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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오래 독립적으로 사는 삶에 가치를 둔다. 독거노인들은 동거인의 부재,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정서적 결속의 결여와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동거노인보다 삶의 질이 낮은 취약집단이다.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확인하는 것은 공공보건과 보건정책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경로를 탐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기능, 장애 및 건강의 국제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모델의 중요 

구성요인과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관련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외생변수는 

신체기능, 일상생활활동, 사회활동참여, 경제활동참여로 결정하였다. 

내생변수는 정신건강과 삶의 질이었다. 이를 통하여 구축된 가설적 

모형은 12개의 측정변수와 6개의 잠재변수로 구성되었다. 

신체기능은, 악력, 일어나 걷기, 체질량지수, 일상생활활동은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사회활동참여는 사회활동참여 횟수, 이웃접촉 횟수, 

가족접촉 횟수, 경제활동참여는 경제활동참여 횟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정신건강 중 우울은 한국형 노인 

우울간이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 Version, 

GDSSF-K), 외로움은 UCLA 외로움척도(Revised UCLA Lonel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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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RULS)로 측정하였고, 삶의 질은 EQ-5D(Euro Quality of life–5 

Dimention-3 Level)와 EQ-VAS(EQ visual analogue scale)를 

이용하였다.  

가설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중심 통합형 독거노인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모델개발연구’에서 조사에 참여한 

1022명의 자료를 2차 자료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적 모형을 검증한 결과 적합도가 권장수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모형의 수정을 시도하였다.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Q(CMIN/df) 2.895, 

GFI 1, AGFI 1, RMSEA 0.043, CFI 0.900, PCFI 0.532로 모두 

권장수준을 만족하였다.  

수정모형에서 설정한 9개의 경로 중 5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삶의 질에는 신체기능, 일상생활활동, 사회활동참여, 

정신건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가 삶의 질을 

68.2% 설명하였다. 신체기능, 일상생활활동, 정신건강은 삶의 질에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회활동참여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총효과와 정신건강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정신건강에는 신체기능과 사회활동참여가 영향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47.1%의 설명력을 보였다. 신체기능과 사회활동참여는 정신건강에 

직접효과와 총 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독거노인의 신체기능, 일상생활활동, 

사회활동참여 및 정신건강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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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독거노인의 사회활동참여와 신체기능을 적절히 

사정하고 유지, 증진시키는 방안이 우울과 외로움을 감소시키는 중재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제공되던 정신건강관련 

교육에 우울뿐 아니라 외로움을 접목한 중재 방안을 적용하여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독거노인의 신체기능, 일상생활활동, 사회활동참여를 

유지, 향상시키는 등 정신건강의 증진방안이 지역사회에 적용된다면 

실무과학으로서 간호학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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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수명의 연장, 가족 가치의 변화, 생활 조건의 개선과 핵가족화, 젊은 

세대의 이동 증가 등으로 동거형태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독거노인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독거노인의 비율은 1990년 

여성 11%, 남성 6%에서 2010년 여성 15%, 남성 8%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United Nations, 2017).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3.8%이며, 독거노인 가구의 비율은 2000년 3.8%에서 

2017년 7%로 세계적 추이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통계청, 2018).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 삶의 목표는 삶에서 질을 추구하는 

것이다(Bowling, 2009). 삶의 질은 그들이 사는 문화와 가치 체계, 목표, 

기대, 표준 및 우려와 관련하여 삶에서 개인이 가지는 입장에 대한 

인식이다(WHOQoL group, 1994). 삶의 질을 유지, 증진하는 것은 

건강중재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Day & Jankey, 1996; 

Pain, Dunn, Anderson, Darrah, & Kratochvil, 1998). 독거노인은 

일반적 노화에 따른 건강 상실, 수입 감소로 인한 빈곤과 경제 의존, 

사회, 심리적 갈등 및 인간관계 단절과 관련된 외로움, 사회적 

역할상실에 기인한 무기력(Lin, Yen, & Fetzer, 2008) 이외에도 

가족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사회적 결속의 결여(김진구, 2011),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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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과 사회적 지지 감소로(David Russell & Taylor, 2009) 

동거노인들보다 더 취약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및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Han, Kang, & Jeong, 2012; 

Kwak et al., 2017; Lin et al., 2008; David Russell, 2009). 

독거노인들은 적극적인 관심과 차별화된 정책의 개입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집단으로 이들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공공보건 

문제이며, 활기찬 노화를 추구하는 정책의 최종 목표이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따라서 독거노인의 삶의 질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한다.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삶의 질 관련 

영향요인들을 확인한 연구(Bilotta et al., 2012; Chen, Hicks, & While, 

2014; Yoshimitsu et al., 2017; 강시모, 2014; 김재준 et al., 2017), 

자살(Ju et al., 2016; 백선숙, 2016; 안성희 & 손지훈, 2014), 우울(Y. S. 

Moon & Kim, 2013; Sok, 2016; 김희경, 림금란, & 안정선, 2011; 

윤명숙, 박은아, & 김성혜, 2017), 외로움(Arslantas, Adana, Abacigil 

Ergin, Kayar, & Acar, 2015; Bucholz & Krumholz, 2012; Zali, Farhadi, 

Soleimanifar, Allameh, & Janani, 2017) 등 심리적 변수와 삶의 질의 

관련성을 단편적으로 조사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관련요인들과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J. H. Moon & Kim, 2018; 김향수, 2017) 및 지원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효과관련 연구(김미연 et al., 2015; 박수현 & 박경영, 

2014)도 일부 이루어졌다. 독거노인의 삶의 질의 구조모형을 검증한 

선행연구는 사회자본,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상태와 같이 사회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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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심리적 요인과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 박지선 

등(2016)의 연구와 여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우울, 

건강증진행위를 매개로 한 삶의 질의 구조모형을 구축한 백선숙 

등(2008)의 연구가 있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이 속했던 친숙한 환경에서 가능한 오래 

독립적으로 사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Dale, Söderhamn, & 

Söderhamn, 2012; M. Linhart, 2005; Scharlach, Graham, & Lehning, 

2011). 독거노인들은 가족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물리적, 정서적 지지가 

부족하므로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건강 및 

일상생활 문제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 내 간호나 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인 기능적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Bilotta et al., 

2012; Bucholz & Krumholz, 2012; Covinsky, 2013; Ennis et al., 2014).  

기능, 장애 및 건강의 국제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모델은 신체기능 및 구조, 

활동 및 참여를 포함하는 기능을 핵심으로 하는 모델이다(WHO, 2001). 

ICF 모델은 노인을 전체적 삶의 맥락 속에서 일상활동과 참여요구를 

가지는 신체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므로(WHO, 2001), 기능적 

능력을(Lopes et al., 2013) 고려한 삶의 질을 연구하는 데 매우 유용한 

모델로 생각할 수 있다(소희영, 김현리, & 주경옥, 2011). 

ICF 모델의 주요 요인인 기능적 능력은 신체적 능력을 위주로 한다. 

ICF모델을 이용한 선행연구들은 청력손실노인(Manchaiah & Stephens, 

2013), 대장암환자(van Roekel et al., 2014), 척추손상환자(Rivers et al., 

2018), 지주막하 출혈환자(Passier, Visser-Meily, Rinkel, Linde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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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2013), 파킨슨병 환자(Soh et al., 2013) 등 대상자들의 신체적 

능력에 중점을 두고 삶의 질을 설명하여 정서적 측면의 고려가 

부족하였다. 노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과거에 대한 불만족이나 

불쾌함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정서적 고통에 취약하다(McInnis-Dittrich, 

2014). 노년기에 발생하는 우울과 외로움은 스트레스가 심한 생의 사건, 

노화관련 상실과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시작과 관련이 있다(David Russell 

& Taylor, 2009). ICF 모델을 기반으로 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 노인 

334명의 삶의 질 구조모형을 검증한 선행연구(소희영 et al., 

2011)에서도 우울을 노인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갖는 변수라고 

하였다.  

독거는 독립적으로 우울과 외로움의 위험을 증가시켜 삶의 질 저하에 

관여하고(David Russell & Taylor, 2009; Lim & Kua, 2011), 외로움의 

경험은 독거가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다(Lim 

& Kua, 2011). 독거노인에 있어 정서와 감정은 주관적 웰빙의 

주요지표이다(Fujikawa, 2013). 독거노인은 정신적 측면의 삶의 질 

저하가 두드러지므로(Zali et al., 2017) 삶의 질의 영향요인으로 우울, 

외로움 등 정신건강 측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독거노인의 삶의 

질의 구조모형을 검증한 선행연구들(박지선 & 유영주, 2016; 백선숙, 

류언나, & 박경숙, 2008)에서는 독거노인의 정서적 특징인 외로움(Lim 

& Kua, 2011)을 포함하지 않았다. 노인 독거가구의 대부분은 

여성노인으로 독거노인 문제는 곧 여성 독거노인 문제로 

간주되어왔다(최해경 & 김정은, 2018). 그러나 여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백선숙 등(2008)의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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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을 포괄하지 못하여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을 확인하는데 

제한점이 있었다. 또한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연구마다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독거노인의 독립적 생활에 

중요하며, ICF모델의 주요개념 중 기능적 능력을 기반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독거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삶의 질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우울, 

외로움의 정신건강관련 개념을 포함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명하고 요인간의 

직∙ 간접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 

간호 실무에서 독거노인의 삶의 질 정도를 사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ICF 모델과 문헌 고찰을 기반으로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구조모형을 구축하고 적합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다. 

2) 가설적 모형과 실제 자료와의 적합성을 검정한다. 

3)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효과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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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1) 신체 기능(Body functions)   

신체 기능은 신체계통의 생리기능으로 신체 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포괄한다(WHO, 2001). 본 연구에서는 근력을 확인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악력(Hand Grip Strength, HGS)을 측정한 

값(kg), 기능적인 운동성과 이동능력, 균형능력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일어나 걷기 (Timed up and go, TUG) 검사(초)와 신장대비 이상적인 

체중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노인의 기능제한 위험을 선별하는데 유용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값(kg/m2)을 의미한다. 악력은 

악력계(TANITA No. 6103,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양측 손을 

번갈아 2회씩 측정하여 얻은 평균값이며, TUG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 3m 거리를 걸어가서 다시 돌아와 앉는 데 소요된 시간을 측정한 

시간을 의미한다(오병택 et al., 2017). 그리고 BMI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kg/m2)으로 체중은 체중계를 사용하여 측정한 값을 

의미하며, 신장은 초음파 키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 

 

2) 일상생활활동(Daily living activities) 

활동은 개인과 사회의 기능수준에서 개인이 수행하는 기본과제로 

지식의 습득과 적용, 일반 업무와 요구, 의사소통, 이동성, 자기관리, 

가정 및 주요 생활영역에서의 수행 능력으로 정의된다(WHO, 2001). 본 

연구에서는 독립적인 삶에 있어 꼭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써 신체적 능력 및 생활수단 활용능력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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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활동능력(노유자 & 김춘길, 1995) 측정을 위해 Won. 

등(2002)이 개발한 한국형 도구적 일상생활활동(Korea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K-IADL)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값으로 

측정점수가 낮을수록 도구적인 일상생활활동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사회활동참여(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참여란 개인이 공동체 내에서 참여하는 삶이나 사회적 활동으로 

대인관계 상호작용과 지역사회 및 시민활동을 포함한다(WHO, 2002). 

사회활동참여는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의미 있는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다(Depp & Jeste, 2006). 본 연구에서는 사회 또는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을 제공하는 활동에 대한 개인의 

참여를 의미하는 사회활동참여(Levasseur, Richard, Gauvin, & 

Raymond, 2010)로 보건복지부에서 독거노인현황조사를 위해 사용하는 

‘독거노인 현황조사카드’의 설문(권오균, 2016)조사내용 중 경로당, 

복지관, 종교시설, 문화센터, 침목단체, 기타 활동 등 사회활동참여 횟수, 

이웃과의 왕래 횟수, 가족과의 왕래 횟수로 평가한 값을 의미한다.  

 

4) 경제활동참여(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경제활동참여란 금전적 가치와 관련된 것으로 유급노동이 

속한다(김주현, 2007).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독거노인현황조사를 위해 사용하는 ‘독거노인 현황조사카드’의 

설문조사내용 중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경제활동 횟수로 

평가한 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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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신건강(Mental health) 

정신건강은 일반적을 심리적 안녕감과 혼용하여 쓰이는 표현으로, 

개인이 지각한 생활 전방에 대한 총체적인 감정을 의미한다(Veenhoven, 

1991). 본 연구에서는 기분이 저조하거나 울적한 정서 상태인 

우울(기백석, 1996)과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개인이 기대하는 것보다 부족할 때 발생하는 불유쾌한 경험인 

외로움(Peplau & Perlman, 1982)을 의미한다. 우울은 Sheikh와 

Yesavage(1986)이 개발한 노인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 단축형을 기백석(1996)이 표준화한 한국형 노인 

우울간이척도(GDSSF-K)로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외로움은 Russel 등(1980)이 개발하고 

김옥수(1997)가 번안한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로 측정한 값을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6) 삶의 질(Quality of life)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삶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현재 위치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이다(WHOQoL group, 1994). 본 연구에서는 EuroQoL 

group(1990)에 의해 개발된 EQ-5D(Euro Quality of life–

5Dimention)를 하나의 가중 지표 값으로 나타낸 EQ-5D index와 삶의 

질 정도를 20cm의 수직선 모양으로 나타낸 시각아날로그 척도인 EQ-

VAS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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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문헌고찰은 두 부분으로, 첫번째로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대해 

살펴보았고, 두번째는 대상자의 기능적 능력을 주요요인으로 하는 

개념인 ICF 모델에 기초하여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각각의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1. 독거노인의 삶의 질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노인 및 예비노인의 노년기 가족생활에 대한 

의식변화, 가족의 노인부양 의식 약화, 미혼 및 이혼 가구의 급증 등 

인구사회적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해 독거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한문식, 2009). 이러한 고령화 사회의 건강지수 중 하나는 

동거형태이다. 누구와 함께 사는 가는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개인적 자원이며, 일상적 사회적 상호작용의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Henning-Smith, 2016). 그러므로 동거형태는 삶의 질과 정신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Greenfield & Russell, 2011; Sereny, 

2011).  

삶의 질은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삶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현재 

위치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이다(WHOQoL Group, 1994). 삶의 질 

개념은 대체로 안녕(well-being)이나 복지(welfare), 생활수준(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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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life), 만족도(satisfaction), 행복감(happiness)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된다(Schuessler & Fisher, 1985). Frisch(1998)는 삶의 질을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핵심 욕구와 목표 등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지에 대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상대적 개념이라 

보았다. 삶의 질은 세계적으로 확정된 정의는 아직 없지만, 건강과 기능, 

정신적 안녕, 사회적 관계와 활동, 가정과 이웃, 독립과 자유 및 재정적 

환경 같은 여러 영역을 포괄하는 다차원 변수(Bowling, 2005)이기 

때문에 삶의 질 확인에 있어 다차원적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노인들의 

삶의 질 또한 건강상태, 건강관리, 동거형태, 사회적 환경, 물리적 상황, 

활동 및 자율성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ONDRUŠOVÁ, 

2009). 

노년기에는 신체노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형변화 및 기능 저하 같은 

신체적 변화와 은퇴로 인한 사회적 역할 상실, 배우자나 친구의 죽음 등 

많은 정신적, 사회적 변화를 겪게 된다(Quintana et al., 2014). 이러한 

변화는 신체, 정신, 사회적 건강상태 보존을 위한 개인의 적응을 필요로 

하게 되며,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한문식, 2009). 

독거노인들은 본질적으로 일반노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같은 어려움을 

가진다. 그러나 독거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수와 종류가 

일반노인들과는 다르다(Jeong-Kwan & Jun-Hyeon, 2013). 독거는 

기능적 독립성을 가지는 노인들에게 사별과 별거 등 삶의 과정에서 

선택되어진 생활방식일 수 있지만, 다양한 신체, 정신적 건강문제들을 

야기하며(Bilotta et al., 2012; X. Sun, Lucas, Meng, & Zhang, 2011; 

이시은, 2016),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직접적인 영향 요인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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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Kwak et al., 2017). 실제로 다양한 연구에서 독거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 증가(Udell et al., 2012; Wang, Chen, Pan, Jing, & Liu, 

2013), 남성노인의 허리 골밀도 저하(Nabipour et al., 2011), 

남성노인의 사망률 증가 및 입원치료의 위험 증가(Pimouguet et al., 

2015)와 관련이 있었다. 독거는 구조적으로 사회적 고립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관계의 발전을 저하시킨다(David Russell & Taylor, 2009). 

독거는 우울(David Russell & Taylor, 2009)과 외로움(Lim & Kua, 

2011)에 독립적으로 작용하여 정신건강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Zali et al., 2017). 그래서 독거노인은 일반노인에 비해 

높은 이환율, 감정 및 기억력의 악화와 관련된 신체활동의 감소, 

일상생활활동에서의 기능적 어려움 등을 경험하게 된다(Y. Chen et al., 

2014). 또한 독거노인은 우울증(Cheng, Fung, & Chan, 2008; Sicotte, 

Alvarado, León, & Zunzunegui, 2008), 사회적 격리 및 

외로움(Grenade & Boldy, 2008; Sundström, Fransson, Malmberg, & 

Davey, 2009) 등 정신건강의 저하도 경험한다. 독거노인은 동거인의 

부재로 인해 가정 내 간호, 적절한 건강요구 평가, 일상생활활동 

지지에서의 결핍과 정서적 유대 및 사회적 결속의 저하로 현저히 낮은 

삶의 질 수준을 보인다(Lim & Kua, 2011; Millán-Calenti, Sánchez, 

Lorenzo-López, Cao, & Maseda, 2013; Nzabona, Ntozi, & Rutaremwa, 

2016; Sereny, 2011).  

노인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다양한 삶의 질 도구가 사용되었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측정법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더 젊고, 신체적으로 능력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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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었다. 그러므로 노인의 삶의 질은 도구에서 지나치게 강조되는 

신체기능에 의해 과소 평가될 위험이 있다(Hickey, Barker, McGee, & 

O’boyle, 2005). 또한 삶의 질은 주로 주관적인 개념이므로 측정을 위해 

모든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Bowling, 2009). 그러나 삶의 

질의 다차원적 성격 때문에 노화와 허약의 증가로 삶의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받는 노인들은 측정에서 각별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은 삶의 질 측정 항목에서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다른 그룹들보다 무응답 항목의 비율이 

더 높다고 하였다(Hill, Harries, & Popay, 1996; Sullivan, Karlsson, & 

Ware Jr, 1995).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측정할 경우 도구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J. Kim & Lee, 2017; W. Sun et al., 2015), 적절한 

삶의 질 도구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노인에서 삶의 질 도구의 

특성과 관련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Haywood, Garratt, & 

Fitzpatrick, 2005)에서 가장 광범위한 증거를 보인 도구 중 SF-36, 

EQ-5D 및 NHP이 도구의 신뢰성, 타당성 및 반응성이 좋았고, COOP, 

SF-12 및 SIP는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독거노인 삶의 질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SF-36은 신뢰성과 타당성 및 반응성은 좋으나, 36개의 문항으로 

노인에게 도구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설문 응답 시 부담이 되며 

설문조사 참여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Yu, Chang, Yao, Lin, & Hurng, 

2015). 노인대상 삶의 질 도구의 경제적 유용성을 평가한 연구(Makai, 

Brouwer, Koopmanschap, Stolk, & Nieboer, 2014)에서도 Ferns and 

Powers QLI와 WHO-QoL-OLD는 검증되었지만 선호도가 부족한 반면, 

ICECAP-O 및 ASCOT는 선호도 가중치의 존재에도 많은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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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래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중재를 평가할 때 EQ-5D 또는 SF-6D와 함께 ICECAP-O 또는 

ASCOT를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EQ-5D는 천장효과가 있으며, SF-6D는 

바닥효과가 있다(Brazier, Roberts, Tsuchiya, & Busschbach, 2004). 

SF-6D는 가벼운 건강문제에 EQ-5D보다 더 민감한 반면, 노인에서 

EQ-5D가 SF-6D에 비해 완료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Barton et 

al., 2008). EQ-5D는 EuroQol Group으로부터 추가 비용 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도구로 우리나라 인구집단에서 고유한 가중치를 가지는 유일한 

도구이다(Y. K. Lee et al., 2009). 또한 삶의 질에 있어 개인의 주관적 

평가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이혜상,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구의 신뢰성, 타당성 및 반응성이 좋고, 경제성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EQ-5D index와 EQ-VAS를 함께 사용하여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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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거노인의 삶의 질 관련요인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신체기능, 일상생활활동, 

사회활동참여, 경제활동참여, 정신건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신체기능(Body functions) 

신체기능은 신체 시스템의 생리적 부분으로, 운동범위 감소, 근력 

약화, 통증 및 피로 등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노인에서 신체기능 수준은 

장애의 발생, 독립성 상실 및 생존을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Hardy et al., 2013). 노인은 노화로 인해 기능저하가 

발생한다(Song, Kim, & Lee, 2008). 이러한 신체적 기능저하는 골절, 

인지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 입원율과 연관되어 있다(Cooper et al., 

2010). 신체적 변화는 노인들의 정신적 변화에도 작용하여 자신감 

결여와 타인과의 접촉을 감소시켜 사회적 고립과 관계되어 

있다(Hawton et al., 2011). 노인들의 신체적 기능은 외로움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신체기능이 좋지 않을 경우 외로움이 높게 

나타났다(Prieto-Flores, Forjaz, Fernandez-Mayoralas, Rojo-Perez, & 

Martinez-Martin, 2011). 또한, 신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노인들은 

신체적 한계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우울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David Russell & Taylor, 2009). 이러한 신체 기능의 변화는 

신체 기능을 약화시켜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Harooni, Hassanzadeh, & 

Mostafavi, 2014; 김향수, 2017).  

신체 기능유지는 일상생활의 물리적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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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정의되며, 노년기에 특히 필수적이다(Hardy et al., 2013). 

노인에서 건강 및 기능저하의 위험을 식별하는 유용한 방법은 신체기능 

측정이다. 노인의 신체적 기능상실의 주요 요인은 노화와 함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골격근육의 점진적 소실이다(Johnson, Robinson, 

& Nair, 2013). 또한, 노화에 따른 근력의 감소는 결국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제한을 주게 된다(천지영, 2017). 노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육량과 힘을 보존하고(Geirsdottir et al., 2012), 

자신의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인 이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Gorgon, Said, & Galea, 2007). 근력의 감소는 

다양한 장애나 질병의 발생(Sayer et al., 2005)과 연관이 있고,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한 건강 관련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다(오병택 et al., 2017). 노인의 근력은 근육의 무게보다는 근육의 

힘과 관련이 있다(Barbat-Artigas et al., 2012; Clark & Manini, 2008; 

Hairi et al., 2010).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근력 측정을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고, 효율적인 

방법은 악력을 측정하는 것이다(도현경 & 임재영, 2015). 거주 및 

이동성 상태를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며, 보행 보조, 가정 방문 또는 

물리 치료 처방과 같은 심층적 이동성 평가 및 조기 중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로 일어나 걷기(TUG) 검사가 

권장된다(Bischoff et al., 2003). 그리고 노인의 체지방량 지표로도 

적절하며 노인의 기능제한 위험을 선별하는데 체질량지수(BMI)가 

유용하다(Davison, Ford, Cogswell, & Dietz, 2002). 따라서 독거노인의 

신체기능을 사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신체계측 중 악력,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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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 체질량지수를 측정하였다.  

① 악력(Hand grip strength, HGS) 

노인에서 근력의 감소로 인한 실질적인 건강 위험뿐 아니라, 근육량의 

감소가 전반적인 건강 수준 저하와 관련되어 있다(Iannuzzi-Sucich, 

Prestwood, & Kenny, 2002). 악력은 현재 상태에서 전반적인 근력과 

영양 상태, 근육량을 평가하는 데 매우 쉽고, 효율적인 도구이다(Birman, 

Solomon, & Vender, 2016; Granic et al., 2016). 악력저하는 아시아 

근감소증 연구회의(Asian Working Group of Sarcopenia) 기준에 따라 

남성의 경우 악력 지수 26 kg, 여성의 경우 악력 지수 18 kg이하이다.  

악력(HGS)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과 관련된 근력과 손 

기능을 좌우하여 노인의 기능적 삶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년기 

건강에 있어 중요하다(오병택 et al., 2017). 낮은 악력은 노화와 관련된 

신체기능의 저하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Kiselev, 2017). 다양한 

연구에서 노인의 낮은 악력이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과 관련 있음을 

보여주었다(Fukumori et al., 2015; Kaburagi et al., 2011; J.-H. Kim, 

2019; van Milligen, Lamers, Guus, Smit, & Penninx, 2011).  

악력과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의 경우, 만성질환을 가진 

성인에서 악력이 가장 낮은 최하위 5분위가 평균 삶의 질이 가장 

낮았으며, 악력 분위가 높아 질수록 통계적으로 평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오윤환 et al., 2017). 노인을 대상으로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확인한 연구에서 노인의 악력과 삶의 

질 사이에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였다(강소라, 김예순, & 

문종훈,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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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어나 걷기 검사(Timed up & go, TUG)  

일어나 걷기(TUG)검사는 이동성 및 장애평가를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쉽게 이용 가능한 방법이다(Studenski et al., 2003). TUG는 

일상생활능력의 장애를 예측할 수 있다(M. R. Lin et al., 2004; Wennie 

Huang, Perera, VanSwearingen, & Studenski, 2010). TUG에서 더 

짧은 소요시간은 더 나은 기능상태를 의미한다. 각 문헌마다 10~33초 

사이의 다양한 임계치를 제시하고 있지만(Arnold & Faulkner, 2007; 

Thomas & Lane, 2005) 13.5초 이상의 소요시간은 지역사회 노인에서 

낙상 고위험군을 식별하는 기준점으로 사용된다(Rose, Jones, & 

Lucchese, 2002). 노인을 대상으로 보행과 균형 기능이 낮을수록 우울 

유병률이 높고(Hairi, Bulgiba, Mudla, & Said, 2011), 삶의 질과 강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Ö ztürk et al., 2018; Sato, Demura, 

Murase, & Kobayashi, 2007). 이전의 연구(Muramoto et al., 2012)에서 

다양한 신체 기능 검사들이 개인의 삶의 질과 관련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최근의 결과에서는 TUG가 개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기능 테스트라고 제언하였다(Hirano et al., 2014).  

 

③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근육량이나 체지방량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신체구성성분 대신 체질량지수(BMI)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성순창 & 

김현수, 2014). BMI는 노인의 체지방량 지표로 적절하며 노인에서 

기능제한의 위험을 선별하는데 유용하다(Davison et al., 2002). BMI는 

노인의 상대적인 건강 위험을 반영하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환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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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사망률 같은 건강위험을 평가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김성수, 

2007). 나이가 들수록 비만인 노인은 신체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기 

쉽다(Jung & Yeon, 2014). 노년층의 높은 BMI는 보행과 균형 능력을 

저하시키고, 비 활동과 의존의 주요원인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등 삶의 질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Corica et 

al., 2015; 신성훈, 2014).  반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에서 BMI와 삶의 질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Ul-Haq, 

Mackay, Fenwick, & Pell, 2014). 저체중은 허약의 특징적인 특성으로 

생리적 능력 저하 상태 및 고령 인구의 건강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취약성으로 여겨진다(Rantanen et al., 1998).  

 

2) 일상생활활동(Daily living activities) 

활동은 사람이 수행하는 작업이나 행동으로, 노인의 신체적 기능은 

일상생활 활동 수준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며(Lahariya, Khandekar, & 

Pradhan, 2012), 기능적 독립성 감소나 활동제한은 개인 및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장 흔한 노인성 임상 증후군 중 

하나이다(Asakawa, Koyano, Ando, & Shibata, 2000). 독거노인의 

활동수준은 동거노인들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다(Elliott, Painter, & 

Hudson, 2009). 그러나 건강상태가 양호한 독거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Gaymu, Ekamper, & Beets, 2008) 독거노인들의 다양한 

활동수준에 따른 삶의 질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Levasseur, Desrosiers, & St-Cyr Tribble, 2008). 

일반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은 야외 활동이나 취미를 집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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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지 않고 신체적 노력이 필요한 가사 노동을 통해 건강을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oshimitsu et al., 2017). 일상생활활동은 노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한 기능수준으로 정의된다(이현심 & 남희수, 2010). 

일상생활활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활동(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과 도구적 일상생활활동(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으로 구분되며,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활동보다 복잡한 활동 범위와 외부와의 접촉이 필요한 다차원적 

기능평가다.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은 몸단장,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 금전관리, 약 챙겨 먹기와 교통수단의 활동 등이다(Seo, 

2010).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은 개인이 어느 정도 주위환경에 잘 적 

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필 수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인의 자립에 더 큰 향을 미칠 수 있다(김현주, 2013). 

활동 제한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삶에 만족하거나 행복을 

경험할 기회가 적어 질 수 있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Levasseur et al., 2008).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일상생활활동이 우울과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다양한 연구가 

존재한다(Blay, Fillenbaum, Marinho, Andreoli, & Gastal, 2011; 

Carrière et al., 2011; H. M. Kim & Choi, 2011). 반면, 남성에서는 

일상생활활동이 우울과 관련 있으나, 여성에서는 관계가 없다는 

연구(이신영 & 김은정, 2012)도 있었다.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 구조모형 연구(소희영 et al., 2011)에서 일상생활활동이 삶의 

질에 대한 직접효과는 있었으나 우울을 통한 간접효과는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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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였다. 그러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이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우울이 도구적 일상생활활동능력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배숙경, 엄태영, & 이은진, 2012).  

노인들의 일상생활활동 수준이 미약하면 활동성이 둔화되고 대인관계 

및 사회활동 등이 적어지면서 이로 인해 외로움이 증가할 수 

있다(허준수, 2011). 도농 복합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노인의 

일상생활 동작의 수준이 나쁠수록 외로움이 증가한다(최송식 & 박현숙, 

2009)고 하였으나 시설 거주노인과 지역사회 거주노인을 비교한 

연구(Prieto-Flores et al., 2011)에서 시설거주 노인의 경우 기능적 

독립성이 낮을수록 외로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지역사회 

거주노인의 경우 기능적 독립성이 높을수록 외로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양한 연구에서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이 높을수록 생활활동 자립도가 

높아 삶의 질이 높음을 보고하였고(Lau & Kirby, 2009; 김희경, 이현주, 

& 박순미, 2010; 배숙경 et al., 2012), 독거노인의 도구적 

일상생활활동과 삶의 질 간에 있어서도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희경, 이현주, 주영주, & 박순미, 2009; 박선영, 2009). 

 

3)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s) 

ICF 용어로 참여는 대인관계 상호작용 및 사회활동 두 영역으로 

정의된다(WHO, 2001). 노년기의 사회활동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대외적인 관계와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총칭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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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할 수 있으며, 작게는 자신의 몸 관리와 집안일부터 이웃방문, 종교 

활동, 야외운동, 자원봉사나 돈을 벌 수 있는 생산 활동 등 자신이 

생존과 독립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윤종률, 

2005). 참여는 정상노화에서 감소하며(Sørensen, Axelsen, & Avlund, 

2002), 노인에서 개인의 참여에 대한 제한 수준은 단지 건강상태의 

지표로 평가되거나 직접적으로 조사되지 않고 간과되었다(Justina Yat 

Wa, 2017). 그러나 사회 참여는 사람들에게 활동과 업무, 소속감, 

사회적 정체성,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나이가 들수록 

더 높은 가치를 가진다(Levasseur, Tribble, & Desrosiers, 2009). 

독거노인의 경우 동거노인보다 가족, 친구, 이웃, 단체 활동, 복지시설 

등의 접촉률이 낮아 사회적 외로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손창균, & 박보미, 2010). 지역사회와 잘 연결되지 않은 독거노인들은 

독거가 심한 격리의 경험일 수 있어 다양한 부분에서 건강악화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할 수 있다(Klinenberg, 2013).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확인된 사회참여는 사회활동참여(문지현 & 

김다혜, 2018; 이민아, 김지범, & 강정한, 2011; 최미영, 곽현근, & 

박현식, 2014)와 경제활동참여(김우신, 2013; 석재은 & 장은진, 

2016)였다.  

노인의 사회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감이 높고(Sunghui & 

Yongshik, 2016; 강현정, 2009; 전명진 & 문성원, 2016), 사회관계 

형성과 참여에 어려움이 적을 때 삶의 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Bergland et al., 2016).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참여의 기간이나 빈도가 높을수록 우울의 유병률이 감소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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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Nam & Jung, 2011). 또한 사회참여를 통한 타인과의 접촉의 

횟수가 많을수록(Chung & Koo, 2011), 인간관계의 만족도가 

높을수록(R. Chen et al., 2005) 우울의 유병률이 낮았다. 사회참여는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낮춰 삶의 만족을 높인다(Sunghui & Yongshik, 

2016). 특히, 노년기 사회참여는 노인의 외로움과 우울을 저하시키고, 

궁극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독거노인에게 중요하게 제시되었다(Nakahara, 2013).  

① 사회활동참여(Social activity participations) 

일상생활에서 사회활동참여는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의미 있는 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구분되며, 크게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대외적인 관계와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총칭한다(박경혜 & 이윤환, 2006). 노인의 사회활동참여는 노인을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게 하며,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새롭고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을 제공한다(Rowe & Kahn, 1998). 

여성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활동참여는 우울을 

감소시켜 삶의 질을 증가시켰다(남기민 & 정은경, 2011).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활동참여가 외로움을 감소시켜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희 & 유용식, 2016). 

사회활동참여가 증가할 수록 신체 기능이 원활하게 되며(박경혜 & 

이윤환, 2006), 빈번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독거의 부정적 삶의 

질에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Sun et al., 2011). 특히 노인은 하나의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인맥이 형성되고, 그 인맥을 통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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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활동참여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어 사회활동의 증가로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애란 & 정경숙, 2017). 사회 및 여가 

활동에 참여율이 높은 노인들은 긍정적 삶의 질을 보고하였다(Adams, 

Leibbrandt, & Moon, 2011). 농촌 여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강현정, 2009)에서 가사활동, 단체 활동, 교육활동, 돈벌이 활동 중 

교육활동에 참여할수록 삶의 질이 더 높았다. 단체활동참여가 적을 수록, 

교육활동참여는 많을 수록, 사회활동만족감이 클수록 삶의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교모임과 사회단체활동 등과 같은 

사회활동참여는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들도 있다(남기민 & 박현주, 2010; 석재은 & 장은진, 

2016). 

 

② 경제활동참여(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s) 

경제활동참여란 금전적 가치와 관련된 것으로 유급노동이 

속한다(김주현, 2007). 독거노인들은 노화에 따른 역할의 상실, 수입 

감소로 인한 빈곤과 경제 의존 및 독거에 따른 가족 경제지원의 감소로 

동거노인보다 더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다. 노인에서 경제구조는 

건강관리와 치료의 질,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Lee, 2017). 경제활동참여는 생계유지의 

기본적 욕구충족은 물론 직업상실로 인해 발생한 역할 상실감이 

회복되도록 돕고, 사회참여를 통해 노인의 육체적, 정신적 만족감을 

증진시켜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다(윤순덕 & 한경혜, 2004). 



 

24 

 

한국에서 빈곤은 독거노인에서 가장 빈번하며(Park, Kim, Kwon, & 

Lee, 2017), 독거노인의 74.5%가 가장 낮은 소득 분위에 속한다(Yeo, 

2013). 따라서 경제활동참여는 독거노인에서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노인들의 경제활동참여 욕구에 관한 연구(최경숙, 2004)에서 

독거노인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하여 경제활동참여 욕구가 

동거노인보다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나 다른 연구에서 독거노인들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욕구는 대부분 높지만, 신체적 한계와 경제적 

상태를 고려하여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이병임, 2018).  

경제활동참여와 같은 유급노동으로 지위가 부여되는 역할은 타인과의 

정기적인 교류의 기회 및 사회적 기대와 부합되는 활동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킨다고 보고 있다(Manacy, 

2008). 경제활동참여는 우울을 감소시키며(윤지은 & 전혜정, 2009), 

취업노인이 비취업 노인보다 우울증 수준이 낮음이 나타났다(Christ et 

al., 2007). 경제활동으로부터의 소외는 역할상실로 인한 고립, 외로움, 

상실감 등의 정신적 어려움을 겪게 하며(최경숙, 2004), 독거노인의 

자살생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박봉길, 2014). 퇴직 후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의 무게는 여성보다 남성노인에서 훨씬 크게 느끼며, 

이로 인해 삶의 의욕 저하는 물론 자살 충동도 높아진다고 

하였다(구춘영, 김정순, & 유정옥, 2014).  

국내 독거노인 89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강종필 & 윤지영, 2017). 65세 이상인 

노인 3,392명을 대상으로 노인의 주관적 건강, 근로능력, 경제활동 

참여와 삶의 만족 간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통해 노인의 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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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 경제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Chang, 2017). 그러나 경제활동참여가 노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도 있었다(심옥수, 2015). 

 

4) 정신건강(Mental health) 

노인은 사별이나 친구의 사망, 실직 등 스트레스가 심한 생의 사건, 

노화관련 상실과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시작은 우울과 외로움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David Russell & Taylor, 2009).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 크기를 메타분석에서 사회환경 변인, 신체생리 

변인, 인구사회학적 변인, 정신 변인, 가정환경변인 중 정신변인 군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신성일 & 김영희, 2013). 

특히, 독거노인은 신체적 건강상에 문제가 많으며(최영, 2008), 낮은 

경제수준으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과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고통을 

겪는다(김정기, 2009). 독거노인들은 동거노인들에 비해 가까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의 

발생률이 증가(Shimada et al., 2014)하여 결과적으로 높은 수준의 

우울과(Bilotta et al., 2012; Fukunaga et al., 2012; Shin & Sok, 2012) 

삶의 질의 저하를(Mellor, Stokes, Firth, Hayashi, & Cummins, 2008) 

경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역사회 독거노인의 정신적 웰빙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나이, 성별, 직업 활동 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등 기존의 교란 요인을 조정하였을 때 독거가 노인의 정신적 

웰빙의 중요한 위험요인이 아니라고 하였다(Kawamoto, Yoshida, Oka, 

& Kodama, 2005).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우울과 외로움의 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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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조사연구(Lim & Kua, 2011)에서 외로움은 동거형태보다 더 강력한 

우울의 예측 인자였다. 반면 미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임상적 우울과 일정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Donovan et al., 2017). 독거의 심리상태 예측요소로 알려진 

우울과 외로움은 독거노인에게 현저히 저하되는 사회적 관계, 참여 등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Bilotta et al., 2012) 모든 결과에서 

일관적이지는 않았다. 

① 우울(Depression) 

우울은 기분이 저조하거나 울적한 정서 상태로(기백석, 1996), 

노년기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상실의 경험과 연관성을 가진다(David 

Russell & Taylor, 2009). 노화과정으로 상실을 주로 경험하는 노년기는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더 많이 우울을 경험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오창석, 2012; 임승희 & 노승현, 2011). 우울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신적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Kondo, Kazama, 

Suzuki, & Yamagata, 2008). 특히, 독거는 독립적으로 우울에 기여하는 

요인이다(David Russell & Taylor, 2009). 독거노인은 일반적으로 

동거노인보다 우울수준이 높고(백선숙 et al., 2008; 이신영, 2011), 각종 

신체적 질환은 물론, 식욕감퇴와 자살 사고의 위험이 높다(Fukunaga et 

al., 2012). 다양한 연구에서 신체기능(Fujikawa, 2013),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송민선, 김남초, & 이동한, 2008) 및 사회참여(김희경 et 

al., 2011) 정도에 따라 우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노인의 삶의 질의 영향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신성일 & 김영희, 

2013)에서 정신적 변인 중 우울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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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여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우울과 삶의 질은 

역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김희경 et al., 2011). 독거노인은 

동거노인보다 우울수준이 높고(김귀분, 이윤정, & 석소현, 2008; 이신영, 

2011), 높은 우울 유병률과 관련하여 식욕감퇴와 자살 생각 등 삶의 질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갖는다(Fukunaga et al., 2012).  

다양한 연구에서 우울이 삶의 질에 영향요인임을 

보고하였으나(Bilotta et al., 2012; Chen et al., 2014; Lin et al., 2008; 

김경숙, 2017; 김희경 et al., 2010), 몇몇 연구에서 우울이 증가한다고 

삶의 질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Chou, Ho, & Chi, 

2006; Mellor et al., 2008). 

 

② 외로움(Loneliness) 

외로움은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한 주관적 척도이자 자신의 사회적 

접촉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볼 수 있으며(Weeks, 1994), 

기존의 욕망과 원하는 관계 사이의 원치 않는 불일치가 종종 

포함된다(Perlman & Peplau, 1981). 외로움은 노인 개인 관계의 정신적, 

정서적 경험에 대한 주관적 감정이다(Zali et al., 2017). 

독거와 외로움은 개념적으로 다르며, 외로움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모든 독거노인이 외로운 것은 아니다(Lim & Kua, 2011). 그러나 

독거노인은 동거노인보다 외로움에 더 취약하다(Zali et al., 2017). 

외로움은 건강상태의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가치가 있는 

부정적인 느낌으로(Bucholz & Krumholz, 2012), 기능적 능력감소의 

예측 인자이다(Perissinotto, Cenzer, & Covinsky, 2012). 노인의 외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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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는 의료기관의 이용이나 시설 입소의 증가 및 인지기능의 저하와 

수명의 감소 등 노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므로(박연환 & 강희선, 

2008), 삶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Thomopoulou, 

Thomopoulou, & Koutsouki, 2010).  

Perissinotto 등(2012)은 외로움을 느끼는 피험자가 우울이 높을 

확률이 높지만 우울을 통제한 후에도 외로움은 신체상태, 

기능(Routasalo, Savikko, Tilvis, Strandberg, & Pitkälä, 2006) 및 

사회활동참여(Sung et al., 2011)에 따라 차이가 있고, 사망률과 

기능저하의 독립적인 예측 인자라고 하였다. 독거노인에게 외로움은 

정신적 건강상태에 독거가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다(Lim 

& Kua, 2011). 외로움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Cornwell & Wait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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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기틀 

 

1. 연구수행의 근간이 되는 이론 

 

기능, 장애 및 건강의 국제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모델은 보편적이고 문화적으로 

민감하여 문화전반에서 이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의료분야에서 

통합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모델이다(Cieza & Stucki, 2008; 

Steiner et al., 2002). 이 모델은 인간의 생존기간 동안 건강 및 장애의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통합하는 분류 시스템이다(Bruyère, Van Looy, 

& Peterson, 2005). ICF모델은 세계 보건기구(WHO)가 개인과 집단의 

질병 영향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정신적 구조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통합, 표준화된 언어를 사용하여 건강전문가 간의 의사소통 수단을 

확립할 목적으로 설계하였다(Maeno, Takahashi, & de Lima, 2016). 

ICF는 이전의 의학적, 기능적, 사회적 장애 모델의 모든 주요 개념을 

통합하며(Chan, Tarvydas, Blalock, Strauser, & Atkins, 2009), 기능, 

장애 및 건강의 과정을 묘사하는 양방향 생물 정신 사회적 개념틀을 

채택하고 있다(WHO, 2001).  

ICF 모델은 건강상태 및 건강상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능의 

구성요인인 신체 기능 및 구조, 활동, 참여를 포함하고 있다. 건강 

상태는 질병, 장애, 상해 또는 외상의 포괄적 용어이며 노화, 스트레스, 

선천적 기형 또는 유전적 소질과 같은 다른 상황을 포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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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은 ICF 모델의 핵심개념으로 두 가지 맥락적 요인인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과 상호작용한다(WHO, 2001). 신체 기능은 신체 

시스템의 생리 기능과 신체의 해부학적 부분이다. 활동과 참여는 개인과 

사회의 기능 수준에서 설명된다. 활동 영역은 개인이 수행하는 기본 

업무로 특징지어지는 반면 참여는 공동체 내에서 참여하는 삶이나 

사회적 활동으로 정의된다(WHO, 2001). 그러나 활동과 참여의 구별함에 

있어 혼돈은 지속적으로 존재했고(Reed et al., 2005), 이들의 개념을 

명료화 하기 위해 9가지 영역으로 세분화하였다. 활동은 지식의 습득과 

적용, 일반 업무 및 요구, 의사소통, 이동성, 자기관리, 가정생활(예: 

가사, 식사 준비)이나 그 밖의 주요 생활영역(예: 교육, 고용)을 

사용하여 정의된다. 참여는 대인관계 상호작용과 지역 사회 및 

시민생활의 2가지 영역을 사용하여 설명된다. 또한 활동과 참여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능력과 수행이라는 한정어를 사용하였다. 

능력은 환경적 장애가 없는 특정측면에서 개인이 최대의 기능을 성취할 

수 있는 정도이며, 수행이란 개인이 특정 분야에서의 실제 성취 

정도이다.  

ICF 모델(2001)에 따르면, 맥락적 요인 중 하나인 개인적 요인은 

개인의 능력과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인간 내부적 특성을 

나타낸다. 구체적인 개인적 요인은 인구 통계적 특성으로 설명되는 성별, 

나이, 기타 건강상태, 대처 스타일, 교육, 직업 등이 포함된다. 환경적 

요인은 ICF 구성요인에서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 환경적, 

규범적 외부특성으로 구체적으로 상품 및 기술, 대인 관계, 자연적, 

인공적 환경, 사회적 규범이나 정책 등이 포함된다. 개인의 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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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은 건강상태(생물학적 상태)와 맥락적 요인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한 결과임을 강조한다. ICF는 맥락적 요인인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개인의 상황에 따른 경험의 

다양성을 인정(Steiner et al., 2002) 할 뿐만 아니라 개인과 집단의 

건강경험에 대해 보다 넓고 의미 있는 개념틀을 제공한다(Gallagher, 

Biro, Creamer, & Rossa, 2010).  

ICF 모델은 질병 중심적이고 전문가 주도적인 의료 접근방식에서 

개인의 신체 장애뿐 아니라 기능, 행동 및 삶의 질이 개인의 건강경험에 

필수적임을 인정하는 접근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Alford et al., 2015). 따라서 ICF 모델은 질병에 기초를 둔 

기존의 건강 개념을 넘어 여러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건강을 보다 

통합적인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신은경, 2013). 

그러나 ICF 모델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은 척수 

손상(Kirchberger et al., 2010; Vissers et al., 2008), 다발성 

경화증(Coenen, Basedow-Rajwich, König, Kesselring, & Cieza, 2011; 

Khan & Pallant, 2007; Prodinger, Weise, Shaw, & Stamm, 2010)과 

뇌졸중(Barker, Reid, & Cott, 2006; Sumathipala, Radcliffe, Sadler, 

Wolfe, & McKevitt, 2012; Worrall et al., 2011), 근골격계(Nicklasson 

& Jonsson, 2012; Schneider, Manabile, & Tikly, 2008) 질환 등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건강경험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Alford 

et al., 2015). 

ICF 모델은 복잡한 조건에 적합한 광범위한 영역을 고려하고 개인의 

관점에서 건강과 기능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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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다(Alford et al., 2015). 복합적인 만성질환을 가지거나 

만성질환이 있으나 건강 상태가 양호한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다(Gaymu et al., 2008). 다양한 기능수준에 있는 지역사회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을 확인하는데 ICF 모델이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Figure1. The bio-psychosocial model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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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이론적 기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독거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을 규명한 후, 

WHO의 ICF 모델(2001)을 일부 수정하여 구성하였다(Figure 2). ICF 

모델에서 맥락적 요인의 중요성이 고려되었지만 그 증거는 거의 

없다(Whiteneck, 2006; Whiteneck et al., 2004). 참여는 개인의 건강과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소를 포함한 맥락적 요소 간의 상호 작용의 

결과이다(Fougeyrollas et al., 1998). 신체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활동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사회 환경은 그룹별로 다르게 

인식되지 않는다(Levasseur, Desrosiers, & Tribble, 2008). 구조모형은 

가능한 적은 인과경로를 가진 개념들 간의 관계 또는 이론적 정당성을 

갖는 개념들 간의 관계를 모델로 설정하는 것이 모델의 가치와 설명력을 

모두 가지게 된다 (배병렬, 2017). 본 연구에서는 건강상태,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은 본질적으로 활동수준과 관련되어 있고 참여를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설명하기에 유용할 것으로 확인된 기능적 능력의 요소인 신체기능, 활동, 

참여와 정신건강 및 삶의 질들의 정확한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ICF의 

맥락적 요소인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은 제거하여 범위를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ICF 모델을 기반으로 하였으나, 신체적 기능 위주의 

요인으로 측정되었던 청력손실노인(Manchaiah & Stephens, 2013), 

대장암환자(van Roekel et al., 2014), 척추손상환자(Rivers et al., 2018), 

지주막하 출혈환자(Passier et al., 2013)의 삶의 질 모형과는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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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의 독립적 자립에 필요한 기능적 능력을 위주로 정신건강요인을 

추가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ICF 모델의 기능적 능력과 관련된 개념은 

신체기능 및 구조, 활동과 참여이고, 독거노인의 두드러진 정신건강 

요인은 우울과 외로움을 포함하였다. ICF 모델과 관련된 변수인 

신체기능 및 구조, 일상생활활동 및 사회참여가 상호작용하여, 

결과변수인 정신건강 및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ICF 모델 관련변수 중 신체구조는 신체의 해부학적 구조와 

형태부분이다. 노인의 신체 해부학적 변화의 확인을 위해 영상검사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검사들은 경제적 측면과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등 

지역사회 연구에 적용하는 데 제한점이 있어 본 연구의 원시자료에서 

조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기능 및 구조를 신체기능으로 

수정하여 설정하였다.  수정한 모형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ICF 구성 요인의 정의를 토대로 각 구성 요인을 조작하기 위해 몇 

가지 지표를 선택하였다. 신체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전반적 근력과 

영양상태, 근육 량을 평가하는 데 매우 쉽고, 효율적인 악력(Birman et 

al., 2016; Granic et al., 2016), 이동성 및 장애평가를 위해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쉽게 이용 가능한 일어나 걷기(Studenski et al., 2003)와 

근육량이나 체지방량을 간접적으로 측정하여 기능제한의 위험을 

선별하는데 유용한 체질량지수(Davison et al., 2002; 성순창 & 김현수, 

2014)를 포함하였다. 이는 독거노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육의 양과 힘을 보존하고(Geirsdottir et al., 

2012),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동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Gorgon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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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독립적인 삶에 있어 필요한 활동은 일상생활활동 측정도구 중 

기본적인 일상생활활동보다 복잡한 활동범위와 외부와의 접촉이 필요한 

다차원적 기능평가인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으로 설정하였다(Won et al., 

2002).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은 개인이 어느 정도 주위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노인의 독립적 자립에 더 큰 향을 미칠 수 

있고(김현주, 2013) 외부와의 접촉이 필요한 다차원적 기능을 평가하여 

삶의 질에 정적인 상관이 있기 때문이다(Lau & Kirby, 2009; 김희경 et 

al., 2010; 배숙경 et al., 2012).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활동인 참여는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의미 있는 활동을 계속하는 사회활동참여f(Depp & Jeste, 

2006)와 금전적 가치와 관련된 것으로 유급노동을 통한 참여인 

경제활동참여(김주현, 2007)를 포함하는 사회참여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사회활동참여와 삶의 질과의 관계는 대체로 

일관되게 보고되는(Sun et al., 2011; 남기민 & 박현주, 2010) 반면, 

경제활동참여와 삶의 질 간의 관계는 일관되지 않아(Chang, 2017; 

심옥수, 2015) 각각 독립된 외생변수로 하여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모형에서 문헌고찰을 통해 추가된 요인은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가장 큰 효과크기를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 정신건강 

요인이다(신성일 & 김영희, 2013). 정신건강은 독거의 심리상태 

예측요소로 알려진 우울과 외로움을 포함하였다(Bilotta et al., 2012). 

독거노인들은 기능적 능력의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가까운 사회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기능적인 사회적 

고립에 의한 외로움 발생이 증가(Shimada et al., 2014)하고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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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게 되며,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한다(Bilotta 

et al., 2012; Fukunaga et al., 2012; Mellor et al., 2008; Shin & Sok, 

2012). 

마지막으로 건강과 기능, 정신적 안녕, 사회적 관계와 활동, 가정과 

이웃, 독립과 자유 및 재정적 환경 같은 여러 영역을 포괄하는 다차원 

변수인 삶의 질(Bowling, 2005)은 도구의 길이와 기능적 능력의 한계로 

결측 값의 문제를 보이는 노인들의 삶의 질 측정 시 신뢰성, 타당성 및 

반응성이 좋고(Haywood et al., 2005), 경제적 유용성(Makai et al., 

2014)이 인정된 EQ-5D와 삶의 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하는 

개인의 주관적 삶에 대한 평가인 EQ-VAS(이혜상, 2014)를 모두 

사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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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HGS, Hand Grip Strength; TUG, Timed up and go; BMI, Body Mass Index; SAP,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NC, Neighbor contacts; FC, Family contacts; EAP,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K-

IADL, Korea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GDSSF-K,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n; RULS-V3,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version 3; EQ-5D, Euro quality of life-5dimention; 

EQ-VAS, Euro  quality of life visual analogu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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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oretical substruction 

HGS, Hand Grip Strength; TUG, Timed up and go; BMI, Body Mass Index; SAP,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NC, Neighbor contacts; FC, Family contacts; EAP,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K-

IADL, Korea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GDSSF-K,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n; RULS-V3,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version 3; EQ-5D, Euro quality of life-5dimention; 

EQ-VAS, Euro quality  of life visual analogu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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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적 모형 

  

본 연구에서는 ICF 모델에 근거하여 독거노인의 삶의 질 문헌고찰을 

통하여 가설적 모형을 Figure 4.와 같이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신체 기능, 일상생활활동, 사회활동참여와 경제활동참여를 

포함한 4개의 외생변수와 정신건강 및 결과 변수인 삶의 질을 포함한 

2개의 내생변수로 구성되었다. 외생변수의 측정변수는 신체기능에 악력, 

일어나 걷기, 체질량지수, 일상생활활동은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사회활동참여는 사회활동 참여횟수, 이웃과 왕래횟수, 가족과 왕래횟수 

그리고 경제활동참여는 경제활동 참여횟수 각 8개로 이루어 졌고, 

내생변수의 측정변수는 우울과 외로움, EQ-5D, EQ-VAS 포함 4개로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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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Hypothetical model 

 

 

x1 Hand Grip Strength 

x2 Timed up and go  

x3 Body Mass Index 

x4 K-IADL 

x5 Number of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x6 Number of neighbor contacts  

x7 Number of family contacts 

x8 Number of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y1 GDSSF-K  

y2 RULS-V3 

y3 EQ-5D index 

y4 EQ-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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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가설 

 

정신건강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1. 신체기능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일상생활활동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사회활동참여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경제활동참여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삶의 질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5. 신체기능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일상생활활동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 사회활동참여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8. 경제활동참여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9. 정신건강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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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ICF 모델과 문헌고찰을 근거로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통합하여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서울대학교의 

‘지역공동체 중심 통합형 독거노인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모델개발연구’에서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2차자료 분석으로 모형의 

적합도 및 가설을 검증하는 모형구축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원시자료는 보건산업진흥원 지원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예정인 ‘지역공동체 중심 통합형 독거노인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모델개발 연구’의 1차년도 연구인 ‘독거노인 맞춤형 

건강관리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요구도 분석’에 참여한 경기도 S시 

거주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1022명의 자료이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1)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에 동의한 만 65세 이상 노인 

2) 조사시점인 2018년 8월 실질적 독거노인(주민등록상만 독거노인  

제외) 

3) 국문해독이 가능하고 인지 장애가 없어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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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신분열증, 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 병력이 없는 노인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표본크기에 대한 정확한 범위는 없지만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우선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Mitchell(2001)의 방식으로 변수의 10-20배의 표본이 

필요하다는 기준과 이상적인 표본 권장크기는 200명 이상(이순묵, 

1990)이라는 기준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측정변수는 12개로 

240명 정도의 표본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가능하면 표본크기는 충분히 

커야 한다. 그 이유는 큰 표본은 작은 표본에 비해 표본 오차가 작기 

때문에 모집단을 보다 더 잘 대표할 수 있고, 작은 표본에서 산출된 

통계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수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배병렬, 2017).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원시자료 1022명의 전체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의 윤리적 측면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병원 IRB의 승인(IRB No. H-1807-131-

961)하에 서울대학교의 ‘독거노인 맞춤형 건강관리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요구도 분석’을 위해 조사한 자료를 이차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처를 엄중하게 준수하였다. 연구자료 

사용에 대해 연구진의 동의를 받고, 2차자료 분석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연구대상자 보호 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IRB 

No. E1902/002-001)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부록 1).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분석과정에서 임시번호(ID)를 부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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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자료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실에서 직접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였으며, 연구자만 접근 가능하도록 하였다. 

연구가 완료된 후 자료를 연결하는 암호를 무효화할 예정이다.  

 

4.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의 내생변수는 3가지로 외로움과 우울, 삶의 질이며, 

외생변수는 4가지로 신체 기능, 일상생활활동, 사회활동참여, 

경제활동참여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측정도구는 부록 2에 

정리하였다.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문헌고찰을 통해 선정한 성별, 연령과 종교, 소득수준 

및 만성질환의 수를 조사하였다.  

 

2) 외생변수  

① 신체 기능(Body functions) 

본 연구에서는 신체 기능을 ⒜ 악력(HGS)과 ⒝ 일어나 걷기(TUG), 

⒞ 체질량 지수(BMI)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 악력(HGS) 

악력은 전완을 구성하는 근육들의 정적 근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손바닥으로 물건을 쥐는 힘이다. 본 연구에서는 악력계(TANITA No. 

6103, Tokyo, Japan)로 피험자는 양 발을 어깨너비만큼 벌리고 양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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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내린 상태에 서 측정하는 팔을 약 15도 정도 벌리고, 두 

번째 손가락 제2관절에 손잡이를 걸고 악력계의 손잡이를 힘껏 잡는 

동작으로 측정한다(오병택 et al., 2017). 좌우 2번씩 교대로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한다. 아시아 근감소증 연구회(Asian Working Group of 

Sarcopenia)의 악력저하 기준은 남성 26kg, 여성 18kg 이하이다(Chen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남녀 각 악력저하 기준을 적용하여 0을 

‘정상’, 1을 ‘악력저하’로 구성하였다. 

 

⒝ 일어나 걷기 검사(TUG)  

TUG 검사는 기능적인 운동성과 이동능력, 균형능력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실험자의 

출발신호에 따라 의자에서 일어나 3m 거리를 걸었다가 다시 돌아와 

앉는 시간을 측정한다. 필요한 경우 보조도구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신체적인 도움은 주지 않는다. 시간은 디지털 초시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더 긴 소요시간은 더 감소한 기능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13.5초 이상의 소요시간을 낙상 고위험군으로 하여(Rose et 

al., 2002), 0을 ‘낙상 비위험군’, 1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TUG 

검사의 측정자내 신뢰도(r=0.99)와 측정자간 신뢰도 (r=0.98)는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다(Podsiadlo & Richardson, 1991).  

 

⒞ 체질량지수(BMI) 

체질량지수는 신장대비 이상적인 체중을 결정하는 방법이다(kg/m2). 

본 연구에서는 신장은 평평한 벽에 선 자세에서 신장계 영점 보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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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자세(발뒤꿈치, 엉덩이, 등, 머리의 뒷부분이 벽면과 수직하게 

접촉)를 확인 후 초음파 키 측정기(IKI HT001 No. 600513169, 

China)를 이용하여 0.1cm까지 측정하였다. 만약 일반적인 자세에서 키 

측정이 불가한 경우(ex. 휠체어, 척추 후만증 등) 양팔을 벌린 상태에서 

줄자로 demispan을 측정하였다. 체중은 신발을 벗고 옷은 되도록 

가볍게 입은 상태에서 체중계의 영점을 확인한 후 계기판 숫자가 고정될 

때 읽어 0.1kg까지 측정하였다. 만약 일반적인 방법으로 체중 측정이 

어려운 경우(ex. 휠체어 사용 등) 상완위 둘레, 종아리둘레(4번 참고), 

허리둘레(cm)를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비만도 판정은 아시아-

태평양기준(Who, 2004)에서 제시한 비만 권고기준에 따라 저체중(BMI 

<18.5), 표준 체중(18.5≤ BMI <23), 과체중(23≤ BMI <25), 그리고 

비만(BMI ≥25)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0을 ‘표준체중’, 저체중, 

과체중, 비만을 함께 1 ‘비정상 체중’으로 분류하였다. 키 측정 시, 

인바디 키 측정기와 초음파 키 측정기 간의 동시 타당도는 Pearson 

상관계수 .991로 0.0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② 일상생활활동(Daily living activities) 

⒜ 한국형 도구적 일상생활활동(Korea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K-IADL)  

Won 등(2002)에 의해 개발된 한국형 도구적 일상생활활동(K-IADL) 

도구로 총 10문항으로 몸단장,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 근거리 외출, 

교통수단 이용, 물건 사기, 금전 관리, 전화사용, 약 챙겨 먹기 등으로 

구성된 4점 척도이다. 도구는 원저자인 Won.에게 메일로 연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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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사용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 점수의 범위가 10에서 37까지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자립도가 높아 신체 건강상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94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06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문항별 표준화 회귀계수가 .5이하인 3문항(1번, 8번, 10번)을 제거하고 

7문항을 모델구축에 이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Cronbach's α는 .807로 

나타났다. 이 도구의 구성타당도 분석결과 2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57.67%였다.  

 

③ 사회활동참여(Social activity participations) 

구조화된 보건복지부 ‘독거노인 현황조사카드’ 설문(권오균, 2016)의 

사회활동 부분에서 채택된 항목으로 사회활동 참여 횟수를 묻는 문항의 

답을 4점 리이커 척도로 주 3-4회 이상 3점, 주 1~2회 2점, 월 1~2회 

1점, 참여하지 않음 0점으로 구성하였다. 이웃과 왕래 횟수, 가족과 

왕래 횟수를 묻는 문항의 답은 5점 리이커 척도로 주 1-2회 이상 4점, 

월 1~2회 3점, 분기 1~2회 2점, 년 1~2회 1점, 참여하지 않음 

0점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수준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④ 경제활동참여(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s) 

구조화된 보건복지부 ‘독거노인 현황조사카드’ 설문(권오균, 2016)의 

경제활동 부분에서 채택된 항목으로 경제활동 참여횟수를 묻는 문항의 

답을 4점 리이커 척도로 주 3-4회 이상 3점, 주 1~2회 2점, 월 1~2회 

1점, 참여하지 않음 0점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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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내생변수   

① 정신건강(Mental health)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을 ⒜ 우울(GDSSF-K)과 ⒝ 외로움(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RULS)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 우울(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 Version, 

GDSSF-K) 

Sheikh와 Yesavage (1986)가 개발한 노인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단축형을 기백석(1996)이 우리나라에 맞도록 수정한 

한국형 노인 우울 간이 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 Version, GDSSF-K)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0문항의 노인 우울척도와의 상관관계는 .84이다. 

원저자인 Dr. Yesavage에게 메일로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한국형으로 수정한 기백석에게 메일로 연락한 뒤 도구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 각 문항에 대해 ‘예’, ‘아니오’로 대답하여 점수는 0점에서 

15점이 가능하며 총점 6점 이상을 우울증, 5점 이하는 정상이라고 

판단한다. 기백석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α .88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73이었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3문항(2번, 4번, 14번)의 회귀계수가 낮아 제거되고 총 12문항을 

모델구축에 이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Cronbach's α는 .871으로 나타났다. 

이 도구의 구성타당도 분석결과 하나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45.75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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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움(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RULS) 

Russel 등(Dan Russell, Peplau, & Cutrona, 1980)이 개발한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RULS)를 김옥수(1997)가 번안한 도구로 총 

20문항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거의 그렇지 않다’ 2점, 

‘가끔 그렇다’ 3점, ‘자주 그렇다’ 4점으로 10문항의 긍정문항은 역으로 

점수를 두어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이 큼을 의미한다. 도구개발자인 Dr. 

Daniel Russell와 김옥수에게 승인을 받았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93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98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표준회귀계수가 

0.5이하로 낮은 2문항(4번, 9번)을 제외하고 총 18문항을 모델 구축에 

이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Cronbach's α는 .913로 나타났다. 이 도구의 

구성 타당도 분석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55.41%였다. 

 

② 삶의 질(Quality of life)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은 ⒜ EQ-5D-3L과 ⒝EQ-VAS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 EQ-5D-3L(Euro Quality of life–5 Dimention-3 Level)  

EuroQol group(1990)에 의해 개발된 EQ-5D-3L(Euro Quality of 

life–5 Dimention-3 Level)도구로 일상 활동, 자기 관리, 운동 능력, 

불안/우울, 통증/불편감의 5개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문항 당 

‘문제 없음(0)’, ‘다소 문제 있음(1)’, ‘많이 문제 있음(2)’의 3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구매가 필요한 도구로 EuroQo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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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에 연락하여 대상자수가 적어 무료이용으로 승인받았다. EQ-

5D index는 1 - (0.050 + 0.096×M2 + 0.418×M3 + 0.046×SC2 + 

0.136×SC3 + 0.051×UA2 + 0.208×UA3 + 0.037×PD2 + 

0.151×PD3 + 0.043×AD2 + 0.158×AD3 + 0.050×N3)로 환산한 수치 

EQ index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8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54였다.  

 

⒝ EQ-VAS(EQ visual analogue scale) 

EQ-VAS(EQ visual analogue scale)도구는 등급척도(rating scale) 중 

하나로 20cm의 수직선 모양으로 나타낸 시각 아날로그 척도이며,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상태를 100점으로, 상상할 수 있는 최저의 

건강상태를 0점으로 부여하고 주어진 건강상태에 대해 0점과 10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EQ-VAS는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평가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모두 .7 

이상이었으며 내용은 Table 1과 같다. 또한 각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 

결과는 부록 3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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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liability of the Measurements 

* 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Variables Concepts Scales No. of items  Cronbach'sα 
Cronbach'sα 

(After CFA*) 

Exogenous  Body functions Hand Grip Strength(HGS) 16 `- `- 

variables  Times up & go (TUG) 2 `- `- 

    Body Mass Index(BMI) 2 `-  `- 

  Daily living activities K-IADL 10 0.81 0.81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Number of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1 `- `- 

  Number of neighbor contacts 1 `- `- 

   Number of family contacts 1 `-  `-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Number of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1 `-  `- 

Endogenous  Depression GDSSF-K 15 0.87 0.87 

variables Loneliness UCLA-loneliness scale 20 0.90 0.91 

  Quality of life EQ-5D-3L 5 0.75   

  EQ-VAS 1 - - 

Total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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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의 연구윤리 심의위원회(IRB)에 2차 자료분석에 

대한 승인(IRB No. E1902/002-001)을 받은 후 1022명의 원시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부록 1). 

원시자료는 보건산업진흥원 지원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예정인 ‘지역공동체 중심 통합형 독거노인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모델개발연구’를 서울대학교 병원 IRB의 승인(IRB NO. H-

1807-131-961)하에 총 3차년 계획연구 중 1차년도 연구 ‘독거노인 

맞춤형 건강관리와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요구도 분석’을 위해 2018년 

3월 경기도 S시 거주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총 

3,751명 중 2018년 8월 S시 거주중인 독거노인 1,300명을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나누어 전체 노인수 대비 퍼센트로 할당하는 비례층화 

표본추출을 하였다. 포스터와 편지발송을 통해 2주간의 홍보를 거친 후, 

2018년 8월 13일부터 10월 03일까지 자료조사를 진행하였다. 

원시자료 수집 시 선정한 1300명 중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1041명을 대상으로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S시 내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 18개 장소에서 조사자가 일대일 면담 및 

측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독거노인들의 신체계측을 위해 간호학생 

16명, 설문문항에 대한 일대일 면담을 위해 생활관리사 34명 등 총 

50명을 연구보조원으로 모집하여 연구목적과, 자료수집방법에 대해 

2시간 교육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평가 방법을 명확히 하였으며, 

측정자간 신뢰도 검증을 위해 교육 후 동일한 대상을 측정하여 평가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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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가 없을 때까지 조율하였다. 연구도구의 평가 기준은 구체화하여 

문서형태로 제공하였다. 노인 일 인당 소요시간은 50분 내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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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분석 방법 

 

원시자료 총 1022명의 자료는 SPSS version 23과 AMOS version 23 

프로그램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특성과 연구변수의 기술  

통계, 연구 변수의 정규성에 대한 검정은 일변량 왜도와 첨도, 

다변량 첨도를 이용하였다.  

•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잠재변수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였다.   

• AMOS 프로그램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구조모형의  

모델추정법으로 점근분포자유(Asymptotically distribution-free,  

ADF) 추정법을 사용하였다.  

• 가설적 모형의 추정계수 유의성 검토를 위해 비표준화 회귀계수  

(Regression weights), 표준오차(Standard error),  

표준화회귀계수(Standard regression weight, SRW),  

고정지수(Critical ratio, CR), p 값을 이용하였으며, 내생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다중상관자승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을 이용하였다.   

• 모형에 대한 적합도 평가는 절대적합도지수인  

Q(CMIN/df)통계량, 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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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적합지수(Adjustment Goodness of Fit Index, AGFI),  

근사원소평균 자승오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증분적합도지수(incremental fit  

index)는 표준적합지수(Normed Fit Index, NFI),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 IFI),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CFI)를, 간명적합도지수는  

간명 표준적합지수(Parsimonious Normed Fit Index, PNFI)와  

간명 비교적합지수(Parsimonious Comparative Fit Index,  

PCFI)를 이용하였다.  

• 모형의 간접효과와 총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프로그램의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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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76.2세로 

최저65세에서 최대 102세였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226명(22.1%), 여성이 796명(77.9%)이었다. 

대상자들의 결혼상태는 사별이 780명(76.3%)으로 가장 많았으며, 

별거나 이혼이 204명(20.0%), 미혼 28명(2.7%), 기혼 10명(1.0%)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938명(91.8%)이 생존자녀가 있었으며, 

생존자녀 수는 평균 2.8명이었다. 학력은 무학이 396명(38.8%), 초졸 

307명(30.0%), 중졸 148명(14.5%), 고졸 129(12.6%), 대졸이상이 

42명(4.1%)이었다. 종교를 가진 대상자는 664명(65.0%)이었다. 평균 

수입은 한 달에 554,333원 정도였으며, 한 달 생활비는 평균 

517,549원으로 조사되었다. 만성질환 수는 평균 5.2개로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842명(82.4%)으로 가장 

많았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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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022) 

  category n (%) 

Gender Male 226 22.1 

  Female 796 77.9 

Age(yrs) 65~74 402 39.3 

  75~84 547 53.5 

  > 85 73 7.2 

  Mean±SD 76.2±5.9 

Marital status Single 28 2.7 

  Married 10 1.0 

  Divorced/ separated 204 20.0 

  Widowed 780 76.3 

Living child Yes 938 91.8 

  No 84 8.2 

  Mean±SD  2.8±1.6  

Level of education Illiteracy  396 38.8 

  Elementary school 307 30.0 

  Middle school 148 14.5 

  High school 129 12.6 

  ≥ College 42 4.1 

Religion Yes 664 65.0 

  No 358 35.0 

Monthly income Mean±SD 554,333±390,994 

Monthly living expenses Mean±SD 517,549±393,682 

Number of Chronic 

Diseases 
0 26 2.5 

  1 66 6.5 

  2 88 8.6 

  ≥3 842 82.4 

  Mean±SD 5.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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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적 모형 검정  

 

1) 가설적 모형의 검정과정  

① 측정도구의 타당성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사용되는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은 관측변수가 특정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관계에 초점을 

둔 것이다. CFA의 목적은 측정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평가하고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는 데 있다(배병렬, 2017). 본 연구도구 중 

IADL, 외로움과 우울 측정도구는 단일개념에 대한 다문항 설문으로 

단일차원 확인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거쳐 항목묶기(Item 

parceling)를 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배병렬, 2017).  

타당도는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 가의 

문제이다. 내용 타당도, 집중 타당도, 판별타당도 및 법칙타당도가 이에 

해당한다. 그 중 집중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는 측정모델의 평가에 있어 

중요하다.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 간의 내적상관이 적정 수준 

이상이라면 집중타당도가 있다고 본다. 또한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 

간의 상관이 높지 않게 나타난다면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본다. 집중 

타당도는 표준화계수가 적어도 0.5 이상이어야 한다(김계수, 2010; 

배병렬, 2017).  

본 연구에서 직접 실측한 자료인 Hand grip strength, Times up & 

go와 BMI, 하위요인이 명확히 구별되는 삶의 질 도구와 사회활동 참여, 

경제활동 참여는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도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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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활동의 경우 표준화 회귀계수가 .5보다 낮은 3문항(1번, 8번, 

10번)을 제거하고 7문항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우울의 경우 3문항(2번, 

4번, 14번), 외로움은 2문항(4번, 9번)의 회귀계수가 낮아 제거되고 각 

12문항과 18문항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부록 

4에 제시하였다.   

 

② 자료점검과 정규성 검토 

  본 연구자료의 결측치는 결측자료의 분포 모양을 가정하고, 

결측치의 값을 추정하는 가장 진보된 방법인 SPSS의 EM(Expectation-

Maximization)법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SEM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추정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으로 최소한의 표본크기는 100~150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표본크기가 400보다 커지면, ML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여 모델적합도가 나쁜 것으로 보고한다(배병렬, 2017). SEM은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관측변수들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는 가정 하에 분석이 진행된다. 다변량 분석의 기본 가정은 

정규분표이다. 데이터가 얼마나 정규분포를 따르는 지는 일변량 

정규성과 다변량 정규성으로 나뉜다. 다변량 정규성은 모든 일변량 

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루며, 두 변수 쌍의 결합분포가 이변량 정규분포를 

이루며, 이변량 산점도가 선형이며 등분산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정규성 검토에서 중요한 것은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다. 

일변량 왜도의 절대값이 3.0보다 큰 경우에는 ‘극단적’인 왜도라고 

제안하고 있다. 첨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절대값이 10.0보다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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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배병렬, 2017). West 등(West, Finch, & 

Curran, 1995)은 왜도가 2보다 크고, 첨도가 7보다 큰 경우 

최대우도법이나 일반화 최소자승법으로 모수를 추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변수 중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의 첨도와 왜도가 일변량 

정규성을 따르지 않고 다변량 첨도가 25.61로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하지 않아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의 로그변환을 고려하였다.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을 로그변환 했을 때 왜도가 2.61, 첨도가 7,67로 일변량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변량 첨도가 15.43으로 다변량 

정규성의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다(Table 3). ML과 일반화최소자승법의 

기본 가정은 변수들의 정규성이므로 본 연구의 추정법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와 변수들의 비정규성을 고려하였다.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ML은 제외하고 변수들의 정규분포와 

무관하며, 표본의 크기가 클 때 유리한 추정법인 

점근분포자유(Asymptotically distribution-free: ADF) 추정방법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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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Observed Variables   (N=1022) 

Variables Mean(±SD) Range Skewness(log) Kurtosis(log) 

Hand Grip 

Strength (HGS) 
1.64±0.48 1~2 -0.59 -1.65 

Timed Up & Go 

(TUG) 
1.25±0.43 1~2 1.14 -0.70 

Body Mass Index 

(BMI) 
1.76±0.43 1~2 -1.20 -0.56 

K-IADL 7.74±1.73 7~22 3.62(2.61) 17.16(7.67) 

Number of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2.14±1.28 `1~4 0.55 -1.43 

Number of  

neighbor contacts 
1.61±1.31 1~5 1.97 2.21 

Number of  

family contacts 
2.10±1.39 1~5 1.04 -0.31 

Number of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3.24±1.26 `1~4 -1.12 -0.67 

GDSSF-K 5.33±3.74 0~12 0.26 -1.18 

RULS 36.86±12.73 18~72 0.58 -0.39 

EQ-5D 0.74±0.18 -.17~1.0 -1.22 3.84 

EQ-VAS 63.48±21.21 0~100 -0.43 -0.01 

Multivariate    25.61(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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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측정 변수간의 다중공선성 

가설 검증 전 측정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평가하였다. 공선성을 

알아보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상관계수가 크게 나오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지만, 다중공선성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지표는 아니다. 다중공선성을 

평가하는 가장 쉽고 편한 지표는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과 공차한계(Tolerance)이다(이일현, 2014).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 절대값이 0.7이상이면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강한 것으로 

개념의 삭제를 고려한다(김계수, 2010). VIF가 10이상, 공차한계가 0.1 

이하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Hocking & Pendleton, 

1983).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평가하기 위해 

독립변수 간의 VIF, 공차한계(Table 4)를 조사하고, 측정 변수간의 

상관관계 계수(Table 5)를 제시하였다. 독립변수 간의 VIF<10, 

공차한계>.1 였고,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의 절대값은 0.000~ 

0.624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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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llinearity statistics between the observed variables 

Variables 
Collinearity Statistics 

Tolerance VIF
†
 

Hand Grip Strength .899 1.113 

Timed Up & Go .809 1.237 

Body Mass Index .989 1.011 

K-IADL .845 1.184 

Number of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864 1.157 

Number of neighbor contacts .752 1.329 

Number of family contacts .839 1.192 

Number of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942 1.062 

GDSSF-K .596 1.679 

RULS .530 1.886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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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s between the Observed Variables 

 x1 x2 x3 x4 x5 x6 x7 x8 y1 y2 y3 y4 

x1 1                       

x2 .252** 1                     

x3 -.024 .050 1                   

x4 .182** .341** .046 1                 

x5 -.117** -.044 -.058 -.031 1               

x6 -.014 -.010 -.058 .084** .317** 1             

x7 -.054 .000 -.020 .012 .215** .334** 1           

x8 .087** .201** .008 .134** -.012 .049 .036 1         

y1 .147** .176** .000 .201** .120** .228** .203** .120** 1       

y2 .088** .182** -.004 .187** .194** .373** .295** .149** .624** 1     

y3 -.236** -.301** -.080* -.338** .041 -.110** -.046 -.130** -.417** -.302** 1   

y4 -.169** -.207** -.014 -.284** -.038 -.134** -.101** -.134** -.417** -.320** .4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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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 Hand Grip Strength 

x2 Timed up and go 

x3 Body Mass Index 

x4 K-IADL 

x5 Number of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x6 Number of neighbor contacts 

x7 Number of family contacts 

x8 Number of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y1 GDSSF-K 

y2 RULS 

y3 EQ-5D-3L 

y4 EQ-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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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적 모형의 식별가능성  

 

모형식별은 모형의 모든 자유모수가 고유해로 구해질 수 있는 가의 

문제이다. 모수치의 고유해를 얻을 수 있다면, 그 모델은 식별될 수 

있고 따라서 모수들은 추정가능하고 모델은 검증될 수 있다. 만약 

모델이 식별될 수 없다면 어떤 값이든 임의적이 된다. 

과소식별모델(Under-identified model)은 모수치의 해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수의 해가 존재한다. 

하나의 측정변수가 하나의 잠재변수를 설명하면 헤이우드 케이스가 

발생한다. 이 경우, 오차분산을 (1-α)*S2이나 0.005와 같은 아주 작은 

수로 고정하여 식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배병렬, 2017). 본 논문에서 

하나의 측정변수가 하나의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도구적 일상생활활동과 

경제활동참여의 헤이우드 케이스 해결을 위해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의 

경우 변수의 오차분산을 (1-α)*S2으로 경제활동참여의 오차분산을 

0.005로 고정하였다. 모델이 식별되면, 자유모수 및 제약모수의 값을 

산출하는 모델추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측정변수는 12개이므로 정보의 수는 12(12+1)/2=78개이고, 미지수는 

35개이므로 자유도(df)는 78-37=41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형인정의 

필요조건인 간명모형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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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정 

 

모형 적합도 평가는 공분산구조모형이 제안모형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모형적합도 평가에서 적합도 지수는 절대적합도지수, 

증분적합도지수, 간명적합도지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절대적합도지수는 제안모델이 표본행렬을 어느 정도나 예측할 수 

있는가를 측정한 것이다. 절대적합도지수에는 χ2(CMIN), Q (CMIN/df), 

RMR(SRMR), GFI, AGFI, PGFI, RMSEA 등이 있다. 모델적합도의 

통계적 검증이 가능한 지표인 χ2는 표본의 수가 커질수록 커진다. 그 

결과 표본크기가 큰 경우에는 검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소한 차이도 

모델을 기각할 수 있다. 또한 다변량정규성이 위배되는 경우에도 

χ2분포를 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Q(CMIN/df)값은 χ2값을 자유도로 

나눈 값으로   표본이 큰 경우에도 사용가능 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값을 df로 나눈 값인 보정한 Q값, 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조정적합지수(Adjustment Goodness of Fit Index, 

AGFI), 근사원소평균 자승오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를 확인하였다.  

증분적합도지수(Incremental fit index)는 연구모델이 모든변수간 

관계가 전혀 없다고 가정하는 영모델보다 얼마나 잘 측정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적합지수(Normed Fit Index, 

NFI),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 IFI),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를 확인하였다.  

간명적합도지수는 두 모형을 비교하는 경우 보고하는 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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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모수가 너무 많아 과대적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간명표준적합지수(Parsimonious Normed Fit Index, PNFI), 

간명비교적합지수(Parsimonious Comparative Fit Index, PCFI)를 

확인하였다.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6). 

① 절대적합도지수(Absolute Fit Index) 

⒜ Normed χ2(CMIN/DF, Q)  

χ2을 자유도로 나눈 수치이며, 표본의 크기가 750이상인 대표본이나 

모델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2~3, 또는 관대한 

수준인 5이하면 모델이 잘 적합하였음을 의미한다. χ2값이 자유도의 

2배를 넘지 않으면 p값이 작아도 적합한 모델로 평가한다.  

본 연구의 χ2는 125.493(p=.000)였으나 Q의 통계량은 3.061로 

대표본임을 고려해 관대한 수준인 5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표본공분산행렬이 적합행렬과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본 연구모델이 잘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 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GFI는 구조방정식모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적합도로 분산과 

공분산이 추정 공분산행렬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양을 나타낸다. 

표본의 크기나 다변량 정규성 위반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델의 적합도를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0.9 이상이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GFI값은 1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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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적합지수(Adjustment Goodness of Fit Index, AGFI) 

 AGFI는 자유도에 의해 GFI가 수정된 값으로 복잡성에 관련된 

지수를 산출한다. 0~1사이의 값을 갖지만 가끔 음수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0.9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의 AGFI는 1로 좋은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 근사평균제곱오차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RMSEA는 대표본이나 다수의 관측변수들로 인해 발생하는 

χ2통계량의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개발된 적합지수로 일반적으로 

0.05이하이면 매우 좋으며, 0.08이하면 양호하고, 0.1이하면 보통인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의 RMSEA는 .045로 매우 좋았다.  

 

② 증분적합도지수(Incremental Fit Index) 

⒜ 표준적합지수(Normed Fit Index, NFI) 

NFI는 기초보델에 비해 제안모델이 어느정도 향상되었는가를 

나타낸다. NFI가 0.9라는 의미는 기초모델에 비해 제안모델이 

90%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0~1까지의 범위를 가지면 절대적인 수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0.9 이상이면 수용할 만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NFI는 .844로 기초모델에 비해 제안모델이 84.4%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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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 IFI) 

IFI 는 null 모델과 연구자가 설정한 모델을 일련의 포함관계에 있는 

모델로 간주할 때 부합도의 증가분을 의미한다(김계수, 2010). 본 

연구에서 IFI 는 .890이였다. 

 

⒞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CFI) 

CFI는 NFI의 단점을 보완한 적합도로서 모델의 복잡성에 대해 덜 

민감한 장점이 있다(우종필, 2012). 0~1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높은 수준의 적합도를 의미한다. 0.9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의 CFI는 .886로 측정되었다.  

 

③ 간명도적합도지수(Parsimonious Fit Index) 

⒜ 간명표준적합지수(Parsimonious Normed Fit Index, PNFI) 

PNFI는 NFI에 ‘모델의 자유도/영모델의 자유도’에 해당하는 

간명비율을 곱하여 나온 값으로 0~1사이의 범위이다. 간명도적합지수는 

낮을수록 양호하다. 본 연구의 PNFI는 .525이었다.  

 

⒝ 간명비교적합지수(Parsimonious Comparative Fit Index, PCFI) 

PCFI는 CFI에 간명비율을 곱하여 나온 값으로 범위는 0~1이다. 본 

연구의 PCFI는 .550였다.  

본 연구에서 절대적합도지수와 증분적합도지수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하였다. 그 결과 절대적합도 지수인 Q값, GFI, AGFI, 

RMSEA는 권장지수를 만족하였으나 증분적합도지수인 NFI, IFI, CF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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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지수를 만족하지 않아 모형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Table 6. Model Fit for the Hypothetical Model 

Type Indices Acceptable value Fitness indices 

Absolute Fit 

Index 
χ2  125.493 

 P >.1 0.000 

 Q(CMIN/DF) ≤3 3.061 

 GFI ≥.9 1 

 AGFI ≥.9 1 

 RMSEA ≤.08 0.045 

Incremental Fit 

Index 
NFI ≥.9 0.844 

 IFI ≥.9 0.890 

 CFI ≥.9 0.886 

Parsimonious 

Fit Index 
PNFI 0~1 0.525 

 PCFI 0~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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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적 모형의 분석 

  

가설적 모형에 대한 분석을 위해 추정계수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비표준화 회귀계수(Regression weights, RW), 표준오차(Standard error, 

S.E.) 표준화 회귀계수(Standard regression weight, SRW), 

고정지수(Critical ration, C.R.), p값을 이용하였으며, 내생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다중상관자승(W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를 통해 

확인하였다(Table 7). 이상의 결과에 대한 가설적 모형의 경로는 다음과 

같다(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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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tandardized Estimates of the Model  

Endogenous  

variable 

Exogenous  

variable 

Regression  

weights 
S.E.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β) 
C.R. (t-value)† p SMC(R2)‡ 

Mental  Body functions 5.219 1.387 0.315 3.763*** <.001 .440 

health Daily living activities 0.205 0.181 0.086 1.128 0.259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3.17 0.415 0.557 7.636*** <.001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0.117 0.09 0.048 1.307 0.191  

Quality of  Body functions -0.232 0.06 -0.376 -3.87*** <.001 .690 

Life Daily living activities -0.012 0.006 -0.137 -1.9 0.057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0.01 0.017 0.048 0.616 0.538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0.002 0.003 0.02 0.559 0.576  

 Mental health  -0.021 0.003 -0.561 -7.366*** <.001  

*p<.05, ** p<.01, *** p<.001 (†C.R., Critical Ratio;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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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 Hand Grip Strength 

x2 Timed up and go 

x3 Body Mass Index 

x4 K-IADL 

x5 Number of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x6 Number of neighbor contacts 

x7 Number of family contacts 

x8 Number of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y1 GDSSF-K 

y2 RULS 

y3 EQ-5D 

y4 EQ-VA 

Figure 5. Path diagram for the hypothetical structural eq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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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설적 모형의 수정 

 

 가설적 모형의 분석 결과 절대적합도지수는 권장수준을 만족하였으나 

증분적합도지수 NFI, IFI, CFI, 모두가 권장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모형의 수정을 시도하였다. 모형의 수정을 위한 진단지표는 

잔차통계량(Residual statistic),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 M.I.), 

모수변화(Parameter change, Par Change)등이 있다. 이중 M.I.는 

변수간 존재하지 않는 관계를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로 설정함으로써 

줄어든 χ2수치를 제공한다. 모델수정을 위한 지표로 이 값을 이용하여 

수정하였다(김계수, 2010; 배병렬, 2017).  

M.I. 증 큰 값을 보인 순서로 총 2개의 상관관계 경로를 추가하였다. 

추가한 경로는 악력(e1), 체질량 지수(e3)간의 공분산과 사회활동참여 

횟수(e5)와 이웃왕래 횟수(e6) 간의 공분산이었다. 악력과 신장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Luna-Heredia, Martin-Pena, & Ruiz-Galiana, 

2005), 악력은 신장과 체중에 실질적으로 부합한다(Liao, 2014). 

사회활동참여 횟수와 이웃왕래 횟수는 실질적인 관계가 존재하므로 요인 

내 측정오차 상관을 설정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델에서는 모든 

외생변수가 상관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모형이 그려지기 때문에 

가설모형 구성 시 이론적으로 상관관계가 지지되는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모형분석에서 외생변수간의 공변량 분석결과를 확인하여 

신체기능과 일상생활활동 간의 경로가 상관계수 .574(t=7.294), 

신체기능과 경제활동참여 간의 경로가 상관계수 .298(t=6.645), 

일상생활활동과 경제활동참여 간의 경로가 상관계수 .146(t=5.29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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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였으며, 신체기능과 사회활동참여 간의 경로가 상관계수 -

.045(t=-.691), 일상생활활동과 사회활동 참여 간의 경로가 

상관계수 .031(t=.427), 사회활동 참여와 경제활동 참여 간의 경로가 

상관계수 .022(t=.508)로 유의하지 않아 상관관계를 제거하였다.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절대적합도지수는 물론 

증분적합도지수 중 IFI와 CFI가 권장수준을 만족하였고, 간명적합도지수 

PNFI, PCFI도 `가설적 모형보다 낮았다. 따라서 수정모형의 적합도 

평가결과 수정모형이 가설적 모형에 비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Table 8). 

 

Table 8. Comparison of Model Fit for the Modified Model to the 

Hypothetical Model  

Type Indices 
Acceptable  

value 

Fitness indices 

Hypothetical 

Model 

Modified 

Model 

Absolute Fit  χ2  125.493 112.886 

Index P >.1 0.000 0.000 

 Q ≤3 3.061 2.895 

 GFI ≥.9 1 1 

 AGFI ≥.9 1 1 

 RMSEA ≤.08 0.045 0.043 

Incremental  NFI ≥.9 0.844 0.860 

Fit Index IFI ≥.9 0.890 0.904 

 CFI ≥.9 0.886 0.900 

Parsimonious  PNFI 0~1 0.525 0.508 

Fit index PCFI 0~1 0.550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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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 Hand Grip Strength 

x2 Timed up and go 

x3 Body Mass Index 

x4 K-IADL  

x5 Number of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x6 Number of neighbor contact 

x7 Number of family contact 

x8 Number of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y1 GDSSF-K  

y2 RULS 

y3 EQ-5D 

y4 EQ-VAS 

Figure 6. The modifi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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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정모형의 분석 

 

수정모형에서 내생변수를 중심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비표준화 회귀계수(RW), 표준오차(S.E.), 회귀분석의 β에 해당하는 

표준화 회귀계수(SRW), t-value와 같은 고정지수(C.R.), p값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회귀분석의 R2와  같이 외생변수들의 

내생변수에대한 설명력은 다중상관자승(W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모수의 부호가 가설화 된 방향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모수의 부호가 일치아지 않으면서 유의한 

경로로 나타났다면 이 관계는 기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배병렬, 2017).  

총 9개의 경로 중 5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4개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독거노인의 신체기능(β=.313, t=3.775), 

사회활동참여(β=.593, t=5.879)가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들에 의해 정신건강이 설명되는 정도는 

48.0%였다. 그러나 일상생활활동과 경제활동 참여는 독거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신체기능(β=-

.352, t=-3.739), 일상생활활동(β=-.153, t=-2.255), 정신건강(β=-.573, 

t=-6.852)이었다. 변수들에 의해 삶의 질이 설명되는 정도는 68.3%였다.  

가설적 모형과 수정모형의 경로를 살펴본 결과, 일상생활활동이 삶의 

질에 직접효과와 총효과를 갖는 경로가 추가 되었으며 설명력에서 

차이가 있었다. 가설적 모형에서 정신건강의 설명력은 44%였으나 

수정모형에서 4% 향상되었다. 삶의 질의 경우 가설적 모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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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력이 69%였으나 수정모형에서는 68.3%로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모형의 분석결과는 Table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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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Standardized Estimates of the Modified Model  

Endogenous  

variable 

Exogenous  

variable 

Regression  

weights 
S.E.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β) 
C.R. (t-value)† p SMC(R2)‡ 

Mental  Body functions 5.335 1.413 0.313 3.775*** <.001 .480 

health Daily living activities 0.167 0.169 0.073 .991 0.321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4.061 0.691 0.593 5.879*** <.001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0.108 0.091 0.044 1.182 0.237  

Quality of  Body functions -0.222 0.059 -0.352 -3.739*** <.001 .683 

life Daily living activities -0.013 0.006 -0.153 -2.255* <.05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0.014 0.023 0.057 0.628 0.530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0.001 0.003 0.014 0.397 0.691  

 Mental health  -0.021 0.003 -0.573 -6.852*** <.001  

*p<.05, ** p<.01, *** p<.001 (†C.R., Critical Ratio;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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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정 모형의 효과 분석 

 

수정모형의 내생변수들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독거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체기능(β=.313, 

p<.05), 사회활동참여(β=.593, p<.01)이다. 이들 변수의 직접효과와 

총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대하여 신체기능은 직접효과(β=-.352, 

p<.01)와 정신건강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β=-.179, p<.01), 총효과(β=-

.531, p<.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일상생활활동의 삶의 질에 

대한 직접효과(β=-.153, p<.05) 와 총효과(β=-.195, p<.05)는 

유의하였으나 정신건강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β=-.042)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참여는 

직접효과(β=.057)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정신건강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β=-.340, p<.01)와 총효과(β=-.283, p<.01)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활동참여는 직접효과(β=.014), 총효과(β=-.011) 

및 정신건강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β=-.025)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에 대한 정신건강(β=-.573, 

p<.01)의 직접효과와 총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외생변수간의 경로, 내생변수를 중심으로 하는 경로를 

바탕으로 한 수정모형의 최종 경로는 검증결과는 Figure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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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Effects of Predictive Variables on Endogenous Variables in the Modified Model  

Endogenous 

variable 

Exogenous 

variable 

Standardized 

direct effects 

Standardized 

indirect effects 

Standardized 

total effects 

Mental  Body functions 0.313* 0 0.313* 

health Daily living activities 0.073 0 0.073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0.593** 0 0.593**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0.044 0 0.044 

Quality of  Body functions -0.352** -0.179** -0.531** 

life Daily living activities -0.153* -0.042 -0.195*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0.057 -0.340** -0.283**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0.014 -0.025 -0.011 

 Mental health  -0.573** 0 -0.573**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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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ath diagram of the modifi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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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 Hand Grip Strength 

x2 Timed up and go 

x3 Body Mass Index 

x4 K-IADL 

x5 Number of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x6 Number of neighbor contacts 

x7 Number of family contacts 

x8 Number of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y1 GDSSF-K 

y2 RULS 

y3 EQ-5D 

y4 EQ-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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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의 검정  

 

정신건강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1. 신체기능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 가설은 직접효과(β=.313, t=3.775)와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2. 일상생활활동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 가설은 직접효과(β=.073, t=.991)와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3. 사회활동참여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 가설은 직접효과(β=.593, t=5.879)와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4. 경제활동참여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 가설은 직접효과(β=.044, t=1.182)와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삶의 질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5. 신체기능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 가설은 직접효과(β=-.352, t=-3.739)와 간접효과(β=-.179, 

p<.01), 총효과(β=-.531, p<.01)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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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6. 일상생활활동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 가설은 간접효과(β=-.042)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직접효과(β=-.153, t=-2.255)와 총효과(β=-.195,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7. 사회활동참여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 가설은 직접효과(β=.057)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접효과(β=-.340, p<.01)와 총효과(β=-.283, p<.01)는 

유의하여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가설8. 경제활동참여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 가설은 직접효과(β=.014), 간접효과(β=-.025), 총효과(β=-

.011)가 모두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9. 정신건강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 가설은 직접효과(β=-.573, t=-6.852)와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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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하여 ICF 모델의 주요 개념인 

기능적 능력과 독거노인의 정신건강 면에서 중요한 우울과 외로움을 

추가한 모형을 구축 후 검증함으로써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설명하고 

예측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가설적 모델의 타당성을 논의한 후 모형 검정 결과를 토대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1. 독거노인의 삶의 질 구조모형 

 

본 연구는 ICF 모델을 이론적 근간으로 독거노인이 지역사회에게 

독립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소인 신체기능, 활동, 참여를 

채택하고, 문헌고찰을 토대로 정신건강요인인 우울과 외로움을 추가하여 

가설적 모형을 구축, 검증하였다. ICF 모델을 기반으로 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노인의 삶의 질을 확인한 소희영 등(2011)의 연구에서도 

우울을 매개변수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우울이 노인들의 삶의 

질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우울은 노년기에 가장 빈번하지만 조기 발견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체, 정신기능 및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강현욱 

& 박경민, 2012). 독거노인에서 외로움은 우울을 증폭시키며, 우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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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에 훨씬 더 강한 부정적 기여를 한다(Lim & Kua, 2011). 

독거노인의 외로움은 기능저하의 가속화 및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Perissinotto et al., 2012). 또한 인지저하의 예측요인(Shankar, 

Hamer, McMunn, & Steptoe, 2013)이며, 자살 및 알코올 남용을 

야기하는 등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rslantaş, Adana, 

Abacigil Ergin, Kayar, & Acar, 2015). 따라서 독거노인들의 우울과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중재를 

제공하는 것은(Park, Jang, Lee, & Chiriboga, 2017; Zebhauser et al., 

2015)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노인들에게 

일반적인 우울(Fukunaga et al., 2012)과 더불어 독거노인의 특징적 

정서인 외로움을 정신건강 요인에 포함하여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구축한 삶의 질 모형은 

기능적 능력에 부정적 정서가 지배적이며 취약한 독거노인의 우울과 

외로움을 정신건강요인으로 추가한 모델을 검증하여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중재하는 데 적절한 접근 근거를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수정모형은 6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68.2% 설명하였다. 독거노인의 삶의 

질 모형을 구축한 박지선 등(2016)의 연구에서 삶의 질의 설명력은 

32.1%였으며, 여성 독거노인 320명을 대상으로 한 백선숙 등(2008)의 

구조모형연구에서 삶의 질 설명력은 57.2%였다. 백선숙 등(2008)은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정신적 변인으로 포함하였고, 박지선 등(2016)은 

스트레스를 심리적 변인으로 하여 삶의 질 구조모형을 검증하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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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변인에 우울과 

외로움을 함께 포함하여 독거노인의 삶의 질(Zali et al., 2017)을 더 잘 

설명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남성 독거노인(통계청, 2018)의 비율을 고려하여 비례층화 

표본추출방법을 통해 20% 이상의 남성 독거노인을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여성 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백선숙 등(2008)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ICF 모델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신체기능은 신체 시스템의 생리적 

기능이다(WHO, 2001). 지금까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기능의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측정보다 주관적 신체기능 상태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뤘다(Park et al., 2016). ICF 모델을 기반으로 

한 소희영 등(2011)의 연구 역시 노인의 신체기능을 일상생활활동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박지선 등(2016)의 연구에서도 신체적 요소를 

주관적 건강상태로 평가하였다. 객관적인 신체기능은 체격, 자세 등의 

형태와 근력, 민첩성, 지구력, 평형능력 등의 신체적 능력이다(Lee, 

2001).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독거노인의 

악력, 일어나 걷기, 체질량지수 등 객관적 신체기능의 계측을 통해 

정신건강과 삶의 질의 경로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본 결과, 본 연구의 수정된 구조모형은 

권장수준 이상의 모형적합도를 보이고 수용 가능한 설명력을 보여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예측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지역사회 내 삶의 유지를 위해 기능적 능력을 주요요인으로 하는 

ICF모델에 우울과 외로움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적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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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였으므로 독거노인을 포괄적으로 사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이론적 

기틀로 사용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2. 독거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체기능, 

일상생활활동, 사회활동참여, 정신건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신체기능과 정신건강은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일상생활활동은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활동참여는 정신건강을 매개로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기능과 사회활동참여가 

감소할수록 정신건강이 악화되었다. 신체기능, 일상생활활동과 

사회활동참여가 감소할수록, 정신건강이 악화될수록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은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직접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신체기능과 사회활동참여의 감소를 통해 삶의 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이 

악화될수록 삶의 질이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의 삶의 질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 우울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효과를 갖는 변수라고 밝힌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소희영 et al., 2011)와 일치하였다. 외로움은 부정적 정신건강 

측면을 반영하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Lee & Hyun, 2012)와도 일치한다. 또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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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관련 연구(H. S. Kim, 

2017)에서 지각된 건강상태 이외에 외로움이 추가되어 6.9%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는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노인들은 점차 외롭게 

되고 그들의 공간에 고립(Lim & Kua, 2011)되어 우울과 외로움에 

취약해진다. 특히 독거노인들은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받는 감정적, 

도구적, 사회적 지원이 감소하여(Saito, Sagawa, & Kanagawa, 2005) 

우울과 외로움을 경험할 때 이를 표현하거나 공유할 기회 및 해결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정신건강과 삶의 질의 관계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독거노인의 우울과 외로움이 

삶의 질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접근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정신건강관련 

프로그램 제공 시 우울과 더불어 외로움에 대한 선별검사와 우울과 

외로움을 완화할 수 있는 통합적인 중재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신건강이 삶의 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신체기능과 사회활동참여가 정신건강을 매개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참여는 정신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삶의 질에 직접적인 경로를 갖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노인의 사회활동참여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과 

우울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나타낸다는 연구결과(김새봄, 

2018)와는 달랐다.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성희 & 

유용식, 2016)에서 사회활동참여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 

외로움을 매개로 한 간접적 영향을 모두 갖는 다는 결과와도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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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시은(2016)의 연구에서 이웃접촉 빈도와 

사회활동참여 빈도가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시은(2016)의 연구는 본 

연구와 같이 사회활동참여를 참여의 횟수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조성희 등(2016)의 연구에서는 사회활동참여를 사회활동참여의 유형과 

수준, 사회활동참여에 대한 태도, 사회활동참여 만족도의 세가지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조성희 등(2016)의 연구는 사회활동참여를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하여 사회활동참여와 삶의 질의 관계를 보다 더 명확하게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Levasseur 등(2010)은 참여 수준에 따른 

사회활동참여의 정의와 분류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감소시킬 사회활동참여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표준화된 

측정도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활동참여의 정의에 대한 명확성의 

결여는 연구자들 간의 의사 소통의 장애, 연구도구 선택 및 연구결과 

비교의 문제는 물론 잠재적으로 비효율적인 사회정책을 

초래한다(Levasseur et al., 2010). 본 연구를 통해 사회활동참여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표준화된 측정도구 개발의 필요성 및 사회활동참여를 

통한 정신건강 향상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활동참여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기반으로 한 표준화된 측정도구의 개발이 다양한 분야의 

사회활동참여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 및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독거는 구조적으로 사회적 고립을 증가시키고 사회관계의 발전을 

저해한다(David Russell & Taylor, 2009).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울과 자신감 결여로 

이어진다(Zali et al., 2017). 지속적인 사회활동참여는 외로움을 



 

91 

 

감소시키므로(McHugh Power, Steptoe, Kee, & Lawlor, 2019) 

독거노인들의 사회활동참여를 활용한 정신건강 중재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정신기능 다음으로 큰 직∙ 간접적 영향을 주는 

요인은 신체 기능으로 나타났다. 신체기능은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경로를 가질 뿐 아니라 정신건강을 매개요인으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노인의 근력, 유연성, 평형성, 

심폐지구력 등 객관적 신체기능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Park et al., 

2016), 신체의 기능적 능력이 떨어질수록 삶의 질 점수가 낮았던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Park et al., 2016; 서순림 & 김미한, 2014)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객관적 신체기능과 관련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노인에서 기능저하의 진행은 장애로 발전하며(도현경 & 임재영, 2015) 

자신감 결여, 외로움 및 우울 등 정신건강의 변화로 작용한다(David 

Russell & Taylor, 2009). 신체기능은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삶의 질의 중요 예측 인자이며(Lin et al., 2008) 

만성질환 유병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체기능이 양호한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므로(Gaymu et al., 2008) 지역사회 독거노인들의 개별적 

신체기능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독거노인들의 신체기능 유지와 증진은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에서 독거노인들의 신체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능평가 체계와 이를 측정, 평가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신체기능평가를 기반으로 개인의 기능수준에 

따른 개별 맞춤형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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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정책의 개입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일상생활활동은 정신건강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경로는 갖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ICF 모델을 기반으로 저소득 노인의 우울 영향요인을 

조사한 연구(한숙정 & 김효선, 2014)에서 활동요인인 일상생활활동과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었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독거노인의 도구적 일상생활활동과 삶의 질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김희경 et al., 2009; 박선영, 2009)와도 

일치하였다. 유럽에서 50~60세를 대상으로 2년간 진행된 다학제 

종단연구에서 신체기능이 신체활동보다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데 있어 더 

중요하다는 결과(Di Gessa & Grundy, 2014)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활동 수행과 삶의 질 사이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배숙경 et al., 2012)에서 일상생활활동 

수행과 삶의 질의 관계에 우울이 매개 변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배숙경 등(2012)의 연구에서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이 총점 30점 중 25.74(± 2.78)의 평균값을 보인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총점 37점 중 10.93(± 2.05)의 평균값을 보여 

보다 나은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수준을 보였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일상생활활동 수행에서의 불편이 없어, 부정적 정신건강인 

우울과 외로움을 매개로 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거노인들은 동거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신체기능을 가지고 있다(Covinsky, 2013; Ennis et al., 2014)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수행에 불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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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들은 다양한 활동수준에 

있으므로(Levasseur et al., 2008) 지역사회 건강관리자들은 

독거노인들의 활동수준에 대한 고려와 활동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 변화 

가능성을 인지하여야 한다. 일상생활활동 능력은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일상생활활동의 장애는 다른 사람의 지원을 요구하게 

되어 지역사회에서 독거를 유지하는 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활동이 원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평가와 

활동수준에 따른 적절한 지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적절한 

지지를 위해 대상자들의 개별적 활동수준을 평가하고 중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지역사회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활동수준의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인 지지가 제공되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구체적 

관리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경제활동참여는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유의한 경로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ICF 모델을 기반으로 저소득 노인의 우울 영향요인 

연구(한숙정 & 김효선, 2014)에서 참여요인인 직업/일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었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반면 50세 이상 

미국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Manacy, 2008)에서 급여가 제공되는 

경제활동의 참여가 개인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킨다는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강종수 

& 김옥희, 2010)에서 일자리가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도 차이를 보였다. Manacy(2008)의 연구에서 1년 이상 정기적 

경제활동에 참여한 대상자는 34%로 지위가 부여되는 역할인 

경제활동참여는 정기적인 타인과의 교류기회는 물론 사회적 기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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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신건강에 긍정적 결과를 미쳤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난 1개월 동안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대상자는 오직 27.4%였으며, 21.5% 만이 주 3~`4회 이상 

정기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경제활동참여의 정도와 질적인 

측면에서 Manacy(2008)의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강종수 등(2010)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일자리 참여와 관련한 유형, 기간, 만족도 등 

경제활동참여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이차자료 

분석으로 경제활동참여 횟수만을 분석하여 정신건강 및 삶의 질과 

경제활동참여의 경로와 유의성에서 선행연구와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적 필요에 의해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노인들은 

경제활동참여가 삶의 질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주경희, 

2010) 경제활동참여 유무보다는 경제활동참여의 동기와 유형, 기간 등 

경제활동의 특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경제활동참여와 정신건강 및 삶의 

질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활동참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참여한 경제활동의 유형과 기간, 

만족도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독거노인의 삶의 질 구조모형과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그 경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정신건강과 신체기능, 일상생활활동 및 사회활동참여가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객관적 신체기능의 

측정결과가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독거노인의 정확한 신체기능 측정을 통한 기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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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유지,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를 계획할 때, 독거노인 

개개인의 신체기능과 일상생활활동 능력을 정확히 확인하고 

사회활동참여를 향상시키는 개별 맞춤형 활동을 포함한 적절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계획한다면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S시 거주 독거노인 102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차자료 

분석 연구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대상자의 나이, 성별, 

경제 상태 등 일반적 특성을 가설적 모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모델의 가치와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단순성의 원리(Occam’s razor)를 

고려하고 중재 가능한 변인들을 중점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이었다.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설명하기에 유용할 것으로 확인된 기능적 능력의 

요소인 신체기능, 활동, 참여와 정신건강 및 삶의 질들의 정확한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 결과였으나 개인의 기능과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적 특성의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2차자료 

분석연구로 신체구조를 포함하지 못해 신체구조가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신체구조는 장기, 팔다리 및 신체의 

해부학적 부분으로 영상검사가 필요하여 경제적 측면과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등 지역사회 연구에서 수행하기에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노인들은 

관절변형 및 만성질환 등 신체구조의 변화가 흔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신체, 정신적 문제는 소홀히 다루어 져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독거노인들이 이용하는 의료시스템과 지역사회 건강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연계를 통한 명확하고 적절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 진다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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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지역사회중심의 건강관리시스템이 확립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차자료 분석연구로 사회활동참여와 

경제활동참여 측정 시 횟수로만 조사되어 활동참여의 기간, 유형, 

만족도 등 다양한 측면의 조사가 이루어 지지 못했다. 따라서 추후 

사회활동참여와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명확한 정의의 도출을 기반으로 

다양한 측면을 포함한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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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도출한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간호이론 측면 

 

기능적 능력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ICF 모델과 포괄적 문헌고찰을 

통하여 기존모형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신건강변수인 우울과 외로움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설명력을 높이고 적용범위를 훨씬 확대한 모형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간호연구 측면 

 

본 연구에서 국가적 자료 이외에는 조사가 힘든 독거노인들을 

비례층화 표본추출 방법으로 수집한 대표본자료를 2차자료분석하여 

보다 모집단을 잘 설명하고 일반화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또한 본 연구 모델을 통해 독거노인의 우울과 외로움을 함께 

중재하는 방안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신체기능, 일상생활활동, 사회활동참여와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초기 

사정과 적극적 중재 방안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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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실무 측면 

 

본 연구에서 독거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접근 

전략을 제공하였다.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정신건강이 가장 큰 

영향요인임을 고려하여 우울과 외로움을 관리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며 통합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독거노인의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며, 중재 가능한 변인인 신체기능, 활동, 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계획 및 

개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지역사회 현장에 적용한다면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지역사회 간호실무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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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보건산업진흥원 지원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예정인 ‘지역공동체 중심 통합형 독거노인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모델개발연구’의 1차년도 연구인 ‘독거노인 맞춤형 

건강관리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요구도 분석’에 참여한 경기도 S시 

거주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1022명의 자료를 이차적으로 

분석하였다. 총 1022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모형을 구축하여 관련 경로를 검증하고자 신체기능, 

일상생활활동, 사회활동참여, 경제활동참여, 정신건강의 요인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직∙ 간접적인 

경로를 구성하고 모형을 구축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수정모형은 권장수준 이상의 적합도를 가짐으로써 

대상자의 삶의 질을 예측하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모형 검증 

결과, 대상자의 삶의 질은 68.2%의 설명력을 가지며 우울과 외로움에 

해당하는 정신건강이 직∙ 간접적 경로를 가지는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신체기능, 일상생활활동과 사회활동참여가 삶의 질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신체기능과 

사회활동참여가 정신건강을 매개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건강에 대한 이들 변수에 의한 설명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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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독거노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신체기능을 유지, 증진시키고, 사회활동참여를 향상시켜, 우울과 

외로움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며, 일상생활활동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정신건강을 지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 및 중재에 있어 우울뿐 아니라 외로움에 대한 적극적 

선별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참여 증진과 신체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통한 우울 중재의 강화와 함께 적극적인 외로움 중재를 병행하는 것이 

독거노인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진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을 위해 독거노인들의 기본적인 

기능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적절한 관리와 중재가 이루어지도록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 시스템의 개발 및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 진다면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독거노인의 정신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활동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신체기능, 사회활동참여가 정신건강에 직∙ 간접적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들 요소에 대한 관리를 통해 우울과 

외로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를 시도한다면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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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건강의 

지지를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우울뿐 아니라 외로움을 함께 

사정하고, 신체기능과 사회활동참여의 관리를 통해 이를 중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  

 

2) 독거노인의 신체기능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보다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도구에 대한 개발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독거노인의 신체적 기능이 적절히 유지, 증진되도록 하며, 신체적 

기능과 일상생활활동의 저하로 인한 신체적 의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으로 한 정책과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4) 사회참여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5) 사회참여가 양적, 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와 사업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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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서울대학교 I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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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측정도구  
 

1.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지금부터 주어지는 질문들은 정답이 있거나 어르신들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상태와 기분, 경험 등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생년월일  ( )년 ( )월 ( )일  

2) 성별 □ 남성  □ 여성  

3) 결혼상태 □ 미혼 □ 배우자 있음 □ 별거/이혼 □ 사별 

4) 생존자녀 □ 있음 (아들: 명, 딸: 명) □ 없음  

5) 실동거자  □ 있음 ( 명) □ 없음  

6) 최종학력 
□ 무학 □ 초등학교 졸업 □ 중학교 졸업 □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졸업 □ 대학원 이상  

7) 종교 □ 개신교 □ 천주교 □ 불교 □ 원불교 □무교 □ 기타( ) 

8) 장애여부 □ 장애 있음 □ 장애 없음  

9) 수급여부  □ 비해당 □ 수급자 □ 차상위 계층  

 

1) 어르신의 한 달간 평균적인 수입은 얼마나 되십니까? ___________________원



 

132 

 

2.1. 이환 (MDS-HC) 

다음은 어르신이 갖고 있는 만성질환 종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앓고 

있거나 이전에 진단받은 적 있는 질환 명에 V 표시 해주세요.(복수 표기가능)  

분류 질환명 여부 분류 질환명 여부  

순환기계 

고혈압 □ 

암 

위암 □ 

뇌졸중(중풍) □ 간암 □ 

고지혈증 □ 대장암 □ 

협심증, 심근경색 □ 폐암 □ 

근골격계 

골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 유방암 □ 

골다공증 □ 자궁경부암 □ 

요통, 좌골신경통 □ 기타암 ( ) □ 

소화기계 

위십이지장궤양, 

위염 
□ 

내분비계 
당뇨병 □ 

간염 □ 갑상선 질환 □ 

간경변 □ 

감각기계 

백내장 □ 

호흡기계 

천식 □ 녹내장 □ 

폐결핵, 결핵 □ 만성중이염 □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 안질환 □ 

요로 

생식기계 

만성신부전증  □ 이석증  □ 

전립선비대증 □ 

기타  

치매 □ 

전립선염 □ 우울증 □ 

성병(매독 등) □ 피부병 □ 

요로감염 □ 
골절, 탈골 및 

사고 후유증 
□ 

요실금  □ 빈혈  □ 

총 만성질환의 수를 확인하여 기록하시오 총수 (           )개    

2.1. 위의 진단명 외에 진단받으신 질환을 적어주세요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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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 기능  

신체 기능 검사  

1) 악력 (Hand grip strength)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왼손) 

측정

제약 

 오른손 왼손 

팔이나 손, 엄지손가락이 없음 □ □ 

손의 마비 □ □ 

손이나 손목에 깁스 □ □ 

손이나 손목 전체를 덮은 붕대 □ □ 

엄지손가락 외 다른 손가락이 없거나 부러짐 □ □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해당 항목에 V 표시해주십시오. 
 

측정치(소수점1자리 포함)  

1차 측정 측정치 오른손(____________)Kg 왼손(____________)Kg 

2차 측정 측정치 오른손(____________)Kg 왼손(____________)Kg 

 

2) Timed Up & Go 

(_________________초) 

⓵ 10초 이하 ⓶ 10초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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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활동 

1.2. 한국형 도구적 일상생활활동(K-IADL) 

어르신이 생활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어르신의 최근 1주일간의 활동을 기준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1) 어르신께서는 머리 빗질이나 손발톱 깎는 것, 화장(여자), 

면도(남자)를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기구가 준비되어 

있다면) 

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빗질, 손/발톱 깎기, 면도 혹은 화장 등을 

혼자서 한다. 

② (기구가 준비되어 있더라도) 빗질, 손/발톱 깎기, 면도 혹은 화장 중 

한 두 가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한다. 

③ (기구가 준비되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빗질, 

손/발톱 깎기, 면도 혹은 화장 등을 모두 하지 못한다. 

 

2) 어르신께서는 집안의 일상적인 청소나 정리정돈, 침구정리, 설거지 

등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추가질문 있음  

① 도움 없이 혼자서 집안 일을 한다. 

② 집안 일을 할 때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③ 집안 일을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④ 집안 일을 하지 않는다. ※추가질문있음  

-> 집안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르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1. 집안일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 

□ 2.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다. 

 

3) 어르신께서는 식사 준비(음식재료를 준비하고, 요리를 하고, 밥상을 

차리는 일)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추가질문 있음  

① 도움 없이 혼자서 밥과 반찬을 하고 상을 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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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사 준비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③ 식사 준비를 할 수 없어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한다. 

④ 식사 준비를 하지 않는다. ※추가질문있음 

->식사준비를 하지 않는 다면, 어르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1. 식사준비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 

□ 2. 식사준비를 해본 적이 없다. 

 

4) 어르신께서는 빨래(손으로 빨든 세탁기를 이용하든 상관없이)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추가질문 있음 

① 도움 없이 혼자서 빨래를 한다. 

② 빨래를 할 때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③ 빨래를 할 수 없어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한다. 

④ 빨래를 하지 않는다. ※추가질문있음 

->빨래를 하지 않는다면, 어르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1. 빨래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 

□ 2. 빨래를 해본 적이 없다. 

 

5) 어르신께서는 걸어서 갔다 올 수 있는 상점이나 이웃, 병원, 관공서 

같은 가까운 곳의 외출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지팡이나 휠체어 사용해도 상관없음) 

① 도움 없이 혼자서 근거리 외출을 한다. 

② 혼자서는 외출을 못하지만 도움을 받아 외출한다. 

③ 도움을 받아도 외출을 전혀 하지 못한다. 

 

6) 어르신께서는 버스나 전철, 택시 혹은 승용차 등을 타고 외출을 할 때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또는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니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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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움 없이 혼자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직접 차를 운전한다. 

② 버스나 전철을 이용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③ 택시나 승용차를 이용할 때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④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교통수단을 전혀 이용할 수 없거나 남의 

등에 업히거나 들것에 실려야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7) 어르신께서는 사고 싶은 물건을 사려고 상점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구입하십니까? 

① 도움 없이 혼자서 필요한 물건을 모두 구입한다. 

② 한 두가지 물건은 혼자서 구입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물건을 살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③ 어떠한 물건을 사든지 다른 사람이 동행해 주어야 한다. 

④ 쇼핑을 전혀 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대신 사다 

주어야 한다. 

 

8) 어르신께서는 용돈이나 통장, 재산관리 같은 금전 관리를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추가질문 있음 

① 도움 없이 혼자서 모든 금전 관리를 한다. 

② 용돈 정도의 금전 관리는 할 수 있으나, 큰 돈 관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③ 금전 관리를 할 수 없어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한다. 

④ 금전 관리를 하지 않는다. ※추가질문있음 

->금전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어르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1. 금전관리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 

□ 2. 금전관리를 해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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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어르신께서는 전화를 걸고 받는 일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① 혼자서 전화번호를 찾고 또 전화를 걸 수 있다. 

② 알고 있는 전화번호 몇 개만 걸 수 있다. 

③ 전화는 받을 수 있지만 걸지는 못한다. 

④ 전화를 걸지도 받지도 못한다. 

 

10) 어르신께서는 약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잘 챙겨 

드십니까? 

① 제 시간에 필요한 용량을 혼자 챙겨 먹을 수 있다. 

② 필요한 양의 약이 먹을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면, 제 시간에 혼자 

먹을 수 있다. 

③ 약을 먹을 때마다 다른 사람이 항상 챙겨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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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 

관

계 

정

도  

사회활동 

(1개만 선택)  

□ 경로당 □ (종합/노인)복지관 □ 종교시설 

□ 문화센터 □ 친목단체 □ 기타 ( ) 

□ 3~4회 이상/주 □ 1~2회/주 □ 월 1~2회 □ 없음  

경제활동  

지난 1개월간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였다.  

□ 예 □ 아니오  

□ 3~4회 이상/주 □ 1~2회/주 □ 월 1~2회 □ 없음  

이웃 

(친구포함)과

의 왕래 또는 

연락빈도  

□ 1~2회/주 □ 1~2회/월 □ 1~2회/분기 □ 1~2회/년 

□ 없음 

가족과의  

왕래 또는  

연락빈도  

□ 1~2회/주 □ 1~2회/월 □ 1~2회/분기 □ 1~2회/년 

□ 없음 

의사소통  

가능정도 
□ 완전 가능 □ 경미 불편 □ 심각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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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신건강 

1) 한국형 노인우울척도 단축형 척도(GDSSF-K) 

지금부터 질문을 들으시고 지난 한 주 동안의 어르신의 기분을 잘 나타

낸다고 생각되면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로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지난 한 주 동안의 느낌  대답  

1 당신은 평소 자신의 생활에 만족합니까? □ 예 □ 아니오 

2 
당신은 활동과 흥미가 많이 

저하되었습니까?* 
□ 예 □ 아니오 

3 당신은 앞날에 대해서 희망적입니까? □ 예 □ 아니오 

4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을 맑은 정신으로 

지냅니까? 
□ 예 □ 아니오 

5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이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 예 □ 아니오 

6 
당신은 지금 살아 있다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 예 □ 아니오 

7 
당신은 가끔 낙담하고 우울하다고 

느낍니까?* 
□ 예 □ 아니오 

8 
당신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 매우 가치가 

없다고 느끼십니까?* 
□ 예 □ 아니오 

9 당신은 인생이 매우 흥미롭다고 느끼십니까? □ 예 □ 아니오 

10 당신은 활력이 충만하다고 느끼십니까? □ 예 □ 아니오 

11 
당신은 자주 사소한 일에 마음의 동요를 

느끼십니까?*  
□ 예 □ 아니오 

12 당신은 자주 울고 싶다고 느낍니까?* □ 예 □ 아니오 

13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겁습니까? □ 예 □ 아니오 

14 당신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수월합니까? □ 예 □ 아니오 

15 당신의 마음은 이전처럼 편안합니까?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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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로움 (UCLA Loneliness Scale) 

현재 어르신의 생활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의 네 가지 답변 

중 어르신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답변을 고르시면 됩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1. 나는 내 주위 사람들과 기분이 통한다. 
    

2. 나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부족하다.  
    

3. 나는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4. 나는 혼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5. 나는 친구들 모임에 속해 있다. 
    

6. 나는 내 주위 사람들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7. 나는 더 이상 아무 하고도 가깝지 않다.  
    

8. 주위사람들은 나의 관심사와 생각들을 나와 함께 

나누지 않는 것 같다.  

    

9. 나는 외향적이다. 
    

10. 나는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11. 나는 혼자 남겨진 느낌이 든다.  
    

12. 사람들과 나와의 교제는 겉도는 느낌이 든다.  
    

13. 내가 만나는 어느 누구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  

    

14.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낀다.  
    

15. 내가 교제를 원할 때는 언제나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 

    

16.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17. 나는 소외된 것 같아 슬픈 느낌이 든다.  
    

18. 사람들은 내 주위에 있는 것뿐이지 진정 나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19. 나와 함께 애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

다. 

    

20. 나는 의지할 사람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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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삶의 질 

 

1. 삶의 질 (EQ-5D) 

지금부터 오늘 어르신이 느끼는 건강상태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크게 다섯가지 영역에 걸쳐 각각 세가지의 보기가 

있습니다. 세가지 보기 중 오늘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가장 잘 표현하는 

보기를 한 가지만 고르십시오.  

운동 능력 

나는 걷는데 지장이 없다.  □ 

나는 걷는데 다소 지장이 있다. □ 

나는 종일 누워있어야 한다.  □ 

자기 관리 

나는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는데 지장이 

없다. 
□ 

나는 혼자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는데 다소 

지장이 있다.  
□ 

나는 혼자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을 수가 

없다. 
□ 

일상 활동 

(예: 일, 공부, 

가사일 또는  

여가 활동) 

나는 일상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 

나는 일상 활동을 하는데 다소 지장이 있다.  □ 

나는 일상 활동을 할 수가 없다.  □ 

통증/불편 

나는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다. □ 

나는 다소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 

나는 매우 심한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 

불안/우울 

나는 불안하거나 우울하지 않다.  □ 

나는 다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 

나는 매우 심하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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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각적 아날로그 점수 (EQ-VAS) 

 

오늘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또는  

좋지 않은지를 알고자 합니다.  

옆에 그려진 눈금자에는 0에서 100까지의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100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상태를  

의미하고 0은 상상할 수 있는 최저의 건강상태를  

의미합니다.  

눈금자 상에 오늘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X로  

표시해 주십시오.  

이제 눈금자 상에 표시하신 숫자를 아래 괄호에  

기입해 주십시오.  

 

 

 

 

오늘의 건강 상태 = (                         )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상태  

 

상상할 수 있는 

최저의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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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측정도구별 구성타당도 평가를 위한 요인분석 결과  

1. Korea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K-IADL) 

(1) KMO (Kaiser-Meyer-Olkin): 0.83 

(2)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2938.753 (ρ =.000) 

Item 
Factor 

1 2 3 

2 .846     

4 .798     

3 .781     

1 .592     

6   .745   

7   .633   

5   .623   

8   .608   

10     .860 

9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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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RULS) 

(1) KMO (Kaiser-Meyer-Olkin): 0.944 

(2)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7385.548(ρ =.000) 

Item 
Factor 

1 2 3 4 

6 .730    

5 .663    

1 .662    

2 .643    

7 .615    

8 .600    

10 .519    

17  .773   

11  .731   

14  .682   

12  .635   

18  .626   

13  .491   

20   .708  

3   .549  

19   .527  

16   .509  

9    .686 

15    .534 

4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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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 Version (GDSSF-K)  

(1) KMO (Kaiser-Meyer-Olkin): 0.932 

(2)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4499.531 (ρ =.000) 

Item 
Factor 

1 2 

6 .753   

9 .753   

5 .748   

10 .650   

3 .586   

13 .557  

1 .551  

8 .544  

2 .418  

12  .704 

11  .695 

14  .579 

7  .574 

15  .503 

4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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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Measurement Variables Item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1 0.451 

 2 0.773 
 3 0.779 

Korean Instrumental 4 0.821 

Activities of Daily 5 0.544 

Living (K-IADL) 6 0.623 

 7 0.826 

 8 0.264 

 9 0.881 

 10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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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Variables Item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1 0.704 

 2 0.632 

 3 0.536 

 4 0.001 

 5 0.633 

 6 0.746 

 7 0.724 

 8 0.616 

Revised UCLA 9 0.306 

Loneliness Scale 10 0.726 

(RULS) 11 0.761 

 12 0.745 

 13 0.659 

 14 0.765 

 15 0.646 

 16 0.714 

 17 0.812 

 18 0.554 

 19 0.744 

 2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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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Variables Item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1 0.644 

 2 0.415 

 3 0.544 

 4 0.47 

 5 0.757 

Geriatric  6 0.772 

Depression Scale  7 0.619 

Short Form  8 0.53 

Korea Version  9 0.66 

(GDSSF-K) 10 0.697 

 11 0.508 

 12 0.667 

 13 0.681 

 14 0.43 

 1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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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Quality of Life of 

Older People living alone 
 

YUMI YI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eon-Hwan Park, PhD, RN 
 

 

As the population ages, the elderly value living independently for 

as long as possible within their respective community.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re a vulnerable group with a lower quality of life than 

older adults who live with others, because of the absence of 

cohabitees to offer medical care, health care and housekeeping. 

They lack the emotional support provided by family or other social 

relationships and this can lead to social isolation. Investigat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living alone is a very important public 

health matter that can influence health policy decis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that can 

enable interventions that can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who live alone ultimately by analyz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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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of life and verifying the paths. Variables relevant to quality of 

life were selected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important 

components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model. Exogenous variables were determined 

as physical function, daily living activities,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The endogenous 

variables were ment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The hypothetical 

model consisted of 12 measurement variables and 6 latent variables. 

Body function was measured with Hand Grip Strength, Timed up 

and go, Body Mass index and daily life activities were measured in 

accordance with Korean Instrumental Activities of the Daily Living 

Scale.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was measured by the Number of 

participants engaging in social activity, the Number of neighbors 

contacts and the Number of family contacts.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was measured by the Number of senior citizens who are 

equally active. Among Mental health, depression was measured with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 Version, loneliness 

was measured with UCLA loneliness scale, and quality of life was 

measured with EQ-5D and EQ-VAS.  

This study was a secondary data analysis to verify the hypothetical 

model using the data from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Community Based Service of Health and Social Care for Older Adults 

Living Alone'. The raw data participants were selected from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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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derly people living alone in S city in August 2018 based on 

proportionate stratified sampling. The raw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one-on-one interviews with physical measurements and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August 13th to October 03, 2018, 

using. A total 1022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3.0 and AMOS 

version 23 program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The Hypothetical model was modified due to the fitness of the 

hypothetical model did not satisfy the recommended level, the 

modified model had good fitness indices Q (CMIN / df) 2.895, GFI 1, 

AGFI 1, RMSEA 0.043, CFI 0.900 and PCFI 0.532. 

Among 9 pathways of the modified model, 5 pathway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quality of life was affected by physical 

functions, daily living activities,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and 

mental health. These variables explained 68.2% of the factors 

contributing to quality of life. The factors that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and a total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were physical functions, 

daily living activities, and mental health;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an indirect effect and a total effect 

through mental health on the quality of life. 

Mental health was affected by physical functions and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and showed 47.1% of an explanation power. Physical 

functions and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had significant both a 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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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otal effect on mental health. 

Based on the above results of the study, it would be helpful to 

evaluate and manage physical functions, daily living activities,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and mental health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living alon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pplicable to intervene to reduce 

depression and loneliness by adequately assessing, maintaining and 

promoting functional ability such as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and 

physical functions of elderly living alone. The result suggests that it 

will be effective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elderly living alone 

that applying active intervention and intervention plan that combines 

loneliness as well as depression in mental health education that has 

been provided so far. In particular, if the mental health promotion 

measures, such as maintaining and improving the physical functions, 

daily living activities and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living alone, are applied to the community, it would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nursing as a practical science. 

 

 

 

Keywords :  Aged, Quality of life, Depression, Loneliness, Structural 

equation model  

Student Number :  2016-3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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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을 마무리하며 너무나 많은 것들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 박사학위논문이 완성되어 나오기까지 끊임없이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심사위원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를 쉬지 않으시고 

제자들 보다 넘치는 에너지로 더 열정적으로 연구에 임하시는 지도 

교수님이신 박연환 교수님을 뵈며 항상 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학문연구과 가르침에 대한 교수님의 열정과 노력은 제가 

학문과 연구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와 함께 큰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빠르지 않은 나이에 학업을 

이어가며 조금은 느리고 부족한 저를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때로는 

따끔한 질책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주신 교수님께 존경과 감사를 

보내 드립니다. 언제나 끊임없이 창의적인 자극과 격려를 주셔서 

논문을 마무리하고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교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더욱더 발전하는 연구자이자 

교육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열정적으로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시며 건강하시기를 부족한 제자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진강 교수님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으시면서 논문에 

대한 꼼꼼하고 세심한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논문의 계획서 

단계에서부터 위원장님으로서 제가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더 많은 고민을 통해 좀더 나은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직은 연구와 학문에 익숙하지 않은 저를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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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선주 교수님께서는 매끄럽지 못하고 다소 거칠은 제 글을 임신과 

출산으로 불편하신 중에도 힘들어 하지 않으시고 빠짐없이 읽고 

세밀하고 풍부한 조언 남겨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저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고, 따뜻한 격려로 위로해 주셔서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가끔 스스로에게 

화도내고 부끄럽기도 했었지만 교수님의 이해와 위로에 힘이 났었습니다. 

조비룡 교수님은 노인의료의 전문가로서 원자료 연구를 진행하며 

바쁘신 중에도 지역사회 노인의 의료제공 한계와 과제를 지적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며 함께 할 수 

있어 항상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  제 논문을 위해 격무 중에도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독거노인에게 더 의미있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허익수 교수님은 어렵고 생경한 구조모형 연구를 진행하며 자신 없고 

부족한 제게 항상 넘치는 칭찬으로 격려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통계분야에서 제가 길을 잃고 잘못된 방향을 가지 않도록 

다양한 조언과 의견 주셔서 제가 보다 깊이 있게 생각하고 다른 접근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원자료 사용을 승인해 주신 임경춘, 

장숙랑 교수님과 연구가 가능하도록 도움주신 시흥시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설문에 성실하게 답해주신 시흥시 소재 독거노인분들에게 

이 논문이 조금이나마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드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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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제 학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의 길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힘들 때마다 용기와 위로를 아끼지 않고 저를 믿고 지지해준 지방에 

있는 저의 가족들에게도 쑥스럽지만 항상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로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사랑 잊지 않고 더욱 발전하며 사회에 

기여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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