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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연구의 목 은 지역사회 노인들이 자신의 노화에 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악하고, 개인자원, 
사회  지지, 사회참여를 심으로 노화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 련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해 역시에 소재한 노인복지 , 경로당, 노인회 등의 조를 받아 유의표집으로 60세 이상 노인 198

명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고 SPSS 22.0을 이용해 기술분석, 상 계분석,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첫째, 조사 상인 지역사회 노인들은 자신의 노화에 해 부정 으로 인식하고 있는 편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화태도의 유의미한 향 요인은 개인자원 에서는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경제력이 좋
을수록 자신의 노화에 한 태도가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  지지 변수 에는 가족의 정서
 지지만 유의미한 향 요인으로 밝 졌는데, 가족의 정서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노화태도가 정 이

었다. 넷째, 사회참여를 많이 할수록 자신의 노화에 한 태도가 정 이었다. 다섯째,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시킨 모델에서 가족의 정서  지지와 사회참여 수 의 유의성이 사라져 자아존 감과 경제력만 유의미
한 향 요인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노인들의 자신의 노화에 한 태도에 정  
변화를 가져오기 한 실천 , 정책  제언을 하 다. 

■ 중심어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개인자원∣사회적 지지∣사회참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ttitude toward own aging among 
community-residing elderly and the predictors of the attitude focusing on personal resources, 
social support, and social participa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198 elders aged 60+ with the 
cooperation of several social service center for the aged, senior centers, and senior citizen 
association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SPSS 22.0 software was used for descriptiv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1) the 
research participant elderly’s attitude toward own aging indicated fairly negative perception of 
their own aging; (2) self-esteem and economic statu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indicating the higher levels of self-esteem and economic status predicting the positive attitude 
of their own aging; (3) emotional support from famil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that 
predicted the positive attitude of their own aging; (4) the level of social participation wa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positive attitude; (5) In the full model of all 
independent variables, the significance of emotional support from family and social participation 
disappeared, but self-esteem and economic status among personal resources remain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tial factors. Based on the findings, suggestions for social welfare 
policy and practice to improve community-residing elderly’s positive attitude toward their own 
aging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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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및 목적

장수가 보편화되면서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노년기는 

어느 생애주기보다 요해졌다. 2015년 생명표에 의하

면 60세의 남자는 향후 22.2년, 여자는 27년을 더 생존

할 것으로 상된다[1]. 이와 같이 노년이 길어지면서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노인 개인과 가족뿐 아

니라 사회 으로도 매우 요한 심사다. 노인의 삶의 

질과 련 있는 주요 요인  하나는 노화에 한 태도 

혹은 노화에 한 주  인식이다[2-4]. 노화에 한 

부정  시각은 노인차별을 비롯한 다양한 노인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고령사회의 험요소다. 비노인층만 노

화에 한 부정  인식이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

니며 국외 연구들은 노인 당사자들의 노화에 한 부정

 태도가 노인의 삶의 질을 크게 하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5]. 국내 연구에서도 노인들의 노화에 

한 태도가 부정 일 것으로 추정한다[6]. 

노화에 한 태도가 건강행태나 삶의 질에 직간

인 향을 미치고 있다는 다수의 연구[2][5][7-9]에 근

거하면, 정 인 노화태도를 지니는 것은 노년의 삶에 

매우 요하다. 노화에 한 정  견해를 가진 노인

은 좋은 심리  자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4]은 설득력이 있다. 이는 실증 으로도 검증되었

는데 정  노화태도를 지닌 사람은 노년이 부정 인 

경험이 될 것으로 기 하는 사람에 비해 건강행동과 지

역사회 활동을 더 많이 하고, 더 오래 살며, 더 행복한 

것으로 밝 졌다[10]. 한 노화에 한 정  태도는 

균형 잡힌 식사, 운동, 처방약 복용 등 방  건강행동 

실행과 련이 있고[11], 노화에 한 태도는 신체기능 

변화,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의 측 요인으로 밝 져

[12-14], 노화태도에 정  변화가 있으면 노인의 건

강 증진에도 정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

해볼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노인들의 노화에 한 

태도는 건강증진 로그램 참여에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이같이 노화에 한 태도는 삶

의 질과 함께 신체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에서 연구주제로서 요한 의의를 지닌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에 이르는 동안 

노화  노인에 한 태도 연구는 비교  활발하게 이

루어졌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거의 부분 노인이 아

닌 연령 의 사람들이나 련 문가를 상으로 일반

 노화  노인에 한 태도를 다루고 있으며 자신의 

노화에 한 노인 당사자의 인식과 련 요인을 살펴 

본 연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축 된 연구

의 상당수는 학생, 년기 성인의 노화  노인에 

한 태도[16-18]에 을 맞추고 있고, 그밖에도 세

별 비교[19],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련 문가 집단

의 노화  노인에 한 태도를 살펴보는 연구[20][21]

가 이루어졌다.  

자신의 노화에 한 노인의 태도와 련 요인을 살펴

본 연구는 국외 연구에서도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10][22]. 우리나라 경우도 유사한 실정이다. 이미진[6], 

조아라, 오희 [19]의 연구는 자신의 노화에 한 태도

를 다루고 있으나 연구 상에 장년을 포함하고 있다. 

노인을 상으로 본인의 노화에 한 태도에 을 둔 

국내 선행연구로는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노인 자

신의 노화에 한 태도의 차이와 자신의 노화에 한 

태도와 건강증진 생활양식 간의 상 계를 규명한 송

인경[23], 배우자 유무에 따라 노화에 한 태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정 미[24]의 연구가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을 상으로 자신의 노화에 한 인식

을 다루려고 하며, 자신의 노화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서 보다 포 으로 다 분석을 시

도한다는 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노화 태도가 개인이 지닌 경제력, 신체건강, 자아존

감 같은 심리  자원, 가족  친구로부터 받는 정서 ‧

도구  지지, 사회참여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가정해본

다면 이러한 요소들이 노화 태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는 작업은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데 필요

한 정 인 노화 태도 련 함의를 도출하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기여가 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기 해 이 연구는 지역사회 노인들이 

자신의 노화에 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악하

고, 개인자원, 사회  지지, 사회참여를 심으로 노화

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 련 요인들을 규명하고

자 한다. 구체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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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역사회 노인의 자신의 노화에 한 태도는 

어떠한가?

둘째, 인구사회학  변수의 통제 후 개인자원, 사회  

지지, 사회참여는 자신의 노화에 한 태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Ⅱ. 선행연구 검토

1.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

노인에 한 태도는 나이 든 사람 혹은 상에 한 

태도를 의미하는 반면 노화에 한 태도는 나이 듦이라

는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에 한 태도를 일

컫는 에서 구별된다. Sijuwade[25]는 노화에 한 태

도를 나이를 먹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자아상으로 간주

하 다. Lawton[26]은 나이 듦에 따라 신체, 심리, 사회

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이

나 상태에 해 의미를 부여하고 주 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 노화에 한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의 보편  소망이었던 장수

를 리게 되었지만 우리 사회는 노화에 해 부정  

시각이 지배 이다. 우리 사회는 노화에 한 부정 인 

태도와 함께 노년을 쇠퇴와 상실로 규정하는 고정 념

이 강해 노년을 가난과 질병의 고통을 겪기 쉬우며, 가

족과 사회가 부담스러워하는 생애주기로 여긴다. 서구

사회 한 노화에 한 부정  시각이 강한 것으로 보

고되는데 노화는 나이 듦에 따라 질병, 의존, 외로움, 궁

극 으로는 죽음이 동반되는 불가피한 쇠퇴과정으로 

여겨진다[27]. 드물긴 하지만 노화태도와 련된 정

 연구결과도 있다. 국외 연구 가운데 정  노화태

도를 보고한 연구로는 490명의 지역사회 거주 노르웨

이 노인의 노화태도를 분석한 Kalfoss[22]의 연구가 있

는데 육체  변화와 심리  상실에도 불구하고 노인들

의 태도는 지혜롭게 삶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고, 나이 듦에는 많은 유쾌한 일들이 있으며 그들의 정

체성이 나이에 의해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하 다. 

노화에 한 신념이 문화에 따라 다른지를 분석한 연

구에서 한국인은 미국인과 비교해 반 인 노화 불안 

수 이 높으며 노인이 되는 것에 한 두려움, 심리  

걱정, 외모에 한 걱정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

다[28]. 다른 주장도 있는데 유교 인 아시아 문화가 서

구문화보다 더 정 인 노화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보

고하고 있으며[29], 일본이나 한국 등 동양권 나라에서 

나이 듦은 사회 내에서 높은 존경과 책임과 연 되는데 

이는 노인에 한 존경심을 강조하고 노인에게 가족과 

사회 내 더 존 받는 역할을 부여하는 유교의 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30][31]. 

일반 사회의 노화에 한 부정 인 태도가 내면화되

면서 개인은 노년기에 본인의 노화에 해 부정 인 태

도를 형성하게 된다[6]. 장숙랑[32]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부분은 나이 듦에 한 부정 인 고정 념

을 가지고 있다. 

장년 성인과 노인의 노화에 한 태도를 비교한 조

아라‧오희 [19]은 장년 성인의 노화태도 평균 수

는 간 값을 약간 상회한 반면 노인의 노화태도 평균 

수는 간 값에 못 미쳤고 이 차이는 통계 으로 유

의하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자신의 노화에 한 노인

의 태도는 선행연구가 아직까지 양 으로 매우 제한되

어 있어서 후속 연구를 통해 노인집단이 자신의 노화와 

련해 어떤 주  인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노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화의 부정  측면을 상쇄시킬 수 있는 개인이 지닌 

자원은 정 인 노화태도를 갖게 할 것으로 가정되는

데 노화에 한 정  태도에 향을 미치는 개인자원

으로는 경제력, 건강, 자아존 감을 생각해볼 수 있다. 

노인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면 스스로 활동 , 생산

이라고 인식하므로[33], 경제력이 좋을수록 노인은 노

화에 해 정  태도를 보일 것으로 상된다. 선행

연구에서도 경제력이 좋은 편인 노인들은 어렵거나 보

통인 노인들보다 노화를 심신의 변화와 성장으로 인식

하는 수 이 유의미하게 높았다[34]. 

일반 으로 건강이 좋은 노인은 자신의 노화로 인한 

변화를 부정 으로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

로 추정된다. 건강이 좋으면 상실의 시기로 노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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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지 않으며 신체 , 사회 으로 활기찬 채 지내기 

쉽다[13]. 나쁜 건강상태는 부정 인 노화태도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8][19][34][35]. 

노화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신체 , 경제 , 사회  

상실들은 노인들에게 자신의 행동과정이나 결과를 스

스로 결정할 수 없다고 느끼도록 작용하므로 자아존

감이 하된다[36]. 따라서 낮은 자아존 감은 부정

인 노화태도를 갖게 할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사회  지지는 부정 인 노화태도를 막을 수 있는 애

정과 확인 등의 정서  지지와 실질 인 도움과 정보 

등의 도구  지지를 제공해 다[37]. 가족이나 친구와 

하게 교류하는 노인은 노년기에 겪게 되는 여러 역

경에 한 처 자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지 않은 

사람에 비해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크

기 때문에[38], 가족이나 친구의 지지 정도가 높은 노인

은 정  노화태도를 보일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활동이론에서는 지속 인 사회활동 참여가 노인의 

사기 유지에 요하다고 가정한다. 이와 련해 노인의 

사회참여 수 이 높은 경우 정 인 노화태도를 보이

고 있는데 노화를 심신의 변화와 성장으로 인식하는 수

이 유의미하게 높았다[34].  

일반 으로 인구사회학  변수들은 노년기 삶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가정되어진다. Cummings, 

Kropf와 DeWeaver[39]는 노년에 다양한 험에 노출

되기 쉬운 여성이 자신의 노화에 한 불안 수 이 남

성에 비해 높다고 보고한 반면 여러 연구에서 남녀 노

인간 노화태도의 유의미한 차이는 보고되지 않았다

[5][34][37].  

종단연구로 동일한 노인응답자의 노화태도를 분석한 

이미진[6]에 의하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노화태도는 부

정 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연구에서도 

노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정 인 노화태도를 보 다

[37]. 

65세 이상 노인을 상으로 배우자 유무와 노화태도

의 계를 살펴 본 정 미[24]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노화에 해 정 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하 다.

교육수 은 높을수록 노화에 한 정  태도를 보

이는 것으로 보고된다[19][37]. 교육수 이 낮을수록 

은 세 와 교육 격차가 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 쓸모가 없다는 인식 때문에 노화에 한 태도가 부

정 이라고 해석된다[6].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조사 상 선정은 역시에 소재한 노인복지 , 

경로당, 노인회 등의 조를 받아 유의표집으로 이루어

졌고 60세 이상 노인 198명이 참여하 다. 

2. 측정

종속변수인 노화에 한 태도는 Lawton[26]이 개발

한 PGCMS의 하 척도인 자신의 노화에 한 태도

(attitude toward own aging-ATOA)로 측정하 다. 

ATOA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  태도

를 나타내는 응답에 1 을, 그 지 않은 응답에 0 을 

부여하 다. 가능한 수는 최  0 에서 최고 5 이며 

수가 높을수록 노화에 한 태도가 정 인 것을 의

미한다. ATOA 척도의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α=.62

다. 

독립변수의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개인자원 가운데 

경제력은 월 소득으로, 신체건강은 지난 6개월 동안 의

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 수로 측정하 다. 만성질환 

유형은 염, 고 압, 뇌졸 , 당뇨병, 심장질환, 간질

환, 소화기질환, 천식, 킨슨병, 요통/신경통 등으로 구

분하 다. 자아존 감은 Rosenberg[40]의 척도를 사용

해 측정하 다. ‘  동의하지 않는다(1 )’부터 ‘

으로 동의한다(4 )’까지 4  척도가 사용되었고 부정

인 의미의 항목들은 역 수가 부여되었다. 수가 높

을수록 자아존 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자아존 감 척도의 신뢰도는 α=.74 다. 

가족의 정서  지지와 친구의 정서  지지는 Zimet 

등[41]에 의해 개발된 사회  지지의 다차원척도

(MSPSS)로 측정되었다. 가족과 친구의 정서  지지는 

각각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아니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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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매우 그 다(5 )’까지 5  척도가 사용되었다. 평

균 수가 높을수록 가족과 친구의 정서  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의 가족의 정서  지

지 신뢰도는 α=.73이고 친구의 정서  지지 신뢰도는 α

=.85이다. 가족의 도구  지지와 친구의 도구  지지는 

‘  돕지 않는다(1 )’부터 ‘항상 돕는다(5 )’까지 5

 척도로 측정하 다. 

사회참여 수 은 월 1회 이상 참여하고 있는 종교모

임, 동창회, 자원 사, 경로당, 여가모임 등의 총수로 측

정하 다. 

통제변수는 인구사회학  특성인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수 을 포함하 다. 성별과 배우자 유무는 더

미변수로 구분하 다. 연령은 만연령으로 측정하 다. 

교육수 은 무학, 등학교졸업, 졸, 고졸, 졸 이상

으로 구분하여 측정하 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 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

상자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자기기입식으로, 그 

외 조사 상자는 면  면 을 실시하 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2.0을 이용하여 분석

하 다. 첫째,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과 주요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해서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 편차 등 기술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사용된 척도

의 신뢰도 검증은 문항내  일치도인 Cronbach's 계

수로 살펴보았다. 셋째, 독립변수  통제변수 간 다

공선성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기 해 상 계를 분석

하 고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  변수 통제 후 노인의 개인자원, 사회  

지지, 사회참여 정도가 노화태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

보기 해서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Ⅳ.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독립변수 관련 기술 분석

인구사회학  특성을 [표 1]에서 살펴보면 여성 136

명(68.7%), 남성 62명(31.3%)로 여성노인이 많으며, 연

령은 70 가 88명(44.4%)로 가장 많았고, 60  65명

(32.8%), 80  45명(22.7%) 순이었고, 평균은 73.4세

(sd=7.5)이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백분율)

성별
남
여

62(31.3)
136(68.7)

연령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평균(표준편차)

65(32.8)
88(44.4)
45(22.7)
73.4(7.5)

결혼상태
기혼
사별
기타   

101(51.0)
92(46.5)

5(2.5)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 이상

100(50.8)
24(12.2)
32(16.2)
41(20.8)

결혼 상태는 기혼 101명(51%), 사별 92명(46.5%), 기

타(이혼, 미혼) 5명(2.5%)이었다. 교육수 은 등학교 

졸업이하가 100명(50.8%)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

고, 학 이상 41명(20.8%), 고등학교 졸업 32명(16.2%), 

학교 졸업 24명(12.2%) 순이다. 

[표 2]에서 주요 독립변수들의 기술통계를 보면 조사

상 노인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월소득 평균은 99만 5

천원 정도 고,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만성질환 수는 평

균 2.17이었다. 자아존 감의 변환 평균 수는 2.84로 

간 값 2.5를 약간 상회하 다. 

가족의 정서  지지 수 은 변환 평균 수 3.67로 간 

값 3 을 넘어 양호한 정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의 도구  지지는 2.93으로 간 값 3 에 

약간 못 미치는 수 이었다. 친구의 정서  지지 수 은 

변환 평균 수 2.80으로 간 값 3 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구  지지는 1.89에 그치고 있다. 

월 1회 이상 참여한 종교모임, 동창회, 자원 사, 경

로당, 여가모임 등의 개수로 측정한 사회참여 정도는 

평균 2.19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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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독립변수 관련 기술통계 

변수 평균(표 편차) / N(%)
  경제력(월소득) 평균=995,100원 (표준편차=102545원)

건강(만성질환) 수 평균=2.17 (표준편차=1.73) 

자아존중감 평균=2.84 (표준편차=0.44)

가족 정서적 지지 평균=3.67 (표준편차=1.13

가족 도구적 지지   평균=2.93 (표준편차=1.24)

친구 정서적 지지 평균=2.80 (표준편차=1.08) 

친구 도구적 지지   평균=1.89 (표준편차=1.08)

 사회참여 수준 평균=2.19개 (표준편차=1.97) 

2.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

[표 3]에 제시되었듯이 “나는 지난 해 만큼 기운이 넘

친다”에는 응답자 가운데 21%만 동의하여 부분 부정

인 노화태도를 나타냈다. 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에는 55.1%의 응답자가 동

의하지 않아 과반수 이상 정  노화태도를 보 다. 

“지  었을 때만큼 행복하다”에는 42.4%가 동의했고, 

“나는 나이가 들수록 상황이  악화된다”에는 

40.4%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나이가 들면서, 내가 기

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나아진다”에는 36.4%가 동의

해 자신의 노화에 한 부정 인 시각의 비율이 더 높

은 편으로 나타났다. 

5개 문항의 수를 합계해 살펴 본 자신의 노화에 

한 태도는 평균 1.95로 간 값 2.5에 못 미치고 있으며 

자신의 노화에 해 부정 으로 인식하고 있는 편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노화에 한 지역사회 노인들의 태도가 부정

인 편으로 나온 분석결과는 선행연구[12][28]와 일치

하고 있다. 

표 3.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

문 항  
그 다
(N/%)

아니다
(N/%)

 나는 나이가 들수록 상황이 점점 
 악화된다.

118(59.6) 80(40.4)

 나는 지난 해 만큼 기운이 넘친다.  41(20.7) 157(79.3)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89(44.9) 109(55.1)

 나이가 들면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나아진다.

 72(36.4) 126(63.6)

 지금 젊었을 때만큼 행복하다.  84(42.4) 114(57.6)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
 (평균/표준편차)

 M=1.95(sd=1.50)

3. 노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신의 노화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

명하기 한 다  회귀분석을 실행하기 에 변수 간 다

공선성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 해 회귀분석에 포

함되는 모든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들의 상 계를 확인

한 결과 가장 높은 상 계수가 배우자 유무와 가족의 도

구  지지 간에 .64로 다 공선성을 의심해보아야 하는 

.70 이상의 높은 상 계수는 발견되지 않았다. 분산팽창

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한 모두 2.5 미만

으로 다 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는 자신의 노화에 한 태도의 향 요인을 확

인하기 해 계  회귀분석(Hierarchical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한 분석결과다. 

모든 독립변수들이 포함된 모델 4의 설명력은 34.7%

고, 자아존 감(β=.389, p<.001)과 경제력(β=.238, 

p<.01)이 자신의 노화에 한 태도의 유의미한 향요

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  자원으로서 자

아존 감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월 소득으로 

살펴 본 경제력의 향력은 경제수 에 따른 노화태도

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고한 김정 , 김욱[34]의 연구결

과와 같은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한 이 결과는 자아

존 감과 경제력이라는 개인자원 요인이 사회  지지, 

사회참여와 같은 환경  요인보다 자신의 노화에 한 

태도에 훨씬 강력한 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다수의 선행연구[8][19][34][35][37]에서 요한 

요인으로 보고하는 건강상태가 본 연구에서는 노화태

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이 건강 약화나 제약을 나이듦에 따른 자연

스러운 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노화 태도에 별 다

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주로 주  건강상태로 측정한 선행연구들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만성질환 개수로 수량화 한 차이 이 있

기 때문에 건강의 향력은 후속연구를 통해 다시 확인

해볼 필요가 있다.     

모델 4에서는 모델 2에서의 가족의 정서  지지와 모

델 3에서의 사회참여의 유의성이 사라졌다1). 이는 모델 

1) 사회  지지 변수가 투입된 모델 2의 노화 태도에 한 설명력은 

18.3%이고, p<.0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사회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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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b β b β b   β b   β
통제변수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047
-.002
.355
-.129

-.014
-.008
.120

-.137

.042
-.001
.246
.120

.013
-.005
.083
.129

.172
.002
.476
.050

.053

.009
.160
.053

-.063
-.002
.492
-.193

-.019
-.010
.166

-.205

개인 자원
 경제력(월소득)
 건강(만성질환수)
 자아존중감

.003
-.082
.147

.245**
-.093

.428***

.003
-.086
.134

.238**
-.099

.389*** 

사회적 지지
 도구적 지지(가족)
 정서적 지지(가족) 
 도구적 지지(친구)
 정서적 지지(친구) 

-.044
.362
.003
.212

-.037
.275**
.002
.153

-.155
.146

-.078
.131 

-.128
.108

-.057
.091

사회참여 .173 .228* .078 .103

     R2

  수정된  R2
.323
.294

.183

.148
.110
.085  

.347

.298

     F 값 11.16*** 5.21*** 4.44*** 7.05***

*p<.05, **p<.01, ***p<.001

표 4. 노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의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으로 개인자원 변수를 포함

했을 때 가족의 정서  지지와 사회참여의 향력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자아존 감과 경제력 같

은 개인자원이 자신의 노화에 한 노인의 주  인식

을 좌우한다.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자신의 노화에 한 지역사회 노인의 태도

와 개인자원, 사회  지지, 사회참여 수 이 노화태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려는 목 으로 수행되었다. 노화

변수 에는 가족의 정서  지지(β=.275, p<.01)만 유의미하 는데 

가족의 정서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노화에 한 태도가 

정 이었다. 사회 정서  선택 이론에 의하면 노화에 따라 노인은 신

체 , 심리 , 사회  에 지가 감소하는 것을 깨닫고 남은 삶이 길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며 제한된 에 지와 시간 속에서 사회  

계 가운데 자신의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  계를 

선택하고 집 하는 략을 취한다〔42〕. 즉, 노인은 시간을 한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을 이끌어 가고, 정서 으로 친 한 

사회  계를 맺으며, 사회 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싶

은 소망으로 정서 으로 의미 있는 삶의 측면에 집 하려 하기 때문

에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정서  지지를 받는 노인은 자신의 노화에 

해 정  평가를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사회참여 수

을 추가한 모델 3의 노화 태도에 한 설명력은 11.0%이고, p<.0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참여(β

=.228, p<.05)를 많이 할수록 노화에 한 태도가 유의미하게 정

이었다. 사회참여의 향력은 김정 ‧김욱〔34〕의 연구결과와 일치

하고 있다.   

는 구에게나 외 없이 보편 으로 래되는 변화이

지만 능동  처가 가능하다[43]는 에서 본 연구는 

노화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노년

의 삶을 성공 으로 하는데 요한 정  노화태

도 확립과 증진 모색이 가능할 것이라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하 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노화에 한 태도를 살펴보기 한 문

항별 분석과 체 문항을 합계해 분석한 결과 부정 인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노인 빈곤율, 평

균수명의 격한 증가에 훨씬 못 미치는 건강수명, 가

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소외감과 역할 상실 등 신산한 노

년의 삶을 많은 노인들이 실로 체험하고 있는 데 기

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노화태도의 유의미한 향 요인은 개인자원 

에서 자아존 감과 경제력으로 자아존 감이 높을수

록, 경제력이 좋을수록 자신의 노화에 한 태도가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시킨 모

델에서 가족의 정서  지지와 사회참여의 유의미한 

향력이 사라져 자아존 감과 경제력만 의미 있는 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신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자아존 감은 노년기 삶의 질 유

지에 요한 심리  자원으로 작용해 노화에 해 정

 태도를 지니게 할 수 있다. 한 경제  여유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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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일상의 욕구 충족뿐 아니라 노화로 인한 부정 인 

경험을 상 으로 덜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정  노

화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지역사회 노인의 노화

에 한 주  인식을 정 으로 환하기 한 방안

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을 상으로 노화에 한 교육을 확 하는 

것이다. 자신의 노화에 해 부정 인 태도를 지닌 노

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 

당사자의 교육이 요하다. 이를 해 노인복지 , 노인

교실,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노인

여가시설의 각종 로그램에 노화에 한 정  인식

을 높이는 교육내용을 담기 해서는 다양한 콘테츠  

교육과정 개발이 시 하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노화  노인에 한 지역사회 

내 고정 념을 타 하기 한 극 인 홍보를 시도한

다. Levy[2]는 고정 념 형성 이론(stereotype 

embodiment theory)을 통해 사회 으로 만연된 노인에 

한 부정  편견이 어릴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재화되었다가 노년기에 자신의 노화에 한 태도로 

나타난다고 하 다. 고령사회에서 노화에 한 정  

태도가 확산되는 것은 노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인인 사회구성원들을 해서도 필요하다. 노화  노

인에 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홍보 역에서 이러한 고

정 념을 깨뜨릴 수 있는 역량 있는 노인들이 함께 참

여해 주도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화태도를 정 으로 변화시키기 해서는 

가장 강력한 향 요인으로 확인된 자아존 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자아존 감이 높은 노

인은 자신의 삶을 진취 이고 활력 있는 삶으로 개할 

수 있고[44], 자신에게 일어난 힘든 사건들에 해 극

으로 처하고 외부의 힘이나 압력에 좌 하지 않고 

정 인 요소를 찾으므로[45], 노화에 해서도 자연

스럽게 수용할 수 있다. 곽아람, 허만세, 이신 [46]은 

메타분석으로 술치료, 상담, 운동  크리에이션 등

을 활용한 노인의 자아존 감 향상 로그램의 효과성

을 검증한 연구에서 그 효과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를 들어, ‘자서  쓰기’나 ‘북클럽’ 등을 활용

해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회상하거나 노년의 삶의 의미

를 발견하는 쓰기나 독서 과정에서 자아존 감이 향

상될 수 있다. 지역사회 노인들의 자아존 감을 높이는

데 이와 같이 검증된 집단 로그램을 노인종합복지 , 

경로당, 노인 학, 노인회 등 유  기 과 단체에서 실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경제력이 자신의 노화에 한 태도의 유의미한 

향 요인으로 밝 진 것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함의는 

노인빈곤을 해소하는데 을 둔 정책의 확 다. 경제

력은 건강유지, 여가활동, 인간 계 등 삶에서 요한 

요소를 통제할 수 있게 하므로 노인의 노화 경험과 주

 인식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노인

의 거의 과반수에 이르는 다수가 소득 50% 미만의 

상  빈곤층에 속해 있으므로 노인의 소득보장 보완

책이 극 으로 강구되어야 자신의 노화에 한 부정

 태도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에서 노인 사

회활동지원사업의 활동비 인상, 순차 으로 정되어 

있는 기 연 액 인상과 노인의 기 생활보장 수  

련 부양의무자 기  완화 등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범 한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한 정책 변화는 

청신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개인자원 변수들을 포함했을 때 유의성이 사

라지긴 했으나 가족의 정서  지지  사회참여 증진을 

한 정책 , 실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가족의 정

서  지지와 사회참여는 개인자원 변수가 포함되지 않

은 모델에서 노화에 한 정  인식을 높이는 의미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재 노인종합복지 을 비

롯한 유 기 들의 로그램은 가족 련 로그램의 

비 이 거의 미미한 실정으로 노인의 가족 계나 가족

과의 정서  교류에 을 둔 로그램 개발과 실행 

확 는 매우 필요하다. 더불어 노인의 사회참여에 한 

인식과 행동 변화에 을 둔 교육  활동기회 확

가 필요한데 부분 노인들이 경험하는 역할 상실을 

체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사회참여 확  방안이 정책

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이 여가  취미활동, 

교육, 자원 사활동 등을 통해 극 으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다면 정  노화태도는 물론 노년기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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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 으로 이 연구는 

역시에 거주하는 노인을 상으로 한 지역  한계와 함

께 근성과 조사편의성 때문에 노인 련 복지기   

단체 심으로 표집을 하 다는 한계가 있다. 즉, 도

시에서 살고 있는, 상 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활

동 인 노인들이 조사 상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있어서 이를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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