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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의 연장은 노년층의 급속한 인구 증가를 가져와 우리나라는 2000년 이미 65

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베이붐 세대가 노년층에 들어

가는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므로(통계청, 

2005) 노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저출산으로 인하여 고령화 속도는 더 급속하

게 진행되리라 추정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고령인구의 증가가 심해 이미 2000년에 65세 이

상 비율이 14.7%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통계청, 2004).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4-003-B0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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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년의 삶의 질은 현대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

며 노인층의 삶의 질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노인들은 늘어난 수명을 건강하게, 인간답

게,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보내며 사는 것을 소망할 것이므로 노인인구의 증가는 건강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증가(Hilleras, Jorm, Herliltz, and Winbald, 2001)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고령화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노인의 삶의 질에 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노인문

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일 것이다.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노인들이 독립적인 삶을 

위하여 삶의 질을 강화하며 또 증가하는 사회적인 비용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다

(Bowling, Gabriel, Dykes, Evans, Fleissig, Banister, and Suton, 2003). 

노년기는 인생의 다른 단계와는 달리 범주가 넓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여성의 남성보다 긴 평균수

명으로 인하여(최성재․장인협, 2000), 여성노인하면 65세에서 90세로 약 20-30년의 넓은 연령범위로, 

65세 이상 노인을 모두 한 범주로 분류하여 설명하기보다는 비교적 아직도 건강하고 활동적인 전기노

인(60-74세)과 후기노인(75세 이상)으로 구분 할 필요가 있어 연령에 따른 삶의 질에 향을 주는 요

소들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삶의 질은 복지에 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요소와 외적인 사회, 경제, 환경적인 요소들의 반응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사용된 개념으로(김태현․김동배․김미혜․이 진․김애순, 1998; Lassey and 

Lassey, 2001) 복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보편적인 관심이 되고 있지만 삶의 질을 측정하는 방법은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다. 또한 개인의 내적, 외적인 요인들 중 어떠한 세부적인 요소들을 사용하느냐

도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노인의 삶의 질은 노인의 복지를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로(Lawton, 1983) 복지에 대한 정의를 살펴

보면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라고 한다(Diener, 1984). 또한 최적의 노년기란(optimal aging)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도 만족하여 개인의 잠재력을 최

대화하는 것이다(Lassey and Lassey, 2001). 그러므로 삶의 질이란 실질적인 삶의 만족으로 개인은 

합리적으로 원하는 것과 삶의 객관적인 상태가 일치할 때 만족감을 느낀다는(Albert and Teresi, 

2001) 합리적인 선호이론(Rational Preference Theories)과 신체, 심리, 사회적인 종합적인 삶의 질을 

볼 때 최적의 노년기를 위해서는 개인의 각 삶의 역에서 만족한 느낌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삶의 

질을 연구하기위해서는 다방면의 개인의 경험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일부 역들만을 고려하고 있어 노인의 삶의 질에 

주로 단편적인 요소들의 향만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전기와 후기노인의 삶의 질을 비교한 연구도 

그리 많지 않다. 구체적으로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차이를 비교한 것은 이인정(1999)의 연구가 유일

하다. 이 연구는 삶의 사건이 노인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의 향을 조사하고 있는 전기, 후기노인에 

대한 유일한 비교연구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비교에 성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노인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연령집단을 비교한 최근의 연구로 고

보선(2003), 이형실(2003)과 정명숙(2005)이 있지만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비교는 아

니며 사회적 자원의 교환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형실, 2003)와 연령과 삶의 만족도를 



전기, 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 및 향요인 비교연구  199

노년을 포함한 전 연령을 비교한 연구로 연령에 따라 종속변인인 만족도를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만

족 등으로 측정한 연구다(정명숙, 2005). 고보선(2003)의 연구는 일반노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에 관한 

연구로 전기와 후기노인의 구분은 하지 않았으며 건강관련변인과 사회적 지지의 삶의 질에의 향만

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전기와 후기노인을 비교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특히 후기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

구는 더욱 미미한 편이다. 몇몇 연구에 의하면 전기노인의 삶의 질이 후기노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

다(고승덕․조숙행, 1997). 후기노인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친구나 친척들보다 긴 생존으로 인한 

사회적 지지체계의 감소, 이로 인한 외로움, 나이로 인한 건강의 악화 등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갖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연령은 건강과 관련이 있고 사회활동, 수입, 사회적 지지자원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자원들은 줄어들게 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에 대한 인지

는 부정적으로 나타나 후기노인이 전기노인보다 건강상태를 나쁘게 지각하고 있으며(차승은․한경

혜․이정화, 2002) 후기노인의 삶의 질 연구에 의하면 건강과 심리적인 요인이 삶의 질의 중요한 

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Hilleras et al.,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단편적으로 진

행된 노인의 삶의 만족도나 삶의 질에 대한 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노인의 삶의 역의 다방면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구체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건강이나 사회활

동, 경제적인 문제 등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전기, 후기노인의 특성이 과연 노인들의 삶의 질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비교하고자 한다.

여성은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기는 하지만 수적으로 많은 여성노인의 삶의 질은 남성노인보다 낮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 면에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만성질환을 많이 갖고 있고 남성노

인보다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문성식․남정자, 2001).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들보다 생활만족

도가 낮으며 자긍심도 낮다. 또한 남성노인보다 심리적 복지감이 크지 못하며 삶의 질도 낮게 나타나

고 있다(고승덕․조숙행, 1997; Atchley, 2000).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볼 때 여성노인이 수적으로 훨

씬 많음에도 불구하고(통계청, 2004) 남성노인보다 열악한 상황의 노년기를 보내고 있지만 여성노인

들의 구체적인 삶의 하위 역이 종합적으로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연구는 미미하여 여성노인의 삶

의 질에 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하위 역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기와 후기여성노인의 삶의 질 수준 및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하위 역별로 나누어 그 특성을 파악하고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노인의 삶의 질에 향

을 주는 요인들을 전기, 후기노인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빠르

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상황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위한 좀더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인구 중 큰 비중을 차지할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요소 및 삶의 질은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이 어떻게 다른가? 둘째, 노인의 신체적인 건강상태, 심리적 상태, 역할, 사회적 

지지나 사회참여 등의 사회적인 상황, 경제적인 여건, 거주형태나 거주환경의 환경적인 요소는 각각 

삶의 질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가? 셋째,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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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삶의 질에 미치는 향에는 전기, 후기노인 간에 차이가 있는가?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삶의 질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연구틀을 제시하고 있는데 크게 객관적인 측정과 주관적인 측

정의 두 가지 틀로 이루어져 있다. 객관적인 측정은 경제 등의 사회적인 지표를 사용한 것이며 주관

적인 측정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느끼고 인지하는가로 측정하는 것이다(Schuessler and 

Fisher, 1985).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객관적인 지표는 개인의 복지경험을 정확히 반 할 수 없는 것

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경험에 의한 복지측정을 선호하고 있으며(Andrews and Withey, 1976; 

Campbell, Converse, and Rodgers, 1976; Diener, 1984), 삶의 질은 다방면성이며 개인의 경험을 포함

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역이라는데 광범위하게 동의하고 있다(Clipp, 2002). 리프(Ryff, 1989)

는 복지란 다면성으로 봐야 한다고 하며 다면성의 측정이 일면의 측정보다 신뢰도가 더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다면성으로 볼 때 복지를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노인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이 악화되고 특히 만성질환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당하게 된

다. 또한 심리상태나 심리적인 기능도 저하되고, 이러한 기능의 저하는 자긍심을 낮추기도 한다. 노인

의 사회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사회적인 역할은 상실되며 사회적 지지체계와의 단절 및 축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준비되지 않은 노후대책과 은퇴 등으로 경제력도 약화된다. 게다가 노

인들은 신체적, 경제적인 여러 이유로 인해 거주지를 옮기거나, 자신이 평생 거주하던 곳을 통한 정체

성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같은 곳의 거주를 고집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환경

적인 요인들이 노인들의 삶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향을 미칠 것이다.  

특별히 여성은 남성보다 긴 평균수명 때문에 여성노인의 나이 범주가 넓은데 20-30년이나 되는 연

령 차이를 노인이라는 한 범주로 설명하여 삶의 질을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뉴가튼

(Neugarten, 1975)은 노인을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으로 나누고 있는데 전기노인은 비교적 활발하며 건

강상태도 양호하고 활동적이나 후기노인기에 보통 80세가 넘으면 매일의 삶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등 

연령에 따른 삶의 질은 다르게 나타난다.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을 설명 혹은 비교하는 연구를 살펴보

면 후기노인의 경우 그들의 연령은 심리적 복지감에 향을 미치지 않으며(김혜경, Kobayashi and 

Liang, 2003) 전기노인보다 후기노인은 신체적인 문제와 장애를 갖고 있어(Menec and Chipperfield, 

1997) 건강이 좋지 못하다(Seccombe and Ishii-Kuniz, 1991; Carmel and Bemstein, 2003). 후기노인

은 전기노인보다 만성질환의 비율도 높았으며(이인정, 1999) 후기노인은 일상생활능력(ADL)에도 도

움을 많이 필요로 하므로 재가복지가 필요하다(Seccombe and Ishii-Kumtz, 1991). 또한 후기노인의 

경우는 남녀의 평균수명의 차이로 인하여 배우자를 상실하여 혼자된 경우가 많다(Seccombe and 

Ishii-Kumtz, 1991). 전기노인의 경우는 후기노인보다 빈곤비율이 낮다(이인정, 1999; Seccombe and 

Ishii-Kumtz, 1991). 이와 같이 전기와 후기노인의 비교가 필요한 것은 비교적 건강하고 활동적인 전

기노인과는 달리 후기노인은 모든 면에서 전기노인보다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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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라도 전기노인과 후기노인 간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노인들의 삶의 질이 단순히 연령에 의해 향을 받는지 노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와 자원에 의해 결정되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노인들도 사회적 지지체계가 풍부하고, 적절한 자원이 

있으며 환경이 좋을 때 비교적 만족한 생활을 한다(Lassey and Lassey, 2001). 전기노인의 경우 현대

의학의 발달로 아직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우므로 후기노

인보다 내적인 갈등을 많이 겪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편견 등으로 자신들의 사회적인 활동이나 참여 

등이 위축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삶의 질 개념은 주관적인 개념으로 한 사람에게 만족을 주며 좋다

고 생각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만족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노인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칠 개인적인 특성으로 교육은 노인이 겪는 삶의 경험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극복자원을 제공한다. 교육은 노년기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자원의 접근과 연관성이 있고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지식을 주기 때문에 삶의 질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고

승덕․조숙행, 1997). 또한 노년기의 배우자는 노인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Pearlin 

and Johnson, 1977), 배우자가 심리적 복지에 향을 미치는 이유는 배우자로 인한 안정적인 환경 때

문이다(Ross, Mirowsky, and Goldstein, 1990). 

삶의 질은 개인적, 내적인 것 뿐 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인 것의 향도 포함한다(Diener, 1984; 

Bowling, Banister, Sutton, Evans, and Windsor, 2002). 보울링 외(Bowling et al., 2003)는 삶의 질의 

다면성을 크게 미시, 거시적인 역으로 나누어 미시적인 측면은 개인의 경험, 건강, 가치 등으로, 거

시적인 역은 사회적인 환경으로 나누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인 측면으로 노인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요소와 거시적인 사회, 환경적인 요소로 구분하여 그 향을 살펴보려고 한

다. 

노인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저항력이 떨어지고 신체기능이 쇠퇴하게 되므로 만성질환에 많이 걸

린다. 노년기의 신체적 건강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높으며 건강상실은 노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 특히 노인들이 인지하는 주관적인 건강은 객관적인 건강과 상관관계가 높을 뿐 더러

(Lund, Caserta, and Dimond, 1989) 주로 자신의 나이 또래와 비교하는 상대적인 건강인지로 노인들 

중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며 삶의 만족도가 높다(Hooyman and Kiyak, 2002). 제

주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한 고보선(2003)에 의하면 건강은 노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향

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질병이 없는 노인은 질병이 있는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

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많은 연구들이 노년기의 건강은 삶의 질에 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Bowling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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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기능적 능력은 관계가 있지만 구별되는 개념이다. 기능적 능력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적 신체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된다(Revicki and Mitchell, 1986: 

237). 노인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능적인 능력이 감소되므로  기능이 

상실될 때 삶의 질은 감소된다(Clipp, 2002). 

자긍심은 주관적인 복지측정의 중요한 요소로 객관적으로 유사한 상황이나 환경일지라도 자긍심에 

따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Diener and Diener, 1995). 자긍심은 사회적인 정체성과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근거하며 자아감의 요소로 “개인의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로 정의된다

(Pearlin, Lieberman, Menaghan, and Mullan, 1981). 자긍심은 노인들의 복지에 향을 미치는 중요

한 요소로 높은 자긍심을 갖고 있는 노인은 삶의 사건들을 통제하려는 기술도 있고 충분한 동기도 있

지만 자긍심이 낮은 노인들은 노년기의 여러 가지 삶의 사건들이나 환경을 극복하거나 변화시키려는 

“동기, 확신, 기술”(Lund, Caserta, and Dimond,  1993: 253) 등을 갖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노인의 

개인적인 자원은 자긍심과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이

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긍심은 삶의 만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데(Diener, 1984) 특히 노년기의 자긍심의 

약화는 노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삶의 즐거움을 감소시키기도 한다(Campbell et al., 1976). 반면 

자긍심이 높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질이 높다(고승덕․조숙행, 1997). 김태현 외(1998)

에 의하면 노년기는 인생의 어떠한 단계보다도 신체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시기로 건강상태의 악화, 

사회적 역할감소 등으로 인한 자존감의 저하 등 삶의 질이 저하되는 시기라고 한다. 

 

 

개인들의 역할은 공식적인 역할과 비공식적인 역할로 나눌 수가 있는데 모두 개인의 행동이나 태

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한다. 개인의 정체성은 사회적인 역할을 통해 결정되며 이러한 

역할은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에 향을 미친다. 역할은 “사회의 위치에 결합되어 있는 권리, 의무와 

기대”로 정의되며(Wan, 1982: 37) 주어진 사회적 지위에 동반하는 기대되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Atchley, 2000). 개인은 사회적인 역할에 투자하도록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개인이 사회적인 역할에 

적당하게 투자할 수 없을 경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Pearlin, 1983). 그러므로 사회적인 역할을 수

행할 수 없는 것은 노인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향을 미칠 것이다.

공식적인 역할은 주어진 사회적 역할의 실체와 지위로 개인을 결정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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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의 여성노인으로 공식적인 역할로 부터 은퇴하 다고 가정하여 비공식적인 역할만을 포함한

다. 비공식적인 역할은 개인의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역할은 

사회적인 지위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활동유형과 사회적 기능은 갖고 있다. 노년기에는 역할

상실로 인하여 지위의 상실, 활동과 관계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며(Adelmann, 1994)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통해서 정체성, 자기평가, 자기가치, 통제력 등을 느꼈던 사람들은 역할이 변화되거나 상

실되었을 때 커다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Atchely, 2000). 이러한 역할상실은 노인들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사회적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므로 역할상실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

다.

사회적 지지란 “다른 사람에 의해 제공되는 자원”(Cohen and Syme, 1985)이다. 보통 노인들은 힘

이 없고 자원이 없는 이미지로 부각되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지지를 받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노인들은 배우자나, 자녀, 형제, 자매, 혹은 친구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 이러한 사

회적 지지자원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주로 도구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포함된다. 도구적 지

지는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심부름을 해주거나 필요한 물질을 제공해 주거나 실질적인 직무를 도와주

는 것 등이다(Cohen and Wills, 1985). 정서적 지지는 친 감, 애착, 동정, 신뢰와 관심 등 개인이 사

랑받고 있음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가 복지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많은 연구에 의해서 잘 알려져 있다(Cohen and 

Syme, 1985; Cohen and Wills, 1985). 사회적 지지자원은 노인들이 삶의 전환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

주며 복지를 증진시키고 외로움을 감소시킨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사회

적 고립감을 해소시켜 주고 소속감과 다른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또한 노

인들은 사회적 지지자원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걱정이나 문제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통하여 

유익을 얻는다.  

사회참여를 통하여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므로 사회참여와 사회활동의 감소는 환경으로부

터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반면 사회참여는 복지에도 긍정적인 향을 준다(Everard, 2000). 개인은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특히 노인의 경우 사회참

여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경험할 경우 사회조직의 구성원과 사회적인 활동은 상실을 경험하는 노인에

게 중요하다.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데 노인들 스스로도 사회참여나 

활동 등이 자신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향 요인임을 인정하고 있다(Bowling et al., 2003). 

노인들의 수입은 사회참여를 하는데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며 삶의 질에 중요한 향을 미친다. 수

입의 부족은 사회적 자원이나 지역사회의 자원에 접근을 제한하는 요소인 반면(Norris and Mur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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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좋은 경제적인 여건은 삶의 질을 높인다(고승덕․조숙행, 1997).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의료

서비스 접근에도 향을 미치며 재정적인 상실은 지위의 상실도 가져오므로 노인들이 인지한 경제상

태는 삶의 질에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여성노인들은 결혼 상태에 따라 거주지가 달라질 수 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에는 자녀들

과 동거하지 않고 주로 배우자와 함께 산다. 그러나 남녀평균수명의 차이로 인하여 여성노인들 중 배

우자를 상실하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할 때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 노인들이 자녀와 

동거하게 되는 이유는 기능의 상실 등 건강상의 이유와 경제적인 어려움, 가계운 이나 관리의 어려

움(Smider, Essex, and Ryff, 1996) 등이 있다. 

특히 노인의 경우 가족과 함께 사느냐 혼자 사느냐의 거주형태는 사회적 관계의 한 형태로 관계의 

존재자체만으로도 그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향을 미치게 된다(김미령, 2005). 농촌지역의 많은 노인

들은 자녀들의 대도시로의 전출로 인하여 혼자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독거노인보다는 배우자와 

함께 살던지 자녀와 함께 살던지 하는 가정 내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존재하느냐는 사회적 통합감

과 소속감을 주기 때문에 삶의 질에 중요한 향을 미치게 된다.

인간의 삶의 질은 개인의 내적 요소 뿐 아니라 외적 환경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다. 몇몇 학자들

은 노인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환경적인 요인을 들고 있다(최정신, 1999; 

Bowling et al., 2002;  Ranzijn, 2002). 이웃이나 거주지도 노인들의 복지에 중요한 향요인인데 자녀

들의 탈농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들이 외롭게 농촌에 거주하는 것은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웃

이나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그들을 떠나지 못 하게하는 다른 상황적인 여건 때문일 수도 있다. 

노인들에게 주거지가 주는 상징적 의미는 매우 중요하며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다. 

노인들은 노화에 적응하는 한 방법으로 지속성을 택하여 자신들의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를 원하지 않

고 계속유지하려고 하므로(Atchley, 2000) 거주환경도 노인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향을 미칠 것이

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구와 경부지역의 네 개시(경산, 상주, 안동, 포항)에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료의 수집은 대구, 경산, 상주, 안동, 포항의 동사무소나 읍사무소 한곳씩을 임의로 선정하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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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인들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이중 무작위로 추출한 노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노인을 방문하여 동의하는 노인들을 설문조사하 다. 농촌노인들의 교육수준을 감안하여 대

면적 면접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는 2004년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6주 동안 진행되었다. 

면접대상자는 전기노인 175명 후기노인 145명이었으나 연구변인의 미응답으로 인하여 연구대상자 수

는 전기노인 174명과 후기노인 136명으로 모두 310명이다. 

분석방법은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변인을 비교하는데 연속변인의 경우에는 t-test를, 범주변인일 

경우에는 χ2을 사용하 다. 전기, 후기 여성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향요인 

등의 하위 역이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각각 사용하

다. 이때에 통제변인으로 연령, 배우자, 수입, 교육이 사용되었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전기, 후기

노인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향력의 차이도 비교분석하 다.   

회귀분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우선 오차가 정규분포해야 하

며 오차분산이 일정해야 한다(homoscedasity)(Marascuilo and Serlin, 1988). 오차의 정규분포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산점도(scatter plot)를 사용하 다. 통계적 유의도를 얻기 위한 검증력(statistical 

power)을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대상이 있어야 하는데(Cohen and Cohen, 1983) 파우어분석결과 본 

연구의 샘플크기는 검증력이 .80을 충분히 넘는다.  또한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있는지를 파악하

기위하여 상관관계를 측정하 다(Neter, Wasserman, and Kutner, 1989).  

 

삶의 질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신체적 건강상태, 심리적 상태, 사회적인 상태, 경제적, 환경적

인 상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신체적인 상태로는 만성질환의 수와 기능적 능력 및 개인의 자신의 건

강에 대한 인지평가를, 심리적 상태로는 자긍심을 측정하고, 사회적인 상태는  비공식적 역할, 사회적 

지지, 사회참여의 정도, 경제적인 상태는 주관적인 생활에의 어려움 및 객관적인 지표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여부, 환경적인 요인으로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만족,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 및 지역사회의 교통

시설에 대한 만족 등을 하위변인으로 사용하 다. 

삶의 질이란 개인의 복지와 삶의 만족에 대한 평가이므로(Clipp, 2002) 삶의 질 측정으로 캄벨

(Campbell, 1981)의 주관적인 삶의 질 척도(Index of Well-Being)를 사용하 다. 주관적인 삶의 질 

척도는 8문항으로 되어있으며 최근의 삶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인 느낌의 질문으로 이루어져있다. 문

항내용은 “당신은 지난 몇 달 동안 어떻게 느끼셨습니까?”며 재미있는, 지루한; 우호적인, 외로운; 보

람있는, 실망스러운 등의 대조되는 형용사 짝으로 이루어져있다. 각 문항은 리커트 7점 척도로 되어있

으며 총점은 8점에서 56점의 범주다. 부정적인 질문의 점수가 높으므로 역코딩 하 다. 삶의 질에 대

한 내적일관도는 .96으로 아주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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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인은 선행연구에 의하여 독립변인 및 종속변인에 향을 줄 수 있는 연령, 배우자, 수입, 교

육을 사용하 다(이인정, 1999; 고보선, 2003; 김혜경 외, 2003; Schuessler and Fisher, 1985; Chou 

and Chi, 2002).

① 연령

연령은 두 집단을 비교할 때는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으로 나누었으며 전기노인도 65세와 74세는 다

르며 후기노인도 75세와 90세는 엄격히 다르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이 있으므

로 통제변인으로 사용하 다. 연령은 연대기로 호적상의 나이를 사용하 다. 

② 교육

교육은 사회적인 지위를 결정하는 변인이다. 현대의 노인들은 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가 아니지만 

교육은 문제해결능력이나 자원을 동원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가능하게 하므로 삶의 질에 향을 주는 

요소가 될 것이다. 교육의 측정은 초등학교부터 정규교육을 받은 연한으로 무학은 “0”, 초등학교 1년

(당시는 소학교)은 “1”로 그 이후로 년수를 더하 다.

③ 수입

수입은 일상생활을 위하는 중요한 도구며 개인의 복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수입을 측정하

기위하여 가족의 한달 수입을 측정하 다. “1”은 10만원 미만, “2”는 10-30만원, “3”은 30-50만원, “4”

는 50-100만원, “5”는 100-150만원, “6”은 150-200만원, “7”은 200만원 이상으로 1에서 7점의 범주다. 

④ 배우자 

배우자유무를 측정하기 위하여는 현재 기혼으로 배우자가 있으면 “1”로, 사별로 배우자가 없으면 

“0”으로 코딩하 다.

① 개인  요소

가. 신체적인  건강 

노인들의 질병은 한번 걸리면 장기간 계속되는 만성질환으로 특징지어진다. 여성노인들이 많이 갖

고 있으며 1년간 유병률이 5%가 넘는 질환인 관절염, 요통좌골통, 디스크, 소화성궤양, 고혈압, 당뇨

병, 협심증, 백내장, 녹내장, 동맥경화증, 뇌졸중, 신경통, 치과질환(정경희․조애저․오 희․변재관․

변용찬․문현상, 1998)중 몇 개의 질병을 갖고 있는가의 질문을 하여 노인의 만성질환을 측정하 다.

노인들의 신체기능은 노인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일상생활능력은 노인이 독립

적인 삶을 위하는데 필수적인 능력이다(Fillenbaum, 1978). 노인들의 신체기능을 측정하는 도구로

는 보통 일상생활능력(ADL)과 도구적 일상생활능력(IADL)이 사용된다(최정신, 1999; 한경혜․홍진

국, 2000; Chou and Chi, 2002).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거동의 불편

이 없는 관계로 일상생활능력은 모두 수행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와 아무런 편차가 없었다(김태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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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본 연구의 대상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독립적인 생활이 불편이 없는 노인이므로 도구적인 일

상생활능력만을 사용하 다.  

노인의 기능의 측정으로는 로톤(Lawton, 1969)의 도구적 일상생활능력(IADL)을 사용하 으며 전

화사용능력, 장보기, 음식장만, 집안관리, 빨래, 교통편의 이용, 자신의 약관리, 재정관리 등의 8개 역

에서 할 수 있으면 “1”, 할 수 없으면 “0”으로 점수는 0점에서 8점의 범주다. 내적일관도는 .86으로 높

다.

개인이 인지한 건강 즉 자기 자신이 평가하는 총체적인 건강은 보통 많이 사용하는 건강측정법으

로(Bisconti et al., 1999) 객관적인 개인의 건강상태와 아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Lund et al., 1989). 

본 연구에서 사용한 건강측정도구는 자신이 인지하는 총체적 건강으로 “같은 나이 또래의 다른 사람

과 비교해서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의 한 문항으로, 1.”아주 안 좋다“에서 5.”아

주 좋다“로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 다.  

나. 심리적 건강

자긍심은 로젠버그(Rosenberg, 1965)의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문항의 내용은 “나는 대부분의 다

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한다” 등으로 “1”은 “대

체로 그렇지 않다”에서 “4”는 “항상 그렇다”로 각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로  총점은 8점에서 32점 

범주다. 문항중 부정적인 의미의 문항은 역코딩하 으며 내적일관도는 .66이다.

② 사회, 환경 인 요소

가. 역할수행

노인의 역할은 비공식적인 역할이 대부분이므로 많은 연구에서 노인의 역할을 측정하기 위하여 비

공식적인 가족역할을 중심으로 노인의 역할을 측정하고 있다(Hong and Seltzer, 1995). 수행하고 있는 

비공식적인 역할이 몇 개인지를 측정한 것으로 대표적인 비공식적인 역할수행으로 부모, 조부모, 배우

자, 형제/자매, 남편의 형제/자매, 자녀의 역할유무에 따라 각 역할을 수행하면 “1”점, 역할을 수행하

지 않으면 “0”점으로, 총 0점에서 6점의 점수분포를 가진다. 

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의 측정으로는 맥카빈, 패터슨과 글린(McCubbin, Patterson, and Glyunn, 1996)의 사회

적 지지 측정도구를 사용하 으며 가족과 지역사회에 근거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문항은 

17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동의하지 않으면 “1”에서 매우 동의하면 “5”로 5점에서 85점 범주다. 

내적일관도는 .90으로 아주 높은 편이다.

다. 사회참여 

사회참여는 종교적인 모임에의 참여, 집단에의 참여 등 사회접촉의 빈도로 특징된다(Murrell, 

Himmelfarb, and Chipley, 1992). 사회참여는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지역사회의 노인교육프로그

램이나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도를 측정하 으며, 집단에의 참여의 빈도에 따라 “1. 매일 2. 일

주일에 한번 3. 이주일에 한번 4. 한달에 한번 5. 두 달에 한번 6. 1년에 3-4번”으로 리커트 5점 척도

로 두 문항의 총점의 범주는 2점에서 12점이다. 높은 숫자가 사회참여를 많이 한 것으로 하기위하여 

역코딩하 다.



208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 2 호

라. 경제적 어려움 

주관적인 경제수준은 노인의 경제상태를 측정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도구로(차승은 외, 2002) 수입

의 주관적인 평가는 삶의 질에 대한 좋은 예측요인이 된다(Schuessler et al., 1985). 경제적인 어려움

은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객관적인 지표인 기초생활보장대상 여부로 측정하 다.  

주관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은 수입과 지출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로 측

정하 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가계의 전체수입이 가계의 전체지출에 충분하지 않을까하여 걱정하십

니까?”로 1.“결코”에서 5.“항상”으로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 다. 경제적 어려움의 객관적인 측정

은 기초생활보장대상 여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면 “1”, 수급자가 아닌 경우 “0”으로 코딩하 다.

마. 환경적 요소

환경적 요소 중 거주형태로는 독거일 경우 “0”, 가족과 함께 사는 동거의 형태는 동거하는 가족한

명을 “1”로 하여 합산하 다. 노인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소로 현재의 거주하는 거

주지에의 일반적인 만족도, 지역사회에의 일반적인 만족도, 교통시설의 일반적인 만족도를 질문하

으며 각 문항의 만족도는 1. 아주 불만, 2. 불만, 3. 보통, 4. 만족, 5. 아주 만족의 리커트 5점 척도로 

총 점수의 범위는 3점에서 15점이다. 내적일관도는 .65다.

4. 연구결과

<표 1>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전기노인의 경우 65-69세가 전체의 2/5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후기노인의 경우는 후기노인 초기인 75-79세가 가장 많아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

며 평균수명인 80세 이상도 거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85-90세 범주도 15%, 90세 이상도 4%

를 넘고 있다. 배우자는 남녀 평균수명의 차이 및 배우자의 평균연령이 여성노인보다 상대적으로 높

은 것을 감안할 때 후기노인으로 갈수록 배우자사망 후 혼자 사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기노인의 수입

은 50-100만원이 가장 많은 범주로 약 1/3정도가 속한다. 후기노인의 경우는 50-100만원이 22.06%, 

100-150만원이 25.74%로 전기노인보다 수입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은 전기노인의 37.36%, 후

기노인의 63.97%가 무학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전기노인 중 50%정도가 소학교재학이나 졸업, 후기노

인 중 약 30%정도가 소학교를 재학했거나 졸업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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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기노인(n=174) 후기노인(n=136)

변인 구분 빈도%(n) 구분 빈도%(n)

연령 60-64 23.56(41) 75-79 53.68(73)

65-69 41.96(73) 80-84 26.47(36)

70-74 34.48(60) 85-90 15.44(21)

90+ 4.41(6)

배우자 유 52.30(91) 22.79(31)

무 47.70(83) 77.21(105)

수입 10만원미만 8.5(14) 8.82(12)

10-30만원 18.97(33) 19.12(26)

30-50만원 14.37(25) 8.09(11)

50-100만원 32.76(57) 22.06(30)

100-150만원 16.09(28) 25.74(35)

150-200만원 8.05(14) 12.50(17)

200만원이상 1.72(3) 3.68(5)

교육 무학 37.36(65) 63.97(87)

소학교재.졸 51.15(89) 31.62(43)

학교재.졸 7.47(13) 2.20(3)

고등학교재.졸 4.02(7) 2.20(3)

<표 2>의 연구대상자의 변인을 살펴보면 각각의 역 중 수입, 건강인지, 사회참여, 경제적 어려움, 

거주환경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전기노인과 후기노인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통제변인의 경

우 평균연령은 전기노인이 68세, 후기노인이 약 81세로 특히 후기노인들의 연령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배우자유무를 살펴보면 전기노인은 52%가 배우자가 있으며 48%가 배우자와 사별한 것을 

알 수 있고, 후기노인의 경우 22.79%가 배우자가 있으며 약 4/5가 배우자와 사별한 것을 알 수 있고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배우자유무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χ2 =27.84, p<.001). 

<표 2>의 통제변인 중 수입은 후기노인이 전기노인보다 조금 많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는 없으며 50만원에서 100만원의 범주다. 교육은 전기노인이 3.36, 후기노인이 1.70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고 있고(t=5.20, p<.001) 전기, 후기노인 모두 학력은 당시의 소학교(지금의 초등학교)에 조

금 다닌 수준이다. 전기노인의 경우 표준편차를 감안한다면 무학에서 최고 소학교 졸업정도가 보편적

이다. 후기노인은 전기노인보다 훨씬 낮아 무학에서 최고 소학교 4년 정도의 교육과정을 밟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들의 건강관련 변인들을 살펴보면 만성질병의 숫자는 전기노인은 평균 3.38, 후기

노인은 평균 3.81로 후기노인이 조금 많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노인들의 기능적 능력을 설명하

는 도구적 일상생활능력은 전기노인이 후기노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크다(t=6.68, p<.001). 그

러나 건강을 인식하는 정도는 전기노인 3.02와 후기노인 2.85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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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노인집단의 심리적인 변인들을 살펴보면 전기노인의 자긍심이 후기노인보다 유의미하게 높다

(t=2.21, p<.01). 두 집단의 사회적인 변인 중 역할수행은 전기노인이 3.74 후기노인이 2.98로 전기노

인의 역할이 하나 정도 많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t=5.79, p<.001). 사회적 지지도 전기노인이 

63.92, 후기노인이 60.68로 전기노인이 유의미하게 크다(t=2.90, p<.01). 사회참여는 각각 1.85와 1.98

로 1년에 3-4번 정도의 참여율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표 2>  기,후기노인 삶의 질  변인비교

변인
기노인 후기노인

t test/χ2

평균 평균

연령

배우자

수입

교육

만성질환

기능 능력

건강인지

자 심

역할수행

사회 지지

사회참여

경제어려움

생활보장

거주형태

거주환경

삶의 질

68.41(4.14)

52.30%

3.61(1.46)

3.36(3.36)

3.38(1.90)

7.56(1.16)

3.02(0.94)

23.25(3.26)

3.74(1.14)

63.92(9.02)

1.85(2.15)

2.94(1.31)

10.92%

1.24(1.11)

10.79(1.92)

33.90(9.49)

 80.75(4.68)

 22.79%

 3.89(1.65)

 1.70(2.72)

 3.81(1.74)

 6.19(2.15)

 2.85(0.95)

 22.38(3.61)

 2.98(1.16)

 60.68(10.27)

 1.98(2.21)

 2.99(1.27)

 8.82%

1.48(1.35)

10.64(1.72)

31.48(9.92)

 -24.59***

  27.84***

 -1.58

  4.82***

 -2.05*

  6.68***

  1.52

  2.21**

  5.79***

  2.90**

 -0.51

 -0.38

  0.54

 -1.72

  0.73

  2.18*

p*<.05; p**<.01; p***<.001: 괄호 안은 표준편차

두 집단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전기노인이 2.94, 후기노인이 2.99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

다. 기초생활보장대상도 전기노인이 10.92%, 후기노인이 8.82%로 전기노인이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거주형태는 전기노인이 1.24 후기노인이 1.48로 후기노인의 동거

가족이 많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두 집단의 거주환경 만족도를 살펴보

면 전기노인이 10.79, 후기노인이 10.64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삶의 질을 살펴보면 

전기노인이 33.90, 후기노인이 31.48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t=2.18, p<.05) 전기노인의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회귀분석을 검증하기 전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전기노인과 후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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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표 3>은 전기노인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관관계로 건

강인지와 만성질환이 -0.53으로 높지만 0.6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 그 외 모든 변인의 상

관관계는 0.01에서 0.37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4>는 후기노인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

의 상관관계로 가장 높은 기능적 능력과 거주형태는 -0.47, 사회적 지지와 거주환경은 0.47로 모두 0.6

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상 계( 기노인:n=174)

1 2 3 4 5 6 7 8 9 10

1.만성질환

2.기능능력 -0.16*

3.건강인지 -0.53*  0.12

4.자 심 -0.25*  0.21*  0.19*

5.역할수행 -0.18*  0.11  0.13  0.19*

6.사회지지 -0.02  0.25*  0.02  0.37*  0.16*

7.사회참여  0.05  0.07 -0.06  0.11 -0.11  0.06

8.경제 어려움  0.10  0.05 -0.09 -0.34* -0.28* -0.15*  0.10

9.생활보장  0.18* -0.02  0.01 -0.27* -0.34* -0.14  0.07  0.37*

10.거주형태 -0.08 -0.15* -0.01  0.01  0.13  0.01 -0.04  0.03 -0.21*

11.거주환경 -0.09  0.09  0.17*  0.37*  0.21*  0.36  0.13 -0.26* -0.20* -0.01

*p<.05

<표 4>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상 계(후기노인:n=136)

1 2 3 4 5 6 7 8 9 10

1.만성질환

2.기능능력 -0.03

3.건강인지 -0.41*  0.16 

4.자 심 -0.10  0.22*  0.26*

5.역할수행  0.04  0.07  0.04  0.24*

6.사회지지 -0.02  0.12  0.12  0.61*  0.33*

7.사회참여  0.13  0.29*  0.04  0.15 -0.09  0.12

8.경제 어려움  0.08  0.02 -0.24* -0.22* -0.42* -0.11  0.10

9.생활보장  0.12  0.14 -0.22* -0.21* -0.37* -0.13  0.04   0.31*

10.거주형태  0.06 -0.47*  0.06  0.13  0.14  0.07 -0.16  -0.17* -0.27*

11.거주환경 -0.08  0.25*  0.15  0.42*  0.17*  0.47*  0.18*  -0.00 -0.01 -0.09

*p<.05

<표 5>의 전기노인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모델1의 통제변인인 인구학적 

변인은 삶의 질 변량을 20.46% 설명하고 있다. 통제변인 중 배우자와 수입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 모델1의 통제변인에 신체적 변인들을 투입한 모델2의 경우 삶의 질 변량을 27.74% 설명

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기능적 능력, 건강인지의 신체적 변인들이 삶의 질을 7.28% 설명하고 있다. 신

체적인 요인 각각의 변인을 살펴보면 만성질환은 삶의 질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지 않지만 노

인들의 기능적 능력(b=1.40, p<.01)과 건강에 대한 인지(b=1.62, p<.05)는 삶의 질에 유의미한 향

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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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2에 심리적인 변인을 투입한 모델3은 삶의 질에 대한 변량을 50.74% 설명하고 있으며 자긍심

은 삶의 질의 변량을 26% 설명하고 있고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향을 미치고 있다(b=1.53, p<.001). 

모델4는 모델3에 사회적인 변인을 첨가한 것으로 모델4는 삶의 질의 변량을 57.64%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인 변인인 역할수행, 사회적 지지와 사회참여는 삶의 질 변량을 6.9%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인 

변인 중 역할수행은 전기노인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지 않으며 사회적 지지(b=0.27, 

p<.001)와 사회참여(b=0.56, p<.01)는 삶의 질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다. 모델4에 경제적 어려

움을 첨가한 모델5는 삶의 질 변량을 64.08% 설명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 변인은 삶의 질 변량

을 6.44% 설명하고 있다. 주관적 경제적 어려움은 노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

치고 있고(b=-1.66, p<.001) 생활보장대상 또한 전기노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다(b=-4.56, p<.01). 모델5에 환경적인 요인을 첨가한 모델6은 삶의 질 변량을 64.75% 설명

하고 있다. 그러나 거주형태나 거주환경만족인 환경적인 요인은 전기노인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향

을 미치고 있지 않다.

<표 5>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계  회귀분석모델( 기노인: n=174)

모델1

b(s.e)

모델2

b(s.e)

모델3

b(s.e)

모델4

b(s.e)

모델5

b(s.e)

모델6

b(s.e)

연령 -0.00(0.01) 0.00(0.01) -0.01(0.01) -0.01(0.01) -0.01(0.01) -0.01(0.01)

배우자 5.24***(1.44) 4.57***(1.39) 3.53**(1.16) 3.44**(1.32) 3.39**(1.22) 3.71**(1.29)

수입 1.77***(0.45) 2.00***(0.44) 1.18**(0.38) 1.16***(0.35) 0.49(0.35) 0.84*(0.44)

교육 0.33(0.20) 0.29(0.20) 0.20(0.16) 0.11(0.15) 0.08(0.14) 0.10(0.14)

만성질환 -0.31(0.39) 0.10(0.33) -0.07(0.46) 0.03(0.29) -0.03(0.29)

기능 능력 1.40**(0.57) 0.54(0.49) 0.07(0.46) 0.23(0.43) 0.15(0.44)

건강인지 1.62*(0.79) 1.17*(0.66) 1.29*(0.62) 1.44**(0.58) 1.33*(0.59)

자 심 1.53***(0.17) 1.23***(0.17) 0.99***(0.17) 0.94***(0.17)

역할수행 -0.19(0.57) -0.87(0.54) -0.95*(0.54)

사회 지지 0.27***(0.06) 0.26***(0.05) 0.25***(0.06)

사회참여 0.56**(0.23) 0.68**(0.22) 0.63**(0.22)

경제어려움 -1.66***(0.42) -1.36**(0.46)

생활보장 -4.56**(1.68) -4.84**(1.70)

거주형태 -0.74(0.56)

거주환경 0.29(0.28)

F test F(4, 169)= F(7, 166)= F(8, 165)= F(11, 162)= F(13, 160)= F(15, 158)=

10.86*** 9.10*** 21.25*** 20.04*** 21.96*** 19.35***

R square 0.2046 0.2774 0.5074 0.5764 0.6408 0.6475

F 증 test F(3, 166)= F(1, 165)= F(3, 162)= F(2, 160)= F(2, 158)=

5.57** 77.04*** 8.80*** 14.32*** 1.50

p*<.05; p**<.01; p***<.001; 각 변인의 상수에 대한 t-test는 단측 꼬리검증임(p<.05)

<표 6>의 후기노인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모델1의 통제변인인 인구학적 

변인은 노인의 삶의 질 변량을 10.32% 설명하고 있다. 통제변인 중 유배우자와 수입은 삶의 질에 긍

정적인 향을 미친다. 모델1의 통제변인에 신체적 변인들을 투입한 모델2의 경우 삶의 질 변량을 

25.16% 설명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기능적 능력, 건강에 대한 인지의 신체적 변인이 삶의 질 변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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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 설명하고 있다. 신체적인 변인을 각각 살펴보면 만성질환과 기능적 능력은 삶의 질에 유의미

한 향을 미치고 있지 않지만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인지는 삶의 질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다

(b=3.34, p<.001). 모델2에 심리적인 변인을 투입한 모델3은 삶의 질에 대한 변량을 62.37% 설명하고 

있으며 자긍심은 삶의 질 변량을 37.21% 설명하고 있고 삶의 질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다

(b=1.85, p<.001). 모델3의 심리적인 변인의 첨가로 인하여 모델2에서 삶의 질에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던 교육은 삶의 질에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자긍심의 삶의 질에 대한 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긍심을 고려할 때 교육은 더 이상 삶의 질에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지 않게 되

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6>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계  회귀분석모델(후기노인: n=136)

모델1

b(s.e)

모델2

b(s.e)

모델3

b(s.e)

모델4

b(s.e)

모델5

b(s.e)

모델6

b(s.e)

연령 -0.00(0.01) 0.00(0.01) 0.01(0.01) 0.02*(0.01) 0.02*(0.01) 0.02*(0.01)

배우자 3.93*(2.00) 4.20*(1.85) 4.51***(1.85) 2.28(1.47) 1.90(1.53) 1.49(1.64)

수입 1.20**(0.51) 1.33**(0.51) 0.55(0.37) 0.58*(0.33) 0.43(0.35) 0.23(0.42)

교육 0.46(0.32) 0.52*(0.30) 0.22(0.21) 0.08(0.19) 0.04(0.19) 0.07(0.19)

만성질환 -0.38(0.48) -0.36(0.34) -0.36(0.30) -0.36(0.30) -0.37(0.31)

기능 능력 0.53(0.43) -0.13(0.31) 0.13(0.28) 0.10(0.28) 0.14(0.30)

건강인지 3.34***(0.92) 1.69**(0.67) 1.67**(0.58) 1.52**(0.61) 1.45**(0.61)

자 심 1.85***(0.16) 1.24***(0.18) 1.22***(0.18) 1.18***(0.18)

역할수행 0.99*(0.57) 0.91(0.63) 0.93(0.64)

사회 지지 0.34***(0.06) 0.34***(0.06) 0.33***(0.06)

사회참여 -0.49*(0.23) -0.46*(0.23) -0.46*(0.23)

경제어려움 -0.61(0.47) -0.72(0.49)

생활보장 0.45(0.22) 0.52(2.04)

거주형태 0.42(0.52)

거주환경 0.23(0.34)

F test F(4, 131)= F(7, 128)= F(8, 127)= F(11, 124)= F(13, 122)= F(15, 120)=

3.77*** 6.15*** 26.31*** 29.44*** 24.97*** 21.52***

R square 0.1032 0.2516 0.6237 0.7231 0.7268 0.7290

F 증 test F(3, 128)= F(1, 127)= F(3, 124)= F(2, 122)= F(2, 120)=

8.46*** 125.59*** 14.84*** 0.83 0.49

p*<.05; p**<.01; p***<.001; 각 변인의 상수에 대한 t-test는 단측 꼬리검증임(p<.05)

모델4는 모델3에 사회적 변인을 첨가한 것으로 모델4는 삶의 질 변량을 72.31% 설명하고 있다. 사

회적 변인은 모두 후기노인의 삶의 질에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고 있다. 하위변인을 살펴보면 역할

수행(b=0.99, p<.05)과 사회적 지지(b=0.34, p<.001)는 삶의 질에 긍정적인 향을, 사회참여

(b=-0.49, p<.05)는 부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다. 모델4에 경제적 어려움을 첨가한 모델5는 삶의 질 

변량을 72.68% 설명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변인은 삶의 질 변량을 0.37% 설명하고 있으나 유의미하지 

않다. 모델5에 환경적인 요인을 첨가한 모델6은 삶의 질 변량을 72.90% 설명하고 있으나 거주형태나 

거주환경만족은 후기노인의 삶의 질에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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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와 후기노인의 삶의 질 향 요인 중 우선 인구학적 변인을 살펴보면 배우자유무에 따른 삶의 

질 차이는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기와 후기노인의 신체적인 요인의 삶의 질에 대한 향

을 살펴보면 두 집단모두 건강인지가 유의미하게 삶의 질에 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기노인의 삶의 

질보다(b=1.62, p<.05) 후기노인의 삶의 질(b=3.34, p<.001)에 더 크게 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기

능적 능력은 전기노인의 삶의 질에만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고 있다(b=1.40, p<.01). 자긍심은 전기, 

후기 모두 p<.001 유의수준에서 삶의 질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인 요인의 삶의 질에 

대한 향력을 살펴보면 전기노인의 경우는 역할수행이 삶의 질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지 않지

만 사회적 지지(b=0.27, p<.001)와 사회참여(b=0.56, p<.01)는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후기노인의 경우 역할수행(b=0.99, p<.05)이 삶의 질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

(b=0.34, p<.001)는 전기노인과 마찬가지로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후기노인의 경우 

전기노인과는 반대로 사회참여(b=-0.49, p<.05)가 많을수록 삶의 질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전기노인의 경우 주관적인 어려움(b=-1.66, p<.001)과 객관적인 지표인 기초생활

보장대상(b=-4.56, p<.001) 모두 삶의 질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후기노인의 경우 경제

적인 어려움은 삶의 질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환경적인 요소는 전기, 후기노인 모두의 

삶의 질에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5. 논의 및 제언

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구문제에 제시했던 것 중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삶의 질과 삶의 질에 

향을 주는 변인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배우자를 보면 전기, 후기노인 간에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후기노인의 경우 전기노인보다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평균수명이 긴 것도 반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정도는 

전기와 후기 노인 간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데 연구대상노인들이 시골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을 무

렵에는 여성들에게 교육을 별로 시키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젊은 노인층일수록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만성질환 수는 전기노인이 3.4개, 후기노인이 3.8개로 전기와 후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연로할

수록 만성질환수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여성노인들이 노년기에 3-4개 정도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능적인 능력도 나이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전기노인이 후기노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컸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김태현 외, 1998)와 일치하는 것이다. 건강에 대한 

인지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만성질환과 기능적 능력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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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심리적인 변인인 자긍심은 전기노인이 후기노인보다 높아 연령이 낮을수록 심리적

인 상황이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인 역을 보면 전기노인이 후기노인보다 사회적 지지나 비공식적인 역할수행이 월등히 높

음을 알 수 있다. 후기노인의 경우 부모, 형제들이 이미 사망하 을 가능성을 통하여 비공식적 역할수

행이 작음을 알 수 있다. 디너(Diener, 1984)에 의하면 젊은 사람은 나이든 사람보다 행복감을 느낀다

고 하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도 상대적으로 젊은 전기노인이 후기노인보다 통계적으로 높은 삶의 질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이 되어 연로하면 보통 삶의 만족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후기노인도 높

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Hilleras et al., 2001) 본 연구결과도 전기노인보다는 낮지만 후기노

인들도 비교적 높은 삶의 질을 보여주고 있다.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인구학적인 변인들의 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Bowling et al., 2002). 디너(Diener, 1984)의 연구에 의하면 인구학적인 변인들은 삶의 질 

변량을 10%, 많아야 15% 정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기노인의 경우 20%, 

후기노인의 경우 10%정도로 노인들의 삶의 질 변량을 약 15% 설명하고 있다. 환경적인 요인을 제외

하고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인 요인들의 하위 역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이 전기, 후기노

인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기와 후기에 향을 미치는 변인은 같은 것도 있으

나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있다. 

좋지 않은 건강은 삶의 질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며(Bowling et al., 2003) 건강이나 기능적 능력

은 후기노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Hilleras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등의 좋지 않은 건강은 삶의 질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기능적인 능력은 노인에게 독립성을 주는 요소로 삶의 질에 중요한 향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는데(Bowling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전기노인의 삶의 질에만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작용하고 있다. 전기노인들은 아직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나이므로 신체적으로 제대로 기

능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후기노인들의 경우에는 전기노인보다 자기나

이 또래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건강하게 느끼는 것이 삶의 질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전기노인들보다 신체적으로 연약하므로 자신을 건강하다고 느끼는 주관적 평가가 전기노인

보다 삶의 질에 훨씬 많은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긍심은 전, 후기노인들의 삶의 질을 모두 높게 설명하고 있어 노인의 삶의 질을 측정한 주관적인 

복지에 커다랗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긍심을 잃기 쉬운 노년기에 높은 자긍심은 노

인들이 여러 특성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삶의 질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은 삶의 질 변량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어

(Campbell et al., 1976; Diener, 1984; Bowling et al., 2001)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건강과 심리적인 요인이 모두 삶의 질에 중요한 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선행연구(Hilleras et 

al., 2000)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건강은 자긍심보다 삶의 질 변량을 덜 설명하고 있는데 신체적인 

요인의 하위 역을 살펴보면 전기, 후기노인 모두 신체적인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만성질환은 삶의 질

에 중요한 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삶의 질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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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들에게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

인 자긍심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인 역의 중요성을 명시한 선행연구(Bowling et al., 2003)를 지지하며 노

년기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시켜주는 사회적인 활동, 역할수행,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중요함을 

다시 인식시켜 주고 있다. 역할수행의 경우 <표 1>에 의하면 후기노인이 전기노인보다 약 한개 정도

의 역할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노인의 삶의 질에는 유의미하지 않던 역할수행이 후기노인에게는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비공식적인 역할도 감소해가는 상황에서 역할수행은 후

기노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사회참여의 경우 <표 1>에 의하면 평균 수

치는 전기와 후기노인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전기노인은 아직도 활동적이므로 그들이 위축

되지 아니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사회

참여는 후기노인들에게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향을 주어 연로한 후기노인의 경우에 신체적인 연약

함 등으로 사회참여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역할 및 사회적 지지나 사회참여 등의 좋은 사회적 관계는 65세 이상 노인을 연구한 보울링 

외(Bowling et al., 2003)의 연구에서도 삶의 만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노인들이 잃어가는 

요소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때 삶의 질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후기노인의 

경우 연로한 나이로 인하여 배우자, 형제 등의 비공식적 역할도 상실되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들이 계

속 남아있는 경우 삶의 질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족관계나 친구관계의 

상실로 고독감을 느끼는 후기노인들에게 다양한 역할수행의 기회는 노인들의 상실한 역할을 대체하고 

고독감을 해소하는 사회통합의 효과도 있을 것이다. 사회적 지지는 전기노인이 후기노인보다 유의미

하게 높기는 하지만 젊은층과 비교해 본다면 2/3수준으로(정경희, 1995) 사회적 지지가 전기, 후기 여

성노인 모두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한다면 좀더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참여가 삶의 질에 주는 향은 전기와 후기노인간에 차이가 있는데 아직도 활동

적이고 건강한 전기노인에게 재취업 등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전기노인의 삶의 질을 높

이는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요인인 주관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객관적인 지표인 기초생활보장대상은 후기노인의 삶의 

질에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 지만 전기노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향을 주었다. 이와 같

이 전기노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삶의 질에 부정적인 향을 준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언급하 듯

이 아직도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여건이 따르지 않

으므로 부정적인 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끝으로 환경적인 요인은 노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Bowing et al., 2003) 본 연구에서 환경적인 요인의 삶의 질에 대한 향을 살펴보면 전기, 후기노인 

모두 거주형태나 지역사회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삶의 질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적인 것 등 노인들의 외적인 요인보다는 인구학적인 변인이나 상황변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노인들의 삶의 질에 더 많은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함의를 살펴보면 전기와 후기노인의 여러 변인의 특성 및 삶의 질에 향요인은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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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으므로 나이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자긍심은 전, 후기노인 모두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노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연로한 가운데 

있지만 삶의 의미와 자신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

히 심리적인 요인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임을 노인들이 재인

식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전기, 후기노인의 삶의 질에 모두 기여하고 있는 자긍심을 높

이기위해서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노인과의 올바른 관계형성을 통해 자긍심을 고양하

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신체건강 뿐 아니라 노인들의 자긍심을 강화시키고 정신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프로그램이나 정책방향의 모색이 요청된다. 

사회참여는 나이에 따른 삶의 질에의 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회참여에 나이의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활동적인 전기노인의 경우 긴 여가시간을 지역사회의 활동이나 

복지프로그램 혹은 교육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하여 자신의 역할정체성을 다시 찾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참여하는 것 뿐 아니라 자신보다 연로한 후기노인들을 직접 

돕거나 독립심을 상실한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좀더 적극적인 활동에의 참여도 권장할 만하다.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통하여 취약해지기 쉬운 노년기의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사회적 지지체계

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후기노년기에 취약해진 비공식적인 역할의 보충을 위하

여 같은 동년배 노인끼리의 정서적인 모임인 자조집단(self-help group)이나 지역사회에서 비공식적인 

역할을 대치할 수 있는 역할수행을 모색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특히 후기노인

들은 기능의 상실 등으로 사회참여도 쉽지 않은 상태며 비공식적인 가족역할도 많이 상실해 있는 상

태이므로 자원봉사자나 가정봉사원 등의 규칙적인 방문을 통하여 비공식적인 역할을 수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노인들이 잃어가는 많은 특성들을 보충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고 

성공적인 노화임을 감안할 때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성공적인 노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노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많기는 하 지만 전기와 후기로 나누

어 다양한 노년기의 삶의 질에 대한 향요인을 비교한 연구는 미미한 편인데(한경혜 외, 2000) 여성

노인을 전기와 후기노인으로 나누어 삶의 질 향요인의 파악 및 향요인을 비교해 본데 의의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종속변인인 삶의 질 변량

을 아주 높은 비율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본 연구가 예측력이 충분한 변인들을 사용한 것으로 신체, 

심리, 사회, 경제, 환경적인 전 역의 하위 역의 예측변인을 통하여 노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

가 무엇인지를 입증한 것이 기여도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연구(Andrews et al., 1976)에서도 삶의 질

을 다면성의 여러 역으로 예측한 결과 삶의 질 변랑을 61% 설명하고 있어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

된 모든 변인들을 포함하여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방법론상의 한계를 살펴보면 첫째, 연구대상이 대구 경북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으

며 대상을 무작위 추출하지 않아 모든 노인에게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둘째, 노인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 변인 중 환경적 요인은 유일하게 노인들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지 않아 단순히 가족과 동거하느냐 독거하느냐의 삶의 형태나 지역사회의 만족보다 좀 더 



218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 2 호

구체적인 환경적인 변인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요청된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 전기, 

후기노인들의 세대 간의 차이(cohort effect) 및 삶의 질 향력의 차이는 알 수 있지만 세대 간의 차

이가 그 세대 고유한 특성인지 아니면 노년기로 인한 나이가 변화함에 따른 차이인지를 알 수 없으며, 

또한 횡단적인 연구로는 원인결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종단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한 제시는 높은 삶의 질 변량을 설명한 심리적 요인인 자긍심이 노인의 삶

의 질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하여 파악되었지만 무엇이 노인들로 하여금 높은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인지를 조사해 보는 것도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수적으로는 적지만 전기, 후기남성노인들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비교분석

하고, 또한 같은 연령대의 남녀노인들의 삶의 질 향요인을 비교해 봄도 흥미로운 연구라 사료된다. 

양적인 연구 뿐 아니라 노인자신들이 무엇이 그들의 삶의 질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의 질적 연구도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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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f Comparing the Factors of Affecting on the Quality of 
Life for Young-Old Women and Old-Old Women 

Kim, Mee-Ryoung
(Daegu University)

This study distinguishes the aging population as young-old and old-old women. 

It examines the difference of each variable between young-old and old-old women. 

Also, it examines the effect of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quality of life for older adults in both groups and 

compares the effects on the quality of life between both groups. The sample of this 

study is collected from Daegu and Kyungbuk province and the sample size of this 

study is 310. As statistical method, t-test, χ2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s are 

used. As demographic factors, age, marital status, income and education are 

controlled.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marriage, perceived health,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are important factors of affecting on the quality of life for both 

groups. However, for young-old group, the perceived economic hardship and the 

receipt of social welfare affect negatively and social participation affects positively on 

the quality of life. On the other hand, for old-old group, informative social role 

affects positively and social participation affects on the quality of life negatively. 

Key words: the quality of life, old-old women, young-ol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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