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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가 지역주민의 우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민소영

요약

본 연구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의 참여특성과 우울 및 삶의 질 정도를 확
인하고 참여특성이 우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일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명으로부터 자료 수집을 한 후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살
이상 여성 자발적인 동기의 참여자가 많았으며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우울은 낮고 삶의 질은 높게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우울은 프로그램 만족도
삶의 질은 참여 프로그램 개수
와 프로그램 만족도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우울 삶의 질 참여 프로그
램 개수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다중 회귀분석 결과 프로그램 참여특성인 참여 프로그램 개수
와 프로그램 만족도는 우울을
삶의 질은
의 설명력을 나타
내 지역주민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는 우울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측면에서 적응적인 중재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우울 삶의 질 지역주민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participating in community center programs o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in resident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the 202 people in one
region who participate in community center programs.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WIN 19.0.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people aged 50 or older, and women took up large share, and a comparison with
preliminary research showed that there was a lower level of depression and a higher level of quality of life
in them. The program-relate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having a significant difference on depression was
satisfaction of program (F=3.08, p=.048) and quality of life were number of programs (F=3.03, p=.030),
and satisfaction of program (F=6.67, p=.002). The correlations among depression, quality of lif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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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programs were significant. The result of the multiple regression indicates that number of
programs and satisfaction of programs predict 5.6% (F=3.91, p=.010) in depression and 8.9% (F=6.43,
p<.001) in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In conclusion, potential for utilization of community center programs
was suggested for local residents’ mental health.
Keywords : Community Center Programs, Depression, Mental Health, Quality of Life, Residents

서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평균수명 연장 및 출산율 감소로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의 문제점을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사회적 가정적 역할상실 등으로 지
적하지만 오늘날에는 삶의 질 추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매일 매일의 생활을 어떻게 의
미 있게 보내느냐 여가를 얼마나 유용하게 이용하느냐로 설명되는 여가활동이 노년기의 삶의 질
과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으로 보고 있다 즉 노년기의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은 건강
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 여가활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화는 정상적인 인간의 성장과 발달과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누구나 경험하며 이 과정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각 단계가 다음 단계에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쳐 이전 단계인 중년기의 삶의
모습이나 생활양식 등은 노년기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여가를 활용하는 생
활양식은 노년기뿐만 아니라 성인 및 중년기에서부터 습관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최근 중년 및 노년을 대상으로 여가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여가활동은 우울 과 삶의 질
에 각각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즉 중장년층은 세대변화와 적응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울현상
등이 나타나는데 이때의 왕성한 여가활동은 우울 증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지속적인 신체
활동이나 여가 정서 활동의 참여는 중년 여성의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재미 활
력 정화 성취같은 긍정적 정서를 함양시킨다 는 것이다 또한 여가활동을 통한 자기성취감 여
가활동에 대한 흥미와 보람 획득 전반적인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감은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과 만족감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노인들의 건강행위를 높임과 동시에 삶
의 질을 향상시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중년기를 거쳐 노년기에 이르는 시기는 내외적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
기이다 특히 노년기는 신체적 질환 배우자나 친지의 상실 역할의 상실 등으로 우울증상의 유병
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우울은 가장 흔한 정신건강 문제이지만 일반 주민들은 이러한 우
울경험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필요성을 느껴도 정
신관련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용률이 낮거나 이용자체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중년 이상의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정신건강문제에 관해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은 나이가 들수록 줄
어든다 또한 우울증은 사회적 기능수행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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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악영향을 끼쳐 신체질환이나 사망률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서 지역주민이 자연스럽게 참여한 여가 프로그램에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이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찾는 장소로는 사설 체육관이나 문화센터 그리고
공공시설인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 등이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 제 조에 의해 주민 편
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동사무소
의 여유 공간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년기
준 전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총
개 프로그램 중 문화 여가 프로그램이
개로 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스포츠 미술 음악 외국어와 컴퓨터 학습
등의 범주에서 아동 청소년 성인 및 노인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음을 인터넷 상
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은 여가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찾는 이유로 여가
를 활용하기 좋고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비용이 저렴한 것 그리고 근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은 것 등으로 답하였다
그동안 여가활용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에서는 자기효능감 심리적 행복감 생활만족도 등 정신건강 측면에서 프로그램들이 긍정적인 영향
을 주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 대상자가 스포츠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자
로 한정되어 있었고 노래 악기 미술 등을 포함한 정서활동 프로그램 참여자를 포함한 연구는 미
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총
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서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즉 지역주민이 다양한 동기와 취미로 참여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지역주민의 우울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상에 의해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접근성이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프
로그램에 참여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특성과 우울 및 삶의 질 정도를 알아보고 프
로그램 참여 특성이 우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특성이
우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프로그램 참여 특성과 우울 및 삶의 질 정도를 알아본다
대상자의 프로그램 참여 특성에 따른 우울과 삶의 질의 차이를 알아본다
대상자의 프로그램 참여특성 우울 및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대상자의 프로그램 참여특성이 우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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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주민의 프로그램 참여 특성과 우울 및 삶의 질
정도를 알아보고 프로그램 참여특성이 우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
사연구이다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지방의 일개 소도시에 위치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로 글을 읽고 이
해할 수 있는 지역주민 명을 편의표집 하여 설문지를 배부한 후 최종 부를 통계처리 하였
다 탈락된 설문지는 대부분 돋보기를 지참하지 않은 참여자들이며 노안으로 설문지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검정력 효과크기는 중간수준 예측변수 개로 하였을 때 산정된 대상자
수는 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문항 성별 연령 종교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유무 주관적 경제상
태 주관적 건강상태 과 프로그램 참여특성 문항 참여 동기 참여 프로그램 개수 참여기간 프로
그램 만족도 참여 프로그램 종류 우울 문항 그리고 삶의 질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울
우울은 지역사회 역학 조사용으로 미국 정신보건연구원이 개발한 도구를 번안한 와
의
한국어판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문항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우울증상의 빈
도에 따라
형식의 점 척도로 점 평정하게 되어 있다 최저 점에서 점까지의 점수범
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우울점수의 절단값 점을 기준으로 정상군
과 우울군을 구분한다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α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이었
다
삶의 질
삶의 질은 성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문항으
로 정서상태 문항 경제생활 문항 자아존중감 문항 신체상태와 기능 문항 이웃관계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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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문항 등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는
형식의 점 척도로 점 최저
점에서 점까지의 점수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α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이었다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
해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
자료
수집을 위해 해당 시청에 연구목적을 설명 후 이용자가 많은 주민자치센터 목록을 확보하여 주민
자치센터 프로그램 담당 직원의 허락 하에 프로그램 지도강사와 수강생 대표의 명단을 받아 유선
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협조를 허락한 프로그램 수강 현장을 연구자와 사전에 자료수집 절
차에 대해 교육받은 연구 보조원이 직접 방문하였다 각 프로그램 수강현장에서 연구의 목적을 듣
고 자발적 참여 및 익명과 비밀보장 원할 경우 언제든 참여 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한 대상자에 한하여 개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프로그램 참여 특성 우울과 삶의 질 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프로그램 참여 특성에 따른 우울과 삶의 질의 차이는
를 실시하고 사후 검증은
로 확인하였다 셋째 프로그램 참여 특성과 우울 그
리고 삶의 질 간의 관련성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프로그램 참여 특성이
우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로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여성이 명
으로 더 많았으며 연령은 대 이상 명
대 명
세 미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명
으로 많았으
며 결혼한 대상자가 명
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은 고졸 명
중졸
명
대졸 명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명
이었
고 주관적 경제 상태는 보통 명
넉넉함 명
낮음 명
순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 명
좋음 명
나쁨 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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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프로그램 참여 특성
연구 대상자의 프로그램 참여 특성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참여결정을 스스로 한 경우가 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신과 타인권유 명
타인권유 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수는 개로 응답한 대상자가 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 이상
참여하는 대상자도 명 으로 나타났다 첫 프로그램 기준으로 참여한 기간은 년 이상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프로그램 만족도는 명
이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중복으로 응답한 현재 참여하는 프로그램 종류로 라인 댄스 등이 명
으로 가장 많았고 노래 부르기 명
기타치기 명
탁구 명
서예 및 수
묵화 명
요가 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대상자의 프로그램 참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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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우울과 삶의 질 정도
대상자의 우울은 평균 점 이었고 대상자의 우울 점수를 절단점인 점을 기준으로 정
상군 점 이하 과 우울군 점 이상 으로 구분한 결과 정상군은 명
우울군은 명
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평균은 점
으로 나타났다
표 대상자의 우울과 삶의 질 정도

대상자의 프로그램 참여 특성에 따른 우울과 삶의 질의 차이
대상자의 프로그램 참여 특성에 따른 우울은 프로그램 만족도
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사후 검증 결과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대상자에 비해 만족도가 보통인 대상자의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은 참여 프로그
램 개수
와 프로그램 만족도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
증 결과 참여 프로그램 개수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프로그램 만족도가 보통인 대상
자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대상자의 삶의 질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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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프로그램 참여 특성에 따른 우울과 삶의 질의 차이


Characteristics
Motivation of
attending

Number of
programs
Duration(yr)
of program
participation
Program
satisfaction

Categories

n(%)

Self
Self & Advice
of others
Advice of
others
1
2
3
4
<1
1 <2
2 <3
3
Low
Moderatea
Highb

122(60.4)

Depression
Mean±SD
F(p)
31.0±7.91

51(25.2)

31.3±7.57

29(14.4)
68(33.7)
80(39.6)
36(17.8)
18(8.9)
54(26.7)
44(21.8)
38(18.8)
66(32.7)
21(10.4)
38(18.8)
143(70.8)

32.1±10.36
32.6±8.72
31.4±8.02
29.6±7.59
29.0±7.57
32.7±8.47
29.2±7.43
31.6±9.05
31.3±7.80
31.5±8.59
34.1±8.66
30.5±7.89

.18(.833)

1.57(.197)

1.53(.208)
3.08(.048)
(a>b)

Quality of Life
Mean±SD
F(p)
165.4±24.07
160.1±18.52
159.3±16.05
162.2±23.22
159.2±20.04
170.2±22.98
170.9±17.90
161.4±21.02
167.7±22.80
156.4±21.77
165.5±21.30
162.4±18.64
152.1±19.11
166.2±22.12

1.59(.207)

3.03(.030)

2.26(.082)
6.67(.002)
(a<b)

우울 삶의 질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특성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우울 삶의 질 참여 프로그램 개수 프로그램 참여기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우울은 삶의 질
과 참여 프로그램 개수
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삶의 질은 참여 프로그램 개수
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우울 삶의 질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특성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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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참여특성이 우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프로그램 참여 특성이 우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참여특성 중
우울과 삶의 질에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참여 프로그램 개수와 프로그램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입
력선택방법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만족도는
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
으며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확인한 결과 보다 작아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
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예측인자는 참여 프로그램 개
수β
와 프로그램 만족도 보통 β
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들은 우울을
설명하였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예측인자는 참여 프로그램 개수
β
와 프로그램 만족도 보통 β
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들은 삶의 질
을
설명하였다
표 프로그램 참여특성이 우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β

β

논의

본 연구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주민의 프로그램 참여 특성과 우울 및 삶의
질 정도를 확인하고 프로그램 참여특성이 우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여성 대상자가
대 이상이 를 차지하여 대 이상 여성 지역주민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주 이용자이었다 또한 한 주에 회 참석하는 프로그램에 개 이상 참
여하는 주민이 임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이용자가 여가의 많은 시간을 주민자치센터에서 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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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우울은 평균 점으로 서비스 종사 직장여성 과 제주지역 성인 의
점과 비슷하였으나 콜센터 상담원의 점 과 갱년기 중년 여성의 점 보다 낮은 수
준이었다 또한 우울 군으로 분류된 대상자가
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들의
보다 적은 분포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대상자의 연령 및 인구학적
특성에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증상 유병률이 높음
에도
본 연구에서 우울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여가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년
여성의 주된 참여 동기는 건강을 위함이고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의 주된 참여 동기
는 친구를 사귀기 위함으로 각각 응답하여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건강을 챙기고 다른 참여자
들과의 친교활동에서 얻는 심리적 만족감이 본 연구 대상자들의 긍정적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준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삶의 질은 평균 점으로 갱년기 중년 여성의 점 과 남녀 지역주민
을 대상으로 한 점 보다 높아 일반 성인보다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상태나 월
평균소득은 삶의 질과 관련되는 변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는 직업이 없는 대상자
가 로 많이 차지함에도 선행연구보다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능동적인 여가활동의 참여가 삶의 질을 높인다는 보고 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타인의
권유로 본인이 참여결정을 포함한 경우까지 포함해 총 가 스스로 결정하여 참여한 것으로 나
타나 능동적인 대상자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전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낮아 수강생을 제외한 다른 지역주민들은 프로그램에 대해 무관심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이 단순히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
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프로그램 참여특성 중 프로그램 만족도에 따라 우울과 삶의 질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대상자는 만족도가 보통인 대상자에 비해 우울점
수가 낮았고 삶의 질 수준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
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즐거움과 만족감을 포함한 심리적 행복감이 높아지고 주관적
삶의 질도 올라간다 는 선행연구들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참여
프로그램 개수에 따라 삶의 질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참여 프로그램 개수가 많다는 것을
참여빈도가 많다는 의미로 볼 때 주당 프로그램 참여빈도에 따라 생활만족도 전체 혹은 일부 하
위변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보고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
에서는 일개의 프로그램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도구도 상이한 면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
해서는 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한 반복된 연구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참여 특성과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에서 삶의 질은 우울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
가 있었는데 이는 많은 선행문헌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수가 많을수록
우울 정도는 낮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가활동을 많이 할수록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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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는 감소하고 프로그램 참여빈도가 자기효능감 및 심리적 행복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가 있다는 보고 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참여 개수나 빈도가 즐거움 만족감 등을
포함한 행복감 혹은 생활의 심리적 만족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보고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확인하지 않은 참여빈도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참여자의 기대수준 등
여러 변수가 관련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되며 이와 관련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프로그램 참여 특성이 우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참
여 프로그램 개수와 프로그램 만족도가 우울과 삶의 질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의 참여 빈도나 기간 등의 참여특성이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프로그램 만족도는 우울감 과 즐거움이나 행복감 같은 정서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여가학에서는 높은 수준의 몰입과 열정을 가지고 경제
적 시간적 육체적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여가 활동을 진지한 여가 로 표현하고 이러한 진지
한 여가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미치는데 간접적인 영향에서 여가
만족이 매개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단순한 여가활동 참여가 아닌 여가활동에서 참여
자가 느끼는 만족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자주 찾는
여가공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여가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와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신체활동 참여집단과 정서활동 참여집단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에서는 모든 집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우울감소 현상이 나타나 정서적 여가활동도
우울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나 변화의 폭은 신체활동 참여자보다 정서활동 참
여자의 폭이 다소 적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중년기 삶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정신
적 여가활동 신체적 여가활동 사회적 여가활동 등이 있는데 이 중 신체적 여가활동이 우울에 가
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정서활동과 더불어 신체활동을
병행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기존 연구들에서 성인 및 노인의 우울과 관련된 영향 요인으로 연령 성별 교육 경제활동 배
우자 여부 소득 건강 가족관계 등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변수들은 지역주민들의 현
상황에서 통제할 수 없는 특성들이다 즉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적용측면에서 한
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드러난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는
앞에 제시된 변수들보다 설명력은 적지만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이나 정신질환 예방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적응적인 중재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중년 및 노년기 지역주민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는 우울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
점은 일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하
며 여가활동 자체의 긍정적인 영향은 선행연구와 대부분 일치하였으나 구체적인 참여 특성은 연
구마다 다소 상이한 결과가 있었으므로 보다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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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면서 지역주민의 관심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도시와 농촌지역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비교 연구 그리고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여가
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등를 시도할 것을 제언한다
결론

본 연구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주민의 프로그램 참여 특성과 우울 및 삶의 질
정도를 알아보고 프로그램 참여특성이 우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주 이용자는 대 이상
여성
이었고 자발적인
동기로
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우울은 선행연구에 비해 낮은 수준
이었고 우울군도 적은 분포를 보였으며 삶의 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만족도에 따라
우울과 삶의 질 정도에 차이가 있었고 참여 프로그램 개수에 따라 삶의 질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또한 우울은 삶의 질과 참여 프로그램 개수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삶의 질은 참여
프로그램 개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프로그램 참여특성 중 대상자의 우울과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참여 프로그램 개수와 프로그램 만족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년 및 노년
기의 지역주민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우울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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