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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연령인식 여부에 따른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 차이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12)

    김 미 령+13)

( 구 학교)

[요 약]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자신을 노후연령으로 인식하지 않는 집단과 자신을 노후연령으로 인

식하는 집단의 성공적 노화구성요소를 비교하고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에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한 연구다. 연구대상은 자신을 노후연령으로 인식하지 않는 집단 620명, 자

신을 노후연령으로 인식하는 집단 3,460명으로 모두 4,080명으로 구성되었다.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

소를 비교하기 위하여는 t검증과 카이자승검증 및 연령을 공변량으로 하는 공분산분석(ANCOVA)이 

사용되었고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파악하기위해서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신을 노후연령으로 인식하지 않는 집단은 노후연령으로 인식하는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 건

강, 도구적 일상생활능력, 교육수준, 심리적 건강이 높았다. 반면 질병 비율은 낮았고 직업활동, 노후

생활비준비나 경제적 독립은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중 노후연령으로 인식하지 않는 집단은 성별이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없고 연령도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노후연령으로 인식한 집단은 성별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도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 또한 노후연령으로 인식하는 

집단의 도구적 일상생활능력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직업활동 유무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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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은 2011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1%를 넘어섰으며 7년 안에 65세 이

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2026년이면 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된

다. 노인의 기 수명은 인간 100세를 바라볼 정도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시 보다도 노년기

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그 시기도 길다. 노인인구의 증가, 기 수명의 증가가 시사해주는 바는 

노년기에도 삶에 한 만족감을 느끼며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내는 것의 중요성이다.

중년기를 넘게 되면 Levinson이(1978) 인생의 사계절에 해 언급한 것처럼 젊음과 노화를 다 경

험하며 연령이 증가하는 것에 한 거부감을 갖게 된다. 특히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노년기에도 건강

하고 활력이 있으므로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노인들도 많고 노인이라 불리는 것 조차 

거부하고 있어(Goldsmith and Heiens, 1992) 다른 표현을 찾기도 하며 요즘은 ‘제3의 시기(The third 

age era)’(Carr and Komp, 2011) 혹은 ‘골든 에이지’ 등 미국에서도 노년층이라는 표현보다 다른 용어

로 불리기도 한다. 이와 같이 노년기에 노년기의 연령에 속한 사람일지라도 연령에 해 개인이 느끼

는 것 즉 주관적인 연령은 다를 것이다. 연령은 연 기로 표기되지만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인 나이 등도 종합적으로 반 되므로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나이 즉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

하는가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다를 수 있다.

기 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를 보내는 노인들이 많아졌을 뿐 아니라 그 시기도 길어져 65세에 노

년기에 들어선 이후 20~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되므로 전기노인, 후기노인 등 노년기의 다양

한 특성을 본다면 노년기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노인의 삶의 태도나 방식, 가치관에도 

차이를 나타낼 것이며 노인의 삶의 태도나 방식, 가치관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

에도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므로 고령화사회의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와 삶의 질을 위해서는 노

인 스스로가 자신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느냐가 우선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노년기의 

많은 연구에서 연 기 자체만으로는 노년연구에 많은 것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이금룡, 2008).

그러나 지금까지 노인들의 주관적인 연령인식에 관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연령인지에 관한 연구가 

조금 있고(이금룡, 2008)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가 있으나(강인, 2003; 김미혜 외, 2006; 정순둘, 

2007; 김미령, 2008) 연령인식에 한 성공적 노화나 향을 파악한 연구는 아주 드물다

(Borzumato-Gainey et al., 2009). 그러므로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 중 본인을 노후연령으로 인식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의 차이 및 삶의 만족도에의 향을 파악하고 두 집단

을 비교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노인의 문제는 사회, 정책적인 방향의 제시도 중요하지만 노인

들의 인식재고 등 교육을 통한 실천적인 방향 제시도 중요하리라 사료된다.

노후연령인식은 개인의 자아감에도 향을 준다. 노년기면서 중년기의 자아감을 갖고 있는 개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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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더 젊고 건강하게 살고 있어 나이에 한 자아감이 높을 경우 즉 노후연령인식이 낮을 경우 노년

기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와 더불어 또 베이비

붐세 의 은퇴시작과 더불어 은퇴연령 및 노인의 연령기준 등 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노인의 연

령기준에 관한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연령을 노인으로 인식하느냐 그렇지 않느

냐의 차이가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요소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노인의 연령인식에 한 긍정적인 방향의 제시가 가능하여 노년기의 자아감을 높이고 개인적

으로도 연령으로 인한 자기최면 등 자아감을 저해하는 요소 등을 제거하며 사회에서도 노년기의 연령

기준에 한 제고 등이 이루어져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노인을 규정짓는 첫 번째가 연 기에 근거한 나이라면 과연 노인들은 자신들의 나이를 어떻게 받

아들이는가, 어떻게 인식하는가도 노인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인이 노인의 연령

을 언제라고 느끼는 것에 따라 노후연령의 인식여부가 다를 것이며 노후연령 인식여부에 따라 자신들

의 노후에 한 준비 또한 달라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자신의 연령을 노후라 인식하지 않는 

노인과 노후라고 인식하는 노인들의 신체적, 사회적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및 경제적 노후준비에는 

차이가 있으며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후연령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집단과 노후연령으로 인식하고 있는 집단 

간의 아래의 연구문제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 두 집단의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들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둘째, 두 집단의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들은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셋째, 두 집단의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다.

2. 이론 및 선행연구

1) 연령인식

연령정체성(age identity)은 자신의 나이에 한 주관적 연령인식으로(Bowling et al., 2005) 연령에 

한 인지가 낮을수록 자아감이 높았다(Cavanaugh and Whitbourne, 1999). 많은 노인들은 자신들이 

노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며 중년 등의 표현을 더 선호한다(Bultena, and Powers, 1978). 중년이나 고령

자들이 자신들의 연령보다 젊은 연령을 선호하는 것 즉 주관적인 연령인식이 낮은 이유는 고령자의 

나이에 한 낙인으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하기 위한 방어적인 선택이라고 한다(Montepare and 

Lachman, 1989).

사회에 만연해 있는 노인차별(ageism)이나 체계적인 노인에 한 편견은 연령이 많다는 것만으로 

노인을 차별하는 것으로(Cavanaugh and Whitbourne, 1999) 사회적으로도 미의 기준을 젊음에 두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매스컴 등을 통한 미도 젊음과 신체적인 아름다움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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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들도 자신의 젊음을 유지하기위해 미용, 화장품, 성형 등에 많은 비용

을 투자한다(Ellins, 2011). 동서고금을 통해 젊어지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끊이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기 수명의 증가로 인간의 수명은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후 그 어느 때 보다도 길어진 현

에 노인차별이나 노인에 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노력은 기 수명의 증가와 더불어 더

욱 가속화 될 것이다.

George 외(1980)에 의하면 연령인식은 자아감의 구성요소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반응

으로 자아감을 통해 형성되며 다른 사람과의 비교, 자신에 한 평가나 재해석 등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연령차별은 노인들이 자신들의 나이를 인식하는데도 향을 미칠 

것이다. 사람들이 젊게 보이는 것을 좋아하며 자신의 인식연령이 낮은 것은 나이 드는 것에 한 거

부감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의 노인에 한 편견 등의 부정적인 요소가 반 된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사회에서 노인에 한 편견은 노인은 신체적으로 연약하고 노화되고 주름살이 늘고 머리는 하얗게 

되며 심리적으로 반응속도도 느려지고 인지기능도 저하되며 덜 활동적이고, 배우자와 사별하여 혼자 

된 노인이 많고 경제적인 상태도 별로 좋지 않은 것 등등의 부정적인 요소들이다(Baum and Boxley, 

1983). 노인들도 이러한 부정적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를 더 선호할 터이므로 자신의 연 기 즉 

실질적인 연령보다 더 젊어 보이고 젊게 느끼며 사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주관적인 연령인식은 노화과정에서도 중요한 관점으로 개인의 사회적인 행동에도 많은 향을 준

다(Goldsmith and Heiens, 1992). 나이에 해 느끼는 것은 아주 주관적으로 같은 연령이라도 신체적 

나이, 심리적, 사회적 나이는 다를 수 있다(Perlmutter and Hall, 1992). 같은 연령이라도 신체적 건강 

정도에 따라 생체나이는 연 기와 다르다. 심리적인 나이는 적응능력으로 감각과정이나 인지기능 등

과 관계가 있다. 사회적 나이는 특정한 연령에 해 사회에서 기 하는 역할로(Atchley and Baruch, 

2004) 나이와 상관없이 활동적인 노인들의 사회적 나이가 더 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의 건강이나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는데는 연 기보다 노인이 실질적으로 자

신의 연령을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주관적인 연령이 더 유용하다(Bowling et al., 2005)고 하겠다. 개

인의 주관적 연령은 자신의 행동이나 활동, 흥미, 외모 등에 한 자신의 인지평가에 근거하여 되기 

원하고 느끼는 나이(Borzumato-Gainey et al., 2009)라고 할 수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실질적인 나

이와 주관적인 나이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Montepare and Lachman, 1989) 같은 연령이라도 연령인

식에 차이를 보인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도 연령인식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Hubley and Hultsch, 

1994).

초기성인기를 기점으로 자신의 실질적인 연령보다 주관적 연령인식은 적어지기 시작한다. 주관적인 

연령인식은 젊은 연령층을 제외하고는 자신들의 실질적인 연령보다 젊게 나타나고 있다(Montepare 

and Lachman, 1989; Westerhof and Barrett, 2005).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

다. 첫째, 연속성의 이론에 의하면 자신들이 하루아침에 늙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따른 신체적인 변화 

등은 서서히 오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하는 것에 한 인식이 별로 없다. 또한 자신을 둘러싼 환경 속

의 개인들도 노화되므로 노화를 변화보다는 연속적인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자신의 노화를 별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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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는 것이다(Fry, 1995). 둘째, 사회에 만연해 있는 노인차별로 인해 노인에 한 부정적인 이미

지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노후연령인식과 성공적 노화

주관적인 연령이 실질적인 연 기와 많은 차이를 보이듯이 개인들은 문화 등의 사회적 통념보다는 

개인이 인식한 연령에 따라 사회, 문화에 적응하며 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나이는 점차 그 의미

가 사라진다고 할 수 있다. Neugarten(1975)에 의하면 미국은 이미 “연령이 중요하지 않은 사

회”(age-irrelevant society)로 연 기의 의미가 점차 상실되고 있다고 한다. 만학도, 만혼 등 결혼연령

이나 학업을 하는 시기가 특정한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65세를 노인으로 규정한 것도 사회적

인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므로(Bulter et al., 1990) 현 와 같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들이 65세를 전

후해 자신들을 노인이라 인식하는 것과 사회에서 65세를 노인이라 규정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노후연령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은 출생일에 근거한 나이인 연 기에 의해 자신을 노후라고 인식

하지 않는 것으로 노후인식 여부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다. 연령에 한 주관적인 인식은 

자아감으로 복지와 관계가 있으며 노후라 인식하지 않을 경우 노후라 인식하는 것보다 건강하고 활동

적이며 사기도 높았고 노화에도 잘 적응하 다(Cavanaugh and Whitbourne, 1999). 반면 노후라고 느

끼는 사람은 신체건강이 좋지 않았다(Baum and Boxley, 1983). 이와 같이 노후연령인식은 질병, 활동 

등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본인이 노후연령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노후연령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은 노화에 적응하기위한 노후준비 태도에도 다르게 작용할 것으로 

이들의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들에도 차이를 보일 것이다.

노인복지와 성공적 노화는 오래 전부터 중요한 관심 역이었다(Simmons, 1945; Clark and 

Anderson, 1967: Fry, 1995에서 재인용). 성공적 노화는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Rowe와 Kahn의(1997, 

1998) 세가지 성공적 노화의 요소와 Baltes와 Baltes의(1990)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 적정

화”(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SOC model) 모델 등으로 관심의 상이 되어왔으며 

노년기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삶의 질 즉 성공적으로 노년기를 보내는 성공적 노화에 해 많은 관

심을 보이게 되었다.

많은 연구에서 Rowe와 Kahn의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의 틀을 사용하여 노인들이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성혜 ․조희선, 2006; 김미령, 2008). 그러나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

기위한 것은 노년기에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년기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연령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및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

파악을 위하여 Rowe와 Kahn의 성공적 노화의 틀이 사용될 것이다.

Rowe와 Kahn의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는 세 역으로 이루어져있다: 질병과 장애의 예방, 높은 

인지적, 신체적 기능, 적극적 사회활동 참여. 많은 연구에 의하면 경제적인 것은 노인의 삶의 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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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지만(권중돈․조주연, 2000) Rowe와 Kahn은 경제적인 중

요성과 기 사회화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즉 경제적으로 노후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가 

노년기의 삶의 만족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기 사회화는 언젠가는 자신이 놓일 

위치에 해 미리 배우는 것으로 기 사회화로 미래에 한 준비가 가능하므로 변화된 역할에 적응

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George, 1980). 만일 개인이 노년기의 삶을 미리 준비하고 즉 노후를 준

비하고 경제적 독립을 미리 준비한다면 그들은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노후시기를 미리 준비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또 노년기에 경제적인 독립성을 갖고 있느

냐 그렇지 못하느냐도 중요한 성공적 노화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Fry(1995)는 건강과 물질적 안정

을 중요한 성공적 노화요소로 보고 있으며 경제력은 사회참여를 가능케 하며 신체적 약화를 보상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Rowe와 Kahn의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에 노후시기 준비를 첨가하여 

분석할 것이다.

Rowe와 Kahn(1997, 1998)의 성공적 노화이론이 소개되던 때는 지금보다 기 수명이 길지 않던 시

기며 인간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시기도 아니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연금 등 노후준비가 잘 되어있

는 상황으로 인해 노후준비 요소는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성공적 노화이론이 나온지 

15년이 지난 21세기에 노인의 성공적 노화 역들은 그때와 다르며 기 수명은 세계적으로도 계속 증

가하고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인간수명 100세를 기 하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

행되고 있지만 공적연금 등으로는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긴 노후시기를 예측하지 못했

던 노인들에게 경제적 상황을 포함한 노후준비여부는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3) 노후연령인식과 삶의 만족도

연령인식은 삶의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다(Barak and Stern, 1986). 그러나 여기에 한 연구는 

드물다. 주관적 나이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Stephan et al., 2011) 젊게 느낄수록 

복지수준이 높았다(Baum and Boxley, 1983). 인식한 연령은 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향요소로

(Bowling et al., 2005) 연 기보다 인식한 연령이 적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연 기와 연령인

식의 차이가 클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Borzumato-Gainey et al., 2009). 특히 여성의 경우 자신의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 다(Borzumato-Gainey et al., 2009). 여성들은 미와 관

계된 심리적, 사회적인 보상 때문에 젊게 보이는 것을 더 선호할 수 있다(Saucier, 2004). 사회에서도 

젊음에 한 것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또 노인에 한 부정적인 이미지 등으로 인해 낮은 연령인식을 

선호할 수도 있다.

노인들이 노인임을 부정하는 것에는 노인이 65세에 시작한다는 사회적인 기  뿐 아니라 노년기의 

은퇴 연령 등도 향을 미친다(Neugarten et al., 1965). 뿐만 아니라 사회의 노인에 한 낙인도 기인

한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연 기보다 젊게 느끼는 것은 자신에 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 다

(Staats, 1996). 노년기 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연령을 노후로 인식하지 않을 경우 자신에 한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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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노인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사회, 심리적 역기능으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 즉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연령차별을 받아들이

는 것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노화는 개인의 자기효능감도 낮춘다(Baum 

and Boxley, 1983).

70세에서 104세까지의 노인을 연구한 베를린 노화연구에 의하면 개인은 실제 자신의 나이보다 평

균 13세 적게 느끼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실질적인 나이와 신체적 나이 사이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Kleinspehn-Ammerlahn et al., 2008). 노인은 신체적인 노화와 또 어느 연령보다 정

상적인 생애사건인 죽음과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령을 인식할 경우 즉 자신이 노후라고 생

각할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는 낮을 것이다.

연 기보다 자신이 인식한 연령은 노인들의 신체적 심리적 기능을 예측하는데 훨씬 더 정확한 요

소가 된다. 자신의 나이를 부정하는 것 즉 자신의 연령을 실제 나이보다 적게 인식하는 것은 성공적

인 노화를 촉진시키고 적응하는데 필요하며 심리적 건강의 적응에도 훨씬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자신에 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도움이 된다(Montepare and Lachman, 1989). 요즘은 과학, 의학의 

발달로 노령층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적으로도 운동, 미용술, 화장품 등으로 젊음을 유지하고 

있어 예전의 노년층들보다 신체적, 심리적인 나이는 훨씬 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나이

를  인식하느냐는 노년층의 삶의 태도에도 향을 미칠 것이며 삶의 만족도에도 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척도를 측정한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자

료를 사용하 다. 국민노후보장패널의 3차 자료는 2009년에 수집된 것으로 전국적으로 무작위 표본추

출을 한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상은 65세 이상으로 4,080명이다. 본 연구는 본인 스스로 노후연

령시기라고 인식하는가와 인식하지 않는가의 설문문항에 근거하여 집단을 둘로 구분하여 성공적 노화

의 구성요소 및 노후준비, 경제적 독립을 비교하 으며 두 집단의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의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향을 비교하 다. 자신을 노후연령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집단은 620명이며 자신을 노

후연령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은 3,460명이다.

연구문제 1의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의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변인이 연속변수일 경우에

는 t-test, 명목변수일 경우에는 카이자승 검증이 사용되었다. 연구문제2인 삶의 만족도에 한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 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시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들의 삶의 만족도에의 단순 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 회귀계수인 b가 

사용되었으며 연구문제 3의 변인들 간의 상 적인 향 정도를 파악, 비교하기위해서는 표준화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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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ß가 사용되었다. 다중회귀분석 시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하

으며 가장 높은 것이 .55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인

①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생활전반에 해 얼마나 만족합니까로 ‘1. 매우 불만족’, ‘5. 매우 만족’으로 리커트 5

점 척도가 사용되었다

(2) 독립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Rowe와 Kahn의 성공적 노화의 세 가지 구성요소에 노후준비 요소를 추가

하 다. 질병과 장애의 예방으로는 질병이 있나 없나, 장애가 있나 없나의 질병유무, 장애유무를 측정

하 다. 인지와 신체적 기능으로 인지기능 측정을 위해서는 교육과 심리적 건강을, 신체적 기능으로는 

건강과 도구적 일상생활능력을 측정하 다.

① 질병과 장애의 방

가. 질병

질병은 의사로부터 진단받고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질환이 있으면 ‘유’=1, 

없으면 ‘무’=0으로 더미코딩 하 다.

나. 장애

장애는 의사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은 여부로 장애 진단을 받았으면 ‘유’=1,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

으면 ‘무’=0으로 더미코딩 하 다.

② 인지와 신체  기능

가. 건강

건강은 주관적 건강상태로 ‘귀하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는가’로 ‘1.매우 좋지않다’, ‘5 

매우 좋다’로 리커트 5점 척도다.

나. 도구  일상생활능력

도구적 일상생활능력은 몸단장하기, 집안일하기, 근거리 외출, 교통수단 이용하기 등 10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혼자서 할 수 있음은 ‘1’, 혼자서 전혀 할 수 없음은 ‘3’으로 각 문항은 리커트 3점 척도

로 되어있다. 도구적 일상생활능력이 높은 것의 점수를 높게하기 위하여 역코딩 하 으며 점수 범주

는 최저 10, 최고 30점이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α=.95로 높다.

다. 교육

교육은 1. 무학, 2. 초등, 3. 중등, 4. 고등, 5. 학으로, 순위척도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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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심리  건강

심리적 건강은 전체적인 심리건강상태를 묻는 것으로 ‘1.매우 좋지않다’, ‘5.매우 좋다’로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 다.

③ 극  사회활동 참여

가. 직업활동

직업활동은 취업여부에 따라 현재 취업자면 ’1‘, 비취업자면 ‘0’으로 더미코딩 하 다.

나. 여가활동

여가활동은 생성변인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을 한 것에 한 질문으로 참여정도를 의미하며 범주는 

0에서 3이다.

④ 노후 비

가. 노후생활비 비

노후생활비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는 ‘1’, 노후생활비를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0’으로 더

미코딩 하 다.

나. 경제  독립

경제적 독립은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인 경제력을 갖고 있느냐로 갖고 있으면 ‘1’, 갖

고 있지 않으면 ‘0’으로 더미코딩 하 다.

(3) 통제변인

통제변인은 인구사회적인 변인들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성별, 연령 및 결혼상태 등이다(Chow and 

Chi, 2002). 성별은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더미코딩하 다. 연령은 연 기를 사용하 으며 결혼상

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 그 외는 ‘0’으로 더미코딩 하 다.

4. 연구결과

<표 1>은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본 연구 상 전체는 여성이 58.95%로 약 2/3로 남녀의 기

수명의 차이를 반 하고 있다. 연령을 보면 65세 이상~70세 미만이 약 40%, 70세 이상이 29%, 75

세 이상이 약 30%로 65세 이상이 조금 많기는 하나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결혼한 경우 노인연령

인식을 하지 않은 비율이 79.03%로 노후연령인식을 한 비율인 61.28%보다 높다.

평균연령은 노후연령 비인식집단이 68.32세로 노후연령 인식집단의 74세보다 낮다. 그러나 최저연

령은 65세로 같은 65세인데도 노후로 인식하기도 하고 노후로 인식하지 않기도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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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변인(속성) 

전체 노후연령 비인식집단 노후연령 인식집단

성
별

남
녀

41.05%

58.95%

52.74%

47.26%

38.98%

61.02%

연
령

65+~70

70+~75

75+

40.42%

28.95%

30.63%

80.65%

14.19%

5.16%

33.29%

31.57%

35.15%

평균(73.15)

표준편차(6.20)

 최저 65 최고 100

평균(68.32)

표준편차(3.2)

 최저 65 최고 82

평균(74) 

표준편차(6.22)

 최저 65 최고 100

결
혼

유
무

63.95%

36.06%

79.03%

20.97%

61.28%

38.72%

<표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표 2>는 첫 번째 연구문제인 노후연령인식 여부에 따른 두 집단 간의 연령 및 성공적 노화 구성요

소들의 차이를 검증한 것이다. 자신을 노후연령이라 인식하지 않는 집단의 경우(group ①) 연령은 

68.32세, 자신을 노후연령이라 인식한 집단의 경우 연령은 74세로 노후연령이라 인식한 집단의 연령이 

5-6세 높다(t=-34.26, p<.001). 또한 노후연령이라 인식하지 않는 집단의 삶의 만족도는 3.44, 자신을 

노후연령이라 인식한 집단의 삶의 만족도는 3.05로(t=13.32, p<.001) 노후연령이라 인식하지 않는 집

단의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변인 연령 삶의 만족 질병과 장애 인지와 신체적 기능

질병 장애 건강
도구적 일상
생활 능력

group ① 68.32 3.44 61.29% 8.87% 3.01 29.73

group ② 74.00 3.05 71.90 12.54 2.38 28.24

χ2/t test -34.26*** 13.32*** 34.55*** 6.71** 14.58*** 16.32***

인지와 신체적 기능 사회활동 참여 노후준비

교육
심리적 
건강

직업활동 여가활동
노후생활비 

준비
경제적 독립

group ① 2.67 3.54 59.52% 2.56 34.19% 44.52%

group ② 2.24 3.12 26.30 2.51 19.35 20.66

χ2/t test 8.28*** 10.40*** 270.10*** 1.70 68.57*** 163.04***

* p<.05; ** p<.01; *** p<.001

①노후연령이라 인식하지 않는 집단 ②노후연령이라 인식하는 집단

<표 2>  노후연령인식 여부에 따른 연령  성공  노화 구성요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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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 간의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차이를 살펴보면 노후연령이라 인식하지 않는 집단의 질병

률은 61.29%, 노후연령이라 인식한 집단은 71.90%로 노후연령이라 인식하지 않는 집단이 유의미하게 

낮았다(χ2=34.55, p<.001). 장애를 가진 비율도 노후연령이라 인식하지 않는 집단은 8.87%, 노후연령

이라 인식한 집단은 12.54%로 노후연령이라 인식하지 않는 집단이 유의미하게 낮았다(χ2
=6.71, 

p<.01).

인지와 신체적 기능 역 중 노후연령이라 인식하지 않는 집단과 노후연령이라 인식한 집단의 건강 

3.01:2.38(t=14.58, p<.001), 도구적 일상생활능력 29.73:28.24(t=15.42, p<.001), 교육 2.67:2.24(t=8.28, 

p<.001), 심리적 건강 3.54: 3.12(t=10.40, p<.001)로 노후연령이라 인식하지 않는 집단이 모두 유의미

하게 높다. 사회활동 참여 중 노후연령이라 인식하지 않는 집단의 직장 참여율은 59.52%로 노후연령

이라 인식한 집단의 참여율 26.26%보다 유의미하게 높다(χ2
=270.10, p<.001). 노후연령이라 인식하지 않

는 집단과 노후연령이라 인식한 집단의 노후준비 정도를 보면 노후생활비 준비 34.39%:19.35%(χ2=68.57, 

p<.001), 경제적 독립 44.52%:20.66%(χ2=163.04, p<.001)로 노후연령이라 인식하지 않는 집단이 모두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3>은 사후검증으로 <표 2>의 두 집단 간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의 차이가 평균연령이 나타내주

듯 노후연령이라 인식하는 집단이 노후연령이라 인식하지 않는 집단보다 6세 정도 높다. 그러므로 두 

집단 간의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의 차이가 연령의 다양성으로 인한 변인들 간의 차이로 인한 것인

지 노후연령인식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연령을 조절하기위해 연령을 공변량으로 하

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 다. 노후연령이라 인식하지 않는 집단의 삶의 만족도는 3.40, 자

신을 노후연령이라 인식한 집단의 삶의 만족도는 3.06으로(t=10.14, p<.001) 노후연령이라 인식하지 

않는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두 집단 간의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차이를 살펴보

면 인지와 신체적 기능 역 중 노후연령이라 인식하지 않는 집단과 노후연령이라 인식한 집단의 건강 

2.93:2.39(t=11.86, p<.001), 도구적 일상생활능력 28.86:28.40(t=2.59, p<.00), 교육 2.48:2.28(t=3.73, 

p<.001), 심리적 건강 3.44:3.14(t=6.64, p<.001)로 노후연령이라 인식하지 않는 집단이 모두 유의미하

게 높다.

변인 삶의 만족 인지와 신체적 기능 사회활동

수정평균 수정평균 수정평균

건강
도구적 일상
생활 능력

교육
심리적
건강

여가활동

group ① 3.40 2.93 28.86 2.48 3.44 2.53

group ② 3.06 2.39 28.40 2.28 3.14 2.52

χ2
/t test 10.14*** 11.86*** 2.59** 3.73*** 6.64*** 0.44

* p<.05; ** p<.01; *** p<.001;

연령을 공변량(covariate)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한 것임.

①노후연령이라 인식하지 않는 집단 ②노후연령이라 인식하는 집단

<표 3>  노후연령인식 여부에 따른 성공  노화 구성요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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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 두 번째 연구문제 중 자신을 노후연령이라 인식하지 않는 집단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에 한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통제변인인 성별, 연령, 결혼상태는 삶의 만족도의 변량

을 1.40% 설명하고 있으며 이중 결혼한 상태에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에 미

치는 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b=0.14, p<.05). 모델 1에 질병과 장애 요인을 투입한 모델 2

는 삶의 만족도의 변량을 4.03% 설명하고 있으며 이중 질병과 장애는 삶의 만족도 변량을 2.63% 설

명하고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F=8.25, p<.001). 질병이 있는 것과 없는 것(b=-0.09, p<.05), 장

애가 있는 것과 없는 것(b=-0.31, p<.001)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변인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b ß b ß b ß b ß b ß

성별
 0.07  0.06  0.08  0.06 -0.08 -0.06 -0.06 -0.05 -0.08 -0.07

연령
 0.00  0.02  0.00  0.02  0.00 -0.01  0.00  0.00  0.00  0.01

결혼상태
 0.14*
 

 0.09  0.13*
 

 0.08 0.11*  0.07  0.10  0.06  0.09  0.05

질병
-0.09*
 

-0.07  0.01 0.01  0.02  0.01 -0.01 -0.01

장애
-0.31
 ***

-0.14 -0.10 -0.04 -0.09 -0.04 -0.09 -0.04

신체건강
 0.14
***

 0.21  0.14
***

 0.22  0.12  0.18

IADL
-0.00 -0.01 -0.01 -0.01 -0.00 -0.01

교육
 0.05
 *

 0.10  0.04
 *

 0.07  0.03  0.06

심리적 건강
 0.22
 ***

 0.31  0.21
 ***

 0.30  0.20
 ***

 0.28

직업활동
-0.03 -0.03 -0.10 -0.07

여가활동
 0.17
 ***

 0.18  0.16
 ***

 0.17

노후생활비
준비

 0.09
 *

 0.07

경제적 독립
 0.18
 ***

 0.14

F test
F(3, 616)=
 2.92*

F(5, 614)=
 5.15***

F(9, 610)=
 20.04***

F(11, 608)=
 19.42***

F(13, 606)=
 18.68***

R square 0.0140 0.0403 0.2282 0.2600 0.2860

F inc. test
F(2, 614)=
 8.25***

F(4, 610)=
 36.15***

F(2, 608)=
 13.04***

F(2, 606)=
 11.02***

* p<.05; ** p<.01; *** p<.001; (IADL=도구적 일상생활 능력)

<표 4>  노후연령이라 인식하지 않는 집단(group ①)

(N=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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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2에 인지와 신체적 기능을 투입한 모델 3의 경우 삶의 만족도 변량을 22.82% 설명하고 있으

며 이중 인지와 신체적 기능은 삶의 만족도 변량을 22.78% 설명하고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F=36.15, p<.001). 신체건강이 높을수록(b=0.14, p<.001), 교육수준이 높을수록(b=0.05, p<.05), 심리

적 건강이 높을수록(b=0.22, p<.001) 삶의 만족도는 높았다. 모델 3에 사회활동 참여 변인을 투입한 

모델 4는 삶의 만족도의 변량을 26% 설명하고 있으며 이중 사회활동 참여 변인인 직업활동과 여가활

동은 삶의 만족도를 3.18% 설명하고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F=13.04, p<.001). 이중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b=0.17, p<.001). 모델 4에 노후준비관련 변인을 투입한 모델  

5는 삶의 만족도 변량을 28.60% 설명하고 있으며 이중 노후생활비 준비와 경제적 독립은 삶의 만족

도를 2.60% 설명하고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F=11.02, p<.001). 노후생활비 준비여부는 삶의 만

족도에 미치는 향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b=0.09, p<.001), 경제적 독립여부 또한 삶의 만

족도에 미치는 향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b=0.18, p<.001). <표 5>는 노후연령이라 인식한 

집단의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파악한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통제변

인인 성별, 연령, 결혼상태는 삶의 만족도의 변량을 2.60% 설명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의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b=0.09, p<.01),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를 낮추었

으며(b=-0.00, p<.05) 결혼한 상태에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

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b=0.17, p<.001). 모델 1에 질병과 장애를 투입한 모델 2는 삶의 만족

도의 변량을 6.26% 설명하고 있고 이중 질병과 장애는 삶의 만족도 변량을 3.66% 설명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F=61.00, p<.001). 질병이 있는 것과 없는 것(b=-0.23, p<.001), 장애가 있는 

것과 없는 것(b=-0.27, p<.001)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모델 2에 인지와 신체적 기능을 투입한 모델 3의 경우 삶의 만족도 변량을 31.04% 설명하고 있으

며 이중 인지와 신체적 기능은 삶의 만족도 변량을 24.78% 설명하고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F=310.00, p<.001). 신체건강이 높을수록(b=0.19, p<.001),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이 높을수록

(b=0.02, p<.001), 교육수준이 높을수록(b=0.05, p<.001), 심리적 건강이 높을수록(b=0.20, p<.001) 삶

의 만족도는 높았다. 모델 3에 사회활동 참여 변인을 투입한 모델 4는 삶의 만족도의 변량을 31.58% 

설명하고 있으며 이중 사회활동 참여 변인인 직업활동과 여가활동은 삶의 만족도를 0.54% 설명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F=13.57, p<.001). 직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b=0.10, p<.001)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

았다(b=0.06, p<.001). 모델 4에 노후준비관련 변인을 투입한 모델 5는 삶의 만족도 변량을 35.09%설

명하고 있으며 이중 노후생활비 준비와 경제적 독립은 삶의 만족도를 3.51% 설명하고 있고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다(F=93.38, p<.001). 노후생활비 준비여부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고 있고(b=0.24, p<.001), 경제적 독립여부 또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고 있다(b=0.1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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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b ß b ß b ß b ß b ß

성별
 0.09
 **

 0.06  0.08
 **

 0.05 -0.08
 **

-0.05 -0.09
 ***

-0.06 -0.12
 ***

-0.08

연령
-0.00
 *

-0.03  -0.00 -0.04  0.01
 ***

 0.07  0.01
 ***

 0.08  0.01
 ***

 0.09

결혼상태
 0.17
 ***

 0.11  0.17
 ***

 0.11  0.14
 ***

 0.09  0.14
 ***

 0.09  0.14
 ***

 0.09

질병
-0.23
 ***

-0.14 -0.02 -0.01 -0.02 -0.01 -0.03 -0.02

장애
-0.27
 ***

-0.12 -0.01 -0.00 -0.00 -0.00  0.01  0.00

신체건강
 0.19
 ***

 0.26  0.19
 ***

 0.25  0.17
***

 0.22

IADL
 0.02
 ***

 0.13  0.02
 ***

 0.11  0.02
***

 0.12

교육
 0.05
 ***

 0.09  0.06
 ***

 0.10  0.03
***

 0.05

심리적 건강
 0.20
 ***

 0.27  0.20
 ***

 0.27  0.19
***

 0.26

직업활동
 0.10
 ***

 0.06  0.05
*

 0.03

여가활동
 0.06
 ***

 0.06  0.05
***

 0.05

노후생활비
준비

 0.24
***

 0.13

경제적 독립
 0.18
***

 0.10

F test
F(3, 3456)=
30.78***

F(5, 3454)=
46.14***

F(9, 3450)=
172.58***

F(11, 3448)=
144.76***

F(13, 3446)=
143.37***

R square 0.0260 0.0626 0.3104 0.3158 0.3509

F inc. test
F(2, 3454)=
61.00***

F(4, 3450)=
310.00***

F(2, 3448)=
13.57***

F(2, 3446)=
93.38***

* p<.05; ** p<.01;  *** p<.001; (IADL=도구적 일상생활 능력)

<표 5>  노후연령이라 인식하는 집단(group ②)

(N=3460)

세 번째 연구문제인 ‘두 집단의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는 차이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표 4>와 <표 5>의 표준화 계수인 ß를 사용하 다. 노후연령이라 인식한 집

단인 <표 4>의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의 ß를 보면 심리적 건강(ß=0.28), 신체건강(ß=0.18), 여가활동

(ß=0.17), 경제적 독립(ß=0.14) 순이며 성별(ß=-0.07), 직업활동(ß=0.07), 노후생활비 준비

(ß=0.07)는 같은 정도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연령이라 인식하지 않는 집단인 <표 5>

의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의 ß를 보면 심리적 건강(ß=0.26), 신체건강(ß=0.22), 노후생활비 준비

(ß=0.13),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ß=0.12), 경제적 독립(ß=-0.10), 연령(ß=0.09), 결혼상태(ß=0.0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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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노후연령으로 인식하지 않는 집단의 연령은 68세, 노후연령으로 인식한 집단의 연령은 74세로 노후

연령이라 인식한 집단의 연령이 통계적으로 5-6세 정도 높다. 그러나 두 집단의 최저 연령을 보면 모

두 65세로 같은 65세 임에도 불구하고 노후연령이라 인식하지 않기도, 노후연령이라 인식하기도 하며 

노후연령이라 인식하지 않는 집단의 경우 최고 연령이 82세임에도 노후연령이라 인식하지 않고 있어 

노후연령인식의 주관성을 알 수 있다.

두 집단 간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의 차이를 보면 여가활동을 제외하면 모든 역에서 노후연령

으로 인식하지 않는 집단이 높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노후연령인식에 관한 것이 노인들의 현재의 연

령에 의한 것인지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한 평균 비교 후에 연령의 다양성으로 인한 향을 

배제하기위해 연령을 공변량으로 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여 변인들의 수정평균(adjusted mean)을 

다시 비교하 다. 공분산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는 단순평균 비교와 마찬가지로 변인들의 수정평균에

는 큰 차이가 없었고 차이의 유의도도 같게 나와 <표 2>의 결과는 나이에 의한 것이 아닌 노후연령인

식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었다.

자신이 노후연령이 아니라고 인식한 집단에서는 연령은 삶의 만족도에 아무런 향도 미치지 않은 

반면 노후연령이라 인식한 집단에서는 연령이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향을 미쳐 인식한 연령에 근

거하여 자신의 연 기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삶의 만족도에의 향을 

보면 두 집단 모두 결혼상태에 있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 노년기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노후연령으로 인식하지 않는 집단의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의 삶의 만족도에의 향을 보면 질병과 장애, 인지와 신체적 기능, 삶의 참여, 

노후준비 중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과 직업활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향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노후연령시기로 인식한 경우는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가 삶의 만족도에 모두 

유의한 향을 미쳤다.

두 집단 간의 독립변인의 표준화 계수인 ß를 보면 노후연령 시기라 인식하지 않는 집단과 노후연

령 시기라 인식한 집단의 삶의 만족도의 향 정도는 심리건강, 신체건강이 1, 2순위로 모두 같았다. 

또한 세 번째로 향을 미치는 것은 노후연령으로 인식하지 않는 집단은 여가활동이, 노후연령으로 

인식하는 집단은 노후생활비 준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신체,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면 노후연령으로 

인식하지 않는 집단의 경우 아직도 활발하게 여가활동을 즐기는 것이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향 요

소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노후연령으로 인식한 집단의 경우 자녀나 타인 등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

생활비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향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연로한 가운데 독립적으로 생활 할 수 있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은 삶의 만족도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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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연령이라 인식하지 않는 집단의 경우 직장유무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는 차이가 없었

으나 노후연령이라 인식하는 집단의 경우 직장유무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었

다. 노후연령이라 인식하지 않는 집단은 아직도 건강하여 3/5이 직업활동을 하는 것에 반해 노후연령

이라 인식한 집단은 1/4 정도만 직업활동을 하고 있어 노후연령이라 인식한 집단의 경우 직업활동을 

하는 것은 이들의 삶의 만족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노후연령이라 인식하지 않는 집단과 

노후연령이라 인식한 집단 모두 심리적 건강, 신체적 건강, 사회활동참여, 노후생활비 준비와 경제적 

독립은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소로 나타나 노년기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는 신체, 

심리, 사회, 경제적 역 등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노인들 중 자신을 노인이라 인식하지 않을 경우 높

은 만족감을 갖고 있고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보내고 있었다. 자신들이 스스로 젊은 연령인식을 갖

고 있는 것은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기 수명의 증가에 적응하여 성공적 노화를 하기

위한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기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연 기보다 젊은 연령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노년층 자신들의 성공적인 노화 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통하여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

아들이게 하는 것으로 역시 중요한 성공적 노화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노후에 한 인식과 긍정적인 삶의 질을 위한 사회복지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노인들의 연령인식

은 은퇴연령의 변화, 노인에 한 편견이나 차별주의 등 외부환경의 향을 많이 받는다. 미국과 같이 

연령이 중요하지 않은 사회일 경우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 상 적으로 적으므로 외부환경으로 인하여 

나이에 한 부정적인 자아감의 형성은 상 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자아감이 외부의 향

을 받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노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즉 사회의 노인

에 한 편견이 그들의 자아감에 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사회의 연령차별 및 노후에 한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노인들도 중년나이의 자아감을 갖고 있을 경우 건강도 좋고 활동 수준도 높고 

잘 적응하며 사기도 높았다(Perlmutter and Hall, 1992). 이와 같이 노인들의 노후연령에 한 인지는  

개인의 복지 측면 뿐 아니라 사회복지의 비용 측면에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할 것이다. 노인에 

한 교육은 개인들의 노인에 한 편견을 줄이므로 노인에 한 부정적인 인식 및 연령에 한 차별이 

줄어들게 할 것이다. 복지관 등에서 노인들에 한 여러 교육프로그램도 바람직하지만 사회통합의 측

면에서 젊은 층들에게 노인에 한 올바른 교육도 필요하다. 또한 매스컴을 통한 연령차별의 배제 및 

이미지 개선, 노인에 한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등 고령화 사회에 걸맞게 노인에 한 인식의 변화

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 에 맞게 개인 및 사회의 노화, 노후, 노인에 한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연 기로 인한 전기, 후기 노인 등의 비교연구는 있지만(이인정, 1999) 연령인식에 근거한 연구는 

드문 상황에서 본 연구는 연령인식에 근거한 삶의 만족도의 차이 및 향을 파악한 연구라는데 의의

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전국단위로 표집된 표성 있는 자료의 활용으로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가능

하다.  본 연구의 한계는 2차 자료의 사용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나 심리적 건강 등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패널자료의 활용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와 관련된 변인은 3차

에만 있어 종단적 연구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 것이다. 본 연구는 단순히 노후연령인식에 따라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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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에 미치는 향 및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한 것으로 향후 패널자료가 계속 구축된다면 종단적 

연구의 활용으로 건강이 노후연령인식에 향을 미쳤는지, 노후연령인식이 건강에 향을 미쳤는지 

등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인식한 연령에 근거할 경우 같은 65세라도 노후연령

인식 여부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노후연령인식 여부에 따라 삶의 만족도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추후 같은 노년기일지라도 노후연령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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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of Successful Aging and th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by 

the Recognition of Old Age

Kim, Mee Ryoung

(Daegu University)

This study used the third wave of individual data of KReIs(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because the third wave of data only had the necessary 

variables which fit into this study. The data was collected in 2010 using national 

random sampling. The target population was adults who are older than 65 and 

the sample size of this study was 4,080. The factors of successful aging were 

compared by the recognition of old age (group ①: people who recognize they are 

not older adults(n=620); group ②: people who recognize they are older 

adults(n=3,460)). For comparison of each variable by the recognition of old age, 

t-test, chi-square test and ANCOVA were used depending on the types of 

variables. To test the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factors of successful 

aging, hierarchical regressions were used for each group. 1) Except for the 

number of leisure activities, older adults who recognized they were not old(group

①) had a higher level of factors composing of successful aging than older adults 

who recognized they were old(group ②). 2) For group ①, age did not affect their 

life satisfaction i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but for group ② age negatively 

affected their life satisfaction. 3) The results indicated that cognitive and physical 

functioning were more important than avoiding disease and disability. 4) For 

group ②, IADL affected life satisfaction positively i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but for group ①, IADL did not affect life satisfaction. 5) For group②, 

whether they had a job or not affected the life satisfaction differently.

Key words: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KReIs), the recognition of 

aging, successful aging,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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