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필

2018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738만1천명으로

체 인구 비 14.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60년에는

41.0%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55세에서 79세 고령자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도 64.1%로 년(62.6%)

비 1.5%p증가하 다. 한 노년 부양비가 2018년 19.6

명에서 2060년 82.6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측되고 있으

며[1] 최근 발표되는 다양한 지표들은 우리사회의 고령

화 진행속도뿐만 아니라 노인인구가 직면하게 되는 다양

한 문제에 해서도 그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

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 빈곤율은 균등화

소득의 50% 미만인 인구 비율로 2016년 기 43.7%로

년 43.4%보다 0.3%포인트 증가하 다 [1]. 한 국민

기 생활보장 수 자 비율이 2012년 기 빈곤 인구

기 30%, 상 빈곤 인구 기 17.5%인 것으로 나타

났다. 65세 이상 인구의 공공부조 수혜율은 7.0%로 수혜

상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빈곤문제에

하게 응하지 못하고 있다[2]. 이러한 고령화 상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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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자에 한 부양비용과 복지수요를 증가시킨다.

노인의 상 빈곤율도 계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살률 역시 국제 으로 최상 수 이다[3]. 국민일보

[4]에 따르면 기 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하게 사는 기

간은 짧아져 노년의 17.5년을 아 상태로 보내고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고령화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그 향

을 미칠 것이며 한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

다. 이러한요구는 우리의 삶의 질이행복해야 하며 개인

과 사회 체 모두가 웰빙이어야 한다는흐름으로 개되

고 있다.

삶의질에 한 기연구에서 인구통계학 , 사회경제

변수들에 한 요성이 강조되어졌다면오늘날은 다

양한 측면에서서 안녕감, 행복감으로 정의 되고 학자에

따라삶의질은 신체 건강, 심리 건강, 사회 계와

환경에 의해 만들어 지고 유지되는 범 한 개념이면서

주 인 측면이 요시 되어졌다[5]. 이러한 주 행

복, 삶의 질에 한 연구 Easterlin[6]은 경제 요인

혹은경제 성장이행복을설명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주요하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 간 비교에서 소득

이 행복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빈곤, 고령

화, 높은 자살률 등의 사회문제들은 지 까지의 경제성

장 심의 패러다임에 한 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후 국가 간 주 행복을 조사하는 연구에서

OECD[7]는 웰빙을 측정하는 11개 하 역 하나로

주 웰빙을 별도의 역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SDSN(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8]

의 행복보고서에서는 155개국을 상으로 고용

(employment), 소득불평등(income inequlity), 기 여명

(life expectancy), 1인당 GDP, 정부 기업의 투명성, 사

회 지지(social support)를 바탕으로 주 웰빙에

향을 미치는 용인들에 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7년 국가별 행복지수에서 우리나라는 56 로 사회

지지, 자신의 삶에 한 선택의 자유, 함, 부패에

한 인식부분에서 상 으로 수가 낮은것으로 나타났

다. 이처럼 삶의 질 향상을 한 경제 , 물질 측면에

기 한 정책들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삶의 만족

행복감, 웰빙을 실 시키기 해서는 사회 자본에 기

반한 정책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요소라고

하고 있다[9]. 박희 ․이희창[10]은 개인의 경제 요인,

사회 배경, 사회 자본의 요인 삶의 만족도를 설명

하는 요소가 사회 자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히

고 있으며 특히 네트워크와 신뢰가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N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

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SPSS 18.0 로그램

을 활용하여 각 변수별 향 계를 살펴보고 이를 해

사회 자본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하 변수인 네트워

크, 신뢰, 사회 참여로 구분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 문제

연구문제1. 인구사회학 변수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노인 삶의 만족도는 사회 자본의 향

을 받을 것이다.

2. 론적 경

2.1 사회적 본

사회 자본은 다양한 정의가 제시되고 있으나 일반

으로 기 Putnam의 연구에서의 규범, 신뢰. 네트워크,

참여의 구성체로 이해되어지며 구성원들 간의 상호 력

을 통해 사회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고 보았다.

사회 자본을 측정하기 해 1990년 부터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자들의 사회 자본에

한 정의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Definition of Social Capital

사회 자본은 사회활동을 통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산 는 자원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재화와 같은 실질

Authors Definitions of Social Capital

Bourdieu(1986)

the aggregate of the actual or potential
resources which are linked to possession
of a durable network of more or less
institutionalized relationships of mutual
acquaintance or recognition

Putnam(1993,
2000)

features of social organization such as
networks, norms, and social trust that
facilitat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for
mutual benefit

Fukuyama(1999)

Social capital can be defined simply as the
existence of a certain set of informal values
or norms shared among members of a
group that permit cooperation amo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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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자체를 칭하기 보다는 사회 교류를 통해 형성

된 계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 인 그리고 잠재

인 도움, 재화, 혜택의합을 말한다[11]. 사회 자본의구

성요소는신뢰, 규범, 네트워크, 사회 참여등으로 보고

있으며 오늘 날의 사회에서 연집단을 월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살아가는 사회에서개인 간,

혹은 집단 간 계 속에서 공식ㆍ비공식 활동 속에서 사

회 자본을 활용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을 결집시켜나가

고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구성원들 간의 인간

계가 정 으로 형성되어지면서 행복도가 높아지게

된다[11,12].

2.2 사회적 통합 

21세기 세계화 경제 기는 우리 사회에 기를 가

져왔으며 특히 IMF 경제 기는 량실업의 기와 함께

사회안 망의 구축, 복지체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게 된다.

이에 사회 통합이 사회 불평등과갈등이 심화되어지

는 사회 상에 해 생산성보다는 사회 연 혹은 공

동체의 발 이 더 요하다고 보고 있다. 과잉생산과 불

평등한 분배사이에서 사회와 사회구성원들의 결속이 의

미하는 바가 크며 서로 다른 이해 계와 사회 배경을

가진각각의개인들이 사회 계를 만들어 갈 때그 과

정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 사회 통합이며 이는 사

회 체를 보다 더 긴 하게 결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회 통합은 사회 자본에 비해 개념 으로 더

의 으로 사회 계 사회 , 정치 신뢰, 시민정신

참여 등의 개념을 포 한다[13].

3. 연

3.1 연 상

본 연구는 N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가구 573가

구를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 으며, 오류가 있는 설문

지를 제외한 401가구를 최종 선정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8.0 통계용 로그램을 이용하

다.

3.2 측정도

본 연구에서는 사회 자본, 사회통합과 삶의 만족에

한 이론 논의를 토 로 삶의 만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3.2.1 사회적 본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사회 자본은 사회구성원 사

이의 조화와 력을 가능 해주는 네트워크, 규범, 참여

그리고 신뢰로 정의하고 사회 자본을 측정하기 한

척도구성은[14-17] 다음으로 구성되어졌다.

참여 변수로는 ①사교모임(친목회, 동창회, 향우회 등)

에 자주 나감, ②지역사회 문제해결을 한 집회나 토론

회에 등에 참여한 이 있음, ③지역사회단체(학부모회

교육회, 청년회, 자원 사단체)에 참여하는 편임, ④정

치, 경제, 사회문제 등에 하여 의견개진, 활동 등을 한

이 있음, ⑤선거(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에 참여

하는 편임 등 5개의 설문문항들로 구성하 다. 네트워크

변수는 ①개인 인 문제를 의논할 가까운 친구가 많음,

② 도움이필요할때 도움을 수 있는친구나이

웃이 많음, ③내가 속한단체의 회원과 자주 만남, ④도움

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이 존재함, ⑤어려움 직면 시

력자가 있음 등 5개의설문문항들로 구성하 다. 신뢰 변

수는 ①이웃을 신뢰함, ②친척을 신뢰함, ③친구를 신뢰

함, ④사회단체를 신뢰함, ⑤지방정부를 신뢰함 등 5개의

설문문항들로 구성하 다. 규범 변수는 ①사회 규범을

수함, ②지방정부의 조례가 잘 구비되었다고 생각함,

③사회도덕을 수하는 편임, ④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함, ⑤교통법규를잘 수하는편임 등 5개의

설문문항들로 구성하 다,

3.2.2 사회통합

사회통합은 사회에 통합되었다고 느끼는 인식과 소속

감의 정도로 정의하고 척도구성[18,19]은 ①나는 사회에

도움을 주는 존재임, ②나는 사회에서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있음, ③우리 사회에서 나는 존 받고 있다고 느낌,

④나는 사회의 요한 사람임, ⑤나는 사회에 필요한 사

람임 등 총 5개 설문문항들로 구성하 다.

4. 연 결과

4.1 표본  특

Table 2에서 성별분포는 남자 169명, 여자 229명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여부 항목에서는 미혼이 20명,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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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이 113명, 사별 177명, 이혼 68명, 별거 8명이며

학력은주로 졸로 54.7%를 차지하며가구형태는 1인가

구가 192명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입은 매우가난

하다와 가난하다로 응답한 사람의 합이 359명으로 체

91.1%를 차지하고 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4.2 타당도  신뢰도 

타당도 분석은 탐색 요인분석(Explanatory Factor

Analysis)방식을 선택하 고, 요인추출 회 방식은 베리

맥스(Varimax)회 법을 이용하 다.

Table 3의 요인분석 결과표를 살펴보면, 각 변수들의

측정항목들은 단일차원 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의

요인 재값도 모두 .06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

들의 KMO값은 0.848,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000으

로 유의미하 다. 한편 각 변수의 측정항목들의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계수를 이용하 으며, 아래와 같다.

Table 3. Factor analysis about social capial and 

coheison

KMO(Kaiser-Meyer-Olkin) : 0.848, Bartlett : .000

4.3 사회학적 특 에 따  사회적 본   

차

Table 4에 따르면 사회 자본의 하 변수인 신뢰의

경우 학력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의

경우는 성별, 결혼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Table 4. Analysis of the difference of social capital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Cronbach's
⍺

trust

trust3 0.711

4.081 17.743 .798trust1 0.710

trust2 0.609

trust4
del

trust5

norm

norm3 0.895

3.363 14.620 .855

norm5 0.846

norm4 0.827

norm1 0.825

norm2 0.462

Integrated

intg.3 0.889

2.311 10.047 .889
intg.4 0.839

intg.1 0.809

intg.2 0.803

intg.5 del

civic
engagement

c. e.2 0.735

1.640 7.129 .620
c. e.4 0.699

c. e.3 0.666

c. e.1 0.611

c. e.5 del

network

network1

del

network2

network3

network4

network5

variable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169 42.5

female 229 57.5

martial
status

single 20 5.2

married 113 29.2

widow 177 45.7

divorce 68 17.6

separation 9 2.3

eduaction

elementary 214 54.7

middle school 75 19.2

high school 62 15.9

university 31 7.9

graduate school 9 2.3

household

live alone 192 49.4

Aged Couple 86 22.1

grandfa & grandson 21 5.4

elderly and children 76 19.5

unrelated 14 3.6

income

very poor 231 58.6

poor 128 32.5

moderarate 33 8.4

wealthy 2 .5

variabl. classification
trust

m(sd) pro.

gender
male 9.01(4.07)

.860
female 90.8(3.90)

martial status

single 8.35(3.60)

.058

married 9.34(3.94)

widow 9.37(3.97)

divorce 8.79(4.06)

separation 5.67(2.83)

edu.

elementary 8.92(3.97)

.020*
middle school 8.47(4.00)

high school 9.71(3.36)

university 10.90(3.95)

graduate school 7.67(4.58)

income

very poor 2.66(1.401)

.179
poor 2.88(1.331)

moderarate 3.42(1.347)

wealthy 5.00(.000)

variabl. classification
norm

m(sd) pro.

gender
male 21.97(3.70)

.020*
female 20.76(4.61)

martial status single 19.80(5.35)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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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4.4 사회학적 특 에 따  삶  만족도 차

Table 5에서 삶의 만족도는 성별, 결혼여부, 학력, 가

구, 수입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보다는 남자가, 이혼의 경우보다는 유배우자의 경우, 독

거노인보다는 노인부부 가구가 삶의 만족도가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Table 5. Analysis of the difference of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 classification
satisfaction

m(sd) pro.

gender
male 2.98(1.454)

.044*
female 2.70(1.344)

martial status

single 2.95(1.468)

.003*
married 3.15(1.435)

widow 2.81(1.345)

divorce 2.44(1.354)

separation 1.75(1.165)

edu.

elementary 2.76(1.391)

.034*
middle school 2.74(1.355)

high school 2.74(1.448)

university 3.50(1.253)

graduate school 3.56(1.424)

household

live alone 2.62(1.390)

.000*
Aged Couple 3.43(1.408)

grandfa & grandson 2.52(1.167)

elderly & children 2.63(1.292)

unrelated 3.07(1.385)

income

very poor 2.66(1.401)

.002*
poor 2.88(1.331)

moderarate 3.42(1.347)

wealthy 5.00(.000)

*p<.05

4.5 사회적 본과 삶  만족도 련 상 계 

Table 6에서 변수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는

부분의 변수들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에서 상

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와 신뢰가 .365 수 으로 상 계를 보이

고 있으며사회통합과 삶의 만족도가 .360 수 으로 나타

나 상 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6. Analysis of the difference of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quality

of life

civic

engagement
trust norm integrated

quality of life 1

civic

engagement
.172** 1

trust .365** .325** 1

norm .205** .161** .308** 1

integrated .360** .202** .301** .339** 1

**p<.01

4.6 사회적 본  삶  만족에 미치는 향

Table 7에서 사회 자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한 결과, 삶의 만족에 한 변량의 약 14.4%를 설

명(R²=.144)하는 것으로 나타나(F=22.048, p<.05) 체

측방정식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사회 자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각 변수들의 직

인 상 향력의 크기를 살펴보면, 삶의 만족에

한 신뢰는 31.65%(β=.316), 규범은 9.8%(β=.098), 참여는

5.3%(β=.053) 크기의 상 순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Table 7. regression about quality of life with elderly

*: p<0.05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N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사회 자본이 삶

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사회

자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상 향력의 차이 결과

variables
quality of life

β t/f

social

capital

civic

engagement
.053 1.067

trust .316 6.154*

norm .098 1.993*

F 22.048*

R2 .144

modified R2 .138

married 22.21(3.66)

widow 21.11(4.24)

divorce 20.47(5.00)

separation 20.11(4.32)

edu.

elementary 20.93(4.43)

.344

middle school 21.40(44.73)

high school 21.66(3.51)

university 22.51(3.41)

graduate school 21.33(4.64)

income

very poor 21.15(4.19)

.213
poor 21.12(4.50)

moderarate 22.48(4.07)

wealthy 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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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규범, 사회 참여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회 자본을 활성화하기 한 노인사회활동참

여와 노인복지정책에 한 실천 방향성이노인들의 신

뢰수 을 높일 수 있는 사회 참여와 참여 만족도를 높

일 수 있는 정책을 통하여 정 삶의 만족도를 극 화

할 수 있다는 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략이 요청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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