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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지혜가 삶의 만족도, 자아 존중감, 심리적복지감, 자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경기도와 천안시의 노인 회관 및 노인복지관, 종교시설 이용자 중 65세 이상의 노
인 227명이었다. 연구 결과 노인의 지혜는 삶의 만족도, 자아 존중감, 심리적복지감, 자녀관계의 질 모두에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혜가 노인 삶의 중요한 변인들에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노인의 지혜의 수준과 개인특성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본 결과에서는 성별과 연령에서 자녀관계의 질과 상호작
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혜수준이 높고 여성인 경우, 지혜수준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관계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지혜,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심리적복지감, 자녀관계의 질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know whether there are any quality differences among wisdom,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hild relationship in accordance with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227 old people who were over 65 years old 
among people using the hall for the elderly or elderly welfare center, worship facilities in Cheonan City or 
Kyeonggi Province. In addition, the effect that wisdom influences each valuable show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ll of the satisfaction of living, self-esteem, psychological wellbeing, the quality of 
child relationship. The result of research in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sex and age showed the interac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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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령화가  세계 인 문제로 두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노인의 삶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노년기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노년기에 한 연구는 노년기를 발달 으로 퇴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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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능력이 하되어 보호되어야 하고 도움을 줘야 하

는 수동 인 존재로 여기고 근하고 있는 연구들이 주

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노년기가 되어서

도 여 히 진취 이고 역동 으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신 노년층의 증가와 함께 노년기도 어느 시기

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한 목표와 잠재성을 가진 생산

인 존재로서의 인식 환이 일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성

숙과 발달의 정  의미로서 지혜에 한 심이 확산

되고 있다[1]. 

Rowe & Kahn은 Erikson의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노

화에 한 정  측면으로 성숙의 의미로서의 지혜를 

제시하 는데 이는 노화에 한 새로운 을 시사하는 

계기가 되었다[2]. Erikson은 그의  생애  발달이론에

서 인간의 마지막 발달 단계로 ‘자아 통합’  ‘ 망’의 시

기인 노년에 인생의 기를 극복하는 결과로 자아통합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지혜를 획득하게 된다고 하 다. 

Erikson의 이론에서 지혜는 노년기의 새로운 발달 가능

성  발달 목표를 의미하는데, 이는 인생 후반기의 성숙

과 심리  발달을 노화의 정  측면으로 근하게 하

는 근거가 되고 있어 지 까지의 정지되거나 퇴보하는 

노인에 한 부정 인 시각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3]. 

Ardelt는 지혜(知慧)에 하여 사물에 한 이치나 선

악을 구분하는 정신 작용으로, 자아통합과 성숙, 단력

과 인 계 기술, 인생에 한 이해와 정 인 자질을 

포함한 인간발달의 핵심이라고 하 으며, 인생의 도 과 

문제에 한 통합 인 근을 가능하게 하는 다차원 인 

속성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3][4재인용].

한 김민희(2008)는 지혜가 노인의 삶의 의미와 목 을 알

게 하며, 노년기의 신체 , 심리  상실과 같은 변화를 극

복할 수 있도록 돕고, 성공 인 노화를 이루는 데 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5].

이와 같이 노인의 지혜는 노인의 삶과 직  련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 까지 성공  

노후의 요한 요소로 연구되어지고 있는 삶의 만족도, 

자아존 감, 심리 복지감, 자녀 계의 질이 노인의 지혜

와 련이 있는지 살펴 으로써 노인에게 있어 지혜가 

갖는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한 본 연구의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지혜는 삶의 만족도, 자아 존 감, 심리

복지감, 자녀 계의 질에 향을 주는가?

둘째, 지혜수 과 개인별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 , 

건강상태, 경제수 )에 따라 삶의 만족도, 자아 존 감, 

심리 복지감, 자녀 계의 질에 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

2. 이론적 고찰

2.1 노인의 지혜

최근 지혜는 나이와 련된 발달  차원의 심분야

로 연령의 증가와 함께 정지되거나 퇴보하는 부정  변

화들과 달리 연령의 증가와 함께 오히려 높아진다는 

으로 근하는 연구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혜가 삶의 다양한 경험의 축 으로 얻을 수 있는 능력

이기 때문에 은 사람들에 비해 상 으로 인생의 다

양한 경험을 했을 노인들이 더 지혜로울 것이라는 연구

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6]. Ardelt는 지혜의 개념

을 인지, 반성, 정서의 통합으로 개념화 하 는데, 인지  

요인은 개인의 내  문제나 인 계문제에 있어서의 진

실과 삶에 한 이해로, 반성  요인은 자신의 삶과 상

이나 사건에 한 다른 방향의 사고와 검토하는 능력으

로. 정서  요인은 타인에 한 공감능력과 연민으로 설

명하고 있다[7]. 한, 이수림․조성호는 지혜에 하여 

다차원 인 개념으로 근하면서 인지 으로는 높은 안

목과 통찰력, 탁월한 단을 의미하며, 개인내 으로는 

자아의 균형  통합과 조화, 인간 계에 있어서는 타인

을 향한 정 인 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8]. 노인의 지혜에 한  다른 연구 ‘한

국노인의 성공  노화와 지혜와의 련성을 본 성기월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의 지혜 수

가 높게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혜 수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지혜와 성공  노화와의 상 계를 

본 결과에서는 양의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6]. 한 김민희․민경환의 ‘지혜의 연령차와 노

년기 심리  응과의 상 ’을 본 연구에서는 청년집단

보다 년집단이, 년집단보다 노년집단이 지혜의 수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혜는 연령의 증가와 련이 있

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지혜와 성공  응과의 

계를 분석한 결과 지혜는 인간 삶의 응에 련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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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아 존중감

자아존 감은 인간의 발달과 정신건강에 직.간 으

로 향을 주는 꾸 히 연구되어온 변인 의 하나이다. 

William James는 자아존 감을 “자신에 한 가치, 즉, 

과거와 비교했을 때 재 자신의 성취수 ”으로 처음으

로 정의하 다[9]. 이자 ․남숙경[9]은 자아존 감을 자

아에 한 반 인 단 기 으로 자신이 얼마나 유능

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믿는 정도라고 표 하고 있

으며. Rosenberg[10]는 자아존 감을 자신에 한 정

이거나 부정 인 평가와 련하여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 다. 따라서 자아존 감은 인간에 있어 살아가는 원

동력이며, 주어진 삶에 응하고 발 시키는 잠재력이라

고 할 수 있겠다. 박 례․권혜진[11]은 자아존 감이 높

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고 진취 이면서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며, 낮은 사람은 자신에 해 무가치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느끼며, 열등감에 빠져 소극 인 삶을 

산다고 하 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 감은 

노인이 자신의 노년기 삶을 정 으로 인식하고 통합하

는데 매우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3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개념은 Neugarten[12]등이 활동이론과 

분리이론을 검증하기 해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사용하면서부터 노년학 연구의 주요 연구 주제가 되고 

있으며, 삶의 질, 생활만족도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

되고 있다. 삶의 만족도는 다차원 이고 주 인 평가

역이기 때문에 학자마다 정의가 다를 수 있지만 일반

으로 자신의 삶의 질에 한 주  평가로서, 자신의 

인생에 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에 한 평가이며, 

재 상황에 한 기 에 해 실 으로 얼마나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박성복

[13]은 노년기 삶의 만족도는 노인의 사회  응과 사회

 상호작용, 그리고 노인을 둘러싼 환경에 한 질  수

으로 인지 이고 주 인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노인의 삶의 만족과 지혜와의 련 연구를 살펴보면

Clayton[14]은 지혜와 인생만족에 한 연구에서 지혜를 

가진 노인들은 자신을 더 잘 통제하고 상실에 해 인정

하며, 자신들의 신체  질병에 해서도 유머로 처함

으로써 만족도가 높으며, 안녕감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

다. Ardelt[15]는 노년기 삶에서 물리 인 환경보다 지혜

가 노년기 삶의 만족에 더 큰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지혜와 삶의 만족도와의 계를 알아본 국내 연구

에서는 지혜의 인지  역량이 높을수록 성인은 삶에 

해 더 만족하고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 심리적 복지감

백경숙․권 신[16]은 심리  복지감을 매우 추상

이고 복합 인 개념이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 정의가 다

를 수 있으나, 일반 으로 자신의 생활이나 인생의 반

에 있어서 스스로 느끼는 행복감과 만족감의 주  평

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 혜[17]는 심리  복지감을 

주 인 측면으로 정의하고, 정과 부정의 연속선상에

서 개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다루어지는 경험에 한 정

서  반응으로 Okun(1987)의 연구를 토 로 밝히고 있다.

2.5 자녀관계의 질

자녀 계의 질은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노부모와 

자녀와의 계의 질  수 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와의 유 가 노인의 삶에 

직 인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Erikson은 성인

이 타인과의 친 감을 통해 사랑이라는 가치를 획득한다

고 하 다[18]. 김다희․안정신은 가족은 노인이 친 한 

계를 통하여 성취감과 자아통합감을 달성하여 지혜를 

획득하는데 가장 향력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하 다[1]. 

권 돈의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연

구에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동거하

지 않은 노인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1], 김문정

의 손자녀 양육 조모의 생활만족도를 알아본 연구에서는 

자녀 계의 질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고, 손자녀 

양육 조모의 양육스트 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9].

3.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성남시와 충청남고 천안시에 거주

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상으로 하 다.  표본

추출은 지역의 노인회   노인복지 , 종교시설 이용



노인의 지혜가 삶의 만족도, 자아 존중감, 심리적 복지감, 자녀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52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 Dec; 12(12): 49-59

자를 상으로 연구의 편의를 해 의도  표집방법을 

사용하 으며, 총 270명을 상으로 2014년 6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이루어졌다. 노인의 특성상 본 연구

자가 설문항을 읽어주어 상자가 답하는 것을 체크하

으며, 도에 포기하 거나 불성실한 응답 자료를 제외

한 227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구체 인 연구 상은 <Table 1> 과 같다.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age

Sex
Male 156 68.7

Female 71 31.3

Age
Below-average 83 36.6

Above-average 144 63.4

Edu-

cational 

history

Ineducation 72 31.7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81 35.7

Middle School 

graduation
31 13.7

High School 

graduation
33 14.5

University 

graduation
10 4.4

Health 

status

Very bad 12 5.3

Bad 73 32.2

Normal 62 27.3

 Good 67 29.5

Very good 13 5.7

Level of 

living

Very bad 2 .9

Bad 28 12.3

Normal 134 59.0

 Good 55 24.2

Very good 8 3.5

Total 227 100.0

<Table 1> Research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3.2 측정 도구

3.2.1 지혜

노인의 지혜는 김민희[18]의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인

의 지혜척도를 사용하 다. 지혜척도는 ‘인지  역량’, ‘

제와 균형’, ‘ 정  인생태도’, ‘공감  인 계’,의 4개

의 하 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3문항으로 이루

어진 5  Likert 척도이다. 지혜척도의 수분포는 43～

215 까지로 수가 높을수록 지혜 수가 높음을 의미하

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951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는 지혜의 수 과 개인별 특성, 본연구에

서의 변인들과의 상호작용 분석을 하여 지혜의 수 을 

높은 수 과 낮은 수 으로 구분하 다. 이는 지혜가 나

이 들어감에 따라 높아진다는 견해와 낮아진다는 견해가 

있어 이를 알아보기 해 본 연구에서의 지혜 수의 평

균을 기 으로 높은 집단(165이상)과 낮은 집단(164이하)

으로 구분하 다.

3.2.2 자아 존중감

자아존 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Global 

Self-Esteem Scale(GSES)을 강인[20]등이 수정한 도구

로 측정하 다. 자아존 감 척도는 자신에 한 정  

태도를 묻는 5문항과, 부정  태도를 묻는 5문항으로 자

신을 요하고 가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측정하는 질문

으로 이루어져 있다. 4  Likert 척도로 부정  진술문에 

해서는 역코딩 하 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804로 나타났다.

3.2.3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은 Diener, Emmons, Larson, Griffin(1985)

이 개발한 Satisfaction with Life Scale(SWLS)을 한국

으로 번안한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임 진[21]의 연구에

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

도는 반 인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진 

7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742로 나타났다.

3.2.4 심리적 복지감

심리  복지감은 Ryff(1989)가 개발한 Psychological 

Well-being을 강인[22] 등이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

정하 다. 이 척도는 자율감, 목 감, 성숙, 통제감, 자아

존 감, 타인과의 계를 묻는 6개 하  역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

향이 다른 문항들은 역코딩하여 수가 높을수록 심리  

복지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65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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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

ve 

compete

ncy

Mode

ration 

and 

balan

ce

Positive 

life 

attitude

Symp

athetic 

interp

erson

al 

relatio

nship

Wis

dom

Life 

Satisfac

tion

Self-est

eem.

Self-

accepta

nce

Sense 

of 

purpose

Personal 

growth

Sense 

of 

control

Self-

worth

perso

nal 

relations

Psych

ologic

al 

Wellb

eing 

Qualit

y of 

Child 

Relatio

nship

Cognitive 

competency
1

Moderation and 

balance
.710

***
1

Positive life attitude .678*** .627*** 1

Sympathetic 

interpersonal 

relationship

.503
***

.683
***

.591
***

1

Wisdom .915*** .876*** .843*** .728*** 1

Life Satisfaction .375*** .352*** .426*** .219** .418*** 1

Self-esteem .618
***

.624
***

.577
***

.477
***

.684
***

.432
***

1

Self-acceptance .458*** .513*** .502*** .541*** .569*** .224** .489*** 1

Sense of purpose .479*** .522*** .483*** .359*** .549*** .516*** .713*** .400*** 1

Personal growth .328
***

.262
***

.389
***

.266
***

.368
**

.227
**

.342
***

.247
***

.285
***

1

Sense of control .066 -.026 .239*** -.032 .082 .051 .147* -.012 .144* .110 1

Self-worth .367*** .326*** .474*** .339*** .437*** .313*** .454*** .321*** .432*** .234*** .117 1

personal 

relations
.174

**
.237

***
.210

**
.238

***
.238

***
.073 .239

***
.176

**
.140

*
.151

*
-.018 .146

*
1

 Psychological 

Wellbeing 
.547

***
.534

***
.672

***
.490

***
.654

***
.423

***
.707

***
.613

***
.734

***
.556

***
.427

***
.668

***
.417

***
1

Quality of Child 

Relationship
.252*** .421*** .326*** .432*** .385*** .450*** .383*** .330*** .387*** .146** -.086 .267*** .190** .359*** 1

*p<.05, **p<.01, ***p<.001

<Table 2>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3.2.5 자녀관계의 질

자녀 계의 질을 측정한 도구로는 신화용(2004)의 

계의 질을 김문정[19]의 연구에서 사용한 ‘ 계의 질’ 도

구를 사용하 다. 자녀 계의 질을 묻는 측정에서는 자

녀와의 계에서의 만족감, 가깝다고 느끼는 정도, 심

과 화의 정도를 묻는 4문항으로 구성된 4  Likert 척

도로 수가 높을수록 자녀 계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878로 나타났다.

3.3 자료 분석 방법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처리를 하 다. 첫째, 연구 상자의 개

인  특성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행하여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 다. 둘째, 노인들의 개인 특성에 

따른 지혜와, 자아존 감, 삶의 만족도, 심리  복지감, 

자녀 계의 질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

다. 셋째, 자아존 감, 삶의 만족도, 심리  복지감, 자녀

계의 질에 한 지혜의 향 계를 알아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넷째, 지혜수 과 개인별 특

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자아존 감, 심리 복지감, 자녀

계의 질에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해 MANOVA

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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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및 분석

4.1 지혜,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심리적 

복지감, 자녀관계의 질 간의 상관분석

지혜, 삶의 만족도, 자아존 감, 심리  복지감, 자녀

계의 질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결과 지혜와 삶의 만족도, 자아존 감, 심리  

복지감 간에 유의한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지혜와 삶의 만족도간의 상 계를 살펴보면, 지

혜 체와 유의한 정  상 계(r=.418, p<.001)을 보

고 지혜 하 척도 모두와 정  상 계를 보 다. 지혜

와 자아존 감 간의 상 계에서는 지혜 체와 유의한 

정  상 계(r=.684, p<.001)을 보 고 지혜 하 척도 

모두와도 정  상 계를 보 다. 지혜와 심리  복지

감 간에서도 유의한 정  상 계(r=.654, p<.001)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혜 체  하 척도와 통제감을 

제외한 심리  복지감 하 척도 모두에서 유의한 정  

상 계가 나타났다. 지혜와 자녀 계간의 상 분석에

서는 지혜 체와 유의한 정  상 계(r=.385, p<.001)

을 보 고 지혜 하 척도 모두와도 정  상 계를 보

다. 

4.2 지혜가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심리적 

복지감, 자녀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지혜가 삶의 만족도, 자아존 감, 심리 복지감, 자녀

계의 질에 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한 결과, 지혜

는 삶의 만족도에 약 17.5%(R2=.175), 자아 존 감에 약

46.8.1%(R2=.468), 심리 복지감에 약 42.7%(R2=.427), 자

녀 계의 질에 약 14.8%(R2=.148)의 설명력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지혜는 삶의 만족도(β=.418, p<.001), 자아존 감(β=.684, 

p<.001), 심리 복지감(β=.654, p<.001)에 통계 으로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 복지감의 하

척도에서도 통제감을 제외한 자율감(β=.569, p<.001), 

목 감(β=.549, p<.001), 성숙(β=.368, p<.001), 자아존

감(β=.437, p<.001), 타인과의 계(β=.238, p<.001), 자녀

계의 질(β=.385, p<.001)에도 통계 으로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혜의 하 척도별 향을 알아보기 한 회귀분석 

결과 지혜의 인지  역량은 삶의 만족도에 약 14.1 

%(R
2=.141), 자아존 감에 약 38.3%(R2=.383), 심리 복

지감에 약 29.9%(R2=.299), 자녀 계에 약 6.4%(R2=.064)

의 설명력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척도별 향을 살펴보면, 지혜의 인지  

역량은 삶의 만족도(β=.375, p<.001), 자아존 감(β=.618, 

p<.001), 심리 복지감(β=.547, p<.001)에 통계 으로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 복지감의 하

척도별 향력은 통제감을 제외한 자율감(β=.458, 

p<.001), 목 감(β=.479, p<.001), 성숙(β=.328, p<.001), 

자아존 감(β=.367, p<.001), 타인 계의 계(β=.174, 

p<.01)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 지혜의 인지  역량은 자녀 계의 질(β=.252, 

p<.001)에도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혜 하 척도인 제와 균형이 삶의 만족도, 자아존

감 심리 복지감, 자녀 계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기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재와 균형은 삶의 만족

도에 약 12.4%(R2=.124), 자아존 감에 약38.9%(R2=.389), 

심리 복지감에 약28.5%(R2=.285), 자녀 계의 질에 약

17.7%(R2=.177)의 설명력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제와 균형은 삶의 

만족도(β=.372, p<.001), 자아존 감(β=.624, p<.001), 심

리 복지감(β=.534, p<.001)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 복지감의 하 척도별 

향력은 통제감을 제외한 자율감(β=.513, <.001) 목 감

(β=.522, p<.001), 성숙(β=.262, p<.001), p<.001), 자아존

감(β=.326, p<.001), 타인 계의 계(β=.237, p<.01)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와 균형은 자녀 계질(β=.421, p<.001)에도 통계 으

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혜의 하 척도 정  인생태도가 삶의 만족도, 자

아존 감, 심리 복지감, 자녀 계의 질에 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  인

생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약 18.1%(R2=.181), 자아존 감

에 약 33.3%(R2=.333), 심리 복지감에 약 45.2%(R2=.452), 

자녀 계의 질에 약 10.7%(R2=.107)의 설명력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

과, 정  인생태도는 삶의 만족도(β=.426, p<.001), 자

아존 감(β=.577, p<.001), 심리 복지감(β=.672,p<.001)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 복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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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R

2
 B SE β t

Wisdom

Life Satisfaction .175 .102 .015 .418 6.898***

Self-esteem .468 .139 .010 .684 14.081***

Psychological 

Wellbeing

Self-acceptance .324 .048 .005 .569 10.377***

Sense of purpose .302 .057 .006 .549 9.856***

Personal growth .135 .028 .005 .368 5.938***

Sense of control .007 .008 .007 .082 1.241

Self-worth .191 .040 .005 .437 7.293***

personal relations .057 .018 .005 .238 3.678***

Total .427 .199 .015 .654 12.959***

Quality of Child Relationship .148 .037 .006 .385 6.259***

Wisdom.:

Cognitive 

competency

Life Satisfaction .141 .199 .033 .375 6.067***

Self-esteem .383 .273 .023 .618 11.807***

Psychological 

Wellbeing

Self-acceptance .210 .085 .011 .458 7.731***

Sense of purpose .229 .108 .013 .479 8.179***

Personal growth .108 .054 .010 .328 5.208***

Sense of control .004 .014 .014 .066 .989

Self-worth .135 .073 .012 .367 5.915***

personal relations .030 .028 .011 .174 2.653**

Total .299 .361 .037 .547 9.792***

Quality of Child Relationship .064 .053 .014 .252 3.912***

Wisdom.: 

Moderation 

and balance

Life Satisfaction .124 .307 .054 .352 5.647***

Self-esteem .389 .451 .038 .624 11.963***

Psychological 

Wellbeing

Self-acceptance .263 .155 .017 .513 8.968***

Sense of purpose .272 .192 .021 .522 9.171***

Personal growth .069 .070 .017 .262 4.079***

Sense of control .001 -.009 .023 -.026 -.385

Self-worth .107 .106 .020 .326 5.179***

personal relations .056 .063 .017 .237 3.667**

Total .285 .578 .061 .534 9.480***

Quality of Child Relationship .177 .145 .021 .421 6.952***

Wisdom.: 

Positive life 

attitude

Life Satisfaction .181 .389 .055 .426 7.059***

Self-esteem .333 .437 .041 .577 10.592***

Psychological 

Wellbeing

Self-acceptance .252 .159 .018 .502 8.706***

Sense of purpose .233 .186 .023 .483 8.277***

Personal growth .152 .109 .017 .389 6.342***

Sense of control .057 .087 .024 .239 3.687***

Self-worth .224 .161 .020 .474 8.065***

personal relations .044 .058 .018 .210 3.226**

Total .452 .761 .056 .672 13.623***

Quality of Child Relationship .107 .118 .023 .326 5.181***

Wisdom. 

Sympathetic 

interpersonal 

relationship

Life Satisfaction .048 .366 .109 .219 3.359**

Self-esteem .227 .663 .081 .477 8.130***

Self-acceptance .293 .315 .033 .541 9.656***

Sense of purpose .129 .254 .044 .359 5.775***

Personal growth .071 .137 .033 .266 4.134***

Sense of control .001 -.022 .045 -.032 -.481

Self-worth .115 .211 .039 .339 5.408***

personal relations .057 .121 .033 .238 3.679***

Total .240 1.017 .121 .490 8.423***

Quality of Child Relationship .187 .286 .040 .432 7.186***

*
p<.05, 

**
p<.01, 

***
p<.001

<Table 3> Regression Analysis :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Psychological Wellbeing, and Quality 
of Child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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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 척도 자율감(β=.502, p<.001)목 감(β=.483, 

p<.001), 성숙(β=.389, p<.001), 통제감(β=.239, p<.001), 

자아존 감(β=.474, p<.001), 타인 계의 계(β=.210, 

p<.01) 모두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인생태도는 자녀 계의 질(β=.326, 

p<.001)에도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혜 하 척도 공감  인 계가 삶의 만족도, 자아

존 감, 심리 복지감, 자녀 계에 향을 미치는지 회귀

분석을 한 결과, 공감  인 계는 삶의 만족도에 약 

4.84%(R2=.048), 자아존 감에 약 22.7%(R2=.227), 심리

복지감에 약 24.0%(R2=.240), 자녀 계의 질에  약 

18.7%(R2=.187)의 설명력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  인 계는 삶의 만족

도(β=.219, p<.01), 자아존 감(β=.477, p<.001), 심리  

복지감(β=.490, p<.001)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  복지감의 하 요인에는 통제감을 제외

한 자율감(β=.541, p<.001), 목 감(β=.359, p<.001), 성숙

(β=.266, p<.001), 자아존 감(β=.339, p<.001), 타인 계

의 계(β=.238, p<.01)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  인 계는 자녀 계의 질(β=.432, 

p<.001)에도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지혜수준과 개인 특성에 따른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지혜수 이 높은 집단(165이상)과 낮은 집단(164이하)

과 개인별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 , 건강상태, 경제수

)에 따른 삶의 만족도, 자아존 감, 심리 복지감, 자녀

계에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성별과 연령에서 자

녀 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고, 다른 변인에서는 지혜수 의 주효과만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지혜수 과 성별에 따른 자녀 계의 질에

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성별(F=30.226, p<.001)

과 지혜수 (F=20.903, p<.001)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

과(F=7.633, p<.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혜수

과 연령에 따른 자녀 계의 질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

증한 결과, 지혜수 (F=9.641, p<.01)의 주 효과와 지혜

수 과 연령(F=6.160, p<.05)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Classification N M SD

Male

Wisdom low group 73 14.48 1.86

Wisdom high 

group
83 15.01 2.09

Female

Wisdom low group 42 12.05 2.29

Wisdom high 

group
29 14.21 1.88

Source SS df MS F p

Sex 124.681 1 124.681 30.226 .000

Wisdom 86.224 1 86.224 20.903 .000

Sex * 

Wisdom
31.486 1 31.486 7.633 .006

Error 919.871 223 4.125

<Table 4> Interaction Analysis : Wisdom level 
and Sex 

Classification N M SD

Below 

average 

age

Wisdom low group 49 13.69 2.11

Wisdom high 

group
34 13.88 2.53

Above 

average 

age

Wisdom low group 66 13.52 2.50

Wisdom high 

group
78 15.21 1.68

Source SS df MS F p

Age 16.825 1 16.825 3.576 .060

Wisdom 45.359 1 45.359 9.641 .002

Age * 

Wisdom 
28.981 1 28.981 6.160 .014

Error 1049.140 223 4.705

<Table 5> Interaction Analysis : Wisdom level 
and Age

[Fig. 1] Interaction Analysis on Child Relationship: 
Wisdom level and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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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teraction Analysis on Child Relationship : 
Wisdom level and Age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지혜가 인간 삶의 요한 기제

이며, 성공  노후의 요한 변인으로 연구되어지고 있

는 삶의 만족도, 자아존 감, 심리 복지감, 자녀 계의 

질에 향을 주는지에 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결과와 논의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혜가 삶의 만족도, 자아존 감, 심리 복지감, 

자녀 계의 질에 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지혜는 

삶의 만족도, 자아 존 감, 심리  복지감 모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박소

연․정명숙[26]의 연구 노인의 지혜가 지혜의 하 요인 

모두에 정 인 상 을 보 던 연구와, 김다희․안정신[1]

의 연구에서 노인의 지혜와 생성감, 자아통합, 배우자

계와 자녀 계가 정  상 을 보 던 결과를 지지하고 

있어, 노인의 지혜가 삶의 만족도, 자아 존 감, 심리  

복지감, 자녀 계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한 삶의 변

인임을 설명하고 있다. 둘째,, 지혜수 과 개인별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자아존 감, 심리 복지감, 자녀 계

에 한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 지혜수 이 높고 

여성인 경우 자녀와의 계의 질에 더 만족하는 결과를 

보 고, 지혜수 이 높고 연령이 평균이상(78세이상)인 

노인의 경우 자녀 계의 질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인 성기월[6]의 연구

에서 연령이 높은 집단이 지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

과와 이수림, 조성호[8], 김민희[18]의 연구에서 지혜가 

타인과의 계와 련되며, 계만족과 정 상 을 보인

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어, 지혜가 높고 연령이 높

을수록 자녀와의 계가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

한 연구 결과를 통해 노인의 지혜는 자녀와의 계 형성

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 까지의 부분의 노인에 한 연구들이 노인을 

보호받아야 하는 수동 이고, 소모 인 존재로 보고 

근하여, 노인의 삶에 부정  향을 미치는 물리  환경

에 집 하여 연구 되어졌다면, 본 연구는 노인의 지혜를 

발달  측면의 통합  개념으로 보고 근하 다는데 의

의를 가진다. 이에 지혜가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 자아 존

감, 심리  복지감, 자녀와의 계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혜는 노인의 삶에 심리  안정감을 주는 여러 

요인들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로 지혜가 단기간에 

획득되는 인지  요소가 아니라  생애 과정을 통해 이

루어낼 수 있는 통합 이고 복합 인 기제임을 고려하여, 

 생애과정에서 지혜를 진할 수 있는 로그램을 개

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의 지혜는 기성세 가 가진 성장 동력으로 

후손들에게 물려  수 있는 자원으로서 노년기 지혜의 

획득과 발달을 진하기 한 계 심의 로그램, 노

인들의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로그램

이 연구되어지고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에 한 연구에 있어서, 노인들이 나이 든다

는 것에 해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이러한 

변화에 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심리  측면에 

한 연구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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