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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erceived ageism on appearance related quality of life through app-

earance satisfaction among older Korean women. Testing the proposed model showed associations among

variables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appearanc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ageism

and appearance related psychological and social quality of lif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es upheld

the proposed model for 221 women aged 60 and over. The results revealed that older women's perception

of ageism negatively influenced appearance satisfaction that subsequently affected perceived levels of both

psychological and social quality of life in a negative direction. The direct effects of perceived ageism on

both psychological and social quality of life were not found; however, the indirect effects of perceived age-

ism on these two variables through appearance satisfaction were found significant and negative. This indi-

cated a fully mediating effect of appearanc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s. The results of this study high-

light that perceptions of ageism and its association with body image should be considered to understand the

overall quality of life among older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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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노인인구의 증가와 기대수명의 증가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다. United Nations(UN)이 발표한 세계인구추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약 31.9%(약 23.5억

명)가 60세 이상이며, 이 중 약 56%(약 13.2억 명)가 여성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United Nations [UN], 2017).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평균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전체 인

구 중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15년 출생 기

준, 한국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은 85.5세로 조사되었는

데 이는 전 세계의 여성 평균 기대수명인 73.7세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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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높은 수준이다(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6).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는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점차 더 길어진 노년의 삶을 보내게 될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노년의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물론이고 노

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에

대한 학술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누구나 만족스럽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한다.

하지만 노년기에 대한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은 주

로 비생산적이고 의존적인 이미지로, 노인과 노년기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Kim,

2012).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다양한

개인적(인종, 성별, 사회경제적 수준, 가족관계, 대인관

계 등) 및 사회적 특성(의료혜택 수준, 대중교통, 사회구

조 등)이 주로 명시되어 왔다(Gabriel & Bowling, 2004).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과 더불어 최근에는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 인식(perceived ageism) 또한 건강하고 성공적

인 노년기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Swift

et al., 2017). 나이든 사람에 대한 선입견과 그로 인해 받

는 차별대우로 인하여 노년기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

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Whitebourne & Sneed, 2002). 또

한 사회에서 공유되는 노인에 대한 인식 및 감정은 현재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이 생각하는 앞으로 다가올 노년기의 삶에 대한 인식에

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에서 공유되는 노인에 대

한 연령차별 인식의 변화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노인에 대한 편견, 부정적 인식 및 태도, 즉 연령차별

은 특히 노년여성의 신체이미지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여성은 연령차별과 외모에 대한 성차별을 복합적으로 경

험하기 때문이다(Walker et al., 2007). 현대사회에서는 성

차별의 한 부분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 대해서 외모를

바탕으로 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Clarke

& Bennett, 2015). 미의 기준이 서구화된 많은 사회에서

는 마르고 젊은 여성의 외모가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여

겨지며, 현대 우리사회에 만연한 외모지상주의와 여성의

외모에 대한 대상화(objectification) 경향은 사회구성원

들로 하여금 여성의 가치를 외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학습시킨다(Ahern et al., 2011; Lee & Lee, 2017). 따라

서 노화의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규정되는 미

의 기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노년여성에 대한 사회

적 가치는 낮다고 인식되어질 수 있다. 이렇듯 우리사회

의 연령차별 인식은 노년기 여성의 자신의 외모나 신체

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리게 되며, 더 나아가 그들이 인

식하는 삶의 질의 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Sabik, 2015). 여성의 신체이미지는 그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Keery et al., 2004), 연령차별 인식은 특히 여성의 외모

에 대한 만족도와 함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연령차별이 고용시장이나 직장에서의 경험에 미치는 영

향(Wilks & Neto, 2013)과 젊은 세대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Minichiello et al., 2000)을 분석하거나 연령차별 인

식의 구성요소 및 관련 요인의 고찰(Yi & Park, 2003)에

주력해 왔다. 국내에서도 연령차별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노년여성의 연령차별 인식과

신체만족도와의 관계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

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 우리사회의

노년여성이 가지고 있는 연령차별 인식, 외모만족도, 외

모관련 삶의 질의 수준을 고찰하고, (2) 노년여성의 연

령차별 인식이 그들의 외모만족도와 외모관련 심리적,

사회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연령차별과 외모만족도

연령은 대표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수로서 한 개인에 대

한 사회적 범주와 아이덴티티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작용

한다. 연령차별이란 연령을 이유로 갖게 되는 편견과 이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별로서(Butler, 2006), 연령주

의 또는 연령차별주의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자신과 타

인에 대한 이미지 및 태도는 연령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다(Celej-

ewski & Dion, 1998; Garstka et al., 2004). 즉, 한 사회와

문화 안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특정 연령집단에

대한 정형화된 인식과 선입견, 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차별적인 대우를 연령차별이라고 한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버틀러(Butler)는 연령차별을 노인에 대해 체계적

이고 정형화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차별하는 과정이라

고 정의하였으며(Butler, 2006), 연령차별의 통상적인 의

미는 노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그들이 겪는 차

별대우를 뜻한다. 하지만 연령차별은 노인집단뿐만 아니

라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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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연령의 집단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각 연령

집단에 대한 감정, 생각, 편견과 이로 인해 일어날 수 있

는 대인관계에서의 불평등적 행동을 의미하며, 긍정적

및 부정적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는 의견도 있다(Nelson,

2005; Palmore, 1999).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는 연령차별에 대한 Butler(2006)의 정의를 따

라, 나이로 인해 갖게 되는 노인에 대한 편견으로 야기되

는 차별로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의 삶은 신체, 경제, 사회적 의존과

정신적 예민함의 손실 등의 문제점이 많은 시기로 여겨

지며, 노인에 대한 대표적인 선입견에는 융통성이 없는,

비생산적인, 노쇠 등이 포함된다(Yi & Park, 2003). 노인

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결국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

들이 겪게 될 노년기의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재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노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서구사회에 비해 경로우대

성향이 강했던 우리사회에서도 노인에 대한 사회적 비

용의 증가로 인해 점차 노인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

하는 분위기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Kim, 2012). 이

에 따라 우리사회에서도 연령차별 인식으로 인한 노인

집단에 대한 차별은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Chung, 2004).

앞서 설명했듯이, 노년여성에 대한 연령차별 인식은

노화로 인한 외모의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포함

한다. 특히 현대 우리사회에서는 젊음이 아름다운 여성

의 필수조건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상적인 여성의 외

모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노년여성은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갖게될 가능성이 높다(Clarke & Bennett, 2015).

주름, 흰머리의 증가, 체지방의 증가 등의 노화로 인한

외모의 변화는 ‘젊음’이라는 아름다움의 기준과는 반대

되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노년여성이 인식하는 연령차

별은 그들의 신체이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Anton-

ucci et al.(2009)은 남성에 비해 외모의 중요성이 더 강

조되는 여성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겪게 되는 연령차

별을 ‘gendered ageism’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노년

여성에 대한 복합적인 연령차별과 외모에 대한 성차별

을 설명하는 것이다. 연령차별 인식이 높은 노년여성, 즉

자신이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많

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노년여성은 그러한 차별적 대우

가 자신의 나이와 나이 들어 보이는 외모에 기인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Sabik, 2015). 즉, 일상생활에서

연령차별을 크게 경험하는 노년여성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가설 1. 노년여성의 연령차별 인식은 외모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외모만족도와 외모관련 삶의 질

삶의 질이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구, 목

표, 바램 등이 충족되어지는 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로 정의되며(Frisch et al., 1992), 한 개인의 삶의 질은 다

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기 때문에 매우 광범위

하고 다차원적인 영역을 포함한다(Duval et al., 2006).

이러한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

한 여러 측정도구는 개인의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건

강상태에 대한 만족을 모두 측정한다(Mooney, 2006). 대

표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삶의 질 척도인 WH-

OQOL(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은 삶

의 여러 영역에 걸친 전반적인 삶의 질의 수준을 측정

하기 위해 총 6개의 하위영역(신체적 영역, 심리적 영역,

독립 정도, 사회적 영역, 환경적 영역, 영적 영역)으로 구

성되어 있다.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주관적이고 포

괄적인 개념인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는 특정

영역의 삶의 질에 중점을 두고, 그에 대한 영향요인을

고찰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건강관련 삶의 질은

좀 더 좁은 의미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주로 신체적

건강상태와 그에 따른 결과를 포함하며(e.g., The MOS

SF-36: The Medical Outcomes Study Short Form)(Ware

& Sherbourne, 1992), 뷰티관련 삶의 질(BeautyQoL)(Be-

resniak et al., 2012)은 성형이나 화장이 개인의 삶의 질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Yu and Ko

(2016)의 최근 연구에서는 외모를 강조하는 우리사회의

특성과 신체이미지와 삶의 질과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

으로 외모와 관련된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그리고 사

회적 삶의 질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외모관련 삶의

질에 대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외모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강조되는 여성에게 있

어 신체이미지는 그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Cash & Fleming, 2002;

Keery et al., 2004; Stokes & Frederick-Recascino, 2003).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외모나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et al., 2014; Park & Son, 2009).

특히, Park and Son(2009)의 연구에서는 중년과 노년여

성의 외모만족도는 그들의 삶의 질과 유의한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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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음을 밝혔다. 이 외에도 여성의 외모만족도와 개인

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인 여성의 우울증(Be-

nas et al., 2010; Paxton et al., 2006), 부정적 기분상태(Mo-

nd et al., 2011), 낮은 자아존중감(Lee & Lee, 2017)과의

밀접한 관계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왔다. 또한 자신

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삶의 질과의 관계는 젊

은 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에게서 나타

난다(Grogan, 2016).

Yu and Ko(2016)에 따르면 외모관련 삶의 질은 외모

나 신체로 인한 통증, 일상생활의 불편, 수면장애 등의

경험을 포함하는 신체적 삶의 질, 외모로 인한 취업활

동, 수입 등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경제적 삶의 질, 외모

때문에 발생하는 우울감, 대인관계의 기피 등에 대한 심

리적 삶의 질, 그리고 외모로 인한 배척, 놀림의 경험 등

에 관한 사회적 삶의 질의 네 가지 차원으로 평가될 수

있다. 연령차별 인식은 노년여성이 일상생활의 대인관

계에서 겪는 차별적 대우를 의미한다. 즉, 연령차별 인

식과 관련된 노년여성의 외모관련 삶의 질 수준이란 노

화로 인해 변화하는 외모 때문에 겪는 편견과 차별적인

경험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관계를 바

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령차별 인식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외모관련 심리적 및 사회적 삶의 질을 중점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외모만족도와 심리적

및 사회적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다음의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2. 노년여성의 외모만족도는 외모관련 심리적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노년여성의 외모만족도는 외모관련 사회적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연령차별 인식과 외

모만족도, 심리적 및 사회적 삶의 질 사이의 관계를 살펴

보면, 노년여성의 연령차별 인식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그들

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연령차별 인식과 삶

의 질에 대한 만족도 사이의 관계에 있어 외모만족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 4와 가설 5를 설정하였다.

가설 4. 노년여성의 연령차별 인식과 외모관련 심리

적 삶의 질의 관계에서 외모만족도가 유의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5. 노년여성의 연령차별 인식과 외모관련 사회

적 삶의 질의 관계에서 외모만족도가 유의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연령차별 인식, 외모만족도, 외모관련 심리적 및 사회

적 삶의 질 사이의 관계를 종합해보면, 노년여성의 연령

차별 인식은 외모만족도와 부(−)적 관계가 있을 것이며

(H1), 외모만족도는 그들의 외모관련 심리적 및 사회적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H2, H3).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다음의 연

구모형을 제시한다(Fig. 1). 연구모형의 분석에서는, 연

령차별 인식이 노년의 삶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령차별이 외모만족

도를 거쳐 노년여성의 외모관련 심리적 및 사회적 삶의

질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검증을 포함한다(H4, H5). 또

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여성의 신체만족도와 밀접한 연

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개인의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되었다(Kn-

auss et al., 2008; Lawler & Nixon, 2011; Sabik, 2015). 즉,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에는 신체질량지수와 외모

만족도 사이의 경로가 추가되었으며, 신체질량지수는

연령차별 인식과 공변량을 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분석

되었다.

2. 측정도구

연령차별 인식은 Sabik(2015)의 연구에서 활용된 연령

차별에 대한 인식(perceptions of age discrimination)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된 이

측정도구에는 나이든 사람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과

이로 인해 겪게 되는 전반적인 차별대우에 대한 문항이

포함된다. 각 문항에 대한 조사참여자의 답변은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리커트 척

도로 측정되었으며, 문항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연령

차별을 크게 느끼는 것을 의미하였다. 외모만족도는 Men-

delson et al.(2001)이 제안한 Body Esteem scale의 하위측

정도구인 BE-Appearance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측

정도구를 구성하는 총 10문항에 대한 조사참여자의 답

변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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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문항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

록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부정적인 문항은 역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삶의 질

측정은 Yu and Ko(2016)의 외모관련 삶의 질 척도(AR-

QoL: Appearance related quality of life)의 심리적 삶의

질(Psychological ARQoL; 4문항)과 사회적 삶의 질(So-

cial ARQoL; 4문항)의 두 하위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각 하위측정도구를 구성하는 4개의 문항에 대한 조사참

여자의 답변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응답

자가 인식하는 삶의 질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모든 문항은 역코딩되었다. 조사참여자는 출생년도, 직

업, 거주지역, 결혼상태, 동거가족관계, 학력, 월평균 가

구소득, 키, 몸무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자기보

고형식으로 수집된 키와 몸무게는 각 참여자의 신체질량

지수를 계산하는데 사용되었다[몸무게(kg)/키(m
2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참여자는 마케팅 리서치 회사를 통해 편의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모집되었다. 조사대상인 60대 이

상의 여성 패널들은 본 연구의 설문참여 및 권유에 대한

공고를 받았으며, 연구의 참여에 관심이 있는 여성에게

는 연구의 목적 및 설문내용에 대한 설명문이 제공되었

다. 이 후, 설문참여에 동의한 여성은 온라인 설문을 위

한 화면으로 이동하여, 설문문항에 응답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18년 7월에 이루어졌으며, 총 221명으로부터

의 유효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양적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빈도분석, 탐

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은 SPSS 23.0

을 사용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모형 및 가설검

증은 AMOS 18.0을 활용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

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항 간 내적일관성인

Cronbach's α계수를 확인하였다. 제시된 모형과 가설의

검증은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자

료에 대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주요

변수의 정규분포 분석결과, 모든 변수에 대해 3 미만의

왜도값과 10 미만의 첨도값이 확인되었다(왜도: 최저값

=−.99, 최고값=.15; 첨도: 최저값=−.27, 최고값=1.69). 따

라서 주요 변수는 변환되지 않고, 구조방정식의 모형분

석에 사용되었다(Kline, 2005).

IV. 연구결과

1. 표본특성

조사참여자의 표본특성은 <Table 1>에 정리되었다.

총 221명의 60대 이상 여성 조사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63.2세(S.D.=3.5)였으며 최저연령은 60세, 최고연령은 78세

였다. 직업 유무 및 상태에 대해서는 은퇴함(n=104, 47.1%)

이 가장 많았으며, 약 39.4%(n=87)는 현재 직업을 갖고

있었고, 약 13.6%(n=30)는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은퇴한 104명의 은퇴 전 직업은 공무원/

Fig. 1. Proposed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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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21)

Variables Categories n %

Age
60-64 160 72.4

65 and over 61 27.6

Occupation

Yes

Office worker 17 07.7

Professional 13 05.9

Public official 6 02.7

Sales/services 18 08.1

Self-employed 10 04.5

Part-time 17 07.7

Others 6 02.7

Sub-total 87 39.4

Retired

Office worker 17 07.7

Professional 16 07.2

Public official 30 13.6

Sales/services 15 06.8

Self-employed 12 05.4

Part-time 10 04.5

Others 4 01.8

Sub-total 104 47.1

Never had a job 30 13.6

Region of residence

Seoul 96 43.4

Gyeonggi 52 23.5

Metropolitan cities 41 18.6

Others 32 14.5

Marital status

Never married 9 04.1

Married 177 80.1

Divorced 20 09.0

Bereavement 13 05.9

Separated 2 00.9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Living alone 18 08.1

Couple 83 37.6

Couple with children 75 33.9

Couple with children and grand children 10 04.5

With children and/or grandchildren 29 13.1

With someone not family member 6 02.7

Education

Less than elementary school 3 01.4

Middle school 9 04.1

High school 80 36.2

2-years college 11 05.0

Bachelor's (university) 95 43.0

Graduate degree 23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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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n=30, 13.6%)가 가장 많았고, 회사원(n=17, 7.7%),

전문직(n=16, 7.2%), 판매원/서비스직(n=15, 6.8%), 자영

업(n=12, 5.4%), 파트타임(n=10, 4.5%), 기타(n=4, 1.8%)

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 참

여자(n=87) 중에서는 판매원/서비스직(n=18, 8.1%)의 종

사자가 가장 많았고, 회사원(n=17, 7.7%), 파트타임(n=

17, 7.7%), 전문직(n=13, 5.9%), 자영업(n=10, 4.5%), 공무

원/교사(n=6, 2.7%), 기타(n=6, 2.7%)의 순이었다. 대부분

의 조사참여자는 서울(n=96, 43.4%), 경기(n=52, 23.5%)

및 광역시(n=41, 18.6%)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결혼상태에 있어서는 기혼(n=177, 80.1%)이 가장

많았고, 이혼(n=20, 9.0%), 사별(n=13, 5.9%), 미혼(n=9,

4.1%), 별거(n=2, 0.9%)의 순이었다. 동거가족관계는 배

우자(n=83, 37.6%), 배우자와 자녀(n=75, 33.9%), 자녀

및 손자(n=29, 13.1%), 혼자 거주(n=18, 8.1%), 배우자,

자녀 및 손자(n=10, 4.5%), 가족 외의 구성원(n=6, 2.7%)

의 비율이었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n=95, 43.0%)과

고등학교 졸업(n=80, 36.2%)이 가장 많았고, 월평균 가

구소득은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n=43, 19.5%)과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n=36, 16.3%)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조사참여자의 평균 키는 157.9cm(S.D.=4.8; 최저값=

141.0cm, 최고값=170.0cm), 평균 몸무게는 55.8kg(S.D.

=7.8; 최저값=38.0kg, 최고값=76.0kg)이었다. 키와 몸무

게에 대한 각 조사참여자의 응답으로 계산된 신체질량지

수는 평균 22.4kg/m
2
(S.D.=3.0)로 정상체중의 카테고리

였으며, 저체중 23명(10.4%), 정상체중 100명(45.2%), 과

체중 86명(38.9%), 비만 12명(5.4%)으로 구성되었다.

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주요 변수에 대한 구성개념의 확인을 위해 탐색적 요

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차별 인

식, 외모만족도, 외모관련 심리적 및 사회적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결과는 <Ta-

ble 2>−<Table 5>에 요인적재값, 고유값, % 분산, 개념

신뢰도, 평균분산추출값, 내적신뢰도 계수(Cronbach's α)

와 함께 각각 제시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최종 모델

적합도는 χ
2
=156.85, df=103, p=.001, CFI=.98, IFI=.98,

TLI=.97, RMSEA=.05로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모든

주요 변수의 구성개념에 대한 표준적재치, 개념신뢰도,

평균분산추출값은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변수의 평균분산추출값은 .60 이상으로 집중타당

도가 확인되었으며(Hair Jr. et al., 2009), 각 변수에 대한

평균분산추출값이 두 구성개념의 상관계수의 제곱값보

다 큰 것이 확인되어, 모든 변수에 대한 판별타당성이

확인되었다(Fornell & Lacker, 1981)(Table 6). 요인분석

을 통해, 연령차별 인식의 두 문항(“직장생활이 끝난 사

람은 가치가 없다고 여겨진다”와 “우리사회는 나이든 사

람이 이룬 것에 감사하지 않는다”)과 외모만족도의 네 문

항(“나는 더 좋은 외모를 갖고 싶다”,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좋은 외모를 가졌다”, “나는 내 외모에 꽤 만족한다”,

“나는 사진을 찍었을 때의 내 외모가 마음에 든다”)은 낮

은 요인적재값으로 인해 제거되었다.

Table 1. Continued                                                                (N=221)

Variables Categories n %

Monthly household income (won)

Less than 1,000,000 19 08.6

1,000,000-less than 2,000,000 33 14.9

2,000,000-less than 3,000,000 36 16.3

3,000,000-less than 4,000,000 43 19.5

4,000,000-less than 5,000,000 29 13.1

5,000,000-less than 6,000,000 24 10.9

6,000,000-less than 7,000,000 16 07.2

7,000,000 and over 21 09.5

BMI

Underweight 23 10.4

Normal weight 100 45.2

Overweight 86 38.9

Obese 12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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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 및 가설검증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전체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χ
2
=180.25, df=121, p<.001, CFI=

.98, IFI=.98, TLI=.97, RMSEA=.05). 연구모형의 각 경로

에 대한 표준화계수와 변수의 다중상관계수는 <Fig. 2>

Table 2. Results of EFA and CFA for perception of ageism

Items
EFA

loadings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FA

loadings
AVE CR Cronbach's α

I consider myself a person who has been deprived of the op-

portunities that are available to others because of my age.
.87

2.22 74.11

.83

.62 .85 .82Members of my age group have been deprived of the oppor-

tunities that are available to other age groups.
.89 .81

Older people are excluded from many sectors of public life. .83 .70

Table 3. Results of EFA and CFA for appearance satisfaction

Items
EFA

loadings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FA

loadings
AVE CR Cronbach's α

I wish I looked like someone else.(R) .78

4.01 66.82

.68

.61 .92 .90

I wish I looked better.(R) .82 .75

My looks upset me.(R) .90 .93

I feel ashamed of how I look.(R) .83 .83

I worry about the way I look.(R) .85 .82

I like what I see when I look in the mirror. .71 .65

(R): reversed item

Table 4. Results of EFA and CFA for appearance related psychological quality of life

Items
EFA

loadings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FA

loadings
AVE CR Cronbach's α

I feel intimidated because of my appearance.(R) .88

3.01 75.27

.84

.69 .90 .89

I feel depressed because of my appearance.(R) .93 .93

I conscious of how others think of me because of my app-

earance.(R)
.82 .78

I tend to avoid meeting people because of my appearance.

(R)
.84 .77

(R): reversed item

Table 5. Results of EFA and CFA for appearance related social quality of life

Items
EFA

loadings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FA

loadings
AVE CR Cronbach's α

People have a prejudice on me because of my appearance.

(R)
.78

2.97 74.19

.81

.69 .94 .88

I experienced discrimination due to my appearance.(R) .92 .87

I have been shunned out by others because of my appearan-

ce.(R)
.90 .90

I have been picked on by others because of my appearance.

(R)
.83 .74

(R): revers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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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시하였다. 모형분석 결과의 다중상관계수를 보면,

연령차별 인식은 외모만족도의 분산 중 약 18%를 설명

하였으며, 외모만족도는 외모관련 심리적 및 사회적 삶

의 질 분산 중 약 74%와 약 35%를 각각 설명하는 것으

로 밝혀졌다. 경로분석 결과, 연령차별 인식은 외모만족

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β=−.40, t=−4.87, p<.001). 즉, 연령차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모만족도는 외모관련 심

리적 및 사회적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와 가설 3은 모두 채택되었다(β=.86, t=9.14, p<

.001; β=.59, t=6.91, p<.001, respectively). 즉, 자신의 외모

에 만족할수록 자신의 삶에 대해 심리적 및 사회적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모형에서 통제변수로 사

용된 신체질량지수는 외모만족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4, t=−2.17, p<.05).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보면, 연령차별 인

식은 외모관련 심리적 및 사회적 삶의 질과 유의한 부

(−)적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

구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의 확인을 위해 연령차별 인식

에서 외모관련 심리적 및 사회적 삶의 질로의 두 경로가

추가된 대안모형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안모형의 적합

도 지수는 χ
2
=177.61, df=119, p<.001, CFI=.98, IFI=.98,

TLI=.97, RMSEA=.05로 만족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

Table 6. The squared correlations and AVE of variables

Variables

Correlations

Perception

of ageism

Appearance

satisfaction

Appearance related

psychological quality of life

Appearance related

social quality of life

Perception of ageism .62
a

Appearance satisfaction .16
b

.61

Appearance related

psychological quality of life
.16

b
.59 .69

Appearance related

social quality of life
.06

b
.24 .42 .69

a: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for constructs are displayed on the diagonal.

b: Numbers below the diagonal are squared correlation estimates of two variables.

Fig 2. Results of structur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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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하지만, 제시된 연구모형과의 카이제곱 차이검

증 결과, 두 모형의 적합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추가된 두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령

차별 인식→외모관련 심리적 삶의 질: β=−.08, t=−1.61, p=

.11; 연령차별 인식→외모관련 사회적 삶의 질: β=−.03,

t=−.47, p=.64). 따라서 연구변수 사이의 관계를 더 간명

하게(more parsimonious) 설명할 수 있는 본 연구에서 제

시된 연구모형의 설명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어, 대안

모형은 기각되었다.

가설 4와 가설 5와 관련하여, 연령차별 인식과 외모관

련 심리적 및 사회적 삶의 질 사이의 관계에 있어 외모만

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에 대한 부트

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7). 연령차별 인식이

외모만족도를 거쳐 외모관련 심리적 및 사회적 삶의 질

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연령차별 인식→외모만족도→외모관련 심리적

삶의 질: β=−.41, SE=.12, 95% Confidence interval[CI]=

[−.69, −.21]; 연령차별 인식→외모만족도→외모관련 사

회적 삶의 질: β=−.21, SE=.06, 95% Confidence interval

[CI]=[−.36, −.12]). 두 간접효과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보면, 모두 0(zero)이 포함되지 않았고, 이는 간접효과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의미한다. 또한 대안모형의 분석결

과, 연령차별 인식이 외모관련 심리적 및 사회적 삶의 질

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기 때문에, 변수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 외모만족도의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연령

차별 인식과 외모관련 심리적 및 사회적 삶의 질 사이에

있어 외모만족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 4와 가설 5는

모두 지지되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노년여성의 연령차별에 대한 인

식이 외모만족도를 거쳐 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을 고찰해보고자, 변수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

을 제시, (1) 연령차별 인식이 외모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 외모만족도가 외모관련 심리적 및 사회적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3) 연령차별 인식이 외모관

련 심리적 및 사회적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간

접적 영향(외모만족도의 매개효과)을 분석하였다. AM-

OS를 활용한 구조방정식 분석을 이용하여 연구모형과

가설에서 제시된 변수 간 직접적 및 간접적 경로를 검증

하였다. 그 결과 제시된 가설(H1~H5)은 모두 채택되었

다. 본 연구는 국내 노년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연령차

별 인식이 외모만족도와 외모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

향력을 밝혔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지며, 관련 연

구분야의 확장에 기여한다. 또한 국내 노년여성을 대상

으로 그 타당성이 확인된 연령차별 인식에 대한 측정도

구는 관련 주제의 후속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 우리사회의 노년여성은 노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심하다고 인식할수록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

수준이 낮아지며, 외모에 대한 만족 수준은 그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

로 밝혀졌다. 연령차별 인식과 외모만족도 사이의 부

(−)적 관계는, 노년여성은 자신이 받는 차별대우가 나이

들어 보이는 외모에 기인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노년여성으로 하

여금 노화로 인해 변화하는 자신의 외모를 부정적인 시

각으로 바라보게 하며,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의 질 수

준을 낮아지게 하는 것이다.

노년여성의 외모만족도는 그들의 외모관련 심리적 및

사회적 삶의 질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밝혀졌다. 즉, 노년여성은 자신의 외모와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

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에게 있어

외모의 중요성은 나이에 상관없이 강조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Park & Son, 2009). 또한 노년여성의 연령차별

인식은 외모관련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외모만족도를 매

개로 하는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외모만족

도의 완전매개효과가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

계와 사회생활에 있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받는 차별

Table 7. Tests of mediation: examination of indirect effects and bias-corrected 95% confidence intervals (CIs)

Indirect path Indirect effect (β) 95% CI

Perception of ageism → Appearance satisfaction → Appearance related psychological quality

of life
−.41** −.69 to −.21

Perception of ageism → Appearance satisfaction → Appearance related social quality of life −.21** −.36 to −.12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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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대우는 노년여성의 외모관련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 하지만 연령차별 인식이 외모만족도에 미치는

유의한 부(−)적 영향력과 외모만족도를 거쳐 외모관련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유의한 부(−)적 간접효

과는, 우리사회의 노년여성이 겪고 있는 연령차별과 외

모관련 성차별은 복합적으로 그들의 외모관련 삶의 질

수준을 결정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여, 본 연구에서도 신

체질량지수가 여성의 외모만족도에 미치는 부(−)적 영

향이 연구모형의 검증에서 밝혀졌다. 하지만, 변수들 간

의 상관관계 분석결과에서는 신체질량지수와 외모만족

도와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이 60대 이상의 노년여성

이라는 점과, 신체만족도의 포괄적인 개념 중 외모에 대

한 만족도만을 측정했기 때문이라고 파악된다. Mendel-

son et al.(2001)이 제안한 신체만족도 측정도구는 외모

만족도와 체중만족도를 포함하는 두 개의 하위차원으

로 구성되어 있다. 키와 몸무게를 사용하여 계산된 신체

질량지수는 외모만족도보다는 체중만족도와 더 높은 상

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학문적 의의와 결과의 활용 가능성

과 더불어 여러 제한점을 갖는다. 우선, 마케팅 리서치

회사의 패널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법을 활용한 연구방

법은 조사참여자들이 컴퓨터의 사용이 익숙한,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은 60대 이상의 여성이라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조사참여자의 과반수가 60~64세였으며, 직업

과 관련해서는 약 13%의 응답자만이 직업을 가져본 적

이 없다고 답하였다. 즉 본 연구의 응답자는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60대 여성을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

에, 연구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더불어, 최근에

는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노년층의 시작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기도 하며, 연령대에 따라 노년층을 다

시 75세를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 노년기로 구분하기도

한다. 따라서 노년여성의 연령차별 인식과 외모만족도

및 그들의 삶의 만족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

해 세부적인 연령분류에 따른 분석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차별 인식과 외모만족도가 노년

여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외모관련 삶의 질

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여성의 외모관련 삶

의 질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개인의 전

반적인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 될 것이다. 또한

노년여성의 외모만족도는 그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Park & Son, 2009), 후속연구에

서는 본 연구를 좀 더 확장하여 연령차별 인식이 외모

만족도, 외모관련 삶의 질,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궁극적으로 노년여성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미

치는 영향까지의 관계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후속연구에서는 기존의 노년층의 이미지와는 대조되

는 특성을 지닌 액티브시니어 집단을 구분하여,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연령차별과 외모관련 변수들과의 관계

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은퇴 이후에도 소비와 여가

생활을 즐기며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액

티브시니어 집단은 그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노년층에 대한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고 있다(Oh

et al., 2015). 자신의 실제 나이보다 젊은 이미지와 생활

패턴을 보이는 이들은 과거 노년세대와는 다른 연령차

별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년층에 대한 보

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개인의 생활환경과 방식을

바탕으로 액티브시니어에 속하는 노년층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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