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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농촌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농촌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의 영향요인을 조사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2012년 9월부터 12월까
지 W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208명을 편의추출하여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0 

program을 사용하였으며,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으
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농촌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설명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우울, 인지기능, 생산
적 활동, 일상생활활동 순서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2.1%였다. 농촌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제공 및 사회적 활동 등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이 가장 필요하며, 이에 따른 맞춤형 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주제어 : 성공적, 노화, 농촌, 사회적, 지지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the affecting factors of successful aging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developing intervention program for the rural elderly. Method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design was used. Data was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 from 208 people with age over 65 residing in an 
rural community. They were recruited by convenience sampling.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through SPSS/WIN 21.0 
program. Results: Explanatory factors affecting the rural elderly's successful aging were social support, 
depression, cognitive function, productive activity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respectively, and these five 
factors accounted for 42.1% of the variance in successful aging. Conclusion: The rural elderly's successful 
aging requires establishment of social support system such as health medical service supply and social activities 
by being connected with social communities, and for thi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be a necessity of 
developing customized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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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70년 3.1%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최하 지만 2010년 11.0%, 2013년 

12.2%로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2030년 

24.3%, 2050년 37.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post-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상하고 있다[1].
 즉,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인 수뿐만 아니라 체 인구에서 차지

하는 노인인구의 구성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다른 연령

에 비해 그 증가율이 빠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농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 은 1970년 

4.2%에서 2010년 20.9%로 16.7%p 상승하여 도시의 

7.1%p 상승폭을 크게 넘어서[1] 농 의 고령화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균수명 연장과 노

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의 삶의 질에 한 높은 심으로 

이어졌으며, 노화에 한 정 인 측면이 강조된 ‘성공

 노화’의 개념이 최근 노년학의 요하고 보편 인 주

제로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

[2,3,4,5].

Baltes·Baltes[2]는 개인이 나이 듦에 따라 능력 변화

에 직면하더라도 합한 활동을 선택하고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최 화하며 손상된 것에 해 보상함으로써 성공

 노화를 맞을 수 있다는 SOC(selection, optimization, 

compensation)모델, 즉 ‘보상을 수반한 선택  최 화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모델’을 제시

하 다. Rawe·Kahn[3]은 미국 노인을 상으로 건강상

태, 사회 계망의 특징, 심리  특징, 신체 ·인지  기능 

 생산  활동 등의 5가지 역을 측정하여 ‘성공  노

화'를 해서는 질병과 질병 련 장애가 을 것, 높은 

인지 ·신체  기능을 유지할 것, 삶에 극 으로 여

할 것 등이 필요하다는 ‘ 극  인생참여 모델’을 제시하

다. 한 Vaillant·Mukamal[4]은 높은 교육수 과 사

회계층 그리고 확  가족망을 가지는 것이 성공  노후

와 련된다고 하 으며, Crosnoe·Elder[5]는 건강상태와 

사회경제 인 지 가 성공  노후를 측한다고 하 다. 

국내에서는 Kim·Shin[6]이 한국노인의 삶을 분석하여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 ‘자녀의 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부부간의 동반자 인 삶’,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삶’이 

성공  노화의 4가지 요인이라고 밝혔고, Kim[7]은 ‘자율

 삶’, ‘자기완성 지향’, ‘ 극  인생 참여’, ‘자녀에 한 

만족’, ‘자기수용’, ‘타인수용’ 등의 요인이 있다고 하 다. 

Paik·Choi[8]는 연령, 교육기간, 배우자 유무, 성, 주  

건강상태 순으로 성공  노화의 측력이 높다고 하 다. 

이들의 연구를 통해 나이 듦에 따라 노화의 과정을 수용

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성공  노화를 해 필요한 조건

들이 제시되면서 차 으로 성공  노화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밝히려는 연구[4,8,9,10,11]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성공 인 노화를 해 보편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요인은 건강, 사회  지지, 경

제  측면, 활동 등이 있지만, 성공  노화의 향요인은 

자신이 놓여있는 상황과 문화  맥락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국가별로 노인의 노화에 한 인식은 다르며, 

지역과 계층에 따라 겪는 맥락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인식하는 노화의 모습에도 차이가 있듯이[11], 도

시 노인과 농  노인의 성공  노화에 한 인식 한 다

를 것으로 단된다. 

우리나라의 농 은 이미 고령 사회로 어들었고[1], 

고령화 상은 더욱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농  지역사회의 생산성은 감소하고, 활력은 떨어지며, 

더 나아가 농 사회의 지속성에 한 우려를 낳게 된다

[12]. 이러한 상은 도시 노인보다 경제, 의료, 사회  서

비스의 사각지 에 놓여있는 농  노인의 삶의 질을 더 

떨어뜨리게 되며[13], 주  건강상태의 취약성과 그로 

인한 우울을 증가시킬 것이다[14]. 지 까지 노인의 성공

 노화에 한 향요인을 밝히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속도로 증가하는 농  노인을 상

으로 성공  노화의 향요인을 밝히려는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농  노인을 상으로 Rawe·Kahn[3]

의 성공  노화 이론의 구성요소인 건강상태, 사회 계

망의 특징, 심리  특징, 신체 ·인지  기능, 생산  활

동 등을 측정하여 농  노인의 성공  노화를 한 향

요인을 규명하고 농  노인의 성공  노화를 한 재 

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시와 농 의 거주 지역으로 인한 

성공  노화의 차이를 극복하기 한 기 자료로 활용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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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1.2.1 농 노인의 일반  특성과 건강 련 특성을 

악하고, 성공  노화와 주  건강상태, 일상생

활능력, 우울, 지각된 사회  지지, 인지 능력의 

정도를 악한다. 

1.2.2 농 노인의 일반  특성과 건강 련 특성에 따

른 성공  노화의 차이를 분석한다. 

1.2.3 농 노인의 성공  노화와 일상생활능력, 우울, 

지각된 사회 지지  인지기능과의 상 계를 

분석한다.

1.2.4 농 노인의 성공  노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농 에 거주하는 노인을 상으로 성공  

노화의 향요인을 규명하기 한 서술  상 계 연구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W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에서 

지남력에 장애가 없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으로 연

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상자를 편의추출하 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3개월이었다. 

자료수집의 정확성을 해 연구보조원인 간호 학생 2명

에게 연구목 과 설문지 기입방법 등에 한 교육을 실

시하 으며 각 연구보조원은 농  지역으로 노인을 방문

하여 연구목 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

면 동의한 상자에게 자료를 수집하 다. 한 상자

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하고, 수

집된 자료는 익명을 보장하며 연구목 으로만 사용한다

는 설명을 한 후 연구 참여에 한 동의를 자필 서명으로 

받고 조사를 시작하 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30분 정도 다. G*Power 3.0 로그램을 이용하

여 산출한 본 연구의 표본 수는 다 회귀분석 유의수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측변수 8로 하 을 때 최

소 160명으로 결정되어 탈락률을 고려하여 208명의 자료

를 수집하 으나 응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8부

를 제외하고 200명의 자료를 분석하 다.

2.3 연구 도구

2.3.1 성공적 노화

성공  노화는 한국 노인을 해 개발한 Kim[7]의 성

공  노화척도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자율  삶(9문

항), 자기완성 지향(6문항), 극  인생 참여(5문항), 자

녀에 한 만족(5문항), 자기수용(3문항), 타인수용(3문

항)의 6가지 하 요인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그 지 않다(1), 그 지 않다(2), 보통이다

(3), 체로 그 다(4), 매우 그 다(5)의 5  Likert 척도

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성공  노화가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내  일

치도는 .90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내

 일치도는 .833으로 나타났다.

2.3.2 일상생활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일상생활능력은 옷입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식사하

기, 이동, 화장실 사용, 소변 조 의 총 7문항으로 노인

이 기본 인 일상생활을 독립 으로 할 수 있는가를 평

가하는 측정도구로서, 반 인 신체  기능을 정하는 

요한 지표이다[15,16]. 본 연구에서는 Katz 등[16]의 

ADL 도구를 Won 등[15]이 한국문화에 맞게 수정한 한

국형 ADL 도구를 사용하 으며, 3  척도로서 수가 

높아질수록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하여 역환산하여 분석

하 다. Won 등[1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내  

일치도는 .93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내  일치도는 .813으로 나타났다. 

2.3.3 우울

우울은 Yesavage 등[17]이 개발한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SGDS)를 우리말로 번안하여 Kee[18]

에 의해 표 화된 한국  노인 우울척도 단축형 15문항

을 이용하 다. 각 문항은 ‘ (1 )’, ‘아니오(0 )’으로 측

정되어 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Kee[1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내  일치도는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내  일치도는 

.78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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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
cs

Categories
n
(%) 

Successful Aging

M±SD t/ F p

Gender

Male
 33
(16.5%)

 107.31±11.03

-0.19 .852

Female
167
(83.5%)

 107.68±10.10

Age(year)

65∼74
 72
(36.0%)

 109.33±9.30

1.93 .148

75∼84
109
(54.5%)

 107.00±10.85

≥85
19
(9.5%)

 104.74±9.46

M±SD  
76.76
±6.02

Religion

Yes
138
(69.0%)

 108.37±10.22

0.98 .327

No
 62
(31.0%)

 106.91±10.25

2.3.4 인지능력

반 인 노인의 인지기능을 측정하는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orea Version(MMSE-K)는 Folstein 

등[19]이 개발한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을 

Kwon·Park[20]이 우리나라 노인 상으로 표 화한 12

문항의 MMSE-K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학력에 따른 

교정 수를 부여하고, 만성질환은 질환을 앓았거나 재 

앓고 있는 경우로 의사에 의해 진단받은 만성질병(암, 

염, 요통, 당뇨병, 고 압, 뇌졸 , 심장병)을 보고하게 

하 고 그 합을 이용하 다.

2.3.5 지각된 사회적 지지

지각된 사회  지지는 Zimet 등[21]의 12문항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도구

로 측정하 다. 이 도구는 지지를 받는 타인으로 가족, 친

구, 그리고 유의미한 주변인 세 그룹으로 설문내용이 구

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  척도로 평가하여 

수가 높을수록 노인들이 타인으로부터 받는 사회  지지

가 정 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Alpha 내  일치도는 .883으로 나

타났다.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 건강

련 특성, 주  건강상태, 일상생활능력, 우울, 지각된 

사회  지지, 인지능력, 성공  노화에 한 기술통계를 

실시하 다. 성공  노화와 련된 요인을 악하기 

해 일반  특성과 건강 련 특성에 따른 성공  노화의 

차이를 t-test, ANOVA로 분석하 고, Scheffe test로 사

후분석을 시행하 으며, 연구변수들 간의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다. 상자의 성공  

노화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Multiple regression

을 용하 다.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

본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

자가 167명(83.5%), 남자가 33명(16.5%)로 여성노인이 

더 많았다. 연령분포는 65∼74세 72명(36.0%), 75∼84세 

109명(54.5%), 85세 이상이 19명(9.5%)로 평균연령은 

76.76세 다. 

종교 있음은 138명(69.0%), 없음이 62명(31.0%) 으

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89명(44.5%), 없는 경우 111명

(55.5%)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는 98명(49.0%), 혼자 사는 경

우가 85명(42.5%) 고, 교육수 은 무학이 109명(54.5%)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졸 67명(33.5%), 고졸 이상 

16명(8.0%), 졸 8명(4.0%) 순이었다. 

한 달 용돈은 10∼30만원이 93명(46.5%)로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 10만원 이하가 59명(29.5%), 30∼50만원 36

명(18.0%), 50만원 이상이 12명(6.0%) 으며, 생산  활

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130명(65.0%), 유  노동이나 아

이돌보기와 같은 생산  활동을 하는 경우가 70명

(35.0%)로 나타났다.

건강 련 특성으로 고 압이나 당뇨, 염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는 150명(75.0%), 없는 경우가 50명

(25.0%) 으며,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가 188명(94.0%), 

하는 경우가 12명(6.0%) 다. 음주여부는 하지 않는 경우

가 164명(82.0%)로 가장 높았으며, 한 달에 1∼2회가 25

명(12.5%), 일주일에 1∼2회가 4명(2.0%), 일주일에 3회 

이상이 7명(3.5%) 고, 운동여부는 하지 않는 경우가 110

명(55.0%), 일주일에 3회 이상 60명(30.0%), 한 달에 1∼2

회 15명(7.5%), 일주일에 1∼2회 15명(7.5%) 순으로 나타

났다<Table 1>. 

<Table 1> Successful Ag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N=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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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use
Yes

 89
(44.5%)

 109.38±8.87

2.20 .029

No
111
(55.5%)

 106.14±11.08

Living with 
someone

Yes
 98
(49.0%)

 106.15±10.88

-1.49 .139

No
 85
(42.5%)

 108.68±9.16

Education 
level*

No
formal 
educationa

109
(54.5%)

 105.33±10.50

3.93
.009
a〈 b

Elementary 
schoolb

 67
(33.5%)

 110.19±9.06

Middle 
school

c
 8
(4.0%)

 112.00±5.45

≥High 
schoold

16
(8.0%)

 109.75±11.82

Pocket
money*
(10,000won)

<10a
 59
(29.5%)

 104.68±11.68

3.96
.009
a,c<d

10-30
b  93

(46.5%)
 108.34±8.93

30-50c
 36
(18.0%)

 107.67±10.19

≥50d
12
(6.0%)

 115.17±8.80

Productive
activity

Yes
 70
(35.0%)

 110.58±8.86

-2.94 .004

No
130
(65.0%)

 106.08±10.58

Chronic
disease

Yes
150
(75.0%)

 107.88±9.94

0.68 .501

No
 50
(25.0%)

 106.65±11.33

Smoking

Yes
188
(94.0%)

 107.74±10.25

0.62 .533

No
12
(6.0%)

 105.83±10.29

Drinking
Frequency*

None
a 164

(82.0%)
 108.28±9.96

5.81
.001
a,b>
d

1-2
times/
monthsb

 25
(12.5%)

 108.78±8.63

1-2
times/
weeksc

 4
(2.0%)

  99.00±9.02

≥ 3
times/
weeks

d

 7
(3.5%)

  94.00±11.72

Exercise

None
110
(55.0%)

 106.48±10.49

1.04 .377

1-2
times/
months

 15
(7.5%)

 109.08±7.42

1-2
times
/weeks

 15
(7.5%)

 109.33±9.49

≥ 3
times/
weeks

60
(30.0%)

109.07±10.42

 * Scheffe test

3.2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능력, 우울, 

    지각된 사회적 지지, 인지능력 및 성공적

    노화의 정도

본 연구 상자의 주  건강상태 정도는 3∼9  범

에서 5.37±1.60 이었고, 일상생활능력 정도는 7∼21  

범 에서 7.54±1.37 , 우울은 0∼15  범 에서 

4.72±3.89 이었다. 지각된 사회  지지의 정도는 12∼60

 범 에서 42.79±8.72 , 인지능력은 0∼30  범 에서 

24.52±4.29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성공

 노화는 31∼155  범 에서 107.62±10.23 이었고, 하

변수인 자율  삶은 9∼45  범 에서 33.11±3.19 , 

자기완성지향은 6∼30  범 에서 17.21±3.73 , 극  

인생참여는 5∼25  범 에서 5.73±1.64 , 자녀에 한 

만족은 5∼25  범 에서 5.88±4.17 , 자기수용은 3∼15

 범 에서 3.70±0.95 , 타인수용은 3∼15  범 에서 

3.75±1.02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200) 

Variables Range M±SD Min Max

Subjective 

health 

status

 3-9 5.37±1.60 3 9

ADL 7-21 7.54±1.37 7 16

Depression 0-15 4.72±3.89 0 15

Social 

support
12-60 42.79±8.72 12 60

Cognitive

function
0-30 24.52±4.29 4 30

Successful 

Aging

Autonomous life 9-45 33.11±3.19 18 36

Self-

completion

orientation

6-30 17.21±3.73 12 24

Positive life

participation
5-25  6.73±1.64 5 17

Satisfaction

with one;s 

offsprings

5-25  5.88±4.17 5 45

Self-

acceptance
3-15  3.70±0.95 3 6

Other-

acceptance
3-15  3.75±1.02 3 11

Total score 31-155 107.62±10.23 74 124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차이

본 연구 상자의 특성과 이에 따른 성공  노화의 차

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농 노인의 성공

 노화는 배우자 유무(t=2.20, p=.029), 학력(F=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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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uccessful

Aging
ADL Depression

Social

support

r(p) r(p) r(p) r(p)

ADL
.35

(<.001)

Depression
-.48

(<.001)

-.26

(<.001)

Social

support

.48

(<.001)

.23

(.001)

-.42

(<.001)

Cognitive

function

.44

(<.001)

.34

(<.001)

-.34

(<.001)

.40

(<.001)

p=.009), 용돈(F=3.96, p=.009), 생산  활동 여부(t=-2.94, 

p=.004), 그리고 음주(F=5.81,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배우자 유무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성공  노화는 109.38 으로 없는 

경우의 106.14 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다. 교육수 에서 다 비교 결과 무학인 경우가 105.33

으로 졸인 경우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

으며, 용돈의 경우 한달 용돈이 50만원 이상인 경우가 

115.17 으로 10만원 이하나 30∼50만원의 경우보다 유

의하게 높았다. 유  노동이나 아이돌보기와 같은 생산

 활동을 하는 노인의 성공  노화는 110.58 으로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노인의 106.08 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음주를  하지 않는 노인의 성공  노

화 수는 108.28 , 한 달에 1∼2회 마시는 노인은 

108.78 으로 일주일에 3회 이상으로 음주를 하는 노인

의 94.00 에 비해 성공  노화의 수가 높게 나타났다.

3.4 일상생활능력, 우울, 사회적지지 및 인지

기능과 성공적 노화간의 상관관계

연구 상자의 연구변수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

과 성공  노화는 일상생활능력(r=.35, p<.001), 사회  

지지(r=.48, p<.001), 인지기능(r=.44, p<.001)과 유의한 

순상 계가 있었고, 우울(r=-.48, p<.001)과는 유의한 

역상 계가 있었다. 이  사회  지지와의 상 계 

계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우울과 인지기능 순으로 

나타났다.

한 일상생활능력은 인지기능(r=.34, p<.001)과 사회

 지지(r=.23, p=.001)와 순상 계를, 우울(r=-.26, 

p<.001)과 역상 계를 보 다. 우울은 사회  지지

(r=-.42, p<.001), 인지기능(r=-.34, p<.001)과 역상 계

를 보 고, 사회  지지와 인지기능(r=.40, p<.001)은 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N=200)

3.5 성공  노화의 향요인

본 연구 상자의 종속변수인 성공  노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하여 일상생활활동, 우울, 사

회 지지, 인지기능, 주  건강상태, 배우자 유무와 생

산  활동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별 다 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 배우자 유무와 생산  활동 여부는 가변

수 처리를 하여 회귀식에 포함하 다. 행렬산 도 그래

를 통해 변수들간의 선형성을 확인하 고, 회귀분석 

가정의 만족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

(Auto-correlation)과 독립변수 간의 다 공선성을 검

토하 다. 그 결과 Durbin-Watson값은 1.599로 나타나 2

에 가까우므로 종속변수의 자기상 이 없고 독립 인 것

으로 나타났고, 각 변수들의 공차한계(tolerance)가 .778

∼.983으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18∼1.294로 모두 10보다 낮았으므

로 독립변수들 간의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검정한 결

과 만족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다 회귀분석 

결과 사회  지지(β=0.29), 우울(β=-0.22), 인지기능(β

=0.22), 생산  활동(β=0.19), 일상생활활동(β=-0.16)이 

상자의 성공  노화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F=28.06, p<.001). 사회  지지의 설명력 정도는 22.7%

로 성공  노화를 가장 많이 설명해주는 변수로 나타났

으며, 우울, 인지기능, 생산  활동, 일상생활활동이 추가

되어 42.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Factors Influencing Successful aging 
(N=200)

Variables B SE  t p Adj.R2

(Constant) 88.28 6.56 13.45 <.001

Social
support

0.37 0.08 0.29 4.61 <.001 .227

Depression 0.61 0.17 -0.22 3.53 .001 .315

Cognitive 
function

0.54 0.16 0.22 3.44 .001 .366

Productive
activity

4.08 1.22 0.19 3.36 .001 .402

ADL -1.16 0.45 -0.16 -2.62 .010 .421

F=28.0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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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Rowe·Kahn[3]의 성공  노화 이론의 구성

요소를 심으로 농  노인의 성공  노화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 상자의 성공  노화의 평균 수는 5  만

에 3.47 으로 69.4%에 해당되는 수로 정도의 성공

인 노화수 이었다고 볼 수 있었다. 이는 일 지역사회 

노인의 성공  노화를 조사한 Nam·Lee[22]의 연구와 비

슷한 수분포이며 도시 노인의 성공  노화의 수 을 

62.1%정도라고 보고한 Shin·Lee[23]의 성공  노화 수

보다는 약간 높았다. 농  노인의 성공  노화 수가 도

시 노인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 것은 도구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농 지역의 생산  활동 특성에 따른 차이라

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생산  활동 여부

가 성공  노화와 련이 있다고 나왔는데, 농  노인의 

생산  활동은 농사일, 아이 돌보기 등 경제  필요에 의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노동의 의미라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생산  활동이 성공  노화

에 많은 부분 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상으로 농  노인과 도시 노인의 

성공  노화수 을 조사한 Kang·Bang[24]의 연구에서 

농  노인의 성공  노화 수가 도시 노인보다 높게 나

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로 생산  활동은 농  노인의 심

리  안정과 성공  노화에 크게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농  노인의 성공  노화를 한 

로그램에는 농 지역의 특성과 개인이 처해있는 환경 

등이 고려된 다양한 생산  활동의 참여가 포함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성공  노화 하 요인에서는 자녀에 한 

만족이 3.85 으로 가장 높았으며, 극  인생참여 수

가 1.35 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악되었다. 즉 농  노

인은 극  인생참여보다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받는 

사회  지지가 성공  노화의 큰 향요인으로 나타났고 

회귀분석 결과 농  노인의 성공  노화에는 사회  지

지가 22.7%를 설명하여 가장 큰 향변수로 악되었다. 

국내외의 성공  노화 향 요인에 한 논문을 비교한 

An 등[25]의 연구에서도 국내 노인의 경우는 자녀와의 

친 한 계와 자녀성공이 성공  노화의 구성요소로 나

타난 반면, 국외 노인의 경우는 응력, 처능력이 요

하게 나타났으며, Kang·Bang[24]도 가족지지가 높을수

록 성공  노화수 이 높다고 한 것을 보면, 공동체를 이

루어 살아온 한국 농 사회의 특성 상 가족, 친지 그리고 

이웃 간의 계가 농  노인에게는 무엇보다 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차 으로 핵가족화 되어가고 

독거노인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한 사회  지지를 제

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다 회귀분석 결과 농 노인의 성공  

노화에는 생산  활동과 사회  지지 외에도 우울, 주

 건강상태, 일상생활활동, 인지기능, 배우자 유무가 유

의한 향을 다고 악되었다. 농 노인의 생산  활

동에는 건강상태가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

는 신체 ·인지  기능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므로[12] 

이들 변수가 농  노인의 성공  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 결과[4,12]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배우자 유무가 국외연구에서는 성공  노화의 주요한 

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는 반면 한국 노인에서는 주요 

향요인으로 나타나고[25], 본 연구 상자인 농 노인

에서도 배우자 유무가 성공  노화의 주요 향요인으로 

밝 진 것은, 우리나라 노인은 연고 집단을 통해 지역사

회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26], 가족과의 친 한 계 

 자원 교환 등이 시되는 문화  특성이 있으므로 배

우자 유무가 성공  노화에 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성공  노화는 일상생활수행능력과는 순상 계를, 

우울과는 역상 계를 보 는데, 이는 성공  노화의 

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낮고, 신체  기능상태가 

좋다고 한 Shin·Lee[23]의 연구와 같았다. 일상생활능력

은 노인의 신체 ·정신  건강 모두에 요한 향을 미

치는 변수이다[27]. 특히, 농  노인의 경우 몸을 움직이

며 활동하는 일이 부분이고, 농  독거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  노인의 경우 도시 노인보다 보건

의료에 한 근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보완해  수 있

는 보건의료체계의 확립과 자가 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보건의료 인 ·물  자원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과 건강 련 특성에 따른 

성공 인 노화를 비교하 을 때 음주를 하지 않거나 한 

달에 1∼2번 하고 있다고 응답한 상자의 성공  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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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재가 

노인을 상으로 한 Lee[28]의 연구에서 음주 경험이 없

을수록 성공  노화 수 이 높다고 한 결과와 일치하 다. 

음주의 경우 여러 가지 사고와 신체  질환, 치매와 정신

 질환 등 노인의 성공  노화에 있어서 요하게 고려해

야 할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한, 농  노인의 경제  여

건, 교육수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건강

증진 로그램이 지속 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농  노인의 성공

 노화를 다루었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일 지역

의 농  노인을 상으로 시행하여 본 연구결과를 일반

화하기에는 제한 이므로, 추후 타 지역의 농  노인을 

상으로 성공  노화의 향요인을 지속 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한 본 연구 상자인 농 지역 노인의 성공  노화

정도는 도시나 다른 지역 노인의 성공  노화수 과 같

거나 높은 정도로 나타났으며, 사회  지지가 농 노인

의 성공  노화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 농  독거노인의 비율이 증가하

고 있으며, 도시 노인보다 사회  참여활동  보건의료

에 한 근성이 떨어지므로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생

산  활동이나, 취미, 건강증진활동, 교육 로그램 등의 

개발과 참여를 통해 농 노인들이 한 사회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후속연

구에서는 농 노인들의 사회  활동  사회  지지체계 

구축을 통해 성공  노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로그램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을 제언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농  노인의 성공

 노화의 향요인을 분석하여 성공  노화를 한 

재 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시와 농 의 거주 지역으로 

인한 성공  노화의 차이를 극복하기 한 기 자료를 

찾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농  노인은 정도의 성공  노화수

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지지, 우울, 인지기능, 생산  

활동, 일상생활활동이 42.1%로 성공  노화를 설명하

다. 특히 사회  지지가 가장 많이 성공  노화를 설명하

고 있었다. 그러므로 농  노인의 성공  노화를 하여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의 연계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제

공과 사회  활동  사회 지지 체계 구축을 한 방법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농 의 지역  환경에 따

른 성공  노화의 향요인을 악하여 그에 맞는 맞춤

형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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