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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연구는노인의스트레스와 성공적 노화에 있어 낙관성과 가족지지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경
남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일반노인 584명을 대상을분석하였다. 분석은 Preacher와 Hayes가 제안한
SPSS Macro방법을 사용하여 경로모형을통해 연구모형을검증하였다. 연구모형검증은 3단계로 실시하였
으며, 1단계는예측변수와 준거변수 관계에서 조절변수가조절효과를가지는가를 분석하였고, 2단계는예측
변수와 매개변수의 관계를 확인 후, 3단계에서는 매개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와 성공적 노화,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분매개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스트레스, 낙관성과 성공적 노화의 가족지지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조절효과가
모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스트레스, 낙관성과 성공적 노화, 가족지지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
한결과매개된 조절효과가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연구결과를바탕으로실천적 함의와향후과제를
제시하고, 노년기 성공적 노화를 위한 가족지지 향상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스트레스∣낙관성∣성공적노화∣가족지지∣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argeting 584 senior citizens aged 65 and over in Gyeongsangnam-do to
verify a mediated control effect of optimism and family support in stress and successful aging
of the aged. Using SPSS Macro Way suggested by Preacher and Hayes. A study model is
verified through a route model, and the verification of the study model is conducted in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analyzes whether a control variable has a control effect in a relationship
between predictor variable and standard variable, and the second stage confirms a relationship
between predictor variable and mediated variable. In addition, the third stage confirms a mediated
control effect. An analytical result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to verify a
mediated effect between stress and successful aging, and optimism, it is confirmed that it
supports a partially-mediated model. Second, as a result to verify a control effect of optimism
and family support of successful aging, it is confirmed that everything has a control effect. Third,
as a result to verify a mediated control effect of stress, optimism, successful aging, and family
support, there is a mediated control effect. Based on these study results, practical undertone and
future task are suggested, and a way to improve family support is presented for successful aging
in advance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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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3년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2.2%로 매년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수명 역시 늘어나는 것

으로 예상된다[1]. 평균수명이연장되었다는것은 노인

으로 살아가야 하는 기간이 길어졌다는 것으로, 최근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길어진 노년기를 행복하게살아가

기위해서는노인들이느끼는주관적인삶의질이중요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2].

과거에는 은퇴이후의 노년기라고 하면 부정적인 시

각이지배적이였으나, 최근에는노인이사회의주변부

집단이아니라중심부집단이되어가고있으며, 노년기

는 제3기 인생(the third age)으로 주도적으로 삶을 살

아가는 개인의 성취기로 삶의 정점이라는 의식이 확산

되고 있다[3]. 성공적 노화라는 개념은 1986년 미군 노

년사회학회에 소개된 이후에 주목받기 시작하였다[4].

성공적인 노화는노인이 과거와현재를 수용하고 죽음

을 받아들이며, 삶의 의미나 목적을 잃지 않고 성숙해

가는심리적인발달과정으로, 삶에있어긍정적인방식

으로 질병 없이 기능을 유지하고 자녀, 부부, 사회관계

도 잘 유지하면서 삶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간다

는 것을 의미한다[5].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노인인구가 증가할수록 노인의 고독

사, 우울증 그리고 자살등 사회적 차원의 중요한 이슈

또한제기되고있다. 그 이유로는노년기성인들에게는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시기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다

수의 노인들은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었거나 친밀한

관계 형성에서 소외되는 현상을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6].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부정적인 생활 사건을 많이 경

험하게 되는 시기이며, 가족문제, 경제문제, 건강문제,

주거문제, 상실문제등의생활사건들로인해스트레스

를 더 많이 경험하는 등다양한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직면하고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처방안이 요구된다[7].

이처럼 노인들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들의 스

트레스를잘극복하지못할때매우중요한대체자원으

로가족으로부터의지지가강조되고있다[8], 한국노인

의 경우 어떤 관계보다도 부부관계와 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직계가족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

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9]. 그러므로 가

족지지를 통해 상실감, 우울 등 노인들의 심리적 문제

를 조절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성공적 노화에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10].

또한, 스트레스와같은개인의심리적인고통을적게

경험하여 보다 더 안정적인 적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낙관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1]. 일반적

으로 낙관적인 사람들은 비관적인사람들에 비해인생

의과도기에더 잘적응하였고, 행복감을더 느끼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위기를 겪었을 때 유연하게 넘길 수

있도록하여성공적인노화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12].

이러한선행연구를통해살펴본결과, 노년기에는여

러가지생활사건들로인해스트레스를경험하게되고

높은 수준의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와 적응을 떨어뜨

려성공적노화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을알수있

다. 이처럼노년기에경험하는스트레스가성공적노화

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노인 스트레스와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를 직접 다룬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또한 노인 스트레스와 성공적

노화간의관계를중재하는변인들에대한이해도미흡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에 경험하는

스트레스가성공적노화에미치는영향을규명하고, 더

나아가이과정을좀더세밀하게이해하기위해이두

변인 간의 관계를 조절하거나 매개하는 낙관성과가족

지지 변인의 역할을 밝히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스트레스와 성공적 노화에서 낙관성의 매개관계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개인에 의해 지각되는 내ㆍ

외적 자극이 감정을 유발해서 필요에 응하게 되고, 이

때 신체와 정신의 부가적 또는 일반적 반응이 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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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위협하는요소로작용하게되는것으로개념짓

고 있다[13]. 이러한 노인의 스트레스는 배우자의 사망

이나심각한질병등중대한생활사건에의해서발생하

기도하지만, 일상생활과정에서누적되고상호관련되

어 발생하는 사소한 불만족이 더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14]. 즉, 노인의일상생활사

건에발생하는스트레스는삶의질에심각한부정적영

향을 주기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생활사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성공적 노화는 아직까지 합의된 개념을 찾아보기 힘

들며, 연구자의관점에따라노화의심리적, 신체적, 사

회적측면중하나를상대적으로강조하는경향이보여

진다. 즉, 성공적 노화는 노인이 신체적 질환과 장애가

있는 상황에서도 안녕감, 높은 삶의 질, 개인적인 성취

감을 가질수 있는상태를말하며, 노화와 같은신체적

제한을 사회·심리적으로 최적의 적응상태를 이루어 심

리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15].

그러므로 성공적 노화를 구성하는 요소도 학자들 마

다 입장의 차이는 보이고 있지만, 선행연구가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를 공통적으로 노인이가지고 있는 심

리적 건강, 사회적 건강, 신체적 건강으로 제시하고 있

기때문에본연구에서도이러한측면에서성공적노화

를 살펴보고자 한다[16].

낙관성(optimism)은 미래에 대해 좋은 일이 많을 것

이며 나쁜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편적인

기대감이며, 향후의 상황 변화에도 일정하게 나타나는

긍정적인 성격 특성으로 설명되고 있다[17]. 낙관성이

높은사람은신체적으로더건강하고우울증에걸릴가

능성이낮으며, 감정통제를잘하므로심리적으로소진

할 가능성이 줄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므로자신의삶에대한능동적이며자신감있는태도

를유지하도록한다[18]. 또한, 낙관적인긍정적태도는

노인의 생활 만족도를 높인다는 활동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중년기의 활동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성공적인 노화로 연결된다고 한다[19].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면 낙관성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

화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낙관

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20], 지각된 스트레스는 낙관

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1].

스트레스와 성공적 노화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

기때문에성공적노화와유사한개념으로사용된생활

만족도 및삶의 질과관련된연구를먼저살펴보면, 스

트레스를 낮게 지각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22].

그리고 노인의 스트레스는 성공적인 노화에 부정적 영

향을미치며, 노인의가족문제와주거문제에대한스트

레스가많을수록성공적노화수준이낮은것으로보고

되었다[23]. 따라서 노인의 스트레스가 성공적인 노화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심리적 부적

응을겪는것은아니고, 동일한스트레스를경험하더라

도개인의내적인특성에따라차이가나타나는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4]. 다시 말해, 스트레스만으로 성공적

노화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스트레스와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

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

을미치는요인이나경로가낙관성에따라차이가나타

날 가능성이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성공적 노화간의

매개변인으로 낙관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2. 스트레스, 낙관성, 성공적 노화에서 가족지지의 
조절관계
가족지지란 가족관계 내에서 한 개인이 가족의 구성

원으로서느끼는가족의물질적, 정신적인부분에서긍

정적인 지원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25]. 특히,

사회적 활동이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자연스럽게 주된

관심이 가족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때 가족과의 관계

에서 경험하는 지지는 성공적인 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6].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위기상황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지지체계가 바로 가

족이다. 다수의연구에서는가족의지지가노인의사회

참여를 안정적으로지원하게 되며성공적인 노화에 있

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27].



스트레스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낙관성과 가족지지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103

가족간의관심과지지는환경변화에대한적응력을높

이고 사회참여의기회를 높이게되어 노년기의성공적

인 노화에 긍정정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활동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노년기에 많

이 일어나는 가족 중심의 비공식적 활동은 강한 역할

지지와자아확인을제공하게되며생활만족에매우관

련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로써 가족의 지

지가노인의활동과직접적인관련이있으며성공적노

화를 조절해 주는것을 알수있다. 최근 노인복지제도

변화는 노인 개인과 사회환경에동시에 개입하는 접근

방법이일반적이며가족의지지가전제될때사회적지

원체계가 완성된다고 본다[28].

또한, 노인의 다양한 스트레스는 낮은 삶의 만족과

성공적 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미치는 요인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가족의 역

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지지 중 가족지

지는스트레스를감소시키고, 성공적인노화를위한전

제조건인 생활만족을 조절하는 역할을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지지는성공적노화에영

향을 미치는 낙관성에 영향을 주며, 성공적 노화를 가

능하게 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

다[29].

이상과같은선행연구결과가족지지가스트레스, 낙

관성, 성공적노화의관계를조절함으로써긍정적인변

화를이끌어내는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

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스트레스, 낙관성

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노인들의 스트레스 인식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러한 관계에서 낙관성과 가족지지

가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스트레스를예측변수, 가족지지를조절변수, 낙

관성을 매개변수, 성공적 노화를 준거변수로 설정하였

다. 가족지지가 어떠한 경로에서 상호작용하여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확인하고자 설정한 연구모

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가설은첫째, 낙관성은스트

레스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둘째, 가족지지는스트레스가성공적노화에미치는영

향을조절할것이다. 셋째, 가족지지는낙관성이성공적

노화에미치는영향을조절할것이다. 넷째, 스트레스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낙관성과 가족지지가 매

개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2. 분석자료
본 연구는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일반노

인을 대상으로 2014년 7월과 2014년 12월 사이에 실시

하였다. 연구대상자는연구자가직접노인복지회관, 경

로당, 노인교실 등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설문 후

보상에대해설명하고, 참여의사가있는노인들을선정

하였다. 설문조사시응답된결과는연구목적외에는사

용되는일이없음을고지하였고, 설문지에응답하는도

중이라도언제든지포기할수있다는점을고지하였다.

연구참여와추후자료활용등에대한윤리적보호에대

하여사전동의를구한다음설문지작성은자기기입식

방식으로하였으나, 스스로작성하기어려운경우보조

원을 통해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전체 배포된 설문지

700부 중 회수된 설문지는 634부로 90.6%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설문지 50부를 제외한 584

부가 최중 분석에 사용되었다.

1) 스트레스 척도
스트레스의 인식은 Perceived Stress Scale 14개 문

항의 7개의척도를사용하여측정되었다[30]. 이 측정은

개인들이 스트레스적인 삶의 상황을 평가하도록 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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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681이었다.

사용된 척도는 1=그렇지 않다, 2=가끔 그렇다, 3=자주

그렇다, 4=항상 그렇다 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

수록 스트레스가높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역문항

으로 조사된 자료는 역코딩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752로 나타났다.

2) 가족지지 척도
가족지지척도는The Family Environment Scale[31]

의항목중가족의화합과갈등에관련된 8문항을사용

하여 측정하였으며,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66이었다. 사용된척도는 1=전혀그렇지않다, 2=그렇

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

되어있다. 점수가높을수록가족지지가높게나타나도

록하기위하여역문항으로조사된자료는역코딩처리

하여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716으로 나타났다.

3) 낙관성
낙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

구는 Scheier와 Carver & Bridges가[32] 개정한생활지

향검사의 10개 문항을 바탕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의신뢰도는 Cronbach's α .626이었다. 예비조사를

통해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6개

문항만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척도는 1=전혀

아니다, 2=약간 아니다, 3=약간 그렇다, 4=매우 그렇다

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성이 높게 나

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역문항으로 조사된 자료는 역코

딩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측정한신뢰도는 Cronbach α

= .642로 나타났다.

4) 성공적 노화 척도
척도의 구성은 노인들의 심리적 노화 6문항, 사회적

노화 5문항, 신체적 노화 7문항 총 28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23][41][42],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80이었다. 사용된 척도는 1=전혀 그렇

지않다, 2=그렇지않은편이다, 3=그런편이다, 4=매우

그렇다로구성되어있다. 점수가높을수록성공적노화

가높게나타나도록하기위하여역문항으로조사된자

료는역코딩처리하여사용하였다. 이연구에서신뢰도

는 Cronbach's α .880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연구의자료는 SPSS 20.0을 사용하여분석하였으

며, 변인간의관계를살펴보고자 Pearson의 적률상관분

석을실시하였다. 그리고이론적배경에서도출된결과

를 바탕으로 Preacher와 Hayes가[33] 제안한 SPSS

Macro방법을 사용하여 경로모형을 통해 연구모형을

검증했다. 통제변수 등을 반영하여 매개효과와 조절효

과를 검증하고자 할 때, 구조방정식모형(SEM)은 어려

움이있기때문에, 모형의확장및적용에유리한 SPSS

Marco를 적용하였다[34]. 연구모형 검증은 3단계로 실

시하였으며, 1단계는예측변수와매개변수의관계를확

인하고, 2단계는예측변수와준거변수관계에서조절변

수가 조절효과를 가지는가를 분석하였으며, 3단계에서

는 매개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매개된 조절효과는 예측변수가 매개변수를 통해 준

거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변수의 값에 따라

(conditional) 달라지는 것으로, 이를 조건부 간접효과

(conditional indirect effect)라고도 부른다[33]. 모든 통

계적 검증은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실시하였으며, 유의

수준 .05에서 검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된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584)
특성 구분 명 %

성별 남자 237 40.9
여자 342 59.1

직업유무 있다 59 10.1
없다 523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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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별 사례수의 차이는 결측치에 의한 것임.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성별은 남자 40.9%, 여자

59.1%로 나타났고, 배우자는 있는 경우가 70.2%가 있

는것으로나타났다. 직업은없는경우가 89.9%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은고등학교졸업 34.2%, 대학교 이상

30.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70대가 49.4%로 가

장 많았으며, 주거형태는 자가 86.6%, 종교는 80.5%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이 생활하고 있는 거

주자로 배우자가 66.1%, 홀로 살고 있음 19.3%순으로

나타났으며, 총수입은 100만 미만 47.7%, 100-200미만

23.2% 순으로 나타났다.

2. 기초자료분석
본연구의측정변수들의상관관계를 [표 2]에 제시하

였다. 성공적 노화에대해 스트레스는(r=-.206, p<.001)

부적상관을, 가족지지(r=.439, p<.001)와 낙관성(r=.322,

p<.001)은 정적상관을보였다. 즉, 낮은수준의스트레

스와 높은 수준의 가족지지 및 낙관성은 높은 수준의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다. 또한 낙관성은 스트레스

(r=.272, p<.001)와 부적상관을, 가족지지(r=.413,

p<.001)와 정적상관을보였다. 즉, 낮은스트레스와높

은가족지지는높은낙관성과관련된다. 가족지지와스

트레스는부적상관(r=-.269, p<.001)을 보였는데,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높은 수준의 가족지지와 관련된다.

그리고회귀분석은변수들의정규성을충족시켜야하기

때문에 연구모형에포함된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를 검

토한 결과 모든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형성하고 있다고

가정하여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35].

표 2. 측정변수들의 상관 및 기술통계
스트레스 가족지지 낙관성 성공적 노화

스트레스 1
가족지지 -.269*** 1
낙관성 -.272*** .413*** 1

성공적 노화 -.206*** .439*** .322*** 1
왜도 1.130 -.945 .147 -.011
첨도 1.582 3.473 1.181 1.612
평균 1.750 2.495 2.784 2.811

 *** p<.001

3. 모형분석
모형분석은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변수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실시하였다. 통제

변수는 연속변수(연령, 학력, 총수입, 한달용돈)와더비

변수(성별(남=1), 종교(1=있음), 배우자유무(1=유), 직

업유무(1=유), 주거형태(1=자가))를 사용하였으며, 통

제변수의 결과는 본 연구의주요관심 문제가 아니므로

지변관계상 제시하지 않았다.

1) 낙관성의 매개효과
2단계는 예측변수인 노인의 스트레스가낙관성을 통

해성공적노화에이르는매개효과를검증한것으로결

과는 [표 3]과 같다. 스트레스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전체효과(c)는 -.359(p<.001)로 나타나 스트레스가 낮

은노인일수록낙관성이높게나타남을의미한다. 예측

변수인 스트레스가 매개변수인 낙관성에 영향을 미치

는 경로의 계수는 -.0953(p<.01)로 나타나 스트레스가

낮으면낙관성에정적인영향을 미침을확인할수있다.

학력
초등학교 졸업 102 17.8
중학교 졸업 102 17.8
고등학교 졸업 196 34.2
대학교 이상 173 30.2

연령대
60대 182 34.4
70대 286 49.4
80대이상 111 19.2

주거형태 자가 497 86.6
비자가 77 13.4

결혼상태 배우자 유 410 70.2
배우자 무 174 29.8

종교유무 있음 474 81.4
없음 108 18.6

거주자
홀로살고 있음 112 19.3
배우자 383 66.1
미혼자녀 34 6.0
결혼한 자녀부부 50 8.6

총수입

100만 미만 263 47.7
100-200미만 128 23.3
200-300미만 88 16.0
300-400미만 41 7.4
400 이상 31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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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예측변수인 스트레스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낙관성이 준거변수인 성공적 노화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경로 회귀계수는

1.025(p<.001)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의 효과를 고려했

을경우, 예측변수인스트레스가준거변수인성공적노

화에미치는직접효과(c')는 -.2613(p<.01)으로, 매개변

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 스트레스가 성공적노화에

미쳤던 전체효과(c=-.3590)에 비해 감소되었다. 이는

매개변수인낙관성이예측변수인스트레스가준거변수

인 성공적노화에 미치는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보여주며, 스트레스가성공적노화에미치는간

접효과의 계수는 -.0977(=-.0953 ×1.0254) 였다.

스트레스가 낙관성을 거쳐서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매개효과의 계수값인 -.0977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해 확인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을 위해 재추출한 표본수는 1,000개였

고, 이를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매개효과 계수의

하․상한 값은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각각 -.1826과

-.0336으로 나타나 0의 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낙

관성에 의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낮은스트레스가낙관성을높이고, 이것이

성공적 노화로 연결되는 매개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고, 스트레스가성공적노화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

치는 효과 또한 유의하므로 부분매개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낙관성의 매개효과 부스트래핑 결과
변수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낙관성 -.0977 .0386 -.1826 -.0336

2)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매개된조절효과를 알아보기위한 1단계는 예측변수

인 스트레스가 준거변수인 성공적노화에 미치는관계

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러므

로 스트레스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이 가족지지

에 따라 상이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Aiken과 West가

[36] 제안한 조절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조절효

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된

스트레스, 가족지지를 중다회귀방정식에 대입하여 회

귀식을[37] 유도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성공적 노화에 대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준거
변수

예측변수 B S.E. t R2

성공적 
노화

스트레스
가족지지

스트레스×
가족지지

-.1121
 .3216
 .1902

.0966

.0331

.0511
-1.1604***
 9.7151***
 3.7248***

.2411***

 *** p<.001

스트레스가 낮아질수록 성공적 노화가 높아지고, 가

족지지가 높을수록성공적 노화가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스트레스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이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으며, 예측변수인스트레스가준거변수인

성공적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변수인 가족지지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가증가하면가족지지가높은집단은성

공적노화 수준이 높아지지만, 가족지지가 낮은 집단은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성공적노화 수준이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매개된 조절효과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였다.

예측변수
1단계 모형

준거변수: 성공적 노화
2단계 모형

준거변수: 낙관성
3단계 모형

준거변수: 성공적 노화
b SE t b SE t b SE t

스트레스 -.3590 .1023 -3.5107*** -.0953 .0303 -3.1401** -.2613 .0986 -2.6505**
낙관성 - - - - - - 1.0254 .1519 6.7520***

** p<.01, *** p<.001

표 3. 낙관성의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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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트레스와 성공적노화에 대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3) 매개된 조절효과
앞에서 조절효과와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다음은이두가지효과를결합한매개된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방법은

Preacher, Rucker 및 Hayes[33]가 제시한 SPSS Macro

를 이용하여 [표 6]에 제시하였다. 보여지는바와 같이,

스트레스가 낙관성에 부적영향을 미치는(t=-3.1401,

p<.01)것을 알 수 있다.

표 6.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결과
예측변수

낙관성 성공적 노화

B S.E. t B S.E. t
스트레스 -.0953 .0303 -3.1401** -.0481 .0951 -.5058
가족지지 .2680 .0350 7.6505***

스트레스 × 
가족지지 .2452 .0515 4.7577***
낙관성 .6241 .1543 4.0445***

낙관성 × 
가족지지 .1746 .0653 2.6745**

 ** p<.01, *** p<.001

그리고 낙관성이 성공적 노화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데(t=4.0445, p<.001) 있어이러한영향이낙관성

×가족지지에 해당되는 가족지지 수준이 커지면 더욱

증가한다는 것을(t=2.6745, p<.01) 의미한다. 그러므로

가족지지의 수준이 커질수록 스트레스가 낙관성을 매

개로 하여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다. 또

한, 스트레스가낮아지면낙관성이높아지고, 낙관성이

높아지면 성공적 노화를 증가시키는데(매개효과) 이러

한 매개효과는 가족지지의 크기가 커질수록(조절효과)

더욱 크게 나타난다. 즉, 매개된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

을 의미하며, [그림 3]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림 3. 스트레스와 성공적 노화에 대한 가족지지(Mo)의 매
개된 조절효과

따라서 이상의 분석에 따른 결과를 통계적 모형으로

제시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매개된 조절효과 통계적 모형

Ⅴ. 결론 및 논의
본연구는노인의스트레스와성공적노화에있어낙

관성과 가족지지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일반노인 58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20.0을 사용하

여분석하였으며, 변인간의관계를살펴보고자 Pearson

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의 스트레스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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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노화에 있어 낙관성의 매개효과는 회귀분석과

SPSS Macro를 활용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을 적용하여 검증하였으며,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살

펴보기 위하여 자료를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

여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한결과를정리하면다

음과 같다.

첫째, 낙관성이 스트레스와 성공적노화를 매개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즉, 스트레스가성공적노화에미치는

효과에 있어 매개변수의 낙관성을 고려했을 경우 스트

레스가미치는영향이감소되는것을 알수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노인의 스트레스는낙관성에 영향을 미치

고, 낙관성의정도는성공적노화와관계된다는대부분

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29].

즉, 성공적노화를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

이필요하다는것을의미하는데, 이러한스트레스를인

위적으로 줄이는것이 아니라 낙관성을 높여주어 스트

레스를상대적으로덜겪게되도록하는방안이필요할

것이다. 낙관적인사람은실패를겪은경우에도실패를

일시적인것으로여기고역경을극복할수있다는믿음

을 가지게 되고 감정 통제를 잘 하므로[53], 낙관성을

통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적응과 대처능력

을갖게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그러므로성공적노

화를 위해서는 노인의 낙관성을높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지지가스트레스, 낙관성과성공적노화사

이에서유의한조절효과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스트레스와 낙관성이 성공적노화에 미치는 영향은 가

족지지수준에따라달라진다고볼수 있다. 이는 가족

지지가 성공적노화에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많은

연구와 일치하며[27][39], 가족지자가 노인들을 성공적

노화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셋째, 스트레스, 낙관성과 성공적 노화, 가족지지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가족지지의 수준이 커

질수록 스트레스가 낙관성을 매개로 하여 성공적 노화

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

레스가 낮아지면 낙관성이 높아지고, 낙관성이 높아지

면성공적노화를증가시키는데(매개효과) 이러한매개

효과는가족지지의크기가커질수록(조절효과) 더욱크

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성공적인 노후를 보

내기위해서는스트레스를줄일수있는낙관성과가족

지지를강화할수있는것이중요하다고할수있다. 대

부분의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쇠퇴, 경제적,

심리적인 문제들을 경험하지만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

운 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며

[12], 이를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짐

으로해서어려운상황을극복하고성공적인노화에이

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부나 자녀 등 가족지지를

받을수록여러가지상황을극복에도움이되고생활의

만족이나 행복감음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한국노인의경우어떤관계보다도부부, 자녀와의관

계를중심으로한직계가족관계를매우중요하게생각

하는경향이있으며, 자녀, 손자녀와의애정적유대관계

가좋을수록성공적노화에대한인식이높아지는것으

로볼 때[9] 가족의 지지는 노인의성공적노화에중요

한 관련요소이다.

지금까지의 성공적노화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단순

매개효과나조절효과만을검증하였다면본연구에서는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결합한 매개된 조절효과

(mediated moderation)를 통해여러변인간의영향관계

를전체적인관점에서확인할수있었다. 즉, 매개된조

절모형을살펴봄으로써가족지지의조절작용이스트레

스와낙관성, 성공적노화에미치는영향에있어어떠한

경로를 통해 효과를 나타내는지 구체적으로 탐색하였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노년기는 노화로 인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은퇴 등으

로관심과관계의중심이가족으로이동하며, 가족으로

부터의지지는노인의삶의질과성공적노화에유의한

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제시되고있다[26][40]. 그러므

로 노인의 성공적노화를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낙관성을통한성공적노화를이룰수있는과정이필요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낙관성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한 정책적 지원방안이마련될 필요가있음

을 확인하였다.



스트레스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낙관성과 가족지지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109

본 연구를 바탕으로 실천적 함의와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와

낙관성에관한다양한연구가필요하다. 선행연구를통

해 살펴본결과 낙관성은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성공

적노화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을알수있었지

만 노인들의 낙관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추가적인연구에서는스트레스와성공적노화

의 관계에서 낙관성을 포함한 매개변인의 역할에 주목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가족지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가족지지가스트레스와낙관성, 성공적노화의

관계에서중요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봤을때노인들

의 가족지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절대

적으로필요하다고 볼수있다. 본 연구는경남지역노

인들을 대상으로 성공적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자 하였으며,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를 위해 여러 변

인들간의관련성을매개된조절효과분석을통해스트

레스와 낙관성의 역할에서 가족지지의 역할을 부각시

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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