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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오늘날 우리나라를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그 명명 속에는 인간의 장

수의 욕구와는 상충되게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하

게 표출되어 있다. 고령인구의 빠른 성장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는 사회

전반에 도전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 사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현상은 크게 사회적인 현상과 개인적인 현상 두 가지로 볼 수 있다(송창

용·박보경, 2011; 최성재·장인협, 2010; Howe, et al., 2007).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문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현상 가

운데 노인인구 증가가 사회에 주는 도전으로 가장 심각한 것은 인구분포

의 불균형화이다. 출산율이 점차 낮아짐으로 인구 성장이 둔화되는 추세

인 반면에 기대수명의 증가로 노인인구는 빠르게 늘어가면서 인구의 불

균형화가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의

인구분포는 피라미드형이었지만, 현재는 항아리 형이며, 점차 높아진 항

아리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송창용, 박보경, 2011).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와 고령사회로의 진전은 안정적인 노후소득보

장,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보장 등을 위한 사회자본(social

infrastructure) 지출의 확대를 요구한다. 노인을 위한 복지예산의 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노인 인구 성장률이 생산인구의 성장률보다 앞서게

되면 노인세대를 부양할 사회자본의 증가가 노인 인구의 증가율을 따라

가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생산인력이 줄어가면서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우리 사회는 공급과 수급의 불균형 상태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김기태 외, 2005; 김지희, 2005; 황진수 외,

2011). 실제로 한국의 노인인구 증가율은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를 뿐만

아니라 한국의 노인부양 비율도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고령 사회를 앞두고 사회자본 수급의 문제는 예측 가능

한 일이다.1)

1) OECD 및 G20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향후 50년 간 350% 이상 증가해



늘어가는 노인층을 부양하기 위한 생산인력의 사회적 부담은 세대 간

갈등으로 발전하게 된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수가 많아짐으로 사회

적 부담이 될 노인 개개인이 느끼는 사회적 부담감은 비노인 계층 집단

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회집단의 압력에 대해 Solomon Asch는

실험을 통해 집단의 압력은 소수자의 올바른 판단을 모호하게 만드는 힘

이 있음을 밝혔다(이훈구 외, 2006). 부양을 받아야 하는 노인인구와 부

양을 담당해야 하는 생산인구와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면 노인은 인간으

로서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삶의 질이 낮아지는 부적 현상으로 발

전하게 된다(방선욱 외, 2010).

한국의 고령화 사회를 위기로 진단하는 이유는 이미 고령사회가 된 선

진국과 달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고령사회로 진

행되고 있다는 점이다.2)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데 걸리

는 기간이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호주 73년, 미국 69년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한국은 18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지희, 2005; 김현진, 2004; 송창용⋅박보경, 2011; 농협 투자증권,

2007; 희망제작소, 2013).

다음으로 고령화 사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개인적인 현상은 노년기

에 긍정적인 자아통합이 이뤄지지 못하여 나타날 수 있는 절망적인 태도

와 관련이 있다(권중돈, 2004; 최성재, 장인협, 2010). 의⋅약 기술의 발

전, 영양공급의 향상, 생활환경의 개선, 건강에 대한 관심 등으로 인간의

기대여명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노년기는 신체적 노쇠 및

직업으로부터 은퇴, 친구나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인생에 대한 무상함과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고령이 되어감으로 나타나는 고독감, 상실감, 사

회활동의 위축 등의 현상은 노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방선욱 외, 2010).

OECD 회원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할 것이며, 2062년경에는 가장 고령화된

사회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Pension at a Glance 2013).

2) UN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고령화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

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그러나 최성재⋅장인협(2010)에서는

이러한 분류가 일본의 분류체계이며, UN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라고 임의적으로 정의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가 총인구의 7.2%(339만 5000명) 선으로 높아

짐에 따라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노인 당사자들에게

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됨으로 결국 노인들이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

는 우려가 높게 나타나게 된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노인 가

운데 52.9%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경험하고 있으며, 50% 이상의 노인들

이 우울증 증상을 갖고 있다(통계청, 2013). 노인인구가 늘어가면서 나타

나는 노인 개개인의 부정적 현상을 보여주는 조사결과이다. 노인의 우울

증은 섬망, 치매, 건망증 및 기타 인지장애로 발달될 가능성이 다른 세대

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다(권중돈, 2004; 남기민 외, 2006; 이용표 외,

2006; 황진수 외, 2011). 노인의 우울증은 노인의 약물중독 혹은 약물남

용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는 노인의 자살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기태 외, 2005; 김성이, 2006)는 점은 우리나라 노인의 부정적인 현실

을 반영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 상황에서 노인들이 보람 있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노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

심사가 되었다. 그 관심은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어 왔지만, 노인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희영 외, 2011; 조경욱 외, 2011; 한석태, 2008).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기초적인 의식주를 영위하는 생활의 보장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박

석돈 외, 2004) 삶의 질은 노인복지이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

었다(이해영, 2006). 그러나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

의 결정요인은 객관적인 자원의 욕구 충족으로 보는 수혜적 입장이 두드

러져 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를 문제사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송창용·박보경, 2011)

한국의 고령화 사회를 문제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된 ‘새

로마지플랜 제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0’과 ‘제 2차 점

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공고화 2011-2015’는 고령화 사

회의 문제를 크게 ‘저출산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분야에 집중하고 있

다.3) 노인의 삶의 질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후생활의 안정이 필수

3) 새로마지플랜 2015에서는 복지대상의 확대와 100세 시대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지원을 보완했다. 그러나 노인의 복지문제 보다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더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



적이므로 안정적인 소득보장,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사회참여 여건 조

성이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담보하기 위해 출산율을

높임으로 경제활동 인구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시키는 정책을 고령화 사

회에서 사회자본 부족문제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수혜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는 논리가 배경이다. 이런 관점은 우리사회가 노인을 수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일반적인 접근의 한 단면이다. 노인을 수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은 다양한 노후 관련 연구에서 나타났다. 노인의 일반적인 욕구인

소득(유계숙, 2006; 한덕웅, 2006; 한석태, 2008), 주거(박성복, 2011; 정경

희 외, 2011), 고용(박시내, 2010; 이소정 외, 2007; 장지연, 2009), 의료

(김영근, 2008; 윤현숙·구본미, 2007; 한석태, 2008), 지지체계(김귀분 외,

2007; 이은희, 2010)등 경제·사회적 자원의 충족이 노인의 삶의 질의 결

정 요인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위한 자원수혜

는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으로도 충족되어야 하는 것

(Bowling, et al., 2002; Diener and Diener, 1995; Lawton, 1991;

Mcmunn, et al, 2009)으로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고령화 사회에서 노

인을 수혜 대상이 아닌 기회의 세대로서 제기한 국내 연구들(김귀분 외,

2008; 김인수 외, 2012; 정미영·심이영, 2009; 정연성, 2014; 허준수, 2012)

은 매우 제한적이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

이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나 고령 사회가 된 모든 OECD 국가에서 ‘노인

이 사회문제의 중심’에 있지는 않다. 노인 세대가 부양의 대상으로서 사

회의 도전세대가 되기도 하지만, 부족한 민간자본 형성을 위해 기여하는

기회세대가 되기도 한다. 노인들의 잠재적 생산력은 중요한 사회적·경제

적 자원의 하나이기 때문이다(박석돈 외, 2004). 노인의 사회활동참여는

노인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자원으로 보고, 다양한 생산적 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생산성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기여를 도모한

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추세이다(윤순덕⋅한경애, 2004; 전

혜정, 2007). 그래서 OECD국가에서 노인을 사회기여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한 지지와 투자는 사회적·개인적 책임감임으로 보여주고 있다(Fisher



and Shaffer, 1993). 국내에서도 노인의 사회활동참여와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지만(고양곤 외, 2003; 김동배, 2009; 김범수, 2012; 김

영호 외, 2002; 류기형, 1999; 박효영, 2012; 전혜정, 2007), 고령화 사회에

있는 노인들의 기여자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노인의 사회활동참여 형태 가운데 고령화 사회가 제공하는 기회로서

노인이 가진 자원과 능력을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하며, 당사자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기여활동이다.

고령화 사회의 주체 세력인 노인의 자원이 투입됨으로써 사회자본의 부

담을 줄일 수 있고, 이러한 기여를 통해 노인부양을 떠맡는 젊은 세대와

의 갈등도 완화할 수 있으며(김경혜, 2011), 당사들의 삶의 질에도 영향

이 있기 때문이다(Choi and Chou, 2010; Choi and Kim, 2011; Debbi,

2009). 또한 노인들이 사회활동 참여 정도가 줄어들면서 갖게 되는 상실

감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사회기여활동으로서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는 노인들의 삶의 질의 저하를 예방하는 데 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는 연구결과도 제시되었다(Choi and Chou, 2010; Choi and Kim, 2011).

현재까지 국내에서 노인의 사회기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현택수 외, 2011; 손원익; 2010; 이강현 외, 2005;

고양곤 외, 2003), 노인의 기부관련 연구는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고양

곤 외, 2003; 김향선⋅박경란, 2010; 손원익, 2010; 한중광, 2007). 그러나

고령화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기여활동으로서 노인의 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합적으로 연구한 국내연구는 전무하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문제를 제

기한다.

노인이 사회기여활동 참여에 대한 국외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연령대

별로 선호하는 활동 참여가 다르게 나타났다(Charities Aid Foundation,

2012; Choi and Chou, 2010; Choi and Kim, 2011). 노인은 나이가 들수

록 건강 수준이 낮아지면서 자원봉사의 시간도 줄어드는 경향(Choi and

Kim, 2011)으로 자원봉사와 신체건강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Debbi, 2009). 65-74세 노인집단은 75세 이상 노인집단보

다 자원봉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75세 이상 집단은 75세 미만 집



단보다 기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Choi and Chou, 2010)는 연구 결

과도 연령대를 구분해서 연구해야 하는 이유를 제공한다. 그러나 국내

노인의 사회기여활동 관련 연구는 노인의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고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서 간주하여 연구를 수행해 왔다(김창

석·최수일, 2012: 류기형, 2013; 희망제작소, 2013)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고령화 사회는 노인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연령대별로 나타나는 노인들의 건강상태나 경제수준도 달라지는 것이다.

그에 따라 사회기여활동 참여의 양상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사회기여

활동 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도 연령대별로 어떻게 달라지는 지

를 살펴봐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서 고령화 사회를 겪었거나 고령사회에 있는 국가들은

‘성공적인 노화’를 통한 삶의 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박석돈

외, 2004). Rowe and Kahn(1987)은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노년기에도 생산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성공적 노년기 이론

을 제시했다. Rowe and Kanh이 제시하는 성공적인 노화이론은 사회활

동을 통해서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노화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들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갈수록 더 많아진다는 점

은 간과하고 있다. 노인세대가 고령으로 갈수록 활동 능력이나 소득 수

준이 자연스럽게 약화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노화를 보낼 수 있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하는 것

은 Erickson, Maslow, Rogers가 제시한 자기결정 및 자아실현을 추구하

는 노인들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이인정·최해경, 1999). 자아의 욕

구는 사회적 성과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존중 등에 의해 충족

되기도 하며, 스스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 달성이 되는

욕구이다. 인생의 최종 욕구로서 자아실현 또는 자아통합을 성취하려면

자아존중감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한다. 자아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인

지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자기 존재에 대한 태도 속에 나타나는 자신에

대한 가치의 판단이 자아존중감이다(Simmons and Blyth, 1987을 정옥분

외, 2008에서 재인용).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노인 당사자들의 행동을 통



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작용을 한다(오창섭⋅

정원길, 2009; 이현심·남희수, 2010; 임희규, 2012; 정연성 외, 2014; Choi

and Chou, 2010; Choi and Kim, 2011). 그러므로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하

는 노인들이 경험하는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자아존중감은 노년

기의 생활양식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Backes and

Clemns, 2003). 자아존중감은 자기성취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인간관계와 생산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하

는 노인들에게 행복을 증진시켜 주는 기제이다(Ryan and Deci, 2000).

그러므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사회일수록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

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사회기여활동이 자아존중감의 매개를 통해 삶

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현심·남희수, 2010; 정연성 외,

2014; Choi and Chou, 2010; Choi and Kim, 2011)를 제시해왔다. 선행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Rosenberg의 자아존중

감 척도는 주로 단일차원으로 간주하여 연구를 수행해 왔다는 데 문제가

있다. Rosenberg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는 긍정과 부정의 이중적 양

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고령으로 갈수록 자아존중감이 자연스럽게 약화

되는 현상 때문에 부정적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연

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을 보기 위해서는 긍정과

부정 정서를 독립적 요인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Havighurst(1963; 1961)

에 의해 정립이 된 활동이론을 Rowe and Kahn(1987; 1998)이 발전시킨

성공적 노화이론을 바탕으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Choi and Kim,

2011; 이소정 외, 2007; 정경희 외, 2006; 김동배, 2004). 그 기본 전제는

노년기를 보내는 시기에 사회활동의 참여여부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좌

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 노인의 질병

상태에 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의 조사에 따르면 88.5%의 노인이

만성질환이 있고, 만성질환이 2개 이상인 만성복합이환율은 68.3%, 3개



이상 만성복합이환율도 44.3%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신체기능

이나 소득수준이 낮아지는 노인에게 성공적인 노화이론에 의한 안정적인

노후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일반적인 연구

결과(김인수 외, 2012; 이현기, 2012; 허준수, 2012; Akin, et al, 2010;

Brown, et al., 2008; Haski-Leventhal, 2009)는 고령이 될수록 객관적 여

건이 약화되는 노인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객관적 여건

이 약화된다고 해도 주어진 여건과 능력에 적합한 활동을 선택하여 보유

한 자원을 최적화함으로써 성공적인 노화를 탐색하는 ‘보상이 수반된 선

택적 적정화’(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이론(Baltes

and Baltes, 1990)은 Row and Kahn(1987; 1998)이 제시한 노인의 성공

적 노화이론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다(오두남, 2010). 심리적 이론에

기초한 Baltes and Carstensen(1996)의 성공적인 노화모델에 따르면, 노

인의 삶의 질은 객관적 요인이 아닌 주관적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

용한다. 개인의 인지력, 능력, 성취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공적인 노화를

결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대응하는 경험적인 인지능력은 객관적인 요인들

보다는 주관적인 요인들의 영향력이 더 크다. 노인 개인의 태도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서 변화하며, 성공적인 노화는

노인의 인지능력의 차이에 따른 욕구와 경험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의존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사회기여활동 참여를

연구하는 이론적 배경은 Rowe and Kahn의 성공적 노화이론 보다는

Baltes and Baltes의 ‘보상이 수반된 선택적 적정화’(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이론(Baltes and Baltes, 1990)이 보다

더 적절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위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일반 인구를

대표하는 한국복지패널 2013년도 8차 자료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들의

자료만을 활용하여 접근을 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하여 연소노인 뿐만

아니라 고령노인들도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함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

나는 노인의 삶의 질 저하의 문제 개선에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

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은 연구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노인의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함

으로 기여자로서 고령화 사회에 나타나는 노인의 삶의 질의 저하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지를 보고자 한다.

둘째, 노인의 사회기여활동 참여를 자원봉사에서 기부까지 확대하여

분석 할 경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의 결과를 살펴봄으로 노인의 사

회기여활동의 장을 기부까지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노인의 자아존중감 매개효과를 이차원적으로 분석하여 사회기여

활동이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각각을 통해 삶의 질 미

치는 영향력의 결과를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해

집중해야 하는 자아존중감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을 연령대별로 나눠서 분석함으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인이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할 경우 연령대별

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기여활동의 장을 당사자들의 능력과 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는 타당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연령이 높아가면서 활동능력과 경제수준이 약화되어 사회기여

활동 참여 수준이 낮아질 경우 직접적으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통한 영향력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활동이 비교적 용이한 연소노인 뿐만 아니

라 활동 능력이 점점 약회되는 고령노인들까지도 사회기여활동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노인의 삶의 질

1. 노인의 삶의 질의 개념

노인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라는 개념은 노인관련 연구에서 중요

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

불어 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가기 때문

이다.

삶의 질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촉발된 시기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이

다. 서구 사회에서 경제발전으로 인한 풍요와 대학교육, 그에 따른 삶의

중심이 물질적인 것에서 삶의 질의 사안으로 옮겨가는 태도의 변화에 근

거하고 있다(Patterson, 1996; Campbell, 1981을 프루쉬, 2010에서 재인

용). 그 후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하게 다루어

왔지만, 정확한 용어에 대한 정의나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삶의 질

은 사람들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르며, 적용하는 분야, 시대와

공간,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

이다. World Health Organization(1948)에서는 ‘삶의 질이란 단순히 질병

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육체적, 사회적으로 안녕(well-being)한 상태’인

객관적 관점으로, Renwick은 ‘개인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생활과 인생

을 보내왔는가를 스스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Renwick, 1994를 황진

수 외, 2011에서 재인용)으로 정의했다.

삶의 질에 대한 WHO나 Renwick의 정의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이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이라는 대립적 입장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가

고 생활수준이 나아질수록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도 다양해졌다. 그래

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객관적이거나 주관적 요인이라는 이분법

적 관점 보다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관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삶의 질의 



정의를 내리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삶의 질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삶의 질에 대해 분야별로 또는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견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인 삶

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이고 인지적인 평가이다(임희섭, 1996; Kim and

Kim, 2007). 둘째, 살아가는 일이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상태에 대한

추상적 표현이다(오영희 외, 2005). 셋째,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받아

들이고, 적어도 주요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효율적으로 주위의 환

경에 잘 대응해 나가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개

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이다(Kalish, 1975). 넷째, 정신 건강,

신체 건강, 사회적 관심,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반응들을 평가하는 것으로

사회·경제, 신체, 심리 영역에서 각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안녕이다

(Padilla, 1985). 다섯째, 인적 자율성, 육체적⋅정신적 안녕, 삶의 만족도,

사회 경제적 상태, 문화적 요소, 사회적 관계, 활동 능력, 환경 등의 요소

를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Hughes, 1990)등으로 정의했다.

노인의 삶의 질은 안녕, 복지, 생활수준, 만족도, 행복감 등 유사개념의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할 정도로 노인복지를 측정하는 요인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이다(Diener et at., 1985; Schuessler, 1985). 다

양한 요인 중에서도 삶의 전반적 만족도는 삶의 질과 동일시된다. 삶의

전반적 만족은 행복과 삶의 질 개념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며,

좋은 삶에 대한 철학적 개념과 지속적인 웰빙 개념을 반영하고 있기 때

문이다(프루쉬, 2010). 또한 최적의 노년기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체

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도 만족하여 개인의 잠재력

을 최대화하는 것이다(Lassey and Lassey, 2001). 이렇게 삶의 질을 다

양하게 정의하는 것은 인간생활의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심리상태 모두

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다.

2.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논의

삶의 질 개념이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정의되는 만큼 삶의 질을 연구하

는 접근 방법도 다양하다. 삶의 질이 의미하는 바가 포괄적이며 함축적



이기 때문이다. 또한 객관적인 요인들뿐만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욕구에

따라서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삶의 질의 척도를 구성하기 위

한 표준이나 원칙을 도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학자별로 다양한 견해와

접근 방법을 내놓고 있다.

삶의 질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접근 방법을 분류하면 크게 객관적

접근, 주관적 접근, 종합적 접근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승덕⋅조숙행,

1997; 김태일⋅김수용, 2008; 한석태, 2008;한형수, 2012; 1988; Cummins,

2000; Hanson, et al., 1999; Ferriss, 2006; Halpern, 1993; Scalon, 1993).

삶의 질의 객관적 접근은 삶의 기준이 외부 조건에 의해 정의될 수 있

다는 관점이다. 그래서 삶의 질을 객관화하여 양적으로 분석하는 입장이

다. 객관주의자들은 무엇이 인간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느냐는 연구대상

들의 선호나 태도보다는 외부의 누군가가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한

석태, 2008). 삶의 질을 측정하는 객관적 척도로는 사회⋅경제적인 지표

(사회적 접촉, 수입, 주거, 고용 등), 행동능력과 역할 수행도(사회적 기

술, 기능적 능력, 삶의 추이, 활동), 생물학적 요소(신체 상태, 정신 상태)

등을 사용하거나 물질적 이기의 보유현황(주택, 자동차 등)과 사회적 지

표(소득, 범죄율, 인구당 의사 수, 실업률)들로 측정하고 있다(강옥경,

2001; 2002; 한형수, 2012; Halpern, 1994; OECD, 2014). 이러한 개관적

입장에서의 요인들은 주관적 요인에 선행하며, 주관적 요인보다 더 중요

하다고 보고 있다.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삶의 질이 개인의 인식에 따라

객관적 요인이 다르게 평가되는 경험적인 면을 간과하는 단점이 있다.

삶의 객관적인 조건이 충족된다고 해도 개개인이 인식하는 삶의 질에 대

한 기대 수준에 따라서 삶의 질은 다르게 평가되고, 개인의 질적 삶에

대한 느낌은 개인의 욕구 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Diener, et al.,

1985; Sirgy, 1986).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가 언제나 객관적 만족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삶의 질의 주관적인 접근은 객관적인 조건이나 적절한 환경이나 통계

로 나타나는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당사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측면이 삶의 질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결정되는 주관적



인 관점은 당사자의 심리상태이므로 삶의 질은 당사자의 주관적 안녕 또

는 주관적인 만족도로 귀결 된다(이중섭, 2009; 진기남 외, 1998; 한형수,

2012; Genov, 2004). 주관적 안녕이나 만족도는 자신이 좋아하고 싫어하

는 주관적 인식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것이 주관적 접근의 원리이다. 그

러므로 주관적인 접근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로는 만족도와 행복도이다(이중섭, 2009; Genov, 2004). 행복이나 삶

의 만족과 주관적인 삶의 질은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삶의 질

의 수준은 개인이 인식하는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접근은 객관적

인 요건이나 특정한 재화나 용역들이 보편적이 아닌 특정한 사람에게 주

는 영향력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이영미, 2011; 한석태,

2008; Phillips, 2006).

객관적인 삶의 질과 주관적인 삶의 질에 대해 Amundson(2005)은 다

음과 같은 정의로 구분하고 있다. “객관적인 삶의 질은 개인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이며, 주관적인 삶의 질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행복하며 만족해하느냐이다.”

노인의 삶의 질의 접근방법에 따른 학자들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인간

의 삶의 질은 다차원적인 관점이어서(Chodosh, et al., 2002)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 접근과 주관적 접근을 분리하는 것은 삶의 질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삶의 질은 ‘인간생활의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심리상태 또는 인지평가 모두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접

근되어야 한다.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삶의 질을 결

정하는 주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

하는 삶의 질의 결정요인은 사회적 지지, 소득, 주거, 고용, 지지체계, 활

동능력, 사회적 기술, 기능적 능력, 정신적 상태 등으로 측정하고 있다

(강옥경, 2001; 김형수, 2008; 손신영, 2006; 이영미, 2011; 한형수, 2012;

Cohen and Syne, 1985; Halpern, 1994; Lund, et al., 1985). 이렇게 삶의

질 결정에 영향을 주는 객관적·주관적 요인으로 제시하는 다양한 항목들



은 대체로 사회적 지지, 신체, 심리라는 3가지 차원으로 분류 된다(한석

태, 2008; OECD, 2013).

사회적 지지는 다른 사람에 의해 제공되는 자원(Cohen and Syne,

1985)으로 사회적 지원망, 지지망, 관계망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

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구, 동료 또는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체계

에서 제공하는 도움을 말하는 것이다(정순돌, 2004). 그래서 사회적 지지

는 노인의 정신건강, 우울감, 행복감 및 생활만족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며, 적절한 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

등을 감소 또는 완화시켜 성공적인 노화와 심리적 안녕감을 갖게 한다

(김의철⋅박영신, 2006).

보통 노인들은 힘이 없고 자원이 없는 이미지로 부각되기 때문에, 연

령이 증가함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 형제, 자매, 혹은 친구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사회적 지지자원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주로 도구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포함된다. 도구적 지지는 교

통편을 제공하거나 심부름을 해주거나 필요한 물질을 제공해 주거나 실

질적인 직무를 도와주는 것 등이다. 정서적 지지는 친밀감, 애착, 동정,

신뢰와 관심 등 개인이 사랑 받고 있음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느

끼게 하는 것이다(Cohen and Wills, 1985).

사회적 지지가 복지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다수의 연구에 의해서 이

미 잘 알려져 있다(Cohen and Syne, 1985; Cohen and Wills, 1985). 사

회적 지지자원은 노인들이 삶의 전환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며 복지를

증진시키고 외로움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노

인들이 겪을 수 있는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시켜 주고 소속감과 더불어

다른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또한 노인들은 사

회적 지지 자원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과 공유

함으로 성공적인 노화를 추구한다.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요인은 신체적 요인이다. 노인들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저항력이 떨어지고 신체기능이 쇠퇴하게 되므로 만성

질환에 노출되는 경향이 높다. 노년기의 신체 건강은 삶의 만족도와 관

련이 높으며 건강 상실은 노인의 정신건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래서 노인의 신체 건강은 신체적 제 기능의 생리적 적응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

는지에 관한 결정적 요인이다. 노인들이 인지하는 주관적인 건강은 객관

적인 건강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다(김귀분 외, 2007; 김미령, 2006;

김형수, 2008; 이영미, 2011; Lund, et al., 1985). 그러나 노인들에게서 건

강이 좋은 상태라는 것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만을 뜻하는 것이 아

니다.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양호한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양옥남

외, 2006). 노인이 신체적으로 질병이나 장애가 없어서 일상생활 동작능

력이 양호하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할

경우 건강상태가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노인의 다른 건강개념은 자신의 나이 또래와 비교하는 상대적인 건강

인지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은 행복하며 삶의 만족도가

높다(Hooyman and Kiyak, 2011). 흥미로운 것은 의사가 평가한 신체 기

능(객관적 지표)이 생활만족도에 주는 영향보다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평

가(주관적 지표)한 노인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이다(Palmore, 1981). 건강에 대한 노인들의 의식 관련 연구결과는 신체

건강을 측정할 경우 주관적 지표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세 번

째 항목은 심리적인 요인이다. 자신감이나 우울감 같은 심리적 요인은

한 개인의 삶에 대한 평가나 느낌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노인의 심리적

요인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심리적 요인이 노인들의 삶의 질에 정적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김애련⋅채옥희, 2001; 손신영, 2006). 한국

노인들은 자신의 삶의 질이 자기에 대한 조절 및 통제능력에 의해 많이

좌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 중에 신체 노화의 변화와 함께 심리적 적응과

관련하여 노년기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제는 우울이다. 인지 이론

에서는 우울증이 부정적 자동사고, 인지적 오류와 왜곡, 역기능적 인지

도식과 신념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보고 있다(윤가현 외, 2012). 특히 노

년기 우울은 신체활동 능력, 인지 기능, 지지체계 등과 관련이 깊으며,

우울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기능의 저하가 유발된다. 노인에게서 나타나



는 심리적 요인 가운데 우울이 문제가 되는 것은 타 연령층에 비해 노인

의 우울 정도의 영향력이 더 심하기 때문이다(이홍자 외, 2009). 심리적

요인 가운데 노인의 우울은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무력감

과 절망감을 유발시켜 노후의 생활만족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삶

의 질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황윤선·주민선, 2007; 연병길 외,

1999). 우울증이 심할 경우 자살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김현순·김병석, 2007; Conwell, 2001). 노인의 자살

사고에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도 우울임을 제시하고 있

다(김수현·최연희, 2007; Waern and Wilhelmson., 2002). 노년기의 우울

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신체건강, 인지기능, 사회적

지지 등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심리적 요인 가운데 우울과 삶의 질

두 변인간의 관계는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이홍자 외,

2009; 정순돌, 2004).

제 2절. 노인의 자아존중감

1. 노인의 자아존중감의 개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평가(김태련⋅장휘숙,

1996; Rosenberg, 1989; 1965) 또는 부정적인 견해로써(정옥분 외, 2008)

삶의 질의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는 수단이다(정옥분 외, 2008; Taft,

1985).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기본 욕구로써 이 욕구의 충족 여

부는 중요한 문제인 동시에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안황란, 1998; 조흥식 외, 2014).

자아존중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주는 자아는 자아 존재에 대

해 인지적으로 형성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자아는 단일화된 요인이 아니며, 각 개인은 특수화된 지각에 관련된 많



은 자아개념을 소유하고 있다. 왜냐면 인간 자신에 대한 개념은 수많은

대상에 대한 개념만큼 다양하게 정의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김동기

외, 1994).

자아존중감이 자신의 가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자아존중

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 만족해하고, 자신의 삶이 즐겁고 활력

이 있으며,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류종훈, 2007; 이민규,

2004; Leary, 1999).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속해있는 문화와

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심리적으로 잘 적응함으로 성공경험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백원칠⋅김수겸, 2004; Schafer and Keith, 1999).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삶의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자신을 수

용하고 통제하며 자신의 능력에 대해 신뢰하고 자신의 성장을 도모함으

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환경적 요구에 잘 대처하고 적응하며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모험을 할 수 있다(Rosenberg, 1965를 김지훈․강욱모,

2013에서 재인용).

상대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자신의 능력

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거나 확신하지 못하며 성공적인 직무 및 역할수행

이 힘들 것으로 인식한다(김귀분 외, 2008; Schafer and Keith, 1999). 자

아존중감의 낮은 수준이 감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불안, 우울, 공격,

긴장, 분노, 사회적 소외감, 불행, 불면증, 무력감, 자기비하, 부정적 사회

관계망 등 부정적인 지각을 겪는다(김영호 외, 2005; 이민규, 2004; 조흥

식 외, 2014). 그리고 열등감으로 인하여 성인기 신경증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경시하고 비난

하며, 자신감이 저하되고, 자기주장을 못하며, 자기능력보다 현저히 낮은

목표를 정하여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는 경향이 보인다(이호선, 2012).

자아존중감의 정서적 성격 때문에 은퇴나 사별, 건강상태 등에 의해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이 훨씬 더 영향을 받는다(정옥분 외, 2008). 그러므

로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안정된 노후의 중요한 설명요인으로 다양한 경

험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공적인 노후를 예측하는 변수이다(정순돌,

2007; Knight and Ricciardeli, 2003).



2.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논의

노년기에 요구되는 주요 과제는 자아 개념에 대한 재정의이다. 노년기

는 역할과 사회적 지위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자아개념에 머물게 되면

자아에 대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변화된 자

아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수정된 자아상을 확인하는 것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을 통해서 현실과 조화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의 자아 개념은

정신분석학적 접근과 심리사회학적 접근의 차이를 통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정신분석학적 접근에서 자아는 자아의 발달과 기능 속에 있으며, 이

자아는 인성을 형성하는 이드(id), 자아(ego), 초자아(super ego)의 역동

성 속에 개체가 발달하기 시작한다고 본다(김동기 외, 1994). 이드는 생

물학적 충동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각적이고 맹목적이며 이기적으로

만족시키려는 경향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자아는 이드의 본능적인

욕구와 현실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며, 초자아와 현실, 초자아와

이드를 중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김혜란 외, 2010). 그러나 프로이드

(Freud) 정신분석학의 무의식의 분석론의 결정론에서는 리비도나 성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자아가 결정된다고 했지만, 자아존중감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명확하지 않았다.

심리사회학적 접근에서 자아는 대상으로서 자아, 즉 인지되어지고 경

험되어지는 것으로서의 자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아란 타인이 자신

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김

동기 외, 1994). 심리사회학적 접근에서 자아는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뿐

만 아니라 신체생리적인 현상과 사회적인 환경까지도 고려하는 상황속의

인간이란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전남련 외, 2007). 그래서 심리사회학적

관점의 하나인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인간은 인간과 주변 환경 간의 상호

작용, 상호 의존성 또는 역동적 교류와 적응에 초점이 주어진다(엄명용

외, 2005). 한 인간의 심리적인, 육체적인, 사회적인 특성과 환경체계에서

오는 자극을 연결하는 것이 자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은

반사된 평가(reflected appraisal),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 귀인



과정(attribution)을 거쳐서 자아의 동기 원천으로 작용한다(Gecas 1982).

즉, 자아 개념은 타자의 반응과 평가를 반영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장점

을 타인들의 그것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며, 또한 행동이

나 사건의 원인을 내․외적 대상에게로 귀속시키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자아 개념은 동기의 원천으로 작용하며, 궁극

적으로는 노인들이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자신

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되는 데, 이 단계에서 자

아통합이 이뤄지게 된다.

에릭슨(Eric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은 인간이란 사회적 존재이고,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개인의 노력이 건강한 자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벌어진 사건에 어떻게 적응해

가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Erickson은 인생 주기의 최후 단계인 노년기에 달성해야 할 과업이 자

아통합감이라고 했다. 65세 이후가 해당되는 노년기에 자아통합을 성취

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투쟁이 강조된다. 죽음을 생각할 시기가 되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자기수용을 경험하고, 현재 자신에 대해 만족해하

며, 죽음을 위엄과 용기로 직면할 능력을 갖게 될 때 자아통합이 이뤄졌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아통합감에 실패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절망

에 빠지게 된다. 자아통합의 부재나 상실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 나타난

다(이인정·최해경, 1995). Erickson은 노년기를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보

낼 수 있는 길은 노년기의 심리사회적 위기를 극복하여 자아통합을 이루

는 데 있다고 보았다. 노인을 부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노인의

외적인 쇠퇴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Erickson은 노인들의 내적

인 투쟁에 초점을 두었다. 노인들은 죽음을 면전에 두고 인생의 의미를

물으며, 인생을 의미 있게 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답하려고 노력한다

는 것이다. Eric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서 자아통합은 곧 자아존

중감을 통해서 달성이 되며,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수용하는 심리적 안

녕 상태라고 할 수 있다(Simmons and Blyth, 1987을 정옥분 외, 2008에

서 재인용).

매슬로우(Masl)와 로저스(Rogers, 1951)는 인간이 긍정적 방향에 따라



서 성장하고자 하는 경향과 자기결정 및 자아실현 경향을 갖고 있다고

했다.

Maslow의 인간욕구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삶의 의미와 만족을 주는

욕구에 의해 동기화 된다고 한다. 그 욕구는 중요성에 따라 계층적으로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 욕

구 순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Maslow, 1970을 이인정·최해경, 1999에서

재인용). 자존의 욕구, 즉 자아존중감의 욕구는 자기 자신과 사람들로부

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를 말하며, 자아실현의 욕구는 자신의 잠재력을

성취하고 싶은 욕구이다. 자아존중감의 충족은 자신감, 가치, 힘, 능력을

갖게 하며, 이 욕구의 좌절은 열등감, 무력감을 낳는다(이인정·최해경,

1999). 자아존중감의 욕구는 사회적 성과에 따른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나 존중 등에 의해 충족되기도 하며, 스스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

고 느낄 때 달성이 되는 욕구이다. 인생의 최종 욕구로서 자아실현을 성

취하려면 자아존중감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한다.

Rogers에서 자기 또는 자기개념이란 용어는 Rogers 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이며, 이 때문에 “자기이론”으로 부르기도 한다. 전체적인 현상학적

장 또는 지각적 장으로부터 분화된 부분으로 나(I 와 me)에 대한 일련의

의식과 가치를 말한다. 이 자아는 성격구조의 중심이며 성격발전의 핵심

이다. 자아는 유기체의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Rogers는 인

간의 본성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고 각 개인들이 사회적으로 구축

된 일정한 형식의 틀에 맞춰질 것을 강요받는 대신, 현재 있는 그대로가

인정받고 받아들여진다면 각 개인들은 유기체가 원하는 대로의 바람직한

삶을 살게 되고,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녕 상태의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고 했다(엄명용 외, 2005). Rogers는 Freud와는 달리 인간

은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리는 비합리적인 존재가 아니

라 자기실현의 합목적적인 에너지를 갖는 존재로 보았다. 이러한 선천적

인 에너지를 Rogers는 자아실현경향성(self-actualization)이라고 하였다.

자아실현경향성이란 유기체가 자기 자신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려는 생

득적 성향이다. 이렇게 자아실현경향성을 가진 노인은 자아존중감을 통

해서 자아통합감을 이루기 위해 현재의 자기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적응



할 수 있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동력을 갖게 된다.

노인이 되면 대체로 자아존중감이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김

수영, 1999; 한정란․김수현, 2004; Diener and Diener, 1995). 선행연구

뿐만 아니라 노인의 자아존중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차에 대한

연구에서도 노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김순이⋅정인, 2007; 오세근 외, 2012; 정갑두, 2009).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활동이 위축되어 노년기에 이르면 감각적․인지적 기능의 약

화, 가족과 친구의 상실, 지지체계의 축소, 역할상실, 건강과 경제력의 약

화 등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저하되어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한 나머

지 살아갈 욕망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김수영, 1999; 김욱,

2006; 한정란․김수현, 2004; Diener and Diener, 1995).

노인들이 보다 긍정적인 삶을 위한 자아존중감에 대한 욕구는 외부의

명성, 지위, 평판, 사회적 성과에 따라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지만(조흥식,

2014; Taft, 1985),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가치인식이 중요하다(조흥식,

2014). 개인의 사회생활적응 및 건강한 인격발달과 자아실현의 중요한

요소로써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과 주변의 객관적인 환경요소들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김선희⋅김창현, 2009). 그러므로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

인 평가이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 관점은 노인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매개요인이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것은 로젠

버그(Rosenberg, 1979)의 자아존중감 척도로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

와 부정적 평가를 구분함으로써 자아에 대한 다차원적인 양상을 반영하

는 도구이다. 예를 들어 자아존중감 10가지 척도 중에서 “나는 가치 있

는 사람이라고 느낀다.”는 1번 문항은 긍정적 자아평가를 측정하는 척도

이다. 반면에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3번 문항은 부정

적 자아 평가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한 Rosenberg

의 10가지 자아존중감 척도는 자아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차원으로 점수를 합산하여 자아존중감 수준을 측정하



였다.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서로 독립적임

(Larsen and Ketelaar, 1991)에도 불구하고 단일차원(unidimensional)으

로 Rosenberg의 척도를 사용함으로 연구자가 자아존중감을 보편적 용어

로만 또는 고정된 수준으로만 보게 했다(Owens, 1993).

고령화가 될수록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단일차원의 자아존중감 평가는 부정적 수준이 더 높게 나오게 된다

(Kahng and Mowbray, 2008). 그러나 긍정적 심리학의 관점에 의하면

인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

해서는 그동안 심리학이 관심을 두어왔던 인간의 부적응적 발달과 병리

에 대한 연구결과보다는 인간의 긍정적 발달, 잠재력, 삶의 가치를 만드

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했다(Aspinwall

and Staudinger, 2003을 이미리, 2005에서 재인용). 이러한 연구는

Rosenberg의 10가지 척도가 편향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Rosenberg의 자아존중감의 척도를 단일차원으로 확인함으로써 나타나

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웬스(Owens)는 이차원적 자아존중감

(bi-dimensional self-esteem)으로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평가해야 노인의

심리적 평가를 다차원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Kahng and

Mowbray, 2008).

Owens(1993)는 자신의 연구에서 Rosenberg의 척도를 이용한 자아존

중감 연구에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지향해 왔던 단일차원적 자아존중감

과 이차원적 자아존중감을 비교 연구했다. 단일차원의 자아존중감 연구

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자아평가를 하나의 현상으로 분명하게 보여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아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

정적 평가를 하나의 차원으로 평가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제

시했다. 왜냐면 인간의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는 서로 독립적으로 보았

기 때문이다. 그래서 Owens는 자아존중감을 긍정적 자아존중감

(self-confidence)과 부정적 자아존중감(self-deprecation)으로 구분하여

이원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왜냐면 인간은 자기 능력에 대한 긍정

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주로 사용하던 단일차원 방식과 달리

이원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는 단일차원보다 더 폭넓게 연구대상

들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Bradely, 1999. 자아

존중감의 이원적 분석은 서로 다른 성격과 행동 양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단일차원으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것보다 유용하다고 보고했다

(Kahng and Mowbray, 2005). 사람들은 자기능력에 대한 긍정적 자신감

과 부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지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권태연,

2009). 자아존중감을 이원적으로 탐색할 경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

입에서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중에서 어디에 더 역점

을 두고 개입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서 긍정적 자아존

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관련이 더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찾아내

면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권태연, 2009; 김해미, 2009).

노인의 삶에 중요한 요인으로써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과 관련한 선행

연구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대상이 삶의 질의 정도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삶의 질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에 자아존중감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김연희⋅김

기순, 2002; 정진경, 2005; 황혜민⋅이명선, 2011; Kuehner and Buerger,

2005).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삶의 질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을 설

명해 주는 것이다.

노년기에 자아존중감이 저하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노인들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질병에 걸

리기 쉽고, 소외되기 쉬우며, 자신의 삶을 조절할 수 없을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년기의 자아존중감은 그들의 삶을 조절하고 유지

해 나가는 제 있어서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Krause and

Benjamin, 2000을 윤명숙·이묘숙, 2011에서 재인용).

제 3절. 노인의 사회기여활동



1. 노인의 사회기여활동의 개념

우리 사회는 노인 인구가 늘어가면서 성공적 노화를 위한 사회참여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사회참여는 직업활동, 문화활동, 여가활동,

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기여활동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박주홍 외, 2012).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가운데 고령화 사회에서 부족한

사회자본에 기여하고, 당사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은 기부와 자원

봉사를 통한 사회기여활동이다(김경혜, 2011; Choi and Chou, 2010). 노

인의 사회기여활동은 단순히 경제적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 이상으로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기여라는 가치를 갖는다는 점에서 노

인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이다(희망제작소,

2013). 사회기여활동이라 함은 공익적 성격, 만족감과 성취감, 탄력적 참

여, 지속적 활동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기여활동으로서 노인의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는 노인들의

삶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산적이고 통합적인 노후생

활을 영위해 갈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박주홍 외, 2012).

전통적으로 한국 노인들은 은퇴 후에는 자녀들의 부양을 받으며 노후

생활을 보냈으며, 그러한 생활을 당연시 했다. 그러나 이런 전통은 출산

율의 저하에 따른 노동인력의 감소, 경제성장의 둔화, 기대수명의 연장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팽창으로 개별적인 노인부양은 부담

이 되었다. 결국 노인부양은 사회의 책임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노인

세대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화 사회

가 됨으로 노인의 부양은 개별 세대뿐만 아니라 정부에게도 부담이 되었

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익 활동은 과거 경제의 규모가 작았던 시절에는

정부의 역할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다

변화되어 감에 따라 개개인의 복지에 대한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어서 정

부만으로는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 더구

나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복지자원의 요구는 정부가 대응할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정 부분 정부의 역할을 대행



하는 민간사회자원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손원익, 2010; 정

무성 외, 2007; 한중광, 2007). 민간사회자원의 동원은 점차 증가하는 욕

구에 따른 공공재원의 부족, 부실한 사회안전망 문제로 파생되는 갈등

해소, 사회 불안요소의 사전 예방⋅조정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원활한

사회복지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정무성 외, 2010). 이러한

한국의 상황 속에서 노인의 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기여활동은 고

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복지자원의 발굴과 활용이라는 측

면과 당사자들의 삶의 질의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

는 분야가 되었다.

2. 노인의 사회기여활동에 관한 논의

1) 노인의 기부활동의 개념과 논의

기부 혹은 자선이라는 용어는 Charity 또는 Philanthropy로 사용하고

있다. Charity는 빈곤층에 대한 관대함,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용과 동

정심과 같이 개인적인 관심과 자비심에 근거한 자발적인 제반 행동을 의

미한다. Philanthropy는 돈이나 교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의 대가 없는

전달을 내포한다(Payton, 1989를 이혜경⋅김유나, 2004에서 재인용).

Philanthropy 역시 자발적인 기부행동이지만, 공익을 증진하는 성격을 내

포한다(Van Til, 1990)는 점에서 Charity와 차별성이 있다. 그러나 상황

과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서 이 두 용어의 사용은 혼용되기도 하고 구별

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기부에 대한 Charity와 Philanthropy의 의미를 구

분할 수 없는 우리 사회에서 기부는 ‘누구나 자선이나 공공의 이익을 목적

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재화나 물건 등을 내놓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최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기부문화가 확산되면서 자발적 민간복지

의 역할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경환, 2011; 김경혜, 2011). 민간 비영리

단체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은 주로 기

부라는 민간의 자발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조달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의 자발적인 기부는 공공재 성격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사



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일정부분 대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손원익, 2010; 김준기,

2000). 이와 같은 현상은 민간의 기부가 가장 활발한 미국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큰 북유럽의 국가들에서는

이미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기부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인식이 재고되면서 전체

기부액도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이나 단체의 모금보다 개인의 모금이 많

아지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한중광, 2007). 2009년 우리나라

의 나눔복지 수준이 1.60%(GDP 대비)로 OECD 평균 2.07%(GDP 대비)

에 77% 수준으로 나타난 점(고경환, 2011)만 보아도 우리나라에서의 기

부 문화는 상당히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법인은 물론 개인들의 기부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유인정책을 꾸

준히 펴온 것과 함께 많은 구호단체들이 모금을 위해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케

이비, 2012; 한중광, 2007).

기부 행동의 동기는 일반적으로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 두개의 하

위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타적 동기는 목적이 외부적인 보상에 대한 기

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려는 친사회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기적 동기는 목적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 외에도 실제적인

보상(세금 감면이나 명예 등)을 주는 친사회적 행동으로 정의된다(이혜

경⋅김유나, 2004; Piliavin and Charng, 1990).

한국의 기부문화는 점진적이지만, 자신의 만족과 위안을 위한 이기적

기부에서 공익을 위한 이타적 기부로 변화하고 있다. 기부의 동기 또한

자선이나 동정심에서 도덕적 의무감이나 사회적 책임으로 발전하고 있

고, 기부 경로나 방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기

부문화의 정착을 위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기부는 자

선과 동정심에 기초한 사회복지를 위한 기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양곤 외, 2003; 김향선⋅박경란, 2010; 손원익, 2010; 한중광,

2007).

기부의 형태가 어떠하든 과거에 비해 한국의 기부 문화가 점차 좋아지



고 있는 것은 확실한 반면에 한국 노인 세대의 기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앞에서 본 통계청 자료(통계청, 2014)에서와 같이

65세 이상 노인들의 기부경험은 참여하는 노인 보다는 참여하지 않는 노

인의 비율이 높으며, 노인들의 기부는 주기성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65세 이상 노인들과 노인을 제외한 전체 연령층과의 기부비율을 비교해

보면 노인 기부의 현황을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사회조사보고서

(통계청, 2014)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한국인의 평균 기부참여율은 32.5%,

평균 기부참여 횟수는 6.3회, 1인당 평균 기부금액은 199,000원으로 나타

났다.1) 65세 이상 노인의 기부 참여 비율은 20.9%, 기부참여 횟수는 4.6

회, 1인당 평균 기부금액은 161,000원이었다. 사회조사보서에 따르면 평

균 기부참여율, 기부참여 횟수, 기부금액에서 노인의 기부참여가 다른 연

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2)

노인 세대의 기부활동 참여가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것은 대부분 노

인들은 다른 세대보다 빈곤율이 높다보니 수혜를 받는 입장에 서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회조사결과(통계청, 2014) 자료에서

도 노인들이 경험하는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은 노인이 ‘경제적인 어려움

(38.6%)’이라고 했고, 그 다음이 ‘건강의 문제(35.5%)’였다. 연령이 높아

질수록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정부 및 사회단체의 지원

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그만큼 한

국의 노인들은 자신들의 소득 수준이 한국인들의 평균 소득수준에 비해

낮기 때문에 기부참여가 낮은 것을 당연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기부자

들이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기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부족, 연고

주의 중심의 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부족(케이비, 2012) 등도

노인의 기부참여가 낮은 원인이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의 기부가 제한적

이며, 그에 따라서 노인의 기부와 관련된 연구물도 매우 한정된 양상이

1) 2010년 국세청 기부 총규모 추계 결과에서 한국인의 개인 평균 기부액은 133만원으로

발표했다(2011, 국세청).

2) 201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노인 세대가 기부하는 각 분야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기

부하는 기관이 모금단체였고, 다음이 종교기관이었다. 노인 세대의 기부 경향은 연령

이 높을수록 종교기관에 기부하는 액수가 많은 반면 모금단체 기부 액수가 줄어드는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종교기관에 기부하는 액수가 줄어들고 사회기관에 기부하는 액

수는 늘어갔다(통계청, 2014). 특히 물품 기부에서는 종교단체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

로 조사도었다



다. 그러나 선행 연구(Adolf, 2006; Brown and Ferris, 2007; Bryant, et

al., 2003; Duncan, 1999; Hurd, 2009; James and Sharpe, 2007)와 통계

보고서(Fidelity Charitable Giving Report, 2013; Mei, et at., 2013;

World Giving Index, 2012, 2013)에서 노인이 사회자본형성의 중요한 자

원이라는 제시는 현재 한국 노인들의 기부참여가 저조하다고 해도 향후

기부참여확대의 가능성을 전망하게 한다. 그리고 노인들의 기부참여는

고령이 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

요한 요인이 되게 한다. 노인들의 소득수준이 낮더라도 기부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자아효능감이 높아지며(박장원·박현순, 2007; 이안나·조성숙,

2013), 소속감과 개인의 주체성과 자율성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기부에

참여하는 노인일수록 유산기부 참여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주

연, 2013). 이러한 선행연구는 노인들의 기부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긍

정적인 영향력이 있을 보여준다. 다만 노인들이 기부가 중요한 자원으로

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전제가 요구된다(이현

기, 2012).

기부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영향력에 대한 연구

에서는 기부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우울증 증

상이 낮아지고(Akin, et al., 2010; Konrath and Brown, 2012; Krause,

et al, 1992)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박장원⋅박현순, 2007; Konrath and

Brwon, 2012), 정신건강의 감퇴를 늦춤으로(Choi and Kim, 2011; Dunn,

et al., 2008; Hao, 2008; Krause et at., 1992),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Akin, et al, 2010; Brown, et al., 2008; Krause and

Benjamin, 2000). 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진 노인의 유산기부 관련 연구

에서는 가족의 지지체계와 사회활동 그리고 주기적인 후원활동에 참여하

는 노인일수록 유산기부 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이주연, 2013).

2)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의 개념과 논의

부족한 복지인력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인의 자원봉사는 사회기여



활동의 다른 축으로써 고령화 사회의 문제해결 대안이라는 점에서 중요

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100세 시대라는 용어가 사회적 트렌드가 될 정

도로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에 여성 80.45

세, 남성 73.86세(통계청, 2011)였던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2014년에는 여

성 85.1세(세계 3위), 남성 78.5세(세계 15위)로 10년 사이에 평균 4.5년

늘어났다(United Nations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 2014).3) 기대

수명의 연장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노인과 학력 수준이 높은

노인들이 늘어가면서 좀 더 보람된 노후를 보내려는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다. 보람된 노후를 추구하는 노인들을 활용하는 자원봉사활동은 노인

당사자들의 참여와 역할을 통해 지역사회의 통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나아가 다양한 사회 경륜과 경험을 갖춘 노인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

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때, 노인 스스로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역할

의 재정립 기능을 수반한다(김영호 외, 2002; 남기철, 2011; Greenfield

and Marks, 2004; Hao, 2008; Li and Ferraro, 2005). 그래서 노인의 자

원봉사활동 참여는 기부와 더불어 고령화 사회의 중요한 사회자원이 되

는 것이다.

자원봉사를 의미하는 단어 ‘volunteer’의 어원은 ‘voluntas’ 또는 ‘volo’

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의미는 ‘자유의지’이다(남기철, 2007). 어원에 따르

면 자원봉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강제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나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황진수 외,

2011).

2005년 8월에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 3조(정의)에서는 자원봉

사활동을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

다. 이러한 정의를 종합해보면 자원봉사는 첫째, 자발적이며, 둘째, 대가

를 받지 않고, 셋째,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넷째, 사회나 타인을 위해 제

공하는 행위이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자는 크게 학생과 청소년, 대학생, 여성, 노인, 종교

3) 2014년 일본·홍콩·스웨덴(이상 80세) 남성들과 일본(87세) 여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장수를 했고, 세계 전체 평균 기대수명은 남성 68세, 여성 72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United Nations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 2014).



계, 전문직, 기업, 장애인, 공무원 등 다양한 영역으로 분류된다. 그 중에

서 노인만의 자원봉사 활동은 노인 스스로가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노인

이나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생산적인 활동을 의미한다(황진수 외, 2011).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갖는 의미는 노인에 대한 일방적 부양의 관점

에서 벗어나 노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관점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남기철, 2011; 현택수 외, 2011; 손원익; 2010; 이강현 외, 2005; 고양곤

외, 2003). 그리고 노인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당사자성이라는

면에서 큰 특성을 갖는다(김범수, 2012; 김범수 외, 2001; 김영화 외,

2002; 박태영 외, 2008; Li and Ferraro, 2005; Morrow, et al., 2003). 노

인은 흔히 자원봉사활동의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의 제공자

로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일방성이 가지는 단점을 극

복하고 상호작용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즉 자원

봉사 제공자와 자원봉사 수혜자 간에 나타날 수 있는 비대등적 관계의

인식을 대등한 관계로 이어지게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제공 받

는 자 간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게 한다(김영호 외. 2002;

남기철, 2011; 2006; Morrow, et al., 2003). 또한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사

회의 경제적 활동과 역할에서 물러나 상실하기 쉬운 자신의 사회적 가치

성을 회복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은퇴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회

에 유용하고 중요한 존재가 되고 있다는 가치를 갖게 해준다(최성재⋅장

인협, 2010). 그리고 일반 전문직과는 달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그 대상자를 치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

라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를 지닌 사람으로 보게

되는 탈병리화의 장점도 가질 수 있다(박태영 외, 2008; 오세영, 2011;

Shmotkin, et al., 2003; Willigen, 2000).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

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육체의 건강이 더 좋게 나타나거나

건강의 약화가 늦게 진행되었다(Haski-Leventhal, 2009; Luoh and

Herzog, 2002; Li and Ferraro, 2005; Musick, et al., 1999; Sullivan and

Sullivan, 1997).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정신적인 소외감과 우



울감도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으며(김동배, 2012; 김수현, 2013; Arnsten,

et al., 2002; Li and Ferrao, 2005; Sabin, 1993; Thoits and Hewitt 2001;

Wilson and Musick, 2000), 노인이 되면서 손상되기 쉬운 자아에 대한

정체성 (Greenfield and Marks, 2004), 효능감(Haski-Leventhal, 2009;

Willgen, 2000), 자아존중감 역시 높게 나타났고(김향선·박경량, 2010;

Haski-Leventhal, 2009; Thoits and Hewitt 2001; Willgen, 2000), 정신건

강의 감퇴를 늦추게 하는 데도 영향력을 미쳤다(Hurd, 2009). 그래서 자

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삶의 질에 대한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김인수 외, 2012; 김재하⋅이가언, 2006; 허준수,

2012; Haski-Leventhal, 2009; Litwin and Shiovitz_Ezra, 2006; Thoits

and Hewitt 2001). 그리고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일수록 자아통합감

정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순, 1988). 특히 공식적인 자원봉사활

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비공식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에 비해

자기역할의 정체성 확보에 크게 작용을 했다(Greenfield and Marks,

2004; Li and Ferrao, 2005). 그리고 자원봉사 참여는 노인의 수명에도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Morrow, et al., 2003).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노인들의 자원봉사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

한 선행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노인일수록(김재

하·이가언, 2006; 김현숙, 2013; Kim and Hong, 1997), 종교 활동에 참여

하는 노인일수록(김재하·이가언, 2006; 김창석·치수일, 2012; 김현숙,

2013; 이안나·조성숙, 2013)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자원봉사 참여도

가 높으며, 그에 따른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기부와 달리 여성 노인들이 남성 노인들보다 자원봉사 참

여도가 높게 나타났다(김미혜, 2003, 류기형, 2013; 이안나·조성숙, 2013;

이영남, 2002). 그러나 국가별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 연구

(Haski-Leventhal, 2009)에 따르면 이스라엘 경우에만 여성 노인의 참여

도가 월등히 높고, 스위스와 스페인에서는 여성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도

가 약간 높은 반면에 그 외 국가에서는 남성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는 성별에 영

향을 받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었다(김현숙, 2013).



연령과 자원봉사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고령으로 갈수록 자원

봉사 참여도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김미혜, 2003; 이영남, 2002)와 상

반되게 다른 연구에서는 60대 노인보다 70대 노인들의 자원봉사 참여도

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김현숙, 2013; 박경숙, 2012;

Willigen, 2000).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도 역시 상반된 연구 결

과가 제시되었다. 소득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참여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

(김미혜, 2003; 김창석·치수일, 2012; 김현숙, 2013; Kim & Hong, 1997)

와 달리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자원봉사 참여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제

시되었다(류기형, 2013; 이영남, 2002). 교육 정도에서도 교육 수준이 높

을수록 자원봉사 참여도가 높다(김미혜, 2003; 김창석·치수일, 2012; Kim

& Hong, 1997)는 연구결과와 달리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자원봉사 참여

가 높다(류기형, 2013; 이영남, 2002)는 연구결과도 제시되었다.

자원봉사와 관련한 통계청의 조사(2014)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에 참

여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연령대 가운데 6.2%로 가장 낮은 수준이

지만, 향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진 노인들이 현재 자원

봉사 참여 노인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현재 자

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자원봉사 참여 회수는 전 연령대 가운데 가

장 많고, 대부분 노인의 자원봉사는 높은 주기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의 자원봉사는 고령화 사회에서 부족한 사회자본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3. 노인의 사회기여활동에 관한 이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이 사회기여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의 사회기여활동은 고령화 사회의 사회자본 형성의 주

체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Adolf, 2006; Choi and Chou, 2010; Choi and Kim, 2011;

Greenfield and Marks, 2004; Hao, 2008; Krause, et al., 1992; Luoh and

Herzog, 2002; Mcmunn, et al., 2009; Su and Ferraro, 1997). 노인들에게



서 객관적 요인에 대한 가치인식과 주관적 경험으로 나타나는 자아존중

감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사회기여활동이기 때문이다. 왜냐

면 노인의 사회기여활동은 그들이 쌓은 지식과 기술을 타인에게 전달함

으로써 자신이 속한 단체나 지역사회에서 보상 및 인정을 받고 자아존중

감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되기 때문이다(김동배 외, 2012).

국내 연구에서 노인의 사회기여활동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는 대부분

자원봉사에 치중해 왔다. 그러나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노인의 사회기여활동에 대한 연구는 기부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현재 고

령사회에 있는 영국, 캐나다,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고 노인들의 사회기여

활동은 자원봉사 뿐만 아니라 기부에서도 활발하게 참여함으로 고령사회

문제 해결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4)

노인들의 기부 또는 자원봉사 각각의 참여를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앞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기화 이론이 언급되지만, 두 가지 모두 참여할

경우 지지할 수 있는 이론은 다를 것이다. 연령이 높아져 가면서 건강

수준이나 경제 수준이 달라지거나 약화되어 가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

기 때문이다.

4) 영국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사회에 기여(세금, 자원봉사, 사회 돌봄, 타인을 위한 소

비)하는 비용은 2011년에 400억 파운드이며, 2030년에 가서는 770억 파운드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비용은 정부가 받는 지방세의 총액수보다도 많은 금액이다(Cox,

2011). 지난 20년간 기부참여 추이에 대한 통계조사에서 전 연령대 가운데 연소노인

과 고령노인 층에서만 지속적으로 기부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다른 연령대에서 기부참여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AF, 2012). 65세 이

상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07년 기준으로 54%이며, GDP 대비 비율로 산출하면

3.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세경 외, 2010).

캐나다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86%가 기부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부액수

는 젊은 층보다 많으면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조사되었다

(Charitable Giving by Canadian, 2013). 캐나다인들의 전체 기부금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기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나타났다. 캐나다인 개인별 연간 평균 기부

액은 $2,000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개별 평균 기부액은 $3,100로 전체 평균보다 50%

이상 상회하는 기부를 하고 있었다. 캐나다인의 고액 기부자(top donors)는 전체 기부

자에서 5%를 차지하고 있고, 고액 기부자 가운데 31%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조사되

었다. 자원봉사 참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36%가 공식적인 자원봉사에 참여

하고 있었다(Charitable Giving by Canadian, 2013).

미국인의 사회기여도 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현금 기부에 참여하는 노인

은 88%에 달하였으며, 58%의 노인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delity Charitable Giving Report, 2013; Gallup, 2014).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 이론은 Havighurst(1963, 1961)에 의해서 정립

된 활동이론(active theory)의 등장에서부터 시작했다. 지속적인 노인 활

동의 핵심인 활동이론은 Rowe and Kahn(1987)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이론으로 이어진다. 성공적 노화이론은 활동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다

음 세 가지 구성요소를 성공적인 노년의 삶의 조건으로 보고 있다. 첫째,

질병과 장애를 피해가는 것, 둘째, 높은 수준의 인지적 기능과 신체적 기

능을 유지하는 것, 셋째, 적극적으로 사회활동 참여를 지속하는 것이다

(Rowe and Kahn, 1998).

Rowe and Kahn(1998)은 활기찬 인간관계 및 생산적 활동(productive

activity)을 통하여 삶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지하는 것은 성공적인 노

년기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Rowe and Kahn의

성공적 노화 이론은 개인이 가진 것을 사용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자신

이 가진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

러므로 성공적 노화를 위한 활동을 위해서는 질병 및 장애의 위험수준이

낮아야 하는 것이 선행조건이다(김현숙, 2013; 이소정 외, 2007; 한석태,

2008).

성공적 노화 이론은 일정하게 제시된 범주에 도달해야 성공적인 노년

기를 보내는 노인으로 간주한다. 문제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 이론으로

제시하는 성공적 노화의 기준은 건강, 소득, 사회적 지지와 활동 범위가

축소되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와 우울증 수준이 높아지는 노인들의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Rowe and Kahn이 제시

하는 성공적 노화의 범주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대다수의 노인들은 실패

감으로 인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삶의 질의 수준도 낮아지는 부적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정경희 외, 2006). 그러므로 객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인을 통한 성공노화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면

노인들은 약화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주어진 상황에서도 참여 가능한 부분에서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활동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Rowe and Kahn이 성공적 노화 개념을 제시했다면 Baltes and Baltes

는 노인의 사회활동을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설명하는 ‘보상



이 수반된 선택적 적정화 이론’(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SOC)을 제시했다(Baltes and Baltes, 1995, 1990). 노인은

노년기의 변화들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이 선택한 우선순위에 따라 활동

범위를 제한하고, 제한된 범위의 역할수행을 최적화하며, 노인 자신이 중

요하다고 선택한 일이라도 혼자서 수행할 수는 없을 경우에는 외부적 도

움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SOC 이론(Baltes and Baltes, 1995; 1990)은 선택에서 출발을 한다. 선

택은 연령증가와 함께 기능의 감소나 감퇴가 일어나면 몇몇 특정영역을

선택하고, 다른 영역을 무시하여 높은 수행을 유지하려는 방법이다. 선택

은 다음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된다(Freud and Baltes, 1998을 엄세진

⋅정옥분, 2001에서 재인용). 먼저 임의적 선택(Elective Selection)은 현

재의 상태에 적응하기 위해 발달과정 중에서 대안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조정 과정으로 과거와 비교를 하지 않는다. 과거의 결과에 기초하여 선

택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결과만을 예상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다. 반면에 상실에 기반을 둔 선택(Loss-based selection)은 과거의 결과

에 영향을 받아 이전에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자원의 감소를 느낄 때 나타난다. 따라서

상실에 기반을 둔 선택은 현재의 방식으로 과거에 수행했던 것만큼의 결

과를 얻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새로운 목표 탐색이나 목표

의 재구성 같은 과정을 포함한다. 비록 선택은 효용가치가 높은 여러 영

역의 감소를 암시하지만, 반면에 선택은 인생의 목표에서 새롭게 변화된

분야를 내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택의 과정은 개인의 기대가 만족감

과 함께 개인이 다룰 수 있는 경험에 근거하여 허용이 되는 영역에 대한

개별적인 기대감을 함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최적화는 잠재능력을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

택한 영역의 수행을 극대화시키는 행동이다(Baltes and Baltes, 1990). 최

적화는 선택한 영역에서 개인의 발달적 잠재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질

과 양에 있어 삶의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화시키는 행동

을 하게 된다. 따라서 원하는 결과는 얻고, 원치 않는 결과는 피하기 위

한 효과적인 방법이다(엄세진⋅정옥분, 2001; Brandtstadter, 1998;



Gollwitzer and Bargh, 1996; Marsiske, et al., 1995; Staudinger, et al.,

1995). 적응성에 대한 개입 연구는 노인의 이러한 최적화 과정을 지속적

으로 수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보상은 생물학적, 사회적, 인지적 기능의 상실로 문제해결 상황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질 때 특정한 학습행동이나 다른 방법으로 발달적 쇠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선택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적

응 능력과 유연성의 감소에 따라 나타나게 된다. 보상은 특히 목표지향

적인 폭넓은 활동과 높은 수준의 성취를 목표로 할 때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상의 요소는 정신과 기능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SOC 이론의

쟁점은 노인이 된 이후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된 능력 보다는 현재

주어진 자원과 능력을 최적화하여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함으로 성공적 노

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인의 성공적 노화는 개인과 사회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이다.

SOC 이론이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서 성공적 노화에 접근하는 방식은

자아정체성에 기반을 둔 상징적 상호작용이론과도 일맥상통한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론가 미드(G. H. Mead)에 의해면 자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을 통해 형성된다. ‘Me’는 사회적 환경과의 접촉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

적 환경의 반영으로서 형성된다(강수택, 1996을 정경희 외, 2006에서 재

인용). 자아는 ‘Me’와 이에 대한 주체적으로 대처하려는 ‘I’의 결합으로

드러나며, 행위는 외적 환경 내지 상황이 제공하는 자극을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해석함으로써 나타난다. 노년기의 자아정체성도 ‘I’가 노인이라

는 사회적 정의인 ‘Me’에 대한 대응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선행

연구에서 노인의 사회기여활동과 삶의 질의 최적화를 위해 작용하는 것

이 노인 개인의 자아존중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I’에 대한 ‘Me’의

대응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성공적

노화로 이끌게 한다. 노인들이 고령화가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

회기여활동에 참여함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가치인식을 통해 자아존중

감 수준이 높아짐으로 삶의 질에 정적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삶의 질

역시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에 대한 매개효과를

가진다(고민석․김동주, 2014; 박현숙, 2014). 즉 노년기 사회기여활동은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직접적인 기제로 작용하기 보다는 그 활동

을 통해 증진되어진 자아존중감의 궁극적인 산출물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김상범, 2012; 김향선․박경란, 2010). 그러므로 노인들이 자신들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사회인

으로서 헌신하고 기여하고 있다는 자아존중감 의식은 노년기 삶의 질 결

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김향선․박경란, 2010).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사회기여활동이 당사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

향력은 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김인수 외, 2012; 허준수,

2012). 노인들의 사회기여활동 참여와 삶의 질 변수 사이의 직접적인 영

향력을 보고하기도 했지만,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영향력

을 미친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김귀분 외, 2008; 정미영·심이영, 2009;

정연성, 2014). 즉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경우 당사자들의 자

아존중감을 향상시켜주며, 향상된 자아존중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남기민 외, 2006). 또한 노인의 능동적인 자원봉사활동 참

여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므로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활동과 삶의 질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론이 제시되었다(정미영․심이영, 2009; 정연성 외, 2014).

노인들의 사회기여활동에 있어서 선행연구는 한 가지 분야에만 집중하

는 것이 아니라 기부와 자원봉사에 선택적으로 참여하거나 두 가지 다

참여를 한다고 해도 집중하는 분야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행연

구에서 노인의 연령대별 사회기여활동 선호경향을 정리하면, 65-74세 집

단은 75세 이상 집단보다 자원봉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75세 이

상 집단은 75세 미만 집단보다 기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Choi

and Chou, 2010; Rooney, et al., 2008). 그러나 고령노인들이 수행 가능

한 범주 내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할 경우 정신적․육체적 유익이 연소노

인들보다 더 크다는 연구결과(Greenfield and Mark, 2004; Li, 2007)로

연령대에 따라 차별화된 자원봉사의 장을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

한다. 그리고 연소노인의 기부 참여율이 고령노인의 기부 참여율보다 높

다는 선행연구결과(Lasby and Bakker, 2004)도 보고됨으로 연소노인일

지라도 활동 능력과 경제 능력에 따라 기부와 자원봉사 양편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노인들의 사회기여활동 참여 연구는 노인

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신체능력이 약화될 경우에는 자원봉사를 대체하는

수단을 선택함으로 사회기여활동과 개인의 삶의 질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Akin, et al, 2010; Brown, et al., 2008;

Haski-Leventhal, 2009; Krause and Benjamin, 2000; Litwin and

Shiovitz Ezra, 2006; Thoits and Hewitt 2001). 사회기여활동의 대체효

과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가치인식을 통해 자아존중감에 정적이 영향력

을 미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화를 통해 심리적인 자아존중감이 보상된다. 심리적인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의 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인 주요 요인이므로 자아존

중감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며 삶의 질에도 정적인 영향력을 주게 됨으로

삶의 질의 수준도 향상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령이 되어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노인의 사회기여활동

의 변화에 대한 예측은 SOC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SOC 이론은 고

령화 사회에서 노화로 인해 기능적 건강 수준이 저하되어 가고, 은퇴 전

에 비해 다양한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의 성공노화를 설명

하는데 있어 Rowe and Kahn(1998)의 성공적 노화이론의 기준에 미치는

못하는 노인들의 사회기여활동에 대한 설명을 보완해줄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선택·최적화·보상(Selection, Optimization, Compensation)

전략은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력

이 연령대별로도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건강한 노인

뿐 아니라 질병, 노쇠, 장애, 사회관계의 위축, 경제여건의 축소, 활동범

위의 제약 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진 성공노화를 위한 개별화된 사회기여활동 참여를 제시하는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김인수 외, 2012; 김재하⋅이가언, 2006;

허준수, 2012; Akin, et al., 2010; Brown, et al., 2012; Haski-Leventhal,

2009; Krause and Benjamin, 2000; Litwin and Shiovitz_Ezra, 2006;

Thoits and Hewitt 2001).



제 4절. 선행연구의 한계

서론에서 문제제기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의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조건들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수혜적 입장에서 노인의 삶

의 질 저하의 문제를 대응하는 다수의 연구(김영근, 2008; 박성복, 2011;

박시내, 2010; 유계숙, 2006; 이소정 외, 2007; 장지연, 2009; 정경희 외,

2011; 한덕웅, 2006; 한석태, 2008)는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정적이지 않은 결과도 보고했다. 그러나 기여자의 입장에서 연구는 제한

되어 있는 반면에 일관되게 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범

수, 2012; 박효영, 2012; 전혜정, 2007; 고양곤 외, 2003; 김영호 외, 2002;

류기형, 1999). 특히 노인의 사회기여활동 참여 변수 가운데 자원봉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일관되게 정적인 것으로 보고되

었다(김인수 외, 2012; 김재하⋅이가언, 2006; 허준수, 2012). 그리고 노년

기 사회기여활동을 통해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대상이 삶의 질 정도도 높

게 지각하는 것으로 제시했다(김연희⋅김기순, 2002; 윤명숙·이묘숙,

2011; 정진경, 2005; 황혜민⋅이명선, 2011; Kuehner and Buerger, 2005).

그럼으로써 자아존중감이 노년기 노인들의 삶의 질을 조절하고 유지해

나가는 데 중요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다양화된 노인의 사회기여활동을 증진

시키기 위해 선행연구의 한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객관적인 자원 수혜자의 입장에서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고령화 사회 속에 다양화된 노인의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 저하에

대한 기여자로서 사회기여활동 참여에 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

져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 고령화 사회 노인을 대표하는 노

인집단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사회기여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력을 보다 일반화하고자 한다. 둘째, 노인의 사회기여활동과 관련한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데이터 수집이 특정 집단이나 특정 지

역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기존

의 국내 가구단위 패널조사보다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서 통계학적으



로 표본오차가 적고, 세부 단위까지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적으로도 제주도, 가구 유형으로는 농어가까지 포함하고 있어

서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닌 패널조사이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다.

셋째,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사회기여활동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

면서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노인의 기부와 관련한 연구는 매우 한정적이며, 기부와 자

원봉사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노인의 사회기여활동과 삶의 질을 연구한

국내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고령화 사회가 제공하는 노인의 사회

기여는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기부도 포함되어야 하며(김경혜, 2011; Choi

and Choo, 2010), 기부와 자원봉사는 점차 길어지는 노령시기에 지속적

으로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대체활동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본 논문에서는 고령화 사회가 요구하는 노인의 사회기여활동으로서

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영향력을 비교 하고자 한다. 기

존의 사회기여활동으로써 노인의 자원봉사에서 기부까지 확대 설정한 것

은 노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들의 참여와 역할을 통해 지역

사회의 통합성을 증진시킨다는 자원봉사 활동의 원리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노인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고령화 사회의 긍

정적 노인상을 보여주려는 논문의 목적 때문이다. 또한 사회기여활동의

하나인 자원봉사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선행 연구와 동일

선상에서 기부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질의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연구

해야 하는 고령화 사회의 시대적 요청 때문이다.

넷째, 사회기여활동과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체로 사회기여활

동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의 사회기여활동은 연령이 높아갈수록 기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기

여활동의 직접적 영향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도 낮아질 수 있다

(Choi and Kim, 2011). 사회기여활동이 약화됨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주관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 즉 자아존중감의 매개역할을 통해서도 삶

의 질을 확인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노인의 사회기여활동이 자아

존중감의 매개를 통해 삶의 질에 미치는 선행연구에서 Rosenberg의 자



아존중감 척도 10개를 사용한 자아존중감 선행연구는 긍정적 문항과 부

정적 문항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차원으로 자아존중감 수준을 평가해왔

다. 단일차원의 자아존중감 척도 사용은 사회기여활동이 삶의 질에 영향

을 주는 데 있어서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효과 때문인지 부정적 자아존중

감의 효과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이원적 자아존

중감(bi-imensional self-esteem)으로 분석을 진행함으로 매개효과의 영

향력을 심층적으로 비교하여 제시할 수 있다.

다섯째, 국내 선행연구에서 자원봉사와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통제변

수나 독립변수로 사용한 노인의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65세 이상 노인집

단을 하나로 분석했다.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연

구함에 있어서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고 노인 전체집단을 하나의 대상으

로 연구함으로서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2015년 현재 국내에서 100세 이상 노인의 수는 16,000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으로 100세 인구의 증가 속도는 갈수

록 빨라질 전망이다.5) 이렇게 고령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현실에

서 노인 전체집단을 하나의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사회기

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연령에 따른 사회기여활동의 변별성을 확인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집단을 연소노인과

고령노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 연령대별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연령대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이 연구에서는

다집단 구조모형 분석을 활용하여 사회기여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연

령대별 차이, 이중적 자아존중감이 매개할 경우 변화궤적을 중심으로 연

령대별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5) 해마다 100세를 맞는 노인의 수는 2010년 904명, 2011년 927명, 2102년 1201명, 2013

년 1264명, 2014년 1359명, 2015년 143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00세가

되는 노인의 성비로는 남성이 213명, 여성이 1432명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2015). 



제 3장. 연구모형 및 연구질문

제 1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의 주체가 되는 노인들의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당

사자들의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운

연소노인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 수준이 낮아짐으로 삶의

질이 낮아질 개연성이 높은 고령노인들이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할 때 자

아존중감이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통하여 연소

노인 뿐만 아니라 고령노인들도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함으로 고령화 사회

에서 나타나는 노인의 삶의 질 저하의 문제 개선에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했다.



제 2절. 연구질문

제1장에서 제시한 문제제기와 2장에서의 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

구질문을 설정하고자 한다.

1) [연구질문 1]: 삶의 질 예측요인- 노인의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당사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기존의 국내연구에서 노인의 사회기여활동은 자원봉사로 한정하고 있

다.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기여활동을 자원봉사에서 기부까지 확대할 경

우에도 노인들의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력이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함으로 수여자가 아닌 기여자로서 고령화 사회에서 자연스럽

게 나타나는 노인의 삶의 질에 대처하는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2) [연구질문 2]: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노인의 사회기여활동 참

여가 당사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하

는가?

고령화 사회는 기대여명이 점차 늘어가기 때문에 고령으로 갈수록 사

회기여

활동 수준도 낮아지며, 이럴 경우 사회기여활동이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도 낮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기여활동에 참

여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은 자아인식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미치는 영향력 때문이라고 선행연구(김동

기 외, 1994; 엄명용 외, 2005; 전남련 외, 2007)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므

로 본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어떻게 삶의 질에 매개하는

지를 분석하여 사회기여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력을 보고

자 하는 것이다.

특히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이용하여 사회기여활동과 삶의

질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연구한 국내 선행연구는 10가지 긍정과 부정 척



도를 단일차원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이럴 경우 고령으로 갈수록 부정적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SOC 이론의 과정으

로 본다면 긍정적 요인이 감소한다고 해도 부정적 요인이 계속해서 증가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Owens, 1993). 그러므로 이차원적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중에 긍정과 부정의 영향력의 차이를 살

펴보고자 한다.

3) [연구질문 3]: 삶의 질 예측요인의 연령대별 차이- 노인의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당사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연령대

별로 차이가 있는가?

현재까지 수행된 노인의 사회기여활동 관련 국내 연구는 65세 이상 노

인을 하나의 노인집단으로 간주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의 노인들은 노후를 보내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연령대별로 나

타나는 노인들의 건강상태나 경제수준도 달라진다. 그에 따라 사회기여

활동 참여의 양상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삶의 질

에 미치는 영향력도 달라지는 지를 탐색하려는 것이다.

4) [연구질문 4]: 자아존중감 매개효과의 연령대별 차이- 노인의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당사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가?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당사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국

내의 선행연구에서는 노인의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하여 연

구를 수행했다. 이러한 연구는 노인이 고령이 될수록 건강 수준이 낮아

지면서 자원봉사의 시간이나 참여 회수에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국외의 선행연구에서는 노인이 고령이 될수록 기부 참

여와 자원봉사 참여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결과를 제시했다(Choi and

Chou, 2010; Choi and Kim, 2011; Debbi, 2009, 등). 그러므로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기여활동과 당사자의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가 노인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지 않고 연구를 수행한 점을 보완하고, 연

령대 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사회기여활동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

이다. 그리고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노인들이 고령화가 되어 가면서

도 건강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사회기여활동에 참

여함으로 삶의 질에 영향력이 있는 것이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때문이

라면,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역시 연령대별로 다를 것이라는 가정을 검

증해 보려는 것이다.



제 4장 연구방법 및 분석절차

제 1절. 분석자료

본 연구의 자료로 활용한 한국복지패널조사 8차 자료는 전국 가구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사회복지 관련 패널자료로써 한국보건사

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조사한 8차 자료이다. 한국

복지패널은 국내에서 수행 중인 가구단위 패널조사 중 한국보건사회연구

원의 한국의료패널조사 다음으로 규모가 큰 패널조사이다. 8차 조사대상

자는 200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 90%자료로부터 24,000여 가구를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를 각각 3,500가구씩 총 7,000가구를 패널가구로 선

정하여 조사하였다. 이렇게 조사에서 표본수가 많다는 것은 통계학적으

로 표본오차가 작아지고, 현실적으로 세부 단위까지 다양한 분석이 가능

한 조사임을 의미한다.

기존의 국내패널 조사는 대부분 패널 구축 초기의 소득수준이 통계정

의 80% 내외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복지패널은 소득 및 지출 수

준이 통계청의 가계조사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은

원표본 가구 유지율이 국내외 여타 패널보다 비교적 높다. 한국복지패널

의 경우 2차 조사에서 원표본 가구 유지율이 92.1%, 3차 조사에서

86.7%, 4차 조사에서 83.9%, 5차 조사에서 80.3%로 나타나 국내 주요 패

널보다 높았고, 미국 PSID나 독일 GSOEP와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리

고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저소득층 연구에 적합한 패널이라는 점이다. 한

국복지패널조사의 또 다른 장점은 학제간 연구가 가능한 패널조사라는

점이다. 다양한 영역의 조사내용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복지학 외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학제 간 연구의 장을 제공할 가능성

이 높다.

8차 조사는 2013년 1월 12일~6월 8일까지 진행했으며, 원표본 가구는

5,271가구이고, 2~7차 조사기간 중 분가로 인해 발행한 신규 가구는 461



가구이며, 8차부터 신규패널 가구로 들어온 1,800 가구가 포함이 되었다.

8차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분가 가구는 85 가구로, 이를 포함한 8

차 총 조사대상 가구는 7,617 가구였으며, 8차 조사가 완료된 총 표본가

구는 7,312가구로 96.0%이며, 가구원은 17,984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원 조사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는 가

구원 중에서 65세 이상 남녀 노인으로 한정했다. 이렇게 한정한 이유는

달력의 시간에 의한 연령으로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으

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인복지법에서도 65세 이상인 자를 노

인으로 정의했고, 기초노령연금제도나 경로우대제도 또한 65세를 기준으

로 하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도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한정한 것이다. 국

제적으로도 65세는 각종 연금의 혜택이 주어지고 정년퇴직을 하는 시기

로 되어 있어 국가 간 비교를 위해 65세 이상 인구는 사회통계에서 흔히

볼 수 있다(모선희 외, 2005).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집단이라도 연령대

별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Choi and Chou, 2010; Choi and Kim, 2011) 연구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65세~74세미만의 연소노인(the young

old)과 75세 이상 고령노인(the old-old) 집단으로 연령대를 분류하여 연

구를 수행했다.6)

연구 대상자는 한국복지패널 2013년도 8차 데이터 자료 총 가구원

17,984명 가운데 2013년 현재 65세 이상(1948년 이전 출생 노인)에 해당

되는 노인 5,229명이며, 이는 전체 데이터의 29.07%를 차지하였다. 성비

로는 남성이 39.2%이며 여성은 60.8%로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1.55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6)  Neugarten은 55~74세를 연소노인(young-old), 75세 이상을 고령노인(old-old)으로 구

분하는 것이 적합다하고 주장했고, Brody는 60~64세를 연소노인(young-old), 65~74세

를 중고령노인(middle-old), 75세 이상을 고령노인(old-old)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합하

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는 고령화 사회를 의식하

여 65~69세를 연소노인, 70~74세를 중고령노인, 75~84세를 고령노인, 85세 이상을 초

고령노인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최성재·장인협, 2010).



제 2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노인의 삶의 질

삶의 질이란 개인의 복지와 삶의 만족에 대한 전반적인 개인의 평가

(프루쉬, 2010; Clipp, 2002)이므로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서 사용하는

삶의 질의 결정요인은 ‘전반적 만족도’를 사용하였다. 각 요인은 5점 척

도로 구성이 되어있고, 매우 만족(5점)부터 매우 불만족(1점) 순으로 점

수가 부여되었다.

2. 매개변수: 노인의 자아존중감

매개변수로 사용한 자아존중감은 노인의 삶의 질을 예측하는 변수이다

(정순돌, 2007; Knight and Ricciardeli, 2003). 본 연구를 위한 노인의 자

아존중감은 로젠버그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Rosenberg, 1965) 10개 문

항을 사용한 복지패널 8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

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1~4점이 부여되었다.

10개의 문항 가운데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좋은 성품을

지녔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긍정적인 태

도를 가졌다,” “대체로 만족”으로 구성하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문항은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나

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나

자신을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

낌이 든다,”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문항은 척도가 높

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3. 독립변수: 사회기여활동

선행연구에서 Choi and Chou(2010)와 Choi and Kim(2011)은 사회기

여활동 변수로써 기부와 자원봉사를 연간 참여액수와 연간 참여회수로



하여 통합적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노인의 사회기여활동 변수

를 기부와 자원봉사 변수로 설정하고, 사회기여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기

부 변수는 지난 1년 동안 ‘기부에 참여한 액수(만원/년)’를, 자원봉사 변

수는 ‘자원봉사활동 연간 횟수(회/년)’ 문항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 및 기부참여 노인의 수가 많지 않고, 참여 횟

수 및 기부액수의 편포현상이 나타나서 연속변수로 사용하지 않았다. 변

수는 ‘기부만 하는 노인,’ ‘자원봉사만 하는 노인,’ ‘기부와 자원봉사 모두

하는 노인’을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하는 집단(1)’으로,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는 노인집단’을 비교집단(0)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Choi and Chou(2010)의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연령에 따라

서 사회기여활동 참여 수준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 매개효과가 다

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연소노인집단과 고령노인집단의 사회기여

활동 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의 수준, 이중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가 연령대에 따라 다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수행

했다.

4. 통제변수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통제변수를 선행연구에 따라 다음의 변수

를 측정 요인으로 사용하였다.

1) 사회적지지 요인, 신체적 건강 요인, 심리적 건강 요인 측정도

구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원,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도구적 또는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는 행위

이다(윤현숙⋅구본미, 2007; 권중돈, 2004). 그러므로 사회적 지지는 정서

적 지지에 해당하는 ‘가족 지원’과 도구적 지지에 해당되는 ‘사회서비스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을 사용했다. ‘가족 지원’은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집단(0)과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집단(1)으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서비스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은 ‘경험(1)’과 ‘비경험

(2)’으로 코딩된 것을 연구 목적에 맞는 분석을 위해 비경험 집단(0)과

경험 집단(1)으로 리코딩하여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건강이란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이다. 노인이 지각하는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통합된 특성을 개인이 지각하는 상태

이기 때문이다(Strawbridge and Wallhagen, 1999를 오지현, 2013에서 재

인용). 그러므로 노인의 건강요인으로 측정하는 변수는 ‘전반적 건강상

태’ 인식을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전반적 건강상태 문항’은 ‘아주 건

강하다(1)’부터 ‘건강이 아주 안 좋다(5)’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건

강이 안 좋다는 평가이다.

심리적 개념은 한 개인의 삶에 대한 평가나 느낌에 영향을 주는(한석

태, 2008) 심리적 상태로써 자신감이나 우울감이 심리적 요인이 된다. 노

년기에는 여러 종류의 상실(loss)을 경험하는 시기이므로 우울은 노년기

에 볼 수 있는 매우 보편적인 심리증상이다(김명 외, 2004; Schooler,

1992). 상실은 우울증에 관한 심리사회적 이론의 일반적 주제로 사별은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지만, 개인적으로 중요한 어떤 것의 상실 역시 우

울감을 유발할 수 있다(이해영, 2006). 노년기 나타나는 보편적 심리상태

가 우울이므로 본 연구를 위한 심리적 요인 변수로 우울척도 CESD-11

을 기초로 한 복지패널 8차 자료의 우울관련 11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우울에 대한 인식 변수는 ‘식욕이 없음’, ‘비교적 잘 못 지냈다’, ‘상당히

우울’,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짐’, ‘잠을 설침’, ‘외로움’, ‘불만 없이 생활’,

‘사람들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 ‘마음이 슬펐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음’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이 되어있고, 극히 드물다(1점)부터

대부분 그렇다(4점) 순으로 점수가 부여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심

리적으로 우울하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구조모형에 외생변수로 분석

할 때는 ‘우울에 대한 인식변수’로 리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우울에 대한

인식변수’로 리코딩하기 위해서 1점부터 4점으로 구조화된 척도를 0부터

3점으로 리코딩 하고, 긍정적 요인인 ‘불만이 없는 생활’은 역코딩을 한



후 11개 변수의 케이스 값을 더하여 11로 나눠서 분석하였다.

2) 인구사회학적 변수

통제변수로 사용할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종

교’, ‘자가주거여부’, ‘소득’, ‘경제활동참여’ 변수를 사용하였다. ‘성별’은

남성은 1, 여성은 2로 코딩한 더미(dummy)변수를 여성은 0, 남성은 1로

리코딩하여 사용했다. 인구사회학적요인에서 주로 사용하는 ‘연령’은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중집단분석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인구사회학적 변

수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학력’은 무학일 경우 0, 초등학교 졸업 1, 중학

교 졸업 2, 고등학교 졸업 3, 대학교(4년제) 졸업 4, 대학원 이상(석사) 5,

대학원이상(박사)로 구조화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종교’는 더미(dummy)

변수로 코딩하여 종교가 없는 경우(0)와 종교가 있는 경우(1)로 측정했

다. ‘자가주거여부’는 주거 점유 형태 자료에서 자가가 아닐 경우(0)와 자

가일 경우(1)로 코딩을 하여 주거소유여부를 확인하였다. 소득의 경우

가구원별 가처분소득7)을 합산한 후 12월로 나눈 후 최저생계비(2013년

기준 572,68원)와 비교하여 최저생계비 미만 수준(0)과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1)으로 코딩하여 사용했다. ‘경제활동 참여형태’는 무급 가족 종사

자, 미취업자(근로능력 있음), 미취업자(근로능력 없음) 등과 같이 근로

에 종사하지 않는 집단은 0으로, 임금근로자, 자영업, 고용주와 같이 근

로에 참여하는 집단은 1로 코딩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제 3절.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 및 2차 자료를 활용하여 구

조방정식과 다중집단 구조방정식으로 통계분석을 수행했다. 본 연구에서

자료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했다.

7) 소득변수: 가처분소득=근로소득+사업 및 부업소득+재산소득+사적 이전소득+공적이전

소득-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



첫째, 자료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정규성 등을 확인하기 위

해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했다.

둘째, 자료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변수들 간의 상관행렬관계 분석

과 신뢰도를 측정했다.

셋째, 변수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잠재된 적은 수의 구조로 축약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넷째,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변수를 중심으로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여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최종 측정변수를 도출하고 신뢰도를

확인했다.

다섯째, 간명성이 높은 최적의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모형수정을 실시

하여 제안모형과 수정모형의 차이를 확인하여 최종모형을 제시했다.

여섯째,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검증을 실시했다.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노인의 사회기여활동 참여와 삶의 질 간에서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어

느 정도 매개하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매개분석을 실시했다. 구조방정식

을 이용하면 매개변인이 모형에 포함이 될 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총

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할 수 있고,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도 가능하다. 총효과에서 간접효과의 비율 즉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

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정도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매개변인이 포함된 모형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도 있으며, 특정한 매

개변인의 효과에 대해서도 검증할 수 있다(김현숙, 2013; Brown and

Ferris, 2007). 각 변인들의 영향 관계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

여 살펴보면 노인들의 삶의 수준 결정에 사회기여활동 참여, 긍정적 자

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다 심층

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매개효과 유의검증방법인 Sobel 검증과

Bootstrapping 중에서 Bootstrapping 결과를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ChengㆍLau, 2008)에 따라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일곱째, 연령대별 노인집단의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내생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질문을 확인하기 위한 다중집단 구

조모형(Multiple 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검증을 시행했다.



검증을 위해 내생변수로 가는 경로를 동일하게 제약하는 제약모형을 설

정한 후 제안된 모형과 제약모형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구조방정식과 다

중집단 구조방정식으로 검증하는 것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간접효과

가 유의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기 때문이다.

구조모형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x2 검증을 이용하는 방법과 적합도 지

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x2 검증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고, 영가설

이 상당히 엄격하므로 x2 검증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

에서는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였으며, 적합

도 평가 지수의 기준이 확립된 절대접합지수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증분적합지수인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를 통해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했다.

RMSEA는 대표본이나 다수의 관측변수들로 인해 발생하는 x2 통계량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한 적합지수이다. 브라운과 쿠덱(Browne

and Cudeck, 1993)에 따르면 RMSEA 값은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5에서 .08사이이면 적합한 적합도이며, .10 이상이면 부적절한 적합도라

고 정의했다. TLI와 CFI의 경우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볼 수 있다(Bentler, 1990; Tucker. Lewis,

1973). 연구를 위한 모형추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했으며, 자료분석 과정에는 SPSS 21과 AMOS 21을 사용하였다.



제 5장 연구결과

제 1절. 일반적 특성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 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5,229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최저 65세(1948년

생)부터 최고 106세(1,907년생)까지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성비 구성을 보면, 연소노인은 남성이 1,097명(39.9%)이며, 여성은 1,654

명(60.1%)으로 구성되어 여성 노인의 비율이 남성 노인 비율보다 1.5배

더 높았다. 고령노인은 남성이 951명(38.4%)이며, 여성은 1,527명(61.6%)

로 구성되어 여성 노인의 비율이 1.6배 더 높았다.

연령대별 성비를 검토해 보면 연소노인에 비해 고령노인은 남성 비율

이 13%, 여성은 7.6% 줄어들어 고령이 될수록 남성 노인의 여성 노인의

수보다 더 빨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한국인의 기대여명이

남성은 78.5세, 여성은 85.1세(통계청, 2013)라는 통계조사 결과가 보여

주듯이 여성 노인의 수명이 남성 노인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길어서 65

세 이상 노인집단에서 여성 노인의 비율이 남성 노인의 비율에 비해 더

높은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서는 초졸이 2,184명(41.8%)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무학

이 1,368명(26.2%), 고졸이 640명(12.2%), 대졸이 256명(4.9%), 대학원 이

상은 37명으로 0.7%에 불과했다. 노인 전체집단의 평균 교육 수준은 중

등학교 중퇴 수준(1.3)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연령대별 교육수준의 차이를

보면 연소노인의 평균 교육수준은 중등학교 중퇴수준(1.4)이었으며, 고령

노인의 평균 교육수준은 중등학교 중퇴 수준이었지만 연소노인수준 보다



낮은 수준(1.19)으로 조사되었다.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2013)에 따르

면 한국의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98%) 및 고등교육 이수율

(64%)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으며, 고등학교 이수율은 2001년부

터,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8년부터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한국 국민의 교육 수준에 비교하면 65세 이상 노인들, 특히

고령노인들은 교육의 혜택을 받기에 열악한 복지환경에서 청소년기를 보

냈음을 알 수 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은 3,162명(60.5%)이고, 종교생활을 하지

않는 노인은 2,067명(39.5%)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는

노인보다 1.65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 종교생활 참여도를

보면 연소노인은 62.5%가 종교생활에 참여하는 반면에 고령노인은

58.2%가 종교생활에 참여하였다. 노인의 종교생활 참여 비율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낮아졌다.

‘자가주거여부’에서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은 3,488명

(66.7%)이며, 그렇지 않은 노인은 1,741명(33.3%)로 나타났다. 자기 소유

의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노인의 비율보다 2배 높

았다. 그러나 자가주거여부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응답비율은 연령대별

로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자가주거여부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

한 연소노인은 2,006명(72.9%)인 반면에 고령노인은 1,482명(59.8)이었다.

고령노인이 되면서 자가주거 비율이 연소노인 집단에 비해 13.5% 줄어

들었다.

‘근로참여’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근로에 참여하는 노인은 1,453명

(27.8%)인 반면에 근로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은 3,776명(72.2%)으로 나

타났다. 근로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이 근로에 참여하는 노인에 비해 2.6

배가 높았다. 연령대별 차이를 보면 근로에 참여하는 연소노인 집단의

비율은 34.9%인 반면에 고령노인 집단은 19.9%이었다. 근로 참여율은

연소노인 집단에 비해 고령노인 집단에게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노인의 경제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소득수준’에 대한 분포를 보면 기

초생활 수급권자보다 높은 소득수준을 가진 노인은 전체 노인 가운데

1,622명(31%)이며, 기초생활 수급권자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노인은



3,607명(69%)이었다. 연소노인 집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736명

(63.1%)이지만, 고령노인 집단으로 가면 1,871명(75.7%)으로 증가했다.

2) 사회적 지지요인, 신체적 건강요인, 심리적 건강요인의 특징

노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가운데 사회적 지지로써

‘가족지원’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노인은 1,875명(35.9%)인 반면에

3,354명(64.1%)의 노인들은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가족지원’에 대한 불만족스런 응답은 고령노인으로 갈수록 더 높

은 비율로 나타났다.

노인이 되어서 ‘사회로부터 각종 서비스를 받은 경험’을 묻는 문항에

‘받았다’는 응답은 1,536명(29.4%)이었지만,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3,693

명(70.6%)으로 조사되었다. 사회 서비스 수혜는 연소노인 집단 보다는

고령노인 집단에게서 수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고

령노인 가운데 사회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받았다는 노인은 929명(37.5%)

에 불과하며, 62.5%의 고령노인들은 한 번도 사회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삶의 질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하는 ‘건강상태’ 문항에

서 가장 많은 2,109명(40.3%)의 노인들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을 했

고, 자신의 건강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노인이 1,489명(28.5%)으로 다음

순위에 해당되었으며,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1,234명

(23.6%)이었다. 연소노인 집단 가운데는 건강 수준이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58.9%) 이었지만, 고령노인 집단에서 건강

수준이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46.8%를 보였다. 고령으로 갈

수록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수준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문항에 대한 노인들의 응답을 보면 우울하지 않다고 응답한

노인은 337명(6.4%)에 불과했다. 약간 우울하다는 노인은 3,366명(64.4%)

으로 가장 많고, 우울하다는 노인은 1,473명(28.2%), 매우 우울하다는 노

인은 53명(1%)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는 모든 노인들이 우울감을 갖

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노인들에게서 우울감의 심각성을 보



여주고 있다. 연령대별로 나타나는 우울감의 차이를 보면 연소노인들은

‘약간 우울’이 70.4%, ‘우울’이 24.4%, ‘우울하지 않음’이 4.3%로 나타났

다. 반면에 고령 노인들은 ‘약간 우울’이 57.7%로 낮아졌으며, ‘우울’은

32.4%로 높아졌고, ‘우울하지 않음’도 8.9%로 높아졌다. 이러한 조사결과

는 고령노인 집단은 연소노인 집단에 비해 연령이 높아지면서 우울감이

높아지는 반면에 우울하지 않은 노인들이 더 오래 살면서 우울하지 않는

고령노인의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3) 사회기여활동의 특징

본 연구의 주요 논제가 되는 노인의 사회기여활동에서 기부와 자원봉

사 중에 적어도 한 가지에라도 참여하는 노인의 수는 5,229명 가운데

176명(3.4%)으로 조사되었다. 사회기여활동에 적어도 한 가지라도 참여

하는 연소노인은 128명(4.7%)이었으며, 고령노인은 48명(1.9%)으로 나타

났다. 사회기여활동 가운데 ‘기부참여’만하는 노인은 5,229명 가운데 108

명으로 2.1%의 비율을 보였다. ‘자원봉사 참여’만 하는 노인도 전체

5,229명 가운데 99명으로 1.9% 정도였다. ‘기부와 자원봉사 모두 참여’하

는 노인은 5,229명 가운데 31명으로 .6%에 불과하였다.

4) 연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삶의 질 특성

연구대상자의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 삶의 질의 특성

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은 <표 1>과 같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평균값

을 보면 노인 전체집단은 2.54(.590), 연소노인은 2.65(.581), 고령노인은

2.41(.575)이었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으로는 노인 전체집단이

1.65(.531), 연소노인이 1.59(.509), 고령노인이 1.72(.546)인 것으로 나타났

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고령노인 보다는 연소노인이 높고, 부정적 자아

존중감은 연소노인 보다는 고령노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노

인과 고령노인의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구분
전체 연소노인 고령노인

t / x2

M SD M SD M SD

인구

사회학

적

요인

성별 .39 .488 .40 .490 .38 .486 2.229*

연령 75.27 .499 70.1 .000 81.9 .000 38.743***

교육수준 1.30
1.16

5
1.40 1.2 1.19 1.12 49.543***

종교 .60 .489 .63 .484 .58 .493 10.228**

자가주거

여부
.67 .471 .73 .444 .60 .490 100.929***

근로참여

여부
.28 .448 .35 .477 .20 .400 133.850***

소득수준 .31 .463 .37 .483 .24 .430 9.765***

사회적

지지

가족지원 .36 .480 .40 .490 .31 .464 44.004***

사회서비스

경험
.29 .456 .22 .415 .37 .484 46.631***

신체적 건강상태 2.73 .931 2.85 .930 2.59 .914 55.468***

정신적 우울감 1.96 1.25 1.73 .492 1.72 .638 63.756***

사회기

여활동

사회기여

활동
.03 .180 .05 .211 .02 .138 13.494***

자아

존중감

긍정적

자아존중감
2.54 .590 2.65 .581 2.41 .575 223.263

***

부정적

자아존중감
1.65 .531 1.59 .509 1.72 .546 94.974***

종속

변수
삶의 질 3.48 .685 3.51 .685 3.45 .685 14.519***

삶의 질의 평균값을 보면 노인 전체집단은 3.48(.685), 연소노인은

3.51(.673), 고령노인은 3.45(.657)이었다. 고령노인 보다는 연소노인의 삶

의 질이 높았으며, 연소노인과 고령노인의 삶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변수의 특성(노인 전체 vs. 연소노인 vs. 고령노인)



2. 주요 측정변수의 분포 특성과 결측치

연구자가 측정을 통해서 얻어진 변인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

을 경우 이론적으로 기대하는 상관계수가 어느 정도이건 관계없이 실제

로 추정된 상관계수는 항상 이론적으로 기대되는 상관계수보다 과소 추

정되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이뤄야 한다(문수백, 2013).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 및 주요변수들에 대한 정

규분포 검증결과, <표 2>에 정리된 것처럼 주요 측정변수의 결측치와

분포특성를 보면 표준편차가 3.0 이상, 왜도의 절대 값이 3.0 보다 큰

경우 그리고 첨도의 절대값이 8.0 이상이 없으므로 측정변수들은 정규분

포를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8) 문제는 노인의 자아존중감의 측정변수

모두가 337개의 결측치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결측자료가 문제가 되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Cohen and Cohen은 특정 변수에 대

해 5% 또는 심지어 10%까지 누락 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Cohen

and Cohen, 1983을 배병렬, 2009에서 재인용).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은 목록 제거법(listwise deletion), 대응별 제거

법(pairwise deletion), 대체법(imputation method), 완전정보최대우도 법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등이 있다. 목록 제거법은 결

측치가 있는 사례 전체를 삭제하여 분석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이 방

법을 사용하게 되면 표본크기가 줄어들게 된다. 대응별 제거법은 특정

변수에 대해 결측치가 있는 사례만 분석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이며, 변수

마다 유효 표본크기가 달라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체법은 표집

속에서 결측치를 지니고 있지 않는 사례나 변인들로부터 다양한 방법으

로 결측치를 대신할 측정치를 추정한 다음 결측치를 추정치로 대체하는

방법이다(문수백, 2013; 신건권, 2013). 완전정보최대우도 방법(Full

8) 표준왜도지수의 절대값이 3.0보다 크면 왜도가 심한 것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학자마

다 일률적으로 일치한다(문수백, 2013; 배병렬, 2009; 신건권, 2013). 첨도의 절대값 기

준에 대해서는 학자들 마다 상이하다. 표준첨도지수가 8.0~20.0 정도이면 첨도가 심한

분포로 기술하고 있다.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학자들은 표준첨도지수의 절대값이 10

보다 크면 분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값이 20보다 크면 분포에 아주 심각

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Kline, 2005를 문수백, 2013과 배병렬, 2009 에서 재

인용)



변수 사례수 결측치
결측

비율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5,229 337 6.4 .871 -.117 -.117

나는 좋은 성품을

지녔다
5,229 337 6.4 .703 -.325 .091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일을 잘 할 수 있다
5,229 337 6.4 1.014 .053 -1.185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
5,229 337 6.4 .702 -.377 .194

대체로 만족 5,229 337 6.4 .834 -.154 -.695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5,229 337 6.4 .810 1.158 .262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5,229 337 6.4 .850 -.112 -1.039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
5,229 337 6.4 .849 1.088 -.112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229 337 6.4 .483 2.569 6.448

삶의 질: 전반적인

만족도
5,229 0 0 .685 -.478 .118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은 사회과학통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

되는 방법으로 데이터 결측치가 무응답 때문에 발생할 경우 주로 사용하

는 방법이다(이태현, 2014; 최이규, 2005).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서

결측치는 무응답으로 인하여 발생했기 때문에 완전정보최대우도법을 사

용하여 결측치를 추정했다.

<표 2> 주요 변수의 결측치와 분포특성



3.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표 3>에서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제시했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사회기여활동 변수와 통제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간의 상

관관계에서는 연령대, 성별, 교육수준, 종교, 자가주거여부, 근로여부, 소

득, 건강상태, 긍정적 자아존중감, 삶의 질 변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경험, 우울감,

부정적 자아존중감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지원에 대해서는 사회기여활동 변수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6 이상인 변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다중공산성(VIF: variation inflation factor) 값의 범위도 10을

넘지 않아(김계수, 2011) 다중공산성의 문제도 발생하기 않았다.



<표 3>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연령대 성별
교육

수준
종교

자가주

거여부

근로

여부
소득

가족

지원

사회서

비스경

험

건강 우울감
사회기

여활동

긍정

자존감

연령대 1

성별 .015 1

교육수준 .092
**

-.031
*

1

종교 .044** -.137** .056** 1

자가주거

여부
.139*** .128*** -.004 -.013 1

근로여부 .166*** .270*** -.046** -.026 .118*** 1

소득 .134
***

.103
***

.120
***

.013 .215
***

.053
***

1

가족지원 .090
***

.032
*

.011 .001 -.019 .024 -.003 1

사회서비

스경험
-.169

***
-.107

***
-.095

***
-.014 -.205

***
-.064

***
-.220

***
-.004 1

건강상태 .121*** .103*** .047*** .032* .082*** .171*** .108*** -.080*** -.114*** 1

우울감 -.0308 -.165*** -.008 .027 -.130*** -.024 -.173*** .160*** .094*** -.120*** 1

사회기여

활동
.075*** .050*** .083*** .086*** .042*** .033* .100*** .009 -.044** .067*** -.031* 1

긍정

자존감
.209*** .122*** .076*** .061*** .169*** .236*** .175*** -.066*** -.124*** .275*** -.386*** .139*** 1

부정

자존감
-.125*** -.068*** -.062*** -.078*** -.197*** -.137*** -.183*** .147*** .106*** -.248*** .387*** -.098*** -.520***

삶의 질 .044
***

.049
***

.037
***

.060
***

.171
***

.055
***

.167
***
-.176

***
-.105

***
.161

***
-.337

***
.087

***
.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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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절 연구모형분석

1.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잠재모형의 자아존중감을 긍정

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요인으로 분류하여 동일 개념을 측

정한 변수들이 동일 요인으로 묶이는지를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에서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정은

KMO(Kaiser-Mayer-Olkin)와 Bartlett을 사용했다. KMO값은 표본적합

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6이상이면 표본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함을 알

수 있다. <표 4>의 KMO와 Bartlett의 검정결과를 보면 KMO 값이 .856

이며, Bartlet 검정의 유의확률이 p<.001로 유의수준보다 작아 요인분석

을 하는데 무리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표 4>는 Varimax를 이용하여 요인을 회전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아존중감 10개의 문항은 2개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추출된 요인에 의

해서 설명된 변량은 전체변량의 약 48.682%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요인

계수들은 0.5를 넘었다. 다만 본 연구를 위한 분석을 진행하면서 “나 자

신을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문항은 분석 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의

문제 때문에 문항에서 제거하고 진행했다. 첫째, Rosenberg의 자아 존중

감 8번째 척도 “I wish I could have more respect for myself”의 한국

어 번역 “나 자신을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문항은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면 Rosenberg가 자아존중감 결정요인을 구성할 때 이

질문의 본래 의도는 긍정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아존중감의 탐

색적 요인분석에서 “나 자신을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요인을 부정

적 요인으로 분류하기에 적합하지 않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셋째, 자아존

중감의 측정모형 적합도를 분석했을 때 “내 자신을 존경할 수 있으면 좋

겠다”는 문항은 요인 부하량이 .145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자신을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변수를 제거하고 측정모형 적합도를

분석했을 때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

다. “나 자신을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변수를 삭제하고서 신뢰도



변수
요인1

요인

2요인 측정문항

긍정적

자아존중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633 -.314

나는 좋은 성품을 지녔다. .656 -.127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578 -.222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 .686 -.254

대체로 만족 .627 -.413

부정적

자아존중감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08 .740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147 .638

내 자신을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694 .145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 -.242 .704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098 .590

아이겐값 2.650 2.218

회전 제곱한 적제값 분산(%) 26.503 22.178

회전 제곱한 적제값 누적(%) 26.503 48.682

Cronbach's α계수 .770 .639

KMO=0.856, Bartlett의 χ2=10972.860(df=45), p<.001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 자아존중감 5개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752, 부정적 자아존중감 4개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642로 나타났다.

<표 4>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결과

2.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모형은 구성개념 타당성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확증적인 평가를 가

능하게 해 준다(Bentler, 1978을 조철호, 2014에서 재인용). 본 연구의 매

개변수인 자아존중감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했다. 요인분석을 통해



Model χ2 df p RMSEA NFI CFI

수정모형 703.094 26 .000 .071 .930 .932

하나 이상의 계수가 큰 오차를 보이거나, 오차 분산과 같은 부(-)적 해

가 있거나,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추정치가 있거나, 추정계수 사이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측정변수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각 측정변수의 요인 적재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하며, 표준화 요인 적재량의 값이 .5 이상이 되어야

하며, 만약 .5 미만이면 잠재변수의 측정항목으로 부적합하므로 제거가

고려되어야 한다(김계수, 2011; 이학식⋅임지훈, 2009). 결과는 <표 5>에

서 보이듯이 χ2=703, df=26, p=.000으로 χ2 통계량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귀무가설을 기각했지만, RMSEA=.071, NFI=.930, CFI=.932로 향상된 것

으로 나타나 수정모형이 자료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측정모형 적합도

3. 구조모형 분석

[연구문제 1], [연구문제 2]를 추정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설정하였다.

구조모형은 노인의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당사자들의 긍정적 자아존중감

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그리고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에 인구사회학적

요인, 사회적 지지요인, 신체적 요인, 심리적 요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

서 설정한 모형이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를 <표 6>에서 보여주고 있다. 모형의 적합도 χ

2=1,656.702(142), p<.001로 χ2 통계량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귀무가설을

기각했으나, RMSEA, NFI, CFI의 적합도를 확인해 본 결과

RMSEA=.052, NFI=.904, CFI=.909로 나타나 본 연구모형이 비교적 자료



경로 β b S.E.
Critical

Ratio

C.R.D.

9)

사회

기여활동
--->

긍정적

자아존

중감

.098 .306 .045 6.854***

6.972

사회

기여활동
--->

부정적

자아존

중감

-.066 -.018 .004 -4.329***

긍정적

자아존

중감

---> 삶의 질 .130 .157 .032 4.853
***

-8.804
부정적

자아존중

감

---> 삶의 질 -.243 -3.354 .423 -7.931***

사회

기여활동
---> 삶의 질 .025 .096 .047 2.032*

를 잘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모형 내의 모

수치 추정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

유모수에 대해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임계치, Critical Ratio, 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 등의 값을 확인했으며 결과는 <표 6>에서 보여주

는 바와 같다.

회귀계수는 표준화계수와 비표준화계수가 있고, 표준화계수는 모두 동

일한 분산을 가지며 최대 1.0의 값을 가진다. 표준화계수는 회귀분석 β

처럼 거의 유사한 효과크기를 갖는다. 계수의 값이 증가한다는 것은 상

관관계에 있어서 중요성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표준화계수는 다

중회귀분석에서의 회귀계수와 동일하다. 비표준화계수는 표본들 간 비교

가 가능하며 척도 효과를 갖고 있다. 그러나 계수 간 비교는 표준화계수

에 비해 어렵다(배병렬, 2009). 본 연구모형에서는 수용한계를 벗어나는

회귀계수는 없었다.

<표 6> 구조모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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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β는 비표준화 회귀계수, b는 표준화 회귀계수, S.E.는 표준오차, C.R.D.는 Critical ratio

for differences를 의미한다.

1) [연구문제 1]: 삶의 질 예측요인- 노인의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

노인의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종속변수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모수 추정치는 <표 6>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 사회기여활동 참

여가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098, p<.001, t=6.854).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부정적 자아존

9) Critical ratio for differences는 모수추정치들의 차이 검증을 보고한다. 즉 모수의 차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배병렬, 2009).



경 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사회기여활동 ⟶ 긍정적 자존감 .098
***

.098
***

사회기여활동 ⟶ 부정적 자존감 -.066
**

-.066
***

긍정적 자아존중감 ⟶ 삶의 질 .130*** .130***

부정적 자아존중감 ⟶ 삶의 질 -.243*** -.243***

사회기여활동 ⟶ 삶의 질 .025* .029*** .054***

중감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066,

p<.001, t=-4.329).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β

=.130, p<.001, t=4.853)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

(β=-.243, p<.001, t=-7.93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사회기여활동 참

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β=.025, p<.05, t=2.032). 이중적 자아존중감 경로계수의 크기 및 유의미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

가 유의미하려면 경로에 대한 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가 1.96을 넘

어야 한다(배병렬, 2009). <표 6>을 보면 사회기여활동 ⟶ 자아존중감의
경로에서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집단 간 유의한 차이

를 보여주고 있다. 자아존중감 ⟶ 삶의 질의 경로에서 긍정적 자아존중

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집단 간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경로보다는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경로에서 C.R.D.

계수가 1.83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총효과는 <표 7>에서 보여주

듯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β=.054, p<.001). 즉 노인 전체집단이 사회기

여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당사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무것

도 참여하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구조모형 경로계수의 효과(표준화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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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문제 2]: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노인의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당사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각 변인들의 영향력 관계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보

면, 노인들의 사회기여활동 수준,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

감의 수준 등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인의 직접효과와 간접

효과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직접효과(direct

effect)는 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

미하며, 간접효과(indirect effect)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이 하나 이상의 매개변수에 의해 매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방정식에

서 매개효과 분석이란 실제적으로 간접효과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효과 분석은 전체적인 경로분석 중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 및 그 영

향력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허준, 2013). 그러므

로 간접효과는 매개변수의 비표준화추정치를 곱해서 얻는다. 총효과

(total effect)는 간접효과와 직접효과의 합에 의해 얻어지며, 총효과를

간접효과와 직접효과로 분해하는 것을 효과분해라고 한다(배병렬, 2009).

<표 7>은 구조모형 경로계수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제시된 각 변인들의 효과를 통해 노인의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긍

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통해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효과를 미치는지와 노인의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당사자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기여활동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98(p<.001)

로 유의했으며, 사회기여활동이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066(p<.01)으로 유의했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130(p<.001)으로 유의했으며,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

치는 직접 효과도 -.243(p<.001)으로 유의했다. 사회기여활동이 삶의 질

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25(p<.05)로 유의했으며, 간접효과도

.029(p<.001)로 유의했다.

사회기여활동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통해 삶의 질에 미치는 간접효과

는 .013(.098x.130)이었으며, 사회기여활동이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삶의 질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16(-.066x-.243)이었다. 간접효과의 분석

결과 노인 전체집단이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긍정적 자아존중감



을 통한 간접효과 보다는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효과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총효과에서도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통한 총효과

는 .038(.025+.013)이었으며,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통한 총효과는

.041(.025+.016)이었다.

즉 사회기여활동이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긍

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삶의 질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 영향력은 긍정적 자아존중감 보다는 부

정적 자아존중감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은 구조모형의 경로계수가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지 아니면 부

분매개효과를 갖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완전매개효과란 독립변수가 종

속변수에 대한 직접 효과는 없고 매개 변수에 의한 간접효과만 있을 경

우를 말하고, 부분매개효과란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직접효과는

물론이고 매개변수에 의한 간접효과 둘 다 유의하게 있는 경우를 말한다

(조철호, 2014). 노인의 사회기여활동 참여와 삶의 질 사이에서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사회기여활동

참여와 삶의 질 사이에서 부정적 자아존중감 역시 부분매개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4. 연령대별 다중집단 분석

[연구문제 3], [연구문제 4]를 추정하기 위해 다중집단 구조모형을 설

정하였다. 노인전체집단을 연소노인과 고령노인 두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의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그리고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에 인구사회학적 요인, 사회적 지지요인,

신체적 요인, 심리적 요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모형을 설정했다. 두

집단의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과 자아

존중감을 통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연령대별로 다를 것이라는 연

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집단모형의 모수를 추정 했다.

개별표본 분석에서 모수추정치는 표준화 추정치로 집단 간에 특정 모

수가 동일한지를 검토했다. 여기서 말하는 동일성이란 모형의 전반적인



형태에 있어서 동일성뿐만 아니라 모형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동일

성을 말하는 것이다. 설정된 모수가 집단에 걸쳐 동일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집단 간 요인구조의 형태동일성(unconstrained model)을 검증한 후

집단 간 제약(cross-group equality constraint)을 가하고 특정 모수 또는

일련의 모수들에 대해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지를 검증했다. 그리고 경

로계수에 대해 제약을 가한 모형의 x2를 제약하지 않은 모형의 x2와 비

교했다. 집단 간 제약모형(cross-group equality constraint model)을 추

정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multiple-group analysis)을 수행한 후 측정가

중치모형(measurement weights model)과 구조가중치모형(structural

weights model)을 통해서 두 집단에 걸쳐 모수가 동일하게 제약되어 있

는지를 확인했다.



유형 설명

비제약모형

Unconstrained

모형 1 측정가중치 모형

Measurement weights

요인계수(요인

부하량),

요인분석

요인계수 또는 요인

부하량이 집단 간에

동일하다고 제약하는 경우

모형 2 구조가중치 모형

Structural weights

모형 1 +

회귀계수

측정가중치(요인계수)와

구조가중치(회귀계수)가

집단 간에 동일하다고

제약하는 경우

<표 8> 다중집단비교에 대한 검증의 조건

(신건권, 2013)

측정가중치 모형은 추정집단에서 개발된 모델의 요인구조는 물론 요인

부하량까지 타당화 집단에서도 반복적으로 추정될 수 있는지를 검증해준

다(문수백, 2013). 다른 모집단에서 얻은 측정모형이 같은 결과를 보이는

지를 판단하는 것은 다수의 응답자가 측정도구에 대해 동등하게 인식하

고 있는 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기여활동 참여의 측정

가중치모형의 검증은 연소노인과 고령노인 2개 집단의 사회기여활동 참

여에 대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동등하게 인식하는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사회기여활동 참여 분석에서 사용하고 있는 측정도

구의 동일성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측정가중치 모형 동일성 검증을 진행하기 전에 자아존중감 잠재변수에

서 요인구조 동질성 검증을 통해 a1, a3, a6, a7 요인이 연령대별로 같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모형의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연령대별 차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두 연령대의 잠재요인의 측정 수단을 동일하게

만든 뒤에 구조모형 다중집단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a1, a3, a6, a7 요

인을 풀어주어 두 집단의 요인이 같게 만들었다. 잠재변수의 두 집단을

동일하게 만든 뒤 측정모형에서 각각의 잠재변인에 걸리는 요인 부하량

이 동일하다는 동일성 제약을 가한 측정가중치모형 동일성과 비제약모형

의 자유도 차이를 이용한 χ2값의 차이(Δχ2)를 검증한 결과를 <표 9>에



Model CMIN df P

1. 비제약모형 1709.659 220 .280

2. 제약모형 1715.933 225 .000

모형 비교 Δχ2 Δdf 유의성

2 vs. 1 6.274 5
ns.

(P=.280)

서 보여주고 있다.

<표 9> 연령대별 집단 간 측정가중치 제약모형 동일성 검증

모형 간 차이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허용하고 모수가 자유롭게 추정되도록 한 비제약모형(unconstrained

model)과 연령별 집단의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측정가중

치 제약모형의 자유도 차이를 이용한 χ2값의 차이(Δχ2)를 검증한 결과 Δ

χ2=6.274, Δdf=5(p=.280)이며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대별 집단 간 측정모형형태가 동일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측정가중치 제약모형 동일성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다음 단

계로 구조가중치모형(Structural weights) 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되었

다.

구조가중치모형 검증은 측정가중치 모수와 구조가중치 모수가 집단 간

에 동일하다고 제약을 가해서 χ2값의 차이(Δχ2)와 적합도를 비교하여 통

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판단하게 된다. 측정가중치 제약모형과 구조가중

치 제약모형의 자유도 차이를 이용한 검증 결과를 <표 10>에서 보여주

고 있다.

측정가중치 모형과 구조가중치 모형 간 자유도 차이를 이용한 χ2값의

차이(Δχ2)를 검증한 결과가 Δχ2=87.692, Δdf=5(p=.000)이며 p=.001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별 집단 간 구조모형이 동

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대별 집단 간 구조가중치 제약모

형에서 구조모형의 동일성에 대한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연소노인과 고



Model CMIN df P

1. 측정가중치 제약모형 1715.935 225 .000

2. 구조가중치 제약모형 1803.627 258 .000

모형 비교 Δχ2 Δdf 유의성

2 vs. 1 87.692 33
sig.

(p=.000)

령노인 두 집단 간의 경로개수 5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경로가

연소노인 집단과 고령노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10> 연령대별 집단 간 구조가중치모형(structural weights)모형 동
일성 검증

분석결과 다중집단 구조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모형 내의 모수치 추정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유모수에 대해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임계치,

C.R.D(Critical Ratio for Differences) 등의 정보를 확인했으며 결과는

<표 1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

[연구문제 3]: 삶의 질 예측요인의 연령대별 차이- 노인의 사회

기여활동 참여가 당사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의 연령대별 차

이

연소노인과 고령노인의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종속변수인 삶의 질에 미

치는 영향력에 대한 모수 추정치는 <표 1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



경로
연소노인 고령노인

b β t b β t C.R.D.

사회기여활동

--->

긍정적

자아존중감

.211
***

.083 4.094 .499
***

.124 5.849 2.783**

사회기여활동

--->

부정적

자아존중감

-.094 .323
-1.92

2
-.466

**
-.109

-4.95

9
-3.495**

긍정적

자아존중감

--->삶의 질

.165
***

.130 3.845 .189
***

.153 3.876 .368

부정적

자아존중감

--->삶의 질

-.302
*

** -.214
-5.49

7
-.299*** -.257

-5.82

2
.036

사회기여활동

---> 삶의 질
.097 .030 1.763 .105 .021 1.151 .072

<표 11> 다중집단모형: 연소노인 vs 고령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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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β는 비표준화 회귀계수, b는 표준화 회귀계수, S.E.는 표준오차, C.R.D.는 Critical ratio

for differences를 의미한다.

연소노인의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211, p<.001, t=4.094). 사회기

여활동 참여가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력(b=.165, p<.001, t=3.845)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

향력(b=-.302, p<.001, t=-5.497)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사회기여활

동 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총효과는 <표



12>에서 보여주듯이 유의했다(b=.160, p<.001). 즉 연소노인집단이 사회

기여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당사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혀

참여하지 않은 노인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기여활동에 참여

한 연소노인 집단의 총효과(.160)는 전체노인 집단의 총효과(.054)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노인의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499, p<.001, t=5.849). 사회기

여활동 참여가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466, p<.01, t=-4.959).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b=.189, p<.001, t=3.876)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삶

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b=-.299, p<.001, t=-5.822)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했다.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삶의 질에 미

치는 총효과는 <표 12>에서 보여주듯이 유의했다(b=.339, p<.001). 즉

고령노인이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당사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혀 참여하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

회기여활동에 참여한 고령노인 집단의 총효과(.339)는 전체노인 집단의

총효과(.054)보다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연소노인집단의 총효과(.160)보

다도 높았다. 연소노인집단과 고령노인집단이 각각 사회기여활동에 참여

할 경우 총효과는 고령노인 집단이 212%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차이검증을 실

시했다. <표 11>을 보면 ‘사회기여활동 참여 ⟶ 긍정적 자아존중감’ 간

의 경로에서 연소노인 집단과 고령노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C.R.D.=2.783). ‘사회기여활동 참여 ⟶ 부정적 자아존중감’

간의 경로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C.R.D.=-3.495).

[연구문제 4] 노인의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당사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나타나는 자아존중감 매개효과의 연령대별 차이

각 변인들의 영향력 관계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보



경로

연소노인 고령노인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사회기여활동 ⟶ 
긍정적 자아존중감

.217
***

.217
***

.489
***

.489
***

사회기여활동 ⟶ 
부정적 자아존중감

-.095 -.095* -.463*** -.463**

긍정적 자존감 ⟶ 
삶의 질

.173*** .173*** .184*** .174***

부정적 자존감 ⟶ 
삶의 질

-.305
**

-.305
***

-.386
***

-.306
***

사회기여활동 ⟶ 
삶의 질

.094 .067** .160
**

.113 .269
***

.382
***

면, 연령대별 노인집단의 사회기여활동 참여 수준,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수준 등이 삶의 질에 어떻게 효과가 나타는지를 심

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2>는 경로계수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12> 다중집단모형 경로계수의 효과(비표준화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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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된 각 변인들의 효과를 통해 연령대별 노인집단의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통해 삶의 질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와 노인의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당사자

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연소노인의 경로계수는 다음과 같다. 사회기여활동이 긍정적 자아존중

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217(p<.001)로 유의했으며, 사회기여활동이 부

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95(p<.05)로 유의하지 않았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173(p<.001)으로



유의했으며,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 효과도

-.305(p<.001)로 유의했다. 사회기여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접효과는 .067(p<.01)로 유의했다.

사회기여활동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통해 삶의 질에 미치는 간접효과

는 .038(.217x.173)이었다. 사회기여활동이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삶의 질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29(-.095x-.305)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간접효과의 분석 결과 연소노인이 사회기여활동에 참여

했을 경우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통한 경로가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연소노인의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사회기여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으므로

총효과 값은 .038이었다.

고령노인의 경로계수는 다음과 같다. 사회기여활동이 긍정적 자아존중

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489(p<.001)로 유의했으며, 사회기여활동이 부

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463(p<.001)으로 유의했다. 긍정

적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184(p<.001)로 유의했

으며,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 효과도 -.386(p<.001)

으로 유의했다. 사회기여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접효과는 .226(p<.001)으로 유의했다.

사회기여활동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통해 삶의 질에 미치는 간접효과

는 .09(.489x.184)였으며, 사회기여활동이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삶

의 질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79(-.463x-.386)였다.

간접효과의 분석 결과 고령노인이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긍정

적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효과 보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효

과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노인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사

회기여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으므로

총효과 값은 .269(.09+.179)이었다. 고령노인이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보다는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낮

추는 것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과 <표 12>를 보면 연소노인 집단의 경우 사회기여활동 참여



가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삶의 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연소노인은 사회

기여활동과 삶의 질 사이에서 긍정적 자아존중감 만이 완전매개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노인의 경우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삶

의 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고령노인은 사회기여활동

과 삶의 질 사이에서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완전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고령노인의 사회기여활동과 삶의 질 사이에서 부정적 자아존중

감 역시 완전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와 [그림 5]는 구

조모형의 경로계수가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지 아니면 부분매개효과를 갖

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제 6장. 결론

제 1절.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의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전국 가구와 가구원을 상대로 조사한

한국복지패널 8차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목적을 위해

노인들의 사회기여활동참여가 당사자들의 삶의 질 수준에 미치는 직접적

인 영향력과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효과를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검증

했다. 그 후 노인의 사회기여활동의 직접·간접 영향력은 이중적 자아존

중감에 따라 그리고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질문을 검

증하고자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연구질

문에 따라 요약하고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정리했다.

1. 노인의 사회기여활동 참여와 삶의 질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노인이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할 경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기부

와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일수록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력이 있다

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했다(김인수 외, 2012; Akin, et al, 2010; Brown,

et al., 2008; Haski -Leventhal, 2009). 노인이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할 경

우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높여주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낮춰준다는 분석

결과 역시 기부와 자원봉사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선

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했다(김향선·박경량, 2010; Choi and Kim, 2011).

특히 총효과에서 보여주듯이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는 노인들에 비해 삶의 질은 더 높고, 긍정적 자아존중감 역

시 높으며,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낮추었다. 그러나 사회기여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경로계수에서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경로계수 보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경로계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이중적 자아존중감의 영

향력에는 차이가 있었다.

장수한다는 것은 의약산업의 놀라운 발전에 뒤따른 인류 문명의 획기

적인 업적의 결과물이다. 의약산업의 발전이 가져다주는 유익은 고령 노

인의 수가 늘어감과 동시에 노후를 보내는 기간도 길어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인구의 증가와 수명의 연장은 다양한 문제

가 발생함으로 노인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노령연금, 의료비용, 사회적 돌봄 비용 등이 증가함으로 경제적 부

담이 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경향으로 우울증

환자가 늘어가고 자살률도 급격이 높아지는 부정적 현상이 늘어가게 된

다. 그러나 고령화 시대라고 모든 사회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

고, 노인 전체집단이 사회의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고령사회에 놓인

영국, 캐나다, 미국에서의 노인들이 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회자본

형성에 기여함으로 노인세대는 사회의 부담이 아니라는 것이 좋은 예가

된다. 개인적인 삶의 질 저하로 나타나는 극단적인 양상인 노인의 자살

문제 역시 우리와 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미루

어(OECD, 2014) 노인 당사자들의 삶의 질 저하 문제에도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선행연구와 본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보여주

듯이 노인의 사회기여활동 참여는 당사자들의 삶의 질 저하 현상에 대응

하는 적극적인 방안이 될 것이며, 사회자본 부족 문제 해결에도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노인의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당사자들의 자아존중감 매개변수를 통해

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자아존

중감 매개변수를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 노인이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했으며, 부정적 자아존

중감도 부분매개했다.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 간접효과에서는 부정적 자



아존중감의 간접효과가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간접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

타났다.

분석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노인이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할 경우 자아존

중감을 통해서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

보다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것이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그

리고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매개했을 경우보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매개

했을 경우 총효과가 더 크게 나온 분석 결과 역시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더 낮춤으로 총효과의 크기를 더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의 자아존중감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객관적인 삶의 조건

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 평가’(김선희⋅김창현, 2009)와 같이 삶의 질은

객관적으로 노인들의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당사자들의 주관적 인지 평가

인 자아존중감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구를 통해

사회기여활동에 의해 자아존중감이 정적인 영향력이 있게 될 경우 당사

자들의 삶의 질 역시 정적인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연구질문을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 즉 노인의 사회기여활동 참여 여부나 정

도가 삶의 질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아

존중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상실을 기반으로 하는 노인집단이라도 사회기여활동에 탄력적으로 참

여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

감에 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Erickson, Maslow, Rogers의 심리사

회이론에 따르면 노인들이 경제적·신체적 여건이 약화되고 지지체계도

위축되는 상황이라도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인지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자아의식의 실현 때문이다. 즉 인생의 의미를 고려하는 자

아통합감을 추구하는 자아는 인간이 긍정적으로 자기결정 및 자아를 실

현하려는 욕구의 작용으로 사회기여활동 참여를 통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성취하려는 욕구를 실현하게 된다. 이렇게 자아실현의 경향성을 가진 노

인은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현재의 위축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적응할

수 있는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다. 노인들

이 사회기여활동 참여를 통해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노



후에 자아실현을 이루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다만 이중적 자아존중감의 분석 결과가 보여주듯이 노인들이 사회기여

활동에 참여할 경우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통해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보

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통해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은

유의해 봐야 하는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노인이 되면 소득 수준이나 건

강수준이 낮아짐으로 상실감이나 우울감 등 성공적 노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요인들로 인해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에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인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부정적 자아

존중감을 극복하게 되면, 본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진 노인들보다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기여활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노인은 당사자들의 상실된 기능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화하여 사회기여활동에 선택적으로 참여함으로 자

아존중감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3. 사회기여활동 참여와 삶의 질의 연령대별 차이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노인들이 연령대별로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할 경우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소노인이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할 경우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

적인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기부와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일수록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연구결과(김인수 외, 2012; 손원익;

2010; Akin, et al, 2010)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노인을 하나의 전체

집단으로 분석을 했을 경우와 노인을 연령대별로 나눠서 분석했을 경우

나타나는 영향력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소노인 집단이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할 경우 긍정적 자아존중감 경로

계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 자아존중감 경로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경로계수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서 사

회기여활동에 참여하는 연소노인일수록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노인 집단이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할 경우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

적인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일수록 삶의 질에 직접적

인 영향력이 있다는 선행연구(김인수 외, 2012; Akin, et al, 2010;

Brown, et al., 2008)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령노인이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할 경우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높여주

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기부와 자

원봉사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

했다(김향선·박경량, 2010; Haski-Leventhal, 2009). 고령노인이 사회기여

활동에 참여할 경우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긍정적 자아

존중감이 부정적 자아존중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노인의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

는 영향력의 분석결과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모두 정

적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했다(Kuehner and Buerger, 2005).

그러나 영향력의 총효과에서는 긍정적 자아존중감보다 부정적 자아존중

감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노인집단, 연소노인집단, 고령노인집단 각각의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사회기여활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각 노인 집단이

유사하게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미

치는 영향력 보다 컸다.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영향력이 더 컸

다. 그러나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에서

는 전체노인집단과 달리 연소노인집단이나 고령노인집단에서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노인의 사회기여

활동 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할 경우 전체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연령대별로 나눠서 분석을 하는 것이 변별력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총효과에서는 노인 전체집단의 총효과보다 연소노인과 고령노인의 총

효과가 더 크게 나왔다. 이러한 차이도 연령대별 분석의 변별력이 더 높

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연령대별 총효과는 연소노인보다 고령노인의 더

큰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당사자가 활동 능력이 있어서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하는 연소노인 시기보다 상실의 상황을 극복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사회기여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하는 고령노인들이 느끼는 이중적 자아존

중감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연령대별 총효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하는 연소

노인이나 고령노인 모두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는 노인들에 비해 삶의 질

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삶의 질

에 미치는 총효과가 유의하게 나왔다는 점은 연소노인 뿐만 아니라 고령

노인도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삶의 질 저하 문제에 대응하는 적

극적인 방안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4. 자아존중감 매개효과의 연령대별 차이

연령대별 노인 집단의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매개효

과를 분석했다. 먼저 직접적인 효과는 연소노인이나 고령노인 모두 유의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령대별 노인집단의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자아존

중감 매개변수를 통해서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연소노인이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할 경우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 효과

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 효과는 유의했다. 연소노

인이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삶의 질에 미치는 자아존중감의 효

과는 완전매개했다.

연소노인의 자아존중감 매개효과를 이원적 자아존중감으로 분석했을

경우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효과는 유의했지만,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효

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연소노인이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할 경우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

지만,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개선시키는 데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다.

고령노인 집단도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할 경우 연소노인 집단과 유사하

게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아존중감을 통

한 효과는 유의했다. 고령노인이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삶의 질

에 미치는 자아존중감의 효과는 완전매개했다.

고령노인의 자아존중감 매개효과를 이원적 자아존중감으로 분류해서

분석했을 경우 연소노인 집단에게서 나타나는 양상과는 달랐다. 고령노

인들은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모두에서 매개효과가 유

의하였다. 그러나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비해서 부정적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가 2배 이상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노인은 부정

적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연령대별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연소노인에게서는 긍정적 자

아존중감을 통한 매개효과만 유의하였다. 고령노인이 사회기여활동에 참

여할 경우 이중 자아존중감이 다 유의하지만,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보다 부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낮추는 것이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효과 면에서는 연소노인집단보다는 고령노인집단의 총효과가 더 큰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분석결과는 고령으로 갈수록 삶의

질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양상 때문에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

일지라도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연령대

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즉 고령으로 갈수록 부정적 자아

존중감을 통한 간접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데, 이러한 현상은 노

년기에 추구하는 자아통합감(ego-integrity)의 반영(Erickson, 1997)이라

고 할 수 있다.

고령으로 갈수록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더 큰 현상은 Baltes and

Baltes의 SOC 이론과 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택적으로 사회기여활

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현재 상태에서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사회기여

활동 참여를 대체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회기여활동을 유지해 감으로

삶의 질의 수준을 높여가며, 궁극적으로 자아통합감을 통해서 노인들은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게 됨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기부든 자원봉사든 사

회기여활동 참여를 지속해 감으로 자아존중감에 효과를 갖게 하는 것이

고령화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노인의 삶의 질 저하 현상에 적절

하게 대응하는 방안이 될 것임을 연구의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제 2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측면

지금까지 국내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사회기여활동은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선행연구는 노인

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당사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는 일관되게 정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고령화 사

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 문제를 해결하고 당사자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Rowe and Kahn의 ‘성공적 노화 이론’의 입장이었다. ‘성공적 노화 이론’

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상당한 공헌을 했다는 점에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Rowe

and Kahn이 제기한 성공적 노화의 전제조건이 높은 기능 및 활동수준

의 유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 노화 모델의 기준에 미치지 못

하는 노인들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더구나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욕구가 점차 다양하게 변하는 현상을 담아내

기에도 한계점이 있다. 왜냐면 수명이 늘어가는 고령사회 일수록 노인

세대별 기능이나 욕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고령화 사회나 고령사

회에서 고령이 되어가는 노인들 가운데는 Rowe and Kahn이 제시한 ‘성

공적 노화’의 조건을 충족하는 노인보다는 그렇지 못한 노인들의 수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노인은 만성 퇴행성 질환 유병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고, 우울증 증상을 가진 노인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건강상태가 나



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일수록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성공적 노화

이론’의 입장의 한계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기대수명이 점차 늘어

감으로 당사자들의 삶의 질을 위한 사회기여활동 참여의 기한도 늘어가

야 한다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기대수명이 늘어가면서 육체 활동에

제약을 받아야 하는 노인들이 과거와 같은 수준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성공적 노화이론’의 한계를 극복하

고, 육체 활동이 비교적 용이한 연소노인 뿐만 아니라 활동에 제약이 뒤

따르는 고령노인도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두었다. 이런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회기여활동을 자원봉사

뿐만 아니라 기부참여까지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기대수명이 늘어

가는 노인들에게 사회기여활동의 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Baltes and Baltes에 의해 제시된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 최적화 이

론’(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은 노인이 되면 과거에

비해 건강과 경제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손상과 기능 감퇴가 이

뤄진다는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성공적 노화에 이르는 방안

을 제시하는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고령화 사회 또는 고령사회는 은퇴

이후에 보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상실과 도전을 경험하게 되고,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나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새로운 행동전

략을 취하기 때문이다(Baltes and Carstensenm 1996). 그러므로 노화로

인하여 모든 수준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실한 것을 보상하고 주

어진 상황에서 적합한 활동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을 최적화함으로써 성공적 노화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를 통해 SOC 이론은 성공적인 노화의 주 이론으로 제시된 Rowe

and Kahn의 한계점을 보완해 주고, 나아가서 고령화 사회 또는 고령사

회에서 노인 인구의 증가와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될 삶

의 질 저하 문제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는 근거로 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행되는 한국 상황에서 규범적인

입장의 ‘성공적 노화이론’보다는 고령화 사회 문제의 당사자인 노인들의



다양한 기능과 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SOC 이론의 관점이 고령화 사회

에서 문제시되는 노인의 삶의 질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

략이 될 것으로 제시했다.

SOC 이론을 통해서 연소노인 뿐만 아니라 고령노인의 사회기여활동

참여를 통한 삶의 질의 정적인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생의 마지

막 주기에서 자아통합감을 경험하는 자아이론에 근거를 둔다. Erickson

의 자아이론에 따르면 생의 마지만 단계에서 자아의 지속적인 발전은 탄

력적인 자신을 형성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자아통합의 단계로 발전하게

될 경우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Erickson, 1997). 노인의 자아통합감은 노년기 심리적 안녕감을 반영하

는 것으로서 지나온 생을 돌아보며 죽음까지도 수용하는 태도를 갖게 되

는 것이다. 반대로 노년의 시기에 자아통합감을 성취하지 못하면 절망감

에 빠지게 된다. Erickson의 자아이론의 자아통합감은 Rogers에게서는

자기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Rogers, 1959). 인간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변별되어 질 때 자기를 경험하게 되며, 자기 경험은 타인과 상호

작용을 통해서 자기개념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기개념이 발전

하게 되면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존중을 받고자 하는 욕구와 더불어 자

기 자신을 존중하려는 욕구의 반응에 따라서 자기개념이 형성되어 타인

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실현해 간다. 자아이론이나

자기개념은 Rowe and Khan의 성공적인 노화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

는 노인들일지라도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사회기여활

동에 참여하게 될 경우 삶의 질은 오히려 향상되거나 나빠지지 않게 됨

으로 자아존중감의 매개역할을 설명해준다.

고령화가 되어가면서 건강 수준이나 경제적 수준이 낮아짐으로 과거만

큼의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노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

려는 자아통합감은 선택적 적정화를 통해서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가능한

영역을 수행하게 된다(Baltes and Baltes, 1995).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하

는 노인들은 인생의 목표(자아통합)를 위해 선택한 사회기여활동의 영역

에서 참여 가능한 부분을 최적화 시키는 행동을 하게 된다. 고령이 되어

가면서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과거와 같이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줄 정도의 수준은 안 되겠지만, 선택적 참여를 통해서 당사자가 느끼고

있는 현상적 자기와 사회기여활동 참여라는 경험 사이에 일관성을 유지

(Rogers, 1959)하기 위해 현재의 상황에 맞게 사회기여활동에 대체하여

참여할 경우 삶의 질 효과는 참여하지 않는 노인들보다 더 높아지게 된

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2. 정책적 측면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고, 삶의 질도 높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그

리고 노인의 사회기여활동 참여는 고령사회에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와

같이 사회자본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

했다.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수가 늘어나고, 참여 빈도와 정규

성이 높아질수록 ‘고령화 사회는 문제사회’라는 부정적 인식에 대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크게 세 가지로 제안할 수 있다.

첫째,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회가 노인

을 부양의 대상이나 비생산적인 계층으로 여기는 수혜자적 통념을 개선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는 세대간 갈등을

완화시켜 줄 수 있고, 나아가서 노인을 고령화 사회의 주체적 집단으로

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복지 재원의 한계를 보완하는 자원으로 역할을 참

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어

성공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아직도 노인을

부양 대상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복지법을 통해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981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노인복지법이

법률 제 3463호로 제정되었다. 노인복지의 기조가 되는 노인복지법 제1

조는 다음과 같이 노인복지법 제정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이 제정되었던 1981년과 현재 우리사회의 노인은 많은 변화가 나

타났다. 1981년에 비해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교육 수준, 소득 수준, 건

강 수준이 높아졌다. 그러나 노인복지법 제1조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아

직도 우리사회에서 노인은 부양과 돌봄의 대상이라는 고정관념에 머물러

있음으로 노인의 사회기여활동을 제한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고령

화 시대에서 노인 인구의 급증과 저출산 등으로 사회자본 부족의 문제가

예견된다면, 문제의 당사자들이 사회기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에 대

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

어야 한다. 특히 100세 시대를 앞둔 현실에서 은퇴 후 활동할 수 있는

연한이 장년기에서 은퇴기보다 더 긴 시간을 보내야 하는 노인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수용이 우선

시 된다.

둘째,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사회참여 또는 사회기여활동에 대한 개념

은 자원봉사 분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이미 고령사회를 경

험한 미국, 영국, 캐나다 같은 국가들에서 노인들이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기부를 통한 사회자본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사회기여에 대한 국가적 입장을 표명한 노

인복지법을 보면 이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노인복지법 3장 제23조 ‘노

인사회참여 지원’ 조항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

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

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



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 제

2장 14조 2항’에서도 노인의 사회기여활동을 자원봉사로 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기부 참여가 용이하지 않은 것은 소득 수준이 안정

된 노인의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앞서 제시한 통계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OECD 통계(2013)를 보면 한

국 노인의 빈곤율을 47.2%로 보고했으며, 사회조사결과(통계청, 2013년)

에서는 38.6%의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복

지패널 8차 자료의 통계에서도 전체 노인 가운데 69%가 기초생활수급권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령대별로는 고령으로 갈수록 기

초생활수급권자의 수가 늘어가는 추세였다. 빈곤층 노인들에게 기초생활

보장은 복지국가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선행연

구에서 수혜보다는 기여의 입장에 있을 때 삶의 질의 수준이 높다는 연

구결과(김수현, 2013; Bonsdorff and Rantanen, 2011, Choi and Kim,

2011 등)는 고령화 사회에 있는 우리나라가 노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써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은 사

회기여활동에 참여했을 경우에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삶의 질에 유의하게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사회일수록 노인의 삶의 질의

문제는 당사자들이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할수록 해결의 가능성이 더 높다

는 것이다.

한국복지패널 8차 자료의 조사에 따르면 기부에 참여하는 노인은 전체

조사 대상자 가운데 2.1%에 불과할 정도였다. 기부 액수에서도 전체 노

인의 평균 기부액은 60,310원이었으며, 연소노인의 평균기부액은 75,510

원인 인 반면에 고령노인은 19,760원에 불과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기부에 참여하는 노인은 참여하지 않는 노인

1) 한국복지페널 8자 자료에서 노인의 기부액수와 자원봉사 참여 시간이 통계청의 자료

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한국복지페널 8차 자료의 가구원원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

소득층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아졌으며, 그에 따라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고령으로 갈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삶의 질도 낮아지는 것

은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앞에서 보여주었다. 그래서 연구분석의 결과에

서 보여주듯이 고령 노인이 연소노인보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 것

이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사회자본 부족과 노인들의 삶의 질 저하가

주된 문제라면 노인들이 자원봉사 참여뿐만 아니라 적은 액수라도 기부

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서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러므로 고령화 사회 문제의 당사자인 노인들 가운데 기부에 참여

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이 되는 노인들은 적극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들은 소액이라도 기부에 참

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지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노인 집단의 사회기여활동 참여로서 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합적

으로 하여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는 기부 또는 자원봉사 한 가지만으로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와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

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노인들이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연령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노인들

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은 단순 노력 봉사활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고(77%), 직업 경력이나 자격증 등 전문성을 활용하는 분야는

8%에 불과하다는 조사보고서는(황남희, 2014)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분야가 얼마나 한정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제약성은 노인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분야를 제시한 노인복지법 3장 24

조에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노인들 가운데 지역

봉사를 희망하는 노인의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명

시하면서 지역봉사원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

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 중 민원인에 대한 상

담 및 조언

2.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3.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4.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던 1981년에 비해 한국 노인의 수준이 달라졌음

에도 노인을 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사회기여활동에 참여시키려는 조

항은 여전히 노인의 자원봉사 영역을 일반 단순직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직 자원봉사가 필요한 노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문성을

가진 노인을 위한 현장도 필요하다. 자원봉사에서 주기성과 참여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 봉사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자원봉사가 참여 빈

도와 정규성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김승용·고기숙, 2008). 그리고 연

령대 별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기여활동의 분야와 능력에도 차이가 있지

만 이러한 고려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의 사회기여

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의 연령대에 따라 또는 수행 가

능한 능력에 따라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이 제공되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은 노인집단이 사회자본 형성에 기

여하고, 당사자들이 성공적인 노화를 영위하는 데 동기부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노인은 더 이상 사회적 부담이 아닌

사회의 기여세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3. 실천적 측면

본 연구가 제안하는 실천적 함의는 다음 다섯 가지로 제안한다. 첫째,



SOC 이론의 적용 결과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고령화 사회의 노인들에

게 감소된 능력이나 자원 중에서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제공

함으로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노화를 보내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었듯이 고령노인일수록 긍정적 자아존중감보다는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개선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하는 고령노인들은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삶

의 질에 미치는 총 효과가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삶의 미치는 총

효과보다 높게 나왔다는 점도 노인들이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삶이 질에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들의 삶

이 질을 높인다고 해서 노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기여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

사회조사결과(2013)와 국민나눔실태조사(2013)에 따르면 60세 이상 연

령대의 자원봉사 참여에서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관련 분야(48.2%)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관련 분

야는 모든 연령대에서 높게 나왔으며, 60세 이상 연령대의 참여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오히려 낮은 실정이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60세 이상

연령대만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원봉사활동 분야는 환경보존 및 범죄예방

(40.7%)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야는 환경감시활동, 도시환경꾸미기, 재활

용품 사용하기, 야생동물 돌보기 등이다. 범죄예방 분야는 성폭력 상담,

출소자 상담, 학교 유해환경 퇴치, 청소년 선도보호관찰활동, 우범지역

순찰 등이다.

노인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는 환경보

존 및 범죄예방 분야는 어느 정도 육체활동이 가능해야만 참여할 수 있

는 봉사활동이다. 이런 활동들은 고령노인으로 갈수록 참여하기 힘든 분

야이다. 봉사활동 분야의 제약은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노인

들의 욕구를 제한하게 된다. 노인들이 희망하는 자원봉사 활동분야의 조

사 자료(서울시, 2010)를 보면 현재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높은 분야였

던 환경보존은 불과 12.5%였으며, 범죄예방 선도를 희망하는 노인은 전

무했다. 반면에 복지관, 노숙자 돕기, 푸드 뱅크 등 사회복지 분야(43.%)

를 가장 많이 희망했다. 더 많은 노인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는 연령대에 따라서 또는 능력에 따라서 적절한 사회기여활동 참여의 기

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가능한 기능과 자원의 범위 내에서 선택과 보

상을 통해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현재의 삶에 보다 적극적으

로 대응함으로 자아통합을 이뤄 성공적 노화를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둘째, 노인들이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기부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들의 홍보가 필요하다. 노인자원봉사 실태조사 보

고서(서울시, 2010)에 따르면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로로 자발

적인 참여가 가장 높으며(31%), 다음이 친구나 이웃 등 기존 자원봉사자

의 권유(22.9%)로 나타났다. 그러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자원봉사에 참여

한 노인은 2.7%에 불과했다.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려는 노인 외

에 건강이나 경제수준 등이 약화되어 자의적으로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할

여건이 안 되거나 의향이 없는 노인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의 사

회기여활동 참여의 필요성이나 유익을 알리는 홍보활동이 있어야만 한

다.

기부참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노인들의 소득이 한정된 상태에서

기부에 참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소

액일 경우에는 더더욱 어렵다. 기부에 참여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은 본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도 보고되

었다. 그러므로 기부참여가 고령화 사회의 문제와 당사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홍보물을

작성하여 노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들의 사회기여활동 참

여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는 곧 노인계층의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

수준을 높일 수 있고, 그럼으로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에 나타날

삶의 질 문제에 대응하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노인들이 기부참여나 자원봉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시니어클

럽, 노인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해 노인 인력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표 1>의 변수의 특성에서 보여주듯이 65세 이상

노인들의 평균 교육 수준은 중등학교 2학년 중퇴 정도이며, 교육을 받은



수준은 연령대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연구대상 노인들의

출생 시기가 6·25 전쟁 이전이었기 때문에 한국 근대화의 격동의 시기를

보내야 했던 당시로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정되어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한국 근대화의 주역으로 근로를 하다가 은퇴한 후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한다고 해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한정되어

있고, 새로운 분야를 시도를 한다고 해도 교육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 더구나 대부분의 시설에서 행정관련 업무에 참여

하려면 기본적으로 컴퓨터 활용에 익숙해야 하거나 SNS를 활용 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노인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된다.

노인의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전국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조사를 보면

노인복지관이 344개, 교인교실이 1,361개, 경로당이 63,960개가 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 노인여가시설에서 노인들이 참여하는 활동을 유

형별로 살펴보면 휴식활동 참여율이 매우 높으며(63.7%), 그 외 취미·오

락활동(16.4%), 친목단체 활동(11.7%), 스포츠 참여활동(4.7%), 문화예술

참여활동(2.5%) 순서로 조사되었다(황남희, 2014). 국내 노인여가복지시

설에서 노인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활동은 극히 제한적이며, 노인을 위

한 인문학 강좌 등은 일회성이거나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활동 능력과 수행 능력에

맞는 분야에 대한 교육이 해당 기관에서 선행적으로 요구된다.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기여활동 참여를 향상시켜야 하기 때문

이다.

넷째, 지역별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사회기여활동에 참

여하고 있거나 참여하려는 노인들을 조사하여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 연령이 높아져가면서 노인들의 신체 능력도 저하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여해 온 사회기여활동을 지속하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관계기관에서는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노인들의 사회기여활

동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데이터화해야 한다. 데이터에 따라서 사회

기여활동에 참여하려는 노인들에게 맞춤형 장을 제공하게 되면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아짐으로 참여 횟수와 정규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고령노인이 되어도 지속적으로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다섯째,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도가 점점 높아지게 된

요인은 관계 기관과 당사자들의 의지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의 다각적인

연구를 통한 기여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현재까지 제시되는 노인복지

또는 자원봉사 관련 저술이나 연구물에서 노인의 자원봉사 연구는 상당

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서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노인의 기부 관련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며, 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합적으

로 연구한 연구물은 전무한 실정이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 진

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기부 참여

율도 높이기 위해 노인들의 기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들의 삶

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자들의 다양한

연구가 요구된다.

제 3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앞선 논의에서 다룬 바와 같이 노인집단이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할 경우 연령대별로 영향력이 다르며, 그에 따라 자아존중감을 통한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도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

를 통해 노인 들을 사회자본 형성의 중요한 자원으로 끌어내고, 노인들

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령대별로 연소노인 집단과 고령노인 집

단의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것은 본 연구

의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한다.

첫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를 위한 표본 크기는 만족할 만

한 수준이지만,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한 노인의 수는 참여하지 않은 노인

의 수에 비해 표본크기가 너무 적었다.2) 이유는 노인의 기부참여와 자원

2) 한국복지패널 자료는 저소득층 연구에 적합한 페널이다. 표본추출지 중외소득 60%

미만 저소득층에 전체 표본의 50%를 할당하였기 때문에 국내 패널주사 중에서 가장



봉사참여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이

며, 연구 데이터는 이러한 우리의 실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그래서 노인의 사회기여활동 관련 국내의 표본 조사나 선행연구는

극히 제한적이거나 지엽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본 연구

를 진행한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보여주듯이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노인의 삶의 질 저하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사회기여활동 참

여가 활성화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후로 기부와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수가 늘어나서 관련 표본 양이 많아지면 연령대별로 나타나는

노인들의 사회기여활동 선호 경향과 삶의 질의 관계를 좀 더 심층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기여활동 참여를 단순히 기부참여자,

자원봉사참여자, 그리고 기부와 자원봉사 모두 참여자를 독립변수로 분

석함으로써 노인들이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하는 다각적인 변화에 따른 영

향력을 확인하는 데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은 노인들이 사회기

여활동에 참여할 경우 기부 액수나 자원봉사 참여 시간, 사회기여활동

참여의 동기, 사회기여활동 참여의 제약점 등의 변수를 분석하게 되면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제안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기부참여와 자원봉사참여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횡단적인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영향력과 상관관

계를 보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한국복지패널 자료에는 종단 데이터가 있

기는 하지만, 종단으로 데이터를 검토했을 때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하는

사례수가 너무 적어서 분석을 하기에는 모형 적합도가 적절하게 도출되

지 않았다. 노인의 기부참여나 자원봉사참여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

인 행위이므로 횡단검토 뿐만 아니라 종단검토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후

속연구에서는 장기적인 종단 데이터를 이용해서 연령대별 노인 집단의

사회기여활동 참여에 대해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 사회에서 문제가 될 사회자본의 부족

과 노인들의 삶의 질의 저하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써 노인들의 사회

기여활동 참여의 영향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연구를 통해 노인들의 사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포함하고 있다.



회기여활동이 당사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는 확인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인의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사회자본형성에 어느 정

도 영향력이 있는 지는 살펴볼 수가 없었다. 우리 사회에서 기부와 자원

봉사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면서 다양한 통계를 통해 수치와 경제적 가치

를 제시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 해당되는 노인의 사회기여활동에 관한

통계자료는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의 기부와 관련한 통계조사는 다양하게 수행되어 왔다(아름다

운재단, 2012; 통계청, 2014; 통계청, 2013). 제시된 통계는 기부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을 연소노인과 고령노인까지 구분해서 확인이 되지만, 노

인들이 기부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노인집단으로 묶어서 제시

함으로 연령대별 기부액수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한국인들의 자원봉사 관련 통계나 연구에서도 참여회수는 연령대별로

또는 세대별로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를 제

시한 연구는 매우 한정적이었다(박태규 외, 2004; 손원익·박태규, 2008;

조선주, 2011; 조선주 외, 2009). 가장 먼저 자원봉사활동을 노동의 가치

로 추정한 연구가 김태홍(2005)에 의해 수행되었다. 추정 결과 20세 이

상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18,325억 원이라고 제시했다. 이 가치

는 2004년 한국 GDP의 .2%를 차지하는 가치였다. 이 후 이강현·정진경

(2006)은 총 자원봉사 활동 시간과 시간당 평균 임금을 곱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73,896억 원이라고 제시했다. 조선주를 중심으로

성별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제시하는 연구가 2009년과 2011년

에 수행되었다. 조사 대상은 여성 1,011명, 남성이 978명이었으며, 각각의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는 여성이 11,497억원, 남성은 25,304억원이라는

결과를 제시했고, 전체 경제적 가치 37,801억 원이라고 제시했다. 이렇게

평가한 가치는 2008년 GDP의 .35%를 차지하는 비율이며, 사회복지예산

의 2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자원봉사의 경제

적 가치의 계산은 조사 대상이 제한적이거나 실태조사 자료와 경제활동

인구조사 표본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자원봉사의 경제가치를 산정함으로

분석결과의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노인집단 만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데이터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는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노인들이 사회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이며, 노인세대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는 것이 고령사회를 대

비하기 위한 적정선인지도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미 고령사회가 된 서양의 국가들에게서 노인은 부족한 사회자본 형

성에 영향력을 미침으로 고령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석단위가 개인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력까지

접근할 수 없었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주도하여 구조적으로 노인의 사회기여활동과 사회자본 형성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연령대별 노인

집단의 기부참여와 자원봉사참여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한 자료를 바탕으

로 사회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수준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문제가 되는 사회자본의 부족 문제를 노인 당사자

들의 사회기여활동 참여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지를 측정할 수 있

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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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 내용

통제변수

성별 1. 남성, 2. 여성
연령 태어난 연도
교육수준

연령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

학교, 대학원(석사), 대학원(박사)

종교 1. 있음, 2. 없음

주거

(집의 점유형태)

1.자가 2.전세 3.보증부 월세  4.월세(사글세)  

5.기타

근로

1. 상용직 임금근로자

2. 임시직 임금근로자

3. 일용직 임금근로자

4.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

5. 고용주

6. 자영업자

7. 무급가족종사자

8. 실업자(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

9. 비경제 활동인구

소득

가처분소득=근로소득+사업 및 부업소득+재산소

득+사적 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세금 및 사회보

장부담금

가족지원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0. 비해당

사회서비스경험 1. 있다 2. 없다

건강상태

1. 아주 건강하다 2. 건강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5. 건강이 아주 안 좋다

<부록 1> 한국복지패널 8차에서 본 연구가 사용한

변수의 설문내용



2. 비교적 잘 못 지냈다

3. 상당히 우울

4.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짐

5. 잠을 설침

6. 외로움

7. 불만 없이 생활

8. 사람들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

9. 마음이 슬펐다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

11.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음

독립변수 사회기여활동
연간기부총액
자원봉사활동 연간횟수

매개변수

긍정적 자아존중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좋은 성품을 지녔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

대체로 만족

부정적 자아존중감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나 자신을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종속변수
삶의 질

(전반적 만족도)

1. 매우 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그저 그렇다 4. 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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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respond to the social issues related with the

rapidly increasing elderly population and extended life expectancy of

the elderly themselves in the presence of transitioning from an aging

society to the entry of an aged society in Korea. Researcher regards

the social issues in two perspectives; if the elderly population is

increased rapidly and their life expectancy is extended unexpectedly.

The first is the lack of social capital, and the second is the

degradation of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The researcher

would be presenting a new paradigm facing such problems in an

aging society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social contribution by the

parties. So far as,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participated in by the

elderly is limited to volunteer service in our society. This study,

however, expanded the research range of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for the elderly in money donation and volunteer service to respond to

the scope of aging society issues more actively, and the researcher



conducted this study specifically as follows. First, the researcher

examined that money donation and volunteer service done by elderly

as their social contribution activity impacted the participants quality

of life. Second, the researcher analyzed the impact of bi-dimensional

self-esteem when the old people were participating in money donation

and volunteer service as their participation of social contribution.

Third, it was compared between any direct influence on quality when

the old people participated in money donation and volunteer service.

Fourth, it was examined if there was any difference by group

between the young-old group and the old-old group if the

bi-dimensional self-esteem was mediated when elderly participated in

money donation and volunteer service.

Data for this study was taken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for the 8th year targeted households and the number of

householders in nationwide. The data sample was limited for study

cases with 5,229 elderly who are over 65-years-old in year 2013

(born in 1948 or below), and moreover the over 65-year-old group is

divided into two groups such as the young old group (65-74 years

old range) and the old group (over 75 years old), which was then

analyzed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For the analysis of the

comparison between the two groups, a structural equation

multi-group analysis model was us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supported the research agenda that the elderly who are more

involved in money donation and volunteer service receive a higher

impact on their quality of life than those who do not participate in

any social contribution activity. Second, it appeared that the

bi-dimensional self-esteem is higher among the elderly who

participat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than the elderly who do not

join any social contribution activity. Third, the direct impacts on the



quality of life influenced by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re resulted

in different pattern by age groups. It is examined that the quality of

life was not impacted directly when the young old joined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nd positive self-esteem was impacted by the

participation on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mong young old, but

negative self-esteem was not impacted directly by the activities. It is

examined that the quality of life was not impacted directly when the

old-old joined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s well. And positive and

negative self-esteems were impacted by the participation on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mong the old-old. Fourth, Fourth, mediated

effects of the bi-dimensional self-esteem between engagement of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nd quality of life was resulted in

different pattern in accordance with the range of age groups. In other

words,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young old was influenced only

positive self-esteem if the young old participated in social

contribution so that it is supported complete mediated effects by

positive self-esteem. But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old-old was

influenced by positive and negative self-esteems if the old-old

participated in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so that it is supported

complete mediated effects by bi-dimensional self-esteem.

The researcher presupposed that Rowe and Kahn’s ‘Successful

Aging Theory’ which tries to solve the problems of an aging society

emphasizes the elderly’s high level of functions and roles in their

prior condition so that it could not cover the elderly’s variety of

needs and capabilities.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presented

by Baltes and Baltes to complement the Successful Aging Theory’s

disadvantages. In doing so,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the

researcher can verify that elderly participation sectors or preference

may vary by age group even though they are joining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furthermore, the study can contribute

respectably to increase the number for participating and normality by

presenting customized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for the elderly.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presented three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it is a priority to improve social

adhesive myths which elderly need to be treated as dependent class,

counterproductive layers, and incompetent beings. There needs to

suggest the possibility of the elderly as an independent group, and it

is required that their roles as resources are utilized to cover limited

social welfare funds in the aging society. Second, we do not limit the

concept of elderly social contribution sectors as volunteer, rather it

should be extended up to money donation. The old people contribute

to format social capital through money donation as well volunteer

service in a number of countries undergoing the transition to an aged

society. And it is required to make legal and complementary

equipment for making donation possible in even small amounts by

the elderly. Third, there should be no consideration of aging

difference in the country as it is seen in the Elderly Welfare Act

section 3 article 24 which describes volunteer works of the old

people. In order to activate th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of the

elderly, it requires complementary policies to provide a variety of

fields in which they are able to perform in according to age groups.

The researcher suggests practical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it

needs to make strategy to encourage more old people for eliciting in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constantly by related agencies or

institutions. Second, elderly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needs to be

publicized in order for more old people to participate not only in

volunteer services but also in money donation actively by related

agencies or institutions. Third, there is a need to facilitate a

retraining system in matching with age groups in order to participate



in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constantly even though they are

getting older. Fourth, there is a need for a systematic data survey

and management of old people who want to participate in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by local agencies or institutions. Fifth,

multi-faced researches concerning on money donation of elderly to

activate their participation in this social contribution field is required.

As mentioned in the previous studies, a multifaceted research on

elderly volunteer field as well as the willingness of the elderly

volunteer have played important roles to utilizing an active volunteer

service in the country. But as it is mentioned in this study, there

has not been any study related with money donation by elderly so

far.

There are a few limitations on the study as follows. First, the

sample size for this study is not satisfied with generally proposed

size because th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of the elderly in the

country are very limited. If the relevant sample size is bigger in

accordance with number of elderly participants in money donation

and volunteer service are increased, it will be able to examine more

deeply the difference of relationship between preference of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nd quality of life by age group among elderly.

Second, it is hard to examine the accurate impact of quality of life

neglecting the variety of changes in life conditions because th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of the elderly are treated simply as

participation in money donation and volunteer service in this study. It

will be able to analyze problems and suggest needed suggestions in

many ways if the amount of money donation, time of volunteer

participation, motivation of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limitation of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nd so on are used as variables. Third,

there is a limitation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nd their influence by age group using



cross-sectional data. It is also needed to exam longitudinal data

because participation in money donation and volunteer service are

dynamic behaviors. Fourth, so far, there is no domestic statistical

data calculating elderly contribution activities in worth of value so

that it could not verify how much elderly social service participation

contributed to formatting social capital. Therefore, the researcher

ensures that following research can suggest more detailed proposals

for activating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of elderly if elderly social

services can be measured on the basis of the value of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done by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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