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만족도 척도

이 검사 문항은 Stones & Kozma의 연구를 반영하여 윤진(1982)이 제작한 노인 생활만족척도를 기반으로 개발

되었다. Stones & Kozma 연구에서 보고 된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긍정적 일상 경험, 부정적 일상 경험 등

의 4가지 하위요소로 구성하였다. 총 20문항에 대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불안이 높

음을 의미한다. 문항신뢰도는 Cronbach’α =.89이다.

생활만족도 척도 구성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신뢰도

긍정적 정서 4 1, 2, 3, 4

.89
부정적 정서 4 5, 6, 7, 8

긍정적 일상 경험 6 9, 10, 11, 12, 13, 14

부정적 일상 경험 6 15, 16, 17, 18, 19, 20

생활만족도 설문 문항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요즈음 하늘을 날을 것처럼 기분이 좋다.

2. 나는 일상생활에서 원기가 왕성하다.

3. 내가 살아온 인생을 회고해보건대 일생을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4. 내 일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절이다.

5. 나는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끼고 있다.*

6.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리감과 외

로움을 느낀다.*

7. 나는 우울하고 기분이 언짢다.*

8. 일생을 거의 살고 나서 생각해보니 나의 인생행로가 이렇

게 된 것에 대하여 가슴 아프게 느끼고 있다.*

9. 나는 나이든 지금도 젊은 시절과 마찬가지로 행복하다.

10.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옛날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흥미롭

고 재미있다.

11. 지나온 인생을 회고해 볼 때, 나의 일생은 상당히 성공적

인 인생이다.

12. 현재 나의 건강상태는 내 아니 또래의 다른 사람과 비슷

하거나 더 좋다.



* 역문항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흥미롭

다.

14. 나는 지금도 바쁘고 가치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15. 금년 들어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들이 나를 더욱 괴롭

힌다.*

16. 나의 일생은 현재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었는데 불행히도 

그렇게 되지 못했다.*

17. 나는 조그마한 일이 생겨도 쉽게 화가 난다.*

18. 나는 슬퍼할 일이 많다.*

19.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자주 우울에 빠진다.*

20.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아서 가끔 잠을 이룰 수가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