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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민들의 소득수 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사회에

서도 웰빙의 삶 는 삶의 질을 시하는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복지에 한 

국민들의 심이  커져가고 있고, 국가재원

의 복지 비 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

의 삶의 만족도를 규정하는 요인으로 경제  환경

이 매우 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물론 일정 수  

이상의 경제  여건이 갖춰지면 경제수 의 추가

 향상만큼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

만(Easterlin, 1995; Di Tella & MacCulloch, 

2006), 삶의 만족도를 규정하는 요인  경제  

요인이 여 히 큰 비 을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국가재정의 배분 문제는 사회  논란의 상이 

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한 경

제 , 물질  측면에 기 한 정책들이 한계를 드

러내고 있는 것이다(이창화, 2018).

국가의 정부총지출 비 사회복지재정의 연평균 

증가율은 7.5%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순계 산에

서 사회복지 산이 차지하는 비 은 연평균 10%

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신정규, 2018). 이

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시 재

정악화뿐만 아니라, 지역별 격차를 야기하여 국가 

반 인 재정 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따라서 

가장 효율 으로 사회복지재정을 사용하기 해

서는, 각 세 별 삶의 질에 미치는 향요인을 

악하여 그에 맞는 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

이 두된다. 즉 세  별 가지고 있는 사회  자본

에 따라 삶의 질 향상을 해 제공되는 서비스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 한국 사회는 다양한 사회 구조의 변화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국민들의 삶의 질에 한 

도 변하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 과 생 환경

의 변화에 따른 기  수명이 크게 늘어나는 것에 

비해 은 층의 결혼 기피 상, 그리고 기혼자의 

출산 회피로 인하여 사회는 격히 고령화되고 있

다. 통계청(2018) 고령자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8

년 5월 기 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492,786

명으로 체 인구의 14.46%를 넘어섰으며, 2026

년 경에는 20.8%로 고령 사회로 어들 것으로 

측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양육

의 문제와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소득 격

차가  커져가고 있다. 

한 인들은 복지에 한 욕구가  커

져가고 있는 반면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국가

재정 분배의 문제에서 세  간, 는 세  내 갈

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 단편 인 로 국

민연 의 후 세 의 부담 증가, 최근 여성의 권

리 향상을 한 사회  경향에 한 20  남성들

의 반박, 노인 연령을 70 로 상향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한 이해당사자 간의 논란,  같은 세

 내에서도 직장 여성의 양육 지원책에 한 외

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간의 갈등 등을 들 수 

있다. 

각 세 들은 그 세 가 겪어 온 교육과 미디어 

환경, 그리고 삶의 체험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 세 들의 사고와 가치 , 행동양식 등에서 각

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유운도, 2013). 이와 

같이 삶의 만족에 한 주  평가는 동일한 객

인 외부환경에서도 각자의 과거경험, 가치 등

에 의해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이상열, 최석재, 

나용호, 2001). 따라서 각 세 별로 삶의 만족도

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각 세  차

이에 따라 이 향 요인의 효과가 과학 으로 차

이가 있는지 체계 이고 학술 인 연구가 필요한 

시 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건강상태, 가정환경상태  경제  상황 

등(Dolan et al., 2008)이 있으며, 신 구(2007)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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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칠(2010)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건강상태와 사

회활동 참여정도, 자녀와의 동거여부 그리고 혼인

상태가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권 돈, 조

주연(2000)은 일반노인과 고 험 노인을 구분하여 

향요인을 분석하 으며, 노인의 교육정도, 일상생

활 동작능력, 경체활동 참여여부, 경제생활의 애로

정도, 주거편이도, 사회단체 활동 참여도, 친구 수 

등이 일반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동안 삶의 만족도와 련한 연구들에서는 청

소년, 학생, 장년, 노인 등 각 세  내 는 특정 

환경 내에서의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들에 한 연구가 부분이었다. 최근 청년실업의 

증가와 청년들이 1인 가구로 거 편입됨에 따라 

주거 빈곤  청년 빈곤으로까지 사회문제가 확

되고 있는 시 에서, 청년의 삶의 질에 한 연구 

한 필요한 시 이다. 특히 2018년 청년실업률은 

10.5%로 나타났지만 청년체감실업률은 22.8%에 

달하고 있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8). 그

러나 청년부터 시작하여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삶

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요인을 세 별 차이로 분

석한 연구는 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7년 12차 한국복지패  자

료를 이용하여 만 20세 이상 성인을 청년층, 장

년층, 그리고 노년층으로 분류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각각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변인으로 박선숙(2018)의 

연구를 바탕으로 개인특성요인, 경제  요인, 건

강 요인, 심리  요인, 사회  요인을 심으로 분

석하고자 한다. 개인특성 요인은 성별, 학력, 종교 

여부, 배우자 동거 여부 등을 의미하며, 경제  요

인은 주택 소유, 고용형태, 가처분 소득 등을 사용

하고, 건강 요인으로는 흡연량, 음주빈도, 장애등

, 만성질환 여부, 반  건강상태 등을 사용하

다. 심리  요인은 우울과 자아존 감, 사회  

요인에는 가족 계와 사회 계를 사용하여 독립변

수로 선정하 다. 이를 통해 각 세 별 특성에 

합한 맞춤형 복지정책과 효율 인 재정의 배분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의 목 으

로 한다.

2. 이론  배경

1)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한 인지  는 

감성  평가를 의미하는데(Gilligan & Huebner, 

2007), Neugarten et al.(1961)에 의해 최 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삶의 만족도

를 일상생활의 활동에서 기쁨, 생활에 한 의미

와 책임감, 목표성취, 낙천  태도와 감정 등 자신

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 고 노인의 삶의 만족도 척도를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삶의 만족도라는 용어의 사용이 일반

화되었다(박선숙, 2018).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해 주 으로 

인지하는 평가와 심리 , 사회  욕구가 충족된 

정도를 나타낸다(박자경, 2009). 삶의 만족도의 

개념은 객  지표 심에서 벗어나 주  지

표 심으로까지 확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체  건강, 경제  상태 등의 객  지표와 함

께 정서  요인, 정신 인 건강, 가족 계, 사회

 계망, 종교와 성 등의 주  지표를 포함

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발 하고 있다(정순둘, 

김정원, 2010).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  변인, 신

체와 정신 건강, 경제  요인, 사회  계 등 다

양한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친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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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고 있다. 인구사회학 인 변인에서는 성별(최

종명, 2001; 박기남, 2004; 김은 , 박정윤, 2013), 

교육수 (이은아, 2007; 진민정, 옥선화, 1994; 정

명숙, 2005), 종교(이옥숙, 2008; 박희 , 이회창, 

2005; 최종명, 2001), 혼인상태(박희 , 이회창, 

2005), 가족과 동거유무(김의철 외, 2000; 최연희, 

2001) 등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건강상태에서는 부분의 

연구들이 주  건강상태 인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박 화, 최

희, 남철 , 2008; 박 숙, 권복순, 2006; 조계

화, 김 경, 2008). 특히 주  건강상태(장휘숙, 

2010; 오윤정, 권윤희, 2012), 만성질환, 일상생활 

수행기능, 복합상병( 명진, 문성원, 2016; 문정화, 

강민아, 2017) 등이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경제  요인에서는 일반 으로 경제 수 이 높

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종필, 윤지 , 2017; 구철회, 2015; 우재

, 2013; 김장엽, 2010). 최 석과 하정철(2012)

은 개인의 근로소득과 융소득, 부동산소득 외에

도 공 연   개인연  수 여부 등이 삶의 만

족도에 유의 인 향을 다고 보고하 다. 

정서  요인에서는 자존감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

인 향력이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김연희, 

2002; 정인숙, 2000; 윤기윤, 2007; 김애련, 2011). 

 사회  지지나 사회활동도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족 계

(이 상, 김향아, 2017; 정여진, 안정신, 2010), 사

회 지지(강종필, 윤지 , 2017; 박 숙, 박용순, 

2013), 사회활동( 명진, 문성원, 2016) 등이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삶의 만족도에는 개

인특성, 경제, 건강, 심리, 사회  요인 등이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세대별 삶의 만족도 선행연구

지 까지의 삶의 만족도 연구는 부분 노년층

의 삶의 만족도에 치 되어 있다. 왜냐하면 노년

층은 사실상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고 본격 으로 

노화가 시작되고 부부가 사별하는 등 노인의 삶

의 질이 격히 하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복지 

측면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한 연구가 매

우 시 한 과제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취업과 결혼을 비해야 하는 20  청년층과 

부분 직업 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결혼하여 

자녀를 가지고 있는 30 부터 50 까지의 장년

층의 삶의 만족도에 한 연구는 상 으로 소

홀히 취 되어 왔다. 

최근 청년 실업률과 주거빈곤에 한 우려와 함

께 청년빈곤층을 한 사회안 망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청년층을 사회  약자

로 보는 견해보다는 실업과 련하여 언제든지 

빈곤층으로 략될 우려가 있는 집단으로 보는 

견해가 많을 것이다. 특히 청년들은 취업을 하더

라도 최  임 을 받지 못하는 청년이 68만명에 

달하고 있으며(통계청, 2018), 고시원이나 반지하 

는 옥탑방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을 빗 어 ‘지옥

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

황이다.

이에 여러 연구들에서 청년뿐만 아니라 세 별 

삶의 만족도와 련된 연구들을 진행해오고 있다.

강상경(2001)은 한국복지패 을 이용하여 베이

비붐세 와 이   이후 세  간에 삶의 만족도

를 조사하 는데 성별에서 베이비붐 이후세 와 

베이붐세 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 으로 높

게 나왔지만 베이붐 이 세 에서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었고, 주  건강상태인식은 베이비붐 

이후 세 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베이비붐세

와 베이비붐 이  세 에서는 유의하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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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 은  세 에 걸쳐 삶의 만족도에 유의

인 변인으로 나왔고, 가족갈등이 없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유윤도(2013)는 한국복지패  자료를 이용하여 

1차 베이비부머와 2차 베이비부머 간의 생활만족

도를 비교하 는데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배우

자유무가 유의 인 향력이 있다고 보고하 다. 

 두세  모두 단독주택보다 아 트 거주인 경

우, 자원 사활동 등 사회참여활동이 많을수록 삶

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정순둘과 

이 희(2012)는 배우자 유무가 베이비붐세 보다 

비노인세 에서 삶의 만족도에 더 요한 변인

이라고 보고하 고, 임 과 취업안정성이 두 세  

모두 유의 인 요인으로 보고하 다.  고령자 

임 , 보조 , 일 수  등과 같은 직무만족 요인과 

경제  요인 등이 베이비붐세 와 비 노인세

의 삶의 만족도에 모두 유의 인 향력이 있다

고 보고하 다.

베이붐세 와 에코세 의 삶의 만족도와 그 

련 변수를 연구한 이 진(2014)은 성별, 혼인상

태, 주  건강상태, 총소득, 부채, 주거 유형태, 

우울, 자아존 감, 자원 사활동, 가족갈등이 베이

비붐세 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고 보고하 다. 한 교육수 , 동거여부, 주  

건강상태, 직업, 총소득, 주거 유형태, 우울, 자아

존 감, 가족갈등이 에코세 의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이 진, 2014). 

김윤 (2016)은 세 별 일자리만족이 삶의 만

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는데 세 별로 삶

의 만족도에 유의 인 차이가 있었고, 일자리만족

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 인 향을 다고 보고

하 다. 세 별로 보면 일가치 만족은 베이비붐, 

X, 에코세  모두에서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

친 반면 X세 와 에코세 에서는 추가 으로 주

된 일자리 만족이 삶의 만족도에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윤 , 2016).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 로 살펴보면 부

분 성별차이와 건강상태 인식, 경제  요인, 주거, 

교육수 , 가족 계, 우울, 자아존 감, 일자리 만

족 등이 세 별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에서는 각 세 별로 유의한 향요인이 각각 다

르게 분석되고 있으며, 부분 베이비부머 세 들

과의 비교를 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각 세 를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으로 구분

하여 각 세 별 차이에 한 삶의 질 향 요인을 

보다 심층 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론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각 세 별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

는 향과 세  차이의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해 우선 20세-39세를 청년층, 40-59세를 장년

층, 60세 이상을 노년층으로 정의하 다. 청년층

은 처음 사회에 진출한 세 로서 학교에 재직

하거나 졸업 후 취업 비 활동을 하거나 본격

인 취업활동을 시작하는 세 이다. 장년층은 본

격 인 경제활동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

는 경우가 많은 세 이다. 이에 반해 노년층은 

실 으로 업에서 은퇴하는 시기인 60세 이상인 

노인으로 정의하 는데 농어 을 제외하고는 경

제 으로 사실상 경제 활동에서 은퇴하고 노화가 

격히 진행되는 시기이고, 자녀는 분가하고 부부

간에 사별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  지지가 많이 

필요한 세 이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

인  개인특성 변인으로는 성별, 학력, 동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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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등을 선정하 고, 경제  요인 변인으로는 

집 소유, 고용형태, 가처분소득을 설정하 다(박

선숙, 2018). 건강 요인으로는 하루 흡연량, 음주

빈도, 장애등 , 만성질환 여부, 반  건강상태

를 선택하 으며, 심리  요인 변인으로는 우울과 

자아존 감을 선택하 고, 사회  변인은 가족

계와 사회 계를 설정하 다. 연구모형을 도형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 달성을 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과 서울 학교가 공동으로 조사하여 보고한 한국복

지패 (Korea Welfare Panel Study)의 12차년

도 설문조사 상  만 20세 이상인 성인 13,137

명을 상으로 연구를 실시하 다. 본 연구의 분석 

샘 은 청년층이 2,976명, 장년층은 4,082명이고 

노년층은 6,079명을 분석에 사용하 다. 

자료  결측값이 있는 경우는 해당 분석에서 

이스별로 제외하 다. 한국복지패  자료는 서

울을 비롯한 7개 역시와 제주도를 비롯한 9개

도의 가구와 가구원을 상으로 연 1회 실시하는 

국 인 표성을 가진 종단자료이다.

3) 연구방법: 다범주를 조절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해 통계 패키지 SPSS 

18.0을 사용하여 자료처리 하 다. 구체 인 통계 

방법론으로서 첫째, 12년차 한국복지패 의 만 20

세 이상 성인을 상으로 표본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악하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둘

째, 각 변수들 간의 기  기술통계를 제시하

다. 셋째, 각 세 별로 삶의 만족도에 향에 미

치는 변인을 추 하기 해 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으며, 마지막

으로 세  간 차이에 한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해 Baron & Kenny(1986)의 검증방법을 사용

하여 계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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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수의 조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Baron 

& Kenny(1986)는 3단계 계  회귀분석을 제

시하 다. 그러나 조 효과의 검증은 사실상 그들

이 제시한 3단계에 있으며, 이 3단계의 모형식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의 수식으로 표 된다. 

  

여기서 Y는 종속변수, 즉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이고, X는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독립변

수, M은 조 변수, 즉 본 연구에서는 세 이고, 

XM는 독립변수 X와 조 변수 M을 곱한 상호작

용항(interaction term)이다. b2는 독립변수 X의 

값에 계없이 일정할 때 조 변수의 주효과(main 

effect)로서 선형 기울기를 체 으로 상승하거

나 하락시키는 역할을 한다. b3은 조 효과를 나

타내는 기울기로서 b3=0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여 

0이라고 단되면 유의 인 조 효과가 없다고 

하고, 0이 아니라고 단되면 유의 인 조 효과

가 있다고 하고, 이 조 변수의 회귀계수 값만큼 

선형 기울기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단, 의 모형에서 조 변수가 성별과 같이 이

진변수인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본 연구처럼 세

, 즉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 등 다범주인 경

우 조 효과 검증시 좀 더 세 한 모형이 요구된

다. 즉 세 별이라는 조 변수를 2개의 더미변수

로 처리하여야 한다. 즉, 청년층을 기 범주로 할 

때 청년층=(0,0), 장년층=(1,0), 노년층은 (0,1)

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 인 모형식은 

다음과 같이 변한다.

  

즉, 세  변수 M을 (M1, M2)의 2개의 더미변

수로 환한 다음 의 모형식을 용한다. 이 경

우 b21은 청년층과 장년층간의 선형 기울기의 

상하 이동, b22는 청년층과 노년층간의 선형 기울

기의 상하 이동, b31는 청년층과 장년층간의 선

형 기울기의 차이, b32는 청년층과 노년층간의 선

형 기울기의 차이를 말하며 b31=b32=0이면 세

의 유의 인 조 효과가 없다고 단하고 b31이나 

b32  어느 하나라도 0이 아니라고 단되면 세

의 유의 인 조 효과가 있다고 단한다. 그러

나 이 방법론의 문제는 (청년층, 장년층), (청년층, 

노년층)간의 조 효과는 볼 수 있지만 ( 장년층, 

노년층)간의 조 효과는 검증할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세 별로 각각 유의

인 차이가 있는지 악하기 해서 자료를 (청년

층, 장년층), (청년층, 노년층), ( 장년층, 노년

층) 등 3개의 자료로 분리하여 3개의 이진변수 세

를 조 변수로 설정하고 3번의 계  회귀분

석을 실시하 다. 이러한 조 효과를 통하여 각 세

별 향요인만 분석․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세  간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여 삶의 만족도를 

조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심층 으로 분석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4) 변수의 척도와 조작적 정의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한국복지패  조사

에서 Likert 5  단일척도로 구성된 ‘생활에 한 

반 인 만족도’를 사용하 으며 ‘매우 불만족’은 

1, ‘불만족한 편’은 2, ‘보통’은 3, ‘만족한 편’은 4, 

‘매우 만족’은 5로 코딩하 다. 조 변수인 세 는 

청년층은 1, 장년층은 2, 노년층은 3으로 하고 세

의 조 효과를 검증시 3개의 자료로 만들 경우 

(청년층, 장년층)=(0,1), (청년층, 노년층)=(0,1), 

( 장년층, 노년층)=(0,1)로 더미변수로 변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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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  개인특성 

변인으로 성별, 학력, 배우자 동거여부, 종교 등을 

선정하 다. 성별은 남자는 1, 여자는 2, 학력은 

무학은 2, 등은 3, 졸 4, 고졸5 부터 학원과 

박사는 9까지 순 형 변수로 하 다. 배우자 동거

여부는 미혼, 이혼, 사별 등 단독인 경우 0, 부부 

동거인 경우 1로 코딩하고, 종교는 종교가 없는 

경우= 0, 종교가 있는 경우= 1로 이진변수화 하

다. 

경제  요인 변인  집 소유여부는 자가소유가 

아닌 경우는 0, 자가 소유인 경우는 1로 코딩하

다. 고용형태는 고용의 안 성 순 로 하 다. 즉, 

비경제활동인 경우는 1, 상 으로 불안한 고용

형태인 일용직, 임시직, 자활/공공 근로, 노인 일

자리, 무 가족종사자인 경우는 2, 상 으로 안

정 인 고용형태인 고용주나 자 업자, 는 사용

직 임 근로자는 3으로 코딩하 다. 가처분소득

은 만원 단 로 연속형 변인으로 처리하 다. 공

연 과 사  연 은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0, 

가입한 경우는 1로 이진변수화하 다.

건강 요인으로는 흡연은 하루 흡연량으로 단

는 개비이고, 음주량은 음주빈도로 순 형 변인으

로 처리하 다. 즉,  하지 않는다는 0, 월 1회 

이하는 1, 월 2-4회는 2, 주 2-3회는 3, 주 4회 이

상은 4로 코딩하 다. 장애등 은 비장애는 0으로 

처리하고, 1 부터 6 까지는 1부터 6으로 코딩하

으며, 만성질환 여부는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는 

0, 있는 경우는 1로 코딩하여 이진변수화한 반면, 

반 인 건강상태는 Likert 5  척도로 ‘아주 안

좋음’은 1, ‘건강하지 않음’은 2, ‘보통’은 3, ‘건강

한 편’은 4, ‘매우 건강함’은 5로 코딩하 다.

심리  요인 변인으로는 우울과 자아존 감을 

독립변인으로 선택하 다. 우울 척도는 4  Likert

형 척도로 된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2개 문항은 반 문항으로 역코딩하 다. 

Cronbach 값은 .768로 우울 측정도구의 내 일

치도가 확보되었다. 자아존 감은 Likert형 4  

척도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3개 

문항은 반 문항으로 역코딩하 다. Cronbach 값

는 .766으로 자아존 감 측정도구의 내 일치도는 

양호하게 나왔다. 사회  요인은 가족 계와 사회

계 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선택하 는데, 가족

계와 사회  친분 계에 해 매우 불만족=0에

서 매우 만족=5의 Likert형 5  척로 각각 단일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4.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개인특성

<표 1>은 연구 상인 만 20세 이상 13,137명 성

인들의 일반  특성을 정리한 표이다. 성별에서는 

구분 분류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5817 44.3

여자 7320 55.7

세

청년 2976 22.6

장년 4082 31.1

노년 6079 46.3

학력

무학 1083  8.2

등졸 2580 19.6

증졸 1501 11.4

고졸 3873 29.5

문 졸 1320  10

졸 2460 18.7

학원 석사  274  2.1

학원 박사   46  0.4

배우자 

동거

독거 5374 40.9

동거 7763 59.1

종교 

유무

없음 6689 50.9

있음 6448 49.1

<표 1> 표본의 개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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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체 성인의 44.3%, 여자가 55.7%로 여자

가 남자보다 비 이 높게 나왔다. 세 별로는 청년

층이 체의 22.6%, 장년층이 31.1%, 노년층이 

46.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고졸이 

체의 29.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등졸이 

19.6%, 졸이 18.7%, 졸이 11.4%의 순으로 나

타났다. 배우자 동거여부에서 독거가 40.9%, 동거

가 59.1%로 나타났다. 종교 유무에서는 종교가 없

는 경우가 체의 50.9%로 과반 정도 으며, 있는 

경우가 49.1%로 나타났다. 

2) 주요변수 기초분석

(1) 주요변수 기술 통계 

<표 2>는 주요변수들의 평균과 표 편차, 빈도

와 백분율 등 기술통계를 정리한 표이다. 

< 표 2> 에 의하면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평균 3.57로 ‘보통이다’와 ‘조  그 다’의 간 

정도로 나왔다. 경제  요인에서 자가주택소유

율 63.0%로 나타났으며, 고용상태에서는 무직이 

45.7%로 가장 많았고, 불안 고용이 22.1%, 안정

고용이 32.2%로 나타났다. 가처분 소득은 약 평

균 4천5백만 원 정도로 나왔으며, 공 연 에 가

입율은 37.9%, 사 연  가입율은 18.5%로 나타

났다. 

건강 요인에서는 하루 평균 흡연량은 2.29개비

로 나왔고, 음주의 경우 비음주가 체의 56.8%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월 2-4회가 16.7%, 

주 2-3회가 11.2%, 월 1회 이하가 9.1%, 주 4회 

이상이 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등 은 장

애없음이 체의 89.5%, 1등 이 0.8%, 2등 이 

1.3%, 3등 이 2.0%, 4등 이 2.0%, 5등 이 2.1%, 

6등 이 2.3%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율은 57.1%

로 나왔고, 건강상태는 Likert 5  척도에서 평균 

3.43으로 ‘보통이다’와 ‘조  그 다’의 간정도로 

나왔다. 심리  요인에서는 우울은 Likert 4  척도

에서는 평균 1.51로 낮게 나타난 반면 자아존 감은 

Likert 4  척도에서는 평균 3.04로 상당히 높게 나

타났다. 사회  요인에서는 가족 계는 Likert 5  

척도에서 평균 3.88로 ‘조  그 다’에 가깝게 나

왔고, 사회 계에서도 Likert 5  척도에서 평균 

3.72로 ‘조  그 다’에 가깝게 나타났다. 

구분 변수 분류
평균

(빈도)

표 편차

(%)
척도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3.57 0.64 5

경제  

요인

주택소유 8282 63%

고용

상태

무직 6006 45.7%

불안 고용 2904 22.1%

안 고용 4227 32.2%

가처분소득 4506.09 4048.45 만원

공 연 가입 4978 37.9%

사 연 가입 2430 18.5%

건강 

요인

하루 흡연량 2.29 6.10 개비

음주

비음주 7461 56.8%

월 1회 이하 1191 9.1%

월 2-4회 2192 16.7%

주 2-3회 1469 11.2%

주 4회 이상 824 6.3%

장애 

등

장애없음 11759 89.5%

1등 106 0.8%

2등 171 1.3%

3등 267 2.0%

4등 257 2.0%

5등 280 2.1%

6등 297 2.3%

만성질환 유무 7505 57.1%

건강상태 3.43 0.97 5

심리  

요인

우울 1.51 0.34 4

자아존 감 3.04 0.40 4

사회  

요인

가족 계 3.88 0.65 5

사회 계 3.72 0.63 5

<표 2> 주요변수 기술통계



320 ▪ 사회과학연구 제30권 3호(2019)

3) 세대별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각 세 별로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

석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표 3> 

참조). 분석 결과 청년층에서는 배우자동거가 β

=0.142(p<0.5), 가처분소득이 β=0.001(p<.01), 음

주빈도는 β=0.040(p<.0.01), 건강상태가 β=0.008 

(p<.01), 우울은 β=-0.146(p<.01), 자아존 감

은 β=0.261(p<.01), 가족 계가 β=0.261(p<.001), 

사회 계는 β=0.374(p<.001)로 유의 인 향력

이 있었다. 즉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가, 가처분

소득이 높을수록, 음주빈도가 높을수록, 장애등

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우울이 낮을

수록,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가족 계와 사회

계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유의 으로 상승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년층에서는 학력이 β=0.024(p<.001), 주택

소유는 β=0.051(p<.001), 가처분소득은 β=0.001 

(p<.001), 사 연 은 β=0.051(p<.001), 흡연량은 

β=-0.003(p<.01), 건강상태는 β=0.041(p<.001), 

우울은 β=-0.253(p<.001), 자아존 감은 β=0.204 

(p<.001), 가족 계는 β=0.208(p<.001), 사회

계는 β=0.393(p<.001)로 유의 인 향력이 있

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자가주택을 소유하는 

독립변인
청년 장년 노년

회귀계수 β t 값 회귀계수 β t 값 회귀계수 β t 값

성별  0.044  1.370  0.019  1.183  0.002  0.099

학력  0.015  0.806  0.024  4.196*** -0.002 -0.337

배우자동거  0.142  1.962*  0.010  0.644 -0.046 -3.207***

종교유무  0.03  0.998  0.004  0.350  0.021  1.732

주택소유  0.028  0.866  0.052  4.007***  0.030  2.188*

고용상태 -0.034 -1.246  0.017  1.638 -0.019 -2.290*

가처분소득  0.001  2.416**  0.001  5.179***  0.001  2.527*

공 연 가입  0.001  0.029 -0.037 -1.888  0.083  2.988**

사 연 가입  0.024  0.512  0.051  3.685***  0.034  1.225

흡연량  0.002  0.445 -0.003 -2.699** -0.002 -1.529

음주빈도  0.040  2.874** -0.001 -0.189 -0.001 -0.130

장애등  0.021  1.112  0.009  1.287  0.002  0.652

만성질환유무 -0.007 -0.183  0.008  0.597  0.000 -0.011

건강상태  0.008  0.323**  0.044  4.481***  0.065  8.007***

우울 -0.146 -2.304* -0.253 -9.399*** -0.184 -9.316***

자아존 감  0.152  3.289**  0.204  9.423***  0.201 10.166***

가족 계  0.261 10.758***  0.208 18.614***  0.238 22.363***

사회 계  0.374 13.504***  0.393 32.293***  0.417 38.885***

모형통계량
 R2 F 값  R2 F 값  R2 F 값

 0.427 41.143***  0.475 265.122***  0.517 338.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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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세 별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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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가처분소득이 높을수록, 사 연 이 있는 경

우, 흡연량이 은 경우,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우

울이 낮을수록,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가족 계와 

사회 계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유의 으로 상

승하 다. 

노년층의 경우 배우자 동거여부는 β=-0.046 

(p<.001), 주택소유는 β=0.030(p<.05), 고용상태는 

β=-0.019(p<.05), 가처분소득은 β=0.001(p<.05), 

공 연 가입은 β=0.083(p<.01), 건강상태는 β= 

0.065(p<.001), 우울은 β=-0.184(p<.001), 자아

존 감은 β=0.201(p<.001), 가족 계는 β=0.238 

(p<.001), 사회 계는 β=0.417(p<.001)로 유의

인 향력이 있었다. 즉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고용상태가 안 좋은 

경우, 가처분소득이 높은 경우, 공 연 에 가입

한 경우,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우울이 낮은 경

우, 자아존 감이 높은 경우, 가족 계와 사회 계

가 좋은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

었다.

4) 삶의 만족도 결정에서 세대차이의 조절

효과

의 각 세 별로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경우 어떤 세 에서는 향력이 

있는 변인이 다른 세 에서는 향력이 없는 경

우가 있고,  같이 유의 인 향력이 있어도 

그 향력의 차이가 큰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삶

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변인에서 세  차이를 통

계 으로 유의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조 효과 검증을 한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단, 표의 단순화를 하여 그들이 제시한 3

단계 계  회귀분석  세  차이의 조 효과

를 검증하는 상호작용항이 있는 최종 3단계만 표

에 제시하 다.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에 독립변인과 

조 변인의 상호작용항에 의해 야기되는 다 공선

성 문제를 해결하기 해 먼  독립변인을 표 화, 

즉 평균이 0, 표 편차가 1인 변수로 변환하 다. 

청년과 장년층의 조 효과 검증에서는 조 변수

는 청년=0, 장년=1, 청년과 노년층의 조 효과 

검증에서는 청년=0, 노년=1, 장년과 노년층 조

효과 검증에서는 장년=0, 노년=1로 더미화해

서 이진변수로 변환하 다. 세 별 조 효과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청년과 장년층 조 효과 검증에서는 음주빈도

에서 β=-0.054(p<.001), 가족 계에서 β=-0.034 

(p<.05)로 유의 인 부(-)의 조 효과가 있었다. 

즉 장년층이 청년층보다 음주빈도, 가족 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이 유의 으로 낮게 

나왔다. 한편 청년과 노년층에서는 배우자동거가 

β=-0.094(p<.05), 음주빈도는 β=-0.049(p<.001)

는 유의 인 부(-)의 조 효과가 있는 반면 건강

상태는 β=0.056(p<.05)로 유의 인 정(+)의 조

효과가 있었다. 즉 노년층이 청년층보다 배우자

동거, 음주빈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이 

게 나온 반면, 건강상태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

는 향이 유의 으로 크게 나왔다. 한편 장년층

과 노년층에서는 학력이 β=-0.043(p<.001), 배우

자동거는 β=-0.027(p<.01), 고용상태는 β=-0.032 

(p<.01)는 유의 인 부(-)의 조 효과가 있는 반

면 건강상태는 β=0.020(p<.001), 우울은 β=0.024 

(p<.05), 가족 계는 β=0.020(p<.05)로 유의 인 

정(+)의 조 효과가 있었다. 즉 노년층이 장년

층보다 건강상태와 우울, 가족 계가 삶의 만족도

에 유의 으로 더 크게 향을 미친 반면 학력과 

배우자동거, 고용상태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 으

로 더 낮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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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청년과 장년 청년과 노년 장년과 노년

회귀계수 β t 값 회귀계수 β t 값 회귀계수 β t 값

성별  0.022  1.385  0.022  1.375  0.009  1.177

학력  0.017  0.816  0.023  0.809  0.04  4.176***

배우자동거  0.070  1.985*  0.071  1.970  0.005  0.641

종교유무  0.015  1.010  0.015  1.002  0.002  0.348

주택소유  0.014  0.876  0.013  0.869  0.025  3.988***

고용상태 -0.03 -1.260 -0.027 -1.251  0.015  1.630

가처분소득  0.046  2.443*  0.033  2.425*  0.032  5.154***

공 연 가입  0.001  0.030  0.000  0.029 -0.018 -1.879

사 연 가입  0.011  0.518  0.006  0.514  0.020  3.667***

흡연량  0.012  0.450  0.008  0.446 -0.017 -2.687**

음주빈도  0.052  2.907**  0.048  2.885** -0.001 -0.188

장애등  0.021  0.147  0.084  0.323  0.013  1.281

만성질환유무 -0.003 -0.186 -0.003 -0.184  0.004  0.594

건강상태  0.006  0.327  0.008  0.324  0.042  4.459***

우울 -0.039 -2.331* -0.055 -2.313* -0.087 -9.354***

자아존 감  0.055  3.327***  0.063  3.302***  0.082  9.378***

가족 계  0.168 10.881***  0.169 10.799***  0.134 18.526***

사회 계  0.224 13.659***  0.245 13.556***  0.251 32.140***

M -0.104 -2.358* -0.041 -0.650  0.089  5.584***

성별*M -0.013 -0.712 -0.021 -1.191 -0.009 -0.770

학력*M  0.011  0.502 -0.026 -0.872 -0.043 -3.295***

배우자동거*M -0.065 -1.804 -0.094 -2.560* -0.027 -2.658**

종교유무*M -0.013 -0.788 -0.004 -0.259  0.009  0.957

주택소유*M  0.012  0.729  0.001  0.085 -0.01 -1.147

고용상태*M  0.044  1.757  0.012  0.528 -0.032 -2.713**

가처분소득*M -0.012 -0.605 -0.013 -0.851 -0.006 -0.517

공 연 가입*M -0.018 -0.778 -0.025 -1.590 -0.023 -1.366

사 연 가입*M  0.012  0.546  0.002  0.187 -0.006 -0.525

흡연량*M -0.03 -1.075 -0.018 -0.896  0.004  0.389

음주빈도*M -0.054 -2.783** -0.049 -2.725**  0.000  0.035

장애등 *M -0.013 -0.857 -0.081 -1.047 -0.009 -0.841

만성질환유무*M  0.007  0.372  0.003  0.162 -0.004 -0.367

건강상태*M  0.026  1.342  0.056  2.155*  0.020  1.638***

우울*M -0.029 -1.575 -0.015 -0.588  0.024  2.043*

자아존 감*M  0.019  1.022  0.020  0.975 -0.001 -0.097

가족 계*M -0.034 -2.024* -0.015 -0.885  0.020  1.960*

사회 계*M  0.011  0.633  0.028  1.440  0.015  1.457

모형통계량
 R2  F 값  R2  F 값  R2  F 값

 0.468  149.203***  0.512  190.2***  0.505  30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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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세  차이 조 변수.

<표 4> 삶의 만족도 결정에서 세  차이의 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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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논의

한국 사회 구조가 격히 변함에 따라 각 세

의 복지 욕구가 다양해지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분배에 한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국단  조사인 한국복지패

(Korea Welfare Panel Study)의 12차년도 설

문조사 상  20세 이상 성인 13,137명을 상

으로 20～30 는 청년, 40～50 까지를 장년, 

그리고 60  이상을 노년으로 세  구별을 한 다

음 각 세 별로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

인을 찾고, 세 별로 그 각 변인의 향력에서 유

의 인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 다. 본 연구의 결

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각 세 별로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

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청년층에서는 배우자동

거, 가처분소득, 음주빈도, 건강상태, 자아존 감, 

가족 계, 사회 계가 정(+)의 향력이 있었고, 

우울은 부(-)의 향력이 있었다. 즉 배우자와 동

거하는 경우가, 가처분소득이 높을수록, 음주빈도

가 높을수록, 장애등 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우울이 낮을수록, 자아존 감이 높을수

록, 가족 계와 사회 계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

가 유의 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코세 의 삶의 만족도에서 교육수 , 동거여부, 

주  건강상태, 직업, 총소득, 주거 유형태, 우

울, 자아존 감, 가족갈등이 향을 미친다고 보

고한 이 진(2014)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장년층에서는 학력, 주택소유, 가처분소득, 사

연 , 건강상태, 자아존 감, 가족 계, 사회

계는 정(+)의 향력이 있는 반면 흡연량과 우울

은 부(-)의 향력이 있었다. 즉, 학력이 높을수

록, 자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가처분소득이 높

을수록, 사 연 이 있는 경우, 흡연량이 은 경

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우울이 낮을수록, 자아

존 감이 높을수록, 가족 계와 사회 계가 좋을

수록 삶의 만족도가 유의 으로 상승하 다. 이는 

소득수 과 가족갈등이 베이비붐세 와 이 세

에서 공통 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한 

강상경(2001)의 연구보다 한 단계 더 발 된 결

과로 보인다. 한 주거, 임 , 취업안정성, 직무

만족, 경제  요인이 베이비붐세 의 삶의 만족도

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유윤도(2013)의 연구

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노년층의 경우 주택소유, 가처분소득, 공 연

가입, 건강상태, 자아존 감, 가족 계, 사회 계는 

정(+)의 유의 인 향력이 있는 반면 고용상태, 

배우자 동거여부, 우울은 부(-)의 향력이 있었

다. 즉,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주택을 소

유하는 경우, 고용상태가 안 좋은 경우, 가처분소

득이 높은 경우, 공 연 에 가입한 경우, 건강상

태가 좋은 경우, 우울이 낮은 경우, 자아존 감이 

높은 경우, 가족 계와 사회 계가 좋은 경우 삶

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노인

의 삶의 만족도를 연구한 박선숙(2018), 명진, 문

성원(2016), 최 석, 하정철(2012)의 연구를 지지

하는 결과이다.

기본 인 경제조건과 건강상태를 의미하는 가

처분소득, 건강상태, 그리고 정서 , 사회  요인

인 우울, 자아존 감, 가족 계, 사회 계 등이 공

통 으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강종필, 윤지

, 2017; 오윤정, 권윤희, 2012; 김애련, 2011; 안

은선, 송순만, 2017; 우재 , 2013; 이서 , 2015; 

이 상, 김향아, 2017; 정명희, 2013)를 지지하

다. 특히 정서 , 사회  요인이 다른 향 요인보

다 삶의 만족도에 더 큰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각 세 별 특징 인 향 요인을 살펴보면 청년

층은 배우자동거와 음주빈도, 장년층은 학력,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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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소유, 흡연량, 사 연 이, 노년층은 배우자동거, 

고용상태, 공 연 , 사 연  등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경

제  요인이 삶의 만족도와 더 이상 련이 없음

을 주장한 Easterlin(2005)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

이다.

배우자동거의 경우 장년층은 결혼한 경우가 

미혼이나 사별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왔는데 

이는 청년층의 경우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사회 상으로 인한 결과로 측된다. 그러나 노년

층에서는 오히려 독거노인이 동거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왔는데 이는 독거노인이  세

  가장 취약 계층이라는 기존의 선입견과 다

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차이에 따른 노

인의 가족 계망 특성을 분석한 이서 (2018)의 

연구에서와 같이 여성노인의 경우 독거인 경우가 

남편을 수발해야 하는 동거 상태보다 훨씬 더 높

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남 녀 간의 차이는 유의하

지 않았다. 이는 차후 동거여부와 성별 간의 계

를 동시에 고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청년층의 경우 음주빈도가 높은 경우 삶

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음주빈

도가 높은 경우 사회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조 효과에서 청년보다 장년층, 청년층보다 노

년층의 음주빈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

지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청년들에게 음주는 

삶의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년층에서는 결혼을 하거나 생계를 한 경

제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는 세 인 을 반 하

여 직장과 가정과 한 련이 있는 학력, 주택

소유, 사 연  등이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나왔다. 한편 노년의 경우 고용상태

가 안정 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왔는데 

이는 노년에는 경제활동이 필요할수록 삶의 만족

도가 낮아지고 경제활동이 필요가 없는 경우 삶

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삶의 만족도 결정 요인에서 세 차이의 조 효

과를 검증한 결과 청년과 장년층 조 효과에서

는 음주빈도와 가족 계가 부(-)의 조 효과, 청

년과 노년층 조 효과 검증에서는 배우자동거, 음

주빈도는 부(-)의 조 효과가, 건강상태는 정(+)

의 조 효과가 있었다. 장년층과 노년층 조 효

과 검증에서는 학력, 배우자동거, 고용상태는 부

(-)의 조 효과가 있는 반면 건강상태, 우울, 가

족 계는 정(+)의 조 효과가 있었다. 즉, 장년

층이 청년층보다 음주빈도, 가족 계가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향이 유의 으로 낮게 나타났다. 

 노년층이 청년층보다 배우자동거, 음주빈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이 게 나타난 반면, 

건강상태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이 더 크

게 나타났다. 한편 노년층은 장년층보다 건강상

태와 우울, 가족 계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 으로 

더 크게 향을 미친 반면 학력과 배우자동거, 고

용상태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 으로 더 낮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사항은 세 별 분석에서 향요인으로 

보고되었던 주택소유, 가처분소득, 공․사  연

가입, 흡연, 자아존 감과 사회 계가 세 별 조

효과에서는 향력이 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세 를 비교하 을 때 세  변화에 따른 

차이로 분석된다. 이러한 조 효과의 결과는 앞서 

각 세 별 특징을 반 한 것과는 다른 결과로  

다른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 로 각 세  

간 조 효과로 나타난 요인들에 한 개입이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청년층을 한 음주빈도와 가족

계 개선을 한 로그램의 제공과, 장년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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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우자와의 계 개선과 음주빈도를 이기 

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노년층을 

해서는 건강상태, 우울, 가족 계 개선을 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년층

의 고용상태는 오히려 삶의 질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기에는 경제  활동보다

는 여가활동이나 사회활동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최소한의 삶을 하기 해 경제

력과 건강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동안 경제  요인

(최 석, 하정철, 2012; Gobbens & van Assen, 

2014)  건강특성 요인을 강조한 연구(문정화, 

강민아, 2017)와 같이  세 에 걸쳐 가처분 소

득과 주  건강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의미 있

는 요인으로 나왔다. 이는 인간의 기본 인 생리

 욕구와 안 의 욕구충족이 가장 바탕이 되어

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를 한 사회서비스 

 사회보장제도 등의 사회복지  노력이 지속되

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심리 , 정서 , 인간 계를 으로 하

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심리  요인을 강조

한 DeHaan, Hawley, & Deal(2013)과 Zhang 

(2005)의 주장처럼 경제력과 건강보다 더 요하

게 나온 요인은 정서  는 심리  요인, 그리고 

가족과 사회에서의 인간 계이다. 경제력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서는 경제력과 건강이 삶의 만족도

를 결정하는 가장 요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일

정 수 이 넘어가면 심리 , 정서 , 인간 계 등

이 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재 한국의 복지 정책은 부분 경제문제와 건강문

제를 해결하는 것에 치 되어 있고 아직 개인의 

정서 인 문제를 다루는 것은 소홀히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한 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

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학과 직장, 노

인복지 이나 경로당 등에서의 심리  건강을 

한 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특히 우울감

을 감소시키고 자아존 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서  개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각 세 별 특성에 맞는 세  맞춤형 복지 

정책이 실 될 필요가 있다. 각 세 별로 보면 청

년의 경우 아직 기 인 직장생활과 결혼 기이

기 때문에 사회성을 반 하는 음주빈도가 삶의 만

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왔고,  장년

층은 직장에서의 경제활동과 자녀양육  부모부

양의 이 인 역할의 문제가 있어 이와 련된 변

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향이 있는 변인으로 나왔

다.  직업 선에 은퇴하고 노령화가 격히 진행

되는 노년층에서는 이를 변하는 다양한 변인들

이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즉 각 세 가 직면하고 있는 외부 사회경제  환경 

요인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변인들이 달라

지고 있다는 것이 밝 졌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맞추어 각 세 의 외부 환경을 변화하거나 아니면 

각 세 의 특성에 맞는 세  맞춤형 복지 정책이 

구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청년층과 장년층을 상으로 하는 음주

와 흡연 습 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극 인 책

이 필요하다. 세  차이에 따른 조 효과 분석을 

보면 청년층은 음주, 장년층은 흡연이 삶의 만

족도에 유의 인 변인으로 나왔으나 노년층은 음

주나 흡연은 삶의 만족도에 무의미한 변인으로 

나왔다. 음주와 흡연에 해 부정 인 최근 사회 

분 기에 맞춰 청년층과 장년층의 음주와 흡연 

습 을 완화시키거나 통제하는 정책  배려나 캠

페인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 고등학교와 학

에서의 약물 오남용 방교육을 강화하여 집단 

보다는 소수집단을 주로 하는 실효성 있는 

방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청년층

과 장년층에서 TV시청률보다는 SNS나 유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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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통한 인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도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  근은 음주와 흡연에 따

른 건강악화와 이의 치료를 한 의료  보건재

정을 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노년기를 한 부부 계 개선  심리

 안정을 한 로그램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배우자동거는 청년층에서는 정 이다가 장년

층에서는 향력이 없고, 마지막 노년층에서는 부

정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즉 결혼기간

이 장기간 길어질수록 부부 계나 가족 계가 악

화되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 다. 

이는 최근의 핵가족  1인 가구 증가 경향과 

련하여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남녀 간, 는 부부와 자녀 간, 시가와 처가와의 

계에서 오와 간섭, 통제 신 서로 이해와 배

려를 시하는 양성평등한 사회 분 기 조성이 

필요하다.  노년층으로 갈수록 건강이 요하

고, 우울과 가족 계가 시되고 있는데 이는 고

령화에 따른 필연  상이라 볼 수도 있지만 이

를 최소화하려는 사회  노력을 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를 해 재 사회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부모교육을 유․ ․ ․고 학부모에서 연령을 

확 하여 장년층  노년층을 상으로 하는 

부부교육이 포함될 필요가 있겠다. 자녀양육도 

요하지만 부부 계 개선이 우선되어야 건강한 가

정환경이 이루어질 것이다. 부부 계 개선으로 인

한 가족 계 개선은 아동  청소년 자녀에게도 

정 인 향을 미쳐 향후 가정폭력이나 노인학

 등의 가족 계 문제를 감소시키며, 노인의 우

울증을 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는 사

후 발생하는 가족문제  사회문제 해결을 한 

사회복지 재정의 효율 인 사용을 해서도 필요

한 정책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각 세 별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에 미치는 향변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복지정책

을 구축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 다는데 의

의가 있으며, 패 자료를 사용한 2차 분석으로 일

반화에 용이하다는 장 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자료는 정부기 이 실시하는 약 만 오천 명 

이상을 상으로 한 국  추  자료이기 때문

에 일반 설문조사 자료보다 자료의 신뢰성이 높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조사가 끝난 패

자료의 특성상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에 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정한 변수의 사용에 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는 이를 고려하여 각 세 별 유의하게 나타난 변

인들을 심으로 보다 세부 인 설문문항을 포함

한 향 변인에 한 연구가 세 별 다각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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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Determinants on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Generation: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eration Difference

Sun Sook Park

Dept of Social Welfare, Silla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life satisfaction of each generation of people 

aged 20 or older, and verifie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generational differen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disposable income, health status, and emotional and social 

factors, such as depression, self-esteem, family relationships, and social relationships, commonly 

affect the life satisfaction of all generations. On the other hand, the following were exclusive 

determinants on the life satisfaction: living together with a partner and drinking frequency for 

the young generation; education, home ownership, smoking, and personal pension for the mid-aged 

generation; and living together with a partner, employment status, public pension, and private 

pension for the aged generation. Second, there were negative moderation effects between the 

young and middle-aged generation regarding the drinking frequency and family relations. Although 

there was a negative moderating effect between the young and aged generation on living together 

with a partner and drinking frequency, there was a positive moderation effect on the health 

status. Finally, there was a negative moderating effect between the mid-aged and elderly generation 

on education and living together with partner and employment status, and a positive moderation 

effect on the health status, depression, and family relationship. 

Keywords: Elderly’s Life Satisfaction, Generation Difference, Moder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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