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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여가활동 참여형태와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건강
이 영 주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는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형태와 자아 존중감 및 사회적지지 유형에 따라
심리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형태를 4가지 형태로 구분한 후 심리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
으며, 자아 존중감이 높고 낮음에 따라 심리사회적 건강에 차이가 있는 가를 확
인하였다. 사회적 지지유형을 요인분석을 통해 구분한 후 심리사회적 건강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여가활동 참여형태를 소일
형, 취미문화 활동형, 우인 교류형 및 사회단체 활동형으로 구분한 후 회귀분석한
결과 소일형과 취미문화 활동형은 심리사회적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자아 존중감 수준이 심리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
는 가를 알아본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지
지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정서적지지, 자존감지지, 정보적지
지 및 물질적 지지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물질적 지지와 자존감지
지의 경우 노인의 심리사회적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노인의 여가활동을 참여형태에 따라 구분하고, 심
리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점과 사회적지지 유형에 따른 심리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는 점에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노인의 심리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했다는 점으로 인해 노인을 이
해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시사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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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ley, 1994).

Ⅰ. 서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

우리나라는 1960년도에 노인인구 수가

며, 노인들과 관련된 문제들은 사회복지학,

전체인구의 4%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의학, 심리학, 가정학 그리고 여가연구 등

2002년도에는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550

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되어 왔다.

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50년도는 1710

이들 중 여가연구는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

만 명으로 늘어나 전체인구에서 60세 이상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현재의 12%

다.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은 강제적 혹은

에서 33%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핵가

(통계청, 2002). 이와 같이 우리사회의 고

족화로 인하여 가정에서의 역할마저 상실

령화 현상이 급속도로 전개됨에 따라 노년

함으로서 많은 여가시간을 갖게 되었으며

기의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사회ㆍ가정

(박재간, 김태현, 1986), 노인들 생활의 전

적 역할상실 그리고 생활ㆍ시간적 무위 등

부를 여가시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이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

렇게 늘어난 여가시간은 연구자들에게 노

다(박미석, 2002).

인들의 이러한 측면을 연구하도록 동기를

또한 노인의 건강문제는 신체적 기능감

부여하고 있다.

퇴, 지지체계 및 가족 수의 감소, 경제적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에서 여가의 의

자립, 사회적 역할 확보 등의 문제와 복합

미는 가치 없는 것으로서 간주되어 왔고,

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의료계 뿐 아니

대부분의 전통적 한국인들은 여가시간을

라 사회전반의 공동노력으로 해결방안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그러나 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복

대기술과 산업 그리고 다른 요인들과 더불

지정책은 생활상의 욕구를 사전에 충족시

어 이러한 관점은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되

키는 기능보다는 문제발생 이후에 이를 해

었다(임춘식, 1999). 즉, 여가활동을 통한

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노인복지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바람직한

정책의 결정과정이 중앙집권적이어서 지역

사회관계 및 사회적지지 형성에 긍정적인

마다 다른 노인들이 복지욕구를 충분히 반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서진

영하지 못하였다(이성희, 권중돈, 1996). 더

교, 2000). 여기서 여가활동이란 여가시간

불어 노인인구의 구성에서 점차로 80세 이

내에 행해지는 모든 활동이라고 할 수 있

상의 고령노인의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생

다. 여가활동에 관한 분류는 학자들마다

활주기에서 건강한 노령기와 의존적 노령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여가활

기의 기간도 연장되고 있으며, 경제적, 신

동이 상호 유사한 내면적 특성을 지니고

체적 능력 등에서 차이가 커져서 앞으로

있으며, 각 활동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분

노인집단은 훨씬 이질적이고 다양한 집단

류기준이

으로 구성될 전망이다(최성제, 1997; Ri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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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기

때문이다(김정근,

노인의 여가활동
1998). 따라서 여가활동에 대한 어떤 표준

노인의 심리사회적 건강의 쇠퇴는 노인

적인 분류체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연구

에게 심각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이들

자들에 따라 각각 다른 분류체계를 사용하

위한 여가교육 접근법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

였다(김동건, 조민행, 2002; 김설향, 1998;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에게 필연적

Fries, 1990; Kimmel, 1990). 노후에도 건

으로 동반하게 될 변화는 노인의 신체적

강한 삶을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한 심리

심리적

적 건강 능력이 노인의 신체적ㆍ심리적 건

Mahon,

변화라

할

수

Iso-Ahola,

있다.

Adam

Seakle,

Sdrolias와

강을

향상시키기

때문에(Coleman

&

Dyck(1995)은 노후에도 쇠퇴한 자신의 몸

Iso-Ahola, 1993; Deci & Ryan, 1987), 노

을 건강하게 향상시키도록 노력하며, 건강

인의 심리사회적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 몸을 유지하고자 하는 심리적 건강의

여가활동 참여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무엇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심리적 건강을 지닌

보다도 중요하다. Anderson과 Allen(1985),

노인은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어

Bullock과 Howe(1996)는 ‘여가교육을 사회

느 정도는 자신의 생활을 조절하는 것으로

화와 여가활동 참여와 관련된 지식, 태도,

보고하였다(Rodin,

가치, 행동, 기술, 자원개발을 위한 목표

Timko

&

Harris,

1985).

지향’으로 규정하였듯이 이러한 여가활동

그러나 노인은 생리적 변화 및 자신의

참여는 개인적 및 환경적 요인 때문에 심

사회적 환경 때문에 건강유지에 대한 심리

리사회적 건강이 쇠퇴되어 가는 노인에게

적 건강 능력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연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령층으로

대표되기도

한다.

Rodin과

연구자들(Larson, Manell & Zuzanek,

Langer(1977)는 노인은 다른 연령층에 비

1986; Murphy, 1981; Tabourne, 1992)에

해 생활에 대한 통제능력이 뒤떨어진다고

의하면 노인의 심리사회적 건강에 기여하

하였으며, 노인이 자신의 생리적 및 신체

는 것은 권태감, 고독감, 우울증이라고 하

적 쇠퇴를 필연적으로 여기게 되면 자신의

였다. 노년기의 권태감, 고독감, 우울증 등

건강습관을 점진적으로 중단하게 되고, 의

은 건강조절 능력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

료 및 약물에 자신의 건강을 의존하는 정

으로 노인의 심리 사회적 건강에 중요한

도가 커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자신의 건강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Nunn & Wilhite,

은 손에서 떠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특

1997). 여가활동 참여가 노인의 고독감, 권

히, 노인들이 건강한 생활방식에 대한 통

태감, 그리고 우울증 감소에 상당한 기여

제력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면, 노인들 스

를 한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험

스로 자신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적으로 규명한 연구결과는 아직도 부족한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에 빠지게 된다. 뿐만

실정이다(Null & Wilhite, 1997; Searle 등,

아니라 노인들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목적과

1995). 따라서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와 심

목표도 쉽게 잃게 된다(Seligman, 1975).

리사회적 건강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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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에서 본

양한 질병을 야기하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연구는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의 형태에 따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반대로, 높은 자아

라 심리사회적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존중감은 부정적 스트레스로부터 사람들을

는 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보호할 수 있고, 스트레스에 긍정적 영향

또한, 사회적 지지는 개인 간 또는 개

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아

인과 집단간에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존중감은 권태감, 고독감 및 우울감과 같

사회적 집합체에 의해 제공되며, 정서적

은 심리사회적 건강과 밀접히 관련 있다고

제어력을 증진시키고, 지침을 제공하여 정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

체감과 수행에 관한 환류를 제공하는 것으

는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형태와 자아 존

로 정의된다(서진교, 2000). 심리학적 변수

중감 및 사회적 지지유형이 심리사회적 건

로서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는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음을 알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되고 있다. 그 하나는 개인의 활동영

Ⅱ. 이론적 배경

역 속에서 일정기간 동안 지속되는 성격적
속성으로서의

자아존중감으로

자기이론

(self-theory)의 테두리 속에 들어있는 개

1. 여가활동 참여

념이다. 다른 측면은 주로 실험적으로 조
작되는 일시적 상태로서의 자아존중감으로

노인의 여가활동은 사회적 역할 상실에

환경과 사상에 의해 통제되는 자기평가의

따른 고독감해소, 자기 존중과 자아 정체

상태를

성 유지 그리고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 등

말한다(Jackson

&

Paunonen,

1980).

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여

일반적으로 높은 자아 존중감은 어떠한
환경에

높은

적응을

가활동은 노년기에 촉발되는 경제적 문제

의미한다(임현정,

와 정신적․심리적 문제를 완화시킴으로써

2001). 자아 존중감의 정의는 다양하다. 자

노후의 적응은 물론 만성화된 무료함에서

아 존중감은 자기수용, 자기인식 그리고

벗어날 수 있는 효과적인 활동으로 인식되

자기존중의 자세로 구성된다. 즉, 자신에

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Iso-Ahola(1980)

대한 가치감각으로서 자아 존중감은 정신

는 능동적 여가활동이 수동적 여가활동에

적이고 육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

비하여 여가만족에 보다 크게 기여하는 이

요한 양상이 될 수 있다. 임현정(2001)의

유에 대하여 활동의 내적 동기와 최적 각

연구에서 낮은 자아 존중감은 자기거절,

성수준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기경멸 그리고 부정적 자기비판의 요소

여가활동 유형 가운데 능동적 여가활동

들이 결합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

이 수동적 여가활동에 비하여 노인의 여가

한 낮은 자아 존중감이 있는 사람들은 다

만족 향상과 행복의 증진에 보다 크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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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여가활동
여할 것이라는 Ragheb과 Griffith(1982) 그

노인의 주관적 건강, 연령, 양로원 거주기

리고 임번장과 정영린(1995)의 연구는 여

간, 동숙자 유무 등을 제시하였다.

가활동 유형에 따라 여가 만족이 차이가

김동건과 조민행(2004)은 여가교육 프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스포츠 활동

로그램이 재택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와 심

이 다른 여가활동 유형보다 여가만족에 크

리사회적 건강 요소의 권태감, 고독감, 우

게 기여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울증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여가교

Ragheb과 Griffith(1982)는 노인의 여가활

육 프로그램이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

동 유형과 여가만족의 관계를 분석한 결

여가활동 참여, 권태감 및 고독감에 긍정

과, 스포츠활동과 야외활동이 다른 여가활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

동에 비하여 여가만족에 상대적으로 크게

면, 노인의 우울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기여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

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결과들은 여가활동의 유형 및 형태가 여

지금까지의 연구(민경훈, 2001; 서진교,

가만족에 유의미한 영항을 미치고 있음을

2000; 성낙훈, 2004; 이상구, 1998)는 여가

시사하고 있다.

활동 참여정도와 다른 변수들 간의 관계에

또한 노인은 실제 생활에서 다양한 심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

리적 문제를 지니고 있는데, 이 중에서 고

구에서는 여가활동 참여를 기존의 연구에

독감은 가장 심각한 심리적 요인 중의 하

서 충분히 다루지 않았던 여가활동 참여

나이다. Creey, Berg와 Wright(1985)의 노

유형으로 구분하여 연구함으로써 노인들의

인의 고독감 인과모형 연구, Preston(1987)

심리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의 양로원 거주 노인의 여가활동 및 여가

인 여가유형을 확인하여 노인을 위한 실용

만족과 고독감의 관계 연구, Keith(1980)의

적인 여가활동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노인의 심리적 복지와 여가활동 그리고 생

한다. 먼저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따른

활변화의 관계 연구, Russell 등(1980)의

인의 심리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

고독감 모형 연구, 그리고 맹희재(1985)의

인하기위해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유형 및

재가 노인의 고독감 연구 등에서 고독감이

정도에 따라 권태감, 고독감 및 우울증에

노인의 사회 및 여가활동과 생활만족의 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계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변인임이 밝혀졌

검증하고자 하였다.

다.

노

Preston (1987)은 양로원 거주 노인의
2. 자아존중감

여가활동 및 여가만족과 고독감과의 관계
연구에서 이미 규명된 여가만족과 생활만
족의 긍정적 상관을 전제로 하여 여가활동

자아존중감은 James(1892)를 시발점으

및 여가만족이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

로 하여 심리학자, 교육학자, 철학자, 사상

명한 바 있다. 그는 이 연구에서 고독감

가, 사회학자들로부터 꾸준히 관심을 받아

관련변인으로 여가활동과 여가만족 그리고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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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이다(송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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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지각한 자신

존중감을 증가시키는 변수들로 간주하던

에 대한 태도로 정의되고 있으며, 자아개

건강, 명성, 친구, 경제력 등이 감소될 뿐

념, 자아지각, 자아 가치감, 자아평가라는

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개념과

사용된다

능력과 타인으로부터 받는 수용 및 관심과

(Coopersmith, 1967; Rosenberg, 1979). 높

애정이 감소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기회

은 자아 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한

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므로 결국 자아존중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가치를 느끼며 유능

감이

하고 소속감을 가지고 환경에 더 잘 적응

1995).

상호

교환적으로

감소된다고

볼

수

있다(박현숙,

한다(Coopersmith, 1967). 그러나 성인에서

종래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유교중심의

의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

농경 사회에서 가졌던 노인의 높은 사회

의 경험을 통해 변화가 가능함으로 노인들

적, 가정적 지위는 산업화를 거치면서 대

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

가족 제도의 붕괴와 능력 위주의 가치관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최영애, 2003).

변화로 인해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적응행동과 삶에

정보나 서비스, 지식의 창조적 생산으로

대한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옮겨지는 제3의 물결, 즉 정보화 사회의

(장혜경, 1988),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대두로 노인의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이

삶을 의미 있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심

저하되고 그들의 지위 역시 공공연하게 하

리적 손상이 줄어들게 된다(신효식, 서병

락되었다. 이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 절망

숙, 1994). 결국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행동

감, 우울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양식, 성취동기, 목표의 단계 및 달성, 자

되고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더욱 더 저하되

아실현, 사회적 적응 등에 중요한 영향을

고 있는 것이다.

미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개인의 거의 모

자아존중감은 객관적 상황에 대한 평가

든 측면에 대해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와 인식을 크게 변화시키는데, 자신감에

있다고 볼 수 있다(한정란, 김숙현, 2004).

차있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자아존중

특히 노인에게 있어서 자아존중감은 삶

감이 높은 노인은 곤혹스런 생애 사건들에

의 질을 측정하는 수단이며, 자아 존중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열악한 외

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아 개념이

적 조건들에 대해서도 좌절하지 않고 긍정

라기보다 광범위한 틀과의 관계를 인식하

적 요소를 찾으려 노력한다. 이에 반해 자

는 것이 중요하다(Traft, 1985). 인간은 누

아존중감이 낮은 노인은 외로움을 더 타

구나 노년기가 되면 생물학적, 심리적 및

고, 외적 결핍에 의해 크게 상처받는 것으

사회적 노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 노화와

로 나타났다(김애련, 2001; 신효식, 서병숙,

관련된 다양한 상실 즉 건강, 감각, 인지,

1994).

가족과 친구, 가정, 소득과 직업 등의 상실

노인에게서 자아존중감의 감소는 우울

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저하된다, 즉 자아

을 증가시키며(Rensink, 1992), 윤진(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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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노인의 우울은 자신의 욕구를 성공적으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자아존중

로 만족시켜줄 수 없는데서 기인하는 자아

감과 사회적 지지, 우울은 노인의 심리적

존중감 상실과 보다 깊은 관련이 있으며,

특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요소가 되며 노

우울증 환자의 자아 존중감 정도를 조사한

년기의 바람직한 적응을 위해 간과할 수

결과 자아존중감의 저하와 자신에 대한 부

없는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정적 태도가 우울증을 증가시킨다고 하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자

다.

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송대현과 박한기(1992)는 인구통계학적

노인의 심리사회적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확인하

특성에 따른 노인의 자존심의 실태를 파악

고자 하였다.

하였는데, 응답자들은 어느 정도 자존심을
3. 사회적 지지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보다
남성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질병이 없는
경우, 고립감을 느끼지 않을수록, 연령이

사회적 지지란 넓은 의미에서 “타인에

낮을수록, 학력과 현재 생활만족도가 높을

의해 제공된 자원”으로서, 다른 사람에 대

수록, 경제상태와 주관적 건강감이 높을수

한 긍정적 감정의 표현과 타인의 행동이나

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존심

지각의 인정 그리고 타인에 대한 상징적

이 높다고 하였다.

또는 물질적 도움의 제공을 받거나, 대인

이 밖에도 김득희(1995)의 연구에서는

관계적 거래를 하여 한 개인이 얻을 수 있

농촌 노인의 자아존중감이 도시 노인에 비

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전귀

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신숙과 조

연, 임주영, 2002). 즉, 개인이 필요할 때

옥희(1997)의 연구에서는 남자 노인이 여

도움이나 감정이입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자 노인보다, 연령이 낮은 경우가 그렇지

믿음과

않은 경우보다, 사회적 지원이 중간 이상

(Sarason & Sarason, 1985).

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노인들이

유용한

지지에

대한

만족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다차원적인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념으로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살펴보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이 우울감에 어

는 것이 필요한데, 크게 구조적인 측면과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서경현과 김

기능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

영숙(2003)의 연구결과 자아존중감이 낮을

조적인 측면은 한 개인이 얼마나 많은 대

수록 더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인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사람과 관계를

다. 특히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자

맺고서 실제로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는 얼

아존중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과

마인가를 파악하는 객관적 지지이고, 기능

자아 존중감 그리고 우울감과의 상호작용

적 측면은 개인이 자신이 맺고 있는 실제

에 대한 해석이 계속해서 검증되어야 한다

적인 대인관계의 질을 어떻게 평가, 지각

고 주장되었다.

하고 있는 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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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의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주관적

의 변화 등으로 노인들은 친밀감이 아닌

지지이다.

외로움을 경험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가정

즉 사회적 지지의 개념은 구조적 관점
과

기능적

관점에

따라

에서 돌봄을 경험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외

달라지는데,

로움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김옥수,

Kessler, Price 및 Wortman(1985)은 위기

백성희, 2003; Tijhuis, 1999; Jung, 2001).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충고나 구체적인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

도움을 주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노인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진행된 연구

해결해 나가는데 무력한 사람이라는 생각

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을 들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회적 지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

지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 중요하다고 하였

회적 지지와 노인의 심리사회적 건강과의

다.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외로움과 부정적인 관계

한편, 사회적 지지는 누가 제공하느냐

가 있다고 보고 되고 있는데 사회적 관계

에 따라 공식적 지지와 비공식적 지지체계

의 존재 유무뿐 아니라 관계의 질적인 측

로 나눌 수 있다. 공식적 지지체계는 소득

면도 외로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m,

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사회복지 서비스

1999). 사회적 지지의 부족은 노인의 삶의

로(장인협, 최성재, 1987). 이 체계는 일반

만족도를 저하시키고(Kim, 1998), 사망률

노인들의 일상생활과는 밀접히 관련되어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Yasuda 등, 1997)보

있지 않지만 비공식적 지지체계의 지원을

고 되고 있다.

받을 수 없는 노인들에게는 필수적이다.

Kim(1988)은 미국에 이민 간 한국노인

비공식적 지지체계는 가족, 친척, 친구, 이

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웃 등으로 구성되며, 신체 및 정신적 기능

자들이 적거나 지지에 대해 덜 만족하는

의 저하로 의존성이 증가하게 되는 노년기

노인들은 외로움의 정도가 더 높았고 이에

에는 이 체계에 대한 이용 빈도가 공적 지

따라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덜 만족한다고

지체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

하였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이영자, 1999).

위해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은 중요한 개념

제공되어지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살

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펴보면, 박지원(1985)은 사회적 지지를 세

우리나라 전통적인 가족구조는 부모와

분화하여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존

자녀 간에 친밀감을 형성하고, 전통적인

경이나 애정, 신뢰, 관심 등의 행위를 통한

효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가족

정서적 지지, 직업의 기회를 알려주는 것

간에 화합을 이루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

과 같이 개인이 문제에 대처하는 데 이용

하였으나 최근 들어 산업화, 도시화, 핵가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

족화로 인한 가족 내에서의 노인의 위치의

일을 대신해 주거나 돈, 물건을 제공하는

변화, 가족 기능의 변화, 사회적지지 정도

등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를 포함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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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 주거나 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

정하는 등의 자기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들을 참고하여, 대부분의 노인들이 공식적

전달하는 자존감 지지이다.

지지체계보다 비공식적 지지체계에 대한

또한,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건강의 관

의존성과 이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가족이

계를 살펴보면, 송영수(1994)와 유인영과

나 친구 등 주위의 의미 있는 사람들로부

정문희(1997)는 가족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터 받은 비공식적 지지체계를 중심으로,

높을수록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를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가 좋다고 보고하여, 사회적 지지와 건강

정서적 지지 및 자존감 지지의 4가지 유형

상태간에

으로 구분하여 심리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정적

상관관계를

밝혔다.

Magilvy(1985)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

미치는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여 노인 스스로의 노력뿐 아니라 가족과
4. 연구가설

사회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
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정도는 낮아지
고

삶의

만족도는

높다고

하였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Thoits(1982)는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에

일으키고 있으며 노년층에 대한 관심을 증

대한 생활사건의 부정적인 충격을 완화시

가시켰다. 노인의 여가활동은 사회적 역할

키는 중재 또는 완충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상실에 따른 고독감해소, 자기 존중과 자

보고하였으며, Wheaton(1985)은 고질적인

아정체성 유지 그리고 생활만족 등에 기여

긴장상태와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가설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여가활동

을 지지하였다.

은 노년기에 촉발되는 경제적 문제와 정신

이인정(1999)은 노년기 전기보다 후기

적․심리적 문제를 완화시킴으로써 노후의

에서 사회적 지지중 물질적 지지가 사회적

적응은 물론 만성화된 무료함에서 벗어날

지지의 원천과는 관계없이 삶의 사건이 우

수 있는 효과적인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

울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 McPherson(1994)은 노인들에게 가족,

완화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고하면서, 노인

친구,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인 지원과 사

문제에 대한 관심을 노년기 후기에 초점을

회활동참여에 대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

맞추고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대책에서 물

다면 인생후반에 있는 노인들이 신체적,

질적 지지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인지적으로 활발한 삶을 살 가능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이평숙 등(2004)은

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

라 노인의 생활방식도 과거의 심리적, 신

지와 스트레스 및 우울간의 관계를 규명하

체적인 허약함과 비활동 그리고 사회적 고

기 위한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 및 사회적

립 상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

지지 결핍은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여하고 있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실정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다(서진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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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노후에도

기비판의 요소들이 결합되는 경향이 있다

건강한 삶을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한 심

고 하였다. 또한 낮은 자아 존중감이 있는

리적 건강 능력이 노인의 신체적ㆍ심리적

사람들은 다양한 질병들을 야기하는 과도

건강을

&

한 스트레스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반

Iso-Ahola, 1993; Deci & Ryan, 1987), 노

대로, 높은 자아 존중감은 부정적 스트레

인의 심리사회적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

여가활동 참여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무엇

다.

향상시키기

때문에(Coleman

보다도 중요하다. 기존 연구자들(Larson,

더불어, 자아존중감은 객관적 상황에

Manell & Zuzanek, 1986; Murphy, 1981;

대한 평가와 인식을 크게 변화시키는데,

Tabourne, 1992)에 의하면 노인의 심리사

자신감에 차있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회적 건강에 기여하는 것은 권태감, 고독

자아존중감이 높은 노인은 곤혹스런 생애

감, 우울증이라고 하였다. 노인의 여가활동

사건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참여가 고독감, 권태감, 그리고 우울증 감

열악한 외적 조건들에 대해서도 좌절하지

소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주장함에도 불

않고 긍정적 요소를 찾으려 노력한다. 이

구하고 이러한 관계성을 검증한 연구결과

에 반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노인은 외로움

는

&

을 더 타고, 외적 결핍에 의해 크게 상처

Wilhite, 1997; Searle 등, 1995). 따라서 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애련, 2001; 신효

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식, 서병숙, 1994).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Null

본 연구는

아래의 <가설 1>에서 노인의 여가활동 참

노인에게서 감소된 자아존중감은 증가

여의 형태에 따라 심리사회적 건강에 어떠

된

우울과

관련되어

있으며(Rensink,

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확인하고자 하였

1992), 윤진(1983)은 노인의 우울은 자신의

다.

욕구를 성공적으로 만족시켜줄 수 없는데
서 기인하는 자아존중감 상실과 보다 깊은

가설 1: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형태에 따른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서경현과 김영숙

심리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차

(2003)은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더 우울

이가 있을 것이다.

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더

또한 자아 존중감은 자기수용, 자기인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과 자아 존중감

식 그리고 자기존중의 자세로 구성된다.

그리고 우울감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해석

즉, 자신에 대한 가치감각으로서 자아 존

이 계속해서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었

중감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건강에 영향

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노인의 심리적

을 미치는 중요한 양상이 될 수 있다. 임

특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요소가 되며 노

현정(2001)의 연구에서 낮은 자아 존중감

년기의 바람직한 적응을 위해 간과할 수

은 자기거절, 자기경멸 그리고 부정적 자

없는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추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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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가설 2>

영수(1994)와 유인영과 정문희(1997)는 가

에서 자아존중감이 노인의 심리사회적 건

족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신체적,

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확인하고

정신적, 사회적 건강상태가 좋으며, 사회적

자 하였다.

지지와 건강상태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
음을 밝혔다. Magilvy(1985)는 노인의 건

가설 2: 노인의 자아 존중감 정도는 심리

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스스로의 노력뿐 아

사회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니라 가족과 사회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강

것이다.

조하면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정
도는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는 높다고 하였

이와 더불어, 노인의 사회적 지지는 노

다. Thoits(1982)는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

인에 대한 일방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보

강에 대한 생활사건의 부정적인 충격을 완

다는 대인관계에서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화시키는 중재 또는 완충요인으로 작용한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다고 보고하였다. 이인정(1999)은 노년기

아니라, 노인의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을

전기보다 후기에서 사회적지지 중 물질적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요구에 적합하게 제

지지가 사회적 지지의 원천과는 관계없이

공되어, 그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어야

삶의 사건이 우울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할 것이다(고보선, 2004).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

사회적 지지는 외로움과 부정적인 관계

고하였다. 이평숙 등(2004)은 지역사회 거

가 있다고 보고 되고 있는데 사회적 관계

주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

의 존재 유무뿐 아니라 관계의 질적인 측

스 및 우울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

면도 외로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m,

구를 통해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결핍은

1999). 사회적 지지의 부족은 노인의 삶의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만족도를 저하시키고(Kim, 1998), 사망률

한 위험요인임을 기술하였다. 따라서 본

을 증가시킨다(Yasuda 등, 1997). 최근 들

연구에서는 <가설 3>에서, 사회적 지지유

어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형을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서적 지

내에서의 노인의 위치의 변화, 가족 기능

지 및 자존감 지지의 4가지 구분하여 심리

의 변화, 사회적지지 정도의 변화 등으로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검증

노인들은 친밀감이 아닌 외로움을 경험할

하고자 하였다.

것이라고 여겨진다. 가정에서 돌봄을 경험
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김옥수,

백성희,

가설 3: 노인의 사회적 지지유형에 따른

2003;

심리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차

Jung, 2001; Tijhuis, 1999).

이가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건강의 관
계에 관한 기존연구는 다음과 같다. 즉,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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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Ⅲ. 연구방법

사용된 자아 존중감 척도는 Likert형 5점
척도의 형태(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

1. 연구대상

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천안시에 거주하

매우 그렇다=5점)이며 총 11문항으로 구성

는 60세 이상의 남ㆍ여 노인들을 모집단으

되어 있으며, 3개의 부정문의 경우 역코딩

로 선정하였다. 대상의 표집은 성별과 연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

령별

아

특성을

고려하여

할당표본추출법

존중감

척도의

신뢰도

분석결과

(quota sampling)을 사용하여 200명을 추

Cronbach's α=. 83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60세 이상의 노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인 총 200명이었으며 불성실한 응답자를
3) 사회적지지

제외하고 분석에 이용된 197명의 천안시

사회적 지지유형에 따른 노인의 심리사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회적 건강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가를 알
2. 측정도구

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Cohen과

Hoberman(1983)의 사회적 지지척도를 근
1) 여가활동 참여

간으로 송미순(1991)이 개발한 노인의 지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도구로 설문지

각된 사회적 지지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

를 사용하고자 한다. 먼저, 여가활동 유형

적지지 문항은 정보적지지 6문항, 정서적

을 파악하기 위해 이숙자(2001)의 연구에

지지 5문항, 물질적지지 5문항, 자존감지지

서 사용한 여가활동 유형을 참고로 소일

4문항의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형, 취미문화 활동형, 우인 교류형 및 사회

도구는 4점 Likert 척도로 ‘타인의 도움이

단체 활동형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문항

전혀없음=1점, 가끔 있음=2점, 자주 있음

을 구성하였으며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3점, 항상 있음=4점’으로 최저 20점에서

있다. 여가활동 참여정도는 5점척도(1점=

최고 80점의 분포를 갖는다. 점수가 높을

전혀안함, 2점=월1-2회, 3점=월3-4회, 4점

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

=월5-6회, 5점=거의매일)의 형태로 구성되

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사

어 있으며, 여가활동 참여척도의 신뢰도

회적 지지의 유형을 정보적 지지, 물질적

검사결과 Cronbach's α=.66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서적 지지 그리고 자존감 지지의
4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사

2) 자아 존중감
자아

존중감

Rosenberg(1965)의
(Self-Esteem

회적
척도의
자아

Scale)을

존중감
응용한

지지척도의

신뢰도

검사결과

Cronbach's α=.94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은

문항은
척도

것으로 해석된다.

홍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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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리사회적 건강

Ⅳ. 결과

노인의 심리사회적 건강을 알아보는 척
도는 권태감 2문항, 고독감 2문항, 그리고

1. 여가활동 참여형태에 따른 심리사회적

우울증 2문항의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

건강

다. 2문항 중 1문항은 긍정문으로, 나머지
1문항은 부정문으로 작성되었다. 각 문항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

에 대한 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3점”, “일

형태에 따른 심리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

부 시간이 그렇다 2점”, “많은 시간이 그

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 1>

렇다 1점” 중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부정문

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기존의 연구(민경

의 경우 역 코딩을 하여 분석하였다. 심리

훈, 2001; 서진교, 2000; 이상구, 1998; 성

사회적

검사결과

낙훈, 2004)와 달리 여가활동 참여형태를

Cronbach's α=.753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숙자(2001)가 구분한 여가활동 참여유형을

건강척도의

신뢰도

근거로 소일형, 취미문화 활동형, 우인 교
3. 조사절차 및 자료 분석

류형 및 사회단체 활동형의 4가지로 구분
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

조사절차는 천안 소재 노인을 면접원이

과 <표 2>와 같다.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개별 면접을 통하여
표 1. 여가활동 참여형테에 따른 심리사회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표집의 할당표에

건강 평균과 표준편차

의해 표집대상 노인인가를 확인한 후 면접
원이 설문지 내용을 읽고 응답을 기입하는

여가활동 참여형태

평균

표준편차

절차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소일형

3.35

.807

취미문화 활동형

1.90

.654

우인교류형

2.54

.842

사회단체 활동형

1.93

.889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PC 프
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사용한 통계방법으
로는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이용하였으며, 타당도
분석과 여가활동 참여형태와 사회적지지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위 <표 1>의 여가활동 참여형태에 따

였다. 또한 여가활동 참여형태와 자아존중

른 심리사회적 건강 정도를 살펴보면 소일

감 및 사회적 지지유형 각각이 노인의 심

형이 심리사회적 건강이 가장 긍정적으로

리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소일형과 우인교류

보기 위해 단순회귀와 중다회귀분석을 이

형은 취미문화 활동형과 사회단체 활동형

용하였다.

에 비해 심리사회적 건강정도가 매우 긍정
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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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가활동

단체 활동형의 여가활동 참여 수준을 높이

세부형태에 따른 심리사회적 건강에 미치

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

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소일형과 취미문

다.

화 활동형은 노인의 심리사회적 건강에 유

다음으로,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따라 심리사회적 건강에 차이가 있는 가를

우인 교류형과 사회단체 활동형은 심리사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적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않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따른 심리

리나라 노인들의 경우 여가활동의 주류를

사회적 건강에 차이가 있는 가를 알아본

이루는 형태가 소일형과 취미문화 활동형

결과 여가활동 참여정도는 심리사회적 건

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결과라

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고 해석된다. 따라서 우인 교류형과 사회

났다. 즉 노인의 여가참여가 클수록 심리

표 2. 여가활동 참여형태에 따른 심리사회적 건강 회귀분석결과
계수

B

표준오차

(상수)

1.473

.155

소일형

9.475E-0.2

.032

참여유형

β

t
9.51***

.232

2.93**

.208

.043

.403

4.79***

우인교류형

-2.0E-0.2

.030

-.049

-.66

사회단체활동형

2.900E-0.2

.033

.077

.88

취미문화활동형

R2

.197

F 값

9.385***

표 3.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따른 심리사회적 건강 회귀분석결과
계수

B

표준오차

(상수)

1.473

.144

여가활동참여정도

.302

.060

참여정도

2

β

t
10.23***

.376

R

.142

F 값

25.764***

5.08***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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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지지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건

사회적으로 건강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강

여가활동 참여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노인
복지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가설3>은 “노인의 사회적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지지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건강에 미치
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2. 자아존중감에 따른 심리사회적 건강

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기
존의 연구(서병숙, 이현, 1995; 박광희, 한

본 연구의 <가설 2>은 “노인의 자아

혜정, 2003; 이정화, 2003)와 달리 노인의

존중감 정도는 심리사회적 건강에 긍정적

사회적지지 유형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다. 따라서 노인의 사회적 지지유형을 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분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바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5>와 같다. 요인분석의 방식은 주성분 분
석을 선택하였으며, Varimax 회전방식을

표 4. 자아 존중감 정도에 따른 심리사회적

이용하였다. 요인 부하량이 낮은 1개 문항

건강 회귀분석결과
계수
존중감

B

을 제외한 후 총 19개 문항을 대상으로 요

표준
오차

(상수)

1.627 .082

자아 존중감정도

.277

.038

β

.465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4개 요인이 추출
t

되었다.

이들

4개

요인들은

고유값

19.79***

(Eigenvalue)이 1.0이상인 것들이며 전체변

7.24***

량의 71.3%를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요

R2

.216

인은 21.1%, 두 번째 요인은 18.3%, 세 번

F 값

52.362***

째 요인은 16.7%, 네 번째 요인은 전체변
량의 15.1%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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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인분석결과를 해석하면, 첫 번째 요
인은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내

노인의 자아 존중감 정도에 따른 심리

용의 공통성을 토대로 ‘정보적 지지’로 명

사회적 건강에 차이가 있는 가를 알아본

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4개의 문항으로

결과, 자아존중감 수준은 심리사회적 건강

구성되었으며 공통속성을 통해 ‘물질적 지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지’라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5개의

다. 따라서 노인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서적 지지’라 명

것은 심리사회적 건강요인인 고독감, 우울

명하였으며 네 번째 요인은 4개의 문항으

증 및 권태감을 줄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로 구성되었으며 ‘자존감 지지’ 명명하였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

<가설 2>는 지지되었다.

<표 6>에서는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35

여가학연구
하위영역별 문항들을 분류하여 각 문항 및

는

2.42(SD=.66),

자존감

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사

1.88(SD=.66)로 나타났다.

지지는

회적 지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수는 4점 기

앞에서 사회적 지지유형을 세분화하기

준으로 1.84에서 2.62의 분포를 나타내고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정보적 지지,

있으며 유형별 차이를 보면 물질적 지지가

물질적 지지, 자존감지지 및 정서적 지지

2.50(SD=.71)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의 4가

정보적 지지는 2.23(SD=.62), 정서적 지지

지 세부유형에 따른 노인의 심리사회적 건

가장

표 5. 사회적 지지의 요인분석결과
요인적재값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문항

(commun
ality)

하는일을 잘하는지 물어봐준다

.809

.795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준다.

.805

.753

실수하지않게 도와준다

.770

.686

하는일에 잘잘못을 이야기해준다

.745

.705

생각을 고쳐주려고 노력한다.

.646

.576

당신편을 들어준다

.512

.572

아플때 도와준다

.867

.850

병원에 가야할 때 같이 간다.

.821

.794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도와준다

.774

.799

화나거나 우울할 때 위로해준다

.650

.651

아무 때나 찾아가도 괜찮은 사람이 있다

.757

.724·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700

.730

자녀와의 문제를 상의할 수 있다.

.677

.653

작은 물건이라도 빌려준다

.645

.672

안녕상태에 관심을 갖고있는사람이 있다

.610

.683

멋지거나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859

.793

존경스럽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825

.802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815

.754

정기적으로 가는 모임이나 만나는 사람이 있다

.513

.549

고유값(Eigenvalue)

4.018

3.468

3.181

2.874

분산비율(variance)

21.145

18.254

16.744

15.129

누적분산(Cumulative Variance)

21.145

39.400

56.143

71.272

추출방법: 주 성분분석
회전방법: 직각 회전방식(Vari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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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회적 지지의 유형 및 문항
유형

문항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서적 지지

자존감 지지

평균

표준편차

실수하지 않게 도와 준다

2.29

.678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준다

2.28

.815

하는 일을 잘하는지 물어봐준다

2.32

.762

하는 일에 잘잘못을 이야기해 준다

2.21

.742

생각을 고쳐주려고 노력한다

2.10

.727

당신 편을 들어준다

2.41

.764

평균

2.24

.628

병원갈 때 같이 가 준다

2.51

.895

아플 때 도와 준다

2.61

.913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도와 준다

2.62

.912

화날 때 위로해준다

2.37

.751

평균

2.51

.716

작은 물건이라도 빌려 준다

2.36

.791

아무 때나 찾아가도 괜찮은 사람이 있다.

2.34

.789

안녕상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2.60

.792

자녀문제를 상의할 수 있다

2.39

.850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2.43

.828

평균

2.42

.662

정기적으로 가는 모임이나 만나는 사람이 있다

2.32

.858

존경스럽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1.91

.782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1.84

.707

멋지거나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1.90

.760

평균

1.88

.668

총평균

2.30

.730

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

면, 정보적 지지(t=.23, p>.05)와 정서적 지

석을 실시한 결과 <표 7>과 같이 나타났

지(t=.90 p>.05)는 심리사회적 건강에 유의

다.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질적 지

지(t=2.46,

p<.05)와

자존감

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로 하여금 물질

지지(t=3.33,

적인 여유로움과 자존감을 느끼게 해주는

p<.05)수준은 노인의 심리사회적 건강에

것이 심리사회적 건강을 높이는 데 기여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

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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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사회적지지 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건강 회귀분석결과
계수
지지유형

B

(상수)

β

표준오차

t

1.466

.100

정보적 지지

1.201E-0.2

.052

.021

14.72***
.23

물질적 지지

.122

.049

.239

2.46*

자존감 지지

.148

.044

.272

3.33***

정서적 지지

5.119E-0.2

.057

.093

R2

.254

F 값

15.625***

.90

*p<.05, **p<.01, ***p<.001
표 8. 사회적지지 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 건강 회귀분석결과
계수
지지수준

B

(상수)
사회적 지지수준

β

표준오차
1.470

.101

.317

.043

t
14.49***

.477

R2

.228

F 값

54.563***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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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결론 및 논의

다음으로, 사회적지지 수준에 따른 노
인의 심리사회적 건강에 차이가 있는 가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전체 문항을 대

본 연구는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형태와

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8>과

자아 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유형이 심리사

같이 나타났다. 노인의 사회적 지지 수준

회적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에 따른 심리사회적 건강에 차이가 있는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먼

가를 알아본 결과 사회적지지 수준은 심리

저,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형태에 따라 심

사회적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리사회적 건강에 차이가 있는 가를 확인하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의 사회적 지

였다. 노인의 여가활동을 이숙자(2001)의

지 수준을 높이는 것은 노인들의 고독감,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소일형, 취미문화 활

우울증 및 권태감을 줄이는 중요한 요인이

동형, 우인 교류형 및 사회단체 활동형으

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로 구분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 소일형과

때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취미문화 활동형은 노인의 심리사회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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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였다. 먼저 사회적 지지유형을 구분하기

난 반면 우인 교류형과 사회단체 활동형은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심리사회적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자존감지지 및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

정서적지지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노인의 대다수가 주로 소일형(텔레비전 시

각각의 사회적 지지유형에 따른 심리사회

청하기, 장기, 바둑, 화투놀이 및 술 마시

적 건강에 미치는 정도를 확인한 결과 물

기, 차 마시기)과 취미문화 활동형(취미활

질적 지지와 자존감 지지는 노인의 심리사

동, 문화활동, 운동, 관광, 여행 등)에 국한

회적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

로 나타난 반면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 지

라고 사료된다. 또한 노인의 여가활동 참

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여정도가 심리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물질적인 풍

는 가를 확인 한 결과 노인의 여가활동 참

요로움과 자존감 수준을 높이는 것은 권태

여의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심리사회적 건

감, 고독감 및 우울감을 줄일 수 있는 중

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요한 요인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노인의

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에게 있어 여가

사회적지지 수준에 따라 심리사회적 건강

활동 참가의 기회를 높여줌으로써 노인들

에 차이가 있는 가를 확인한 결과 사회적

에게 권태감, 고독감 및 우울감을 줄여줄

지지 수준이 높아질수록 노인의 심리사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적 건강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되며 또한 노인의 여가활동 교육 프로

위의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정도와 사회

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적 지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결부시켜 해석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 보면,

여가활동 참여의 정도가 사회적

둘째, 노인의 자아 존중감 수준이 심리

지지에 영향을 미치며, 배우자, 가족 및 친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확인한

구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여가활동으로

결과,

자아 존중감은 개인의 바람직한

서의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환경적응 및 긍정적인 자기실현에 가장 중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노인들에게

요한 요소로서 노년기에 있는 노인들의 경

있어 여가활동으로 인해 생성된 대인관계

우 자아 존중감 정도가 여가참여에 영향을

의 확장은 주변사람들과의 금전적ㆍ물질적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자아 존중감은 성

지지는 물론 정서적 지지를 확장시켜 준다

공적인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사회적 지

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자아

지와 여가활동의 결합은 더 큰 사회적 적

존중감을 높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합성과 가족의 유대관계 및 결속력을 이끌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하겠다.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며 노인들에게 사회

끝으로, 노인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심

적 지지를 높일 수 있는 여가활동 프로그

리사회적 건강에 차이가 있는 가를 검증하

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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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은 사회 구조 내에서의 사회적 역

형특성과 주관적 삶의 질 결정요인

할은 물론 가정 및 일상생활에서의 비공식

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4(2),

적역할로부터 개인적 사회적 이탈을 강요

145-162.

받고 있어 특정한 역할 기능을 수립할 수

김동건, 조민행 (2002). 여가 레크레이션
교육론. 충남대학교 출판부.

없기 때문에 심리적 고립감과 소외감을 심
각하게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문제의

김동건, 조민행 (2004). 여가교육과 재가노

해결은 노인의 인지된 삶의 질을 향상시키

인복지시설 노인의 심리사회적 건

려는 노력과 노인이 영위하고 있는 여가시

강. 한국체육학회지, 43(4), 661-670.

간의 선용으로 귀결지을 수 있다. 본 연구

김득희 (1995). 농촌 노인과 도시 노인의

에서는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와 자아 존중

자아 존중감, 생활만족도, 건강상태

감 향상 및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심리사

간의 관계연구. 효성여자대학교 석

회적 건강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으

사학위논문.

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의 삶의

김설향 (1998).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과 스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이 필

포츠활동의 역할에 관한 고찰. 한국

요하며 여가활동참여, 자아 존중감, 사회적

사회체육학회지, 10, 655-666.

지지요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 및 친

김애련 (2001).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

지를 중심으로 지지적인 역할을 적극적으

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격려와 교

김옥수, 백성희 (2003). 노인의 외로움과
사회적 지지, 가족기능간의 관계연

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 대한간호학회지, 33(3), 425-432.

또한 본 연구는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
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김정근 (1998). 여가태도, 여가활동이 여가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 레겝의 연구모

리가 있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수의 노인,

형 적용을 중심으로. 관광학 연구,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및 다양한 계

21(2), 222-236.

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필

민경훈, 정훈교, 서연태 (2001). 노인의 스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위에 제시

포츠참여형태가 자아존중감, 고독감

된 요인 이외에도 우리나라 노인에 적합한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

심리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리서치, 12(3), 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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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n the Leisure Activity Types,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Types of
Psychosocial Well-Being for the Elders
Lee Young Joo
Kong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n the leisure activity types,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types of psychosocial well-being for the elder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leisure activity divided 4 types and to find out the
psychosocisl well-being according to the types of leisure activity.

The 4 types of leisure

activity were pastime activity, interchanging with acquaintance, interest activity and
participation to social-club activity. The result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eisure activity type which influences on subjective well-being includes pastime and
interest activity. The elderly people's

was most concentrated in listening to radio and

watching TV, and next in meeting with family members, friends and neighbors. Second,
the subjective well-being in elderly i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self-esteem
level. Lastly, the elderly perceives higher social support in emotional support, appraisal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and material support in the decreasing order. The social
support which influences on subjective well-being includes material support and appraisal
support. The social support in elderly i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self-esteem
level. These findings of research with provide useful informations for social work who
develop programs and services to help the elderly increase the perceived psychosocial
well-being of life.
Key Words : Leisure Activity Types, Self-esteem, Social Support, Psychosocial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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