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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주요 목적 달성을 위해 라인댄스와 리듬체조 중심의 신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202
명을 대상으로 성숙한 노화태도, 우울 그리고 성공적 노화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첫째, 신체활동 참여 노인들의 성숙한 노화태도가 높을수록 우울은 감소하였다. 둘째, 신체활동 참여 노인들이 성숙한 
노화태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성공적 노화도 높았다. 셋째, 신체활동 참여 노인들이 우울을 높게 지각할수록 성공적 노화
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면, 노인들이 신체활동에 규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우울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신체활동 참여노인들이 성공적 노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노인, 성숙한 노화태도, 우울, 성공적 노화, 신체활동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202 elderly people aged 65 years or older (40.6% male and 
59.4% female) participating in physical activities centered on line dance and rhythmic gymnastics. To 
achieve the main objectives of the study, a questionnaire for mature aging attitude, depression and 
successful aging was u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atured aging attitude influenced negatively 
on depression. Second, matured aging attitude influenced positively on successful aging. Third, 
depression influenced negatively on successful aging. Based on the above results,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the elderly to participate in physical activities to achieve successful aging through active 
interventions against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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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사회는 고령사회로 인해 노인들의 성공적 노
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 노화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없애고, 예방적 차원에서 노
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
적 담론의 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2018년 65세 이
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60년에는 41.0%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 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1]. 국내에서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
가로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노년기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
며, 예방적 차원의 문제해결 방안으로 성공적 노화라는 
개념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성공적 노화는 개인의 다
양성이나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신체,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의 측면에서 다차원적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이
에 Rowe와 Kahn[2]은 그 동안 이루어진 학자들의 성공
적 노화에 대한 개념들을 검토하여 신체적 건강과 정신
적 건강을 통한 기능의 유지, 낮은 질병과 장애 극복, 적
극적인 삶이 충족될 때 성공적 노화가 이루어진다고 강
조하였다[3-5]. 

이러한 관점에서 성공적 노화는 노년기에 발생하는 다
양한 신체적, 심리적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통해 노
년기 이전의 생활을 유지함과 동시에 주어진 상황을 적
극적으로 수용하고, 바람직한 노후생활을 영위해 나가거
나[6], 또는 노화와 관련하여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측
면에서의 적응과 통제를 포함한 심리적 안녕감이나 만족
감, 삶의 질 수준이 높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7], 간
단하게 언급하면, 성공적 노화는 잘 나이 들어가는 것
(well-aging)으로 이해할 수 있다[8,9]. 

노년기에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경험한다. 
신체적으로는 노화와 각종 만성질환, 심리적으로는 경제
적, 사회적 역할상실, 핵가족화에 의한 대화단절, 사회적 
관계망의 약화에 따른 소외감과 고독감, 우울감 등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여 건강을 약화시킨다[10,11]. 이러한 문
제들은 노년기 삶의 만족이나 질을 떨어뜨리고 성공적인 
노화를 가로막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11,12]. 이에 따
라 어떻게 하면 성공적 노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
공적 노화와 관련된 연구는 노년학이나 노인복지학, 노인 
간호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당 

부분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심리적 
요인들(노화태도, 노화불안, 주관적 건강, 삶의 의미, 죽
음대처 유능감, 사회적 관계망 등)을 밝히는데 주요 초점
을 두고 있다[6,8,9]. 하지만 체육학 분야에서는 신체활
동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를 밝히는데 주요 초점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을 탐색하
는 연구경향도 나타나고 있다[,13,14]. 

체육학 관점에서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노년기 신
체활동이 필수적이다[6,7,13,14]. 성공적 노화에 이르는 
길은 건강이 우선되어야 하고, 신체활동은 성공적 노화를 
설명하는 강력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15]. 관련 연구들
은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신체적 건강이 요구되며, 건강을 기반으로 할 때 
질병이나 장애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정신 속에서 적극적
인 사회활동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2,6,16]. 
실제로 Kim(2018)은 댄스스포츠 참여 노인들의 댄스스
포츠 참여가 건강에 대한 긍정적 강화를 통해 성공적 노
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38], Lee 등(2019)의 연구에
서도 사별 여성들의 커뮤니티 댄스교실 참여는 삶의 활
력을 제공하고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강화하여 사회참여
를 지속하는 여가활동으로써 성공적 노화로 이끄는데 긍
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39]. 또한 Yoo(2009)
도 노인들의 댄스스포츠 참여기간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댄스스포츠 참여기간이 성공적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에 노년기 
성공적 노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신체활동 참여
가 필수적이고, 이를 통해 노인들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
을 영위해나갈 수 있다. 

이상의 관점에서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연구들에
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성공적 노화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나 요인들이 개인적 특성이나 문화적 
특수성[8,17],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타
나기 때문이다[18]. 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
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화에 대한 태도와 이해
가 중요한 것으로 보고된다[19]. 즉, 노화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인식의 개선을 이끌어냄으로써 적극적인 수용과 
적응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8, 20]. 이에 나이 들
어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인 성숙한 노화태도는 성공적 
노화를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된다
[21]. 특히, 성공적 노화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
고, 적응해나가는 것이므로 노년기에 발생하는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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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측면의 부정적 경험을 극복하고 더욱 성숙해나가
기 위한 태도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내면화로부터 벗어나 노화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성숙한 노화태도가 중요하다[22]. 

우울 역시 성공적 노화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 요인으
로 보고된다. Han, Han과 Moon[23]은 노인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과 성공적 노화는 음(-)의 상관관
계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 또 다른 연구들은 우울이 
노인인구의 약 20~50%에서 나타날 정도로 보편적이면
서도 심각한 심리적 문제[24,25]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성
공적인 노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울을 완화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22]. 또한 Chachamovich, 
Fleck, Trentini, Laidlaw와 Power[26]는 전 세계 20개
국 4,316명을 대상으로 노화에 대한 태도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노화에 대한 태도와 우울은 부적(-)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고하였고, Yoo[27]는 노인들의 
노화에 대한 태도가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노
화에 대한 태도가 낮을수록 우울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노인들의 노화에 
대한 태도가 우울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선행요
인이며, 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노인들의 우울을 감소
시킬 수 있는 선행요인임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에 
입각하자면, 노인들의 성숙한 노화태도와 우울은 성공적 
노화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성공적 노화는 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국내 실정에
서 건강과 삶의 질 등 노인 관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노인들을 
위한 성공적 노화 결정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고령사회에
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신체활동이 성공적 노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체육학에서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다양
한 요인들을 살펴본 연구들은 상당 부분 부족한 실정이며, 
신체활동 참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숙한 노화태도와 우
울, 성공적 노화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건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에 근거할 때[6,7,14], 노인들의 신체활동 참여는 성공적 
노화를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성공
적 노화는 단순히 약물치료나 신체치료가 아닌 심리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므
로, 먼저 노인들의 신체활동 참여를 높임으로써 신체기능
의 약화나 노화를 늦추거나 최소화하고, 그와 동시에 물
질적, 비물질적 자원을 제공하거나 개선시킴으로써 노인
들의 적극적인 삶의 영위와 성공적 노화로 이어질 수 있

다[28,29]. 특히,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인 신체
활동 참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노화 자체가 지연됨은 
물론 면역성의 증가로 이어져 노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
는 다양한 만성질환이나 신체기능 약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들의 신체활동 참여는 성공적 노화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28,30]. 

하지만 신체활동 참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
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성숙한 
노화태도에 대해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즉, 집단
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한국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를 제
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노인들 스스로가 가지는 주관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노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의 관계
성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다수의 성공적 노호
와 관련된 연구들이 한국적 상황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반영한 관계중심적 접근이 아닌 개
인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과 관련된 서구 중심의 개인주
의적 가치를 반영하였다는 한계[8]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들과는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노
인들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자주 개설되는 라인댄스
나 리듬체조 등 댄스 중심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숙한 노화태도와 우울, 그리고 
성공적 노화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신체활동 참여 노인
들의 성공적 노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요구되는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성숙한 노화태
도는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성숙한 노화태
도는 성공적 노화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우울은 성공적 
노화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자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소재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문화
센터에서 2019년 5월 현재 라인댄스와 리듬체조 중심의 
신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남녀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해당 시설 
관계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약속된 날짜와 시간에 방
문, 설문조사의 목적을 간단하게 언급한 후 동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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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17부의 설문자료를 확
보하였고, 데이터 코딩에서 연속적으로 3문항 이상 무응
답이 있는 설문자료 15부를 제외한 202부를 최종 분석
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82명(40.6%), 
여성 120명(59.4%), 평균 연령은 68.82세였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18명(8.9%), 중학교 졸업 46명(22.8%), 
고등학교 졸업 104명(51.5%), 대학교 졸업 34명(16.8%)
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 참여 경력은 1년 미만 25명
(12.4%), 1-3년 138명(68.3%), 3-5년 29명(14.4%), 5
년 이상 10명(5.0%)이었으며, 주 평균 참여빈도는 주 2
회 미만 81명(40.1%), 주 3회 88명(43.6%), 주 4회 이상 
33명(16.3%)으로 나타났다. 

2.2 측정도구 
2.2.1 성숙한 노화태도 
본 연구에서는 성숙한 노화태도는 An 등[17]이 개발

하고 An 등[8]이 사용한 성숙한 노화태도 문항을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11문항의 단일요인으로 이루
어졌으며, 각 문항에 대해서는 7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를 통해 평정하도록 구성하였다.  

2.2.2 우울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s[31]가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를 기반으로 타당화하고, Oh[32]가 
사용한 우울 척도를 이용하였다. 우울 척도는 총 7문항으
로, 각 문항은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
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2.2.3 성공적 노화 
본 연구에서 성공적 노화는 Kim[33]이 개발하고, 

Jung[34]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한국형 성공적 노화 
문항을 이용하였다. 성공적 노화 척도는 4요인 16문항으
로, 자녀에 대한 만족 5문항과 자율적 삶 5문항, 적극적
인 인생참여 4문항, 자기완성 지향 2문항으로 이루어졌
다. 각 문항은 7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
우 그렇다)를 통해 평정하였다.  

2.3 타당도와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

하였다.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성숙한 노화태도는 11문
항 모두 수용된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전체 설명량은 
60.20%였다(KMO=.94, χ2=1388.42, p<.001). 이후 탐
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적합도
는 RMSEA=.09, NFI=.91, IFI=.93, TLI=.92, CFI=.93으
로 나타나 모든 적합지수가 적합기준을 충족하였고
(Estimate= .66~80),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으로 평가되었다.

Matured aging 
attitude

3. Getting older is understanding and caring for 
the other person .82

2. Getting old well is not being greedy and 
being content with what you have .80

9. Growing up like an adult means being 
stubborn and not giving me .78

8. Growing up like an adult means knowing 
right and wrong .78

6. Being old well means having a good heart .78
4. Growing up like an adult is living a model and 

example .77
7. In order to get old well, you should not think 

about yourself .77
5. Getting older is not a burden on your child .77
1. Getting older is a natural way to accept aging .76
11. As you get older, you have to live right .76
10. To grow old like an adult is to do everything 

you can .69
eigenvalue 6.62
variance(%) 60.20
cumulative(%) 60.20

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matured aging 
attitude

한편, 우울은 1문항이 탈락된 6문항의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전체 설명량은 51.00%였다(KMO=.83, χ
2=331.41, p<.001). 우울의 적합도는 RMSEA=.07, 
NFI=.94, IFI=.96, TLI=.94, CFI=.96으로 모든 적합지
수가 적합기준을 충족하였다(Estimate= .52~73). 본 연
구에서 우울의 신뢰도 계수는 .80으로 평가되었다. 

성공적 노화는 4문항이 탈락된 12문항의 자율적 삶, 
적극적인 인생참여, 자녀만족 3요인으로 추출되었다. 개
별설명량은 자율적 삶이 41.54%, 적극적 인생참여 
12.07%, 자녀만족 10.78%로 나타났고, 전체 설명량은 
64.40%였다(KMO=.86, χ2=1350.65, p<.001). 적합도
는 RMSEA=.07, NFI=.90, IFI=.94, TLI=.93, CFI=.9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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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모든 적합지수가 적합기준을 충족하였고
(Estimate= .49~85), 신뢰도 계수는 자율적 삶 .87, 적
극적 인생참여 .84, 자녀만족 .69로 평가되었다. 

Depression
1. I have had trouble sleeping for the past month .77
5. I felt sad for the past month .74
4. I have had trouble focusing my mind on what 

I've been doing in the past month .73
6. I felt lonely for the past month .72
7. I've been feeling a lot depressed over the past 

month .67
2. In the past month everything has been a 

struggle .62
eigenvalue 3.06
variance(%) 51.00
cumulative(%) 51.00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depression

1 2 3
13. I have played a role as a parent .83 .23 .01
8. I have played well as a husband or 

wife .80 .09 .10
15. I do not burden my children 

financially .80 .20 .00
14. I try to mend my habit of 

harming my health .75 .17 .13
16. I live a ritualism that fits my 

fountain .68 .16 .15
11. I have close friends that I meet 

regularly at leisure or religious 
activities

.24 .83 .13

2. I tend to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a lot .22 .82 .11

9. I tend to make friends well .10 .75 .16
5. I am recognized as the person I 

need at the meeting I participate 
in

.38 .71 -.00

10. I am proud of my children -.04 .26 .79
3. My relationship with my children 

is smooth .14 -.10 .76
6. My children are doing good to me .25 .21 .72
eigenvalue 5.81 1.69 1.51
variance(%) 41.54 12.07 10.78
cumulative(%) 41.54 53.61 64.40
Note) factor 1: Autonomous life, factor 2: Active life participation, 
factor 3: Child satisfaction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successful aging

2.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주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SPSS 

Win 21.0과 AMOS Win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

였다. 우선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변수들에 대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를 살펴보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
(reliability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또한 변수들 간의 
상관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수행하였으며, 성숙한 노화태도와 우울 및 
성공적 노화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모형분석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상관관계분석

성숙한 노화태도와 우울, 성공적 노화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숙한 노화태도는 우울(r=-.65, p<.01)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성공적 노화의 하위요인인 자율적
인 삶(r=.74, p<.01), 적극적인 인생참여(r=.49, p<.01), 
자녀만족(r=.14, p<.05)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반면
에 우울은 성공적 노화의 하위요인인 자율적인 삶
(r=-.56, p<.01), 적극적인 인생참여(r=-.40, p<.01), 자
녀만족(r=-.27, p<.01)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1 2 3 4 5
Matured aging attitude -

Depression -.65** -
Autonomous life .74** -.56** -

Active life participation .49** -.40** .49** -
Child satisfaction .14* -.27** .28** .31** -

Note) 1: Matured aging attitude, 2: Depression, 3: Autonomous life, 4: 
Active life participation, 5: Child satisfaction
* p<.05 ** p<.01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3.2 성숙한 노화태도와 우울 및 성공적 노화의 관계
성숙한 노화태도, 우울 및 성공적 노화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하여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숙한 노
화태도와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숙한 노
화태도는 우울에 β=-.73, t=-7.35, p<.001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
로 성숙한 노화태도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숙한 노화태도는 성공적 노화에 β=.70, 
t=6.40,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를 살
펴본 결과, 우울은 성공적 노화에 β=-.20, t=-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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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숙한 노화태도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
서 우울의 간접효과는 .15로 우울이 성숙한 노화태도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Relationship between matured aging attitude, 
depression and successful aging

4. 논의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2060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건강과 삶
의 질을 높이는 방안은 시급히 모색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에 서구사회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노인들의 성공적 노
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서구사회에서 건
강이 성공적 노화를 위한 필수적 요소라는 점이 여러 연
구들[2,7,15-16]을 통해 입증되면서 국내에서도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6,13], 특히 
체육학에서는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
다[28,35]. 또한 본 연구는 이전의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연구들이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반영된 한국의 문화적 특
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8]에 따라 노인들 
스스로가 주관적 측면에서 가지는 긍정적 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성숙한 노화태도)를 상정하여 성공적 노화
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서 기존 연구들이 지니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관점에 따라 본 연구는 라인
댄스와 리듬체조 중심의 신체활동 참여 노인들을 대상으
로 성숙한 노화태도와 우울, 성공적 노화의 관계를 규명
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신체활동 참여노인
들이 지각하는 성숙한 노화태도는 우울과 부적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들에서 노화에 대한 태도와 우울은 부적 관계
를 지니며,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우울은 감
소한다고 보고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26,27]. 성공적 
노화는 개인의 특성이나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기 때문에 노화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수용, 적응
이 요구됨에 따라 성숙한 노화태도가 중요해진다
[8,17,18,20]. 그러므로 성숙한 노화태도가 우울과 부적 
관계를 형성, 신체활동 참여 노인들이 성숙한 노화태도를 
보일수록 우울이 감소한다는 결과는 노화를 부정적인 측
면이 아니라 긍정적 측면에서 노화에 대한 인식의 개선
과 수용, 적응이 이루어질 경우에 상대적으로 우울이 감
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노인들의 신체활동 참
여는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습관이 된다[36]. 따라서 노인들의 신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노화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형성할수록 우울이 감소한다는 점은 신체활동 참여가 노
인들의 노화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
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신체활동 참여노인들의 성숙한 노화태도는 성공
적 노화와 정적 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노화에 대한 인식의 개선

β S.E. C.R.(t) Effect
Total Direct Indirect

Depression ← Matured aging attitude -.73 .06 -7.35*** -.73 -.73 -
Successful aging ← Matured aging attitude .70 .11 6.40*** .85 .70 .15

Successful aging ← Depression -.20 .15 -2.11* -.20 -.20 -
* p<.05 ** p<.01

Table 5. Relationship among matured aging attitude, depression and successful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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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적극적인 수용 및 적응하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 보고한 여러 연구들의 결과[8,20-22]를 지지하는 것
이다. 성공적 노화는 결과가 아니라 ‘수용’과 ‘적응’의 과
정이며, 노년기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심리적 
측면의 부정적 경험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20,22]. 이에 노화, 즉 잘 늙어간다는 것, 혹은 잘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인식과 긍정적 태도가 형성될 
때, 주어진 상황을 적극 수용하고 바람직한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과 삶
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성공적 노화로 갈 수 있음을 시사
한다[3,4,7-9]. 결국, 노인들의 신체활동 참여는 노화에 
있는 현재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함으
로써 성공적 노화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
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28].  

셋째, 신체활동 참여노인들의 우울은 성공적 노화와 
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과 성공적 노화 간
에 음의 상관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우울이 성공적 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보고된 것과 일치한다[23-25]. 이
전의 선행연구들이나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볼 때, 우
울은 신체적 노화나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노인들이 가
지는 보편적인 문제이지만[23], 성공적 노화를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문제시된다. 특히, 우울은 성숙한 노
화태도와 성공적 노화의 긍정적 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인
으로 밝혀졌다는 점에서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
는 우울을 완화할 수 있는 중재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
다. 신체활동은 우울을 낮추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37] 결국 신체활동 참여를 통한 우울의 감소는 성공적 
노화를 높이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시사하
며, 노인들의 규칙적인 신체활동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댄스 중심의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숙한 노화태도, 우울 및 성공적 노화의 관계
를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활동 참여 노인들의 성숙한 노화태도는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체활동 참여 노인
들의 성숙한 노화태도는 성공적 노화에 정적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체활동 참여 노인들의 우울
은 성공적 노화에 부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의 결과를 통해 댄스 중심의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노
인들의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노인들의 신체활동 참여
에 대한 지속성을 담보하는 한편 성숙한 노화태도가 선
행되어야 하고, 성숙한 노화태도와 성공적 노화에 있어서 
우울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하지만 성공적 노화는 노화에 대한 수용과 적응의 과
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횡단연구보다는 종단연구가 필
요하다고 판단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횡단연구로 진행함
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일정한 한계점을 지닌다. 후
속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연구
를 진행할 때, 종단연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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