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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Selection-Optimization-Compensation(SOC)전략을 접목한 성공적 노화 중재프로그램이 

노인의 SOC전략 및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연구대상자는 강원도 W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SOC전략을 

이용한 성공적 노화 프로그램을 6회기에 걸쳐 1주일에 2번씩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한국형 SOC 척도와 성공적 노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분석은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실시하였

으며, 성공적 노화 및 SOC전략에 대해서는 Wilcoxon signed rank 검정을 사용하였다.

결과 : 3주간 총 6회의 성공적 노화 프로그램 후, 연구대상자들의 SOC전략 수준은 평균 12.7점에서 14.3점으

로 향상되었다. 또한, 성공적 노화 점수는 평균점수가 11.4점 증가하였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SOC전략을 사용한 성공적 노화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SOC 전략 수준과 성공적 

노화 수준을 향상시킨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SOC전략 및 성공적인 노화를 증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작업치료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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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17년에 약 717만 명으로 2016년 인구보다 약 30만

명이 증가한 모습을 알 수 있다(Statistics, 2018). 노인

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의 문제가 점점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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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에 따라 경제적 또는 활동적 능력을 가진 노인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노인에 관련된 연구는 취약계

층의 노인뿐만 아니라,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포괄

적이고, 예방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노인을 위한 예방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년기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노년기를 바라보는 노인

의 성공적 노화란, 노인이 현재와 더불어 과거도 함께 

수용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한, 삶의 의미 

및 목적을 잃지 않고 정신적으로 성숙해 나아가는 과정

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노인이 정신, 신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으로 정의된다(Hong, 

2001). Baltes와 Baltes(1990)은 성공적 노화를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인지적 효능, 사회적 능력, 생산성, 

개인적 통제, 생활만족도, 장수 등으로 정의를 하였다. 

Baltes와 Baltes(1990)에 따르면 성공적 노화는 7가지 

기본전제로 설명될 수 있다. 7가지 전제는 다음과 같다. 

(1) 나이 들어가는 정상적 노화, 발달을 지속시키면서 

노화하는 최적의 노화, 질병으로 인한 병리적 노화 사

이에는 주요한 차이가 있다. (2) 개인에 따라 경험 및 

질환 등이 달라서 노화는 개인차와 다양성이 존재한다. 

(3) 노년기에도 잠재능력은 충분하기에 환경 및 의료조

건이 적절히 갖춰지면 높은 수준의 잠재력을 지속적으

로 가질 수 있다. (4) 노화에 따른 손실이 존재한다. 

(5) 축적된 지식 및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노화로 인한 

쇠퇴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6) 노화는 발달과정에

서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손실이 많다. 

(7) 자아는 노년기에도 탄력성이 유지된다. 

노년기의 성공적 노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

최적화·보상(Selection-Optimization-Compensation; 

SOC)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SOC 전략 이론은 개인이 

노화가 됨에 따라서 선택, 최적화, 보상 전략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성공적 노화 수준에 영향을 준다

는 이론이다(Sohn, 2011).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공적 

노화가 노인에게 중요한 이유는, 노년이 될수록 신체

적, 사회적, 정신적 잠재능력에 있어서 발달의 상실이 

획득보다 많기 때문이며, SOC전략의 사용이 증가한다

고 한다(Hong & Choi, 2003). 

국내에서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가진 노인의 성공

적 노화 모델 검증(Jang & Song, 2017), 여성 노인의 

성공적 노화(Han, 2016), 장애 노인의 성공적 노화

(Lee, 2012) 등의 다양한 노인 분야에서 SOC전략이 

통해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선행연구들은 모두 SOC전략과 성공적 

노화에 관련된 요인과 매개변수로서의 역할만을 분석

하였을 뿐 추후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중재 

가이드라인 개발 등의 후속 연구들은 진행은 아직 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SOC전략을 접목한 성공

적 노화 중재프로그램이 노인의 SOC전략 및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추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SOC전략 기반의 체계적인 성공적 노화 프로그램을 개

발할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지역사회 경로당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SOC전략 사용과 성공적 노화를 증진 

시키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9월 한 달간 강원도 W시에 거주하

고 있는 65세 이상 경로당 이용 노인 3명을 대상으로 

SOC전략 중재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대상자는 성공

적 노화와 SOC전략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참여

에 동의한 자로 선별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

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연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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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tails of SOC Strategy Program Sessions

Session SOC Strategy Session Purpose Intervention(Activity)

1
Pre-test,

Introduction

- Understand the meaning of successful 

aging, necessity, purpose

- Understand of SOC strategy

- Rappo

- Introduce the meaning of successful aging, 

necessity and purpose

- Introduce SOC strategy

- Pre-test

2 Selection - Focus on the most important goals
- Checking one’s role

- Share one’s impressions

3
Optimization/

Compensation
- Modeling

- Watching the video

- Finding reliance

- Share one’s impressions

4
Optimization/

Compensation
- Continuing

- Finding one’s strength

- Finding others’ strength

- Write one’s strength

- Share one’s impressions

5
Optimization/

Compensation

- Acquisition of new technology and 

resources

- Joint protection activity

- Share one’s impressions

6
Post-test,

Finish Program

- Summary of the program

- Resolution the willingness to practice 

of successful aging

- Post-test

- Post-test

- Share one’s impressions

3. SOC전략 중재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한 SOC전략 중재프로그램은 성공

적 노화 프로그램과 SOC전략에 대한 교육을 접목하여 

진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작업치료사 면허를 소지한 

주 진행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은 3주간 

주 2회, 약 60-90분 동안 실시하였다. 

회기별 구성은 선택, 최적화, 보상전략에 내용에 맞

는 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세부적인 프로그램 목표 

및 활동은 Table 1과 같다. 

4. 연구 과정

대상자들에게 SOC전략 중재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 일반적 특성과 SOC전략 수준, 성공적노화 수준의 

사전평가를 진행하였다. 3주간 주 2회씩 SOC전략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으며, 프로그램이 끝난 후 사후 

평가를 진행하였다.

5. 연구 도구

1) 한국형 SOC 척도

본 연구에서 SOC전략 사용 수준은 Sohn(2011)이 

Baltes, Baltes, Freund 와 Lang(1999)의 연구에서 제시

된 총 12문항의 단축형 SOC전략 측정도구를 번안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SOC 척도는 임의적 선택, 상

실에 기반을 둔 선택, 최적화, 보상 총 4가지 하위척도

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당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평가도구는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대상변수를 선택하면 1점, 방해변수를 선택

한 경우는 0점으로 한다. SOC전략 사용수준을 총 0-12

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SOC 전략의 

사용수준이 높을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Cronbach’s 

α=.79이다.

2) 성공적 노화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공적 노화 수준은 Kim(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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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o Subjects

Characteristics Subject 1 Subject 2 Subject 3

Age 80 77 85

Education Elementary(6yr) None Elementary(3yr)

Religion Yes Yes No

Residence Alone Alone Alone

Economic condition Enough Enough Enough

Social meeting Yes Yse No

Participation in exercise Yes Yes No

Experience of trip/travel Yes Yes Yes

Table 3. Pre-post SOC Strategy Level

Subject

Assessment
Subject 1 Subject 2 Subject 3 Average

Pre Post Pre Post Pre Post Pre Post

Score of SOC strategy 

level
16 17 7 11 15 15 12.7 14.3

이 개발한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척도는 총 31문항으로 6개의 하부영역인 

자율적 삶 9문항, 자기완성 지향 6문항, 적극적 인생 

참여 5문항, 자녀에 대한 만족 5문항, 자기수용 3문항, 

타인수용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 척도로 총 점수는 31-155

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0 이다.

6.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 SPSS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성공적 노화 및 SOC전략에 

대해서는 Wilcoxon signed rank를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p=.05로 지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3명의 지역사회 거주하는 여성 노인

이었다. 연령은 77세, 80세, 85세로 모두 7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교육 정도는 초등교육 이하 1명, 무학이 

2명이었다. 3명 모두 독거노인이었으며, 경제상태는 

넉넉한 편이라고 자가 응답하였다. 또한, 대상자 모두 

65세 이후에 여행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Table 2).

2. SOC전략 수준 변화

SOC전략 프로그램 1회기에 실시한 SOC전략 수준 

사전평가와 마지막 회기에 실시한 사후평가를 비교하

였을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중

재 후가 중재 전의 평가 결과보다 높은 순위를 보였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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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e-post Successful Aging Level

Subject

Assessment
Subject 1 Subject 2 Subject 3 Average

Pre Post Pre Post Pre Post Pre Post

Score of successful 

aging level
141 141 115 137 117 129 124.3 135.7

3. 성공적 노화 수준 변화

SOC전략 프로그램 1회기에 실시한 성공적 노화 수

준 사전평가와 마지막 회기에 실시한 사후평가를 비교

하였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중재 후가 중재 

전의 평가 결과보다 높은 순위를 보였다(Table 4).

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여가

생활을 할 때 이용하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SOC전략 및 

성공적인 노화를 증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작업치료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게 SOC전략에 대한 

교육과 성공적 노화 증진 활동을 접목한 SOC전략 프로

그램을 제시하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에게 적용하여 SOC전략 수준과 성공적 노화 수준

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SOC전략 수준은 여행경험이 

있을수록,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높은 모습을 보여주며, 

성공적 노화 수준 차이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

상태가 좋을수록, 보유 질환 수가 적을수록, 운동에 

참여할수록, 봉사경험이 있을수록 유의미하게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오두남, 2011; Shin, Woo, Park, 

& Park, 2018).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모두 지역사

회에서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이며, 70세 이상 노인들

로 구성되었다. 대상자1의 경우 학력이 초등 이상이며, 

친목 모임, 운동참여, 여행경험이 모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경제상태 및 동거가족에 대한 변수가 대상

자 2, 대상자 3가 같다고 보았을 때, 학력 및 친목 모임, 

운동참여, 여행경험으로 인해 SOC전략 수준 및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상자2의 결과에 따르면, SOC전략 수준의 증가와 

성공적 노화 수준의 증가가 가장 급격히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SOC전략은 한 개인이 노화가 됨에 

따라 선택, 최적화 그리고 보상이라는 전략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성공적 노화 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Sohn, 2011)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SOC 전략 수준과 성공적 노화 

수준의 증가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오지

는 않았다. 하지만 비모수 검정으로 통계를 비교하였을 

때, 중재 전보다 중재 후가 높은 순위를 보인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통계학적으로 유의

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중재와 소그룹 

중재가 같이 진행되어서 개인에게 맞는 SOC전략 사용

법을 교육하고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3명의 대상자로 이루어진 원시실험설계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결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일

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SOC전략 수준 또는 

성공적 노화 수준에 관련되는 여러 요인을 모두 분석하

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지역사회 중심

재활에서 작업치료사들이 성공적 노화 및 SOC전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또는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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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노인 대상자들이 사용할 수 있고, SOC전략 수준을 높

일 수 있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여가

생활을 할 때 이용하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 프로

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SOC전략 수준 및 성공적인 

노화 수준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SOC전략 중재프로그

램은 총 6회기로 진행되었으며, 1회기와 6회기 때에는 

사전, 사후평가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사후 평가를 확인해 보았을 때, SOC 전략 수준과 성공

적 노화 수준이 향상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SOC전략 및 성공적인 노화를 증진 시킬 수 있는 프로그

램 또는 작업치료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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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OC Strategy Intervention Program for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ly: A Pilot Study

Shin, Ga-In*, B.H.Sc, O.T., Woo, Ye-Shin*, B.H.Sc, O.T., 
Park, Dasol*, B.H.Sc, O.T., Park, Hae Yean**,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Joint(MS & Ph.D) Course, Studen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Health Science, 

Yonsei University, Professor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successful intervention program 

on SOC strategy and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ly.

Methods : Three elderly individuals aged ≥65 living in W-si, Gangwon-do, were included. 

A successful aging program using an SOC strategy was conducted twice a week for 6 session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the Korean versions of the SOC scale and the 

successful aging scale were used.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for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Wilcoxon signed-rank test was used to compare successful aging and SOC strategies.

Results : After 3 weeks for successful aging program, the SOC strategy levels of the subjects 

were constant or improved. In addition, the average score of successful aging level increased 

by 11.4 points.

Conclusion : This study show that the successful aging program using the SOC strategy improved 

the level of SOC strategy and the level of successful ag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develop programs that can promote SOC strategy and successful 

aging. Also,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guidelines for occupational therapists in the future.

Key words : Elderly, Intervention program, Pilot study, SOC strategies, Successful ag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