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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농촌노인의 어떠한 특성들이 주관적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

고 주관적 건강상태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G군에서 2015년 조사한 60세 이상 169명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질병 

수는 부(-)적으로, 주관적 경제상태와 운동시간은 정(+)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주관적 경

제상태, 운동시간, 규칙적인 식사, 하루 끼니 수가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관

적 경제상태, 운동시간이 주관적 건강상태를 부분매개로, 질병 수는 완전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보건 및 식사지원을 기초로 융합된 정책지원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농촌노인, 건강행태, 주관적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variables that directly affect self-rated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rated health on life satisfaction. 

The study utilized multiple regression to analyze the data obtained from interviewing 169 older 

adults aged 60 and over in G-gun in 2015.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diseases 

had a negative effect on self-related health, whereas self-rated economic status and length of 

exercise time had a positive effect. Second, self-rated economic status, length of exercise time, 

regular meals, and the number of meals per day positively affect life satisfaction. Third, self-rated 

economic status and the length of exercise time affect life satisfaction by partially mediating 

self-rated health, whereas the number of diseases affected life satisfaction by totally mediating 

self-rated health. Based on the results, policies related to healthcare and provision of meals for 

older adults have been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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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은 2019년 현재 전체인구 중 14.9% 가 65세 이

상 노인인구에 해당된다[1]. 통계청은 급속한 노인인구

의 증가로 가까운 미래에 한국이 노인인구 20%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2]. 이러한 노인인구 

비율 증가는 장기간 지속된 낮은 출산율과 의료기술 발

달로 인해 기대수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3]. 따라서 기

대수명이 늘어나고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노

인의 삶의 질과 그에 대한 만족도는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인 기대수명은 82.7세로 높아졌지만 질병 없이 건강하

게 생활할 수 있는 건강수명은 65세에 불과해 그 간극

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4].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간극을 초래하는 것이 질병이고 이로 인해 노인들이 약 

17년을 앓다가 사망하게 됨으로써 노년기 일상생활은 

정상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질병은 삶의 질 만족도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노년기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

로는 질병뿐만 아니라 주관적 건강상태가 있다[3,5]. 주

관적 건강상태는 “자신의 건강상태 수준을 주관적으로 

판단한”[6] 것으로 질병이 적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으며[7],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년기 삶의 만

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9]. 

이 밖에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들이 있다. 성별에 따라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0], 사회적 관계망을 많이 가

질수록[11,12], 사회활동이 많을수록[13], 건강이 좋을

수록[14],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기존 연구

들은 주로 농촌과 도시 노인의 삶의 만족도 비교[15, 

16], 혹은 농촌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연구하더라도 연

구대상자의 배우자유무[3]나 성별[10]과 같은 특성에 따

른 삶의 만족도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은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결과 중 하나[17]로 농촌지역 

거주 노인의 삶의 만족도 역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

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현 시점에서 농촌노인은 성, 배

우자유무, 건강상태, 교육수준 및 소득 등이 도시거주 

노인과는 대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18,19]. 따라서 

이러한 농촌노인 집단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농촌 거주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어떠한 지형으로 나타나는지 

고찰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주관적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이 밝혀져 왔지만[8,9] 농촌노인의 

어떠한 특성이 주관적 건강상태를 매개로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본 연구는 

농촌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이

들 중 주관적 건강상태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농촌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농촌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어떠한 요인들이 농촌노인의 주관적 건

강상태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문제에 답함으로써 농촌노인의 삶의 질 만족

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융합적 정책 토대를 제시하고 한

국 노인의 삶의 만족도 관련 연구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을 충청북

도 G군의 60세 이상 노령인구로 선정하였다. 인구총조

사 2015년 기준으로 G군에서 60세-64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인구에서 약 9.6%에 달할 정도로 높으며 본 

연구에서는 G군내의 경로당, 대한노인회뿐만 아니라 

60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참

여자들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하여 60세 이상을 

연령기준으로 정하였다.

G군은 농업이 주산업인 전형적인 한국의 농촌지역으

로 최근에 청정한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유기농 먹거리

와 관광산업을 특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다. 인

구총조사 2015년 보고에 따르면 G군의 전체인구는 

33,297명, 65세 이상 인구는 10,573명으로 G군 전체

인구의 31.8%에 달하며 G군은 약 1/3 이 65세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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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G군내의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인 60세 이상으로 살펴보면 60세 이

상인구는 13,760명으로 41,3%에 달하며 이 중 남성은 

44.1%(6,067명), 여성은 55.9%(7,693명) 으로 여성 노

령인구가 약 11% 더 많다[20]. 이는 농촌에서 보여 지

는 전형적인 인구구조 형태이다. 도시화로 인해 젊은 층 

인구가 G군으로부터 빠져나갔으며 농촌노령인구 비율

증가와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높아 여성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한 것이 그대로 나타난 결과이다.  

   본 연구자들은 2015년 4월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했다. 

연구자들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

회”심의를 요청하여 승인 받은 구조화된 설문지로 5월 

26일 3시간의 면접조사 교육을 실시했다. 면접조사 교

육을 받은 조사원 7명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G군

의 노인복지관을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일 

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후 연구자들은 G군 대

한노인회 지부와 7군데 리 단위 경로당을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 까지 직접 방문하여 일 대 

일 면접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총 175명이 설문에 

참여했으며 응답 누락 등으로 인해 6부를 제외한 169부

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1)  

    

2.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들의 재부호화와 범위는 

Table 1에 제시되어있다.

2.2.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삶의 만족도이다. “       님의 

전반적인 삶의 질(행복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

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최하 0점 에서부터 최고 100점 까지 점수화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종속변수

인 삶의 만족도를 연속변수로 활용하였다.

1) 2015년 후기 사회학대회 국문초록에는 설문응답지 165

부 수거 후 완성되지 못한 3부를 제외하고 162부를 분석하

였으나 이후 면접원이 누락한 것으로 발견된 10부의 응답지

를 포함시켜 그 중 응답을 완성하지 못한 3부를 제외한 169

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했다.  

2.2.2 독립변수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

인들로는 연령, 성별, 결혼상태, 질병 수 등을 포함하였

다. 연령변수는 최하 60세에서 최고 94세까지로 연속변

수로 활용하였다. 성별은 남자는 ‘0’, 여자는 ‘1’ 로 남자

를 준거집단으로 하는 더미변수로 재부호화했다. 결혼상

태는 현재 배우자와 동거 여부를 기준으로 동거 중인 경

우 ‘1’로, 미혼, 이혼, 사별, 별거의 경우 ‘0’로 재부호화 

했다. 노령인구의 특징상 주관적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 수는 각 질병에 대해 의사로

부터 진단받은 경우를 질병유무의 근거로 삼았다. 의사

로부터 진단받은 경우는 ‘1’, 그 밖의 경우는 ‘0’로 부호

화해서 모든 질병의 값을 합산하여 의사로부터 진단받

은 질병 수를 산출해 내었다. 최소값 0개에서 최대값 7

개로 분석에서 연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사회경제적 변인들로는 교육수준, 가구소득, 주관적 

경제상태 변수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령인구

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생애최장기 직업이 

가구소득에 이미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21] 설문

항목에서 제외했다.  교육수준은 각 급 학교의 졸업, 중

퇴 등을 교육받은 년 수로 환산하여 연속변수로 활용하

였으며 최소값 0년에서 최대값 16년의 범위를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용돈, 

종교집단으로 부터의 지원, 관공서 지원금, 노령연금 등

을 모두 포함한 소득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월 평균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 소득은 그 비율이 매우 낮아 

500만원 이상으로 묶어 연속변수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주관적 경제 상태를 묻는 질문은 “귀댁의 생활수준은 어

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응답은 ‘매우 높다’, ‘높은 편

이다’, ‘그저 그렇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의 순서

로 구성되었다. 응답을 재부호화 할 때 ‘매우 낮다’를 ‘1’

로 ‘매우 높다’를 ‘5’로 변환시켜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 

및 삶의 만족도 변수와 정(+)의 관계가 있는지 고찰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행태는 운동시간, 흡연여부, 규칙적 식사여부, 끼

니 수, 건강검진 여부로 구성했다. 운동시간 변수는 “평

소에 일주일에 1회 이상 운동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아

니오’ 로 응답한 경우는 0, ‘예’로 응답한 경우는 부가 질

문으로 주당 회수와 한 번에 운동하는 시간과 분을 활용

하여 최종 일주일에 운동하는 시간 즉, 분으로 산출했으

며 최소 0분에서 최대 840분까지 운동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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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속변수로 활용했다. 

흡연여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두 합해서 5갑

(100개비) 이상 담배를 피우신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로 응답하고 “현재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도 ‘예’로 응답한 경우 흡연자 (=1)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흡연자(=0)로 재부호화했다. 규칙적인 

식사여부는 “평상시 규칙적으로(때 맞추어) 식사하시는 

편입니까?”에 ‘아니오’는 ‘0’, ‘예’로 응답한 경우는 ‘1’로 

재부호화했다. 끼니 수 변수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끼니 수”를 묻는 항목에 대한 응답을 연속변수로 

사용했다. 건강검진 변수는 “지난 2년간 건강검진을 받

으신 적이 있습니까?” 문항에 ‘아니오’는 ‘0’, ‘예’는 ‘1’로 

재부호화해 분석에 활용했다.

Table 1. Recoded Variables

Variables

Name
Recoding

Demographic Variables 

age continuous variable/ 60-94 yrs. old  

sex male=0, female=1

marital status not married=0, married=1 

Socio-Economic Variables

education level education year, continuous variable/ 0-16 year

household income mean household income/per month, continuous variable/ 0-5,000,000 won 

self-rated economic status continuous variable/1=very low, 5=very high 

Health and Health Behaviors

N of diseases total number of diseases, continuous variable/ 0-7

exercise length min./per week, continuous variables/ 0-840 min.

smoking current or ever smoked=0, never smoked=1 

regular meal No=0, Yes=1

N of meal per day number of meals/per day during last   week, continuous variable/1-3 times 

medical check-up No=0, Yes=1

Health Status self-rated health continuous variable/ 1=very bad, 5=very good

Dependent Variable life satisfaction continuous variable/ 0-100 point

2.2.3 매개변수

건강행태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주관적 건

강상태의 역할을 고찰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므로 본 연

구의 매개변수는 주관적 건강상태로 설정했다. 면접조사 

시 설문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는 “귀하의 건강상태는 전

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질문하였으며 응

답은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

이 나쁜 편이다’, ‘건강이 매우 나쁘다’ 다섯 개의 선택지

로 구성했다. 이를 ‘1=건강이 매우 나쁘다’ 부터 5=매우 

건강하다‘ 로 역코딩하여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

도가 정(+)적인 관계가 있는지 고찰할 수 있도록 재 부

호화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서열변수이나 선택지가 5

개 이상일 경우는 등간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으므로[22]

연속변수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2.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

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변인의 빈도와 %를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기 전에 각  두 변수들 

간의 관계를 고찰하는 이변량상관계수를 표로 제시하였

다. 셋째, 매개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와 종속변수인 삶

의 만족도는 연속변수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1은 Baron & Kenny[23]가 매개변수를 검증

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 것을 도식화한 것으로 ① 매

개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독

립변수들을 투입한 다중회귀분석, ②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를 투입한 다중회귀분

석, ③ 마지막으로 ②의 모형에 매개변수인 주관적 건

강상태까지 투입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Baron 

& Kenny(1986)에 따르면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개변

인으로서 효과를 갖는지 검증되려면 ①과 ②의 다중회

귀분석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수와 종속변인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한다. 다음 단계인 ②의 모델

에 매개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를 투입하여 ③의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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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 ②의 회귀분석결과에서 나타

난 삶의 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이 사라

지거나 회귀계수가 작아져 영향력이 적어지면 주관적 

건강상태의 매개변수로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한다.

Mediator

Dep. V.Indep. V.

①

② ③

③

Fig. 1. The Basic Causal Chain in Involved in 

Mediation(Baron & Kenny, 1986)              

2.4 연구윤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 작성 후 2015년 5월 연

구자들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

회”에 IRB 심사를 제출하여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다. 설

문 시작 전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동의

서양식에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받고 설문을 실시했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에 제시되었다. 

인구학적 변인들 중 연령의 평균값은 76.47세 이며 여성

이 69.82%로 남성의 두 배를 넘는다. 무배우자 비율이 

52.66%로 유배우자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변인들 중 평균 교육받은 년 수는 5.74로 대

부분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었으며 가구소득은 월 

평균 76.4만원이었다. 주관적 경제상태는 5점 만점에서 

2.57로 자신의 경제상태를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평균 

질병 수는 2.29개로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2개 이상의 

질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행태에 해당하

는 변인들 중에 평균 주당 운동 시간은 약 138분으로 일 

주일에 총 2시간 이상 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여부는 현재흡연자 혹은 과거에 흡연한 경험이 있는 연

구대상자가 18.93%로 약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흡연의 

경험이 있거나 현재 흡연 중으로 나타났다. 규칙적인 식

사를 하는 비율이 85.21%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나 규칙적으로 식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약 

14.79%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하루 끼니 수도 

2.85 로 세 끼를 다 드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가 88.76%로 그렇

지 않은 경우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로 활용되는 주관적 건강상태의 

평균은 2.64로 자신의 건강을 보통 보다 약간 부정적으

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72.44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69)

variable category
n %

(mean) (SD)

Demographic Variables 

age years old (76.47) (6.32) 

sex
male(=0) 51 31.18

female(=1) 118 69.82

marital status
not married(=0) 89 52.66

married(=1) 80 47.34

Socio-Economic Variables

education education year (5.74) (4.51)

household income household income won (76.40) (69.44)

self-rated economic status point(1-5) (2.57) (0.74)

Health and Health Behaviors

N of diseases n of diseases (2.29) (1.60)

exercise length min./per week (137.82) (159.85)

smoking
current or ever smoked(=0) 32 18.93

never smoked (=1) 137 81.07

regular meal
No(=0) 25 14.79

Yes(=1) 144 85.21

N of meal per day N of meal per day (2.85) (0.37)

medical check-up
No(=0) 19 11.24

Yes(=1) 150 88.76

Health Status self-rated health point(1-5) (2.64) (1.09)

Dependent Variable life satisfaction point(1-100) (72.4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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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관관계

연구에 활용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3과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Table 3에서 연령은 결혼상태(r=-.314, p<.001), 

교육수준(r=-.357,  p<.001), 가구소득(r=-.278,  p<.001) 

과 유의미한 보통수준의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또한 운동시간(r=-186, p<.05), 건강검

진(r=-.146, p<.05)과도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도가 약했으며 매개변수인 주관적 건강상

태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과 결혼상태(r=-.306, p<.001), 가구소득

(r=-.291, p<.001), 규칙적 식사여부(r=-.201, p<.01)과

는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교육수준(r=-.477, 

p<.001)과는 비교적 강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

타났다. 한편 성별은 질병 수(r=.338, p<.001)와 흡연여

부(r=.538, p<.001)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매개변수인 주관적 건강은 부(-)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38, p<.01).

결혼상태와 질병의 수(r=-.202, p<.01), 흡연여부 

(r=-.207, p<.01)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교육수

준(r=.295, p<.001), 가구소득(r=.261, p<.001), 주관적 

경제상태(r=.170, p<.05), 규칙적 식사여부(r=.362, 

p<.001), 끼니수(r=.232, p<.01)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상관관계가 강하지는 않았다. 매개변수인 주

관적 건강상태(r=.168, p<.05)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

(r=.150, p<.05)와는 약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질병 수와 교육수준(r=-.337, p<.0001), 주관적 경제

상태(r=-.196, p<.05), 삶의 만족도(r=-.201, p<.01)와 부

(-)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r=-.524, 

p<.0001) 와는 비교적 강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주관적 경제상태(r=.326, p<.001), 운동

시간(r=.254, p<.001), 주관적 건강상태(r=.340, 

p<.001)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흡연여부(r=-.225, 

p<.01)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존재했으며 특히 가구소

득(r=.544, p<.001)과는 비교적 강한 정(+)적 상관관계

가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은 높았다.

가구소득은 주관적 경제상태(r=.342, p<.001), 운동

시간(r=.199, p<.01), 규칙적 식사여부(r=.174, p<.05), 

건강검진 여부(r=.175, p<.05)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

음이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r=.146, p<.05), 삶의 

만족도(r=.245, p<.01)와도 가구소득은 약한 정(+)적 상

관관계가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상태는 주관적 건강상태(r=.303, p<.001)

와 정(+)적 상관관계에 있으며 특히 삶의 만족도와는 비교

적 강한 정(+)적 상관관계(r=.417, p<.001)를 보여 자신

의 경제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만족도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Results

variables 1 2 3 4 5 6 7

1.age 1.000

2.sex .086 1.000

3.marital status
-.314

***

-.306

***
1.000

4.N of diseases
.115 .338

***

-.202

**
1.000

5.education
-.357

***

-.477

***

.295

***

-.337

***
1.000

6.household income
-.278

***

-.291

***

.261

***

-.137 .544

***
1.000

7.self-rated economic 

status

-.011 -.053 .170

*

-.196

*

.326

***

.342

***
1.000

8.exercise length
-.186

*

-.145 .072 -.043 .254

***

.199

**

.054

9.smoking
.113 .538

***

-.207

**

.135 -.226

**

-.111 .065

10.regular meal
-.064 -.201

**

.362

***

-.133 .109 .174

*

.140

11.N of meal per day
-.071 -.064 .232

**

-.044 .117 .080 .071

12.medical check-up -.146*
-.030 .112 .065 .038 .175

*

-.056

13.self-rated health
-.078 -.238

**

.168

*

-.524

***

.340

***

.146

*

.303

***

14.life satisfaction
-.049 -.071 .150

*

-.201

**

.145 .245

**

.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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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에서 운동시간은 다른 건강행태관련변인들

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으며 주관적 건강상태

(r=.217, p<.01), 삶의 만족도(r=.210, p<.01)와 정(+)적

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여부 역시 다른 건강행태관련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으며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와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규칙적 식사여부는 끼니수(r=.499, p<.001)와 비교적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삶의 만족도와도 

(r=.245, p<.01)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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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끼니수는 건강검진 여부나 주관적 건강상태, 삶

의 만족도 모두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건강검

진 여부는 주관적 건강상태(r=.013, p<.01)와 매우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매개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r=.236, p<.01)를 보였다.

Table 4. Correlation Results (continued)

variables 8 9 10 11 12 13 14

1.age

2.sex

3.marital status

4.N of diseases

5.education

6.household income

7.self-rated economic 

status

8.exercise length 1.000

9.smoking
-.051

1.000

10.regular meal
.003 .011

1.000

11.N of meal per day
-.022 .125 .499

***
1.000

12.medical check-up
.101 -.029 .063 -.021

1.000

13.self-rated health
.217

**

-.019 .048 .099 -.013

**
1.000

14.life satisfaction
.210

**

.019 .245

**

.003 -.077 .236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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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다중회귀분석 결과

앞서 기술한 분석방법 ①에서 제시한 대로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를 종속변수로 투입한 후 

회귀분석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독립변인들 중에

서는 질병 수는 부(-)적으로, 주관적 경제상태는 정(+)적

으로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

며, 건강행태 중에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친 변인

은 운동시간이 유일했다. 질병 수가 한 단위 많아질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는 0.45 단위 유의미하게 낮아졌지만

(p<.001) 주관적 경제상태가 높아질수록 주관적 건강상

태는 유의미하게 좋아졌다(�=0.19, p<.01). 운동시간이 

길어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주관적 건강상태도 

좋아졌다(�=0.17, p<.05). 이 모델은 주관적 건강상태를 

약 3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②에서 제시한 바를 따라 삶의 만족도를 종

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6에 제시되

어 있다. 주관적 경제상태가 한 단위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는 0.35 단위 올라갔으며(p<.001), 운동시간이 

길수록(�=0.20, p<.05), 규칙적적인 식사를 하는 사람이

(�=0.25, p<.01), 하루끼니의 수가 많을수록(�=0.16, 

p<.05)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질병

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졌다(�=-0.19, 

p<.05). 이 모델은 농촌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약 24% 

설명했다.

Table 5.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on SRH

variables b S.E. � t(p)

1

age 0.01 0.01 0.04 0.54

sex male(0) … … … …

Female(1) -0.18 0.21 -0.08 -0.86

marital 

status

not married(0) … … … …

married(1) 0.10 0.16 0.04 0.59

2

education 0.03 0.02 0.11 1.23

household income -0.01 0.00 -0.08 -1.01

self-rated economic status 0.28 0.11 0.19 2.67**

3

N of diseases -0.31 0.05 -0.45 -6.37***

exercise length 0.00 0.00 0.17 2.59*

smoking

current or ever 

smoked(0)
… … … …

never smoked(1) 0.25 0.22 0.09 1.16

regular 

meal

No(0) … … … …

Yes(1) 0.36 0.24 0.12 1.51

N of meal/day 0.29 0.22 0.10 1.31

medical 

check-up

No(0) … … … …

Yes(1) 0.10 0.23 0.03 0.46

constant 1.16 1.21 0.96

R2(Adj. R2) 0.38(0.33)

F(df) 7.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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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emographic variables, 2. Socio-Economic Variables, 3. Health 

and Health Behaviors  



융합정보논문지 제10권 제1호116

Table 6.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on Life 

Satisfaction

variables b S.E. � t

1

age -0.04 0.26 -0.01 -0.14

sex male(0) … … … …

female(1) 1.72 4.44 0.04 0.39

marital status
not married(0) … … … …

married(1) 0.94 3.43 0.02 0.27

2

education -0.61 0.46 -0.13 -1.31

household income 0.04 0.03 0.13 1.51

self-rated economic status 10.08 2.23 0.35 4.52***

3

N of diseases -1.67 1.01 -0.19 -1.97*

exercise length 0.03 0.01 0.20 2.87**

smoking

current or ever 
smoked(0)

… … … …

never smoked(1) 0.49 4.53 0.01 0.11

regular meal
No(0) … … … …

Yes(1) 15.40 5.03 0.25 3.06**

N of meal/day 9.08 4.57 0.16 1.99*

medical 
check-up

No(0) … … … …

Yes(1) 7.49 4.75 0.11 1.58

constant 67.26 25.34 2.65**

R2(Adj. R2) 0.29(0.24)

F(df) 5.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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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emographic variables, 2. Socio-Economic Variables, 3. Health 

and Health Behaviors 

Table 7은 분석방법 ③을 따라 삶의 만족도를 종속

변인으로,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를 매개변인으로 투입

하여 회귀분석 한 결과이다. ① 모형과 ② 모형 모두에

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③ 모형에서 영향의 크기

가 약화된 변인은 주관적 경제상태(�=0.32, p<.001)와 

운동시간(�=0.18, p<.05)이었으며 ③ 모형에서 유의미

한 영향이 완전히 사라진 변인은 질병 수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쳤는데 주관적 건강상태가 1 단위 높아질수록 삶의 만

족도는 0.18단위 높아졌다. 규칙적인 식사와 하루 끼니 

수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했을 때는 

유의미하지 않고 매개변인으로 상정한 주관적 건강상태

의 투입여부와 상관없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투입한 

이 모델은 삶의 만족도를 약 25% 설명했다.  

Table 7.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on Life 

Satisfaction Mediated by SRH 

variables b S.E. � t

1

age -0.05 0.26 -0.01 -0.19

sex male(0) … … … …

female(1) 2.03 4.45 0.04 0.46

marital 

status

not married(0) … … … …

married(1) 0.78 3.44 0.02 0.23

2

education -0.66 0.47 -0.14 -1.41

household income 0.04 0.03 0.14 1.60

self-rated economic status 9.60 2.28 0.32 4.21***

3

N of diseases -1.15 1.13 -0.09 -1.02

exercise length 0.03 0.01 0.18 2.60*

smoking

current or ever 

smoked(0)
… … … …

never smoked(1) 0.06 4.55 0.00 0.01

regular meal
No(0) … … … …

Yes(1) 16.02 5.06 0.27 3.16**

N of meal/day 9.57 4.59 0.17 2.08*

medical 

check-up

No(0) … … … …

Yes(1) 7.67 4.75 0.11 1.62

4 self-rated health 2.70 1.68 0.18 2.01*

constant 65.29 25.41 2.57*

R2(Adj. R2) 0.30(0.25)

F(df) 5.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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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emographic variables, 2. Socio-Economic Variables, 3. Health 

and Health Behaviors, 4. Mediator: Health Status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어떤 변인들이 농촌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어떤 변인들이 주관적 건강상태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는 것이었다. 연구결과

를 요약하면 첫째, 질병수가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

에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주관적 경제상

태가 높고 운동시간이 길수록 주관적 건강상태에 유의미

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주관적 경제상태, 

운동시간, 질병 수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쳤는데 이 외에도 규칙적인 식사를 할수록, 하루 식사 수

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셋째, 주관적 경제상

태와 운동시간은 주관적 건강상태를 부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질병 수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완전매개로 농촌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건강관련 변수인 질병 수와 운동이 주관적 건강상태

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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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를 지지하고 있으며[5,14], 경제적 여건이 주관적 

건강[21] 및 삶의 만족도[3]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선행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 검증된 질병 수가 주관적 건강상태를 완전 매개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기존 연구에서 찾아보

기 어려웠던 결과이다. 이 결과의 의미는 농촌 노인들에

게는 질병 수가 자신의 건강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이러한 주관적 건강상태가 결국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주관적 경제상태와 운동시간도 주관적 건강상태

를 부분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두

변수도 농촌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목해

야 할 변수이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실효성 있는 융합

적 정책을 제언한다. 첫째, 노인들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높이기 위해서 읍, 면 단위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만성질

환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읍 면 소재지 보건소에서 이를 담당하고는 있

으나 매우 형식적으로 독거노인 거주지 혹은 경로당 방

문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만성질환자에 대한 철저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관적 경제상태를 단시일 내에 높이는 것은 현

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나 현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수

령액 상향 노력이 궁극적으로는 주관적 경제상태를 높

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농촌노인들의 

운동시간을 늘리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지역 

노인복지관의 동아리프로그램 등에 개설되고 있는 운동, 

스포츠댄스, 사진찍기활동, 야외활동과 같은 몸활동을 

주로 할 수 있는 동아리들을 확충하고 이에 지역 농촌노

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식사와 하루 식사의 수가 주관

적 건강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므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18] 농촌노인들을 위한 식습관 개선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독거노인들을 방문하는 반찬서비스 제공과 같

은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들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이는 민, 관이 협력하여 진행함으로써 그 효과를 더 발

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농촌노인의 삶의 질 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한 시점에서 조사를 실시했기 때

문에 연구대상자들의 삶의 만족도 변화를 고찰하기 어

려웠다. 둘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

한 변인들 즉, 자녀와의 만남, 자녀관계 만족도 등과 같

은 가족관련 변인들을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이러

한 연구의 제한점들은 향후 연구에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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