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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노인의 특성과 생활실태를 정확히 파악

하여 사회전반에서 발생하는 변화의 양상을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효과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도에 전국적으로 조사된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가구와 개인정보에 대한 노인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변수가 생활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 통계자료분석을 실시하여, 현실적 타당성과 적합성을 지닌 고령사회의 사회정책

수립에도움이되고자한다.

주요용어: 고령사회, 만족도조사, 사회복지, 생활실태.

1.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히 고령화로 진행되고 있다. 2000년에 만 60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 (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19년이면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는 고령

사회 (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청, 2010). 이에 따라 급속한 고령화가 사회전반에 미

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경제·문화적 변화와 인구고령화

가함께발생함으로써다른국가에서는경험하지못한변화의폭과속도, 유형이발생하고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사회정책적 관점에서는 효과적이고도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학문적 관점에서는 노인

의 특성과 생활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러한 고령화가 사회전반에 가져온 변화의 양상을 정확하게 인

식할것을요구한다 (김효심, 1994).

이러한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에 초점을 둔 전국 규모의 조사로 1994년도에 처음으로 한

국보건사회연구원에의하여전국적인규모의노인생활실태를파악하기위한조사가실시되었다. 4년후

인 1998년에 노인의 제특성 및 생활실태, 노인과 노인 부양층의 복지 관련 욕구 및 부양관련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한 전국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막대한 예산과 정책의 이유 등으로 효과적인 전국조사

를 실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2004년에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와 4년 후 2008년에 전국조

사가 한 번 더 실시되었다 (보건복지부, 2004). 이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보다 더 나은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와 사회구성원의 노인 및 자신의 노년기에 대한 태도 및 욕구를 분석하고, 이러한 자료를 과

거의자료들과비교함으로써앞으로의변화추세를예측할수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도에 전국적으로 조사된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노인

들의가구및개인정보에대한노인생활실태와생활만족도에대하여통계학적인분석을실시하여,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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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타당성과적합성을지닌고령사회의사회정책수립에도움이되고사회복지학에대한이해의폭을넓

히고자한다. 이와유사한연구는유영재등 (2005), 김현미 (2006), 조광현과박희창 (2006), 최종후등

(2006), 이혜정등 (2009) 그리고홍종선과김명진 (2010)을참조한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2절에서는본연구에서분석할 2008년도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

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고, 전체적인 분석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3절에서는 포괄적이며 기초적인 자

료분석을 실시하는데 우선 3.1절에서는 노인들의 생활의 만족도에 대한 19개의 종속변수들을 다섯 그룹

으로 나누어 분석에 이용될 새로운 종속변수들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전체 자료를 가구자료와 개인자료

로 구분하여, 각각의 독립변수들을 추출하여 전체 생활 만족도를 포함한 모든 만족도 변수들과 평균차

이 분석을 실시하는데 3.2절에서 노인들의 가구자료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3.3절에

서는 노인들의 개인자료에 대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4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만족도 분석에 관한

연구가설을 검정한다.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설정한 후에 이 변수들과 다섯 종류의 만족도 종속변수에

대한 다중회귀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한다. 5절에서는 3절과 4절에서 실시하여 얻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토론하고결론을유도한다.

2. 자료 설명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할 2008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는 1994년도와 2004년도에 실시한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후속조사로서 노인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기본지표를 생산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가구조사와 가구내 거주하는 60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이다 (보

건복지가족부, 2009).

200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전국 일반조사구에서 추출한 표본 조사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노

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시도별 통계생산을 위해서 층화 2단 집락추출을 통해 7개 특별 광역시와

9개 도지역으로 1차 층화하고 9개의 도지역에 대해서는 동부 (도시지역)와 읍면부 (농어촌지역)로 2차

층화하여 25개 층으로 표본수를 배정하였다. 전국기준 12,567가구의 노인 개인 15,146명과 동거자녀

2,698명의조사가완료되었다.

추출된 표본들은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기 위해 추출확률을 고려한 가중값을 부여하였으며 성별·연

령별 구성비 그리고 1인 가구비율을 이용하여 최종 가중값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표 3.1에서와 같이

700만이상인모집단에대한분석결과이다.

노인의 가구조사 설문지는 조사구형태, 16개 광역시/도, 가구기준 가구형태, 가구원의 입주형태, 주

택형태, 부동산소득 유무, 사적이전소득 유무, 기타소득 유무, 부동산 소유, 금융자산 소유, 부채 소유,

공적이전소득 유무, 노인과의 관계, 동거시점, 동거 이유, 기혼동거자녀의 부모동거의 어려움 이유, 노

인과의 희망 동거 기간, 노후 생활비 인식, 좋은 관계를 위한 요소, 노인과의 희망 거주형태로 구성되었

다. 가구자료의 가구원과 관련된 내용에서 11번째 가구원까지에 대한 문항에 대하여 다수의 결측이 발

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세번째 가구원까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노인의 개인

조사 설문지는 노인 개인의 성별, 연령대, 학력, 교육년수, 결혼상태, 취업여부, 건강상태, 인지기능을

주요내용으로 하였다. 개인자료에서 또한 결측이 있는 경우는 동거자녀에 대한 정보를 묻는 문항이었는

데, 본연구에서는이런문항들을사용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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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3.1. 종속변수 분석

19개의 전체생활 만족도 변수를 다섯 개의 종속변수1부터 종속변수5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한석태,

2008): 대인관계 만족도 (종속1), 경제활동 만족도 (종속2), 건강 및 의료서비스 만족도 (종속3), 여가

및생활만족도 (종속4) 그리고거주형태및지역만족도 (종속5). 설정된각종속변수들의이름과설명

그리고분포는표 3.1과같다.

표 3.1 종속변수의 구성

만족도 변수 종속변수 평균 표준편차 N

동거자녀 관계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3.7132 0.4833 7,107,381

비동거자녀 관계 만족도

손자녀 관계 만족도

부모 관계 만족도

배우자부모 관계 만족도

배우자 관계 만족도

형제·자매 및 친인척과의 관계만족도
친구·이웃 관계 만족도
가족의 노인 의견 존중

주관적 본인 경제상태 만족도
경제활동 만족도 2.8129 0.9625 7,092,397

현재 하는 일 만족도

건강상태 만족도
건강 및 의료서비스 만족도 3.1462 0.7603 7,094,574

의료서비스 만족도

현재 여가 및 사회활동의 만족도

여가 및 생활 만족도 3.2380 0.7009 7,081,252생활전반 만족도

성생활 만족도

가구형태 만족도

거주형태 및 지역 만족도 3.6852 0.5772 7,089,818현 거주주택 편리성

지역 안전성 인식

3.2. 가구자료 분석

전체생활 만족도 종속변수에 대하여 각 가구자료의 변수들에 따른 평균 비교한 결과 (t−검정과
F−검정)를 표 3.2에 정리하였다. 추출된 표본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700만 이상의 모집단에 대

한 분석결과이므로 표준오차가 매우 작은 값을 갖는다. 따라서 t/F 통계량은 매우 큰 값을 나타내고

이에 대응하는 p−값은 0.0001이하의 값을 갖는다. 표 3.2와 표 3.3에서 큰 t/F 통계량 값을 제시하고

p−값은생략하였다.

표 3.2를 바탕으로 전체생활 만족도에 대하여 ‘조사구형태’와 ‘주택형태’는 아파트가 일반 조사구보

다, ‘16개 광역시/도’에서는 전북이 경북보다 유의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는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가구기준가구형태’에서는노인부부가구가노인독거가구보다높았다.

가구자료의 가구원과 관련된 문항에서 첫번째부터 11번째 가구원까지에 대한 문항에 대하여 결측이

많이 발생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세번째 가구원까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가구원의 성별, 교육수준,

교육이수여부, 취업여부그리고결혼여부에대한분석은생략하였다.

‘입주형태’의 만족도는 자가가 월세보다 높았다. 소득과 자산 종류 중 ‘부동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 ‘부동산 소유’, ‘금융자산 소유’, ‘부채소유’ 모두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전체생활 만족

도가 높았지만, 오직 ‘공적이전소득’에 한하여서는 반대로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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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전체생활 만족도에 대한 가구자료 분석

가구자료 변수 결과 요약 t/F 통계량

1) 조사구형태 일반조사구 < 아파트 조사구 -371

2) 16개 광역시/도 구분 경북 < 전북 14,766

3) 가구기준 가구형태 노인독거가구 < 노인부부가구 163,639

4) 입주형태 월세 < 자가 271,079

5) 주택종류 기타 < 아파트 24,260

6) 부동산소득 유무 없음 < 있음 -371

7) 사적이전소득 유무 없음 < 있음 -110

8) 공적이전소득 유무 있음 < 없음 75

9) 기타소득소득 유무 없음 < 있음 -165

10) 부동산 소유 없음 < 있음 710

11) 금융자산 소유 없음 < 있음 605

12) 부채 소유 없음 < 있음 57

13) 노인과의 관계 노인 손자 손녀 < 노인 며느리 딸 3,473

14) 동거시점 결혼 후 분가했다가 다시시작 < 결혼 후 계속 <결혼 전부터 907

15) 동거 이유 나의 질병 때문에 < 외로워 하실까봐 5,610

16) 어려움 이유
간병 수발로 인한 신체적 어려움

3,041
< 가족 및 친지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담의 증가

17) 희망기간 결혼 안하고 계속 < 결혼할 때까지 2,223

18) 노후생활비 인식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 < 가족 자녀들이 마련 3,242

19) 좋은관계를 위한 요소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는 것< 정서적 유대관계 4,596

20) 희망 거주형태 병원이나 시설에 모시겠다. < 자녀들과 가까운 곳에 모시고 산다. 805

‘노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노인과 며느리인 경우 전체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으며 노인

과손녀일경우가장낮은점수를나타내었고, ‘동거이유’로는질병보다는외로움의이유가높은만족도

점수를 나타낸다. ‘기혼동거자녀의 부모동거의 어려움 이유’에 대해서는 기타, 경제적 지원 부담의 증가

순으로 가장 높은 전체생활 만족도 점수를 설명하며 간병수발로 인한 신체적 어려움이라고 답한 경우에

가장낮은전체생활만족도점수로설명된다.

노인과의 ‘희망 동거 기간’은 결혼할 때까지가 가장 높았고, 결혼 안하고 계속일 때에 가장 낮은 만족

도 점수이다. ‘노후 생활비 인식’에 대해서는 가족자녀들이라고 답한 경우 가장 높은 전체생활 만족도를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이라고 답한 경우 가장 낮은 전체생활 만족도로 설명된다. ‘좋은 관계를 위

한 요소’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것, 정서적 유대관계를 가지는 것이라고 답한 경우 가장 높은

만족도 점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제적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이라고 답한 경우 가장 낮은 전체생활 만족

도점수를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노인과의 ‘희망 거주형태’는 자녀들과 가까이 사는 것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사는 것보

다유의한차이를보이며높은전체생활만족도로설명된다.

표 3.1에서 설정한 다섯 종류의 만족도 종속변수 각각은 전체 생활 만족도에 대하여 분석한 표 3.2의

결과와 대부분은 서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지만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경우에서만 상이한 차이를 보인

다: 먼저 표 3.2에서 7번째 변수인 ‘사적이전소득유무’는 전체생활 만족도를 포함한 대부분 만족도에

대하여 사적이전소득이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만족도가 더 높았지만, 건강 및 의료서비스 만족도 (종속

3)는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간의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8번째 변수인 ‘공적이전소득

유무’는 전체생활 만족도를 포함한 건강 및 의료서비스 만족도 (종속 3), 여가 및 생활 만족도 (종속 4),

거주형태 및 지역 만족도 (종속 5)에 대하여 공적이전소득이 없을 때가 있을 때보다 만족도가 더 높았지

만, 경제활동 만족도 (종속 2)에 대해서는 반대로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만족도가 더 높았다. 또한 대

인관계만족도 (종속 1)는공적이전소득이있는경우와없는경우간의유의한차이가존재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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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인자료 분석

표 3.3 전체생활 만족도에 대한 개인자료 분석

개인자료 변수 결과요약 t/F 통계량

1) 성별 여자 < 남자 373

2) 연령대 80대 < 90대 이상 < 70대 < 60대 74,673

3) 학력 고학력일수록 높은 만족도 124,857

4) 교육년수 교육년수가 길수록 높은 만족도 417,180

5) 결혼상태
미혼 < 기혼이지만 배우자와 이혼 < 기혼이지만 배우자와 별거 중

140,542
= 기혼이지만 배우자 사망 < 기혼이며 배우자 있음

6) 취업여부 일하고 있지 않음 < 일하고 있음 -317

7) 건강상태 건강할수록 높은 만족도 650,388

8) 인지기능 치매 위험 높음 < 정상 77,485

전체 종속변수에 대하여 전체 개인자료 변수들에 따른 평균 분석 결과 (t−검정과 F−검정)는 표

3.3과같다.

표 3.3을 바탕으로 전체생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노인 개인의 ‘성별’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

은만족도를보였고, ‘연령대’는 60대가가장높은만족도를보이고, 70대, 90대이상, 80대순으로만족

도를보였다. ‘학력’은고학력일수록, ‘교육년수’는길수록만족도가높았다.

노인의 ‘결혼상태’는 기혼이며 배우자가 현재 있을 경우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기혼이지만

배우자가 사망, 배우자와 별거 중, 이혼 순이었으며, 미혼일 때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취업

여부’는일하고있는경우가그렇지않은경우보다, ‘건강상태’는건강할수록, ‘인지기능’은정상이치매

위험이높은노인들보다만족도가더높았다.

표 3.3에서 제시한 8개의 독립변수들 각각에 대하여 전체생활 만족도 변수의 분석 결과와 다섯 종류

로 세분한 만족도 종속변수 (종속1 - 종속5)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대부분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지

만 ‘연령대’, 그리고 ‘결혼상태’의독립변수에대해서만다음과같은상이한차이를보인다. 표 3.3의두

번째 변수인 ‘연령대’에 대해서 전체생활 만족도와 건강 및 의료서비스 만족도 (종속3)는 80대 < 90대

이상 < 70대 < 60대순으로나타나고, 대인관계만족도 (종속1)와여가및생활만족도 (종속4)는 90대

이상 < 80대 < 70대 < 60대 순으로 만족도를 나타났으며, 경제활동 만족도 (종속2)와 거주형태 및 지

역만족도 (종속5)는 80대 < 70대 < 90대이상 < 60대순서이다.

다섯 번째 변수인 ‘결혼상태’에 대해서 전체생활 만족도는 미혼 < 기혼이지만 배우자와 이혼 < 기혼

이지만 배우자와 별거 중 = 기혼이지만 배우자 사망 < 기혼이며 배우자 있음 순으로 나타나지만, 대인

관계 만족도 (종속1), 경제활동 만족도 (종속2), 거주형태 및 지역 만족도 (종속5)는 미혼 < 기혼이지

만 배우자와 이혼 < 기혼이지만 배우자와 별거 중 < 기혼이지만 배우자 사망 < 기혼이며 배우자 있음

순이다. 또한 건강 및 의료서비스 만족도 (종속3)는 미혼 < 기혼이지만 배우자 사망 < 기혼이지만 배

우자와 이혼 < 기혼이지만 배우자와 별거 중 < 기혼이며 배우자 있음이었고, 여가 및 생활 만족도 (종

속4)는 미혼 < 기혼이지만 배우자와 이혼 < 기혼이지만 배우자 사망 < 기혼이지만 배우자와 별거 중

< 기혼이며배우자있음순으로만족도가나타난다.

4. 만족도 분석

노인이 속한 객관적 상황에서 어떠한 변수들이 노인의 전체생활 만족도를 구성하는 다섯 종류의 만족

도 (종속1 - 종속5)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 가설을 다음과 같은 다섯 범주로 세분화하

여 16개의모형을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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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1: 노인의건강상태가좋을수록노인의대인관계만족도는높을것이다.

모형 1-2: 노인의경제상태가좋을수록노인의대인관계만족도는높을것이다.

모형 1-3: 노인의사회활동이활발할수록노인의대인관계만족도는높을것이다.

모형 2-1: 노인의건강상태가좋을수록노인의경제활동만족도는높을것이다.

모형 2-2: 노인의사회적관계가좋을수록노인의경제활동만족도는높을것이다.

모형 2-3: 노인의사회활동이활발할수록노인의경제활동만족도는높을것이다.

모형 3-1: 노인의경제상태가좋을수록노인의건강및의료서비스만족도는높을것이다.

모형 3-2: 노인의사회적관계가좋을수록노인의건강및의료서비스만족도는높을것이다.

모형 3-3: 노인의사회활동이활발할수록노인의건강및의료서비스만족도는높을것이다.

모형 4-1: 노인의건강상태가좋을수록노인의여가및생활만족도는높을것이다.

모형 4-2: 노인의경제상태가좋을수록노인의여가및생활만족도는높을것이다.

모형 4-3: 노인의사회적관계가좋을수록노인의여가및생활만족도는높을것이다.

모형 5-1: 노인의건강상태가좋을수록노인의거주형태및지역만족도는높을것이다.

모형 5-2: 노인의경제상태가좋을수록노인의거주형태및지역만족도는높을것이다.

모형 5-3: 노인의사회적관계가활발할수록노인의거주형태및지역만족도는높을것이다.

모형 5-4: 노인의사회활동이활발할수록노인의거주형태및지역만족도는높을것이다.

다섯 종류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회귀모형

에들어갈통제변수를표 4.1에그리고독립변수들을표 4.2와같이설정하고독립변수들의분포를정리

하였다. 4.1절부터 4.5절에서는종속변수와같은특성을포함하는독립변수는제외하고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얻은회귀모형식들과분석결과이다.

표 4.1 통제변수

통제 변수 변수명

거주지역 (더미변수) D1 (1=동부, 2=읍면부)

성별 (더미변수) D2(1=남성, 2=여성)

연령 Z3

표 4.2 독립변수군

독립변수 하위 독립변수 변수명 N 평균 표준편차

건강상태

평소의 건강상태 XA1 7,095,199 2.6441 1.0871

의사진단 만성질병 수 XA2 7,110,229 1.7986 1.5111

질병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정도 XA3 5,960,925 2.1211 0.6827

영양 관리 상태 XA4 6,988,528 8.3120 1.5746

일상생활 수행 능력 XA5 7,110,229 13.6589 1.5304

경제상태

월 평균 소득 XB1 7,099,064 69.0089 111.9342

자산 (부동산, 금융) XB2 273,490 35,378.5864 184,121.9171

월 평균 용돈 XB3 7,110,229 6,005.5701 77,162.1914

주관적 경제상태 XB4 7,110,229 1.6400 0.7040

사회적관계

동거자녀와의 상호지원 XC1 2,145,923 16.9509 3.1389

비동거자녀와의 상호지원 XC2 6,762,225 13.9629 3.6470

손자녀와의 상호지원 XC3 6,477,738 10.1750 3.6721

부모 및 배우자부모와의 상호지원 XC4 1,061,193 12.5021 3.8020

배우자와의 상호지원 XC5 4,964,626 18.8536 2.9764

형제·자매 및 친인척과의 상호지원 XC6 6,339,899 11.0030 3.3946

친구·이웃과의 상호지원 XC7 5,334,367 12.6781 3.2313

사회활동 단체활동 참여도 XD1 7,110,229 1.2117 0.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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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인관계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다음은대인관계만족도에대한다중회귀분석결과표이다. 모형 1-1부터모형 5-4까지의모든회귀모

형은 700만 이상의 모집단에 대한 분석이므로 모분산의 추정량 (MSE)과 회귀계수의 표준오차가 작은

값을갖는다. 따라서분산분석표의 F 검정통계량과회귀계수에대한 t 검정통계량이매우크며이에대

응하는 p−값은 0.0001이하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 회귀계수를 표에 제시하였

으며 각 회귀계수의 t 검정통계량과 이에 대응하는 p−값을 생략하였다. 그리고 모형의 적합도 검정은

매우유의하므로 p−값은생략하고 F 통계량만을표에제시하였다.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대인관계 만족도에 대한 회귀모형 (모형 1-1)으로부터 하위 독립변수들 중

‘평소의 건강상태’, ‘의사진단 만성 질병 수’, ‘영양관리 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높을수록 노인의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고, ‘질병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정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만족도가 낮아짐

을파악할수있다. 즉노인의건강상태가좋을수록대인관계만족도가높다고할수있다.

노인의 경제상태에 따른 대인관계 만족도에 대한 회귀모형 (모형 1-2)에서 독립변수 ‘월 평균 소득’,

‘자산’, ‘월 평균 용돈’, ‘주관적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노인의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는즉노인의경제상태가좋을수록노인의대인관계만족도가높게나타난다.

노인의 사회활동에 따른 대인관계 만족도에 대한 회귀모형 (모형 1-3)에서 변수인 ‘단체활동 참여

도’가높을수록노인의대인관계만족도가높음을알수있다. 따라서노인의사회활동이활발할수록대

인관계만족도가높다고판단된다.

표 4.3 대인관계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 1-1
D1 D2 Z3 XA1 XA2 XA3 XA4 XA5 F 통계량

-0.055 0.049 -0.073 0.170 0.045 -0.031 0.177 0.004 88,092

모형 1-2
D1 D2 Z3 XB1 XB2 XB3 XB4

-0.061 0.167 -0.030 0.133 0.006 0.013 0.108 3,720

모형 1-3
D1 D2 Z3 XD1

-0.044 0.084 -0.106 0.220 149,305

4.2. 경제활동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표 4.4 경제활동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 2-1
D1 D2 Z3 XA1 XA2 XA3 XA4 XA5 F 통계량

-0.037 0.038 0.033 0.213 0.077 -0.079 0.271 -0.028 153,876

모형 2-2
D1 D2 Z3 XC1 XC2 XC3 XC4 XC5 XC6 XC7

0.033 0.170 0.013 0.037 -0.141 0.150 0.077 0.177 0.280 -0.207 2,861

모형 2-3
D1 D2 Z3 XD1

-0.024 0.091 -0.040 0.212 109,625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경제활동 만족도에 대한 회귀모형 (모형 2-1)에서 독립변수 ‘평소의 건강상

태’, ‘의사진단 만성 질병 수’, ‘영양관리 상태’가 높을수록 경제활동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질병

으로 인한 일생생활 어려움 정도’,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높을수록 경제활동 만족도가 낮아짐을 파악할

수 있다. 즉 노인의 건강 상태를 대변하는 요인들 중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제외하고 노인의 건강이 좋

을수록경제활동만족도도높아진다고할수있다.

노인의 사회적 관계에 따른 경제활동 만족도에 대한 회귀모형 (모형 2-2)로부터 독립변수 ‘동거자녀

와의 상호지원’, ‘손자녀와의 상호지원’, ‘부모 및 배우자부모와의 상호지원’, ‘배우자와의 상호지원’,‘형

제·자매 및 친인척과의 상호지원’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만족도가 높았고 ‘비동거자녀와의 상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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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이웃과의 상호지원’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친구, 이웃, 비동거

자녀가아닌친인척등좀더가까운사람들과의관계가좋을수록경제활동만족도가높다고판단된다.

노인의사회활동에따른경제활동만족도에대한회귀모형 (모형 2-3)에서 ‘단체활동참여도’가높을

수록 노인의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노인의 사회활동이 활발할수록 경제활동 만족도가 높

아진다고파악된다.

4.3. 건강 및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노인의 경제상태에 따른 건강 및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회귀모형 (모형 3-1)에서 독립변수들인

‘월평균 소득’, ‘자산’, ‘주관적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건강 및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높고 ‘월 평균 용

돈’이많을수록건강및의료서비스에대한만족도가낮음을알수있다.

노인의 사회적 관계에 따른 건강 및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회귀모형 (모형 3-2)로부터 독립변수

들인 ‘손자녀와의 상호지원’, ‘배우자와의 상호지원’, ‘친구·이웃과의 상호지원’이 높을수록 건강 및 의

료서비스 만족도가 높고 ‘동거자녀와의 상호지원’, ‘비동거자녀와의 상호지원’, ‘부모 및 배우자부모와

의 상호지원’, ‘형제·자매 및 친인척과의 상호지원’이 높을수록 건강 및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낮음을 파

악할수있다.

노인의 사회활동에 따른 건강 및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회귀모형 (모형 3-3)은 ‘단체활동 참여

도’가높을수록노인의대인관계만족도가높음을알수있다. 따라서노인의사회활동이활발할수록건

강및의료서비스만족도는높다는것을유도할수있다.

표 4.5 건강 및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 3-1
D1 D2 Z3 XB1 XB2 XB3 XB4 F 통계량

0.071 0.061 -0.037 0.033 0.156 -0.048 0.189 4,150

모형 3-2
D1 D2 Z3 XC1 XC2 XC3 XC4 XC5 XC6 XC7

0.133 0.144 0.048 -0.005 -0.045 0.022 -0.112 0.162 -0.028 0.121 1,938

모형 3-3
D1 D2 Z3 XD1

0.020 0.145 -0.112 0.204 171,970

4.4. 여가 및 생활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표 4.6 여가 및 생활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 4-1
D1 D2 Z3 XA1 XA2 XA3 XA4 XA5 F 통계량

0.016 0.001 -0.033 0.242 0.070 -0.094 0.212 0.112 202,074

모형 4-2
D1 D2 Z3 XB1 XB2 XB3 XB4

0.171 0.032 -0.004 0.165 0.007 0.034 0.304 10,486

모형 4-3
D1 D2 Z3 XC1 XC2 XC3 XC4 XC5 XC6 XC7

0.092 0.158 -0.176 0.097 -0.085 0.070 -0.098 0.071 0.241 -0.048 1,990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여가 및 생활 만족도에 대한 회귀모형 (모형 4-1)에서 독립변수들 중 ‘평소의

건강상태’와 ‘의사진단 만성질병 수’, ‘영양 관리 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높을수록 여가 및 생활

만족도가 높고, ‘질병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정도’가 높을수록 여가 및 생활 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즉노인의건강상태가좋을수록여가및생활만족도에긍정적인영향을끼친다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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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경제상태에 따른 여가 및 생활 만족도에 대한 회귀모형 (모형 4-2)로부터 ‘월 평균 소득’, ‘자

산’, ‘월 평균 용돈’, ‘주관적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여가 및 생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노인

의경제상태가좋을수록여가및생활만족도도높다고판단된다.

노인의 사회적 관계에 따른 여가 및 생활 만족도에 대한 회귀모형 (모형 4-3)은 ‘동거자녀와의 상호지

원’, ‘손자녀와의 상호지원’, ‘배우자와의 상호지원’, ‘형제·자매 및 친인척과의 상호지원’이 높을수록 여

가 및 생활 만족도가 높고, ‘비동거자녀와의 상호지원’, ‘부모 및 배우자부모와의 상호지원’, ‘친구·이웃

과의상호지원’이높을수록여가및생활만족도에대한만족도가낮음을알려준다.

4.5. 거주형태 및 지역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거주형태 및 지역 만족도에 대한 회귀모형 (모형 5-1)에서 독립변수들 중 ‘평

소의 건강상태’와 ‘의사진단 만성 질병 수’, ‘영양 관리 상태’가 높을수록 거주형태 및 지역 만족도가 높

음을 알 수 있다. ‘질병으로 인한 일생생활 어려움 정도’,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높을수록 거주형태 및

지역만족도가낮아짐을파악할수있다.

노인의 경제상태에 따른 거주형태 및 지역 만족도에 대한 회귀모형 (모형 5-2)로부터 ‘월 평균 소득’,

‘자산’, ‘월 평균 용돈’, ‘주관적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거주형태 및 지역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즉노인의경제상태가좋을수록거주형태및지역만족도가높음을파악할수있다.

노인의 사회적 관계에 따른 거주형태 및 지역 만족도에 대한 회귀모형 (모형 5-3)은 ‘부모 및 배우자

부모와의 상호지원’, ‘배우자와의 상호지원’, ‘형제 자매 및 친인척과의 상호지원’이 높을수록 거주형태

및 지역 만족도가 높고, ‘동거자녀와의 상호지원’, ‘비동거자녀와의 상호지원’, ‘손자녀와의 상호지원’,

‘친구이웃과의상호지원’이높을수록거주형태및지역만족도가낮음을보여준다.

노인의 사회활동에 따른 거주형태 및 지역 만족도에 대한 회귀모형 (모형 5-4)로부터 ‘단체활동 참여

도’가높을수록노인의대인관계만족도가높음을알수있다. 따라서노인의사회활동이활발할수록거

주형태및지역만족도가높다고판단된다.

표 4.7 거주형태 및 지역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 5-1
D1 D2 Z3 XA1 XA2 XA3 XA4 XA5 F 통계량

0.017 0.063 -0.009 0.157 0.050 -0.054 0.206 -0.034 87,791

모형 5-2
D1 D2 Z3 XB1 XB2 XB3 XB4

-0.124 0.098 -0.009 0.039 0.031 0.027 0.152 2,634

모형 5-3
D1 D2 Z3 XC1 XC2 XC3 XC4 XC5 XC6 XC7

0.012 0.185 -0.138 -0.057 -0.072 -0.020 0.026 0.095 0.127 -0.051 1,481

모형 5-4
D1 D2 Z3 XD1

0.025 0.098 -0.061 0.177 95,428

5.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노인의 특성과 생활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먼저 노인의 생활에 대한 19개 종류의 만족도 변수들을 노인의

대인관계 만족도, 경제활동 만족도, 건강 및 의료서비스 만족도, 여가 및 생활 만족도, 거주형태 및 지역

만족도로크게다섯종류의종속변수로선정하고분석하였다.

20개의 변수로 구성된 가구자료와 8개의 변수로 구성된 개인자료로 구성된 독립변수에 대하여 전체

생활 만족도와 다섯 개의 세분화된 만족도 사이와의 평균 차이를 분석하였다. 가구자료 분석에서는 종

속변수인전반적인생활만족도에대해노인의자신이소유한아파트에서살고, 혼자보다는배우자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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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살며, 각종소득과자산들이있을수록만족도가높게나타났다. 특히공적이전소득이없는경우에높

은만족도를보였다.

개인자료 분석을 통하여 전체 삶의 만족도를 포함한 모든 만족도들에 대하여 ‘성별’은 남자가 여자

보다, ‘학력’은 고학력일수록, ‘교육년수’ 역시 기간이 길수록, ‘건강상태’는 건강할수록, ‘취업여부’는

일하고 있는 경우에 그리고 ‘인지기능’은 정상이 치매 위험이 높은 노인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연령대’는 각 종속변수별로 60대가 만족도가 가장 큰 점은 같았지만 70대, 80대, 90대 이상 간에는 다

른 만족도 크기 순서를 나타내었다. ‘결혼상태’ 역시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가장 만족도가

크고 미혼인 경우가 가장 낮은 것은 공통점이었지만, 기혼이면서 배우자 사망, 별거 중, 이혼에 따라 만

족도순서가모두동일하지않았다.

노인의 전체 생활 만족도를 구성하는 다섯 종류의 만족도에 어떠한 독립변수들이 영향을 주는가를 파

악하기 위하여 16개의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검정하였다. 3개의 통제변수들과 20개의 독립변수들을 네

개의 독립변수군인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관계, 사회활동으로 구분하고, 이 독립변수들이 다섯 종

류의 만족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종속변수와 같은 특성을 포함하는 독립변수는 제

외하고다중회귀분석방법을사용하여만족도분석을실시하였다.

모형 1-1부터모형 5-4까지의만족도분석결과모든다중회귀모형식에대한 F 검정과회귀계수에대

한 t 검정통계량은매우유의하였으며이에따른결과는다음과같다:

먼저 노인의 대인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서 고려한 세 개의 독립변수군들인 노인의 건

강상태, 경제상태, 사회활동에 따른 만족도 모형 1-1, 모형 1-2, 모형 1-3에 대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

을수있으므로연구가설을채택한다. 즉노인의건강상태가좋을수록, 노인의경제상태가좋을수록그

리고노인의사회활동이활발할수록노인의대인관계만족도가높아진다는결론을유도할수있다.

또한 노인의 경제활동 만족도의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노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모형 2-3으로부터 노

인의 사회활동이 활발할수록 경제활동 만족도가 좋다고 판단되어진다. 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모형 2-

1에서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 변수만을 제외하고는 모형을 설명하기 적절했으며, 모형 2-2로부터 노인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요인들 중에서는 노인과 좀 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인 동거자녀, 손자녀, 부모 및

배우자부모, 배우자와의 상호지원이 활발할수록 경제활동 만족도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노인의 건강 및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대해 영향을 주는 노인의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사회활동들 중

노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모형 3-3에 대한 연구가설은 채택한다. 즉 노인의 사회활동이 활발할수록 노인

의 건강 및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 노인의 경제상태에 대한 모형 3-1에서

는월평균용돈변수만을제외하고경제상태가좋을수록건강및의료서비스만족도가높다고설명되어

진다.

또한 노인의 여가 및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고려되는 노인의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

계들 중 역시 노인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모형 4-3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노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상

태가 좋을수록 노인의 여가 및 생활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라는 모형 4-1과 모형 4-2는 모두 만족되어

연구가설을채택할수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거주형태 및 지역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노인의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사회활동등의총 4개의변수가고려되었으며모형 5-2와 5-4는모두잘설명되어노인의경제상태가좋

을수록 노인의 사회활동이 활발할수록 거주형태 및 지역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판단된다. 그

외 건강상태 요인에서 모형 5-1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변수만을 제외하고는 노인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인의거주형태및지역만족도가높아지는결과를얻을수있었다.

위의 모든 만족도 분석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모든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노인의 사회활동

에 대한 것이다. 즉 노인의 사회활동이 활발할수록 노인의 대인관계, 경제활동, 건강 및 의료서비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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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태 및 지역 만족도 모두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노인의 건강상태

요인에 대해서는 노인이 건강할수록 대인관계와 여가 및 생활만족도에 모두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지만,

경제활동, 거주형태 및 지역 만족도에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변수만을 제외하고는 모형이 잘 설명되어짐

을알수있다. 대부분의경제상태를고려한요인의모형에서는건강및의료서비스만족도에서는월평

균용돈변수는건강및의료서비스만족도에부정적영향을미쳤고경제상태가좋을수록나머지만족도

인대인관계, 여가및생활, 거주형태및지역만족도가높다고할수있다.

우리나라도 의료와 환경 등의 조건이 많이 개선되면서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고령사회로 급격히 진입

하고 있다. 급격히 변화하는 속도로 인해 우리는 고령사회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정경희 등, 2003). 따라서 나중에 겪게 될 혼란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노인들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수준 등에 미리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 협동하는 시

민의식의 향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들의 현재 상태와 복지에 도움이 될 만한 현실적

인 대책 역시 필요하겠다 (석재은과 김태완, 2000).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다섯 가지로 세분화된

노인들의 만족도에 따라 노인들의 가구 및 개인자료를 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생활실태와 복지욕구수준을 파악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으

며,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위의 평균차이 검정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좋은 환경에 있는 노인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어떠한 세분

화된 만족도가 높지는 않았다. 또한 다중회귀 분석결과로 노인들이 느끼는 만족도에 어떠한 독립변수들

이 다른 변수들에 비해 얼마만큼 더 혹은 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노인들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국한되지 않고 특정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할 때

보다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는자료로이용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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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need to recognize the overall changes in Korean society with understanding the

situation of the characteristic and actual living condition of the elderly, so to prepare

efficient and active policies at the moment from aging society to aged society. Based

on the 2008 national survey data of the actual living condition of the elderly and

welfare need, the living condition of the elderly for household and individual information

is identified and the effect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se variables are statistically

analyzed. Therefore, this paper might help to establish the aged social policies with

realistic validity and suitability and extend the academical understanding of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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