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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longitudinal study aimed to investigate which type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re associated with
changes in subjective health over time among Korean older adults. We further explored whether these associations
vary by older adults' gender. Methods: The current study examined 3,650 older adults drawn from additional survey
data of the 6th and 7th waves of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Data were analyzed using
hierarchical linear regression analyses. Results: Higher perceived instrumental and emotional support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ess decline in subjective health over 2 years. Gender only moderated the association
between emotional support and changes in subjective health. That is, higher emotional support associated with
less decline in subjective health among older women, but not among older men.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strumental support is the strongest predictor of older adults' changes in health over time, indicating the need
for public supports for those who lack instrumental support from their social ties. Health promotion programs for
older women should aim to enhance their perceived emotional support to protect them from faster declines in
subjective health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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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료 및 복지 지출의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인구고령화
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노인
의 건강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수준의 요인들
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노년기는 만성질환이 빈번히 발생하고 건강이 점차 쇠퇴

Organization)의 정의에 따르면,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하는 시기이다. 건강의 악화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well-being)을 이

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떨어뜨리고, 사회 전반적으로는 의

룬 상태이다[1]. 건강을 반영하는 지표 중의 하나인 주관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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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미옥·강승자

강은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좋다’ 또는 ‘나쁘다’ 등의 평가로

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대한 개인의 포괄적인 인식

연구는 두 시점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이 지각한 사회

이다[2]. 노인의 주관적 건강은 객관적 건강수준과 정적인 관

적 지지가 주관적 건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계가 있고[3]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한다.

있다는 점에서[2], 노인의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어떠한 자원과 도
움이 제공되었는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주관적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들은 각 유형별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회심리적 요인으로 여러 실증연구에서 주목받아왔다.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살펴보지 않았다. 즉, 일부 도

지지란 한 개인이 사회적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각 유형별 사회적 지지가 주관

인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4]. Cohen과 Wills [5]에 따르면,

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Lim 등[12]의 연구를 제외하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는 개인에게 긍정적인 정서경험과 안

면,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여러 유형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

정적인 삶의 환경을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조절함으로써, 개인

였더라도 하나의 점수로 합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서구의

의 전반적인 안녕을 증진시킬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두 하위

여러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지지 및 도구적 지지는 노인

개념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개인

의 주관적 건강을 높이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13,14].

이 실제로 받은 사회적 지지 수혜(received social support)이

반면에, 정보적 지지와 주관적 건강에 대한 서구의 연구결과

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 지지를 받을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인

는 다소 혼재되어 있다[13,15]. 즉, 낮은 수준의 정보적 지지가

식인 지각된 사회적 지지(perceived social support)이다[6].

성인의 주관적 건강의 악화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지만

지지 수혜보다 지각된 지지가 노년기의 건강을 보다 일관되게

[13], 두 변수 간에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예측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6], 본 연구는 지각된 사회

[15]. 이를 고려하면, 모든 유형의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주관

적 지지가 노인의 주관적 건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적 건강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의 사회적

그동안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노인의 주관적 건강 간의 관

지지가 우리나라 노인의 주관적 건강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계를 살펴본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사회적 지지가 노인

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의 유형은 학자에 따라 다

의 주관적 건강과 정적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르게 구분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널리 쓰이고 있는 House

[7-10]. 예외적으로 일부 농촌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16]의 분류인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서는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지지가 주관적 건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는 것으로 나타났다[11]. 그러나 이 연구의 대상이 79명이었다

다. House [16]의 정의에 따르면, 정서적 지지는 주변 사람들

는 점을 고려하면, 변수 간의 관련성을 발견하기에는 표본크

로부터 공감, 애정, 신뢰 등을 받는 것이며, 도구적 지지는 주

기가 충분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국내의

변으로부터 돈이나 물건 등을 받거나 누군가가 일을 대신해주

다양한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건강에

는 등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다. 정보적 지지는 당면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와 충고 등을 받는 것이며,

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평가적 지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기평가(self-evaluation)

첫째,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횡단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에 필요한 정보를 받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16].

지지와 노인의 주관적 건강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므로, 두

셋째, 국내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주관적 건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노인의

강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

주관적 건강상태가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결정짓는 선행조건

았다. 그러나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레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횡단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스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주관적 변화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17], 노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노년기는 어느 생애주

향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강하거나[18], 오직 여성에서만 유의

기보다도 건강이 빠르게 쇠퇴하는 시기로서, 시간의 흐름에

하게 나타나기도 하였다[19].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이

따라 노인의 건강이 어떻게 변화하며, 어떠한 요인이 건강 변

지각한 각 유형별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건강의 변화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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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을 규명하고, 성별에 따라 그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으므로, 본 연구는 이 두 시점의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을

자료를 사용하였다.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6차 부가조사 당시 65세 이상이었으며, 6, 7차 부
가조사에 모두 참여하였고 두 시점 모두에서 주관적 건강문
항에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6차 조사 당시 65세 이상
이었던 참여자 4,229명 중에서 7차 부가조사에도 참여한 사

2. 연구목적

람들은 3,685명으로, 그 중에서 주관적 건강문항에 결측치가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노인이 지각한 각 유형별 사회

있는 35명을 제외한 3,650명을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으로

적 지지가 주관적 건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성별에 따른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3,650명과 6차 조사에만 참여

그 영향의 차이를 검증하는 데에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하였거나 주관적 건강 문항에 결측치가 있어 분석에서 제외된

과 같다.

579명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6차 조사 당시 사회적 지지 및

 남녀 노인이 지각한 정서적, 도구적, 정보적, 평가적 지지
의 수준을 파악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남녀 노인의 주관적 건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한다.
 노인이 지각한 각 유형별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건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의 성별(x2=0.87,
p=.366) 및 도구적 지지(t=-1.03, p =.302)에 유의한 차이는 없
2

었다. 반면에 연령(t=17.87, p<.001), 교육수준(x =50.90, p<
.001), 정서적 지지(t=-4.61, p <.001), 정보적 지지(t=-2.71,
p=.007), 평가적 지지(t=-2.84, p =.005) 및 주관적 건강상태
(t=-9.88, p <.001)에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 노인이 지각한 각 유형별 사회적 지지가 주

즉,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분석에서 제외된 응답자에 비하여 6

관적 건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

차 조사 당시 평균적으로 연령이 더 낮고, 교육수준과 정서적,

한다.

정보적, 평가적 지지의 수준이 더 높았으며, 주관적 건강상태
가 더 양호하였다.

연구방법
3. 연구도구
1. 연구설계
1) 사회적 지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이 지각한 각 유형별 사회적 지지

6차 부가조사 당시 노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Park [21]

가 주관적 건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성별에 따

이 개발하고 Lim [22]이 수정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기반으로

라 그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House [16]가 제시한 사회적 지지의

구이다.

분류 도식을 반영한 도구로서, 사회적 지지의 네 유형(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을 측정한다. 보

2. 연구대상

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Lim [22]이 사용한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한 후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을 제외하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Korean Retirement & Income

여 정서적 지지 3문항(위로, 대화, 공감; Cronbach’s ⍺=.83), 도

Study) 6차년도(2016년) 및 7차년도(2018년) 부가조사 자료

구적 지지 4문항(돈 ․ 물품 ․ 의료비 지원, 병수발; Cronbach’s

를 활용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은 우리나라 중 ․ 고령자의

⍺=.82), 정보적 지지 3문항(건강 ․ 생활 ․ 의사결정 관련 정보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자 전국의 만 50

제공; Cronbach’s ⍺=.81), 평가적 지지 2문항으로 구성하였

세 이상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연구원에

다(행동 ․ 가치 평가; Cronbach’s ⍺=.82).

서 2005년부터 격년으로 조사하고 있는 종단조사이다[20]. 홀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수년도에는 기본조사가 이루어지고, 짝수년도에는 기본조사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각 유형별 사회적 지

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특정 주제를 정하여 부가

지의 평균 점수를 계산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조사가 실시된다.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건강은 6, 7차 부가조

유형별 사회적 지지의 평균 점수는 .81~.83의 높은 내적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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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신뢰도를 보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

료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C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

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회의 승인(IRB No: CCN-2020-3-1)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
다. 본 연구는 분석 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적 지

2) 주관적 건강

지 및 주관적 건강의 수준은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

6, 7차 부가조사 당시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귀하는

였다. 성별에 따라 분석 대상자들의 이러한 특성에 차이가 있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x2 분석과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

단일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 문항은 ‘매우 좋지 않음=1’, ‘약

다. 6, 7차 조사 사이에 주관적 건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간 좋지 않음=2’, ‘보통임=3’, ‘약간 좋음=4’, ‘매우 좋음=5’으

가 있을 정도로 변화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로 이루어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변수 간의 단순상관관계를 분

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을 뜻한다.

석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이 지각한 각 유형별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3) 사회인구학적 특성

건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성별은 ‘남성=0’, ‘여성=1’로 코딩하

자 위계적 다중선형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linear

였다. 또한 본 연구는 노인이 지각한 각 유형별 사회적 지지가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7차 조사 당시의

주관적 건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에 따른 조절연구를

주관적 건강상태를 종속변수로 하여 1단계에서 통제변수를

검증하기 위해서 분석 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6차

투입하였다. 이후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각 유형별 사회적

부가조사 당시의 주관적 건강상태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보다

지지와 성별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분석대상의 연령, 교육수준, 6차 부가

각 유형별 사회적 지지와 성별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

조사 당시 가구소득, 경제활동상태, 가구형태, 종교 유무 및 거

였다. 상호작용항을 구성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다중공선성

주 지역을 보정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1’,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예측변수와 조절변수를 평

‘중학교 졸업=2’, ‘고등학교 졸업=3’,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

균중심화(mean-centering)하여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23].

=4’로 코딩하였다. 가구소득은 지난 1년 기준 월 평균 가구소
득(세전)의 값에 자연로그를 적용하여 변환한 값을 사용하였

연구결과

다. 경제활동상태는 ‘비취업자=0’, ‘취업자=1’로 코딩하였다.
가구형태는 현재 혼자 살고 있는 경우를 준거집단으로, 배우
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자녀 동거 포함)와 배우자 없이 다

1. 분석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적 지지 및 주관적
건강의 변화

른 사람(자녀 등)과 동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더미변수를 각
각 생성하였다. 종교 유무 여부는 종교가 없는 경우 0, 있는 경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남녀 노인의 6차 조사 당시 사회인구

우 1로 코딩하였다. 거주 지역은 서울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학적 특성 및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Table 1에 제시하

경우 0, 도에 거주하는 경우 1로 코딩하였다. 연령 및 교육수준

였다. 6차 조사 당시 남성의 경우 73.6±5.9세, 여성의 경우

을 제외한 다른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74.2±6.2세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하여 평균 연령이 높

변화할 수 있지만, 두 시점에서의 각각의 특성들을 모두 분석

았다(t=-2.78, p=.005).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하여 교육수

에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6차 조사 당시의

준이 낮았으며(x2=529.22, p<.001), 취업 중인 자의 비율도 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적 지

낮았다(x =177.72, p <.001). 6차 조사 당시 분석대상의 월 평

지가 주관적 건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균 가구소득은 남성 170±120만원, 여성 143±117만원으로,

6차 부가조사 당시의 주관적 건강상태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낮은 가구소득을 보고하였다(t=6.73,

2

p<.001). 6차 조사 당시 남성노인의 89.7%가 배우자가 있었던

4. 자료수집 및 분석

반면에, 여성노인의 47.8%만이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x2=667.79, p <.001). 여성(34.0%)이 남성(8.6%)에 비하여
2

본 연구의 자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국민연금연구

혼자 살고 있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x =664.28, p <.001). 여성

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 담당자에게 연구목적을 제시하고 자

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종교를 갖고 있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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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다 모든 유형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2

게 더 낮은 평균 점수를 보고하였으며, 특히 도구적 지지의 평

(x =104.82, p <.001), 도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도 더 높았다
(x =4.71, p=.030).
6차 조사 당시 남녀 노인이 지각한 각 유형별 사회적 지지의

균 점수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가장 컸다(t=5.07, p <.001).

평균 점수는 3점대로 보통인 수준이었으며, 성별에 관계없이

6, 7차 조사 사이에 남녀 노인의 주관적 건강이 어떻게 변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의 순으로

화하였는지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먼저, 6차 조사에서 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 지지의 평균 점수는 남성노

관적 건강의 평균 점수는 남성노인의 경우 3.17±0.84점으

인 3.72±0.65점, 여성노인 3.63±0.68점으로 네 유형의 사회

로 ‘보통임’과 ‘약간 좋음’ 범주 사이었으며, 여성노인의 경

적 지지 중 가장 높았다. 반면, 도구적 지지의 평균 점수는 남

우 2.88±0.84점으로 ‘약간 좋지 않음’과 ‘보통임’ 범주 사이었

성노인 3.39±0.73점, 여성노인 3.26±0.68점으로 네 유형의

다. 즉, 6차 조사 당시 여성이 남성보다 주관적 건강의 평균 점

사회적 지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여성노인이 남성노인

수가 더 낮았다(t=-10.32, p<.001). 7차 조사에서도 여성노인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by Gender

(N=3,650)

Characteristics

Categories

Age (year)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Household income (10,000 won)

Men (n=1,447)

Women (n=2,203)

n (%) or M±SD

n (%) or M±SD

73.60±5.89

74.17±6.18

-2.78 (.005)

564 (39.0)
315 (21.8)
404 (27.9)
164 (11.3)

1,648 (74.8)
307 (13.9)
199 (9.0)
49 (2.2)

529.22 (＜.001)

170±120

143±117

6.73 (＜.001)

656 (45.3)
791 (54.7)

533 (24.2)
1670 (75.8)

177.72 (＜.001)

2

x or t (p)

Employment status

Employed
Unemployed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1,298 (89.7)
149 (10.3)

1,054 (47.8)
1,149 (52.2)

667.79 (＜.001)

Living arrangement

Living alone
Living with spouse
Living with others

125 (8.6)
1290 (89.1)
32 (2.2)

748 (34.0)
1046 (47.5)
409 (18.6)

664.28 (＜.001)

Religion

Yes
No

673 (46.5)
774 (53.5)

1,402 (63.7)
800 (36.3)

104.82 (＜.001)

Residential area

Urban
Rural

629 (43.5)
818 (56.5)

878 (39.9)
1,325 (60.1)

4.71 (.030)

Emotional support

3.72±0.65

3.63±0.68

4.11 (＜.001)

Instrumental support

3.39±0.73

3.26±0.80

5.07 (＜.001)

Informational support

3.58±0.68

3.50±0.70

3.33 (.001)

Appraisal support

3.63±0.66

3.53±0.70

4.08 (＜.001)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2. Changes in Subjective Health across Time

(N=3,650)

Men (n=1,447)

Women (n=2,203)

M±SD

M±SD

Independent t-test
t (p)

Time 1 (Wave 6)

3.17±0.84

2.88±0.84

-10.32 (＜.001)

Time 2 (Wave 7)

3.02±0.88

2.73±0.84

-9.95 (＜.001)

Paired t-test t (p)

-6.31 (＜.001)

-7.78 (＜.001)

Subjective health

M=Mean;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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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84점)이 남성노인(3.02±0.88점)보다 주관적 건강의

화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위계적 회

평균 점수가 더 낮았다(t=-9.95, p<.001). 대응표본 t-test 분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통제변수들이

석 결과, 6, 7차 조사 사이에 남성노인(t=-6.31, p <.001)과 여

투입된 모델 1은 노인들의 주관적 건강에 대해 22%의 설명력을

성노인(t=-7.78, p<.001) 모두에서 주관적 건강이 통계적으

보였다(F=117.97, p<.001). 연령이 낮을수록(β=-.10, p<.001),

로 유의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β=.07, p<.001),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
록(β=.10, p <.001) 6, 7차 조사 사이에 주관적 건강이 덜 악화
하였다. 반면에 1인 가구에 비하여 배우자 아닌 다른 가구원과

2. 성별, 사회적 지지 및 주관적 건강의 상관관계

함께 사는 경우에는 주관적 건강이 더 악화하였다(β=-.06, p =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성별, 사회적 지지 및 주관적 건강의

.001). 6차 조사 당시의 주관적 건강이 그로부터 2년 후인 7차 조

단순상관관계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먼저, 6차 조사 당시 노

사 당시의 주관적 건강을 강력하게 예측하였다(β=.36, p<.001).

인이 지각한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

노인이 지각한 각 유형별 사회적 지지와 성별 변수를 투입한

지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6, 7차 조사 당시 주

모델 2의 분석결과,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 및 성별이 주

관적 건강 사이에도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44, p <.001).

관적 건강의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즉, 앞선 시점에 주관적 건강이 양호했을수록 2년 후에도 주관

나타났다. 즉, 노인이 6차 조사 당시에 지각한 정서적 지지(β=

적 건강이 유의하게 더 좋았다.

.05, p =.022) 및 도구적 지지(β=.08, p<.001)의 수준이 높을수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6차 조사 당시 모든 유형의 사회적 지

록 6, 7차 조사 사이에 주관적 건강이 덜 악화하였다. 표준화계

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았으며, 6, 7차 조사 당시의 주

수(β)의 크기를 비교하였을 때, 정서적 지지보다 도구적 지지

관적 건강 역시 더 좋지 않았다. 6차 조사 당시 지각된 모든 유

의 주관적 건강의 변화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았다. 반면에, 정

형의 사회적 지지는 6, 7차 조사 당시의 주관적 건강과 정적 상

보적 지지(β=-.04, p =.060)와 평가적 지지(β=-.02, p =.282)는

관관계가 있었다. 특히, 6차 조사 당시의 도구적 지지(r=.19,

주관적 건강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여

p <.001)와 정서적 지지(r=.19, p<.001)가 7차 조사 당시의 주

성노인보다는 남성노인일 경우 주관적 건강이 같은 기간 동안

관적 건강과 가장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정보적 지

덜 악화하였다(β=-.06, p<.001). 모델 2에서 사회적 지지와

지(r=.16, p<.001), 평가적 지지(r=.14, p<.001)가 그 뒤를 이

성별 변수가 투입되면서 모델의 설명력은 23%로 증가하였다

었다.

(F=79.26, p <.001).
각 유형별 사회적 지지와 성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
델 3의 분석결과, 성별에 따라 지각된 정서적 지지가 주관적

3.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건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건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

성별의 조절효과

로 나타났다(β=.05, p =.030). 즉, 지각된 정서적 지지는 남성
노인이 지각한 각 유형별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건강의 변

노인보다는 여성노인의 주관적 건강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Table 3. Correlations among Social Support, Gender, and Subjective Health
Variables
1. Gender (1=Women)

(N=3,650)

1

2

3

4

5

6

7

r (p)

r (p)

r (p)

r (p)

r (p)

r (p)

r (p)

-

2. T1 emotional support

-.07 (＜.001)

-

3. T1 instrumental support

-.08 (＜.001)

.60 (＜.001)

-

4. T1 informational support

-.06 (.001)

.66 (＜.001)

.67 (＜.001)

-

5. T1 appraisal support

-.07 (＜.001)

.65 (＜.001)

.66 (＜.001)

.67 (＜.001)

-

6. T1 subjective health

-.17 (＜.001)

.28 (＜.001)

.27 (＜.001)

.27 (＜.001)

.20 (＜.001)

-

7. T2 subjective health

-.16 (＜.001)

.19 (＜.001)

.19 (＜.001)

.16 (＜.001)

.14 (＜.001)

.44 (＜.001)

T1=Time 1 (Wave 6); T2=Time 2 (Wav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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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ocial Support and Gender Predicting Changes in Subjective Health

(N=3,650)

Subjective health at Time 2 (Wave 7)
Model 1

Characteristics at Time 1 (Wave 6)
(Constant)

Model 2
p

β

＜.001

Age

Model 3
p

β

p

β

＜.001

＜.001

-.10

＜.001

-.11

＜.001

-.11

＜.001

Education

.07

＜.001

.06

.001

.06

＜.001

Household income (log)

.10

＜.001

.09

＜.001

.09

＜.001

Employment status (1=Employed)

.01

.550

.00

.855

.00

.937

.00
-.06

.927
.001

-.03
-.06

.140
.001

-.03
-.06

.140
.001

Religion (1=Yes)

.03

.061

.03

.019

.03

.019

Residential area (1=Rural)

.02

.185

.02

.195

.02

.229

Subjective health

.36

＜.001

.34

＜.001

.35

＜.001

Gender (1=Women)

-.06

.001

-.06

.001

Emotional support

.05

.022

.05

.025

Instrumental support

.08

＜.001

.08

＜.001

Informational support

-.04

.060

-.04

.060

Appraisal support

-.02

.282

-.03

.252

Emotional support × Gender

.05

.030

Instrumental support × Gender

.00

.942

Informational support × Gender

.00

.913

Appraisal support × Gender

.00

.954

Living arrangement (0=Living alone)
Living with spouse
Living with others

F (p)
2
2
R (Adjusted R )

117.97 (＜.001)
.23 (.22)

79.26 (＜.001)
.23 (.23)

62.24 (＜.001)
.23 (.23)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각된 도구적 지지(β=.00,

지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점대로 보통인 수준이었으며,

p =.942)나 정보적 지지(β=.00, p =.913), 평가적 지지(β=.00,

국내 선행연구들이 보고한 노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점수

p =.954)가 주관적 건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와 비슷하였다[10,11]. 또한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하

다르지 않았다. 모델 3에서 사회적 지지와 성별의 상호작용항

여 모든 유형의 사회적 지지를 유의하게 더 낮게 지각하였다.

이 투입된 후 모델의 설명력은 23%였다(F=62.24, p <.001).

이는 여성이 지각한 물질적 지지 및 애정적 지지 등이 남성이
지각한 것에 비하여 더 낮았다는 Lim 등[12]의 보고와 일치하

논

의

는 연구결과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6, 7차 조사 모두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6, 7차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

주관적 건강의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음을

하여 우리나라 노인이 지각한 각 유형별 사회적 지지가 주관

발견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6차 조사 당시 주관적 건강의 평

적 건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성별에 따라 그 영

균 점수는 남성노인의 경우 ‘보통임’과 ‘약간 좋음’ 범주 사이

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었으며, 여성노인의 경우 ‘약간 좋지 않음’과 ‘보통임’ 범주 사

이 된 남녀 노인이 6차 조사 당시 지각한 각 유형별 사회적 지

이었다. 이러한 주관적 건강에서의 성차는 국내 실증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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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찰된 바 있다[10]. 한편, 본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의 평균

와 관련이 있으며[13], 평가적 지지가 성인 여성의 심폐기능을

점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남녀 노인 모두 6, 7차 조사 사이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27]. 이렇듯 본 연구결과가 선행연구

의 2년 동안 주관적 건강이 유의하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 보고와 다른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앞선

이는 6년간의 종단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의 주관적 건강 점

연구들은 본 연구와는 달리 House [16]가 분류한 네 유형의

수가 시간에 따라 유의하게 낮아졌다는 국내 선행연구의 보고

사회적 지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하지

와 비슷한 연구결과이다[24].

않았다. 본 연구에서도 정보적 ․ 평가적 지지와 주관적 건강 간

본 연구에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각 유형별 사회적 지

의 단순상관관계는 유의하였으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정서

지가 주관적 건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6차

적 ․ 도구적 지지의 영향이 통제된 회귀모형에서는 정보적 ․ 평

조사 당시에 노인이 지각한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의 수

가적 지지가 주관적 건강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준이 높을수록 6, 7차 조사 사이에 주관적 건강이 유의하게 덜

았다. 즉, 정보적 ․ 평가적 지지의 주관적 건강의 변화에 미치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보적 지지와 평가적 지

는 영향이 정서적 ․ 도구적 지지의 영향에 비하여 미미할 수 있

지는 노인의 주관적 건강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다. 둘째, 6차 조사에만 참여하였거나 주관적 건강 문항에 결

았다. 성별은 지각된 정서적 지지가 주관적 건강의 변화에 미

측치가 있어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제외된 자가 분석대상보다 6

치는 영향만을 조절하였다. 이는 정서적 지지가 남성보다는

차 조사 당시 더 낮은 수준의 정보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 및 주

여성의 주관적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외

관적 건강상태를 보고하였다. 이로 인하여 정보적 지지와 평

국의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연구결과이다[18]. 본 연구

가적 지지가 주관적 건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 추정

에서 지각된 정서적 지지와 주관적 건강의 변화의 관계가 여성

되었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분석할 시에 다

노인 집단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Krause 등[17]이 보고

중대체(multiple imputation) 등 여러 결측자료분석방법을

하였듯이 정서적 지지가 남성보다는 여성의 통제감(personal

적용함으로써, 정보적 ․ 평가적 지지가 주관적 건강의 변화에

control)을 더욱 높이기 때문일 수 있다. 통제감은 개인의 건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하

본 연구는 국내 연구로서는 처음으로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면[25], 여성노인이 지각한 정서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통

우리나라 노인이 지각한 각 유형별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건

제감이 더욱 높아짐으로써 주관적 건강이 덜 악화한 것일 수

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우선, 본 연구에서 네

본 연구결과, 노인이 지각한 도구적 지지는 성별에 관계없

유형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중에서도 도구적 지지가 남녀 노

이 주관적 건강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인의 주관적 건강의 변화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났다. 즉, 6차 조사 당시에 남녀 노인이 지각한 도구적 지지의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노인맞춤돌봄서

수준이 높을수록 6, 7차 조사 사이에 주관적 건강이 덜 악화하

비스 등을 개선하여 건강 악화 시 병원비 등을 지원해주고 병

였다. 이는 낮은 수준의 지각된 도구적 지지가 성인의 주관적

수발을 해줄 수 있는 가족, 친구, 이웃 등이 없는 노인들을 위

건강의 악화와 관련이 있다는 서구 선행연구의 보고[13]와 일

한 공적 지지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

치하는 연구결과이다. 노인의 건강 악화나 경제적 문제에 대

다. 다음으로, 정서적 지지는 남성보다는 여성노인의 주관적

한 걱정은 불안과 정적 관계가 있으며[22], 불안은 노인의 주

건강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여성의

관적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26]. 따라서 건강

경우 가족, 친구, 이웃 등과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관계

이 좋지 않을 때 수발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필요시 경

를 맺고 유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노후 준비의 중요한

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이러한 걱정으로 인

부분임을 시사한다. 또한, 각 지역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 불안을 완화해 궁극적으로는 남녀 노인의 주관적 건강이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집단을 대상으로 8-12주

덜 악화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안 운동 및 보건교육을 위주로 이루어지는데[28], 여성노인

한편, 본 연구에서 남녀 노인이 지각한 정보적 지지나 평가

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자들이 정서적 지지를

적 지지는 성별에 관계없이 주관적 건강의 변화에 유의한 영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 프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서구의 선행연구

그램에서 다루는 교육 및 상담[29]을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검

들은 낮은 수준의 정보적 지지가 성인의 주관적 건강의 악화

토해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간호대학의 노인간호학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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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개념과 노인건강의 변화에 미치는 영

로그램에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교육 및 상담을 포

향을 다루고, 간호현장에서 노인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함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셋째, 간호대학의 교육과정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간

에서 사회적 지지의 개념 및 영향에 대하여 다루고, 간호현장

호중재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서 노인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수

이러한 본 연구의 여러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간호중재방안을 개발하는 것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주요변수를 모두 측정한 종

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추후 간호연구에서는 세 시점 이상

단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두 시점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2년

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이 지각한 각 유형별 사회적 지지

이라는 다소 짧은 기간 동안의 주관적 건강의 변화를 살펴보

가 주관적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건강지표의 변화 궤적에 미치

았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최소 세 시점 이상의 종

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회적 지지가 노년기의 건강 변화에 미

단자료를 확보 및 분석하여 각 유형별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치는 장기적 영향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것을 제언한다.

주관적 건강 변화 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을 제안한
다. 둘째, 앞서 언급하였듯이 결측치로 인하여 분석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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