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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퇴행성 관절염은 노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만성 질환으로 만성적인 통증,
관절 강직, 우울과 같은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기능을 제한하고 건강
지각에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퇴행성 관절염 노인들의
증상을 완화하고 기능 제한을 최소화하는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
해서는 이들의 궁극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요인들을 파악하
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요인, 생리적 요인, 증상, 기능 상태, 건강 지각 그
리고 삶의 질의 변수들로 구성된 Wilson과 Cleary의 모형에 근거하여 퇴행
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 구조모형
을 구축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모형의 타당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은 2013년 1월15일부터 2월 22일까지 경기도 K시에 소재한
보건소와 노인정을 방문하는 65세 이상의 퇴행성 관절염 노인으로 하였다.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180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포함되
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변수들에 대해서는 빈도, 평균 및 표준편차와 같은
서술적 통계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정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측정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은 Tolerance와 VIF로 분석하였다. 또한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
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였으며 검증은 AMOS 18.0을 통해 가설적 모
형에 대한 적합도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적 모형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부하량이 권장수준에 도달하
지 못했던 두 개의 측정 변수를 제거하여 수정모형을 완성하였다. 수정모형

-i-

의 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에서 적합지수(GFI)가 .964, 증분적합지수에서
표준적합지수(NFI)가 .952, 간명적합지수에서 PGFI가 .457로 모두 권장수
준을 만족하였다.
본 구조모형에서 개인적 요인, 사회적 지지, 증상, 기능 상태, 건강 지각이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을 63.6% 설명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큰 영향
을 주는 변수는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였다. 개인적 요인, 기능 상태,
건강 지각과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증상은 기능 상태와 건강 지각을 매개로 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삶의 질은 기능 제한 점수가 적을수록, 사회
적 지지가 높을수록, 건강 지각이 높을수록, 증상이 적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중
재 개발 시 사회적 지지를 높이고 증상을 조절하며 기능 제한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포함시킬 것을 제언한다. 그리고 이러한 중재의 효과를 검증
하는 실험연구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중재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퇴행성 관절염 노인, 삶의 질, 사회적지지, 증상, 기능 상태,
건강 지각
학

번 : 2007-3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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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퇴행성 관절염(osteoarthritis)은 정확한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신체적 노화, 과사용, 외상 등으로 점진적으로 관절 연골이 퇴화되면서 심하
게는 연골 하골까지 손상되고, 이차적으로 다른 조직에도 염증이 발생함으
로써 신체적 기능 제한을 동반하는 만성 질환이다(Aspden, 2008; Shane
Anderson & Loeser, 2010).
우리나라의 퇴행성 관절염의 유병율은 10.2%이며 여자가 남자보다 4배
정도 더 높고, 50세 이후 증가하여 60세 이상 노인에서는 25.3%, 70대가
41.5%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1). 이렇듯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와 관
련되어 나타나는 만성 질환으로서 관절의 통증, 강직, 부종 및 일상생활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으며(Arden & Nevitt, 2006; Woo et al., 2004), 특히
체중 부하가 된 관절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며 기능적 제한이 동반되는 퇴
행성 관절염은 진행되면 신체적 변화와 함께 삶의 질이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다(Ayis & Dieppe, 2009; Jakobsson & Hallberg, 2002; Kim et al.,
2011).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연령,
학력, 종교,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통증(배향숙, 2011), 자가 간호 역량(이은
영, 2003), 지각된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동작 장애(이명숙, 2009) 등이 있
다. 중재 연구로는 운동 프로그램(김종임, 김인자, 최희정과 강현숙, 2009;
Segal & Wallace, 2012; Tak, Staats, Van Hesoen, & Hopman-Rock,
2009)과 자가 건강관리에 대한 연구(Brady, 2012; Kao, Wu, Tsai,
Chang, & Wu, 2012) 등이 있다. 도구개발 및 평가로는 전반적 삶의 질 평
가(임난영 등, 2010; Zakaria, Bakar, Hasmoni, Rani, & Kadir, 2009), 질
병-특이 삶의 질 측정 도구의 개발 및 평가(Gonzalez Sáenz de Tejada et
al., 2011; Rat et al., 2006; Rosemann & Szecsenyi, 2007)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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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 중에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삶
의 질 구조모형을 검증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국외에서는 관절염 환자에
게 나타나는 기능 장애와 관련된 요인들 간의 개념 모형(Machado1,
Gignac, & Badley, 2008)이나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건강상태 모델의 적
용(Mason, Anderson, & Meenan, 2005)에 관한 연구가 있지만 노인에 초
점을 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삶의 질과 관련된 모형 중에서 Wilson과 Cleary(1995)가 제안한 건
강관련 삶의 질 모형은 지금까지 심장질환(Heo, Moser, Riegel, Hall, &
Christman, 2005), HIV/AIDS(Phaladze et al., 2005), 신장 이식받은 환
자(Schulz et al., 2012), 호지킨스 림프종(Wettergen, Björkholm,
Axdorph, & Langius-Eklöf, 2004) 등과 같은 주로 급성질환 대상자에게
검증한 모형으로 만성질환인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
어진 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국외에서 60세 이상의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Wilson 과 Cleary 모형을 검증한 연구가 있다(Halvorsrud, Kirkevold,
Diseth, & Kalfoss, 2010). Wilson 과 Cleary모형에는 퇴행성 관절염 노인
의 일반적 특성들을 잘 반영해주는 개인적 요인, 사회적·환경적 지지를 반
영해주는 환경적 요인, 질환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생리적 요인, 증상,
기능 상태 그리고 건강 지각과 삶의 질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퇴행성 관절
염 노인에게 유용한 모형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퇴행성 관절염 노인을 대상으로 삶의 질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Wilson과 Cleary(1995)의 모형을 기반으로 하되, 선행연구에서 퇴행성 관
절염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함시킨 모형을 가설적으
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모형을 실제 대상자들에게 적용함으
로써 퇴행성 관절염 노인에게 적합한 삶의 질 모형을 구축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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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Wilson & Cleary (1995)가 제안한 삶의 질 모형을 기
반으로 하여 퇴행성 관절염 노인을 위한 삶의 질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Wilson & Cleary의 삶의 질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퇴행성 관절염 노
인의 삶의 질에 대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다.
2)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 모형과 실제 자료간의 적합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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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퇴행성 관절염 노인
퇴행성 관절염 노인이란 하나 또는 여러 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비감염성 형태의 관절염으로 연골하 골성 경화증, 관절 연골 상실, 그리고
골극과 연골의 증식이 나타나는 질환(Anderson, Keith, Novak, & Elliot,
2002)을 앓고 있는 노인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로부터 슬관절이
나 고관절 등의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통증이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의미한다.

2) 개인적 요인
개인적 요인은 흔히 인구학적 특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연령, 성별, 결
혼상태, 인종 등이 포함된다(Ferrans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연령, 결
혼상태, 종교, 학력을 포함하였다.

3) 생리적 요인
생리적 요인은 환자의 자가 보고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관찰되고 확인 가
능한 것을 의미한다(Wilson, 1999). 본 연구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
한 유병기간, 동반질환의 수,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수술을 포함하였다.

4) 삶의 질
삶의 질이란 개인들이 속한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적, 기
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삶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
이다(WHOQOL group, 1993). 본 연구에서는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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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가 개발한 삶의 질 간편 척도인 World Health Organization’s quality
of life instrument-short version(WHOQOL-BREF)을 민성길, 이창일, 김광
일, 서신영과 김동기(2000)가 한국어로 번역한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 26문항으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5)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상호관계에 초점을 둔 구조로 대인 관계의 존재 및 빈도와
사회적 관계의 연결 정도를 언급하는 것으로 서로 직접적, 간접적, 상호적
인 영향을 미친다(Sherbourne & Stewart, 1991).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Sherbourne과 Stewart(1991)에 의해 개발된 Medical Outcome
Study Social Support Survey(MOS-SSS) 도구를 임민경(2002)이 번안한
19문항의 도구를 사용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정도
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6) 건강 지각
건강 지각은 인간의 건강행위를 지배하는 개인적 의미를 말한다(Ware,
1979). 본 연구에서는 Ware(1979)가 개발한 건강 지각 측정도구(Health
Perception Questionnaires)의 하부척도인 Current health에서 본 연구자
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자신이 평가하는 현재의 건강 상태
에 대한 문항인 “나는 현재 건강에 자신을 갖는다”는 문항을 5점 척도의 도
구를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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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능 제한
기능 제한은 기능하는 모든 영역들을 포함하며 인간의 건강과 안녕을 유
지하고 일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기초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인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수행하는 정상적 과정과 삶에 필수적인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되는 다차원적인 수행 능력으로 정의된다(Leidy, 1994). 본 연구
에서는 Bellamy, Buchnan, Goldsmith, Campbell, & Stitt (1988)에 의해
개발된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y Osteoarthritis
index(WOMAC)를 Bae 등(2001)이 번역 및 검증 단계를 거쳐 한국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된 K-WOMAC(Bae et al., 2001)에서 17문항
의 기능 제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퇴행성 관절염 노인들의 기능
상태와 특정 과제의 제한 정도를 세부적으로 통합하여 평가한 것을 나타내
며,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의 악화 및 활동의 제한을 의미한다.

8) 통증
통증은 감각 식별적, 동기 유발적, 인식 평가적 현상으로(Melzack,
1975) 실재적이거나 잠재적인 조직 손상을 동반한 불쾌한 감각적, 정서적
경험(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tudy of Pain, 1979)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통증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관절 부위의 통증을 지각하는 것으
로, Bellamy 등(1988)에 의해 개발된 WOMAC index를 Bae 등(2001)이
번역 및 검증 단계를 거쳐 한국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된
K-WOMAC(Bae, et al., 2001)에서 5문항으로 된 통증 도구를 사용하였
다.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이 심함 것을 의미한다.

9) 관절 강직
관절 강직은 관절에서 느껴지는 저항과 같은 것으로 이는 움직이거나 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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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느껴지는 관절의 강직으로(Davis & Deluca, 1996) Bellamy 등
(1988)에 의해 개발된 WOMAC index를 Bae 등(2001)이 번역 및 검증 단
계를 거쳐 한국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된 K-WOMAC(Bae, et
al., 2001)에서 2문항의 관절 강직 도구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관
절의 강직이 심함을 의미한다.

10) 우울
우울은 정상적인 기분 변화로부터 병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연속선 상
에 있으며 근심, 침울감, 실패감, 무력감 및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정서 상태
이다(Battle, 1978). 본 연구에서의 우울은 Yesavage 등(1982)이 개발한 노
인 우울 척도를 기백석(1996)이 우리나라 노인들의 정서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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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본 연구는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하
고 영향 요인들 간의 직접적, 간접적 경로를 실증적 자료를 통해 검증하기
위한 연구로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해서 고찰하고, 둘째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1.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
삶의 질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문화와 가치 내에서 그들의 삶에서 차
지하는 개인적 인식이며, 그들의 목표, 기대치, 기준, 관심들과 관계된 지각
이다. 또한 개인의 신체적 건강, 정신적 상태, 독립 수준, 사회적 관계와 환
경적 영역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복합적으로 얽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
념이다(WHO Group 1995). 삶의 질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며, 사회나 지역
사회의 안녕을 사정하는 것에서 개인이나 그룹이 처한 상황의 특별한 평가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정의되어지는 개념이다(Felce & Perry,
1995). Nord, Arnesen, Menzel과 Pinto(2001)는 삶의 질은 안녕에 대한
주관적이고 통합적인 감정이라고 하였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질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
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퇴행성 관절염은 40세 이상부터 시작하여 75세가
되어서는 85%가 진단 받게 되므로 노인들의 퇴행성 관절염의 빈도는 높다
(Sack, 1995).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 질병 특성상 완치가 어려우므로, 치
료의 목표는 환자의 증상과 기능 제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삶
의 질을 추구하는 것이다(Rat, Baumann, & Guillemin, 2011).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러 논문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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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여기에는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역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우
울, 통증과 같은 증상, 무릎의 기능 제한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을 포함한다
(Moskowitz, 2009; Papakostidou et al., 2012). 이외에도 수면의 질, 불
안, 환자의 만족감(Wyrwich et al., 2011), 일상생활 의존도와 가족지지에
관한 연구(전정호, 이해정, 김명희와 신재신, 2003)가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을 위한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측정
하는 도구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Ware와 Sherbourne(1992)이 개발한
Medical outcome Short-Form 36(SF-36)이 넓게 적용되고 있다. 이는 포
괄적인 도구로서 특히 관절 대체 역할보다는 의학적 또는 재활적인 중재 부
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여러 질병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
다(Halvorsrud, Kirkevold, Diseth, & Kalfoss, 2010). 그러나 질병 특이
적인 도구보다 반응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Patrick & Deyo, 1989).
SF-36은 8개의 영역의 36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체적 기능, 사회적
기능, 신체적 역할 제한, 감정적 역할 제한, 정신 건강, 활력, 통증, 일반 건
강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도구는 임상연구에서 치료효과를
평가하는데 사용되거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 사용될 수 있
는 도구이다(Ware & Grandek, 1998).
EQ-5D(EuroQol-5 Dimension)는 단순하면서도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EuroQol Group에 의해 개발된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 지표
로서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생활활동, 통증/불편감, 불안/우울을 3단계
로 측정하는 5문항과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1문항의 시각적 상사척도로 구
성되어 있으며, 광범위한 건강상태 및 치료의 평가에 이용될 수 있다. 이 도
구는 선호도를 기초로 하여 건강관련 삶의 질의 효용을 평가할 수 있는 도
구이다. 그러나 이 도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달리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이나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은 환자의 삶의 질 측정에는 적
합하지 않다(Pinedo-Villanueva, Turner, Judge, Raftery, & Arden,
2012).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WHOQOL)를 간결하게 만든 WHOQOL-B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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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성길 등(2000)이 표준화하였다. 한국판 WHOQOL-BREF는 총 26개
의 항목들로 구성된 자가 평가 척도로서, 전반적인 삶의 질과 일반적인 건
강 각각에 대해 1문항, 신체적 건강 영역 7문항, 심리적 영역 6문항, 사회적
관계 영역 3문항, 환경적 영역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사용되는데,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널리 적용되고 있는
삶의 질 측정도구이다(Den Oudsten, Zijlstra, & De Vries, 2012).
Osteoarthritis Knee and Hip quality of life(OAKHQOL)은 퇴행성 관절
염 환자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이 도구는 무릎과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
염을 지닌 환자에게 질병 특이적으로 적용되어 환자의 삶의 질을 더 잘 이
해할 수 있다(Rat et al., 2005). 이 도구는 43문항으로서 5개의 영역(신체
활동, 정신건강, 통증, 사회적 지지, 사회적 활동)과 3문항의 독립적인 문항
(배우자, 성생활, 직업과 관련)으로 이루어져 있다. 퇴행성관절염 환자를 위
해 질병 특이적으로 개발된 도구로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지니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역 및 통증 등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삶의 질을 민감하게 반영한다(Gonzalez et al.,
2011). 그러나 질병 특이적인 도구인 만큼 다른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나 일반인들의 삶의 질과의 비교 시에는 많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연구할 때 측정 도구에 따라
결과들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질병 특이 삶의 질 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일
반적인 삶의 질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그 중
WHOQOL-BREF는 일반적인 삶의 질 도구로서 다양한 분야의 삶의 질 연
구에 이용되어 다양한 문화권의 사정, 다양한 건강결과들의 비교가 가능하
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WHOQOL group, 1996). 따라서 퇴행성 관
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질병을 지닌 환자나 일반인과의 삶의
질 비교 시 가장 적합 할 것으로 생각된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삶의 질 연구에서, Laborde와
Powers(1985)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장기적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보다 삶의 질이 더 낮다고 하였고,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만성통증, 감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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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성, 질병에의 집착 등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하였다(김경희,
정혜경, 최미혜와 권해진, 2000). Jakobsson과 Hallberg(2002)도 퇴행성 관
절염 노인들은 통증과 활동장애, 연령의 증가로 인해서 삶의 질이 낮아지며
유병기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Blixen과 Kippers
(1999)에 의하면 퇴행성 관절염 노인 환자들은 통증, 우울, 활동장애가 있어
도 가족과 동료의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로 인해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으며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통해, 건강관련 삶의 질 도구는 통증과 기능을 넘어
선 건강의 전반적인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상당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Rat et al., 2006). 특히 무릎이나 고관절 등 하지 부분에 퇴행성 관절염을
갖고 있는 환자는 신체적 기능 뿐 아니라, 불안과 우울을 포함한 정신건강,
수면, 작업 능력, 대인 관계, 자아 존중감, 성생활, 사회 참여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Fielden et al., 200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국내에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이론적 기틀을 기반으로 분석된 연구가 없으므로 본
연구는 건강관련 삶의 질 모형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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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 영향 요인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대상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개인적 요인과 생리적 요인, 사회적 지지, 증상, 기능 상태, 건강 지각
으로 나누어 선행연구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1) 개인적 요인과 생리적 요인
퇴행성 관절염은 개인적 요인에 따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개인적 요인은 인구학적 특징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특징은 삶의 질에 영
향 미치는 정도는 다르다(이은영, 2003; Alkan, Fidan, Tosun, &
Ardiçoğlu, 2013; Zakaria 등, 2009). 연령의 경우 김혜민(2012)의 연구에
서 50세 이상과 50세 이하의 무릎 관절염 환자의 삶의 질을 비교한 결과 나
이가 많을수록 삶의 질은 낮았다. 나이가 들수록 그 빈도가 증가하는 퇴행
성 관절염은 나이와 상관관계가 높은데, 퇴행성 관절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명숙(2009)의 연구에서 60세 이하, 79세 이하, 80세 이상 노인의 삶의
질을 비교한 결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삶의 질의 점수는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학력은 이은영(2003)의 연구에서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교육정도가 높을
수록 삶의 질이 높았으며, 무학인 그룹보다 중졸이상의 그룹이, 초졸보다
고졸이상의 그룹이, 중졸보다 대졸이상의 그룹이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박혜진과 이성국, 2012). 이처럼 교육수준은 높아질수록 삶의 질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
결혼상태의 경우 이명숙(2009)의 연구에서는 결혼상태에 따라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Austin, Qu와 Shewchuk(2012)의 연구에서 기혼
자의 경우 배우자의 지지를 받으므로 관절염으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제한을
더 잘 극복하게 되어 삶의 질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종교는 이은영(2003)의 연구에서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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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교의 경우 삶의 질이 가장 높았고 불교가 삶의 질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는 다르지만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Canada, Parker,
Basen-Engquist, de Moor와 Ramondetta (2005)의 연구에서 종교는 삶
의 질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와 같이 퇴행성 관절염 노인에게 연령, 결혼상태, 학력과 종교는 삶의
질을 예측하기 위한 모형 구축 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생리적 요인에서 동반질환의 경우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퇴행성 관절염
이 없는 환자보다 동반질환의 발생 빈도가 높았다(Schellvis, Van der
velden, Van de lisdonk, Van eijk, & Van weel, 1993). Van Oostrom
(2011)의 연구에서 퇴행성 관절염을 지닌 55세 이상 환자의 75%가 하나
이상의 동반질환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런 환자들의 27%는 만성적
으로 목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동반질환에는 고
혈압과 허리 질환이 많은 빈도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동반질환은 여러 연구
에서 퇴행성 관절염을 지닌 환자의 증상이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한 인자라고 하였다. Wesseling 등(2013)의 연구에서 동반질환의 유무에
따른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삶의 질을 살펴본 결과 동반질환이 있을 때 삶
의 질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동반질환이 있음에도
높은 삶의 질 점수를 나타낸 Blixen과 Kippes(1999)의 연구도 있었다. 이
렇듯 동반질환의 유무에 따른 삶의 질의 결과가 상반되므로 본 연구에서 규
명할 필요가 있겠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수술은 Mahon 등(2002)의 연구에서 수술 전과
수술 후의 삶의 질을 비교한 결과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의 삶의 질은 유의
하게 높게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Towheed와 Hochberg
(1996)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역학적 특징 중의 하나인 유병기간은 질병의 심각 정도를 측정하는 중요
한 요인이다(Luykx & Murray, 1961). 질병의 심각 정도를 측정하는데 유
용한 유병기간은 이명숙(2009)의 연구에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유병기간
에 따라 삶의 질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유병기간이 7년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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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질수록 통증은 더 심하고 일상생활동작의 장애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환자의 지각된 건강상태도 낮고 삶의 질의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렇듯 개인적 요인과 생리적 요인은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 연구마다 일
치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 미치는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연구목적과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며, 간호학에서는 1980년대부터 건강결과의 측정에 중요한
변수로 여겨져왔다(이숙자, 박영주와 오가실, 2005). 사회적 지지는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등을 포함하며, 환자는 가족, 친구, 의료진,
동료들로부터 다양한 지지를 받는다(Nishida, Ando, & Sakakisara,
2012). Salonen 등(2012)은 유방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사회적 지지는 보
통 배우자, 친구, 그리고 환자의 자녀들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하
였다. 또한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의료인과의 접촉이 많을수록 더 높은 사
회적 지지를 받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사회적 지지는 현재의 건강상태에서 최적의 기능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
록 대인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는데 퇴행성 관절
염을 지닌 노인을 대상으로 한 Blixen과 Kippes(1999)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고 하였다. 최근 20년 동안의 연구에서 연
구자들은 사회적 지지가 건강에 유익하며, 질병으로 야기된 심리적인 고통
을 적절히 완충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Sarason, Levine,
Basham, & Sarason , 2004). 사회적 지지는 필요시 언제든 의지할 수 있
고, 개인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거나 이용 가능한 것으로 정의된
다(Ethgen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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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를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한 결과 사회적
지지는 환자의 삶의 질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 중 하나로서 삶의 질과 사
회적 지지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Schwartz & Frohner,
2005).
이상의 문헌 고찰을 통하여 사회적 지지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이므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
들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3) 기능 상태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체중 부하 관절을 침범하여 통증과 기능장애를 초
래하는 대표적인 근골격계 만성질환으로,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통증은 추
위와 높은 습도에 악화된다(변혜선과 김경혜, 2005). 이러한 통증은 환자의
기능장애를 동반하게 되는데 만성 질환을 지닌 노인은 동반질환의 위험성
이 크고 신체적 장애의 위험성도 증가하게 된다(Chakrabarty et al.,
2010). 선행 연구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은 신체적 활동 수준의 감소, 근육
연축, 위축의 원인이 되는데 이러한 상태가 바로 부적절한 신체적 기능 상
태를 야기한다고 하였다(Minor, Hewett, Webel, Dreisinger, & Kay,
1988). 또한 근육 약화는 관절 경직을 초래하고, 일상생활 활동과 삶의 질
을 감소시키게 된다(Segal et al., 2009). 따라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동반된
기능 제한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채정병, 조현래, 하남진과 김용훈(2010)은 만성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
의 기능 상태를 나타내는 WOMAC index점수가 비관절염 대상자보다 높게
나타나 활동의 제한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Creamer, Lethbridge-Cejku 와 Hochberg (2000)은 무릎 퇴행성 관절
염환자를 대상으로 WOMAC 검사를 한 결과 기능 상태와 통증이 불안과 상
관 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속된 불안은 오히려 근육을 소실시키고 환자
의 기능 상태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며 건강 상태를 악화시킨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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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tbeyaz, Sezer, Koseoglu, Ibrahimoglu, 와 Tekin(2007)의 연구에서도
기능적 상태의 통증과 신체적 제한은 부정적 상관 관계가 있으며,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환자
의 기능적 상태에 따라 신체적 제한이 동반되고 이것이 환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주요한 요인이 되므로, 본 연구에서도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요인
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4) 건강 지각
건강이란 ‘신체, 정신,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 라고 정의
된다(WHO, 1995). 지각된 건강은 단순히 질병의 유무만을 가지고 주관적
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전반적이고 통
합적인 특성이 반영된 개인의 총체적인 건강 상태를 나타낸다고 지적되어
왔다(Strawbridge & Wallhagen, 1999).
이렇듯 건강지각은 환자의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의미하며(Heo,
Moser, Riegel, Hall, & Christman, 2005), 건강지각은 환자에게 나타나는
우울, 일반적 성향, 삶의 관점과 같은 심리학적인 상태를 포함하는 여러 복
잡한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Connelly, Philbrick, Smith, Kriser,
& Wymer, 1989). 이러한 건강지각은 임상의에 의해서 진단된 건강상태의
객관적 지수로는 반영되지 않는다(Mattera et al., 2000). 따라서 건강지각
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시 반드시 고려되
어야 할 변수이다.
차승은, 한경혜와 이정화(2002)의 연구에서 노년기로 갈수록 신체적 건
강이나 사회적 건강 등이 지각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eo 등(2005)은 건강지각이 환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건강지각, 증상, 연령, 기능 상태 중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에 가장 유의하게 높은 영향력을 설명해주는 변수는 건강지각이라고 하
였다. Benyamini, Goner-Shiro와 Lazarov(2012)의 연구에서도 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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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인지된 주관적인 건강이나 질병에 대한 건강지각이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건강지각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증상
(1) 통증
통증은 매일 경험하는 불쾌한 감정으로 불쾌한 경험이며 언어적, 비언어
적으로 표현된다(Waddie, 1996). 해로운 자극에 대해 신경 생리적, 심리적,
사회 문화적인 반응을 보이고 실재적이고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유해한 감
각을 지각하게 하며, 이런 특이한 경험들은 자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한 보
호기전이라고 하였다(Sandoval, 1999). 통증은 그것을 경험하는 개인에게
있어 독특하고 복합적인 현상이며 이것을 정의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으며,
통증은 신경, 생리, 행동, 정서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김민정, 1997). 유발된 통증은 전신적인 신체 반응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전신적인 반응들은 다시 통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McCaffery &
Beebe, 1989).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치료를 계속 받음에도 불구하고 통증과 불편감이
반복되고 손과 발의 기형적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서문자 등, 2001). 이것은 노인들이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신
체 거동의 제한과 통증으로 신체손상 및 기능 제한을 가져오고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의 제한으로 진행하여 결국 최종단계인 감정상태, 건강상태의 인
지와 주관적인 삶의 질 평가를 나쁜 상태로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남해성
등, 2000).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통증은 서서히 진행하며 초기 단계에는
오전에는 증상이 없으나 활동 시나 오후에 증상이 심해지며, 심각한 단계의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은 휴식 시에도 통증이 발생하며 여가활동이나 일상
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움직임의 제한을 초래하고, 아침강직(m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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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ffness)이 30분 이하로 지속된다(Walker, 2011). 이러한 환자의 통증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는데, Creamer, Lethbridge-Cejku와
Hochberg(2000)은 퇴행성관절염 환자의 통증은 신체적 장애를 가져오고,
신체적 장애로 사회적 기능의 감소를 가져와 삶의 질을 감소시킨다고 보고
하였다. Burckhardt(1985)는 통증은 만성관절염 환자가 경험하는 가장 고
통스러운 증상으로 환자의 일상생활 및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통증을 호소하는 빈도가 높아 건강상태와 건강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통증 강도는 질병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과 관련되므로 심리적인 중재도 중요하다고 하였
다(임난영과 이은영, 1998). 오현자(1998)의 연구에서는 근골격계 만성 통
증환자의 통증 정도가 낮을수록 삶의 질 정도는 높았고, 대상자가 지각한
통증 정도는 삶의 질을 47% 설명하였다. 또한 관절염 환자의 통증은 특히
노인에게 기능적 제한과 삶의 질을 감소시키므로, 노인 인구의 증가는 통증
의 증가와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자에 대한 간호 연
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Jakobsson & Hallberg, 2002). 김혜민
(2012)의 연구에서도 통증이 높을수록 삶의 질은 낮다고 하였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통증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다른 요인들과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우울
우울은 노인의 삶에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되고 있다.
60세 이후의 노인들은 은퇴 후 사회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만
머물게 되는 등의 이유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쁠 수 있으며, 노인
의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을 갖지 못한다(윤현숙과 이미진,
2007). 따라서 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와 정신적 건강상태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허준수와 유수현, 2002),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만성질병은 정신건강
을 약하게 만든다(Croft, Lewis, Wynn Jones, Coggon, & Cooper, 2002).
우울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로, 재가 노인들의
- 18 -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오지현과 이명선(2012)의 연구에서
우울이 삶의 질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라고 하였다.
퇴행성 관절염 노인은 우울 정도가 높으며(Zautra & Smith, 2001), 퇴행
성 관절염과 같은 만성 질병을 지닌 노인은 건강한 성인과 비교 시 우울 정
도가 더 높다(Sherina, Rampal, & Mustaqim, 2004). 최근의 연구에서 퇴
행성 관절염이 연령과 함께 증가함에 따라 우울의 빈도 역시 노인에게서 더
욱 증가한다 (Hsu, 2011)고 보고되고 있는데, 전정호 등(2003)이 퇴행성
관절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이 삶의 질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
요한 인자(B=-0.51)로 나타났다. 김혜민(2012)의 연구에서도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우울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
인이므로 본 연구에서 다른 요인들과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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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기틀 및 가설
1. Wilson과 Cleary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형
본 연구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
한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 Wilson과 Cleary(1995)가 개발한 ‘Conceptual
model of patient outcome i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을 연구 모형
의 근간으로 하였다(Figure 1). 이 모형은 5가지의 건강 결과 측정치들(생
리적 요인, 증상, 기능 상태, 건강 지각, 삶의 질)을 분류하고, 건강관련 삶
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임상적인 변수들 사이의 특별한 원인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Wilson 과 Cleary에 따르면 임상 전문가들은 진단적 기준에만 근거하여
증상과 질병 중심적인 생리적인 변수들의 영향만을 과도하게 측정할 뿐 환
자가 지닌 기능 장애나 환자의 지각된 건강 상태를 사정하지 않는다. 이러
한 이유로 이 모델은 변수들과의 관계를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
여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Wilson 과 Cleary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형은 5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
다. 모형의 1단계는 생물학적, 생리적 요인들(biological and physiological
factors)이며, 이것은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이들
의 사정은 세포, 기관, 기관계의 기능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Ferrans,
Zerwic, Wilbur와 Larson(2005)은 Wilson 과 Cleary의 모형을 수정하면
서 개념들을 보충 설명하였는데 환자가 유전적으로 지닌 질환, 질병의 위험
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퇴행성 관절염이나 폐결핵과 같은 환자
의 진단이 여기에 포함되며, 필요에 따라 신체적 기능의 측정치로 혈액검
사, 심장잡음, 호흡음과 같은 신체검진 등도 포함될 수 있다. Saban,
Penckofer, Androwich와 Bryant(2007)는 생리적 요인에서 환자의 동반
질환들이 환자의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동반 질환과 수
술의 형태를 생리적 요인에 포함하여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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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2단계는 증상들이며 비정상적인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상태에
대한 환자의 지각으로서 주관적인 증상을 의미한다.
모형의 3단계는 기능 상태이며, 이것은 특별히 한정된 작업의 수행 능력
을 사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의 사회적 환경의 많은 면이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측정되어지는 기능 상태의 4가지 영역은 신체
적 기능, 사회적 기능, 역할 기능, 그리고 심리적인 기능이다.
모형의 4단계는 건강 지각이다. 건강 지각은 2가지 현저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모델에서 처음 제시되었던 개념들을 통합한다는 것과 본래 주관적
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건강지각의 중요성은 사망률의 강력한 인자로
서 의학적, 정신적 건강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인자들 중 하나이다.
모형의 5단계는 삶의 질이며, 이것은 모델의 마지막 구성 요소로서 전체
적으로 개인이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한지에 대해 측정하는 주관적인
안녕상태이다.

- 21 -

Figure 1. Conceptual model of patient outcome i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by Wilson & Cleary(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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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이론적 기틀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규명한 후, Wilson과 Cleary(1995)의 모형을 일부 수정하였다.
Wilson과 Cleary(1995)의 모형에서는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에 대
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또한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생물학적, 생
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언급 자체가 없었는데 Ferrans 등(2005)은
Wilson과 Cleary의 모형에서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생물학적 기능
에 영향을 미친다고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Ferrans 등(2005)은 생물학적,
생리적 변수들(biological and physiological variables)을 생물학적 기능
(biological function)으로 변경하였으며, 생물학적 기능은 포괄적인 개념으
로써 분자, 세포, 전체 기관의 수준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간의 이상적 기능
상태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병리적 기능 상태로 정의하였다. Ferrans
등(2005)에 의해 수정된 모형에서 개인적 특성들은 건강결과에 영향을 미
치는 인구학적 요인(성별, 연령, 결혼상태, 인종 등), 정신적 요인(질병, 치
료와 행동에 대한 지식, 신념과 태도), 생물학적 요인들(진단, 체질량지수,
피부색, 가족력, 과거력 등)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적 특성은 개인에 대한 특이적 기술이라고 하였는데(Wilson &
Cleary, 1995), Henderson, Martno, Kitmura, Kim과 Erlen(2012)의 연
구에서 연령, 성별, 인종과 교육을 개인적 요인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개인적 요인에는 인구학적 요인인 연령, 결혼
상태, 종교와 학력을 포함하였다.
생물학적, 생리적 변수들(biological and physiological variables)은
Ferrans 등(2005)에서 변화된 생물학적 기능(biological function)은 건강
의 모든 요소(증상, 기능 상태, 건강 지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물학적 기능은 염증성, 대사성, 악성, 또는 퇴행성 질환과 같은 많은 질병
이 포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Wilson 과 Cleary의 모형에 근거하여
생리적 요인은 증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Saba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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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이 요추 수술한 환자를 대상으로 Wilson 과 Cleary의 모형을 적용한
연구에서 생리적 요인에 동반질환(comorbidity), 수술 형태를 포함한 것에
근거하고, Penckofer, Ferrans, Fink, Barrett와 Holm(2005)이 Wilson과
Cleary의 모형에 근거하여 생리적 요인에 심장 수술 여부를 넣고 분석하였
다. 연구에 따라 생리적 요인을 다르게 명명한 후 분석한 선행 연구도 있는
데 Schulz 등(2007)은 환자에게서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동반질환의 수를
객관적 건강이라 칭하고 생리적 요인의 영역에 두고 연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리적 요인에 유병기간, 동반질환,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수
술을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증상에는 통증, 관절 강직과 우울이 포함되며, 이는 Ulvik, Nygard,
Hanestad, Wentzel-Larsen와 Wahl(2008)가 관상동맥 환자를 대상으로
Wilson 과 Cleary의 모형을 적용한 연구에서 환자의 증상으로 협심증에 의
한 통증과 우울 및 불안을 환자의 증상으로 적용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Henderson 등 (2012)도 HIV와 간질환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Wilson 과
Cleary의 모형에 근거하여 증상은 환자가 인지하는 주관적인 현상이므로
우울을 증상의 범주에 넣고 분석하였다. Wilson 과 Cleary도 비록 우울이
생리적 요인인지 심리적 기능 상태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있으나 우울을 환
자에 의해 표현되는 주관적인 증상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Wilson(1999)
은 Wilson 과 Cleary(1995) 모형에서 증상은 비정상적 신체적, 정신적 상
태에 대한 환자의 지각으로서 주관적으로 정의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도 우울은 환자에게서 표현되는 주관적 증상의 범주에 넣
고자 한다.
환경적 요인은 가족, 친구와 건강관리 제공자들을 포함하여 건강결과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나 상호 관계적 영향을 포함한다(Ferrans et al.,
2005). 환경적 요인은 개인을 둘러싼 유형 또는 무형의 자원을 의미하며 건
강 결과와 관련된 무형의 자원은 사회적 지지이다(Henderson et al.,
2012). Saban 등(2007)은 환경적 요인에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였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도 환경적 요인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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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또한 기능 상태는 Wilson 과 Cleary(1995)는 어떤 일과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기능 상태는 신체활동의 특이적이
고 일반적인 도구로 사정된다(Penckofer et al., 2005). 이에 본 연구에서
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경험하는 질병 특이적인 신체 기능 제한 정도를
측정하였다.
건강 지각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생리적 요인, 증
상, 기능 상태와 복합되는 것을 기초로 하여 개인이 얼마나 자신에 건강 상
태에 대해 지각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Wilson & Cleary, 1995).
Penckofer 등(2005)의 연구에서는 하나의 문항으로 현재의 건강 상태를
10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Saban 등(2005)의 연구에서도 건강 지각은 증
상과 기능 활동이 얼마나 가치 있고 만족하는지 보는 것으로 건강 지각을
평가하기 위해 하나의 문항으로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 4점 척도를 측
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건강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현재의 건강 상태
에 만족하는지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Wilson 과 Cleary의 모형은 생의학적인 모델(biomedical model)과 사회
과학적인 모델인 삶의 질 모델들을 통합하여 다른 건강 개념들 사이에서의
특별한 원인관계를 제안하고 환자의 근원적인 건강개념들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모형이다(Wilson & Cleary, 1995).
Wilson 과 Cleary모형은 척수 손상 환자(Saban et al., 2007), 심장 질환
(Heo et al., 2005; Carlson, Pozehl, Hertzog, Zimmerman, & Riegel,
2012), 지역사회 거주 노인(Halvorsrud, Kirkevold, Diseth, & Kalfoss,
2010), AIDS(Sousa & Kwok, 2006), 불안장애 환자(Wyrwich, Harnam,
Locklear, Svedsater, & Revicki, 2011)등 다양한 대상에 폭넓게 사용되
고 있으며, 질병의 특성에 따라 모형에서 언급한 개념을 전체 또는 일부분
만 이용해서 삶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Henderson 등 (2012)은 HIV
와 간질환을 지닌 환자를 대상으로 인구학적 요인과 증상(우울), 환경적 요
인(수입과 사회적 지지), 생리적 요인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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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sa와 Kwok(2006)은 AIDS 환자를 대상으로 생리적 요인, 증상, 기능,
건강지각과 삶의 질의 관계를 규명하였으며, Rizzo와 Kintner(2012)는 기
능적 건강상태와 건강 지각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하나의 도구로 분
석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위해 Wilson 과 Cleary의 모형(1995)에
근거를 두고 문헌고찰을 통해 Figure 2와 같이 수정하였다.
개인적 요인, 생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를 선행요인으로,
증상, 기능 상태와 건강지각을 매개변수로 하여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구성하였다.
Penckofer 등(2005)은 관상동맥 우회술을 한 여성의 삶의 질 연구에서
개인적 요인에 연령을, 생리적 요소에 심장질환의 진단과 수술여부를 포함
하여 분석하였다. Wettergren, Bjorkholm, Axdorph과 Eklof(2004)도
Hodgkin 림프종 환자의 삶의 질 결정인자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적 요인에
대처방식을 넣고, 환경적 요인에 재정적인 만족정도를 측정함으로서 선행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위의 내용을 종합한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Figure 2와 같으며 각 개념
의 이론적 하위구조는 Figure 3과 같다. 연령, 결혼상태, 학력, 종교, 유병기
간, 동반질환,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수술, 통증, 관절 강직, 우울, 사회적
지지, 기능 제한과 건강 지각은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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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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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SSS=Medical outcome study social support survey
GDSSF-15=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15
WHOQOL-BREF=World

Health

Organization’s

Quality

instrumnet-short version
OA=Osteoarthritis
Figure 3. Theoretical sub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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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Life

3. 가설적 모형
Wilson 과 Cleary(1995)의 모형을 토대로 하여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
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가설적 모형을 구성
하였다(Figure 4).

X1: Age

Y1: Pain

X2: Marital status

Y2: Stiffness

X3: Religion

Y3: Depression

X4: Education

Y4: Functional limitation

X5: Duration disease

Y5: Current health perception

X6: Comorbidity

Y6: Quality of life

X7: Surgery for osteoarthritis

X8: Social support

Figure 4. Hypothe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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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가설
본 연구는 가설적 모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1) 증상을 내생 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개인적 요인은 증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환경적 요인은 증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생리적 요인은 증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기능 상태를 내생 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4. 개인적 요인은 기능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환경적 요인은 기능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
가설 6. 증상은 기능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건강 지각을 내생 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7. 개인적 요인은 건강 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환경적 요인은 건강 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기능 상태는 건강 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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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삶의 질을 내생 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0. 개인적 요인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환경적 요인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증상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기능 상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건강 지각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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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Wilson과 Cleary(1995)의 삶의 질 모형을 토대로 하여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설명하는 영향 요인들을 종합하여 가설
적 모형을 구축한 후, 퇴행성 관절염 노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모형
의 적합성과 모형에서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는 구조 모형 구축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경기도의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퇴
행성 관절염 노인이다. 2011년 통계청에 의하며 퇴행성 관절염의 외래 환
자수가 경기도, 서울특별시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표적
집단은 경기도 K시에 거주하는 노인들 중 노인 대부분이 많이 이용하는 K
시의 보건소와 노인정을 방문하는 노인을 대상자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대
상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에 동의한 만 65세 이상의 퇴행성 관
절염 대상자
2) 슬관절, 고관절 및 기타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 받고, 6개월 이
상의 지속적인 통증이 있는 대상자

대상자 191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설문지 작성 중 연구 참여 중단을
원했던 대상자 5명과 불성실한 응답으로 분석이 불가능한 6명을 제외한 총
180명을 분석하였다. 구조모형을 위한 표본 크기는 측정 변수 당 15명이 되
어야하므로(배병렬, 2011), 구조모형을 위한 적절한 표본의 수는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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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크기가 적당하다(박창순, 2013)는 근거에 기초하였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대상자
보호 심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승인번호 2013-1). 승인된 기준에 따라 연구 대상자가 서면으
로 동의한 경우만 연구대상자에 포함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대상자
의 익명성과 비밀 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대상자가 연구 참여에 자
발적으로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설문지를 제공하였다(부록 2). 연구 참여
동의 후에도 설문 작성 중 연구 참여 중단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를
할 수 했으며, 설문 조사 후 자료 입력과 통계분석은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
여 본 연구자가 직접 담당하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의 개인 사무실에 잠
금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보관하고 연구 종료 후에는 폐기처분 할 것이다.

4. 연구 도구
1)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Sherbourne과 Stewart(1991)에 의해 개발된 Medical
Outcome Study Social Support Survey(MOS-SSS)도구를 임민경(2002)
이 번안한 도구로서 다음의 4개의 하부영역, 즉 물질적 지지(4문항)와 애정
적 지지(3문항)와 긍정적 사회 상호작용(4문항)과 정서적지지/정보적 지지
(8문항)의 4개의 하부 영역의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
도이며 사회적 지지는 Sherbourne과 Stewart(1991)가 제시한 점수 계산식
을 이용하여 각 영역별 점수를 0~100점으로 환산한 후에 환산된 각각의 하
부 차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내어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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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8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98이었다.

2) 증상
(1) 통증
본 연구에서 Bellamy 등(1988)에 의해 개발된 WOMAC index를 Bae 등
(2001)이 번역 및 검증 단계를 거쳐 한국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 보
완된 K-WOMAC(Bae et al., 2001)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중 관절 통증
은 5문항으로 5점 척도로 ‘전혀 없음’ 0점에서 ‘매우 심함’ 4점인 자가 보고
식 설문지로서 0점에서 20점 범위에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이 심함
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α=.86 이었다. 본 연
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87이었다.

(2) 관절 강직
본 연구에서 Bellamy 등(1988)에 의해 개발된 WOMAC index를 Bae 등
(2001)이 번역 및 검증 단계를 거쳐 한국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 보
완된 K-WOMAC(Bae et al., 2001) 도구 중 관절 강직에 대한 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5점 척도로 ‘전혀 없음’ 0점에서 ‘매우 심함’ 4점인
자가 보고식 설문지로서 0점에서 8점 범위에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절
강직이 심함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α=.86 이
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99이었다.

(3) 우울
노인의 우울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Sheikh와 Yesavage 등(1986)이 개발
한 Geriatric depression scale(GDS) Short form을 기백석(1996)이 우리
말로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노인우울 척도 단축형 도구를 이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질문에 대해 ‘예’, ‘아니오’로 응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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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으며, 우울상태와 관련된 응답은 ‘1점’,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점’으
로 한다. 총 0점에서 15점의 우울 점수 분포 상에서 0-4점은 정상, 5-9점
은 경증 우울 의심, 10점 이상은 중증 우울 의심으로 보았다. 도구의 신뢰도
는 개발당시 Cronbach’s α=.86 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92이었다.

3) 기능 제한
본 연구에서 Bellamy 등(1988)에 의해 개발된 WOMAC index를 Bae 등
(2001)이 번역 및 검증 단계를 거쳐 한국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 보
완된 K-WOMAC(Bae et al., 2001) 도구에 기능 제한의 어려움을 묻는 17
문항으로 기능 제한을 측정하였다. 척도는 5점 척도로 ‘전혀 없음’ 0점에서
‘매우 심함’ 4점인 자가 보고식 설문지로서 0점에서 68점 범위에 있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일상적인 신체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음을 의미한다
(Bellamy et al.,1988).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91이었
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97이었다.

4) 건강 지각
건강 지각은 Ware(1979)가 개발한 ‘Health Perception Questionnaire’
문항의 하부척도인 현재의 건강을 본 연구자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본 도구는 자신이 평가하는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문항으로서 총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는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
다)까지의 5점 Liker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는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α=.91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7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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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삶의 질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민성길 등(2000)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WHOQOL-BREF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6문항으로 전
반적인 삶의 질 1문항과 일반적 건강 1 문항, 신체적 영역 7문항, 심리적 영
역 6문항, 사회적 영역 3문항, 환경적 영역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
항은 ‘매우 많이 그렇다(5점)’부터 ‘전혀 아니다(1점)’로 응답이 가능한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
는 민성길 등(200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0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
뢰도는 Cronbach’s α=.94이었다.

Table 1. Measurement scale used for this study
Variables

Scales

Number Score
Reliability
of Items rang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eral information & concurrent
disease information

14

Depression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GDS-SF)

15

0-15

.92

Social support

Medical Outcome Study Social
Support(MOS-SSS)

19

0-100

.98

WOMAC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y Osteoarthritis

0-96

.97

Pain

5

0-20

.87

Stiffness

2

0-8

.99

Functional
limitation

17

0-68

.97

Health perception

Current health perception

1

1-5

.74

Quality of life

WHOQOL-BREF

26

0-100

.94

Total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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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수집 절차
자료 수집은 경기도 K시에 소재한 보건소를 이용하는 자와 노인정을 방
문하는 자를 대상으로 2013년 1월 15일부터 2013년 2월 22일까지 실시하
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단독으로 실행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를 검사하
여 빠진 문항이 있거나 불명확한 응답이 있는 경우 연구자가 대상자와 접촉
하여 보완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연구문제와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SPSS 20.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변수들에 대해 빈도, 평균 및 표준편차와
같은 서술적 통계로 분석하였다.
2)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정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으로는 scheffe method를
사용하였다.
3)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4)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alpha값으로 분석하였다.
5) 측정변수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Tolerance와
Variation Inflation Factor(VIF)로 분석하였다.
6) 표본의 정규성은 SPSS를 이용한 일변량 정규성 검증과 AMOS를 이용
한 다변량 정규성 검증을 통하여 평균, 편차, 왜도, 첨도를 구하였다.
7)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은 2단계 접근법으로 측정모형을 먼저 추정하고
그 다음 구조모형을 측정하였다. 측정모형에서 잠재변수들의 타당성
을 평가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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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였다.
8) 구조모형에 대한 검증은 AMOS version 18.0을 이용하여 실시하여
가설적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모형 검증은 일반최소자승
법(Generalized least square: GLS)을 이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 자유도(df), 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근사 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표준 적합지수(Normed Fit Index, NFI),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Normed of Fit Index, CFI), 터커-루이
스 적합지수(Tucker-Lewis Index, TLI)와 간명적합지수인 PGFI
(Parsimonious Goodness of Fix Index)와 NFI(Parsimonious
Normed Fit Index) 등을 이용하였다.
9) 구조모형의 경로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회귀계수(모수치, Regression
weight, RW),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임계치(Critical Ratio,CR), p값
으로 확인하였고, 내생 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을 이용하였다.
10) 연구모형의 총효과와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레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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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최저 65세에서 최고 97세이며, 평균연령은 76
세였다(Table 2). 연령대로 분류하면 75-84세가 88명(48.9%)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대상자 중 여성의 비율이 168명(93.3%)로 높았으며, 사별은
102(56.7%)이었고, 동거 형태는 배우자 및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가 110
명(61.1%)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66명(36.7%)으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52명(28.9%)로 가장 많았다. 경제 상태는 ‘중’이라고 응답
한 경우가 90명(50.0%)이었다. 흡연을 하는 사람은 4명(2.2%)이었고, 음주
를 하는 자는 7명(3.9%)이었다. 관절염으로 진단받은 부위가 한 군데 이상
인 자는 94명(52.2%)이었고, 관절염으로 수술을 한 자는 31명(17.2%)이었
으며, 관절염외 동반질환이 1-2개 있는 경우가 129명(71.6%)이었고 질병
의 유병기간이 5년 이하인 자는 90명(50.0%)이었다(Table 2).

- 39 -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Variables
Age(years)
(M±SD, 75.92±6.76)
Gender
Marital status
Living with
Religion

Education

Economic status
Smoking
Drinking
Osteoarthritis
Surgery for osteoarthritis
Treatment for osteoarthritis
Number of comorbidity
(M±SD,1.05±.80)
Disease duration(years)
(M±SD, 8.92±5.5)

Categories
65-74
75-84
≥85
Male
Female
Married
Divorced
Bereaved
Alone
Family
Protestant
Catholic
Buddhist
No religion
None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High
Middle
Low
Yes
No
Yes
No
Single
Multiple
Yes
No
Yes
No
0
1-2
3-4
≤5
6-10
11-15
16-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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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180)
n(%)
75(41.7)
88(48.9)
17( 9.4)
12( 6.7)
168(93.3)
74(41.1)
4( 2.2)
102(56.7)
70(38.9)
110(61.1)
66(36.7)
41(22.8)
45(25.0)
28(15.6)
42(23.3)
52(28.9)
24(18.0)
29(16.1)
11( 6.1)
5( 2.8)
90(50.0)
85(47.2)
4( 2.2)
176(97.8)
7( 3.9)
173(96.1)
94(52.2)
86(47.8)
31(17.2)
149(82.8)
163(90.6)
17( 9.4)
43(23.9)
129(71.6)
8( 4.4)
90(50.0)
46(25.6)
16( 8.9)
11( 6.1)
17( 9.4)

2) 대상자의 삶의 질
대상자의 전체 삶의 질은 100점 만점에 평균 47.94점이었다. 삶의 질 각
하부 영역별 점수는 전반적 삶의 질 영역이 57.39점으로 가장 높았고, 환경
적 영역이 47.98점, 신체적 건강 영역이 45.34점, 정서적 건강 영역이
44.62점의 순이었고, 사회적 관계 영역이 44.37점으로 가장 낮았다(Table
3).

Table 3. Quality of life of the participants
QOL Domains
Quality of life
Physical health domain
Psychological health
domain
Social relationships domain
Environmental domain
Overall & general QOL
Total

(N=180)

Mean(SD)

Actual
range

Potential range

45.34(17.00)

0-81

0-100

44.62(18.48)

0-88

0-100

44.37(17.19)
47.98(15.94)
57.39(14.51)
47.94(13.94)

0-75
0-88
20-90
4-76.2

0-100
0-100
0-100
0-100

QOL=Quality of life

3)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정도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보면, 연령, 성별, 결혼상태, 동거형태, 학력, 경제상태와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보면, 동반질환의 수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종교, 흡연, 음주, 퇴행성 관절염 부위의 수,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수술, 유병기간,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치료와는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연령에서는 65-74세의 노인의 삶의 질 평균이 50.53점으로 75-84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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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삶의 질 평균 46.86점과 85세 이상 노인의 삶의 질 평균 42.05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분석을 통해 연령 구분에 따른 차이가 발생했
는지 분석하였을 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성의 삶의 질 평균이 55.75
점으로 여성의 삶의 질 평균 47.38점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결혼 상
태에서는 이혼 노인의 삶의 질 평균이 55.85점, 기혼 노인의 삶의 질 평균
이 51.67점, 사별한 노인의 삶의 질 평균이 44.93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사후분석을 한 결과 기혼 노인의 삶의 질이 사별한 노인의 삶의 질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동반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의 삶
의 질은 평균 49.78점, 동반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의 삶의 질 평균
44.67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학력은 대졸이상의 노인의 삶의 질
이 평균 59.18점, 고졸 노인의 삶의 질이 평균 52.56점, 중졸 노인의 삶의
질이 평균 50.76점, 초졸 노인의 삶의 질이 평균 45.54점, 무학 노인의 삶
의 질이 평균 40.96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을 한 결과 대졸
노인의 삶의 질이 유의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학 노인의 삶의 질이
유의하게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경제 수준이 ‘상’인 노인의 삶의 질이 평균
53.56점, ‘중’인 노인의 삶의 질이 평균 53.80점, ‘하’인 노인의 삶의 질이
평균 41.40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을 한 결과 경제수준이
‘상’인 노인의 삶의 질 점수가 경제수준이 ‘하’인 노인의 삶의 질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정도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 동반질환이 없는 노인의 삶의 질이 평균 52.84점, 동반질환이 1-2
개인 노인의 삶의 질이 평균 46.52점, 동반질환이 3-4개인 노인의 삶의 질
이 평균 44.45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동반질환이 없는 노인의
삶의 질 점수가 동반질환을 1-2개 가진 노인의 삶의 질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 42 -

Table 4.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Age(years)

Gender
Marital status

Living with
Religion

Education

Economic status

Smoking
Drinking
Osteoarthritis
Surgery for OA
Treatment for OA
Comorbidity

Disease duration
(years)

Classification
65-74
75-84
≥ 85
Male
Female
Married(a)
Divorced(b)
Bereaved(c)
Alone
Family
Protestant
Catholic
Buddhism
No religion
None(a)
Elementary
school(b)
Middle school(c)
High school(d)
≥ College(e)
High(a)
Middle(b)
Low(c)
Yes
No
Yes
No
Single
Multiple
Yes
No
Yes
No
0(a)
1-2(b)
3-4
≤5
6-10
11-15
16-20
≥ 21

(N=180)
Mean(SD)
50.53(10.57)
46.86(15.50)
42.05(16.53)
55.75(11.01)
47.38(13.98)
51.67(10.05)
55.85(11.43)
44.93(15.67)
44.67(15.46)
49.78(12.64)
47.12(13.32)
48.38(15.34)
45.99(13.73)
45.96(13.85)
40.96(14.70)

Quality of life
t or F
p

scheffe

3.146 .045 
2.026 .044 
a>c
5.998 .003 
-2.402 .017 

.599 .616
a<b,c,d<e

45.54(13.67)
50.76(15.77)
52.56(9.08)
59.18(8.71)
53.56(11.54)
53.80(10.25)
41.40(14.64)
47.35(15.70)
47.95(13.94)
53.91(12.91)
47.69(13.96)
49.69(12.57)
45.80(15.25)
46.63(14.88)
48.21(13.77)
47.34(14.41)
53.65(5.44)
52.84(12.48)
46.52(13.95)
44.45(16.67)
50.40(12.85)
46.91(13.06)
44.01(16.04)
43.34(12.33)
44.35(18.92)

 p<.01  p<.05
OA=Osteoarthr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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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7 <.001 

a>c
21.837 <.001 
-.086 .932
-1.158 .249
1.873 .063
-.576 .565
-1.785 .076
a>b
3.683 .027 

2.095 .083

4)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 결혼상태, 학력, 종교, 동반질환의 수, 퇴행성 관절염의 유병기
간,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수술, 우울, 통증, 관절 강직, 기능 제한, 사회적
지지, 건강 지각을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였다.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그 결과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
예측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23.540, p=<.001), 주요 요인은 우
울, 건강지각, 사회적 지지, 퇴행성 관절염의 유병기간, 학력, 퇴행성 관절염
으로 인한 수술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62.1%였다.
이상의 결과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두 회귀식의 가정
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오차의 자기상관(독립성) 검증으로
Durbin-Watson 통계량이 2.026으로 검정통계량 1.74보다 크기 때문에 자
기상관이 없었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공차한계(Tolerance)는 .210-.910
로 .1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도 1.062-4.771로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없었다.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우울(β
=-.409), 건강 지각(β=.178), 사회적 지지(β=.174), 유병기간(β=-.117),
학력(β=.109),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수술(β=.104)의 순으로 나타났는
데 이 중에서 우울이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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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of quality
of life
B

β

.001

.000

.008

Marital status

-.781

-.055

-1.060

Religion

-.348

-.027

-.578

Education

1.202

.109

1.990

Disease duration

-.180

-.117

-2.329

Comorbidity

-.171

-.030

-.626

Surgery for OA

3.830

.104

2.157

-1.141

-.409

-6.234

.089

.174

2.974

-.074

-.027

-.280

.135

.023

.326

Functional limitation

-.125

-.154

-1.530

Health perception

2.523

.178

3.185

Variables
Age

Depression
Social support
Pain
Stiffness

t

Adj. R²

F

.621

23.540

 p<.01  p<.05
OA=Osteoarthritis

2. 가설적 모형 검정
1) 연구 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
본 연구에서 나이는 평균 75.92세(range 65-97), 질병의 유병기간은 평
균 8.92(range 0.6-40)년이었고, 동반질환은 평균 1.05개로(range 0-4)
이었고, 통증은 평균 10.60점(range 0-20)이었고, 관절 강직은 평균 4.23
점(range 0-8), 우울은 평균 5.88점이었으며(range 0-15), 기능 제한은 평
균 34.36점(range 0-68), 사회적 지지는 평균 64.14점(range 20-100),
건강지각은 평균 2.61점(range 1-5)이었으며, 전체 삶의 질은 평균 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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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range 4-76.2)이었다.
구조방정식 모델에서는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을 가정
하고 있기 때문에 관측변수들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는 가정 하에 분석
이 진행된다. 정규성 검토에서 중요한 것은 왜도(skewness)와 첨도
(kurtosis)이다. 왜도는 분포곡선의 대칭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분포가 오른
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친 정도를 나타낸다. 첨도는 정규 분포곡선에 대해 분
포의 중간이나 꼬리에 있는 점수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의미한다. 왜도
의 절대값이 3보다 크고, 첨도의 절대값이 7보다 크면 정규분포 가정에 문
제가 있다고 본다(배병렬, 2011).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모든 측정변수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3과 7을 넘지 않아 일변량 정규성이 유지되나 다
변량 첨도 지수가 19.359로 C.R.값이 6.576로 나타나 .01수준에서 유의적
인 것으로 나타나 다변량 정규성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그러나 다변량의 정규성이 충족되는 자료는 드물어 일변량의 정규성이
충족된 자료라면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본다(배병렬, 2011).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of observed variables
Variables

(N=180)

Mean(SD)

Range

75.92(6.76)

65-97

.342

.219

Disease duration(years)

8.92(9.08)

0.6-40

1.625

2.28

Comorbidity

1.05(0.80)

0-4

.638

.585

-.161

-1.232

Age(years)

Social support
Depression
Pain
Stiffness
Functional limitation
Health perception
Quality of life

64.14(27.16)

20-100

Skewness

Kurtosis

5.88(4.99)

0-15

.618

-1.059

10.60(5.19)

0-20

0

-.644

4.23(2.38)

0- 8

-.187

-.708

34.36(17.11)

0-68

.019

-.465

2.61(.98)

1-5

-.424

-.560

4-76.2

-.795

.745

47.94(13.94)

Multivariate

1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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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변수간의 다중공선성
가설 검증 전에 측정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평가하였다(Table 7). 다중
공선성이란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관성(피
어슨 상관계수)은 두 변수 간의 상관 정도를 계산하고 독립 변수와 종속 변
수를 구분하지 않는 반면 다중공선성은 두 개 이상의 변수들 간의 상관정도
를 계산하고 독립 변수들 간의 관계만을 고려한다는 점에서(김계수, 2001)
본 연구에서는 독립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의 존재를 알아보기 위해서 공차
한계와 VIF를 이용하였다. VIF가 10이상일 때, 공차한계가 0.1이하일 때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공차한계 값은 모두 0.1이상이었으며, VIF는 모두 10이하의
값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측정변수들은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Table 7. Collinearity statistics between observed variables
Collinearity Statistics
Tolerance
VIF
.647
1.545
.790
1.266
.942
1.062
.710
1.408
.838
1.194
.902
1.109
.910
1.099
.584
1.711
.220
4.556
.421
2.375
.210
4.771
.493
2.030
.679
1.474

Variables
Age
Marital status
Religion
Education
Disease duration
Comorbidity
Surgery for osteoarthritis
Social support
Pain
Stiffness
Functional limitation
Depression
Health perception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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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모형의 타당성 평가
확인적 요인분석은 선행연구나 이론적인 배경이 충분한 상태에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기초를 둔 게 아니고, 관측 변수들이 특정한 잠재 변수들
을 구성하는 관계에 초점을 둔 검증방법이다(배병렬, 2011). 본 연구의 측
정모형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잠재변수에 관측변수
가 이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잠재변수와 관측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분석이며, 모델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구성개념 타당성
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며, 잠재변수에 대해 관측변수가 연구대상자
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측정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배병렬,
2011). 구성개념의 타당성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첫째는 집
중 타당성으로 요인 부하량이 높을수록 집중 타당성이 있으며, 둘째는 판별
타당성으로 잠재 변수 간 상관이 낮을수록 판별타당성이 있으며, 셋째는 법
칙타당성으로 잠재 변수 간 상관의 방향성과 유의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우종필, 2012).
본 연구에서 단일 측정변수를 가진 잠재변수를 제외한 개인적 요인, 생리
적 요인, 증상을 다중지표로 해서 측정모형을 구성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8).
첫째는 측정변수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의 집중 타당성의
평가는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별수들의 일치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들이 구성개념을 일관성 있게 잘 측정하는지를 보여
줄 때 항목들 간에 높은 상관을 보이는데 이때 집중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
(우종필, 2012).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집중 타당성을 평가할 때 각 측정
변수의 요인 부하량은 .5~.95정도로 제시되어야 하고(우종필, 2012), 통계
적으로 유의해야 하므로(p<.05), 요인 부하량 및 C.R.값과 통계적 유의성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김계수, 2011). 따라서 개인적 요인의 종교는 요인부
하량이 -.04이고 C.R.=-.455, p=.679이며, 생리적 요인의 퇴행성 관절염
으로 인한 수술은 요인 부하량이 .09이고, C.R.=.779, p=.436으로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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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성(C.R.> 1.965, P<.05)이 떨어져서 잠재변수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두 개의 관측변수는 제거하였다.
둘째는 판별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두 잠재변수간의 차이를 나타내
는 정도로서 잠재변수인 개인적 요인과 생리적 요인 간, 생리적 요인과 증
상 간, 개인적 요인과 증상 간의 상관을 확인하였는데 상관이 낮게 나타나
야 개념간의 판별이 가능하다고 본다. 만약 .95 이상이라면 매우 높은 상관
을 보여 판별 타당성이 없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요인과 생리적 요인
간의 상관계수가 .62, 생리적 요인과 증상간의 상관계수가 .34, 개인적 요
인과 증상간의 상관계수가 .34로 나타나 판별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통계적으로 세 개의 잠재변수가 서로 독립된 형태의 구성개념이라는
의미이다(우종필, 2012).
셋째는 법칙 타당성으로 하나의 구성개념이 다른 구성개념을 얼마나 예
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개인적 요
인, 생리적 요인과 증상간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예측하였고 실제 결
과에서도 정(+)의 방향으로 상관이 있게 나타나 법칙 타당성이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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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Factor loading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struct

Variables

Estimate

S.E.

C.R.

1.000

-

-

.089

.020

4.424

Religion

-.009

.019

-.455

Education

-.143

.029

-4.893

Disease duration

1.000

-

-

Comorbidity

.036

.021

1.967

Surgery for OA

.006

.008

.779

Pain

2.259

.321

7.037

Stiffness

1.000

-

-

.934

.201

4.649

Age
Individual
factor

Physiological
factor

Symptom

Marital status

Depression
p<.01 p<.05
S.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

OA=Osteoarthritis

- 50 -

X1: Age

Y1: Pain

X2: Marital status

Y2: Stiffness

X4: Education

Y3: Depression

X5: Disease duration

Y4: Functional limitation

X6: Comorbidity

Y5: Current health perception

X8: Social support

Y6: Quality of life

Figure 5. Path diagram for the hypothetical structural model
afte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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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모형 분석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추정법은 일
반화 최소자승법(Generalized least square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일변량의 정규성을 충족하고 있고, 표본의 크기도 충분하므
로 분석하는데 적합하다고 본다.

1) 가설적 모형의 식별 가능성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생리적 요인의 관측변수인 퇴
행성 관절염 수술을 제외한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가설적 모형의 모형식별(model identification)은 모형의 모든 자유모수
가 고유치(unique value)나 고유해(unique solution)로 구해질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배병렬, 2011). 모형식별을 위해서는 정보의 수가 추정할 모수의
수보다 많아 자유도가 (+)이어야 한다. 본 연구의 측정변수(k)는 12개로 모
델에 포함된 정보의 수는 1/2(12X13)=78, 추정해야할 자유모수의 수는 37
개, 자유도는 41인 과대식별 모델(Over-identified model)이 된다. 과대식
별모델은 추정해야할 모수의 수보다 자료 행렬 내의 정보의 수가 더 많아
자유도가 양의 값인 모델(배병렬, 2011)이므로 모형 식별이 가능하였다.

2) 가설적 모형의 분석
본 연구의 가설모형에 대한 모수추정치(parameter estimates)는 음오차
분산(heywood case)나 1.0이상의 표준화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β)같은 위반 추정치(offending estimate)는 나타나는지를 검토했
을 때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구조모형의 경로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자유모수에 대해
회귀계수(모수치, Regression weight, RW),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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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p값 등의 정보를 확인한다. 그리고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 R², SMC)은 잠재변수가 관측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
타낸다.
이러한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검증은 t-value와 같은 C.R. 이
많이 사용되는데 C.R.은 경로계수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며, C.R.값이 ±1.965보다 크거나 p-값이 .05보다 작다면 통계적으
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모형에서 위에 기초하여 경로에 대해 분석한 결과 , 14개
의 경로 중에서 6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나머지 8개의 경로
는 유의하지 않았다. 유의하게 나타난 6개의 경로는 환경적 요인에서 증상
(β=-.246, t=-2.834), 증상에서 기능 상태(β=.913, t=15.977), 기능 상태
에서 건강 지각(β=-.379, t=-5.031), 건강 지각에서 삶의 질(β=.269,
t=4.596), 환경적 요인에서 삶의 질(β=.337, t=5.644), 개인적 요인에서 삶
의 질(β=-.181, t=-2.287)이 유의한 경로로 분석되었다.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경적 요인인 사회
적 지지였다. 반면 개인적 요인과 생리적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증
상이 외생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19.9%였다.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기능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증상이었다. 반
면에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기능 상태가 변
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87.5%이었다.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건강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능 상태였다.
반면에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건강지각이 변
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23.4%이었다.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지각과 개인
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었다. 반면에 증상과 기능 상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삶의 질이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55.5%이었다.
본 연구의 가설모형에서의 외생 잠재변수 간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
구의 가설모형에서 생리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간에 공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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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하였고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생리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간의
상관계수는 .724(t.=2.186),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간의 상관계수는
-.393(t=-3.73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환경적 요인과 생리적 요
인’간의 상관계수는 -.267(t.=-1.51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9. Standardized Estimation for the Hypothetical Model
Exogenous
variables

Endogenous
variables

Individual factor
Symptom

Health
perception

Quality
of life

Standardized
C.R.
estimate
(t-value)
(β)

.196(.290)

.181

.677

Physiological factor

2.800(6.524)

.133

.429

Environmental factor

-.043(.015)

-.246

Individual factor
Functional
status

NSRW
(S.E.)

.190(.213)

.049

.892

-.004(.027)

-.007

-.165

Symptom

3.284(.206)

.913

Individual factor

-.017(.022)

-.075

-.771

.005(.003)

.135

1.789

Functional status

-.022(.004)

-.379

-5.031 

Individual factor

-.572(.250)

-.181

-2.287 

.173(.031)

.337

5.644 

Symptom

-.104(.612)

-.035

-.169

Functional status

-.165(.165)

-.203

-.998

Health perception

3.089(.829)

.269

Environmental factor

.199

-2.834 

Environmental factor

Environmental factor

SMC

.875

15.977 
.234

.555

4.596 

 p<.01  p<.05
NSRW=Non-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S.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R²)

3) 가설모형의 적합도 검정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모형이 표본에서 추출한 자료를 이용한 표본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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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렬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보는 것이다. 이 차이가 크다면 모델의 적합도
는 낮다고 할 수 있다(배병렬, 2011). 모델의 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
(absolute fit index)와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 그리고 간명
적합지수(parsimonious fit index)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절대적합지수
는 모델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하는 것이며, 기초모델(독립모델)에 대한
제안모델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증분적합지수, 모델의 간명도와 관련된 간
명적합지수가 있으며, 모형과 자료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적합도지수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적합도 지수로 보고하도록 제안하
고 있다(이학식과 임지훈, 2012).

(1) 절대적합지수
① Chi-square(X²)
X²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절대적합지수로서, 모델 적합도 평가에
이용되는 지수 가운데 유일하게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다. X²값이
작고 확률 값이 크면(P>.10) 모델이 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배병렬,
2011). 그러나 모형의 X² 통계량은 모델의 복잡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관측변수들이 많이 사용된 복잡한 모델의 경우에는 X²의 수치가 높
아지고 p값은 작아진다.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X²통계량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크지 않으므로, X²통계량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우종필, 2012). 본 연구의 가설모형에서는 171.357이었고 p값은
.000이었다.

② 적합지수
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는 주어진 모형이 전체 자료를 얼
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는 표본 데이터의 공분산행렬
내에 분산과 공분산이 추정 공분산행렬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양을 의미
한다. 0(무적합)~1(완벽한 적합) 사이의 값을 가지며 보통 .9이상이면 양호
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우종필, 2012). 본 연구의 가설모형에서는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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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③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는 대표본이나 다
수의 관측변수들로 인해 발생하는 X²통계량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
발된 적합지수로서 일반적으로 .05이하면 매우 좋으며 .08이하면 양호하고
.1이하면 보통인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의 가설모형에서는 .133이었다.

(2) 증분적합지수
① 표준적합지수
표준적합지수(normed fit index, NFI)는 기초모델에 비해 제안모델이 어
느 정도 향상되었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NFI는 0~1까지의 범위를 갖으며
수용수준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수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90이상이면 수
용할 만한다고 본다(배병렬, 2011). 본 연구의 가설모형에서는 .812이었다.

② 비교적합지수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는 NFI의 단점을 보완한 적합
도이며, 복잡한 모델에 대해 민감성이 적어 널리 사용되어 진다. 제안모델
과 기초모델을 비교하는데 사용되며 0~1 사이의 값을 갖는다. .9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의 가설모형에서는 .846이었다.

③ Turker-Lewis Index
Turker-Lewis Index (TLI) 지수는 기초모델에 대해 제안모델과 대안모
델의 비교를 위해 모델의 간명도(자유도)를 결합하여 측정한 것으로 CFI와
비슷한 개념의 적합도로서 0-1사이의 값을 보이며 .9이상이면 양호한 것으
로 간주한다. 본 연구의 가설모형에서는 .75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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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명적합지수
Parsimonious Goodness of Fix Index(PGFI)와 Parsimonious Normed
Fit Index(PNFI)로 모델의 적합도를 측정하는데 PGFI는 GFI에 간명비율
을 이용하여 나온 값이고, PNFI는 NFI에 간명비율을 곱하여 나온 값으로
다른 적합지수보다 낮은 값을 요구하는데 이 두 수치는 엄격한 한계수치가
있는게 아니므로 해석상 어려움이 따르긴 하나(Daire, Joseph, & Michael,
2008), Mulaik 등(1989)은 이 두 수치가 .50이하이면 적합하다고 한다. 본
연구의 가설모형에서 PGFI는 .464, PNFI는 .504이었다(Figure 5).

Table 10. Model fit for the hypothetical model
Fit
Index

X²

Hypothetical
171.36
model

GFI

RMSEA

NFI

CFI

TLI

PGFI

PNFI

.881

.133

.812

.846

.752

.464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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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1  p<.05

X1: Age

Y1: Pain

X2: Marital status

Y2: Stiffness

X4: Education

Y3: Depression

X5: Disease duration

Y4: Functional limitation

x6: Comorbidity

Y5: Current health perception

X8: Social support

Y6: Quality of life

Figure 6. Path diagram for the hypothe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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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적 모형의 수정
가설적 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권장하는 기준에 도달
하였다. 그러나 모형의 적합도를 더 높이기 위한 시도로서 모형수정을 시도
하였다. 모델수정이란 보다 간명한 모델을 얻고 적합도를 보다 높이기 위한
것을 의미하며 이때 특정 모수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델
수정을 위해서는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 M.I.)을 이용하는데 M.I.
는 특정 고정모수나 제약모수를 자유롭게 했을 때 그 지수의 값만큼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X²값을 의미한다. X²이 낮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의미하므
로 공분산 행렬에 해당하는 M.I.의 값이 제일 큰 순서대로 관계를 설정하면
모델의 적합도는 향상된다. 이때 외생잠재변수의 측정 오차간 상관, 내생
잠재변수의 측정 오차간 상관, 내생잠재변수의 구조 오차간 상관을 설정하
는 것이 올바른 연결이라고 할 수 있다(우종필, 2012). 이렇게 모델수정은
수정지수를 참고하여 자유모수를 추가하는 방법, 기존의 잠재변수를 유지
하면서 자유모수를 고정하는 방법, 그리고 잠재변수의 추가 및 제거를 통한
수정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분산행렬에 해당하는 M.I 중 가장 큰 값(23.073)을 보인
내생 잠재변수인 우울과 삶의 질의 측정 오차간 상관을 먼저 연결하고, M.I.
의 수치에 따라 내생 잠재변수인 우울과 건강지각의 측정 오차간 상관, 내
생 잠재변수인 우울과 기능 상태의 측정 오차간 상관을 연결하여 공분산을
허용하였다. 이 때 M.I.에서 제시하는 다수의 설정들을 한번에 지정하여 분
석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우종필, 2012)이므로 한번에 하나씩 설정한 후 수
정하였다. 가설적 모형의 수정을 통해 X²의 값은 43.890로 낮아지고 p값은
.203로 .05보다 크게 나타났다. 우종필(2012)은 p값이 .05보다 작다면 연
구모델이 데이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수정모델은 데
이터에 적합한 모델로 분석되었다. 또한 다른 절대적합지수와 증분적합지
수 및 간명적합지수 모두 수정모형이 가설적 모형에 비해 더욱 적합한 모델
로 향상되었으며 두 모형에 대한 비교는 다음과 같다(Tab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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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omparison of model fit for the modified model to the
hypothetical model
Model

Criteria

Hypothetical
model

Modified
model

X²(p)

171.36(.000)

43.890(.203)

p≥.05

GFI

.881

.964

≥.9
.08-.10 mediocre fit

RMSEA

.133

≤.08: good fit

.032

≤.05: excellent fit
NFI

.812

.952

≥.9

CFI

.846

.992

≥.9

TLI

.752

.985

≥.9

PGFI

.464

.457

≤.5

PNFI

.504

.484

≤.5

5) 수정모형의 분석
구조모형의 경로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자유모수에 대해
회귀계수, 표준오차, 임계치, p값 등의 네 가지 정보를 확인한다. 그리고 내
생변수들의 다중상관자승을 보고한다. 구조모형 분석에서 다중상관자승은
내생변수가 그 내생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양을 의미한다(우종필, 2011).
회귀계수는 표준화계수와 비표준화계수(non-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NSRW)가 있으며 표준화계수는 모두 동일한 분산을 가지며 최대
1.0의 값을 갖는다. 표준화계수는 회귀분석의 베타(β)처럼 거의 유사한 효
과크기를 갖는다. 0에 가까운 계수는 효과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계수의
값이 증가한다는 것은 인과관계에 있어서 중요성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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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표준화계수는 다중회귀분석에서의 회귀계수와 동일하며 비표준화계
수는 표본들 간 비교가 가능하며 척도효과를 갖고 있다. 그러나 계수 간 비
교는 표준화계수에 비해 어렵다(배병렬, 2011). 본 연구모형에서는 수용한
계를 벗어나는 회귀계수는 없었다.
다음으로 회귀계수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
설에 관계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양측검정으로 가설적 구조모형
을 분석한 결과 총14개의 경로 중 7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7개의 경
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증상은 환경적 요인(β=-.233, t=-2.135) 경로가
유의하였으며, 개인적 요인과 생리적 요인은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개의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17.2%였다.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기능 상태는 증상(β=.879, t=4.948)경로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으며,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는 퇴행성 관
절염 노인의 기능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
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83.7%였다.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건강 지각은 기능 상태(β=-.393, t=-5.329) 경로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는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건강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 변
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22.9%였다.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은 개인적 요인(β=-.141, t=-2.018)과 건
강지각(β=.277, t=4.723), 환경적 요인(β=.358, t=6.123), 기능 상태(β
=-.313, t=-1.988)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증상은 퇴행성 관절
염 노인의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63.6%였다(Table 12).
외생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생리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간의 상관계
수 .709이고 C.R.은 2.001(≥1.965), p=.04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간의 상관계수 -.327이고 C.R.은 -3.684(≥
- 61 -

1.965), 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생리적 요인과 환경
적 요인간의 상관계수는 -.192이고 C.R.은 –1.665, p=.096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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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Standardized estimation for the modified model
Exogenous
variables

Endogenous
variables

Symptom

.160

.759

Physiological
factor

.060(.111)

.154

.377

Environmental
factor

-.015(.007)

-.233

.140(.162)

.041

-.038(.027)

-.061

-1.427

8.597(1.737)

.879

4.948 

-.007(.016)

-.037

-.457

.005(.003)

.142

1.939

Functional
Status

-.023(.004)

-.393

-5.329 

Individual factor

-.324(.214)

-.141

-2.018 

.183(.030)

.358

6.123 

Symptom

.488(1.276)

.062

.424

Functional
status

-.253(.127)

-.313

-1.988 

Health
perception

3.900(.826)

.277

4.723 

Environmental
factor

Individual factor
Environmental
factor

Environmental
factor
Quality
of life

C.R.
(t-value)

.056(.076)

Symptom

Health
perception

Standardized
estimate(β)

Individual factor

Individual factor
Functional
status

NSRW
(S.E.)

 p<.01  p<.05
NSRW=Non-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S.E.=Standard error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R²), C.R.=Critical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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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

.172

-2.135 
.824
.837

.229

.636

 p<.01  p<.05

X1: Age

Y1: Pain

X2: Marital status

Y2: Stiffness

X4: Education

Y3: Depression

X5: Disease duration

Y4: Functional limitation

X6: Comorbidity

Y5: Current health perception

X8: Social support

Y6: Quality of life

Figure 7. Path diagram for the modifi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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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정모형의 효과분석
수정모형의 내생잠재변수들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분석하
는데 여기서 간접효과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하나 이상
의 매개변수에 의해 매개되는 것을 의미하며, 총효과는 간접효과와 직접효
과를 더해서 얻는 효과를 의미한다(배병렬, 2011).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통
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한다.
수정모형에서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증상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
효과와 총효과를 보면 환경적 요인은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증상에 직접효
과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으나, 개인적 요인과 생리적 요인이
퇴행성 관절염 노인에 직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기능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증상은 직접
효과와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환경적 요인은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기능 상태에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
접효과와 총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개인적 요인은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기능 상태에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건강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기능 상태는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환경적 요인은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개인적 요인은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건강지각에 직접
효과, 간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건강지각은 직접
효과와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환경적 요인은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에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다. 증상은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에 직접효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간접효과와 총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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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났다. 기능 상태는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에 직접효과, 간
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개인적 요인은 퇴행
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에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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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for the modified model
Endogenous
Variables

Symptom

Exogenous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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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perception

Quality of life

 p<.01  p<.05

Standardized
indirect
effect

Standardized
total
effect

Individual factor

.195

.195

Physiological factor

.115

.115

Environmental factor

-.225

-.225

Individual factor
Functional status

Standardized
direct
effect

.042

.171

.213

Environmental factor

-.061

-.198

-.258

Symptom

.878

Individual factor

-.042

-.083

-.125

.142

.101

.243

Environmental factor

.878

Functional status

-.390

Individual factor

-.141

-.087

-.229

Environmental factor

.350

.132

.482

.069

-.368

-.299

Functional status

-.311

-.108

-.419

Health perception

.276

Symptom

-.343

.276

 p<.01  p<.05

X1: Age

Y1: Pain

X2: Marital status

Y2: Stiffness

X4: Education

Y3: Depression

X5: Disease duration

Y4: Functional limitation

X6: Comorbidity

Y5: Current health perception

X8: Social support

Y6: Quality of life

Figure 8. Effect analysis in the modified structural eq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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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가설의 검정
1) 증상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개인적 요인은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증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는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
다.
가설 2. ‘생리적 요인이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증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는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
다.
가설 3. ‘환경적 요인이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증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는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2) 기능 상태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4. ‘개인적 요인이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기능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 5. ‘환경적 요인은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기능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접효과
와 총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6. ‘증상은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기능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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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지각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7. ‘개인적 요인은 건강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직접효과, 간
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 8. ‘환경적 요인은 건강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접효과와 총효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9. ‘기능 상태는 건강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직접효과와 총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4) 삶의 질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0. ‘개인적 요인은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는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여 지지되었다.
가설 11. ‘환경적 요인은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는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여 지지되었다.
가설 12. ‘증상은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접효과와 총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13. ‘기능 상태는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는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
지되었다.
가설 14. ‘건강 지각은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는 직접효와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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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 의
본 연구는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합
적으로 규명하고 영향 요인들을 종합하여 모형을 구축한 후 구조방정식 모
형을 통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퇴행성 관
절염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매개변수들간의 관
련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 구조모형
본 연구는 Wilson과 Cleary모형을 이론적 근간으로 하여 퇴행성 관절염
노인을 대상으로 삶의 질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삶의 질을 설명
하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증상, 기능 상태, 건강 지각이었다.
이 중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친 변수는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였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은 높게 나타났다.
본 구조모형에서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증상, 기능 상태, 건강 지각은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의 63.6%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Wilson과 Cleary모형이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을 비교적 잘 설명하
는 모형임을 보여준다. 이는 심장질환이나 호지킨스 림프종과 같은 급성 질
환자를 대상으로 검증된 모형일 뿐 아니라 만성질환, 특히 노인에게도 적용
될 수 있는 적합한 모형임을 보여준다.
Wilson과 Cleary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심부전 환자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형을 분석한 Heo 등(2005)의 연구에서 삶의 질이 증상, 건강 지각과
연령에 의한 설명력이 29%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보다 설명력이 낮게 나타
났다. 이러한 차이는 Heo 등(2005)의 연구는 모든 변수들과 삶의 질의 변
수를 상관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해 유의하게 나온 변수들을 다중회귀분석을
하여 구조모형을 완성하였다. 통계 방법의 차이로 인해 삶의 질의 설명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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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변수들에서 증상에는 정서적, 심리적
인 증상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를 단지 신뢰할만
한 친구의 존재유무와 결혼상태의 유무만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러한 변수들
이 대상자의 상태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라 판단된다.
반면 Wilson과 Cleary의 모형을 가지고 폐쇄성 수면무호흡 남성 환자의
삶의 질 구조모형을 연구한 최수정 (2012)의 연구에서 삶의 질이 연령, 사
회적 지지, 수면에 대한 인지적 평가, 증상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82.7%
로 본 연구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최수정(2012)의 연구
에서는 Wilson과 Cleary의 모형을 수정하여 건강 지각과 기능 상태 변수를
제거하여 내생변수를 최소화하였고, 수면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매개변수
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Wilson과 Cleary모형에 없는 변수로 증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본 연구결과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였
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의의는 퇴행성 관절염 노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요인들
을 모두 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퇴행성 관절염 노인들에게 흔히 동반되는
증상과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생리적 요인,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일상생활
기능 정도를 평가하는 기능 상태, 개인적 요인, 환경적 특성을 설명하는 사회
적지지 그리고 이들에 영향을 받는 건강 지각에 이르기까지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들을 포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적합기준 이상의 구조모형
을 보이고 수용 가능한 설명력을 보였으며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을
예측하기에 충분한 변인들을 모두 포함한 적합한 모형으로 검증되었다. 또
한 본 연구는 퇴행성 관절염 노인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Wilson과 Cleary모
형을 적용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고 구조화한 최초의 모형이라는데 그 의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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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 Wilson과 Cleary(1995)의 모형을 근간으로 하여 퇴행성 관절
염 노인의 삶의 질을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삶의 질 점수는 100점 만점에 전
반적 삶의 질 점수는 57.39점, 환경적 영역의 삶의 질 점수는 47.98점, 신체
적 영역의 삶의 질 점수는 45.34점, 정신적 영역의 삶의 질 점수는 44.62점,
사회적 관계 영역의 삶의 질 점수는 44.37점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질 총 평균
점수는 47.94점이었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Valeikiene, Ceremnych,
Alekna와 Juozulynas(2008)의 연구에서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전체 삶의
질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66.29점으로 환산되어 본 연구결과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를 보인 것은 Valeikiene 등(2008)의 연구
에서는 평균 연령이 68세인 반면 본 연구의 평균 연령은 75.92세로써 연령
의 차이로 인해 삶의 질 점수에 차이가 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배향숙
(2011)과 이은영(2003)이 퇴행성 관절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
이가 많을수록 삶의 질 점수가 낮다는 결과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Valeikiene 등(2008)의 연구에서 대상자는 58명 중 47%가 여자 환자였으
나 본 연구의 대상자는 180명 중 93.3%가 여자였다는 점에서 성별에 따른
삶의 질 점수 차이가 났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폐경기의 여성들에게서
퇴행성 관절염의 발병 빈도가 높고 통증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심하며,
삶의 질도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낮게 분석되었다는(Papakostidou et
al., 2012)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
에 삶의 질 점수가 낮게 나왔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오랫
동안 좌식 생활을 하는 문화이므로 이러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관절염의 증
상 및 기능 제한이 더 나쁠 것이라 생각되므로 본 연구에서 서구의 관절염
환자의 삶의 질 점수보다 더 낮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인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 수준을 다른 만성질환자
의 삶의 질과 비교해 보았다. 류마티스 관절염 역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는 만성 염증성 질환인데 Haroon, Aggarwal, Lawrence, Agarwalr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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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ra(2007)의 연구에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
상으로 연구한 결과 삶의 질의 신체적 영역은 평균 51.7점, 정신적 영역은
평균 54.3점, 사회적 관계 영역은 66.4점, 환경적 영역은 평균 60.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삶의 질 각 하부의 영역별 평균 점수보다 높은 것
이다. 이러한 차이를 보인 것은 첫째는 Haroon 등(2007)의 연구는 대상자
의 평균 나이가 44.4세로 낮아 삶의 질 점수 차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
악된다. 둘째는 질병의 유병기간이 평균 9년인 점은 본 연구의 질병의 유병
기간이 평균 8.92년으로 유사하였지만 Haroon 등(2007)의 연구에서는 대
상자의 89%는 복합 약물치료와 매일의 스테로이드 주사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90.3%가 보존치료(약물치료, 한방치료, 물리
치료 등)를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나 보건소의 물리치료를 받기위해 방문하
는 대상자가 대부분이므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상 조절을 잘
하지 못한 것이 삶의 질 점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대
상자의 97.2%가 경제상태가 ‘중’·‘하’인 노인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삶의
질 점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은 다른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만성 폐질환을 가진 환자의 삶의 질보다 더 낮았다(Melchiors, Correr,
Pontarolo, Santos, & Paula, 2010; Huang & Hung, 2007; Kurpas et
al., 2013).
본 연구에서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경
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 기능 상태, 건강 지각, 개인적 요인의 순으로 나타
났으며 이중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은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였고 100점 만점에 평균 64.14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사회적 지
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의 60세 이상의 노
인을 대상으로 Wilson과 Cleary모형을 근거로 한 Halvorsrud 등(2010)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온 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 Walen과 Lachman(2000)은 사회적 지지는 남성보다 여성의 삶의 질에
더 영향력 있는 요인이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93.3%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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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증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며 기능 상태와 건강 지각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삶의 질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Halvorsrud 등(2010)의 연구에
서도 사회적 지지는 증상과 건강 지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어 사회적 지지
가 높을수록 우울은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우울이 심할수록 신체적 기
능은 낮으며 신체적 기능이 좋을수록 건강 지각은 높고 삶의 질도 높게 나
타났다. 여기서 사회적 지지는 증상과 신체적 기능 상태와 건강 지각을 매
개로 하여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회
적 지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사
회적 지지의 하부영역을 구분하여 분석해보았다. 물질적 지지는 100점 만
점에 평균 64.33점, 애정적 지지는 평균 64.33점, 긍정적 상호작용은
64.33점, 정서적 정보적 지지는 63.76점으로 네 하부차원의 평균점수는 비
슷하게 분석되었다(부록4. Table Ⅱ).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사회적 지지
의 하부차원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과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부록4. Table Ⅳ). 추가
분석한 결과 65세에서 74세의 퇴행성 관절염 노인이 75세에서 84세의 퇴
행성 관절염 노인보다 사회적 지지의 하부영역에서 물질적 지지, 애정적 지
지와 긍정적 상호작용의 영역의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성별에서는 물질적 지지, 애정적 지지, 긍정적 상호작용과 정서적, 정보적
지지의 네 영역 모두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결
혼 상태에서는 기혼 노인의 물질적 지지, 애정적 지지, 긍정적 상호작용과
정서적 정보적지지의 네 영역 모두에서 사별한 노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았다. 동거유무에서는 혼자 사는 퇴행성 관절염 노인과 가족과 함께
사는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물질적 지지, 애정적 지지, 긍정적 상호작용과
정서적 정보적 지지의 네 영역 모두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퇴행성 관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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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학력에서는 중졸과 고졸의 퇴
행성 관절염 노인의 애정적 지지는 무학의 퇴행성 관절염 노인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긍정적 상호작용은 중졸, 고졸, 대졸이상의 퇴행성
관절염 노인이 무학의 퇴행성 관절염 노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
다. 정서적 정보적 지지는 고졸의 퇴행성 관절염 노인이 무학의 퇴행성 관
절염 노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경제 상태에서는 ‘중’이라고
대답한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사회적지지의 네 하부영역 모두에서 ‘하’라고
대답한 퇴행성 관절염 노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퇴행성 관절
염 치료를 받고 있는 노인의 애정적지지, 긍정적 상호작용과 정서적 정보적
지지의 영역에서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를 받고 있는 않은 노인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더 낮았다. 반면에 종교, 음주, 흡연,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
단받은 부위의 수,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수술, 동반질환의 수와 유병기
간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하부영역 어디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 및 모든 변수
들을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추가 분석하였다
(부록4. Table Ⅰ). 분석 결과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사회적 지지 예측모형
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9.282, p＜.001), 주요 요인은 우울, 동거형
태, 학력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4.0%였다. 학력이 높을수록, 가
족과 함께 살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았으며 우울 정도가 심할수록 사회적 지
지는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 중에서 학력, 동거형태
와 우울의 분류에 따라 사회적 지지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학력에서는
무학인 노인의 사회적 지지 평균이 46.69점, 초졸인 노인의 사회적 지지 평
균이 62.53점, 중졸인 노인의 사회적 지지 평균이 68.52점, 고졸인 노인의
사회적지지 평균이 74.32점, 대졸이상인 노인의 사회적지지 평균이 72.72
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분석을 통해 고졸 노인의 사회적 지지
가 무학 노인의 사회적 지지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동거형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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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노인의 사회적지지 평균이 52.96점,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의 사
회적지지 평균이 70.45점으로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유
의하게 높았다. 우울에서는 정상 노인의 사회적지지 평균이 76.46점, 경증
우울 노인의 사회적지지 평균이 64.60점, 중증 우울 노인의 사회적지지 평
균이 38.55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분석을 한 결과 정상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유의하게 가장 높았고, 경증 우울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유
의하게 중간 정도로 높았고, 중증 우울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유의하게 가
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에 의해 증상의 17.2%를 설명하
였다. 사회적 지지는 64.14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민숙과 김나영(2007)의 연
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3.16점(5점 만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사
회적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둘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우울에 가장
영향 미치는 요인들을 추가로 다중 회귀분석한 결과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우울 예측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14.330, p=<.001), 우울에 가
장 영향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지지, 기능 제한, 건강지각의 순으로 나타났
으며 설명력은 47.2%였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건강지각이 높을
수록 우울은 낮게 나타났으며 기능적 제한이 심할수록 우울은 높게 나타났
다.(부록 4. Table Ⅳ). 이는 Bazargan(1996)과 Sherman(2003)의 연구결
과와 일치한다.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통증과의 관계를 본 Cano(2004)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통증을 적게 호소하고 신체적 기능 제한
도 적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증상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는
데 Sherman (2003)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 노인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의
사회적 지지로 측정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우울과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는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의 증상은 더 낮고, 사회적 지지가 높
을수록 통증은 적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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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가 높을수록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증상인 우울, 통증과 관절 강직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기능 상태와 건강 지각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는 않으나 기능 상태와 건강 지각을 매개로 삶의 질에 간접적 영향을 주며
총 효과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모형에서 기능 상태의 설명력은 83.7%로 나타났고, 건강 지각의
설명력은 22.9%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건강지각과 기능 상태를 종속변수
로 하여 각각을 다중 회귀분석한 결과 건강 지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우울(β=-.345, p<.001)로 나타났다(부록4. Table Ⅴ). 이는 우울의
정도가 심할수록 건강 지각은 낮게 나타났다. 기능 제한에 가장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환자의 통증(β=.655, p<.001), 관절 강직(β=.157, p=.018),
우울(β=.131, p=.03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부록4. Table Ⅵ), 이는 통증
이 심할수록 관절 강직이 심할수록 우울 정도가 심할수록 기능 제한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서도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기능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증상(통증, 관절 강직, 우울)이었으며,
기능 상태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는 Papakostidou 등(2012)의 연구에서 가족과 함께 동거하며 사회적
지지를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질도 더 높고 기능 상태의
제한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Muramatsu, Yin와 Hedeker(2010)가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만성적인 신체 기능 감소는
노인의 일상생활 기능을 감소시킨다고 하였으며 이는 대상자의 스트레스원
이 되어 우울과도 상관관계가 높다고 하였다. 또한 배우자 혹은 친구 등 지
역사회로부터 받는 도움 정도는 우울과 기능 장애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배우자가 없다고 반드시 기능 장애를 동반하지는 않지만 지역
사회 내의 사회적 지지가 충족된 경우 대상자는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기능
장애를 덜 겪는다고 하였다.
Henderson 등(2012)이 HIV와 간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Wilson과
Cleary의 모형을 적용한 연구에서 건강 지각을 VAS와 MOS-HIV의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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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중 건강 변화로 측정하고 전반적 삶의 질은 삶의 만족도와 MOS-HIV
의 하부영역인 전반적 건강관련 삶의 질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리
적 요인들이 증상에 영향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Henderson 등
(2012)의 연구에서는 생리적 요인들이 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기
능 제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적 요인과 증상간의 관계
에서 본 연구와 차이를 보인 것은 Henderson 등(2012)은 생리적 요인으로
CD4 세포의 수와 HIV viral load(바이러스 수)로 측정하였는데 이러한 생
리적 변인들은 HIV의 약물 치료에 따라 변화되는 효과로서 HIV의 증상(우
울, MOS-HIV 정신적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본
연구에서 생리적 요인으로 유병기간, 동반질환의 수와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수술은 2차적인 요인들로 그 영향이 미미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Henderson 등(2012)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일반적 건강 지각
과 전반적 삶의 질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는 정
신적 증상(우울)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환
자의 증상은 환자의 신체적 기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신체적 기능이
건강 지각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이러한 건강 지각은 인종에는 영향
을 받지만 삶의 질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차
이가 나타난 것은 본 연구에서 개인적 요인은 건강 지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Henderson 등(2012)의 연구에서 인종만이 건강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 대상자 중 비백인의 비율이
50%를 넘고 낮은 수입과 마약중독자들과 노숙자들이 대상자이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Maxwell 등(2013)의 연구에서는 만성적인 말초신경병증을 가진 환자들
의 사회적 지지는 환자들의 삶의 질 전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
인이었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시키고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환자가 지각하는 신체적 증상 및 정신적 증상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므로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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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중재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기능 제한에 영향을 주는 증상을 조절하고 삶의 질에 가장 영향력
이 높았던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퇴행성 관
절염 노인들을 위한 지역사회를 통한 중재를 통해 전반적인 지지 체계를 구
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통증은 평균 10.6점이었으며, 관절 강직은 평균 4.23점이었
다. 이러한 결과는 Ethgen 등(2004)이 무릎과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환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통증이 평균 10.1점, 관절 강직이 평균 4.3점
으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Alkan 등(2013)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
자를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한 연구에서 통증은 평균 8점, 관절 강
직은 평균 2점으로 본 연구 결과보다 평균 점수가 낮게 분석되었다. 이러한
차이를 보인 것은 Alkan 등(2013)의 연구에서 질병의 유병기간이 평균 4년
이고 평균 연령이 60세인 반면 본 연구는 질병의 유병기간이 평균 8.92년
이고 평균 연령이 75.92세인 점이 통증과 관절 강직 정도의 차이를 보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근거는 이명숙(2009)의 연구에서 질병의 유병기
간이 7년 이상인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통증이 유병기간이 4-6년인 환자의
통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분석된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는 무릎, 고관절 및 척추 등의 퇴행성 관절염 노인을 대상
으로 연구한 반면, Alkan 등(2013)의 연구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지닌 환
자만을 대상자로 하였기 때문에 차이를 보였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우울은 평균 5.88점으로 이는 GDS short form의 기준에 근
거할 때 경증의 우울로 의심되었다. 본 연구의 우울을 추가로 분석시 대상
자 중 경증의 우울이 의심되는 노인은(GDS-SF: 5-9점사이) 전체의
22.2%였으며, 중증의 우울이 의심되는 노인은(GDS-SF≥10점) 전체의
25.6%의 비율을 보고하였다.
이는 이윤정(2011)이 골관절염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은
6.5점으로 환산되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나 박정숙(2009)의 연구에
서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우울의 평균 점수가 10.65점으로(15점 만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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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환산되어 본 연구결과보다 우울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
는 박정숙(2009)의 연구에서는 슬관절 전치환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로 수술적 요인이 환자에게 정서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증상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지는 않았지만 기능 제한과 건강지각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증상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전정
호 등(2003)의 연구에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우울이 삶의 질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Alkan 등(2013)의 연구에서는 통증과 관
절 강직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의 가장 흔한 질병 특이적인 증상인 통증과 관절 강직
과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 증상인 우울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다.
본 연구 결과에서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일상생활 기능의 어려움을 평가
하는 기능 제한의 평균 점수는 34.36점으로 나타났다. Sutbeyaz 등(2007)
의 연구에서는 기능 제한이 평균 37.89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다소 높게
분석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는 BMI를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Sutbeyaz 등(2007)의 연구는 BMI가 28이상인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하
였으므로 비만 정도가 기능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비만은
관절염 대상자의 무릎과 대퇴골 관절의 한쪽 혹은 양쪽 모두에 영향을 미치
는 위험 요인이며 게다가 비만은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악화시키는 요인
이다(Sturmer et al., 2000).
본 연구 결과에서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기능 상태는 삶의 질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Alkan 등(2013)의 연구에서 기능 상
태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된 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건강지각이 평균 2.61점으로 분석되었으며, 건강지각
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명숙(2009)이 퇴
행성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Tretini 등
(2012)가 입원한 60세 이상의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건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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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 검증 결과 건강 지각은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과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건강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약물의 복용, 근골격계 질병을 지닌 경우, 일상생활의 활
동 장애가 있는 경우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는데(Chan et al., 1998)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질병 특이적인 상태가 건강지각에 영
향을 미치고 이러한 건강지각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명숙(2009)
의 연구결과와 일치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자가 거의 여성으로 보건소를 방문하는 빈도가
낮은 남성 노인의 삶의 질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퇴행성 관절염의 방사선학
적 진단 정도에 따른 구분이 되지 않은 채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므로 증상과
기능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증상과 기능 상태의 평
가도구는 질병 특이적 도구를 사용하였고 삶의 질 측정도구는 일반화된 삶
의 질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과 기능 상태를 효과적으
로 파악하고 다른 만성질환과 삶의 질 영역들을 용이하게 비교할 수 있다는
점과 이론적 기틀에 기초하여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 경로를 분석하
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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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도출한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간호학적 이론 측면에서 Wilson과 Cleary(1995)의 건강관련 삶의 질 모
형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퇴행성 관절염 노인을 대상으로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간호학적 연구 측면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퇴행성 관절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도구들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었고, 국내에서 유일
하게 퇴행성 관절염 노인을 대상으로 Wilson과 Cleary모형이 적용 가능함
을 확인하였으므로 추후 연구들에서도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 구조모형에서 검증된 경로들을 바
탕으로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키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
를 평가하는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간호 실무 측면에서 본 연구는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 미
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포함하여 각 요인들 간의 관계와 효과를 제시하였
다. 특히 사회적 지지는 증상, 기능 상태와 건강 지각을 매개로 하여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동시에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또한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사
회적 지지이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및 실무 현장에서 퇴
행성 관절염 환자를 위한 지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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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경기도 K시에 소재한 보건소와 노인정을 방문하는 65세 이상
의 퇴행성 관절염 노인 180명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경로를 규명하고자 개인적 요인, 생리적 요인, 증상, 기능 상태, 건강 지각,
환경적 요인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정
하여 직접, 간접적인 경로를 구성하고 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의 검증 결과 대상자의 삶의 질은 63.6%의 설명력을 가지며 개인적
요인, 증상, 기능 상태, 건강지각과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에 직접,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기능 상태와 건강지각을
매개로 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증상은 개인적 요인과 생리적 요인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사회적 지지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들 변
수들에 의한 설명력은 17.2%였다. 기능 상태는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는 영
향을 받지 않으며 환경적 요인과 증상에 의해서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받
으며 이들 변수들에 의한 설명력은 83.7%였다. 건강 지각은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고 환경적 요인과 기능 상태에 의해서 직접적 간접
적 영향을 받으며 이들 변수들에 의한 설명력은 22.9%였다.
본 연구에서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가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
에 가장 큰 직접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지지는 건강 지
각과 기능 상태에 간접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 지역사회 내에서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증상은 직접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기능
상태와 건강 지각을 매개로 하여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환자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지각을 향상시키고 기능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중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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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해보고자 한다.
1)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통증과 관절 강직, 우울 등 증상을 조절하고 완
화시킬 수 있는 중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영역
을 총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
고 실행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기능 제한을 평가하고 원활하게 일상생활을 수
행할 수 있는 중재방안이 필요하다.
4)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5)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대학병원 및 의원을 방문하는 대
상자를 포함하고, 퇴행성 관절염의 정도에 따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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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1] 연구대상자 보호 심의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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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연구 참여 동의서
이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은 본인이 65세 이상이며, 이 연구의 대상자
가 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연구제목: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 구조 모형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생으로서 퇴행성 관절염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시도된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전적으로 귀하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연구에 참
여를 동의 하신 이후에도 언제나 자유로이 연구에서 탈퇴하실 수 있음
을 약속 드립니다. 본 질문은 무기명으로 이루어지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 본인만이 관리하여 통계 처리되며, 연구 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
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
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설문에 소요되는 예상시간은 15-20분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설문
내용을 끝까지 읽으시고 귀하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조사 자료에 포함된 귀하의 연락처와 개인정보는 연구
자만이 알 수 있도록 처리하여 보관하고 연구논문이 인쇄자료로 발표
된 후에는 폐기 처리될 것입니다.
본인은 본 연구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이에 본
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본 설문에 참가한다는 점을 확인하며 본인
의 개인 신상에 관한 비빌보장을 전제조건으로, 설문자료가 연구에 사
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__________________
2013년____월 _____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연구자: 오지현 올림
(연락처:010-3002-4638, grape0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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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대상자 자가 점검표 및 측정도구

1. 대상자 자가 점검표

∎ 대상자 선정 범위
내용

선정 범위

1. 연령

만 65세 이상

2. 퇴행성
관절염

의사로부터 무릎, 고관절(엉덩이),
척추등의 퇴행성 관절염 진단

3. 진단 시기

6개월 이상

4. 설문지
해독 능력

직접 읽거나 연구자가 읽어주는 내
용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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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연구도구-설문지

1. 개인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

1. 귀하의 연령은 떻게 되십니까?

만

2. 성별: ①남자

②여자

3. 결혼: ①미혼

②기혼

4. 학력: ①무학

②초등학교졸업

세

③이혼 ④사별
③중학교졸업 ④고등학교졸업

⑤대학교졸업
5. 경제상태: ①상
6. 종교: ①기독교

②중

③하

②천주교 ③불교 ④무교 ⑤기타____

7. 동거형태: ①혼자 산다

②가족과 함께 산다

8. 음주: ①전혀 마시지 않는다
②마신다 (평균: 주____회, 1일_____잔)
9. 담배: ①피운다(하루____갑, ____년 동안)
②전혀 피우지 않는다.
10.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 받은 부위는 어디입니까?
①무릎 ②고관절(엉덩이) ③손가락이나 손목 ④척추 ⑤기타___
11.퇴행성 관절염을 진단 받은지 몇 년 되셨습니까? ____________년
12. 퇴행성 관절염 이외에 다른 질병은 있습니까?
①예--->(예라면: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위장질환,
기타 다른 질병______)
②아니오
13. 질병으로 수술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있다--->___________________수술
②없다

14.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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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판 노인 우울 척도(K-GDSSF) 간략형 15문항입니다
다음을 잘 읽고 요즈음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느끼는 답에 동그라미(O)를 표
시하십시오

1. 당신은 평소 자신의 생활에 만족합니까?

예 / 아니오

2. 당신은 활동과 흥미가 많이 저하되었습니까?

예 / 아니오

3. 당신은 앞날에 대해서 희망적입니까?

예 / 아니오

4. 당신의 대부분의 시간을 맑은 정신으로 지냅니까?

예 / 아니오

5.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이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예 / 아니오

6. 당신은 지금 살아 있다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예 / 아니오

7. 당신은 가끔 낙담하고 우울하다고 느낍니까?

예 / 아니오

8. 당신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 매우 가치가 없다고 느낍니까?
예 / 아니오
9. 당신은 인생이 매우 흥미롭다고 느낍니까?

예 / 아니오

10. 당신은 활력이 충만하다고 느낍니까?

예 / 아니오

11. 당신은 자주 사소한 일에 마음의 동요를 느낍니까?

예 / 아니오

12. 당신은 자주 울고 싶다고 느낍니까?

예 / 아니오

13.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겁습니까?

예 / 아니오

14. 당신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수월합니까?

예 / 아니오

15. 당신의 마음은 이전처럼 편안합니까?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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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자신에게 이용 가능한 사회적 지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여러 다양한 형태의 도움이나 지지를 구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필요로 할 때, 다음의 각 유형의 도움이나 지지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각 문항의 해당 정도에 체크해주십시오.
문

전혀
없다
(1)

항

1. 아파서 거동이 불편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2. 당신이 이야기하고 싶을 때 당신의 말에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사람은?
3. 어려울 때 당신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4. 필요시에 당신을 의사에게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은?
5. 당신에게 사랑과 애정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6. 당신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 줄 수
있는 사람은?
7. 당신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8. 당신이 문제에 관해서 마음 터놓고 이야
기 할 수 있는 사람은?
9. 당신을 감싸 안아 줄 수 있는 사람은?
10. 편안히 쉬기 위해 함께 있을 사람은?
11. 당신이 스스로 못할 때 대신해서 식사
준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12. 당신이 정말로 조언을 얻고 싶은 사람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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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편이다
(2)

간혹
있다
(3)

대부분
있다
(4)

항상
있다
(5)

문

전혀
없다
(1)

항

13.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도록 당
신과 함께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14. 당신이 아플 때 일상 가사업무를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은?
15. 당신의 사적인 걱정과 두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16. 개인적 문제를 어떻게 다룰 지에 관해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17. 함께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8. 당신의 문제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19. 사랑할 수 있는 당신이 소중히 여겨진
다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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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편이다
(2)

간혹
있다
(3)

대부분
있다
(4)

항상
있다
(5)

4. 귀하의 일상생활의 기능적 상태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시를 해 주십시오.
1) 통증
지난 48시간 동안 귀하께서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에 느끼는
통증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없음
0

약간
1

보통
2

심함
3

매우
심함
4

1. 평지를 걸을 때(10분)

0

1

2

3

4

2. 계단을 오를 때(5개 정도)

0

1

2

3

4

3. 밤에 잠을 잘 때
(즉 수면을 방해하는 통증)

0

1

2

3

4

4. (의자에)앉아 있을 때 혹은 누워있
을때

0

1

2

3

4

5. 똑바로 서 있을 때(10분이상)

0

1

2

3

4

질문: 어느 정도의 통증이 있습니까?

2) 관절 강직(뻣뻣함)
지난 48시간 동안 당신의 관절을 움직일 때 느끼는 강직(뻣뻣함)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없음
0

약간
1

보통
2

심함
3

매우
심함
4

6. 아침에 막 잠에서 깼을 때 당신이
느끼는 뻣뻣한 정도는 얼마나 심합
니까?

0

1

2

3

4

7. 오후에 앉거나, 눕거나, 쉬고 난 후
에 당신이 느끼는 뻣뻣한 정도는 얼
마나 심합니까?

0

1

2

3

4

질문: 어느 정도의 강직(뻣뻣함)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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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기능 장애
일상 생활에서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꼈습니까? 어려움이 없다는 뜻은 당
신이 잘 돌아다닐 수 있고 또 자신의 신체를 잘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
니다.
없음
0

약간
1

보통
2

심함
3

매우
심함
4

8. 계단을 내려갈 때

0

1

2

3

4

9. 계단을 올라갈 때

0

1

2

3

4

10. (의자에)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0

1

2

3

4

11. 서 있을 때

0

1

2

3

4

12. 마루바닥으로 몸을 구부릴 때

0

1

2

3

4

13. 평지를 걸을 때

0

1

2

3

4

14. 승용차나 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0

1

2

3

4

15. 시장을 보러 갈 때

0

1

2

3

4

16. 양말이나 스타킹을 신을 때

0

1

2

3

4

17. 이부자리에서 일어날 때

0

1

2

3

4

18. 양말이나 스타킹을 벗을 때

0

1

2

3

4

19. 이부자리에 누울 때

0

1

2

3

4

20. 욕조에 들어가고 있을 때

0

1

2

3

4

21. (의자에 )앉아 있을 때

0

1

2

3

4

22. 양변기에 앉거나 일어설 때

0

1

2

3

4

23. 힘든 집안일을 할 때

0

1

2

3

4

24. 가벼운 집안 일을 할 때

0

1

2

3

4

항

목

5. 다음은 귀하의 건강지각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강지각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란에 "V"로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1. 나는 현재 건강에 자신을 갖는다.

전혀
아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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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2

보통
이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6. 한국판 세계보건 기구 삶의 질 척도(단축형)
-이 질문지는 당신의 삶의 질, 건강 및 인생의 여러 영역들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묻는 것입니다.
다음 각 질문을 읽고, 당신의 느낌을 평가한 후,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
오.
문 항

매우
나쁨

나쁨

나쁘지도
좋지도
않음

좋음

매우
좋음

1. 당신은 당신의 삶의 질을 어떻
게 평가하시겠습니까?
2. 당신은 당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당신이 지난 2주 동안 어떤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였는지를 묻는 질
문들입니다.
전혀
아니다

3. 당신은 신체적 고통으로 인해
당신이 해야할 일들을 어느
정도 방해받는다고 느낍니까?
4. 당신은 일상생활을 잘 하기
위해 얼마나 치료가
필요합니까?
5. 당신은 인생을 얼마나
즐기십니까?
6. 당신은 당신의 삶이 어느 정도
의미 있다고 느낍니까?
7. 당신은 얼마나 잘 정신을
집중할 수 있습니까?
8. 당신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낍니까?
9. 당신은 얼마나 건강에 좋은
주거환경에 살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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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그렇다

그렇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다음 문제들은 지난 2주간 당신이 어떤 것들을 ‘얼마나 전적으로’ 경험하였으며
혹은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문

항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만족

매우
만족

10. 당신은 일상생활을 위한
에너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까?
11. 당신의 신체적 외모에
만족합니까?
12. 당신은 당신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13. 당신은 매일 매일의 삶에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까?
14. 당신의 레저(여가)활동을
위한 기회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15. 당신은 얼마나 잘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다음은 지난 2주 동안 당신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 당신이
얼마나 만족했고, 행복했고, 좋았는지를 묻는 질문들입니다.
매우
불만족

불만족

16. 당신은 당신의 수면(잘 자는
것)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17. 당신은 일상생활의 활동을
수행하는 당신의 능력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18. 당신은 당신의 일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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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
도 않음

문 항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
도 않음

만족

매우
만족

19. 당신은 당신 스스로에게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20. 당신은 당신의 개인적인
대인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21. 당신은 당신의 성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22. 당신은 당신의 친구로부터
받고 있는 도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23. 당신은 당신이 살고 있는
장소의 상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24. 당신은 의료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25. 당신은 당신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예를 들어 어르신의 가족 또는 친구로부터의 도움, 혹은 안정상 위협과
같은 것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거나 느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혀
아니다

드물게
그렇다

26. 당신은 침울한 기분, 절망,
불안,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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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부록 4] 추가분석
Table Ⅰ.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of social
support
Variables

(N=180)
B

β

t

-.007

-.002

-.024

-9.740

-.090

-1.296

1.010

.036

.485

16.557

.327

Religion

-.809

-.033

-.547

Education

3.518

.163

2.374

Economic status

2.075

.042

.622

Smoking

13.033

.071

1.101

Drinking

12.670

.090

1.444

Number of OA

-4.092

-.075

-1.285

Treatment for OA

4.723

.051

.849

Disease duration

.033

.011

.181

-.104

-.003

-.051

Surgery for OA

-5.327

-.074

-1.213

Depression

-2.187

-.527

Pain

-.040

-.008

-.063

Stiffness

-.470

-.041

-.473

Functional limitation

-.009

-.006

-.047

Health perception

-.849

-.031

-.452

Age
Gender
Marital status
Living with

Comorbidity

p<.01 p<.05
OA=Osteoarthr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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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 R²

F

4.672

-7.436


.440

9.282

Table Ⅱ. Social support the participants
Social support domains

(N=180)
Mean(SD)

Actual range

Tangible support

64.33(28.80)

20-100

Affectionate support

64.33(29.58)

20-100

Positive social interaction

64.33(28.80)

20-100

Emotional or informational support

63.76(28.82)

20-100

Total

64.14(27.16)

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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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Ⅲ.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80)

Social support
Variables

Categories

n(%)

Tangible support
Mean(SD)

a
b

88(48.9) 59.32(28.45)

Age(years) 75-84

≥ 85

17( 9.4)

61.47(29.20)

Male

12( 6.7)

82.08(23.10)

Female

168(93.3) 62.92(31.05)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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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439(.034)
a>b

Divorced

4( 2.2)
b

60.00(16.33)

Bereaved

102(56.7) 58.36(30.07)

Alone

70(38.9) 46.81(28.18)

Family

110(61.1) 74.40(27.62)

Protestant

66(36.7)

62.95(32.43)

Catholic

41(22.8)

67.07(31.36)

Living with

59.55(29.79)

2.09(.041)

84.17(20.76)
62.92(28.81)

60.00(16.33)

3.114(.047)
a>b

54.59(27.85)
69.57(29.10)

Mean(SD)

t or F(p)

59.31(28.45)

2.50(.013)

84.17(20.76)
62.92(28.81)

53.75( 7.50)
58.97(29.83)

-3.396(.001)

54.42(26.99)
69.86(28.36)

2.50(.013) 

67.48(31.49)

59.23(28.64) 2.809(.063)

82.70(21.78)
62.41(28.84)
71.11(27.07)

-3.599(.001)

54.93(27.16)
68.49(28.60)

66.95(31.36)
.549(.649)

.373(.772)

Buddhism

45(25.0)

63.89(29.40)

65.33(27.10)

67.00(26.76)

66.28(26.04)

No religion

28(15.6)

63.39(30.28)

64.05(30.86)

64.33(28.80)

60.09(28.37)

 p<.01  p<.05

-3.139(.002)

61.63(29.48)

66.34(30.64)
.328(.805)

2.38(.018)

4.238(.016)
5.090(.007) 
60.00(14.28)
a>b
a>b
58.58(29.50)

61.89(29.30)

61.82(29.90)

t or F(p)

61.02(28.75)

72.29(26.26)
5.396(.005)
a>b

Mean(SD)
69.70(28.39)

3.439(.034)
a>b

61.47(29.20)

58.37(30.07)
-6.430(.001) 

Emotional or
informational support

Positive social
interaction

70.86(28.19)

72.79(27.58)
5.090(.007)
a>b

.373(.772)

Religion

t or F(p)

60.78(29.71)

74(41.1) 72.29(27.58)

Married

Mean(SD)
70.76(28.48)

75(41.7) 70.87(28.19)

65-74

Marital
status

t orF(p)

Affectionate support

Social support
Variables

Categories

n(%)

Tangible support
Mean(SD)

a

Mean(SD)

42(23.3)

54.52(30.81)

46.51(27.60)

Elementary school 42(28.9)

61.06(32.13)

62.69(30.57)

None

Education

t or F(p)

Affectionate support

b

2.220(.069)

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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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0)

71.55(30.65)

High school

c

29(16.1)

70.76(29.32)

76.96(25.71)

≥ Colleged

11( 6.1)

69.09(24.68)

72.72(21.18)

5( 2.8)

73.00(29.07)

Middle school

High
a

Economic status Middle
b

69.88(27.41)

Low

85(47.2) 56.00(30.75)

Yes

4( 2.2)

(.003)
a>b

5.698
71.41(27.59)
56.70(30.05)

Yes

176(97.8) 64.48(31.27)
7( 3.9)

No

173(96.1) 79.28(22.06)

Single

94(52.2)

 p<.01  p<.05

86(47.8)

60.06(32.97)

63.65(29.99)

85.43(24.65) 6.793(.001)
a<b,c,d

67.07(28.75)

76.82(20.40)

75.05(24.47)

64.33(28.80)

72.95(20.06)

64.00(29.66)

68.00(30.33)

6.145(.003)
71.55(27.15)
a>b

70.33(26.84)

56.70(28.80)

56.56(29.40)

60.66(30.69)


a<c

5.287(.006)


a>b

48.12(25.11)
-1.098(.274)
64.11(28.87)
63.22(29.00)
-1.254(.211)

-1.405(.162)
79.28(22.06)

77.14(21.57)
66.79(27.96)

67.17(27.60)

1.565(.119)

1.466(.144)
60.86(30.00)

t or F(p)

6.457(.001)

-.830(.407)

1.513(.132)

1.630(.105)
Multiple

63.36(29.88)

63.72(28.92)

67.34(28.45)

67.57(28.83)

Osteoarthritis

Mean(SD)
46.84(26.88)

-1.433(.154)
80.00(22.44)

Emotional or
informational support

47.38(27.17)

64.60(28.96)

63.70(29.71)
-1.405(.162)

t or F(p)

52.50(18.93)

64.69(29.64)

63.72(28.92)

Drinking

Mean(SD)

-1.094(.275)

-.847(.398)
No

(.004) 
a>b

48.33(25.17)

51.25( 8.54)

Smoking

(.001) 
a<b,c

66.67(29.81)
5.983

90(50.0) 71.44(29.48)

t or F(p)

Positive social
interaction

60.06(29.61)

Social support
Variables

Categories

Tangible support

n(%)

Mean(SD)
Surgery for
OA

Yes

3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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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ase duration
(years)

 p<.01  p<.05

Mean(SD)

149(82.8)

64.36(30.70)

Yes

163(90.6)

63.28(31.01)

Positive social
interaction
Mean(SD)
68.38(25.60)

.882(.379)

-.159(.874)
No

t or F(p)

68.60(26.28)

68.38(32.34)

63.44(30.23)
62.45(29.98)
-1.228(.221)

Treatment for OA

Comorbidity

t or F(p)

Affectionate support

No

17( 9.4)

72.94(29.26)

82.35(17.63)

0

43(23.9)

68.95(31.27)

1-2

129(71.6)

63.10(30.85)

3-4

8( 4.4)

≤5

63.49(29.43)
-2.684
(.008)

t or F(p)
861
(.391)

Emotional or
informational support
Mean(SD)
68.47(25.89)
62.78(29.39)

-2.521(.013)

-2.573(.011)
80.29(18.68)

71.16(25.35)

70.81(25.79)

70.87(26.34)

62.48(30.65)

1.623(.200) 62.63(29.48)

56.25(30.32)

57.50(30.64)

58.87(30.81)

59.69(27.98)

90(50.0)

63.89(30.05)

68.52(27.24)

68.27(26.35)

67.89(27.08)

6-10

46(25.6)

63.37(33.05)

63.62(31.35)

62.28(30.31)

62.77(30.22)

11-15

16( 8.9)

63.12(30.21)

57.92(30.86)

1.248(.292) 61.87(31.88)

16-20

11( 6.1)

58.18(31.88)

56.36(34.43)

56.36(32.02)

56.82(32.94)

≥ 21

17( 9.4)

72.94(31.43)

55.29(31.51)

56.47(32.00)

53.97(29.27)

OA=Osteoarthritis

.440(.769)

.998
(.319)

62.04(29.19)

62.58(29.06)
81.18(19.88)

.854(.428)

t or F(p)

1.591(.207)

1.038(.389)

61.65(29.48)

58.59(30.16)

1.749(.177)

1.260(.287)

Table Ⅳ.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of
depression
Variables

(N=180)
B

β

t

Age

-.096

-.130

-1.940

Marital status

-.067

-.013

-.216

.160

.035

.630

-.094

-.024

-.370

Disease duration

.013

.023

.385

Comorbidity

.626

.100

1.769

Surgery for OA

.277

.021

.369

Social support

-.083

-.451

-7.279

Pain

-.210

-.218

-1.898

Stiffness

.023

.011

.133

Functional limitation

.106

.364

3.163

-1.275

-.251

-3.986

Religion
Education

Adj. R²

.472

Health perception
p<.01 p<.05
OA=Osteoarthr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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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14.330

Table Ⅴ.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of health
perception

(N=180)

Variables

B

β

t

Age

-.012

-.085

-1.034

Marital status

-.037

-.037

-.420

Religion

.015

.016

.235

Education

.006

.007

.088

Disease duration

.010

.096

1.352

Comorbidity

-.102

-.083

-1.203

Surgery for OA

-.102

-.039

-.550

Depression

-.068

-.345

Social support

-.002

-.047

-.514

Pain

-.015

-.082

-.585

Stiffness

-.001

-.003

-.025

Functional limitation

-.013

-.226

-1.602

Adj. R²

.327

p<.01 p<.05
OA=Osteoarthr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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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4

F

4.343

Table Ⅵ.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of
functional limitation
Variables
Age

B

(N=180)
β

t

.168

.067

1.469

-.770

-.044

-.901

.262

.017

.437

-.427

-.031

-.703

.022

.011

.289

-.714

-.033

-.868

Surgery for OA

.182

.004

.102

Depression

.538

.157

3.088

Social support

-.001

-.002

-.033

Pain

2.163

.655

11.352

.941

.131

2.382

-.873

-.050

Marital status
Religion
Education
Disease duration
Comorbidity

Stiffness
health perception
p<.01 p<.05
OA=Osteoarthr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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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Adj. R²

F

.770

34.279

Abstrac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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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eoarthritis is a highly prevalent chronic condition in older adults,
characterized by chronic pain, stiffness, depression and functional
limitation in daily activity. Osteoarthritis can also affect a health
perception and decline quality of life. Appropriate treatment and
management can promote symptom

control, reduce functional

limitation and improve quality of lif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paramete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degenerated osteoarthritis for understanding and intervention of
disease.
In this research, a hypothetical model that involves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in older adults with osteoarthritis was
constructed based on ‘The conceptual model of patient outcome i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by Wilson and Cleary, and its suitability
was tested by verifying the relationship among releva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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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involves individual factor, environmental factor,
physiological factor as exogenous variables: symptom, functional
status, health perception and quality of life as endogenous variables.
The hypothetical model assumed that the exogenous variables of
individual factor, physiological factor and environmental factor exert
influence on the endogenous variables of symptom, functional status,
health perception, and eventually on quality of life. The hypothetical
model involving various paths these variables has been established
and verified.
From January to February, 2013, 180 older adults, who were
diagnosed with osteoarthritis and aged older than 65, were recruited
at a health center and a homes for the elderly in Kyunggido.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via questionnaire. Analysis was
performed by SPSS version 17.0 and AMOS version 18.0.
The results are as follows:
Afte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wo of measured variables were
excluded due to relatively low factor loadings. The model fit indices
for the modified hypothetical model were suitable for recommended
level: GFI=.964, NFI=.952 and PGFI=.464.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63.6% of the quality of life in older
adults with osteoarthritis.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d that major
influential factor of quality of life was social support. Symptom did
not have direct influence on quality of life, but indirectly affected via
functional status and health perception. Quality of life were lower in
older adults with negative functional status and negative health
perception with more severe symptoms. When social support was
lower, quality of life was more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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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results suggests it is necessary to not only manage
symptoms, but also apply some interventions for increasing social
support, functional status and health perception in order to increase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osteoarthritis. For enhancing social
support, it may be encouraging to establish support systems from a
partner or family member by inducing their participation and from
medical staffs by active education and counseling. Programs that
control symptom and manage functional status can improve quality of
life.

Key words: osteoarthritis, quality of life, social support, symptom,
functional status, health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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