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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역사회 재가 노인들에 있어서 칩거는 질병이나 고립으로 인한 기능저
하의 원인이 되면서 동시에 결과로, 전반적인 신체적, 심리사회적 기능 저
하를 동반하면서 기능의 독립성을 저하시키고,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요인
이다. 따라서 칩거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칩거를 선별하여 적합
한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
는 칩거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혼종모형을 이용한 개념분석을 통해 35문항의 초기문항을 개발하였다.
이 문항들을 전문가 표면타당도를 거쳐 31문항의 도구로 수정 보완하였다.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을 위해 2013년 4월 26일부터 5월 l
일 까지 경기도 소재 S시 보건소 방문보건센터에 등록되어 방문건강관리서
비스를 받고 있는 24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문항분석
을 통해 30문항을 선정하고 구성타당도 검증으로, Varimax 회전 방식을
이용한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요인은 기능제한 (7문항), 정서적 위축 (9문항), 소극적 상호교류 (6문항)이
고, 전체 설명변량은 66.0%이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4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요인간의
상관계수가 신뢰계수보다 낮게 나타나 변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개발된 도구의 타당성 검정으로, 칩거정도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
되는 두 집단 간 비교로 칩거군과 비칩거군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칩거군
이 비칩거군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었다.
개발된 도구로 주 1회 이상과 주 1회 미만의 외출빈도를 지표로 하여
ROC곡선하면적을 산출한 결과, 곡선하면적은 .917이고, 최적의 절단점을
30점으로 했을 때, 민감도 88.2%, 특이도 84.1%로 나타났다.

-i-

이상과 같은 도구 개발 과정을 거쳐 기능제한, 정서적 위축, 소극적 상호
교류의 3개 요인, 22문항 4점 척도의 취약계층 재가 노인의 칩거 측정도구
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취약계층 재가 노인의 칩거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칩거
중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본 연구에서 개
발된 도구는 지역사회 재가 노인의 칩거 조기 발견과 중재에 이용됨으로써
노인의 건강유지에 기여하고, 칩거와 관련된 교육, 연구, 실무 및 정책 결정
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칩거, 취약계층 노인, 혼종모형, 개념분석, 도구개발
학 번 : 2006-3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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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노년기는 기동력과 안정감, 독립성을 상실하는 시기로(Yu, 1995) 사회적
활동참여 수준과, 개인의 역할, 개인의 사회적 정의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
고, 안녕감과 자신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기이다(Bonder &
Martin, 2000).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필수
적인 요인들은 안전, 재정, 건강상태, 가족과 사회적 지지, 자존감, 독립성이
며 지역사회는 노인이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Mack,
Salmoni, Viverais-Dresslr, Porter & Grag, 1997). 노인은 정상적인 노
화 과정에서 신체기능 저하, 만성질환, 배우자 사망, 경제력 약화, 사회나
가족으로부터의 고립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중 칩거
는 불건강과 기능적 장애, 심리사회적 박탈의 결과로 보고된 바 있다(Herr,
Latouche & Ankri, 2013). 우리나라에서는 보건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
램 중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의 한 영역으로 칩
거에 대한 스크리닝과 중재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전체가 칩거에 대
한 전반적인 인식이 낮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중재도 미미한 실정이다.
칩거는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이 이동능력에 장애가 있어
혼자는 외출이 어렵고 하루의 대부분을 집안 혹은 침대나 의자주변에서 지
내는 상태(Gilbert, Branch & Orav, 1992), 신체적 장애 유무에 관련 없이
하루의 대부분을 집안 혹은 그 주변에서 지내고 외출빈도가 극도로 적은 상
태(Ganguli, Fox, Gilby & Belle, 1996), 일상생활에 있어서 활동범위가 거
의 집안으로 제한된 상태로 정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칩거정의에 대해 명
확하게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려워 연구자의 관심과 주제에 따라 칩거정의
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Shinkai, 2008). 이러한 이유에서 연구에 따라
노인의 칩거 비율이 3-26% 까지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Fujita et al.,
2004; Kono & Kanagawa,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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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거로 인해 우울, 불안, 기능적 쇠퇴가 심해지거나 발현하는 경우도 있어
노인의 칩거가 질병 혹은 고립으로 인한 일상생활 기능저하의 원인인 동시
에 결과임(Ponza, Ohls & Millen, 1996 ; Shinkai, 2008)을 보여준다. 노
인 중 치매를 포함한 정신질환, 만성질환, 장애가 있는 노인이 이동능력이
저하되면서 칩거상태에 빠지게 되고, 칩거가 장기화되면 결과로 영양결핍
(Exton-Smith, 1972; Bunker & Clayton, 1989 ; Thomas, Heather &
Zhenhao, 2004), 폐용성 증가(Fujita et al., 2004), 사회적 고립(Lindesay
& Thompson, 1993), 삶의 질 저하(Sørensen & Pederson, 1988), 시설
혹은 병원 입원율 증가(Shinkai, Fujita, Fujiwara, Kumagai, Amano,
Yoshida, et al., 2005a), 지역 보건복지서비스 이용 증가로 인한 비용 상승
(Ganguli et al., 1996), 사망률 증가(Shinkai et al., 2005a) 등의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나 칩거가 노인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환경적
영역에 걸쳐 기능적 쇠퇴를 포함한 부정적인 결과의 위험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외연구에서 칩거는 일상생활 기능저하의 위험 요인으로 인식되어 영양
결핍, 구강기능저하, 치매, 우울과 함께 개호예방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
정되어 칩거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Tsutsui & Muramatsu, 2007).
또한 칩거노인은 국가보건의료체계에서 예방접종전달체계에서 누락되기
쉽고 (Vlahov, Coady, Ompad & Galea, 2007), 불건강한 생활습관 요인으
로 면역체계가 약화되어 인플루엔자의 이차 합병증 이환과 사망률이 높은
위험군으로 알려져 있어 (Regidor, Calle, Navarro & Dominguez, 2003;
Zimmerman & Middleton, 2005) 칩거가 단순한 노인의 사회적 문제를 넘
어 중요한 질병예방의 문제로 다뤄져야 할 부분임을 보여준다. 국가는 보건
의료전달체계에서 감시체계 구축과 동시에 칩거노인의 생활상을 파악하고
요구에 맞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는 칩거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고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대상자에 대
한 선별과 중재가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연구에서 칩거의 모든 조작적 정의는 다음의 요인들을 공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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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데, 칩거 대상자의 빠른 스크리닝을 목적으로 외출빈도, 이동능력의
여부, 일상생활범위, 사회적 교류 등의 요인을 1개 혹은 2개 이상을 조합하여
칩거를 정의한다(Kono, 2000; Fujita, Fujiwara, Kumagai, Watanabe,
Yoshida, Motohashi, et al., 2004; Shinkai, Fujita, Fujiwara, Kumagai,
Amano, Yoshida, et al., 2005a; 2005b; 2005c; Watanabe, Watanabe,
Matsuura, Kawamura & Kono, 2005; Shinkai, 2008).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칩거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
며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한 노인과 재가 노인의 칩거는 별도로 구분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재가 노인의 칩거로 제한하여 다루고자 한다.
지역사회에서 재가 노인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기능 악화를 예방하고 장
기요양으로의 이양을 지연시키기 위해 칩거를 선별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
당도가 검정된 칩거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노인의 안녕
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환경적 요인 외에 사회문화적 요인, 정서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Hirai & Kondo, 2007) 등을 고려한 칩거 개념분석과 이
를 근거로 한 측정 도구 개발은 재가 노인의 칩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
합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칩거를 기존의 문헌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의 의미
를 재검토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실무 현장과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칩거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먼저
혼종모형을 이용한 개념분석을 실시하고 개념분석을 통해 확인된 구성요인
에 근거하여 칩거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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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취약계층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칩거를 구분할 수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도구를 개발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칩거의 의미와 속성을 파악하여 칩거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칩거의
개념을 분석한다.
2) 개념분석을 근거로 칩거의 속성과 구성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칩거 측
정도구를 개발한다.
3) 취약계층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
증한다.

3. 용어 정의
1) 취약계층 재가 노인
취약성은 다차원적 구성체로써 위험의 발생, 노출 그리고 속성이 일치되
는 것을 반영하며 취약계층은 소수 인종, 노인, 어린이, 빈곤 등의 위험 요
소들을 중복적으로 겪게 되거나 이러한 위험요소들에 민감한 인구집단을
말한다(Shi, 2001). 본 연구에서 취약계층 재가 노인은 보건소 방문건강관
리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혹은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보건복지부, 2010)

2) 칩거
칩거는 신체적 장애 유무에 관련 없이 하루의 대부분을 집안 혹은 그 주
변에서 지내고 외출빈도가 극도로 적은 상태(Ganguli et al., 1996)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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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용어의 체계적인 정의 이전에 연구 절차에 따른 초기단계로 현
장 연구의 대상자 선정을 위해 외출빈도가 주 1회 미만을 칩거로 정의한다
(보건복지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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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취약계층 재가 노인의 칩거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취약계층 재가 노
인이 나타내는 칩거의 개념적 속성과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살펴보고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칩거 측정도구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연
구방법에 대한 고찰과 함께 칩거의 중요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노
인의 칩거 특성을 고려한 칩거의 개념적 정의와 측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주
요 속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연구방법론 : 혼종모형
혼종모형은 개념의 정의와 측정에 중점을 두고 이론적 분석과 실증적 관
찰을 함께 사용하는 개념 개발 방법이다. 개념에 대해 문헌을 통해서만 확인
하지 않고 간호실무현장에서 실증적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하므로 간
호실무로부터 도출된 개념에 관심이 있을 때 적합하며 간호에서 의미 있고
중심이 되는 개념현상을 연구하는데 유용하다(이명선 등, 2006; Shuwartz
-Barcott & Kim, 2000).
혼종모형은 이론 연구, 현장 연구, 최종분석의 3단계로 구성된다. 이론 연
구는 개념의 심층 분석과 정련을 위한 기초단계로 관심 개념을 선택하여 문
헌고찰을 통해 개념의 의미와 측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를 확인하고, 선택
한 개념에 대해 연구에 적합한 이론적 정의를 내리는 과정이다. 현장 연구
는 이론 연구에서 분석된 개념을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실증적으로 타당하
게 하는 것이며 현장을 설정하여 교섭한 후 사례를 선택하고 자료를 수집하
여 분석하는 단계로 이론 연구와 함께 진행한다(Shuwartz-Barcott &
Kim, 2000). 질적 연구방법에서 질적 내용분석은 특정한 이론적, 철학적
배경을 지니고 있지 않고 연구 질문을 기본 축으로 하여 자료가 지니는 의
미에 주의를 기울이는 귀납적 분석으로 현존하는 이론이나 연구 문헌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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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할 때 적절한 방법이다(Hsieh & Shannon, 2005). 분석의 목적은 탐구하
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얻기 위함이며 분명한 연구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분류하도록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범주들을 형성하는
것이다(Graneheim & Lundman, 2004).
마지막으로 최종분석은 이론 연구의 문헌고찰을 통해 나온 개념의 본질
적 속성과 현장 연구에서 확인된 개념의 속성을 다시 재검토하고 비교, 종
합, 분석하는 단계로

개념 분석 결과를 도출한다(Shuwartz-Barcott &

Kim, 2000).

2. 노인의 칩거
노인의 칩거는 질병 혹은 고립으로 인한 기능저하의 원인이 되면서 동시
에 결과로 (Ponza et al., 1996; Shinkai, 2008), 전반적인 신체적, 심리사
회적 기능 저하를 동반하면서 (Bruce & Mcnamara, 1992; Lindesay &
Thompson, 1993; Gibbs, Hughes, Dunlop, Edelman, Singer & Chang,
1993; Ganguli et al., 1996), 불건강한 기능적 장애와 심리사회적 박탈의
결과이며 (Qiu et al., 2010) 기능상태의 연속선상에 있어 칩거의 원인과 결
과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또한 학자들마다 연구의 주제와 관심에 따라 칩거
의 조작적 정의를 다르게 사용하므로 칩거의 정의를 합의하는 것도 어렵다.
칩거에 관한 선행연구는 칩거의 경험과 의미를 파악하는 연구는 소수에 불
과하고 다수의 연구들은 칩거의 상관성, 영향요인에 관한 것이고 소수의 코
호트 연구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칩거 관련요인은 인구학적 특성과 신체적, 심리적,
사회환경적, 경제적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구학적 특성은 인종
(Ganguli et al., 1996; Simonsick, Kasper & Phillips, 1998)과 고령
(Lindesay & Thompson, 1993; Fujita et al., 2004; Inoue &
Matsumoto, 2001; Shinaki, 2008; Simonsick et al., 1998; 최경원, 박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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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인숙, 2012; Herr et al., 2013; Cohen-Mansfield, Shmokin &
Hazan, 2010; 2012; Ganguli et al., 1996; Lindesay & Thompson,
1993), 성(Cohen-Mansfield et al., 2010; 2012; Ganguli et al., 1996;
Lindesay & Thompson, 1993; Herr et al., 2013), 지역(Ganguli et al.,
1996), 결혼상태와 독거, 이전의 직업 (Herr et al., 2013). 사별
(Cohen-Mansfield et al., 2010; 2012; Ganguli et al., 1996; Lindesay
& Thompson, 1993) 등이 보고되었다.
신체적 영역은 질환(Mori & Sasaki, 2002), 장애(Simonsick et al.,
1998), 낮은 기능 상태 및 일상생활수행 저하(Ganguli et al., 1996; Mori
& Sasaki, 2002), 시력과 청력 기능 저하(Mori & Sasaki, 2002), 체중감소
(Ganguli et al., 1996), 인지기능 저하(Mori & Sasaki, 2002; Ganguli et
al., 1996; Simonsick et al., 1998), 복합적 이동능력저하(최경원 등,
2012) 및 이동능력 저하 (Mori & Sasaki, 2002; Herr et al., 2013), 악력
과 정적 균형감저하, 요실금(최경원 등, 2012), 기능적 의존성과 관련한 영
양저하(Ritchie, Burgio, Locher, Cornwell, Thomas & Hardin et al.,
1997), 영양 및 무기질 결핍(Mori & Sasaki, 2002), 햇볕노출시간의 감소
로 인한 비타민 D 결핍의 잠재적 위험 (Exton-Smith, 1972; Thomas,
Bunker, Stansfield, Sodha & Clayton, 1989), 구강을 포함한 건강관리가
취약함(Ritchie et al., 1997; Durham, 2005), 운동을 거의 하지 않음과 생
활습관이 나쁨(Mori & Sasaki, 2002; Hatono et al., 2001) 등이 있다.
심리적 영역은 우울 혹은 우울 증상(Ganguli et al., 1996; Charlson et
al, 2008; 최경원 등, 2012), 낙상두려움(Mori & Sasaki, 2002; 최경원 등,
2012), 무력감과 독립성 상실(Farquhar, Bowling, Grundy & Formby,
1993), 자신감 상실(Exton-Smith, 1972), 주관적 건강감 저하(Mori &
Sasaki, 2002; Ganguli et al., 1996), 자기효능감 저하(Imuta, Yasumura,
Fujita, Arai & Fukao, 1998; Mori & Sasaki, 2002; Kono, Kai, Sakato,
Harker & Rubenstein, 2004), 의욕 없음(Lindesay & Thompsin, 1993)
이 칩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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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적인 요인으로, 저소득(Shinkai, 2008) 및 빈곤을 포함한 낮은
사회적 위치(Cohen-Mansfield et al., 2010, 2012; Ganguli et al., 1996;
Lindesay & Thompson, 1993), 상호교류를 위한 외출을 하지 않음과 가족
과 친구의 돌봄과 이웃의 도움 없음(Lindesay & Thompson, 1993), 장기
간의 독거(Mori & Sasaki, 2002), 단체활동에 거의 참가하지 않음(Mori &
Sasaki, 2002), 사회적 교류 없음(Mori & Sasaki, 2002; Shinkai et al.,
2005c)과 가정에서 역할수행 안함(Shinkai et al., 2005c), 폐쇄적 생활공
간과 사회적 지지 환경조성 안됨과 식당이나 가게 등 비주거시설 접근의 용
이성이 떨어짐 (Hiroshi, Astou, Ikuko, Tomako & Reiko, 2012), 계절 및
날씨와 집내부 구조를 포함한 열악한 거주환경 (Mori & Sasaki, 2000;
Kono, 2000) 등이 있다. Inoue 등(2009)은 칩거를 개인과 지역사회 요인
들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규명하고, 인구밀도, 이웃접근성, 안전성, 심미
감, 집의 편안함이 규칙적으로 외출할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련성
을 설명하였다.
코호트 연구에서는 칩거군이 비칩거군에 비해 와상 상태로의 이행과 사
망률이 높고(Imuta et al., 1998; Watanabe et al., 2005), 장애형 칩거와
자립형 칩거로 구분한 경우, 이동능력이 둘 다 낮은 장애형 칩거군과 비칩
거군을 비교할 때 사망률이 비교적 높았고, 이동능력이 둘 다 높은 자립형
칩거군과 비칩거군의 비교에서 자립형 칩거군이 입원, 입소, 사망의 예측력
이 있는 도구적 일상생활수행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Shinkai et al.,
2005b). 이는 칩거가 기능저하의 독립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선행
연구들을 뒷받침 해주는 결과이고 칩거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중재가 필
요한 이유이다.
노인의 칩거 빈도는 국가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데 Lindesay 와
Thompson(1993)은 영국 런던내의 Lewisham과 North Southwark Health
District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3.5%, Imuta 등 (1998)의 일본 야마
가타시의 60세 이상 노인의 7.7%, Fujita 등(2004)의 일본 니카타현 요이타
시에서 10.6%, Shinkai 등(2005a)의 일본 니카타현 요이타시, 사이타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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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칩거 조사에서 각각 9.5%와 10.1%, 영국의
산업도시에서의 노인 칩거가 14.0% (Shinas, Townsend, Wedderburn,
Friis & Milhoj, 1968), 프랑스는 국가조사에서 65세 이상의 4.7%(Herr et
al., 2013)가 칩거로 나타나는 등 여러 연구에 걸쳐 다양한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일 도시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노인 460명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9.3%의 칩거빈도를 나타내었다(이인숙, 고영, 임은실, 최경
원과 김경남, 2009). 칩거빈도는 동일 국가내에서도 산간 혹은 시골지역에서
각각 34.8%(Inoue & Matsumoto, 2001), 7.5%(Watanabe, Watanabe,
Matsuura, Kawamura & Kono, 2005) 의 빈도를 나타내어 지역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각 연구에서 차용한 칩거 정의와 국가, 인종, 성, 거주
지역, 교육 수준과 소득 등 영향요인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
편, 칩거의 평균 기간은 4.7년(Strayer, 1993)에서 4.9년(Herr et al.,
2013)으로 보고되는데, 칩거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Shinkai(2008)는 칩거 노인의 일반적 특성을 신체적 및 생활기능, 심리
적, 사회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신체적 영역에서 복합만성질환, 인지기능저
하, 시력과 청력 기능저하, 저작력, 이동능력의 저하를, 생활기능에서는 일
상생활과 도구적 일상생활 장애, 독립적인 도구적 일상생활과 지적능동성,
사회적 역할, 생활기능평가를 포함한 고차원적인 생활기능이 낮으며 심리
적 영역에서 주관적 건강감과 자기효능감이 낮고, 낙상두려움이 높다고 하
였다. 아울러 사회적 영역에서는 이웃과의 교류, 지역조직이나 활동, 산보
나 체조습관이 낮아 칩거가 일반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의 전
반적인 저하를 특성으로 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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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약계층 재가 노인의 칩거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은 저소득층 또는 절대 빈곤층을 일컬으며 (구순자,
2005).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소득과 자산 수준 이하인 자를 기준으
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의료급여 대상자 150만 명을 포함하여 약 600만
명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통계청, 2010). 노인의 경우 저소득층 노
인 비율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합쳐서 전체 노인인구의
16.4%로, 약 59만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취약계층 노인의 칩거 관련 문헌에서 김효신(2012)은 빈곤 여성 노
인이 경제적 제약에 갇힘은 칩거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어 경제적
어려움이 취약계층 칩거 노인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노인들이 경험하는 전반적인 문제를 살펴보
고 칩거와의 관련성을 유추하고자 한다.
저소득 재가 노인이나 일반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문제는 경제
적 어려움, 건강 및 의료에 관한 문제, 역할 상실, 부양과 보호의 문제, 심리
와 정서적인 어려움 등으로 유사하나 각 영역에서 심각성의 가중은 다르며
(박지현, 2000; 탁은정, 2002; 박수정, 2007) 상기 언급된 주요 문제 가운
데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문제이다(통계청, 2010). 박홍순
(2000)은 저소득 노인은 일반 노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율의 절대수치와
기능장애율이 높고 약 60%가 자신을 허약하다고 생각하며 일상생활수행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시력, 청력, 차이상태 등과 같은 신체기능이 전
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신체적 기능상태가 의존적인 노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저소득층 내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기능상태가 의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전경자와 조윤미, 2001). 노인의 지각된 건강상태는 실제 건강상
태보다도 질병 대처능력에 대한 중요한 예측인자로(Ferrini & Ferrini,
2000), 저소득층 노인들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게 지각하고 있었다(오
영희, 배화옥과 김윤신, 2006; 이태화, 2004; 전은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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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상실 영역에서 저소득 노인의 경우는 경제적 기반이 열악하고 사회
적 지위나 가족 내 역할도 상대적으로 낮아 역할 상실을 더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박수정, 2007). 부양과 보호의 문제에서 저소득 노인은 노인단독세
대의 비율이 높고, 자녀와 동거할 경우라도 경제적 생활이 어려워 가족 내
에서 경제활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므로 노인부양 및 보호문제는 더욱 위
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박수정, 2007). 대다수의 노인들이 사회심리
적인 갈등으로 인해 소외문제를 겪고 있는데 특히 세대간 교육수준 및 가치
관의 차이, 가족, 가족 내 지위 저하, 그리고 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족들로부
터 심리적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험하게 되고, 노인유기 및 학대를 경험하기
도 한다(박수정, 2007). 저소득층 노인 가족은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해체가
다른 사회계층보다 더욱 빨리 일어나 독거율이 높고 심리정서적으로 더 많
은 어려움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박수정, 2007). 따라서, 저소득 재가
노인에게 있어 경제적 어려움은 노인의 생활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가
중시켜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생계에 위협이 되면서 건강을
악화시키고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제한을 가져와 사회적 고립을 가져오게
된다.
이상의 고찰에서, 취약계층 재가 노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삶의
전반적인 영역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칩거를 경험하므로 일반 노인이 경험
하는 칩거보다 칩거의 과정과 결과가 노인의 삶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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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개념분석을 통해 취약계층 재가노인의 칩거 구성요인을 확인
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내용타당도와 구성타당도, 신뢰
도를 검정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본 연구는 3단계로 진행하였으며 첫 번
째는 개념구성요인 확인단계로 혼종모형을 이용한 개념분석에 근거하여 구
성요인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는 도구 개발 단계로 확인한 구성요인에 근거
하여 도구의 초기문항 35개를 도출하고, 내용타당도와 표면타당도, 구성타
당도 검정을 통해 초기문항 31개를 선정하였다. 세 번째는 도구평가 단계로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을 통해 최종문항 22개를 선정하였다. 도구개
발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 Process of Development of Homeboundness Scale
Phases

Contents
Theoretical work

Literature review

Fieldwork Phase

Qualitative study : Content
analysis

1. Concept analysis
Integration analysis

2. Development of
scale

3. Evaluation of scale

Method

Comparison attributes derived
from theoretical work and
Fieldwork Phase

Development of
preliminary scale
Test of content validity

Collect feedback

Fieldwork Phase

Interview survey

Items analysis
Test of validity
Test of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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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s test

2. 연구 절차
1) 개념 분석
본 연구는 취약계층 재가 노인의 칩거 개념의 구성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Shuwartz-Barcott와 Kim (2000)의 혼종모형을 적용하였으며
혼종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론 연구, 현장 연구, 최종분석의 3단계에 따
라 진행하였다.

(1) 이론 연구
문헌고찰을 토대로 노인 칩거에 대한 속성, 선행요인, 결과를 규명하였다.
칩거의 속성을 포함한 개념정의를 수립하고 영역, 하위개념, 관찰지표를 설
정하였다. 문헌검색은 1966년에서 2012년까지 출판된 문헌을 PubMed,
Science Direct, Web of Science의 데이터베이스와 google scholar,
KISS,

CINHAL,

‘housebound’,

dbpia,

‘elderly’,

Riss4u
‘concept’,

등을

검색하여

‘homebound’,

‘conceptualization’,

‘concept

analysis’, ‘measurement’, ‘scale’를 주제어로 조합하여 검색하고, 사전적
의미는 www.onelook.com 사이트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일어 문헌의 경
우, 1990년부터 2012년까지 ‘토지코모리’라는 용어가 제목이나 본문에 포
함된 학술지 중 검색엔진 google scholar 와 RISS 일본문헌 사이트를 통해
검색된 것을 고찰하였다. 이중 칩거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포함한 개념이
있는 26개 논문과 기타 2개 보고서를 비교분석하여 칩거의 영역과 속성을
설명하였다.

(2) 현장 연구 : 질적 연구
가. 질적 내용분석 방법
본 연구는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질적 내용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취약계층 재가 노인들의 칩거관련 생활에 대한 면담자료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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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함에 있어 연구자는 미리 범주를 정하지 않고 자료에 근거하여 의미를 찾
아내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상에 대해 풍부한 이해를 얻도록 노력 하였
다.

나. 연구참여자 선정
이론 연구에서 밝혀진 개념 정의의 타당성을 검정하는 단계로, 방문건강
관리서비스를 받는 노인 중 주1회 미만으로 외출을 하며 밖에 잘 나가지 않
고 하루의 대부분을 집과 그 주변에서 생활하는 노인과 외출빈도가 주1회
이상이며 주기적으로 복지관이나 노인센터를 방문하는 노인을 구분하여 방
문간호사로부터 추천 받았다. 외출빈도의 경우 우울증이나 주관적 건강, 도
구적 일상생활 등 타 건강지표와 상관성이 높고 포괄적인 건강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Hirai & Kondo, 2007) 대상자 선정에 객관적 지표로 사용하였으
며 면담 참여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칩거의 심층면담 참여자는 S시 보건소 방문보건센터의 보건기관 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어 관리 중인 65세 이상 노인에서 ‘65세 이상 노인 기
초측정표’(보건복지부, 2009) 16번 문항 ‘1주일에 한번 이상 외출(나들
이)합니까?’에 ‘아니오’로 응답하고, 하루의 대부분을 집과 그 주변에서
생활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 비칩거의 심층면담 참여자는 S시 보건소 방문보건센터 보건기관 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어 관리 중인 65세 이상 노인에서 ‘65세 이상 노인 기
초측정표’(보건복지부, 2009) 16번 문항 ‘1주일에 한번 이상 외출(나들
이)합니까?’에 ‘예’로 응답한 자 중 주기적으로 복지관이나 노인센터를
방문하며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심층면담 면담참여자 중 일부는 전화연락 후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면담
요청을 시도하였으나 거절하여 면담을 할 수 없었다. 최종적으로 면담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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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한 노인 중 외출빈도가 주1회 미만인 노인 14명, 외출빈도가 주 1회 이상
인 노인 9명을 선정하였다.

다. 자료수집
칩거의 구성요인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경
기도 소재 S시 보건소 방문보건센터에 등록된 노인 중 면담 전 방문간호사
를 통하여 상기 특성을 지닌 65세 이상 노인의 명단을 확보하고 참여자에
게 전화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면담 가능한 시간을 약속하였다. 연구자가
면담 전날이나 당일 방문간호사와 동행하여 참여자를 소개받은 후 참여자
가정이나 보건소 상담실에서 연구목적과 면담내용, 자료처리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았다.
면담실시 전, 면담자료의 내용분석을 위해 면담 내용을 녹음할 것임을 설
명하고 참여자의 서면 동의서를 직접 받거나 국문을 모르는 경우는 참여자
가 보는 앞에서 대필하여 서명하였다. 면담에 응하고 싶지 않을 때는 언제
라도 면담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과 녹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녹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론 연구를 참조하여 개방적 면담질문을 작성
하고 직접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한 질문은 개방형 질문으로,
이론 연구에서 도출된 속성을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주요 면담질문은 ‘어르
신께서 하루 동안 어떻게 지내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이며 건강
문제, 외출을 잘 하지 않는 계기, 현재의 심리적 상태, 외출 빈도, 가족 및
친척, 이웃과의 교류 상태, 경제적 상태 등을 내용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에 응한 참여자에게는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선사하였다.
면담은 연구자가 참여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1~2회의 면담과 소요시
간을 조정하였다. 1회시 소요되는 면담시간은 2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
었다. 면담과정 중 메모하기, 관찰기록을 하고, 면담 내용은 녹취 후 재생하
여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로 기록하였다. 면담은 진술내용이 포화상태에 이
를 때 까지 실시하였고 23명의 면담을 통해 더 이상 새로운 주제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중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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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녹음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MP3로 녹음되었으며 녹음 내용은 컴퓨
터 파일로 재생시켜 연구자와 1명의 연구보조자에 의하여 기록되었다. 노
인들의 발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연구 보조자에 의하여 필사된 내
용은 연구자가 다시 들으면서 빠지거나 잘못 기록된 내용을 수정하였다. 또
한 면담시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것은 다음 면담시 보충질문을 통하여 확
인하거나 전화통화로 확인하였다.

라.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연구참여자의 윤리적인 면을 고려하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연구심의
위원회(Institute of review board, IRB, 2010-57)의 심의와 참여자 등록
관리 기관인 S시 방문보건센터의 승인을 득한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와 면담내용의 녹
음에 대한 사전 동의를 서면으로 받고, 연구 참여자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
든지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자료는 연구자의 사무실에
보관, 연구논문이 인쇄자료로 발표된 후 분쇄 폐기할 예정이다.

마. 자료분석
분석을 위해 자료에 집중하면서 전체적으로 자료의 본질을 발견하기 위
해 모든 자료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하여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그 다
음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생각과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나 구를 따로
표시하며 코딩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코드 중에서 상호 연관된 코드들 끼리
묶어 보다 추상화시키는 작업을 통하여 범주들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이름
들을 명명하였다. 이러한 범주들을 중심으로 다시 원래의 자료로 돌아와 총
체적으로 읽고 분석하면서 범주들의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중
에 아이디어들을 메모해 둔 후 이용하였다.
내용 분석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자료 수집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말하는
그대로 생생한 자료를 녹음기를 이용하여 녹음하였으며 참여자의 언어 그
대로 필사하였다. 적용성을 위해 연구자는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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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만나려고 노력하였고 1차 면담 내용을 참여자에게 읽어주고 확인하는
참여자 검증을 시행하였다. 연구자는 주제 도출 과정에서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질적 연구자의 논평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의미의 관련성과 함축성,
포괄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3) 최종분석
이론 연구에서 분석한 개념의 의미를 확장하고 통합함으로써 개념을 재
정리 하는 단계로, 이론 연구와 현장 연구에서 확인된 구성요인의 의미를
확장하거나 통합하고 추가하여 결정적 속성, 선행요인, 결과를 토대로 칩거
의 작업적 정의, 하위개념, 관찰 지표를 수정 보완하였다. 이론 연구에서 나
타난 문헌고찰 결과와 현장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칩거의
정의를 포함한 속성, 선행요인을 수정, 보완하고 추가적으로 칩거의 속성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하였다.

2) 도구 개발
(1) 초기문항 구성
개념 분석에서 도출된 속성을 근거로 각 특성에 따라 범주화하여 35개의
초기 문항을 구성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참여자에게 다시 접촉하여 자료를 명확하게 하는 과
정을 거쳤다. 문헌고찰과 심층면담 결과를 혼종모형으로 통합하여 도출된
노인칩거의 속성과 지표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칩거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
존 측정도구의 구성요인을 분석하고 일부 지표를 사용하였다.

(2) 내용타당도 검정
자료수집에 들어가기 전 심층면담에 참여한 참여자 3명을 대상으로 연구
자가 직접 면담을 하면서 이해하기 힘든 문장과 질문사항 및 반응, 설문 응
답 소요시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을 통하여 참여자가 응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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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운 질문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보완하였고 참여자가 질문지
완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하였다.
초기문항에 대한 전문가의 표면타당도를 검정하는 단계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 칩거에 관심이 있는 간호학 교수 2명, 노인전문간호사 1명, 5년 이상
경력의 방문간호사 4명으로 총 7명으로 전문가를 구성하였다.
개발된 35개의 초기문항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내용타당도 평가표를
이용하여 각 문항의 측정 목적과의 관련성 점수를 매기도록 하여 내용타당
도를 검정하였다. 각 문항의 타당도 정도는 매우 관련 있음(4점), 관련 있음
(3점), 관련 없음(2점), 전혀 관련 없음(1점)으로 하여 타당도 계수를 산출
하였고 전문가들이 3점 혹은 4점 점수를 준 항목의 비율로 계산하였다. 산
출된 값이 80%이하인 4개 문항은 삭제하였다. 또한 칩거 노인을 주로 접하
는 방문간호사를 대상으로 초기문항이 칩거개념분석에서 확인된 구성요인
에 속하는지와 각 문항 내용이 칩거에 근거하여 합당한지 평가 받았다.

(3) 척도 등급 결정 및 설문 문항배치
초기문항 35문항의 등급은 전혀 아니다 0점, 약간 그렇다 1점, 상당히 그
렇다 2점, 매우 그렇다 3점으로 Likert 4점 척도로 결정하였다. 설문문항의
배치는 응답의 고정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같은 개념을 나타내
는 문항을 분산시켜 배열하였다.

3) 도구 평가
(1)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조사되는 대상자
는 방문간호사로부터 S시 보건소 방문보건센터에 등록된 65세 이상 노인
중 최종분석을 통해 칩거 속성을 지닌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비칩거 노인
240명의 명단을 확보하였다. 이 중 연구의 목적을 듣고 연구참여자로 동의
한 자를 선정하였으며 매우 허약하여 의사소통이 힘든 경우는 보호자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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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받아 작성하였다.

- S시 보건소 방문보건센터에 등록된 65세 이상 노인으로 개념분석을 통
해 도출된 칩거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노인과 비칩거 속성을 지닌 노인
-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재가노인

도출 문항수가 35개이므로, 개발될 문항수의 5배수 이상인 것과 방문보
건센터에 등록된 65세 이상 노인의 칩거 비율이 10.9%임을 고려하여 표본
의 크기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Z1-α/2) p q

2

1.96 ×10.9 × 89.1

n = --------------=----------------- = 149.2
L

2

2

5

α : 유의수준
p : 모집단의 비율
q : 1-p
L : 비율의 허용오차

(2) 자료수집
검사자간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 설문문항을 조
사할 때의 주의할 사항을 설명하고, 연구자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작성
한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을 예로 설문 문항을 함께 읽으면서 작성하는 방법
을 숙지한 후 평가하도록 하였고, 소요시간은 30분이었다. 연구참여자에게
배포되는 설문지에 대해 방문간호사를 통해 연구목적과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동의서를 받았으며 연구 참여자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연구자가 개발한 일반적 특성과 측정도구는 2013년 4월 26일부터 5월 1
- 20 -

일까지 S시 보건소 방문간호사 12명과 연구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문
항을 읽어주고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방문간호사에게 자료를 돌려받을 때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검토하여 미비한 문항은 방문간호사에게 직접 질문
하거나 참여자에게 전화로 질문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3)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
가. 타당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도구의 타당도 검정은 문항분석, 요인분석 등으로 구
성타당도를 검정하였다. 개발한 도구를 적용하여 수집된 자료에서 문항분
석을 실시하여 수정된 문항-총점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계수가 .30 미만인
문항은 척도에서 제거하였다. 또한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요인분석방법
중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Varimax 회전을 하였다. 주성분 요인분석에서
적절한 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공유값(Eigen value)이 1.0 이상,
요인적재량이 .40 이상인 문항을 선정하였다. 구성타당도는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도구의 구성요인별 상관계수와 신뢰계수를 비교하여 검정하였다.

나. 신뢰도
신뢰도란 동일한 측정 대상의 같은 속성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는 정도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는 도
구에 있는 모든 항목들이 얼마나 일관되게 구성개념을 측정하는지를 검정
하기 위하여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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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방법
개발된 도구의 문항분석,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① 전체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
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② 도구의 내용타당도는 CVI(Content Validity Index)로 산출하였다
③ 도구의 구성타당도 검정은 문항분석, 요인분석 등으로 산출하였다.
④ 도구의 신뢰도 검정은 Cronbach's α계수로 산출하였다.
⑤ 최종 결정된 문항들로 측정된 칩거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칩거정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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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개념분석
1) 이론 연구
(1) 사전적 의미
칩거는 ‘homebound’ 혹은 ‘housebound’(Merriam-Webster, 2010)로,
‘질병으로 갇힌’, 명사 ‘집에 갇힌 사람들’로 쓰인다. 국어어원사전(2010)에
는 ‘집’에서 유래되었으며 ‘질병이나 나이 들어 집을 떠날 수 없음’(Oxford,
1991), ‘나가서 활동하지 아니하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음’(국립국어연구
원, 2000) 이다. 칩거에 상응하는 용어로 일본어 ‘토지코모리’는 장애유무
와 상관없이 일상생활의 활동범위가 거의 집안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
고, 영어의 ‘homebound’ 혹은 ‘housebound’는 일반적으로 이동장애로 혼
자 외출할 수 없고 하루의 대부분을 집안 혹은 침대나 의자주변에서 지내는
상태를 의미하며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독립적인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Shinkai, 2008). 이상에서, 칩거의 사전적 의미는 이동 장애가 있거나 없는
상태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집에서 나가지 않고 일상생활범위가 거의 집안
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 문헌고찰에서 의미
‘칩거증후군’ 용어를 초기에 사용할 때, ‘질환이나 고령으로 신체적, 심리
적 기능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으로 정의되었으며 일상생활이 독립
적인 노인들은 칩거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竹內孝仁, 1984). 그 후
칩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칩거 정의는 갇힘의 정도에 근거해서 칩거
상태를 정의한 것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정의로 구분된다
(Qui et al., 2010). 갇힘의 정도에서는 칩거는 이동능력에 장애가 있어 혼
자는 외출이 어렵고 하루의 대부분을 집안 혹은 침대나 의자주변에서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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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태(Gilbert, Branch & Orav, 1992), 신체적 장애 유무에 관련 없이 하
루의 대부분을 집안 혹은 그 주변에서 지내고 외출빈도가 극도로 적은 상태
(Ganguli et al., 1996), 신체적 혹은 의료적 제한으로 주 2일 이상 집밖으
로 외출할 수 없는 것(Williams & Butters, 1992), 최소한 지난 한달 동안
문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Lindesay & Thompson, 1993), 최근 2주 동안
거의 하루의 대부분을 의자나 침대, 집안에 머무르는 것(Bruce &
McNamara, 1992), 외출과 관련된 10가지 행동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
과 최근 1주일 동안 외출하지 않은 것(Kono & Kanagawa, 2001)으로 정
의되었다. 반면에,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일본의 후생
노동성에서 2006년부터 개호보험제도의 개혁으로 개호예방을 위한 지역지
원사업에서 6가지 강화해야할 분야를 설정하였고 칩거는 그 중 한 영역으
로 주1회 미만의 외출빈도를 나타내는 경우를 칩거로 정의하였다. 또한 미
국의 메디케어에서 칩거를 질병이나 손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보장
구 없이 자신의 집을 나설 때 이동능력이 제한되거나 자신의 집을 나서는
것이 금기시 될 때 집에 갇혀 있는 것, 개인이 와상이 아닌 상태에서 집을
나설 때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칩거로 구분하였다(Donelson,
Murtaugh & Feldman, et al., 2010). 이상의 칩거의 모든 정의는 제한점이
있는데 서비스를 이용하는 칩거노인을 규명하는 것이 사회적, 문화적, 임상
적 이유로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어 칩거의 수준이 다른 대상자들을 포함한 칩거 연구에 대한 합의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Qui et al., 2010). 그러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확인된 칩거의 조작적 정의는 공통적으로 외출빈도, 이동능력, 사회적 교
류, 일상생활범위의 4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다.
외출빈도는 우울이나 주관적 건강, 도구적 일상생활 등 타 건강지표와 상
관성이 높고 포괄적인 건강지표로 널리 이용되고(Hirai & Kondo, 2007), 연
구의 목적과 주제에 따라 외출빈도가 월 1회 미만(Lindesay & Thompson,
1993; Gilbert et al., 1992), 주 1회 미만(Yamazaki, Hashimoto, Imuta,
Shigeta, Haga & Yasumura, 2008;

Charlson et al., 2008; Ko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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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agawa, 2001; Eleanor, Judith & Caroline, 1998), 주 1회 이하
(Ganguli

et

al.,

1996;

Katsumata,

Arai

&

Tamashiro,

2007;

Murayama, Yoshie, Sugawara, Wakui & Arami, 2012; Watanabe et al.,
2005; Shinaki et al., 2005a; 2005b; 2005c; Cohen-Mansfield,
Shmotkin & Hazan, 2010) 인 경우를 칩거로 정의하였다.
일상생활 행동범위가 집이나 침대에 제한된 생활모습을 전제로 활동성이
낮은 경우(Kono & Kanagawa, 1999; Imuta et al, 1998; Kono, 2000;
Yokokawa, Yasumura, Tanno, Ohsawa, Onoda & Itai, et al., 2009)를
칩거로 정의하면서 특히, 일상생활범위가 집안에 제한된 상황에서 가사일,
문화적 행동, 사회적 행동 등을 1주에 한 번도 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Kono, 2000).
이동능력에서 외출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면 칩거, 필요하지 않으
면 비칩거로 구분하였고 (Inoue & Matsumoto, 2001; Weiss, MiloneNuzzo & Zuber, 2003) 일상생활범위나 외출빈도에서 정의된 칩거를 한층
세분화할 때 사용되었다. 그 예로, 칩거에서 이동능력이 높은 경우를 토지
코모리(집에 갇혀 있음)로, 낮은 자를 토지코메라레(불활동형으로 집에 박
혀있음)로 명명하였다(Kono, 2000). Shinkai 등(2005a)은 이동능력이 낮
은 것을 장애형 칩거, 높은 것을 자립형 칩거로 구분하였다.
2개 이상의 요인을 조합하여 칩거를 정의내리기도 하는데, 외출빈도와
이동능력(Kono, 2000 ; Shinkai et al., 2005a; Shinaki, 2008), 외출빈도
와 이동능력, 일상생활행동범위 (Mori & Sasaki, 2002; Haraguchi, Osak,
Kishimoto, Yakura, Okamoto & Kaetsu, 2006), 외출빈도와 사회적 교류
(Simonsick, Kasper & Phillips, 1998; Hatano et al., 2001; Nakata et
al., 2002), 외출빈도, 사회적 교류와 일상생활범위 (Yasumura, 2003), 외
출빈도, 사회적 교류와 이동능력(Kawamura et al., 2005)이 조합의 예이
다.
일반적으로 칩거의 원인과 계기는 연령 증가(Fujita et al., 2004;
Shinkai et al., 2005a; Haraguchi et al., 2005), 여성(Haraguchi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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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Ritchie, Burgio & Locher, 1997), 대중교
통의 접근성이 낮음, 집의 출입구 높음(Lindesay & Thompson, 1993)으
로 보고되었고, Watanabe 등(2005)은 낮은 주관적 건강감, 신체적 기능손
상, 인지기능 저하, 우울이 원인이 되어 칩거가 된다고 했으나 칩거로 인해
신체적 기능 쇠퇴와 인지기능 저하(Shinkai et al., 2005b), 주관적 건강감
악화와 우울(Imuta et al., 2002)이 더 악화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칩거는 기
능저하의 원인과 결과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보여준다. 칩거를 이동능력이
낮은 장애형 칩거와 이동능력이 높은 자립형 칩거로 구분했을 때, 장애형
칩거의 원인은 고령, 직업 없음, 이동능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 등 신체적
요인이, 자립형 칩거의 경우는 고령, 우울, 인지기능 저하, 산보나 체조 습
관 없음, 친한 친구 없음 등 심리사회적 요인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Shinkai, 2008), 竹內孝仁(1984)는 어느 하나의 요인이 단독으로 칩거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 사회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칩거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Saunders, Polgar, Kloseck 와 Crilly(2005)는 9명의 칩거 노인들의 활
동참여에 대한 주제로 면담한 결과, 인생관에서 감사함을, 일상생활의 제
한, 도움 필요, 보조 도구이용, 이송의 제한, 작업 활동의 제한, 참여방해를
주제로 도출하였다. 활동 참여를 방해하는 것은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제공
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접근성이 낮고, 이동수단이 적당하지 않음, 낙
상두려움이었다. 특히, 교통은 지역사회 접근성의 큰 장애이며, 이동수단은
가족에게 주로 의존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에 대
한 비용부담을 진술하였다. Saunders 등(2005)은 노인들이 경험하는 기능
저하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포함해서 시력과 청력 손상, 호흡 기능, 힘
과 지구력의 쇠퇴를 포함하며 약물 부작용, 이동시 도움받음과 낙상두려움
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신체 상태나 힘과 지구력의 쇠퇴는 나이로 인한 것
으로 판단하고(Yu, 1995; Law, Steinwender & LeClair, 1998; Bonder,
2001), 신체상태, 힘과 지구력의 쇠퇴가 작업 수행과 지역사회 참여를 제한
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하였다. 또한 대상자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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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내고 앉아서 주로 생활하며, 신체적 제한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활
동참여에 소극적이다. 지역사회에 접근이 어렵고 비용 때문에 대부분의 시
간을 TV를 보거나 테이프로 책을 읽는데 보냈다. 참여자들은 신체적 상태
에서 변화를 경험할 뿐 아니라 사회적 접촉과 지역사회 연계도 역시 줄어드
는 것을 나타내었다.
Lin (2005)은 칩거개념을 신체적, 의료적인 것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
하고, 구성요인으로 은둔형 외톨이(attachment), 불능(inability), 충족되지
못하거나 인식되지 못한 요구, 장애(disability), 소외를 도출하였고, 칩거의
위험요인으로 질병과 손상, 만성적 건강문제, 우울, 고령, 환경적 위험을 보
고하면서 칩거상태가 지속될 경우 그 결과로 건강과 기능수준에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우울, 잠재적 학대 혹은 방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3) 유사개념
칩거의 유사개념으로 히키코모리와 허약을 들 수 있다. 첫째, 칩거(토지
코모리)와 유사개념으로 ‘히키코모리’가 있는데 상태는 비슷하지만, 전자인
‘토지코모리’가 노인에게 사용되는 반면, 후자는 사춘기에서 성인에게 사용
되는 용어로 원인도 다르다(Shinkai, 2008). ‘히키코모리’는 일본에서 장기
적 경제침체와 청년 실업률 증가로 치열해진 경쟁 구도에서 일탈하거나 도
태된 사람들이 스스로 외부와의 선을 긋고 집에서 고립되어 은둔하려는 경
향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었다. 원래 ‘히키코모리’라는 단어의 의미는
‘틀어박히다’라는 일본어 ‘히키코모루’의 형용사형으로, 주로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산이나 시골에서 숨어사는 정치인들에게 쓰이는 용어이다
(허경운, 2005). ‘히키코모리’는 2001년부터 ‘6개월 이상 가족 이외의 사람
들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면서 일체의 사회적인 관계를 거부하고 자신의
방이나 집안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Borvoy, 2008) 백형태(2009)는 히키코모리의 구성요인을 회피, 단절, 고
립, 무관심으로 도출하였다. 따라서, 히키코모리는 칩거와 유사한 속성이
있으나 대상이 다르므로 본 연구에서의 칩거와 구분되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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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il’은 매우 강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연약하며 에너지가 부족
할 뿐 아니라 아파보이고 노쇠하다는 의미이다(Brown, Renwick &
Raphael, 1995). 아직 허약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고, 흔히
허약을

복합유병이나

장애와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Stone,

Cafferata & Sangl, 1987) 하나의 구별된 개념으로 보는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이인숙, 박영임, 박은옥, 이순희와 정인숙, 2011).
노인의 허약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호발되는 상태로서 사망, 시설입소, 낙
상, 병원입원 등의 부정적 건강결과에 대한 위험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Rockwood, Fox, Stolee, Robertson, Beattie, 1994; Brown,
Renwick & Raphael, 1995; Fried & Walston, 1998; Mosley, Haren,
Roll & Kim, 2006). Fried 와 Walson(1998)은 허약을 항상성 예비력 장애
와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개체의 능력이 저하되어 나타나는 연령과 관
련된 생리적 취약상태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허약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생물학적 결핍이 축적되어 생리적 한계 수치를 넘어섰을 때 발생하며 개체
가 환경 즉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취약상태라고 할 수 있다.
Brook(1991)는 허약의 정의에 대해 신체적 영역 뿐 아니라 정신적, 사
회적 영역을 통합시켜 이를 사회적 구성개념으로 파악했는데 기존질환, 복
용약물, 유의미한 과거병력 등의 의학적, 자기간호, 정신적 능력의 기능적
영역, 지지적 관계망, 재정, 사회적 고립, 외로움 등의 사회적 영역, 정신질
환적 소인, 노화에 대한 기대, 두려움 등의 사회정서적 영역 중 한가지 이상
의

문제를

가지면

허약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Dayhoff,

Suhrheinrich, Wigglesworth, Topp 와 Moore(1998)은 허약은 주관적 건
강감과 기능 감소상태를 측정하여 알 수 있다고 하여 허약 상태를 결정함에
있어 개인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Strawbridge, Shema, Balfour, Higby 와 Kaplan(1998)은 허약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비만, 흡연, 신체활동저하, 우울, 사회적 고립 등을 제시하면
서 허약은 신체적 기능, 영양상태, 인지 및 감각능력을 포함하는 두 영역 이
상의 결핍을 포함하는 증후군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허약은 다양한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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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복합적으로 누적되어 발생하는
것으로(Fried, Ferrucci, Darer, Williamson & Anderson, 2004) 신체적
요인, 질병, 노화, 인지적, 심리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영양장애, 사회적
요인, 영적요인 등으로 구분되었다(Levers, Estabrooks & Ross Kerr,
2006). 이상의 고찰에서 허약의 개념을 정리하면, 허약은 연령이 증가하면
서 그 위험정도가 증가하고, 생물학적 영역을 포함한 인지적, 정서적, 사회
적 영역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들의 영향이 장기간 축적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인숙 등(2009)은 노인의 허약 개념을 고찰한 보고서에서 허약의 속성
을 의존성, 취약성, 질병상태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노인의 허약을 신체
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이 저하되고 질환이 동반되어 타인에 대한 의존성
이 높아진 상태로 다영역으로 구성되며 노인의 기능연속선상에서 나타나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고찰에서 노인의 허약과 칩거를 비교할 때, 칩거는 허약을 예측하
는 요인으로(Rockwood & Mitnitski, 2011) 노인의 허약과 칩거는 상당부
분 관련요인이 일치하지만, 노인의 허약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호발되는 반
면에, 칩거는 연령 증가와 신체적 질환으로 완전히 설명되지는 않는다
(Lindesay & Thompson, 1993). 또한 자립형 칩거의 경우 이동장애가 없
어 타인의 도움 없이 외출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으로 신체적 문제로 인
한 기능장애가 칩거의 필수조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허약 개념과 차이
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칩거 도구 고찰
지금까지 국외 연구에서 사용된 칩거 측정도구들은 전반적인 노인의 기
능상태를 측정하는 도구의 일부문항으로 측정하거나 단순 칩거율을 파악하
기 위해 개발한 단답형의 문항이 있다. 동경노인종합연구소에서 개발한 개
호위험 노인평가를 위한 도구 중 노인생활기능 기본 체크리스트와 축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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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예방 점검표가 있다. 기본체크리스트에는 개호위험 노인평가에 포함되
는 핵심항목이 총 7개 영역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2개의 항목
이 칩거 문항이다. 국내에서는 선우덕, 송현종, 이윤환과 김동진(2004)이
‘1주일에 한번 이상 외출(나들이) 합니까?’, ‘작년에 비해서 외출횟수가 줄
어들었습니까?’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축약형 허약측정도구에
서 칩거는 모두 5문항으로 이전의 외출빈도만 묻는 문항에서 집에 국한된
생활범위 1문항, 취미활동 1문항, 사회적 교류 2문항이 추가되었다. 미국의
메디케어에서 사용하는 도구는 플로우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구성요인은 데
이케어, 병원 및 치료목적 외에 다른 일로 잠깐 나가는 것, 보조기구를 이용
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경우, 외출 금기사항이 경우를 칩
거로 하였고, 이 도구들에 대한 원문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보고되지 않았
다. 기존의 칩거 측정도구에서의 구성요인은 외출빈도, 일상생활범위, 취미
활동, 사회적 관계망 등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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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isting Homeboundness Scale
Name of
Tools

Number of
Questions

TMIG

2

Short form
TMIG

5

Homebound
Screening
Tool
(Medicare)

Participants

Frequency of
going out

Component
Frequency of outside
activities

Frequency of going out, stay
spending most of
at home, hobby, social
the day at home
interaction
Community
dwelling
elderly

Organize in
flow chart
form

Concept

Involving outside activities
such as hair shop
appointment, religious
requiring to take a activities, walking
considerable
neighborhoods (except day
effort when leave care visits and hospital
home
visits). If the person is
restricted to go out or needs
assistant or assistive device
they will in the house.

(5) 칩거의 선행요인, 속성, 결과, 잠정적 정의
문헌고찰을 통해 노인의 칩거는 기능적 차원과 사회심리 차원으로 구분
하여 칩거의 선행요인, 속성을 구분하고 이를 근거로 칩거의 정의를 정리하
였다

가. 칩거의 선행요인
선행요인은 칩거에 이르게 하는 원인으로 기능적 차원에서 대상자의 신
체적 건강문제와 기능저하, 심리적 차원으로 낙상두려움과 우울, 자기 효능
감 저하, 사회적 차원은 사회적 지원과 관계망 약함, 가족의 간호환경 미흡,
경제적 부담, 열악한 거주 환경이다.

나. 칩거의 속성
기능적 차원에서는 장애, 불능, 불건강한 생활습관이 포함되고, 심리사회
적 차원에서는 충족되지 못한 요구, 집안에 있는 평온함, 은둔형 외톨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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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개 속성이 확인되었다. 장애(disability)는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
움을 경험하는 것(Verbrugge & Jette, 1994)과 주요한 일과 사회적 역할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inability)를 의미한다(Jette, Haley, Coster,
Kooyoomjian, Levenson & Heeren, et al., 2002). 생활습관은 인간의 행
위

중

사람들이

살아가는

매일의

습관

및

행위양식을

의미하며

(Henderson, Hall & Lipton, 1980) 불건강한 생활습관은 건강에 이롭지
못한 행위양식을 의미한다. 집안에 있는 평온함은 칩거의 긍정적인 측면 중
하나로, 주체성을 지키고, 안전한 장소, 안전한 인간관계, 집안에 있는 재미
로 인한 것이다(Mori & Sasaki, 2002). 충족되지 못한 요구는 대상자가 필
요로 하는 만큼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거나 없는 것을 의미하며(Lin, 2005),
은둔형 외톨이(attachment)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일체의 사회
적인 관계를 거부하면서(Borvoy, 2008) 사람들과 상황을 회피하고 무관심
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놓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칩거의 결과
칩거의 결과는 집을 나설 때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이다.

라. 칩거의 정의
이상에서 잠정적 칩거정의는 건강문제와 기능저하, 낙상두려움과 우울,
자기효능감 저하, 사회적 지원이나 관계망이 약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과 열
악한 거주 환경으로 인해 장애 혹은 불능한 상태를 가지고 불건강한 생활습
관을 가지고 자신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은 채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고, 집
안에 있을 때 평온하고 결국 집을 나설 때 힘들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상
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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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tecedents and Attributes derived from theoretical work
Antecedents
∙ Health problem
∙ Functional decline

Attributes

Consequences

∙ Disability
∙ Inability
∙ Unhealthy behaviors

∙ Fear of fall
∙ Depression
∙ Low self-efficacy in ability to
perform activities of daily
∙ A sense of comfort as being
living
at home
∙ Lack of social supports and
∙ Unmet needs
network
∙ Attachment
∙ Poor family supporting system
∙ Burden of finance
∙ Poor living conditions

∙ Requiring to take a
considerable efforts
when leave home.

2) 현장 연구 : 질적 연구
(1) 연구참여자 특성
질적연구 참여자는 외출빈도가 주1회 미만이고(이하, 외출빈도가 낮은)
밖에 잘 나가지 않고 하루의 대부분을 집과 그 주변에서 생활하는 노인은
14명으로 참여자 1~14번이다. 외출빈도가 주1회 이상이며 (이하, 외출빈
도가 높은) 주기적으로 복지관이나 노인센터를 방문하는 노인 9명은 참여
자 15~23번으로, 총 23명이었으며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외출빈
도가 낮은 노인은 여자 12명, 남자 2명으로 연령분포는 69~88세이고 평균
연령은 79.3세 이다. 교육년수는 평균 4.7년으로 무학이 5명, 초등학교 5
명, 중학교 졸업이상이 4명이었다. 주관적 경제상태는, 매우 낮음이 2명, 낮
음 10명, 보통 3명이었다. 직업은 현재 모두 없었고, 주거환경은 다세대주
택에 거주하는 경우 8명, 연립 혹은 아파트 거주자 6명이었다. 외출빈도가
높은 노인은 여자 6명, 남자 3명이었으며, 연령분포는 68~77세로, 평균 연
령은 73.0세, 평균 교육연수 6.7년이었다. 직업은 없으나 공공근로나 비정
기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3명이었다. 아파트 혹은 연립주택 거주자는 4명
이고 다세대주택 혹은 주택거주자는 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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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umber of
Education Economic
Familyme
(year)
status
mber

Employment
status

ID

Gender

Age

1

Female

90

3

0

very low

Unemployed

2

Female

81

0

6

low

Unemployed

3

Female

82

0

6

low

Unemployed

4

Female

84

1

9

low

Unemployed

5

Female

81

0

0

low

Unemployed

6

Female

88

1

6

low

Unemployed

7

Female

71

2

6

low

Unemployed

8

Female

80

0

9

moderate

Unemployed

9

Male

71

0

9

very low

Unemployed

10

Female

73

1

0

moderate

Unemployed

11

Male

75

1

9

moderate

Unemployed

12

Female

87

0

0

low

Unemployed

13

Female

73

0

6

low

Unemployed

14

Female

74

3

0

low

Unemployed

15

Female

71

4

6

moderate

Public works

16

Female

68

2

9

low

Unemployed

17

Female

75

4

9

moderate

Public works

18

Female

73

0

6

moderate

Unemployed

19

Male

74

1

12

low

Unemployed

20

Female

75

0

0

low

Unemployed

21

Male

69

2

12

low

Part-time
employed

22

Female

75

0

0

low

Unemployed

23

Male

77

2

6

moderate

Un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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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ial
environment

Frequency of
going out

Multi-Family
House 2nd fl.
Multi-Family
st
House 1 fl.
Multi-Family
st
House 1 fl.
Rent one room
in apartment
Multi-Family
st
House 1 fl.
Townhouse
nd
2 fl.
Multi-Family
House 2nd fl.
Multi-Family
nd
House 2 fl.
Multi-Family
st
House 1 fl.
rd
Apartment 3
fl.
Townhouse
nd
2 fl.
Multi-Family
st
House 1 fl.
th
Townhouse 4
fl.
st
Townhouse 1
fl.
Apartment 1st
fl.
nd
Apartment 2
fl.
th
Apartment 4
fl.
Multi-Family
House
Multi-Family
House 1st fl.
Multi-Family
st
House 1 fl.
Multi-Family
House
Townhouse
2nd fl.
Multi-Family
House

Less than
once a week
Less than
once a week
Less than
once a week
Less than
once a week
Less than
once a week
Less than
once a week
Less than
once a week
Less than
once a week
Less than
once a week
Less than
once a week
Less than
once a week
Less than
once a week
Less than
once a week
Less than
once a week
At least once
a week
At least once
a week
At least once
a week
At least once
a week
At least once
a week
At least once
a week
At least once
a week
At least once
a week
At least once
a week

(2) 질적내용분석 결과
질적 내용 분석을 통해 도출된 칩거의 속성은 외출빈도가 주 1회 미만이
고 하루의 대부분을 집과 그 주변에서 생활하는 군을 ‘외출빈도가 낮은 경
우’로, 외출빈도가 주 1회 이상이고 주기적으로 복지관이나 노인센터를 방
문하는 군을 ‘외출빈도가 높은 경우’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속성을 도출하
였다.

① 외출빈도가 낮은 경우
외출빈도가 낮은 노인 14명으로부터 나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0개
의 속성이 도출되었으며 지출에 대한 부담, 통증과 조절 되지 않는 증상으
로 불편함, 거동을 제한하는 환경,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음, 억울한 세상
살이, 고독감, 무력감, 적응유연성 저하, 충분하지 않은 도움의 손길, 소극적
상호교류이 주제로 도출되었다.

가. 칩거의 선행요인
외출빈도가 낮은 군의 칩거의 원인은 지출에 대한 부담, 통증과 조절되지
않는 증상으로 불편함, 거동을 제한하는 환경으로 구분하였다.

∙ 지출에 대한 부담
참여자들은 일상생활 활동 중 외출에 드는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많
이 느끼고 있었다. 이 주제는 외출 빈도가 낮은 참여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현재의 경제적 상태에서 의료비용,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비,
외출에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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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증과 조절되지 않는 증상으로 불편함
참여자들은 해결되지 않는 통증이나 조절되지 않는 증상으로 바깥에 나
가기 힘들고 오히려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아픈 것이 고통스럽고 이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죽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통증과 조절되
지 않는 증상은 만성질환, 만성통증, 진단받지 못한 만성 증상, 호흡곤란,
약물 부작용, 기억력 저하 등이 포함된다. 또한 운동하지 않음, 흡연, 불규
칙한 식습관 등을 지속하고 있다.

∙ 거동을 제한하는 환경
참여자가 집 내․외부 구조가 불편하면 집안에서도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
기 힘들고, 추울 때는 바깥의 노면 상태가 좋지 않아 넘어질까 두려워 바깥
외출을 할 수 없었다. 거동을 제한하는 환경은 집 내․외부의 구조, 계절, 주
변 노면상태, 집주변 시설의 접근성이 열악함을 포함한다.

나. 칩거의 속성
외출빈도가 낮은 군의 칩거의 속성으로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음,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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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상살이, 괴로움, 무력감, 적응유연성 저하, 충분하지 않은 도움의 손길,
소극적 상호교류로 구분하였다.

∙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음
신체 기능 저하는 외출을 방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며 일상생활과
도구적 일상생활에서 부분 혹은 완전 의존을 보이거나 이동의 불안함을 나
타내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통증,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움직이지 못
하게 되고, 누웠다 앉기, 목욕하기, 식사준비, 청소하기 등을 혼자하기 힘들
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낙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까운 거리도 뜻대
로 움직이기 어려워했다.

∙ 억울한 세상살이
참여자들은 배우자나 자녀들의 갑작스럽고, 억울한 죽음으로 힘들고,
자식과 가족을 위해 일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 했으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
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억울하게 느껴졌다. 외출 빈도가 낮은 참여자들
은 이 상황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면서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화가 남을 경
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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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감
참여자들은 홀로 있음으로 고독감을 느끼고, 가족이나 이웃들 교류가 적
어 자신이 지지받을 곳이 없다고 느낀다. 외출빈도가 낮은 참여자에게 두드
러지며 이 주제는 지지받을 곳 없음, 자신이 병들고 아픈 것이 죄의 대가로
인식하고, 수치심, 슬픔과 불안을 느끼는 것 등을 포함한다.

∙ 무력감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고 삶의 의미가 없다고 느끼며 삶의 희망이나 앞날
에 대한 특별한 기대가 없음, 이전과 다른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
기 힘들고 자신을 비하하는 모습 등을 경험한다.

∙ 적응의 유연성 저하
참여자들은 변화하는 삶의 과정에 적응해 가면서 현재의 자신의 상태와
환경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외출빈도가 낮은 참여자들은 신
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능동적인 적응보다 우울과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을 경험한다. 연령이 증가하고 아프면서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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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가 더 집중되고 성격의 경직성이 나타나 외부상황과 타인에 대한 반
응을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 알코올성 정신질환으로 인한 성격변화, 경로당
이나 종교기관의 분위기 적응이 어렵고, 복지관에서 사람들이 밥을 먹기 위
해 싸우고 밀치는 것을 보고 복지관에 다시는 가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된다.

∙ 충분하지 않은 도움의 손길
참여자들은 가족이나 친척, 가까운 이웃, 지역사회 기관으로부터 일상생
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외출빈도가 낮은 참여자들은 가족구성원에게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기 어려
운 신체적, 심리적 기능에 의존하고 용돈과 같은 최소한의 물질적 의존을
하고 있다. 가족이 힘들 때는 참여자가 가족구성원에게 부담스런 존재이다.
친인척은 가족이 없을 경우 참여자에게 일시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서
로의 이해관계가 얽히면 관계가 소원해지고 단순 혈연관계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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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적 상호교류
참여자는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외부 교류를 하고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에 대해 별로 궁금해 하지 않았다. 외출하지 않을 때
집에서 주로 TV를 보거나 낮잠을 자면서 혼자만의 여가활동을 즐긴다. 소
극적 상호교류는 병원가기, 교회나 성당 나가기, 집근처 가게 가기, 이웃과
친구, 지인에 대한 무관심과 기피, 참여자 모두 여가활동으로 TV를 주로 시
청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칩거의 결과
칩거의 결과는 외출하지 않고 집과 그 주변에 머무름으로 도출하였다.

라. 칩거의 정의
현장연구에서 외출 빈도가 낮은 군의 칩거 정의는 지출에 대한 부담, 통
증과 조절되지 않는 증상으로 불편함, 거동을 제한하는 환경으로 인해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고, 억울한 세상살이, 고독감과 무력감을 경험하고, 적
응유연성이 저하되고 충분하지 않은 도움의 손길을 받으며 소극적으로 상
호교류를 하게 되면서 외출하지 않고 집과 그 주변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
다.

② 외출빈도가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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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빈도가 높은 노인 9명에 대한 면담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출에 대한
부담 감수, 내 뜻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음, 자발적인 건강관리, 활발한 성
격 탓, 긍정적인 마음으로 버팀, 외로움, 적극적인 상호교류, 적극적인 도움
받기 등 8개의 속성이 도출되었다.

가. 비칩거의 선행요인
∙ 지출에 대한 부담 감수
참여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고 지속적으로 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손자
녀의 양육,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현재의 경제적
상태에서 의료비가 부담되고, 생활비부담에 대한 압박을 받을 때 마음이 힘
듦을 경험하나 이 상황을 감내한다.

나. 비칩거의 속성
∙ 내 뜻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음
참여자는 만성질환이나 불편한 증상이 있었지만 일상생활 수행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스스로 움직이고 수행할 수 있었고 외출
도 본인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 자발적인 건강관리
참여자는 만성질환, 골다공증, 우울증, 기억력저하 등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스스로 무리하지 않지 않고 처방된 약물을 복용
하면서 적극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었다. 자발적인 건강관리는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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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관리와 수영, 자전거, 등산, 잡곡 식사 등 건강한 생활습관이 포함된다.

∙ 활발한 성격 탓
참여자는 평소에 적극적이고 솔직하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변화에 대한
인식과 반응이 빠르고 외출빈도가 높았다. 활발한 성격은 적극적인 성격과
변화에 대한 인식과 반응이 빠른 것이 포함되었다.

∙ 긍정적인 마음으로 버팀
참여자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여겨지거나 우울, 불안을 경험하면서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나 긍정적인 마음, 일상에 감사함으
로써 의지적으로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버팀은 절대
자에 대한 믿음, 긍정적인 마음, 일상에 대한 감사와 의지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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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움
참여자는 혼자 있음, 사별한 가족에 대한 죄책감, 슬픔, 불안 등을 느끼며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나쁘게 느껴질 때도 있다. 참여자들이 느끼는 외로움
은 사별한 남편과 죽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지지받을 곳 없음, 슬
픔, 불안 등을 포함한다.

∙ 적극적인 상호교류
참여자들은 사회활동참여로 이웃 경로당 노인에게 식사 준비, 교회가기,
동네 통장일 하기, 주간보호센터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주 외출을 했었고
집에 있을 때는 여가활동으로 TV 시청, 화투, 꽃가꾸기, 책읽기 등으로 자
신의 여가생활을 혼자서 즐겼다.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상호교류는 계모임,
교회 활동, 경로당 식사준비, 동네 일 하기, 주간보호센터참여, 여가활동 등
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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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인 도움 받기
참여자는 내게 필요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부에 적극적으로 도움
을 구해서 해결하였다. 도움은 공적 부조, 주택개조, 수술비 지원, 복지관
식사서비스 등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다. 친구들과 서로 적극
적으로 교류하며 서로의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거나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
면서 상부상조 하며 지내고, 친인척은 참여자가 아프거나 일이 있을 때 가
족을 대신하여 일시적 돌봄을 제공해 주지만 평소에는 교류가 별로 없다.

다. 비칩거의 결과
비칩거의 결과는 집 바깥으로 외출을 자주 한다로 도출하였다

라. 비칩거의 정의
지출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감내하고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고 자발적인

- 44 -

건강관리와 활발한 성격으로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버티고 외
로움도 있으나 적극적인 상호교류와 적극적인 도움을 외부에서 구하여 집
바깥으로 외출을 자주 한다 를 비칩거의 정의로 정리하였다.

Table 5. Antecedents and Attributes derived from groups of the
low-frequency of outdoor activities and the high-frequency
of outdoor activities
Group

Antecedents

∙ Burden of spending
∙ Feel discomfort from
A group with
pain and
low frequency
uncontrolled
of outdoor
symptom.
activities
∙ Environmental
barriers to mobility

Attributes
∙ Unable to Move independently
∙ A miserable life
∙ Loneliness
∙ Powerlessness
∙ Insufficient of supports
∙ Passive social interaction

Consequences

∙ Keep Staying at
home and
around area.

∙ Able to Move independently
∙ Performing voluntary health care
A group with
∙ Due to outgoing personality
high frequency ∙ Enduring the Burden
∙ going out
∙ Stay positive
of outdoor
of spending
frequently
∙ Loneliness
activities
∙ Active social interaction
∙ Getting help actively

③ 현장 연구 결과
이상에서 외출빈도가 낮은 군과 높은 군이 가진 속성을 비교하여 현장에
서 최종 도출된 속성은 총 9개로,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음, 통증과 조절되
지 않는 증상으로 불편함, 억울한 세상살이, 고독감, 무력감, 적응유연성 저
하, 소극적 상호교류, 거동을 제한하는 환경, 지출에 대한 부담으로 도출되
었다.

가. 칩거의 선행요인
∙ 통증과 조절되지 않는 증상으로 불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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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빈도 낮은 군의 ‘통증과 조절되지 않는 증상으로 불편함’은 외출빈도
높은 군의 ‘자발적인 건강관리’와 비교할 때, 전자는 건강문제가 악화되거
나 잘 관리하지 않고, 불건강한 생활습관을 고수하는 반면, 후자는 건강문
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므로 두 군의 차이
를 볼 수 있어 ‘통증과 조절되지 않는 증상으로 불편함’을 속성으로 결정하
였다.

∙ 거동을 제한하는 환경
‘거동을 제한하는 환경’은 외출빈도가 높은 군에서는 이와 대조할만한 속
성이 나타나지 않아 외출빈도가 낮은 군에서 도출된 속성을 현장의 속성으
로 삼았다.

∙ 지출에 대한 부담
‘지출에 대한 부담’은 외출빈도가 낮은 군의 지출에 대한 부담과 외출빈도
가 높은 군의 지출에 대한 부담 감수에서 부담감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되어 속성으로 결정하였다.

나. 칩거의 속성
∙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음
외출빈도가 낮은 군에서 도출된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음’, 외출빈도가
높은 군의 ‘내 뜻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음’과 비교해 외출빈도가 낮은 군의
특성을 잘 드러내므로 그대로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음’으로 결정하였다.
전자는 일상생활수행에서 부분 혹은 완전 의존을 보이는 반면, 후자는 독립
적인 일상생활을 보이므로 구분되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 억울한 세상살이
‘억울한 세상살이’는 외출빈도가 낮은 군에서 나타난 반면, ‘긍정적인 마
음으로 버팀’은 외출빈도가 높은 군에서 나타나 삶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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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비교되어 두 군의 차이를 잘 나타낸다.

∙ 고독감
외출빈도가 낮은 군에서는 고독감으로, 외출빈도가 높은 군은 외로움으
로 도출되었다. 하부개념에서 죄책감, 슬픔, 불안 등 일부 일치하는 개념이
있으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장의 속성으로 하였다.

∙ 무력감
‘무력감’은 외출빈도가 높은 군에서는 이와 대조할만한 속성이 나타나지
않아 외출빈도가 낮은 군에서 도출된 속성을 그대로 현장의 속성으로 삼았
다.

∙ 적응유연성 저하
외출빈도가 낮은 군은 성격의 경직성 증가로 인한 내향성 증가, 우울, 남
의 시선을 의식하는 등 외출빈도가 높은 군의 활발한 성격과 비교했을 때
다른 속성으로 나타나므로 적응유연성 저하를 도출하였다.

∙ 소극적 상호교류
‘소극적 상호교류’는 외출빈도가 낮은 군의 경우 하부 개념으로 ‘소극적
여가활동과’, ‘이웃과 친구, 지인에 대한 무관심과 기피’로 나타난 반면, 외
출빈도가 높은 군은 ‘적극적 상호교류’로 하부개념은 여가생활, 친구 및 이
웃과의 상호교류, 사회활동 참여로 두 군의 차이를 나타내어 속성으로 도출
하였다.

그 외 외출빈도가 낮은 군의 충분하지 않은 도움의 손길은 지역사회 지원
에서 신체적 돌봄과 경제적 지원을 받으나 충분하지 않고, 외출빈도가 높은
군의 적극적인 도움받기는 주로 경제적 지원이 주가 되면서 일부 참여자들
에게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고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두 군 모두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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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지니므로 참여자가 느끼는 도움의 정도는 차이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충분하지 않은 도움의 손길’ 속성은 제외하였다.

다. 칩거의 결과
하루의 대부분을 집과 집주변에 주로 머물면서 외출을 거의 하지 않음 이
다

라. 칩거의 정의
현장 연구를 통해 도출된 속성을 근거로 칩거의 작업적 정의는 통증과 조
절되지 않는 증상으로 불편하고 거동을 제한하는 환경, 지출에 대한 부담으
로 인해 내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세상살이에 대한 억울함, 고독감과 무
력감, 적응유연성 저하를 경험하고, 소극적 상호교류를 유지하며 하루의 대
부분을 집과 집주변에 주로 머물면서 외출을 거의 하지 않음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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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s

∙ Faith in God
∙ Positive attitude
∙ Stay positive
∙ Being grateful for life
and a will to live

∙ A miserable life

∙ A miserable life

∙ Healthy life style

∙ Feel discomfort
from pain and
uncontrolled
symptom.

∙ Able to Move
independently

Attributes

∙ Health problem:
Chronic disease,
Ostepolosis,
Depression, Impaired ∙ Performing
memory
voluntary health
care
∙ Active symptom
management

∙ Semi-dependent

Subconcept

Group of High-frequency in outdoors

∙ Seek a relief from
suffering: death

∙ Unhealthy life style

∙ Health problem: Chronic
disease, chronic pain,
undiagnosed chronic
symptom, impaired
memory

∙ Fear of movement

∙ Limitation in instrumental
∙ Unable to Move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dependently

∙ Limitation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Subconcept

Group of low-frequency in outdoors

outdoor activities
Attributes

∙ Sense of loss

∙ A miserable life

∙ Suffering from painful ∙ Feel discomfort
symptom
from pain and
∙ Impaired memory
uncontrolled
∙ Unhealthy life style
symptom.

∙ Limitation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 Limitation in
∙ Unable to Move
instrumental
independently
activities of daily
living
∙ Fear of movement

Subconcept

Attributes derived from Fieldwork Phase

Table 6. Comparison Attributes of the low-frequency of outdoor activities and the high-frequenc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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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iness

Attributes

∙ Support from relatives,
formal supporting system

∙ Support from
relatives, formal
supporting system

∙ Collaboration with
friends

∙ Family support: heavy
burden functionally,
psychologically, and
financially
∙ Insufficient
Supports

∙ Community support:
financial support,
meal service

∙ Quick and active
∙ Decreased resilience response in
accepting change

∙ Being alone
∙ Feel guilty
∙ Sadness
∙ Anxiety

Subconcept

∙ Get help actively

∙ Due to outgoing
personality

∙ Loneliness

Attributes

Group of High-frequency in outdoors

∙ Community support:
physical care, financial
support

∙ Being self-conscious
∙ Defensive response in
change
∙ Introversion, Rigidity

∙ Self-deprecation
∙ Hopeless
∙ Powerlessness
∙ No expectation about the
future

∙ No support system
∙ Feel guilty and
self-justification
∙ Shame
∙ Sadness
∙ Anxiety

Subconcept

Group of low-frequency in outdoors

∙ Powerlessness

∙ Loneliness

Attributes

-

-

∙ Being self-conscious
∙ Defensive response in ∙ Decreased
change
resilience
∙ Introversive

∙ Self-deprecation
∙ Hopeless
∙ No expectation about
the futue

∙ No support system
∙ Sadness
∙ Anxiety
∙ Feel guilty
∙ Shame

Subconcept

Attributes derived from Fieldwork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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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den of cost of going
out

∙ Burden of living expense

∙ Burden of medical
expense

∙ Limited access to
surroundings

∙ Weather and seasonal
effects

∙ Poor living conditions

∙ Indifference to friends,
and neighbors

∙ Passive recreational
activity

Subconcept

∙ Burden of spending

∙ Environmental
barriers to mobility

∙ Passive social
interaction

Attributes

Group of low-frequency in outdoors

∙ Burden of living
expense

∙ Burden of medical
expense

-

∙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y

∙ Social interaction
with friends
neighbors

∙ Active recreational
activity

Subconcept

∙ Burden of
spending

-

∙ Active social
interaction

Attributes

Group of High-frequency in outdoors

∙ Passive social
interaction

Attributes

∙ Burden of cost of
going out

∙ Burden of
spending

∙ Poor living conditions
∙ Weather and seasonal ∙ Environmental
effects
barriers to
∙ Limited access to
mobility
surroundings

∙ Low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y
∙ Low contact with
family, friends and
neighbors

Subconcept

Attributes derived from Fieldwork Phase

Table 7. Antecedents and Attributes of Homeboundness derived from
field work
Antecedents

∙ Feeling discomfort from pain
and uncontrolled symptom.
∙ Environmental barriers to
mobility
∙ Burden of spending

Attributes

Consequences

∙ Unable to Move independently
∙ A miserable life
∙ Loneliness
∙ Powerlessness
∙ Decreased resilience
∙ Passive social interaction

∙ Keep Staying at
home and around
area only.

3) 이론연구와 현장연구의 최종 분석 결과
이론 연구와 현장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노인칩거의 정의와
속성을 규명하였다. 이론 연구에서 두 가지 차원의 6개 속성 즉 장애, 불능,
불건강한 생활습관, 충족되지 않은 요구, 집안에 있는 편안함, 은둔형 외톨
이라는 속성이 있었다. 이를 현장 연구에서 도출된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
음, 통증과 조절되지 않는 증상으로 불편함, 억울한 세상살이, 고독감, 무력
감, 적응유연성 저하, 소극적 상호교류, 거동을 제한하는 환경, 지출에 대한
부담 속성과 의미를 통합하고 확장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칩거의 속성을 도
출하였다. 최종분석에서 노인 칩거는 기능적 차원과 심리사회적차원, 환경
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기능적 차원의 속성으로,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
음’, ‘통증과 조절되지 않는 증상으로 불편함’, ‘불건강한 생활습관’, ‘낙상두
려움’을, 심리사회적차원의 속성은 ‘고독감’, ‘무력감’, ‘적응유연성 저하’,
‘소극적 상호교류’이다. 환경적 차원의 속성은 ‘지출에 대한 부담’, ‘거동을
제한하는 환경’이 도출되었다.

(1) 칩거의 선행요인
∙ 통증과 조절되지 않는 증상으로 불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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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연구의 선행요인인 건강문제, 기능저하와 현장연구에서 통증과 조절
되지 않는 증상으로 불편함을 통합하여 ‘통증과 조절되지 않는 증상으로 불
편함’으로 하고 문항개발을 위한 경험적 지표는 통증정도와 기억력 저하 정
도로 하였다.

∙ 낙상두려움
이론연구의 선행요인인 ‘낙상두려움’을 현장연구의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음’의 하부개념인 이동에 대한 불안과 통합하여 최종분석에서 ‘낙상두려
움’으로 의미를 확장하고 통합하였다. 경험적 지표는 과거의 낙상경험과 낙
상두려움의 정도로 하였다.

∙ 거동을 제한하는 환경
이론 연구의 선행요인인 열악한 거주환경이 현장 연구의 거동을 제한하
는 환경과 통합하였고 교통이용의 불편정도와 계절과 날씨의 외출영향 정
도를 경험적 지표로 하였다.

∙ 지출에 대한 부담
이론연구의 선행요인인 경제적 부담을 현장연구의 ‘지출에 대한 부담’으
로 의미를 확장하여 통합하였고 경험적 지표는 외출에 드는 비용부담으로
하였다.

(2) 칩거의 속성 및 경험적 지표
∙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음
이론 연구의 장애와 불능 속성을 현장 연구의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음
으로 의미를 통합하여 도출되었다. 경험적 지표는 일상생활 및 도구적 일상
생활수행정도 저하, 일상생활범위 제한, 외출제한, 기능의 독립성 저하로
하였다.

- 53 -

∙ 불건강한 생활습관
이론 연구에서 속성으로 도출되어 최종분석에서 결정적 속성으로 도출하
였다. 경험적 지표는 규칙적 식사 여부, 운동실천 정도, 흡연 정도 이다.

∙ 고독감
이론연구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와 현장연구의 ‘억울한 세상살이’가 고독
감으로 통합되었다. 지지받을 곳 없음, 불안, 수치스러움, 죄책감, 좌절을 지
표로 삼았다.

∙ 무력감
무력감은 의미없음(공허감) 혹은 흥미없음,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 없음,
자기비하(뒤쳐짐), 이전의 모습과 다른 내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지표
로 삼았다.

∙ 적응유연성 저하
적응유연성 저하는 이론 연구의 집안에 있는 평온함과 현장 연구의 성격
의 부정적 변화를 통합하여 적응유연성 저하로 수렴되어 통합되었다. 경험
적 지표로는 집안에 있는 평온함, 우울, 내향적 성격의 정도로 나타났다.

∙ 소극적 상호교류
소극적 상호교류는 이론연구의 ‘은둔형 외톨이’와 ‘소극적 상호작용’의 의
미를 통합하여 수렴하였다. 경험적 지표는 사회활동 참여정도, 가족과 친한
친구나 이웃, 친척과의 접촉 정도, 타인의 시선 의식 이다.

(3) 칩거의 결과
이론연구의 ‘집을 나설 때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이 현장연구의 ‘하루의
대부분을 집과 집주변에 주로 머물면서 외출을 거의 하지 않음’과 통합하여
‘하루의 대부분을 집과 집주변에 주로 머물면서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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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설 때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으로 결과를 정리하였다.

(4) 칩거의 정의
이상에서 도출된 차원과 속성을 토대로, 칩거의 조작적 정의는 통증과 조
절되지 않는 증상으로 불편하고, 낙상두려움, 거동을 제한하는 환경과 지출
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고, 불건강한 생활습관을 지
니고 고독감과 무력감을 느끼며 적응유연성이 저하되고 소극적 상호교류를
함으로써 하루의 대부분을 집과 집주변에 주로 머물면서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집을 나설 때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상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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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s

Indicators

Theoretical Phase

∙ Unhealthy life
∙ No exercise
style
∙ Imbalanced
(Yokokawa et al.,
nutrition intake
2009)

∙ Disability
∙ Difficulty of
(Mori & Sasaki,
activites of daily
2000; Yu-Ru Lin,
living
2005; Yamazaki,
∙ Difficulty of
2008)
instrumental
Attributes ∙ Inability
activities of daily
&
(Yu-Ru Lin,
living
Indicators 2005)

division
Indicators

∙ Limitation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 Unale to
∙ Limitation in
Move
instrumental
independently
activities of daily
living
∙ Fear of movement

Attributes

Fieldwork Phase

∙ Unhealthy life style.

∙ Unable to Move
independently

Attributes

∙ Irregular meals
∙ No excercise
∙ Prolonged smoking

∙ Decline in
performing ADL,
IADL
∙ Limitation in Space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 Restricted to go out
∙ Decline in
independent
function

Indicators

Final Analytic Phase

Table 8. Integration Phase derived from Theoretical Phase and Fieldwork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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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s

∙ Loneliness

Indicators

Theoretical Phase

Attributes ∙ Unmet needs
&
(Yu-Ru Lin,
Indicators 2005)

division

∙ Loneliness

∙ Powerlessness

∙ No support system
∙ Loneliness
∙ Sadness
∙ Anxiety
∙ Feel guilty
∙ Shame

∙ Self-deprecation
∙ Hopeless
∙ Powerlessness
∙ No expectation
about the futue

∙ Sense of loss

∙ A miserable
life

∙ Emptiness
∙ Self degradation
∙ Difficulty in
accepting change in
self image
∙ No expectation

∙ No supporting
system
∙ Anxiety
∙ Shame
∙ Frustration

Indicators

Final Analytic Phase
Attributes

Indicators

Attributes

Fieldwork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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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s
&
Indicators

division
Indicators

∙ Attachment
(Yu-Ru Lin,
2005)

∙ Locked in
∙ Limitation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 No close friends
∙ Low frequency of
interaction with
friends, neighbors,
and relatives.
∙ Hardly participate
in organizational
activity

∙ Maintain one’s
identity
∙ A sense of
∙ Safe place
comfort as being ∙ Seek a safe
at home
relationship with
(Mori & Sasaki.,
people
2000)
∙ The joy of staying
home
∙ Household role

Attributes

Theoretical Phase

∙ Being
self-conscious
∙ Defensive
response in
change
∙ Introversive

Indicators

∙ Decreased
resilience

Attributes

∙ Low frequency of
interaction with
friends, neighbors,
and relatives.
∙ Participating in
∙ Passive
∙ Passive social
social activity
social
interaction
∙ Being
interaction
self-consiousness
∙ Limited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 Decreased
resilience

Attributes

Fieldwork Phase

∙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 The frequency of interaction
with friends, neighbors
∙ Low frequency of interaction
with family
∙ The frequency of interaction
with relatives.
∙ Being self-consiousness

∙ Increase in introversion
∙ Depression
∙ A sense of comfort as being
at home

Indicators

Final Analytic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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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s

∙ Burden of
spending

∙ Feel
discomfort
from pain and
uncontrolled
∙ Declined cognitive symptom.
function
∙ Decline in walking

∙ Unpleasant
symptom (pain)
∙ Disease
∙ Declined physical
ability

∙ Burden of
∙ Cost of going out
finance
(Mori & Sasaki, ∙ Cost of nursing
2000; Eleanor et care
al., 1998)

∙ Functional
decline
Antecedents (Mori & Sasaki,
2000)

∙ Health problem
(Mori, & Sasaki,
2000)

Attributes

∙ Burden of cost of
going out

∙ Pain and symptom
∙ Loss of memory

∙ Season and
weather
∙ Access to
surrounding area

Indicators

Fieldwork Phase

∙ Condition of house
∙ Season and
∙ Environmental
weather
limitation to
∙ A convenience of
mobility
using public
transportation

Indicators

Theoretical Phase

∙ Poor living
conditions
Attributes &
(Mori & Sasaki,
Indicators
2000; Kono,
2000)

division

∙ Burden of spending

∙ Feel discomfort
from pain and
uncontrolled
symptom.

∙ Environmental
limitation to
mobility

Attributes

∙ Burden of cost of
going out

∙ Pain and symptom
∙ Impaired memory

∙ Inconvenient to use
public
transportation
∙ Season and weather

Indicators

Final Analytic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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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ecedents

division
Indicators

∙ Self efficacy

∙ Quality of service
provider
∙ Daycare service
∙ Support from
neighbors
∙ A means of going out

∙ Lack of social
supporting system
and network
(Mori & Sasaki, 2000)

∙ Depression

∙ Low self-efficacy in
ability to perform
activities of daily
living
(Yamazaki et al.,
2008)

∙ Depression
(Mary, 2008;
Cohen-Mansfield et
al., 2010 ;Shinkai.,
2005)

∙ Fear of fall
∙ Fear of fall (Yamazaki
∙ Fall experience in the
et al., 2008)
past

Attributes

Theoretical Phase
Attributes

Indicators

Fieldwork Phase

∙ Fear of fall

Attributes
∙ Fall experience in
the past
∙ Fear of fall

Indicators

Final Analytic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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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or family
supporting
system
(Kono, 2000)

Attributes
∙ Burden of family
∙ A movement of
nursing care giver
∙ A power of nursing

Indicators

Theoretical Phase
Attributes

Indicators

Fieldwork Phase

∙ Low
∙ Only go out less
frequency of
∙ Requiring to take than once a week.
going out
a considerable
Consequences
effort when they
∙ Mostly stay at
∙ Just stay at home
leave home
home or
or around area only
around area

Antecedents

division
Indicators

∙ Only go out less
∙ Mostly stay at home
than once a week.
or around area and
require to take a
considerable effort
∙ Just stay at home or
when they leave home
around area only

Attributes

Final Analytic Phase

2. 도구 개발
1) 초기문항의 구성
앞서 규명한 구성요인에 근거하여 도구의 초기 문항을 구성하였다. 도출
된 초기문항에 적용한 반응척도는 응답자의 답변이 중간점수에 몰리는 것
을 막기 위해 짝수인 4점 척도로 하였다(Fayers & Machin, 2007). 또한
문항의 배열은 같은 개념을 나타내는 일부 문항을 분산시켜 배치하여 재구
성하였다.
문헌고찰, 기존도구의 분석, 칩거 노인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작성한 초
기문항은 환경적 요인 3문항, 기능적 요인 12문항, 심리 사회적 요인 20개
문항 총 35문항이 선정되었다.

2) 내용타당도 검정
개발된 도구를 전문가들에게 보내기 전에 심층면담에 참여한 참여자 3명
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면담을 하면서 이해하기 힘든 문장과 질문사항
및 반응, 설문 응답 소요시간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참여자가 응
답하기 어려운 질문내용을 참여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보완하였
는데‘이전의 모습과 다른 내가 싫다’에서 ‘젊을 때 모습과 달라진 모습이 싫
다’로 수정하였고 질문지 완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10~15분 정도 소요됨을
확인하였다.
초기도구의 문항에 대한 표면타당도를 검정하는 단계로, 도구의 요인과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노인 칩거에 관심이 있는 간호학
교수 2명, 노인전문간호사 1명, 보건소 방문간호사 경력 5년 이상인 자 4명
을 포함한 총 7명으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다. 내용타당도 계수(CVI)가
0.8미만인 문항을 제거하고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정결과 35개의 초기문항 중 9개의 문항을 수정하였고, 내용타당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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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0.8미만인 4개 문항을 제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9개 문항을 노인이 이해하기 쉬운 평
이한 표현 즉, 내향적이다’를 ‘내성적이다’로, ‘기억력이 더 나빠졌다’에서
‘떨어졌다’로 문항을 수정하여 총 31개 문항으로 선정되었다. 내용타당도에
의해 선정된 31문항의 반응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결정하였으며 문항의
배열은 같은 속성에 속한 문항들을 분산시켜 배치하여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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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구 평가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을 위해 조사에 참여한 참여자는 모두 240명이었으
며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전체 78.4세(±6.2)이고 65~84세의 전기 노인이
82.5%(198명), 85세 이상의 후기노인이 17.5%(42명)이었다. 남자가 전체
13.3%(32명), 여자 86.7%(208명)로 여자가 많았다. 사회경제적 위치를 나
타내는 교육수준은 무학이 59.6%(1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교육
27.5%(66명), 중학교 이상 12.9%(31명) 순이었다. 결혼상태는 이혼 혹은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83.8%(201명)이고 동거가족 수는 평균
0.8명(±1.3)으로 나타났다. 간접적인 경제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보장
에서는 건강보험이 55.4%(1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급여 및 미가입자
가 44.6%(107명)이었다. 직업이 없는 경우가 93.8%(22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이전의 최장기 직업으로는 무직 혹은 농어업 등 단순 노무직
이 73.6%(173명), 판매 혹은 서비스직이 16.6%(39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 주 수입원은 본인 및 가족이 50.9%(111명)이고 정부 및 기타로 타인으
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경우가 49.1%(107명)이었다. 주택소유는 배우자
혹은 자신의 소유는 16.9%(40명)에 불과하고, 전․월세가 67.1%(159명)이
었다. 환경적인 영역으로 이동에 방해가 되는 물리적 요인인 집안이나 출입
구 계단이나 문턱은 각각 90.0%(216명), 96.3%(231명)으로 대부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앓고 있는 만성질환 수는 평균 2.5개(±1.1)이고 질
환의 중증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 평균 복용약물갯수는 4.6개
(±3.5)이었다. 만성질환의 빈도에서 고혈압이 77.1%(185명)으로 가장 많
았고 관절염 62.1%(149명), 당뇨 29.2%(70명), 심혈관질환 11.3%(27명),
뇌혈관질환 10.4%(25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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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교류 영역으로, 가장 가까운 자녀와의 근접성에서 동거하거나 근
거리에 위치하여 사는 경우는 65.7%(157명), 원거리는 18.0%(43명) 이었
다. 떨어져 사는 자녀와의 접촉빈도는 주1회 이상이 18.3%(44명), 주1회
미만이 39.2%(94명), 거의 없거나 해당없음이 42.5%(102명)으로 나타났
다. 친한 친구나 친한 이웃 수는 평균 2.7명(±3.4), 친한 친구나 이웃과의
교류정도는 주1회 이상이 53.8%(129명), 주1회 미만이 12.1%(29명), 거의
없거나 해당없음이 34.2%(82명)이었다. 친척들과의 만남정도는 주1회 이
상 13.3%(32명), 주1회 미만 24.6%(59명), 거의 없거나 해당없음이
62.1%(149명)이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노인관련 공공시설의 방문은
주1회 이상 25.8%(62명), 주1회 미만 5%(12명), 거의 없거나 해당없음이
69.2%(166명)으로 나타났다.

Table 9.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n

Sex

240

Age(year)

Level of Education

Current Marital status

Number of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Categories

n(%) or
Mean±SD

Man

32(13.3)

Woman

208(86.7)

65 ~ 74

68(28.3)

75 ~ 84

130(54.2)

≥85

42(17.5)

Mean±SD

78.4±6.2

uneducated

143(59.6)

Less than elementary

66(27.5)

More than junior high school

31(12.9)

Married

39(16.3)

Single

5( 2.1)

Divorced, Widowed, Other

196(81.7)

240

240

(N=240)

240

24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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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Health Insurance

Employment status

Previous longest job

Main source of income

Homeownership

Housing Type

n

113

Categories

n(%) or
Mean±SD

With Spouse

28(24.8)

With Spouse and Son(daughter-in-law)

6(5.3)

With Spouse, Son(daughter-in-law) and
Daughter(son-in-law) and Grandchildren

2(1.8)

With Spouse and Grandchildren

2(1.8)

With Son(daughter-in-law)

29(25.7)

With Son(daughter-in-law) and
Daughter(son-in-law)

10( 8.9)

With Daughter(son-in-law)

6(5.3)

With Daughter(son-in-law) and
Grandchildren

2(1.8)

With Grandchildren

11(9.7)

With Grandchildren and Relatives

2(1.8)

With Acquaintances

3(2.7)

Other

12(10.6)

Health Insurance

133(55.4)

Medicare

105(43.8)

240

Non-participation

2(0.8)

Yes

15(6.3)

240

235

218

237

240

No

225(93.8)

Professional, managerial, clerical jobs

11(4.7)

Sales, service jobs

39(16.6)

Blue-collar job

12(5.1)

No job, agriculture or fisheries, simple
labor job, and other

173(73.6)

Principal, Families

111(50.9)

Government

103(47.3)

Other

4(1.8)

Spouse or Principal

40(16.9)

Children

29(12.2)

lease of a house

159(67.1)

Other

9(3.8)

dwelling house

85(35.4)

Apartment

19(7.9)

Townhouse

25(10.4)

Multi-Family Home

110(45.8)

Other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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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Have your house or exit
stairs

240

Home for entrance
threshold

240

Number of Chronic
disease

240

Kinds of chronic diseases
(Multiple responses)

240

Number of taking the
average medicine a day

239

The number of children
currently living

239

Proximity of the nearest
child

Frequency of interaction
with children who live
apart
The number of close
friends and neighbors

239

240

Categories

n(%) or
Mean±SD

Yes

216(90.0)

No

24(10.0)

Yes

231(96.3)

No

9(3.8)
2.5±1.1

Hypertension

185(77.1)

Diabetics

70(29.2)

Hyperlipidemia

19(7.9)

Arthritis

149(62.1)

Cardiovascular disease

27(11.3)

Cerebrovascular disease

25(10.4)

Pulmonary Disease

7(2.9)

Incontinence

3(1.3)

Depression

21(8.8)

Cognitive dysfunction

17(7.1)

Anemia

4(1.7)

Other

66(27.5)
4.6±3.5

0

37(15.5)

1

39(16.3)

≥2

163(68.2)

Living together

44(18.4)

Local(same city/town)

113(47.3)

Distance(different city/town)

43(18.0)

Not applicable

39(16.3)

At least once a week

44(18.3)

Less than once a week

94(39.2)

Almost / not at all

54(22.5)

Not applicable

48(20.0)

240

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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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Frequency of interaction
with close friends

Frequency of meetings
with relatives

Frequency of visits Social
welfare facilities(Senior
Centers)

n

240

240

240

Categories

n(%) or
Mean±SD

At least once a week

129(53.8)

Less than once a week

29(12.1)

Almost / not at all

67(27.9)

Not applicable

15(6.3)

At least once a week

32(13.3)

Less than once a week

59(24.6)

Almost / not at all

140(58.3)

Not applicable

9(3.8)

At least once a week

62(25.8)

Less than once a week

12(5.0)

Almost / not at all

159(66.3)

Not applicable

7(2.9)

2) 구성타당도 검정
(1) 문항분석
가.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문항 분석의 기초 작업으로, 개발된 도구의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검토하였다. 왜도는 분포의 치우침을
나타내며, 첨도는 평균값을 중심으로 분포의 모양이 얼마나 뾰족한가를 나
타내는 것으로, 그 수치가 ±2.0이상인 문항은 수정해야 할 문항으로 간주
하는데(탁진국, 1996) 본 도구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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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and Kurtosis (N=240)
Items

Mean

SD

Skewness

Kurtosis

* 1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외출한다

1.48

1.29

0.01

-1.71

2 외출하고 싶을 때 혼자 나가기 힘들다

1.37

1.21

0.16

-1.53

3 통증 같은 불편한 증상이 계속 있어 불편하다

1.78

0.93

-0.20

-0.90

하루의 대부분을 집과 집 주변에서 보낸다
* 집주변은 나가서 대문이 보이는 거리

1.64

1.24

-0.16

-1.60

5 넘어져서 다친 적이 있다

1.26

0.98

0.29

-0.91

6 넘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가 크다

2.12

0.98

-0.84

-0.40

7 기억력이 작년에 비해 떨어졌다

1.24

0.80

0.42

-0.14

8 일상 생활하기가 어렵다

0.92

0.90

0.72

-0.30

9 도구를 사용하는 일상생활이 어렵다

4

1.25

1.05

0.28

-1.15

10 성격이 내성적이다

1.13

0.87

0.40

-0.52

11 오히려 집에 있을 때 편안하다

1.40

1.14

0.10

-1.41

12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싫다

0.91

0.96

0.83

-0.28

떨어져 사는 가족과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13
만나거나 연락하고 지낸다.

1.73

1.12

-0.28

-1.30

친한 친구(이웃)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거나 연락하고 지낸다

1.53

1.24

-0.02

-1.62

2.00

1.21

-0.67

-1.20

2.07

0.98

-0.65

-0.75

*14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15 (예: 경로당, 복지관, 종교기관, 봉사활동,
동창회)
*16

집안에 대소사가 있거나 명절 때 친(인)척들과
만나거나 연락을 한다

17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기 싫다

1.07

1.07

0.61

-0.91

18 바깥에 다니기 창피하다

0.67

0.92

1.29

0.68

19 이 세상은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1.02

0.95

0.54

-0.71

20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

1.23

0.88

0.23

-0.69

21 사는 것이 재미없다

1.32

0.88

0.17

-0.68

22 이유 없이 불안하다

1.05

0.81

0.24

-0.73

23 사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다

0.90

0.93

0.67

-0.56

1.39

0.87

0.15

-0.63

25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1.07

0.90

0.45

-0.63

26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불편하다

0.68

0.87

1.13

0.43

27 우울하다

1.13

0.85

0.25

-0.67

28 젊었을 때 모습과 달라진 내 모습이 싫다

1.28

0.93

0.09

-0.95

24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기대나 계획은
무의미하다

*29 날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외출한다

2.14

1.09

-0.91

-0.62

30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

1.74

1.21

-0.27

-1.52

31 외출할 때 드는 비용이 부담된다

1.50

1.06

0.05

-1.22

*Reverse-scor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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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항-총점 상관관계
문항-총점 상관관계를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정된 문항-총점 상
관계수를 측정하여 문항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항 간 상관계수는 최고 .728
부터 최저 .045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이들 중 수정된 문항-총점 상관계수
가 0.20미만인 문항은 척도 영역 내에서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므로 이에 해
당하는 13번 문항 ‘떨어져 사는 가족과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만나거나
연락하고 지낸다’를 제거하여 총 30개 문항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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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Item Analysis

(N=240)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α if item
deleted

* 1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외출한다

.713

.941

2 외출하고 싶을 때 혼자 나가기 힘들다

.671

.941

3 통증 같은 불편한 증상이 계속 있어 불편하다

.578

.942

하루의 대부분을 집과 집 주변에서 보낸다
* 집주변은 나가서 대문이 보이는 거리

.667

.941

5 넘어져서 다친 적이 있다

.551

.942

6 넘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가 크다

.485

.943

Items

4

7 기억력이 작년에 비해 떨어졌다

.433

.943

8 일상 생활하기가 어렵다

.641

.942

9 도구를 사용하는 일상생활이 어렵다

.711

.941

10 성격이 내성적이다

.315

.944

11 오히려 집에 있을 때 편안하다

.678

.941

12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싫다

.412

.944

떨어져 사는 가족과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만나거나 연락하고
*13
지낸다.

.045

.948

*14

친한 친구(이웃)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거나 연락하고
지낸다

.576

.942

*15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예: 경로당, 복지관, 종교기관, 봉사활동, 동창회)

.620

.942

*16

집안에 대소사가 있거나 명절 때 친(인)척들과 만나거나 연락을
한다

.507

.943

.560

.942

17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기 싫다
18 바깥에 다니기 창피하다

.625

.942

19 이 세상은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616

.942

20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

.728

.941

21 사는 것이 재미없다

.705

.941

22 이유 없이 불안하다

.518

.943

23 사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다

.671

.941

24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기대나 계획은 무의미하다

.680

.941

25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688

.941

26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불편하다

.657

.942

27 우울하다

.649

.942

28 젊었을 때 모습과 달라진 내 모습이 싫다

.673

.941

*29 날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외출한다

.560

.942

30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

.664

.941

31 외출할 때 드는 비용이 부담된다

.448

.944

*Reverse-scor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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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인분석
칩거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문항분석을 통해 선정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KMO값과 Bartlett 구형성 검정
요인 분석에 적합한 자료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표본 적합도 검정을 위한
KMO 값을 측정한 결과 .925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통계적으
2

로 유의하였다(x = .997, p< .0001).

나. 요인추출 및 요인 회전
표본적합도와 요인 분석 모형의 적합성이 모두 검정됨에 따라 정보의 손
실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적은 수의 요인을 추출할 때 사용되는 주성분 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회전 방식은 요인 간 상관이 가정되지 않는 경우에 사
용되는 직각회전을 적용하고 Varimax방식을 이용하였다(이은옥 등, 2009).
요인구조 확인에서 공통성은 추출된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을 의미하
며 일반적으로 공통성이 .40 이하인 것은 제거하는데(한상숙, 이상철,
2008), 공통성이 .40 이하인 ‘5번 넘어져서 다친 적이 있다’, ‘6번 넘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가 크다’, ‘7번 기억력이 작년에 비해 떨어졌다’,
‘10번 성격이 내성적이다’, ‘12번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싫다’, ‘16번 집안
에 대소사가 있거나 명절 때 친(인)척들과 만나거나 연락을 한다’, ‘29번 날
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외출한다’, ‘31번 외출할 때 드는 비용이 부담된다’등
총 8문항이다. 공통성은 변수의 분산되는 정도(양)을 의미하는데 제거된 8
개의 문항은 낙상두려움과 인지기능저하, 성격, 타인과의 교류, 외출에 영
향을 미치는 날씨와 계절, 외출 시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 문항으로 분산
의 정도가 크지 않아 칩거와 비칩거의 구분하기에 적합하기보다 취약계층
노인의 일반적 특성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공통성 .40이하인 문항인 8문항을 제거하여 22문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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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ommunalities of Each Item by Factor Analysis

(N=240)

The first
stage

Extraction

*1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외출한다

1.000

0.656

2 외출하고 싶을 때 혼자 나가기 힘들다

1.000

0.767

3 통증 같은 불편한 증상이 계속 있어 불편하다

1.000

0.502

하루의 대부분을 집과 집 주변에서 보낸다
4
* 집주변은 나가서 대문이 보이는 거리

1.000

0.591

5 넘어져서 다친 적이 있다

1.000

0.356

6 넘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가 크다

1.000

0.349

7 기억력이 작년에 비해 떨어졌다

1.000

0.241

8 일상 생활하기가 어렵다

1.000

0.581

9 도구를 사용하는 일상생활이 어렵다

1.000

0.729

Items

10 성격이 내성적이다

1.000

0.145

11 오히려 집에 있을 때 편안하다

1.000

0.510

12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싫다

1.000

0.263

*14

친한 친구(이웃)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거나 연락하고
지낸다

1.000

0.415

*15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경로당, 복지관, 종교기관, 봉사활동, 동창회

1.000

0.416

*16

집안에 대소사가 있거나 명절 때 친(인)척들과 만나거나 연락을
한다

1.000

0.250

17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기 싫다

1.000

0.575

18 바깥에 다니기 창피하다

1.000

0.630

19 이 세상은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1.000

0.668

20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

1.000

0.785

21 사는 것이 재미없다

1.000

0.777

22 이유 없이 불안하다

1.000

0.488

23 사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다

1.000

0.567

24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기대나 계획은 무의미하다

1.000

0.648

25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1.000

0.622

26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불편하다

1.000

0.643

27 우울하다

1.000

0.572

28 젊었을 때 모습과 달라진 내 모습이 싫다

1.000

0.553

1.000

0.370

30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

1.000

0.675

31 외출할 때 드는 비용이 부담된다

1.000

0.258

*29 날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외출한다

*Reverse-scor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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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 요인 분석에서 적절한 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고유값 1.0
이상, 요인적재량 ± .30이상, 스크리 도표 변화를 고려하여 최종문항으로
선정된 22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한 결과 3개 요인까지 추출하였다.
각 문항의 요인적재량은 .45~.87 범위였으며 .30미만인 문항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요인적재량을 토대로 재배열한 결과, 제1요인에는
1, 2, 3, 4, 8, 9, 30번의 7개 문항, 제2요인 19, 20, 21, 22, 23, 24, 25,
27, 28번의 9개 문항, 제3요인은 11, 14, 15, 17, 18, 26번의 6개 문항으로
분류되었다. 요인별 설명 분산의 백분율은 제1요인 23.6%, 2요인 26.9%,
제3요인 15.5%로, 3개 요인의 누적 설명 변량은 66.0%이었다.

Figure 1. Plot of S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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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Factor Analysis

(N=240)
Factor Loading

Items

F1

F2

F3

*1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외출한다

.699

.138

.471

2 외출하고 싶을 때 혼자 나가기 힘들다

.865

.145

.149

3 통증 같은 불편한 증상이 계속 있어 불편하다

.646

.410

-.139

하루의 대부분을 집과 집 주변에서 보낸다
* 집주변은 나가서 대문이 보이는 거리

.725

.152

.337

8 일상생활하기가 어렵다

.738

.195

.200

9 도구를 사용하는 일상생활이 어렵다

.804

.213

.245

.510

.229

.506

4

11 오히려 집에 있을 때 편안하다
*14

친한 친구(이웃)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거나 연락하고
지낸다

.388

.139

.600

*15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경로당, 복지관, 종교기관, 봉사활동, 동창회

.481

.220

.453

17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기 싫다

.124

.256

.760

18 바깥에 다니기 창피하다

.172

.339

.745

19 이 세상은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050

.796

.267

20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

.304

.797

.188

21 사는 것이 재미없다

.293

.808

.145

22 이유 없이 불안하다

.057

.762

.111

23 사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다

.263

.688

.278

24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기대나 계획은 무의미하다

.300

.764

.137

25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199

.696

.374

26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불편하다

.171

.463

.667

27 우울하다

.185

.747

.209

28 젊었을 때 모습과 달라진 내 모습이 싫다

.259

.658

.319

30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

.787

.244

.105

*Reverse-scor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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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인명명
제1요인은 7개의 문항이 추출되었으며 문항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이
상 외출한다’, ‘외출하고 싶을 때 혼자 나가기 힘들다’, ‘통증 같은 불편한 증
상이 계속 있어 불편하다’, ‘하루의 대부분을 집과 집주변에서 보낸다’, ‘일
상생활하기가 어렵다’, ‘도구를 사용하는 일상생활이 어렵다’, ‘대중교통 이
용이 불편하다’로 ‘기능제한’으로 명명하였다.

제2요인은 9개 문항이며 ‘이 세상은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사는 것
이 의미가 없다’, ‘사는 것이 재미없다’, ‘이유 없이 불안하다’, ‘사는 것이 죽
을 만큼 힘들다’,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기대나 계획은 무의미하다’, ‘나
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우울하다’, ‘젊었을 때 모습과 달라진 내 모습이
싫다’로 ‘정서적 위축’으로 명명하였다.

제3요인은 6개 문항으로 ‘오히려 집에 있을 때 편안하다’, ‘친한 친구(이
웃)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거나 연락하고 지낸다’, ‘사회활동에 참
여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기 싫다’, ‘바깥에 다니기 창피하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불편하다’를 ‘소극적 상호교류’로 명명하였다.

(4) 요인의 변별 타당도
본 연구에서 도출된 3개의 하부요인이 각각의 속성을 측정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하부요인간의 상관관계 매트릭스와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
수를 비교한 결과, 각 하부요인과 다른 하부요인들과의 상관계수는 각 하부
요인의 신뢰계수보다 낮게 나타나 변별 타당도가 있음이 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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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Correlation between Items
Factor

Functional
Limitation

Affective
withdrawal

Passive
interaction

Functional
Limitation(7)
Affective
withdrawal(9)

.547
(p<0.001)

Passive
interaction(6)

.654
(p<0.001)

.674
(p<0.001)

(5) ROC 곡선하면적 및 절단점
ROC 곡선하면적은 이분형 결과를 예측하는 검사 또는 측정에서 타당도
(또는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두 가지 지표인 민감도와 특이도
에 의해 결정되며, 면적이 클수록 특정 건강문제나 상태가 있는 경우와 그
렇지 않은 경우를 더 정확히 구분해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Song, 2009).
면적이 1이라면 완벽한 검사이며, 적어도 .7을 넘어야 중등도의 타당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Song, 2009). 본 연구에서는 황금기준으로 외출빈도
를 이용하였는데 외출빈도는 건강수준과 선형적 관계이고 지역사회 노인의
간편하고도 포괄적인 건강지표(Fujita et al., 2004)임을 감안하여‘어르신은
어느 정도 바깥 외출을 하십니까?’ 문항에서 거의 혹은 전혀 외출하지 않음
과 월 1~3회, 주1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
해 ROC 곡선하면적을 산출한 결과 .917이었다. 최적 절단점을 여러 가지
점수로 설정하여 민감도와 특이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았다. 민감
도가 특이도 보다는 높으면서 특이도가 가장 적게 손상되는 절단점은 30점
이고, 이때의 민감도는 88.2%, 특이도는 84.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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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Cut-off Point of Homeboundness Scale
Cut-off Points

Sensitivity(%)

Specificity(%)

≥29

85.0

85.8

≥30

88.2

84.1

≥31

89.0

80.5

≥32

91.3

79.7

≥33

92.1

74.3

≥34

92.9

72.6

(6) 집단비교법
본 연구에서 ROC 곡선하면적과 절단점을 기준으로 칩거와 비칩거로 구
분하여 구성 요인 간 평균 점수를 비교한 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칩거 41.2
점(±8.0), 비칩거 15.4점(±8.5)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기능제한, 정서
적 위축 , 소극적 상호교류의 하부요인별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able16. Comparison Homebound Group and Non-homebound Group
(N=240)

Factors

Non-homebound
Group (n=124)

Homebound Group
(n=116)

p value

Mean±SD
Total

15.4±8.5

41.2±8.0

<0.001

Functional Limitation

5.4±4.3

15.2±3.9

<0.001

Affective Withdrawal

6.0±4.3

15.1±5.0

<0.001

Passive Interaction

4.0±3.0

11.0±3.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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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뢰도 검정
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45로 나타났고, 각 요
인별로는 기능제한 .890, 정서적 위축 .934, 소극적 상호교류 .844이었다.
이상과 같이 개발된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정하여 도구를 정체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 22개 문항 3개 요인으로 구성된 4점 척도의 도구
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최저 0점에서 최고 66점까지의 점수 분포를 보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의 칩거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17. Reliability of Homeboundness Scale

Cronbach’s α

Functional
Limitation

Affective
withdrawal

Passive
interaction

Total

.890

.934

.844

.945

기존의 외출빈도에 의해 칩거와 비칩거를 구분하던 기준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칩거도구의 절단점을 적용하여 칩거와 비칩거 구분의 일치도를 비
교한 결과, Kappa Index .708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18. Agreement and Kappa Index of Homeboundness Scale
between Participants

Categories

Total

(N=240)

Homebound
Group

Non-homebound
Group

n(%)
Low frequency of
going out

113(47.1)

High frequency of
going out

127(52.9)

19(7.9)

108(45.0)

Total

240(100.0)

116(48.3)

124(51.7)

9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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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pa
Index

p

.708

<.001

16(6.7)

4) 취약계층 재가 노인 칩거 측정 도구
본 연구는 노인 칩거에 대한 개념분석과 도구개발, 도구평가의 과정을 거
쳐 기능제한, 소극적 상호교류, 정서적 위축을 구성요인으로 한 4점 Likert
척도, 22문항으로 구성된 취약계층 재가 노인 칩거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으
며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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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Final Items of the Homeboundness Scale in the
Community-dwelling Vulnerable Elderly
Factor

Attributes

Unale to move
independently

Items
*1

I go out at least once a week.

2

It is hard to go out alone and need an assistance

3

I spend most of your day at or around home
* around home means the distance where you can still
see your house

4

It is difficulty for me performing activities of daily of
living (ex: dressing, grooming, eating, personal
hygiene, repositioning, elimination).

5

It is difficulty for me using tools in life (ex: dressing,
cleaning house, preparing meals, laundry, making a
phone call, taking medicine).

6

It is inconvenient for me to use public transportation.

7

I feel discomfort due to the pain and related symptom

8

I feel more comfortable when stay at home.

*9

I regularly contact or meet with close friends or
neighbors at least once a week.

*10

I am participating in social activities
*at senior citizen center, community welfare center,
religious organization, voluntary service, reunion

11

I don’t want to be in crowded place.

12

I feel ashamed of going out

13

I feel uncomfortable when people watch me.

14

I am all alone in the world.

15

I feel anxious for no reason.

16
17
18
19

life is meaningless.
life is too hard to live
Life is no fun.
Planning for future with expectation is meaningless.

20

I am behind than other people

21

I feel depressed

22

I am unhappy with my changed looks compared to
when I was young.

Functional
Limitation

Feel discomfort
from pain and
uncontrolled
symptom.

Passive
Interaction

Passive
Interaction

Loneliness

Affective
withdrawal
Powerlessness

*Reverse-scor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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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취약계층 재가 노인의 칩거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자 이론연구와 현장연구를 통한 개념분석, 문항개발과 타당성 검증의 도구
개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계층 재가 노인의 칩거개념 분석과 측정 도구, 도구의 구성요
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칩거의 개념분석
본 연구는 혼종모형을 이용하여 취약계층 재가 노인이 경험하는 칩거의
정의와 속성을 파악하고 도출된 속성을 기반으로 칩거에 대한 정의를 내리
고, 도구 개발을 위한 구성요인을 확인하였다. 문헌고찰과 현장 연구에서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시행하여 실무에서 유용한 속성을 도출하였
다. 아울러,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노인들이 경
험하는 칩거가 일반 노인이 경험하는 칩거보다 칩거의 과정과 결과가 더 부
정적인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제공 대상의 우선순위에 있으므
로 취약계층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칩거의 개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개념 분석의 이론 연구 단계에서 도출된 칩거 정의는 기능저하와 낙상두려
움과 우울, 자기 효능감 저하, 사회적 지원과 관계망 약함, 가족의 간호환경
미흡과 경제적 부담, 열악한 거주 환경으로 인해, 장애 혹은 불능한 상태,
불건강한 생활습관과 자신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은 채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 집을 나설 때 힘들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현장 연구
단계의 칩거 정의는 통증과 조절되지 않는 증상으로 불편하고 거동을 제한
하는 환경, 지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내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고통 가
운데 세상살이에 대한 억울함, 고독감, 무력감, 적응유연성 저하를 경험하
고, 소극적 상호교류를 유지하며 하루의 대부분을 집과 집주변에 주로 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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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외출을 거의 하지 않음 이다. 이론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기능저하와
낙상두려움과 우울, 자기 효능감 저하, 사회적 지원과 관계망 약함, 가족의
간호환경 미흡과 같은 선행요인에 해당하는 요인들과 비교했을 때 현장 연
구에서 선행요인으로 삼은 통증과 조절되지 않는 증상으로 불편함과 거동
을 제한하는 환경, 지출에 대한 부담 등은 칩거의 일차적인 원인에 집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분석 단계에서 칩거 정의는 지출에 대한 부담과 낙상
두려움과 거동을 제한하는 환경, 건강문제와 조절되지 않은 증상으로 불편
하여 불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인해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고 고독감과 무력
감, 적응유연성 저하를 경험하며 소극적 상호교류로 외출의 빈도가 감소하
고 활동범위가 집과 그 주변에 머무르며 집을 나설 때 상당한 노력이 필요
한 상태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의 칩거의 이론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비
교할 때 이동장애, 외출빈도, 사회적 교류, 일상생활 행동범위의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칩거의 기능적, 심리사회적, 환경적 차원의 속성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인 정의로 판단된다.
최종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칩거 속성을 살펴보면, 기능적 영역의 ‘내 뜻
대로 움직일 수 없음’, ‘통증과 조절되지 않는 증상으로 불편함’, ‘불건강한
생활습관’, ‘낙상두려움’, 사회심리적 영역의 ‘고독감’, ‘무력감’, ‘적응유연성
저하’, ‘소극적 상호교류’, 환경적 영역의 ‘지출에 대한 부담’, ‘거동을 제한
하는 환경’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김효신(2012)의 칩거유형 구분 연구의
요인들 중 집 근처에 혼자 머물러 있음, 불건강한 생활습관, 수동적인 사회
적 교류, 혼자 거동하기 어려움, 경제적 제약에 갇힘, 부정적인 결과요인들
의 세부 항목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데 특히, 환경적 영역에서 노인은 환
경적 장벽에 더 취약하고 환경적 지지 정도에 따라 바깥 활동의 횟수와 삶
의 만족도간의 상관성이 있고 (Sugiyama & Thompson, 2005), Saunders
등(2005)의 칩거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
로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 이동수단
에 드는 비용부담을 포함한 이동수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요구되므로 지
역사회의 관심과 거시적 관점의 정책적 대안 마련이 요구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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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i와 Sasaki(2002)의 자립형 칩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에
서 젊고 건강한 때의 자기 모습과 현재의 자기 모습의 사이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움, 낙상두려움, 집안에 있는 편온함의 요인들이 본 연구의 속성이나
하부요인과 부분적으로 일치함을 보여주어 본 연구의 개념분석의 결과를
지지한다. 개념분석에서 제한점은 혼종모형의 이론 연구에서 칩거와 관련
된 개념분석 연구가 미미하고, 현장 연구에서 대상자가 극도의 칩거 현상을
보이는 이들은 면담자체를 거부하여 칩거의 극단적 속성을 간과했을 수도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2. 취약계층 재가 노인 칩거 측정 도구
1) 도구평가 과정
본 연구에서 취약계층 재가 노인의 칩거 측정 도구평가 과정 중 도출된
쟁점들에 대한 고찰은 다음과 같다.
취약계층 재가 노인의 칩거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한 것은 기존 도구가
가진 제한점을 보완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함이다.
칩거의 기존 도구는 주로 ‘갇힘’을 스크리닝하고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조사도구로, 이동능력, 외출빈도, 일상생활범위, 사회적 교류의 조합으
로 칩거를 정의하여 왔다(Qui et al., 2010). 그러나 칩거 도구가 주로 기능
적, 사회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사회심리적 요인의 속성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Hirai & Kondo, 2007), 본 연구는 이러한 논지에 동
의하고 있으며 도구 개발과정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였다. 또한 개발
된 도구는 포괄적인 영역을 포함한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선별 도구의 일반적인 조건으로
제시된 적용이 쉽고 소요시간이 길지 않으며 간단한 문항으로 구성되는 것,
다른 지역의 노인들에게도 높은 예측력과 타당성이 있고 중재 전후 효과 측
정에도 용이해야 하는 조건(윤종률, 2013)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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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에서 제외된 4개 문항은 기능적 차원의 불건강한
생활습관의 측정지표로 ‘불규칙한 식사 습관’, ‘흡연’, ‘운동실천 정도’, 심리
사회적 차원의 소극적 상호교류의 지표인 ‘타인에게 방해되는 것’이었다.
불규칙한 생활습관의 경우, 기존 연구(Mori & Sasaki, 2002; Hatono et
al., 2001)에서 칩거 노인의 특성으로 제시되었으나 취약계층 비칩거 노인
들의 전반적인 생활습관과 큰 차이가 없고 칩거 노인의 고유한 특성이기에
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제외하였다. ‘바깥
에 나가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것이다’는 현장 연구를 통해 도출된 문
항으로 반영했으나 칩거 노인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까봐 나가지
않음으로 자신은 타인에게 방해되는 존재가 되는 것을 강하게 부인할 것이
라는 전문가 및 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외하였다. 도구의 타당성 검증
의 문항분석과정에서 소극적 사회교류의 측정지표인 ‘떨어져 사는 가족과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만나거나 연락하고 지낸다’가 문항-총점상관계수
가 0.20미만으로 척도 영역 내에서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제외되었다.
요인추출 과정에서 낙상경험과 낙상두려움, 기억력 저하, 내성적 성격, 새
로운 사람과의 만남, 친인척들과 대소사에서 만남, 계절과 날씨의 외출영
향, 외출 시 드는 비용 문항이 삭제되었다. 요인구조 확인에서 공통성은 추
출된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로, 변수의 분산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제
거된 8개의 문항은 칩거와 관련된 낙상두려움(Mori & Sasaki, 2002; 최경
원 등, 2012; Saunders et al, 2005) 과 인지기능저하(Mori & Sasaki,
2002; Ganguli et al., 1996; Simonsick, Kasper & Phillips, 1998), 성
격, 타인과의 교류, 외출에 영향을 미치는 날씨와 계절, 외출시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의 8개 문항은 분산의 정도가 충분히 크지 않았다. 이는 문항들
이 칩거와 비칩거 구분에 적합한 문항이기 보다 취약계층 노인이나 일반 노
인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낙상두려움과
인지기능저하는 칩거노인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반면(Mori & Sasaki,
2002; Ganguli, et al., 1996; Simonsick, et al., 1998), Lindesay 와
Thompson(1993)은 칩거와 비칩거 노인에서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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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친척들과 대소사에서 만남’은 저
소득 노인의 사회적 지지체계 연결 고리의 구성원은 주로 가족과 친척을 포
함해 친족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정순둘, 2004) 칩
거, 비칩거와 관계없이 저소득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계절과 날씨의 외출 영향’(Mori & Sasaki, 2000 ; Kono, 2000)
과 ‘외출시 드는 비용’(Saunders et al, 2005)문항의 경우도 칩거 노인의
관련요인으로 보고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었다. 따라서 상기의 문
항들이 취약계층 노인이나 일반 노인들에게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인지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발된 도구의 ROC곡선하면적과 절단점을 결정하기 위해 외출빈도 질문
을 황금기준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ROC곡선하면적은 .917이었으며 절단
점이 30점일 때, 민감도 88.2%, 특이도가 84.1% 이었다. ROC곡선하면적
을 계산하면 특정 검사나 측정도구의 정확성과 함께 최선의 민감도와 특이
도를 보이는 절단점을 찾아낼 수 있다(이인숙 등, 2011). 검사의 절단점은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은 값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만 선별의
목적에 따라 민감도나 특이도 중 하나를 좀 더 높게 하는 절단점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인숙 등, 2011), 검사 또는 측정을 통해 특정 건강문제를 가
질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가능한 많은 대상자를 선별하려면 민감도를 크
게 하고, 가능한 특정 건강문제만을 가진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선별하려면
특이도를 크게 하는 절단점을 결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특이도의 손실
을 최소화하면서 민감도를 크게 하는 절단점인 30점으로 결정하였고 외출
빈도 질문과의 Kappa 일치도가 .70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현
장에서의 적용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구의 신뢰도 검정에서 Cronbach’s α값이 .945이었는데 이는 심리사회
적 도구에서 신뢰도가 높다는 기준이 .90(이은옥 등, 2009) 이상이므로 본
도구의 신뢰도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뢰도 계수는 집단의
선별도구로 사용할 경우 최소한 .7은 되어야 하는데(Hally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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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College Family Medicine Team, 1999), 본 연구에서는 충족되
었다. 또한 요인별 Cronbach’s α도, 기능제한 .890, 정서적 위축 .934, 소
극적 상호교류 .844의 신뢰도와 설명력 66.0%로, 연구나 실무에서도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도구의 구성요인
혼종모형을 적용한 개념분석을 통해 취약계층 재가 노인의 칩거 도구의
구성요인인 기능제한, 소극적 상호교류, 정서적 위축의 3개 요인을 확인하
였다.
제 1 요인 기능제한의 경우, 하부 요인으로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음, 통
증과 조절되지 않는 증상으로 불편함이 추출되었다.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음의 구성요인인 기능 제한 및 장애는 칩거의 원인이자 결과 (Ponza,
Ohls & Millen, 1996, Shinkai, 2008) 이므로 칩거의 전반적인 과정에 나
타나는 요인이며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혼합모형의 최종 분석단계에
서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했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은 요인분석결과, 기
능제한 요인에 통합되었고 Lin(2005)의 연구에서 확인한 장애 혹은 불능은
기능제한의 속성으로 통합되어 수렴하였다.
기능제한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칩거 노인은 자주 외출하는 사람에 비
해 인지기능 장애와 기능제한이 크고(Lindesay & Thompson, 1993 ;
Farquhar & Bowling, 1993; Ganguli & Fox, 1996; Fujita, Fujiwara &
Chaves, Motohashi & Shinkai, 2006), 관련요인으로는 연령(Markides
& Martin, 1979; Prohaska, Mermelstein, Miller & Jack, 1993), 성
(Mutran & Ferraro, 1988), 교육수준(Mutran & Ferraro, 1988;
Markides & Martin, 1979), 만성질환의 수(Lohr, Essex & Klein, 1988),
자율성과 사회망(Kono & Kanagawa, 2001) 등이 보고되었다. 일상생활수
행이나 도구적 일상생활수행은 노화에 따른 기능수준 저하의 주요 예측인
자로 (Simonsick, Kasper & Phillips, 1998) 구성요인의 측정지표로 삼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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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존 측정도구의 측정지표인 외출빈도와 일상생활행동범위도 기능제한
의 구성요인에 포함되었다.
제 2 요인의 정서적 위축은 하부요인으로 고립감, 무력감이 도출되었다.
노년기에 신체기능의 쇠퇴와 활동성이 저하되고 대인관계나 상호작용이 어
려워져 정서적 혹은 심리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신창환, 2010). 하부요
인인 고독감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부족을 개인이 인식하고 경험하고 평가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핵심요인은 원하지 않게 교제를 상실함으로써
관계를 잃어버려 부정적인 혹은 즐겁지 않은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de Jong Gierveld J., 1998). 젊은 성인의 고독감은 노인의 고독감과 달리
성격적 특성으로 판단되고, 노인의 경우 배우자의 상실과 건강악화와 같은
상황이 고독감의 가장 두드러진 결정요인으로 고려되고 있어 젊은 성인의
고독감과 구분된다(Perlman, 1988). 선행연구에서 고독감의 속성은 자기
소외(self

alienation),

대인관계적

소외(Interpersonal

isolation),

distress, 고통(agony)이며 4개 요소가 결합되어 고독감의 경험을 만든다
(Rokach, 1988). 자기소외(self alienation)는 자아, 중심, 정체성에서 분리
된 느낌이며 공허감과 몰개인화(depersonalization)를 구성요인으로 하고,
대인관계적 소외(Interpersonal isolation)는 감정적, 지리적, 사회적 홀로
됨의 느낌이며 친밀감의 부재, 인지된 사회적 소외, 포기를 구성요인으로,
distress는 심리적, 행동적 고통, 자기비난, 자신이 초래한 사회와의 분리,
움직일 수 없음이 구성요인이다. 고통(agony)는 개인의 통증과 고통에 대
한 고독을 의미하며 내적 혼란과 정서적 격변이 구성요소이며(Rokach,
1988) 본 연구에서 개발된 최종 도구에서 고독감의 지표는 자기소외의 공
허감, 불안이다.
고독감의 관련요인으로는 나이듦(Mullins & Mushel, 1992 ; Creecy,
Berg & Wright, 1985), 배우자 유무와 세대원 구성 (de Jong Gierveld J.,
1986), 만성질환 혹은 말기질병을 포함한 건강(Penninx, van Tiburg,
Deeg, Kriegsman, Boeke & van Eijk, 1997), 도시와 농촌 거주와 같은
상황적 제한(Fisher, 1973; Scott, 1979), 노인의 가족 특성과 가족 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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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간의 관계성과 자녀들의 이혼 혹은 배우자의 만성질환, 사회문화적 갈
등, 자기개념과 성역할 개념을 조정하는 규범과 가치, 낮은 자존감, 무기력,
거부감, 개인적 효능감에 대한 기대, 자신이 인식하는 타인에 대한 노출부
족 등이 있었다(Rubenstein & Shaver, 1982 ; Solano, Batten & Parish,
1982).
고독감은 비가역적이기 보다 치료될 수 있는 상태로(Donaldson &
Watson, 1996) 다양한 대처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고독감
에 대한 중재를 사회 참여에 대한 기대 혹은 규범에 적응하거나, 대인관계
의 관계망을 향상시키고 성립시키는 방향으로, 혹은 고독감으로 인해 발생
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Perlman & Peplau, 1981;
Rook, 1988; Rook & Peplau, 1982; Rokach, 1996) 이를 기반으로 지역
사회에서 노인의 고독감에 대한 중재전략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 판
단된다.
무력감은 개인의 행동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이
며 현재의 상황이나 직면할 상황에 대하여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지각하는
것이다(김정순, 김미순, 2000, p147). 노인에게 있어 계속되는 무력감은 자
가간호 능력이 저하되고 절망감을 경험하게 되며 결국 이 상태는 신체적 상
태가 심각해져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무력감에 관심을 두지 않고 간과해 버
린다면 노인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정승
은, 1999, p1294).
김경은(1995)은 정상 노화과정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력감 현상을
밀려남, 받아들여지지 않음, 덧없음, 의지할 데가 없음, 기력이 다해감, 단절
됨, 뒤쳐짐, 쓸모없음으로 서술하였고 본 연구에서 무력감의 측정지표와 일
맥상통한다. 우울의 경우 노인의 무력감이 해결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지
속될 경우 결국은 자살과 함께 나타날 수 있어(Campbell, 1987) 무력감의
결과로 지표에 포함하였다.
무력감의 관련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교육, 용돈정도와 건강상태, 사회
적 지지정도, 사회적 활동정도 등이 노인의 무력감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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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김정순, 김미숙, 2000, p148)이고, 기능제한과 무력감의 관련성 연구에
서 노인이 되면 만성질환의 높은 유병률과 신체의 기능부전을 가진 노인이
부동상태로 제한된 생활을 하게 될 경우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의
좌절감은 병원에 입원한 노인이 경험하게 되는 무력감의 속성임을 보고하
였다(최영희, 김경은, 1996)
제 3 요인의 소극적 상호교류는 사회적 상호교류가 낮은 것으로, 개인 대
개인의 사회적 접촉과 사회적 활동이 감소된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상호교
류의 구성요인으로 독립성, 사회적 호기심, 상호교류, 사회 참여, 안정감이 제
시된 바 있으며(Sawada, Shinohara, Sugiswa & Anme, 2011) 사회적 지지
정도를 나타내는 Lubben social network scale (Kane, 1995)의 경우 구성
요인이 관계망(networks), 친한 친구(confidant), 구성원 (arrangement)으
로, 가족 간의 만남의 횟수와 친밀감을 느끼는 가족구성원과 친구 수, 친구
간의 만남을 통해 친밀감을 느끼는 정도, 사회망을 이루는 사람들 사이의
정신적 신체적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를 내용으로 한다(이경우, 김수영, 정
우빈, 황교순, 황예원과 황인홍, 2009). 따라서 소극적 상호교류는 개인 대
개인의 사회적 접촉이 적고 사회활동 참여가 낮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기존
연구의 구성요인들과 대체로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상호교류의 관련요인은 장애(Simonstick, 1993; Thompson
& Heller, 1990), 영양결핍(Posner, Smigelski & Krachenfels, 1987;
Roe, 1990), 의료적 치료의 접근 감소(Brickner, Teresita Doque Sister,
Kauman, Sarg, Jahre & Maturlo et al., 1975), 우울증상(Bruce &
Hoff, 1994; Bruce & McNamara, 1992) 등으로 나타났고, Sawada 등
(2011)의 종단적 연구에서 낮은 사회적 상호교류는 신체 기능 유지에 위험
요인임을 보여주어 신체기능과 상호교류와의 상관성을 언급하였다.
기능제한과 상호교류의 상관성 연구를 보면, 사회 활동참여와 친구들과
의 접촉은 노인의 신체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Saito, Sagawa &
Kanagawa, 2005), 노인이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바깥 활동 빈도와 신체기
능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Fujita et al., 2006) 보고되고 있다. 사회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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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과 상호교류는 노인에게 이환율과 사망률의 중요한 예측인자로(Blazer,
1982; House, Landis & Umberson, 1988; Larson, 1978; Seeman,
Kaplan, Knudsen, Cohen & Guralnik, 1987) 노인의 장수와 관련이 있고
(Anme & Shimada, 2000), 사회적 상호교류가 높을수록 사망률이 낮아지
는 것이 규명되었다(Anme, Shinohara & Sugisawa et al., 2006). 제한
적인 재정상태(Field, Minkler, Falk & Leino, 1993) 와 불건강과 장애는
사회 참여의 기회를 더 제한하여(Field et al., 1993; Lawton, Moss &
Fulcomer, 1986-87) 사회적 상호교류가 낮은 것과 관련이 있는데(Blazer,
1982; Kovar, 1988; Simonsick, 1993; Thompson & Heller, 1990) 이는
본 연구의 취약계층 칩거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낮게 나타난 결과를 뒷
받침한다.

3.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를 간호이론, 연구 및 실무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간호이론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재가 노인의 칩거개념의 의미와
속성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미비한 실정에서 처음 시도되어 개발된 도구라
는데 의의가 있다. 지역사회 현장에서 나타나는 칩거현상의 개념을 이론적
으로 분석하고 속성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칩거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들간의 상호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게 됨으로써 노인 칩거에 대한
간호학적 이론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간호연구 측면에서 국외에 비해 국내 연구는 시작단계이므로 본 연구를
통해 취약계층 재가 노인의 칩거에 대하여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적 접
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개발된 도구를 지역사회 재가 노인에게 적
용하는 연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칩거 노인을 위한 간
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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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간호실무 측면에서, 지역사회 간호사들이 재가 노인의 칩거를 이해하고
파악하여 칩거 예방 혹은 지원을 위한 기준 마련과 중재 전․후의 참여자 중
재 효과 평가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칩거에 대
한 이해가 낮아 지역사회 보건의료인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칩거선별과
중재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실무를 기반으로 한 칩거 개
념 분석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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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취약계층 재가 노인이 경험하는 칩거에 대한 이해와 칩거를 선
별하는 측정도구 개발을 위해서 이론 연구와 현장연구를 통한 개념분석을
근거로 도구의 구성요인을 확인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칩거 측정도
구를 개발하였다.
개념분석 단계에서는 기존 도구를 포함한 문헌고찰을 통한 이론연구와
취약계층 재가 노인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칩거의 속성을 도출한 현장 연
구를 거쳐 칩거의 최종 속성을 도출하였다. 이론 연구에서 두 가지 차원의
6개 속성 즉 장애, 불능, 불건강한 생활습관, 충족되지 않은 요구, 집안에 있
는 평온함, 은둔형 외톨이라는 속성이 있었다. 이를 현장 연구에서 도출된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음, 통증과 조절되지 않는 증상으로 불편함, 억울한
세상살이, 고독감, 무력감, 적응유연성 저하, 소극적 상호교류, 거동을 제한
하는 환경, 지출에 대한 부담 속성과 의미를 통합하고 확장하는 과정을 통
해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음’, ‘통증과 조절되지 않는 증상으로 불편함’,
‘불건강한 생활습관’, ‘낙상두려움, ’고독감’, ‘무력감’, ‘적응유연성 저하’,
‘소극적 상호교류’, ‘지출에 대한 부담’, ‘거동을 제한하는 환경’을 최종 속성
으로 도출하였다.
도구 개발단계는 도출된 속성을 기능적, 사회심리적, 환경적 차원으로 구
분하고 기능적 차원의 12문항, 심리사회적차원 20문항, 환경적 차원 3문항
으로 총 35문항의 초기 문항을 선정하고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정을 통하여
35개의 초기문항 중 9개의 문항을 노인이 이해하기 쉬운 평이한 문항으로
수정하였고, 내용타당도 계수가 0.8미만인 4개 문항을 제거하여 31개 문항
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도구 평가단계에서 지역사회 거주 취약계층 노인 240명을 대상으로 31
개 문항의 설문결과를 분석하는데 문항분석과정에서 문항- 총점 상관관계
에서 1개 문항이 제거되어 총 30개 문항이 도출되었다. 요인분석을 통해 도

- 93 -

구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8개 문항이 삭제되고 22개 문항이
도출되었고 주성분 요인분석으로 3개의 구성요인을 추출하였다. 제 1요인
은 기능제한으로 7개 문항, 제 2요인은 정서적 위축으로 9개 문항, 제 3 요
인은 소극적 상호교류로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최종도구의 설명력은
66.0%, 신뢰도는 Cronbach’s α .945이었다. 또한 칩거의 최적 절단점을
외출빈도 지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절단점이 30점으로 민감도 88.2%,
특이도 84.1%이다. 이 도구는 최저 0점에서 최고 66점까지의 점수 분포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칩거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외출
빈도 기준의 칩거 측정 지표와 개발 도구의 Kappa일치도가 .708로 현장에
서의 적용이 적합함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취약계층 재가 노인의 칩거 측정도구의 민감도
를 측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 현장에서 칩거의 선별
검사 도구로도 사용되지만 칩거 중재프로그램 시행 후 중재결과를 측정하
는 지표로 측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칩거는 만성적이고 기능저하의 연속선상에서 있으므로 대상자의
칩거와 관련요인에 대한 정교한 해석을 위해 단면연구를 거쳐 대규모 코호
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칩거 노인의 일상생활 기능 지원 뿐 아니라 사회활동 참여 격려, 심
리적 중재를 포괄하는 환경적 분위기 조성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칩거 예방과 중재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과 현장에서는 전
문인력 양성 및 교육, 칩거 예방과 중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대
한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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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제목 : 재가 노인의 칩거 측정 도구 개발
본 연구는 어르신들이 경험하시는 칩거를 이해하고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
하는 것입니다. 면담 중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연구자가 어르신께서 말씀하시
는 내용을 모두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합니다. 어르신께서 제공해주신
자료는 어르신들의 칩거 측정 도구 개발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연구
에 참여하는 분들의 비밀을 절대 보장할 것이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
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참여 도중 많이 불편하시거나 거부하실 경우
즉시 말씀하여 주시고 원하시면 언제든지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
합니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서명)
면담일자 : 20

년

월

일

본 연구는 2010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참여자 보호심사위원회의 승인
을 받았으며 S시시 중원구 보건소-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방문보건센터에서
자료 수집을 허락받았습니다.

연구자 :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과정 박언아
연구자 연락처 : 010-3999-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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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협조 기관 자료수집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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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참여자 보호 심의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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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심층면담질문지

처음 질문 : 어르신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십니까?
- 어르신은 식사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 바깥에 외출을 하십니까? 외출을 못하신다면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 평소에 가족들과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 평소 친구들과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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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참여자 도구 평가 연구참여동의서

<연구참여동의서>
연구제목 : 재가 노인의 칩거 측정도구 개발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
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재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칩거 여부를 파악하여 어
르신께 적합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한 도구개발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설문지는 어르신께서 평소 경험하시는 외출과 일상생활수행 정도, 생각
등을 확인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설문지를 작성하시는데 10~15분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연구로 인한 불편감은 없을 것입니다. 설문지 작성도중 어
르신의 의사대로 언제든지 중단하실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연구자료로만 사
용될 것입니다.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명 : __________________(서명)

날짜 : _______년 _____월_____일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참여자 보호 심사위원회 및 S시시 방
문보건센터의 자료수집승인을 받았습니다.
성명 : 박언아
연락처 : 010-3999-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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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 취약계층 재가 노인 칩거 측정도구 초기문항
차원

속성
지출에 대한
부담

환경

지표

번호

외출에 드는
비용부담

1

외출할 때 드는 비용이 부담된다

2

날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외출한다

3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

통증 정도

4

불편한 증상(통증, 저림 등)이 지속되어
힘들다

기억력 저하 정도

5

기억력이 작년에 비해 더 나빠졌다

6

일상 생활하기가 어렵다
(예: 옷벗고 입기, 세수, 양치질, 목욕,
식사, 체위변경, 일어나앉기, 옮겨 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사용, 대소변
조절(요실금 포함)

도구적
일상생활수행정도

7

도구를 사용하는 일상생활이 어렵다
(예:몸단장,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
금전관리, 교통수단이용,
전화사용,약챙겨먹기)

외출빈도

8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 외출한다

기능의 독립성

9

외출하고 싶을 때 혼자 나가기 힘들다

일상생활범위

하루의 대부분을 집과 집주변에 있다
10 (집주변은 나가서 대문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거리)

규칙적 식사 여부

11 평소 하루 세끼 식사를 잘 챙겨먹는다

흡연

12 평소에 담배를 피운다

운동실천

13 평소에 운동을 한다

낙상경험

14 잘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는 편이다

낙상두려움

15

계절과 날씨의
거동을제한하 영향
는 환경
교통이용의
불편성
통증과
조절되지
않는
증상으로
불편함

일상생활
수행정도

기능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음

불건강한
생활습관

낙상두려움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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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가
크다

차원

속성

소극적
상호교류

지표

번호

문항

가족들과
접촉정도

16

가족과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만나거나 연락하고 지낸다

친인척들과 접촉
정도

17

집안에 대소가 있거나 명절 때
친(인)척들과 만나거나 연락을 한다

타인과 어울림

18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싫다

친한
친구(이웃)과의
접촉 정도

19

사회활동 참여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 (*경로당, 복지관, 종교기관, 봉사활동,
동창회)

교류를 목적하는
외출

21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기 싫다

친한 친구와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만나거나 연락하고 지낸다

22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불편하다
타인의 시선의식
심리사
회 고독감
무력감

고독감

무력감

바깥에 나가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것이다

지지받을 곳 없음

24 이 세상은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의미없음(공허감)

25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

흥미없음

26 사는 것이 재미없다

좌절

27 사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다

불안

28 이유 없이 불안하다

수치스러움

29 바깥에 다니기 창피하다

삶에대한 희망과
기대

30

자기비하

31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적응유연성저 편안함
하
우울함
무력감

23

이전의 모습과
다른 나

적응유연성
내향성
저하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기대나 계획은
무의미하다

32 오히려 집에 있을 때 편안하다
33 우울하다
34 이전의 모습과 다른 내가 싫다
35 성격이 내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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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 취약계층 재가 노인 칩거 측정도구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정 결과
차원

환경

속성

지표

번호

문항

CVI

비고

지출에
외출에 드는
대한 부담 비용

1

외출할 때 드는 비용이
부담된다

0.8

계절과 날씨

2

날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외출한다

1.0

교통이용의
불편함

3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

0.8

수정:대중교통에
서 버스나 지하철
예를 듬

불편한 증상
지속

4

불편한 증상(통증, 저림 등)이
지속되어 힘들다

0.8

수정: 구체적으로
Table현

기억력 저하

5

기억력이 작년에 비해 더
나빠졌다

0.8

수정 :
나빠졌다에서
떨어졌다 로 수정

6

일상 생활하기가 어렵다
(예: 옷벗고 입기, 세수, 양치질,
목욕, 식사, 체위변경,
1.0
일어나앉기, 옮겨 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사용,
대소변 조절(요실금 포함)

7

도구를 사용하는 일상생활이
어렵다
(예:몸단장, 집안일, 식사준비, 1.0
빨래, 금전관리, 교통수단이용,
전화사용,약챙겨먹기)

외출제한

8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
외출한다

1.0

기능의 자율성
저하

9

외출하고 싶을 때 혼자 나가기
힘들다

0.8

10

하루의 대부분을 집과
집주변에 있다
(집주변은 나가서 대문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거리)

거동을제
한하는
환경

통증과
조절되지
않는
증상으로
불편함

일상생활
부분적 제한

도구적
일상생활
내 뜻대로
부분적 제한
움직일 수
없음

기능

집과 그 주변에
머뭄

0.9

수정: 하루의
대부분을 집과
집주변에서
보낸다

영양

11

평소 하루 세끼 식사를 잘
챙겨먹는다

0.6

삭제
:일반노인들이
세끼다 챙겨먹지
않는 경우 많음.
오히려 규칙적
식사가 적합

흡연

12

평소에 담배를 피운다

0.6

삭제

운동

13

평소에 운동을 한다

0.7

삭제:노인들은
걷기가 대부분임

낙상경험

14

잘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는 편이다

0.8

수정:구체적으로
표현

낙상두려움

15

넘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가 크다

1.0

불건강한
생활습관

낙상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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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속성

소극적
상호교류

심리
사회
고독감

지표

번호

가족들과 교류

16

-가족의 접촉
빈도

17

타인과 어울림
친한
친구(이웃)과의
접촉 빈도

18

사회활동 참여

20

교류를
목적하는 외출
타인의
시선의식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기
지지받을 곳
없음
의미없음(공허
감)
흥미없음
좌절
불안
수치스러움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
자기비하

19

21
22
23
24

문항

CVI

가족과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0.8
만나거나 연락하고 지낸다
집안에 대소가 있거나 명절 때
친(인)척들과 만나거나 연락을
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싫다
친한 친구(이웃)와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만나거나
연락하고 지낸다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경로당, 복지관, 종교기관,
봉사활동, 동창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기 싫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불편하다
바깥에 나가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것이다
이 세상은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0.9
0.9

1.0
1.0
1.0
0.4

1.0

26
27
28
29

1.0
1.0
1.0
1.0

31

사는 것이 재미없다
사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다
이유 없이 불안하다
바깥에 다니기 창피하다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기대나 계획은 무의미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편안함

32

오히려 집에 있을 때 편안하다

0.8

우울함

33

우울하다

1.0

무력감

이전의 모습과
다른 나

34

이전의 모습과 다른 내가 싫다

1.0

적응유연
성 저하

내향성

35

성격이 내향적이다

0.8

무력감

적응유연
성 저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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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0.8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

고독감

수정:떨어져
사는 가족과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만나거나
연락하고 지낸다

1.0

25

무력감

비고

1.0
1.0
수정 :집밖보다
집에 있을 때
편안하다
수정: 젊을 때
모습과 달라진
모습이 싫다
수정:
내성적이다

부록 8 . 취약계층 재가 노인 칩거 측정 도구 예비문항
전혀
아니다
0

문 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외출한다
외출하고 싶을 때 혼자 나가기 힘들다
통증 같은 불편한 증상이 계속 있어 불편하다
하루의 대부분을 집과 집 주변에서 보낸다
* 집주변은 나가서 대문이 보이는 거리
넘어져서 다친 적이 있다
넘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가 크다
기억력이 작년에 비해 떨어졌다
일상 생활하기가 어렵다
(예: 옷벗고 입기, 세수, 양치질, 목욕, 식사, 체위변경,
일어나앉기, 옮겨 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사용,
대소변 조절(요실금 포함)
도구를 사용하는 일상생활이 어렵다
(예:몸단장,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 금전관리, 물건, 전
화사용,약챙겨먹기)
성격이 내성적이다
오히려 집에 있을 때 편안하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싫다
떨어져 사는 가족과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만나거나
연락하고 지낸다.
친한 친구(이웃)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거나
연락하고 지낸다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경로당, 복지관, 종교기관, 봉사활동, 동창회
집안에 대소사가 있거나 명절 때 친(인)척들과 만나거나
연락을 한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기 싫다
바깥에 다니기 창피하다
이 세상은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
사는 것이 재미없다
이유 없이 불안하다
사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다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기대나 계획은 무의미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불편하다
우울하다
젊었을 때 모습과 달라진 내 모습이 싫다
날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외출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
외출할 때 드는 비용이 부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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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그렇다
1

상당히
그렇다
2

매우
그렇다
3

부록 9. 취약계층 재가노인 칩거 측정 도구 평가 설문지

1. 일반적 특성
1. 연령 : 만

세(

년생)

2. 성 : ① 남자

② 여자

3. (교육수준) 어르신의 교육연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

)년

4. 참여자의 거주지 유형은?
① 도시 ② 농촌

③ 어촌

④ 산간지역

5. (결혼상태) 어르신의 결혼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유배우(동거포함)

② 사별

⑤ 미혼

⑥기타 (

③ 이혼

④ 별거

)

6. (동거가족 수) 어르신의 현재 동거가족은 몇 명입니까?
본인을 제외한 (

)명

7. 동거가족은 누구입니까? 있는 경우 모두 표시(√) 하세요
① 배우자

② 아들(며느리 포함)

③ 딸(사위포함)

④ 손자녀

⑤ 친척

⑥ 지인

⑦ 기타 (

)

8. 어르신은 어느 정도 바깥 외출을 하십니까?
① 거의/전혀 외출하지 않음

② 월1~3회

③ 주1회 이상

* 외출은 일, 물건사기, 산책 등을 포함하며 부축을 받아서 외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쓰레기 버리기, 복지관 식사서비스를 위해 집밖에 나가는 것은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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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언제부터였습니까? (

)

* 8번 문항에서 ①②에 응답한 경우 작성

10. 외출을 거의 하지 않게 된 주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참여자의 언어로
적어주세요
(

)

* 8번 문항에서 ①②에 응답한 경우 작성
* 예: 못 걸으니까, 나가기 귀찮아서, 요실금 때문에, 힘이 없어서, 아프니까, 집에있는게
편해서, 늙었다고 쳐다보는 게 싫어서 등

11. 어르신의 의료보장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의료급여

② 건강보험

③ 미가입

④ 모름

12. 어르신의 생활수준은?
① 기초생활수급권자

②차상위

③일반

④ 모름

13. (직업) 어르신은 현재 직업이 있으십니까?
①예(

)

② 아니오

13_1. ①에 응답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 취로사업, 노노케어, 가내부업 등

14. 어르신은 과거 최장기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② 판매, 서비스직

③ 생산직

④ 농어업

⑤ 무직

⑥ 단순노무직

⑦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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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어르신 가정의 수입원은 누구입니까 ? 있는 대로 모두 표시(√) 해 주세요
① 본인

②배우자

③ 자녀

⑤정부(보조)

⑥후원자

⑦기타 (

④친(인)척
)

16. 어르신의 주택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① 배우자 소유

② 본인 소유

③ 자녀 소유

④ 지인 소유

⑤ 전/월세

⑥ 기타 (

)

17. (질환) 어르신께서 현재 앓고 계시는 만성질환은 무엇입니까? 있는 대
로 표시(√) 해 주세요
① 고혈압

② 당뇨

③ 고지혈증

④ 관절염

⑤ 심혈관질환(심근경색증/협심증)

⑥ 뇌혈관질환(뇌경색/뇌출혈)

⑦ 폐질환

⑨ 우울증

⑧ 요실금

⑩ 인지기능장애(기억력장애/경증치매/치매)

⑪빈혈

⑫기타 (

)

18. (복용약물 수) 어르신이 지난 7일 동안 평균적으로 하루에 복용하고 있
는 약물의 개수는 몇 개 입니까? (

)

* 의약품(처방약, 일반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 구별하되 의약품만 기재

19. (자녀 수) 현재 살아있는 어르신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 (

)

20. 어르신과 가장 가까운 자녀*와의 근접성은?
① 동거

② 근거리(같은 시/군)

③ 원거리(다른 시/군)

④ 해당없음

* 출생서열과 관계없이 참여자가 가장 의지하고 친밀하게 느끼는 자녀

21. 어르신과 떨어져 사는 자녀와 얼마나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십니까 ?
* 생존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

① 거의/전혀 없음 ② 월1~3회 ③ 주1회 이상 ④거의매일 ⑤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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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어르신은 친한 친구(이웃)가 몇 명입니까? (

)

23. 어르신은 친한 친구(이웃)와 얼마나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십니까?
① 거의/전혀 없음

② 월1~3회

④ 거의매일

⑤ 해당없음

③ 주1회 이상

24. 어르신은 친(인)척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십니까?
① 거의/전혀 없음

② 월1~3회

④ 거의매일

⑤ 해당없음

③ 주1회 이상

25. 어르신은 경로당이나 노인회관(복지관)에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① 거의/전혀 없음

② 월1~3회

④ 거의매일

⑤ 해당없음

③ 주1회 이상

26. 어르신이 현재 사시는 곳의 주거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가구주택(다세대)

⑤ 영업용 건물 내 주택

⑥ 기타 (

27. 집안이나 출입구에 계단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8. 집 출입구(대문)에 문턱이 있습니까?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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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

)

2. 칩거 측정도구
※ 현재 귀하의 생활과 생각에 대한 문항입니다, 가장 적절한 번호에 답해
주세요
전혀
약간
아니다 그렇다
0
1

문 항
1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외출한다

2

외출하고 싶을 때 혼자 나가기 힘들다

3

통증 같은 불편한 증상이 계속 있어 불편하다

4

하루의 대부분을 집과 집 주변*에서 보낸다
(*집주변은 나가서 대문이 보이는 거리)

5

넘어져서 다친 적이 있다

6

넘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가 크다

7

기억력이 작년에 비해 떨어졌다

8

9

일상 생활하기가 어렵다
(예: 옷벗고 입기, 세수, 양치질, 목욕, 식사, 체위변
경, 일어나앉기, 옮겨 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
실사용, 대소변 조절(요실금 포함)
도구를 사용하는 일상생활이 어렵다
(예:몸단장,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 금전관리, 물
건, 전화사용,약챙겨먹기)

10 성격이 내성적이다
11 오히려 집에 있을 때 편안하다
12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싫다
13

떨어져 사는 가족과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만나
거나 연락하고 지낸다.

14

친한 친구(이웃)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거
나 연락하고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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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그렇다
2

매우
그렇다
3

전혀
약간
아니다 그렇다
0
1

문 항

15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경로당, 복지관, 종교기관, 봉사활동, 동창회)

16

집안에 대소사가 있거나 명절 때 친(인)척들과 만나
거나 연락을 한다

17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기 싫다
18 바깥에 다니기 창피하다
19 이 세상은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20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
21 사는 것이 재미없다
22 이유 없이 불안하다
23 사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다
24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기대나 계획은 무의미하
다

25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26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불편하다
27 우울하다
28 젊었을 때 모습과 달라진 내 모습이 싫다
29 날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외출한다
30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
31 외출할 때 드는 비용이 부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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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그렇다
2

매우
그렇다
3

부록 10. 현장 연구 : 참여자 면담내용 요약

<외출빈도가 낮은 경우>

참여자 1
면담당시 88세로 1남 4녀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현재 막내 아들 가족과 함
께 살고 있다. 10여년전 며느리가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 할머니는 본
인이 아플 때 며느리가 집을 나가 더 괴로워했으며 이후 가사일을 도맡아
하였다. 일년전 허리를 다친 이후 입원치료를 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주택
옥상에서 왔다갔다 움직일 정도였으나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손목 골절
을 겪은 후 몸이 많이 쇠약해져 바깥 출입이 거의 불가능하다. 주보호자는
대학생인 손자와 초등학생인 손녀가 맡고 있으며 교회에서 심방을 하거나
음식을 가져다 주는 정도의 이웃의 도움을 받고 있다. 할머니와 면담하던
중 몹시 힘들어 하여 더 이상의 면담이 불가능하여 30분만에 중단하였다

참여자 2
면담 당시 80세로 8년 전 성당에서 화분을 옮기다가 허리 골절로 부상당한
뒤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에서 태어나 결혼하여 서울에
서 생활하다가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병으로 사망한 후 두딸을 키우기
위해 기차를 타고 다니며 메이라스 장사를 하는 등 고생하였다. 둘째딸이
학교 운동장에서 쓰러져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눈과
귀가 멀어 2 년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 큰딸은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척들의 소개로 재미교포와 결혼하여 미국에서 살고 있다. 딸은 엄마가 거
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이 않좋다는 것을 모르며 주변 이웃들이 딸에게
연락하자고 해도 딸에게 알려지는 것을 싫어한다. 현재는 매우 쇠약하며 특
히 구강건강이 좋지 못해 음식을 제대로 섭취할 수 없다. 허리골절, 고혈압,
손끝 갈라짐, 영양 부족이 있고 수면장애로 수면제를 매일 소량씩 복용하고
있다. 하루종일 의자에 묶여 있고 요실금이 있고 거동이 불편하여 화장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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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거실에 항상 앉아있다. 평소 담배를 취미삼아 피우고 커피를 하루
한잔씩 마신다. 힘들게 하루 하루를 버티고 있으며 혼자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못한다. 성당에서 신부님과 성도들이 방문하여 위로하고 요양보호사
가 주 중에 방문하여 식사와 빨래, 청소 등을 도와주고 있다. 본인은 지금의
상황이 지옥을 경험한 것같이 고통스러워 죽음으로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
겠다고 한다.
*상기 참여자는 면담 후 1달 뒤 건강상태 악화로 숨지셨다.

참여자 3
평안북도에서 태어나 8.15해방을 맞이하여 남한으로 내려와 결혼하여 정착
하였다. 슬하에 2남 1녀의 자녀를 두었으나 첫째 아들은 오래전 남편이 데
리고 외출하다 실종되었고 10여년 전에 둘째 아들과 딸을 1년도 채 안되는
간격을 두고 보내야했다(사망하였다). 남편은 결혼생활동안 지속적으로 바
람을 피워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했고 대상자가 가계를 꾸려나갔다. 남편
의 사망, 세자녀의 실종 및 사망으로 인생의 낙이 없고 극도의 슬픔을 경험
하였다. 얼마전 마늘 까는 일을 하다가 대퇴골 부분에 골절을 입어 통증이
심하고 움직이는 것이 힘들었으나 1번째 면담 후 수술하여 현재는 집에서
조금씩 움직인다. 한 동네에 오랫동안 거주하여 본인이 찾아가지 않아도 사
람들의 방문이 잦고 가사도우미가 주1회 방문하여 청소와 빨래를 도와준
다.

참여자 4
젊어서 한번의 결혼과 이혼 이후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아왔다. 아버지는 여
러 명의 아내를 두었고 이로 인해 대상자는 결혼생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아버지와 이혼 후 친정어머니와 함께 단칸방에서 살면서 오
락실을 운영하게 되고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 후 혼자서 생활하고 있다.
현재는 이전의 오락실에서 일했던 A씨의 집에서 방한칸을 얻어 생활하고
있으며 최근 A가 심장마비로 사망 후 그 아들 B씨와 함께 한집에서 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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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인 소유의 집이 없어 당분간 상황이 허락될 때 까지 B씨와 함께 살기
로 했다. 평소 날씨가 허락된다면 불규칙적으로 주 1회 정도 성당을 방문하
나 그곳에서 적극적인 교류는 없으며 타인과의 교류를 부담스러워한다. 현
재는 함께 살고 있는 B씨와 조금씩 대화하고 서로 도우며 지내고 있다.

참여자 5
1남 4녀를 두었으며 32세때 배우자가 사망하였다. 이후 시부모님들과 어린
자식들을 키우며 고생하였고 본인도 고생한 것이 징그럽다고 한다. 십여년
전 아들가족과 함께 살기위해 시골에서 정리하고 S시로 올라와 함께 살다
가 아들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며느리와 따로 살기 시작했다. 현재 거주하
고 있는 집은 방한칸에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며 거실과 부엌은 한평남짓 하
게 나눠서 배치되어 있고 좁은 통로를 지나면 철문이 있다. 주택에 딸린 작
은 방에서 산다. 오전에 일어나 거의 혼자 지내며 주2회씩 방문하는 도우미
가 식사준비를 도우며 월1회씩 막내딸이 데리고 가 목욕시키고 하루밤 딸
과 같이 지낸다. 얼굴이 몹시 창백하고 손발이 차갑고 구강상태는 틀니가
맞지 않아 음식을 씹을 수 없고 입안 점막이 헌 상태이다. 허리가 아파서 바
로 앉지 못하고 두 팔로 상체를 지탱하며 걷는 것이 힘들고 걸을 때 허리가
굽어져 있다. 얼마 전 부터 대변에 피가 섞여 나와 딸과 함께 병원에 갔으나
큰 병원 진료 권유받고 비용부담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1년동안
매우 아파 꼼짝도 못했다고 하고 주변 이웃들과의 교류는 거의 없다. 본인
이 힘이 없고 아파서 바깥 출입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못
한다고 한다

참여자 6
전남 무안에서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서울 봉천동에 잠시 거주하다가 강제
철거로 40여년 전 S시에 가족들과 함께 이주하였다. 이주 후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개발지역의 공사현장을 다니며 돈을 벌어 가정을 이끌어갔다. 사
고로 몸이 불편한 큰 아들과 함께 살고 작은 아들 내외가 위층에 살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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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7년전 부터 골다공증을 앓고 통증으로 고생하다가 질병을 앓은 지 6
년만에 골다공증 수술을 시행해 통증이 완화되었다. 집앞 5m 정도 거리에
바로 앞에 경로당이 있어 가끔 방문하여 새로 들어온 노인들을 가르쳐 주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겨울을 제외하고 동네근처의 식물원을 다니
며 운동을 통해 자기관리를 한다. 그러나 많이 추운 겨울에는 식물원에 가
지 않는다. 아침 식사는 잘 하지 않으며 아침과 저녁식사만 한다. 약값이나
병원가는 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하나 생활에의 어려움은 호소하지 않고 자
기 소유의 집이 있다.

참여자 7
6년 전 파킨슨 질환을 진단받았고 당뇨도 있다. 평소 밖에는 잘 나가지 않
으며 주로 아래층에 사는 딸집에 내려와 지내며 이곳에 주변 이웃 사람들이
자주 방문한다.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며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기 힘들다.
현재 큰 딸내외와 다세대주택에서 아래 위층으로 살고 있으며 약값을 딸이
대어준다. 출가한 자녀들의 생활도 넉넉치 않아 자녀들에게 도와달라는 이
야기를 할 수 없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고 하며 자신의 남은 생에 대한 애착이
없다고 한다. 당뇨가 있음에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국수와 짠 음식을 섭
취하고 있다. 딸이 새 남편과 사는데 사위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소원한
관계이다. 며칠전 집 현관으로 도둑이 들어올 뻔 했던 일을 이야기하며 집
주변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낀다.
*상기 참여자는 면담한지 약 6개월 후 건강상태악화로 숨지셨다.

참여자 8
천식으로 인해 호흡이 원활하지 않아 외출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최
근 2~3개월전부터 성당에 다님으로써 주1회 정도 비교적 먼 거리를 외출
하며 평소에는 집아래에 있는 악세서리 수공업하는 부부가 일하는 곳에 가
서 앉아 있다가 오곤 했다. 젊을 때와 달리 현재는 바깥 외출을 피하며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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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람들은 좋아하나 다니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였다. 친정은 부유한 편이
라 배우자가 일찍 사망했으나 식당업을 운영하며 자녀들을 키웠다. 막내딸
의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며 살았으나 딸의 가정형편이 어려워 공적부
조를 받기 위해 독립하여 혼자 살고 있다. 딸 가정에서 나오면서 많이 외로
워 하며 무섭고 사람이 그립다고 하였다. 경제적으로 공적부조와 딸들이 조
금씩 주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두번째 방문시 손녀가 한명 와 있어서
덜 외롭고 위안이 된다고 하였다. 평소 매일 가던 아래층 가게 주인들이 다
른 곳으로 이사를 떠나자 갈 곳이 없어 주로 집에만 있으면서 창문을 쳐다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참여자 9
젊은 시절 여러 여자와 동거생활을 했으나 2년전 마지막 부인이 간경화로
사망한 뒤 혼자 살고 있다. 지나친 음주로 당뇨가 있어 1개월마다 한번씩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중이다. 방한개짜리 집에서 10여
간 지내고 있으며 더위와 추위에 열악한 상황에 있다. 형제들간에 재산 문
제로 마음이 상한 상태로 지내며 서로 연락은 잘 하지 않고 있다. 이웃이 준
강아지 2마리를 키우며 동네 아이들에게 가끔 용돈을 준다. 날씨가 열악한
경우 주변 환경이 좋지 못하여 바깥 출입을 하는 것이 어렵다. 날씨가 좋으
면 주변에 있는 무료 기계 마사지를 받으러간다.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생활
비를 받고 기초노령연금도 받아 생활한다. 은행볼일보기, 간단한 빨래, 밥
하기 등은 본인이 하며 도우미의 도움을 일부 받는다.

참여자 10
어릴 적 농사일과 집안일이 힘들어 가출하여 서울 등지에 살다가 지금의 남
편의 만나 결혼하였다. 슬하에 자녀는 아들 1명이다. 주중 외출은 거의 하
지 않으며 자신이 못나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고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나가고 싶지 않다고 한다. 아픈 이후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교류가 줄어들었으며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환자취급을 받는 것이 싫다.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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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친구들이 없고 주변 이웃들과의 교류도 없다. 남편이 상해군인으로 장애
인 등록을 해서 연금을 받고 있으며 약값에 대한 부담은 있으나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며 남편이 가정에서의 역할 중 많은 부분을 도맡아 하고
집안일에 부분적으로 주1~2회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받고 있다.

참여자 11
북한에서 태어나 해방 후 가족이 전부 남한에 내려와 정착하였다.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와 만났고 슬하에 3남매를 두었다. 젊어서부터 미군부
대에서 나온 폐품을 수리하여 내다파는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넉넉치 못
한 생활을 계속했고 부인이 집안의 경제생활을 이끌어 왔다. 약30여년 전에
뇌줄종으로 쓰러지고 2년후 재발하였다. 오래전부터 알코올중독과 정신질
환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화가 원활하지 않다. 면담하기 1년 반 전 낙
상으로 대퇴골 손상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허리통증으로 현재 혼자서 눕고
앉는데 어려움이 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며 매일 아내와
함께 복지관에 점심식사를 위해 가며 그외 시간에는 집안에서 왔다갔다하
면서 혼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친구가 없으며 평소에 말이 없는 편이다.
집에서는 이동능력에 문제가 없으나 외출을 잘 하지 않는다

참여자 12
일제식민지 때 공출을 피하기 위해 부모님의 강요로 15세때 결혼했다. 그러
나 남편이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가고 소식이 끊긴 뒤 딸하나를 낳아 키우다
생활고에 지쳐 다른 집의 양녀로 보냈다. 이후 사는 것이 막막하여 다른 사
람과 재혼을 했으나 결혼생활이 오래지 않아 헤어지게 된다. 재혼한 남편과
의 사이에 딸을 낳았고, 이후 한약방을 하는 주인의 집에 40여년간 식모살
이를 하였다. 집주인이 사망하고 집의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여 대상자는 방
한칸을 얻어서 현재의 집에 살게 되었다. 대상자는 주인집에서 40여년간 살
림을 살아줬지만 나올 때 돈한푼 받지 못하고 나왔음을 억울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와 하고 있다. 한편 양녀로 보냈던 첫째 딸과는 재회
- 135 -

하여 간간히 연락하고, 둘째 딸은 미용사로 개업하여 대상자의 생활비를 일
부 도와주고 있다. 대상자는 둘째 딸의 마음에 늘 고마워한다. 평소에 바깥
외출은 잘하지 않으나 주변 이웃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난방이 잘 되는
참여자의 집을 방문하며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2~3m 앞집 할머니의 집을
가끔 방문하고 있으며 여가시간에는 흡연을 하고 그것을 낙으로 삼고 있다.

참여자 13
현재 당뇨를 앓고 있으며 신장질환이 있다. 40여년전 남편이 증권투자를 했
다가 가산을 탕진하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대상자는 토스트장사, 기계공
장, 청소용역 등 다양한 경제생활을 하였다. 남편과는 사별하였으며 두 아
들 중 큰 아들은 공장을 차렸으나 10년전 부도를 맞아 회사에 취직해 빚을
갚고 있고 둘째 아들은 충수돌기암으로 4년동안 치료받다가 호스피스병동
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아들의 죽음으로 대상자는 극도의 슬픔을 경험하였
고 몸도 많이 쇠약해졌다. 본인소유의 집이 있으나 빚이 많아 부담을 느끼
고 현재 전세로 얻은 집에서 혼자서 생활한다. 하루일과는 오전에 일어나
시간당 9천원의 일당을 받는 취로사업을 하고 복지관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손자를 봐 주거나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본인의 건강
이 좋지 않아 전반적으로 힘이 없고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돈도 없다고
한다. 공적부조는 기초생활수급권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26만원의
연금과 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으로 생활하며 자식들로부터 받는 경제적 도
움은 없다. 둘째 아들의 손자는 희귀성난치병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
상자는 자신이 아무 도움을 줄 수 없음에 괴로와하고 있다.

참여자 14
면담당시 73세 할머니로 젊을 때부터 근육병을 진단받고 15년전부터 혼자
서는 바깥출입이 불가능하다. 군산에서 서울 창신동으로 이사했다가 창신
동이 재개발되면서 S시로 정착하게 되었다. 남편은 생선가게 등을 하다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자 비관하여 계속 술을 마시고 폭행을 일삼다가 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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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죽었다. 아들 삼형제를 힘들게 키웠고 결혼을 시켰다. 큰 아들은 본인
과 동일한 근육병을 진단받게 되어 택시회사에서 실직하게 되었고 며느리
가 단란주점을 18년째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할머니의 집에서
큰 아들 내외와 손주가 함께 살다가 본인이 가장 의지하던 손주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다. 할머니는 군대간 손주와 일주일에 한번씩 통화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 바퀴 달린 납작 의자에 의지해서 움직이고 줄을 잡고 누웠
다 일어난다. 식사는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 하고 혼자서 식사하는 것도 힘
들다. 최근에는 머리 뒷부분이 자주 아프고 입술이 저린감이 있어 본인이
중풍이 아닌지 걱정되나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고 청심환을 가끔 복용하고
있다. 움직임의 제한으로 행동범위가 집안에 머무르고 밖에 외출할 때는 막
내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요
구하지 않는다.

<외출빈도가 높은 경우>

참여자 15
몇 년 전 배우자와 사별했지만 가족간의 지지체계가 매우 강하여 감정적 회
복이 빨랐다. 평소 사별한 배우자가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했으나 늘 함께
여행다니고 친목회도 함께 참석하였다. 인공관절 수술후 퇴원하고 3개월간
목발짚고 다니면서도 주위 친구들과 만나러 다닐 정도로 사회적 교류를 적
극적으로 하였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침대생활로 새로운 생활패턴으로 바
꾸고 주1 회의 일정한 주기로 정기적인 친목모임에 참석하며 매우 적극적
이고 모임이 친밀하며 서로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지지한다. 막내딸이 암
으로 투병중이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 일정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며 친
한 이들이 가까운 곳에 있어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를 고향처럼 여긴다. 대
상자의 거주지 주변의 환경이 좋다고 하며 지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상
호작용을 적극적으로 한다. 가족관계에 있어 아들가족과 함께 살면서 세대
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식들이 특히 함께 사는 아들이 든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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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지지가 되고 있다. 스스로가 가정에서의 역할을 찾으며 가족에게 부
모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양보하며 대상자의 의사결정을 가족들이
존중해주는 분위기이다. 예전에 비해 극단적 빈곤상태는 탈피한 상태이다.
자녀들이 가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적극적이다. 본인소유의 집이 있으
며 집현관의 입출입이 편하고 주변 환경이 안전하다. 긍정적 삶의 태도를
가지며 집안의 어르신의 생일을 챙기거나 가까운 친척들과 교류를 계속하
며 며느리와 딸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자녀들간 우애가 돈독하다. 가정에
서의 역할이 있으며 업무 분담이 되어있고 자녀에게 일정한 용돈을 받는다.
또한 본인 스스로도 오전에 취로사업에 참여하며 경제적 활동을 유지하고
복지관에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당뇨가 있어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
적으로 하고 체중감소를 위해 걷기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참여자 16
오래전 남편과 사별하고 1남 1녀의 자녀를 두었다. 식당업을 하며 자녀를
교육시켰고 자녀들은 본인의 자존심으로 여기고 있다. 아들 내외가 이혼하
면서 두 손녀가 자신에게 맡겨졌고 아들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생활을 위해 청소용역 업체에서 일했으나 얼마 전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잠시 일을 쉬고 있다. 평소에 봉사활동을 위해 자주
외출하며 매일 산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다. 생활비는 음악레슨을 하고 있는 딸로부터 도움을 받
으며 딸에게 많이 의지한다. 대상자의 일상생활행동범위는 매우 넓으며 주
3~4회 종교적 활동을 꾸준히 한다. 두 손녀의 보호자 역할이 부담스러우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러나 항상 긍정적으로 웃는 얼굴로 지내
며 구직활동을 계속 하고, 여가시간에는 교회와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프로
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삶에 대한 애착이 있으며 자신이 필요한 것이 있으
면 적극적으로 말하고 도움을 구하는 등 삶의 의지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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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7
11년전 고혈압, 심근경색증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현재까지 투약 복용중
에 있다. 다섯째 딸 출산 후 우울증 있고 남편의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충격
으로 정신과 약도 복용하고 있으며 본인이 증상을 잘 관리하고 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며 세대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며 매일 경로
당에 가서 일정시간을 보내고 주1회 종교활동을 위해 교회에 출석한다. 경
로당에서 다른 노인들이 타인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이 싫어 경로당에 나가
기 싫을 때도 있지만 같은 집에서 며느리와 오랫동안 함께 있는 것이 서로
에게 힘든 일이라 여겨 매일 경로당에 나간다. 남편과 사별 후 식당업을 하
거나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웠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경제적 어
려움을 덜 겪고 있고 자녀들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용돈을 받는다. 또한
본인이 오전에 취로사업에 참여하여 용돈을 벌고 있다

참여자 18
혼자 살고 있으며 두 딸은 출가하여 서울에 살고 있다. 20년 전 남편과 사별
하였고 10년전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1년간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아들의 사망 후 극도의 스트레스와 슬픔을 경험
하며 뇌졸중이 발병했고 이후 임파선암으로 수술하였다. 자신이 과거에 의
용소방수로 국가를 위해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이 크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 집에서 애완용 닭을 키우고 많은 화초들을
가꾸고 작은 화초들을 이웃에게 나눠준다. 집에 과거의 사진들이 벽 한쪽에
빽빽히 붙여져 있고 주간보호센터에서 만든 많은 작품들을 진열해놓았다.
현재 일상생활하는 것에 문제는 없으며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걷는 것에는
약간의 불편감이 있다. 주간보호센터에 나가서 취미 생활을 하며 자녀들과
는 전화로 자주 통화를 한다. 자녀들에게 일정한 용돈을 받고 약간의 공적
부조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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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9
정부지원으로 허리디스크 수술과 틀니를 하였고 부작용이 있어 계속적으로
보건소에 의뢰하여 추후 관리를 받게 되었다. 요즘은 허리통증으로 주 3회
수영과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여 건강이 향상되었고 허리 통증도 완화되었
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며 결혼생활에 매우 만족
하고 있다. 노인대학과 복지관에 꾸준히 다녔으나 노인대학에 남자 노인이
거의 없어 남자노인을 위한 과정이 없어졌다. 동네 통장으로 32년간 일할
정도 매우 활발한 성격을 지녔으며 전부인의 당뇨 합병증으로 모아둔 재산
을 다 써버리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교육을 그나마 많이 시켜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자식에 대한 기대를 접
고 현재 살고 있는 배우자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고 있다

참여자 20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어릴 때 조부모와 부모님을 따라 중국 하얼빈의 농촌
마을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가한 어머니와 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자신은 가족을 위해 학업도 포기하면서 집안일을 도
와 오빠와 동생들을 뒷바라지 하였다. 20세경 그곳에서 같은 조선족 사람을
만나 결혼하여 2남 1녀의 자녀를 두었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남편의 붙같고 맞지 않는 성격으로 평소 결혼생활에 만족감이 없었으며 자
녀들과도 친밀감이 낮은 편이다. 7년전 꿈에 그리던 한국에 올 일이 있어
남편과 왔다가 본인은 정착하고 남편은 아들내외와 함께 중국에 살고 있다.
남편과 떨어져 혼자 살지만 마음 편한 생활을 한다고 말한다. 두평남짓한
방에서 생활하며 근처에 복지관이 있어 목욕과 빨래 등 많은 부분은 해결하
며 공적부조와 복지관 점심식사, 반찬 배달서비스를 받고, 과거에 비해 현
재의 삶을 만족스러워 한다

참여자 21
3년 전 위암수술을 받고 매일 스스로 걷기와 자전거 타기 운동 등으로 체력
- 140 -

적으로 많이 회복되었다. 건축기술이 있어 간혹 파트타임 일을 하며 그 일
에 보람을 느낀다. 아들내외가 빚으로 이혼을 하고 그때 맡겨진 손주와 부
인이 함께 산다. 부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병원에 갈 때 동행하고 손
주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등 가족내에서의 역할이 있다. 주기적으로 가족모
임을 가지며 라디오 청취와 독서로 여가시간을 보낸다. 간혹 친구들을 만나
서 상호교류하며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술을 자제하고 술자리에서 친
구들에게 도움을 구한다. 노모를 여동생이 모시고 있어 자신의 역할을 제대
로 못하는 것 같아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참여자 22
50년 전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이혼한 뒤 친정어머니와 살다가 친정어머니
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있다. 자신이 배우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한이 된
다고 한다. 만성질환으로 갑상선암, 빈혈, 비염 등이 있으며 갑상선암은 수
술하고 약물복용을 계속 하고 있다. 바깥 외출을 거의 매일 하면서 활기찬
생활을 하지만 혼자 집에 있을 때는 착잡함을 느낀다. 독거로 살면서 가까
운 거리에 사는 질녀로부터 아플 때 간호를 받고 있다. 가족이 없어 자신이
외톨이라고 여겨진다.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
고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주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획득
하고 이용한다. 이동능력에 제한이 없으나 몸이 많이 아플 때는 빨리 편안
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러나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
로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매일 외출을
한다

참여자 23
면담 당시 전년도에 배우자를 잃고 현재는 딸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다. 배
우자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며 배우자가 살아있었을 때 함께 다니며 보냈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긍정적인 기억들을 하고 있다. 수년전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하여 척추골절로 1년 정도 병원생활을 했으며 그 이후로 걸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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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이 있으나 방수공사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슬하에 2남2녀의 자
녀를 두었는데 아들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대상자가 함께 살고 있는
누나 집에서 간간히 가족 식사 겸 모임을 가진다. 딸과 살면서 불만이 있으
나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라 이야기 하지 않고 참으며 바깥 외출을 통하여
감정을 해소한다. 학교 운동장을 돌면서 걷기 운동을 하며 복지관에 매일
나가서 점심식사 서비스를 받고 친구들과 장기를 둔다. 현재 당뇨를 앓고
있으나 정상범위로 유지되고 허리 통증으로 걸을 때 불편감이 있고 이동능
력에 제한이 있으나 보조기구를 사용하면서 천천히 다닌다. 최근에 자신이
아끼던 조끼들을 딸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갖다 버린 일이 서운하고 속
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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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현장 연구 : 질적 내용 분석

<빈곤 요인>
연구 참여자들은 취약계층으로, 일반 노인에 비해 더 경제적 어려움을 경
험하고 있으며 칩거에 직간접적 요인이 될 수 있는 빈곤의 사회적, 가정적,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정책적 소외, 지출에 대한 부담, 빈곤의 대물림,
경제적 능력 결여 등의 속성을 도출하였으며 참여자의 삶의 맥락과 경험의
이해를 돕는다.

∙ 빈곤의 사회 요인 정책적 소외
강제이주, 구직의 어려움, 제도적 지원한계로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이 속
한 지역은 도시 개발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주거지역의 강제 철거에 이어
강제이주가 있었고, 천막생활을 하며 힘든 생활을 시작하였다. 또한 주변이
개발이 되지 않아 구직활동이 힘들었고 제도적 지원도 미비하여 힘들게 생
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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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의 가족 요인 : 빈곤의 대물림
결혼초기부터 가난했고, 경제활동에도 불구하고 형편은 나아지지 않아 지
속적인빈곤을 경험하였다. 사별과 이혼 등으로 일찍 홀로되어 생계를 책임
지고 의지하던 가족 구성원의 사망과 경제적 실패 등으로 참여자도 힘든 생
활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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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의 개인 요인 : 경제적 능력 결여
대체로 교육수준이 낮고 가난하게 시작하여 제한적인 경제활동에 종사하
였고,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다 쓰고 다른 사람에게 떼이는 등 돈관리 능력
의 부족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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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빈도가 낮은 경우>
외출빈도가 낮은 노인 14명으로부터 나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0개의
속성이 도출되었으며 지출에 대한 부담,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음, 통증과
조절 되지 않는 증상으로 불편함, 억울한 세상살이, 고독감, 무력감, 적응유
연성 저하, 충분하지 않은 도움의 손길, 소극적 상호교류, 거동을 제한하는
환경이 주제로 도출되었다.

∙ 지출에 대한 부담
참여자들은 일상생활 활동 중 외출에 드는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많
이 느끼고 있었다. 이 주제는 외출 빈도가 낮은 참여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현재의 경제적 상태에서 의료비용,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비,
외출에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포함된다

∙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음
참여자의 신체 기능 저하는 외출을 방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며 일
상생활과 도구적 일상생활에서 부분 혹은 완전 의존을 보이거나 이동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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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함을 나타내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통증,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움
직이지 못하게 되고, 누웠다 앉기, 목욕하기, 식사준비, 청소하기 등을 혼자
하기 힘들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낙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까운 거
리도 뜻대로 움직이기 어려워했다.

∙ 통증과 조절되지 않는 증상으로 불편함
참여자들은 해결되지 않는 통증이나 조절되지 않는 증상으로 바깥에 나가
기 힘들고 오히려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아픈 것이 고통스럽고 이것
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죽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통증과 조절되지
않는 증상은 만성질환, 만성통증, 진단받지 못한 만성 증상, 호흡곤란, 약물
부작용, 기억력 저하 등이 포함된다. 또한 운동하지 않음, 흡연, 불규칙한
식습관 등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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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세상살이
참여자들은 배우자나 자녀들의 갑작스럽고, 억울한 죽음으로 힘들고, 자식
과 가족을 위해 일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 했으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
대로 받지 못한 것이 억울하게 느껴졌다. 외출 빈도가 낮은 참여자들은 이
상황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면서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화가 남을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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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감
참여자들은 홀로 있음으로 고독감을 느끼고, 가족이나 이웃들 교류가 적
어 자신이 지지받을 곳이 없다고 느낀다. 외출빈도가 낮은 참여자에게 두드
러지며 이 주제는 지지받을 곳 없음, 자신이 병들고 아픈 것이 죄의 대가로
인식하고, 수치심, 슬픔과 불안을 느끼는 것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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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감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고 삶의 의미가 없다고 느끼며 삶의 희망이나 앞날에 대
한 특별한 기대가 없음, 이전과 다른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자신을 비하하는 모습을 경험한다.

∙ 적응의 유연성 저하
참여자들은 변화하는 삶의 과정에 적응해 가면서 현재의 자신의 상태와
환경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외출빈도가 낮은 참여자들은 신
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능동적인 적응보다 우울과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을 경험한다. 연령이 증가하고 아프면서 자신에게
에너지가 더 집중되고 성격의 경직성이 외출빈도가 낮은 참여자들에게서
잘 나타났다. 외부상황과 타인에 대한 반응을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 알코
올성 정신질환으로 인한 성격변화, 경로당이나 종교기관의 분위기 적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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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복지관에서 사람들이 밥을 먹기 위해 싸우고 밀치는 것을 보고 복
지관에 다시는 가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된다.

∙ 충분하지 않은 도움의 손길
참여자들은 가족이나 친척, 가까운 이웃, 지역사회 기관으로부터 일상생
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외출빈도가 낮은 참여자들은 가족구성원에게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기 어려
운 신체적 심리적 기능에 의존하고 용돈과 같은 최소한의 물질적 의존을 하
고 있다. 가족이 힘들 때는 참여자가 가족구성원에게 부담스런 존재이다.
친인척은 가족이 없을 경우 참여자에게 일시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서
로의 이해관계가 얽히면 관계가 소원해지고 단순 혈연관계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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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적 상호교류
참여자는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외부 교류를 하고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에 대해 별로 궁금해 하지 않았다. 외출하지 않을 때
집에서 주로 TV를 보거나 낮잠을 자면서 혼자만의 여가활동을 즐긴다. 소
극적 상호교류는 병원가기, 교회나 성당 나가기, 집근처 가게 가기, 이웃과
친구, 지인에 대한 무관심과 기피, 참여자 모두 여가활동으로 TV를 주로 시
청하는 것을 포함한다.

∙ 거동을 제한하는 환경
참여자가 집 내 ․ 외부 구조가 불편하면 집안에서도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
기 힘들고, 추울 때는 바깥의 노면 상태가 좋지 못하여 넘어질까봐 바깥 외
출을 할 수 없었다. 거동을 제한하는 환경은 집내 ․ 외 구조, 계절, 주변 노면
상태, 집주변 시설의 접근성이 열악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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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빈도가 높은 경우>
외출빈도가 높은 노인 9명을 면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출에 대한 부
담 감수, 내 뜻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음, 자발적인 건강관리, 활발한 성격
탓, 긍정적인 마음으로 버팀, 외로움, 적극적인 상호교류, 도움의 손길 속성
이 도출되었다.

∙ 지출에 대한 부담 감수
참여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고 지속적으로 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손자녀
의 양육,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현재의 경제적 상
태에서 의료비가 부담되고, 생활비부담에 대한 압박을 받을 때 마음이 힘듦
을 경험하나 이 상황을 감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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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뜻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음
참여자는 만성질환이나 불편한 증상이 있었지만 일상생활 수행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스스로 움직이고 수행할 수 있었고 외출
도 본인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 자발적인 건강관리
참여자는 만성질환, 골다공증, 우울증, 기억력저하 등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스스로 무리하지 않지 않고 처방된 약물을 복
용하면서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었다. 자발적인 건강관리는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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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증상관리와 수영, 자전거, 등산, 잡곡 식사 등 건강한 생활습관이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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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발한 성격 탓
참여자는 평소에 적극적이고 솔직하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변화에 대한 인
식과 반응이 빠르고 외출빈도가 높았다. 활발한 성격은 적극적인 성격과 변
화에 대한 인식과 반응이 빠른 것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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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인 마음으로 버팀
참여자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여겨지거나 우울, 불안을 경험하면서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나 긍정적인 마음, 일상에 감사함으
로써 의지적으로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버팀은 절대
자에 대한 믿음, 긍정적인 마음, 일상에 대한 감사함과 의지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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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움
참여자는 혼자 있음, 사별한 가족에 대한 죄책감, 슬픔, 불안 등을 느끼며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나쁘게 느껴질 때도 있다. 참여자들이 느끼는 외로움
은 사별한 남편과 죽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지지받을 곳 없음, 슬
픔, 불안 등을 포함한다.

- 159 -

∙ 적극적인 상호교류
참여자들은 사회활동참여로 이웃 경로당 노인에게 식사 준비, 교회가기,
동네 통장일 하기, 주간보호센터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주 외출을 했었고
집에 있을 때는 여가활동으로 TV 시청, 화투, 꽃가꾸기, 책읽기 등으로 자
신의 여가생활을 혼자서 즐겼다.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상호교류는 계모임,
교회 활동, 경로당 식사준비, 동네 일 하기, 주간보호센터참여, 여가활동 등
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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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인 도움 받기
참여자는 내게 필요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해서 해결하였다. 도움의 손길은 공적 부조, 주택개조, 수술비 지원, 복지
관 식사서비스 등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친구들과 서로 적
극적으로 교류하며 서로의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거나 집안의 대소사를 챙
기면서 상부상조 하며 지내고, 친인척은 참여자가 아프거나 일이 있을 때
가족을 대신하여 일시적 돌봄을 제공해 주지만 평소에는 교류가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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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Homeboundness Scale
in the Community-dwelling Vulnerable Elderly

EunA Park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In-Sook Lee, Ph.D.

For the elderly at home in the local community, homeboundness is a
risk factor which reduces functional and social Affective functions of
them. It is not only the cause but also the result of diseases and
disability due to reduced functioning. Homeboundness is also the
factor which reduces independence of functions and increases death
rates. Therefore, we are in need of proper screening and evaluation
of homeboundness in order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homeboundness in the community and sort out the types of
homeboundness and suggest intervention after evaluate the effects.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scale of homeboundness which best
suits our society for the target of lower-income senior citizens living
in the local community.
we developed 35 initial questions for the scale through concept
analysis using the hybrid model. And these questions were 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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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mproved to 31 questions through the verification of face validity
by 7 experts.
For examining of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scale, we collected
research materials targeting 240 senior citizens who registered and
received visiting health management service at a visiting healthcare
facility in the community health center located in S city, Gyeonggi-do
from April 26 to May 1, 2013.
We selected 30 ques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questions. And
we produced 3 factors as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an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using Varimax rotation factor analysis for the
verification of construct validity. The factors are Functional Limiation
(7 items), Affective Withdrawal (9 items), Passive Social Interaction
(6 items) with the explanatory variable of 66.0%.
The reliability of the scale was very high with Cronbach's a=.945.
Aslo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factors

was

lower

than

confidence coefficient and it proved the discriminant validity. As the
result of comparing the score from two groups of homebound and
non-homebound groups, the homebound group showed higher score
than the non-homebound group and it showed very significant
difference statistically.
For ROC curve and Cutoff point of the scale, we used the indicator
of going out frequency and classified it into two parts; more than
once in a week and less than one to three times going out frequency.
As the result of calculating area under ROC curve in order to
evaluate the validity of the scale, we got .917. And optimum Cutoff
was 30 score with sensitivity 88.2% and specificity 84.1%.
Through this process of development, we developed the scale the
elderly at home as a vulnerable social group with the 3 factor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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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limitation, affective withdrawal, passive social interaction
including 22 questions of 4-point scale.
We expect that this study could clarify the homeboundness concept
of the elderly at home as a vulnerable social group and raise
awareness of the need for homeboundness intervention. This scale
could be utilized variously for education, research, field and policy
decisions related to homeboundness by evaluating homeboundness of
senior citizens at home in the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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