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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자산과 우울 및 삶의 만족 간의 자기회귀효과를 분석하고,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과 우울의 영향력을 종단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제9차년도(2014년), 제11차년도
(2016년), 제13차년도(2018년) 가구원용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분석대상 기간에 걸쳐 이전 시점의 자
산, 우울 및 삶의 만족은 이후 시점의 자산(B=.694, B=.725, p<.001), 우울(B=.258, B=.331, p<.001) 및 삶의 만족
(B=.264, B=.265, p<.001)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차회귀계수를 통해 분석대상 
기간에 걸쳐 노인의 자산과 우울 및 삶의 만족 간의 관계가 상호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결과, 이전 시점의 
노인의 자산은 이후 시점의 우울(B=.010, B=.011, p<.001), 이전 시점의 노인의 자산은 이후 시점의 삶의 만족(B=.128, 
B=.124, p<.001)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자산관리서
비스와 지속적인 자산활용 교육 등의 우울 예방서비스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노인의 자산, 자산복지효과, 자산, 우울, 삶의 만족,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uto-regression effect between the elderly's assets 
and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nd to approach the influence of assets and depression on the 
elderly's life from a longitudinal perspective. For this purpose, the data for the 9th year (2014), 11th 
year (2016), and 13th year (2018) of the Korea Welfare Panel were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assets,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have a lasting effect on the passage of time, 
and the assets,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previous point in time (B=.694, B=.725, p<.001), 
depression (B=.258, B=.331 and p<.001) and life satisfaction (B=.264, B=.265, p<.001). Second, 
cross-recursion coefficients show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ssets of the elderly and depression 
and the satisfaction of life affects each other over time, and the assets of the older person at the 
previous point in time (B=.010, B=.011, p<.001), the assets of the older persons at previous times are 
subsequently satisfied with their lives (B=.128, B=.124, p<.001).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analysis,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elderly's asset management service and education to prevent 
depression, such as continuous asset utilization education.
Key Words : Assets of the Elderly, Welfare Effects of Assets,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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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목적

2017년 기준 우리나라 60세이상 노인 중 노후준비가 
되어 있는 노인의 비율은 54.3%로 2007년 42.2%에 비
해 12.1%p 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운 노인들
의 노후준비가 안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1]. 2017년 노
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의 영역별 삶의 만족
도에 대한 분석결과, 사회·여가·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
는 47.7%,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37.1%, 경제상태
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은 28.8%로 나타났다[2]. 

한국복지패널 제13차년도(2018년) 분석결과, 경제상
태를 대표하는 소득, 자산, 부채에 대한 분석결과, 보유 
부동산 가격은 자녀동거가구 2억 9,432.5만원, 노인독거
가구의 경우에는 1억 1,763.7만원에 불과하다. 즉 노인
독거가구의 경우 자녀동거가구와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
지 못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
융자산은 노인부부가구가 4,271.9만원, 노인독거가구는 
2,012.1만원으로 조사되어, 노인독거가구가 노인부부가
구에 비해 적다. 부채규모는 노인독거가구가 1,062.9만
원, 노인부부(자녀동거)가구 2,439.0만원 이었으며, 노인
부부(자녀동거)가구의 순자산은 3억 1.265.4만원과 비교
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순자산 1억 2,712.9만원으로 매
우 적은 수준이다. 또한, 노인의 수입을 목적으로 한 소득
활동 참여는 30.9%이며, 종사 직종도 단순노무 종사자가 
40.1%, 농림어업숙련종사자 32.9%이다. 경제활동에 참
여하는 노인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9만원 이하가 
32.5%, 30∼49만원이하가 7.3%로 나타나 대부분의 노
인의 소득은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자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인의 
부족한 자산과 낮은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경제적 빈곤
과 불안상태는 우울을 증가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국내의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빈곤노인은 비빈곤노인
에 비해 우울이 높고[3, 4], 노인의 경제적 박탈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5, 6], 우울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폐해를 
가지지만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최후의 선
택이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어 더욱 큰 사회적 관심이 필
요하다[7-9]. 정숙정(2019)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이 경
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소득이 낮고, 주관적 계층
의식이 낮은 경우 우울이 높아졌다고 하였다[9]. 

많은 선행연구에 의하면 노인의 교육수준, 소득, 배우
자가 있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의 영향력보다 

자산이 삶의 만족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매우 중요하다
고 한다[6, 10-14]. 

자산은 유·무형의 재산으로 권리 또는 청구권이며, 이
러한 권리는 문화적 기대와 공식적인 제도에 의해 보장
되고 시행된다[6, 15-16]. 이러한 자산은 소득을 소비하
고 남은 자금의 비축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서 자산은 
소득과 다르다는 점이 특징이다. Sherraden(1991)은 소득
과 자산의 비교를 통해 “소득은 당장의 굶주린 배를 채우게 
하지만, 자산은 미래의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한다.”라고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Sherraden(1991)은 자산
이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한
다[15].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산은 미래를 준비
하고 설계할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하며, 기술습득에 집중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어 사회적 효과를 키울 수 있게 한
다[17]. 또한, 자산은 소득의 상실 및 파산 등의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고[18, 19], 자아
존중감이나 자아효능감 등을 포함한 심리적 영향을 제공
한다[19, 20]. 이러한 자산의 복지효과론에 근거하여 노
후 자산 보유수준에 따라 노인의 우울과 삶의 만족은 변
화할 수 있다[21, 22]. 

자산은 노동시장에서 은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줄어들
거나 단절된 노인들에게는 그들의 남은 삶에 비중 있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10]. 이렇듯 노년기 자
산은 우울과 삶의 만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노인의 자산과 우
울과의 관계 연구[22], 노인의 우울과 삶의 만족과의 관
계 연구[23]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노
인의 균등화 소득(공공부조 이전의 균등화 경상소득의 
중위 60% 기준) 차이(일반노인집단, 저소득노인집단)에 
따른 자산과 우울 및 삶의 만족 간의 집단별 차이를 분석
한 연구도 존재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산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노인의 자산과 우울 및 삶의 만족 간
의 연결고리를 포괄적인 수준으로 확장하여 분석하고, 노
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과 우울의 인과관계를 종
단적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노인의 균등
화 소득의 차이에 따른 자산과 우울 및 삶의 만족 간의 
집단별 자기회귀교차지연효과도 검증하고자 한다. 나아
가 자산의 복지효과에 대한 검증을 통해 노인의 우울의 
감소와 삶의 만족 증진에 필요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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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이론적 틀로는 생애기간 동안의 자산이 다차원적

으로 개인의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Sherraden(1991)[15]
의 자산복지효과 이론을 설정하였으며,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연구문제 1. 노인의 자산, 우울, 삶의 만족은 분석대상 기

간의 경과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노인의 자산은 이후 시점이 우울, 삶의 만족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노인의 우울은 이후 시점의 삶의 만족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노인의 자산, 우울, 삶의 만족 간의 인과관계

는 분석대상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일반노인과 
저소득노인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2. 연구방법
2.1 분석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제9차년도(2014년), 제
11차년도(2016년), 제13차년도(2018년) 가구원용 데이
터를 이용하였다[24]. 제9차년도부터 우울을 측정하는 
문항의 값이 제1차년도부터 제8차년도까지의 측정과는 
달라진 점을 반영하였다. 즉 제9차년도부터는 우울의 측
정문항 값이 ‘① 극히 드물다(1주일에 1일 이하)’에서 ‘① 
극히 드물다(1주일에 1일 미만)’로, ‘② 가끔 있었다(일주
일에 2∼3일간)’에서 ‘② 가끔 있었다(일주일에 1∼2일
간)’로, ‘③ 종종 있었다(일주일에 4∼5일간)’에서 ‘③ 종종 
있었다(일주일에 3∼4일 간)’로, ‘④ 대부분 그랬다(일주
일에 6일 이상)’에서 ‘④ 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5일 이
상)’로 변경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9차(2014년)년도 기준 65세이상 노
인 1,588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삶의 만족이 분석대상 기간

의 경과에 따라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예측하고, 삶
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노인의 자산과 우울과
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과관계
가 일반노인과 저소득노인(경상소득의 중위 60% 이하) 
사이에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분석대상 기간의 경과에 따른 노인의 자산과 
우울 및 삶의 만족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Fig 1.>과 같은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즉, 노인의 자산, 우울 및 삶의 만족 간의 자
기회귀효과, 노인의 자산이 우울 및 삶의 만족 간의 대한 
교차지연 효과, 노인의 우울과 삶의 만족 간의 교차지연
효과를 대한 연구모형은 아래와 같다.

Fig. 1. Research model

2.3 측정변수
주요 분석변수는 독립변수로 총순자산, 매개변수로 우

울, 종속변수로 삶의 만족을 분석하였다. 순자산은 자산
(부동산자산,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자산
을 분석하였다. 순자산변수는 자연로그(log) 함수로 변환
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우울은 Kohout et. al.(1993)의 CESD 11문항을 사
용하였다[25]. 이 척도는 총 11개문항 중 9문항은 부정
문항으로, 2개 문항은 긍정문항으로 진술되어 있다. 긍정
문항은 역산하였다. 총11문항 모두 표준화 요인적재량이 
.50이상으로 분석되었다. 총11문항은 4점 척도(최소값
=0점, 최대값=3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우울에 대한 각 시점의 신뢰도는 제9차년도(이
하=T1) α=.987, 제11차년도(이하=T2) α=.977, 제13차
년도(이하=T3) α=.964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 척도는 총 8문항 중 표준화 요인적재량이 
.50이하를 제외한 ‘가족관계’, ‘주거환경’, ‘사회적 친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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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여가생활’, ‘전반적 만족도’ 등 5문항 구성되어 있으
며, 5점 척도이다. 삶의 만족에 대한 각 시점의 신뢰도는 
제9차년도(이하=T1) α=.676, 제11차년도(이하=T2) α
=.725, 제13차년도(이하=T3) α=.781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T1, T2, T3에 걸쳐 우울은 3개
의 하위요인, 삶의 만족은 2개의 하위요인으로 분석되어 
이를 각각 항목묶음 처리하여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8.0과 AMOS 25.0을 사용하여 

자료의 점검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포의 정규성 가
정을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였
다.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신뢰도분석, 상관관계 분
석, 확인적 요인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 단계
에서는 최대우도추정(FIML) 방식을 적용하여 단계별 모
형 비교를 수행하였다. 또한, TLI, CFI, RMESA 값을 통
해 모형의 적합도 검증도 함께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노인의 자산(로그값), 우울 및 삶의 만족 등의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1) (2) (3) (4) (5) (6) (7) (8) (9)
(1) 1
(2) .697** 1
(3) .670** .729** 1
(4) -.094** -.075* -.050 1
(5) -.029 -.074* -.039 .313** 1
(6) -.174** -.103** -.112** .227** .429** 1
(7) .192** .203** .171** -.625** -.228** -.168** 1
(8) .138** .127** .106** -.170** -.627** -.323** .249** 1
(9) .181** .200** .168** -.143** -.300** -.590** .221** .342** 1

Mean 9.0480 9.3347 9.5365 2.6590 2.4549 2.8872 18.2977 18.7917 18.6028
S.D. 1.58120 1.50718 1.39716 3.38697 5.05131 6.42684 2.58542 2.47987 2.38408
Skew -.826 -.822 -.634 -1.515 -.844 -1.159 -1.106 -.976 -.690
Kurt
osis 1.430 1.530 .748 4.360 1.886 1.980 2.332 2.171 1.672

*p<.05, **p<.01 
(1) assets9_log, (2) assets11_log, (3) assets13_log, (4) depression9, 
(5) depression11, (6) depression13, (7) life_satisfaction9, 
(8) life_satisfaction11, (9) life_satisfaction13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Descriptive 
Statistics Between Major Variables

상관관계 분석결과, 자산T1, 자산T2, 자산T3 동일변
수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우울T1, 우울
T2, 우울T3 동일변수 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
였다. 또한, 삶의 만족T1, 삶의 만족T2, 삶의 만족T3 동
일변수 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3개 시점
의 자산과 3개 시점의 삶의 만족 간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3개 시점의 우울과 3개 시점의 삶
의 만족 간에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기술통계량은 자산 평균은 3개 시점(T1=9.0480, 
T2=9.3347, T3=9.5365)에서 ‘증가’ 추세, 우울 평균은 3
개 시점(T1=2.6560, T2=2.4549, T3=2.8872)에서 ‘감소 
후 증가’ 추세, 삶의 만족 평균은 3개 시점(T1=18.2977, 
T2=18.7917, T3=18.6028)에서 ‘증가 후 감소’ 추세가 관
찰되었다. 그러나 자산, 우울, 삶의 만족의 평균은 3개 시
점에서 변화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또
한,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결과, 자산, 우울, 삶의 만족 변
인 모두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과 7을 넘지 않았
으므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26].

3.2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자산, 우울 및 삶의 만족 간 분

석대상 기간의 경과에 따른 상호방향성을 검증하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을 분
석하기 위해서 세 가지 동일성이 확립되어야 하는데, 측정동
일성, 경로동일성, 오차공분산 동일성이 그것이다[27, 28].

모형은 총 12단계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 어떠한 제약(constrained)도 가하지 않은 기본 

모형
모형 2: 모형 1에 추가하여 우울의 측정변수들의 요인적

재치(a1, a2)가 3개의 조사시점에서 모두 동일
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3: 모형 2에 추가하여 삶의 만족의 측정변수들의 요
인적재치(b1)가 3개의 조사시점에서 모두 동일
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4: 모형 3에 추가하여 자산(로그값)의 자기회귀계수
(A)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5: 모형 4에 추가하여 우울의 자기회귀계수(B)에 대
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6: 모형 5에 추가하여 삶의 만족의 자기회귀계수
(C)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7: 모형 6에 추가하여 우울에 대한 자산(로그값)의 
교차회귀계수(D)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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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8: 모형7에 추가하여 삶의 만족에 대한 우울의 교차

회귀계수(E)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9: 모형 8에 추가하여 자산(로그값)과 삶의 만족 간의 

오차공분산(F)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10: 모형 9에 추가하여 자산(로그값)과 우울 간의 오

차공분산(G)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11: 모형 10에 추가하여 우울과 삶의 만족 간의 오

차공분산(H)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12: 모형 11에 추가하여 자산(로그값)과 삶의 만족 

간의 오차공분산(I)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
한 모형

위에 제시된 모형들 중에서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하
여 모형 1부터 모형 12까지 순차적으로 두 개의 모형씩 
비교했는데, 이 12개의 모형이 서로 내포된 관계이므로 
모형 비교를 위해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Table 2. 
참조). 그런데 χ2 검증과 마찬가지고 χ2 차이 검증도 표
본 크기에 민감하여 가설을 쉽게 기각하므로 본 연구에
서는 CFI, NFI와 RMSEA 지수가 비교모형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크지 않으면 동일성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TLI와 CFI가 0.90 이상이면 수용 가능한 수
준, 0.95이상이면 좋은 모형이며, 그리고 RMSEA가 
0.06보다 작으면 좋은 모형, 0.08미만이면 적합한 것으
로 해석하였다[26].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표본크기에 덜 민감한 적
합도 지수인 ⊿CFI 값이 특정모형과 비교해 .01를 초과
하지 않았고, ⊿TLI와 ⊿RMSEA 지수도 각각 기준(⊿
TLI<.02, ⊿RMSEA<.015)을 충족하고 있어 모형의 동일
성 가정이 충족되었다고 해석하였다[29, 30]. 이와 같은 

모형 비교의 과정은 Table 2.에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이에 동일화 제약이 가장 많이 가해져 간명한 모형 12를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최종모형 12의 적합도는 
TLI=.975, CFI=.980, RMSEA=.059로 수용할만한 기준
으로 나타났다[31, 32]. 

Mo
del X2 df TLI CFI RESEA

(90% CI) △X2 △df △CFI
Mo1 569.259 102 .979 .986 .054

(.049∼.058)
Mo2 577.337 106 .980 .986 .053

(.049∼.057) 8.078 4 0
Mo3 645.512 108 .977 .984 .056

(.052∼.061) 76.253*** 2 -.002
Mo4 654.747 109 .977 .984 .056

(.052∼.060) 9.235** 1 0
Mo5 684.117 110 .976 .983 .057

(.053∼.062) 29.37*** 1 -.001
Mo6 685.042 111 .977 .983 .057

(.053∼.061) 0.925 1 0
Mo7 693.079 112 .976 .983 .057

(.053∼.061) 8.037** 1 0
Mo8 694.270 113 .977 .983 .057

(.053∼.061) 1.191 1 0
Mo9 695.158 114 .977 .983 .057

(.053∼.061) 0.888 1 0
Mo10 695.933 116 .977 .983 .056

(.052∼.060) 0.775 2 0
Mo11 707.534 118 .977 .983 .056

(.052∼.060) 11.601** 2 0
Mo12 789.171 120 .975 .980 .059

(.055∼.063) 81.637*** 2 -.003
**p<.01 ***p<.001

Table 2. Comparison of the goodness-of-fit of 
regression delay model between Assets,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최종 연구모형인 모형 12의 구조모형 추정치는 
Table 3.에 정리되어 있다. 

Path B S.E. B C.R.
assets9_log → assets11_log .670*** .012 .694*** 58.614
assets11_log → assets13_log .670*** .012 .724*** 56.814
depression9 → depression11 .329*** .019 .259*** 17.400
depression11 → depression13 .329*** .019 .331*** 17.400

life_satisfaction9 → life_satisfaction11 .254*** .031 .266*** 8.109
life_satisfaction11 → life_satisfaction13 .254*** .031 .256*** 8.109

assets9_log → depression11 .052*** .006 .011*** 8.348
assets11_log → depression13 .052*** .006 .010*** 8.348
depression9 → life_satisfaction11 -.001 .003 -.012 -.477
depression11 → life_satisfaction13 -.001 .003 -.015 -.447
assets9_log → life_satisfaction11 .052*** .006 .128*** 8.348
assets11_log → life_satisfaction13 .052*** .006 .124*** 8.348

***p<.001

Table 3. Estimation of Structural Model of Final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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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회귀계수를 통해 노인의 자산, 우울과 삶의 만족
이 각각 분석대상 기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자산은 분석대상 기간의 경과에도 지속
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전 시점(T1)의 자산은 이후 시점
(T2, T3)의 자산(B=.694, B=.725, p<.001)에 유의한 정
(+)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노인의 우
울은 분석대상 기간의 경과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전 시점(T1)의 우울은 이후 시점(T2, T3)의 우울
(B=.258, B=.331, p<.001)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노인의 삶의 만족은 분석대
상 기간의 경과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전 시점
(T1)의 삶의 만족은 이후 시점(T2, T3)의 삶의 만족
(B=.264, B=.265, p<.001)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분석대상 기간의 경과에 따른 영향
력에 있어 노인의 자산의 회귀계수가 우울과 삶의 만족
의 회귀계수와 비교해 영향력의 크기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은 교차회귀계수를 통해 노인의 자산과 우울 및 
삶의 만족 간의 관계가 분석대상 기간의 경과에 따라 상호
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 시점(T1)의 노인의 자산은 이후 시점(T2, 
T3)의 우울(B=.010, B=.011, p<.001)에 유의한 정(+)적
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전 시점(T1)의 노인의 우울은 이후 시점(T2, 
T3)의 삶의 만족(B=-.012, B=-.015, p>.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전 시점
(T1)의 노인의 자산은 이후 시점(T2, T3)의 삶의 만족
(B=.128, B=.124, p<.001)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연구모형의 경로 및 구조회귀계수는 <Fig 2.>와 
같다.

3.3 균등화 소득에 따른 집단분석 결과
노인의 자산, 우울,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모형 12)을 대상으로 균등화소득
(일반노인, 저소득노인)에 따른 자기회귀계수와 교차지연
계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형태동일성 가정이 충
족되는지 살펴보았다. 형태동일성은 최종모형인 모형 
12(Table 5. 참조)가 일반노인과 저소득노인에게 각각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p<.001
Fig. 2. Structure model path diagram of final research 

model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반노인 집단에서 최
종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χ2값이 488.364로 
.001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TLI=.975,  RMSEA=.059
로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었다. 

저소득노인 집단에서도 χ2값이 263.837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TLI=.966, RMSEA=.066로 좋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노인 집단과 저소득노인 
집단에서 형태동일성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 X2 df TLI CFI RESEA
(90% CI)

일반노인 488.364*** 121 .975 .980 .059
(.053∼.059)

저소득노인 263.837*** 121 .966 .973 .066
(.005∼.077)

***p<.001

Table 4. Configural Invariance Verification Results  

일반노인 집단과 저소득노인 집단에 대한 형태동일성
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아래 Table 5.와 같이 12개의 모
형을 순차적으로 비교하며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러나 12개의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분석결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동일화 제약이 가장 많이 가해져 간명한 모형인 모형12
를 본 연구에서는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균등화소득의 차이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결과, 최종모
형 12의 적합도는 TLI=.973, CFI=.977, RMSEA=.043
로 수용할만한 기준으로 나타났다[3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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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
del X2 df TLI CFI RESEA

(90% CI) △X2 △df △CFI
Mo1 589.503 207 .976 .984 .040

(.036∼.044)
Mo2 597.299 217 .978 .984 .039

(.035∼.043) 7.796 10 0
Mo3 647.082 222 .976 .982 .041

(.037∼.044) 49.783*** 5 -.002
Mo4 673.379 225 .975 .981 .042

(.038∼.045) 26.297*** 3 -.001
Mo5 686.283 228 .974 .981 .042

(.038∼.045) 12.904** 3 0
Mo6 702.794 231 .974 .980 .042

(.039∼.046) 16.511*** 3 -.001
Mo7 711.233 233 .974 .980 .042

(.039∼.046) 8.439* 2 0
Mo8 714.552 236 .974 .980 .042

(.038∼.046) 3.319 3 0
Mo9 717.733 238 .974 .980 .042

(.038∼.045) 3.181 2 0
Mo10 721.820 243 .975 .980 .041

(.038∼.045) 4.087 5 0
Mo11 732.411 248 .975 .980 .041

(.038∼.045) 10.591 5 0
Mo12 793.295 253 .973 .977 .043

(.040∼.046) 60.884*** 5 -.003
*p<.01,  **p<.01  ***p<.001

Table 5. Equalized Income Model Verification Results

최종모형에 따른 균등화소득 차이에 따른 노인집단별 
경로계수 추정치 및 경로도는 Table 6.과 <Fig 3.>에 각
각 제시되어 있다. 자산과 우울 및 삶의 만족의 자기회귀
효과는 균등화소득 차이에 따른 노인집단에 따라 차이 
없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균
등화소득 차이에 따른 노인집단과 상관없이 이전시점의 
자산, 우울 및 삶의 만족이 이후시점의 자산, 우울 및 삶
의 만족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으로 우울과 삶의 만족에 대한 자산의 교차지연효과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에서 모두 자산이 이후시점의 우울
과 삶의 만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삶의 
만족에 대한 우울의 교차지연효과를 살펴본 결과, 두 집
단에서 모두 우울이 이후시점의 삶의 만족을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001
주: 일반노인, (저소득노인)의 표준화계수임
Fig. 3. Path Diagram of Final Study Model

Path ordinary elderly low-income elderly
B S.E. B C.R. B S.E. B C.R.

assets9_log → assets11_log .697 .013 .725*** 51.632 .697 .013 .691*** 51.632
assets11_log → assets13_log .697 .013 .740*** 51.632 .697 .013 .759*** 51.632
depression9 → depression11 .293 .022 .233*** 13.195 .293 .022 .212*** 13.195
depression11 → depression13 .293 .022 .287*** 13.195 .293 .022 .339*** 13.195

life_satisfaction9 → life_satisfaction11 .266 .035 .258*** 7.502 .266 .035 .335*** 7.502
life_satisfaction11 → life_satisfaction13 .266 .035 .290*** 7.502 .266 .035 .219*** 7.502

assets9_log → depression11 .047 .007 .009*** 6.371 .047 .007 .012*** 6.371
assets11_log → depression13 .047 .007 .008*** 6.371 .047 .007 .014*** 6.371
depression9 → life_satisfaction11 .001 .003 .010 .385 .001 .003 .012 .385
depression11 → life_satisfaction13 .001 .003 .014 .385 .001 .003 .014 .385
assets9_log → life_satisfaction11 .047 .007 .098*** 6.371 .047 .007 .167*** 6.371
assets11_log → life_satisfaction13 .047 .007 .103*** 6.371 .047 .007 .139*** 6.371

***p<.001

Table 6. Group Path Factor of Equalized Incom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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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노인의 자산과 우울 및 삶의 만족 간의 종

단적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종단자
료 중 제9차년도, 제11차년도, 제13차년도를 자기회귀교
차지연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나아가 균등화 소득
의 차이(일반노인과 저소득노인)에 따른 노인집단별로 세 
변수의 관계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
다. 노인의 자산은 분석대상 기간의 경과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전 시점의 자산은 이후 시점의 자산
(B=.694, B=.725, p<.001)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우울은 분석대상 기간의 
경과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전 시점의 우울은 
이후 시점의 우울(B=.258, B=.331, p<.001)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삶의 
만족은 분석대상 기간의 경과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
며 이전 시점의 삶의 만족은 이후 시점의 삶의 만족
(B=.264, B=.265,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시점의 노인의 우
울은 이후 시점의 우울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예측한다는 
선행 연구결과[23, 33]와 일치한다. 또한, 이전 시점의 
노인의 삶의 만족은 이후 시점의 삶의 만족을 비교적 안
정적으로 예측한다는 선행 연구결과[23, 34]와도 맥을 
같이한다. 다만,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횡단자료를 
활용한 연구결과에서 검증되지 않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인의 자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는 데 차별성을 갖는다.  

둘째, 연구문제 2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
다. 교차회귀계수를 통해 노인의 자산과 우울 및 삶의 만
족 간의 관계가 분석대상 기간의 경과에 따라 어떠한 상
호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결과, 이전 시점의 노인의 자
산은 이후 시점의 우울(B=.010, B=.011, p<.001)에 유
의한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만, 횡단적 자료분석 결과에서는 자산과 우울에는 상관관
계(r=-.094**, r=-.074*, r=-.112**)가 존재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관관계 분석결과(r=-.029, r=-.103**)에서
는 상관관계가 없거나 약한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Table 1. 참조). 그러나 노인의 자산수준이 높을수록 우
울이 감소한다는 횡단적 자료를 활용한 선행연구[6]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노인기에 접어든 경우 사회적 관계
망의 축소와 건강상태의 약화 등으로 인해 생겨난 우울

은 다른 사회적 자원으로 보안·대체하기 힘들다는 해석
이 가능하다[34]. 즉, 노인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
존의 사회적 관계망이 더욱 약화되고 새로운 관계를 확
장해 나가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전 시점의 
자산수준과 상관없이 이후 시점의 우울은 증가될 수 있
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이전 시점의 노인의 자산은 이후 시점의 삶의 만족
(B=.128, B=.124, p<.001)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Rothwell & Han(2010)[21]
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자산은 안정적인 가구를 
유지할 수 있게 경제적 박탈감과 심리적 고통을 완화시켜 
삶의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셋째, 연구문제 3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
다. 이전 시점의 노인의 우울은 이후 시점의 삶의 만족
(B=-.012, B=-.015, p>.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 우울과 삶의 만족 간에 
상호 교차지연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선행연구[16]와  
일치하고 있다. 횡단적 자료분석 결과에서는 우울과 삶의 
만족간에는 강한 상관관계(r=-.625**, r=-.627**, 
r=-.590**)가 존재하지만, 분석대상 기간의 경과에 따른 
상관관계(r=-.170**, r=-.300**)는 약해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Table 1. 참조). 이는 우울과 삶의 만족 간에 직
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나 이 두 변수 사이에서 제3의 요
인이 매개변수 혹은 조절변수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연구문제 4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
다. 노인의 균등화소득의 차이에 따른 다집단 분석 결과, 
자산과 우울 및 삶의 만족의 자기회귀효과는 유의한 차
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균등화소득 차이에 따른 노
인집단과 상관없이 이전 시점의 자산, 우울 및 삶의 만족
이 이후 시점의 자산, 우울 및 삶의 만족에 지속적인 영
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삶의 만족에 대한 우울
의 교차지연효과 검토 결과, 일반노인집단과 저소득노인
집단 모두 우울이 이후 시점의 삶의 만족을 예측하지 않
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을 향상
시키기위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는 Sherraden(1991)[15]의 자산효과이
론을 이용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
과 우울을 종단적으로 연결하여 분석하였다는 이론적 의
의를 가지고 있다. 특히, 고령사회에서 성공적 노화의 지
표라고 할 수 있는 삶의 만족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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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분석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둘째, 노인의 자산이 우울과의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노인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산관리
서비스와 노화의 진행에 따른 지속적인 자산활용 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의 자산이 당장 
현금화가 쉽지 않은 부동산 중심의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계비 부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기초연금액을 
기준중위소득에 연계하여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
야 한다. 

셋째, 노인의 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
울은 감소 후 증가, 삶의 만족은 증가 후 감소 추세를 보
이고 있다. 즉, 우울은 점점 증가하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점점 낮아지는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노화의 진행에 따
라 개인이 갖는 경제적 및 사회적 자본이 감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소외감과 상실
감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 차원의 자원의 발굴
과 연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실천적 함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다집단 분석의 기준을 균등화 소득의 
차이(일반노인과 저소득노인)에 따른 자산-우울-삶의 만
족간의 차이를 분석하였지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향후 노인을 우울증 위험집단과 비 위험집단 간의 
비교분석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노인의 우울과 삶의 만족 간에 종단적 인과관계
가 나타나지 않아 향후 노인의 우울과 삶의 만족 사이에 
제3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
적지지 등의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 등의 다양한 영향 
요소를 포함한 보다 통합적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동아시아 주요 국가(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의 
노인의 자산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산-우울-삶의 만족 간
의 국가간 비교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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