하는 년기 여성의 변

화에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  역 측면

에서 자아성취와 사회소속감을 느 고, 년기 우울증을 
해소하여 심리  안정에 많은 효과를 보았음을 알수 있

었다. 한 자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진 연구 상자들은 

한국무용 참여를 통한 자존감 회복에 큰 효과가 나타났

다. 둘째, 운동 역으로서의 한국무용은 한국 통음악과 

함께 동작을 표 함으로써 근육과 소근육을 강화를 하

여 평소 쓰지 않던 근육을 활용했다. 년여성들은 평소 
앓고 있었던 신체증상이 완화됨을 경험하 고, 이는 운
동반경을 넓힘에 따라 반  운동기능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인지  역 측면에서 한국무용  친

숙하고 익숙한 한국음악의 멜로디가 기억과 회고의 기회

를 주며 년기 여성의 어머니, 할머니가 좋아했던 음악
을 들으면서 편안한 시 의 회상력을 증진시킬수 있었

다. 마지막으로, 사회  역에서 한국무용은 음악과 동

작을 통해 상자 스스로를 수용하여 주고, 계 속에서 

느낀 고립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수

행한다고 하 다. 한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익힌 한

국무용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 해서 지역사회와의 연

계로 인한 자아실 도 하게 되었다. 
년기 여성의 문화복지로서 한국무용의 효과성을 연

구해보는 것은 년기 여성의 정서 , 사회 , 신체 , 
그리고 자아존재감과 역할에 한 갈등 해소가 될것이라 

생각한다. 
년기 여성의 문화복지로서 한국무용은 년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성들의 정서 , 운동 , 인지 , 사회  

측면에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자아존재감을 향상시키
며, 역할에 한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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