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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psychosocial stress, memory, 

and successful aging of the community-residing elderly. 

  Methods: 152 people over 65 years old living in D area were interviewed, from August 1st, 2020 to 

October 30th, 2020. The outcomes were measured by Psychosocial Well-being Index (PWI), Mini-Memory 

Test (MiMeT) and successful aging. Data were analyzed using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uccessful aging and memory.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psychosocial stress and successful aging, and between psychosocial stress and memory. 

Psychosocial stress was identified as a predictor of successful aging, which explained 26.4% of total variance 

of successful aging.

  Conclusions: When we prepare intervention programs which improve successful aging for community-residing 

older adults, we need to consider psychosocial stress. In addition, stress management programs for successful 

aging should be developed to improve current successful aging.

Key words: Stress, Memory, Successful aging

* Received May 21, 2021; Revised June 18, 2021; Accepted June 21, 2021.

* Corresponding author: 이계희, 구시 수성구 달구벌 로 528길 15(만 동) 수성 학교 간호학과

  Lee, Kye Hee, Department of Nursing, Suseong Unversity, Dalgubeol-daero 528-gil 15(Manchon-dong), Suseong-gu, Daegu, 

Korea

  Tel: +82-53-749-7242, E-mail: lily@sc.ac.kr

* 이 연구는 2020년도 수성 학교 교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

- 89 -



2  지역사회 노인의 심리사회  스트 스, 기억과 성공  노화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세계 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화에 

응하는 장기 이고 종합 인 응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성공  노화의 조건에도 심을 두게 

되었다. 국내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속도로 증가하여, 2017년 13.8%, 2020년 15.7% 

2025년 20.5%로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1]. 

이와 같이 속한 고령화의 진 에 따라 건강수

명에 한 심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

으로 늙어가고 보람되고 행복한 노후의 삶을 

할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세계노년학회에서도 

‘성공  노화’에 한 연구에 심을 갖기 시작하여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는 등[2] 성공  노화의 

요성이 커지고 있다.

  노화에 한 정  개념인 ‘성공  노화’는 노

화를 자연스러운 인생의 주기로 받아들이고, 

비노년층인 년기에 이를 비할 수 있다는 의

미도 있다[3,4]. 성공  노화란 단순히 수명의 연

장을 넘어서 건강한 노년, 생산 인 노년, 장애가 

없는 노년, 인지기능이 감퇴하지 않는 노년, 존엄

성이 유지되는 노년 등 정 인 다양한 개념을 

하나로 압축한 것으로 설명된다[5]. 한, 의료에 

한 근성, 인지기능이 온 하고, 정신 으로 

활발하며, 자기결정, 처  신체 ‧사회  건강 

순으로 다차원 이다[6].

  다른 한편으로는,  매체에서 성공 노화에 

한 의미가 ‘즐겁고 행복한’ 노년, 노화를 늦추어 

게 사는 ‘노년 생활 지침’ 등 독립성과 생산성, 

개성과 다양성 등이 강조되었다[7]. 독립 인 성

공  노화를 해서 인지기능은 특히 요하며, 

인지기능  기억은 매일의 생활과제를 완수하고 

의미있는 사회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등 일상생활 

활동을 하는 데 필수 이며[8,9] 성공  노화

에서 요한 역할을 하므로 연구주제로 선정하 다. 

한 기억 등 인지기능은 스트 스의 향을 받는다.

  스트 스와 기억의 련성 연구를 보면, 심리  

스트 스가 기억기능을 감소시키며[10], 건강한 노

인을 상으로 한 심리사회  스트 스와 기억력 

감퇴 연구에서, 나이가 들면서 성 스트 스가 기

억에 미치는 향이 나이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11]. 즉, 스트 스에 노출된 개인은 

기억평가에서 기억 정도가 감소하고 알츠하이머 

질병 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12]. 한, 사회 심

리  스트 스에 노출과 인지기능 하, 특히 기

억력 감퇴가 노년기 삶의 질 하로 이어진다[13].

  노년기는 일반 으로 가족 문제, 경제문제, 건

강문제, 주거 문제, 상실 문제와 같은 생활 사건들 

때문에 스트 스를 더 많이 경험하며, 높은 수 의 

스트 스에 직면하여 평균 이상의 스트 스를 인

지한다[14]. 한, 건강이나 가족 계, 경제문제와 

같이 노인들의 일상생활과 련된 요인들에 한 

불만족이 강력한 스트 스가 되어 노인들의 삶의 

만족을 하하며 성공  노화에 향을 미친다고 

한다[15,16,17].

  정리하면, 스트 스는 인지기능과 기억에 부정  

향을 뿐 아니라 노화에 부정  향을 미치

고[18], 생물학  노화의 개인 차이는 유  

험요인이나 회복성, 정신사회  스트 스와 같은 

환경  요인  이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설

명되며 결과 으로 스트 스는 생물학  노화에 

향을 다[19]. 한, 인지된 스트 스를 여

주는 개입은 노인에서 장애와 안녕 상태 하 간의 

연결을 깨는 데 도움을  수 있다는 보고도 있

다[20]. 이런 결과는 노인에서 장애가 있더라도 스

트 스가 리되면 안녕 상태를 개선시켜 다는 

에서 스트 스는 성공  노화에 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기억력 하는 60세 이상 노인의 60%에서 호

소할 정도로 흔한 상이며, 기억력 하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우울장애, 불안장애, 응장애 

등을 나타낸다[21]. 이와 같이 노인의 기억력 

하는 성공 인 노화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공  노화는 독립성이 

강조되는데, 독립성을 유지하기 해 일상생활 

활동은 요하다. 기억은 일상생활 활동 유지에 

필수 이며, 노화에 부정  향을 주는 스트

스와 성공  노화의 계를 확인하는 것은 노인

의 건강증진에 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공  노화에 향을 주는 요인을 기억과 스트

스를 심으로 악하여 성공  노화를 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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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건강증진 개입의 근거자료를 확보하고자 

시도하게 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 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노

인의 성공  노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억과 

심리사회  스트 스 심으로 확인하는 것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심리사회  스트 스, 기억과 성공  

노화 정도를 확인한다.

(2)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성공  

노화의 차이를 확인한다.

(3) 상자의 심리사회  스트 스, 기억과 성공  

노화 간의 계를 확인한다.

(4) 상자의 성공  노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 노인의 

성공  노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심리사회  

스트 스, 기억을 심으로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상자는 D시에 소재하는 2개 보건

소에 등록되어 정기 으로 리를 받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조사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는 65세 이상 재가 노인이다. 2020년 

8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 자료를 수집

하 으며, 자료수집 에 보건소 방문 건강 담당 

과장, 방문간호사 10명과 3차례 회의를 통해 연

구목 과 필요성을 설명한 후 조를 구하 다. 

방문간호사들 간의 측정오차를 이기 하여 측정 

방법과 측정 도구에 한 사 교육을 방문간호사를 

상으로 1시간씩 2회 실시하 다. 방문간호사는 

재가 노인들의 정기 인 리를 하여 각 가정을 

주기 으로 방문하 으며, 이때 재가 노인에게 

연구목 을 설명한 후 자료수집에 한 동의와 

조를 얻었다. 구두로 동의한 사람에 한하여 방

문간호사가 설문지를 읽어주고 상자가 응답한 

사항을 방문간호사가 기입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자료수집 시간은 20∼30분 정도 소

요되었다. 연구 상자에 한 윤리  고려를 

하여 익명과 비 보장을 약속하 으며, 원하지 않는 

경우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공지하 다. 

연구 결과는 연구목 에만 이용된다는 것을 설명

하 다.

  표본의 크기는 G
*
power 3.1 로그램[22]을 이

용하여 산출하 으며, 상 표본수는 유의수  

.05, 검정력 .80, 효과크기 .15, 련 변인 8개를 

설정하 을 때 109명이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160부를 배포하 고, 이  무응답 문항이 있거나 

편향된 응답을 한 8부를 제외하고 총 152명의 자

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 다.

3. 연구도구

 1)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Psychosocial Well-being Index; PWI)

  Goldberg(1978)가 개발한 일반건강 측정표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GHQ-60)를 Jang 

(2000)이 재구성한 사회 심리  건강 측정도구

(Psychosocial Well-being Index; PWI)의 단축형 

PWI-SF[23]을 사용하 다. 본 도구는 총 18개 

문항이며, 각 문항은 Likert 4  척도로 ‘항상 그

다’ 0 에서부터 ‘  그 지 않다’ 3 까지 

배 되며 부정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 다. 총 범

수는 최  0 , 최고 54 이며, 수가 높을

수록 사회심리  스트 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Jang[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0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3이었다.

 2) 기억

  상자들의 기억은 Park 등[24]이 개발한 간이

기억검사(Mini-Memory Test: MiMeT)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총 8개 항목으로 시간지남력 4 , 

단기기억 8 , 장기기억 8 , 원격기억 4 으로 

총 은 24 이고, 수가 높을수록 기억이 양호

함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7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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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Cronbach's α= .78이었다. 

 3) 성공적 노화

  성공  노화는 Kim[6]이 개발한 한국 노인의 

성공  노화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총 6개 

하부 역의 31문항으로, 자율  삶 9문항, 자기완

성지향 6문항, 극 인 인생참여 5문항, 자녀에 

한 만족 5문항, 자기수용 3문항, 타인수용 3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 5  리커트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성공  노화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

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90이었

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3

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3.0 로그램을 이

용하여 통계처리 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

과 심리사회  스트 스, 기억과 성공  노화 정

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 다. 연구변수 간의 

계는 Pearson's 상 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다. 일반  특성에 따른 

성공  노화의 차이는 t 검정(t-test)과 일원분산

분석(one-way ANOVA)으로 분석하 으며, 집단 

내 차이에 한 사후검증은 Scheffé의 다 비교

로 검정하 다. 인지기능에 향을 미치는 측

인자를 확인하기 하여 단계  다 회귀분석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 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의 성별은 여자 77.0%(117명), 남자 

23.0%(35명) 고, 나이는 평균 72.24세 으며 

65-70세 42.1%(64명), 71-75세 25.7%(39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등학교 졸업이 43.4%(49명)로 

가장 많았으며, 무학 32.2%(64명) 순으로 나타났

다. 결혼상태는 사별이 40.2%(61명)로 가장 많았

으며, 기혼 38.2%(58명), 이혼 13.8%(21명), 미혼 

7.9%(12명) 순이었고, 소득은 31만원-60만원이 

59.9%(91명)로 가장 많았으며 동거인은 평균 

1.41명이었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5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 ± SD

Gender Male  35 (23.0)

Female 117 (77.0)

Age(years) 65∼70  64 (42.1)

72.24 ± 5.81
71∼75  39 (25.7)

76∼80  37 (24.3)

≥81  12 ( 7.9)

Education None  64 (32.2)

Elementary  49 (43.4)

Middle school  18 (11.8)

High school  15 ( 9.9)

Above college   6 ( 3.9)

Monthly income(won) 0-300,000  40 (26.3)

310,000-600,000  91 (59.9)

≥610,000  21 (13.8)

Marital status Unmarried  12 ( 7.9)

Married  58 (38.2)

Bereaved  61 (40.2)

Divorced  21 (13.8)

Housemate 1.41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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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기억과 성공적 

노화정도

  상자의 성공  노화의 평균 수는 92.77

이었으며, 심리사회  스트 스의 평균 수는  

29.32 , 기억에 한 평균 수는 18.52 이었으

며, 하 요인은 시간 지남력 3.31 , 단기기억 

6.44 , 장기기억 5.52 , 원격기억 3.32 이었다

(Table 2). 한 측정변수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는 각각 3.0과 10.0을 넘지 않아 

모두 정규분포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차이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성공  

노화의 차이는 나이에 따라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3.17, p<.05), 구체 인 차이를 

알아보기 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65-70세 집단과 76-80세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t=0.47, p>.05), 학력(F=2.33, 

p>.05), 결혼상태(F=0.58, p>.05)와 소득(F=0.58, 

p>.05)에 따른 성공  노화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2. The level of related variables                                                  (N=152)

Variables M ± SD Range Skewness Kurtosis

Successful aging 92.77 ± 15.28 41 - 146 .425 1.897

   Psychosocial stress 29.32 ± 8.02 9 - 53 .257 .517

Memory 18.52 ± 4.41 2 - 24 -1.286  1.826

 Time orientation 3.31 ± 0.94 0 - 4 -1.436 1.777

Short-term memory 6.44 ± 1.59 1 - 8 -1.287 1.828

Long-term memory 5.52 ± 1.85 0 - 8 -.771  .113

Remote memory 3.32 ± 1.15 0 - 10 .336  7.581

Table 3. Successful ag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52)

Variable Categories

Successful aging

M ± SD
t or F(p)

Scheffé

Gender Male 93.93 ± 13.57 0.47

(0.640)Female 92.44 ± 15.78

Age 65-70a 96.76 ± 17.22
3.174

(<0.026)

a>c

71-75
b

92.17 ± 13.39

76-80c 86.88 ± 12.25

≥81 93.22 ± 14.35

Education None 92.45 ± 11.23

2.330

(0.059)

Elementary 88.77 ± 15.17

Middle school 97.64 ± 21.03

High school 100.77 ± 20.66

Above college 101.60 ± 17.70

Monthly income(won) 0-300,000 90.78 ± 12.61
0.582

(0.560)
310,000-600,000 93.20 ± 16.15

≥610,000 95.46 ± 16.88

Marital status Unmarried 94.75 ± 16.59

0.584

(0.494)

Married 95.58 ± 16.01

Bereaved 91.85 ± 20.14

Divorced 90.46 ±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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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기억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

  상자의 심리사회  스트 스, 기억과 성공  

노화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심리사회  스

트 스와 성공 인 노화(r=-.476, p<0.001), 심리

사회  스트 스와 기억(r=-.233, p=0.006) 간에 

유의한 부  상 이 있었고, 성공 인 노화와 

기억 간(r=.306, p<0.001)에 유의한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5.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상자의 성공  노화에 향을 주는 변수를 

확인하기 해 인구사회학  특성에서 차이가 

나타났던 나이를 더미(dummy)변수로 변환하고, 

심리사회  스트 스, 동거인 수  기억을 독

립변수로, 성공  노화 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  독립변수에 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하기 하여 다 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Durbin-Watson 값은 1.859로 나타나 자기 

상 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

차한계(Tolerance limit)는 .284〜.901로 1.0 이하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110〜3.519로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특이값을 검토하기 한 Cook's distance 값은 

.008로 1.0을 과하지 않았다. 한 회귀방정식

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F=6.01, p<0.001). 따라서 회귀분석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 성공  노

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심리사회  스트

스(β=-.380) 으며, 설명력은 수정된 R2=.264로 

26.4%를 설명하 다(Table 5). 

Table 4.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N=152)

Variables
Psychosocial stress Successful aging

r(p) r(p)

Psychosocial stress 1

Successful aging -.476 (0.001) 1

Memory -.233 (0.006) .306 (0.001)

Table 5. Predictive variables on successful aging                                         (N=152)

Variables B S.E β t(p)

Constant  99.669  8.582 11.61 (<0.001)

Housemate 1.440  1.651  .070 .87 (.385)

Age

(65-70)*

71∼75 -.759  3.172  -.022 -.240 (.811)

76∼80 -5.678  3.176  -.161 -1.79 (.076)

≥81 2.680  4.982  .045 .54 (.592)

  Psychosocial stress -.731  .159  -.380 -4.60 (<0.001)

Time orientation -1.082  1.804  -.068 -.60 (.550)

Short-term memory 1.756  1.378  .183 1.27 (.205)

Long-term memory .762  1.111  .090 .69 (.494)

Remote memory .741  1.241  .050 .598 ( .55)

R
2
=.316, Adj. R

2
=.264, F=6.01, p<0.001

* Dummy variables had the followed reference groups: Age dummy 1(1=71-75, others=0), Age dummy 2(1=76-80, 

others=0), Age dummy 3(1=≥81, other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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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성공  

노화의 차이는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Park과 Kim 결과[5]와 비슷하 다. 따라서 

연령에 따른 성공  노화 개입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 연령외에도 건강상태, 건강실천

행동 등을 포함한 건강 련 특성을 포 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상자의 심리사회  스트 스와 성공  노화는 

부  계가 있었는데, 이는 스트 스가 노화에 

부정  향을 미친다는 결과[18-20]와 비슷하다. 

한 일상  스트 스와 생활 만족도의 계를 

설명한 결과와 유사하다[15,17].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심리사회  스트 스 도구는 육체  심리  

상태에 한 질문으로 구성된 사회 심리  건강 

측정도구이므로, 건강, 가족 계, 경제문제 등에 

한 만족도를 함께 조사하여 스트 스 내용을 

포 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한 심리사회  스트 스와 기억은 부  

계가 있었고, 기억과 성공  노화 간는 정  

계가 있었는데, 심리  스트 스가 기억기능을 

감소시키고[10], 낮은 수 의 스트 스는 더 좋은 

기억과 계된다는 결과와[25], 수행 스트 스가 

기억평가의 수행 정도를 감소시킨다는 결과[12]와 

유사하 다. 스트 스에 노출되면 장류의 해

마를 손상시키며, 일시 인 신경세포 돌기들의 

축은 만성 인 스트 스가 래하는 기억장애를 

설명해  수 있다[26]. 따라서 스트 스를 여

주는 개입으로 기억기능을 개선하는 재의 이

론  근거가 될 수 있다. 기억과 성공  노화는 

정 계가 있었는데, 성공  노화 련 요인으로 

인지기능과 기억을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 다

[8,27]. 향후에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반복되어 이론  근거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 

  상자의 성공  노화에 향을 주는 요인은 심

리사회  스트 스 는데, 이런 결과는 Zannas[19], 

King[18], Moore 등[20]의 결과와 일치하 다. 

스트 스는 노화에 부정  향을 미치고, 과도

한 스트 스가 노화 련 질병의 험도를 증가

시킨다[26]. 한편, 인지된 스트 스를 여주는 

개입은 노인의 장애와 안녕 상태 하 간의 연

결을 깨는 데 도움을  수 있다는 보고[20]가 

있다. 한편,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유  요인의 

역할은 감소하는 반면에, 비유  요인들의 역

할은 증가하며[5], 스트 스의 향을 받는 생물

학  표지자로 후성유  노화(epigenetic aging)가 

연구되었다[28]. 이와같이 노화에 한 지속  

연구를 통하여 노화의 개념을 리할 수 있다는 

으로 인식의 환이 요구된다. 

  동거인 수와 기억은 성공  노화를 측하지 

않았는데, 사회  지지가 성공  노화에 향을 

다는 결과와[27] 상반된 결과를 보 다. 성공  

노화에 인지기능  기억이 필수 이라고 보고

한 결과[8]가 있으나, 성공  노화와 련된 

역들이 다양하고 복합 이므로 향후 성공  노

화에 향하는 요인을 연구할 때, 기억 변인에 

한 반복  연구를 통하여 이론  토 를 확보

할 필요가 있다.  

요  약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성공  

노화의 차이는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고, 

상자의 성공  노화는 기억과 정 계가 있고, 

심리사회  스트 스와 부 계가 있었다. 심

리사회  스트 스와 기억 간에 부  계가 있

었다. 성공  노화에 향을 주는 요인은 심리

사회  스트 스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사회 노인의 심리사회  스트 스가 

성공  노화를 측하는 요한 변인임을 입증

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노인의 성

공  노화를 한 스트 스 개입 로그램의 경

험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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