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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2020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장애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지위, 우울에 영향력을 분석하고, 소득지위와 삶의 만족 간에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와 우울과 

삶의 만족 간에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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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통계청(2018)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장애인

구는 약 120만명으로 전체 장애인구 약 258만명 중 46.7%를 차지해 

전체인구 고령화 수준인 14.8%보다 3.15배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1]. 이는 우리나라도 현대사회의 특징인 노년기에 진입하는 

장애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2]를 반영하고 있다.

노년학 분야에서는 노인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고령화 현상을 

연구하는 주요 연구주제로 노인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갖고,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규명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에 의하면,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특성으로 

건강과 장애여부, 심리적 요인으로 우울과 자아존중감, 경제적 요인으

로 소득(지위)과 수급(지위), 사회적 자본 요인으로 사회적지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3-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2020년) 패널 데이

터를 활용하여 장애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지위, 

우울에 영향력을 분석하고, 소득지위와 삶의 만족 간에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와 우울과 삶의 만족 간에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II. The Proposed Scheme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데이터 중 65세이상 장애노

인의 소득지위(일반가구, 저소득가구), 우울 4점척도 11문항, 사회적

지지 5점척도 10문항, 삶의 만족 5점척도 8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자료분석을 위해 Hayes[5]에 의해 보급된 SPSS Process Macro 

v2.16.3을 활용하여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연구모형은 Figure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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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Research results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변수 frequency(n)

gender
male female

46.3%(389) 53.7%(452)

age
average 77.3(s.d. 6.73)

min 65, max 97

education
elementary middle school

high school 

or higher

19.9%(167) 43.4%(365) 36.7%(309)

income 

level

general income low income

30.7%(258) 69.3%(583)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먼저, 장애노인의 소득지위와 삶의 만족 간에 직접효과와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Macro Process 4번 모델로 유의성을 검증하

였다(Table 2. 참조). 분석결과 장애노인의 소득지위(B=-.1363, 

p<.001)와 우울(B=-.5428, p<.001)은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고, 우울(-.0908)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diret effect

B SE t LLCI ULCI

income 

level
-.1363 .0279 -4.8932*** -.1910 -.0816

depression -.5428 .0281 -19.3246*** -.5979 -.4877

indiret effect

effect BootSE BootLLCI BootULCI

depression -.0908 .0182 -.1258 -0816

R-sq=.3452 F=220.9314***

Table 2. Direct Effect and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Between Income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다음으로 장애노인의 소득지위와 삶의 만족과 간에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와 우울과 삶의 만족 간에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Macro Process 25번 모델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Table 

3. 참조). 분석결과 장애노인의 소득지위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사회적지지(B=.0937, p<.05)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울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사회적지지

(B=-.0286, p>.05)가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장애노인의 경우 사회적지지의 강화

를 통해 삶의 만족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우울이 높은 장애노인의 

경우 비록 사회적지지가 지원된다해도 삶의 만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

B se t LLCI ULCI

income 

level(X)
-.4203 .1293 -3.2498** -.6741 -.1664

depression(M) .3977 .1053 -3.7771** -.6044 -.1910

social 

support(W)
.1293 .0585 2.2079* .0143 .2442

X  ×  W .0937 .0384 2.4418* .0184 .1691

M  ×  W -.0285 .0334 -.8533 -.0941 .0371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index BootSE BootLLCI BootULCI

-.0048 .0071 -.0180 .0102

R-sq=.4014 F=112.0012***

Table 3. Mediating and conditioned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REFERENCES

[1] Yhcho et al., 2019 Statistical Yearbook of the Disabled,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Mental 

Health among Public and Private Housing Residents.” 

Public Affairs, Vol. 56, No. 2, pp. 313-341, 2018.

[2] Coyle, C. E., & Mutchler, J. E., :Aging With Disability: 

Advancement of a Cross-Disciplinary.“ Research 

Network, Vol. 39, No. 6. pp. 683-692. 2018.

[3] Eakim, yjchoi & kmlee, “The Effect of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Elderly on Quality of Life.”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 46, No. 2, pp. 179-208. 2018. 

[4] Jhpark & cmyun,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f 

Elderly with Disabilities on Life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Modulated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75, No. 1, 35-64. 2020.

[5] Hayes, A. F., An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