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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variables affecting the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ly. To achieve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with 388 seniors living in the Jeonbuk area.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multiple
regressions and a path analysi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was observed according to their marital status. Second,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ly
with a spouse was influenced by personal variables, such as their own perception of economic status, gender,
education level and physical condition. In contrast,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ly without a spouse was most
influenced by social variables, such as family support. Third, the attitude towards aging directly affected successful
aging. Various person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indirectly affected successful aging via attitudes towards aging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a sp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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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세계적으로노인인구가증가하고, 전생애에서노년

기가차지하는기간이길어지면서노화에대한학문적관심

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성공적 노화로 집약되는

노화모델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국내에

서는2000년대에들어와서구의성공적노화모델이소개되

고인구고령화가사회적이슈로부각되면서건강하고활기

찬노년의삶이집중적으로조명되고있다.

성공적 노화의 패러다임은 노년기의 상실과 저하에 초점

을맞춰온과거의패러다임과비교해볼때, 노화에대한부

정적 스테레오타입을 제거하고 노년의 잠재력을 높이며 건

강 증진 및 질병 예방전략에 초점을 둔 예방적 모델을 제시

함으로써노년의삶의질향상에기여한다는긍정적인평가

를받고있다(한경혜, 2000).

성공적 노화의 개념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노년학계에

서노년기의은퇴후적응문제를설명하고자하는배경에서

나온대표적인노년기적응이론인활동이론의맥을잇고있

다고볼수있다(정경희, 한경혜, 김정석, 임정기, 2006). 활

동이론은노년기의적응과정에서활동의중요성을강조하는

이론으로, 노년기에도 적절한 수준의 활동을 유지함으로써

충분히활력있고창조적인삶을살수있다고본다. 따라서

분리이론에서 노인이 생물학적 쇠퇴에 직면하여 사회적 역

할과책임에서물러나는것이불가피하며기존의노인이했

던역할을젊은이로교체하는것이사회유지에기능적이라

고 보는 관점과 대조적 입장이다. 최근 분리이론이 노인의

활동을 제한하고 노인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것

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활동이론이 노년기 적응

문제에대한지배담론으로자리를잡았다(Katz, 2000).

활동이론에 근거하여 노년기의 적절한 활동수준의 유지

와기능의활성화에초점을둔성공적노화의개념은노인인

구의급격한증가로인해고령화문제가사회적, 정책적화두

가되고있는우리나라에서도중요한이슈로부상하고있다.

노년기의문제는노인개개인에게매우중요하고어려운과

제이며건강하고활동적이며자신의삶에잘대처하는성공

적인 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이다. 또 신노년층은 기

존 노인층에 비해 경제력과 건강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가

족부양에 대한 기대가 적으며, 노년기를 스스로 준비하려는

의식을가지고있으므로성공적노화는이들에게주요한관

심사가될뿐만아니라연구주제로서중요한의의를갖는다

고하겠다.

성공적인 노화는 다차원적 역에 대해 장기적으로 형성

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개인의 다양성과 문화적인 특수성

이반 된다. 따라서노인들이기대하는성공적인노화는자

신이 처해있는 상황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중

에서도배우자의존재유무는특히중요한요인이다. 노인들

에게 오랫동안 유지해온 부부관계는 사회생활에서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지를 제공해 주

고, 이과정에서친 감과정서적안녕감을줌으로써성공적

노화를 증진시킨다(정여진, 안정신, 2010; Rowe & Kahn,

1998). Pelmutter와Halt(1985)의연구에서는부부관계가전

통적인성역할에얽매이지않고서로관심과애정을교류하

고상호작용을빈번히할때성공적노후와관련이있었다.

성공적 노화와 관련하여 부부관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노인 뿐 아니라 청장년세대에서도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조사 결과

성공적 노화에서 부부관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세대간 차

이없이일관되게유지되고있다(정병은, 이기홍, 2010). 즉,

모든 세대에서 부부간 원활하고 화목한 결혼생활이 성공적

노화와 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

써 노년기의 삶에서 배우자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고 강조하 다. 반면 배우자의 상실은 소외감, 고독감으로

고통을줄뿐아니라여자노인에게는생계수단의상실로인

한 경제적 곤란을 가져온다. 따라서 유배우 노인의 삶의 만

족도가사별이나미혼인독거노인에비해높으며(권중돈, 조

주연, 2000; Mannell & Dupuis, 1996), 유배우노인들이더

성공적노후를보내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박경희, 2005;

박진성, 2010). 또한김미혜, 신경림, 최혜경과강미선(2005)

의 연구에서는성공적노후를이루기위해서배우자유무가

결정적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배우자의 중요성에

대해연구자들은노부부의수명이증가하면서부부동반자적

관계의 질 또한 그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배우자유무에초점을두어유배우노

인과무배우노인의성공적노화를비교분석하고자한다.

일반적으로 태도는 사회과학에서 개인의 사회적 행위를

예측하고 설명하는 중심개념이 되어왔으며, 비교적 지속적

으로여러상황에서행위에 향을미치는것으로이해되어

왔다(배문조, 2009). 태도가외현적으로나타난반응이곧행

동이기(Fishbein, 1967; 김윤정, 정선아, 2001에서 재인용)

때문이다. 노화에 대한 태도 역시 노인의 노후준비행동이나

다른노인에대한행동에 향을미칠수있다. 따라서노화

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태도가 반 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과행동의차이를가져올것으로예측된다.

한 사회의 인구집단에서 소수집단으로 규정되는 집단은

권력의열세로경제력, 사회적지위, 정치권력등다양한측

면에서실질적인차이가있거나혹은여러가지자원을동원

할 수 있는 능력에서 차이가 나는 대상이다(김상학, 2004).

노인집단역시다양한측면에서열세한특성을지닌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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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이들의 노화에 대한 태도 는 개인적 특성과 상황적

요인에따라차이를보일수있다.

그러므로본연구는성공적인노화에 향을미치는변인

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노인의 개인적 요인과 사

회적요인이노화에대한태도를매개로 향을미치는경로

를규명하고자한다. 또 노후의가장중요한관계적, 상황적

요인인배우자유무를중심으로성공적인노화에 향을미

치는요인들의인과관계를비교하는데초점을두고자한다.

노인의성공적노화의 향요인을탐색한본연구의결과

는고령화사회에서노인개개인에게노후준비와삶의질향

상을 위해 필요한 개인적 요인이나 가족 및 사회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또 본 연구에서 탐색

하는 노인의 소득수준이나 건강상태, 배우자유무, 자녀지원

유무, 노화태도 등의 주요요인은 노인시설 및 교육기관에서

성공적 노화를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및 여가활동, 지역사

회 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정부 관련부처에서노인복지, 노

인부양, 노인주거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노인

의 개인적 특성별, 상황별 참고자료로서 시사점을 줄 수 있

을것으로기대된다.

Ⅱ. 이론적배경

1.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Rowe와Kahn의성공적노화모델

Rowe와 Kahn(1998)은 기존의 연구들이 노년기의 신체

적, 인지적손실을개인이통제하기어려운자연스러운과정

으로 간주하고 상실을 지나치게 부각시켰으며, 노화에 향

을미치는외적요인을고려하지않아노인집단내의다양성

을 간과하 다고비판하 다. 나아가 실증연구들을통해 나

이가 들수록 유전적 요인보다 라이프스타일이나삶의 태도,

식습관과 같은 사회적, 신체적 습관이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더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밝혔다. 즉, 성공적 노화는 개인의

선택과노력에달려있다는것이다.

이들은70대미국노인들을대상으로건강상태, 사회관계

망, 심리적특성, 신체적및인지적기능, 생산적활동등의5

가지 역간의관련성을분석하여성공적노화의개념을구

성하 는데, 성공적노화를첫째, 질병과장애를피하고, 둘

째높은수준의인지적, 신체적기능을유지하며, 셋째활기

찬 인간관계 및 생산적 활동을 통하여 삶에 대한 적극적 참

여를 유지하는 것으로 제시하 다. 질병이 없으면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유지되기 쉽고, 건강한 신체 및 인지기능은

적극적인사회활동의참여를가능하게하여인생후기의도

전에 대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Rowe와

Kahn(1998)은성공적노화의 역을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인 다면적 측면에서 보며, 세 요소의 위계적 순서를 강조하

고있다.

기존의노화연구들이노년기의쇠퇴를전제하고그에대

한적응을강조한반면, Rowe와Kahn(1998)의성공적노화

모델은기능쇠퇴에적응하기이전에기능을유지하도록노

력하고, 축소된 사회관계에 적응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적관계를형성하고생산적역할에참여할것을강조한다는

점에서대조적이다(성혜 , 2005).

2)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 적정화 모델(SOC 모델: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Baltes와 Baltes(1990)는 전생애발달심리학의관점에서

성공적 노화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과정으로 보는 SOC

모델을제안하 다. 이들은성공적노화를비롯한인간의전

생애발달이 선택, 적정화, 그리고 보상이라는 세 가지 요인

과 연관된 일종의 적응과정이라고 설명하 다. 즉, 노화에

따른상실에도불구하고주어진능력에적합한활동을선택

하고, 보유한기술을최적화하며, 상실한것을보상함으로써

성공적노화에이를수있다고설명한다.

SOC 모델은노년기에감소된능력에집착하기보다현재

보존하고 있는 능력을 최적화하여 주관적인 만족을 이끌어

낼 것을 강조한다(성혜 , 유정현, 2002; 홍현방, 최혜경,

2003). 또 SOC 모델은주어진환경과자원의범위안에서개

인의능력을조절하는것을성공적노화의과정으로간주한

다는 점에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접근방식

을취한것으로볼수있다.

3) Ryff의통합모델

Ryff(1989)의 성공적 노화이론은 생애주기적 발달이론,

개인성장의임상적이론, 긍정적정신건강이론등을통합한

것으로(정순돌, 2007), 생애주기측면에서노인의현재뿐아

니라과거, 미래의모습으로측정한것으로볼수있다. Ryff

는 성인들의 심리적 발달을 타인과의 긍정적 교류, 목적의

식, 자율성, 자아수용, 개인적성장, 환경적응등6개 역으

로제시하고있다. Ryff의성공적노화모델은Erikson의자

아통합과도일맥상통한다고할수있는데, Erikson(1982)에

의하면자아통합을이룬노인들은과거의삶에만족하며, 덜

비판적이며, 현재의 모습을 수용하므로 만족한 태도를 보인

다. 이모델은노년기의모습을긍정적이고발전적으로묘사

하며, 그에따라제시된새로운발달과제도풍부하며긍정적

이거나적극적인특성을보여성공적노화달성을위한다양

한방법을암시한다(홍현방, 2002a). 그러나 Ryff의 모델은

주로노화의심리적인측면을강조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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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성공적노화를설명하는대표적인이론들은각

각 장점과 함께 한계를 보이며, 구성요소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최근성공적노화의연구는다양한요소들을포함시

켜노후의삶을통합적으로규명하고자하는경향을보이고

있다. 즉, 성공적노화는신체적, 심리적, 사회적기능의수준

이높고, 삶의만족이높은상태이며, 적응의수준이높은상

태라는데일치된견해를보이고있다(Wong, 1989).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Schultz와 Heckhausen(1996)은 성공적

노화를 일생의 변화에 적응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전생

애주기관점을강조하 으며, Crosnoe와 Elder(2002)는성

공적노화를파악하기위해서는다차원에걸친요인들을확

인하는 전체론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하 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김미혜 외(2005)는 성공적인 노화가 전 생애에

걸쳐 계속되는 발달과정이므로, Schultz와 Heckhausen

(1996)의견해를바탕으로성공적노화를변화와적응과정의

맥락에서 보았다. 또, 홍현방(2002b)은 성공적인 노화는 심

리적인발달, 사회적측면, 신체적건강, 정신적건강으로구

성된다는통합적인시각을강조하 다.

2. 성공적 노화의 정의와 구성요소

성공적 노화는 최근 노년학에서 활발히 연구되는 주제이

나, 연구자에 따라 그 개념이 매우 다양하여 합의된 개념이

나구성요소, 측정지표는없다.

Chou와Chi(2002)는성공적노화를기능적상태, 정서적

상태, 인지적상태, 생산적참여상태를포함한4차원으로정

의하 으며, Mitchell(2002)은성공적노화를생물학적차원

과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 역에 대한

통합적인관점을강조하 다.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개념

을 노년기 생활만족도, 노화에의 긍정적 적응, 심리적 안녕

감, 노년기 삶의 질 등의 개념으로 보아왔다. 김정순(1989),

김미혜와 신경림(2005)은 노년기에 발생하는 신체적, 심리

적, 사회적 제 문제에 대한 적응을 성공적 노후의 핵심으로

보았으며, 홍현방(2002b)은자아통합감의달성으로보았다.

또김미령(2008), 권중돈과조주연(2000), 김정희(1996), 최

혜경(1985)은성공적인노후를삶의질차원에서, 노년기이

전의생활을유지하면서주어진상황을기꺼이수용하고이

에 적응하여 생을 만족스럽고 행복하다고 느끼고 사회적으

로 바람직한 노후생활을 위하는 것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가치와 자아개념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정의하고있다.

이상에서학자에따라성공적노화의개념을다양하게정

의하고있으나, 건강, 적응과통합, 적극적인역할참여, 삶에

대한만족등의요소가공통적으로나타나며, 성공적노화를

이루기위해다양한요소들이필요함을보여주고있다.

Baltes와 Baltes(1990)는성공적노화의지표로수명, 생

물학적 건강, 정신건강, 인지적 효능, 사회적 능력 및 생산

성, 개인적통제, 생활만족의 7가지를제시하 다. Crosnoe

와 Elder(2002)는 가족참여, 직업에서의 성공, 시민역할 참

여, 생활만족도, 활력등을통해성공적노화를파악하 다.

홍현방(2002a)은성공적노화의요소를심리적, 사회관계

적, 신체건강적, 정신건강의측면으로구성하 으며, 박경란

과이 숙(2002)은 성공적노화의요인을건강, 경제, 자율,

개인성장, 안락한생활, 역할완수, 자아수용, 상호교류, 봉사

의7개차원으로구성하 다.

김미혜외(2004)는 성공적 노후의차원을신체 및정신적

건강, 경제적안정, 정서적안정, 사회통합, 환경적안정등으

로구분하 으며, 김미혜와신경림(2005)은성공적노후척도

를자기효능감을느끼는삶, 자녀성공을통해만족하는삶,

부부간의동반자적삶, 자기통제를잘하는삶등4가지로제시

하 는데, 김미혜외(2005), 박경희(2005), 정순돌(2007) 또한

다면적인요인들로구성되었으며, 우리나라의사회문화적특

성을고려한김미혜와신경림(2005)의척도를사용하고있다.

백지은과최혜경(2005)은한국노인이기대하는성공적인

노화의요소를요인분석을통해일상의순조로움, 자기관리,

사회적자원의확보, 과시성으로확인하 는데, 독립과자율

성을 중요시하는 서구인과는 달리 한국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노화에는의지할수있는관계망이나부양원이중

요한요소라고보았다. 박진성(2010)은자율적삶, 자기완성

지향, 적극적인생참여, 자녀에대한만족, 자기수용, 타인수

용으로측정하 다.

한편김미령(2008)은 Rowe와Kahn의모델에근거해질

병과장애의예방, 신체및인지기능, 적극적인사회활동참

여를 성공적 노화 요소를 척도로 사용한 바 있으나, 대부분

의국내연구들은최근의성공적노화개념의다차원성과다

양성을 반 하기 위해 포괄적인 개념과 구성요소를 사용하

고있음을알수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 근거해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를

노년기에 일어나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고 적절하게 대처해가는 과정으로 보고, 심리적 차원

에서의 자기 수용과 개인적 성장 도모, 신체적 차원에서 건

강과 안락한 생활, 사회적 차원에서 부모와 배우자 역할 및

사회적역할을다하고적극적으로활동하는것을성공적노

화의구성요소로본다.

3. 성공적 노화에 향을 미치는 변수

성공적 노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Vaillant와

Mukama(2001)는 높은교육수준과사회계층과확대가족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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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Chou와Chi(2002)는연령, 성, 교육수준, 긴 한친척의

수, 친구와의접촉빈도, 재정적긴장, 만성질병의수, 자가건

강평가, 청력 손실, 인생만족도를, Ford 외(2000)은 자율성

을, Blazer(1991), Chatter, Taylor와 Jacksin(1985)은노인

에대한도구적, 정서적지지를들고있다. 이와같이선행연

구들은성공적노화를이해하기위해서노인개인의특성과

가족적요인, 사회적요인등다양한예측요인들을고려해야

함을밝히고있다.

1) 개인적요인

성별은대표적인사회층화요인으로서, 성에따른역할과

경험이노화에대한본질에차이를가져온다고하 다. 정순

돌(2007)은여성노인이남성노인에비해평균적으로더장수

하지만건강상태와경제적능력, 노후준비율에있어더취약

하여남녀노인의성공적노화인식과 향요인의차이가발

견했다. Chou와Chi(2002)는성별이성공적노화와관련있

으며, 박경희(2005)의 연구에서는여성이남성에비해성공

적노후를보내고있었다. 백지은과최혜경(2005)는 성별에

따라성공적인노화에대한인식과 향요인에차이를보여,

남성노인은 특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부러움을 살

수있는‘과시성’이, 여성노인의경우과시성보다사회적자

원의 확보, 자기관리, 일상적 순조로움이 성공적 노화에 대

한기대에더큰 향을미쳤다. 또남성노인의경우연령변

인만이, 여성노인의경우교육기간, 연령, 주관적건강상태,

배우자유무가 판별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남으로써 성별에

따라성공적노화의다양한측면에차이가있음을보여주고

있다.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노인집단 내에서도 연령에 따라

노화에대한인식과노화수준에차이가있을것으로예상된

다. Chou와Chi(2002)는연령이성공적노후의지표와관련

있다고밝혔다. 박진성(2010)의연구에서는연령이적을수록

성공적 노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순돌(2007)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는 향을 미

치지 않은 반면 여성노인의 경우 향을 미쳐, 연령이 적을

수록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았다. 한편 백지은

과최혜경(2005)은 연령이성공적인노화에대한기대차이

에가장예측력높은변인임을보고하 다.

교육수준은 사회적 교환자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높으면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결과적으로

노후에따른불안감도줄어들어심리적으로안정을얻을확

률이높다고했다(김애련, 2001; 권중돈, 조주연, 2000). 또

교육수준이높을수록생산적활동수준이높아지고결과적으

로성공적노화와관련이높다(홍현방, 2005). 백지은과최혜

경(2005), Rowe와 Kahn(1998)의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성공적노화의가능성이큰것으로나타났으며, 김

미령(2008)의연구에서는교육이여성노인의삶의만족도를

높이는 성공적 노화 요소로 확인되었다. 박진성(2010)의 연

구에서도 무학의 노인에 비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이

높은노인들의성공적노화정도가높았다.

건강한 노인일수록 신체활동능력이 있고, 신체활동능력

은 성공적 노화를 설명해주는 강력한 변수가 된다(Litwin,

2005; Schulz & Heckhausen, 1996). 건강하다는것은독립

적으로생활할수있다는것을의미하며(홍현방, 2005), 질병

과장애가없을때건강한정신기능의유지와적극적인사회

활동 참여가 가능하다(Rowe & Kahn, 1998). Baltes와

Baltes(1990)은신체적, 정신적건강을성공적노후의예측노

인으로 들었다. 또 Crosnoe와 Edler(2002)의 연구에서도

건강할수록 노인들은 걱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역에더많이참여하므로건강상태가성공적노후를예측

하는것으로보았다. 국내연구에서도건강상태는성공적노

후와유의한관계를보여건강이충족되어야성공적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하 다(김미령, 2008; 박경란, 이 숙,

2002; 하정연, 2003; 홍현방, 2005). 박경희(2005)의연구에

서는노인의건강을나타내는변인중신체적건강보다는주

관적건강상태가유의한변수 다.

성공적노후의조건으로서소득은사회적, 계층적지위를

결정하는데있어중요한역할을하며, 경제적안정은노인의

다양한삶의활동기회를높여주어성공적노후를보내는데

도움이된다. 즉, 노인이처해있는경제적여건은여러생활

역에 걸쳐 많은 향을 미치는 만큼 많은 연구(박진성,

2010; 성혜 , 유정현, 2002; Chou & Chi, 2002)에서경제

적 상태가 성공적 노후의 예측요인이었다. 박경희(2005)의

연구결과수입보다는주관적경제상태인식이유의한 향력

을보이고있다. 즉, 주관적으로경제적수준이높다고인식

할수록성공적노후를보내고있었다.

종교는노화, 상실, 죽음에대한반응을포함하고있어노

화과정에서궁극적의미를찾아인생의의미를분명히해준

다. 홍현방(2002a)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많은 성인일수록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의존하기보다 종교적

신념을더많이사용하는것으로나타나며, 특히고령노인집

단에서만 성공적 노화와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노

화가진행됨에따라종교는더욱중요한의미를갖는다고보

았다. 하정연(2003), 곽만석(2005), 박경희(2005)의연구에서

도노인의종교활동참여는성공적노후에 향을미치는변

인으로나타고있다. 김미령(2008)의연구에서는여성노인들

의종교활동참여수준은평균한달또는두달에한번정도

음에도불구하고종교활동을많이하는것이성공적노화

요소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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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요인

사회활동 및 사회관계의 중요성은 여러 연구에서 일관성

있게 입증되어 왔다. 사회적 관계는 친구, 이웃, 직장 및 사

회단체 동료와의 사회적 연계로, 오랜 시간에 걸친 사회적

통합을증진시켜줌으로써노년기의적응을가능하게해준다

(Crosnoe & Edler, 2002). 사회활동참여는은퇴한노인들의

직업역할을대체할수있으며(조해경, 2002), 노후생활의여

러 국면을 보완해주고 사회적 역할의 상실을 보충해줌으로

써 가치와 만족감을 부여해준다. 곽만석(2005), 정순돌

(2007)의연구에서는노인들이사회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

할수록 성공적 노후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희

(2005)의분석에서도노인의사회참여는성공적노후에 향

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으로써, 사회참여를통해은퇴후에

도 자신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은 노인

에게긍정적 향을끼칠수있다고보았다.

노년기에는 은퇴나 사회활동의 감소로 생활의 범위가 축

소되므로 노인의 관심과 접촉대상이 가족에게로 이동하게

된다. 가족은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며 정서적, 신체적 지지

를제공해주는주요부양원으로노후의행복감과성공적노

화를 좌우하는 요인이다. 특히 가족중심적인가치를 가져온

한국노인들에게는 노년기에 의지할 수 있고 도움을 주고받

을 수 있는 가족관계망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윤현숙, 유희

정, 2006). 이미경(2002)은 다른어느집단보다가족으로부

터얻는만족감이성공적노후에중요한 향을미치며(곽만

석, 2005; 박경희, 2005) 개인적요인이나사회적요인보다

가족지지가성공적노후에가장높은 향력을보이고있어

가족의중요성이입증되었다고하겠다.

또한Chou와Chi(2002)는긴 한친척의수, 친구와의접

촉빈도가 성공적 노후와 관련 있음을 밝히고 있다.

Roberto(1996)는 여성노인은 친구를 통해 개인적, 정서적,

감정적 지지를 받는다고 하 으며, 김미령(2008)은 친구의

지지가여성노인의삶의만족도에매우중요한 향을미치

는것으로보고하 다.

3) 노화에대한태도

노화에 대한 태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는이루어지지않아구체적인양상을파악할수없으나,

홍성희와 곽인숙(2010)은 노화에 대한 태도가 노화에 대한

인식과 노후준비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박경

희(2005)의연구에서는성공적노후의관련변인으로노년기

의생산성인식정도가높을수록성공적노후정도가높았으

며, 삶의태도가적극적인노인들이수동적인노인들에비해

성공적노후를보내는경향이컸다. 따라서노화와노년기에

대한태도는성공적노화수준에 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연구는유배우노인과무배우노인의성공적인노화에

향을미치는요인을규명하고자개인적요인과사회적요

인이성공적인노화에미치는상대적인 향력과노화에대

한태도를매개로한인과관계를살펴보고자한다.

본연구를위한구체적인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연구문제1> 노화에 대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향력은 배우자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성공적 노화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

적인 향력은 배우자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

는가?

<연구문제3>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에 향을 미치는 노화

태도와변인들의인과적관계는어떠한가?

2. 변수의 구성 및 측정도구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 으며 성공적인

노화에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독립변수로서 개인

적 요인으로는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을, 사회적

요인으로는 사회활동과 사적 지원에 대한 문항을 선정하

다.

1) 독립변수

(1) 개인적요인

개인적 요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나타내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월평균가계총소득, 주관적경

제상태, 건강상태등을선정하 다. 주관적경제상태를측정

하기 위한 도구는 김재중(2007)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로

현재 경제적인 여유, 자립가능성 등에 관한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663이었다. 건강상태의 측정은 홍

현방(2005), 최인 (2007)의연구에서사용된 4개의문항으

로구성되었으며신뢰도는.711이었다.

(2) 사회적요인

사회적요인은사회활동과사적지원으로구성하 다. 사

회활동은김재중(2007)의연구에서사용된사회활동이생활

에서 차지하는 비중, 사회활동을 통한 만족, 사회활동 참여

의사등5개문항으로신뢰도계수는.921이었으며, 사적지원

은 3개하위 역으로가족지원, 형제나친척의지원, 이웃지

원의 각 5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신뢰도계수는 각각 .857,

.809, .80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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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화에대한태도

노화에대한태도를측정하기위해사용된도구는노인과

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파악하는 문항으로 노인의

심리적특성, 지적, 경제적능력, 사회적이미지의긍정적, 부

정적 측면에 관한 문항중 김태련(1988), 홍성희와 곽인숙

(2010)의 연구에서사용하 던문항들을예비검사를통해 6

개문항을선정하 다. 신뢰도계수는.726이었다.

2)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성공적인 노화의 측정을 위한 도구는 김재중

(2007)의척도를참고로수정보완하 다. 이척도는현재의

삶의만족, 지혜로운삶, 생에대한태도, 죽음의수용, 노령

의수용, 지나온삶의수용등6개 역에대한총31개문항

으로구성된면접식평정척도로, 7점리커트척도의긍정적인

문항 15개와 부정적인 문항 16개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된

척도의Cronbach’s α계수는.902 었다.

3.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조사대상지역은전북의중소도시와읍면의농촌이며, 60

세 이상 노인 4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에 의거한 1인 면담

조사로 진행하 으며, 이중 부실 기재된 응답자를 제외한

388명을분석대상으로선정하 다.

조사기간은 2009년 12월 4일부터 16일까지 예비조사를

거쳐일부문항을수정한후 2010년 5월 6일부터 26일까지

본조사를실시하 다.

4. 자료의 분석방법

자료의분석은SPSS Win 18.0 통계프로그램을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은빈도, 백분율, 평균을통해, 노

화태도및성공적인노화에 향을미치는요인들의상대적

인 향력의 파악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변

수들간의인과적관계는경로분석을통해분석하 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성별은남성39.4%, 여성60.6% 으며, 연

령은 65-69세가 46.4%로 가장 많고,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자 46.4%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학 졸업이상인 경우

가7.8%로전반적으로낮은편이었다. 배우자가있는노인은

65.2% 으며, 70.6%의노인이종교를가지고있었다. 가족

구성은 노부부가족이 34.8%로 가장 많았으며, 독거노인이

18.8%로, 노인만으로이루어진가족이절반을넘었다. 월평

균가계소득은 211.2만원으로, 200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

득(3인)인384만원(통계청)보다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

2. 배우자 유무에 따른 노화에 대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

유배우노인과무배우노인의노화에대한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

귀분석을실시하 다<표3 참조>.

변수 정의및측정방법
종종속속변변수수
성공적인노화(31) 1 = 전혀그렇지않다 4 = 보통이다 7 = 매우그렇다

독독립립변변수수
개개인인적적 요요인인

성별 D 1 = 여성 0 = 남성
연령 만나이
교육수준 교육받은연수
배우자유무 D 1 = 배우자있음 0 = 배우자없음
가족구성D 1 = 핵가족 2 = 확대가족 3 = 노인부부가족 4 = 독거노인
종교유무 D 1 = 종교있음 0 = 종교없음
가계총소득 지난 1년간가족의총소득
주관적경제상태 1 = 전혀그렇지않다 4 = 보통이다 7 = 매우그렇다
건강상태 1 = 전혀그렇지않다 4 = 보통이다 7 = 매우그렇다

사사회회적적 요요인인
사회활동(5) 1 = 전혀그렇지않다 4 = 보통이다 7 = 매우그렇다
사적지원 : 가족지원(5) 1 = 전혀그렇지않다 4 = 보통이다 7 = 매우그렇다

형제, 친척지원(5) 1 = 전혀그렇지않다 4 = 보통이다 7 = 매우그렇다
이웃의지원(5) 1 = 전혀그렇지않다 4 = 보통이다 7 = 매우그렇다

노노화화에에 대대한한 태태도도((66)) 1 = 전혀그렇지않다 4 = 보통이다 7 = 매우그렇다

(   ) :  문항수
D ; 더미변수

<표 1>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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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있는노인의노화에대한태도에 향을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족지원의 향력이 가장 컸으며, 가족지원을

많이받을수록노화에대하여긍정적인태도를보 다. 다음

으로는사회활동, 성별, 이웃의지원, 가계총소득, 교육수준,

건강상태의순으로 향을미쳤다. 즉사회활동을많이할수

록, 여성보다는 남성노인이, 이웃의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가계총소득이 많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노화에 대

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 으며, 독립변인들의 총설명력은

62.8%이다.

배우자가없는노인의노화에대한태도에 향을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활동의 향력이 가장 컸으며, 사회활동을

활발히 할수록 긍정적인 노화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는가계총소득, 연령, 교육수준, 형제나친척의지원, 건강상

태, 주관적경제상태, 종교유무, 이웃의지원, 성별의순으로

향을 미쳤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이웃의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노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보 다.

배우자가있는집단과두드러진차이를보이는변인은성

별로, 배우자가 없는 집단에서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

해 노화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 다. 또 가계총소

득이적을수록1), 가족이나형제, 친척의지원이적을수록노

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연구(김미혜외, 2005;, 윤현숙, 유희정, 2006; 이신숙,

2004)2)들의결과와동일한맥락으로볼수있다. 독립변인들

의총설명력은70.0%이다.

4. 성공적 노화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향력

배우자유무에따라성공적인노화에 향을미치는요인

들의상대적인 향력을파악하기위해조사대상자의개인적

요인과사회적요인및노화에대한태도를독립변인으로하

는상관관계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상관관계표는

부록에제시하 으며, 회귀분석의결과는 <표 4>와같다. 다

중회귀분석을실시하기전에상관관계와공선성진단을통해

변수들간의공차한계값이 .10보다크고VIF 값은모두10보

다훨씬작으므로다중공선성의문제가없음을확인했다.

유배우집단의 성공적 노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관적 경제상태의 향력이 가장 컸으며, 가계경제상태를

양호하다고 인식할수록 성공적인 노화의 수준이 높았다. 다

음으로는가족지원, 성별, 교육수준, 연령, 건강상태, 노화에

대한 태도의 순으로 향을 미쳤는데, 가족의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남성보다는여성이, 교육수준이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노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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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153 39.4
여성 235 60.6

연령 60-64세 39 10.1
65-69세 180 46.4
70-74세 99 25.5
75세이상 70 18.0

교육수준 무학 60 15.5
초등학교졸업 120 30.9
중학교졸업 94 24.2
고등학교졸업 84 21.6
전문대학졸업이상 30 7.8

배우자유무 유배우 253 65.2
무배우 135 34.8

가족구성 핵가족 87 22.4
확대가족 93 24.0
노인부부가족 135 34.8
독거노인 73 18.8

종교유무 종교없음 114 29.4
종교있음 274 70.6

평균 표준편차

월평균총가계소득(만원) 211.20 204.79

평균연령(세) 69.87 5.289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388)

<표 3> 배우자 유무에 따른 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 향요인
(N = 388)

유배우노인(253) 무배우노인(135)

b β b β

개개인인적적요요인인
성별(남성)D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D

가계총소득
주관적경제상태
건강상태

-3.026***
-.039***
-.248***
1.112 ***
.004***

-.027***
.109***

-.279
-.042
-.169
.068
.199
-.028
.116

1.271**
.453***
.337***
2.010**
-.015***
.038
.220**

.140

.521

.359

.192
-.608
.039
.262

사사회회적적 요요인인
가족지원
형제, 친척지원
이웃의지원
사회활동

.262***
-.023***
.218***
.177***

.372
-.027
.224
.280

-.113**
-.281***
.176**
.466***

-.244
-.278
.172
.776

상수
F-value
R2(Adj. R2)

6.222**
36.413***
.638(.628)

-25.924***
25.924***
.726(.700)

D ; 더미변수
* p < .05,   ** p < .01,  *** p < .001

1) 배우자가없는집단에서가계총소득이많다는것은다른가족과동거하는것을의미하므로가계총소득이노화에대한태도에부적인 향을
미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2) 남편과사별한홀로된여자노인들에있어서사별은오히려여성의유능함과생존능력을강화시켜, 삶의위기와고난을극복하면서개인적
으로성장하며능동적인존재로살아가는계기가되기도한다.



태도를가지고있을수록, 성공적노화의수준이높았다.

무배우집단의성공적노화에는가족지원, 노화에대한태

도, 주관적경제상태, 이웃의지원, 종교유무, 형제나친척의

지원순으로 향을미쳤다. 가족지원을많이받을수록, 긍정

적인노화태도를가질수록, 경제수준을양호하다고인지할수

록, 이웃의지원이많을수록, 종교가있는경우, 형제나친척

의지원이많을수록성공적노화의수준을높게인식하 다.

가족의 지원은 배우자유무에 관계없이 노인의 성공적 노

화에 큰 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나, 형제나 친척,

이웃의 지원은 무배우 노인집단의 성공적 노화에만 유의한

변수 다. 즉,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사적지원은 배우자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범위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나 배

우자와사별한노인에게는지원자의범위가가족외부의친

척, 이웃등으로확대되며, 이로인해가족지원이외의사적

지원이무배우노인의성공적노화에중요한역할을하는것

으로볼수있다.

두 집단 모두에서 가계총소득보다는 주관적으로 인지한

경제상태가중요한변수 다. 이러한결과는박경희(2005)의

연구에서수입과주관적경제상태인식중수입은노인의성

공적노화수준에유의한 향을미치지않은반면주관적경

제상태인식은 유의한 향력을 보 던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이는것이다.

한편노화에대한태도변수도유배우노인과무배우노인

의성공적노화에각각 향을미치는것으로확인됨으로써,

노년기를생산적인시기로인식하고적극적인삶의태도를보

여긍정적인노년기인식을가진노인들의성공적노후수준이

높았던박경희(2005)의연구결과와유사한것으로볼수있다.

5. 성공적 노화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적 관계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기초

로성공적노화에 향을미치는변수들의인과관계를분석

하기 위해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배제한 후 새로운 모형을

구성하여다중회귀분석을실시하 다<표5>. 또각독립변인

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

하여 <표 6>, <표 7>에제시하 고, 이에근거한경로모형은

<그림1>, <그림2>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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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배우자유무에따른노인의성공적노화에 향을미치는요인
(N = 388)

유배우노인(253) 무배우노인(135)

b β b β

개개인인적적요요인인
성별 D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 D

가계총소득
주관적경제상태
건강상태
사사회회적적 요요인인
가족지원
형제, 친척지원
이웃지원
사회활동
노노화화에에 대대한한 태태도도

12.260***
.941***
1.319***

-3.016
-.008
1.248***
.898***

.766***
-.236
.180
.082
.555*

.308

.254

.261
-.080
-.104
.349
.226

.331
-.074
.050
.032
.151

-.116
-.362
.383

13.535**
.006
1.121**
.602

.608**

.955**

.627***
-.276
1.869**

-.053
-.080
.070
.205
.050
.232
.118

.239

.164

.216
-.091
.233

상수
F-value
R2(Adj. R2)

-15.068
19.937***
.523(.499)

25.203
49.263***

.752(.727)
D ; 더미변수
* p < .05,   ** p < .01,  *** p < .001

<표 5> 경로모형을 위한 최종회귀분석표
(N = 388)

유배우노인(253) 무배우노인(135)

노화태도 성공적노화 노화태도 성공적노화

b β b β b β b β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
가계총소득
주관적경제상태
건강상태
가족지원
형제, 친척지원
이웃의지원
사회활동
노화에대한태도

-2.432***

-.188***

.004***

.109**

.238***

.201***

.216***

-.255

-.160

.195

.116

.347

.205

.305

10.889***
.808***
1.143***
-.009*
1.233***
.762***
.804***

.467*

.312

.234

.261

-.111
.339
.220
.320

.116

1.651**
.468***
.392***

2.168**
-.015***

.266***
-.129**
-.267***
.157**
.469***

.140

.521

.359

.192
-.608

.262
-.244
-.278
.172
.776

11.870***

1.374***

.741***

.753*

.929**

.827**

.209

.284

.278

.156

.203

.165
상수
F-value
R2(Adj. R2)

6.222***
61.655***
.638(.628)

-10.434
25.920***

.520(.500)

-25.924***
28.635***

.726(.700)

11.183
56.194***

.731(.718)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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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배우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

의인과적관계

유배우노인집단에서는<표5>과 <표6>에의하면여성이,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계총소득이 적을

수록, 주관적 경제상태가 양호할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수

록, 가족의 지원이 많을수록, 노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

를가질수록, 성공적인노화의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림1 참조>.

유배우노인의성별이성공적노화에미치는총인과효과

는 정적 직접효과(.312)와 노화태도를 통한 부적 간접효과

(-.030)이며, 부적비인과효과(-.242)를갖고있어서로 향

력이 상쇄되어 총효과(.040)는 아주 미미하다. 연령이 성공

적노화에미치는총효과(.131)는정적직접효과(.234)와부적

비인과효과(-.103)로 구분되며, 연령이 많은 유배우 노인들

의 성공적 노화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수

준은성공적노화에정적직접효과(.261)와노화태도를통한

부적간접효과(-.019)를미치나총인과효과(.242)는정적효

과로, 교육수준이높을수록성공적노화의수준이높게나타

난다. 가계총소득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총인과효과

(-.124)는부적직접효과(-.111)와노화태도를통한부적간접

효과(-.013)이나, 정적 비인과적효과(.276)의 향이 커서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총효과는 정적효과이다. 따라서 노인

의가게총소득이높을수록성공적노화의수준도높다. 주관

적 경제상태는 성공적 노화에 직접적인 정적효과만을 나타

내, 주관적인 경제상태를 양호한 것으로 인식할수록 성공적

노화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건강상태의 총인과효과

는 정적 직접효과(.220)와 노화태도를 통한 정적 간접효과

(.013)로구분된다. 따라서노인의건강상태가좋을수록성공

적 노화수준도 높으며,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됨으로써성공적노화수준을높여준다.

사회적요인중가족지원은성공적노화에대해정적직접

효과(.320)와노화태도를통한정적간접효과(.040)를보임으

로써 가족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성공적 노화수준이 높으며

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경유해 성공적 노화수준이 높아

진다. 이웃지원은성공적노화에대한인과적직접효과는없

으며, 인과적간접효과(.024)도적으나, 비인과적효과(.247)

가커서결과적으로성공적노화에정적 향을미친다. 사회

활동 역시 성공적 노화에 대해 약한 간접 인과효과(.035)만

보이나비인과적효과(.142)가 커서성공적노화에정적총효

과(.177)를미친다. 매개변인인노화에대한태도가성공적노

화에미치는총효과(r = .317)는인과적효과(.116)와비인과적

효과(.201)로구분되며, 노화에대해긍정적인태도를가질수

록성공적노화수준이높은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상의인과관계및경로를통해유배우집단의성공적노

10     대한가정학회지 : 제49권 4호, 2011

<표 6> 유배우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총 경로효과
(N = 253)

인과효과
총인과
효과

비인과
효과 총효과직접

효과
간접
효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계총소득
주관적경제상태
건강상태
가족지원
이웃의지원
사회활동
노화에대한태도

.312
.234
.261
-.111
.339
.220
.320
-
-
.116

-.030
-

-.019
-.013
-
.013
.040
.024
.035
-

.282

.234

.242
-.124
.339
.233
.360
.024
.035
.116

-.242
-.013
-.014
.276
.165
.057
.136
.247
.142
.201

.040
.131
.228
.152
.504
.290
.496
.271
.177
.317

<그림 1> 유배우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과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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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가장큰 향을미치는요인은주관적경제상태로확인

되었으며, 다음으로는 가족지원, 노화에 대한 태도, 건강상

태, 이웃지원, 교육수준, 사회활동등이었다. 따라서성공적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소득액보다 소득 및 자산상

태에 대한 적정성 및 충분성에 대한 인식이 더 의미있는 것

으로볼수있다. 또가족의지원수준을높일수있는제도적

뒷받침과 건강한 신체를 유지와 활발한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주는것이필요함을알수있다.

2) 무배우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향을 미치는 변수

들의인과적관계

무배우노인의경우는주관적경제상태가양호할수록, 건

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종교를 가진 경우, 가족과 형제나 친

척, 이웃의 지원이 많을수록, 노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

를 보일수록 성공적인 노화의 수준이 높았다<표 5, 표 7 및

그림2 참조>.

무배우집단에서는 노인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은 성공적

노화에직접적효과를미치지않았으며, 노화태도를통한약

한간접효과와비인과효과에의해, 연령은성공적노화에부

적총효과(-.076)를보여연령이적을수록성공적노화의수준

이높았다. 이는정순돌(2007), 박진성(2010)의연구에서연령

이적을수록성공적노화수준이높았던결과와일치하는것이

다. 교육수준은노화태도를통한간접효과(.059)와비인과효과

(.157)의 향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화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가짐으로써성공적노화수준이높게나타난다.

종교를 가진 경우 성공적 노화에 정적 직접효과(.209)를

미치는동시에노화에대한태도를통한정적간접효과(.032)

를갖게됨으로써성공적노화의수준이높아진다. 이와같이

성공적노화에대한종교의정적 향력은선행연구(곽만석,

2005; 김미령, 2008; 박경희, 2005; 하정연, 2003; 홍현방,

2002a)의연구결과를뒷받침한다. 주관적경제상태의총효과

(r = .633)는직접효과(.284)와비인과적효과(.349)로구분되

며, 성공적노화에정적효과를나타낸다. 건강상태는노화태

도를통한간접효과(.043)와비인과효과(.552)로인한강력한

정적효과를 가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화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갖게됨으로써성공적노화의수준이높아진다.

가족지원은 성공적 노화에 정적 직접효과(.278)와 부적

간접효과(-.040)을보이나총효과(r = .738)는가장큰정적

효과를 보인다. 형제 및 친척 지원은 성공적 노화에 대하여

직접효과(.156)와부적간접효과(-.046)를가지며, 가장큰비

인과효과(.576)를갖고있어, 총효과는정적으로나타난다. 따

노화에 대한 태도가 성공적인 노화에 미치는 향: 유배우노인과 무배우노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11

<표 7> 무배우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총 경로효과
(N = 135)

인과효과
총인과
효과

비인과
효과 총효과직접

효과
간접
효과

성별(남성)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
가계총소득
주관적경제상태
건강상태
가족지원
형제, 친척지원
이웃의지원
사회활동
노화에대한태도

-
-
-

.209
-

.284
-

.278
.156
.203

-
.165

.023

.086

.059

.032
-.100

-
.043

-.040
-.046
.028
.127

-

.023

.086

.059
.241

-.100
.284
.043
.238
.110
.231
.127
.165

.055
-.152
.157
.013
.062
.349
.552
.500
.576
.359
.206
.263

.078
-.076
.216
.254

-.038
.633
.595
.738
.686
.590
.333
.428

<그림 2> 무배우 집단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과모형



- 88 -

라서형제및친척의지원은성공적노화의수준을직접적으

로높여주는동시에노화에대한태도를통한부정적 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지원이 많을수록 성공적 노화

에도움이된다고하겠다. 이웃지원의인과효과(.231)는직접

효과(.203)과 노화태도를 통한 간접효과(.028)로 구분되며,

정적인총효과(.590)를보인다. 사회활동은노화태도를경유

한간접효과(.127)를통해성공적노화에정적총효과(.333)를

미친다. 매개변인인노화에대한태도가성공적노화에미치

는총효과(r= .428)는직접효과(.165)와비인과적효과(.263)로

구분되며, 성공적노화에대해정적총효과를갖는다.

이상의 인과관계 및 경로를 통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성공적노화에가장큰 향을미치는요인은가족지원이었

으며, 다음으로는형제및친척지원, 주관적경제상태, 건강

상태, 이웃의 지원, 노화에 대한 태도, 사회활동, 종교유무,

교육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게

는개인적요인보다는사회적요인의 향이크므로이들의

성공적노후생활을위해서는가족, 형제및친척, 이웃등의

존재와지원이매우중요하다고하겠다.

Ⅴ. 요약및결론

본연구에서는노인의성공적인노화의수준이개인의특

성과 상황을 반 한 개인적 요인 및 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

정되며, 간접적으로는이들이노화에대한태도에미치는

향을매개로결정되는것으로보고이러한요인들의 향력

과인과관계를파악하는것을목적으로하 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노화에 대한 태도는

성별, 연령, 종교유무, 가계총소득, 주관적경제상태, 건강상

태에따라차이를보 다. 또, 성공적인노화의수준은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종교유무, 가계총소득, 주관적 경제

상태,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 다. 이중 가장 주목할만

한변수는주관적경제상태로서, 가계총소득에따른집단간

노화태도및성공적노화수준이일관된경향을보이지않는

것에 비해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른 노화 태도 및 성공적 노

화수준은집단별로일관성있게큰차이를보 다. 즉, 주관

적으로 자신의 경제상태를 양호하게 인지한 집단이 노화에

대해서도가장긍정적인태도를보 으며, 성공적노화의수

준도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둘째, 노화에 대한 태도에는 유배우 노인의 경우 가족지

원, 사회활동, 성별, 이웃의지원, 가계총소득, 교육수준, 건

강상태의순으로 향을미쳤다. 무배우노인의경우사회활

동,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종교유무, 이웃의지원, 성별

의순으로 향을미쳤다. 두집단에서두드러진차이점으로

는유배우노인의경우경제적변수, 즉가계총소득및주관

적 경제상태와 사회적 요인 중 형제 및 친척 지원이 노화태

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무배우 노

인의 노화태도에는 주관적 경제상태를 제외한 모든 요인이

향을미치고있다. 즉, 무배우노인들이노화에대해가지

고 있는 태도는 중요한 몇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

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고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사회적요인중가족지원과형제및친척지원은노

화태도에부정적인 향을미치는반면이웃지원은정적

향을미치는점이흥미롭다. 노인들은어느정도불가피하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신체적, 정서적, 정서적 도움과 지

지를 필요로 하는데, 유배우 노인들이 가족의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노화에대해긍정적인태도를보인것과달리무배

우 노인들의 노화 태도에는 가족지원, 형제 및 친척의 지원

이오히려부정적인 향을미치는것이다. 무배우노인에게

가족지원은곧자녀의지원을의미하므로배우자가아닌자

녀의지원에의존한다는것은노인들이원하는바람직한노

년상이아니며결과적으로자신의노년기와노화에대해부

정적인이미지를형성하기때문인것으로볼수있다.

셋째, 배우자유무에따라유배우집단의성공적노화에는

주관적 경제상태의 상대적인 향력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

로는가족지원, 성별, 교육수준, 연령, 건강상태, 노화에대한

태도의 순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배우집단

의성공적노화에는가족지원, 노화에대한태도, 주관적경

제상태, 이웃의지원, 종교유무, 형제나친척의지원순으로

향을 미쳤다. 유배우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는 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등개인적요인이 향을미친반

면무배우노인의경우사회적요인중사적지원이주로

향을미치는차이점이있다.

반면두집단에공통적으로 향을미치는변인은주관적

경제상태와가족지원, 그리고노화에대한태도이다. 은퇴후

노년기에는 근로소득이 상실되므로 가계소득이 안정적인 생

활을위해중요한역할을할것이라는예상과달리두집단모

두에서 향을미치지않은반면경제상태에대한주관적인

식은각집단에서중요한변수로확인됨으로써노년기경제구

조에대한정확한인식과조사가필요하다고하겠다. 가족의

지원은배우자유무에관계없이노인의성공적노화에큰 향

을미치고있으나, 유배우집단의성공적노화에는 향력이

없었던형제나친척, 이웃의지원이무배우집단에서는정적

향을미친다. 따라서배우자가없는노인들에게친지와이

웃은배우자를대신하는관계망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넷째, 노인의개인적요인및사회적요인이성공적노화

에미치는직접적인 향과노화에대한태도를매개로하는

간접적인 향을 확인한 결과 유배우집단의 성공적 노화에

12     대한가정학회지 : 제49권 4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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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큰 향을미치는요인인주관적경제상태는노화에대

한 태도를 경유하는 간접 효과 없이 강한 직접 효과만을 미

치며, 이웃 지원과 사회활동 등 사회적 요인은 성공적 노화

에 대해 간접적 향만을 미쳤다. 한편 성공적 노화에 직접

적인효과와함께노화태도를경유한간접효과를보인변수

들은성별, 교육수준, 소득, 건강상태, 가족지원으로, 다양한

요인들이성공적노화에직접적인 향을보임과동시에노

화에대한태도를통해간접적인 향력을미친다고하겠다.

다섯째, 무배우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는 주관적 경제상태

가유배우노인의경우와마찬가지로직접적인효과만을보이

며,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계총소득, 건강상태, 사회활동은

노화태도를통한간접효과만을가진다. 따라서전반적으로무

배우노인의성공적노화에직접효과를주는변수들의수가

적은반면노화태도를통한간접효과를보이는변수들이많

은것을알수있다. 한편종교유무와가족지원, 형제및친척

지원, 이웃지원등모든사적지원변수는성공적노화에직

접 효과와 노화 태도를 매개로 한 간접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이들에게는유배우노인에비해가족을제외한형제

지원 및 이웃 지원 등의 사적 지원 요인이 중요하며, 종교도

이들의노화과정에서의미있는역할을하는것으로보인다.

이상의유배우노인과무배우노인의성공적노화의 향

요인의경로및인과적관계를비교한결과를중심으로결론

을 제시하면 첫째, 유배우 노인의 경우 성별, 연령, 교육수

준, 건강상태 등 주로 개인적 요인이 성공적 노화를 설명하

는 반면 무배우 노인의 경우 사적 지원 중심의 사회적 요인

이성공적노화를설명해준변수로부각되었다.

둘째, 유배우노인의성공적노화에가장큰 향을미쳤

던요인은주관적경제상태라는경제적요인이었던반면무

배우노인의성공적노화에는가족지원이가장큰 향요인

이었으며, 다음으로는 형제 및 친척의 지원이었다. 이웃 지

원 역시 유배우 노인에게는 간접 효과만 미쳤던 것과 달리

직접, 간접 효과를 모두 보이고 있어 무배우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는 관계적 요인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무배우 노인에게는 자녀의 부양과 사회, 국가

의지원이더필요하다고하겠다. 무배우노인중에서도저소

득노인이나자녀수가적고자녀의부양능력이취약한노인

들에게는지역사회및이웃과의네트워크형성을위한사회

적, 정책적관심이필요하다. 예를들어, 기업의노인세대와

청소년과의세대간교류프로그램지원이나노인공동주택을

일반 집합주거단지 내에 설치하는 복합주거단지계획, 공동

주택 내 세대간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운 등 노인세대와

비노인세대의접촉및교류를유도하는방안을기업과정부,

노인복지시설등에서계획하고지원해야한다.

셋째, 노화에 대한 태도는 유배우 노인과 무배우 노인 집

단에서각각성공적노화에직접 향력을가질뿐아니라다

른 변수들의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성

공적노화수준을증진시키는방안을강구하기에앞서긍정적

이고 적극적인 노화 태도를 형성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더우선적으로필요하다고하겠다. 그러므로노인들이노

년기를‘남은’여생이아니라하고싶은일을할수있는생

산적인 시기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를 함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노년기의 역할과 생산

성, 사회관계 형성,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을 통한 여가선용

등에 대한 교육이 사회적,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노인복지및노인정책의방향도시혜적인복지보다는노

인의자립적능력개발교육을지원함으로써자신의노년기를

적극적으로보내려는태도를갖도록유도하고준비시키는것

이더장기적으로효과적인방안이될것으로보인다.

본연구에서는경제상태에대한주관적인식이유배우노

인과무배우노인집단에서각각중요한변수로확인된반면

가계총소득은 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는 노인의 소득유형과 자산상태, 연금수혜, 저축 및 투자유

형등노년기경제구조에대한심층적인조사를바탕으로한

경제적변수를구성할필요가있다. 또, 사회적요인중사회

활동은선행연구의결과와달리중요한 향을미치지않았

는데, 사회활동에대한세분화된변수구성도고려할연구주

제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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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에 대한 태도가 성공적인 노화에 미치는 향: 유배우노인과 무배우노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15

1 2 3 4 5 6 7 8 9 10 11

1 1.0
2 .181** 1.0
3 .042 -.111 1.0
4 -.121 .114 .112 1.0
5 .060 .108 .173* .315** 1.0
6 -.341** -.032 .006 .294** .533** 1.0
7 .347** -.026 .221** .280** .131** .421** 1.0
8 .028 -.147 .147 .395** .163 .132 .613** 1.0
9 .262** -.045 .541** .167 .225*** .045 .262** .134 1.0
10 .055 .227** .407** .172* .392** .027 .395** .025 .507** 1.0
11 -.028 .042 .286** .561** .533** .511** .325** .086 .216** .464** 1.0

1.연령 2.교육수준 3.건강상태 4.주관적 경제상태 5.가계총소득 6:가족지원 7:형제지원 8.이웃의 지원 9.사회활동 10.노화에 대한 태도
11.성공적노화

<부록-1> 유배우 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관련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 1.0
2 .181* 1.0
3 .044 -.111 1.0
4 -.126 .111 .111 1.0
5 .064 .103 .174* .312** 1.0
6 -.343** -.032 .000 .293** .532** 1.0
7 .075 .032 .492** .600** -.025 .612** 1.0
8 .023 -.141 .144 .391** .162 .137 .596** 1.0
9 .262** -.043 .543** .163 .223** .046 .388** .139 1.0
10 .053 .222** .402** .171* .391** .023 .313** .026 .503** 1.0
11 -.025 .043 .282** .562** .531** .511** .686** .083 .214** .463** 1.0

1.연령 2.교육수준 3.건강상태 4.주관적 경제상태 5.가계총소득 6:가족지원 7:형제지원 8.이웃의 지원 9.사회활동 10.노화에 대한 태도
11.성공적노화

<부록-2> 무배우 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관련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