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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 영향 요인을 확인하여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 시키
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군산과 김제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2017년 7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으며, 부적절한 설문지를 제외한 322부를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노인
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 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정서적․정보적 지지 및 긍정적 상호작용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근거해 볼 때 노인의 주
관적 행복감에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으며, 노인의 자아탄력성과 사
회적 지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각적 차원에서의 연구와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예측요인을 확인하여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적절한 관리전략의 필요성
이 요구된다.
핵심어 : 노인, 자아 탄력성, 사회적 지지, 주관적 행복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improving subjective happiness of elderly by
identifying the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of 322 elderly people over the age 65 residing in Gunsan and Gimje region in Jeollabuk-do
province from July 12 to August 31, 2017. The result of this study, it showed that the factor affecting
subjective happiness of elderly was ego resiliency and social support. In addition, sub-variables of ego
resiliency and social support affected subjective happiness. Based on these results, it was found that ego
resiliency and social support of elderly is an important variable on the subjective happiness. In ord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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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 ego resiliency and social support, there is a need for researching on multiple aspects and
appropriate management strategies considering various predictive factors that affect ego resiliency and social
support.
Keywords : elderly, ego-resiliency, social support, subjective happiness

1. 서론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노인의 삶 가운데 단순히 신체의 노화나 경제성의 상실과 같은 가시
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비가시적 측면에 해당되는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받는 개념이 자아 탄력성이다. 탄력성(resilience)은 심각한 삶의 도
전에 직면하고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욱 풍부해지는 인간의 능력을 뜻한
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응 능력으로서의 자아 탄력성은 노인들이 삶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
움 가운데서도 원만하게 노년생활을 영위하게 하게 하는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탄력성의 개념은 아동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에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한 경우
가 있음을 주목한 발달심리학자들의 연구[1,2]를 중심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Masten과
Reed[3]는 탄력성을 ‘중대한 역경이나 어려움에 처할 때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으
며, Ryff와 Singer[4]는 탄력성을 ‘도전 이후에 정신적 혹은 신체적인 건강이 유지, 회복, 향상되는
것’으로 정의했다. 노화 과정에 관한 연구들[5,6] 역시 삶의 도전에 대한 반응으로 개인의 탄력성을
보여 준다. 자아 탄력성에 기여하는 요인에는 자기수용,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환경적 통제, 자
율성, 내적인 준거를 가지고 자기 나름의 가치와 흥미를 추구,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4].
임성숙과 김진숙[7]은 자아 탄력성을 노인의 적응유연성 측면에서 설명하였으며 지지적 관계, 종교
적 성향, 긍정적 태도를 그 구성요인으로 보았고, 김주환[8]은 자아 탄력성의 구성요인을 크게 자
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으로 나누고 각 3개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 총 9개의 요소를 자
아 탄력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았다.
한편, 노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변인인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한 개인을 중심
으로 하여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족, 친구, 이웃, 전문가 등에 의해 제공받는 여러 형태의 도
움과 원조를 의미하는 것으로[9], 그 동안 스트레스 근원의 부정적 영향을 억제 완화 시키는 요인
으로 간주되어 왔고,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고려되어 왔다. 김윤
정과 최혜경[10]은 사회적 지지를 구조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Sherboune과 Stewart[11]의 관점에 따라 정서적 정보적 지지를 하나의 구성요인으로 묶
고, 이 외에도 물질적 지지, 애정적 지지, 긍정적 상호작용의 4가지 구성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이 사회적 지지 및 역할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고독과 소외감을 느끼
게 되는데 이는 무기력과 우울감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사회적 지지가 잘 이루어지면 심리적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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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도와 일상생활의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키며, 타인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맺고, 관계로부터 긍
정적인 에너지를 받는 경우에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게 된다.
심리학계에는 인간의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인 긍정적 정서와 강점에 대해 연구하고 그런 요소
들을 증가시켜 심리사회적 문제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새로운 학문적 경향으로 ‘긍정심리
학’에 대한 연구가 확산되고 있다. 정서적 측면의 결여된 부분을 강화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긍정
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행복감을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인 결과를 불러온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긍정심리학의 선구자로 꼽히는 Diener. E[12]는 노인 행복에 관한 정의를 노인의 인지적인 측면
과 정서적인 측면으로 평가하여 주관적인 안녕, 즉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본이 아닌 상대적으로 지
속적인 안녕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주관적인 행복을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개인의 주관
적인 평가’로 정의하였다. 심리학자 Shahar[13]는 행복을 즐거움과 의미 있음에 대한 포괄적인 경
험이라고 정의하였으며, 행복은 단순히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
였다. 행복감의 하위요소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면, 행복감을 정적 행복감과 부적 행복감으로 나누
고, 부정적인 정서와 긍정적인 정서를 비교함으로써 얻은 판단을 기준으로 보았다[14]. 행복감을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으로 나누어 보는 관점도 있으며[15], 심리적, 주관적, 정서적으로 구분
하기도 한다[16].
지금까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아탄력성 관련 연구는 노인의 심리적 요인의 변화에 있어 자아
탄력성의 매개효과[17]와 조절효과[18]에 관한 연구, 운동 프로그램이 노인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19,20],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 사회적 지지,
학습몰입도, 자아탄력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힌 연구[21]가 있었다. 한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지 관련 연구는 노인의 심리적 요인의 변화에 있어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
구[22,23],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24,25], 운동 프로그램[26]과 복지서비스[27]가 노인
의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있었다. 최근 하옥진[28]은 노인의 늙어감에 대한
행복감 관련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살펴본 바, 사회적 지지와 노인의 행복감을 밝힌 연구로 볼
수 있다.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 관련 연구는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29,30], 여
가활동참여[31]가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노년기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고,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을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
서 밝힌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자아 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함으로써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노인의 자아 탄력성,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행복감은 어떠한가?
(2) 노인의 자아 탄력성과 사회적지지 및 주관적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3) 노인의 자아 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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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노인 중 군산과 김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한정하
였다. 표본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시내 지역과 읍, 면 단위지역의 교회, 여성회관, 복지관, 병원, 요
양원, 급식소, 마을회관과 같이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여 표집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의 대상 노
인은 청각 장애가 없으며, 정상적이며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였으며,
읽고 쓰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응답을 작성하도록 하고, 읽고 쓰기가 어려운 경우, 질문을 읽
어주고 응답을 대신 기입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총 370부를 배포하였고, 수거된
설문 중 불성실한 응답과 활용 불가한 응답 등을 제외한 322부의 설문지가 본 연구의 최종분석 자
료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Fig. 1] Background on the subjects of the study
변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건강상태

주거지역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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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남성
여성
65-70세
71-75세
76-80세
81세 이상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매우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매우 건강하지 못함
건강하지 못함
보통
건강함
매우 건강함
시
군, 읍
면 지역

N=322
빈도
85
237
121
65
66
70
49
105
61
77
30
19
63
216
22
2
38
95
116
59
14
255
15
52
322

%
26.4
73.6
37.6
20.2
20.5
21.7
15.2
32.6
18.9
23.9
9.3
5.9
19.6
67.1
6.8
0.6
11.8
29.5
36.0
18.3
4.3
79.2
4.7
16.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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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도구
2.2.1 자아 탄력성 척도
자아 탄력성(회복 탄력성) 측정을 위해, 김주환[8] 한국형 회복 탄력성 지수 KRQ-53 척도를 참
고하여 작성하였다. 원 검사지는 53개 문항이었으나, 이를 노인들의 주의력과 인내심에 맞게 표현
을 수정하고 중복문항을 삭제하는 등 연구 목적에 맞게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자기조절능력, 대인
관계능력, 긍정성을 알아보는 9개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는 대상자가 자신의 자아
탄력성이 어떠한지를 자기보고식으로 작성하여 측정하는 방식으로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
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이며, 총 27문항으로 자아 탄력성
총점은 최저 점수 27점, 최고 점수 135점이다. 하위 요인별로 자기조절능력은 9문항으로 9-45점, 대
인관계능력은 9문항으로 9-45점, 긍정성은 9문항으로 9-45점으로 되어 있다. 부정적인 진술문으로
되어 있는 문항(3, 5, 9, 11, 12, 15, 18, 21, 27문항)은 역점수로 환원하여 역산 처리하였다. 본 측정
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탄력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질문문항의 신뢰도를 구한 결과, Cronbach's α값은 .89로 나타나 적절한 수준이었
다. 하위척도에서 자기조절능력은 .74, 대인관계능력은 .77, 긍정성은 .81로 나타났다.
2.2.2 사회적 지지 척도
사회적 지지 측정을 위해 Sherboune과 Stewart[11]가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를
임민경[32]이 번안한 MOS_SSS(Medical Outcome Study Social Support Survey) 척도를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정서적·정보적 지지(8문항), 물질적 지지(4문항), 애정적 지지(3문항), 긍정적 상호작
용(4문항) 등의 19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설문지는 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지
를 자기보고식으로 작성하여 측정하는 방식으로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이며, 총 19문항으로 사회적 지지 총점은 최저 점수
19점, 최고 점수 95점이다. 하위 요인별로 정서적 정보적 지지는 8문항으로 8-40점, 물질적 지지는
4문항으로 4-20점, 애정적 지지는 3문항으로 3-15점, 긍정적 상호작용은 4문항으로 4-20점으로 되어
있다. 본 측정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질문문항의 신뢰도를 구한 결과, Cronbach's α값은 .94로 나타나 적절한 수준이었
다. 하위척도에서 정서적 정보적 지지는 .90, 물질적 지지는 .87, 애정적 지지는 .87, 긍정적 상호
작용은 .91로 나타났다.
2.2.3 주관적 행복감 척도
주관적 행복감 척도는 Ryff와 Keyes[33]의 심리적 웰빙 검사를 표준화한 검사도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기존의 설문 문항은 40문항이었으나 자아 탄력성과 마찬가지로 노인들의 주의력과
인내심에 맞게 표현을 수정하고 중복문항을 삭제하는 등 연구 목적에 맞게 문항을 수정하였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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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자기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개인성장의 5개의 하위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
다. 설문지는 대상자가 자신의 주관적 행복감이 어떠한지를 자기보고식으로 작성하여 측정하는 방
식으로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
렇다)이며, 총 15문항으로 주관적 행복감 총점은 최저 점수 15점, 최고 점수 75점이다. 하위 요인별
로 자아 수용은 3문항으로 3-15점, 대인관계 만족은 3문항으로 3-15점, 자율성은 3문항으로 3-15점,
삶의 목적은 3문항으로 3-15점, 개인성장은 3문항으로 3-15점으로 되어 있다. 부정적인 진술문으로
되어 있는 문항(2, 4, 7, 10문항)은 역점수로 환원하여 역산 처리하였다. 본 측정에서는 점수가 높
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큼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질문문항의 신뢰도를 구한 결과, Cronbach's α값은 .89으로 나타나 적절한 수준
이었다. 하위척도에서 자아수용은 .75, 대인관계 만족은 .73, 자율성은 .83, 삶의 목적은 .79, 개인성
장은 .85로 나타났다.

2.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2017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가독성의 문제를 발견하고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노안으로 인한 시력 저하를 가진 경우가 많은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쇄된 글씨 크기를 확대하여 제공하였으며, 돋보기를 준비해 원활한 진
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양한 표집을 위해 대학원생과 대졸자 외에도 요양보호사, 급식소 자원
봉사자, 노인복지관, 농촌지도소 직원 등으로 12명의 조사원 신분을 다양하게 구성하였으며,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 전 사전조사 결과와 내용, 방법 등을 교육을 통해 충분히 숙지시킨 후 조사를 진
행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17년 7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전라북도 군산시 및 김제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370명에게 배
부하고 이 중 유효한 결과 값인 322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
구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각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검증
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대상 노인의 자아 탄력성과 사회적지지, 노년
기의 주관적 행복감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노인의 자아 탄력성과 사
회적지지, 주관적 행복감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노인의 자아 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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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해석
3.1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측정변수의 기술통계에서 자아탄력
성 전체 평균은 3.47(.53), 자기조절능력은 3.45(.60), 대인관계능력은 3.49(.57), 긍정성은 3.47(.68)이
었다. 사회적 지지 전체 평균은 3.42(.85), 정서적 정보적 지지는 3.39(.87), 물질적 지지는 3.38(1.11),
애정적 지지는 3.52(1.01), 긍정적 상호작용은 3.39(1.02)이었다. 주관적 행복감 전체 평균은
3.41(.64), 자아수용은 3.36(.75), 대인관계만족은 3.66(.76), 자율성은 3.33(.74), 삶의 목적은 3.35(.80),
개인성장은 3.37(.86)이었다.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r=.27∼.88의 범위를 보였으며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관적 행복감을 중심으로 자아 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하위요
인들의 상관을 살펴보면 r=.27∼.76의 범위를 보였으며,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주관적 행복감
와 자아 탄력성의 상관은 .75(p<.01)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감와 자아 탄력
성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자기조절능력이 .47(p<.01), 대인관계능력이 .68(p<.01), 긍정성이
.76(p<.01)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
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주관적 행복감과 사회적 지지의 상관은 .60(p<.01)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감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정보적 지지가
.53(p<.01), 물질적 지지가 .45(p<.01), 애정적 지지가 .51(p<.01), 긍정적 상호작용이 .56(p<.01)의 관
련성을 보였다. 이는 정서적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애정적지지, 긍정적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주
관적 행복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표 2]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Fig.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al analysis of main variables
변수명

2

3

4

3.45(.60)
1
3.49(.57) .63**
3.47(.68) .53**
3.47(.53) .83**

1
.65**
.88**

1
.86**

1

3.39(.87) .30**

.49**

.41**

.47**

1

3.38(1.11)
3.52(1.01)
3.39(1.02)
3.42(.85)
3.36(.75)
3.66(.76)
3.33(.74)
3.35(.80)
3.37(.86)

.30**
.35**
.29**
.37**
.44**
.52**
.41**
.27**
.30**

.36**
.47**
.45**
.52**
.58**
.67**
.54**
.48**
.50**

.43**
.46**
.46**
.52**
.71**
.65**
.58**
.56**
.61**

.43**
.50**
.47**
.55**
.68**
.71**
.60**
.52**
.56**

15. 주관적 행복감 3.41(.64) .47**

.68**

.76**

.75**

1.
2.
3.
4.
5.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자아탄력성
정서적․

정보적 지지
6. 물질적 지지
7. 애정적 지지
8. 긍정적 상호작용
9. 사회적 지지
10. 자아수용
11. 대인관계만족
12. 자율성
13. 삶의 목적
14. 개인성장

M(SD)

1

5

6

7

8

9

.51**
.63**
.70**
.82**
.40**
.45**
.49**
.44**
.41**

1
.63**
.62**
.83**
.38**
.47**
.35**
.34**
.30**

1
.67**
.86**
.42**
.49**
.41**
.42**
.36**

1
.88**
.45**
.46**
.48**
.44**
.44**

1
.49**
.55**
.50**
.48**
.44**

.53**

.45** .51** .56**

(N=322)
10

11

12

13

14

1
.60**
1
.57** .56**
1
.64** .53** .58**
.55** .49** .61**

1
.65**

1

.60** .82** .78** .81**

.84**

.82**

15

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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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노인의 자아 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 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을 알아보고자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
[Fig. 3] th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subjective happiness
종속변인

주관적
행복감

*

독립변인
(상수)
긍정성
(상수)
긍정성
정서적․정보적 지지
(상수)
긍정성
정서적․정보적 지지
대인관계능력
(상수)
긍정성
정서적․정보적 지지
대인관계능력
긍정적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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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94
.71
.63
.61
.20
.29
.49
.15
.26
.31
.47
.09
.26
.09

ß
.76
.65
.27
.53
.20
.23
.50
.12
.23
.14

t
7.80***
21.01***
5.28***
17.62***
7.17***
2.21*
12.17***
5.41***
5.18***
2.39**
11.44***
2.54**
5.14***
2.96**

p
<.001
<.001
<.001
<.001
<.001
.03
<.001
<.001
<.001
.01
<.001
<.01
<.001
<.01

N=322
R2

F

.58

441.37***

.64

281.15***

.67

211.53***

.68

164.72***

p< .001

[표 3]과 같이, 주관적 행복감에 대해 영향을 주는 자아 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하위변인들을 단
계적으로 투입한 결과, 1단계에서는 긍정성이 투입되어 R 2=.58로 나타났고, 2단계에서는 정서적
정보적 지지가 추가적으로 투입되어 R 2=.64으로 .06만큼 증가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대인관계능력
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어 R 2=.67로 .03만큼 증가하였다. 4단계에서는 긍정적 상호작용이 추가적으
로 투입되어 R 2=.68로 .01만큼 증가하였다.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자아 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하위변인은 긍정성, 정서적 정보적 지지, 대인관계능력 및 긍정적 상호작용이 68%의 설명력
을 보였으며,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F=164.72, p<.001). 하위변인 중 긍정성(ß=.50,
p<.001)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인관계능력(ß=.23, p<.001), 긍정적 상호작용(ß=.14,
p<.01), 정서적 정보적 지지(ß=.12, p<.01)의 설명력 순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노인의 자아 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
구문제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자아 탄력성,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행복감을 살펴보면, 노인의 자아 탄력성 전체
평균점수는 3.47, 사회적 지지의 전체 평균점수는 3.42, 주관적 행복감 전체 평균점수는 3.41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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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각 변인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노인의 자아 탄력성의 하위요인은 대인관계능력이 가장
높았고, 자기조절능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은 애정적 지지가 가
장 높았고, 물질적 지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감의 하위요인은 대인관계 만족
이 가장 높았고, 자율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할 때, 여러 하위 요인 중 대인관
계 능력이 자아 탄력성의 정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
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 중 물질적 지지보다는 애정적 지지가 사회적 지지의 향상에 주요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행복감에서는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이 높게 나
타나 자율성보다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만족이 주관적 행복감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아 탄력성과 주관적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아 탄력성과

주관적 행복감

의 상관은 .75(p<.01)로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 탄력성의 하위변인 중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에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 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기조
절능력, 대인관계능력과 긍정성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정미경[34]의 연구에서 고객센터 상담사의 자아 탄력성이 높을수록 행복감의 수준을 높게 지각
하며, 자아 탄력성이 행복감 증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
한, 중년 여성이 가지는 삶의 의미에 있어 자아 탄력성이 밀접한 영향을 가진다고 보았던 연구결
과[35]를 고려해볼 때, 자아 탄력성은 행복감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삶의 의
미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미루어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주관적 행복감과 사회적 지지의 상관
은 .60(p< .01)으로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 중 정서적 정보적 지
지, 애정적 지지, 긍정적 상호작용에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 중 정서적 정보적 지지, 애정적 지지, 긍정적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진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사회적 지지는 노년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어 주관적 행
복감을 높이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정서적 지지가 여성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큰 영
향을 미친다는 결과[30]와 같은 맥락이며, 김정아[29]의 연구에서 재가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
적 안녕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셋째, 노인의 자아 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주관
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자아 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은 긍정성, 정서적·정보적 지지,
대인관계능력 및 긍정적 상호작용이 68%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F=164.72, p<.001). 하위변인 중 긍정성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인관계능력, 긍정적 상
호작용,

정서적·정보적 지지의 설명력 순서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보아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

을 미치는 자아 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으로는 긍정성, 정서적·정보적 지지, 대인관계능
력, 긍정적 상호작용을 꼽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자아 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행복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위요인으로는
자아 탄력성의 측면에서는 대인관계능력과 긍정성이, 사회적 지지의 측면에서는 애정적 지지,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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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보적 지지, 긍정적 상호 작용이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자아 탄력성과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것이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는 방안이라는 결론
에 이를 수 있으며, 자아 탄력성의 향상을 위해 주변사람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지지
를 높이기 위해서 물질적 지지보다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맺는 관계가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추후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면, 자아 탄력성과 사회적지지 외에도 노후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
도 이루어졌는지 그 준비도와 주관적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살
펴보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5060베이비부머 세대가 노후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노인 문제를 진단하
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응 및 발달을 유도해가는 것이 우리 세대가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이다.
노인 일자리 대책이나 생계 지원과 같은 정책 외에도 상담 및 심리, 정서적 측면 또한 고려되어야
하며, 앞서 제시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측면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자아 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행복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한 것은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노인의 행복감 향상과 노인 복지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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