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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 노인의 사회서비스 이용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2020년도 제15차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삶의 만족도에 관련된 변인

들의 특성과 상관관계 및 다중 회귀분석등을 검증하기 위해. SPSS WIN 25.0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는 65

세 이상 장애 노인 684명을 추출하였으며, 복지서비스 이용 여부는 소득보장 서비스, 건강보장 서비스, 재가복지서비

스, 사회 참여 서비스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여부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지지가 조절 효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장애 노인의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

과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의 실천적 개입방안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장애 노인, 사회서비스 이용,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 조절 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effect of 

the use of social services by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on life satisfaction.To this end, the 15th data of 

the Korean Welfare Panel 2020 were used to verify the characteristic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The SPSS WIN 25.0 program was used. The survey subjects 

extracted 684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aged 65 or older, and the use of welfare services was divided 

into income Service, health Service, home welfare Service, and social participation Service, an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experience of using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had a positive (+) effect on life satisfaction. Second, social support showed a 

moderating effect on the effect of using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on life satisfaction. 

Through these results, the necessity of practical intervention measures and development of various 

programs in social welfare policies that can improve the quality of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and increase life satisfaction through various social support was suggested. 

Key Words : Elderly with disabilities, use of social services, life satisfaction, social support, and 

moderating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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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다[1].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 14.9%, 2021년 16.1%

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2025년에는 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2].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나타내며[3], 빠른 고령화 속도는 사

회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장애 노인의 수도 증가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2020)가[4] 발표한 장애인 연령

별 분포를 보면 40~49세가 10.4%, 50~64세가 30.3%, 

65세 이상 장애인이 48.3%로 장애 노인이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 노인의 증

가는 노인문제와 장애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현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고령화 문제 혹은 장애인 문제에 비해 

심각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43] 사회적으로 중요시해

야 한다. 에릭슨에 의하면 노년기 나이는 통합의 시기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삶의 만족도를 느끼며 만족도를 

느끼지 못할 경우 절망감을 느끼는 시기라 하였다. 최근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

며 특히, 장애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삶의 만족도는 생활 만족 등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Neugarten 외[7]는 주위환경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으로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삶의 만족도를 정의

하였고, 이승민[8]의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란 개인의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며 건강과 물리적 요건, 문화, 여

가, 사회 참여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

고 보았다. 장애 노인에게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것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15].

실제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41.4%의 

장애인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하였는데

[9], 특히 장애 노인은 고령과 장애라는 이중의 문제를 

가진 취약계층으로 고도화된 산업화 속에 비장애인보다 

빠른 퇴직과 실업 등으로 노동력과 경제력이 약화된다

[10]. 또한, 신체기능 저하로 인한 건강의 악화와 사회적 

지지 기반의 약화로 인해 심각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경

험하게 된다[11]. 이는 곧 빈곤율 증가와 자살률이 증가 

하게 되고[1,12], 장애노인은 독립성과 자존감이 상실되

어[44]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삶의 질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13,14]. 

삶에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비 

장애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이거나[42], 장애 노

인에 관련하여 심리적 안녕 및 우울감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

구는 경제활동에 따른 삶의 만족도 연구[16,8,17], 장애 

유형별 차이에 집중한[18]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김자

영[16]은 장애인의 건강한 삶의 조건은 사회적으로 심화 

또는 개선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함

을 제기하였다[19]. 

이런 관점에서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 사회서비스 이용을 들 수가 있는데[21], 사

회서비스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복지와 보건의료, 

교육, 고용,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

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22].

사회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사회서비스의 이

용과 이용 상태를 파악하고 검증하는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김명일(2019)에 의하면 교육 수준, 건강 

상태, 경제적 상태가 사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은 이러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함

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24].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 

전후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서비스를 받은 후 삶의 질은 

향상되었다고  밝혔다[25].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해보

면 사회서비스 이용 여부는 장애 노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노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유형이 각각 욕구하는 바와 다를 

경우, 고립감, 무력감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음을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선행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장애 노

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

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중 경제적 상태를 

지원하는 소득보장서비스, 건강상태를 지원하는 건강보

장서비스,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기를 지원하는 사회

참여서비스, 가정봉사 서비스인 재가복지서비스에 주목

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서비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를 검증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과 만족도는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서

비스의 이용 정도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26]. 

한편,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환경과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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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조형태를 말하며 이

를 통해 보살핌을 받고 있고 사랑과 존중받고 있다 라고 

지각하는 것이다[27]. 인간 개인이 환경과 맺는 관계에서 

발생하고 접촉이 많으면 강력한 유대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28,29]. 그러나, 장애 노인들은 의도적으로 사회관

계망을 줄여 대인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줄이거나 회피하

며 소극적인 태도와 수동성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낮

아지게 된다[30].

최근 사회구조의 변화와 가족 유형의 변화로 인해 가

족을 대신할 사회적 지지자원의 개발이 중요시되고 있다

[31]. 특히. 장애 노인은 활동의 제약이나 다양한 어려움

을 가족을 통해 도움을 받는데 사회적 지지자원은 가족

의 대체 역할로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32]. 그러므로, 사

회적 지지는 장애 노인의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삶의 만

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33].

사회적 지지는 다양한 측면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34],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와 가족 신뢰, 이웃 신

뢰가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

났다[35].  특히. 다양한 지지 자원 중 가족의 지지는 장

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영향요인으로 제

시되고 있다[36]. 

다수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9],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

로 장애노인의 사회서비스 이용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사회

서비스 이용이라면, 사회서비스 이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가 조절 변수

라고 할 수 있다. 조절 변수 분석 효과는 어떤 효과가 어

떤 상황 또는 누구에게 발생이 되는가를 밝히는데 목적

이 있는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다[37].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 노인의 사회서비스 이용

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성의 차이가 있

는지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있어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취약계층인 장애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사회서

비스 정책의 방향성을 마련하고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

도와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실효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를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장애 노인의 사회서비스 이용이 삶의 만

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2. 장애 노인의 사회서비스 이용이 삶의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적 지지

가 조절하는 효과를 지니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장애 노인

장애 노인이란 장애인과 노인의 합성어로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장애인을 지칭한다. 장애발생 및 원인, 유형

과 관계없이 일정한 기준에서 일상생활 활동에 제약이 

있는 노인을 말하며 이들의 특성이 다양하여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5]. 

장애노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노인성 장애노인과 고령

화된 장애노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노인성 장애노인은 

노화과정에서 경험하는 장애를 말하며 생리학적 기능의 

저하로 인해 장애를 얻게 되는 유형이다. 한편, 고령화된 

장애 노인은 출생이나 젊어서 장애가 발생하여 노령으로 

장기간 있는 것을 말한다[20].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노년기

에 진입한 ‘고령화된 장애인’[46]과 노화로 인해 장애를 

얻은 ‘노인성 장애인’[47]으로 분리하기도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의 대한 정의를 65세 기

준으로 정의하고 있기에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의 장애를 가진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2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란 삶의 질, 심리적 안녕감 등 유사한 개

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여러 학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Cambell(1976)은 개인에게 있어 현재 생활의 조건과 경

험하고 싶어 하는 수준과의 비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라고 하였고, Young과 Longman(1983)은 삶의 환경 

여건에 대한 현재의 만족도라고 정의하였다. 장애인 당

사자가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는 주관적인 느낌을 삶의 

만족도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였다[10].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후 준비와 

성공적 노화에 삶의 만족도가 매개효과의 요소를 가진다

는 연구[6]와 노년층과 장애인의 주거환경이 삶의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0],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 등 노인 전체를 대

상으로 하거나 장애인을 장애 유형별로 분류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삶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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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

인성 장애인을 비교하여 연구하였고[20], 장애 노인을 대

상으로 한 사회서비스의 이용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

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 노인이 지각하는 건강과 가족의 

수입 그리고,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관계, 여

가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을 삶의 만족도로 정의하였다. 

2.3 장애 노인의 사회서비스 이용과 삶의 만족도

사회서비스는 사회구성원의 정상적인 생활을 지원하

기 위한 제도로 질병과 노령, 장애, 실업과 사망 등 다양

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15]. 특히, 장애 노인은 고령과 장애라는 이중고를 가진 

취약계층으로 다른 어떤 계층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연

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사회서비스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안은선 외[15]는 사회서비스를 무료급식 서비스, 사회

교육 서비스로 구분하였으며 구만서 외[38]는 사회서비

스 영역을 사회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노년의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

다. 

사회서비스란 일상생활에서 정신 및 신체적인 문제, 

욕구충족에 대한 해결문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장소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있다. 첫 번째는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서 가사도움, 간병 및 교육, 의료 등은 지원해 주는 재가 

서비스가 있다[24].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는 노인 정책에 의해 

설계되어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기존 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를 각 항목별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중 장

애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소득보장서비스, 건강보장서비

스, 재가복지서비스, 사회참여 서비스를 변수로 정하였

다.

이에 사회서비스 이용이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4 장애 노인의 사회서비스 이용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사회적 지지는 장애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적 지지란, 집단 

및 타인 또는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적인 유대감을 개인

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

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고 유용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23].

사회적 지지는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

된다. 다수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9] 이러한 결과를 바

탕으로 독립변수인 사회서비스 이용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노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사회적 지지 수준

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 크기가 달라지는 조

절효과를 보이기도 한다[48,13]. 즉, 장애 노인에게 제공

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장애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증폭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장애 노인의 사회적 지

지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자원을 재발견하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장애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적 

지지자원 중 가족지지는 다른 사회적 지지 자원에 비해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 배우자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변수로 정하였

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이용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밝히고 그것이 사회적 지지에 의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연

령대, 장애 정도, 성별, 교육 수준, 혼인상태, 동거 여부, 

건강 상태를 통제하였다.

연구가설을 연구모형으로 도식화하면 Fig. 1과 같다. 

Independent Variable

Usage of Social 
Services

Dependent Variable

Life Satisfaction

Moderating Variable

Social Support

Control Variable

Age, Degree of Disability, Gender, Education, Marriage Status, Inmate, Health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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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자료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한국 복지 패널 조사자료 중 15

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응답자 중,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3.3 주요변수

3.3.1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 척도 

독립변수인 사회서비스 이용 여부를 정의하기 위해 장

애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여부를  노인복지서비스 경험유무 ‘있다 1점’, ‘없

다 2점’을 소득보장서비스, 건강보장서비스, 재가 복지서

비스, 사회 참여서비스로 나누어 항목을 추출하였고 응

답범주를 이용여부(예=1, 아니오=0)로 더미처리 하여 사

용하였다.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설문 문항의 

Cronbach’s alpha값은 0.600이다

3.3.2 삶의 만족도 척도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를 정의하기 위해 건강 만족도

와 가족의 수입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

도, 직업 만족도, 사회적 관계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에 대한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삶의 만족도는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731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Likert 7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822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신뢰도 계수가 .6

을 초과할 때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므로(Hair 

et al., 2006), 본 연구에서 정의한 변수는 신뢰도가 매

우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3.3.3 사회적 지지 척도 

조절 변수인 사회적 지지를 정의하기 위해 가족, 배우

자,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3문항을  7점 리커드 

척도로 측정하여 평균을 추출하였다. Cronba ch’s 

alpha값은 0.822이다

4. 연구 결과

4.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 684명을 대상

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대는 60대 58명(8.5%), 70대 325명(47.5%), 80

대 273명(39.9%), 90대 28명(4.1%)으로 연령의 평균은 

78.44세로 나타났고, 장애 정도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

애인 140명(20.5%),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21명(76.2%), 비등록 장애인(보훈처등록 장애인 포함) 

23명(3.4%)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 296명(43.3%), 여성 388명(56.7%)으로 

나타났고, 교육 수준은 무학 135명(19.7%), 중학교 졸업 

이하 447명(65.4%), 고등학교 졸업 81명(11.8%), 대학

교(전문대 포함) 졸업 18명(2.6%), 대학원(석사 또는 박

사) 졸업 3명(0.4%)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유배우 388명(56.7%), 사별 249명(36.4%), 

이혼 40명(5.8%), 별거 3명(0.4%), 미혼(18세 이상, 미

혼모 포함) 4명(0.6%)으로 나타났고, 동거 여부는 같이 

살고 있다 683명(99.9%), 다른 지방에 근무(국내) 1명

(0.1%)으로 나타났고, 건강 상태는 아주 건강하다 3명

(0.4%), 건강한 편이다 95명(13.9%), 보통이다 229명

(33.5%),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317명(46.3%), 건강이 

아주 안 좋다 40명(5.8%)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여부는 없음 6명(0.9%), 

있음 678명(99.1%), 소득보장 이용 여부는 없음 119명

(17.4%), 있음 565명(82.6%), 건강보장 이용 여부는 없

음 23명(3.4%), 있음 661명(96.6%), 재가 복지 이용 여

부는 없음 513명(75.0%), 있음 171명(25.0%), 사회참여 

이용 여부는 없음 530명(77.5%), 있음 154명(22.5%)으

로 나타났다.

4.2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량

본 연구에서 측정한 연구 변인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

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삶의 만족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22점으로 나타났

고,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변수 중 건강 만족도의 평균

은 5점 만점에 2.52점으로 나타났고, 가족의 수입 만족

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2.87점으로 나타났고, 주거 환

경만족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62점으로 나타났고, 가

족관계 만족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74점으로 나타났

고, 직업 만족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21점으로 나타

났고,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46점

으로 나타났고, 여가생활 만족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09점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7점 만점에 5.26점으로 나타났

고, 사회적 지지를 구성하는 변수 중 가족생활에 대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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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의 평균은 7점 만점에 5.23점으로 나타났고, 배우자

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은 7점 만점에 5.16점으

로 나타났고,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은 7

점 만점에 5.40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수들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알아보기 위

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산출하였다. 왜

도는 절댓값 3 미만, 첨도는 절댓값 10 미만이면 정규분

포에 근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Kline, 2005), 모든 

변수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M SE Skew Kurt

Life 
Satis- 
faction

Total 3.22 0.46 -0.34 -0.13

Health 2.52 0.88 0.18 -0.62

Family income 2.87 0.81 -0.01 -0.91

Residential environment 3.62 0.69 -1.33 1.48

Family relationship 3.74 0.63 -1.51 3.39

Job 3.21 0.72 -0.43 -0.14

Social relationship 3.46 0.72 -0.95 0.68

Leisure 3.09 0.75 -0.39 -0.10

Social 
Support

Total 5.26 1.04 -1.29 1.52

Family 5.23 1.12 -1.17 1.05

Spouse 5.16 1.21 -0.94 0.62

Children 5.40 1.11 -1.55 2.29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Key Variables

4.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변인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사회적 지지(r=.490, p<.001), 사회 참

여 서비스 이용 여부(r=.167,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사회서비스 이용 여부(r=-.082, p<.05), 

소득보장 서비스 이용 여부(r=-.154, p<.001), 건강보장 

서비스 이용 여부(r=-.090, p<.05), 재가 복지 이용 여부

(r=-.184, p<.0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서비스 이용 여부와는 유의한 상관

을 보이지 않았지만(p>.05), 복지서비스 중 사회 참여 서

비스 이용 여부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r=.112, 

p<.01), 재가 복지 서비스 이용 여부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099, p<.01).

4.4 노인가구의 사회서비스 이용 여부와 삶의 만족

    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4.4.1 노인가구의 소득보장 서비스 이용 여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노인가구의 소득보장 서비스 이용 여부와 삶의 만족도

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검증을 위해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 1번 모델을 활

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가구의 소득보장 서비스 이용 여부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고(B=-0.150, p<.001),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214, p<.001). 한편, 노인가구의 소득보장 서비스 

이용 여부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변수는 삶의 만족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p>.05), 

노인가구의 소득보장 서비스 이용 여부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IV B SE t p F(R2)

Income guarantee -0.150 .041 -3.672*** <.001

77.470***

(.255)
Social support 0.214 .015 14.254*** <.001

Income guarantee
×Social support

0.006 .046 0.138 .890

*** p<.001

Table 3.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age of Income 

Security Services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Households

4.4.2 노인가구의 건강보장 서비스 이용 여부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노인가구의 건강보장 서비스 이용 여부는 삶의 만족도

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B=-0.212, p<.05),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

1 2 3 4 5 6 7

1 1 　 　 　 　 　

2 .490*** 1 　 　 　 　

3 -.082* .029 1 　 　 　

4 -.154*** -.066 .205*** 1 　 　

5 -.090* -.017 .504*** .107** 1 　

6 -.184*** -.099** .054 .131*** .014 1

7 .167*** .112** .051 .090* .023 .020 1

* p<.05, ** p<.01, *** p<.001
1: Life satisfaction, 2: Social support, 3: Usage of social services, 4: 

Income guarantee, 5: Health insurance, 6: Home welfare, 7: Social 
participation

Table 2. Correlation of Key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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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217, 

p<.001). 한편, 노인가구의 건강보장 서비스 이용 여부

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변수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p>.05), 노인가구

의 건강보장 서비스 이용 여부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IV B SE t p F(R2)

Health insurance -0.212 .086 -2.473* .014

74.173***

(.247)
Social support 0.217 .015 14.653*** <.001

Health insurance 
×Social support

0.013 .090 0.147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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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age of Health 

Insurance Services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Households

4.4.3 노인가구의 재가 복지 서비스 이용 여부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노인가구의 재가 복지 서비스 이용 여부는 삶의 만족

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B=-0.154, p<.001),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216, 

p<.001). 한편, 노인가구의 재가 복지 서비스 이용 여부

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변수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

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0.068, 

p<.05), 노인가구의 재가 복지 서비스 이용 여부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가 확인되었

다. 즉, 노인가구의 재가 복지 서비스 이용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B SE t p F(R2)

Home welfare -0.154 .036 -4.332*** <.001

81.038***

(.263)
Social support 0.216 .015 14.548*** <.001

Home welfare ×Social 
support

-0.068 .032 -2.133*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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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age of Home 

Welfare Services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Households

4.4.4 노인가구의 사회 참여 서비스 이용 여부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노인가구의 사회 참여 서비스 이용 여부(B=0.114, 

p<.01)와 사회적 지지(B=0.216, p<.001)는 삶의 만족도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노인가구의 사회 참여 서비스 이용 여부와 사회적 지

지의 상호작용 변수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p>.05), 노인가구의 사회 참여 

서비스 이용 여부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의 조절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IV B SE t p F(R2)

Home welfare 0.114 .038 3.053** .002

77.657***

(.255)
Social support 0.216 .015 14.395*** <.001

Home welfare ×Social 
support

0.063 .040 1.593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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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age of Social 

Participation Services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Households

5. 결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이용이 장애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재조명하고 장애 노인

의 사회서비스 이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

여 장애노인의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

을 위해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684

명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노인가구의 사회서비스 이용 여

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한 조절효

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노인의 사회서비스 이용과 삶의 만족도 간

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이 장애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결

과는 사회서비스 이용이 장애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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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소

득보장 서비스 참여로 설정한 기초연금 수준은 장애연금

을 수령할 경우 낮아지게 된다. 즉,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제 수준으로 인해 소득보장 서비스에 참여하게 되고, 

경제적 상황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

인다. 건강보장 서비스와 재가 복지 서비스 또한 건강 상

태가 열악할수록 제공되는 수준이 높아지므로, 이에 따

라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반면, 사회 참여 서비스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참여 서비스는 장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

거나, 학습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고령과 장애에

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얻은 노인들은 수입이 증가하게 

되고, 사회적 관계가 강화되어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사회교육 서비스를 통해 여가생활과 문화생

활이 가능하며, 단체 활동을 통한 대인관계 형성은 노인

의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김명일 외[24]와 저소

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안은선과 송순만[15]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로, 장애 노인과 비장애 노인 모두 사회서

비스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장애노인의 사회서비스 이용여부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

과 장애 노인의 사회적 지지에 재가 복지 서비스와 사회 

참여 서비스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재가복지 서비스가 삶의 만족도에 유미의한 영

향을 주지 않는다는 김향아[21]의 연구결과와는 대조적

인 것으로 재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사회 참여 서

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일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아지는 것

으로 검증되었다. 재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장

애 노인일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아진다는 결과는 함철호

[49]의 연구와 대조되는 결과이다. 이는 재가복지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재가복지 서비스는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에 한계가 있는 장애 노인에게 가정봉사원이 방문하

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에

서 가족들의  돌봄을 충분히 받는 장애 노인은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낮다고 추정할 수 있다. 즉, 재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가 높

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족의 지지를 받고 있으므로 

재가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사회참여 서비스는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과 사회교육 서비

스 등에 참여하는 장애 노인들은 사회적 자본이 형성됨

으로 인해[40]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

된다. 

장애 노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는 재가복지 서비

스를 이용하는 경우, 삶의 만족도를 더욱 감소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

적인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선행연구[48,13]와 대치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가족,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친지에게서 제공

되는 사회적 지지가 장애 노인들에게는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도 장애 노인은 전 

생애 동안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41] 가족과의 관계가 돈독할수록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다른 연구에

서도 생애 지속적으로 제공된 사회적 지지는 노년기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영향을 미쳐 삶의 만족도를 저해하

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50]. 

특히 장애 노인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는 가족의 돌

봄에 대한 공백을 대체할 수 있으며[32], 가족과 친구, 이

웃 등의 지인들이 제공하는 지지가 심리적 건강에 기여

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39]. 본 연구에서는 장애 노인의 

사회적 지지에 재가 복지 서비스와 사회 참여 서비스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가 복지 서

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사회 참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일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장애 노인의 사회서비스 이용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

계를 검증한 결과, 소득보장 서비스, 건강보장 서비스, 

재가 복지 서비스에 참여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졌으

며, 사회 참여 서비스에 참여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

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근거한 제언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장애노인에 대한 차별화된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가 필요하다. 현재 장애노인에 대한 정책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의 노인복지 대상과 장애인복지 대상자로 중

복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노인복지 영역

에서는 제한적이거나 소외되고 있다[47]. 따라서  노인복

지와 장애인 복지 두 영역간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및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시행되고 있는 장애노인 대상의 정책으로 도우

미파견사업, 재가복지서비스 사업 등 유사한 사업은 서

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끼리 연계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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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은 장애노인에 대한 통합프

로그램 및 대상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장애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지지 프로그

램이 필요하다.  노인의 사회적 지지는 노인에게 있어서 

심리적 문제를 완화하고[11], 빈곤과 자살 등의 사회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1,12]. 본 연구에서 

조절변인이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수인 가족지지, 배우자

지지, 자녀와의 지지가 장애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장애노인에게는 

가족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노인을 이해할 수 있는 장애노인에 관련한 

가족인식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며 3세대 워크숍, 장애

노인을 가진 가족들의 정기모임을 통해 가족 지지를 높

여 주어야 한다. 또한 주변 이웃 지지, 복지관 등 기관을 

통한 지지 등 사회적 지원으로 장애노인의 사회참여를 

돕는 노인들의 말벗 노노 케어, 장애노인이 일자리에 참

여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

발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에 관한 제언을 하면 다

음과 같다.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

해 데이터를 2차 가공하여 다양한 제도의 접근과 이용 

여부에 대한 분석에 제한이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사

회적 지지 중 공적 지지에 대한 연구를 추가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 노인의 현실에 부합되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

는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상

태에 따른 다집단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

과를 검증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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