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행정학석사 학위논문

노인의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도시·농촌 비교연구

-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2020 년  2 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이 장 범



노인의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도시·농촌 비교연구

-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순 은

이 논문을 행정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 년   9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헹정학과 행정학전공

이  장  범

이장범 의 행정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 년  12 월

위 원 장 이 승 종 (인)

부위원장 김 윤 지 (인)

위 원 김 순 은 (인)



- i -

국 문 초 록

세계적인 고령화의 흐름에 따라 노인에 관한 연구가 그 중요성을 더

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삶의 만족도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는 노인연구의 핵심 주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흐

름의 맞게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

였다. 사회자본은 20세기 후반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이래로 행정

학, 정치학, 사회학 등 전반적인 사회과학의 중요한 연구주제로 자리 잡

았다. 사회자본은 인적, 문화적, 경제적 자본 등의 물리적 자원과 구분되

는 개념으로 학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넓게는 관계로 인해 형

성되는 자본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간의 정(+)의 상관관계를 지지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는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단선적인 모형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보다 다양한 모형의 대입을

통해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이 가지는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회적 지원은 정

부나 지자체 등 사회 전반에 의해 제공되는 재정, 건강, 일상생활 수행에

필요한 도움이나 정보를 뜻한다. 사회자본과 대비되는 특성을 가진 물리

적 자원에 가깝다. 사회적 교환이론에 따르면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상

호 호혜성에 근거하여 유지되는 교환관계가 성립하고 유지될 때 높아진

다. 은퇴, 건강 등의 이유로 활용 가능한 자원이 부족한 노인들은 교환관

계를 점점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삶의 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

이다. 따라서 정부 지원 등을 통한 노인의 자원보충은 노인의 삶의 만족

도 증진의 중요한 요소이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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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지역 구분 없이 진행된 까닭이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비교연

구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과

거 강력한 중앙집권을 통해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만큼 도

시와 농촌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보다 적

실성 있는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먼저 도시와 농촌의 노인을 나누어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간의 인

과관계를 규명하였다.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를 ‘신뢰’, ‘네트워크’, ‘사회참

여’로 나누었으며 도시의 경우 모든 변수가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상

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농촌의 경우 ‘네트워크’와

‘사회참여’는 정(+)의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으나, ‘신뢰’는 유의미

한 영향력을 가지지 않았다.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자본이 각각 다른 의

미를 지니는 것이다. 한편 농촌에서는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가 밝혀지

지 않았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유의미한 음(-)의 조절효과를 가진 것으

로 드러났다. 물리적 자원이 사회자본과의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교환

관계를 원활하게 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물리적 자원이 사회자본의 대

체재로 작용한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규

명함으로써 도시-농촌 비교연구의 의미를 찾았다. 둘째, 사회자본과 삶

의 만족도 간의 관계가 단선적 모형이 아닌 것을 밝혀냄으로써, 다양한

모형을 가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사회자본, 삶의 만족도, 사회적지원, 조절효과, 도시농촌비교

학 번 : 2018-2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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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고령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특히 선진국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그중

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이경은·김순은,

2014).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고령화율이 14.8%를 기록하며 고령화 사

회를 넘어선 고령사회1)에 진입하였으며 고령화 속도가 앞으로 더 빨라

질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19).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인과 노인의 삶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학문적 관심도 늘어났다. 그러

나 아직 충분한 연구와 그로 인한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기술의

발전으로 노인의 기대수명은 눈에 띄게 늘어났으나 나이가 들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오히려 자살률이 높아지는 현실이다 (정순둘·성민현,

2012).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의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 예

상되는 가운데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점점 그 중요성을 더

하고 있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져 왔

다. 그만큼 연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어왔다. 성별, 연령, 학력, 경

제력, 직업, 배우자 유무, 종교 유무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권중

돈·조주연, 2000; 리해근·하규수, 2012)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결속감(김

명일·김순은, 2019; 김영범·박준식, 2004), 사회적 지원(고명철, 2013), 사

회적 지지(김정엽, 2010; 김기태·박봉길, 2000) 등의 폭넓은 변수들이 삶

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낸 연구들이 등장했다.

고령화 현상 이외에도 현대사회에는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컨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형성되

1) UN(국제연합)은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만 65세 이상)의 비율이 7% 이상

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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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개인의 역할보다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일들이 더욱 많아

졌다. 이에 따라 Coleman(1998)과 Putnam(1993)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된 사회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자본이란 인

적, 문화적, 경제적, 자본과는 구분되는 사회적 특성을 가진 자본이다. 개

인이 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자본의 중요성이 더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자본은 개인이

가진 자본의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연구가치가 높다. 실제로 사회자

본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

다(황성호·이희선, 2019; 김준표·김순은. 2018; 김혜연. 2011; 김석일·오현

옥, 2013). 학자마다 내린 사회자본의 정의는 다소 달랐으나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주를 이루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인 개발을 통해 유래없는 성장을 이뤄냈

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극심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낳았다. 이로

인해 서울 및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 간, 또는 도시와 농촌 간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차이가 상당하다(손신영, 2006). 따라서 과거의 방식처럼

중앙정부의 정책을 일괄적으로 전파하는 하향식 정책 결정방식

(Top-down decision making)보다는 각 정책대상자의 특성과 정책환경

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도

시와 농촌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 속에서 각종 집단을 비교하고 각각

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연령대별

비교(정순둘·성민현, 2012), 동거자 유무 비교(김준표·김순은, 2018), 소득

별 비교(박성민·김선아, 2014) 등 다양한 비교집단 간 연구가 진행되었

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비교, 특히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

가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차적으로 도시와 농촌에서 각각 나타나는 사

회자본과 노인의 삶의 만족도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자본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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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관계

에서 사회적 지원이 가지는 조절효과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자본과 노인의 삶의 만족도 간 관계 속에서 정부의 역할을 검증하고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65세 이

상 노인을 대상으로 행해진 ‘건강한 노화와 웰다잉에 대한 인식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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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연구가설의 설정

제 1 절 노인의 삶의 만족도 연구의 개관

1. 삶의 만족도

만족스러운 삶의 정의와 그 조건들은 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오랫동안 고민해온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삶의 만족도는

삶의 질, 생활만족도, 행복감 등의 용어와 혼동되어 사용되며, 학자와 연

구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내려지고 있다(정순둘, 2003). 저출산과 고령화

의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노인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였고 이

에 따라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높아졌다. 그리고 노

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노인복지의 중요한 목표로 여겨진다(정

혜정 외, 2000). 그러나 노인의 삶의 만족도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고

상황과 관점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 정의와 측정방법이 사회과학

의 중요한 연구주제로 떠올랐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Neugarten et al.

(1961)이 활동이론과 분리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처음 정의 내리면서 탄

생했다. 이들은 삶의 만족도를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기쁨을 얻어내는

정도, 혹은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삶의 목표를 이뤘다

고 생각하는 정도,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정도로 정의

했다. 그리고 Havighurst et al.(1968)은 삶의 만족도를 현재 영위하고 있

는 삶에서의 지위와 그것의 활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서적 만족감이

라고 정의하였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논

제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삶의 만족도의 차원에 관한 것이다. 삶의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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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일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하

는지에 관한 논의이다. 예컨대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한국 노인연구에

기여한 ‘노인 생활만족도 척도’(최성재, 1986)는 단일차원적인 속성을 갖

는다. 과거, 현재, 미래 등 3가지 하위영역을 설정했으나 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크게 유의미하지 않아서 결국 단일차원의 노인 생활만족도 척도

를 만들었다. 그 밖의 다른 연구들은 대부분 삶의 만족도가 다차원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본다. Neaugarten et al.(1961)은 삶의 만족도를 다섯

가지 차원에서 바라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Felce, D & Perry, J(1995)는

신체, 사회, 정서, 물질, 생산 영역만족도를 삶의 만족이 5가지 하위척도

로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자면, 정명숙(2007)은 삶의 만족에 신체, 물질, 사

회, 정서, 생산영역과 더불어 성격 특성을 추가하였다. 리해근·하규수

(2012)는 자아존중 만족도, 신체 건강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정서 상

태 만족도, 경제생활 만족도 등으로 세분화하여 삶의 만족도를 측정했다.

권중돈·조주연(2000)은 삶의 만족도를 심리적 안녕, 행복, 사기로 본다면,

세 가지 개념은 상호보완적인 특징을 가지지만 시간의 척도를 대입해봤

을 때, 만족은 과거와 관련되었고, 행복과 사기는 각각 현재와 미래와 연

관된다고 주장했다. 최성재(1986)도 삶의 만족도를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더불어 미래에 대한 전망 및 기대감의 긍정적인

정도로 정의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삶의 만족도는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까지 연관된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

다.

두 번째 논의는 삶의 만족도를 주관적인 지표로 바라봐야 할지, 객관

적인 지표로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것이다. Frey & Stutzer(2000)은 행

복을 객관적인 행복과 주관적인 행복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봤다. 이들은

객관적인 행복을 뇌파 측정과 같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행복으로, 주관적 행복을 설문조사와 같이 인간의 인지적 과정을 거쳐

알 수 있는 행복으로 정의했다. 주관적인 행복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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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자들은 행복감이 객관적인 상황 자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삶의 만족도

개념은 객관적인 지표만을 측정하는 것을 넘어서 주관적인 의미가 강조

되고 있다.

2. 관련 이론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이론에는 역할이론(Role theory), 활

동이론(Activity theory), 지속성 이론(Continuity theory) 등이 있다. 먼

저 역할이론은 노인이 노화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설명한다(Hooyman,

N. R., & Kiyak. H. A., 2005). 역할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각자에게 맞

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 안에서 존재 이유를 찾는다. 사회적 역할은

보통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개인에게 학습되며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

행하지 못하거나 상실할 경우 개인의 정체성이나 자아존중감을 해칠 수

있다(김정석, 2007). 역할이론을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적용하면, 노인이

노년에 잘 적응하고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변화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두 번째로, 활동이론의 적용을 통해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할 수

있다. 활동이론은 개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역할이론과

비슷하다. 그러나 역할이론이 노년기로 변화와 동반되는 역할의 변화에

노인이 적응하느냐에 집중했다면 활동이론은 역할상실과 이를 대체할 새

로운 역할을 찾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김정석,

2007). 노인이 과거와 비슷하게 활동하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고 이를 충

족시킬 때 노년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이론은

노인의 사회참여와 활동을 장려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시도의 뒷

받침이 된다.

세 번째, 지속성 이론을 통해 노인의 노년 적응을 설명할 수 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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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상실한 역할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면서도 원래의 기본적인 행동유형이 유지된다. 노화로 인

해서 개인의 특징이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노년에 접어들어 새로 맞아들인 역할과 생활양식

이 과거의 것과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Atchley, R. C.

(1989)에 따르면, 이러한 지속성은 내적 지속성과 외적 지속성으로 나뉜

다. 내적 지속성은 과거 경험과 기억을 기반으로 한 개인의 내적 일관성

을 의미하며, 이는 안정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욕구에서

시작된다. 외적 지속성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연관되는데 익숙한 환경에

서 익숙한 사람들과 관계 맺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온다. 지속성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지속성을 유지될 때 노인은 노년에 잘 적응하

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3.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가지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뤄졌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가

지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나이와 노인의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연구(석재은·장은진, 2016; 서경현·김영숙, 2000; 최현석·하정철, 2012; 문

지현·김다혜, 2018) 성별과 노인의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연구(석재은·

장은진, 2016; 권은비·이정화, 2012; 서경현·김영숙, 2000; 최현석·하정철,

2012), 교육수준과 노인의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연구(최현석·하정철,

2012; 문지현·김다혜, 2018; 서경현·김영숙, 2000), 각종 경제적 상황과 노

인의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연구(정순둘·김미리 2019; 석재은·장은진,

2016; 박선숙, 2019; 조명희, 2000; 문지현·김다혜 2018; 정명숙, 2007; 최

현석·하정철, 2012), 배우자 유무와 노인의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연구

(권은비·이정화, 2012; 서경현·김영숙, 2000; 최현석·하정철, 2012), 건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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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와 노인의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연구(권은비·이정화, 2012; 최현석·

하정철, 2012; 김명일 외, 2019; 조명희 2000) 등이 있었다.

인구통계학적 요인 이외에도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사회참여 등 사회적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정순둘·

김미리, 2019; 석재은·장은진, 2016; 권은비·이정화, 2012; 문지현·김다혜,

2018; 권중돈, 2000)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박탈감과 노인의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연구(김홍철; 2019), 사회적 지원과 노인의 삶의 질의 관계

에 관한 연구(김명일 외, 2019; 하경분 외, 2014, 권중돈, 2000; 김석일·오

현옥, 2013), 자녀와의 관계와 노인의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연구(서경

현·김영숙, 2000; 조명희, 2000; 김명일·김순은, 2019), 사회자본과 노인의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연구(김준표·김순은, 2018; 정순둘·성민현, 2012;

김혜연, 2011; 김석일·오현옥, 2013)등이 있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영

향요인을 밝히고자 했던 연구를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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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독립변수 특이사항

정순둘·김미리(2019)

서비스 지원에 대한 인지,

학력, 주관적 경제적 지위,

사회참여

석재은·장은진(2016)
연령, 성별, 관계요인,

월평균소득, 주관적건강상태

독거노인

대상

권은비·이정화(2012)
성별, 배우자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마을주민과의 관계

박선숙(2019)
배우자 동거, 고용상태,

공적연금, 사적연금

서경현·김영숙(2000)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 자녀만족도

최현석·하정철, (2012)
성별, 교육수준, 연령, 건강상태,

소득, 배우자 유무

김홍철(2019) 사회경제적 박탈, 우울

오정숙(2019)
사회활동, 자아통합감,

사회보험서비스, 요양서비스

박선숙 (2018) 사회관계, 가족관계

김명일 외 (2019)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수준,

우울, 주관적 건강인식

문지현·김다혜 (2018)

연령, 소득, 교육수준,

지역주민을 돕는 빈도,

지역주민 신뢰도, 생활문화

기반시설만족도

독거노인

대상

조명희 (2000)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수준, 생산적 여가활동,

소비적 여가활동, 배우자 지지

,자녀 지지, 자아존중감, 외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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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특이사항

하경분 외 (2014)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참여만족도, 교육만족도

일자리사업

참여노인

권중돈 (2000) 동거자 여부, 사회 지지망

지역복지관

서비스를

받는

독거노인

정명숙 (2007) 소득수준, 성격 변인

김준표· 김순은

(2018)
사회자본, 공적연금 수급액 독거노인

정순둘, 성민현

(2012)
사회자본 연령별 비교

김혜연 (2011) 사회적 자본

김석일·오현옥 (2013) 사회자본, 사회지원
신체활동

참여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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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농촌 비교연구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이어진 중앙집권적 개발과 서울 및 수도권

으로의 자원집중을 통해 극적인 성장을 이뤄냈으나, 이는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차이를 유발했다(김순은, 2018). 따라서 중앙정부

의 정책이 일괄적으로 지방정부에 전달되어 실행되는 것은 정책에 지방

의 환경을 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김순은, 2004). 이러한 흐름에 맞춰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들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상황을 비교하는 연

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박순미(2010)는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도시지역

노인과 농촌지역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의 차이를 밝혀냈

다. 우울 수준, 취업 기간, 친한 사람을 만나는 정도가 생활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일·김순은(2019)은 부

모-자녀 간 결속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영

향의 도시-농촌 차이를 밝혀냈다. 도시 노인은 일자리와 소득의 창출을

위한 지원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농촌의 경우에는 건강지원 체계가 우선

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최경희·조덕호, 2013). 석소

현·김귀분(2008)은 농촌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위하여 자아존중감과 생

활만족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밝혀냈다. 그리고 오승환·윤동성

(2006)은 도시, 농촌, 어촌을 비교했는데, 도시지역의 노인은 독거 여부와

자녀 만남 정도가, 농촌지역의 노인들은 연령과 주관적 건강 인식이, 어

촌지역의 노인은 수급관자 여부, 주관적 건강의식,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

능력(IADL)이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밝혀냈다.

본 연구에서도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였다. 이는 지역의 패턴을 비교분석

하고,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적실성있는 정책적 제언을 하기 위함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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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가설의 설정

1. 독립변수 : 사회자본

1) 사회자본의 개념

20세기 후반에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래로,

사회자본은 행정학, 정치학, 정책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전반에서 중요

한 주제로 자리 잡았다(박희봉, 2002). 사회자본은 인적, 문화적, 경제적

자본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연구자에 따라 다른 정의를 갖지만 다양한

정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사회자본이 개인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이다. 사회자본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회적 연계망(social network)의 가치를 강조하

는 것이다(Field, 2003). 사회자본은 자본의 물리적 결합방식만으로는 완

벽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사

회자본의 구축에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외부성을 가

진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어떤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영역의 수준을

파악할 때 사회자본이 그 척도로 쓰이기도 한다.

모든 학자가 사회자본의 긍정적인 면만 본 것은 아니다.2) 사회자본이

2) 김순은·최지민(2016)은 직접적인 교류관계에서만 유익한 결과를 창출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당하는 마피아식 사회자본(social

capital in criminal networks)는 사회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마

피아식 사회자본은 주로 극단적으로 폐쇄된 집단에서 발견된다. 구성원 간 깊은

신뢰와 유대관계가 형성되지만 그만큼 외부와의 연결성을 잃고 배타적으로 행

동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자본은 대부분의 사회에 어느정도 존재한다. 그러나

사회가 가진 제도적 역량이 부족할 경우 마피아식 사회자본이 특히 문제가 되

는데, 이 경우 제도가 아닌 깊은 유대관계에 기반한 조직의 방식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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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Olson(1982)은 사회조직이 항상 새로

운 이익의 창출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소득을 자신이 유

리한 쪽으로 분배하려는 특수이익집단이 생길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 경

우 사회의 총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 Olson의 주장이다(김순은·최

지민, 2016). Bourdieu(1986)는 사회자본을 통해 자본주의사회에서 계급

불평등을 설명하였다. 자본주의사회의 부르주아 계급이 경제적 자본과는

달리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문화, 사회자본을 이용하여 자본을 쌓고

이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시킨다는 것이 Bourdieu의 시각이다(김혜연,

2011).

사회자본은 1990년대 본격적으로 연구주제로서 가치를 인정받았으나

사회자본이라는 용어의 기원은 19세기에서 찾을 수 있다. Tocqueville

(1863)은 미국사회의 발전을 설명하면서 자발적 결사체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조직은 시민사회의 구성원인 시민을 교육하

고 참여를 유발하며 시민들 간 협력을 촉진한다. 시민성(civicness)을 증

진시키는 것이다.

이후 자발적 결사체를 넘어 현대의 사회자본과 비슷한 다방면적인 사

회자본을 고안해내며 한 단계 발전시킨 학자는 Hanifan(1916), Loury(

1977) 등이 있다(최지민, 2015). Hanifan은 집단 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유대감 등의 집단적 가치에 의해 생겨난 선의, 동료의식, 상호

교감 등이 사회적 집합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Loury는 Hanifan의 사회적

집합의 개념에 학술적 가치를 더하였다. 사회자본을 인적자원으로 봄으

로써 주류집단과의 사회적 연계를 개인의 능력이나 후천적 노력만큼 삶

의 방향과 양상에 큰 영향력을 가진 변수로 보았다(최지민, 2015).

이전 학자들의 논의에도 사회자본은 다소 애매한 개념으로 남아있었

으나 1980년대 이후 Bourdieu(1983, 1986), Coleman(1988, 1990), Putnam

(1993, 1995, 2000) 등의 연구를 통해 더 간결하고 구체적인 개념으로 거

듭났다(최영출, 2004). 이들은 사회 안에 있는 인적자본, 물적자본과 차별

성을 가지는 사회자본을 정의하였다. Bourdieu(1983)는 사회자본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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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가능한 네트워크 및 상호 간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제도화된 관계에서

획득할 수 있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내렸다. 이에

따라 그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자원이 작더라도 사회자본을 통해

자본의 총량을 늘릴 수 있다고 보았다(문유정·주미연, 2019). 더 나아가

사회자본이 단지 우연적인 유대와 네트워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선택적이며 필수적인 관계로 인한 주관적 의무감을 포함한다고 강조하였

다.

한편 Coleman(1988,1990)은 사회자본을 “개인 간에 형성된 관계구조

에 존재하며 개인이 특정 행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사회자본

이 개인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자본이 조직 내 구성원들로 하여금 해당 네트워크가 촉진하는 특정

한 방향의 행동을 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사회자본의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Coleman(1988)은 사회자본이 단일한 실체로서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두 개의 요소가 공존하는 다양한 실체로

본다. 다시 말해서, 어느 한 실체가 지향하는 가치 있는 행동이 반대편에

서는 쓸모없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

한 개념적 기반을 가지고 콜먼은 수평적 단체뿐만 아니라 수직적 단체에

서의 사회자본을 설명하며 사회자본의 개념을 확장했다(박희봉, 2002).

그리고 그는 사회자본이 가지는 바람직한 생산적 속성(productivity)에

집중하였으며 특별히 부정적인 사회자본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았다(최

지민, 2016). 한편 Coleman(1990)은 사회자본이 신뢰, 네트워크, 규범 등

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더 정확히 ‘신뢰와 의무’, ‘정보 채널’, ‘규범과 효

과적인 제재’를 통해 집단과 집단의 구성원들이 이익을 얻는다고 본다

(서혜숙, 2006). 이를 통해 인적, 자연적, 물리적, 경제적 자본 등과 구분

하며 그 학술적 의미를 강화하였다.

Putnam(1993)은 기존의 사회자본 연구가 실물경제 속 자본적인 관점

과 교육 및 사회의 폭넓은 자원을 살피는 것에 한정되어있는 것을 꼬집

으며 사회자본에 정책적 측면을 도입함으로 생산요소로서의 가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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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적인 분석을 가능케 했다. Putnam(1993)은 사회자본을 “네트워크,

규범, 신뢰와 같이 구성원들이 집단의 공유목적을 달성하고, 상호의 이익

에 도달하기 위하여 조정과 협력을 돕는 특질”로 정의했다(황성호·이희

선, 2019). Putnam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이탈리아 남부와 북부 지역이

경제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과 미국의 시민성이 쇠퇴한 것이 사회자

본과 연관된다고 설명하였다. Putnam에 따르면, 어떤 지역의 시민의식은

그 지역 내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과 연관된 자발적 결사체, 그리고 개인

들이 자발적으로 가지는 관계망의 형태에 의해 결정된다(최지민, 2016).

이탈리아 남부의 도시들이 시민성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조직에 참여하는 습관 때문이고 이러한 차이가 경제적 차이를 불러

일으켰다고 본다. 그리고 미국의 시민성 쇠퇴도 결국 자발적 결사체가

감소하여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Putnam은 수평적, 수직적 구조 모두에 관심을 두고 단체의 영

향력을 강조했던 Coleman과 달리 사회자본을 수평적 단체로 보고 단체

의 구성원들이 그 단체의 생산성에 각자의 영향력을 가진다고 보았다(박

희봉, 2002). 그는 개인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참여가 이루어져 결사체를

조직하게 되고 이러한 자발적 결사체가 모여 사회자본을 구축한다고 주

장한다. 사회적 관계와 그로 인한 이득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 개인은 수

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상호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

력의 과정에서 최선의 협력상태가 촉진된다는 것이다 (Serageldin, I., &

Grootaert, C., 1998).

특히 Putnam(1993)은 시민적 참여의 연결망이라고 할 수 있는 네트

워크가 사회자본의 기본요소인 협력과 의사소통을 촉진한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가 사회 내 모든 의사소통과 그에 대한 신뢰성을 세울 수 있는

핵심요소라고 보는 것이다. Putnam(1993)은 전 세계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순번제 융자조직(rotating vredit association)3)을 예로 들며 자

발적 협동을 설명한다(소진광, 2004). 후속연구(Putnam, 2000)를 통해 사

3) 우리나라의 계모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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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소 중 네트워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사회자본을 “개인 간의 네트워크, 다시 말해서 시민

의 참여로 인한 연결과 이에 따른 호혜성의 신뢰와 규범”으로 재정의하

였다(황성호·이희선, 2019).

Bourdieu, Coleman, Putnam 이외에도 Lin(2001), Paxtion(1999),

Fukuyama(1995) 등의 학자들에 의해 원활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다양

하게 정의 내려졌다. 사회자본을 연구한 주요 연구자들이 내린 사회자본

의 정의들은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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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다양한 사회자본에 대한 정의

학자 사회자본의 정의

Bourdieu
(1983, 1986)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및 상호인식을 기반으로 한
제도화된 관계에서 획득할 수 있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자원의 총합

Baker(1990) 행위자들과 특정 사회구조 간 관계의 변화에 의해
생성되는 관심영역으로부터 비롯된 자원

Burt(2007)
사회적 자본은 경험의 차원에서 이해 가능하며, 경
험들 간 연결성을 확보한 개인일수록 사회적 자본
의 형성에 장점이 있다.

Putnam(1995)
규범, 신뢰, 네트워크와 같이 구성원들이 공유된
목적을 달성하고, 상호의 이익에 도달하기 위하여
조정과 협력을 돕는 특질.

Coleman (1988)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존재하면서 개인으로 하여
금 특정 행동을 촉진하는 것

Lin(2001) 집단 구성원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책임과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자원

Fukuyama(1995) 종교 등의 전통적인 윤리의 비합리적인 요소로부
터 발생한 합리적인 문화적 습관

Migheli(2005) 개인이 가진 다른 개인과의 관계의 총합

정순둘·성민현

(2010)

형태가 없는 가상의 자본이며 사회나 개인들 간
의 관계에 따른 집합체로서의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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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자본의 분류와 구성요소

사회자본은 다양한 정의만큼 그 범위와 대상의 설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개인 혹은 집단 내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사회자본은 범

위가 지역사회, 혹은 국가 단위로 확장되었을 때 구성요소가 일반화

(generalized)된다(모지환·이중섭, 2016; Woolcock & Narayan, 2000; 황

선영 외, 2019). 폐쇄적인 성격의 집단 내 사회자본과 구분되는 일반적인

사회자본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집단 내부에서 형성되는 사회자

본을 결속형 사회자본(boding social capital), 국가나 집단 간에 형성되

는 사회자본을 가교적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 혹은 연계적 사

회자본(linking social capital)으로 분류한다(Woolcook, 1998). 한편 지역

사회 혹은 국가 수준의 일반화된 사회자본은 제도나 구조에 의해서 영향

을 받는다( Woolcock & Narayan, 2000). 이에 따라 네트워크, 참여, 제

도 등을 구조적 사회요소로 분류하며 신뢰, 호혜성 등을 인지적 사회자

본으로 구별하기도 한다(한상미, 2007; 황선영 외, 2019).

사회자본의 정의와 분류에 대한 논의 이외에도 학자들 사이에서 사회

자본의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논의가 있다. 사회자본이 외생성을 가진다

는 입장과 내생성을 가진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먼저 사회자본이 외생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문화적 특성, 지역의 위치와

같이 거시적 차원의 요인들과 성별이나 등과 같이 이미 정해진 것이 사

회자본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김순은·최지민, 2016). Migheli(2005)는 성

별과 문화적 배경, 가정교육 등의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사회자본이 형

성된다고 주장했다. Fukuyama(1995)도 사회자본을 문화 현상의 한 종류

로 보면서 개인이 처한 환경이 사회자본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

았다. 반면 Coleman(1988)은 개인의 노력으로 사회자본이 형성되고 축적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Putnam(2000)은 지역적 구조가 영향력을 가지지

만 이는 결국 개인에 의해 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김순은·최지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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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연구의 목적 등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하

였다. 대부분의 연구가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서 ‘신뢰’와 ‘네트워크’를

포함하고 있다. ‘신뢰’와 ‘네트워크’만으로 사회자본을 측정한 연구(우명

숙·김성훈, 2017)뿐만 아니라 두 변수에 ‘참여’ 등의 변수를 추가하여 사

회자본을 측정한 연구(김혜연, 2011; 문유정·주미연, 2019; 최미영 외,

2014; 임선미·이보영, 2016; 어유경 외, 2017)도 있다. 한편 거시적 수준

의 사회자본을 측정하고자 ‘규범’ 또는 ‘제도’를 구성요소로 투입한 연구

도 존재한다(하성규·박기덕, 2011; 윤두섭·오승은, 2007; 최종태 외,

2016). 그리고 거시적 변수, 미시적 변수를 모두 포함하거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변수를 투입한 사회자본 연구들도 있다(정순둘·성민현, 2012; 이

정규, 2009; 김창일, 2017; 박혜영·김정주, 2012 김명일 외, 2019)

3)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

면서 자연스럽게 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

도 간의 관계는 두 가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서구 사회에서

진행된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자본이

가진 심리적인 기제에 주목한다(우명숙·김성훈, 2017). Helliwell,

&Putnam (2004), Dekker·Uslaner(2003)에 따르면, 개인과 다른 개인들

간의 원활한 교류와 신뢰감을 통해 만족감과 활력을 얻는다. 둘째, 사회

자본은 단순히 심리적인 요인을 넘어서 개인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산(asset)’ 혹은 ‘자원(resource)’이 될 수 있다(Bourdieu 1986;

Lin 2001; Portes 1998;). 자원의 활용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킨다

고 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자

본을 신뢰, 네트워크, 참여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사회자본에 대한 미

시적 접근으로, 미시적 사회자본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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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자원 또는 관계구조를 의미한다(어유경 외, 2017). 그리고 개인

수준의 사회자본을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 정의로 사용될 수 있

다. 김순은·최지민(2016), 김혜연(2011), 어유경 외(2017), 임선미·이보영

(2016), 김우락·구자훈(2011) 등의 연구에서 본 연구와 같은 기준으로 사

회자본을 분석하였다. 각 변수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신뢰

신뢰는 타인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인지적 반응 혹은 상태를 의미한

다(김순은·최지민, 2016). 결과에 대한 기대감에 당장은 개인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심리상태, 혹은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토대이다(Fukuyama, 1995, 1999). 그리고 신뢰를 통해 협력이 이

뤄지는데 상대방의 배신할 경우 얻게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손해를 알고

있음에도 조직과 다른 조직원을 위하여 협력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마음

가짐이 신뢰이다(Olsen, 1965).

따라서 수많은 학자들이 사회자본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신뢰를 뽑

는다. 예컨대 Coleman과 Fukuyama는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중 신뢰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뽑았다(황성호·이희선, 2019). 또한 Putnam(1995)도

신뢰가 중요한 사회자본의 요소이며 참여,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창출하

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신뢰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이규선 외, 2014; 김석일·오현옥, 2014; 최종태 외, 2016; 최미영

외, 2014). 특히 정순둘·성민현(2012)은 대상의 연령 집단을 나누어 사회

자본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는데, 65세 이상 인구의

경우 해당 연구에서 사회자본으로 정의한 ‘사회참여’. ‘신뢰’, ‘네트워크’,

‘규범’ 중 오직 ‘신뢰’만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신뢰와 삶의 만족도에 관한 가설들을 도

출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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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1) 도시노인의 신뢰는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가설 2-1) 농촌노인의 참여는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2)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집단 내에서 규정된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나

타난 형태라고 볼 수 있다(Knoke & Kuklinski, 1982). 다시 말해서, 네

트워크는 개인과 집단 등의 모든 행위자 간 연계형태를 의미한다(황성

호·이희선, 2019). Putnam(2001)이 네트워크를 사회자본의 핵심으로 뽑을

만큼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의 큰 축으로 인정된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대부분의 연구가 개인이 가지는 네트워크의 수

나 종류가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주장하였다(이정규, 2009; 이기홍,

2005; 박성복, 2003; 김태현 외, 1998; 최종태 외, 2016, Helliwell, 2006).

특히 홍윤오(2019)는 사회자본으로서의 네트워크가 삶의 만족도에 대하

여 가지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는데, 네트워크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밝혀내었다(김석일·오현옥, 2013). 선행연구 검토

를 통해 네트워크와 삶의 만족도에 관한 가설들을 도출해 내었다.

(가설 1-2) 도시노인의 네트워크는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가설 2-2) 농촌노인의 네트워크는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3) 사회참여

사회참여는 모든 형태의 참여와 시민으로서의 참여를 포함하며, 대부

분의 사회자본 연구에서는 참여를 사회자본의 세부요소로 간주한다(김순

은·최지민, 2016). 그러나 참여가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논리는

다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참여가 사회자본의 구성요소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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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이 충분히 축적된 이후 발생하는 현상에 가깝다는 주장도 있다

(이숙종·유희정, 2010). 그럼에도 사회참여가 지속적으로 사회자본의 구

성요소로 포함되는 이유는 참여가 구성원 간의 호혜적 태도와 집단 및

공동체에 대한 애착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Newton, 1999; 김

순은·최지민, 2016). 또한 김순은(2014)은 사회자본이 정부의 역할과 사

회에 대한 관여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과 중산층의 역할 확대하

고, 사회적 협동 및 참여를 증진하여 시민사회의 발전과 공동체의 정체

성을 보존을 돕는 점을 강조하였다. 사회자본으로서의 사회참여를 강조

하는 것이다.

참여를 사회자본의 결과가 아닌 구성요소로 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

들은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이

정규, 2009; 황성호·이희선, 2019; 박혜영·김정주, 2012; 정순둘·성민현,

2012).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참여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을 도출해내었다.

(가설 1-3) 도시노인의 시민참여는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가설 2-3) 농촌노인의 시민참여는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2. 조절변수 : 사회적 지원

1) 사회적 지원의 개념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은퇴, 건강의 악화 등으로 인해 개인적 자원이

줄어들 여지가 많은 노인은 주로 자녀의 지원을 받거나 정부나 지자체

등의 사회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물질적, 정서적 자원을 수급한다(김수지

외, 2019). 사회적 지원은 노인이 재정, 건강, 일상생활 수행 등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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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나 정보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뜻한다

(김태종 등, 2006). 이러한 사회적 지원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여가복

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보건소나 복지관 같은 공공시설

을 통해 노인에게 제공된다. 그리고 노인들의 자원을 보강해주는 방식으

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도왔다(고승덕·조숙행, 1997). 사회적 지

원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

분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원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으로 밝혀졌다(고명철, 2013).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원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을 도출해내었다.

(가설 1-4) 도시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가설 2-4) 농촌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2) 사회적 교환이론

사회적 교환이론은 Blau(1964), Thibaut & Kelly(1959), 그리고

Homans (1961) 등이 개인이 보이는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한 이론

이다. 경제학과 심리학으로부터 각각 공리주의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Matcha, 1997; 조병은·신화용, 1992). 사회적 교환이론은

인간이 합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태를 보인

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에 따르면 개인은 어떤 교환과정에 있어서

지불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

고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교환을 지속하려고 하지 않는다

(Blau, 1964; Homans, 1961). 그러나 교환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

소 둘 이상의 당사자가 결합해야 한다. 따라서 비용 혹은 보상이 한쪽에

치우칠 경우, 교환관계는 성립하지 않거나 쉽게 깨어진다. 교환관계가 유

지되기 위해서는 양쪽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교환이론을 통해 노인의 삶의 만족감을 설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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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assuth & Benston (1988)에 따르면 사회적 삶은 개인들이 사회교

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만들어지며, 그 교환들 속에서 개인은 동등

한 가치를 교환해야 한다는 호혜성의 규범에 구속받게 된다. 그런데 노

인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소득, 교육수준, 건강 등이 적기 때문에 젊은이

들과 동등한 거래를 지속할 수 없다. 따라서 점차 사회적 교환을 줄이게

되고 결국 거래를 지속할 만큼의 풍족한 자원을 가진 노인만 남게 된다.

이러한 거래에 사용되는 자원은 경제적 자원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서적, 사회적 자원도 경제적 자원과 같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Bengtson et al., 1997). 사회적 교환이론은 노인이 된 후에도 과거와 같

이 다른 세대와 지속적으로 거래할 때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

다고 보는 것이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사회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사회적

지원이 노인의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인과관계 안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자본이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과거에 가졌던 교환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이는 삶의 만

족도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사회적 교환이론의 관점이다(조병

은·신화용, 1992). 과거 영위하였던 만큼의 교환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삶

의 만족도의 조건인 것이다. 최성재·장인협(2006)에 따르면, 사회정책을

통해 노인이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에 더 큰 가치를 덧붙일 수 있다.

인적·문화적·경제적 자본을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은 사회자본이 노인의

거래자원으로 작용하여 삶의 만족도를 창출해내는 과정에서 노인이 가진

다른 자원을 증가시킴으로써 그 과정을 촉진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이지

않는 관계와 관련된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물리적 자원

이 가지는 조절효과가 존재할 것으로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도

출해 내었다.

(가설 3-1) 도시노인의 사회적 지원이 높아질수록 신뢰가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확대(+)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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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2) 도시노인의 사회적 지원이 높아질수록 네트워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확대(+)시킬 것이다.

(가설 3-3) 도시노인의 사회적 지원이 높아질수록 시민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확대(+)시킬 것이다.

(가설 4-1) 농촌노인의 사회적 지원이 높아질수록 신뢰가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확대(+)시킬 것이다.

(가설 4-2) 농촌노인의 사회적 지원이 높아질수록 네트워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확대(+)시킬 것이다.

(가설 4-3) 농촌노인의 사회적 지원이 높아질수록 네트워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확대(+)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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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주요 변수들의 관계에 대한 가설

가설 1-1 도시노인의 신뢰는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가설 1-2 도시노인의 네트워크는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가설 1-3 도시노인의 시민참여는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가설 1-4 도시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가설 2-1 농촌노인의 참여는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가설 2-2 농촌노인의 네트워크는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가설 2-3 농촌노인의 시민참여는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가설 2-4 농촌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가설 3-1
도시노인의 사회적 지원이 높아질수록 신뢰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확대(+)시킬 것이다.

가설 3-2
도시노인의 사회적 지원이 높아질수록 네트워크가 삶의 만족도

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확대(+)시킬 것이다.

가설 3-3
도시노인의 사회적 지원이 높아질수록 시민참여가 삶의 만족도

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확대(+)시킬 것이다.

가설 4-1
농촌노인의 사회적 지원이 높아질수록 신뢰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확대(+)시킬 것이다.

가설 4-2
농촌노인의 사회적 지원이 높아질수록 네트워크가 삶의 만족도

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확대(+)시킬 것이다.

가설 4-3
농촌노인의 사회적 지원이 높아질수록 시민참여가 삶의 만족도

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확대(+)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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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 인구통계학적 변수

노인의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와 더불어 노인의 사회적

지원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그리고 노인의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 속에서 가지는 노인의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를 밝혀내기 위해

선행연구로 밝혀진 노인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통

제하고자 한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변수이다.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삶의 만족도

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등이 있다. 그중 성별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변화한다는 연구는 연

구결과가 다소 나뉘었다. 남성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여성노인의 그것보

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나(석재은·장은진, 2016; 권은비·이정화, 2012;

최현석, 2012),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남성노인의 삶의 만족도보다

더 높다는 연구도 있었다(성기옥, 2016). 이는 성별이 노인의 삶의 만족

도를 결정하는 변수임을 시사한다.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수로로 선행연

구에서 드러난 연령(서경현·김영숙, 2000; 최현석·하정철, 2012)과 교육수

준(정순둘·김미리, 2019; 서경현·김영숙, 2000)을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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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의 분석 틀

본 연구는 사회자본이 많을수록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가

설을 검증하고, 그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가운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성별, 연령,

학력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하였다. 연구의 분석모형을 요약하면

아래 [그림 3-1]과 [그림 3-2]와 같다.

[그림 3-1] 연구의 분석틀 (농촌/노인)

독립변수 종속변수
●노인의

사회자본

- 신뢰

- 네트워크

- 사회참여

● 노인의

삶의 만족도

조절변수
● 사회적 지원

통제변수
● 인구통계학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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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분석자료 및 주요변수의 측정

1. 분석자료 : 건강한 노화와 웰다잉에 관한 인식조사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SSK 고령사회연구단에서 2019년에 시행한 ‘건

강한 노화와 웰다잉에 관한 인식조사 보고서’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본

설문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표본배분방법으로

는 층화비례배분이 활용되었는데 지역 유형(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

별 균등할당, 성/연령 비율을 고려한 비례할당이 각각 1차, 2차 층화로써

이뤄졌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1:1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5% 신뢰구간에서 ±2.53%p의 표본오차를 가진다. 표본

규모는 1500명이다.

분석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643명(42.9%), 여

성이 857명(57.1%)로 여성이 더 많았다. 연령은 65-74세가 831명(55.4%),

75세 이상이 669명(44.6%)으로 구성되어있다. 분석대상이 거주하는 지역

은 대도시가 500명(33.3%), 중소도시가 500명(33.3%), 읍면지역 500명

(33.3%)이다.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759명(50.6%), 일반주택이 741명

(49.4%)으로 구성되어있다. 설문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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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설문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주요 변수의 조작화

1) 종속변수의 측정 : 삶의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을 측정하

기 위하여 Diener, EE, D et al.(1985)가 개발한 척도를 임낙연 외(2010)

가 한국적 맥락에서 재해석하여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문

항은 총 5문항으로 ‘자신의 건강상태’, ‘자신의 경제상태’, ‘배우자와의 관

계(유배우자만)’, ‘자녀와의 관계(생존 자녀가 있는 경우만)’, ‘사회, 여가,

구분 빈도 %

전체 1500 100

성
남자 (643) 42.9

여자 (857) 57.1

연령
65-74세 (831) 55.4

75세 이상 (669) 44.6

지역

대도시 (500) 33.3

중소도시 (500) 33.4

읍면지역 (500) 33.3

주택유형
아파트 (759) 50.6

일반 (741) 49.4

성*연령

65-74세 남자 (395) 26.3

65-74세 여자 (436) 29.1

75세 이상 남자 (248) 16.5

75세 이상 여자 (421)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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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활동,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에 대하여 물어봤으며, 1점부터 5점까

지의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구성되어있다.

2) 독립변수의 측정 : 사회자본

사회자본은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밝힌 것과 같이 ‘신뢰’, ‘네트워크’,

‘시민참여’를 통해 측정하였다. 신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

음’, ‘사람들은 날 공정하게 대해 주려함’, ‘사람들은 대체로 날 도우려

함’ 등의 문항을 통해 측정한다. 네트워크는 ‘이웃들과 자주 얘기하는 편

임’, ‘친구들과 전화, SNS(스마트폰)를 통해 자주 연락함’,‘혈연(친인척)의

연고관계를 자주 이용함’, ‘지연(고향)의 연고관계를 자주 이용함’, ‘학연

(학교)의 연고관계를 자주 이용함’을 통해 측정한다. 시민참여와 관련된

문항은 ‘주민모임(반상회, 노인회 등)에 참여함’, ‘시민운동단체에 참여함’,

‘여가, 취미, 체육, 문화동호회에 참여함’, ‘봉사, 자원봉사단체에 참여함’,

‘정당·정치단체에 참여함’, ‘종교단체에 참여함’으로 구성되어있다.

3) 조절변수의 측정 : 사회적 지원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원은 ‘공무원,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이 개인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줌’, ‘정부 및 지자체가 어르신의 기본적

생활 유지를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해줌’, ‘복지시설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쉽게 이용 가능함’, ‘필요시 언제든지 병원·보건소에서 치료를 받

음’, ‘원하면 언제든지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받음’, ‘어르신 건강 및 복지

를 위한 정보 교육의 기회를 쉽게 얻음’으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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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제변수의 측정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하여 가지는 영향력을 보다 정

확하기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차단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따르면, 성별, 연

령, 교육수준이 삶의 영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석재

은· 장은진, 2016; 서경현·김영숙, 2000) 해당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성별

은 연령은 더미변수화 (남성=1, 여성=2, 65세-74세=1, 75세 이상=2)하였

다. 교육수준은 무학(1), 초등학교 졸업(2), 중학교 졸업(3), 고등학교 졸

업(4),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5), 대학원 이상(6)을 반영했다.

[표 3-2] 변수의 측정문항 및 척도

변수 측정문항 척도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1.자신의 건강상태

2.자신의 경제상태

3.배우자와의 관계

4. 자녀와의 관계

5.사회,여가, 문화활동,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5점 척도

(1: 전혀

그렇지 않

다-5.매우

그렇다)

독립변수

사회자본-신뢰
1.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음
2. 사람들은 날 공정하게 대해 주려함
3. 사람들은 대체로 날 도우려 함

5점 척도

(1: 전혀

그렇지 않

다-5.매우사회자본-네트 1. 이웃들과 자주 얘기하는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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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문항 척도

워크

2. 친구들과 전화, SNS(스마트폰)를
통해 자주 연락함
3. 혈연(친인척)의 연고관계를 자주
이용함
4. 지연(고향)의 연고관계를 자주 이용함
5. 학연(학교)의 연고관계를 자주 이용함

그렇다)

사회자본-시민

참여

1. 주민모임(반상회, 노인회 등)에 참여함
2. 시민운동단체에 참여함
3. 여가, 취미, 체육, 문화동호회에
참여함
4. 봉사, 자원봉사단체에 참여함
5. 정당·정치단체에 참여함
6. 종교단체에 참여함

조절변수

사회적 지원

1. 공무원,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이
개인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줌
2. 정부 및 지자체가 어르신의 기본적
생활 유지를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해줌
3. 복지시설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쉽게 이용 가능함
4. 필요시 언제든지 병원·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음
5. 원하면 언제든지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받음
6. 어르신 건강 및 복지를 위한
정보 교육의 기회를 쉽게 얻음

5점 척도

(1: 전혀

그렇지 않

다-5.매우

그렇다)

통제변수 : 인구통계학적 변수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성 : 1

여성 : 2

연령
귀하께서는 언제 태어나셨습니까?(재코

딩)

65세~74세

: 1

75세 이

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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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문항 척도

교육수준

귀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졸업하셨습

니까?(정규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최종학

력에 답변해 주십시오.)

무학 : 1

초등학교

졸업 : 2

중학교 졸

업 : 3

고등학교

졸업 : 4

대학(전문

대 포함)

졸업 : 5

대학원이

상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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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측정변수의 신뢰도

변수 cronbach’s α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798

독립변수

신뢰 .756

네트워크 .832

사회참여 .784

조절변수

사회적 지원 .838

통제변수 : 인구통계학적 변수

성별 단일문항

연령 단일문항

교육수준 단일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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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분석 결과는 [표 4-1]과 [표 4-2]와 같다. 먼

저 [표 4-1]은 도시노인을 대상으로 한 변수들의 기초통계분석 결과이

다.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의 평균은 3.48(SD=0.585)로 중앙값인 3보다

높았다. 첫 번째 독립변수인 신뢰의 평균은 3.76(SD=0.57)로 각각

2.99(SD=0.79), 2.13(SD=0.81)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이는 네트워크과

신뢰에 비해 큰 값을 보였다.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원의 기초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비교적 높은 지원(평균 3.34, SD=0.67)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는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한 변수들의 기초통계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평균 3.51(SD=0.56)을 보

이며 리커트 5점 척도의 중간인 3점보다 높았다. 독립변수인 신뢰, 네트

워크, 사회참여는 각각 3.87(SD=0.61), 3.09(SD=0.78), 2.12(SD=0.75)를 보

이며 도시노인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변수들이 큰 차이를 보였다. 조절변

수인 사회적 지원은 평균 3.54(SD=0.75)를 보이며 중앙값을 웃도는 결과

를 보였다.



- 37 -

[표 4-1] 기초통계분석 결과 (도시노인)

[표 4-2] 기초통계분석 결과 (농촌노인)

변수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통제변수

성별더미 1000 1 2 1.57 0.50

연령 1000 1 2 1.41 0.49

교육수준 1000 1 6 2.95 1.06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1000 1.4 5 3.48 0.59

독립변수

신뢰 1000 2 5 3.76 0.57

네트워크 1000 1 5 2.99 0.79

사회참여 1000 1 5 2.13 0.81

조절변수 사회적 지원 1000 1 5 3.34 0.67

변수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통제변수

성별더미 500 1 2 1.58 0.49

연령 500 1 2 1.51 0.50

교육수준 500 1 6 2.54 1.09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500 2.2 5 3.51 0.56

독립변수

신뢰 500 2 5 3.87 0.61

네트워크 500 1.2 5 3.09 0.78

사회참여 500 1 5 2.12 0.75

조절변수 사회적 지원 500 1.167 5 3.54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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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표 4-3]과 [표4-4]는 각각 도시노인, 농촌노인과 관련된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이다. 먼저 도시노인 관련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종

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와 독립변수인 네트워크와 사회참여가 각각 0.3554

(p<0.001), 0.3309(p<0.0001)의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며 인과관계를 예상

할 수 있었다.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원과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의 상

관관계는 0.0843으로 비교적 낮았다.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0.0843~

0.3554 사이의 값을 나타내며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수준(0.8; Field,

2005)의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각 회귀분석에서 나타난

변수 간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이 10을 초과하지 않아 다중

공선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았다.

농촌노인의 경우, 신뢰-네트워크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속변수인 삶

의 만족도와 독립변수인 네트워크와 사회참여가 각각 0.4169(p<0.001),

0.4506(p<0.001)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변수 간 인과관계를 예측할

수 있었다.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는 0.1351~0.4506의 값을 보이며 다중

공선성의 발생을 의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그리고 회귀모형에서

변수 간 VIF가 10을 초과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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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도시노인)

1: 삶의 만족도 2. 신뢰 3. 네트워크 4. 사회참여 5. 사회적지원

주 : Pearson’s r, *p<.05 **p<.01 ***p<.001

[표 4-4]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농촌노인)

1: 삶의 만족도 2. 신뢰 3. 네트워크 4. 사회참여 5. 사회적지원

주 : Pearson’s r, *p<.05 **p<.01 ***p<.001

1 2 3 4 5

1 1

2 .2609*** 1

3 .3554*** .3465*** 1

4 .3309*** .2328*** .3667*** 1

5 .0843** .1604*** .2120*** .1818*** 1

1 2 3 4 5

1 1

2 .1351** 1

3 .4169*** .4005*** 1

4 .4506*** -.0039 .4425*** 1

5 .1878*** .4703*** .4296*** .139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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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회귀분석 결과

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와 조절변수의 효과를 밝

혀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와 하나 이상의 조절변수가 연속형 변수인 경우, 인위적으로 집

단을 나누어 ANOVA분석을 하는 것보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변수 간

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연속변인의 특징을 유지할 수 있고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적게 발생하기 때문이다(Mason et al., 1966). 앞서 제시한

연구가설들을 검정하기 위하여 주효과와 조절효과를 차례로 살펴보았다.

[표 4-5]에서 제시된 것처럼,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만을 투입하여 회귀

분석 하였다. 이어서 2단계에서는 주효과를 밝혀내기 위하여 1단계 투입

변수와 더불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마지막 3단계

에서는 2단계 투입변수에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함으

로써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3단계 조절회귀식에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뿐만 아니라 두 변수를 곱

한 상호작용항이 투입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직접 곱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을 통해 각각 변수들의 평균값을 차감한 뒤, 중심화된 변수들

과 이를 통해 만들어진 상호작용항을 회귀식에 투입하는 것이 다중공선

성의 발생확률을 낮추는 방법이다(Aiken, & West, 1991). 본 연구에서도

평균중심화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을 3단계 회귀식에 투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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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도시노인)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모형 1 (통제변수) 모형 2 (주효과) 모형 3 (조절효과)

β S.E β S.E β S.E

성별 -0.027 0.037 -0.031 0.035 -0.033 0.035

75세 이상 -0.110** 0.037 -0.087* 0.035 -0.082* 0.035

교육수준 0.138*** 0.018 0.091*** 0.017 0.097*** 0.018

신뢰 0.135*** 0.031 0.138*** 0.032

네트워크 0.149*** 0.024 0.153*** 0.024

사회참여 0.134*** 0.022 0.137*** 0.022

사회적지원 -.007 0.025 -0.013 0.025

신뢰

*사회적지원
0.012 0.045

네트워크

*사회적지원
-0.078* 0.037

사회참여

*사회적지원
-0.07* 0.033

R2(adj R2) 0.0892(0.0865) 0.2286(0.2232) 0.2404(0.2327)

△R2 0.0892*** 0.1394*** 0.0118**

F 32.53 42.00 31.30

sig 0.000

주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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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농촌노인)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모형 1 (통제변수) 모형 2 (주효과) 모형 3 (조절효과)

β S.E β S.E β S.E

성별 -0.103* 0.05 -0.081 0.045 -0.09 0.046

75세 이상 -0.19*** 0.051 -0.148*** 0.046 -0.156*** 0.047

교육수준 0.137*** 0.025 0.098*** 0.023 0.095*** 0.024

신뢰 0.068 0.04 0.045 0.044

네트워크 0.13*** 0.035 0.129*** 0.035

사회참여 0.206*** 0.032 0.204*** 0.032

사회적지원 0.033 0.032 0.046 0.037

신뢰

*사회적지원
-0.058 0.05

네트워크

*사회적지원
-0.017 0.043

사회참여

*사회적지원
0.018 0.045

R2(adj R2) 0.1767(0.1717) 0.3498(0.3406) 0.3529(0.3397)

△R2 0.1767*** 0.1732*** 0.0031

F 35.48 37.82 26.67

sig 0.000

주 : *p<.05, **p<.01 ***p<.001



- 43 -

2. 주요 변수의 주효과 분석

[표 4-5]는 도시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

이다. 첫 번째로 모형 1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의 통제변수만 투

입하여 세 변수 모두 삶의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밝혀냈다. 그러나 모형 2와 모형 3에서는 성별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제변수만을 투입했던 모형 1에서는 모든 통제

변수가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

나 모형 2에서는 성별의 영향력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잃은 것이다. 이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새로운 변수로 들어오면서 성별변수에 대한 억제

변수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연령, 교육수준과 같은 통제변수들이 삶의

만족도와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는 결과는 이정규(2009), 최종태 외

(2016) 등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반면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

계에서 사회자본이 성별에 대한 억제변수로 작용한다는 결과는 김창일

(20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성별, 연령, 교육수준 모두 사회자본

과 결합하였을 때 삶의 만족도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잃는다는 주장

도 있다(김혜연, 2011).

모형 2는 주효과 분석을 위해 구성되었다. 모형 2의 R2값은 0.2286으

로 전체의 약 2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형1(R2=0.0892)

에 비하여 약 14%만큼 설명력이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모델 1과 2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인구통계학적 변수보다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변수들이 삶의 만족도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신뢰, 네트워크, 사회참여 등의 변수

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삶의 만족도와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자본이 증가할수록 노인의 삶의 만족

도를 높인다는 가설 1-1, 가설 1-2, 가설 1-3을 지지한다. 그러나 조절변

수인 사회적 지원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직접적인 인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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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농촌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분석

한 결과이다. 모형 1은 통제변수만을 투입하여 산출한 결과인데, 성별,

연령, 교육수준 모두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밝혀내었다. 그러나 도시노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와 마

찬가지로 모형2와 모형 3에서는 성별의 유의미성이 상실되었다. 모형2에

서 투입되는 사회자본과 사회적 지원에 관련된 변수가 성별의 영향력을

희미하게 하거나 없애는 것이다.

모형 2는 농촌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다. 모형 1은 0.1767의 R2값을 가지며 농촌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약

18% 정도 설명한다. 한편 모형 2 (R2=0.3498)은 모형 1에 비하여 약

17%의 설명력을 더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결과와 달리, 농촌노인의 경우에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사

회자본 변수들과 비슷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의 연구

결과,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변수 중 네트워크와 사회참여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지만 신뢰와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원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2-1을 기각하고 가설 2-2와 2-3을 지지한다. 대부분

의 선행연구가 신뢰의 유의미성이 드러났던 것과 다른 결과이다(정순둘·

성민현, 2012; 김창일, 2017; 이정규, 2009; 황성호·이희선, 2019). 한편 사

회자본으로서의 네트워크와 사회참여에 관한 결과는 대부분의 선행연구

의 결과를 지지한다. 네트워크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가설은

이정규(2009), 박태정(2017), 김석일·오현옥(2014) 등의 결과를 지지하며,

김혜연(2011)의 결과와는 반대된다. 사회참여가 유의미성을 지닌다는 연

구결과는 김혜연(2011), 최하나·김이수(2015) 등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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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원과 노인의 삶의 만족도 사이에는 유의미

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가설 1-4, 가설

2-4는 기각되었다.

3.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 분석

변수 간에 존재하는 조절효과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위계적 회귀분석

를 구성하는 각 모형의 결정계수(R2)가 회귀분석을 반복함에 따라 증가

하는지, 그리고 결정계수의 증가분이 유의미성을 밝혀내야 한다. 먼저 도

시노인모형의 경우, 모형 1(adj R2=0.0865), 모형 2(adj R2=0.2232), 모형

3 (adj R2=0.2327)의 결정계수가 순차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F 테스트

결과 모형 1-모형 2, 모형 2-모형 3의 증가분(△R2)은 각각

0.1394(p<0.001), 0.0118(p<0.0001)이었는데, 이는 단계별 모델의 설명력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이는 도시노인의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사회적 지원이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절효과를 밝혀내고 이와 관련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

수(신뢰, 네트워크, 사회참여)와 조절변수(사회적 지원)의 상호작용항들

을 살펴보았다. [표 4-5]에서 확인할 수 있듯, ‘네트워크*사회적 지원(β

=-0.078, p<0.05)’, ‘사회참여*사회적 지원(β=-0.07, p<0.05)’이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가설 3-1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지원이 가설 3-2와 가설 3-3에서 설정한 정(+)의 방향

이 아닌 부(-)의 조절효과를 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가설 3-2의 경

우, 네트워크가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가지는 영향력을 사회적 지원이

확대(+)할 것으로 보았지만 연구결과, 사회적 지원은 네트워크의 영향력

을 감소(-)시켰다 ([그림 4-1]). 따라서 가설 3-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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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사회적 지원의 네트워크에 대한 조절효과

가설 3-3에서도 사회적 지원이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사회참여가 삶

의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연구결

과에 따르면 사회적 지원은 사회참여와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약화

시킨다([그림 4-2]). 따라서 가설 3-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농촌노인의 경우 도시노인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조절효과의 존재를

밝히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구성하는 모형 간의 결정계수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모형 1(adj R2=1717)과 모형 2(adj R2=0.3406) 사이

에서는 유의미한 증가분(△R2 =0.1732, p<0.001)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모형 2와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모형 3(adj R2=0.3397) 사이에서는 증가

분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사회적 지원이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간

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설 4-1,

가설 4-2, 가설 4-3은 기각되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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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사회적 지원의 사회참여에 대한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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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및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과 연구의 함의

급격한 고령화로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짐

에 따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

구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행정학연구에서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은데, 이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기 위한 지식을 쌓기 위함으로 생각된다.

한편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학문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사회자

본은 행정학, 정치학, 사회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의

미가 확장되었다. 다원화되어 점점 복잡성을 더해가는 현대사회에서 관

계에 근거한 사회자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이러한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킨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을 통해 급격한 발전을 이뤄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생긴 지역 간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격차가 극심하다(김순

은, 2018). 젊은 세대 인구가 도시와 수도권으로 몰리고 노인들만 농촌에

남아있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도시와 농촌의 환경은 점점 더 달라지고 있

다(김순은, 2016). 도시와 농촌의 특성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며, 이러한 연구는 보다 적실성있는 정책생산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자본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

진다는 가정을 전국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양적 설문자료를 통해 검증

하고자 하였다.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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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본을 도시노인(n=1000)과 농촌노인(n=500)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각각의 분석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사회자

본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기 위하여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노인의 경우, 모든

사회자본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노

인은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네트워크’와 ‘사회참여’는 삶의 만족도에 직

접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데 반하여, ‘신뢰’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는 유

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노인들에게 구조적 사회자본이 인

지적 사회자본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농촌 지

역은 지역 내 유대관계, 공동체의식 등이 도시보다 높아 공통된 신뢰를

형성하고 있어 개인 간의 신뢰 차이가 적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는 김강호(2010) 및 Kennelly et al(2003)의 연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

다.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가설은 대부분 지지되었다.

조절효과에 관한 분석에서는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이 각각 다른 양상

을 보였다. 도시노인은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록 부분적으로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가지는 정(+)의 영향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사회적 지원은 본 연구에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 제시한 ‘신뢰’, ‘네트

워크’, ‘사회참여’ 중 ‘네트워크’와 ‘사회참여’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촌노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사회

적 지원이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도시보다 농촌이 집단적인 성향이

강해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사회자본에 대한 집단 외부로부터의 지원의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놀랍게도,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네트워크’와 ‘사회참여’의 조절효

과는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가정과 반대의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

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원은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단독효과를 가지지 않지만, ‘네트워크’(β=-0.078, p<0.05)와 ‘사회

참여’(β=-0.07, p<0.05)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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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회적 지원이 높아지면 사회적 교환에

있어서 사회자본보다는 인적·물적 자본을 통해 교환관계를 유지하는 경

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가 사회자본과 물리적 자원이 대체재

관계라는 연구(Woolcook, 1998)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을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발견된 차이점

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도시와 달리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신뢰’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지 않았다. 두 번째, 도시

노인의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이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규명해 냄으

로써 본 연구의 목표 중 하나인 도시·농촌 비교연구의 의미를 찾았다고

볼 수 있다.

도시노인의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이 가지

고 있는 조절효과를 밝혀냈다. 이를 통해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변수가 상호작용을 통해 조절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입증되었

다. 다시 말해서,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는 단선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해당 관계에 관한 후속연구는 변수들의

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모형을 가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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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의 시사점

앞서 언급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먼저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원’이 노인의 인식으로만 측정된 점이

다.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가 모두 주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특징을 보존하기 위하여 주관적인 조절변수를 사용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인 만큼 그 차이를 더

욱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사회적 지원에 관한 객관적인 지표들을 사

용하였다면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이 의미

하는 바를 더욱 논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지역을 도시와 농촌으로만 나눈 것에서 오는 비교분석의

한계점이 있다. 지역 간 다양성을 밝히고 적실성 높은 정책을 위한 지식

을 생성하고자 도시와 농촌을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모든

도시와 농촌이 동등한 것이 아니며,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요인들에 따라

지역이 처한 환경은 빠르게 변화한다. 지역을 큰 틀에서 나누고 일반적

인 특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지역을 더욱 다

양하게 나누었다면 보다 논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었

을 것이다.

노년기는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은퇴와 노화로 인하여

소득, 사회적 활동이 줄고 질병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한다. 그리고 일상

생활 속에서 독립성에 대한 위협과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고통받을 수도

있다(김수지 외, 2019). 이러한 노년기의 변화들은 삶의 만족도와 연관되

며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사회의 큰 목표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그 목표를 위한 연구 중 하나로서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도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그 관계 안에서 사회적 지원이 가지는 조절효과를 입

증하였다. 향후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조절변수들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

다. 조절변수의 발견을 통해 노인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정책의 방

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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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global trend of aging, research on the elderly is adding

importance. And research on life satisfaction and its influencing

factors has emerged as one of the main topics in the elderly study.

In accordance with this trend,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the life satisfaction. Social capital has become an

important research topic for the overall social sciences, inclu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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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administration, politics and sociology, since it began to gain

attention in earnest in the late 20th century. Social capital is a

concept that distinguishes it from physical resources. Although there

are some distinct definitions among scholars, it is widely defined as

the capital formed by relationship. Most studies support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But most

studies have view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as monotonous model.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isc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more diverse model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adjustment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Social capital refers to the help from the

society includi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s it can be defined

as physical resource, it is contrast to the social capital. According to

social exchange theory,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creases

when exchange relationships are established and maintained on the

basis of mutual reciprocity. The elderly who lack resources available

for reasons such as retirement and health issue are increasingly

unable to maintain exchange relationships, which lead to a decline in

life satisfaction. Therefore, supplementing resources for the elderly

through social support is an important factor in enhancing th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 their lives.

Despite active research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the

study comparing urban and rural areas was relatively minor.But

comparative study of urban and rural areas is essential given Korean

historical context. Korea has made rapid progress through strong

centralization. However, it made such differences in the pol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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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ultural area. It has become important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eas that are subject to the policy in order to

form and enforce more substantial policies.

First,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was identified by dividing the elderly in urban and rural

areas. The components of social capital were divided into "trust,"

"network" and "social participation," and in urban areas, all variable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life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in rural areas, ‘network’ and ‘social participation’ were

found to have positive influence, but ‘trust’ did not have significant

influence. Meanwhile, the adjustment effect of social support has not

been revealed in rural areas. However, the city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It was assumed that physical resources

would facilitate the exchange relationship and have a complementary

effect, but physical resources acted as a substitute for social capital.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significance: First, it found the

meaning of urban - rural comparative study by identifying the

differenc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Second, by revealing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is not an

open-ended model, it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to assume various

models.

keywords : social capital,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social

support, moderating effect, compara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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