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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위드 코로나(With COVID-19)시대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여가생활 현황과 노인의 삶의 만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노인복지관 노인 107명을 대상으로 삶이 만족도, 여가생
활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전체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 상관관계에서는 코로나 이전의 경우 
여가활동 정도와 삶의 만족도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코로나 이후의 경우 여가활동 정도와 삶의 
만족도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대안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지역사회에서 위
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노인을 위한 환경 개선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에 
많은 변화로 노인들의 적응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인관련 기관에서는 스마트폰, 키오스크 사용 방법 등의 교육
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차원의 방안으로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위드 코로나 시대에 노인건강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 줘야 한다. 셋째,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보장되도록 노후소득보장제도 및 지원이 요구 되어진다. 넷째, 코로나로 인해 사회
적 거리 및 관계위축으로 인한 관계 개선 및 위치 만족을 위한 노인들의 말벗과 상담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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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esented a plan to improve the life satisfaction and leisure status of the elderly in the 
With COVID-19 era,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For this purpose, we investigated life 
satisfaction and leisure life for 107 senior citizens at the Gyeonggi Senior Welfare Center,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it can be seen that overall life satisfaction was relatively lower 
after Corona than before. Second, in the correlation between leisure a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leisure a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before Corona, 
an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level of leisure a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after Corona. seemed If alternative measures are proposed according to these results, first,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improve and manage the environment for the elderly in the with Corona 
era in the local community. In particular, in order to reduce the adaptation gap among the elderly due 
to the many changes in digital technology, institutions related to the elderly are providing education on 
how to use smartphones and kiosks, but it needs to be expanded as a community-wide measure. 
Second, a systematic system for health care for the elderly in the era of With Corona must be provided. 
Third, the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and support are required so that the minimum living security 
is guaranteed for the elderly who are experiencing economic difficulties due to the corona virus. Fourth,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programs related to talking to the elderly and counseling for the 
improvement of relationships and location satisfaction due to social distance and relationship atrophy 
due to Cor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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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코로나 펜데믹을 선언한지 
만 2년이 지나가고 있다. 2년동안 백신, 사회적 거리두
기로 사적모임 제한, 시설이용제한 등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었고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된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들은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위증으로 
악화 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에서 노인에게 4차 백신접
종을 권고하고 하고 있으며, 노인 이용시설, 생활시설 
등은 여전히 조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의 경우 코
로나로 인한 치사율은 아주 높으며, 이런 위험으로 다
른 연령집단에 비해 사회적 고립을 하게 되고 이로 인
한 외로움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 또한 가족 
및 이웃과의 접촉이 제한이 되면서 활동 반경이 급격히 
축소되었으며, 노인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미비한 상황에서 코로나 19 상황은 노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삶의 가치를 깨닫고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아
가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노년기는 은퇴, 배우자의 
죽음, 노화,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드는 다양한 생활 사
건을 경험하면서 그에 적응하는 정도에 따라 삶의 만족
도가 변화한다고 한다[2]. 특히 현재 위드 코로나 시대
에는 디지털화 등 삶의 변화가 급격히 바뀌면서 노인의 
다양한 활동이 축소되는거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와 
요구도가 전과는 달라졌으며, 노인의 어려움은 가속되
었다고 추측되어진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
여 2021년 857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6%를 차
지한다[3]. 고령 인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으며, 2040년에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4]. 노인의 기대
수명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자
살률과 빈곤율은 OECD 평균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
록하고 있으며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5]. 사회적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성공
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매우 시

급해 지면서 노인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생활체계와 복
지문제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단순한 
생존이나 수명증가에 역점을 두는 의학적 관점에서 벗
어나 차츰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 요인을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6],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 중 
여가활동은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하고 있다[7].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사회 전반적인 분
위기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8], 코로나 
19이후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 시키기 위해 정부
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노
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이후 노인의 여가생활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위드 코로나 시대 노인의 여
가생활과 삶의 만족도 상황은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드 코로나 시대 노인의 삶의 만족
도와 여가생활 현황을 알아보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
는 노인의 삶의 만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코로나 이전과 이후 삶의 만족도와 여가
활동 정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코로나 전, 후 노인들의 여가생활과 삶의 
만족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위드 코로나(With COVID-19)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 19 팬데믹
이 장기화 되면서 사람들은 코로나 19가 완전히 종식
되지 못한다는 인식과 함께 방역체계를 바꿔가며 코로
나 19와 공존을 준비하면서 나아가고 있다. 코로나19
가 완전 퇴치가 어려움을 인정하고 이에 적응하여 코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드 코로나라고 한다. 현재, 
사회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의 공황상태에서 벗어나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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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 19와 함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하고 있다. 특히 삶의 방식을 스마트폰, 디지털화 방식
으로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젊은 세대들은 
이에 잘 적응하며 맞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경우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빠른 사회변화에 적응하
고 있지 못하며, 아직까지도 감염위험을 감수하며 취약
한 환경에 노출되어있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

  
2. 노인의 여가생활

 
여가는 사회적․가정적 역할 이외의 시간과 일정한 역

할 없이 막연히 보내는 긴 시간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할 
수 있으며[9], 개인의 가정, 노동과 기타 사회적 의무감
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자발적 선택 
행위에 의한 여유로운 시간이라고 의미할 수 있다[10]. 
노인에게 있어서의 여가개념은 재생산의 수단 또는 심
신의 피로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젊은이들의 여가개
념과는 달리 노인의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나 여가생활
을 할 수 있기에 여가 자체가 즐거움이라기보다는 무료
함과 함께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
한다고 보고 있다[9]. 노인의 여가활동은 공식적인 사회
적 역할의 상실로 다양하고 복잡한 정신적 불안정과 심
리적 혼돈상태에서 건강의 증진 및 유지와 삶의 즐거움
에 대한 충족, 삶의 내용 및 수준의 향상을 줄 수 있으
며, 노년기 삶의 만족과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여가생활은 노화와 삶의 
질적 향상에 근간이 되며 대부분 노인이 경험하는 심리
적, 사회적 부적응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가정적, 
사회적 역할상실에 오는 심한 소외감과 고독감을 해소
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고 한다[11].

Kaplan(1960)은 여가활동은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첫째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욕구를 들 수 있고, 둘째, 자신이 지역사회
의 한 부분으로 고려 되어지고 싶은 욕구, 셋째, 여가시
간을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사용하려는 욕구, 넷째는 정
상적인 동반자 관계를 가지려는 욕구, 다섯째는 개인적
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여섯째는 자기표현과 성취감
의 기회를 가지려는 욕구, 일곱째는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하려는 욕구, 여덟째는 적절한 정신적 자극을 가지

려는 욕구, 아홉째는 적절한 주거조건과 가족관계를 가
지려는 욕구,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만족함을 얻으려는 
욕구 등이 있다고 한다[12]. 

Havighurst(1961)는 여가활동 유형을 가사활동, 가
족생활 활동, 종교활동, 정치활동, 사회활동, 대인관계, 
취미․오락 활동 등으로 구분하였고[13], McKechnie 
(1974)는 조작적, 공작적, 지적, 일상적, 스포츠, 매혹적 
스포츠 활동 등으로 분류[14]. Gordon et al.(1976)은  
여가활동을 감각적 쾌락추구활동, 창의적활동, 발전적 
활동, 긴장해소 활동 등 네 가지로 구분, Mullin와 
Suttonn(1993)는 여가활동을 조작적, 공작적, 지적, 생
활적, 매혹적 스포츠 등으로 분류, So-Ahola(1980)는 
스포츠 활동, 사회활동, 공작활동 등으로 여가를 분류하
였으며[15], Mence(2003)는 사회적 활동, 혼자하는 활
동, 생산적인 활동으로, ‘가족 중심 활동’에는 친척 및 
자녀 집 방문, 가족과의 대화, 가족과의 외식, 손, 자녀 
돌보기 및 놀아주기, 정원손질 및 정원 가꾸기 등이 있
다고 하였다[16]. 

So-Ahola와 Jackson(1994)은 여가활동을 개인적 
유형,집합적 유형, 활동적 여가와 수동적 여가로 개념화
하고, 활동적 유형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 한다고 하였다[17]. 

Lennartsson와 Silverstein(2001)은 사회적-친목활
동, 사회적-문화 활동, 혼자-앉아서 하는 활동, 혼자-적
극적으로 하는 활동, 사회단체 참여활동, 종교 단체 참
여활동의 6가지를 분류하였다[18]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박미석(2002)은 노인의 여가활
동 분류를 문예,수집, 서예, 그림 그리기 도서 등의 ‘취
미 생활’과 ‘자기개발 활동’으로 교양 강좌 컴퓨터 강좌, 
외국어 강좌 등으로 구분하였다[19]. 허준수(2002)는 
여가활동 유형을 정적인 여가활동, 체육관련 여가활동, 
여행관련 여가활동, 문화 예술적 여가활동 ,가족/친구
관련 여가활동, 사회참여 여가활동으로 구분하였다
[20].

이렇듯 노인의 여가 활동은 매우 다양하며 여가활동
에 따라 최후의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심신의 쇠퇴를 늦출수 있다고 한다[21]. 김성수
(2008)는 여가는 단순히 건강유지나 휴식 및 기분 전환
의식을 넘어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능 뿐 만 아니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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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극적인 기능으로서 삶의 질과 자아실현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냈다[22]. 민경선(2020)
은 노인의 경우 다른 세대에 비해 여가시간이 증가하나 
증가한 여가시간 대비 여가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밝혔다. 주로 하는 여가활
동은 ‘낮잠’, ‘TV 시청’, ‘아무것도 안하기’ 등의 휴식활
동으로 소비되고, 이러한 휴식활동이 전체 여가활동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5~24세 세대와 비교하면 약 1.8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취미·오락활동, 스포츠 참여활동 
경우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자기계발이
나 신체를 사용하는 여가활동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23]. 이순복(2022)은 노인들은 개개인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이 다르고, 노인들이 느끼는 생활만족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노인의 특성들을 변화시켜주는 대
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24].

이와 같이 노인의 여가활동은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삶의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활동이 어
려워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여가활동에 대한 개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본다. 

3. 노인의 삶의 만족 

1) 삶의 만족
노인의 삶의 만족도 연구는 노년학, 노인복지 분야에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이다[25]. 1960년대 Neugarten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가 등장했으며, 개인이 일상생활
에서 의미, 성취, 기쁨을 느끼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
로 여기는 것으로 의미하고 있다[26].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있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물질
적, 정서적 모두 개인의 삶의 목표와 욕구 달성에 대해 
주관적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27]. 

1970년대에서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에 초점을 두어, Kalish(1975)는 개인이 주위 환경의 
변화 적응, 자신의 느끼는 삶의 성공 정도를 주관적으
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28]. Campbell(1981)은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기존에 삶을 측정하던 경제적 

· 물질적 측면을 넘어 행복의 영역을 의미한다고 하였
다[29]. 

국내연구 최성재(1986)는 삶의 만족도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본인의 미래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는지 평
가라고 보았으며[30], 권중돈 외(2000)는 과거에서부터 
오는 만족, 현재 행복, 미래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의 개
념으로 보았다[31]. 이정희(2008)는 삶의 만족을 인간
이 심리적,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경
험하는 목표나 욕구달성에 대한 개인의 감정 상태를 의
미한다고 하였다[32]. 임정숙(2021)은 노인의 삶의 만
족 증진을 위해 보건, 의료, 사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의 조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해
야 한다고 강조하였다[33].

이와 같이 삶의 만족은 정서적, 물질적, 자신의 만족
감을 주관적인 평가를 하며, 행복감, 심리적 안녕 상태, 
적응 등의 개념으로[32], 삶의 만족도에 대해 다양하게 
정의를 내려지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노인의 
삶의 만족이 무엇이며, 이를 위한 서비스 환경 조성, 개
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2) 노인의 삶의 만족 
인간은 누구나 노후에도 행복하고 건강한 삶과 성공

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노인의 삶의 만
족은 주관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삶을 평가하며[34], 성
공적인 노화를 측정하는 도구로[35], 노인의 신체와 인
지적인 기능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사회 및 생산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36]. 

노인의 삶은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37]. 특히 노년기는 은퇴 
등으로 인한 사회적 위치의 변화와 경제적 어려움을 동
시에 겪을 수 있으며, 신체적 노화로 인해 신체적 기능
이 저해되고 질병 등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차용은(1989)은 노화되어 
간다는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 성공적인 노화상태로 보
았으며[38], 홍순혜(1984)는 노인의 생리적, 심리적, 사
회적 조건 속에서 자신이 과거, 현재 생활에 대해 가지
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39]. 최성재(1986)는 노인의 삶의 만족을 현재와 미래 
생활의 상태와 전망에 대한 평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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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 내리며 이를 측정하는 한국형 생활만족 척도도 
개발하였다[29]. 노인들의 정신적 상태와 정서적 상태
는 신체적 기능성만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소들이며[40]. Havighurst는 노년기 삶의 만족
도와 관련하여 노인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41].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규명한 기존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면 상이한 연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 연구들
은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
고하는 반면[42],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낮
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43]. 이처럼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노인의 삶의 만
족도가 획일화된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
인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이와 같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다양하게 정의되어 
지고 있나 코로나 이후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어떻게 
변했는지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본 연구에
서는 코로나 전, 후를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함으
로써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노인의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따른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21년 10월 
0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동안 경기도 노인복지관 
노인을 대상으로 삶이 만족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107명의 설문응답을 도출하였다.

2. 측정도구

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인 수준에 대한 

검증이라기보다 개인의 판단에 중심을 두는 주관적인 

안녕(Subjective Well-being)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는 김문숙(2014)가 사용
한 척도를 재구성하여 코로나 전, 후 신체만족도 4문항, 
대인만족도 5문항, 경제만족도 5문항, 정서 만족도 4문
항, 자아존중감 3문항 총 40문항으로 구성하였다[44]. 

2) 여가활동 유형 
여가활동 유형은 양성수(2019)가 사용한 척도를 재

구성하여 여가활동 및 빈도 6문항, 여가시간 활동 종류 
6문항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45]. 

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회수된 자료에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
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여가활동 정도, 삶의 만족도 변인에 대한 신뢰
도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간의 신뢰도를 측정하여 예측 
가능성, 정확성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여가활동정도가 삶의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
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넷째, 코로나 이전과 이후 여가활동정도가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
(Multi-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5에서 검
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남성 59명

(55.1%), 여성 48명(44.9%)로 조사되었다. 연령의 경우 
평균 77.5세로 조사되었다. 배우자와 생활 여부의 경우 
배우자와 동거 59명(55.1%), 사별 37명(34.6%)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의 경우 고졸 35명(32.7%), 무학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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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대졸 이상 17명(15.9%) 순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수의 경우 1명과 2명이 각각 
43명(40.2%)로 높게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구분 Count % M SD

성별
남자 59 (55.1) 　 　

여자 48 (44.9) 　 　

연령 　 　 77.50 (5.13)

배우자와  
생활 여부

결혼한적 없다 2 (1.9) 　 　

배우자 동거 59 (55.1) 　 　

별거 혹은 
이혼 9 (8.4) 　 　

사별 37 (34.6) 　 　

학력

무학 23 (21.5) 　 　

국졸 14 (13.1) 　 　

중졸 18 (16.8) 　 　

고졸 35 (32.7) 　 　

대졸 이상 17 (15.9)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수

1명 43 (40.2) 　 　

2명 43 (40.2) 　 　

3명 21 (19.6) 　 　

Total 107 (100.0) 　 　

2. 관련 변인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삶의 만족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외생변수에 대한 요인분석은 주성분 요인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법을 이용하였으며 
요인 회전에 있어서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검정하
는데 유용한 직교회전방법(varimax)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요인 추출 시 요인의 수와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46]. 

표 2. 삶의 만족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구분
Component

Total
% of 
Varian

ce

Cumul
ative 

%1 2 3

의욕 및 
기분만족

환경 변화에 잘 적응 a19 .873 .245 .115

8.251 41.257 41.257

 걱정거리(역산) a15 .860 .245 .200

외모에 대해서 만족 a1 .854 .193 .089

활기상태 a2 .731 .267 .180

불안감(역산) a14 .714 .151 .133

가치 있는 사람 a18 .615 .291 .205

생활수준 
및 건강

평온 a11 .057 .876 -.024

2.673 13.363 54.620

의생활수준 a13 .261 .807 .285

월수입 a12 .189 .769 .402

활동상태 a3 .391 .744 -.203

배뇨와 배변상태 a4 .303 .696 -.100

가정위치 만족 a8 .220 .639 .582

관계 및 
위치 
만족

우울감(역산) a17 .564 -.038 .718

2.261 11.307 65.927

친척과의 관계 a5 .229 -.054 .705

친구 관계 a6 .260 -.042 .694

자녀 관계 a9 .210 .525 .693

취미, 오락, 여가활동 a7 .032 .433 .622

노후 생활 a10 -.181 .416 .571

KMO=.828, 카이제곱=3215.732, df=153

삶의 만족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상관관계 정
도를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검증 및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

면, KMO=.828, Bartlett 구형성 검증 χ 2

=3215.732(df=153, p=.000)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KMO값이 .5이상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의 경우 
p값이 유의수준 .1이하이면 요인분석을 해도 괜찮은 정
도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요인분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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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인들의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은 .5이상
을 기준으로 하였고, 고유값(eigen-value)이 1.0이상
인 요인 3개가 추출되었으며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총분산 설명력은 65.9%로 나타나 측정항목들의 타당도
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신뢰도 분석
구분　 Cronbach의 알파

의욕 및 기분만족 .733

생활수준 및 건강 .817

관계 및 위치 만족 .941

삶의만족(전체) .908

여가활동정도 .801

삶의 만족도, 여가활동정도 요인에 대한 안정성, 일관
성 및 예측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
론바하 알파(Cronbach's α)계수를 신뢰도 계수로 사
용하였다.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0.6 이상을 측정지
표의 신뢰성이 검증된 것으로 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0.6 이상을 기준으로 신뢰성을 평가하기로 하는 것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크론바하 알파 계수를 
이용하여 내적 일관성에 의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
증하였으며, 그 결과 삶의 만족도, 여가활동 정도 영역
에서 0.7이상의 수치로 나타나 신뢰수준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3. 가설검증

1) 코로나 이전과 이후 삶의 만족도와 여가활동정도 
차이 검증 

코로나 이전과 후 삶의 만족도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1. 코로나 이전 귀하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셨는
지요?’ 코로나 이전 3.90점, 코로나 이후 2.90점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p<.001). '코로나 이전 활기 상태 (기운, 기력,힘)
에 만족하셨습니까?’ 코로나 이전 3.90점, 코로나 이후 
2.89점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상대적으로 낮아
졌음을 알 수 있다(p<.001). '3. 코로나 이전 활동상태

(걷기, 계단 오르기, 버스 타기)에 만족하셨나요?’ 코로
나 이전 3.92점, 코로나 이후 3.07점으로 코로나 이전
보다 이후에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p<.001). '4. 코로나 이전 배뇨와 배변 상태에 대해 만
족하십니까?’ 코로나 이전 3.83점, 코로나 이후 3.23점
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p<.001). '5. 코로나 이전 형제나 친척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코로나 이전 3.78점, 코
로나 이후 2.86점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상대적
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p<.001). 다른 삶의 만족
도 하위항목들 경우에도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유의하게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4. 코로나 이전과 후 삶의 만족도 차이 검증

구분 평균
(M)

표준편
차(SD) t(p)

1. 코로나 이전 귀하의 외
모에 대해서 만족하셨는지
요?

코로
나(전)

3.90 .31
25.102*

**(.000)코로
나(후)

2.90 .31

2. 코로나 이전 활기상태
(기운, 기력,힘)에 만족하셨습
니까?

코로
나(전)

3.90 .31
27.764*

**(.000)코로
나(후)

2.89 .32

3. 코로나 이전 활동상태
(걷기, 계단 오르기,버스타기)
에 만족하셨나요?

코로
나(전)

3.92 .28
19.882*

**(.000)코로
나(후)

3.07 .38

4. 코로나 이전 배뇨와 배
변상태에 대해 만족하십니
까?

코로
나(전)

3.83 .38 9.875***

(.000)코로
나(후)

3.23 .51

5. 코로나 이전 형제나 친
척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셨
습니까?

코로
나(전)

3.78 .41 18.091*

**(.000)코로
나(후)

2.86 .35

6.코로나 이전 친구관계에 
만족하셨습니까?

코로
나(전)

4.03 .26
24.462*

**(.000)코로
나(후)

2.98 .39

7. 코로나 이전 취미, 오
락, 여가활동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코로
나(전)

4.10 .36
23.525*

**(.000)코로
나(후)

2.80 .40

8. 코로나 이전 가정에서 
차지하는 위

치에 대해 만족하셨습니
까?

코로
나(전)

3.81 .52
10.795*

**(.000)코로
나(후)

3.05 .66

9. 코로나 이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코로
나(전)

3.95 .59
16.674*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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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p<.01, *** p<.001

코로나 이전과 후 삶의 만족도 하위영역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의욕 및 기분만족’ 코로나 이전 3.79점, 
코로나 이후 2.80점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상대
적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p<.001). ‘생활수준 및 
건강’ 코로나 이전 3.74점, 코로나 이후 2.94점으로 코

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
다(p<.001). ’관계 및 위치 만족‘ 코로나 이전 3.74점, 
코로나 이후 2.69점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상대
적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p<.001). 전체적으로 삶
의 만족도의 경우 코로나 이전 3.68점, 코로나 이후 
2.74점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상대적으로 낮아
졌음을 알 수 있다(p<.001).

표 5. 코로나 이전과 후 삶의 만족도 하위변인 차이 검증

구분 평균(M) 표준편차
(SD) t(p)

의욕 및 
기분만족

코로나(전) 3.79 .20
34.216***(.000)

코로나(후) 2.80 .28

생활수준 및 
건강

코로나(전) 3.74 .30
20.015***(.000)

코로나(후) 2.94 .41

관계 및 
위치 만족

코로나(전) 3.74 .33
30.784***(.000)

코로나(후) 2.69 .28

삶의만족
(전체)

코로나(전) 3.68 .23
33.956***(.000)

코로나(후) 2.7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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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이전과 후 여가활동 정도에 대한 하위항목 차
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여가활동으로 소요하는 시간(평
일)’ 코로나 이전 2.82점, 코로나 이후 2.20점으로 코로
나 이전보다 이후에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p<.001). ‘여가활동으로 소요하는 시간(주말)’ 코로나 
이전 2.68점, 코로나 이후 3.13점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p<.001). ‘소
요비용’ 코로나 이전 2.46점, 코로나 이후 1.58점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p<.001). 전체적으로 여가활동 정도의 경우  코로
나 이전 2.64점, 코로나 이후 2.30점으로 코로나 이전
보다 이후에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p<.01).

코로
나(후)

2.82 .56

10. 코로나 이전 귀하의 
노후 생활 준비 정도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코로
나(전)

3.59 .60 15.075*

**(.000)코로
나(후)

2.73 .45

11. 코로나 이전 마음이 
평온하셨습니까?

코로
나(전)

3.84 .51 14.393*

**(.000)코로
나(후)

2.94 .41

12. 코로나 이전 가족 전
체 월수입에 대해 만족하셨습
니까?

코로
나(전)

3.43 .50 13.647*

**(.000)코로
나(후)

2.62 .58

13. 코로나 이전 의생활 
수준에 대해서 만족하셨습니
까?

코로
나(전)

3.61 .53
15.294*

**(.000)코로
나(후)

2.73 .54

14. 코로나 이전 불안감을 
느끼셨습니까?

코로
나(전)

3.04 .33
23.260*

**(.000)코로
나(후)

1.94 .41

15. 코로나 이전 걱정거리
가 많았습니까?

코로
나(전)

2.98 .14 42.100*

**(.000)코로
나(후)

1.93 .25

16. 코로나 이전  쉽게 패
배감을 느끼셨습니까?

코로
나(전)

3.07 .48 17.427*

**(.000)코로
나(후)

2.08 .39

17. 코로나 이전 우울감을 
느끼셨습니까?

코로
나(전)

2.99 .33 29.632*

**(.000)코로
나(후)

1.96 .19

18. 코로나 이전 남들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
셨습니까?

코로
나(전)

3.79 .41
10.938*

**(.000)코로
나(후)

3.03 .57

19. 코로나 이전 환경 변
화에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
까?

코로
나(전)

4.00 .00
9.302***

(.000)코로
나(후)

3.36 .72

20. 코로나 이전 의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셨습니까?

코로
나(전)

4.00 .00 33.188*

**(.000)코로
나(후)

2.85 .36

삶의 만족도

코로
나(전)

3.68 .23
33.956*

**(.000)코로
나(후)

2.7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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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코로나 이전과 후 여가활동 정도 차이 검증

구분 평균(M) 표준편차
(SD) t(p)

소요시간
(평일)

코로나(전) 2.82 .70
3.381***(.001)

코로나(후) 2.20 1.84

소요시간
(주말)

코로나(전) 2.68 .54
-3.822***(.000)

코로나(후) 3.13 1.08

소요비용
코로나(전) 2.46 1.03

5.235***(.000)
코로나(후) 1.58 1.39

여가활동정도
(전체)

코로나(전) 2.64 .55
3.257**(.002)

코로나(후) 2.30 .89

5점 척도:1점~5점(점수가 높을수록 여가활동정도가 높음
* p<.05,** p<.01, *** p<.001

2) 기술통계 및 정규성 분석 결과분석
여가활동 정도와 삶의 만족도 차이 검증에 대한 일변

량 정규성과 다변량 정규성 모두 검토하였으며 정규성 
항목 중 왜도와 첨도를 통해 파악하였다. 왜도는 자료
의 대칭성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평균에 대한 대칭적 정
규분포와는 달리 양의 왜도는 자료가 평균 좌측에 몰려
있고, 음의 왜도는 평균의 우측에 몰려있어 평균에 대
한 비대칭적 분포를 이룬다[47]. 첨도는 정규분포곡선
의 분포 중간이나 꼬리에 있는 점수 비율의 상대정도를 
의미한다. 음의 왜도는 꼬리에 너무 많은 사례가 몰려
있거나 중간에 적은 사례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반대
로 양의 첨도는 자료가 평균 부근에 많이 몰려 있는 것
을 말한다[48]. 왜도는 절대값 2이상, 첨도는 절대값 7
이상일 경우 자료 정규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다. 이 연구의 응답자료 정규성 검토결과 일변량 정규
성 가정에는 왜도의 경우에 -1.631~-.674, 첨도의 경
우에  .919~3.829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도 문제가 없는 데이터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7. 관련변인 기술통계 및 정규성 분석 결과분석

3) 상관관계 분석 및 회귀분석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

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 이전의 경우에
는 여가활동 정도와 삶의 만족도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코로나 이후의 경우 여가활동 정도와 삶의 만
족도 r=.218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p<.05). 하위영역 의욕 및 기분만족 r=.914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p<.01). 생활 수준 및 건강 
r=.857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p<.01). 관
계 및 위치 만족 r=.783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p<.01). 이러한 관계는 코로나 이전의 경우에는 
여가활동 정도와 삶의 만족도간 관계가 없었으나, 코로
나 이후의 경우에는 여가활동 정도와 삶의 만족도간 관
계가 정적으로 유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
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영향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 상
관관계 분석

구분 여가활동 
정도

의욕및기
분만족

생활수준
및건강

관계및위
치만족

삶의만족
도_전

코로나전

여가활동 정도 1

의욕및기분만족 .036 1

생활수준및건강 .185 .740** 1

관계및위치만족 .158 .691** .791** 1

삶의만족도_전 .175 .828** .939** .922** 1

코로나후

여가활동후 1

의욕및기분만족후 .138 1

생활수준및건강후 .237* .732** 1

관계및위치만족후 .213* .573** .563** 1

삶의만족도_후 .218* .914** .857** .78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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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 St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여가활동 2.6386 .54967 -.674 .919

의욕 및 기분만족 3.7888 .19805 -1.615 1.092

생활수준 및 건강 3.7383 .29559 -1.527 3.829

관계 및 위치만족 3.7402 .32838 -1.631 2.143

삶의만족도(전체) 3.6771 .23077 -1.112 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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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전 여가활동 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통제변인으로 연령, 동거여부, 학력, 가족 수
를 통제한 후 독립변인에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설명력
은 15%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β=.170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p>.05). 하위영역 의욕 및 기분 
만족, 생활 수준 및 건강의 경우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으나, 관계 및 위치 만족도의 경우에는 유의
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5).

표 9. 코로나 이전 여가활동 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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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이후 여가활동 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통제변인으로 연령, 동거여부, 학력, 가족 수
를 통제한 후 독립변인에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설명력
은 17%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β=.309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1). 하위영역 의욕 및 기분 

만족의 경우에 β=.213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5). 생활수준 및 건강 β=.337로 유의
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01), 관

계 및 위치 만족도의 경우 β=.213로 유의한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5). 이러한 결과는코
로나 이후에는 여가활동 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Model

Unstandardi
zed  

Coefficients

Standa
rdized  
Coeffic
ients t Sig.

B Std.  
Error Beta

삶의
만족
도

(Constant) 3.059 .439 　 6.965 .000

연세 .002 .005 .038 .351 .727

배우자와 
생활 여부 .065 .023 .271 2.844 .005

학력 -.008 .014 -.063 -.594 .554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수

.084 .031 .272 2.701 .008

여가활동 .071 .040 .170 1.773 .079

R제곱(수정)=.159(.118), F=3.824(.003)

의욕 
및 

기분
만족

(Constant) 3.127 .385 　 8.118 .000

연세 .004 .004 .113 1.026 .307

배우자와 
생활 여부 .055 .020 .267 2.744 .007

학력 .005 .012 .047 .437 .663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수

.076 .027 .286 2.780** .006

여가활동 .005 .035 .014 .143 .887

R제곱(수정)=.122(.078), F=2.799(..21)

생활
수준 
및 

건강

(Constant) 3.412 .566 　 6.028 .000

연세 -.003 .006 -.055 -.505 .615

배우자와 
생활 여부 .057 .030 .187 1.946 .054

학력 .003 .018 .017 .164 .870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수

.116 .040 .294 2.905** .005

여가활동 .073 .052 .137 1.420 .159

R제곱(수정)=.149(.107), F=3.531(.006)

관계 
및 

위치
만족

(Constant) 2.479 .620 　 3.999 .000

연세 .007 .007 .101 .946 .347

배우자와 
생활 여부 .124 .032 .362 3.828*** .000

학력 -.003 .020 -.018 -.173 .863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수

.070 .044 .160 1.599 .113

여가활동 .115 .057 .193 2.035* .044

R제곱(수정)=.173(.132), F=4.2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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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코로나 이후 여가활동 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삶의
만족도

(Constant) 2.513 .507 　 4.958 .000

연세 -.005 .006 -.086 -.800 .426

배우자와 생활 
여부 .038 .027 .137 1.450 .150

학력 .039 .017 .251 2.285* .024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수 .057 .035 .158 1.609 .111

여가활동 .093 .030 .309 3.146** .002

R제곱(수정)=.179(.128), F=4.110*(.002)

의욕 
및 

기분
만족

(Constant) 2.278 .535 　 4.259 .000

연세 .000 .006 -.001 -.007 .995

배우자와 생활 
여부 .030 .028 .104 1.077 .284

학력 .038 .018 .237 2.099* .038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수 .080 .037 .217 2.155* .034

여가활동 .066 .031 .213 2.114* .037

R제곱(수정)=.125(.081), F=2.881(.018)

생활
수준 
및 

건강

(Constant) 3.180 .759 　 4.191 .000

연세 -.013 .008 -.165 -1.545 .126

배우자와 생활 
여부 .037 .040 .087 .930 .355

학력 .052 .025 .222 2.042* .044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수 .063 .053 .117 1.201 .233

여가활동 .153 .044 .337 3.464*** .001

R제곱(수정)=.183(.142), F=4.521*(.001)

관계 
및 

위치
만족

(Constant) 2.310 .551 　 4.195 .000

연세 .000 .006 .003 .025 .980

배우자와 생활 
여부 .025 .029 .088 .879 .382

학력 .024 .018 .153 1.313 .19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수 .013 .038 .034 .331 .741

여가활동 .080 .032 .257 2.477* .015

R제곱(수정)=.148(.139), F=4.9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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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위드 코로나 시대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여가생활 현황을 알아보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노
인의 삶의 만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갖는
다. 이를 위해 경기도 노인복지관 노인 107명을 대상으
로 삶이 만족도, 여가생활을 알아보았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이전과 이후 삶의 만족도와 여가활동정
도를 알아본 결과 ‘코로나 이전 귀하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 '코로나 이전 활기상태(기운, 기력, 힘)에 만족‘은’ 
‘코로나 이전 활동상태(걷기, 계단오르기, 버스타기)만
족’, ‘코로나 이전 배뇨와 배변 상태 만족'‘코로나 이전 
형제나 친척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 등 코로나 이전보
다 이후에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하위영
역에서는 ‘의욕 및 기분 만족’ ‘생활 수준 및 건강’. ’관계 
및 위치 만족‘ 등 전체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코로나 이
전보다 이후에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코
로나 이전과 후 여가활동 정도에 대한 하위항목 차이 
검증에서는 ‘여가활동으로 소요하는 시간(평일)’ ‘여가
활동으로 소요하는 시간(주말)’, ‘소요비용’ 등 전체적으
로 여가활동 정도의 경우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상대
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위드 코로나 시대 코로
나 전보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관계와 여가활동 만족
이 낮은 것으로, Stephan et al., (2011)은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49] 
본 연구에서 코로나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는 것은 노
인들은 삶의 만족이 낮은 것으로 시사되어 진다. 건강
상태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으로 종단연
구를 비롯하여 노인들은 자녀와의 관계, 자녀 도움 등 
모두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에 대한 관계에 초점을 맞
출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50].

둘째,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 상관관계에서는 코로나 이전의 경우에는 여가
활동 정도와 삶의 만족도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코로나 이후의 경우 여가활동 정도와 삶의 만
족도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 
이후 노인이 여가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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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는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노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퇴직으로 
인해 역할상실에 직면하는 노년기에 다른 활동의 참여
가 필요하다[51]는 연구와도 일치하며, 활용의 참여가 
낮으면 삶의 만족도도 낮다는 조주연 외(2000) 연구결
과와도 일치한다[52]. 

하위영역에서는 의욕 및 기분 만족, 생활수준 및 건
강, 관계 및 위치 만족이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
였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생활 수준, 건강, 관계, 
위치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는 
노년기에는 건강상태의 악화, 수입의 감소 및 사회적 
역할상실로 인하여 노인들은 자존심이 저하되고 소외
감을 느끼게 되는 등 인생의 어떠한 단계보다 삶의 질
이 저하되는 시기[53]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삶의 만
족은 코로나 전보다 더 낮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노인
의 삶의 만족들 높이기 위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주도적
으로 기획하고,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아
실현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삶의 만족도, 삶의 기대감 등 질적인 요인에 관심을 갖
는 것도 필요하다. 일선에서는 이를 위해 건강수명을 
중요시하고 있으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삶의 
만족도를 포함한 삶의 질과 관련된 것임을 놓치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54].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 건강, 여가
활동, 인간관계 등 다양한 욕구의 기반하여[50] 개입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이전과 달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가활동 정
도와 삶의 만족도간 관계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지
역사회의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노인정 등 각종 여가모
임, 문활동 및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
회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노인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코로나 19로 세계적 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많
은 사망자는 노인이다. 대다수 노인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치명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전 세계 80세 이상 노인의 치명
률은 모든 연령 사망자 평균의 다섯 배에 달하여, 많은 
노인들은 건강에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
출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와 같이 노인들에게 있어 경제적인 
측면은 매우 중요하고 삶의 만족도와도 연결이 되어 있
다. 가구소득 수준이 낮으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소득과 삶의 만족도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노년기의 다양한 활동 중에서 소득과 관
련된 활동은 안정적인 노후의 경제생활을 보장하고, 노
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역할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54].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노인의 삶의 만족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55]. 

위드 코로나 시대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로 노인복지
시설들의 잦은 휴관으로 노인 돌봄을 집에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들의 부양 및 경제
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보장되도
록 노후소득보장제도 및 지원이 요구되어지며, 이에 대
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위드 코로나 시대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로 노
인복지시설들의 잦은 휴관과 사회적 거리두기, 디지털 
기술사용이 증가하면서 기기 사용이 미숙한 노인들은 
집 밖을 나가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활동을 하지 못하
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 및 관계위축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정보화와 스마트화가 가속화 되어가면서 노년층은 오
히려 디지털 소외계층이 되어가고 있다[56]. 우리나라
는 어느 나라보다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 격차의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그 심각성이 부각 되있다. 

이에 관계 개선 및 위치 만족을 위한 노인들의 말벗
과 상담 관련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하며, 복지관
에서는 스마트폰, 키오스크 사용 방법 등의 교육이 점
차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차원의 방안으로 디지털 
교육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이 사회에 적
응 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프로
그램 제공과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를 줄 일 수 있는 다
각적인 정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백윤주(2021) 
연구자는 고령자의 디지털 활용 필요성의 인식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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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디지털 역량향상 및 접근성, 활용성을 고려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57].  

본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 노인들
의 삶의 만족도, 여가생활 증진 방안에 대해 제언과 함
의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 노인복지
관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답변을 분명하게 
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 다소 객관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완전 배재 할 수 없다. 이러한 설문 시 오랜 시간이 걸
렸으므로 제3자의 관찰 보고 등 다차원적인 평가가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구체적인 대안방안과 다양한 
사례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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