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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내적 자원인 자아통제감과 여가유능감, 그리고 외적 자원인 사
회적 지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인인 가족의 지지, 친구의 지지, 그리고 의미 있는 타
인의 지지가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
대로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
었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주요변수들 각각의 수준을 검증하였
고, 본 연구의 목적인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파
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5개의 독립변수와 5개의 통제변수를 모두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F=8.592
p<.001), 종속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을 29.8%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
중에서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의 지지(β=.23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통제감과 여가유능감의 β값이 각각 .237과 .179로 역시 의미있
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활용 가능한 여
러 방안들이 제시되었으며, 실제 적용을 위한 사회구성원의 인식 및 행동의 변화, 그리
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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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급속한 사회경제적 발전의 한 결과로서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와 평균수명이 급속하
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8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 5175만3820명의
14.0%인 725만7288명으로 예상보다 1년 빠르게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였고, 우리
나라인구의 평균수명은 81.8년(통계청, 2017)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추
세가 야기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이나 전체 사회의 수용능력은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 결과 수명의 증가라는 개인적인 차원의 축복이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큰 부담 내지는 재앙이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구의 구조적 변화에 가장 부
정적인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이 노인들이다.
모든 인간은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측면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욕구가 충족되고 유
지되어야 안정적인 삶이 가능하다. 그러나 산업화, 정보화로 특징지어지는 현대사회의 특성
상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 것과 비교하여 그러한 변화를 감당할 만한 전체 사회의
문화적 및 제도적 준비는 지체되고 있다. 특히 노년기는 여러 면에서 다른 연령집단보다
취약한 시기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인구통계(2015)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 독거노인 수가 5년 전과
비교하여 20% 정도가 증가하여, 전체 노인 다섯 명 중 한 명의 비율로 혼자 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2015)에 의하면 열 명 중 아홉 명 정도
가 한 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또한 열 명 중 세 명꼴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가난하기까지 하다.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전체 노인인구의
50%에 근접할 정도로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은 지금 외롭고 아프고 가난하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전체 OECD 국가의 노인인구 중에서 빈곤율이 가장 높은 인구집
단이다(OECD, 2016). 그러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적용대상 및 수급액수의 증가 등에 따
라 빈곤노인인구는 느리기는 하지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질환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의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전통적인 복지문제가 개선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노인인구의 심리적인 측면의
안녕은 매우 낮은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어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구체적으로 우울
증상으로 인해 고통을 경험하거나 자살을 하는 노인인구의 비율은 세대 간은 물론이고 국
가 간 비교에서도 계속해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 현재 65세 이상 인
구의 우울증 유병율은 33.1%인데, 65세 이상 남성의 26%와 65세 이상 여성의 38.1%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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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율이다(보건복지부, 2015).
아울러 위에서 제시한 현상들과 인과관계가 깊다고 판단되는 피학대 노인인구도 증가추
세에 있다. 2012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의 13.8%인 78만명 정도가 피학대 경험자인데, 특히
이들 중 여성이 69.1%를 차지하여 남성의 30.9%와 비교하여 발생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구가 경험
하는 정신적 측면의 문제는 그들이 갖는 다른 욕구들과 비교하여 사회문제로서의 인식정도
가 약하고 따라서 국가의 제도를 통한 개입이 미흡한 실정이다.
결국 오래 살 수는 있게 되었지만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세대 간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배제되고 따라서 고립되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 많은 수의 노인들이 처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노인문제, 특히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개별 가족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의 차원에
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이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
해 얻게 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노년기 삶의 질
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성공적인 노화를 측정하는 주요 개념이기 때문이다(박
옥임·문희, 2012).
그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관련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를 분석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포함된 변수들의 구성에 따라서
이 연구들을 구분해 보면, 우선 종속변수에 대하여 사회적 배제, 우울, 교육, 여가활동, 자
원봉사활동 등 특정한 단일 독립변수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들이 있었고(김형수·김
용섭, 2000; 원영희, 2005; 이진희·김욱, 2008; 이혜경, 2009; 김선화, 2012; 곽미정, 2014; 이
동준 외, 2015), 개인적 차원의 특성을 구성하는 일부 변수들인 가족관계, 부부친밀도, 스트
레스, 자아존중감, 자아통제감, 여가관련 태도 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정순둘, 2003;
남현주·이현지, 2005; 박영준, 2010; 백지은, 2010; 윤옥종·하주영, 2010; 이귀옥, 2010; 박
옥임·문희, 2012; 이온수, 2014; 최창현·곽미정, 2015), 반대로 사회적 지지 등 사회적 차
원의 특성을 구성하는 일부 변수들이 노인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
이었다(정민승·김경화, 2009; 김석일, 2012; 백혜영, 2012; 하경분·송선희, 2013; 전상남·
신학진, 2014; 박영희·노은미, 2015; 차명화, 2015; 전선영, 2016).
결국, 이들 연구에서는 주로 특정한 범주에 속한 독립변수들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
를 규명하고자 하였고, 개인적 차원의 특성과 사회적 차원의 특성 모두를 독립변수로 구체
화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이들 변수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연구들에서 두 가지 차원을 포함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권중돈·조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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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임주영·전귀연, 2003; 허준수, 2004; 손덕순·이홍직, 2006; 조윤주, 2007; 이동호·조
선녀, 2009; 서홍란·김희년, 2010; 림금란 외, 2011; 이갑숙·임왕규, 2012; 오현옥, 2015),
대체로 두 가지 차원의 핵심 변수들을 모두 포함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
심리적 안녕감은 사회적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 역량과 물질적 자원의
보유 여부 모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 하에,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외
에 사회적 차원의 주요 영향 요인인 사회적 지지는 물론 개인적 차원의 주요 영향요인인
자아통제감과 여가유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내적 자원인 자아통제감과 여가유능감, 그
리고 외적 자원인 가족을 포함한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지지의 각 변수가 노인의 심리적 안
녕감에 개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찾아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노인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경제상태를 통제하고 노인
의 자아통제감, 여가유능감,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인인 가족의 지지,
친구의 지지, 그리고 의미 있는 타인의 지지가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 지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II. 문헌고찰
1. 심리적 안녕감의 개념과 적용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이란 개념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었는데(Andrew and Withey, 1976; Andrew and Robinson, 1991; Henderson,
1997; Lohmann, 1997; George and Bearon, 1980; Louis et. al., 2008; Seifert, 2009), 이들의
주장을 포괄하여 정리하면 심리적 안녕감은 주관적인 심리적 상태로서, 삶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만족정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사람들이 생활을 통해 느끼는 감정으로서 환
경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이며, 개인과 환경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감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행복감(happiness), 사기(morale) 등과 교환적으
로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도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감 측정을 위해서 안녕감 척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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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전귀연, 2003), 심리적 우울감 척도(원영희, 2005), 사기척도(손신·이정미·류철원,
2007), 심리적 긍정적 기능 척도(조연주, 2007), 생활만족도 척도(강현옥·황혜원, 2009) 등이
사용되었다. 이 역시 심리적 안녕감이라는 개념을 생활만족도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이 다양하게 정의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의 여러 연구자들(고경애, 2011; 김선화, 2012; 김미옥, 2014; 최창현·곽미정, 2015)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이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수준과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그리고 개인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건강상태, 배우자와의 동거
형태와 사별여부, 자녀와의 관계, 친구의 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
지 등의 다양한 변인들이 노년기의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3; Skarborn & Nicki, 1996; Dunkle et al., 2001; 임
주영·전귀연, 2003; 서홍란·김희년, 2014).
2. 자아통제감의 개념과 중요성
자아통제감(sense of control)이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환경의 도전과 제약을 극복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주관적인 인식을 의미한다. 자아통제감은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부정적 상황에 효율적 대처를 가능케하여 결국 심
리적인 안녕의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즉 자아통제감이란 스스로의 삶에 대한 주
인으로서의 인식을 의미하며(Zarit et. al. 2003: 장유리 외, 2008 재인용), 삶의 질을 측
정하는 도구로서 많은 연구들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사고(四苦)로 설명되는 노년기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정신기능으로서 자아통제감
은 큰 의미를 갖는다. 노화에 따라 사회와 가정에서 발생하는 지위의 약화와 역할의 축
소는 노인 개개인에게 심리적인 어려움을 갖게 할 가능성이 높다. 즉, 자기통제감은 신
체 및 정신적 건강의 약화, 사회적 역할의 축소, 가족 관계의 변화 등과 함께 노년기의
안녕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수로서 인정되고 있다(김미혜 외, 2000; 정순둘, 2003: 남현
주·이현지, 2005; 김미혜·신경림, 2006; 장유리, 2008).
여러 연구들에서 문제적 생활습관의 발생 및 심각성 정도, 우울증 등 정신건강 수준
도 자아통제감과 인과관계가 깊은 변수로 나타났는데(Skaff et. al., 2003; Steunen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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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7; 문정화, 2016), 이는 자아통제감이 삶에 대한 주인의식 또는 독립적인 태도
를 의미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노인에 대한 가족의
지원 약화, 공동체 의식의 감소 등 노인을 둘러 싼 제반 환경의 악화가 피할 수 없는
추세로서 노년기의 독립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기통제감이 갖는 중요성
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3. 노년기 여가활동의 필요성과 여가유능감의 개념
노인의 여가활동이란 대체로 직업활동 등의 의무적이고 시간 제약적인 활동인 노동이
아닌,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진 노년기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Dumazedier, 1974). 노인들은 직업역할의 상실 이후에도 사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새
로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개발은 물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계속적인 활동 참여가 사회로부터의 고립감이
나 역할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그 결과 자신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건
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결국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
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들에서 여가유능감(leisure efficacy)은 노년기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장되고 있다(박수정, 2004; 남희은, 2005). 학자에 따라 구성
요소들은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가유능감은 여가활동의 수행과 관
련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요소들로 이루어진 포괄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Deci·Ryan, 1985; Witt·Ellis, 1989; 김영호, 1995). 구체적으로 신체적 여가유능감은 스
스로의 활동수행과 관련한 신체적 능력을 통해 얻게 되는 유능감이고, 인지적 여가유능
감은 활동에 대한 스스로의 자신감을 통해 얻게 되는 유능감이며, 사회적 여가유능감은
활동 수행을 통한 타인과의 교류로부터 얻게 되는 유능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참여하는 여가활동의 내용도 TV나 비디오 시청, 바둑이나 장기두기 등의
정적인 활동에 치우쳐 있고 여가 관련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대부분의 노
인들은 은퇴, 자녀독립, 가정환경의 변화 등을 통한 다양한 역할 변화를 경험하면서, 한
편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의 대응을 위한
적절한 여가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여가유능감의 증진은 노년기의 안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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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지지의 개념과 구성
인간은 타인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지지를 받으면서 삶을 유지하는데, 특
히 노인들의 삶에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가 중요한 이유는 늙어갈수록 타인에게 삶
을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즉, 노년기에 받는 사회적 지지는 노인이 정신적,
신체적 및 물질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데,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 다양한 체계
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된다.
Cobb(1976)은 사회적 지지를 개인으로 하여금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고, 자기 자신이 귀
하고 가치 있으며 의사소통과 역할 수행의 망 속에 들어 있다고 믿게 하는 지원이라고 정
의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개인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얻
을 수 있는 모든 긍적적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랑, 존중, 인정, 물질적 지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길귀숙(2003)도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제
공받는 모든 긍적적 자원을 의미하며, 여기는 사랑, 존중, 인정, 유무형의 원조 등이 포함된
다고 하였다.
결국, 사회적 지지는 노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 친구 및 이웃을 포
함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맺는 긍정적 상호작용 망으로서 개인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획
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식적 및 비공식적 지원체계라고 할 수 있다(김형수·김용섭,
2009). 노인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는 의미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시켜줌으로써, 사회
적 관계망의 축소로 인한 고립감을 감소시켜 노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사회적 지지는 많은 수의 노인들이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상실, 지위와 역할 및 사회참여기회의 상실과 같은 심리적 및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효과
적으로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주요 인구학
적 특성들로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경제상태 등이 포함된다. 성별의 경우에는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에 비하여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보고(권중돈·조주연, 2000)가 있
는 반면,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손덕순, 2005; 이혜경,
2009; 이온수, 2014)도 있다. 한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연구들(원영희, 2005; 이금
옥, 2011; 서홍란·김희년, 2014; 차명화, 2015)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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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의 경우에는 많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연구들(이금옥, 2011; 차
명화, 2015)이 있는 반면에, 많을수록 오히려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연구결과(원영희,
2005)도 있다. 한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연구들(김태현·한은주, 2004; 손덕순,
2005; 원영희, 2005; 서홍란·김희년, 2014; 이온수, 2014)도 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연구들(원영희, 2005; 조윤주,
2007; 이금옥, 2011; 이신숙, 2014; 전병주·최은영, 2015; 차명화, 2015)이 있는 반면에,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연구(손덕순, 2005)도 있다. 종교가 있는 노인일수록 심리적 안녕
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손덕순, 2005; 이진희·김욱, 2008; 이금옥, 2011)이 있는
반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연구들(이온수, 2014; 차명화, 2015)도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준과 경제상태에 관한 분석결과에서는 선행연구들이 일치된 결과를 보
고하고 있는데, 교육수준이 높거나 경제적으로 윤택한 노인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났다(권중돈·조주연, 2000; 손덕순, 2005; 허준수, 2004; 원영희, 2005; 이진희·김욱,
2008; 이신숙, 2014; 이온수, 2014; 차명화, 2015).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위와
함께 경제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가설
가설 1. 연구대상자의 자아통제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 것이다.
가설 2. 연구대상자의 여가유능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 것이다.
가설 3. 연구대상자에 대한 가족으로부터의 지지가 많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 것이다.
가설 4. 연구대상자에 대한 친구로부터의 지지가 많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 것이다.
가설 5. 연구대상자에 대한 의미있는 타인으로부터의 지지가 많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
을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조사시점 현재 지역에서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이다. 우선 해당 지역을 동서로 구분하여 각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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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노인들이 제일 많은 1개 기관씩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기관에서 운영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날에 정규 프로그램과는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이용자들로부
터 자료를 수집했다. 이때 연구자는 연구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함으로써 연구에 대한 대상
자의 충분한 이해와 더불어 설문지의 회수율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설문지는 배부 후 즉시 작성이 되어 수거된 경우들도 있었지만 집으로 가져가서 작성 한
후에 다시 기관으로 가지고와서 수거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왜냐하면 우선 기관에 설문
지를 작성할만한 책상 등의 설비가 충분하지 못했고, 또한 시력의 문제로 설문지에 적힌
글자가 잘 보이지 않거나 한글을 배우지 못해 읽지 못하는 노인들도 다수 있었기 때문이
다. 실제로 몇 몇 경우에는 대상 노인과 별도의 시간을 약속하여 설문지를 기초로 개별면
접을 실시하여 설문지를 수거했다. 수집된 전체 289개의 설문지 중에서 응답이 누락된 문
항이 많아 분석 자료로서의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설문지들은 제외하고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273개의 설문지들을 최종적으로 확보했다.
3. 측정도구
⑴ 종속변수: 심리적 안녕감
Keyes와 Ryff(1988)에 의해 제작된 심리적 안녕감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는
개인의 자율성, 자아수용수준, 성숙도, 삶의 목적감, 환경지배력,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의 6
개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또한 각 차원은 3개씩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 ‘별로 그렇지 않다’는 2, ‘보통이다’
는 3, ‘그런 편이다’는 4, ‘매우 그렇다’는 5로 평정되는데, 방향이 반대인 문항들은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총점의 범위는
18점에서 9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의미이다. Keyes와 Ryff(1988)
의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값이 .80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가 .631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⑵ 독립변수
① 자아통제감
Lachman과 Weaver(1998)에 의해 개발된 자아통제감척도는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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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통제감 정도에 대하여 매우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다. 이 도구는 심
리학 및 건강관련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노인복지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학문영역
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척도는 총 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각각 문제해결,
압박감, 생활의 통제, 추진력, 무력감, 미래 상황 및 인생의 주요 상황 등에 대한 자기 자신
의 통제감이고, 각 요인의 정도를 ‘매우 동의한다’는 1, ‘동의한다’는 2, ‘동의하지
않는다’는 3,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4로 평가하는데, 방향이 반대인 문항들은 역코
딩하여 점수를 산출하고, 총 7점에서 28점의 분포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통제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achman과 Weaver의 연구(1998)에서는 척도의 신뢰도가 .70로 보고되
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638로 낮게 나타났다.
② 여가유능감
여가에 대한 노인 스스로의 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문용(1999)의 여가유능감척도를 사
용하였다.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영역으로 구성된 척도는 전체 16문항이며, 문항 당 범주
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는 최소 16점에서 최고 64점의 분포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여
가유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29로 매우 높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도 신뢰도계수가 .942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사회적 지지
노인들에 의해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Zimet와 그의 동료들(1988)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2개 문항, 3개 하위영역(가족, 친구, 의미 있는 타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의 하위척도는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방식으로 ‘거의 그렇지
않다’는 1,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2, ‘그저 그렇다’는 3, ‘그런 편이다’는 4, ‘거
의 그렇다’는 5로 평정했다. 척도의 총점의 범위는 12점에서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다는 의미이다. Zimet와 그의 동료들(1988)이 밝힌 척
도의 신뢰도계수는 가족 지지 .856, 친구 지지 .900, 의미 있는 타인의 지지 .885였고 전체
척도는 .91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의 신뢰도계수가 .920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가족의 지지 .873, 친구의 지지 .861, 의미 있는 타인의 지지가 .81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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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통제변수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5개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선택하였는데, 그들은 각각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경제상태
이다. 그들 중 성별은 남성의 경우 1로 여성의 경우 0으로 부호화했다. 연령은 연속변수
(continuous variable)로 처리하고, 혼인상태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1로, ‘배우
자가 없는 경우’를 0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졸’을 기준범주로 설정
하고, 4개의 더미변수(무학, 초졸, 중졸, 대학중퇴 이상)를 만들어 입력했다. 경제상태는
‘매우 나쁘다’로부터 ‘매우 좋다’까지를 1점부터 5점까지로 평정하여 회귀모델에 투입
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비율, 평균값을 알아보았고, 주요변수들 각각의 수준을 검증
하기 위해서 각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범위를 알아보았다. 또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파
악을 위해 Pearson 상관관계계수를 파악하였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노인의 심리
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들 중에서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경제
상태를 대상 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전체응답자의 86.4%인 236명이 여
성이었고, 남성은 13.6%인 37명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최소 65세에서 최고 92세였으며,
75~79세 사이가 115명으로 전체의 42.9%를 차지하였고, 평균 연령은 74.77세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 중에서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노인이 전체의 41.7%인 110명,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58.3%인 154명으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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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은 정규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무학) 노인이 전체의 13.2%인 36명이었고, 초등
학교 졸업자는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를 넘는 145명(53.1%)이었으며, 대학 중퇴 이상의 학력
을 가진 노인은 1.1%인 3명으로 가장 적었다. 노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경
제상태를 살펴보면, 보통이라고 응답한 노인이 60.6%인 163명이었고, ‘좋은 편’이 7.8%인
21명, ‘나쁜 편’이 26.4%인 71명, ‘매우 나쁜 편’이 3.7%인 10명, ‘매우 좋은 편’이
1.5%인 4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성별
(n=273)
연령
(n=268)
혼인상태
(n=264)
교육수준
(n=273)

경제상태
(n=269)

빈도
37
236
14
78
115
61
110
154
36
145
62
27
3
10
71
163
21
4

남성
여성
65세 ~ 69세
70세 ~ 74세
75세 ~ 79세
80세 이상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 중퇴 이상
매우 안 좋음
안 좋은 편
보통
좋은 편
매우 좋음

백분율
13.6
86.4
5.2
29.1
42.9
22.8
41.7
58.3
13.2
53.1
22.7
9.9
1.1
3.7
26.4
60.6
7.8
1.5

2. 변수별 집단 간 평균값 차이 검증
1) 연구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 수준
심리적 안녕감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숫자가 클수록 안녕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2>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최대 5점을 기준으로 연구대상자의 심리적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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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전체 평균은 3.24점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에 대한 지배력’이 3.49로 가장 높은 수준
을 보였다. 다음으로 ‘긍정적 대인관계’가 3.47로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성’ 3.34, ‘자아수용’3.15, ‘개인적 성장’ 및 ‘삶의 목적’이 각각 3.01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 수준
구분
자율성
자아수용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환경에 대한 지배력
긍정적 대인관계
심리적 안녕감

평균
3.34
3.15
3.01
3.01
3.49
3.47
3.24

표준편차
0.82
0.74
0.58
0.80
0.69
0.74
0.41

2) 연구대상자의 자아통제감, 여가유능감, 사회적 지지 수준
본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의 수준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조사대상자
들이 인식하는 자아통제감 수준은 4점 만점 중 2.38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
났다. 여가유능감 수준은 4점 만점에 2.55점으로 역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전체 평균은 3.47점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척도를 구성하는 3개의
하위 변인들 중에서 가족의 지지 수준은 5점 만점에 3.75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
타났다. 친구의 지지와 의미있는 타인의 지지 수준은 가족의 지지 수준보다 약간 낮아 5점
만점에 각각 3.30점과 3.39점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자아통제감, 여가유능감, 사회적 지지 수준
변수
자아통제감
여가유능감
가족의 지지
친구의 지지
의미있는 타인의 지지
사회적 지지

평균
2.38
2.55
3.75
3.30
3.39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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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편차
0.50
0.62
0.95
0.88
0.94
0.83

3.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의 종속 변수인 심리적 안녕감과 열 개의 각각의 원인 변수들 간의 단순 상관관
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계수(Pearson’s coefficient of correlation)가 계산
되었다. 아래의 <표 4>에서 나타나듯이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정도인 다중공선성
(multicolinearity)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 회귀분석의 적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울러 산포도(dispersion)를 통하여 변수들의 관계가 직선에 가까운 분포를 가진 것이 확인
되었고, 따라서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의 사용이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표 4> 각 변수들의 단순상관관계계수
성별

연령

교육
수준

혼인
상태

경제
상황

자아
통제감

여가
유능감

사회적
지지

성별

1

연령

-.041

1

-.339**

-.106

1

.313**

.268**

-.261**

1

-.067

.064

.084

-.120

1

.035

.069

.078

.005

.232**

1

-.083

.060

.070

-.036

.158*

.062

1

.091

.052

-.047

-.061

.275**

.158*

.413**

1

.094

.079

-.025

.054

.325**

.312**

.313**

.504**

교육
수준
혼인
상태
경제
상황
자아
통제감
여가
유능감
사회적
지지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1

*p<.05, **p<.01
4.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전체 다섯 개로 설정되었는데, 이들은 각각 노인의 자아통제감과
여가유능감,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변인인 가족의 지지, 친구의 지
지, 의미있는 타인의 지지를 포함한다. 또한 통제변수로는 노인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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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 경제상태로 설정하였다.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5개의 독립변수와 5개의
통제변수를 모두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8.592, p<.001), 종속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을 29.8%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및 독립변수들 중에서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는 β값이 가장 큰 의미 있는 가족의 지지(β=.23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통제감의
β값이 .237, 여가유능감의 β값이 .179, 경제상태의 β값이 .142로 역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노인에 대한 가족의 지지의 β값이 .238로 전체 다섯 개의 독립변수
들 중에서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
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2.593, p<.05). 즉, 노인에 대한 가족의 지지수준
이 높을수록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의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3은 수용되었다.
다음으로 자아통제감의 β값이 .237로 나타나 종속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에 두 번째로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t=4.100, p<.001). 즉, 노인의 자아통제감이 높을수록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나, ‘자아통제감이 높을수록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1
도 수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여가유능감의 β값이 .179로 나타나 종속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에 세 번째로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t=2.909, p<.05). 즉, 노인의 여가유능감이 높을수록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나, ‘여가유능감이 높을수록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2
도 수용되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3개의 하위 차원들 중에서 노인에 대한 친구의 지지와 의미
있는 타인의 지지는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친구로부터 받는 지지가 많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4, 의미있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지지가 많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 것이다‘라
는 가설 5는 기각되었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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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표준화 계수
모형

t

p

5.671

.000

-.061

-.957

.340

.005

.062

1.035

.302

-.003

.097

-.003

-.034

.973

초졸

.028

.080

.037

.353

.725

중졸

.057

.083

.064

.688

.492

대졸
중퇴이상

-.195

.204

-.058

-.956

.340

배우자
있음

-.055

.048

-.072

-1.160

.247

경제상태

.076

.033

.142

2.326

.021

자아통제감

.180

.044

.237

4.100

.000

여가유능감

.113

.039

.179

2.909

.004

가족지지

.103

.040

.238

2.593

.010

친구지지

-.019

.033

-.044

-.575

.566

타인지지

.043

.034

.102

1.254

.211

B

표준
오차

2.357

.416

-.068

.071

.005

무학

(상수)

성별
(기준: 여성)

남성

연령

통제
변수

교육수준
(기준:
고졸)
혼인상태
(기준:
배우자
없음)

독립
변수

표준화
계수

사회적
지지


수정된 

β

.337



.298

F

8.592

p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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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전체 사회에 인구 고령화에 대한 많은 우려를 갖게 하고 있
다. 현 시점에서의 대표적 노인문제들로는 빈곤(poverty), 질병(illness), 역할 상실(無
爲)(idleness), 소외와 고립(isolation)을 들 수 있는데, 특히 노인 우울증과 자살의 증가는 심
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내적 자원인 자아통제감과 여가유
능감, 그리고 외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가 노년기의 심리적 안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서 노년기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을 밝혀내어 노년기의 심리적 안녕감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했다.
자아통제감은 환경의 도전과 제약을 극복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주관적인 인식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
인되었다. 통제감의 부재는 불안정한 삶을 야기하는 치명적인 요인들 중 하나이지만(장유리
외, 2008), 급속한 현대화과정에서 그동안 노년기의 독립적인 삶은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노인들 대다수는 과거처럼 연령만으로도 존중받는 공동체의 어른이 아닌
사회라는 집단의 일개 구성원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그들 자신의 삶이 어느 공
간에서 이루어지건 그들의 의지대로 선택되고 주체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통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노인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를 통한 도움
의 제공시에 개별 노인의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여가유능감은 여가활동의 수행과 관련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요소들로 이루어진 포괄
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를 통해서 역시 심리적 안녕감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노인의 심리적 안녕의 증진을 위해서는 노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 노인 여가와 관련한 활동 일반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신체적 여가유능감의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의 신체적 기능수준의 유지 내지는 향상
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노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년기 이전의 체력소모가 많은 강도 높은 운동을 하기보다는 체력적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노년기에 흔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삶의 질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낙상 등의 예방을 위한 근력
의 유지가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신체적 여가유능감을 유지 및 향상시킬 수 있다.
인지적 여가유능감의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의 시간과 재능 등 노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
한 자원을 인정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개별 가족과 전체 사회의 차원에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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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도 중요하다. 노년기의
신체적 약화현상에도 불구하고 인지적 프로그램들을 다양한 수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인지적 여가유능감 역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여가유능감의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들 간의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
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노인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의 각 기관, 또는 기관들 간 협력을 통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여가프
로그램이 진행된다면 노인 개개인의 자기 표현의 기회도 증가하고 사회적 교류 또한 확대
되어 사회적 여가유능감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에 대한 가족의 지지가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현재 가족과 충분한 수준의 상호작용과 유대가 있는 노인들은 계속적으로 적절
한 수준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가족은 있지만 교
류나 지지가 부족한 노인들에게는 가족관계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
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단절되었거나
가족이 부재한 노인들은 가족의 지지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자원의 발굴 및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돌보미서비스의 경우, 보다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도록 서비스제공인력의 보충과 전문성 강화, 그리고 대상 노인의 욕구에 기반한 제공 서비
스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 설정된 다섯 개의 요인들 중에서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은 심리적 안녕감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제상태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2014년 기초연금법의 개정으로 기초연금의 수급액수가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노인인구의 빈곤율이 일부 감소되었지만 이는 대부분의 복지선
진국들과 비교할 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 정부의 대표적 노인복지공약인 대상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일괄 상향 조정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근로활
동 참여 욕구가 있는 노인들은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인들을 위한 적합한 일자리들
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또한 취업처로 제공된다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
은 일정 부분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제시한 다양한 방안들이 실제로 적용되려면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토대
로 욕구가 있는 노인들이 관련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노인인구에 대한 제반 서비스 제공의 당위성에 대한 전체 사
회 구성원의 합의를 전제로 노인의 욕구에 기초한 충분한 수준의 하드 웨어 및 소프트 웨
어의 설치와 운용이 필요하다. 아울러 개별 노인의 건강수준이나 경제상태에 따라 발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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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유불리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노인들 간에 발생 가능한 갈등을 조정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의미있는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우선, 이 연구는 지역에 위치한 몇 개의 노인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 그 중에서도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집
단 대비 표본의 추출이 확률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즉, 비교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경
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노인들이 표본으로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존의 여
러 연구들에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등이 심리적 안녕감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난 것은 표본선정의 임의성에 기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설문지의 응답과 회수방법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료수집
이 진행된 공간들은 설문지를 받은 즉시 작성할 만한 설비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부득이하게 설문지는 응답자의 집 등 제3의 장소로 가지고 가서 작성된 후 나중에 제
출받는 방법으로 설문지의 수거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응답을 방해하거나 그밖에 바람직하
지 못한 영향이 미치는 상황에서 응답자를 보호하도록 환경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노인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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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internal and external resources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elderly

Hye-Sook Song, Master's Graduate from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Inje University
Hee-Nyon Kim, Professor of Social Welfare Dept., Inje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find the factors affecting psychological well-being of elderly by
analyzing relationships with sense of control, leisure efficacy, and social support which is
composed of supports from family, friend, and significant others. Based on the factors
found, an effective strategy to improve psychological well-being of elderly was suggested.
To achieve this goal,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levels of all other
variables of the study subjects were investigated.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implemented to find factors to influence psychological well-being of elderly. 5 independent
variables and 5 control variables with an dependent variable were used to do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odel was turned out statistically significant(F=8.592 p<.001), and
explained 29.8% of psychological well-being of elderly. Among all independent variables,
the support from family was the most significantly effective variable(β=.238), sense of
control was second(β=.237), and leisure efficacy was third one(β=.179). Based on the
study findings, several strategies were suggested. To develop psychological well-being of
elderly, change of people's thoughts and acts, and necessity of implementing effective
system were strongly commented.
Key words: Psychological well-being of elderly, Sense of control, Leisure efficacy, Social
support, Supports from family, Supports from friend, Supports from significant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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