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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 주관적 삶의 질 모형 구축

하태희
학  간호학과

Development of the Structural Model of

Middle-aged Men’s Subjective Quality of Life

Ha, Tae Hi

Department of Nursing, Daegu University

  약 본 연 는 남  주  삶  질  통합 로 하고 측할 수 는 형  축함 로  에 

향  주는 심리사회  들  밝혀내 , 변수들과  계  규 하여 남  삶  질  향상시키  한 간

호 재 개발  한 초 료 및 본  틀  공하고  시도  회귀 형  연 다. 연  상 는 40

-59  사   직업  는 혼  남  493 , 료수집 간  2011  9월 10  2011  10월 

31 지 다. 료  SPSS 19.0과 Amos 19.0 프로그램  용하여 하 다. 연  결과, 아 감, 사회

 지지가 남  삶  질에 직․간  향  주는 것 로 나타났다. 또한 들  매개변 로 가 사

통, 직업만 도가 삶  질에 향  주는 것 로 나타났 , 가 사 통  직업만 도  매개하여 삶  질에 간

 향도 주는 것 로 나타났다. 본 연  남  삶  질 형  합한 형  실 로 검

었 , 남  주  삶  질 진  한 프로그램  방향  시했다는 에  연  과 

  수 다.

주 어 : 남 , 삶  질, 아 감, 사회 지지, 가 사 통, 직업만 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truct and test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subjective quality 

of life in middle-aged men. The participants were 493 middle-aged men.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10 to October 31, 2011.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9.0 and AMOS 19.0. Self-esteem, social 

support, family communication showed direct and indirect effect on subjective quality of life for middle-aged 

married men, and job satisfaction showed a direct effect on subjective quality of life. The structural regression 

model of middle-aged men's subjective quality of life was a good fit with the model.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design intervention programs to increase self-esteem, social support, family 

communication and job satisfaction in order to increase middle-aged men's subjective quality of life.

Key Words : Middle-aged man, Quality of life, Self-esteem, Social support, Family communication,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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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필

1960년 와 1970년 사이에 출생한 재 우리나라의

년 세 는 격한 경제성장을 경험한세 로서 가정과

사회에서 추 인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신체 ‧심리

‧사회 으로 많은 변화에 따른 문제를 안고 있는 세

에 해당된다. 2010 인구주택총조사[1]에 의하면 40～59세

의 년기에 해당하는 인구는 우리나라 체 내국인

47,990,761명 14,769,607명으로 체 내국인의 31%를

차지한다. 이 년 인구의 반을차지하고 있는 년

남성은 특히 이시기에 신체 쇠퇴를 자각하게되며, 이

런 신체 변화에 따른 감정 반응이나 심리 혼란을

경험하기도한다[2]. 가정 으로는 가족의재조직화가 이

루어지는 시기로서, 배우자, 자녀 노부모와의 계 속

에서 여러 역할이 동시 으로 요구되므로, 이러한 과정

에서 문제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지 까지 가족부양

체계를 책임지고 지내온 년남성은 단지직업역할에 충

실한 것이 남편이나 아버지, 아들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믿어왔다. 반면, 의 가족체계에서는 경제

부양자로서의 역할 이외의 다양한 역할을 요구함으로써

이런 가족의 요구에 민감하지 못한 년남성들은 가족체

계에서 소외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 직장에서는 풍

부한 경험과 지혜를 구비한 시기로써 자신의 경험과 능

력을 통합하는 생의 정기이기도 하지만 지 상승에

따른 독자 단의 증가로 인한 막 한 책임감, 은 세

와의 경쟁과 지 유지에 따른 불안감 등 많은 정신

스트 스를 받고 있다[3]. 더욱이 최근 한국사회의 장기

인 경제불황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기업들의 구조

조정, 조기퇴직 유도로 년남성들은 실직, 부도, 가정해

체, 빈부의격차 등의 많은 문제를겪으면서 직‧간 인

심리 부담감을 그 어느 때 보다 크게 느끼고 있다.

이러한 부담감과 년기의 심리 혼란으로 인해

년남성들은 우울, 불안, 짜증, 피로, 자신에 한 연민, 인

생에 한 반 인 불행감을 느끼게 된다[4]. 년남성

의 우울감이 클수록 삶에 한 만족정도는 낮아지며[4],

심한 우울감과 같은 정신건강의 악화는자살로도 이어질

수 있다. 2014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년층의 사망원

인 자살은 악성신생물(암) 다음으로 2 를 차지하

으며, 인구 10만명당 40 남성자살자 수는 46.6명, 50

남성 자살자수는 55.2명으로같은 연령 여성 자살자의

2.6배와 3.2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 이와 같은

보고들을 볼 때 년남성의 삶의 질 리는 가정과 직장

체의 안녕 차원에서도 요한 사안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삶의 질은 인간 생활의 질 수 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이 행복한 삶을 하는데 필요한 객 조건과

주 요소를 모두 포함한 포 인 차원의 개념이다.

Campbell에 의하면 객 차원의 삶의 질은 소득수 ,

학력, 주거환경, 근로조건, 건강상태 등과 같은 환경 ,

사회지표 조건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주 차

원의 삶의 질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느끼고 얼마

나 만족하는가에 한 주 인 단으로서 환경 인 생

활조건보다는 그것에 한 개개인의 경험이나 느낌을

요한 결정인자로 보고 있다[6]. 이에 본 연구에서는

Campbell의 주 차원의 삶의 질에 한 개념을 년

남성에게 용시켜 보고자 하 다.

Campbell에 의하면 삶의 질이란 삶의 반 인 상황

이나 삶의 경험들에 한 개인의 주 인 평가와 만족

으로 정의하 다[6]. 한 삶의 질은 흔히 행복감이나 안

녕감, 만족감등의 개념과 혼용될 수 있으나이는 높은 수

의 삶에 한 스스로의 기 가 실 된 정도로 삶의 질

의 결과물이나 평가 기 으로 볼 수 있다[6]. 년남성은

사회 추로서 어느 정도의 사회 성공과 경제 안

정을 이루었다고 보여질 수도 있으나 격한 신체 ․심

리 ․사회 변화에 처해야 하며, 가장으로서의 다양

한 역할 요구를 수용함과 동시에 곧 닥쳐올 노년기를

비해야 하고, 직장에서는 지 에 따른 막 한책임 실

직에 한 불안감으로 인해 삶에 한 부담감은 어떤 시

기보다 커질 수 있다. 그러므로 년남성의 삶을 이해하

기 해서는 그들의 공통된 객 측면과 아울러 삶에

한 자신의 느낌이나 만족감과 같은 주 인 측면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 으로 삶의 질과 련된 변수들에 한 선행연

구들을살펴보면 자아존 감[7,8,9,10], 사회 지지[11,12,13],

가족의사소통[2,14], 직업만족도[15] 등의 요인들이 삶의

질과 련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

은 삶의질 련변인들을 개별요인으로 하여각각의

계나 향만을 살펴본 것이 부분이고, 연구 상 한

일치하지 않아 년남성의 삶의 질의 다요인 인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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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년남성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자신들의 특성을 이

해받고 스스로도 효율 인 처로 자신의 역할을 잘 수

행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 다가오는 노년기를 잘 비

하도록 하며, 자살과 같은 극단 인 문제해결방법을 시

도하지 않도록 하기 해서는 극 인 개입과 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개입과 리를 해서는 무엇보다도

년남성의 주 삶의 질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 요

인들 간의 인과 계 악을 한 연구가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결과

와 자신에 한 정 인 태도를 통한 자아수용, 지인들

과의 정 인 계, 가족과의 조화, 직업을 통한삶의목

표 성취와 이를 통한 개인 인 성장을 주 인 삶의 질

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본 Sastre의 삶의 질 결정 요인

[16], 삶의 질 측 변수로 개인의 수행하는 역할의 내용,

역할경험의 질의 요성을 제시한 Barnett와 Baruch의

역할이론 견해[17]를 근거로 년남성의 주 삶의

질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

하 다. 즉, 년남성의 자아존 감과 사회 지지는 그

들이 수행하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경험의질인 가족

의사소통과 직업만족정도에 향을 미쳐 결국 년남성

의 주 삶의 질 수 에 직간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보고 이에 한모형구축과검정을통하여각 요인

들 간의 구조 인 인과 계를 규명하며, 이를 통하여

년남성의 주 삶의 질 향상 목 의 간호 재 개발을

한 학문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  목

본 연구의 목 은 년남성의 주 삶의 질을 통합

으로 설명하고 측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이에 향을 주는 심리사회 요인들을 밝 내며, 변수

들과의 계를 규명하여 년남성의 삶의질을 향상시키

기 한 간호 재 개발을 한 기 자료 기본 인 틀

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1.3 연  개  틀 및 가  형

본 연구의 개념 기틀은 Sastre의 삶의 질 결정 요인

[16], Barnett와 Baruch의 역할이론 [17] 문헌

고찰을 토 로 도출하 다.

Sastre가 제시한 삶의 질 결정 요인인 자아수용, 정

계, 배우자와의 조화, 자녀와의 조화, 삶의 목표, 개

인 인 성장 자신에 한 정 인 태도를 통한 자아

수용은 자아존 이 선행되어야 제 로 이루어 질 수 있

으므로 자아존 감을 변수로 선정하 으며, 정 계

는 사회 인 정 상호작용 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므

로 사회 지지 변수를 선정하 다. 배우자나 자녀와의

조화는 가족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를 통하여 알 수

있으므로 가족의사소통을 선정하 으며, 삶의 목표나 개

인 인 성장은 년남성의 과업달성과 이를 통한 자아실

측면에서 볼 때 직업 요인으로 보고 직업만족도

를 선정하 다. 기혼 년남성 상의 여러 연구에서

가정과 직장변인이 그들의 삶의 질이나 만족 심리

복지감에 있어서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밝

지고 있다[2,11,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Barnett와 Baruch

의 역할이론 에 따라 년남성의 가장 주된 역할

인 가정에서의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직장에서의 역할의

질 경험 변수로 가족의사소통과 직업만족도를 설정하

여 이를 년남성의 삶의 질을결정할수 있는있는매개

변수화 하 다. 즉, 본 연구는 Sastre의 삶의 질 결정 요

인, Barnett와 Baruch의 역할이론 견해를 토 로 외생

변수로 자아존 감과 사회 지지의 정도에 따라 내생변

수인 가족의사소통과 직업만족도는 향을 받으며 이는

결국 년남성의 주 삶의 질에 직간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Fig. 1]과 같이 개념 기틀을 구성하

다.

[Fig. 1] Conceptual framework

본 연구의개념 기틀을 기반으로 한 가설 모형구

성에서 연구변수들은 주 삶의 질, 자아존 감, 사회

지지, 가족의사소통 직업만족도를 포함한다. 가정

된 개념 기틀에서 자아존 감과 사회 지지는 가족의

사소통과[11,19], 직업만족도에 향을 미치고[11,20-22],

이는 주 삶의 질에 직 ‧간 으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설정하 다. 자아존 감과 사회 지지는 외

생변수이고, 가족의사소통, 직업만족도 주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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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은 내생변수이다. 자아존 감, 사회 지지, 가족의사

소통, 직업만족도는 주 삶의 질에 직 인 향을

미치며, 자아존 감과사회 지지는 가족의사소통, 직업

만족도를 통하여 간 으로도 주 삶의질에 향을

미친다[15]. 한 가족의사소통은 직업만족도에 향을

미치며[2], 직업만족도는가족의사소통과 주 삶의 질

의 매개요인으로도 작용한다[18]. 주 삶의 질의 경우

하 역인 반 인 삶의 느낌과 삶의 만족도를 찰

변수로 선정하 고, 자아존 감은 단일차원의 척도이므

로 문항의무작 배치를통한 문항 꾸러미화 방법[23]을

사용하여 자아존 감 1, 자아존 감 2의 찰변수를 선

정하 다. 사회 지지는 하 역인 정서 지지, 정보

지지, 물질 지지, 평가 지지를 찰변수로 선정하

으며, 가족 의사소통은 부부 의사소통과 부모-자녀 의

사소통을 찰변수로 선정하 다. 직업만족도는 단일차

원의 척도이므로 문항 꾸러미화 방법[23]을 통한 직업만

족도 1, 직업만족도 2, 직업만족도 3을 찰변수로 선정

하 다.

2. 연  방법

2.1 연  계

본 연구는 년남성의 주 삶의 질에 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가설 모형을설정하고 년남성

을 상으로 횡단 으로 자료를 수집하여모형의 부합도

와 모형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정하는 구조회귀모형분석

연구이다.

2.2 연 상

본 연구의 상은 생활연령을 근거로 하여 40세～59

세 사이의 자녀와 직업이 있는 기혼의 년남성으로서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를 상으로

하 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자유모수치 피험자

수의 비율을 기 으로 한 표본의 크기를 정해야 하

며, 이들 간 비율이 최소 1:10～20의 기 [23]을 근거로

하여 상자 수를산정하 다. 따라서 본연구 모형의 자

유모수치는 36으로 한 피험자의 수는 360～720명이

므로, 총 500명의 상자를 최종 목표 인원으로 정하

다.

2.3 연 도

2.3.1 주  삶  질 

주 삶의 질은 Campbell이 개발한 도구를 Lee가

번안한 주 삶의 질 척도(Index of Well-Being)을 이

용하여 측정하 다[6,24]. 이 도구는 최근의 삶의 경험에

한 느낌 8개 문항과 반 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삶에 한 느낌은 두 개

의 형용사를 짝지어 제시하고, 최 1 에서최고 7 사

이의 어느 한 곳에 표시하도록 한 7 Likert 척도이다.

삶에 한 만족도는 퍼센트 개념을 사용하여 1.1의 가

치를 두어 계산하며 11 Likert 척도이다. 수의 범

는 삶에 한 느낌 8～56 , 삶에 한 만족도 1.1～12.1

으로 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를 상으로한 Lee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0이었으며[24], 본 연구에서는 .95 이었다.

2.3.2 아 감

자아존 감은 Rosenberg가 개발한 도구를 Jon이 번

안한 자아존 감 척도(Self-Esteem Scale)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25]. 이 도구는 정 문항 5개, 부정 문항

5개,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Likert 척도

로서 정 인 문항에서는 ‘ 체로그 지 않다’ 1 에서

‘항상 그 다’ 4 으로, 부정 인문항에서는 역문항처리

하며 수의 범 는 10～40 으로 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 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신뢰도는 Jon

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5이었으며[25], 본 연구에

서는 .79 다.

2.3.3 사회  지지

사회 지지는 Park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Kim이 수

정․보완한 사회 지지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26]. 문항은정서 지지 7문항, 정보 지지 6문항, 물질

지지 6문항, 평가 지지 6문항의 4개의 하 역, 2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그 지 않다’ 1 부터

‘모두 그 다’ 5 의 5 Likert 척도이다. 수의 범 는

25～125 으로 수가 높을수록 사회 지지가 높은 것

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Kim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7이었으며[26], 본 연구에서는 .96이었

다. 본 연구의 하 역 별 Cronbach's α값은 정서 지

지 .90, 정보 지지 .90, 물질 지지 .89, 평가 지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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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2.3.4 사 통

부부의 계정도를 측정하기 해 Fournier, Olson, &

Drukman에 의해 개발된 Enriching and Nurtur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

(ENRICH) Inventory를 Kim이 사용한 도구 하 역

인 의사소통 부분을 측정하 다[27]. 총 10개 문항으로,

문항내용은 요한 감정과 신념을 서로 나 때에 트

와 화하는 그들 자신의 능력에 한 인식에 을

맞추고 있다. 본 척도의 문항들은 부부의 효율 인 의사

소통 일치정도에 따라 ‘ 그 지 않다’ 1 에서 ‘확실

히 그 다’ 5 까지 5 Likert 척도로 수의 범 는 1

0～50 이며, 부정 문항은 역문항 처리하여 수가 높

을수록 부부가 효율 인 의사소통을 함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Kim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5

으며[27],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2.3.5 -  사 통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는 Barnes & Olson이 개발

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척도검사인 Parent-Adolescence

Communication Scale을 Kim이 번안한 도구로서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의 2개의 하 요인, 부모용

과 청소년용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28]. 본 연구에서

는 부모-자녀간 정 이고 개방 인 상호작용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개방형 의사소통 부모형 10문항만을 사

용하 으며,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 5 Likert 척도로 수의 범 는 10～50 이며,

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개방 이고

문제성이 음을 나타낸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Kim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2 으며[28],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2.3.6 직업 만 도

직업만족도 척도는 Miller의 The Attitude Toward

Any Occupation Scale 우리나라 직업여성에 계되

는 문항을 선택하여 수정․번역한 도구를 년남성에 맞

게 수정․보완한 Kim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29]. 자신의 직분에 한 보수, 사회 인정도, 성 등에

한 호의․비호의 만족, 불만족의 정도가 표 된 것

으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그 다’ 5 의 5

Likert 척도이며,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의 범

는 20～100 이며, 부정 문항은 역문항 처리하여 수

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

도는 Kim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92 으며[29],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2.4 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의 과학성과 윤리성 검증 자료수집

을 해국립B병원의연구윤리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연구진행에 해 승인을 받은 후 시

행되었다(승인번호: 1-005).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에

앞서 간호학교수 1인, 정신 문간호사 2인이 문항 내용

에 한 조사를 한 후, 년남성의 설문 문항에 한 이

해정도를 악하기 해 40세에서 59세 사이의 년남성

50명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하 다. 비조사를 통

하여 응답의 용이성과 문항의 이해도에 문제가 없는 것

으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2011년 9월 10일부터 2011년 10

월 31일까지 본 조사를 시행하 다. 지역 특성, 학력,

경제상태를 고려하여 상자를 고루선정하기 해서울,

구, 울산, 부산,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제주도 지

역에 치한 5개 학교, 5개 고등학교를 선정하 으며,

연령의 고른 분포를 해 동지역의 10개 아 트 지역주

민을 상으로 임의표출 하 다. 설문조사 방법 연구

차의 일 성을 도모하기 해 로토콜을 제작하 으

며, 학부모 상의 조사 시에는 연구자가학교를 직 방

문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뒤 담임교사에게 로토콜

을 사용하여 설문조사 방법에 한 설명을 하 으며, 이

후 담임교사를 통하여 연구의 필요성과 목 , 조사내용

설문지 작성법에 한설명서, 동의서 설문지를 포

함한 투를 학생의 가정으로 배부하 다. 서면으로 동

의한 아버지만을 상으로 설문지에 직 응답하도록 하

으며, 아버지가 직 하도록 한후 학생을 통하여

받은 설문지를 담임교사를 통하여 우편으로 회수하 다.

반면, 아 트 주민은 연구자가 직 아 트 부녀회를 방

문하여 로토콜을 사용하여 설문조사 방법에 한 설명

후 연구의 필요성과 목 , 조사내용 설문지 작성법에

한 설명서, 동의서 설문지를 포함한 투를 아 트

주민에게 배부하도록 하 으며, 이후 연구자가 직 부

녀회를 통하여 설문지를 회수하 다. 자료수집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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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yr)

40-44 232 47.1

45-49 95 19.2

50-54 113 22.9

55-59 53 10.8

Education

�Middle school 18 3.7

High school 110 22.3

College 282 57.2

�Graduate school 82 16.6

Missing data 1 0.2

Duration of

marriage

(year)

0-10 79 16.0

11-20 256 51.9

�21 158 32.1

Job

Specialized job 92 18.7

Management 76 15.4

Office worker 146 29.6

Service 57 11.6

Production 35 7.1

Independent

enterprise
80 16.2

Missing data 7 1.4

Family income

(10,000won/month)

�300 101 20.5

301-400 116 23.5

401-500 111 22.5

501-600 65 13.2

�601 97 19.7

Missing data 3 0.6

Religion
Yes 256 51.9

No 237 48.1

Number of

offspring

1 79 16.0

2 340 69.0

�3 74 15.0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191 38.8

Moderate 262 53.1

Poor 40 8.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493)서면 상 연구 상자의 윤리 인 측면의 고려를 한 익

명과 비 보장, 연구결과가 연구의 목 이외에는 이용

되지않음 등에 한충분한설명 동의를 받고동의한

자들만을 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후 작성자가

직 하도록 하 으며, 설문지를 완성하는데 걸린

시간은 20분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상자에게

는 감사의 표시로소정의 선물을제공하 으며, 총 600부

를 배포하여 540부를 회수하 으며, 이 응답내용이 불

충분하거나 본 연구에 부 합한 내용의 설문지 47명의

자료를 제외한 493명(82.2%)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

하 다.

2.5 료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9.0과 AMOS 19.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1) 상자의일반 특성, 삶의 질, 자아존 감, 사회

지지, 가족의사소통 직업만족도에 한 서술

통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 다.

2) 잠재변수들간의 변별성, 잠재변수와 찰변수간의

수렴 타당성, 모형 부합도, 경로계수 추정치

효과분석을 하여 AMOS 19.0 로그램을이용하

다.

3. 연  결과

3.1 연 상  반  특

상자의 연령은 40～44세 47.1%, 50～54세 22.9%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졸이 57.2%를 차지하 으며, 결

혼기간은 11～20년 51.9%, 직업은 사무직이 29.6% 이었

다. 상자 가족의 월수입은 301～400만원 23.5%, 종교는

51.9%가 종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의 자녀수

는 2명이 69.0%를 차지하 으며, 주 인 건강상태는

보통이 53.1%를 차지하 다<Table 1>.

3.2 연 변수  술  통계 및 상 계

본 연구의 가설 모형에서 사용된 변수의 서술 통

계는 <Table 2>와 같다. 모든 변수의 왜도 (skewness)

와 첨도 (kurtosis)값이 값 2를 넘지 않아 정규성을

만족하여 구조모형 분석 최 우도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모형부합도를 검정하 다. 본

연구의 가설 모형에서 사용된 잠재변수 찰변수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각 찰변수는 모두

서로 유의한 상 계를 나타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다 공선성 (multicollinearity)의 검정결과 단일요인 척

도의 문항 꾸러미화 방법 (item parceling method)에 의

해 생성된 찰변수를 제외한 모든 찰변수들 간의 상

계수가 .76을 넘지 않았다. 한 공차한계 (tolerance)

는 0.1 이하인 변인이 없었으며(.595～.806), 분산확 인

자 (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가 10을 넘는 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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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으므로(1.241～1.681) 변인들 간의 다 공선성의 문

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3]. 각 잠재변수와 찰변

수들간의 계를 검토한 결과, 모든 잠재변수에 있어서

찰변수의 표 화 회귀계수인 요인부하량이 .60 이상의

높은 부하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igure 2], 잠

재변수간의상 계수는 .46～.72 범 의 상 계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모형하의 각 잠재변수들을 측

정하기 해 선정된 찰변수들이 충분한수렴 타당성

을 지니고 있으며, 잠재변수들 간에도 충분한 변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M(SD) Min Max
Skew

ness

Kurto

sis

Self-

esteem

Total 30.5(3.72) 19.0 40.0 0.13 -0.47

Self-esteem 1* 15.8(2.14) 10.0 20.0 0.21 -0.32

Self-esteem 2* 16.7(1.97) 8.0 20.0 -0.11 -0.13

Social

support

Total 88.7(12.61) 34.0 125.0 -0.42 1.09

Emotional 25.4(3.90) 9.0 35.0 -0.42 0.69

Informational 21.0(3.45) 9.0 30.0 -0.23 0.39

Material 20.1(3.54) 6.0 30.0 -0.37 0.85

Appraisal 22.2(3.15) 8.0 30.0 -0.49 1.09

Family

communication

Total 72.0(10.16) 42.0 100.0 0.10 -0.19

Spouse 34.3(6.10) 16.0 50.0 0.03 -0.29

Parent-offspring 37.6(5.77) 19.0 50.0 -0.18 -0.26

Job

satisfaction

Total 70.0(12.26) 33.0 100.0 0.28 -0.23

Job satisfaction 1
*
24.5(4.70) 11.0 35.0 0.17 -0.52

Job satisfaction 2*24.9(4.34) 11.0 35.0 0.24 -0.15

Job satisfaction 3*20.5(4.19) 7.0 30.0 0.12 -0.10

Subjective

quality of life

General affect 39.8(9.11) 12.0 56.0 -0.29 -0.28

Overall life

satisfaction
8.8(1.65) 3.3 12.1 -0.64 0.12

*Item parceling method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Observed Variables 

(N=493)

3.3 가  형  합도 검  

본 연구의 가설 모형에 한 부합도지수는 χ
2
=135.95 (p<.001), df=55, χ

2
/df=2.47, NNFI=.97, CFI=.98,

GFI=.96, AGFI=.93, SRMR=.03, RMSEA=.06

(.04<RMSEA<.0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NC(χ
2
/df)를 포함한 모든 부합도 지수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측정모형의 경로계수의 통계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모든 경로의 고정지수(critical ratio, CR)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더 이상의 모형 수정은 필요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3>.

Variable indicator SE
CR

(p)

SM

C

Direct

effect

(p)

Indirect

effect

(p)

Total

effect

(p)

Subjective quality

of life

.64

Self-esteem .07 3.69

(<.001)

.32

(.002)

.24

(.001)

.56

(.002)
Social support .02 5.09

(<.001)

.25

(.002)

.07

(.001)

.32

(.002)
Family

communication

.03 2.56

(.010)

.24

(.022)

.04

(.010)

.27

(.004)

Job satisfaction .02 2.75

(.006)

.16

(.011)

.16

(.011)
Job satisfaction .48

Self-esteem .19 5.20

(<.001)

.43

(.002)

.15

(.010)

.58

(.002)
Social support .08 2.08

(.038)

.11

(.033)

.05

(.012)

.15

(.002)

Family

communication

.09 2.68

(.007)

.24

(.014)

.24

(.014)
Family

communication

.53

Self-esteem .18 7.89

(<.001)

.61

(.001)

.61

(.001)
Social support .10 3.03

(.002)

.19

(.008)

.19

(.008)

S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Table 3> Estimates and Effects of Final Model  

(N=493)

3.4 최  형에 한 추 계수  검  

    및 효과

3.4.1 최  형에 한 추 계수  검  

최종 모형에서 표 화 경로계수는 모든 경로에서 고

정지수 값이 유의하 다<Table 3>. 상자의 삶의 질은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β=.32, t=3.69), 사회 지지가 많

을수록(β=.25, t=5.09), 가족 의사소통이잘 될수록(β=.24,

t=2.56),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β=.16, t=2.75)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직업만족도는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β

=.43, t=5.20), 사회 지지가 많을수록(β=.11, t=2.08), 가

족 의사소통이 잘 될수록(β=.24, t=2.68)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가족 의사소통은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β=.61,

t=7.89), 사회 지지가 많을수록(β=.19, t=3.03) 효율 인

것으로 나타났다.

3.4.2 최  형  효과

표 화경로 추정계수를 심으로 최종모형은 [Fig. 2]

와 같으며, 이를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를 내생변

수 심으로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주 삶의

질에 한 향력있는 변수로는 자아존 감, 사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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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가족 의사소통, 직업만족도의 순이었으며 설명력은

64% 다. 직업만족도에는 자아존 감, 가족 의사소통,

사회 지지가 향을 주는 변수 으며 설명력은 48%

다. 가족의사소통에는 자아존 감, 사회 지지가 향

을 주는 변수 으며 설명력은 53% 다.

[Fig. 2] Model with parameter estimates 
X1=self-esteem 1; X2=self-esteem 2; X3=emotional

support; X4=informational support; X5=material support;

X6=appraisal support; Y1=spouse communication;

Y2=parent-offspring communication; Y3=job satisfaction

1; Y4=job satisfaction 2; Y5=job satisfaction 3; Y6=general

affect; Y7=overall life satisfaction

4.  및 결론

본 연구는 년남성의 주 삶의 질에 향을 주는

요인 경로를 설명하는 구조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

정하여 년남성의 주 삶의 질 증진 방안을 한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

난 주요 결과를 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 모형에서 년남성의 주 삶의 질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아존 감, 사회 지지,

가족의사소통, 직업만족도의 순으로 상 인 향력이

있었으며, 이들 측변인들이 삶의 질을 설명하는 정도

는 64%로 비교 높은 측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

과에서 자아존 감은 주 삶의 질 결정요인 가장

요한 변수로 작용하 으며, 이는 선행연구들에서도 동

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8,30.31]. 자아존 감은 자아를

정 가치로서 인식하는 개념으로 다른사람들의 수용

과 인정으로부터 형성된다[8]. 이러한 자아존 감은 년

남성뿐만 아니라 기혼취업여성, 청소년, 노인의 삶의 질

에 있어서도 향력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8,9,15]. 이 게 볼 때 자아존 감은 세 나 성별을 월

하여 인간의 질 인 삶에 있어서 필수 인 요소 의 하

나라고 볼 수 있다. 한 자아존 감이 타인들과의 계

속에서 인정받고 수용감을 느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임

을 감안할 때 년남성의 자아존 감 회복 증진을

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 지지체계의 유지가 요하다

고 볼 수 있다. 사회 지지는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작용하며[12,13,21,30] 이는본 연구에서도동일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사소

통, 직업만족도 한 년남성의 주 삶의 질에 한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 다. 결혼만족도가 높고 부모

역할 스트 스가 낮을수록 년남성의 생활만족도는 높

아지며[11], 아버지역할만족도가 높고 직장만족도가 높

을수록 심리 복지감은 높아진다[2]. 이상의 선행연구

본 연구결과를 볼 때 년남성의 삶의 질을높이기

해서는 사회 지지체계 유지와 자존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략이 필요하며, 이러한 략은 년기 뿐만 아니

라 다음 세 인 행복한 노년기를 비함에 있어서도 핵

심 인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년남성의 자

존감과 사회 지지체계 유지를 해서는 인 계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한 교육이나 직장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여가나 취미생활, 사회 사활동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동호회의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한 년남성의삶의 질에 있어서가족 변인, 특히

배우자나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통한 원활한 계는 삶의

기로부터 년남성을 보호하고 심리 스트 스를 낮

춤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가족 간의 효

과 인 의사소통을 한 교육과 가족간의 갈등해결을

한 상담 재기법을 개발∙ 용하고, 이를 통하여 가

족유 를 강화시킬 수 있다면 년남성은 보다 질 인

삶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년남성에게 있어서

직업은 사회경제 안정을 유지하는 토 인 동시에 이를

통한 만족감은 주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직업상의 안정성

만족감 증진을 한 방안 역시 실히 요구되며, 이를

해서는 평균수명 연장을 감안한 퇴직 연령 조정,

한 보수, 직업의안정성, 재취업기회의확 등에 한 사

회정책 보완, 직업을 통한 자아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직업 문화의 변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최종모형에서 년남성의 직업만족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 감, 가족의사소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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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지지의 순이었으며 설명력은 48% 다. 이는남편의

직업만족도에 한 가장 큰 향변인으로 자아존 감을

보고한 연구[20],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음을 보고한 연구[22], 년남성의 직장내 동료 계가

좋지 않을수록 직업스트 스가 높음을 보고한 연구[11],

년남성의 가족요인인 결혼만족도나 부모역할 스트

스가 직업스트 스와 련성이 있다는 연구[11], 년남

성의 결혼만족도나 아버지역할만족도가 클수록 직업만

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2]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한 사

회 지지나 가정과 련된 요인들이직장생활 만족도나

경력성공 등의 직장에서의 성과에 향을 주고 있음이

보고된연구들[32,33]과 같은맥락의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볼 때 내 인 자신과 외 인 사회 지원에

한 정 인식정도에 따라 자신의 직업에 한 만족정

도가 결정될 수있으며, 가족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

한 가정내의 안정된 가정환경 한 년남성의 직무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역에서의

역할수행 경험은 다른 역할에서의 정 인경험과 결과

를 유도한다[34]. 즉,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들을 볼 때

년남성에게 있어서 가정에서의 성공 인 역할경험은

직장에서의 역할에 있어서 성공 인 수행을가능하게 함

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은 일을 해서 희생되어져

야 할 부분이 아닌 상호보완 인 개념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원활

한 계가 년남성의 직업 인 만족정도에도 향을 미

침으로서 가족과의 의사소통의 요성을 재확인해볼 수

있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셋째, 최종 모형에서 년남성의가족의사소통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 감, 사회 지지의

순이었으며 설명력은 53% 다. 이는 남편의 자아존 감

과 부부 응이 정상 계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19],

년남성의 직장내 동료 계가 좋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

고 부모역할 스트 스는 낮아짐을 보고한 연구[11]와 같

은 맥락의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년남성의 자아존 감, 사회 지지,

주 삶의 질과의 계에 있어서가족의사소통과 직업

만족도가 매개요인으로 작용하 으며, 직업만족도는 가

족의사소통과 주 삶의 질에 한매개요인으로 작용

함이 확인되었다. 이는 기혼취업여성의 결혼만족정도가

자아존 감과 삶의 질의 매개요인으로 작용함에 한 보

고[15]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한 가정생활이 일에 미치

는 갈등은생애만족을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결과[35]는

직업 요인이 가정생활과 삶의 만족간의 계에서 매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한 기혼남

성의 가족만족도와 생활만족도간의 매개요인으로 직업

만족도를 제시하여 남성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기 해

서는 일차 으로 자신의 일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어야

함을 제시한 선행연구[18]가 있다. 제시된 선행연구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년남성에게 있어서 가정

이나 직장에서의 만족정도는 개인의 자아존 감이나 사

회 지지와 같은 내 자원과 그들의 주 인 삶의 질

을 매개하는 요한 요소로서, 년남성들이 자신의 삶

에 만족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진 내 자

원을 발휘하여 가정에서는 원만한 의사소통 계를

유지하고, 직장에서는 일로서 인정받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고볼 수 있다. 그러므로 년남

성의 삶의 질 증진을 해서는 자아존 감 향상이나 사

회 지지체계의 구축도 요하지만 이는 결국 매개요인

에 의해삶의 질에 한 향력정도가변화될수 있으므

로 가족의사소통이나 직업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략

모색이 무엇보다도 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년남성의 주 삶의질 향상을도모할 수있

는 구체 인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해서는

년남성의 신체 ·심리 · 사회문화 특성을 강조한

문 인 간호교육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특성에 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년남성의 환기 기 리에 한 간호사

업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역확 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 모형을 기반으로 년남성의 주 삶

의 질 향상을 한 간호 재 략으로서 자아존 감, 사

회 지지, 가족의사소통, 직업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

는교육, 상담, 지지 로그램을개발해야할것으로사료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기혼의 40 와 50 남성을 상

으로 하 으나 40 혹은 50 , 결혼여부에따라 서로 다

른 특성을 지닌변수로간주할수 있으므로 추후 이를세

분한 추후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년남성의 주 삶의 질 증진을 한

로그램 구성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에서 연구의 요성

과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방법상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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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자료수집을 하여 종단 연구에서와같은 인과 계

를 추론하는 데에는 제한 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향 인 연구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한 본 연구에서

의 자료수집 시 의 시간경과를 감안하여 볼 때 본 연구

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에는 제한 이 있을 수 있음을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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