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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노인의 정신보건에 관련하여 우울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우울 및 자살방지를 위한 복합연구 개
입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조사는 서울, 경기, 전남 일원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
는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법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분석은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상관
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노인의 심리적 요인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가족형태
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심리적 요인은 가족형태에 따라 우울감에 영향이 있었다. 둘째, 

노인의 물질적 요인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가족형태에 따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즉, 노인의 물질적 요인은 가족형태에 따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우울감, 심리적요인, 물질적요인, 가족형태, 의료복지, 융복합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nfluential factors for depression with respect to mental health 
in the elderly and present the groups in order to develop intervention strategies with human for the prevention 
of depression and suicid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held interviews using a questionnaire targeting normal 
elderly above the age of 65 who did not use social welfare services living in Seoul, Gyonggi and Jeonnam. 
The data collected was analysed with the use of a frequency test, a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 correlation 
analysis and a multi-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factors in the subjects on their depression was significant. That is, Depending on your type of psychological 
factors of family influences the sense of difference of melancholy. Second, the influence of material factors of 
the subjects on their depression was significant depending on their family type. That is, the influence of 
material factors in the elderly on their depression differed depending on family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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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업화와 의료기술발의 발달로 노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의 평균수명이 높

아지고 노령화에 따른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러

한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 

구조 속에서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노인인구가 체인구의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 고 2003년 말 

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8.3%인 약 400만 명 이었

다 (노병일,2005). 한 2014년에서 2018년 사이에는 노

인인구비율이 14.4%인 730만 명을 과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6년에는 20.2%인 약 1000만 

명 이상으로 추계되어 본격 인 ‘  고령화 사회’에 도달

할 것으로 망된다[1]. 특히 2050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37.3%에 도달할 것으로 상되고 있

다[2]. 이러한 인구학 인 변화는 인구문제에 한 새로

운 이해와 근을 요구하고 있다. 부분의 노인들의 정

년퇴직, 실업 등으로 인하여 경제  지 가 하락되고 이

로 인한 노인의 경제  기에 빠지게 된다. 사회  지지

의 약화는 노인들을 상실감과 고독감에 빠지게 하고 만

성질병과 노쇠 등으로 인한 건강악화는 노인들을 신체

으로 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사회활동이 제한된 노인은 가정에서마  고립되어 열

등감, 고독감, 소외감에 시달리고 다수의 노인들은 우

울을 포함한 복합 인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빈곤, 

양불량, 노인 학 , 범죄의 희생양, 보호비용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3].

한국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우울에 한 연구

를 보면, 노인의 우울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3년 자료에 의하면 60  이상 노인우

울증 환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우울증 진료환자

가 2003년 11만 340명으로 2000년(6만 366명)에 비해 

82.8%나 늘었다고 보고되었다[4].  우울한 노년의 삶은 

심각한 신체  증상을 동반하고 자살의 험성을 높게 

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어서(조계화.김경 , 2008) 더

더욱 사회복지의 주요 역으로 심을 받아야 한다. 

2003년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65세 이상 노인은 2,760명

으로 같은 연령 의 노인 10만 명당 71명이 스스로 목숨

을 끊었다[5].

우울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노인자살이 사회문제로 

두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 사회  심이나 이 분

야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속한 핵가족화로 

인하여 자식들이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노인들의 정신 , 육체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실이

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노인의 심리 , 물질 요인이 우

울에 미치는 향요인을 분석하여 노인우울 방  치

료  근을 한 지역사회복지 발 계획수립을 한 기

자료로 제공 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으

로 노인들의 삶에 한 질  향상과 건강에 한 심도 

높아지고 있다. 노인의 경우 가장 큰 심은 자신에 한 

건강이며, 자신이 스스로 활동하는 것으로 건강하다고 

느낀다.

2. 이론적 배경

2.1 노인의 심리적·물질적 요인의 개념

심리 복지감은 생활 체에 한 주  행복과 만족

는 일종의 심리 인 요인과 환경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하 다[6].심리  복지감을 생활만족도나 개인

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며 인지 단 측면을 표하는 것

으로 자신의 선택기 에 따른 반 인 평가라고 하 다

[7]. 물질  지지는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물 즉 경제  

지지를 의미한다. 노년기의 물질  지지의 부분은 성

인이 된 자녀와 생존한 배우자가 부분 제공한다. 사람

의 조력은 물질  재로서 지지의 자원이 된다[8]. 심리

 지지는 자연 인 조력체계와 더 공식 인 조력체계에 

의해 제공된 정서 , 도구   사회  교제의 도움을 의

미하며, 인간이 스트 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안녕감을 

증진시키고 건강을 보호하는 인 계의 과정을 말한다

[9].

Hendricks(2004)는 세 가지 형태로 심리  지지의 개

념을 악하 다. 첫째, 정서  지지로 사회  지지는 다

른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개인 인 소속감 혹은 안정감을 가리킨다. 이에 많은 연

구조사자들은 정서  지지를 개인 간의 한 상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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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  유  속에서 이루어지는 돌  등을 반 하는 

항목들로 평가하고 있다. 둘째, 물질  지지로 이는 도움

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품이나, 물품, 노력 사 등

을 통해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셋째, 정보 제공  

지지는 스트 스를 받고 있는 개인에 해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기를 이는 역할을 하는 지지이다

[10]. 정보  지지는 교육 로그램이나 공식 인 지지집

단 속에서 주고받게 된다[11].

심리  지지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구, 친

척, 이웃, 문가 등이 제공하는 사랑, 돌 , 격려, 이해, 

신뢰, 심 등의 태도  행동을 포함하는 정서  도움이

라 볼 수 있다. 

이는 사회 인 환경 내에서의 정 인 상호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서로에게 정서  격려, 충고, 정

보, 구체  원조 등의 다양한 도움을 제공해주는 것을 말

한다고 볼 수 있다[9]. 본 연구는 노인복지 을 이용하는 

노인의 우울,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수면을 평가하고 노인 

우울증상에 따른 비교 험도를 악하여 우울을 가진 노

인들에게 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기 자료

로 사용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노인의 우울개념 및 실태

우울이란 슬픔, 망, 그리고 의기소침과 같은 느낌을 

말하고, 개인이 신체 ·사회  환경  요인에 의해 근심, 

침울함, 무력감과 무가치감 등을 나타내는 기분상태라고 

하 으며, Battle(1978)은 인간의 정서 인 기분 변화로 

심리  탈진, 의기소침, 외로움, 조감 등을 느끼는 정도

를 우울이라 하 다[12].  

노인은 부분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사회  지 를 

상실하고 경제 , 사회 으로 자율성을 잃고 의존하게 

되며, 배우자나 가까운 지인들의 죽음으로 심한 슬픔과 

외로움을 경험하며 혼자 있는 시간도 늘어나게 되어 인

지기능도 이 보다 하되는 등 다양한 정신  사회  

스트 스들로 인하여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1 노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노인  11.2%는 자살을 생각해본 이 있다고 

한다. 자살이유는 건강32.7% 경제  어려움 30.9% 가족

친구와의 갈등  단  15.3% 그리고 외로움이 10.3%

다. 실제 74세 이하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81.9명이고, 

놀랍게도 75세 이상은 거의 두 배나 많은 10만 명당 160

명에 이르고 있다.

노인우울의 원인을 생물학 , 의학  역, 인구학 , 

사회심리학  특성에서 찾고 있고, 우울을 느끼는 정도

는 성별, 배우자의 유무, 교육수 , 가정생활수 , 가족형

태, 경제상태, 건강상태, 여가활동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고 설명 하 다. 한 우울의 원인을 친구를 포함한 사회

 지지망의 상실에서 찾고 있다.

2.3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가족형태에 따른 지지

가족은 심리  사회  부양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모

든 가족 구성원에서 많은 향을 주며 개인에게 강한 사

회 지지 체계를 제공하고 그 안에서 인간은 안정감 자

존감이 형성한[13.14]. 가족형태는 노인을 보호하는 역할

을 통해 노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며 건강 수 에 향을 

주는 사회 , 문화  환경 에서 가장 직 으로 사회

와 노인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15]. 노령화될수록 

사회  지지의 부분을 가족을 통해 얻으므로 노인에 

한 가족 지지는 매우 요하다[16]. 그러므로 노인의 

삶에서 가족형태  세  간의 특성을 드러내는 가구 형

태는 노인 개인의 생활과 건강에 요한 향을 미친다

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통 으로 효 사상을 인간의 기본윤리로 

여겨, 자녀가 노인의 부양을 담하 으며 가족주의 가

치가 직간 으로 향을 미쳤다. 노인이 된 부모의 부

양에 한 책임은 자녀에게 있다는 인식이 높고[17], 노

인들도 노인부양을 자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 노

인의 건강 수 은 노인의 가구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이라

고 할 수 있다[18].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설정

가족은 심리  사회  부양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모

든 가족 구성원에서 많은 향을 주며 개인에게 강한 사

회 지지 체계를 제공하고 그 안에서 인간은 안정감 자

존감이 형성한다[13,14]. 가족형태는 노인을 보호하는 역

할을 통해 노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며 건강 수 에 향

을 주는 사회 , 문화  환경 에서 가장 직 으로 사

회와 노인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19]. 노령화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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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frequency

(n)

percentage

(%))

sex
male 123 41.0

female 177 59.0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family type

couple 125 41.7

living alone, children and other 

members
175 58.3

age

below 60-70 92 30.7

below 70-75 96 32.0

below 75-80 56 18.7

above 80 56 18.7

education

uneducated 75 25.0

elementary school graduate

(including village school)
115 38.3

middle and high school graduates 68 22.7

high school graduates 40 13.3

university graduates 2 .7

monthly 

income

(kw)

nothing 79 26.3

below 500,000 135 45.0

510,000-800,000 52 17.3

810,000-1000,000 4 1.3

1,010,000-1,200,000 6 2.0

1,210,000-1,500,000 11 3.7

1,510,000-1,700,000 8 2.7

1,710,000-2,000,000 2 .7

above 2,010,000 3 1.0

록 사회  지지의 부분을 가족을 통해 얻으므로 노인

에 한 가족 지지는 매우 요하다[16]. 그러므로 노인

의 삶에서 가족형태  세  간의 특성을 드러내는 가구 

형태는 노인 개인의 생활과 건강에 요한 향을 미친

다고 할 수 있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 설정

본 연구는 노인의 심리  요인과 물질  요인이 우울

감에 미치는 인과 계를 밝히는 것으로 연구의 모형에서 

독립변수로 심리  요인과 물질  요인을 설정하 고, 

조 변수로 가족형태, 종속변수로는 우울감을 설정하 다.

[Fig. 1] 연구모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노인의 심리  요인은 우울감에 부(-)의 방향

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노인의 물질  요인은 우울감에 부(-)의 방향

으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노인의 심리  요인과 우울감의 계는 가족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노인의 물질  요인과 우울감의 계는 가족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4.연구결과

4.1 표본자 특성

4.2 타당도분석

요인분석은 문항들을 데이터 축소(Data Reduction)하

여 독립변수 2개요인과 종속변수 1개의 요인을 확인하

다. 요인의 회 은 베리맥스 직교회 (Varimax Rotation)

에 의한 요인 재 값을 산출하여 요인 재 값을 표시하

다.

독립변수인 심리  요인은 5개 설문항목과 물질  요

인은 4개 설문항목으로 구성하 다. 종속변수인 우울감

은 7개의 설문항목을 구성하 다. KMO (Kaiser-Meyer 

-Olkin): .808,  : 2148.699, df는 120이며,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별 요인값은 .6이상으로 나

타났으며 측정변수의 타당도가 합한 것으로 단되었

다. 

4.3 신뢰도분석

신뢰도 분석결과는 심리  요인 .850, 물질  요인 

.679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인 우울감은 .716으로 모든 

변수에서 Cronbach α 이 .6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4.4 측정도구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SPSS 22.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도구를 분석하 다. 첫째, 변수들의 타당도를 분석하

기 해서 요인분석을 사용하 다. 둘째, 각 항목들의 신

뢰도 측정을 해 척도들의 내  일 성을 검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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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Cronbach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각 항목들이 측정하려고 의도하 던 개념들을 어느 

정도 반 하고 있는 가를 명확하게 밝히기 해 요인분

석을 통하여 각 변수들의 타당성을 검정하 다.

4.4.1 타당도분석

요인분석은 문항들을 데이터 축소(Data Reduction)하

여 독립변수 2개요인과 종속변수 1개의 요인을 확인하

다. 요인의 회 은 베리맥스 직교회 (Varimax Rotation)

에 의한 요인 재 값을 산출하여<Table 2> 는 요인

재 값을 표시하 다.

독립변수인 심리  요인은 5개 설문항목과 물질  요

인은 4개 설문항목으로 구성하 다. 종속변수인 우울감

은 7개의 설문항목을 구성하 다. KMO (Kaiser-Meyer 

-Olkin): .808,  : 2148.699, df는 120이며,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별 요인 값은 .6이상으로 나

타났으며 측정변수의 타당도가 합한 것으로 단되었다. 

variables factor
factor 

value

eigen

value

dispersio

nrate

dispersion 

loadings

psychological

v1 .668

3.361 21.009 21.009

v2 .823

v3 .870

v4 .776

v5 .775

material

v6 .714

2.068 12.928 33.937
v7 .595

v8 .786

v9 .726

depression

v10 .757

4.027 25.170 59.107

v11 .768

v12 .634

v13 .629

v14 .820

v15 .750

v16 .789

KMO(Kaiser-Meyer-Olkin) : .808,   : 2148.699
df : 120, significance probability: : 0.000

<Table 2> Matrix of Factor Loadings

4.4.2 신뢰도분석

신뢰도 분석결과는<Table3 >에서와 같이 심리  요

인 .850, 물질  요인 .679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인 우

울감은 .716으로 모든 변수에서 Cronbach α 이 .6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number of 

questions

Cronbah

-Alpha

questions 

removed

independent
linguistic praise 5 850 nothing

Physical praise 4 .679 nothing

subordinate self-esteem 7 .716 nothing

<Table 3> Analysis of Reliability in Variables

4.3 연구모형검증

본 연구는 연구모형에 한 주요 변수들의 계, 즉 노

인의 심리  요인  물질  요인과의 우울감에 한 

계를 분석하고 가족 태가 조 변수로서 이들 계에 어

떠한 차이가 있는지 규명한다. 가설검증에 앞서 제 변수 

간의 계 정도를 알아보기 하여 먼  Pearson 상

계분석을 실시하여 검토하 고, 연구모형과 가설에 한 

구성 개념 간의 인과 계를 AMOS 22.0을 통해 검증하

다.

4.3.1 변수별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따른 주요 구성개념들의 인과

계를 검증하기 한 사  차로서 심리  요인  물

질  요인과 우울감 등 3개 변수들 간의 상 계 분석을 

실행하 다. 상 계 분석결과를 보면, 모든 변수들 간

의 상 계가 확인되었다. 

변수 간 상 계 분석결과는 변수들 간의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erson상 계수는 심

리  요인과 물질  요인(r=-.240), 심리  요인과 우울

감(r=-.214)이며, 물질  요인과 우울감(r=-.295)으로 나

타났다.

4.3.2 연구모형검증

본 연구모형의 검증결과로서 도출된 반 인 부합도

(Overall model fit) 지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  카이제곱값 471.654, 자유도(df) 101, χ2에 한 p 값 

0.000으로 나타났고, 다른 부합지수를 기 으로 했을 경

우, 기 부합지수(GFI), 조정부합지수(AGFI), 표 합

지수(NFI), 증 합지수(IFI), 비교 합지수(CFI) 등이 

모두 1에 가깝게 나타났다.

4.4 연구가설 검증

노인의 심리  요인과 물질  요인이 우울감에 미치

는 향력의 계에 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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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노인의 심리  요인은 우울감에 부(-)의 방향으

로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를 검증한 결과 노인의 

심리  요인은 우울감(표 화계수 -.105, p값 .047)에 유

의미한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물질  요인은 우울감에 부(-)의 방향으

로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를 검증한 결과 노인의 

물질  요인은 우울감(표 화계수 -.446, p값 .000)에 유

의미한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으로 노인에 한 우울감의 연구결과 심리  

요인과 물질  요인이 노인의 우울감에 향력이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에 한 물질  요인은 심리  요

인에 비하여 향력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심리  요인과 물질  요인이 우울감에 미치

는 향력의 계에 한 검증결과[Fig. 2] 와 같다.

[Fig. 2] Verification results

4.5 가족형태에 따른 조절효과분석

노인의 심리  요인과 물질  요인이 우울감에 미치

는 향요인의 계에서 가족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에 한 가설 3과 4에 한 조 효과분석을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심리  요인이 우울감(표 화경로계수 : 

부부 -.170, 가족 -.479)에 미치는 향력의 정도가 가족

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약모형의 △χ² 값이 15.026이며, p값은 .000으로 노

인의 심리  요인은 가족형태에 따라 우울감에 미치는 

향력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 노인의 심리  요인은 가

족형태에서 부부가 함께 있는 경우 보다는 독거이거나 

자녀 는 기타 가족과 있는 경우에 있어서 우울감이 더 

낮게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노인의 물질  요인이 우울감(표 화경로계수 : 

부부 -.424, 가족 -.057)에 미치는 향력의 정도가 가족

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약모형의 △χ² 값이 12.399이며, p값은 .000으로 노

인의 물질  요인은 가족형태에 따라 우울감에 미치는 

향력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 노인의 물질  요인은 가

족형태에서 부부가 함께 있는 경우 보다는 독거이거나 

자녀 는 기타 가족과 있는 경우에 있어서 우울감이 더 

낮게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 응답한 노인들의 심리 , 물질  요인은 우

감에 미치는 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물질  요인은 

노인우울과 부 인 상 계가 있는 것을 분석 되었다. 

따라서 두 가지 요인 약화는 노인우울을 유발하는 요

한 변수로 심리 , 물질  요인이 약하다고 느끼는 노인

일수록 우울에 빠질 가능성이 더욱 많다는 것을 증명하

다. 한 일반  특성들 가운데 가족형태에 따라서 노

인 우울에 향을 을 알 수 있었다.

와 같은 연구결과로부터 몇 가지 함의를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노인들이 지각하고 있는 심리 , 물질  지지와 

우울 정도를 분석한 결과 매우 요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가족형태에 따라서 노인의 우울에 향이 있음

이 밝 졌고 노인에 있어 가족간의 유 계는 노인의 

건강 수 과 한 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가족형태

와 가족가치 이 변화하 으나 통 인 가구형태에 내

재되어 있는 가족 간의 유 계는 노인의 건강 수 과 

생활환경에 있어 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노인에 

있어 가족형태에서 발생하는 지지란 다른 어떠한 사회  

지지보다 강력하고 노인에게 직간 으로 향을 주는 

비공식  지원으로 노인의 건강상태에 큰 향을 미친다. 

이는 노인을 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효과를 보완 혹은 체할 수 있는 사회  

계를 형성하여 바람직한 생활환경에 한 인식을 높이고 

서로의 행 를 격려하는 활동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표출된 함의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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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방안에 해 제안하고자한다.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는 노인들의 건강문제에 한 

심을 증 시켰으며 고령화에 따른 건강문제에 증 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첫째, 앞의 연구결과에서 노인의 가족형태는 노인의 

건강에 향을 주는 요한 요인이고 독거노인 가구와 

노인부부 가구 등과 같은 가구형태의 변화가 건강문제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노인의 

가구형태는 노인건강과 련된 정책을 개선하기 해 노

인들의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의료복지

 사회재활서비스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의 삶에 있어 심리  환경에 집 하여 연구

되어졌다면 통합 이고 복합 인 면을 고려하여 건강과 

여된 정서  측면 연구도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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