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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자아존 감,생활만족도,사회참여욕구가

사회참여활동에 미치는 향

서경석ㆍ이윤정

이 연 는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주요 영역  하나로 노인의 사회참여에 주목하고, 정

부와 역사회가 추 하는 노인의 사회참여 독려를 위한 정책과 실천안에 보다 실 적

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선행연  고찰을 토대로 사회인 학적 

변인 외에 노인의 자아존 감, 생활만족도, 사회참여욕 가 사회참여활동에 미치는 상

대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  보건복 부의 2008년 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

여 면밀히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11,991명으로, 기초통계분석, t검

, 일원변량분석과 로 스틱 회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검 하였다.  연 결과 

육수 과 월평  가 소득은 낮을수록 일자리활동참여가 많았으며, 두 변수의 수 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참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활동참여는 동부거주자에 

비해 읍면부거주자의 참여비율이 높아 은퇴와 련성이 낮은 농어촌 역 노인이 생계형 

활동으로 일하고 있음이 예측되었다.  자아존 감, 생활만족도, 사회참여욕 는 성별, 

연령, 육수 , 배우자유무, 거주 , 건강상태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일자리활동참여와 자원봉사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 감, 사회참여욕

였으며, 생활만족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않았다.  이 연 의 주요 분석결과를 

통해 노인복  영역의 실천적 개입을 위해 농어촌 역의 일자리 환경 개선, 도시와 농

촌에 따른 차별화된 사회참여 정책과 대안마련이 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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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연구의 필요성

한국은 노인인구가 2000년에 7% 에 진입한 이후,2012년 재 11%

이며 2026년에는 고령사회라 불리는 20%에 도달할 것으로 측되

고있어고령화속도가매우빠른나라로알려져있다.이에 속히늘

어나는 노인에 한 다각 지원과 긴 노년기를 응하고 살아가야 하

는 개인의 노후생활에 사회 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인인구에 한 사회 심은 보호 상으로서 이들을 한 충실한

책 마련과 동시에,개인 으로 신체 ,경제 ,사회 인 측면에서 안

정 인노후생활을 하도록유도하여사회 부담을최소화하는것이

과제이다.실제로「사회조사」(통계청,2009)에따르면60세이상노인

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로 나타난 것은 경제 인 어려움 42.6%,건강

문제가 37.2%로 많았으며,「2011년 고령자통계」(통계청,2011)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경제 으로 노후 비가 되어있지 않은 이들이

61.0%,건강상태가양호하지않은이들이49.4%나되어(통계청,2011),노

인을 한 경제 ,신체 지원과 보호가 우선과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노인 스스로는 길어진 생애주기에 해 주체 으로 응하고,

궁극 으로 ‘노인’혹은 ‘노화’에 한 인식을 달리해 고령화라는 환경

변화에 주체 으로 응하도록 해야 하는데,이러한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 역에서 노인들의 성공 인 노후와 노화를 해 지원하는 일은

매우 요하다.

성공 인 노후는 노인의 삶의 질과 깊이 련되므로,연구분야에서

요한 과제로 다루어져 왔다.성공 노화는 로와 칸(Rowe&Kahn,

1998)의 노화수 구분에서 최 의 노화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생

물학 ,심리 ,사회 기능수 이 높고 삶의 만족의 수 이 높은 상

태로 알려져 있는데 학자들은 부분 이에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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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돈,2010). 련 연구로 노인의 자아존 감,사회 지지가 노화에

미치는 향(오창섭․정원길,2009), 건강과 자아존 감이 노인의

삶의만족에미치는 향(권양순․송정아,2010),노인의일자리사업참

여여부에 따른 노인의 자아존 감과 생활만족도에 한 연구(김소향․

이신숙,2009),농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우울감,자아존 감

사회활동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이 심․남희수,2010)등

을 살펴보면,성공 노화의 요소로서 신체 ,심리 ,사회 기능의

계를 측할 수 있는데 즉,심리 측면에서는 자아존 감과 생활만

족에서,사회 측면에서는사회참여활동으로성공 노화요소를충족

시킬 수 있다고 하 다.

성공 노화의 사회 요소에 해당하는 ‘노인의 사회참여’는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에서도비 있게다루어지는과제이다.우리나라노인복지

법은 노인의 사회참여에 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노인복지법 제2조 2

항은‘노인은그능력에따라 당한일에종사하고사회 활동에참여

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1)’고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에 한 선언 규정을

두고있으며,제23조는노인사회참여에 한국가 는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정이 있어 법 근거 한 갖추고 있다.따라서 노인이 건강을

유지하며삶에 한보람을느끼고사회구성원으로서의역할이유지되기

해서는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구재군,2008).

노년기의 사회참여활동 진을 해서는 노화의 과정 에 있는 노

인에게동기부여가필요하고,노년기삶에 한인식제고의기회가주

어져야 하며, 한 경제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이소정 외,2007;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09;배문조,2011).인식은 태도의 변화를 가져

오며,태도는 활동에 향을 미치게 되어 경제 ,신체 ,심리 ,사회

안정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은 개인 으로 성공 노화 외에도 사회 자본

1)국가법률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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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의 의미도 지닌다.즉,유용한 인력으로 활용가능하다는 에서

그가치를둘수있다(허 수,2010). 련연구를살펴보면,노인자원

사의사회자본 가치(이 룡,2010)를언 한연구가있고,고령화사회

의 노인인력의 활용을 강조한 연구(한국노인인력개발원,2009;심건길,

2000)들이 있으나 명확한 련성과 요인의 향력은 보고된 바 없다.

이것은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비하여 한국 사회의 응과 비가 다소

미흡함을 드러내는 것이며,시 히 연구해야 할 주제를 시사하는 바이

기도 하다.사회참여에 한 연구는 자원 사,일자리참여,평생교육,

취미여가,사회단체활동 등 다양하지만,정부의 노인복지 역에서 생

산 측면에서 노인자원 사와 노인일자리에 많은 심을 갖고 있다.

노인의사회참여는노인의인식과환경에따라 향을받는다.그러

므로 노인의 자아존 감,생활만족도,사회참여욕구 등은 노인의 사회

참여활동에어떠한 향을미치며,궁극 으로어떠한차원에서노후생

활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 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이를 해서는

보다규모있는조사자료를 분석하는 것이변수간의유의미한 련성과

향력을 악하는데 용이할 것이므로,정부가 시행한 설문 데이터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2008년도 국노인실태조사2)자료

를 사용하여 노인의 자아존 감,생활만족도,사회참여욕구가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연구의 목

궁극 으로 이 연구를 통해 노인의 자아존 감,생활만족도,사회참

여욕구가사회참여활동에 요한변인임을밝 내어,그결과가지역사

2)2007년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 5조에 의거 법제화된 3년 주기의 노인실태조사

를실시하게되었으며,2008년노인실태조사는노인의생활 반과보건복지욕구

에 한 조사를 법 기반을 가지고 시도한다는 에서 그 의의가 크다(보건복

지부,2008노인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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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국가에서이들을 한구체 인 책을마련하는데도움이될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이러한연구목 을달성하기 하여보다 구체 으로연구문제를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노인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라 사회참여활동은 어떠한가?

나.노인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라 자아존 감,생활만족도,

사회참여욕구는 어떠한가?

다.노인의 자아존 감,생활만족도,사회참여욕구가 사회참여

활동에 미치는 향력은 어떠한가?

2.이론 배경

1)노인의 자아존 감과 생활만족도

자아존 감은 자기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

재라고생각하는정도로정의된다(Rosenberg,1965).노인에게자아존

감은 삶의 질을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노인의 성공 인 인생에서 요한

심리 요인이 된다(Taft,1985;오창섭․정원길,2009.재인용).

노년기에는사회 지 ,신체 ,정신 건강상태,역할상실등의문

제로 자아존 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이는 생활만족도를 하시

키고 망감을느끼게하며,심지어신체 으로심각한문제를야기하거

나 죽음을 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Minkler,1989).커런(Kuhlen,

1984)은노인에 한연구에서나이가들어갈수록생활에 한만족감은

어들며 이러한불행스런 측면은 나이가들어감으로써낮아진 자아개

념때문이라고지 하 으며(Kuhlen,1984;이 심․남희수,2010,재인

용)유수정 외(2002)는노인의 우울감이높을수록 자아존 감은 낮아지

며,건강상태,삶의 질,생활만족도는 높을수록 자아존 감도 높아진다

고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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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만족은 일상생활에서 기쁨을 느끼고,자신의 생활에 해 의미와

책임감을 느끼며,자신의 목표를 성취하 다고 느끼고, 정 인 자아

념을가지고자신의 재약 에도불구하고자신을가치있는사람으로

여기며,낙천 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Neugartenetal,1961).로와칸(Rowe&Kahn,1998)은장애가없고,육

체 인기능을유지하며,그리고삶에서 극 인활동추구를통한생활

만족도 증가 등이 성공 노화를 한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하 다.

허 수(2010)는 생활만족도란 다차원 인 개념으로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삶의 보람,사

기,행복감,심리 복지, 응,기 와 보상,기쁨,성취감,욕구충족

정 인 가치 등 혼합된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하 다.

자아존 감과 생활만족에 하여 린과 헌터(Linn&Hunter,1979)는

자아존 감이 높은 노인이 실제 그들의 나이보다 더 게 느끼고 삶에

만족한다고 하 으며,우리나라 선행연구에서도 노인의 자아존 감과

생활만족도는 정 계로 나타나 자아존 감이 높은 노인이 생활만족

도가 높음을 제시하고 있다(이 심․남희수,2010;오창섭․정원길,

2009;권양순․송정아,2010).

사회인구학 특성에 따른 자아존 감과 생활만족도에 한 선행연

구를살펴보면,자아존 감이성별,연령,교육수 ,배우자유무,가족형

태,건강상태,경제상태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

고하고 있다(권양순․송정아,2010;이 심․남희수,2010).

생활만족도에 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배우자 유무,연령,건강상

태,생활수 ,교육수 ,과거 직업,여가활동,종교,가정 내역할,사회

심리 특성과 같은 변수와 계가 있다고 연구된 바 있다(권 돈․조

주연,2000;이 심․남희수,2010;권양순․송정아,2010).

최 석․하정철(2012)이 연구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에서는연령이낮을수록,교육수 이높을수록,배우자가있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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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김성연․박미석(2000)의 연구에서는여가생활만족도에 향

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연령이 낮을수록,자아존 감이 높을수록,종교

사회참여활동이많을수록,스포츠 건강활동이많을수록만족도가

높았으며,여가욕구수 도 높을수록 여가생활만족도가 높았다. 권

돈․조주연(2000)은 노인의 삶의 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교육수 이 높을수록,배우자가 있는 사람일수록,종교가 있는 사람일

수록,월가구수입이있을수록,경제활동과사회참여도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하 다.김춘길․박혜자(2007)는 복지 이용노인을

상으로한연구에서연령은낮을수록,교육수 은높을수록생활만족

도가높고,경제상태는 상․ 군이 하군보다 높고,질병이없는 사람집

단이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 다.

후기고령노인은삶의만족도에가족특성,주거사항,건강수 보다는

소득수 경제활동과 여가 사회활동 참여요인의 향을 더 많이

받는다(권 돈․조주연,2000)고하여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의 요성을

언 하고 있다.허 수(2002)의 연구에서는 연령,교육수 ,월소득정

도,결혼상태,주 인 신체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만족도가 높

아졌다고 보고하 다.

2)노인의 사회참여욕구와 활동

마슬로의욕구이론에 기 하여볼때 노인의사회참여활동은소속과

애정의 욕구,자존의 욕구,자아실 의 욕구와 련된활동이라고 정의

할 수있다.즉집단의식을 주요목표로하는소속과 애정의욕구를 충

족시키기 해 이루어지는 활동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

경받고 싶은 욕구의 충족을 해 이루어지는 활동이 사회참여활동을

구성한다 하겠다(이소정 외,2007).

‘사회참여'(socialparticipation)란 의의 개념으로서는 ‘한 사회집단

이그필요와요구를나타내고공동이익을옹호하며특정의경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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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정치 목 을달성하기 하여공공기 에직간 으로 향력

을 발휘하는 조직 활동’이라고 정의하며, 의의 개념으로 사회참여

에‘취업활동,지역사회조직 단체활동등’을포함시키고있다(박정은

외,1994).사회참여는근로활동인일자리즉,재취업 은퇴이 과유

사한 고용형태 이외에 소득보 이 일부 가능한 단기 일자리 참여나 사

회공헌형일자리참여,여가,교육 자원 사 등의 사회활동을 포함하

는 의미이다(변루나 외,2011).

일반 으로 은퇴이 의 사회참여는 개인의 경제 ,신체 는 여

가성격의 활동을 제외한 사회나 국가 등의 조직 는 단체에 참여하여

특정한 목 을 이루고자 하는 활동,즉 사회단체,시민단체,지역복지,

사단체 등에 참여하여 사회변화나 발 등의 목 을 가지면서,자아

성취와 자기개발 등의 개인 인 목 을 갖는다.반면에,노인의 사회

참여는 사회 인 역할을 한 목 외에 개인의 노후생활을 보람 있게

보내기 한 수단으로서 경제 ,신체 ,여가 등의 활동을 포함한 개

념으로 정의할수 있다(서경석,2009).그리고 노인의사회참여는 사회

배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활동 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이소정 외,2007).따라서 노인의 사회참여는 의의

개념에 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소정외(2007)는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분석을 통하여,집

단단 와 개인단 활동으로 나 고,집단단 의 활동으로는 정치단체

활동,종교단체 활동,사교단체 활동,문화활동단체 활동,운동단체 활

동으로 분류하 으며,개인단 활동으로는 직업 활동,자원 사활동,

평생교육 로그램참여,경로당이용으로분류하여개인수 의모든활

동을 사회참여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은퇴 후 갖게 되는 상실감을해소하고자 노인은 사회참여에 한 욕

구를 지니고 있으나,신체 ,경제 ,기능 ,환경 인 문제로 제약을

받게되어욕구에비하여실제참여와는차이가발생한다.노인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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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보건복지부(2008)에 의하면 미취업자의 32.2%가 향후 일할 의

지가 있다고 하 다.남자가,연령이 낮을수록,교육수 이 낮을수록

일할 의지가 높고,부산(44.0%),서울(42.3%), 주(41.3%),인천(40.9%)

등의 순으로 도시 거주 노인이 일할 의지가 높았다.

자원 사활동은 보건복지부의 자료(2008)에 의하면 경험이 있는 노

인은 10.2%이고,앞으로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3%이나

실제 사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2.3%에 불과하여 지속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다.정진경(2009)의 연구에서도 자원 사 경험

있다고 답한 사람은 33.9%이고,향후 참여의향이 있다는 사람은 63.1%

나 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 노인의 자원 사활동 참여기회 확 를

한 로그램개발과 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자원 사활동을

단한 사유(복수응답)도 건강문제(39.8%),활동내용의 부 합(17.9%),

집안 일로 힘들어서(21.7%)등으로 나타나 욕구에 비해 다양한 제약으

로 인해 실제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노인의 사회참여활동에 미치는 사회인구학 향요인

노인의인구사회학 특성과노인의사회참여와의 련성에 한연

구를 살펴보면,김신 ․임창규(2011)는 사단체참여의 경우,성별,교

육수 ,취업여부,건강수 이 향을 미친다고 하 다.즉 다른 조건

이동일하다면 남자보다는여자노인이,교육수 이높을수록,취업노인

보다 비취업노인이 사단체참여 정도가 높다고 하 다. 정진경 외

(2009)는자원 사활동참여자는배우자가있는 사람,종교가있는사람,

도시지역 거주자일수록 많았으며,성별과 연령에서는 비참여 사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 다.

조 행 외(2011)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험노인 집단의 취업결정

요인분석결과 연령이낮을수록,독거노인가구일수록,동부지역거주노

인일수록 취업하고 있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 다. 한,평생

교육 자원 사활동과 같이 사회참여에 한 정 욕구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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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노인일수록 일자리 참여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 ․김윤정(2011)은 사회인구학 변인에 따른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간 차이에서 연령은 낮을수록,배우자가 있을수록,부부동거 집단

일수록,학력이 높을수록,건강은 좋을수록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은월평균150만원이상의집단이다른집단보다참여율이높았다.

거주지역별로는도시거주자들이농 거주자보다여가활동참여에더

극 이었다.

이러한 사회인구학 특성에 따른 사회참여활동과의 계를 종합해

보면,교육수 이높을수록,월평균가구소득이높을수록,배우자가있는

사람일수록,건강상태가좋을수록사회활동참여율이높은것으로나타나

고있다.그러나,성별,연령,종교,거주지는연구결과가일치하지않아

사회참여 유형과 연구 목 에 따라 상반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3.연구방법

1)연구모형

이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 인 특성과 자아존 감,생활

만족도,사회참여욕구이며,종속변수는 노후의사회참여활동 일자리

인구사회학 인 특성

성별,연령,교육수 ,
월가구소득,종교,
거주지,배우자유무,
평소의 건강상태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일자리활동참여
자원 사활동참여자아존 감

생활만족도

사회참여욕구

<그림 1>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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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참여와자원 사활동참여로하 으며,이연구를통하여그변수간

의 계와 향력을 알고자 하 다. 내용을 연구모형으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2)조사 상 분석방법

이 연구는 2008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국 노인생활실태 복

지욕구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 다.

이자료는 우리나라노인의 생활 황과 건강 복지상태의 변화 추

이를 찰할 수 있는 지표 제시와 정책 수립 등을 목 으로 2008년에

수집되었으며,노인의가족,사회,경제,건강생활이반 되도록 설문이

구성되어 활동면 원이 장을 방문하여 면담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졌다. 상은 국 16개 시도의 일반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노인이며,표본추출은층화2단집락추출을통해7개특별/ 역

시와 9개 도지역을 층화하여 최종 25개 층으로 표본 수를 배정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졌다.조사구 내에는 남녀의 성비,평균 연령 등을 보조

층화지표로 하여 최종 표본을 설계하 는데,2008년에 조사된 노인 응

답자는 총 15,146명 규모이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 상을 65세 이상으로 하 으므로 이 에서 연

구 상자로 집계된 수는 총 12,087명이다.그러나 독립변수인 자아존

감,생활만족도,사회참여욕구 변수에서 응답이 미흡한 자료가 발견

되어 일부 제외하고 최종 11,991명을 연구 상으로 하 다.사회인구

학 변수는 연령,교육수 별,월평균 가구소득,종교,배우자 등이 포

함되었으며,SPSS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 상자의특성을살펴보기 하여빈도,백분율을산출하고,독립

변수간의 계성을 악하기 하여 기술통계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사용된척도의신뢰도검증을 하여신뢰도분석(Reliabilitytest)을하고

Cronbachα 계수를산출하 으며,연구문제를검증하기 해ANOVA와

Scheffe의 사후검증을 이용하 다.종속변수인 사회참여활동에 미치는

향력을 악하기 하여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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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사도구

가.독립변수

연구의 독립변수로 포함된 사회인구학 특성은 성별,연령,교육수

,월가구소득,종교유무,배우자유무,거주지역,주 건강상태이다.

분석자료 내 ‘어르신의 삶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총 25

개의질문에는 자아존 감,생활만족도,사회참여욕구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각각4개의항목이해당되어총12문항을사용하 다.각문

항은 5 척도로 되어 있어 ‘ 그 지 않다’를 1 으로,‘매우 그

다’를 5 으로 통계처리하 다.

생활만족도는 최성재가 개발한 척도(최성재,1986)에 해당하며,상

행복감,보람있는 인생, 재의 행복감,생활 반에 한 만족감 등

4문항이 취합되었으며,신뢰도는 Cronbachα 계수 0.879로 나타났다.

자아존 감은 로젠버크의 척도(Rosenberg.M,1965)에 해당하는 문항

으로써 앞으로 할일이 많다는 기 감,동년배와 비교해 상 으로

음,일에 한 자신감,연장자의 지혜와 경험에 한 유용감 등 4개의

문항이 취합되었고,신뢰도는 Cronbachα 계수 0.805로 산출되었다.

사회참여욕구는이소정외(2007)의분류기 으로해당질문4개항목을

취합하 으며,신뢰도는 Cronbachα 계수 0.783로 나타났다.

나.종속변수

연구의종속변수는 사회참여활동으로일자리활동참여,자원 사활동

참여로 구분해 분석하 다.선행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분류가 제시되

어있으나이연구목 에부합한결과도출을 해,정부가가장주력하

는 노인정책 과제 역으로 일자리활동과자원 사활동에 주목하여 해

당 항목만을 분석하 다.

일자리활동참여는 은퇴 없는 계속 인 취업상태,은퇴후 재취업,정

부지원의노인일자리사업참여,그외비정기 일자리참여등이있다.

이연구에서는 의모든것을포함하는것으로서,근로활동에 한질

문 ‘지난1주일간 1시간이라도수입( , 물)을목 으로일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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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라고 묻는 문항을 척도로 사용하 다.

자원 사활동참여는여가와사회활동 역에서모임 단체활동참

여여부에 한질문,즉,친목단체,종교단체,문화활동단체,스포츠

단체,시민단체 는사회단체, 사단체,학습단체 에서 사단체참

여여부를 묻는 항목만을 변수로 사용하 다.

종속변인2개의문항은모두이항변수의성격을지니고있어, 향요

인 악을 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4.연구결과 해석

1)조사 상의 사회인구학 특성

조사 상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여성노인이 59.5%로 남자노인보다

많았고,연령은65～74세까지의 기에해당하는고령노인이64.5%를차

지하고있으며,교육수 은무학이36.1%, 등학교졸업자가38.4%, 고

등학교 이상 졸업자 20.3%이었으며, 문 졸업 이상인 노인의 비율은

5.2%로 낮았다.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58.1%여서 경제

수 은 높지 않은 편이었으며,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42.1% 다.한편

동부3)에 거주하는 사람은 59.8%로 읍면부 40.2%보다 많았으며,읍면부

거주자가동부거주자에비해교육수 이낮고,배우자가없는사람이많

았다.종교가 있는사람은 불교,기독교,천주교순으로 많았으며종교

가 없는 사람은 38.7% 다.평소의 건강상태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응

답이 체의63.2%에 달하 는데,특히동부거주자 에서는4,357명인

60.7%가,읍면부거주자 에서는3,230명인68.5%가건강하지못하다고

하여주로농어 지역 노인이 도시지역 노인보다 경제 으로나 신체

으로 지원과 보호가 보다 필요한 상황임을 측할 수 있다.

3)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서 표시하고 있는 동부와 읍면부는 지역행정단
로서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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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

비율(%)
동부 읍면부 합계(100%)

성별

남
여

2,977(61.4)
4,198(58.8)

1,875(38.6)
2,941(41.2)

4,852
7,139

40.5
59.5

소 계 7,175(59.8) 4,816(40.2) 11,991 100.0

연령 별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2,617(65.3)
2,162(57.9)
1,370(56.3)
1,026(56.4)

1,390(34.7)
1,571(42.1)
1,062(43.7)
793(43.6)

4,007
3,733
2,432
1,819

33.4
31.1
20.3
15.2

소 계 7,175(59.8) 4,816(40.2) 11,991 100.0

교육수

무학
등졸
고졸

문 졸 이상

2,144(49.5)
2,663(57.8)
1,812(74.6)
556(89.0)

2,189(50.5)
1,941(42.2)
617(25.4)
69(11.0)

4,333
4,604
2,429
625

36.1
38.4
20.3
5.2

소 계 7,175(59.8) 4,816(40.2) 11,991 100.0

월가구소득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2,058(54.9)
1,746(55.3)
1,496(60.2)
833(68.7)
995(77.3)

1,694(45.1)
1,410(44.7)
987(39.8)
379(31.3)
292(22.7)

3,752
3,157
2,583
1,212
1,287

31.6
26.5
20.9
10.2
10.8

소 계 7,128(59.9) 4,762(40.1) 11,890 100.0

종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무교

2,347(58.4)
1,573(68.0)
679(75.1)
69(60.0)

2,507(54.1)

1,673(41.6)
741(32.0)
225(24.9)
46(40.0)

2,131(45.9)

4,020
2,314
904
115
4,638

33.5
19.3
7.5
1.0
38.7

소 계 7,175(59.8) 4,816(40.2) 11,991 100.0

배우자유무

있음
없음

4,236(61.0)
2,939(58.2)

2,705(39.0)
2,111(41.8)

6,941
5,050

57.9
42.1

소 계 7,175(59.8) 4,816(40.2) 11,991 100.0

평소의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1,052(61.3)
3,305(56.3)
1,101(62.5)
1,596(64.5)
121(72.9)

665(38.7)
2,565(43.7)
661(37.5)
880(35.5)
45(27.1)

1,717
5,870
1,762
2,476
166

14.3
48.9
14.7
20.7
1.4

소 계 7,175(59.8) 4,816(40.2) 11,991 100.0

<표 1>사회인구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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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참여활동 정도

연구 상의일반 특성별사회참여활동정도를 악하기 하여카

이제곱 검증을 실시하 으며 그 주요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변수
일자리활동 자원 사활동

참여함
(n,%)

참여안함
(n,%) χ 2값

참여함
(n,%)

참여안함
(n,%) χ 2값

성별
(N=
11,991)

남
여

1,898(39.1)
1,867(26.2)

2,954(60.9)
5,272(73.8)226.14***

139(2.8)
130(1.8)

4,713(97.2)
7,009(98.2) 14.35***

소계 3,766(31.4)8,225(68.6) 269(2.2)11,722(97.8)

연령 별
(N=
11,991)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이상

1,644(41.0)
1,290(34.6)
616(25.3)
216(11.9)

2,363(59.0)
2,443(65.4)
1,816(74.7)
1,603(88.1)

553.20***

121(3.0)
99(2.7)
38(1.6)
11(0.6)

3,886(97.0)
3,634(97.3)
2,394(98.4)
1,808(99.4)

41.27***

소계 3,766(31.4)8,225(68.6) 269(2.2)11,722(97.8)

교육수
(N=
11,991)

무학
등졸
고등졸
문 졸이상

1,245(36.1)
1,689(36.7)
710(29.2)
122(19.5)

3,088(63.9)
2,915(63.3)
1,719(70.8)
503(80.5)

120.26***

20(0.5)
83(1.8)
117(4.8)
49(7.8)

4,313(99.5)
4,521(98.2)
2,312(95.2)
576(92.2)

229.42***

소계 3,766(31.4)8,225(68.6) 269(2.2)11,722(97.8)

월가구
소득
(N=
11,890)

50만원미만
50∼100미만
100∼200미만
200∼300미만
300이상

816(21.7)
1,274(40.4)
970(39.1)
366(30.2)
298(23.2)

2,936(78.3)
1,882(59.6)
1,513(60.9)
846(69.8)
989(76.8)

389.75***

45(1.2)
54(1.7)
70(2.8)
50(4.1)
50(3.9)

3,707(98.8)
3,102(98.3)
2,413(97.2)
1,162(95.9)
1,237(96.1)

61.34***

소계 3,724(31.3)8,166(68.7) 269(2.3)11,621(97.7)

종교
(N=
11,991)

있음
없음

2,101(28.6)
1,665(35.9)

5,252(71.4)
2,973(64.1) 70.85***

201(2.7)
68(1.5)

7,152(97.3)
4,570(98.5) 20.83***

소계 3,766(31.4)8,225(68.6) 269(2.2)11,722(97.8)

배우자
유무
(N=
11,991)

있음
없음

2,664(38.4)
1,102(21.8)

4,277(61.6)
3,948(78.2)372.06***

202(2.9)
67(1.3)

6,739(97.1)
4,983(98.7) 33.42***

소계 3,766(31.4)8,225(68.6) 269(2.2)11,722(97.8)

거주지역
(N=
11,991)

동부
읍면부

1,303(18.2)
2,463(51.1)

5,872(81.8)
2,353(48.9)1455.11***

197(2.7)
72(1.5)

6,978(97.3)
4,744(98.5) 20.55***

소계 3,766(31.4)8,225(68.6) 269(2.2)11,722(97.8)

평소의
건강상태
(N=
11,990)

매우
건강하지않다

199(11.6)1,518(88.4)

509.25***

8(0.5) 1,709(99.5)

145.20***

건강하지
않은편이다

1,793(30.6)4,076(69.4) 91(1.6) 5,778(98.4)

보통이다 623(35.4)1,138(64.6) 55(3.1) 1,707(96.9)
건강한편이다 1,076(43.5)1,401(56.5) 95(3.8) 2,381(96.2)
매우건강하다 75(45.2) 91(54.8) 20(12.0) 146(88.0)
소계 3,766(31.4)8,224(68.6) 269(2.2)11,72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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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일반특성별 각 사회참여활동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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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활동참여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참여비율이 높았으며,65세

에서 74세의 기고령노인이 75세 이상의 후기고령노인보다 참여율이

높다.학력은낮을수록일자리활동참여비율이높아생계형일자리활동

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50만원 미만의 최 소득층은 일자리 참여비율(21.7%)이가장 낮았으나,

50만원 이상 부터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일자리 참여비율은

높아졌다.그리고 종교가없는 사람,배우자가있는 사람,평소의건강

상태가좋다고한사람이일자리활동참여비율이높았으며,도시지역인

동부거주자보다(18.2%)읍면부거주자의일자리참여비율(51.1%)이훨씬

높아 농어 지역에서 은퇴와 무 한 생업 종사 노인비율이 많을 수 있

음이 측된다.이 결과는 조 행 외(2011)의 연구와는 상반된 내용인

데,그들은정부에서지원하는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만을 상으로하

기 때문일 수 있다.

자원 사활동은남자의참여비율이여자보다높고,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가구소득이 높을수록,종교가 있는 사람이,배우자가

있는 사람이,그리고 평소의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의 참여율이 높았다.

거주지역은 읍면부보다 동부거주자가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자아존 감,생활만족도,사회참여욕구

사회인구학 인변인에따라서노후의자아존 감,생활만족도,사회

참여욕구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기 하여 ANOVA분석을 하고

Scheffe사후검증을 하 는데,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자아존 감,생활만족도,사회참여욕구의세 변수에서성별,종교,배

우자유무,취업유무,거주지에서동일한결과를나타냈다.즉성별로는

남자가,종교가 있는 사람이,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취업자가,그리고

동부에거주하는사람이 자아존 감,생활만족도,사회참여욕구수 이

유의미하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사후검증을통해서도세 역모두

연령은 낮을수록,교육수 은 높을수록,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상태는 좋을수록 유의미하게 자아존 감 수 ,생활만족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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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욕구수 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자아존 감과사회참여욕

구 수 은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100만원 이상의 그룹이 100만원 미만

의 그룹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오창섭․정원길(2009)의 노인의 자아존 감.사회

지지가 노화정도에 미치는 향의 연구에서 연령,배우자유무,교육수

,건강상태,경제상태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것과,김소향․이

신숙(2009),김형남(2007),최성애(1999)의 연구에서도 연령,학력,건강,

결혼상태,경제상태 등이 자아존 감과 생활만족도에 유의하게 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변인 집단
N(=11,
991)

자아존 감 생활만족도 사회참여욕구

M(SD) t/F검정 M(SD) t/F검정 M(SD) t/F검정

성별
남
여

4,853
7,138

2.98(.69)a
2.73(.64)a

423.13***
3.12(.73)a
2.94(.74)a

188.37***
2.79(.70)a
2.54(.70)a

383.49***

연령별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4,008
3,733
2,432
1,818

3.01(.66)d
2.87(.65)c
2.70(.65)b
2.54(.63)a

252.83***

3.11(.72)c
3.03(.74)b
2.92(.74)a
2.87(.76)a

57.67***

2.85(.67)d
2.70(.68)c
2.49(.70)b
2.26(.69)a

365.83***

교육
수

무학
등졸
고등졸
문 이상

4,333
4,605
2,428
625

2.58(.61)a
2.88(.64)b
3.08(.67)c
3.32(.67)d

481.59***

2.78(.73)a
3.06(.70)b
3.22(.72)c
3.49(.68)d

317.69***

2.37(.67)a
2.70(.67)b
2.90(.69)c
3.11(.69)d

472.96***

월가구
소득

50만원미만
50∼100미만
100∼200미만
200∼300미만
300이상

3,752
3,156
2,483
1,212
1,287

2.61(.63)a
2.86(.64)b
2.98(.68)c
3.00(.66)c
2.99(.67)c

175.48***

2.74(.73)a
3.01(.70)b
3.16(.72)c
3.24(.69)d
3.31(.68)e

248.58***

2.44(.70)a
2.68(.67)b
2.76(.71)c
2.80(.72)c
2.78(.72)c

128.78***

종교
유무

있음
없음

7,353
4,638

2.85(.67)a
2.80(.68)a

17.56***
3.05(.73)a
2.95(.75)a

56.35***
2.68(.71)a
2.59(.72)a

46.10***

배우자
유무

있음
없음

6,942
5,049

2.95(.67)a
2.67(.64)a

555.11***
3.14(.71)a
2.84(.75)a

517.23***
2.77(.68)a
2.47(.71)a

555.09***

취업
유무

취업함
취업안함

3,766
8,225

3.02(.65)a
2.75(.67)a

433.18***
3.15(.68)a
2.95(.76)a

193.90***
2.84(.64)a
2.55(.73)a

430.54***

거주
지역

동부
읍면부

7,177
4,814

2.88(.68)a
2.75(.65)a

108.67***
3.03(.76)a
2.98(.71)a

14.02***
2.69(.72)a
2.56(.70)a

98.16***

평소의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지않다

1,7172.37(.61)a

729.35***

2.48(.76)a

580.05***

2.17(.72)a

459.36***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5,8692.72(.60)b 2.93(.69)b 2.57(.66)b

보통이다 1,7612.97(.60)c 3.18(.62)c 2.78(.65)c
건강한 편이다 2,4773.28(.60)d 3.41(.63)d 3.00(.64)d
매우 건강하다 1663.58(.64)e 3.76(.65)e 3.22(.70)e

*p<.05, **p<.01, ***p<.001
Scheffe:a<b<c<d<e

<표 3>사회인구학 특성별 자아존 감,생활만족도,사회참여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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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노인의 사회참여활동에 향을 미치는 변인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에서 일자리활동참여와 자원 사활동참여 여부(1

참여한다,0참여안한다)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악하기 하여 로지

스틱회귀분석을시도하 으며,그결과는<표4>와같다.성별,연령,교

육수 ,월가구소득,종교유무,배우자유무,거주지,건강상태등의인구사

회학 인변인을통해1단계분석하 고,자아존 감,생활만족도,사회참

여욕구등의삶의태도에해당하는변수를2단계로투입하여변수의 향

력을 검토하 다.

먼 일자리활동참여의 경우를 살펴보면,1단계 결과는 남자일수록(p<

.001),배우자가 있는 사람일수록 월평균가구소득이높을수록(p<.05)건

강상태가좋은사람일수록(p<.001)일자리활동에참여할가능성이높다

고해석할수있으며,연령과교육수 은낮을수록(p<.001),읍면부거주자

일수록(p<.001)일자리활동에참여할가능성이높았다.2단계분석결과는

성별,연령,교육수 ,배우자유무,거주지,건강상태등은1단계와동일하

나,월평균 가구소득의 향력이유의미하지 않았으며,종교가 없는노인

이유의미하게참여가능성이높았다(p<.01).자아존 감과사회참여욕구

수 이높은사람이일자리활동에참여할가능성을높이는변수로나타났

으나,생활만족도는유의미한 향력이검증되지않았다.1단계에서 향

력있는변수로나타난월평균가구소득이2단계에서그 향력이유의미

하지못한이유는자아존 감(0.344)과사회참여욕구(0.368)의 향력이상

으로커졌기때문으로해석된다. 한2단계투입에종교의 향력이

검증된것은자아존 감과 사회참여욕구수 과종교와의 련성을추측

해볼수 있으나,보다 면 한분석과확인작업이필요하다.

자원 사활동참여의 경우는,1단계 투입결과 성별은 여자일수록(p<

.05),연령은 높을수록(p<.01),교육수 은 높을수록(p<.001),월평균

가구소득은많을수록(p<.05),종교가있는사람일수록(p>.001),건강은

좋은 사람일수록(p<.001)참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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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활동참여 자원 사활동참여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성별# -0.565***
0.056
1.76

-0.538***
0.057
1.71

-0.313*
0.154
0.73

-0.376*
0.160
0.69

연령 -0.112***
0.005
0.89

-1.00***
0.005
0.91

-0.040**
0.013
0.96

-0.000
0.014
1.00

교육수 -0.241***
0.020
0.79

-0.298***
0.024
0.74

-0.388***
0.043
1.47

-0.242***
0.045
1.27

월가구소득 -0.042*
0.019
1.04

-0.027
0.019
1.03

-0.116*
0.050
1.12

-0.071
0.053
1.07

종교유무# -0.075
0.048
0.92

-0.127**
0.049
0.88

-0.565***
0.148
1.76

-0.436**
0.153
1.55

배우자유무# -0.521***
0.056
1.68

-0.509***
0.057
1.66

-0.207
0.165
1.23

-0.189
0.170
1.21

거주지# -1.854***
0.050
0.16

-1.915***
0.051
0.15

-0.056
0.149
0.06

-0.039
0.153
1.04

건강상태 -0.466***
0.024
1.59

-0.344***
0.026
1.41

-0.373***
0.063
1.45

-0.073
0.068
1.08

자아존 감 -0.365***
0.053
1.44

-0.542***
0.148
1.72

생활만족도 -0.073
0.042
0.93

-0.047
0.126
1.05

사회참여
욕구

-0.368***
0.047
1.45

-1.507***
0.136
4.51

상수 7.206*** 5.135*** -4.024*** -11.874***

정확도 76.8 77.3 97.7 97.8
-2log.
Likelihood

11689.70 11401.69 2295.70 1996.98

Nagelkerke
R²

.326 .347 .118 .242

Chi-square 3151.18***(df=8) 3364.87***(df=11) 277.39***(df=8) 572.64***(df=11)

<표 4>노후 사회참여활동에 향을 미치는 변인

2단계투입결과성별(p<.05),교육수 (p<.001),종교유무(p<.001)는1

단계와 같이 유의미한 향력을 지니고 있었으나,연령,월평균 가구소

득,건강상태는 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2단계 투입 변인인 자아존

감과 사회참여욕구는 매우 향력 있는 유의미한 변인(p<.001)으로

검증되었으나,생활만족도의 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특징 인것은1단계에서유의미한 결과인연령과건강상태는2단계

변수투입시유의미하지않은결과로나타났다.이것은자아존 감과

사회참여욕구가 높을 경우 연령과 건강상태는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

다고해석될수있다.자원 사는자발 이고이타 인성격의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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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특성(권 돈,2010)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부분의 선행연구는 여가만족이 생활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

며,삶의 질과 한 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여 다고 하 지

만(한상미,2011),이 연구에서 생활만족도가 자원 사활동참여 가능성

을 높이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해석

할 수 있다. 부분의 선행연구가 자원 사활동으로 인하여 생활만족

도가 높아지는 것과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평소의 생활만족도가 자원

사활동참여에어떠한 향을미치는가를 악하고자하 다는 과,

개인차원의 자원 사활동이아니라 사단체참여자로서의참여가능

성을 검증한 것이기 때문에 련 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 으로 일자리활동참여와 자원 사활동참여 가능성에 사회인구

학 변인이 미치는 향력은 다르게 나타났다.남자일수록 일자리활

동에,여자일수록 자원 사활동에 참여 가능성이 높았으며,연령은 일

자리활동에는 요변수이지만자원 사활동에는상 으로 향력이

다는것이다.교육수 은낮을수록일자리활동참여가능성은높아지

나자원 사활동 참여가능성은낮아지며,읍면부거주자가동부거주자

보다 일자리활동참여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이것은 교육수 이 낮을

수록 경제수 도 낮다는 일반 인 연구결과(보건복지부,2009)와 같이

보람형보다생계형일자리참여가많음을 측하게하며,농 등의지

역에서는 노후가 되어도 은퇴를 하지 못하고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노

인이 많음을 유추할 수 있다.

5.요약 제언

이 연구는 노인의 자아존 감,생활만족도,사회참여욕구가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에어떠한 향을미치는지그 향력을밝 ,궁극 으로

지역사회 정부가추진하는노인복지정책 실천안마련에근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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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제공함이 목 이다.연구목 을 한 연구문제는 첫째,노인의

사회인구학 특성에 따른 사회참여활동은 어떠한가,둘째,노인의 사

회인구학 특성에 따른 자아존 감,생활만족도,사회참여욕구는 어떠

한가,셋째,노인의 자아존 감,생활만족도,사회참여욕구가 사회참여

활동에 미치는 향력은 어떠한가를 알고자 하 다.

분석자료는보건복지부가실시한2008년도 국노인실태조사원자료로,

이 65세이상노인11,991명을 상으로주요변수들을통계처리하 다.

첫째,사회인구학 변인별 사회참여활동 정도를 분석한 결과 일자

리활동참여와 자원 사활동참여간의 차이를 보 다.성별,연령,배우

자유무,건강상태는 일자리활동참여와 자원 사활동참여에 동일한 결

과가 나왔지만,교육수 과 월가구소득은 낮을수록 일자리활동참여가

많고 높을수록 자원 사활동참여가 많았으며,거주지는 자원 사활동

참여에서동부거주자는 2.7%로 읍면부거주자 1.5%보다 높고,일자리활

동참여는읍면부거주자가51.1%로동부거주자18.2%보다높아서두지

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따라서 성공 노화를 이루는 요소로서

사회참여활동인 일자리활동과 자원 사활동을 장려하는데 이 두 역

사이에 변수의 차이를 발견한 것이 연구의 목 에 부합된 것으로 의미

를 부여할 수 있다.

둘째,사회인구학 변인에 따른 자아존 감,생활만족도,사회참여

활동욕구간의 계를 살펴보면,성별은 남자가,종교와 배우자는 있는

사람이,취업은 한 사람,교육수 은 높을수록,세 역에서 모두 높다

는결과의 계가있었다.사후검증을통해본연령,교육수 ,월가구

소득,건강상태 등도 체 으로 같은 결과로서 유의미하 다.이것은

자아존 감과 생활만족도가 노인의 삶의 질과 련이 있기 때문에 이

수 을 높이기 하여 노년기에 배우자와의 동거,종교생활,취업생활,

건강 리 등이 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으며,교육수 이 낮은

노인에 한 자아존 감 향상을 하여 정서 사회 인 지지의 필요

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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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노후 사회참여활동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 향력

을 살펴보기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결과에서일자리활동참

여의경우,성별,연령,교육수 ,배우자유무,거주지,건강상태등은

향력 있는 변수로,종교는 없는 사람이 참여가능성을 높이는 변수로서

유의미(p<.01)하게 나타났다.자아존 감과 사회참여욕구는 높은 사

람이 일자리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

으나,생활만족도는 변수로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자아

존 감과 사회참여욕구가 요한 독립변수로 밝 졌으며,1단계에서

의미 있는 변수가 되지 않았던 종교가 2단계에서 의미 있는 변수로 나

타난것은자아존 감 사회참여욕구는 종교유무와 련성이있기때문

이라고 해석된다. 특징 인 것은 거주지는 회귀계수가 가장 큰 값

(-1.915)을 보여 읍면부 거주자가 일자리활동참여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향력이있는것으로 나타나 읍면부거주자가생계를 하여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자원 사활동의 경우 회귀분석에서 체변수를 투입한 2단계

결과 성별(p<.05),교육수 (p<.001),종교유무(p<.001)는 1단계와 같

이 향력 있는 변수로 유의미하 으나,연령,월가구소득,건강상태는

유의미하지않은결과로나타났다.일자리활동참여의경우와마찬가지

로 자아존 감과 사회참여욕구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향력 있는 변

인(p<.001)이었지만 생활만족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특징 으로 연

령과건강상태는1단계와달리2단계변수투입시유의미하지않은결

과로 나타난 것은 자아존 감과 사회참여욕구가 높을 경우 연령과 건

강상태는크게개의치 않을 수있다고 해석될수 있다. 한사회참여

활동이건강과보람을얻는이유로생활만족도가높아진다는것,즉사

회참여활동이독립변수로서생활만족도가 종속변수로서의연구결과(최

성애,1999;주경화,2011)는 있으나,생활만족도가 사회참여활동에

향을 주는 변수는 되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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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일자리활동참여와 자원 사활동참여를 비교해 본 결과 다르게

나타난것은,교육수 ,성별,거주지에서참여가능성이각각반 의변

수로밝 졌다.즉,교육수 은높을수록자원 사활동에,낮을수록일

자리활동에 참여가능성이 높으며,종교는 있는 사람은 자원 사활동에

참여할가능성이높았으나,없는사람은일자리활동에참여할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종교인이 자원 사활동참여가 많다는 것

은 일반 으로 종교는 사회 사를 요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가 없는 사람이 일자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결과에

하여는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로서만 이해하며,그 이유에 하여는

추가 인 연구를 통하여 밝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인의 사회인구학 인 변수와 자아존 감,생활

만족도,사회참여욕구등의변수에따라노인의일자리활동과자원 사

활동에 차이를 발견하여 연구의 목 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른 실천 함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일자리활동참여자와 자원 사활동참여자의 교육수 ,성별,거

주지가각각반 의변수로나타난결과를통한실천 함의는,노인자

원 사에 교육수 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참여가 있으므로 노인의 지

식과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사 로그램의 개발과 참여기회가

확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남자는 은퇴 후에도 여

히일자리활동에의 참여가많으므로 남성노인의지식과 문성을 인

자원으로활용한다는측면에서노인취업정책이강화되어야한다.농

지역거주노인은자원 사활동보다노인일자리참여가많으므로노후

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의 정 요소가 많으나 노인이 되어도 농어

업에 종사해야 하는 사회구조에 심을 갖고 이들 노인의 욕구에 맞는

생활환경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일자리활동과 자원 사활동은 노인의 사회참여라는 에서 같

은 범주이지만 상과 환경에 따라 엄연히 구분되어 용되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정부나 수행기 등에서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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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에게 자원 사활동으로도 동일한 역할을 하도록 장려하기도

하는데 일자리는 소득을 목표로 하는 일자리로서 구분하고 발 시켜

나가야한다. 한자원 사도노인이여가시간이많다는이유로지나

치게 책임감을 느끼게 할 것이 아니라 한 교육과 동기부여를 하면

서 질 인 로그램을 지원하면서 개인의 욕구에 따라 자발성을 유도

해야 할 것이다.

셋째,사회인구학 인 특성을 고려해 도시거주노인과 농 거주노인

의 생활환경 차이가 있다는 일반 인 상이 이 연구에서도 확인되었

듯이 환경과 상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을 달리할 뿐 아니라 상 으

로농 거주노인에게복지정책을강화해야한다.농 일수록배우자가

없는고령의 노인이 많고,교육수 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으며,은퇴

없이생계를목 으로일을해야하는노인이많으며,건강수 도상

으로낮아빈곤,질병,고독의문제에 노출될가능성이 높다.따라서

농어 노인에게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한 생활 반의 복지 책을 강

화해야 한다.

넷째,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은 신체 ,경제 ,사회 으로 유익한 방

법이되기때문에 사회참여활동의 요한변수인 자아존 감과 사회참

여욕구를 높여야 하며 이를 해 자기개발과 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가 필요하다.따라서 노인의 사회 지지를 담당하고 있는 가족,

친척,이웃 친구등에의한비공식 후원이 진작될수 있도록사회

노력이 필요하며,정부는 가족 사회 계 증진을 한 구체 인

정책을 수립하고 로그램과 서비스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노후에도생계형일자리참여가많다는것이추정되므로,정부

는이들을 한일자리제공을더욱확 하고노인에게 합한좋은일

자리를 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한 사회인구학 특성에서

나타나듯이 농어 지역의 노후생활 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일자

리참여활동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 노인일자리정책은 그 숫자를 늘리기

보다는 일하고 있는 노인의 생활환경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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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노인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기 하여 노인의 자아존 감을

높이는 것이 요하다.이를 하여 노인 스스로 자아존 감을 높일

수있도록평생교육등자기개발의노력을하여야하며,노인복지 등

복지시설에서는 로그램을통하여자아존 감을높여주도록노력하여

야 한다.사회 으로는 노인을 존 하고 배려하는 노년문화를 발 시

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의 제언으로서 이 연구는 노인

의 사회참여의 역이 일자리활동참여,자원 사활동참여 외에 평생교

육,여가 취미활동,스포츠 활동,사회 시민단체활동등으로

다양함에도일자리활동과자원 사활동에국한하 으므로노인의삶의

태도가 다양한 사회참여활동과의 계를 분석하지 못하 으므로 이들

역에 한 통합 인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2009.『2008 국노인실태조사』.계명 학교산학 력단.

권 돈.2010.『노인복지론』.학지사.

이 룡.2010.『노인자원 사의유형분류 조직화방안』.보건복지부.

이소정․정경희․이윤경․유삼 .2007.『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분석 정책 함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정경희․염지혜․오 희․유혜 ․이은진.2010.『한국노인

의 삶의 변화 분석 망』.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2009.『사회조사』.

한국노년학포럼 엮음.2010.『노년학 척도집』.나눔의집.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09.『2009노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통계』.

허 수.2010.『노인복지연구』.서울:신정.

구재군.2008.“노인의사회참여와노인복지법.”동아법학.42:513-530.



122 사회연구 통권23호(20122호)

권양순․송정아.2010.“ 건강과 자아존 감이 노인의 삶의 만족

에 미치는 향.”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11:53-80.

권 돈․조주연.2000.“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

인.” 한국노년학.20(3):61-76.

김성연․박미석.2000.“도시노인의 여가생활만족도에 한 연구.”

한국가정 리학회지.18(1):67-84.

김수 ․김윤정.2011.“노년기 여가활동참여와 성공 노화 인식간

의 계.” 한국가족 계확회지.15(4):3-23.

김소향․이신숙.2009.“노인의 일자리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노인의

자아존 감과 생활만족도에 한 연구.”한국노년학.29(1):309-327.

김신 ․임창규.2011.“단체참여를 통한 노인 여가활동향유 요인연

구.” 통계연구.16(1):26-47.

김춘길․박혜자.2007.“복지 이용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

치는 요인.” 성인간호학회지.19(4):535-546.

김형남.2007.“노인의 자아존 감과 생활만족도가 노화정도에 미치

는 향.” 구한의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박정은․원 애.1994.“ 기노인여성의 사회참여방안에 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배문조.2011.“년기의성공 노후생활에 한인식 노후생활의식이

노후생활 비행동에미치는 향.”한국가족 계학회지.16(1):45-61.

변루나․김 숙․ 택수.2011.“베이비붐세 은퇴후사회참여지원

정책에 한 한․일 비교연구.” 보건사회연구.31(4):314-344.

서경석.2009.노인의 사회참여와 신노년정책.한국노년학회.제6회

국제노년학심포지움.SETEC.2011.5.13.

심건길.2000.“고령화사회의노인인력의활용.” 주․ 남행정학회

보.7:125-133.

오창섭․정원길.2009.“노인의 자아존 감,사회 지지가 노화정도



노인의 자아존 감,생활만족도,사회참여욕구 123

에 미치는 향.” 복지행정논총.19(2):1-26.

유수정․김 숙․한규량.2002.“재가노인의 신체 건강,자아존

감,사회 지지 보건복지욕구 조사.” 한국노년학.22(3).

이 심․남희수.2010.“농 노인의일상생활수행능력과우울감,자아

존 감 사회활동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 농 지도와

개발.17(4):957-984.

정진경․박화옥․이창호.2009.“노인자원 사 실태조사 활성화방

안 연구.” 보건복지부.

조 행․박경하․이 미.2010.“노인의 일과 복지,그리고 사회참여

진을 한 정책방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차 노인일자리

문가포럼.

주경화.2011.“사회참여노인의 활동수 과 삶의 질.” 사회복지연구

여름.pp.5-39.

최성애.1999.“노인의 인구사회학 변인과 여가참여가 생활만족도

에 미치는 향.” 한국체육과학회지.8(2):45-56.

최성재.2009.고령화사회의 노인 사회참여 필요성과 과제,한국노인

인력개발원 세미나집.pp.103-123.

최성재.1986.“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 개발에 한 연구.” 이화여

자 학교 한국문화연구논총.49:233-258.

최 석․하정철.2012.“노인의 생활 반 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

에 한 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23(1):131-142.

한상미.2011.“노인의 사회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 사회복지연

구.42(3):157-182.

허 수.2002.“도시노인의 여가활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연구.” 22(2):227-247.

Bull,C.N. 1975. VoluntoryAssociationParticipationandLife

Satisfaction:ReplicationNote.JournalofGerontology.30(1):73-76.



124 사회연구 통권23호(20122호)

Knapp,M.1979.“PredictingtheDimensionofLifeSatisfaction.”

JournalofGerontology.31(5):595-604.

Minkler,M.1989.“HealthEducation,HealthPromotionandtheOpen

SocietyanHistoricalPerspective.”HealtheducationQuarterly.16:17-30.

Neugarten,B.,R.Havighurst.&S.Tobin.1961.“TheMeasurement

ofLifeSatisfaction.” JournalofGerontology.16:134-143.

Rosenberg,M. 1965. SocietyandAdolescentSelf-Image. Princeton,

NY:PrincetonUniv.Press.

Rowe,J.W.&R.L.Kahn.1998.RobertL.Kahn(Ed.).“Successful

Aging.” pp.38-39.NY:ADellTradePaperback.

Taft.L.B. 1985. Self-EsteeminLaterLife:ANursingPerspective.

AdvancesinNursingScience.8(1).

서경석은 앙 학교 사회개발 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 를 받고 호서 학

교 벤처 문 학원 노인복지학 박사과정에 있다.“기독교인의 노인복지 이용

실태연구”(2001),“노인복지 의 기능과 역할”(2007,공동연구),『노인상담론』

(2006,공 )등의논문과 서가있으며,마포노인종합복지 장,서 양재노인종

합복지 장,한국노인종합복지 회장을 거쳐 우리마포복지 장과 우리마포시

니어클럽 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윤정은 이화여 에서 소비자인간발달학 박사학 를 받고 앙건강가정지원센터

연구 교육개발 등을 거쳐 재 호서 학교 사회복지학부 노인복지학 공

조교수로 일하고 있다.최근 연구로 “상담 역 건강가정사의 직무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을 한 역량연구”(2011),“컴퓨터/인터넷 게임 활동이 노인의 우울

과생활만족도에미치는 향”(2011,공 ),“다문화가족 지원법률과정책,제도

에 기반한 사업 로그램의 방향성”(2010)등이 있으며, 서로는 “고령친화

산업과복지경 의이해”(2009)가있다.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국건강

가정지원센터 평가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가 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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