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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국내에서 진행된 웰에이징 관련 연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웰에이징 개념정의를 분석함으
로써 추후, 국내 웰에이징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으로는 Whittemore & Knafl이 제시한
통합적 문헌고찰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국내에서 진행된 웰에이징 연구에 대한 연구설계는 문헌고찰, 사례연구, 질
적연구가 각각 2편이었으며, 조사연구 3편, 실험연구 2편으로 총 11편이었다. 또한 2017년 이전 연구 3편, 이후 연구 
8편이었으며, 학위논문이 2편, 학술지 게재논문이 9편이었고,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웰에이징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총 11편의 연구에서 웰에이징에 대해 각각 정의하고 있었으며 웰에이징을 위한 정의에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
적, 자아실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웰에이징 준비를 위해서는 노년기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웰에이징 연구가 다양한 연구설계로 더 넓은 학문분
야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well-aging related research conducted
in Korea and to analyze the concept definition to present the direction for future well-aging research
in Korea. As a research method, an integrated literature review suggested by Whittemore & Knafl was
conducted. Study results found research conducted in Korea consisted of 2 literature reviews, case 
studies, qualitative studies, 3 survey studies, and 2 experimental studies. In addition, there were 3 studies
performed prior to 2017 and 8 studies after that included 2 dissertations and 9 dissertations in academic
journals. The definition of well aging consisted of physical, emotional, social, economic, and 
self-realization aspec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provide education and 
programs according to life cycles to prepare well aging, and in the future, well-aging studies should be
conducted in various academic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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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0년 9월 28일 통계청에서 진행된 ‘2020 고령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20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5.7%
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 20.3%, 2060년 43.9%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2025년 우리나라는 초고령사
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2018년 기준 65세 생존자의 기대여명은 20.8년으로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대비 남자는 0.5년, 여자
는 1.5년이 더 높은 수준이다[1]. 초고령사회를 앞둔 현
재 노인들은 건강기대수명 즉,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
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강과 
노화예방에 대한 관심이 크다.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건
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서로 조화를 이루
며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2]. 즉, 건강이라는 것은 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닌 보다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의 전
반적인 안녕상태를 의미한다.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한 웰빙
(well-being)이라는 용어가 생겨났고, Halbert Dunn에 
의해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건강(well)과 
삶(being)의 합성어로 사전적 의미로는 행복과 안녕, 복
지, 복리를 말하며, 건강한 인생을 살자는 의미로 해석된
다[3, 4].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함께 점차적으로 삶에 
있어 양보다는 질적인 면을 중시하게 되면서 주 5일 근
무제의 정착, 건강과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지속되
고 있으며 이는 점차적으로 더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추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5].

이와 함께 사람들은 노화예방, 웰빙, 힐링 등의 확산으
로 점차적으로 행복한 노년을 고민하고, 자신의 노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면서 건강하고 현명하게 늙기 
위한 웰에이징(well-aging)이란 용어가 주목받게 되었
다. 웰에이징이란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인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더 나은 자기변화의 시
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정의 될 수 있다[6]. Erickson
은 인간발달단계 중 노년기의 발달과업으로 자아통합성
을 강조하였고[7], 이를 달성했다면 웰에이징과 같은 맥
락으로 볼 수 있는 성공적 노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
다. 즉, 웰에이징을 위해서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변
화에 적응하며, 세대 간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 보람된 일을 하며 삶을 열정
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8, 9].

이와 같이 웰에이징의 개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제 웰에이징은 노인에게만 국한된 관심사가 아닌 고령
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관심사가 되어
야 한다. 이는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의 
89%가 자신의 노후를 걱정하고 있다는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10]. 따라서 이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는 
생명연장을 위한 건강만이 아닌 지속적으로 질 높은 삶
을 유지하기 위한 웰에이징 준비가 필요하다[11].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웰에이징은 장애와 질병이 
없고, 인지 및 신체적으로 높은 기능을 유지하며, 사회적
이고 생산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성공적 노화[12], 임금
이 지불되는 곳에서 일하며, 봉사하고 가족을 도우며 자
신의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정의 되
는 생산적 노화[13], 나이가 들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
기 위해 건강과 사회참여, 안전관련 기회를 최대한 활용
하는 활동적 노화[14], 등의 용어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에서도 연구자마다 각기 다
른 의미로 사용하여 일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진행된 웰에이징 
관련 연구의 특징과, 각 연구에서 사용된 웰에이징의 개
념정의를 분석함으로써 공통된 정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추후, 국내에서의 웰에이징 연구 진행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1.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진행된 웰에이징 연구를 

통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연구의 특성을 이해하고, 웰에
이징 관련 개념정의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진행된 웰에이징과 관련된 

연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2.2 연구절차
본 연구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웰에이징 관련 

논문을 분석하기 위해 Whitemore와 Knafl이 제시한 
통합적 문헌고찰 방법을 활용하였다[16]. 이에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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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of 
evidence Research type n(%)

Ⅰ
Systematic Review
Meta-analysis
RCT

0(0.0)
0(0.0)
0(0.0)

Ⅱ Two groups non-randomized 2(18.2)
Ⅲ One groups non-randomized 0(0.0)

Ⅳ Intervention study
Survey

0(0.0)
3(27.3)

Ⅴ
Case study
Literature review
Qualitative study

2(18.2)
2(18.2)
2(18.2)

Table 1. Qualitative level of research        (n=11)

문제규명, 문헌검색, 문헌평가, 문헌분석, 문헌제시 등 5
단계를 차례로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
다. 

2.2.1 문제규명
본 연구는 국내 웰에이징 관련 논문에 대해 1) ‘국내 

웰에이징 관련 수행 연구의 특성은 어떠한가?’ 2) ‘국내에
서 진행된 웰에이징 연구에서 웰에이징에 대한 개념 정
의는 어떠한가?’등 두 가지 문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 두 가지 문제규명을 통해 현재까지 국
내 웰에이징 연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웰에이징의 정의를 분석함으로써 추후, 웰에이징 연
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2.2 문헌검색 전략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웰에이징 관

련 연구를 검색하기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4U), 
한국학술정보(KISS) 검색엔진을 통해 ‘웰에이징’, ‘에이징
웰’의 검색어로 검색하였으며, 논문의 기간은 2010년 1
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로 그 결과 중복논문 
3편을 제외하고, 최종 11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본 연
구팀은 최종분석을 위한 논문 확인을 위해 검색된 총 11
편의 논문 초록을 검토하였으며, 초록 검토가 이루어진 
웰에이징 관련 모든 논문을 분석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종 11편의 분석 문헌이 선정되었
다.

2.2.3 문헌평가
본 연구에서 분석을 위해 최종 선정된 11개 논문의 질

적 수준은 Arbesman, Scheer와 Lieberma가 개발한 
근거기반 연구수준 5단계로 분석하였고[17], 그 내용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선정된 논문 중 근
거수준 Ⅱ단계에 포함되는 두 집단 비무작위 연구는 2편
(18.2%)이었으며, 이 외에는 Ⅳ단계 중 설문조사 연구 3
편(27.3%), Ⅴ단계 사례연구, 문헌고찰, 질적연구가 각각 
2편(18.2%)을 차지하였다. 

2.2.4 문헌분석
본 연구에서는 선정한 문제규명에 맞추어 분석하기 위

해 두 가지 형식을 나누어 문헌을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저자(년), 연구목
적, 연구설계, 연구결과로 분석하였으며, 두 번째 웰에이
징의 개념정의 분석을 위해 저자(년), 연구에서의 웰에이
징의 정의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2.2.5 문헌제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문제규명을 바탕으로 분석한 문헌

은 <Table 2>, <Table 3>와 같다. 

저자(년) 웰에이징의 정의

김경호
(2012)

웰에이징이란 ‘자기완성을 위한 존엄한 노년’ 으로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늙어가는 것.

주해원
현명호
(2016)

주관적 웰에이징이란 노화로 겪게 되는 생물학적(외모, 건
강변화), 인지적, 정서적, 영적 차원의 변화에 만족감을 갖
고 긍정적인 정서를 갖는 것.

윤혜진
(2016)

에이징웰이란 신체적인 건강과 경제적 자립, 그리고 사회적 
연계와 노년기의 활동적인 생활이 기반이 되는 삶.

장병주
(2018)

웰에이징이란 늙어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
닌 그 자체를 수용하면서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해 노년의 
시기를 긍정적인 자기 변화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려는 삶의 
양식과 태도임.

하나연
(2018)

웰에이징이란 적극적으로 노화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하
고 싶은 것을 찾아 보람된 일을 하여 삶을 열정적으로 사는 
것.

박재영
이명선
(2019)

웰빙을 위한 행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관리를 통해 건강으
로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여 사회 전반적 생활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

김영희
박금숙
진은영
(2019)

웰에이징은 성공적인 노화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최대로 
유지하며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것.

김명식
(2019)

웰에이징이란 노인친화적 환경에서 노인이 활기 있고 적극
적인 노년을 보내는 것.

강영훈
윤은영
(2020)

웰에이징이란 ‘건강하고 멋지게 나이드는 것’, ‘사람답게 늙
는 것(참 늙기)’

조은호 외
(2020)

웰에이징이란 ‘좋게, 잘(well)' 그리고 ‘나이 들다(aging)’ 두 
단어를 합친 것으로 ‘건강하고 멋지게 나이드는 것’을 의미
함.

김미완
(2020)

웰에이징이란 개인이 스스로 단지 늙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 
계속 성장해가고 있다는 인식으로 긍정적 선택을 할 수 있
는 삶의 방식과 의미를 중시하는 것.

Table 3. Analysis of Well-aging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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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년) 연구목적 연구설계 연구대상자 연구결과

김경호
(2012)

조선시대 유학자였던 장현광을 통
한 웰에이징 성찰을 위해 수행되었
다.

담론 해당사항 없음

노년기는 담담히 자신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며, 개인이 자신
의 존재감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활동적인 노년을 통해 누
적된 경험적 지혜를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기여도 가능하게 
된다. 즉, 웰에이징이란 노년을 자신이 존엄한 존재로 인식
하고 자신에 대해 재발견하며 자아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해원
현명호
(2016)

노화과정에서 수용대처가 어려울 때 
하향이질화 전략이 주관적 에이징웰
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함이
다.

서술적 
조사연구

서울거주 60세 
이상 시민
(n=250)

하향이질화와 수용은 주관적 에이징웰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
다. 또한 하향이질화와 수용 투입모형에서 하향이질화와 수용
이 함께 상호작용이 추가되었을 때 에이징웰에 설명력이 높았
다. 

윤혜진
(2016)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노년기의 
삶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가와 에이징웰에 대한 인식
이 어떠한지 탐색하기 위함이다. 

질적연구 65세 이상 노인
(n=8)

한국노인의 경우 아직 여가의 개념은 친숙하지 않았으며, 노
년기 여가 계확과 활동이 부재하였고,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
다. 또한 여가에 대한 혜택들을 받기 위한 진입장벽을 느끼
기도 하였으나, 여가 활동에 참여한 후에는 혜택을 경험하기
도 하였다. 또한 에이징웰의 주요 요소들로 건강, 경제적 자
립, 사회적 연계와 활동적인 삶을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었
다. 

장병주
(2018)

관광기업 이용객을 대상으로 웰에이
징을 위한 활동을 조사하고, 웰빙지
향행동, 웰에이징, 여가태도, 삶의 질
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서술적 
조사연구

관광기업 이용객 
30세 이상 (호텔, 
여행사, 항공사, 

MICE, 외식기업)
(n=375)

개인적(건강, 운동, 스트레스, 환경, 일상생활), 사회적(교육, 직
업, 유대관계) 웰에이징에는 웰빙식생활, 정신건강지향 행동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하나연
(2018)

중장년층을 위한 웰에이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실험연구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

중장년층
(n=42/ Exp=21

Cont=21)

웰에이징 프로그램을 수행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우울이 
감소하였으며, 건강증진 역량과 삶의 의미가 증진된 것으로 나
타났다. 

박재영
이명선
(2019)

성인 남성의 미용관리가 웰빙지향행
동과 웰에이징 관리에 미치는 영향
과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수행됨.

서술적 
조사연구

성인남성
(n=243)

 -성인남성 중 20대가 웰에이징 행위가 높았고, 40대 남성이 
다른 연령대 보다 웰에이징 행위가 낮았음. 전문직, 학력과 
소득이 높을 수록 웰에이징 행위가 높았다.

- 성인남성의 웰에이징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미용
관리가(B=0.614, p<0.001) 요인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미용
관리를 많이 할수록 웰에이징 행위가 높았다.

김영희
박금숙
진은영
(2019)

지역사회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웰에
이징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실험연구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

65세 이상 재가노인
(n=71/ Exp=35,

Cont=36)

웰에이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체력(오
른쪽 상지근력, 정적균형감각, 동적균형감각)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증진
하였으며, 고독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식
(2019)

현재 우리사회에서의 나의 위계와 
웰에이징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
고 탐색하기 위함이다.

담론 해당사항 없음

웰에이징을 위해서 노인들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
성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동체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하
여야 하며, 특히 제 3연령기의 노인들이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갖고 있는 생산적인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엑티브 에이징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영훈
윤은영
(2020)

건강증진센터의 공간계획에 웰에이
징 요소들을 반영한 공간디자인 계
획에 대해 연구하고, 건강증진센터 
내에 웰에이징 요소들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사례분석 해당사항 없음

건강증진센터의 웰에이징요소로는 환경적 특성인 활동성(신체
적 활동), 자연친화성(정서적 안정)이 있으며, 공간적 특성으로
는 장소성(타인과의 교류), 위계성(규칙적인 습관, 프로그램실)
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호 외
(2020)

중장년기 남성들의 웰에이징을 위한 
개별맞춤 방식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디자인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사례연구 중장년층 남성
(n=3)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 남성의 경우 은퇴후 여가시간에 대한 고
민과 자아실현, 둘째, 금전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은퇴후 여가 프로그램의 참여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또
한 다른 방법보다 카카오톡을 통한 중장년층 웰에이징 프로그
램 홍보에 대한 만족하였다. 

김미완
(2020)

액티브 시니어에게 문화예술활동참
여가 웰에이징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탐색하기 위함이다.

질적연구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
(n=9)

액티브 시니어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는 사회적 관계의 의미있
는 성취(정서적, 신체적, 사회관계적)를 이루었으며, 이는 웨에
이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Analysis of Well-ag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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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최종분석을 위해 선정한 11개의 문헌을 본 연구에서 
선정한 2가지의 문제규명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3.1 국내 웰에이징 관련 연구의 특성
본 연구에서 국내 웰에이징 관련 연구의 일반적 특성

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접어든 2017년을 기준으로 전, 후 웰에이징 
관련 연구를 살펴본 결과 2017년 이전에 3편(27.3%), 이
후 8편(72.7%)으로 나타났다. 논문형식으로는 학위논문
이 2편(18.2%),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이 9편(81.8%) 이
었으며, 웰에이징 연구가 진행된 학문 분야는 인문학, 심
리학, 경영학, 교육학, 간호학, 건축학, 보건학 등으로 다
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Item Categories n(%)

Year  Before 2017 yr
 After 2017 yr

3(27.3)
8(72.7)

Type of 
article

 Thesis
 Journal

2(18.2)
9(81.8)

Field of
study

 Humanities
 Psychology
 Business administration
 Pedagogy
 Nursing science
 Architectural science
 Health science

1(9.1)
1(9.1)

2(18.2)
2(18.2)
1(9.1)

2(18.2)
2(18.2)

Table 4. Characteristics of research          (n=11)

3.2 국내에서 진행된 웰에이징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를 연구설계 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

다. 국내 웰에이징 관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 웰에이징에 
대한 첫 번째 연구설계로는 담론으로 이루어진 2편의 논
문이 있었다. 김경호의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유학자였던 
장현광을 통한 웰에이징 성찰이 수행되었으며, 성찰 결과 
노년기는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하며, 자신을 완성해가는 
단계로 ‘웰에이징’이란 자신의 노년을 존엄한 존재로 인
식하고, 자신을 재발견하며 자아를 실현하는 것으로 정의
되었다[6]. 김명식의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나이 위계와 웰에이징에 대한 내용이 분석되었다. 결과적
으로 노인들을 나이 위계로 인해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
어진 존재가 아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는 것이다[18]. 특히 제 3연령기의 노인들이 육체적 정신
적 능력을 갖추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액티브 에
이징을 할 때 웰에이징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
해서는 바람직한 노동정책과 복지정책과 같은 사회적인 
지지가 필수 요건이라고 하였다. 

두 번째로 질적연구 2편이 분석되었다. 윤혜진의 연구
는 우리나라 노인을 대상으로 여가와 웰에이징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기 위한 조사였다. 그 결과 한국노인의 경
우 여가에 대한 개념이 익숙하지 않았고, 노년기의 여가
계획 및 활동의 부재와 여가활동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
을 느끼는 까닭에 충분한 여가생활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 하지만 여가활동에 참여한 대
상자들은 이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현하며, 긍정적인 
경험들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은 웰에이징
의 필수 주요 요소로 신체적인 건강, 경제적 자립, 사회적
인 연대와 활동적인 삶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였다. 

세 번째 연구설계로는 서술적 조사연구 3편이 있었다. 
주혜원과 현명호의 연구는 노화과정에서 수용대처, 하향 
이질화가 주관적 에이징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
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19]. 수용대처란 노년기 성
숙 간의 관계로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가 타협을 이루
는 과정으로 노년기 안녕감의 핵심요소이다. 하향 이질화
란 자신보다 못한 타인과 거리를 두면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을 의미한다. 주관적 에이징웰이란 노년기 
노화과정에서 개인의 평가과정으로 인지적, 정서적, 영적 
차원을 평가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로는 수용과 하향 이
질화는 에이징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으로서 자신의 상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수록, 
또는 노화과정의 타인 사례를 통해 경험하는 사건을 통
해 하향 이질화가 될수록 주관적 에이징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주의 연구는 관광기
업이용객 3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웰빙지향행동, 웰
에이징, 여가 태도, 삶의 질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20]. 연구에서는 웰에이징을 개인적 측면인 
건강, 운동, 스트레스, 환경, 일상생활과 사회적 측면인 
교육, 직업, 유대관계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웰에이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웰빙 식생활, 정신건강 지향행동
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박재영과 이명선의 연구에서는 
성인 남성의 미용관리가 웰빙지향행동과 웰에이징 관리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21]. 그 결
과 성인 남성 중 20대가 웰에이징 행위가 높았고, 전문
직, 학력, 소득이 높을수록 웰에이징 행위가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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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또한 웰에이징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미용관리가 나타났다. 

네 번째는 실험연구 2편이 있었다. 하나연의 연구는 
중장년층을 위한 웰에이징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통해 건
강증진역량(삶의 의미, 신체활동, 식습관, 사회적 관계, 
스트레스 관리, 건강관리 인식), 우울감, 삶의 의미의 효
과를 평가하고자 수행되었다[8]. 웰에이징 프로그램은 주 
3회, 총 6회기 진행되었으며, 회당 120분 수행되었다. 프
로그램의 내용구성은 운동프로그램, 중장년층 연령대별 
건강문제와 관리, 기초 식품군과 영양소 강의, 자연식이 
식단 및 조리방법 실습, 연극활동, 명상하기, 이완 호흡하
기, 웰에이징 관련 강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강의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결과 중장년층을 위한 웰에이징 프로
그램을 수행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건강증진 역량과 
삶의 의미가 증가하였으며, 우울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김영희 외 연구는 지역사회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웰에이징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재가노인의 체력, 주관적 
건강상태, 고독감,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은 매주 1회 12주 동안 총 12회기
로 진행되었으며, 매회기 180분씩 수행되었다[11]. 프로
그램은 65세 이상 노인 대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건
강을 향상시키고 노화를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신체활동, 게임, 경혈마사지 등으로 구성되었
다. 프로그램을 수행한 결과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오
른쪽 상지, 정적 및 동적 균형감각이 유의하게 증가하였
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고
독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은 사례분석 및 사례연구 2편이 있었다. 김영훈
과 윤은영의 연구는 사례분석에 관한 것으로 건강증진센
터의 공간을 웰에이징 요소를 반영하여 계획하기 위해 
수행되었다[22]. 그 결과 건강증진센터에 웰에이징 요소
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특성인 활동성, 자연친화
성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활동과 정서적인 안정을 웰에이징을 위한 필수요
소로 보았다. 이 외에 공간적 특성으로 장소성, 위계성을 
포함하였다. 이는 타인과의 교류 및 상호관계를 강조하
며, 건강증진 목적의 교육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공간 활
용으로 위계성의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조윤호 외 연구는 
중장년기 남성들이 지역사회에서 개발된 맞춤형 웰에이
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홍보방법계획 디자인을 
위한 사례연구로 은퇴 후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지 못하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23]. 그 결과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 남성들이 은퇴 후 개인에 적합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카카
오톡 SNS채널을 통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 디자인을 최종 고안하였다. 

3.3 국내의 웰에이징 개념정의
본 연구에서 선정된 11개의 논문에서 정의 내린 웰에

이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경호의 연구에서는 웰에
이징이란 ‘자기완성을 위한 존엄한 노년’으로 자신의 존
엄성을 유지하면서 늙어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6]. 주혜
원, 현명호의 연구에서는 웰에이징을 주관적 웰에이징으
로 기존에 개발된 도구로 평가하였으며, 그 정의를 노화
로 경험하게 되는 생물학적(외모, 건강변화), 인지적, 정
서적, 영적차원의 변화에 만족감을 갖고 긍정적인 정서를 
갖는 것으로 정의하였다[19]. 윤혜진의 연구에서는 에이
징웰로 다루었으며, 이는 신체적인 건강과 경제적 자립, 
그리고 사회적 연계와 노년기의 활동적인 생활이 기반이 
되는 삶이라고 하였다[15]. 장병주의 연구에서는 웰에이
징이란 늙어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그 자체를 수용하며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해 노년기에 
긍정적인 자기변화의 시간을 받아들이려는 삶의 양식과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하였다[20]. 하나연의 연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노화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 보람된 일을 하여 삶을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였다[8]. 박재명, 이명선의 연구에서는 웰빙을 위한 행
동으로 몸과 마음을 관리하고 건강을 통한 아름다운 삶
을 추구하여 사회 전반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고 하였다[21]. 김영희 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로 신
체적, 정신적 기능을 최대로 유지하며 적극적인 사회참여
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11]. 김명식의 연구에서는 
웰에이징이란 노인친화적 환경에서 노인이 활기 있고 적
극적인 노년을 보내는 것이라고 하였다[18]. 강영훈, 윤
은영의 연구에서는 ‘건강하고 멋지게 나이드는 것’, ‘사람
답게 늙는 것(참 늙음)’이라고 정의하였다[22]. 마지막으
로 조은호 외 연구에서는 웰에이징이란 ‘좋게’, ‘잘(well)’ 
그리고 ‘나이들다(aging)’ 두 단어의 합친 단어로 건강하
고 멋지게 나이 드는 것으로 해석하였다[23]. 김미완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단지 늙어가고 있는 것이 아
닌 계속 성장해가고 있다는 인식으로 긍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의 방식과 의미를 중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였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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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에서 진행된 웰에이징 관련 연구에 대
한 통합적 문헌고찰을 통해 웰에이징 연구의 특성과 웰
에이징의 정의를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도되었다. 
또한 본 연구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의 웰에이징의 
정의를 알아보고 추후, 웰에이징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문제규명을 바탕으로 국내 웰에이
징 연구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진행된 웰에이징 연구
설계는 문헌고찰 2편, 사례연구 2편, 질적연구 2편, 조사
연구 3편, 실험연구 2편 등 총 11편이었다. 연구가 진행
된 학문 분야는 인문학, 심리학, 경영학, 교육학, 간호학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수행되고 있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웰에이징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웰에이징 관련 연구가 국내에서 다양한 연
구설계 형태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그 외에 웰에이징에 대한 각 연구에서의 정의가 다
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웰에이징을 성공적인 노화로 
정의하고 신체 및 정서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며 적극
적인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기도 하였으
며, 웰에이징 단어를 있는 그대로 ‘건강하고 멋지게 나이 
드는 것’, ‘사람답게 늙는 것’으로 해석적 정의를 내리기
도 하였다. 이 외, 웰에이징을 노년기에도 지속적으로 성
장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고 자기 완성을 위한 존엄한 노
년, 노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 보람
된 일을 하며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 내
리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11편의 연구의 웰에이
징에 관한 정의를 분류해 보면 크게 노화를 받아들이는 
수용을 강조한 정의 5편, 신체적 건강을 강조한 정의 3
편, 사회참여를 강조한 정의 2편, 경제적 자립을 강조한 
정의 1편이었다. 다만 모든 정의에는 기본적인 신체 건강
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외에도 정서, 사회기능 등이 포
함되어 정의가 내려지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11편의 연구를 바탕으로 웰에이징
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웰에이징이란 노화로 
경험하게 되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신체적, 정서적, 사회
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며 활동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늙어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현재 국내 65
세 이상 노인들은 아직 웰에이징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았으며, 자신과 관련된 웰에이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다. 따라서 웰에이징을 위한 행동을 실천

하거나 웰에이징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만 웰에이징을 위한 조건을 생각해 본
다면 신체적·정서적 건강, 경제적인 독립과 여가활동, 의
미 있는 사회활동(봉사활동), 직업(일)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중에서도 웰에이징의 필수요소로 경제적 자립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최근 액티브 시니어가 강조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액티브 시니어는 기존의 
노인세대와 달리 시간적, 경제적인 여유를 바탕으로 적극
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계층으로 정의 내려진다. 액티
브 시니어는 은퇴 이후 사회적 역할 감소에 따른 위축된 
삶이 아닌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소비와 개인의 
여생을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을 포함한 사회활동을 추
구한다. 향후, 웰에이징을 위한 이와 같은 엑티브 시니어
를 확산하려면 노년기만을 위한 것이 아닌 생애주기별로 
웰에이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
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노년층을 위한 웰에이징 프로그
램 개발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초고령화 사회를 앞
둔 현 시점에서 웰에이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과 이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추후에는 그 
대상을 노년층 뿐 아니라 청년층, 중장년층까지 넓혀 일
찍부터 웰에이징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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