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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노인의 녹지환경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매개효과

Effects of Satisfaction with Green Space on Life Satisfaction and 
Mediating Effect of Subjective Health Status of the Urban Elderly

이성은

Lee Sungeun*

요 약 본 연구는 녹지에 대한 만족도가 도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녹지환경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8년 사회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을 분석하였다. 총 4,567명의 노인을 분석대상으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녹

지에 대한 만족도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녹지환경 만족도의 직접 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녹지환

경 만족도는 주관적 건강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녹지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

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매개효과에 있어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도시노인의 녹지환경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

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녹지환경이 도시노인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개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어 : 도시노인, 녹지환경, 주관적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atisfaction with green space on life 
satisfaction and to examine mediating effect of subjective health statu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green space and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living in citie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older adults 
aged over 65 years old who participated in 2018 Social Survey conducted by Statistics Korea were analyzed. A 
total of 4,567 older adults were analyzed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and significance of mediating effect 
was examined using bootstrapping method. Results of the analyses showed that satisfaction with green spac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Since a higher level of satisfaction with green space increased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 direct effect of satisfaction with green space on life satisfaction was revealed. Also 
satisfaction with green spac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ubjective health status, so persons with a higher level 
of satisfaction with green space perceive their subjective health more positively. In regard to mediating effect, 
subjective health statu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green space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urban elderly.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green space can be used as an intervention 
method to improve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urban elderly.

Key words :  Urban Elderly, Green Space, Subjective Health Status, Life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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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0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15.7%를 차자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39.8%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

기대여명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 기

준 평균 기대여명은 82.7세로 나타나고 있다[2].

이러한 고령인구의 증가와 수명연장으로 인해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관심이 필요하며[3],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노인의 건강한 노후와 삶의 질은 더

욱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은 삶의 질의 기준으로 간주되고 있다[4].

건강은 교육 및 노동시장 참여의 기회 확대, 사회적

관계의 기회를 확장시키는 등 삶의 만족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5]. 노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들도 주관적

건강이 노인들의 삶의 만족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제

시하고 있다[6, 7].

특히 최근의 건강의 개념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포괄하는 웰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도시의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8]. 생활환

경은 인간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9], 현대사회

에서 자연환경은 건강증진을 위한 방법으로서 관심을

받고 있으며[10], 녹지는 도시환경의 건강친화도를 나타

내는 주요 지표로 간주되고 있다[11]. 도시의 공원 및

녹지공간은 비만도의 감소와 연관이 있으며[8], 기분상

태의 개선[12]과 같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13, 14] 녹지가 건강 및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함에 있어 공원녹지의 특성이

나 면적과 같은 주로 객관적 지표의 영향에 초점을 맞

추고 있어 실제 녹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영향에 대

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노인인구를 초점집단으로 녹지에 대한 인식이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

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녹지환

경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

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Ⅱ.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는 통계청의 2018년 사회조

사의 원자료가 사용되었다. 2018년 사회조사는 전국의

만 13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15], 표본의

대표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

노인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거주하는 지역을 동부로 응답한 노인을 추출하였으며

총 4,56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로서 전반적으로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질문하고 있으며

“매우 만족한다”부터 “매우 불만족한다”까지 5점 리커

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역코딩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으로 변환하여 분

석하였다.

매개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는 전반적인 자신의 건

강상태를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

으며 “매우 좋다”부터 “매우 나쁘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역코딩을 하여 점

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인 녹지환경 만족도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

의 산이나 공원 등 녹지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를 질문하고 있으며 “매우 좋다”부터 “매우 나쁘다”까

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역

코딩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도

가 높음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이 외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연령, 성별, 혼인상태,

교육수준, 소득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연령의 경우

만 나이를 연속변수로 측정하였으며, 성별은 “남성” 1

과 “여성” 0으로 측정하였다. 혼인상태는 “유배우자“ 1

과 “기타” 0으로 측정하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초졸” 1

부터 “대졸 이상” 4로 측정하였고, 소득은 “100만원 미

만” 1부터 “600만원 이상” 7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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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자료는 SAS 9.4 및 SPSS 25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

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과 삶의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녹지환경 만족도에

대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피

어슨 상관계수를 통해 본 연구에 활용된 주요 변수인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분석을 실시

하였다. 셋째,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녹지환경 만족

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정규분포를 가정한 sobel test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16]을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연구질문을 위한

주요 변수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sample

변수 Mean(SD) %

통제변수

연령 73.2(6.4)

성별
남성 44.8

여성 55.2

혼인상태
유배우자 64.1

기타 35.9

교육수준 2.0(1.1)

소득 2.3(1.5)

독립변수 녹지환경 만족도 3.6(.9)

매개변수 주관적 건강상태 2.7(1.0)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3.1(.9)

연구대상 도시노인의 평균 연령은 73.2세 였으며, 성

별은 남성이 44.8%, 여성이 55.2%로 여성의 비율이 다

소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의 경우 유배우자가 64.1%,

기타가 35.9%로 유배우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

육수준은 평균 2.0이었으며, 평균 소득은 평균 2.3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연구대상자의 삶의 만족도의 현황을 살

펴보면 평균 3.1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녹지환경 만족

도의 경우 평균 3.6이었으며, 매개변수인 주관적 건강상

태는 평균 2.7로 나타났다.

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녹지환경 만족도, 주관적 건

강상태, 삶의 만족도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표 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Table 2. Correlations among major study variables

변수
녹지환경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녹지환경
만족도

1

주관적
건강상태

.047*** 1

삶의 만족도 .122*** .37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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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독립변수인 녹지환경 만족도는 매개변수인 주

관적 건강상태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r=.047, p<.01). 즉 녹지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

관적 건강상태가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녹지

환경 만족도는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와도 정적 상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r=.122, p<.001) 녹지

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매개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는 종속

변수인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r=.375,

p<.001)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녹지환경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매개효과

녹지환경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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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건강상태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3-표 5

와 같다.

매개효과의 성립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

야 하는데 첫째,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력

이 유의미해야 하며, 둘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

는 영향이 유의미해야 하고. 셋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두번째 단계에서 보다 그 영향력이 작아질 경

우 매개변수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17].

이에 따라 녹지환경 만족도가 매개변수인 주관적 건

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한 모델 1의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표 3. 녹지환경 만족도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Table 3. Effects of satisfaction with green space on
subjective health status

모델 1

B β

통제변수

연령 -.02299*** -.15266

성별 .10483*** .05415

혼인상태 .01813 .00903

교육수준 .15172*** .16730

소득 .09563*** .15368

독립변수 녹지환경 만족도 .04457** .04204

R2 .1259

F 1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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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1의 결과를 살펴보면, 녹지환경 만족도는 주관

적 건강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주지역의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

관적 건강상태를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

득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지

않게 인식하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게 인식하였으며, 소득이 높

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녹지환경 만족도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델2의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 녹지환경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4. Effects of satisfaction with green space on life
satisfaction

모델 2

B β

통제변수

연령 .00599 .04238**

성별 -.09956 -.05479***

혼인상태 .17304 .09184***

교육수준 .13972 .16415***

소득 .09284 .15896***

독립변수 녹지환경 만족도 .11107 .11163***

R2 .0877

F 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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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환경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녹지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경우 연령,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소

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

이 높을수록, 여성일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배

우자일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환경 만족도와 주관적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델 3을 살펴보면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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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녹지환경 만족도와 주관적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5. Effects of satisfaction with green space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on life satisfaction

모델 3

B β

통제변수

연령 .01324 .09367***

성별 -.13261 -.07298***

혼인상태 .16733 .08881***

교육수준 .09188 .10795***

소득 .06269 .10733***

독립변수 녹지환경 만족도 .09702 .09750***

매개변수 주관적 건강상태 .31532 .33595***

R2 .1864

F 149.17***

***p<.001

먼저 녹지환경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주지역의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현재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

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매개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도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게 인

식할수록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의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한편 매개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가 투입되지 않은

모델 2에서 녹지환경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친 영

향보다 모델 3에서 녹지환경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력이 더 작아진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 건강

상태는 녹지환경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부

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모두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변

수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 경우, 교육수

준이 높을수록, 유배우자일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녹지환경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의 매개효과를 부트스

트래핑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녹지환경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
관적 건강상태의 매개효과

Table 1. Effects of satisfaction with green space on life
satisfaction and mediating effect of subjective health status

변수 Effect
Boost
SE

Boot
LLCI

Boot ULCI

녹지환경
만족도->
삶의 만족도의
간접효과

.0141 .0050 .0043 .0239

분석결과 녹지환경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녹

지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

으로 인식하게 되며, 이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IV. 논의

본 연구는 거주지역의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도

시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녹지환경 만족도는 도시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노

인의 삶의 만족에 녹지환경이 주요 예측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전체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공

원 환경의 만족도가 도시민의 체질량지수와 같은 건강

지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

나[18], 본 연구에서는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도시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산책이나 걷기와 같

은 저강도의 신체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어[19] 도시 녹지공간이 신체적 건강 증진의

장소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

회적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노인의 여가활동의 범위

가 확대됨에 따라 노인에게 필요한 환경조성을 위한 지

속적인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20]. 또한 지역사회 만

족도는 노인의 우울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어[21]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있어 지역

사회 환경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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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매개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는 녹지환경 만족

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

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게 인식하며, 이는 노인의 삶

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삶의 만족에 있어 녹지환경이 건강과 삶의 만족

도를 높일 수 있는 개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도시노인이 주변의 녹지환경을

보다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의 필요성

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은 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지리적 활동 영역이 축소됨으로 인해 근린지역

생활에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22].

따라서 도시녹지 조성에 있어 이용자 측면에서 노인

의 녹지 접근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의 공

원 이용만족도에 쾌적성 측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23] 녹지와 관련된 쾌적한

환경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녹

지 조성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도시에 거주하

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하였으며,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의 관계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단위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대상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었으나 2차 자료의 사용으로 보다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도시노인의 녹지

환경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탐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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