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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오늘날의 노년기의 모습은 더 이상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고 배우며 봉사하고, 생산하며 기여하는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노년기의 사회, 심리적 불안의 극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년기 평생교육의 중요성
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또한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노년기 평생교육의 시작점이 점점 빨라지
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노년기 평생교육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통합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
는지, 또한 노년기 평생교육과 자아존중감, 노년기 평생교육과  자아통합감 사이에서 임파워먼트가 어떻게 매
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50세 이상 회원 220명이 설문에 응답했고 
SPSS와 AMOS로 통계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는 노년기 평생교육은 자아존중감과 자아통합감, 임파워먼
트를 향상시키고, 임파워먼트는 노년기 평생교육과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또 노년기 평생교육과 자아통합감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노년기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으며 
그 실천적 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본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서 
논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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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day's elderly people is no longer dependent, but is being transformed into learning, serving, 
producing and contributing. Therefore, the importance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elderly people to 
overcome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anxiety of the elderly people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s 
increasingly emphasized. In addition, the starting point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elderly people is 
getting faster and faster to prepare for the post-aged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lifelong education for the elderly people affects self-esteem and self-integration, and how 
empowerment mediates between lifelong education for the elderly people and self-esteem, lifelong 
education for the elderly people and self-integration. To this end, 220 members over 50 years of age 
who participated in lifelong education responded to the survey, and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by SPSS and AMO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ed that lifelong education for the elderly people 
improves self-esteem, self-integration and empowerment, and empowerment plays a mediating role 
in the between lifelong education for the elderly people and self-esteem, and in the between lifelong 
education for the elderly people and self-integra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importance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elderly people was confirmed and the practical plans were found. Finally, the direction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elderly people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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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성공적인 노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
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
입,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
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1].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은 늘어났지만, 조기은퇴의 경향으로 
퇴직연령은 낮아졌고 체감 퇴직연령도 50.9세로 낮아
졌다[2]. 따라서 상대적으로 길어진 노년기 준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성공적 노년기를 위한 준비 시
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3].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품위 유지와 규칙적 활동, 사회
지지 체계, 삶의 도전에 대처하는 믿음과 활발한 사회
참여가 필요조건이라고 했다[4]. 

이러한 맥락에서 성공적 노년기를 위한 노년기 평생
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5] 최근 들어 
사회 변화의 속도가 급격해짐에 따라 활동적 고령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6]. 다만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압
축적 고령화’, 즉 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고
령화를 맞이하여,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국이 될 우
려를 낳고 있다[7]. 인구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서구사
회에서는 1970년부터 제3 인생을 건강한 노년기라 하
여 자기성취의 시기로 개념화시켜서 체계화된 교육프
로그램을 실시한 바가 있다[8]. 

우리나라에서도 노년기 평생교육이 확장되고 있지만 
복지의 연장선상에서 사회교육적 측면과 여가에 치우
쳐 있어서 재편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미래의 노
년기 평생교육은, 의존적 대상이 아닌 나누고 기여하는 
생산적인 노년세대임을 자각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9]. 생의 전환기에서의 교육이라는 인식 하에, 배우면
서 역량을 계발하고, 가르치면서 상생하고, 나누면서 소
통하고, 액티브한 활동과 미래설계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10]. 이처럼 배움의 주체, 삶의 주체가 되
는 평생학습자로 만드는 노년기 평생교육이 되어야 한
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11].

은퇴 후 성공적인 인생이막을 실천하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들은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일찍 인식하고 적극
적으로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지난 경험과 지혜를 사회
적 자본으로 기여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노년기

는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누
군가에게는 두려움의 시간이 된다[12]. 

교육에 참여하는 열정과 평생 현역의 자세로 눈높이
를 낮추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가치를 
존중하고, 자기의 재능을 어떻게 나누고 기여할 것인가
에 대한 적극적 사고를 갖게 되었다[13]. 이와 같이 노
년기 평생교육이 성공적 고령화의 효과적인 방법론이 
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자아통합감, 임파워먼트의 
심리적 메카니즘에 대한 분석 및 연구가 필요하다. 자
아존중감이란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는 자
세를 말하며[14] 자아통합감이란 살아온 삶이 그만하면 
유용했다고 수용하는 자세로서 남은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세라고 했다[15]. 일반적으로 자
아존중감과 자아통합감이 높으면 스스로를 만족스럽게 
지각하고 생활만족도가 높고 원숙한 인격으로 조화로
운 관계를 형성한다고 했다[16][17]. 

한편 노년기의 자원봉사, 여가문화 참여 등이 자아통
합감을 높임에 있어 임파워먼트의 매개 역할이 논의 된 
바가 있다[18]. 임파워먼트란  조직에서 개개인의 능력
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강화과정을 의미하는데[19] 
노년기 관련 이슈에서는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능
력을 확신하는 강화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은퇴 후
의 무력감에서 벗어나 능력을 인정받고 재도전과 새로
운 목표 설정으로 스스로 가치를 인정하고, 변화를 수
용하는 생산적인 노년기를 재단해 갈 수 있다고 했다
[20]. 

이처럼 노년기 평생교육 참여가 심리적 메커니즘을 
통해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나 노년기 평생교육이 자
아존중감과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과,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9]. 특히 노년기 평생교
육에 대한 연구는 질적 연구가 많은 상황에서 좀 더 심
도 깊은 양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여 양적 연구를 통해 노년기 평생
교육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과 각
각의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최근 노년기 평생교육과 노후 준비에 관
심을 갖기 시작하는 연령이 50대로 낮아진 점을 감안
하여 220명의 50세 이상 평생교육 참가자들에게 설문



노년기 평생교육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603

하였으며,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평생교육과 임파워먼
트, 자아존중감, 자아통합감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노년기 평생교육
평생교육이란 용어는 프랑스인 랑그랑(Lengrand)이 

프랑스어의 L'education Permanante(영구교육)를 영
어로 번역한 Lifelong Education을 다시 우리말로 옮
긴 것이다[21]. 랑그랑(Lengrand)은 1965년 12월 유
네스코본부 보고에서 평생교육을 개인의 출생에서 시
작하여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모든 교육을 통합시키는 
원리라고 말했다. 또 시대적 도전 과제에 대처해 나가
는 교육적 원리, 인간의 실존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열쇠, 다양한 유형의 교육이 지향하는 이념이라고 정리
했다[22].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8월에 유네스코 한
국위원회에서 평생교육의 기본이념과 전략이 채택되었
다.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 교육, 성인 기초문자 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
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23]. 

한편 인간 생애 전체를 포함하는 노년기 평생교육도 
평생교육의 일부라는 맥락으로 인식되면서 노인은 교
육을 통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가며 성장하고 성찰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변화에 적응하는 사
회적 능력과 창의적 활동을 위해 정보 격차를 줄여나가
야 하는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24]. 배움은 자기실
현의 시작이자 마무리이다. 삶의 자기실현 이라는 배움
학 이론을 주장한 한준상 교수는 평생교육을 강조하면
서 배움이란 삶의 밧줄 꼬기 과정이며 미래노년교육의 
핵심 키워드라고 했다. 그리고 생명경외, 학습탐구, 연
단조리라는 배움소는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삶의 
뿌리를 제공하며 미래노년교육의 3단 통합원리라고 했
다[25]. 

Neugarten의 활동 이론에 의하면 노인은 생물학적 
변화와 건강 약화를 제외하면 중년의 시기와 동일한 사
회, 심리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역할 상실을 대

신할 만한 사회 참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26].   
 한편 사회 교육적 측면에 한정되어 있는 우리의 노년
기 평생교육이 성공적 노후준비를 위한 평생학습의 관
점에서 재인식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아실현을 위한 능력 배양과 잠재력 도출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7].

2. 노년기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미국의 의사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

임스가 1890년 처음 사용한 심리학 용어이다[27]. 자
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믿는 마음
가짐이며 인간 행동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28].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노년기가 되면 역할 축소와 무력
감으로 낮아지고[29] 절망감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
며 죽음에도 이를 수 있으므로[30], 교육을 통해 자아존
중감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31]. 

노년기 자아존중감 향상과 관련한 선행 연구에서는 
자원봉사[32], 여가활동[33], 음악치료가[34] 연구된 바 
있다. 또한 재취업 교육을 위한 활동참여는 자아존중감
과 관계를 향상시키며 우울증과 인지장애 예방과 치료
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35]. 이처럼 노년기 평생교육은 
자아존중감과 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36]. 이러한 선
행 연구를 바탕으로 노년기 평생교육은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제시한다.

<가설1> 노년기 평생교육은 자아존중감에 정(+)의영
향을 미칠 것이다.  

3. 노년기 자아통합감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발달 8단계를 자아통합감 대 절

망감으로 표현하며 자아통합감이란 부정적 감정들을 
해소하고 지난 삶을 돌아보고 화해하며 결국은 용서하
는 과정이라고 했다[28]. 또한 성숙된 자아와 심리 사회
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욕심을 내려놓고 감사하며 현실
에 순응하는 자세를 갖는 과정이라고도 했다[37]. 이러
한 자아통합감은 특히 사회적 지지를 받았을 때 향상된
다고 했으며[38] 여가활동[39], 자원봉사활동[18]이 자
아통합감을 향상시킨다고 했다. 한편 시치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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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41], 노래자서전 쓰기[42]
같은 예술활동에서도 자아통합감 향상이 부각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콘텐츠의 노년기 평생교육이 자아통합
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2> 노년기 평생교육은 자아통합감에 정(+)의영
향을 미칠 것이다.

4. 노년기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의 사전적 의미는 권한이양으로 실무자들

의 업무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관리자들의 권한을 실
무자에게 이양해 책임범위를 확장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방법이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스스
로 의사결정권을 갖게 하여 사명감을 높이고 환경 변화
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19]. 이러한 임파워먼
트의 중요성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현재 우리의 노년기 
평생교육은 임파워먼트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
기에 노년기 임파워먼트 교육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20].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기관 여가참여 프로
그램을 비롯[43], 노년기 평생교육 커뮤니티가 임파워
먼트를 향상시키며[44] 노인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도 
임파워먼트 된다고 제시했다[45]. 또한 일반자원봉사보
다 노인 전문자원봉사집단에서 더 유의미한 임파워먼
트가 나타났다[46]. 따라서 다양한 노년기 평생교육이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3> 노년기 평생교육은 임파워먼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임파워먼트가 노년기의 자아존중감·자아통합감 
등의 긍정적 심리 요인 생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
구들이 있었다. 임파워먼트는 요양원 거주민들의 자아
존중감과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며[47] 긍정적인 자
세로 상담에 임하게 한다고 했다[48]. 또한 리더십의 발
휘로 삶의 질을 높이고 노년기 우울 해소와 생활 만족
도를 높인다고 했다[49].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독립
적 주체가 됨으로써 노년의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

다고 했다[11]. 이외에도 임파워먼트는, 임파워먼트 모
델에 근거한 부부옹호 프로그램에서 자아존중감을 향
상시켰고[50] 사회복지 조직의 경력 몰입에도 기여했다
[51]. 따라서 임파워먼트는 노년기의 자아존중감과 자
아통합감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으며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제기한다. 

<가설4> 임파워먼트는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임파워먼트는 자아통합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변수 간의 인과관계에서 임파워먼트가 매개 역
할을 했을 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확인
되었다. 취업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생활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에 있어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가 확인되
었고[52], 노년기 자원봉사 활동이 자아통합감에 미치
는 직접적인 영향보다 임파워먼트의 매개 역할을 통했
을 때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8]. 

또한 노년기 평생교육 참여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가 확인
되었고[9], 취업 노인의 생산적 활동 요인과 성공적 노
화 간의 관계에서도 임파워먼트의 매개를 통해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53]. 

한편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평생교육 담당자의 임파워먼트의 매개 역할을 통해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54] 간호사
의 셀프 리더십과 조직 몰입의 관계에서도 임파워먼트
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55]. 따라서 노년기 평생교
육이 자아존중감에, 노년기 평생교육이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각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추론
할 수 있으며 이상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
시한다. 

<가설6> 임파워먼트는 노년기 평생교육과 자아존중
감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7> 임파워먼트는 노년기 평생교육과 자아통합
감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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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가설들을 통합하여 개념적 연구모형을 제시하
면 아래와 같다. 

 노년기 
평생교육

임파워먼트
자아존중감

자아통합감

그림 1. 연구 모형
             

Ⅲ. 연구 방법

1.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측정 척도를 위해 인구사회학적 문항 9개

를 포함하여 독립변수인 평생교육 10문항, 종속변수인 
자아존중감 10문항, 자아통합감 10문항, 매개변수인 
임파워먼트 10문항, 총 49문항으로 구성했다. 인구사
회학적 문항 9개를 제외한 40개의 문항은 리커르트 7
단계 척도로 구성하였는데“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
우 그렇다”까지 1에서 7까지의 단계를 설정하였다. 5점 
척도는 일반적으로 ‘보통’에 해당하는 중간에 몰리는 문
제가 있어 7점 척도로 하였다. 

아래 [표 1]은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평생교육에 대한 측정항목은 주로 응답자들의 평생
교육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 것으로 ‘평생교육을 계속할 
것이다.’, ‘평생교육을 타인에게 권할 것이다.’ 같은 문항
을 사용했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측정항목은 응답자들
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 것으로‘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를 존중한다,’ 같은 문항이 
있다. 

자아통합감에 대한 측정항목은 응답자들의 자아통합
감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 것으로 ‘나는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다.’, ‘나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늘 상상한
다.’ 같은 문항이 있다. 임파워먼트에 대한 측정 항목은 
임파워먼트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 것으로 ‘나는 나를 
응원,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부당
함을 보면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한다.’ 같은 문항이 있
다. 

2. 분석방법   
테이터 분석을 위해서 SPSS 22를 사용하여 빈도 분

석과 기술통계, 그리고 신뢰도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 분석과 경로분석을 위하여
AMOS 15를 사용하였다.

Ⅳ. 실증분석

1.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를 위하여 현재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250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2019년 5월 20일에서 5
월 30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인 노후 준
비 시기가 50대 이상인 점을 감안, 설문 응답자중 50세 
미만 설문지 30부는 제거하고 220부를 실증분석 실시
하였다. 설문지 배포와·회수를 위하여 해당기관의 평생
교육기관의 담당자와 일정과 방법을 상의하여 협조를 
요청했고, 설문대상자들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충분
한 설명과 시간을 주었다. 설문 응답 정보는 학문적 이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보안 유지를 할 
것을 공지했다.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 성별은 여
성이 149명(67.7%), 남성이 71명(32.3%)로 여성이 많

변수 조작적 정의 문항
수 관련 연구        

노년
기평
생교
육

평생교육의 필요성, 유
익함, 경험, 기대, 변
화, 사회 공헌 등에 대
한 인식 

10

최운실이 개발한 “성인의 교육 참여에 관
한 조사지”[56]를 사용한 임현민의 설문 
문항을[57] 다시 본 논문의 취지에 맞게 
수정 보완해서 사용했다. 

자아
존중
감

개인의 가치와 소중함. 
긍정적인 태도, 자신
감, 성공 등에 대한 인
식 

10

Rosenberg가 개발한 척도를[58] 전병
재가 번안하고[59] 최태을이 재구성한 
척도를[60] 몬 논문 취지에 맞게 수정 보
완해서 사용했다. 

자아
통합
감

삶의 수용과 인정, 감
사, 화해, 사회기여, 나
눔, 용서 등에 대한 인
식. 

10
전정아의 측정 도구를[38] 서용숙이가 
재구성한 것을[61]다시 우리 정서에 맞
게 수정해서 사용했다.

임파
워먼
트

 힘, 능력, 기회 제공, 
잠재력, 성취, 변화, 조
절력 등에 대한 인식.

10
김용숙의 6개 부분으로 분류된 질문 척
도를[9] 본 논문의 취지에 맞게 축약하여 
다시 재구성해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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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연령대는 50대가 90명(40.9%), 60대가 88명
(40%)이었으며 학력은 대졸이 91명(41.4%), 대학원졸 
70명(31.8%), 고졸이 43명(19.5%)로 대졸이 가장 많았
다. 교육 참여기간은 5년 이상이 63명(28.6%)으로 가
장 많고 1년 미만, 3~4년,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 프로그램 수는 2개 이하가 55명(25%), 10개 이
상이 50명(22.7%) 순이며 참여 계기는 지식과 지혜, 교
양이 130명(59.1%)로 가장 많고 즐거움, 무료함 달래
기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도는 노래교실, 어학교실, 댄
스, 악기, 컴퓨터 순으로 나타났고 만족도는 높음이 
113명(51.4%), 보통이 54명(24.1%), 매우 높음이 42
명(19.1%) 순으로 대체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2. 기술 통계 분석 및 평균 차이 분석
[표 2]는 4개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내고 있

다. 전반적인 평균이 5~6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긍정의 
답변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인구 통
계학적 요인별 네 개의 변수 평균값의 차이를 비교했
다. 한편 성별에서는 임파워먼트를 제외한 변수들에서
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적을수
록 자아존중감과 자아통합감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임파워먼트가 높게 나타났고 
오랜 기간 참여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참
여 계기에서는 지식과 교양을 쌓는 집단의 자아존중감
과 자아통합감, 임파워먼트가 높게 나타났고 프로그램 
수에서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수록 자아존중감과 
자아통합감이 높게 나타났다. 만족도에 있어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일수록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과 자아존중
감이 높게 나타났다.

표 2. 기술통계 분석결과

항목 범주 N(%) 노년기 평생교육
평균(표준편차)

자아존중감
평균(표준편차)

자아통합감
평균(표준편차)

임파워먼트 
평균(표준편차)

성별 여 149(67.7) 6.159(.989) 5.8711(.979) 5.8711(.979) 5,720(.994)
남 71(32.3) 6.311(.639) 5.970(.678) 5.9704(.678) 5,952(.681)
t -1.37 -0.87 -0.87 -2.02*

연령 51-55 43(19.5) 6.400(.596) 6.109(.684) 6.058(.685) 5.948(.731)
56-60 47(47) 6.238(1.144) 6.195(.627) 6.195(.746) 6.095(.726)
61-65 60(27.3) 6.183(.866) 5.856(.879) 5.886(.887) 5.606(1.030)
66-70 28(12.7) 6.082(.929) 5.542(1.145) 5.642(1.083) 5.628(1.020)
71-75 22(10.0) 6.295(.801) 5.881(.812) 5.854(.862) 5.809(.932)
76-80 10(4,5) 5.440(.623) 5.320(0.731) 4.970(1.237) 5.260(1.027)
81-85 5(5) 6.500(.500) 5.680(.676) 5.540(.814) 5.760(.750)
86이상 5(5) 6.160(.850) 5.940(.904) 5.920(.807) 5.880(.831)
F 1.593. 3.261** 3.138** 1.970

학력 초등졸 3(1.4) 5.966(1.106) 5.533(1.150) 5.600(1.311) 5.000(1.300)
중졸 13(5.9) 5.669(.881) 5.192(.859) 5.284(.850) 5.384(.816)
고졸 43(19.5) 6.118(.802) 5.716(.880) 5.679(1.032) 5.451(1.194)
대졸 91(41.4) 6.163(.904) 5.871(.896) 5.876(.916) 5.793(.846)
대학원졸 70(31.8) 6.432(.867) 6.291(.570) 6.202(.640) 6.118(.650)
F 2.820* 7.334*** 4.599** 5.377***

참여 
기간

1년 미만 50(22.7) 5.906(1.237) 5.618(.892) 5.650(1.005) 5.562(.842)
1-2년 21(9.5) 6.100(.775) 5.919(.957) 5.942(.873) 5.723(1.095)
2-3년 30(13.6) 6.193(.661) 5.673(.942) 5.773(1.010) 5.730(.966)
3-4년 31(14.1) 6.216(.868) 6.067(.752) 6.012(.742) 5.841(.944)
4-5년 25(11.4) 6.444(.572) 6.248(.735) 6.060(1.091) 6.056(.917)
5년 이상 63(28.6) 6.395(.736) 6.109(.728)) 6.036(.685) 5.907(.833)
F 2.197 3.516* 1.484 1.344

참여 
계기

동료만나기 6(2.7) 5.350(1.719) 5.400(1.687) 5.333(2.041) 5.483(1.328)
지식지혜쌓기 130(59.1) 6.360(.747) 6.073(.772) 6.036(.826) 5.951(.828)
즐거움찾기 64(29.1) 6.098(.697) 5.784(.818) 5.698(.894) 5.582(.916)
무료함해결 10(4.5) 5.940(1.242) 5.230(1.050) 5.760(.474) 5.450(1.151)
인맥확산 10(4.5) 5.720(1.815) 6.020(.654) 5.960(.812) 5.650(1.118)
F 3.779** 3.899** 2.310 2.496*

참여
 프로
 그램

2개 미만 55(25) 6.018(1.043) 5.632(.962) 5.736(1.009) 5.614(.938)
3-4 52(23.6) 6.103(.741) 5.740(.810) 5.709(.924) 5.54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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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3.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신뢰성이란 측정도구를 측정한 결과 오차가 들어있

지 않은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 신뢰도 분석이란 측정하
고자 하는 개념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 즉 동일한 개념을 반복 측정했을 때 동일
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타당성이
란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측정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3.1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 문항들의 일관성 검증을 위해 크

론바흐 알파(Chronbachα)로 신뢰도를 검증했다. 일반
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표 3]에 나와 있듯이 0.7이상
이면 한 변인을 측정하는 항목들은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변수별 크론바흐 알파(Chronbach α)값이 
모두 0.7 이상으로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신뢰성은 확
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3.2. 타당성 검증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에는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

성이 있다. 집중타당성이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
하여 서로 상이한 방법으로 측정한 값 사이에 높은 상
관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판별타당성이란 서로 다
른 변수들 간에는 측정치에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하는데 변수와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낮아야 판
별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2.1. 집중타당성 
1) 탐색적 요인분석
집중타당성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후 요인적재
량이 0.5 이하인 문항을 제거한 결과[62][63] 자아통합
감에서 4개 문항이 제거되었다. 

2) 확인적 요인분석
[표 3]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요인 적

재량 값이 0.6 이상, AVE가 0.5이상, 개념신뢰도가 0.7 
이상, CR(t)가 ±1.96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측정도구가 
타당했다고 평가한다. 자아통합감의 한 개 문항이 0.6 
이하로 적재되어 제거한 결과 모든 조건이 만족되어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잠재
변수

관측
변수

표준
분산
추출

S.E CR
(t)

개념
신뢰도

평균분산
추출

(AVE)

Chron
bah
알파

노
년
기 
평
생
교
육

평교1 .629 .063 10.403 .989 .915 .879
평교2 .828 .060 15.481
평교3 .833 .067 15.612
평교4 .835 .062 15.696
평교5 .823 .060 15.308
평교6 .904 .054 18.039
평교7 .874 .063 16.973
평교8 .831 .068 15.560
평교9 .841 .- -
평교10 .814 .063 15.056

자
아
존
중
감

자존1 .791 .063 13.366 .986 .888 .824
자존2 .748 .059 12.409
자존3 .731 .071 12.022
자존4 .772 .066 12.943
자존5 .704 .075 11.454
자존6 .658 .083 10.511
자존7 .732 .073 12.050
자존8 .706 .066 11.504
자존9 .810 .070 13.825
자존10 .809 .063 15.056

자
아
통
합
감

자통4 .829 - - .971 .897 .811
자통5 .864 .070 15.730
자통6 .904 .068 16.865
자통8 .735 .067 12.376
자통10 .622 .079 9.938

임 
파 
워
먼
트

임파1 .830 - -- .989 .913 .829
임파2 .790 .055 13.939
임파3 .757 .059 13.103
임파4 .782 .067 13.746
임파5 .814 .054 14.605
임파6 .791 .061 13.964
임파7 .782 .066 13.735
임파8 .802 .051 14.264
임파9 .763 .058 13.243
임파10 .762 .049 13.197

χ2 =1398.779(p=000), df =554.00, CMIN (χ2/df )= 2.525 
GFI=0.912, AGFI= 0.901, CFI=0.927, IFI=0.918, RMSEA=0.063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수 5-6 34(15.5) 6.258(.765) 6.000(.868) 5.902(.914) 5.791(.946)
7-8 14(6.4) 6.385(.330) 6.285(.666) 6.207(.393) 6.242(.475)
9-10 15(6.8) 6.346(.574) 5.786(.772) 5.686(1.082) 5.713(.769)
10개 이상 50(22.7) 6.402(1.058) 6.350(.600) 6.268(.602) 6.158(.709)
F 1.344 5.433*** 3.196** 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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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판별타당성 
판별타당성이란 서로 다른 잠재변수간의 차이를 나

타내는 것인데[64]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두 구성 개념 
간 잠재변수의 AVE(평균분산추출) 제곱근의 값과 잠재 
변수 간 상관계수 값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 때 AVE 제
곱근의 값이 상관계수의 값보다 크면 판별 타당성이 있
는 것으로 판단한다[65]. [표 4]에서와 같이 대각선의 
괄호 안에 있는 AVE의 제곱근이 변수 간의 상관관계보
다 크므로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판별타당성은 확인되
었다. 

표 4. 판별타당성 검증결과(괄호안:AVE의제곱근)

4. 가설 검증
4.1 연구 모형 적합도
경로 분석을 하기 전, 본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

하였다. CMIN 값이 부적합하게 나왔지만 CMIN 값은 
자유도(df)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일반적으로 
CMIN 값을 자유도로 나눈 값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CMIN/df 가 2~3 이하이면 일반적으로 그 연구모델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적합하다고 판정한다[62]. 

다른 지표들을 보면, 0.9이상이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GFI(=.910), AGFI(=.902), CFI(=.932), 
IFI(=.929)가 모두 기준 값보다 높으며, 0.05 ~ 0.08이
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RMSEA도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어 본 연구 모델은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4.2 경로 분석  
경로 분석 결과에 따른 가설검증 결과는 [표 5]와 같

다. 먼저, 평생교육이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
의한 것으로 (ß=.217, CR(t)= 3.492) 나타났다. 이는 
평생교육이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평생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노인들이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평생교육이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

으로 (ß=.316, CR(t)= 5.327)나타났다. 이는 평생교육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들이 자아통합감이 높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평생교육이 임파워먼트에 미치
는 영향은 유의한 것(ß=.676, CR(t)=7.695)으로 나타
났다. 이는 평생교육이 임파워먼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평생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들이 임
파워먼트가 잘 실행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임파워먼트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ß=.474, CR(t)=8.889) 나타났다. 이는 임파워
먼트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임파워
먼트에 강화된 노인들이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추
론할 수 있다. 

임파워먼트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ß=.479, CR(t)=8.904) 나타났다. 이는 임파워
먼트가 자아통합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임파워
먼트에 강화된 노인들이 자아통합감도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로써 1-5까지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매개변수에 
있어서는 평생교육이 임파워먼트를 통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평생교육이 임파워먼트를 통해 자아통
합감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 수준은 각각 P<.002, 
P<.005이므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개변수인 임파워먼트가 평생교육과 자아존중
감, 평생교육과 자아통합감 사이에서 각각 부분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다.

 표 5. 가설검증 결과 및 매개효과 분석

노년기
평생교육

자아
존중감

임파워
먼트

자아
통합감

노년기 평생교육 (.956)

자아존중감 .549 (.942)

임파워먼트 .514 .705 (.955)

자아통합감 .601 .708 .715 (.947) 

경로 (가설) ESTI
MATE S.E  CR(t) 간접효과

계수값  p값
가설
1

노년기평생교육->
자아존중감 .217 .055 3.942***

가설 
2

노년기평생교육->
자아통합감 .316 .059 5.327***

가설 
3

노년기평생교육->
임파워먼트 .676 .088 7.695***

가설 
4

임파워먼트->
자아존중감 .474 .053 8.889***

가설 
5

임파워먼트->
자아통합감 .479 .054 8.904***

가설 
6

노년기평생교육->
임파워먼트

->자아존중감
.347 .002

가설 
7 노년기평생교육->

임파워먼트 .324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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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매개효과
평생교육과 자아존중중감, 평생교육과 자아통합감과

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제안 모델에서 간접효과를 추정하였으며 간접효과의 p
값을 확인하기 위해 붓스트랩을 실행했다. 

[표 5]에서와 같이 평생교육은 임파워먼트를 통해서, 
자아존중감에는 경로계수 0.347 만큼 매개 영향을, 자
아통합감에는 0.324 만큼 매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
났다. 붓스트랩을 실행하여 경로계수의 유의수준을 확
인한 결과 각각 P<0.002, P<0.005로써 평생교육이 자
아존중감과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임파워
먼트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평생교육이 자아존
중감 및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가설6과 가
설7의 검증에서 확인된 바 임파워먼트는 이들 관계에 
있어 부분매개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1-7까지의 
가설이 모두 채택되었다

Ⅴ. 결 론

1.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노년기 평생교육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통

합감에 미치는 영향과 암파워먼트의 매개효과에 대해
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검증 결과는 주제와 관
련된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해 보이며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노년기 평생교육이 자아존중감과 자
아통합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교육을 
통한 열정과 지속적 호기심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
다. 또한 능동적, 독립적인 자세로, 새로운 목표를 세우
고  과제를 달성하며 또 다른 성장을 촉진시킨다. 나아
가 지난 삶을 수용하고 남은 삶에서 재능을 어떻게 나
누고 기여할까에 대한 자아통합감의 향상으로 성숙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자원봉사활
동과[32] 여가활동이[33]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

키며 노래자서전 프로그램과[42] 시 치료프로그램이
[40] 자아통합감을 향상시킨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회상을 주제로 하는 미술치료는 자아존중감과 
자아통합감을 향상시킨다고 했으며[41] 이 연구들은 본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둘째, 노년기 평생교육은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임파워먼트는 인적자원 관리 영
역에서 활발히 연구되는 주제이다. 조직 구성원이 직무
에 만족하고 직무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에게 
임파워먼트가 작동되어야 하는 것처럼[19] 노년기에도 
당당한 자기의 소리를 내고 역할수행과 지속적인 성장
을 위해 임파워먼트가 중요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노
년기 평생교육 커뮤니티와[44] 노인 정보화교육[45], 
노인복지기관 여가 참여 프로그램[43]을 통해서 임파워
먼트 된다는 결과와도 유사하다. 

이처럼 노년기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임파워먼트 
연구결과에서는 양적인 확장보다 임파워먼트 자체 강
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66]. 이러한 연구들은 노년기 
행동양식 연구 분야에도 적용 가능함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본 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 결과, 임파워먼트는 노인의 자아존중감
과 자아통합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임
파워먼트는 스스로 의사결정권을 갖게 하여 사명감을 
높이고 상대방에게도 힘을 싫어 주어 삶이 확장되는 기
쁨을 누리게 한다[67]. 또한 위축된 정서를 안정시키고 
주도적 자세로 변화를 수용할 수 있게 한다[20]. 이는 
선행연구에서 임파워먼트가, 요양원 거주민들의 자아존
중감과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며[47] 노인상담에도 
효율적,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며[48] 리더십의 발휘로 
우울을 해소시킨다는 연구와도 유사하다[49]. 본 연구
의 결과도 이러한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넷째, 노년기 평생교육과 자아존중감, 노년기 평생교
육과 자아통합감 사이에서 각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
과가 확인되었다. 즉 노인들의 욕구와 긍정적 심리의 
인과관계에서 직접적인 영향보다 임파워먼트의 매개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취업노인의 사회적지지가 생활만족도에 직접 미치는 
영향보다 임파워먼트의 매개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
[52] 노년기 평생교육이 임파워먼트의 매개로 생활만족

->자아통합감
 적합도
(기준값)

 CMIN =977.284  p=.000  (p>.05),  df=532.00, 
 CMIN/df=1.837, GFI=0.910(0.9), AGFI=0.902(0.9), 
CFI=0.932(0.9), IFI=0.929(0.9),
 RMSEA=.063 (0.0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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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향상시킨다는[9] 연구와 유사하다. 
또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작았지만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하였
을 때에는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18] 연구결과
와 유사하다. 이런 연구들은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주장한 본 연구의 취지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2. 연구의 시사점 및 제안
본 연구를 바탕으로 미래의 노년기 평생교육 프로그

램의 연구적, 실무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년기 평생교육은 자
아존중감과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준다. 흥미 위주 에서 
벗어나서 의식 확장과 목표 지향적 교육으로 자아존중
감과 자아통합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멘토링 교육에서
의 상호간 멘토 멘티 역할로 나눔의 가치와 잠재력을 
느끼며 조력자의 역할도 경험할 수 있다. 노년기 코칭
리더십 교육은 품격 있는 질문과 소통 능력을 숙지시키
고 누군가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주는 시니어 코치로서
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키워준다. 

예술 문화경영 프로그램은 묻힌 감성을 표출하고 관
계를 증진시키며 심미안이 생기게 한다. 글쓰기와 웰다
잉코칭 프로그램은 삶을 돌아보며 내가 누구인가를 탐
색하고 욕심을 버리고 지금 상황에 감사하는 자아통합
감을 향상시킨다. 노인복지 관련 실무자들은 이처럼 노
년기 자아성찰 인문학 프로그램의 치유효과를 고려하
여 프로그램 확충에 고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년기 평생교육은 임파
워먼트에 영향을 주며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임파워먼트를 위해서 노인복지 실무자들은 미
래의 고학력 노인들을 인적자원개발의 대상으로 보고 
전문분야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임파
워먼트를 실천해야 한다. 

나눌 수 있는 재능은 무엇이며 잠재력을 어떻게 끄집
어내어 어떤 기회를 주며 어떤 일자리로 연결 할 수 있
는지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인생 설계코칭을 통해 남
은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할 것인가를 탐색하며 
적절한 질문을 통하여 임파워먼트를 강화 시킬 수 있
다.  

셋째, 세대 간의 연결이 될 수 있는 세대융합교육으
로 가족의 화합과 갈등 해소를 도모하며 지역 간 연계 
교육 프로그램으로 타 지역과의 어울림도 도모 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국경을 넘은 교류를 통해 프로그
램을 공유할 수도 있고 외국의 노년 세대와 우정과 친
선을 나누며 세계화를 향한 의식을 확장시킬 수도 있
다. 이러한 노년 세대의 생산적 협업 교육의 기회 제공
을 통해 임파워먼트가 강화되며 자아존중감, 자아통합
감도 향상될 수 있다. 

넷째, 노년기에는 다소 부담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4차 산업혁명과의 만남이다. 인공지능으로 노년 
세대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4차 산업을 어떻
게 인식하고 접근, 활용할지에 대한, 시대의 흐름에 동
승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필수적인 정보 
활용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무지로 인해 본인의 불편은 
물론 주변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 다가올 고령사회
를 위해 생활혁신을 가져올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과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노년기 교육 분야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시대 흐름을 반영하는 전문성 짙은 교육 
확장을 위해서는 기관의 노력은 물론 체계적인 정부지
원과 기업의 참여도 요구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경제적 차원의 노년기 평생교육도 고려해야 
한다.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의 비경제적 활동도 중요하
지만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경제적인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계발도 지향해야 한다. 은퇴 후 모두
가 연금을 타는 것도 아니며 노인 스스로 경제적 상황
을 해결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비록 적은 성과
이지만 평생현역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도 
독립적이며 주도적인 노년의 모범을 보여줄 수도 있다. 

여섯째,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연령이 점점 젊어진다
는 것을 노인복지 관련 실무자들은 인식해야 한다. 체
감 퇴직연령도 50.9 세로 낮아졌다. 실제로 50+이모작
센터의 노년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는 은퇴를 한 50대
도 있지만 50대의 예비 은퇴자들도 있다. 그만큼 성공
적인 인생이막 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실제로 
실천에 옮기고 있는 연령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다.  

일곱째, 부족한 정보수용과 무관심, 자신감 결여로 아
직도 노년기 평생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 세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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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노년
기 인력활용과 연계된 기업의 전직교육도 시급하며 이
를 위해 노인복지 실무자들과 연계된, 기업 차원에서의 
은퇴를 위한 커리큘럼 구성이 요구된다. 

미래의 노년기 평생교육은 이처럼 다양한 상황이 고
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점점 고학력화 되어가는 노년층
의 욕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교육으로,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고 기여하는 행복한 노년의 터전이 되기를 기대
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계획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의 설문 작성자는 서울 지역 평생교육

기관의 회원들로 국한되어 있다. 아무래도 서울에는 많
은 프로그램이 제시되고 있고 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므
로 서울 거주 회원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모집단(우
리나라 50세 이상)을 대표하여 일반화 하는 것은 무리
가 있었다. 향후에는 지역적인 연구 결과를 통합하여 
전국적인 구성으로 확대하여 범국가적인 노년기 평생
교육을 위한 후속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 대상자의 연령을 설정함에 있
어서,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연령대가 50세 이후이며, 
체감 퇴직 연령이 50.9세로 낮아진 점을 고려하여 
50-85세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50대의 신중년
과 80대를 같은 노년세대의 범주로 간주하여 연구하기
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향후에는 신중년과 노년기를 
구분해서 각각의 연령대에 적합한 후속 연구를 함으로
써 좀 더 심도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전체적인 노년기 평생교육의 관점에
서 바라보았는데 향후에는 교육의 특성과 콘텐츠 별로 
노년기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과 
임파워먼트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동시에 실
무자들에게는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본 연구는 노년기 평생교육과 임파워먼트, 자아
존중감, 자아통함감이라는 변수에 국한되었기에 다른 
변들과의 관계는 파악할 수 없었다. 향후, 곧 다가올 초
고령 사회를 맞이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

한 변인들을 집중적이며 다각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
다. 그리하여 미래의 노년기 평생교육은, 잉여의 대상이 
아닌 건강 100세를 향한 노년층에게 선택권을 넓혀주
어야 한다. 나아가 의미와 가치 추구의 터전으로, 기여
와 나눔을 실천하는 터전으로, 새로운 목표와 성장을 
추구하는 터전으로, 행복한 만남과 세대 간의 화합의 
터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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