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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차(2006년)~6차(2016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10년 간 한국 중고령인구의 삶의 만족 변화를 살피고 중고령인
구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중고령인구의 삶의 만족을 다차원적으로 이
해하기 위하여 삶의 만족을 경제상태 만족, 건강상태 만족, 자녀관계 만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
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경제자원, 건강자원, 관계자원으
로 나누고 각 자원이 세 가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분석결
과를 정리하면 첫째, 지난 10년 간 한국 사회의 중고령자 삶의 만족은 차별적으로 변화하여 왔
다. 경제상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건강상태 만족도는 큰 변화가 없으며 자녀관
계 만족도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만족의 수준은 자녀관계 만족이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건
강상태 만족이었으며 경제상태 만족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순서는 지난 10년 간 변함없이 유지
되어 왔다. 둘째, 패널회귀분석 결과 중고령자 삶의 만족에 있어 경제자원, 건강자원, 관계자원이
중요하며 이러한 자원이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이 차별적이며 복잡함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
다. 셋째, 주관적 인식이 삶의 만족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중고령자 자신들이 객관적으로 얼
마만큼의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주관적으로 자신이 얼마만큼의
자원을 소유하는지 인식하는 것도 삶의 만족에 있어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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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다고 분류하며, 14% 이상
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로 분류하고
있다(UN, 1956). 한국은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
였고, 2018년 14.3%로 고령사회가 되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속도가 더해져 2026년
에 21.1%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통계청, 2017).
<그림 1> 한국 고령인구 비율 추이(1960~2060)

출처: 통계청(2017)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 재구성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은 우리에게 많은 사회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OECD가 발표한 빈
곤율(poverty rate)1)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평균 빈곤율은 13.8%다. 생산가능인구인 18
세~65세의 빈곤율은 8.5%인데 반해 66세 이상 고령인구의 빈곤율은 45.7%로 연령 간
빈곤율의 차이가 매우 크다. 반면 미국의 경우 전체 평균 빈곤율 16.8%, 생산가능인구
14.8%, 고령인구 20.9%이며, 일본은 전체 평균 14.6%, 생산가능인구 10.0%, 고령인구
19.0%로 나타나, 연령 간 빈곤율의 차이가 크지 않다. 한국은 노인 자살률에 있어서도
OECD 국가 중 1위로, 2016년 기준 10만 명 당 53.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한다
(통계청, 2016). 뿐만 아니라, 노인의 경제활동 감소, 노인돌봄 문제, 노인의 사회적 고
1) OECD(2018), poverty rate (indicator). doi: 10.1787/0fe1315d-en (Accessed on 02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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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노인의 장기요양과 의료비용 증가, 노인 관련 사회보장 부족 등도 심각한 사회문제
로 가시화되고 있다(허성호･김종대, 2011; 정경희 외, 2017). 이처럼 불행한 노후가 예견
되는 상황에서 ‘길어진 노년기를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중고령자들의 고민
이 깊어지고 있다(김미령, 2017).
<표 1> 한국, 미국, 일본 빈곤율
한국(2015)

미국(2015)

일본(2012)

전체 평균 빈곤율

13.8%

16.8%

16.1%

18세~65세 빈곤율

8.5%

14.8%

14.5%

66세 이상 빈곤율

45.7%

20.9%

19.0%

출처: OECD(2018), 빈곤율(poverty rate).

고령화사회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 활동적 노화(active aging) 등이 논의되고 있다. 성공적 노화에
대한 논의는 고령인구의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로 이어지고
있으며(김원배, 2009; 이정의, 2010; 허성호･김종대, 2011; 유태균･반정호, 2012; 최경
인, 2015; 김미령, 2017) 본 연구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에
대한 이해는 경제, 건강, 관계적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해가
바탕이 될 때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유태균･반정호,
2012). 중고령자의 빈곤, 건강 악화, 우울, 사회적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의
삶의 만족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2006년 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부터 2016년 6차 패널조사까지의 자료를 모두 이용하여 지난 10년 간 한국 중고
령인구의 삶의 만족 변화를 살펴본 후 중고령인구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자료를 이용한 기존 연구는 주로 한 개 연도만을
사용하여 횡단분석을 하거나(강현정･김윤정, 2009; 이정의, 2010; 강소랑･문상호, 2011;
박순미, 2011; 김미혜･권용희, 2013; 신승배･박지연, 2015; 김진훈･고보선, 2016; 이보
람･이정규, 2016; 허준수･조승호, 2017), 종단 분석을 하더라도 몇 개 년도로만(유태균･
반정호, 2012; 임지숙 외, 2014; 염지혜, 2016; 김미령, 2017)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된 여섯 번의 조사자료를 모두 이용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동태적(dynamic)으로 중고령인구의 삶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고령인구 삶의 만족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삶의 만족을 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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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역(경제상태, 건강상태, 자녀관계)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리고 이 세 영역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경제자원, 건강자원, 관계자원으로 나누고 각 자원이
세 영역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분석을 통하여 고찰한다. 이와 같이 삶의 만
족을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삶의 만족에 대한 영향요인도 세 종류의 자원으로 분
류함으로써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에 대한 이해를 정교화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논의
1. 삶의 만족도
1) 삶의 만족에 대한 정의
평균수명이 증가하여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은 고령화사회의 핵심 개념임에도 불
구하고 학자마다 정의가 다르며, 삶의 만족도, 생활만족도, 삶의 질(Quality of life), 안녕
감(well-being), 복지(welfare), 행복감(happiness)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김원
배, 2009; 박순미, 2011; 신승배･박지연, 2015). 이처럼 해당 용어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삶의 만족도를 성공적 노화(healthy ageing)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대부분 합의하고 있다(Neugarten, et. al., 1961; 김원배, 2009; 박순미, 2011; 강
소랑･문상호, 2011; 유태균･반정호, 2012; 신승배･박지연, 2015; 김미령, 2017). 성공적
노화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이 쇠퇴하는 일반적 노화를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으며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다(김원배, 2009; 김미령, 2017). 성공적 노
화의 척도로서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일생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과 연결되며, 한 개인의
성공적인 삶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다(이보람･이정규, 2016).
서구 사회에서는 1960년대부터 성공적 노화의 개념이 대두되었고, 이후 노인이 자신
의 삶에 대해 만족과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요인들이 필요한지 경험적
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Neugarten, Havighurst, & Tobin(1961)이
성공적 노화를 측정하는 도구로써 삶의 만족도를 사용하면서 관련 개념들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박순미, 2011). Neugarten et al.(1961)은 삶의 만족도를 자신의 삶에 대한 주
관적 평가로 정의하고, 삶의 만족을 일상생활에서의 즐거움, 삶에 대한 의미와 책임감,
목표 달성 여부, 긍정적 자아개념, 낙관적인 감정 상태로 범주화하여 측정을 시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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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edeley(1976)는 삶의 만족이 개인의 정신건강과 상호관계를 통해 형성된 기대수준
의 충족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정의하였으며, 소득, 건강, 생활수준(standard of living)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변수로 설정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
였다. George(1979)는 삶의 만족이 개인의 기대와 성취에 따라 결정되는 주관적인 개념
이라고 정의했다.
국내에서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최성재(1986)는 삶의 만족을
과거와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 그리고 미래의 삶과 활동에 대한 긍정적
전망의 정도로 정의한다. 김남희･최수일(2011)은 삶의 만족을 생활전반에 대하여 행복
과 만족을 느끼는 주관적이며 복합적인 감정이라고 정의한다. 허성호･김종대(2011)는
삶의 만족이란 개인이 경험적으로 인지하는 주관적 느낌이며 기대한 것과 성취한 것이
일치할 때 느끼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삶의 만족은 주관적이며
기대 충족으로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즉, 삶의 만족은 삶을 구성하는 여러 부분에 대한
스스로의 주관적 평가이며, 자신의 현실이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중고령자의 삶은 경제, 신체, 심리, 사회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삶
의 만족 또한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이다(유태균･반정호, 2012). 노년기에는 신체적 변화
와 경제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건강 및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이 그들의 삶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측면이다(신승배･박지연, 2015).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중요한 원천
인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또한 삶의 만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Medeley,
1976; 박종우･김춘택, 2006; 김미령, 2017). 하지만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에 관한 기존
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을 묻는 하나의 질문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거나(박순
미, 2011; 이민아 외, 2011; 허성호･김종태, 2011; 김주현, 2016; 전명진･문성원, 2016;
홍성원 외, 2016; 김미령, 2017; 허원구, 2017; Chen & Jordan, 2018), 영역별로 삶의
만족 정도를 질문하더라도 이들을 합산 평균하여 종속변수로(이정의, 2010; 김진훈･고
보선, 2016) 사용하기 때문에 삶의 만족의 다차원성을 차별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제한적
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을 경제상태, 건강상태, 자녀관계 만족
도로 구분하여 영역별 삶의 만족도를 각각 분석하고 각 영역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차별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2) 삶의 만족도 지형변화
먼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0년 간 중고령자의 각 영역별 삶의 만족도는 어
떻게 변화해왔을까?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1차(2006년)~6차(2016년) 조사 자료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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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각 영역별 삶의 만족도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
나타난 삶의 만족도 특징을 살펴보면 세 영역의 만족도 가운데 자녀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 번의 조사 모두에서 자녀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상태 만족도가 높았고, 경제상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
고령자들의 자녀관계 만족도가 다른 영역 만족도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하
지만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자녀관계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가족해체
및 부모부양 책임회피 현실이 반영되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경제상태 만족도는 영역별 만족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10
년 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건강상태 만족도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변화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세 영역으로 나누어 살
펴본 결과 각 영역별 만족도에 차이가 있으며 지난 10년 간 만족도의 변화 추세가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삶의 영역별 만족도의 차이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영역별(경제상태, 건강상태, 자녀관계) 삶의 만족도 변화(2006~2016)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추이를 <그림 3>에서 살펴보았다.
<그림 3>에서 나타난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남성의 삶의 만족도가 여성에 비하여 지
속적으로 높다. 세 가지 영역별 삶의 만족 모두에 있어 지난 10년 간 남성들이 여성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남녀 간 삶의 만족도 차이가 삶의 영역별로 다르게

경제, 건강, 관계자원과 다차원적 삶의 만족: 중고령인구 패널자료를 중심으로

239

나타난다. 남녀 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영역은 건강상태 만족이며, 가장 작게 나타
난 영역은 자녀관계 만족이다. 삶의 영역에 따라 남녀 간 만족도의 차이가 확연하게 구
분되어 나타난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셋째, 남녀 간 삶의 만족 차이가 지난 10년
간 대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건강상태 만족도에서 이러한 경향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경제상태 만족도는 차이가 약간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 차이가 지난 10년 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자녀관계 만족도는 성별 차이가 줄어들어
2016년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그림 3> 성별 영역별 삶의 만족도 변화(2006~2016)

경제상태 만족도

건강상태 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

주: 실선은 여성, 점선은 남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에 대한 개인 간 차이(variation)가 지난 10년 간 어떻게 변화하
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삶의 만족 영역별 표준편차를 <표 2>와 같이 조사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패널조사에 참여한 개인들 간 만족도의 분산(dispersion) 정도가 어떻게 변
화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표 2> 영역별 삶의 만족도 표준편차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경제상태
만족도

23.683

21.600

20.926

20.302

19.768

19.394

n=6121

n=6119

n=6116

n=6121

n=6120

n=6117

건강상태
만족도

23.795

20.973

20.490

19.781

19.768

19.897

n=6121

n=6119

n=6117

n=6121

n=6120

n=6116

19.021

17.829

17.122

16.444

15.787

15.993

n=5985

n=3914

n=4741

n=3832

n=3520

n=3623

자녀관계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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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첫째, 삶의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개인 간 삶의
만족 차이가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각 영역별 만족도의 표준편차 값이 지난 10년 간 모
두 감소하였다. 경제상태 만족도의 경우 2006년 23.683에서 2016년 19.394로, 건강상태
만족도의 경우 2006년 23.795에서 2016년 19.897로 감소하였다. 자녀관계 만족도의 경
우 2006년 19.021에서 2016년 15.993으로 감소하였다. 남녀 간 삶의 만족 차이가 지난
10년 간 감소한 것과 같이 개인들 간에 있어서도 삶의 만족도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개인 간 삶의 만족도 차이가 자녀관계 만족에 있어 가장 작
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상태와 건강상태에 있어서는 차이의 정도가 서로 비슷한 수준
이다.
이상의 삶의 영역별 만족도 변화추이를 통해서 영역별, 성별, 개인별 삶의 만족도의
지형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하나의 공통된 변화는 삶의 만족
도 차이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역별 삶의 만족도, 남녀 간 삶의 만족도, 개인별
삶의 만족도 정도가 모두 수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2.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자원이론에 따르면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는 노인 자신이 보유한 자원의 양과 질에 의
해서 결정된다고 한다(김원배, 2009). 박종우･김춘택(2006)은 자원의 유형을 개인자원
(경제자원, 건강자원), 사회자원(사회적 관계자원, 공적지원자원), 물질･비물질자원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의 종류를 경제자원, 건강자원, 관계자원으로 분류하고
각 자원이 중고령자의 경제상태 만족도, 건강상태 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자원
한국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돈’이라는 응답이 58.3%로 가장 많았다. 그 이유에 대한 응답은 ‘여유를 가질
수 있어서’라든가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에
서 돈이 단순히 경제적 수단이 아니라 삶의 풍요를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자원으로 인식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한석태, 2008).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에 주목한 선행연구들에서도
경제자원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경제자원의 대표적인 세부 지표로 소득, 자산, 연금, 용
돈 등이 제시된다(한석태, 2008; 정운영･정세은, 2011; 장명숙, 2012; 전명숙･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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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김학주, 2017).
선행연구에 의하면 경제자원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는 단선적이지 않다. 소득이나 자
산이 삶의 만족을 제고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Knight, Song, &
Gunatilaka(2009)의 연구에서 삶의 질은 가구소득과는 정(+)의 관계가 나타나지만 순자
산 규모와는 부(-)의 관계가 나타난다. 순자산 규모와 삶의 만족이 부(-)의 관계가 나타나
는 이유로 경제자원이 풍부한 사람들의 물질 지향적 성향을 들고 있다. 가구소득과 순자
산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지나친 물질 지향적 성향은 삶의 만족에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황여정･김수혜, 2010).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하는 강한 물질 지향적 성향은 자신의 현재 경제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는 태도를
조성한다.
따라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자원을 소득 및 자산과 같은 객관적 지표에
한정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중고령자가 스스로 인식하는 자신의 주관적 경제상태의 중요
성을 강조한다(한형수, 2004; 윤명숙, 2007; 주경희, 2011). 즉, 자신이 지금 얼마를 벌고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현재 소득과 자산에 얼마나 만족하느
냐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제자원을 객관적 지표인 가구
총소득, 개인순자산, 연금소득,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제상
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적 계층의식을 함께 고려하여 경제자원이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건강자원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중고령자에게 건
강은 삶의 만족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는 자원이다(Mannell & Dupis, 1996; 박은숙
외, 1998; 강이주, 2008; 김재중, 2014; 송용관, 2016; 염지혜, 2016). 건강자원은 크게
질병경험,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 정신건강, 건강행태,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질병경험의 세부 지표로 만성질환 진단, 유형, 개수, 통원 및 입원 횟수, 기간, 처방약
의 정기적 복용 여부 등이 있다. 만성질환은 장기적이며 예후 등이 불확실하고 통증 완
화를 위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인 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특징이다(남상권･심옥수, 2011). 만성질환은 전 연령층에서 발생
할 수 있지만, 그 발생 정도는 중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난다(Larsen & Lubkin, 2009).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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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중고령자의 경우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일상활동의 지장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측면의 불편함을 경험할 개연성이 크다(김경희 외, 2000). 만성질환과 삶의 만족의 관계
를 규명한 선행연구들(Laborde & Powers, 1985; 최혜경, 1987; 은영, 1995; 조은희 외,
2000; 손정태･서순림, 2002)은 중고령자가 만성질환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삶의 만
족이 저하된다고 보고한다.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요인으로 많은 연구들은 신체기능 및 인
지기능과 관련된 지표들을 사용한다. 신체기능의 척도로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지수와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지수가 주로 사용되며, 인지기능
척도로는 인지기능 점수가 주로 사용된다(Worobey & Angel, 1990; 유태균･반정호,
2012; 김주현, 2016; 김미령, 2017). ADL과 IADL은 원활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며, 인지기능 점수는 인지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노인의 고독, 외로움, 상실감 등이 사회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건강자원으로 심리
상태, 불안감,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한금선･
추진아, 2009; 허원구, 2017). 관련 연구들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은 심리상태와 정(+)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우울감과는 부(-)의 관계가 나타난다(성혜영･조희선, 2006; 김미령,
2008; 김현정 외, 2009; 남상권･심옥수; 2011). 특히 이 가운데 우울증은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 지표로 논의된다(이정의, 2010; 천희란･강민아, 2011).
이에 더하여 건강행태 차원에서는 규칙적 운동, 기간, 횟수, 흡연 및 음주 실태, 건강
검진 등이 건강자원의 세부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규칙적 운동은 체지방 감소와 관절
유연성 및 근력 증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신체 활동성을 증진시키며(장경태 외, 2006)
노인의 삶의 만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된다(김경식, 2004; 차준태･지용석,
2004).
마지막으로, 주관적 건강상태(subjective health status)가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Kunzmann et al., 2000; Smith, 2001; 허준수, 2004; 윤명
숙･조혜정, 2007; 유재남, 2016). 주관적 건강상태는 개인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자신
의 건강상태를 의미한다.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과 주관적 건강상
태는 정(+)의 관계로 나타난다(이선미･김경신, 2002; 김미령, 2006; 신학진, 2010; 이동
호, 2010; 오윤정･권윤희, 2012; 김명숙･고종욱, 2013; 차은진･김경호, 2015).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만성질환, ADL, IADL, 인지기
능, 우울증, 규칙적 운동, 주관적 건강상태를 건강자원의 세부 지표로 사용하여 건강자
원이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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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자원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은 많은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배우자, 자녀, 친인
척, 친구, 직장 동료, 동호회 회원 등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삶을 영위해
가며, 이러한 관계는 인간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관
계자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제자원, 건강자원과 더불어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중요한
자원이다.
관계자원이 중고령자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연구들은 배우자, 자녀, 친인
척 동거 여부, 근접성, 만남 빈도, 연락 빈도, 손자녀 돌봄, 친구 및 이웃 교류, 사회활동
(종교, 문화, 학습, 운동, 봉사, 사교, 정치 등) 여부 등을 세부 지표로 활용한다(김영범･
박준식, 2004; 김영범･이승훈, 2008; 김원배, 2009; 남기민･박현주, 2010; 이민아 외,
2011; 안종철･임왕규, 2014; 전명수, 2014). 특히, 최근 연구에서는 자녀와의 관계가 주
요 관계자원으로 강조되고 있다(박기남, 2004; 김수봉, 2010; 이보람･이정규, 2016). 자
녀와의 관계 세부 지표로는 자녀와의 근접성, 만남 빈도, 연락 빈도가 주로 고려되며,
이 중 연락 빈도와 삶의 만족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김미령,
2017). 석재은･장은진(2016)의 연구에서는 자녀와의 연락 빈도 뿐 아니라 만남 빈도도
삶의 만족과 정(+)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가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손자녀
돌봄이 중고령자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인구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
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돌봄 공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중고령자
의 손자녀 돌봄과 같은 호혜적 행위는 자녀와의 거래적 관계를 형성, 유지하며 나아가
삶의 만족과 연결될 수 있다(김주현, 2016; 김혜진, 2016).
일반적으로 생애주기상 중고령기에는 경제능력 상실, 신체 및 인지기능 저하, 질병 발
생, 사회관계 축소로 인한 경제자원, 건강자원, 관계자원의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이 중
경제자원과 건강자원의 감소는 은퇴와 노화를 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불가역성을 특징
으로 한다. 즉, 중고령기의 경제, 건강자원의 감소는 돌이킬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관계자원은 다르다. 관계자원의 축소는 불가역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관계자원
을 활용한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 제고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석재은, 2016). 즉, 나이
가 든다고 해서 관계자원이 반드시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회복가능하며 심지어 확장도 가능함으로 삶의 만족 제고에 있어 중요한 자원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녀와의 근접성, 자녀와의 연락빈도, 손
자녀 돌봄을 중심으로 관계자원이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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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탐색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들의 연구모형을 살펴보
면 영향요인으로 경제요인, 건강요인, 관계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고려한다. 국내 선
행연구의 연구모형에서 사용한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표 3>에서 정리하였다.
<표 3> 선행연구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연구자

경제요인

건강요인

박은숙 외(1998)

○

○

한형수(2004)

○

○

○

○

○

○

○

김미령(2008)

관계요인

인구사회학적요인
○

한석태(2008)

○

김원배(2009)

○

○

○

이정의(2010)

○

○

○

황여정･김수혜(2010)

○

남상권･심옥수(2011)

○

○

○

정운영･정세은(2011)

○

○

○

김주현(2012)

○
○

○

○

○

유태균･반정호(2012)

○

○

○

○

장명숙(2012)

○

○

○

○

차은진･김경호(2015)

○

○

석재은･장은진(2016)

○

○

○

○

염지혜(2016)

○

○

○

○

전명숙･태명옥(2016)

○
○

○

김미령(2017)
김학주(2017)

○

허원구(2017)
허준수･조승호(2017)

○
○

○
○

○
○

○

○

주: ○ 표시는 각 연구모형에서 사용한 요인을 뜻한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연구들은 경제, 건강, 관계요인,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요
인을 다양한 조합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박은숙 외(1998)는 경제, 건강요인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영향요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김미령(2008)은 건강, 관계요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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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김원배(2009)는 경제, 건강, 관계요인을 사용하고 있다. 연구모형
에서 독립변수로 어떤 조합의 영향요인을 사용하는가는 연구결과에 큰 차이를 가져온
다. 선행연구 중 경제, 건강, 관계요인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모두 사용한 연구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각 요인의 세부변수가 <표 4>와 같이 많은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연구모형의 완성도를 높이고 모형구성오류(model specification error)2)를 줄이기 위해
서 경제, 건강, 관계요인 모두를 연구모형의 독립변수로,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통제변수로 사용하며 각 요인의 세부변수도 최대한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표 4> 선행연구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세부변수
영향요인

연구자
한형수
(2004)

경제요인

건강요인

관계요인

인구사회학적요인

･소득

･건강

･가족관계, 사회관계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구총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규칙
적 운동, 우울

･친구와의 만남빈도,
자녀와의 만남빈도

･연령, 성별, 거주지,
결혼상태

유태균･반정호
(2012)

･소득분위, 자산분위, 자
가 소유여부, 연금수급

･ADL, 주관적 건강상태

･가족만남, 모임참여

･연령, 성별, 학력수준,
결혼상태, 거주지

장명숙
(2012)

･소득수준, 자가 소유여
부, 기초노령연금수급

･건강상태

･자녀지지, 배우자지지,
친구･이웃지지

･연령, 성별, 교육수준

이정의
(2010)

석재은･장은진
(2016)
염지혜
(2016)

･월평균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기능
제한(ADL, IADL)

･관계자원 수준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친구･이웃 만남

･연령,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준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을 경제상태, 건강상태, 자녀관계 만족으
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차별적으로 탐색함으로
써 삶의 만족에 대한 포괄적이며 다차원적인 영향요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증 분석을 위한 연구 모형을 <그림 4>와 같이 구성하였다.

2) 연구모형구성에 있어 독립변수로 모형에 포함시켜야 할 변수를 포함시키지 않거나 포함시키지 말아
야 할 변수를 포함시킬 경우 모형구성오류가 발생하며 이럴 경우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Berry
& Feldman, 1985; Alliso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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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모형

삶의 만족을 세 가지 영역, 즉 경제상태 만족, 건강상태 만족, 자녀관계 만족으로 구분
하고 각 영역별 영향요인의 차별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는 경제상태 만족도,
건강상태 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독립변수는 크
게 경제자원(가구총소득, 개인순자산, 연금소득, 경제적 지원, 주관적 계층의식), 건강자
원(만성질환, ADL, IADL, 인지기능, 우울증, 규칙적 운동, 주관적 건강상태), 관계자원(자
녀와의 근접성, 자녀와의 연락빈도, 손자녀 돌봄)으로 구성하며, 각 자원이 세 영역의 삶
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성별, 연령, 학력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2. 자료의 특성 및 분석방법
1) 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자료
를 사용한다. 1차 조사는 2006년에 실시되었으며 2006년 당시 45세(1961년생)부터 98
세(1909년생)까지 연령층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1차 기본조사에서 10,254명의 패널을
구축한 후 2차 기본조사에서는 8,688명, 가장 최근에 조사된 6차 년도의 표본수는 6,618
명이다. 이 중 1차에서 6차 조사까지 모든 조사에 응답한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본 연구
를 위한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였으며, 각 차수별 대상자는 6,121명이고 패널데이터의 총
케이스 수는 36,72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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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은 중고령자이다. 즉, 중년과 고령자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고
령자를 연구대상으로 한 이유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고령화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고령자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미 고령화된 사람들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고령화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연구 기회를 가질
수 없다.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고령화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고령화 과정에 진입하여 고령화 과정을 경험하고 있
는 중년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06년~2016년 패널데이터를 이용한다. 따
라서 2006년에 중년이었던 패널개체는 2016년에 고령자가 된다.3) 이러한 데이터의 특
성은 중년이 고령자가 되는 고령화 과정을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며 성공적 노화에 대
한 이해를 증진시키기에 적합하다.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인과관계 분석에 있어 패널개체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오차항
을 고려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이 주로 사용된다. 두 모형 중 어느 모형을 사용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우스만 검증(Hausman test)을 실시한 결과 고정효과모
형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2)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
1~6차 조사 데이터를 통합한 패널데이터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총 케이스 37,726명 중 여성 21,258명(57.88%)과 남성 15,468명(42.12%)으로 여성이 남
성보다 많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79.44%)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20.56%)보다 약 4배 정
도 많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16,439명(44.77%)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은 60대
가 11,921명(32.4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15,340명(41.77%)으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 11,679명(31.80%), 읍면부 9,707명
(26.43%) 순으로 나타났다.

3) 2006년 패널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50대가 2,021명(33.02%), 60대가 1,936명
(31.63%), 70대가 973명(15.90%), 80대 이상이 120명(1.96%)이었으며 2016년 패널조사에서는 50대
가 852명(13.92%), 60대가 2,042명(33.36%), 70대가 1,949명(31.84%), 80대 이상이 1,278명(20.88%)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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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
변수

비율(%)

변수

빈도

비율(%)

1,930

5.26

여성

21,258

57.88

45세~49세

남성

15,468

42.12

50세~59세

10,339

28.15

배우자 없음

7,552

20.56

60세~69세

11,921

32.46

배우자 있음

29,174

79.44

70세~79세

9,193

25.03

초등학교졸업 이하

16,439

44.77

80대 이상

3,343

9.10

성별

배우자

최종
학력

빈도

중학교 졸업

6,351

17.30

고등학교 졸업

10,342

28.16

대학교 졸업 이상

3,589

9.77

연령

거주
지역

대도시

15,340

41.77

중소도시

11,679

31.80

읍면부

9,707

26.43

3. 변수구성 및 척도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의 세 영역인 경제상태, 건강상태, 자녀관계 만족도이
다. 삶의 만족은 주관적인 만족을 의미하며 척도는 0(그럴 가능성이 없다)부터 100(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까지 10점 단위로 구성된 11점 척도이다.4)

2) 독립변수
(1) 경제자원
독립변수의 첫 번째 범주는 경제자원이다. 경제자원은 가구총소득, 개인순자산, 연금
소득, 경제적 지원, 주관적 계층의식을 포함한다. 가구총소득은 본인을 비롯하여 다른
가구원들의 근로소득, 사업체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다. 개인순자산은 자가 주택 자산 가
치, 보험 총자산, 금융 총자산, 사업체/농장 자산, 기타자산 등 자산의 총액에서 대출,
전월세 부채(임대보증금), 개인총부채를 뺀 금액이다.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특수직역연
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연평균 금액이다. 그리고 경제적 지
원은 자녀, 부모, 기타가족으로부터 받은 금전적 도움의 총액이다. 가구총소득, 개인순자
산, 연금소득, 경제적 지원은 자연로그를 취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주관적 계층의식은
6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인식함을 의미한다.

4) 종속변수의 척도는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으로 11점 척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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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자원
두 번째 독립변수 범주는 건강자원이다. 건강자원은 만성질환, ADL, IADL, 인지기능,
우울증, 규칙적 운동, 주관적 건강상태를 포함한다.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암(악성
종양), 폐질환, 간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정서적 문제･신경성문제･정신과적 문제,
관절염 및 류마티스 질환 중 진단 받은 질환의 개수이다.
ADL(Ability of Daily Life)과 IADL(Instrumental Ability of Daily Life)은 생활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우며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ADL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수행
하기 어려운 정도를 뜻하고, 옷갈아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머리감기, 목욕 또는 샤
워하기, 차려놓은 음식 식사하기, 이부자리에서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이용
하기, 대소변 흘리지 않고 보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그리
고 IADL은 도구적 일상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를 뜻하고, 몸단장(머리빗기, 손톱깎
기, 화장, 면도 등), 집 청소･정리정돈･설거지 등, 식사준비, 빨래, 가까운 거리 외출, 교
통수단을 이용한 외출, 상점에서 물건사기, 금전관리(용돈･통장･재산관리), 전화, 약 챙
겨먹기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인지기능은 인지능력 정도를 테스트하는 MMSE(Mini-Mental State Examination) 지
수를 사용한다. 30점 만점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좋음을 뜻한다. 규칙적 운동
은 일주일에 1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지를 묻고, 규칙적으로 운동 안함(0), 운동
함(1)으로 더미변수를 구성하였다. 우울증은 0~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이 심
각하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응답자가 자기 자신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쁜편(1), 보통(2), 좋은편(3), 매우좋음(4), 최상(5)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관계자원
마지막 독립변수 범주는 관계자원이다. 관계자원은 자녀와의 근접성, 연락빈도, 손자
녀 돌봄이 포함된다. 자녀와의 근접성과 연락빈도는 원자료에 각 자녀와의 근접성과 연
락빈도가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자녀와의 근접성과 연락빈도의 평균값(mean)을 사용
하였다.5) 자녀와의 근접성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경우 ‘2시간 이상’(1), ‘2시간 이
내’(2), ‘1시간 이내’(3), ‘30분 이내’(4)로 코딩되어 숫자가 높아질수록 자녀와의 근접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자녀와의 연락빈도는 10점 척도로 ‘연락하지 않음’(1)에서 ‘거의 매

5) 만약 자녀가 세 명인 경우 첫 번째 자녀와의 근접성, 두 번째 자녀와의 근접성, 세 번째 자녀와의
근접성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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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10)로 구성되어있다. 자녀 돌봄은 더미변수로 10세 이전 양육을 도와준 손자녀가 있
는 경우 1, 손자녀가 없거나 있는데 돌봄을 하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3) 통제변수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 거주지역으로
구성하였다. 성별은 더미변수로 여성(0), 남성(1)이며,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하(1), 중
학교 졸업(2), 고등학교 졸업(3), 대학교 졸업이상(4)으로 측정하였다. 배우자는 더미변수
로 배우자 없음(0), 배우자 있음(1)으로 구분하였다. 거주 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부로 구분되며 대도시를 기준그룹으로 하여 읍면부와 중소도시 두 개의 더미변수 사용
하였다.
<표 6> 변수 구성 및 척도
구분
종속
변수

경제
자원

독립
변수

건강
자원

관계
자원

통제
변수

인구
사회
학적
변수

변수
경제상태 만족도
건강상태 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
가구총소득(ln)
개인순자산(ln)
연금소득(ln)
경제적 지원(ln)
주관적계층의식
만성질환
ADL
IADL
인지기능
우울증
규칙적 운동
주관적 건강상태
자녀와의 근접성
자녀와의 연락빈도
손자녀 돌봄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
읍면부
중소도시

척도
0~100 (11점 척도)
0~100 (11점 척도)
0~100 (11점 척도)
연속형 변수(단위: 만원)의 로그값
1~6 (숫자가 높을수록 경제적 상위층으로 인식)
진단 받은 질환 개수
0~7 (숫자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 필요)
0~10 (숫자가 높을수록 도구적 생활에 도움이 많이 필요)
0~30 (숫자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좋음)
0~10 (숫자가 높을수록 우울증이 높음)
0: 규칙적으로 운동 안함 1: 규칙적으로 운동함
1~5 (숫자가 높을수록 건강한 것으로 인식)
1(대중교통 2시간이상)~4(대중교통 30분이내)
1(거의 연락 안함)~10(거의 매일 연락함)
0: 아니오 1: 네
0: 여성 1: 남성
연속형 변수
1(초졸이하)~4(대졸이상)
0: 배우자 없음 1: 배우자 있음
0: 읍면부 아님 1: 읍면부
0: 중소도시 아님 1: 중소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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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 독립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7>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자녀관계 만족도는 평균 70.97로
세 영역 중 가장 높았으며 건강상태 만족도(57.31)와 경제상태 만족도(53.12)는 큰 차이
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독립변수를 살펴보면, 경제자원 중 연금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주관적 계층의식 평균은 2.67로 자신의 계층이 중간이하라고 생각
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자원에서는 만성질환 평균이 1.04로 나타나 평
균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ADL과 IADL 평균은 0.11과 0.42로 일상생
활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균이
3.2로 스스로 자신의 건강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원
에서는 연락빈도 평균은 7.45로 중고령자와 자녀 사이에 어느 정도 연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표 7> 기술통계 결과
변수
종속변수

경제자원

독립
변수
건강자원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경제상태 만족도

0.00

100.00

53.12

21.09

건강상태 만족도

0.00

100.00

57.31

20.83

자녀관계 만족도

0.00

100.00

70.97

17.43

가구총소득(ln)

1.00

11.42

7.38

1.11

개인순자산(ln)

1.61

13.34

8.54

1.76

연금소득(ln)

0.69

6.91

1.52

1.07

경제적 지원(ln)

0.69

10.61

3.22

2.00

주관적 계층의식

1.00

6.00

2.67

1.11

만성질환

0.00

7.00

1.04

1.12

ADL

0.00

7.00

0.11

0.75

IADL

0.00

10.00

0.42

1.56

인지기능

0.00

30.00

25.32

4.80

우울증

0.00

10.00

3.20

2.80

규칙적 운동

0.00

1.00

0.36

0.48

주관적 건강상태

1.00

5.00

3.04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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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원

통제
변수

자녀와의 근접성

1.00

4.00

2.26

0.93

자녀와의 연락빈도

1.00

10.00

7.45

1.49

손자녀 돌봄

0.00

1.00

0.05

0.23

성별

0.00

1.00

0.42

0.49

연령

45.00

108.00

65.07

10.27

학력

1.00

4.00

2.03

1.06

배우자

0.00

1.00

0.79

0.40

읍면부

0.00

1.00

0.26

0.44

중소도시

0.00

1.00

0.32

0.47

인구
사회학적
변수

2. 분석 결과
패널데이터 분석의 경우 패널개체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오차항을 고려한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이 주로 사용되어진다.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 어느 모형
을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우스만 검증(Hausman test)6)을 실시한 결과 경
제상태 만족도, 건강상태 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 모형 모두에서 고정효과모형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1) 경제자원
경제자원 중 주관적 계층의식이 경제상태, 건강상태, 자녀관계 만족도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경제상태, 건강상태, 자녀
관계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인식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소득이나 자산
과 같은 객관적 경제자원보다 삶의 만족에 있어 중요하다는 기존의 연구(Medley, 1976;
6)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 어느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는 모형              에서
오차항( )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오차항( )을 패널개체의 고유한 값(fixed
value)으로 볼 경우 고정효과모형이 적절하며, 오차항( )을 확률변수(random variable)로 볼 경우
확률효과모형이 적절하다. 즉,     이면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이 모두 일치추정량
(consistent estimator)이기 때문에 분석결과가 유사하지만     ≠ 이면 확률효과 추정량은
일치추정량이 될 수 없어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야 한다(민인식･최필선, 2012). 모형의 선택을 위
해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경제상태 만족도의 경우   =620.90,
df=20, p<0.0001, 건강상태 만족도의 경우   =356.35, df=20, p<0.0001, 자녀관계 만족도의 경우  
=298.98, df=20, p<0.0001로 세 모형 모두에서 영가설     이 유의수준 0.0001에서 기각
되어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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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수, 2004; 윤명숙, 2007; 주경희, 2011)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표 8>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
종속변수
구분

경제상태 만족도

건강상태 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

Coef.(t value)
가구총소득
경제자원

독립
변수

0.270 ( 2.42)**

0.162 ( 1.20)

연금소득

0.107 ( -0.51)

0.241 ( 1.15)

0.089 ( -0.31)

경제적 지원

-0.045 ( -0.53)

0.052 ( 0.61)

0.797 ( 7.70)***
***

4.060 ( 24.37)

1.901 ( 11.35)

만성질환

-0.232 ( -0.77)

-2.482 ( -8.24)***

ADL

-0.504 ( -1.54)

인지기능

-0.048 ( -0.31)
***

0.128 ( 2.97)

-0.552 ( -9.55)***
*

1.802 ( 8.97)***
-0.139 ( -0.37)
-0.837 ( -2.04)**

0.375 ( 1.14)
***

-0.411 ( -2.63)

***

0.281 ( 6.52)

-0.796 (-13.72)***
***

-0.064 ( -0.34)
0.115 ( 2.25)**
-0.437 ( -6.31)***
1.248 ( 3.25)***

0.592 ( 1.90)

0.870 ( 2.78)

주관적 건강상태

1.759 ( 8.87)***

5.610 ( 28.16)***

자녀와의 근접성

-0.344 ( -1.75)*

-0.060 ( -0.30)

-0.120 ( -0.48)

자녀와의 연락빈도

0.249 ( 2.27)**

0.249 ( 2.26)**

0.942 ( 6.98)***

손자녀 돌봄

0.684 ( 1.05)

1.085 ( 1.66)*

-0.988 ( -1.25)

성별7)

omitted

omitted

omitted

인구
사회학적
변수

R square

***

주관적 계층의식

규칙적 운동

통제
변수

-0.011 ( -0.05)

0.588 ( 5.30)

우울증

관계자원

0.650 ( 3.09)***

***

1.916 ( 9.15)

개인순자산

IADL
건강자원

***

***

연령

0.226 ( 5.46)

0.233 ( 5.60)

-0.242 ( -4.72)***

학력

2.365 ( 1.67)**

0.808 ( 0.57)

-1.273 ( -0.71)

배우자

-1.753 ( -2.05)**

1.065 ( 1.24)

0.654 ( 0.72)

***

***

0.352 ( 1.47)

읍면부

4.920 ( 2.84)

1.421 ( 0.82)

-0.467 ( -0.21)

중소도시

-0.137 ( -0.08)

-1.648 ( -0.98)

1.077 ( 0.49)

모형 적합도

F(23,12437) =
60.53***

F(20,12437) =
89.39***

F(23,7352) =
17.00***

n

17,742

17,742

11,887

within

0.089

0.126

0.044

between

0.473

0.506

0.227

overall

0.359

0.380

0.179

*p<0.1, **p<0.05, ***p<0.01

7) 고정효과모형에서 시간불변(time-invariant) 독립변수는 추정(estimation)에서 제외된다. 성별은 시
간이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변수이므로 추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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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총소득과 개인순자산의 영향은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구총소득과 개인순자
산은 경제상태 만족도, 건강상태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자녀관계 만족도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처럼 가구총소득과 개인순자산은 어
떤 영역의 삶의 만족에는 영향을 미치면서 다른 영역의 삶의 만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세 가지 삶의 만족에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는
경제적 지원이다. 경제적 지원은 자녀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상
태와 건강상태 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중고령자가 자녀와의 관계에 더 만족한다는 전미애･김정현(20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연금소득은 경제상태, 건강상태, 자녀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권혁창･이은영, 201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해당 연구는 국민연
금 수급액이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로 두 가지 원인을 꼽고
있는데 첫째는 국민연금 도입 기간이 길지 않아 현재로서는 노후소득을 대체하지 못하
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연금소득이 은퇴 전 소득에 비해 적을 경우 연금 수급액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중고령층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
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소득이 세 가지 영역의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 결과는 중고령자 연금소득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
경제자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보면 첫째, 객관적 경제자원 못지않게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경제의식이 삶의 만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계층의식은 경제상태, 건강상태, 자녀관계 만족도 모두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경제자원의 차별적 영향이다. 주관적 계층의식은 세 영
역의 삶의 만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가구총소득, 개인순자산은 경제상태, 건강
상태 만족도에만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지원은 자녀관계 만족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영향요인이 세 가지 삶의 만족도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결과는 삶의 만족을 다차원적으로 구분하여 고찰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2) 건강자원
건강자원과 관련해서는 우울증, 인지기능, 규칙적 운동이 경제상태, 건강상태, 자녀관
계 만족도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이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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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세 가지 만족도가 모두 낮아지고, 인지기능이 높을수록 세 가지 만족도가 모두 높
아지며,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일수록 세 가지 만족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성혜영･조희선, 2006; 김현정 외, 2009; 남상권･심옥수, 2011; 김미령, 2017)
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세 가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 요인을 살펴보면, ADL(기초적 일상 활동 어
려움)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관계 만족도가 낮아지고, IADL(도구적 일상 활동 어려움) 수
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ADL 수준
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유태균･반정호(2012)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ADL 수준이 높다는 것은 옷갈아입기, 씻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 ADL 수준이 높은 중고
령자들은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한 데, 이 때 가족 돌봄 특히 자녀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
에 이러한 현실이 자녀와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IADL 수준이
높은 중고령자들은 몸단장, 외출, 금전관리 등 도구적 일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
이다. 이들은 기초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기능적인 활동의 수행
에 제약을 느끼므로 건강상태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 만성질환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 부(-)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
되고 있다(Laborde & Powers, 1985; 최혜경, 1987; 은영, 1995; 조은희 외, 2000; 손정
태･서순림, 2002). 이러한 연구들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만성질환이 건강상태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상태와 자녀관계 만족도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경제상태 만족, 건강상태 만족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자녀와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자원 요인들을 정리해보면, 경제상태 만족도는
인지기능, 우울증, 규칙적 운동, 주관적 건강상태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
강상태 만족도는 만성질환, IADL, 인지기능, 우울증, 규칙적 운동, 주관적 건강상태의 영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녀관계 만족도는 ADL, 인지기능, 우울증, 규
칙적 운동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관계자원
중고령자의 경우 은퇴나 건강상의 이유로 공식적 사회활동이 줄어들면서 삶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자녀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된다(김미령, 2008). 관련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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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의하면 가까이 사는 자녀가 많거나, 자녀와의 연락빈도가 높을수록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박기남, 2004; 최혜지, 2004; 하춘광, 2008). 본 연구결과는 이러
한 논의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자녀와의 연락빈도는 중고령자의 경제상태, 건강상태,
자녀관계 만족도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연락을 많이
하는 중고령자일수록 경제상태, 건강상태,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자녀와의 근
접성은 경제상태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건강, 자녀관계 만족도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녀와의 물리적 거리보
다는 연락과 같은 정서적 밀착 수준이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는 점을 제한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신뢰할 만한 공적 보육 시설의 부족으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이 중고령자의 건강상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손
자녀 돌봄이 고령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기존 연구들의 연구결과는 혼재되어
있다. 손자녀 돌봄이 고령자의 심리적 건강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지속적인 개선에 도움
을 줄 수 있다는 결과도 있고(김혜진, 2016; 최경덕･안태현, 2016), 신체적 부담이나 스
트레스를 유발하여 조부모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원
서진, 2011; 김주현, 2016)도 존재한다. 손자녀 돌봄 자체보다는 돌보는 시간이나 기간,
내용이 함께 고려되어야 손자녀 돌봄이 중고령자의 건강상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자원이 경제상태, 건강상태, 자녀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면 자녀와
의 연락빈도는 세 가지 삶의 만족도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자녀와의 근접성은
경제상태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손자녀 돌봄은 건강상태 만족도에만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인구사회학적 변수
먼저 배우자는 경제상태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
가 있는 중고령자의 경제상태 만족도가 배우자가 없는 중고령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소득 및 개인소득의 원천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 연금의 보유 비율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보유 비율은 배우
자가 없는 경우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소득원 뿐 아니라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보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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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과 규모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정경희 외, 2017), 배우자 유무
에 따른 경제자원 보유량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과 자산이 많기 때문에 배우
자 여부가 경제상태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기대와 상반되며 이는 소득과 자산 수준이 이미 연구모형에서 통제
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결과가 말하고 있는 것은 소득과 자산
이 동일한 경우 배우자가 있는 중고령자의 경제상태 만족도가 더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만족도는 기대와 현실의 함수이다. 즉 기
대수준이 현실보다 높은 경우(기대 > 현실) 만족도가 낮을 것이며, 현실이 기대수준보다
높은 경우(기대 < 현실) 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대체적으로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을 것이며 이로 인해 기대가 현실보다 더 클 수 있다.
현실보다 높은 기대수준은 경제상태에 대한 불만으로 연결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대도시에 비해 읍면부 거주자의 경제상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읍면부의 경우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와 주거비 등 생활여건의 차
이가 경제상태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대도시에 비하여 상대적
박탈감이나 빈부격차가 크지 않은 것도 경제상태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
론된다. 그러나 중소도시 거주 여부는 경제상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나 중소도시와 대도시 사이에는 경제상태 만족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 밖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중 학력은 경제상태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연령은
경제상태, 건강상태 만족도에는 정(+)의 영향을, 자녀관계 만족도에는 부(-)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상태와 건강상태 만족도는 증가하지
만 자녀관계 만족도는 감소한다. 이처럼 연령의 영향이 차별적인 이유는 기대수준과 관
련되어진다. 중고령인구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맞이하게 되는 은퇴와 노화는 필
연적이며 불가역적이다. 따라서 경제상태와 건강상태에 대한 기대수준도 낮아질 가능성
이 높다.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생각이 증가할 것이다. 즉, 기대수준이 낮아짐으로 인해
현실과 기대의 차이가 작아지고 그 결과 만족도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녀
관계 만족에 있어서는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중고령기에는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
이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는 기대가 증가한다. 사회교환이론에 따르면 과거 자신이 지원
을 제공한 상대에게 보상적 차원의 동일한 지원을 기대한다(이재림, 2013; 하석철,
2016). 부모와 자녀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상이 적용될 것이다. 즉, 부모들은 고령화
될수록 자녀에게 보상적 차원의 지원을 기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한국

258 ｢행정논총｣ 제56권 제3호

사회의 경우 중고령인구의 노후생활에 있어 자녀의 지원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은 실정
(손의성, 2006; 김미령, 2008)임을 고려할 때, 연령의 증가가 자녀로 부터의 보상적 지원
에 대한 기대수준을 증가시켜 그 결과로 연령이 자녀관계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의 1차 조사(2006년)부터 6차 조사(2016년)까
지 10년 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10년 간 한국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의 변화를 고찰
하고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삶의 만족이 다차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삶의 만족을 경제상태 만족도, 건강상태 만족도, 자녀관계 만족
도로 구분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양질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 가지 자원, 즉
경제자원, 건강자원, 관계자원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자원이 세 가지 차원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및 결과의 함의를 정리하면 첫째, 지난 10년 간 한국 사회의 중고령자 삶의
만족도 지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왔다. 삶의 만족을 경제상태 만족, 건강상태 만족,
자녀관계 만족으로 나누어 세 가지 만족의 10년 간 변화 추세를 살펴본 결과 경제상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건강상태 만족도는 큰 변화가 없으며, 자녀관
계 만족도는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만족의 수준에 있어서는 자녀관계 만족도가 가
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상태 만족도가 높았고, 경제상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만족수준의 이러한 순서는 지난 10년 간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다. 남녀
간 삶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경제, 건강, 관계 만족도 모두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상태 만족도에 있어 남녀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
났다. 그러나 성별 간 삶의 만족도 차이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간 삶의 만족도 차이 뿐 만 아니라 개인 간 삶의 만족도 차이도 지난 10년 간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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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영역별 만족도와 영향요인
종속변수

구분

경제
자원

경제상태 만족도

건강상태 만족도

가구총소득

+

+

개인순자산

+

+

연금소득
경제적 지원
주관적 계층의식

+
+

건강
자원

인구
사회
학적
변수

+


ADL

관계
자원

통제
변수

+


만성질환
독립
변수

자녀관계 만족도



IADL
인지기능

+

+

+

우울증






+

규칙적 운동

+

+

주관적 건강상태

+

+

자녀와의 근접성



자녀와의 연락빈도

+

+

손자녀 돌봄

+

성별

omitted

연령

+

학력

+

배우자



읍면부

+

+

+



중소도시
주: +는 긍정적 영향을 -는 부정적 영향을 의미한다.

둘째, 영역별 만족도 영향요인을 요약한 <표 9>에서 나타난 것처럼 중고령자 삶의 만
족에 있어 경제자원, 건강자원, 관계자원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각각의 자원에 포함된
세부 독립변수 모두가 세 가지 종속변수(경제상태 만족도, 건강상태 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각 자원별 세부 독립변수들이 중고령
인구의 경제상태, 건강상태, 자녀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고령인구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의 차별성과 복잡성이다. <표
9>에 나타난 것처럼 각 자원의 세부 독립변수들이 각 영역별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이고 복잡하다. 주관적 계층의식, 인지기능, 우울증, 규칙적 운동, 자녀와의 연락
빈도는 세 가지 삶의 만족 모두에 같은 방향(+ 또는 -)의 영향을 미친다. 가구총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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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순자산, 경제적 지원, 만성질환, ADL, IADL, 주관적 건강상태, 자녀와의 근접성, 손
자녀 돌봄은 특정 영역의 삶의 만족도에만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연령은 각 영역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서로 다르다. 이처럼 각 자원별
독립변수와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세 가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이며 복잡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주관적 의식이 삶의 만족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경제자원 중 주관적 계층의식은
경제상태, 건강상태, 자녀관계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건강자원 중 주관적 건
강상태가 경제상태 및 건강상태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
자산 같은 객관적 경제자원, 만성질환과 같은 객관적 건강자원 못지않게 응답자 스스로
인식하고 평가하는 주관적 자원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자신이 얼마만큼의
자원을 가졌는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얼마만큼의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
는가도 삶의 만족에 있어 중요하게 작동한다.
다섯째, 노인돌봄의 사회 제도화가 강화되어야 한다. 건강자원 중 ADL은 자녀관계 만
족도에 부(-)의 영향을 주며, 연령도 자녀관계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준다. 이러한 결
과는 노인돌봄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중
고령자의 일상생활 어려움 정도가 증가할수록, 중고령자 연령이 증가할수록 중고령자의
자녀관계 만족도가 감소한다. 속담에 “긴 병에 효자없다”라는 말이 있다. 노인돌봄은 가
족 간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한 가정이 부담하기 어려운 책임이 되었다.
2008년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도입되었지만 사회적 노인돌봄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노인돌봄 서비스의 양적, 질
적 향상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연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소득과 자산은 경제상태 및 건강상태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경제적 지원은 자녀관계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금소득은 경제상태, 건강상태, 자녀관계 만족도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OECD국가에 비해 제도 도입이
늦었고 연금액이 중고령자의 주요 소득원으로 역할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2008년 1월에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
인 소득대체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우리 사회는 미국, 일본과 같은 다른 선진국에 비
하여 노인인구의 빈곤율이 높은 수준이다. 2015년 현재 66세 이상 고령인구 빈곤율이
45.6%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고령인구가 체감할 수 있는 연금제도의 개선이 필
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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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한 이후 2018년에 고령사회
(aged society)가 되었고 2026년에 초고령화사회(super 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미처 대처할 수 없을 정도의 쓰나미급 사회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문
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노인자살, 노인돌봄, 노인 의료비용증가, 노인 일자리, 노인의 사
회적 고립 등이 그 일례다. ‘노화’라는 피할 수 없는 자연적 현상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성공적 노화’, ‘생산적
노화’를 위한 사회정책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정책은 고령인구의 삶에 대한 이해와 관련
지식의 축적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현실적 필요를 고려할 때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을
다차원적으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세분화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10년 간
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경제, 건강, 관계자원 측면에서 고찰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면 첫째, 분석한 자료가 자기 보고식
(self-report) 주관적 자료라는 점이다. 삶의 만족 자체가 개인의 주관적 가치판단이 개입
될 수밖에 없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보고식 자료가 가지는 객관성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연구결과를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영향요인으로 사용한 세 가지 자
원, 즉 경제, 건강, 관계자원 중에서 관계자원이 자녀관계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
고령자가 가지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자원을 연구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중고령자에게
자녀, 손자녀 등 가족관계가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여가활동, 봉사활동, 친목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도 중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중고령자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변수를 추가하여 관계자원을 보다 포괄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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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and Three Resources:
Economy, Health, and Relationships
Yoo-Ji No, Hye-Kyong Lee, Won-Hyung Lee & Chung-Lae Cho
This study explored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people in South Korea. Panel data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from 2006 to 2016 were employ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Changes and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over the last 10 years were
investigated. Life satisfaction was divided into three dimensions: economy, health, and
relationships. Three regression models were developed to understand the determinants of
the three dimensions of life satisfaction with economy, health, and family relationship
resources employ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First, it was found that economy
satisfaction continued to increase over the last 10 years, health satisfaction changed little,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continued to decrease. Second, relationship satisfaction was
always the highest in terms of life satisfaction and economy satisfaction was always the
lowest. Third, the three resources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three dimensions of life
satisfaction. Finally,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people is equally dependent on the
objective and the subjective amount of resources.
【Keywords: Life Satisfaction, Elderly People, Economy Resource, Health Resource,
Relationship Resour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