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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종교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
- 사회적 지지 및 실존적 건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김수정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종교를 가진 노인들과 그렇지 않은 노인들 사이에 사회적지지, 실존적 건강,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종교활동이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종교활동과 노인의 삶의 질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3가지 가설 즉 건강행위가설,
사회통합가설, 인지적일치가설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경산시에 거
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17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종교유무에
따른 사회적 지지정도, 실존적 건강수준,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종교활
동정도는 건강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행위가설은 지지되지 못
했으며, 종교활동은 사회적 지지정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통합가설도 지지되지 못했다. 반면 인지적 일치가설은 강하게
지지되었는데, 종교활동은 노인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희망을 주어 결국 삶에 대한 만
족을 가져온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종교활동, 삶의 질, 노인, 사회적지지, 실존적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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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및 연구문제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서구보다 급속한 속도로 고령화되고 가고 있는 상황에
서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노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
었다.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학계의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
운데,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회적 지원의 가
능성을 탐색한 결과 종교적 요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노년기 종교활동이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종교생활은 주관적 안녕감을 강화하고(Ellison, 1991), 노인
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미숙, 박민정, 2000), 우울과 심리적 디스
트레스를 저하시키고(김신열, 2004: 전혜정, 2004; Idler, E. L., Kasl, S. V., and
Hays, J. C., 2001), 종교활동을 활발히 할수록 사망률과 유병률이 낮아지는
(Wagner and Lorion, 1984; Levin, 1996) 등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및 삶의 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종교활동이 노년기의 성공적인 적응과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면,
종교활동이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종교는 노
인들에게 정서적․도구적 지원을 제공해줌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켜 준
다고 한다. 즉 종교는 개인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안녕을 제공해주고, 어려움을 극
복해나가는데 도움을 줄 주관적․객관적 자원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한내창,
2002:44-45).

왜 종교활동이 노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보장해주고 만족도를 높여주어 삶의 질을
높여주는가? 종교와 노인의 관계를 4가지 가설로 설명하는데, 규범적인 종교생활이
노인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강행위가설과, 종교는 소속감과 사회적
지지체계를 마련해주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사회통합가설, 그리고 종교
가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해주어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감소시
킨다는 인지적일치가설과 신학적가설이 그것이다(Kart, 1990).
종교와 노인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가설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 가설이
더 유용한지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종교활동이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파

노인의 종교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 ❙

31

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활동이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
원인 또는 영향 과정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면서 최근 들어 노인과 종교
에 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단순히 종교유무와 노인의 삶의
질을 평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종교의 유무뿐만 아니라 종교활동의 양과 질에 따
라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종교를
가졌는가 그렇지 않은가보다는 공식적, 비공식적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와 주관
적인 종교성이 노년기 삶에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연구에서는 종교
와 노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종교가 노년기 삶에 영
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현실이다.
종교가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연구결과가 부족한
가운데, 이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로부터 출발하여 종교 및 종교활동이 노인들의
삶의 질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재검토해 보려고 한다. 또한 종교 및 종교활동이
노인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주는지도 검토하려고 하는데, 외국 문헌에서 제
시하고 있는 종교와 노인에 대한 3가지 가설을 검증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들 가설
을 검증하기 위해서 종교활동과 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와 실존적
건강이 종교활동과 노인의 삶의 질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중요한 변인인지 확인
하려고 한다.
이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갖는다. 첫째, 종교를 갖고 있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 간에 사회적 지지, 실존적 건강, 삶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종교활동 정도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종교활동과 노인
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와 실존적 건강 정도가 매개하는가?
선행연구에서 종교와 노년기 삶의 질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들로 제시된 요인들
의 경로를 알 수 있다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
는 급증하고 있는 노인들의 성공적인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개입 서비스에 중
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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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1. 선행연구의 고찰
종교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최근 들어 급증하였는데,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의 증가에 따른 결과이다(Kruase, 1997:35). 노년기에는 만
성적인 노인 질환의 증가, 자녀와의 별거, 재정 수입의 감소 등 건강과 경제, 소외
감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노년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노년기 종교활동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서 학자들은 삶의 안
녕도, 생활만족도, 우울증, 행복감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하였다(Idler and Kasl,
1997; Koenig, 1995; Krause, 1995, 1997; Levin, Chatter, and Taylor, 1995).

코닝(Koenig, 1995)은 종교활동을 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육체적, 정신
적으로 더 건강하다고 보고 했으며, 아들러와 카슬(Idler and Kasl, 1997)도 10년
동안 노인의 종교활동 참여와 건강상태를 비교분석한 연구에서 종교활동에 많이 참
여할수록 보다 공고해진 종교적 믿음과 풍부한 영적 경험들로 인해 그들 내부의 부
정적 감정들을 완화하는 기능을 종교가 담당했다고 보는 것이다. 레빈과 그의 동료
들(Levin, et. al., 995)은 공식적인 종교기관에 참여하는 빈도나 참여를 의미하는
조직적 종교성이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종
교활동을 많이 하고 신념이 높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며(Morse and Wisocki, 1987),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삶의 안녕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며, 노후의 삶의 질은 교회 출석 여부보다는 “세계관”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교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도 있는데,
Strawbridge, Cohen, Shema and Kaplan(1998)은 종교가 가족외적 문제에서는 우

울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가족내적 문제 즉 자녀문제, 가정폭력, 가족원
장기보호로 인한 스트레스 등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울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대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크라우스(Krause, 1995)는 종교와 노인의 자존감과의 관
계는 U자형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종교성이 매우 낮거나 높
은 노인은 자존감이 높고, 중간정도인 노인은 자존감이 낮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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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삶의 질과 종교와의 관계에 대한 이상의 논의들을 보면, 기존의 연구는 종
교활동 참여로 말미암은 직접적 해택의 일부로써 종교가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적
인 효과를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종교와 삶의 질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단순한 설명에 그치고 있어서 종교가 삶의 질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노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의 역할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에서도 이
와 같은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종교가 노인의 생활 만족과 자아통합에 미치는 직
접적인 효과를 확인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김미숙․박민정, 2000; 김수연, 1988;
전혜정, 2004; 한내창, 2002; 홍현방, 2002). 국내 연구 또한 종교관련 변수들이
어떤 방식과 경로로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종교와 노인의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틀이 제시되고 있지만 크게 객관적인 측면
과 주관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객관적인 측면은 교육수준, 수입, 주택
등의 사회적인 지표를 사용한 것이며, 주관적인 측면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느끼고 인지하는 가로 측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연구들이 객관적으로 주어진 상황에 대한 지표를 기준으로 개인과 집단의
삶의 질을 측정하여 왔으나, 삶의 질은 개인의 인식 즉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에 의
한 측정을 강조하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주관적 측면에서의 삶의 질은 다
양한 개념을 포함하는데, 주관적 안녕감, 만족도, 행복도, 그리고 우울증과 자존감
등이 포함된다(고승덕․조숙행, 1997). 또한 신체적 건강에 대한 인식도 주요한 요
소로 보고 있다(김미숙․박민정, 2000).
노인의 객관적, 주관적인 삶의 질에 종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노인과 종
교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Kart, 1990). 첫
째는 건강행위가설(Health Behaviors Hypothesis)로, 종교가 인간의 건강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의 접촉을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건
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Brizer,

1993;

Ellison,,

Board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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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s, and Jackson, 2001; Murray, 2002). 즉 개인이 종교와의 관련정도가 높

을수록 개인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흡연, 약물, 도박 등 위
험을 감수해야 하는 행동을 규제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 정도가 높아질 가능
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사회통합가설(Social Cohesiveness Hypothesis)로 사회적 그물
망이 대폭 축소되는 시기인 노년기에 종교활동은 노인들에게 ‘자신이 존경받는 사
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또 종교를 통해 사회적 지원을 제공받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지원은 노인의 현실적 문제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이다(Ellison et al.,
2001; Krause, 2004; Krause, Neal, Ellison, and Wulff, 1998). 종교활동이 활발

할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보다 넓은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할 수 있을 것
이고, 그 연결망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의 기회도 그만큼 많아질 것이며,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고
결국은 보다 나은 삶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세 번째는 인지적일치가설(Cognitive Coherence Hypothesis)로 종교성은 일상생
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위기(질병, 죽음, 이별 등)에 대해서 이해의 틀을 제공하여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도 이를 잘 받아들이게 하는 정신적 자원이 된다
는 것이다(Krause, 1997). 종교는 이상과 교훈 등을 통해 노인들에게 실존적 의미
를 제공해 주고, 삶이나 죽음의 의미 등에 대한 인식의 틀을 제공해준다.
과연 종교를 노후의 삶의 질에 어떤 경로를 통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노
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의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총체적인 건강과 정신적 측면에서의 생활만
족도로 한정하여 각 가설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3. 종교활동이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이 연구는 종교활동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 1>
과 같은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모형에서 <경로 1>은 종교활동이 노인의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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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나타낸다. <경로 2>는 종교활동이 노인의 삶의 만족정도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고, <경로 3>은 종교활동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
로 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경로 4>는 종교활
동이 실존적 건강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며,
<경로 5>는 종교활동이 사회적 지지정도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 지지정도는 다시 실

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지지정도에 영향을 받은 실존적 건강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로분석을 통해 종교활동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가
장 잘 설명해 주는 경로가 어떤 것인지 살펴봄으로써, 종교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와 실존적 건강이 실제로 매개하는지 확인하려고 한다.
<그림 1>에 근거해서 5가지 가설의 설정이 가능하다.
1) 종교활동은 노인의 신체적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경로 1>.
2) 종교활동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경로 2>.
3) 종교활동은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경로 3>.
4) 종교활동은 실존적 건강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경로 4>.
5) 종교활동은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노인의 실존적 건강에 영향을 주고 다

시 실존적 건강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경로 5>.

(1)

신체적 건강

사회적 지지
(3)

(3)
(5)

(5)
(2)

종교활동

삶의 만족도
(5)

(4)

(4)
실존적 건강

<그림 1> 종교활동이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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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조사 대상자 및 자료 수집방법
이 연구는 경산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경
산시의 2개 읍, 6개 면, 7개 동 지역에 있는 288개소 경로당의 노인들을 모집단으
로 하고, 각 지역별 경로당을 층화표본추출법을 적용하여 30개 경로당을 선정한 후
각 경로당마다 5명씩 무작위표집 하여 150명을 직접 면접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
하였다. 경로당 이용 노인들이 대부분 일상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는 건강상태를 유
지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노인들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한방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 10명,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15명을 임의로 방
문조사 하여 전체 175명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중에서 부실응답을 한 5부를
제외한 170부를 최종 통계처리 하였다.1)
이 연구를 위해 설문지가 개발되었으며, 인근 지역의 경로당 이용 노인 20명을
중심으로 2005년 8월14일부터 8월 21일까지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를 수정
하였다. 본 조사는 2005년 9월 한 달간 이루어졌으며, 노인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면적 면접으로 진행하였다.

2. 측정도구
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윤진(1982)의 노인생활만족도 도구를 사용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20개의 문항에서 중복되는 의미의 문항을 제거하고 총 10개
1)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도는 다음과 같다.
읍면동

경로당수

표본수

대상인원

읍면동

경로당수

표본수

대상인원

하양읍

28

3

15

남천면

진량읍

40

4

20

중앙동

20

2

10

5

1

와촌면

26

3

15

5

동부동

22

2

15

자인면

16

2

용성면

22

2

10

서부동

30

3

15

15

남부동

12

1

남산면

23

10

2

15

북부동

10

1

압량면

27

5

3

15

중방동

7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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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아니오’ 1점, ‘그저 그렇다’ 2점, ‘예’의 3점 Likert형 척도
로, 부정문항은 역점수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
하며,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80 이었다.
2) 실존적 건강

노인의 실존적 건강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엘리슨(Ellison, 1983)이 개발하고
최상순(1990)이 번안하여 사용한 ‘영적 안녕’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종교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하여 노인의 삶에 질에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영적 안녕의 척도 중에서 ‘종교적
건강’을 알아보는 수직적 차원은 제외하고, 수평적 차원의 영적 안녕인 ‘실존적 건강
(existential well-being)'을 척도로 삼았는데, 실존적 건강이란 인생의 목적의식과

만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교로 인한 현실에 대한 인식의 틀 제공을 알아볼 수 있
는 영역이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엘리슨은 6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이 노인인 점을 감안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확실
히 그렇다’ 4점 Likert형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부정문항은 역점수 처리하였고, 점
수가 높을수록 실존적 안녕상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실존적 건강에 대한 내적일
관도는 .766으로 다소 낮다고 할 수 있다.
3) 사회적 지지

노인의 사회적 지지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권중돈(2002)이 개발한 4문항의 척도
를 이용하였으며, 친구와 지역사회에 근거한 정서적, 경제적, 실질적 지원을 측정하
는 것으로, 여기에 ‘가사 지원’의 1문항을 첨가하여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사회적 지지의 내적일관도는 .859로 양호한 편이다.
4) 종교활동

종교활동정도는 아인레이․스미스(Ainlay and Smith, 1984)의 종교참여척도를
김수연(1986)이 수정 보완한 종교참여 측정 도구 중, 공적인 종교기관 참여를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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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문항을 이용하였다. 각 문항마다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점
Likert형 척도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종교활동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가 없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종교참여 각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에 해당하는
점수 1을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일관도는 .912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주관적인 건강상태

노인이 인지한 건강 즉 자기 자신이 평가하는 총체적인 건강은 객관적인 개인의
건강상태와 아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Lund, Caserta, and Dimond, 1989). 이
연구에서 사용한 건강측정도구는 보통 많이 사용하는 건강측정법으로, 자신이 인지
하는 총체적 건강 즉 “같은 나이 또래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르신의 건강상태는
어떠하십니까?”의 1문항으로 1. ‘매우 나쁘다’에서 5. ‘매우 좋다’로 5점 Likert형 척
도를 사용하였다.
6) 통제변인

종교활동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증을 위하
여 선행연구에서 독립변인 및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노인의 사
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회귀분석에 포함하였다. 성별(남성=0, 여성=1),
연령, 학력(무학=1, 서당/초등 졸=2, 중졸=3, 고졸=4, 대졸 이상=5), 배우자 유
무(유배우자=1, 무배우자=0), 주관적인 경제상태(매우 부족=1, 부족=2, 보통=3,
풍부=4, 매우 풍부=5)를 사용하였다.

3. 조사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과정과 오류 검토 작업을 거친 후 SPSS 12.0을 이용하여
조사참여자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
였다. 또한 종교를 가진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 사이에 삶의 만족도 및 실존적 건
강, 사회적 지지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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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이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가, 사회적 지지, 실존적 건강이 종교활동이
노인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리고 각 경로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계산하여 어떤 경로가 종교
의 영향을 설명하기에 더 설득력 있는지 파악하였다.

IV. 조사 분석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조사 대상자 170명중 남성이 전체의 30%로 51명이고, 여성이 70%인 119
명이다. 연령을 보면 70~70세 이상이 43.5%이고 60~69세가 37.1%를 보여주고
있다. Brody(1977)의 노인연령 분류에 따라서 조사 대상자들을 분류해 보면, 연소
노인(60~64세)이 8.8%, 중고령 노인(65~74세)이 53.5%, 고령 노인(75세 이상)
이 37.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전체 평균연령은 72.85세이다.
학력수준은 서당 또는 초등졸이 36.5%로 가장 많았고, 무학이 32.9%로 그 다음
순이고, 중졸이 18.2%, 고졸이 9.4%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를 보면 신앙자가
76.5%로 무신앙 23.5%에 비해 매우 많았으며, 불교가 35%, 기독교가 31.2% 그리

고 천주교 10%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는 52.4%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1.2%가 경제적으로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0.6%만이
풍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용돈 액수는 1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32.4%
를 차지할 정도로 노후 생활의 경제적 어려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상태는 약 38%의 노인이 같은 나이의 노인에 비해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한 반면, 약 29%의 노인들은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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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성별

연령

학력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남자

51

30.0

유

89

52.4

여자

119

70.0

무

81

47.6

60~69세

63

65~69세

74

37.1

기독교

53

31.2

43.5

불교

61

35.9

70~74세

33

19.4

천주교

17

10.0

평균연령

170

72.85

무교

39

22.9

무학

56

32.9

기타

0

0.0

매우풍부

2

1.2

서당/국졸

62

36.5

중졸

31

18.2

배우자

종교

풍부

16

9.4

생활

보통

82

48.2

정도

35.3

고졸

16

9.4

부족

60

대졸이상

5

2.9

매우부족

10

5.9

매우나쁨

14

8.2

10만원 이하

55

32.4

나쁨

50

29.4

11~20만원

43

25.3

건강

보통

56

32.9

용돈

21~30만원

42

24.7

상태

건강

47

27.6

규모

31~40만원

21

12.4

매우건강

3

1.8

41만원 이상

9

5.3

2.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지지, 실존적 건강의 수준
전체 노인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2.08로(3.0만점) 보통수준보다 약간 높은 것으
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에 대해서는 평균 2.67점으로(5.0만점) 사회적 지지정도
가 낮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실존적 건강은 2.68로(4.0만점) 중
간정도의 안녕감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를 가진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살펴보면,
삶의 만족, 사회적 지지, 실존적 건강 3영역에서 모두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지지 영역에서는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
가 거의 없었고, 실존적 건강 부분에서는 종교를 가진 노인이 종교를 가지지 않은
노인에 비해 좀 더 안녕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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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종교를 가진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고(김미숙․박민정, 2000),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으며(한내창,
2002), 더 높은 현실수용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종교 유

무 자체가 노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수정이 필요함을 보여 주
는데,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종교생활의 질이나 양에 따라 노인의 삶에 미치
는 영향이 달리질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2> 종교유무에 따른 삶의 만족도, 사회적지지, 실존적 건강 비교
종교를 가진 집단

종교를 가지지
않은 집단

전체

평균(SD)

평균(SD)

평균(SD)

삶의 만족도

2.08(.53)

2.07(.53)

2.08(.53)

-.154

사회적 지지

2.68(.82)

2.64(.65)

2.67(.78)

-.272

실존적 건강

2.71(.51)

2.56(.37)

2.68(.48)

-1.753

구분

t 값

주 : *p<.05 **p<.01 ***p<.001

3. 노인의 종교활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종교활동이 개인에게 규범적인 행위와 태도를 제시하고 건강을 해치는 음주, 흡
연, 식사 등을 규제함으로서 건강을 도모할 것이라는 “건강행위 가설”을 입증해보기
위해 종교가 노인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가운데 노인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 종교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종교활동정도는 노인의 건강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김미숙․박민정(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금욕주의적인 종교생활이 노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지 않았다.

42

❙『노인복지연구』 통권 33호

<표 3> 종교활동이 노인의 총체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B값

β값

T값

성별

-.171

-.081

-.947

연령

.014

.097

1.170

학력

.166

.181

1.968*

배우자유무

.024

.012

.135

경제수준

.348

.273

3.647***

종교활동

.055

.062

.834

R2

.138

F값

4.363***

주 : *p<.05 **p<.01 ***p<.001

노인들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생활수준과 학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과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이 인지하는 건강상태는 양호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생활수준은 노인들의 질병 예방 및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생활수준
이 높은 노인들은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서 질병을 용이하게 예방하고 관
리할 수 있는 반면, 저소득층 노인들은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가 낮아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의료지원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학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
문에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은 건강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건강상태는 연령에 따른 노
화현상보다는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질병의 예방 및 관리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4. 노인의 종교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실존적 건강의 매개효과
<표 4>에서 나온 결과들 중에서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들만

을 가지고 경로표를 작성해보면 <그림 2>와 같다. 노후 생활의 종교활동은 삶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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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림 1>의 <경로 2>에 의한
노인의 종교활동이 삶의 만족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이 연구에서
는 기각되었다.
노인의 종교활동은 사회적 지지정도에 어느 정도의 정적 영향을 미치고(β=.198)
있었다. 그러나 종교활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종교활
동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노인의 삶의 만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림 1>의 <경로 3>에 근거한 가설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그림 1>의 <경로 4>는 설명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종교생활은 노인
의 실존적 건강수준에 상당한 정도의 정적 영향(β=.465)을 미치며, 종교활동으로부
터 영향을 받은 실존적 건강은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β=.489).
노인의 종교활동이 노후 생활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존적 건강정도가 매개할
것이라는 이 연구의 <가설 4>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종교활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회적 지지정도는 노인들의 실존적 건강정도
에 다시 영향을 미치고(β=.304), 이는 다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β=.489). 따라서 종교활동이 사회적 지지정도를 매개로 노인의 실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림 1>의
<경로 5>에 근거한 가설은 지지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의 종교활동정도는 사회적 지지(β=.198)와 실존적 건강(β=.465)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노인의 높은 종교활동수준은 높
은 사회적지지 수준 및 높은 실존적 건강과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사회적지지 수준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종교활동과 삶의 만족도를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교 생활은 사회적 관계망의 확대를 가져오고 사회적 지지수준을 높여주어 노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회통합가설이 기각되었음을 일 수 있
다. 이에 비해 실존적 건강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높은 정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
어서, 적극적인 종교활동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
게 하고, 삶의 의미를 제공해 주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인지적일
치가설’이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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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표(B(β)값)
사회적지지

실존적 건강

삶의 만족도

성별

.319(.188)*

-.210(-.200)**

-.074(-.065)

연령

-.004(-.036)

-.004(-.053)

-.001(-.013)

학력

.049(.067)

-.002(-.004)

.031(.062)

-.080(-.052)

.110(.114)

.024(.023)

경제수준

.298(.293)**

.107(.170)*

.078(.114)*

건강상태

-.085(-.106)

.041(.083)

.215(.400)***

종교활동

.138(.198)**

.200(.465)***

.039(.082)

.188(.304)***

.055(.082)

배우자유무

사회적지지
실존적 건강

.533(.489)***

R2

.155

.468

.696

F

4.255***

17.730***

40.712***

주 : *p<.05 **p<.01 ***p<.001

사회적 지지
.198
.304

종교활동

삶의 만족도
.489

.465
실존적 건강

<그림 2> 종교활동, 사회적지지, 실존적 건강, 삶의 만족도간의 경로분석

<그림 2>의 경로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던 회귀계수를

가지고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 효과를 계산한 결과가 <표 5>에 제시
되어 있다. 종교활동정도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사
회적 지지와 실존적 건강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존적 건강수준이었다(총
효과=.489). 실존적 건강수준은 삶의 만족도에 상당한 정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가
질 뿐만 아니라 종교활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다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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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개변인으로서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사회적 지지정도
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실존적 건강을 통한 간접 효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의 총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종교활동, 사회적 지지, 실존적 건강의 효과분석
독립변수

간접효과

총 효과

종교활동

.029

.029

사회적 지지

.149

.149

실존적 건강

직접효과

.489

.489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종교를 가진 노인들과 그렇지 않은 노인들 사이에 사회적지지, 실존적
건강,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종교활동이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종교활동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정도와 실존적 건강이 매개하는지, 매개한다면 어떤 경로를 통
해 매개하는지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발견되었는데, 종교를 가진 노인들과 그렇
지 않은 노인들 간에 사회적지지, 실존적 건강, 삶의 만족 정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두 집단간에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종교활동이 노인의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해 본 결과, 종교활동이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건강행위가설과, 종교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이 확대되고 사
회적 지지가 많아져서 결국 노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회통합가
설은 이 연구에서는 지지되지 못했다. 대신 종교활동이 일상생활의 불확실성에 대
한 이해와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줌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인지적 일치가설’이 가장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해 보면, 먼저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자원들과 이들
자원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찾고 이용하는데 있어서 종교가 갖는 역할에 대한
검토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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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자신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하기 위한 공식적 내지 비공식
적 자원들을 개발하고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사회 내에 있는
종교 단체들의 역할은 노인들에게 삶의 의미를 제공해 주고, 현실에 대한 이해의 틀
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자원 역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종교유무보다는 종교활동정도가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종교와 노인의 삶의 질과의 관계를 파악할 때, 단순히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종교활동의 양이나 질 등 다양한 종교성 영역을 심도
있게 다루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천적 영역에서는
노인들의 종교활동을 보다 지원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노인들의 공
식적인 종교활동은 건강이나 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종교기관
이나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노인층이 종교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교통편의 제공이라든가 보행 도우미 등 실제적인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종교의 역할 중에서도 노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삶의 의미
를 부여해 주고, 현실세계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해주는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교기관에서는 노인들에게 인식의 틀을 제공하거나 인식을 변화시키
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종교활동을 통
한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시키며, 더 많은 물질적,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것과 더불어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인간의 영성적 측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Erickson은 노년기에는 특히 삶에 대한 의미와 자아통합성을 갖는 것이 중
요한 과업이라고 했는데, 종교가 삶의 의미를 제공해주고 신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조명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노년기 영성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종교가 노인의 삶의 질에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가
다각적인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향후 노인복지를 위한 종교의 역할과 사회적 지원
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다
음 몇 가지 한계도 있음을 지직하고자 한다. 우선 종교를 측정함에 있어서 종교유무
와 종교활동 정도만을 가지고 측정했기 때문에 종교의 비구조적 측면과 주관적 측
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종교성 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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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하고, 종교별 종교성과 노인의 삶의 질과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
해 실질적인 실천적 함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삶의 만족도로 한정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삶의 질의 객관적인 측면과 다양한 영역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
를 가진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삶의 질 영역에서 종교가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의 한계를 들 수 있는
데, 이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은 경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우리나라 전체 노인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의 일반화
를 위해 다양한 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승덕․조숙행(1997),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요인 추출”,『한국노년학』17(2), 17-35.
권중돈(2002), “치매가족의 부양부담과 갈등해결을 위한 개입방안”,『연세사회복지연구』8, 222-239.
김미숙․박민정(2000), “종교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한국노년학』20(2), 29-47.
김수연(1986), “도시노인의 생활 만족도와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김수연(1998), “노인 종교참여도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한국노년학』20(2), 55-68.
김신열(2004), “종교활동 참여가 미주 한인 노인들의 정신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인복지학회』25(3), 147-168.
전혜정(2004), “미국노인의 종교활동참여와 우울증”,『한국가정관리학회지』22(6), 191-199.
최상순(1990), “일 지역 성인의 영적 안녕, 희망 및 건강상태에 관한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내창(2002), “노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와 삶의 질”,『종교연구』26(1), 43-61.
홍현방(2002), “성공적인 노화와 노인의 종교성 관계 연구”,『한국노년학』22(3), 245-259.

Bisconti, T. L., and C. S. Bergeman(1999), "Perceived social control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support,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erceived

health", The Gerontologist 39(1), 94-103.
Brizer,

D.

A.(1993),

"Religiosity

and

drug

abuse

among

psychiatric

inpatients",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Sept.
Ellison,

C.

G.(1991),

"Religious

involve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48

❙『노인복지연구』 통권 33호

Health and Social Behavior, 32, 80-99.
Ellison,

C.

G.,

Boardman,

"Religiosity

J.

involvement,

D.,

Williams,

stress,

and

D.

R.,

mental

and

health:

Jackson,

Findings

J.

from

S.(2001),
the

1995

Detroit area study", Social Forces 80(1), 215-249.
Idler, E. L., and Kasl, S. V.(1997), “Religion among disabled and nondisabled persons
Ⅱ: Attendance at religious services as a predictor of the course of disability”,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6B(6), 306-316.
Idler, E. L., Kasl, S. V., and Hays, J. C.(2001), “Patterns of religious practice and belief
in the last year of life”,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6B(6), 326-334.
Kart, Cary S.(1990), The realities on aging: An introduction to Gerontology, Allyn and Bacon.
Koenig, H. G.(1995), "Religion and health in later life", in M. A. Kimble, S. H.
McFadden,

J.

W.

Ellor,

and

J.

J.

Seeber(Eds.),

Aging,

spirituality,

and

Religion: A handbook.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Krause,

Neal(1995),

"Religiosity

and

self-esteem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0B(5), 236-246.
Krause,

Neal(1997),

"Religion,

aging,

and

health: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2B(6), 291-293.
Krause,

Neal(2004),

satisfaction

"Common facets of
among

older

religion,

African

unique facets of religion, and life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9B(2), 109-117.
Krause,

Neal,

Ellison,

C.

support,

negative

interaction,

G.,

and

Wulff,

and

K.

M.(1998),

psychological

"Church-based

well-being:

emotional

findings

from

a

national sample of presbyterian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7(4), 725-741.
Levin, J. S., L. M. Chatters, and R. J. Taylor(1995), “Religious effects on health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black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0B(3), 154-163.
Levin,

J.

S.(1996),

“How

Religion

influences

morbidity

and

health:

reflections

on

natural history", Social science and medicine, 43, 849-864.
Lund,

D.

A.,

M.

S.

Caserta,

and

M.

F.

Dimond(1989),

"Impact

of

spousal

bereavement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adults." pp. 3-15. in Older
bereaved spouses : Research with practical applications, edited by D. A. Lund.
NY: Hemisphere Publishing Co.
Morse,

C.

K.

and

Wisocki,

P.

A.(1997),

“Importance

of

religiosity

to

elderly

노인의 종교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 ❙

49

adjustment”, Journal of Religion and Aging, 4, 15-26.
Murray, K. A.(2002), "Religion and divorce: Implications and strategies for counseling,

The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10(2), 190-194(5).
Strawbridge, William J., Sarah J. Shema, Richard D. Cohen, Robert E. Robers, and
George A. Kaplan(1998), "Religiosity buffers of some stressors on depression but
exacerbates other",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3B(3), 118-126.
Wagner,

K.

D.,

and R.

P.

Lortion(1984),

"Correlates of

person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0(5), 1235-1240.

death anxiety in

elderly

50

❙『노인복지연구』 통권 33호

Path Analysis of Religious Activity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Soo-Jeong Kim
Prof., Dept. of Social Welfare, Youngnam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religious
activities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three hypothesis about between religious activities and the quality of life;
health

behaviors

hypothesis,

social

cohesiveness

hypothesis,

and

cognitive

coherence hypothesis. Data from N=170 adults aged 60 and over who were
living in Gyeong-San city. It has been found that social support, existent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showed no difference between the elderly with
religion and the elderly without religion.
Religious activity has no impact on elderly's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directly.

But

religious

activity

indirectly

affected

life

satisfaction

through

existent health. Since there was no effect of social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was not found to have a mediating effect between religious
a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This

result

support

cognitive

coherence

hypothesis that religion will provide the meaning of life and is able to
understand the hard realities of life for the elderly. Then existent health will
positively affect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Key words : religious activity, the quality of life, social support, existent heal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