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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활동 체험요소가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연구

A Study on effect of Craft Activities Experience Factor to Self-esteem 
and Social-support for middle-age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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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Myung Sook , Nam Sang Moon

요 약 중년여성들은 여성성의 상실과 함께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게 되며, 자녀의 성장과 독립으로 돌봄과 양육의

역할이 감소되면서 심리적으로 공허함을 느끼기도 한다. 이 여성들은 자신의 역할감소에 따른 상실감과 공허함을 자

신의 여가생활을 위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유지하는 계기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중년여성들은 공예활동체험을

통하여 인간과 인간의 소통을 통한 사회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형성과 자아실현의 기회로 인식하여 우울감이나

공허한 마음과 같은 중년의 위기에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고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확립하고 있다. 우

리는 이 연구에서 공예활동의 체험요소가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공예활동의 체험요소를 독립변수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교육적 체험, 오락적 체험, 일탈적 체험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심미적 체험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오락적 체험, 심미적 체험은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만 교육적 체험, 일탈적

체험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중년여성의 감각과 감성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체험공간의 환

경적 특성인 미학적 요소와 시각적 요소를 살릴 수 있는 콘텐츠와 교류할 수 할 수 있는 출발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공예체험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예활동으로 궁극적인 삶에 변화를 주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어 웰빙과 관련된 변수 등을 도출하여 새로운 모형을 제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어 : 공예활동, 체험요소, 중년여성,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Abstract Middle-aged women experience physical and mental changes along with the loss of femininity, and 
they feel psychologically empty according as their child's growth and independence reduces the role of care and 
parenting. These women understand the sense of loss and emptiness caused of their role reduction as an 
opportunity to maintain their values and beliefs for their leisure life. Accordingly, middle-aged women overcome 
negative emotions facing in the middle-aged such as depression or empty mind, and establish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in recognizing it as an opportunity for building relationship and self-realization in social relations, 
which come through human to human communication by doing craft activities. In this study,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experience factor of craft activity to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for middle-aged women, we 
set up a research model with the experience factor of craft activity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as dependent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study, educational experiences, recreational experiences, and deviant experiences had a 
meaningful effect on self-esteem, but aesthetic experiences did not have meaningful effect. And, recreational 
experiences and aesthetic experiences had a meaningful effect on social support, but educational experiences and 
deviant experiences did not have meaningful effect on social support. Therefore, the institutional system for craft 
experiences, that can provide content of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for aesthetic factor and visual elements are 
required. It influences to the change of senses and emotions of middle-aged women. Also, there are limitations 
that this study did not consider factors of ultimate life changes through craft activities. Thus this study suggests 
development of new model for variables of wellbeing-related matters.

Key words : Craft Activity. Experience factor. Middle-aged women. Self-esteem.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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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중년여성들은 여성으로서의 자신감 결여와 사회와의

단절 속에서 쉽게 능력을발휘할 수없어열등감을 가지

며 삶의 좌절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 여성들은 주체성을

찾으려고 시도를 하지만, 스스로가 무엇으로 해야 하는

가에 관하여 지식 및 습득기회가 부족하여 폭넓고 다양

한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를 주는 공예활동체험이 필

요하다.

체험(experience)은 실제로 보고, 듣고, 겪는 과정에

서 얻는 지식이나 기능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개념으

로 새로움, 즐거움, 재미, 몰입, 사회성 향상, 일상에서

의 일탈, 지식습득 등을 의미한다. 공예활동 체험은 직

접 경험하여 무엇보다 친숙하게 느끼고,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중년여성들을 보다 능동적이고

활력있게 만들기 위해 공예체험활동을 통하여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기회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연구에서 공예활동의 체험요소가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공예활동의 체험요소

공예활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감각적, 예술

적 또는 심미적으로 인간의 손이나 도구 등을 사용하여

만드는 행위이다. 이 활동은 쓰임의 도구적인 가치를

토대로 우리의 삶이나 일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생산적 활동이며 수공예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예활동은 직접 눈으로 감각을 익히며 그에 따라 사

물이 가지는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다양한 공예활동은 자신의 감정이나 언어표현을 작품을

통해 시도할 수 있으며, 억압된 감정이나 느낌을 창의적

인 과정으로 풀어내면서 안정된 기회를 얻을 수 있다.[1]

현대사회는 소비시대로 정치·경제적 환경변화와 더

불어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문화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어[2] 공예활동이 다양한 체험으로 정서적인

활동에서 다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체험

활동은 인간과 인간의 소통을 통한 정보 가치의 전달,

교류뿐만 아니라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공예활동체험은 실제로 참여해서 보고 듣고 경험을

하는 것으로 즐거운 마음 상태를 말하며, 체험요소는

Pine and Gilmore(1999) 의 4가지 체험 영역을 구체화해

도출하여 교육적 체험요소, 오락적 체험요소, 심미적 체

험요소, 일탈적 체험요소로 구성하고 있다.[3]

1. 교육적 체험

교육적 체험은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개인적인 높은

참여도와 개인적 측면에서의 체험을 통한 자기 자신의

지식함양과 흡수력이 매우 높다.[4] 이 체험은 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지

식과 능력을 높여주는 교육적 이벤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5]

교육적 체험은 체험활동을 통하여 체험대상에 관련

된 기술이나 지식이 체험 참가자들에 의해서 지각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공예활동의 교육적 체험은 시대별 공

예활동의 역사, 공예활동의 장르, 주제별 학습, 예술가와

그들의 작품 정보 등에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지

식들을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

한다.

공예활동의 교육적 체험은 일반인들이 공예활동을

더 쉽고 편안하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교

육으로 체험자들의 심층적인 감상과 이해를 도울 수 있

는 다양한 수준의 단계별 교육들이 기획되고 있다.[6]

공예활동의 교육적 체험은 참여자가 주관적으로 활

동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공감보다는 교육체험에 있어서

활동과정의 정성적 공감이 더 중요하다. 교육적 체험활

동의 효과는 지식을 확장하고, 비판적 안목을 배양하여,

이기적 생활태도에서 벗어나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깨

닫게 하여 수용과 소통의 능력을 길러주며 자연과 더블

어 조화로운 삶을 이루게 한다.

2. 오락적 체험

오락적 체험(Entertainment Experience)은 체험의

참가자가 체험활동 중에 깨달을 수 있는 유희적 기쁨

과 쾌락적인 감정을 개인이 인식하는 것이다.[7] 오락

적 체험에서 공예활동은 오감의 자극을 통해 개인적인

본능을 이끌어내는 소극적 체험이다. 이 체험은 즐거

운 기분전환의 상태를 촉진하거나 만들어내는 모든 것

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적인 체험을 경험하면서

느껴지는 즐거움을 인식한다.

오락적 체험은 체험자가 즐겁게 흥미와 재미를 느끼

며, 관심이 생겨 기분이 좋은 상태가 되도록 자극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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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하여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8] 이는 즐거

운 기분 상태를 자극 및 촉진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흥미와 호소력 있는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9]

중년여성에게 주는 오락적 체험은 일상생활에서의

공예활동을 통하여 취미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스스로

완성한 공예품을 통해 자신에게 전해지는 즐거움과 성

취감을 동반하는 감성적 체험이다. 이 체험활동은 감

성적인 즐거움을 통하여 체험자들이 오래도록 기억하

고 체험자의 내면에 즐거움을 창조하고 즐기려는 본능

인 욕구를 담게 하는 효과가 있다.

3. 심미적 체험

심미적 체험은 체험활동이나 체험대상에서 심미성을

갖춘 요소를 체험하고 감상하는 것을 의미한다.[10] 이

체험은 단순히 미적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

라 미를 심사하는 체험을 통해 아름다움을 심사하며 판

단하는 것이다.

심미적 체험은 사적 감각의 작용이 아니라 열려 있는

보편적 감각의 작용이다.[11] 심미적 체험은 여행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설레임과 편안함과 같이 공예체험활동

을 통해 새로운 영역에서 심리적 평안함을 느낄 수 있

다. 심미적 체험 경험은 몰입할 수 있는 공예활동의 환

경적 조건과 개개인의 질적 특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공예활동의 심미적 체험은 중년여성들이 미

학적으로 접근하는 경험과 시각적으로 즐기면서 실제

공예품을 완성하는 과정에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예술적

지식을 습득하여 철학적인 요소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12]

4 일탈적 체험

일탈적 체험은 일상에서 벗어난 경험을 통해 관념적

자아의 틀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 체험은 자신의 성취감

으로 자기 향상을 최적화하게 한다. 일탈적 체험은 재미

를 경험하여 일상을 이완하게 하여 일상에서의 탈출로

인한 해방감, 자연과의 교류, 대인과의 교류를 확장하게

한다.

공예활동에서의 일탈적 체험은 체험자들에게 적극적

인 참여를 유발하며 현실에서의 해방된 신기함과 색다

른 일탈의 체험을 제공한다.[13] 일탈적 체험은 시간 혹

은 노력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있는장소와 활동을 찾아

가 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능동적으로 몰입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공예활동의 일탈적 체험은 지역 축제, 공공기관, 개인

의 공방 등 다양한 곳에서 재미를 통한 자기 표현감과

신체적 역동감 등이 수반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공예활

동가들은 여러 지역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에서 지역

의 특수성을 살리며 다양한 공예 체험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일탈적 체험은 일상에서 벗어난 경험을 통해 관념적

자아의 틀에서 벗어나게 한다. 일탈적 체험은 자신의 성

취감으로 자기 향상을 최적화하게 한다. 특히 일탈적 체

험에서 재미는 일상을 이완하게 하여 해방감, 자연과의

교류, 대인과의 교류가 확장된다.[14] 일탈적 체험은 공

예활동체험을 몸소 경험하여 스스로 행동하는 무언가를

체험하는 것으로 외부의 자극에 노출된 사람이 그 자극

에 다양하게 반응하여 마음과 몸으로 느끼게 한다.

공예활동체험에서 일탈적 체험은 일상생활에서 벗어

나 이동하면서 다양한 공예활동이 호기심의 대상이 되

고 욕구충족의 대상물을 보고 느끼는 것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여 많은 것을 얻어 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Ⅲ.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인생발달 단계마다 처한 상황

이 다르므로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스스

로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자아존

중감은 개인의 중요성과 성공 그리고 능력을 평가하며

자기애와 자기역량 강화를 구성하는 요인이다.[15]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

와 관련된 것으로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아존

중감은 인간에 있어 힘의 원천이며 삶의 성공적인 적응

에 대한 잠재력을 강화하게 한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의욕 없는 생활을 하게

되며 심리, 정서적 상태가 불안하여 조직 생활에서도 소

극적인 태도로 수행능력이 떨어지게 된다.[16] 중년여성

들은 공예체험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수련과 함께 숙

련의 과정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경험하고 자아를 인

식하면서 자아존중감을 경험하게 된다.

자아존중감은 자기평가에 대해 긍정적인 요소로 가

치를 자기 자신에게 평가하는 것이며,[17] 자신의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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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며, 인지, 동기부여, 정서 등이 포

함된다.[18] 중년여성들은 공예활동체험에서 완성된 결

과물을 타인과 다른 자신만의 특성에 반영하여 긍정적

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며 자아존중감을 인식하게 된다.

중년여성들은 갱년기를 거치면서 가정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며 갱년기 증

상을 회복하는데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공

예활동체험은 여러 사람이 단일의 목표를 갖고 협동 작

업에 함께 참여하여 자신의 역할에서 내적 만족감을 경

험하고 스스로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 속에

자아존중감을 찾아가게 된다.

중년여성들은 공예활동체험에 참여함으로써 예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자신의 소질을 찾아 자아존중감의 실

현을 통해 사회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

다. 또한, 중년여성들은 공예활동체험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과 함께 작품을 공유하고 사용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긍정적인 관계가 심리적 안정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된다.

Ⅳ. 중년여성의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중을

받으며, 여러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자신이 가치 있는 성

원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정도를 의미한다.[19] 이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지원이나 성품이나 서비스 등을 상호 교류하는 것을 의

미한다.[20] 사회적 지지는 생활 속 스트레스 상황에서

받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켜 주는 행위로써 일반적으

로 긍정적 대인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이다.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지지를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를 경험한 사람은

즐겁고 활력이 높은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에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

지는 경향이 있다.[21]

중년여성은 갱년기 과정을 경험하면서 빈둥지 증후

군으로 인한 우울 등 다양한 증상을 겪게 되며, 이를 신

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요인이 적극적인

사회적지지이다.

사회적 지지는 대인관계에서 긍정적 관점을 유지하

고 갈등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체험동기는 자기주도성

을 강화하여야 수준이 향상하게 된다.[22]

공예활동체험은 모방이나 경험을 반영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예술적 활동보다 실용적이며 접근성

이 용이하다. 공예작품 활동은 그 과정이 어렵지 않아

완성품을 빠르게 접할 수 있어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중년여성은 공예활동체험을 통하여 만남의 계

기를 자연스럽게 만들고 대인관계가 자동적으로 형성되

어 정서활동의 경험과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함께 건강

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공예활동체험은 중년여성에게 친밀한 대인관계를 유

지할 수 있도록 하며,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도 배우

자나 친구들로부터 도움이나 격려 등의 사회적 지지를

받아 현실의 상황에 대처를 잘하고 정신건강을 유지하

는 데 도움을 준다.

Ⅴ. 연구설계와 및 분석결과

1. 연구모형 및 가설

우리는 이 연구에서 공예활동 체험요소가 중년여성

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는 것으로 공예활동의 체험이 중년여성의 삶의 의미에

주는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

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그리고 우리는 이 연구에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변수를 선정하여 연구가

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공예활동의 체험요소가 중년여성의 자아존

중감에 영향을 양(+)으로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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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신뢰성 및 타당성 결과

Table 2. The result of reliability and validity

변수
요인

적재량

합성

신뢰도

Cronbach’

s Alpha
AVE

R

Square

교육적

체험

1 0.87

0.93 0.89 0.76
2 0.88

3 0.87

4 0.86

심미적

체험

1 0.87

0.91 0.87 0.73
2 0.83

3 0.87

4 0.84

오락적

체험

1 0.81

0.89 0.84 0.68
2 0.84

3 0.87

4 0.78

이탈적

체험

1 0.74

0.86 0.79 0.61
2 0.82

3 0.82

4 0.76

자아존

중감

1 0.86

0.94 0.92 0.75 0.63

2 0.85

3 0.87

4 0.90

5 0.85

사회적

지지

1 0.83

0.91 0.87 0.67 0.56

2 0.81

3 0.86

4 0.77

5 0.80

가설 2: 공예활동의 체험요소가 중년여성의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양(+)으로 미칠 것이다.

2. 자료수집

우리는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

여 공예체험활동에 대하여 경험이 있는 중년여성 324

명에게 2020년 5월 15일부터 6월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회수한 설문지 중에서 성실하

지 못한 설문지를 제외한 301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였다. 연구 표본은 연령, 직업, 학력, 공예 분야, 그리고

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크기가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

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sample

구분 빈도 비율(%)

연령

40-45 40 13.3

46-50 101 33.5

51-55 83 27.6

56-60 77 25.6

직업

주부 109 36.2

사무직 46 15.3

생산직 4 1.3

공무원(교사) 15 5.0

자영업 83 27.6

기타 44 14.6

학력

고등학교 90 30.0

전문대학 55 18.3

대학 127 42.1

대학원 29 9.6

공예

분야

종이공예 23 7.7

섬유공예 62 20.6

도자기 공예 159 52.8

금속공예 57 18.9

지역

수도권 87 28.9.

충청권 16 5.3

경상권 8 2.7

전라권 187 62.1

강원제주권 3 1.0

합계 301 100

3.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토

PLS는 탐색적 요인분석이 아닌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23] 우리는 이 연구에서도 확인

적 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신뢰성

(Reliability),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 판별타

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평가하고, 이를 위해 합

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와 분산추출지수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를 계산하며,[24]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일반적으로 신뢰성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Cronbach’s

Alpha의 값도 모두 0.7 이상이면 충족된다. 또한, 합성

신뢰도는 0.7이상을 갖고, 분산추출지수가 0.5이상을

갖을 때 신뢰성 조건이 충족된다. 이 연구에서는 모든

요인들의 합성신뢰도가 모두 0.7이상이고, 분산추출지

수가 0.5이상이므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타당성은 요인적재량이 0.6이상이면 성립하므

로[25] 분석 결과 모든 요인들의 적재량이 0.6이상을 기

록하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요인의 분산추출지수의 제곱근은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보다 크면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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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관관계 행렬 및 판별 타당성 평가

Table 3. Correlation matrix and discriminant assessment

변수
교육적

체험

심미적

체험

오락적

체험

이탈적

체험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지

교육적

체험
0.87

심미적

체험
0.77 0.85

오락적

체험
0.71 0.69 0.82

이탈적

체험
0.73 0.70 0.59 0.78

자아존

중감
0.74 0.69 0.65 0.69 0.87

사회적

지지
0.65 0.68 0.66 0.60 0.70 0.82

수 있다.[26]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위의 조건에 만족하

므로 판별 타당성이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

관계 행렬 및 판별 타당성 평가는 표 3과 같다.

4. 가설검정

우리는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료처리는 구조방정식 분석방법 중 PLS ((Partial

Least Square)를 활용하였다. 이 분석 소프트웨어는

LISREL과 AMOS와 비교해서 샘플의 크기나 잔차의

분포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Smart

PLS 2.0 (M3)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예활동의 체험요소가 중년여성의 자아존중

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결과 교육적 체험은 자아

존중감에 (β=0.32, t=4.36)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오

락적 체험은 자아존중감에 (β=0.18, t=2.59)유의한 영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적 체험은 자아존중

감에 (β=0.15, t=1.90)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일탈적 체험은 자아존중감에 (β=0.24, t=3.38)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표 4. 가설 1 검정 결과

Table 4. Regression results for hypothesis 1

종속변수 독립변수 계수 T 채택 여부

자아존중감

교육적 체험 0.32 4.36*** 채택

오락적 체험 0.18 2.59** 채택

심미적 체험 0.15 1.90 기각

일탈적 체험 0.24 3.38*** 채택

**p<.01, ***p<.001.

이와 같이 공예활동 체험요소의 교육적 체험과 오

락적 체험 그리고 일탈적 체험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새로운 변화와 적응이 필요한 중

년여성이 삶에 다양한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여러 가

지 콘텐츠와 이벤트적인 공예활동체험을 경험하면서

기분전환의 상태를 촉진하고 가치 있는 긍정적인 존재

로 인식한 결과이다. 새롭고 다양한 공예활동의 교육

적 체험은 자기 자신에게 내적 만족감과 조화로운 삶

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고, 자신의 인생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스스로 변

화에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심미적 체험

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공예체험활동이나 환경이 주는 다양한 미학적인 부분

들이 중년여성의 감각을 몰입하게 하는 의지나 감성에

변화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예활동의 체험요소가 중년여성의 사회적지

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결과 교육적 체험은 사회

적지지 (β=0.13, t=1.64)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

였으며, 오락적 체험은 사회적지지(β=0.30, t=3.86)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심미적 체험은 사회적지지(β=0.29, t=3.75)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일탈적 체험은 사회적지지 (β=0.12,

t=1.64)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표 5. 가설 2 검정 결과

Table 5. Regression results for hypothesis 2

종속변수 독립변수 계수 T 채택 여부

사회적지지

교육적 체험 0.13 1.64 기각

오락적 체험 0.30 3.86*** 채택

심미적 체험 0.29 3.75*** 채택

일탈적 체험 0.12 1.64 기각

***p<.001.

이와 같이 공예활동 체험요소의 오락적 체험과 심

미적체험이 사회적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양한 공예활동의 체험을 통해 정서적, 정신적으로

스스로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

이다. 또한, 이 체험과정에서 상호교류를 통해서 얻어

지는 삶의 변화에 적응을 도와주는 역할로 사회적 지

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육적

체험과 일탈적 체험이 사회적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은 중년여성의 특성으로 인하여 각각

개인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와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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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이 연구는 이론적 관점에서 공예활동체험요소가 중

년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Pine & Gilmore의 체험이론(4Es)를 활

용하여 접근하였다. 그리고 실무적 관점에서 중년여성

들은 공예활동체험을 통해 일상생활과는 다른 재미와

흥미를 느끼는 일탈적 체험과 오락적 체험에 더욱 관

심을 보이고 있어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과 콘텐츠 개

발이 선행됨을 시사하고 있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여성들은 공예활동체험을 통해서 얻은 자

신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노력과 함께 긍정적인 대인관

계를 형성하므로 자아존중감에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년여성들은 교육적 체험과 일탈적 체험을 적

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냅킨 공예 등과 같은 기능

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년여성들이 문양을 오려붙여 그림을 그리는 듯한 효

과를 간단히 얻을 수 있는 오락이 가미된 공예체험 콘

텐츠 등을 제공하여 자아존중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년여성들은 공예활동에서 중년여성의 감각

과 감성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미적 체험으로

자아존중감을 찾아가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하여 체험공간의 미학적 요소와 시각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도자기공예체험, 한지공예체험 등을

지역 예술작가들과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심미적

요소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중년여성들은 공예활동체험을 통해 개인의

능력과 삶을 성장시키는 생활 전반과 자신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고 있다. 중년여성들이 사회적 지지를 자

연스럽게 얻도록 퀼트, 자수, 뜨개와 같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섬유공예를 다양한 형태로 흥미

롭게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중년여성들은 교육적 체험과 일탈적 체험이

사회적 지지를 얻은 데 무의미한 것으로 인지되고 있

다. 그리고 중년여성들이 시간과 장소이동의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여 문화센터나 지역의 공방 등에서 자연

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족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다른 예술 분야와 연계한 혁신적인 융합콘

텐츠를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년여성들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성 및 성취감을

고양시키고 외부와 교류할 수 있는 공예활동체험 운영

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년여성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예체험활동의 폭넓은 경험이 자아존중감과 사

회적지지에 새로이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러나 공예활동체험이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만 궁극적인 삶에 변화를

주는 요인까지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웰빙과 관련 변수를 도출하여

새로운 연구모형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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