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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심리적 특성들 중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탐색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존감, 소외감, 상실감, 우울감 등의 심리적 특성을 선정
하였으며,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18부를 회수하여 부실한 응답을 
제외한 203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설문지를 통한 양적분석 방법을 택하였
으며, SPSSWIN 21.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 비율분석, 기술적 통계분석, 이변량
상관관계 분석, 선형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들의 심리적 특성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노인들의
자존감, 소외감, 상실감, 우울감, 삶의 만족 등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노인들에게 있어서 소외감
과 우울감은 삶의 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자존감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실감은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존감 향상, 그리고 소외감과 우울감 감소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운영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주제어 : 노인, 자존감, 소외감, 상실감, 우울, 삶의 만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nd 
to investigate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To achieve this purpos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self-esteem, alienation, loss, and depression were selected.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elderly living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A total of 218 copies were 
collected and 203 copies were analyzed, excluding poor responses. To draw the results of the research, 
quant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questionnaires, and SPSSWIN 21.0 statistical program was 
used as an analysis tool. The analysis methods were frequency and ratio analysis,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bivariate correlation analysis, and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the self-esteem, alienation, loss,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Second, for the elderly, alienation and depression had a nega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had a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However, los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In conclusion, it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operate policies and 
programs to improve self-esteem and reduce alienation and depression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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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경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우리나라가 고
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
다. 2019년 한국 남성의 기대수명은 79.7세, 여성은 
86.3세로 평균기대수명은 86.3세로 추정된다[1]. 노년기
를 인생의 가장 완숙한 시기라고 하지만 심신의 쇠약은 
피할 수 없으며, 적응력이 감퇴되고, 일에 의욕을 잃어버
리거나 동기 조성에 변화가 오고 자아개념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하여 노인들은 경제적 빈곤, 건강의 악화, 역
할의 상실, 우울감, 고독감, 소외감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2]. 노인들의 일반적인 심리적 특성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자존감, 소외감, 상실감, 우울감 
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들이 노인들
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들에서도 심리적 특성이 주관적 삶
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

먼저 자존감의 정도와 삶의 만족도와 관련성이다. 자
존감은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라 하기도 한다. 자존
감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관련된 개념이다. 전 생애에 걸쳐 자존
감의 증감 시기를 보면 아동기에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
다가 중학교 진학할 때 저하되며, 20대에 다시 증가하게 
된다. 30-40대에는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다 40대에 이
르면 다시 증가하게 시작하여 60대까지 계속되고, 그 이
후부터는 감소시기로 70대에 이르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이다[3]. 이 때 자아실현에 성공하면 만족스러운 여생
을 보낼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에 후회와 죽음에 대한 공
포로 삶의 돌아보기가 고통스럽다고 한다[4].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강화시켜 부정
적인 사건들에 대해 좀 더 안정되고 광범위한 내적인 속
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5]. 자존감이 높은 
노인은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 자신의 삶에 있어 심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요인
이 된다[6]. 서정길(2015)의 연구에서도 자존감은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7].

둘째 소외감 정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련성이다. 노인
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소외
감은 “사회적 결함에서 야기된 부적 정서 즉, 불안, 우울, 
외로움, 자아개념의 저하 등을 초래하는 주관적 경험으
로서 적응과정 및 대인관계에서의 욕구좌절로 정의할 수 
있으며, 사회적 소외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 부족, 성공과 

실패의 경험, 책임의식의 결여, 타인에 대한 평가절하 등 
개인이 속한 사회적 집단에서의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집
단 내에서 수용 받거나 가치 있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
를 말한다[8,9]. Seeman(1959)은 사회적 고립감을 거
부, 거절의 감정으로 포용이나 사회적 수용에 대한 낮은 
기대감으로 정의하고, 주로 소수파 구성원, 노인, 노숙자
나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이라
고 하였다[8]. 고령화된 노인들은 외로움, 고독, 무가치, 
무력감에 더 깊이 빠지며 스스로 삶을 제한해 의존적인 
존재로 낙인을 찍게 되는 것이 노인들의 소외감의 특성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외감은 삶의 만족도에 부
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셋째, 상실감 정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련성이다. 노
년기의 발달적 특성인 노화과정은 노인의 삶에 있어서 
여러 다양한 상실을 경험하게 한다. 이 때 상실이란 신체
적 역량이나 사회적 역할, 지위, 관계, 경제적 능력 등 개
인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변화되거나 쇠퇴되는 것을 
의미한다[9]. 노년기의 대표적인 상실은 흔히 빈곤, 질병, 
고독, 무위의 4고와 관련된 것으로, 은퇴와 관련된 경제
적 상실, 건강 상실, 역할과 관계 상실 등이 있다. 노년기
의 상실감은 소득상실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노화에 따
른 신체적 문제, 고독과 소외문제,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
서의 역할상실 문제 등[10,11,13], 복합적인 문제를 동
시에 고려하는 심리적 변인이다[14]. 노년기의 상실은 노
인의 심리적 위축이나 좌절감 등을 유발하거나 노인의 
자아통합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15,16],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나 적응을 저하시켜 우울이나 질병발
생률 증가 등으로 이어져 노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노인에게서 신체기능의 쇠퇴는 활동성을 감소시키고 
흥미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대인관계나 상호작용이 어려
움을 겪게 만들어 심리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
한 것들은 다시 우울을 유발시킬 수 있다. 노인에게서 우
울은 가장 일반적인 정신장애로 인생후기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자아완성을 억제하며 실제적으로 삶의 기대
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18], 상대적으로 이들의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중요하다[19].

넷째, 우울감 정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성이다. 우울
이란 정상적인 기분 변화에서 병적인 상태에 이르는 근
심, 침울감, 무기력감, 그리고 무가치감을 나타내는 상태
를 말한다[20,21]. 우울은 노년기 심리적 특성 중 가장 
크게 차지하며, 연령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우울이 증가
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22]. 연령증가에 따른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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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의 증가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노년기 전반에 걸쳐 
증가하는 우울은 노령에 따른 스트레스에 그 원인이 있
으며, 신체적 질병, 배우자의 죽음, 경제 사정의 악화, 사
회와 가족들로부터의 고립, 일상생활에 대한 자기 통제 
불가능, 그리고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환 등이 우울 경향
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킨다[23]. 이러한 우울감은 삶의 만
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심옥수
(2015)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가 높은 
연관성을 가지며, 우울과 삶의 만족은 밀접한 관계가 있
다고 분석하였다[24]. 

이처럼 노인들의 심리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의 관련성
에 관해 여러 선행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들의 심리적 특성들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
들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심리적 특성이 삶
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또 다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
인들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심리적 특성들 
중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 변수를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분석모형
본 연구는 앞에 제시한 여러 연구들을 기초로 Fig. 1

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로서 자존감, 
소외감, 상실감, 우울감 등을 선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
서 삶의 만족을 선정하였다.

Self-esteem

Alienation
Life satisfaction

Loss

Depression

Fig. 1. Research model

2.2 분석모형 변수 및 분석방법
노인의 심리적 특성들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하여 변수를 설정하고 측정도구를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자존감, 소외감, 상실감, 우울감 등을 선

정하였다. 자존감 측정에 사용한 척도는 서정길(2015)의 
연구에서 사용한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Cronbach’s Alpha 계수는 0.895였지만[21], 본 연구
에서는 0.660으로 나타났다. 소외감 측정에 사용한 척도
는 정원석(2019)에서 활용한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것
으로 이 당시 Cronbach’s Alpha 계수는 0.939였으나 
본 연구에서 0.926으로 나타났다[9]. 상실감 측정을 위
한 척도는 정원석(2019)의 연구에서 활용한 6개 문항으
로 구성된 것으로 Cronbach’s Alpha 계수는 0.880이
었으며[9],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계수는 0.83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울감에 관한 척도
는 정진섭(2015)이 사용한 것으로 신뢰도 Cronbach’s 
Alpha 계수는 0.939였으며[25], 본 연구에서는 0.931
로 나타났다. 자존감, 소외감, 상실감, 우울감 등의 항목
에 대한 측정은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Typed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삶의 질을 선정하였는데, 서정길(2015)
의 연구에서 재사용한 삶의 질에 관한 20개 항목 중 오
류를 고려하여 18개 항목을 선정한[4], 전리상(2017)의 
연구척도를 사용하였고[26], 이 연구에서 때 신뢰도 
Cronbach’s Alpha 계수는 .883이였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는 신뢰도는 .934로 나타났다. 항목에 대한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Typed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변수들에 대한 
신뢰도는 임계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에서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 배우
자 유무, 동거유형,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등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변화시킬 수 없는 인구통계학
적 변수로써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수이므
로 진정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함
이다.

Variables Details Item No. Scale

Independent 
variables

Self-esteem 1.1~1.10

5-point 
scale

Alienation 2.1-2.10

Loss 3.1-3.6

Depression 4.1-4.12

Dependent 
variables Life satisfaction 5.1-5.18 5-point 

scale

Control 
variables

Sex, age, education, marital 
status, living arrangement, 
self-rated health, perceived 

economic status

6.1-6,7 Nominal 
scale

Table 1. Survey item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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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Item No. Cronbach’s Alpha 
Coefficient

Self-esteem 10 .660

Alienation 10 .926

Loss 6 .830

Depression 12 .931

Life satisfaction 18 .934

Table 2. Reliability test of major variables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Table 1과 같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측정도구
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는데 광주광역시에 있는 노인복지시설과, 기관을 중심으
로 조사자가 임의적으로 선정하고 협조를 얻어 조사를 
진행하는 비확률 임의표집방식을 활용하였다. 설문방법
으로는 자기기입식 방식과 면접방식의 설문조사를 혼합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1년 1월 12일부터 29일까지 실
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250부를 배포하여 218부를 회수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들 중 무성의하거나 부실 기재 설
문지는 제외하고 203부만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설문지를 
통한 양적 분석을 하였으며, 분석도구로는 SPSSWIN 
21.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
분석, 기술적 통계분석, 이변량상관관계 분석, 선형회귀
분석 등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Table 3과 

같다. 조사대상 노인들 중 성별로는 남성이 44.3%, 여성
이 55.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74세가 35.5%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이 75-79세(18.7%), 
65-69세(18.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분포는 중
학교 졸업이 35.0%, 무학이 24.1%, 초등학교 졸업이 
18.2%를 차지하였다. 배우자 유무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53.2%,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46.8%로 나타났
다. 동거유형에서 살펴보면,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가 
45.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33.5%, 그리고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18.7%였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좋
게 인식하는 경우(‘좋은 편이다’와 ‘매우 좋다’는 응답)가 
28.0%였으며, 나쁘게 인식하는 경우(‘나쁘다’와 ‘매우 나
쁘다’는 응답)가 23.1%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안 좋게 인식하는 경우(‘매우 나쁘
다’와 ‘나쁘다’는 응답)가 17.2%로 나타나 경제상황에 
대해 좋게 인식하는 경우(‘좋은 편이다’와 ‘매우 좋다’라
는 응답)인 18.3% 보다 낮게 나타났다.

Variables Division Frequency(
%) Variables Division Frequency(

%)

Sex
Male 90(44.3) Marital 

status
No 95(46.8)

Female 113(55.7) Yes 108(53.2)

Age

65-69 37(18.2)
Living 

arrangem
ent

Alone 68(33.5)

70-74 72(35.5) Couple 92(45.3)

75-79 37(18.7) With child 38(18.7)

80-84 28(13.8) Others 5(2.5)

85-89 19(9.4)

Self-rate
d health

Very bad. 8(3.9)

≥ 90 9(4.4) Bad. 39(19.2)

Educatio
n

Uneducated 49(24.1) Neutral 99(44.8)

Good. 48(23.6)Elementary 
school 

graduate
37(18.2)

Very good. 9(4.4)

Middle 
school 

graduate
71(35.0)

Perceived 
economic 

status

Very bad. 8(3.9)

Bad. 27(13.3)

High school 
graduate 16(7.9) Neutral 131(64.5)

College 
graduate 11(5.4) Good. 31(15.3)

University or 
higher 

graduate
19(9.4) Very good. 6(3.0)

Table 3.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s

3.2 심리적 특성
독립변인에 관한 노인들의 심리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연구대상자들이 자존감의 평균은 
3.030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 보통정도의 수준임을 
알 수 있었으며, 소외감에 대한 평균은 2.551로 나타나 
보통 이하인 것을 보여주었다. 상실감에 대한 평균은 
3.094로 보통 정도임을 알 수 있었으며, 우울감에 대한 
평균은 2.401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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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 SD Variables M SD

Self-esteem

My values 3.473 .8805

Loss감

Weak physical 
strength 3.305 .9094

Decrease in 
friends’ 
contact

2.818 1.0676Nature 3.394 .7913

Decreased 
others’ visit 2.759 .9480Positiveness on 

me 3.503 .8465

Decreased 
income 3.365 1.0269Satisfaction 

with self 3.419 .8994

Insufficient 
living 

expenses
2.990 1.0530Self-esteem 2.409 .8116

Decreased 
working ability 3.325 1.0013Usefulness on 

me 3.419 1.0517

Average 3.094 .7374Competence 3.399 1.0357

Depression

Frequency of 
sadness 2.685 .9330Success 3.483 1.0066

Frequency of 
guilty 2.660 .8430Confidence of 

work 3.374 1.0282

Disappointmen
t with me 2.616 .9441Elements of 

pride 3.030 .8950

Average 3.030 .4614 A sense of 
Inferiority 2.621 .9276

Alienation

Associating 
with others 2.734 .8433

Ugly 
appearance 2.379 .8950

Dependable 
person 2.532 .9188

Decreased 
desire for 
working

2.394 .9711
Close person 2.448 .8961

Failure 2.281 .9724Sharing 
interests 2.576 .8547

Suicidal 
ideation 2.049 1.0519

Feeling of 
community 2.438 .9173

Dissatisfaction 
with daily life 2.547 .9128Association 

degree 2.547 .8626

Others’ 
recognition 2.695 .9094 Usually crying 2.128 .9084

Alienation 2.468 .9295 Guilty 2.177 .9482
Sad feelings 2.374 .9322 Pessimistic of 

the future 2.271 .9650
Community 

sharing 2.695 .9572

Average 2.401 .7085
Average 2.551 .6995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s independent variables

종속변인에 관한 노인들의 심리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는 Table 5와 같다. 종속변인으로서 노인들의 삶의 만족
도에 관한 평균은 3.289(표준편차 .4682)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노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인식
이 보통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Items M SD Items M SD

No regret for my last 
life 2.946 .9606 Happy in daily life 3.468 .8690

Successful. life 2.902 .8146 Happy in everything. 3.606 .8745

Luckier life than others 3.197 .8678 More happy things than 
sad things 3.522 .9613

Wiser than peers 3.512 .8695Decrease in angry things3.562 .9065

Many achievements 
when looking back 3.197 .9123 Hoping for long life 3.005 .9775

Happy when looking 
back on may last life 3.429 .9485 Hoping for the future 3.153 .9073

Happy in my life these 
days 3.434 1.004

6
Many happy things will 

happen. 3.222 .8873

Happy in the world 3.271 .8148There are many things to 
do in my future. 3.103 .9921

The present lifestyle is 
good and meaningful. 3.429 .8493 I can do valuable things 

in the future. 3.237 1.006
6

Average 3.289 .4682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s dependent variables

3.3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연구대상자들에게 있어서 자존감은 소
외감, 상실감, 우울감 등과는 유의수준 p<.01 수준에서 
부(-)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여주었지만 삶
의 만족도와는 유의수준 p<.01 수준에서 양(+)적인 방향
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소외감은 상실감과 
우울감의 관계에 있어서 유의수준 p<.01 수준에서 양(+)
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여주었지만,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는 유의수준 p<.01 수준에서 부(-)
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Self-
esteem

Alienati
on Loss Depress

ion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1

Alienation -.580** 1

Loss -.405** .635** 1

Depression -.597** .757** .668** 1
Life 

satisfaction .642** -.679** -.529** -.74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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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이와 더불어 상실감은 우울감과는 유의수준 p<.01 수
준에서 양(+)인 방향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그리고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부(-)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한 관계
를 보여주었다. 우울감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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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준 p<.01 수준에서 부(-)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한 관
계를 보여주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자존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았지만, 소외감, 상실감, 우울감은 높을수록 삶의 만족
도를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관관계 분석결과에 따라 자존감, 소외감, 소외감, 우
울감 등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 회귀식의 설명력인 R2=.632로 나타났으
며, F 값은 84.915로 유의수준 p<.001에서 유의미하였
다. 또한 공차값은 0.1 이상이며, VIF값은 10 미만으로 
나타났으므로 회귀분석이 유의미하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영향 크기를 비교해 보
면, 삶의 만족도에 대해 우울감(B=-.442)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자존감(B=.269), 소외
감(B=-.18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실감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관성은 있었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Independe
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R2 F value F 

significance B value t value t 
significance

Toleran
ce VIF

(Constant)
Self-estee

m
Alienation

Loss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632 84.915 .000***

.269
-.184
-.008
-.442

13.152
4.84.

-2.601
-.140
-5.936

.000***

.000***

.010**

.889
.000***

.603

.372

.512

.336

1.658
2.685
1.951
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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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로서 먼저 노인들의 심리적 특성에 관
해 요약해 보면, 첫째, 연구대상자들이 자존감과 소외감 
그리고 상실감은 보통정도의 수준임을 알 수 있었으며, 
우울감은 보통 이하로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이 보통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둘째, 노인들의 심리적 특성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노
인들의 자존감, 소외감, 상실감, 우울감, 삶의 만족 등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소외감, 상
실감, 우울감은 삶의 만족과 부(-)적인 상관성을 보였으
며, 자존감은 삶의 만족과 정(+)적인 상관성을 보여주었

다. 즉 소외감, 상실감, 우울감 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
도는 낮음을 그리고 자존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다는 것을 보였다.

셋째, 노인들의 심리적 특성들의 삶의 만족에 관한 영
향을 살펴본 결과, 소외감과 우울감은 삶의 만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자존감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실감은 삶
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먼저 자존
감이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정엽과 
이재모(2010)의 연구 그리고 서정길(2015)의 연구와 일
치함을 보여준다[4,27]. 또한 소외감이 삶의 만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정원석(2019)의 연구와도 일치하
며, 이와 더불어 우울감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Jarvik(1976), 서정길(2015), 심옥수(2015) 등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함을 보여주었다[4,9,23,24].

그러나 상실감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지희
와 김종남(2017), 최현옥(2014), 이인정(2007) 등의 연
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15-17].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높이고 소외감과 우울감
을 낮추기 위한 정책과 사업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개발
해 운영할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 치우친 정책들에 있어서 또 다른 관
점을 가지고 새로운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도 제시해 준다. 특히 노인들의 우울감, 소외감, 상실
감 등의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들로서 집단미술치료, 레
크리에이션, 여가활동 프로그램, 사회활동 참여 등의 프
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
그램을 통해 우울증 개선과 소외감이나 상실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들의 심리적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노인복지에 있어서 심
리적 측면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들의 심리적 측면과 삶의 만족과의 관
련성을 제시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가 몇 가지 측면에서 제약점을 갖고 있다. 
연구범위가 광주광역시라는 지역적․공간적 범위의 한계 
그리고 표본 수의 한계 등으로 연구결과를 보편화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의 여러 심리적 
측면들 중 소수의 변수들만으로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정도를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연구범위의 공간적 측면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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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표본의 수 확대, 노인들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다
양한 변수들에 대한 고려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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