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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자의 기능 수준, 환경과 라이프스타일이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9년도 4월부터 2019년도 5월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전국의 65
세 이상,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령자 200명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3.0과 AMOS 23.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
하였다. 연구결과, 고령자의 기능 수준과 신체적 활동은 직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기능 수준, 활동참여, 식이와 
건강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환경적 요인은 식이와 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 수준, 환경과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노인보건복지 관련 정책 및 서비스를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고령자, 건강, 기능 수준, 라이프스타일, 삶의 질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functional levels, environment and 
lifestyle of elderly to their health and quality of lif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by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om April. 2019 to May. 2019 and the target was selected 200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who lived in their community.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23.0 
and AMOS 23.0 programs. As a result, functional levels and physical activity affect health directly and 
functional levels, activity participation, nutrition and health affect quality of life. Although environment 
not affect health and quality of life directly, it influence on nutrition and activity participation. 
Therefore, management of functional levels, environment and healthy lifestyle would be needed so as 
to enhance health and quality of life of elderly.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be utilized for evidence 
in order to establish policies and services which are related to health and welfare of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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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라이프스타일은 개인의 가치관과 생활양식, 태도 및 
개인의 문화와 같은 다면적인 요인이 포함된 개념으로 
각 분야에서 학문적 견해에 따라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다[1]. 라이프스타일의 개념은 사회학자인 
Max Weber(1968)에 의해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2]. 
Max Weber(1968)는 사회그룹을 경제 관계, 즉 부르주
아와 프롤레타리아로만 이해하는 것은 매우 불충분하다
고 주장하고 계급 외에 재화의 소비습관, 직장, 자녀 양육 
등의 일관된 양식에 의해 형성되는 지위 계층이라는 개
념을 소개하였다[2]. 한편, 사회학 측면에서는 라이프스
타일의 개념은 특정 집단과 계층이 공유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정의되었고[3], 경영학적인 측면에서는, 라
이프스타일을 사람의 시간과 금전을 소비하는 일관된 양
식이며, 소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인적 특징으로 
분류하였다[4]. 

기존의 건강 관련 보건영역에서는 음주, 흡연, 운동, 
영양, 스트레스 등의 요인을 라이프스타일 구성요인으로 
인식하며, 바람직한 라이프스타일의 유지는 각종 만성 질
환을 예방하여 건강과 삶의 질을 증진한다고 보고 하였
다[5]. 이렇듯 라이프스타일은 개인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어[6] 기존의 주요 선행연
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이 신체적, 정신적 기능 및 건강과 
삶의 만족도와 연결하여[7,8],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을 고
려한 보건, 복지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 하였다.

특히,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의 건강수명 증가를 통해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9]. 고령자의 건강수
명 증가는 라이프스타일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다
양하게 보고되는 가운데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만성 퇴행
성질환의 발병 여부는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상관성이 높으며[10] 흡연, 알코올섭취, 식이, 신체 운
동 등의 라이프스타일이 고령자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 예컨대, 정적인 
수준의 라이프스타일을 보이는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과 비교했을 때 심폐기능이 좋지 않았고[10] 식이, 
신체적 활동, 흡연 및 음주 습관 등을 포함한 건강한 라
이프스타일은 당뇨와 심혈관계질환을 비롯하여 암과 같
은 주요 질병의 유병률을 낮추고[11] 사망률을 줄인다는 
결과가 보고 되었다[12]. 이처럼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들과 라이프스타일 간의 상관성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계속 밝혀짐에 따라,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 및 증진 시키기 위해서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고, 이를 통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이 
학계에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고령자의 라이프스타
일 요인과 건강과 삶의 질 간의 관련성이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요인과 건강과 삶의 질 간의 개별적 관련성
을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주로 직접적인 관련성만
을 확인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라이프스타
일의 구성요소로써, 신체적 활동, 식이, 음주 및 흡연 만
을 주요하게 고려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13] 건강 및 
라이프스타일의 주요 변인으로 주목받는 활동참여를 고
려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14]. 또한, 고령자의 건강, 
삶의 질과 라이프스타일은 외부요인 즉 고령자를 둘러싼 
환경과 고령자가 가지는 신체적, 인지적, 정신적 기능 수
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14] 이러한 다면적인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각 요인 간의 영향력의 
크기와 경로를 전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 수
준, 환경, 라이프스타일이 고령자의 건강과 삶의 질에 미
치는 직·간접적 영향력을 분석하여, 가설적 경로모형을 
구축한다.

둘째, 가설적 경로모형과 실제 자료 간의 적합도 분석
을 통해 고령자의 기능 수준, 환경, 라이프스타일이 고령
자의 건강 및 삶의 질 간의 상관성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수정 경로모형을 제시한다. 

셋째, 고령자의 기능 수준, 환경 및 라이프스타일이 건
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향후 지역
사회 거주 노인에게 예방적 접근으로서 라이프스타일 개
념을 적용 시 잠재적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고령자의 기능 수준, 환경, 라이프스타일이 

건강과 삶의 질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시도된 경
로 분석 연구이다. 본 연구는 크게 연구모형 수립을 위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문헌고찰과 설문조사 단계, 연구모
형의 검증과 수정을 통한 및 최종모형 도출 단계로 이루
어져 있다.

2.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기능 수준, 환경, 라이프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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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일이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
으며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2.3 연구대상자
연구의 대상자로는 지역사회에 사는 65세 이상의 노

인들을 대상으로 비확률적 표본 추출법으로 편의 추출하
였으며,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대도
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65
세 이상의 고령자로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로 선정하였다. 60세 이상의 대
상자 모집을 위해 지역 복지관, 경로당 및 문화센터에 협
조를 요청 한 후 연구보조원이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
행 하였다. 조사자와 응답자 간의 1:1 면담방식 혹은 자
가 응답이 가능한 경우 자가 응답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분석을 위한 표본 수는 측정변수의 
최소 15~20배가 필요한 것으로 추천하고 있는데[15] 학
자들 간의 의견을 종합 해 보면, 인과모형의 안정적 추정
을 위해서는 최소 150개의 표본이 필요하고, 200~400
개 정도면 분석에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16]. 본 연
구에서는 최소 필요 표본 수를 200명으로 설정하였다. 
설문지 누락을 고려하여 총 21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
으며, 그중 총 210부가 수집되었다. 응답 내용에 누락이 
있는 10명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200명의 자료를 사
용하였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생명윤리위원회(승

인번호 1041849-201903-SB-033-02)에서 승인을 받
은 후 자료수집을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
를 위해 연구 시작 전 연구보조원이 본 연구의 목적과 방
법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동의서

를 받았다. 대상자들은 본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음과 개인정보 보장 및 기밀
유지가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도 4월
부터 2019년도 5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후 응
답을 모두 완료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되
었다.

2.5 측정 도구
고령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다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문헌과 선행 연구
[9,14,17]를 통해 고령자의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인 기능 수준과 환경요인과 고령자의 라이프스타
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 신체적 활동, 식
이 와 활동참여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을 측정 하였
다[14]. 건강과 삶의 질의 경우 각각 표준화된 도구를 사
용하였다. 본 설문지의 총 설문 문항의 수는 총 54문항이
며, 각 영역별 항목의 수와 측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기능 수준 
고령자의 기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기능적·구조적 

통합성 측정 문항에서 노인의 신체기능, 운동기능, 기억
기능, 생활기능을 확인하는 3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
다[18]. 이 척도는 개인의 생활기능에 대한 주관적 평가
도구로써 각 기능에 관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
으며, 그 점수가 낮을수록 기능 수준이 양호함을 나타낸
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84로 나타났다. 

2) 환경
고령자의 환경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Taymoori 등[19]

이 개발한 Adolescent Healthy Lifestyle Questionnaire
의 하위항목 중 환경을 측정하는 문항에서 3문항을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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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물리적 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써, 5점 리커
트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환경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Cronbach’s α는 .859로 나타났다.

3) 신체적 활동
고령자의 신체적 활동측정을 위해 Godwin 등[20]이 

개발한 Simple Lifestyle Indicator Questionnaire의 
하위항목 중 신체적 활동에 해당하는 4가지 항목을 추출
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고령자의 운동, 산책 등과 같
은 신체적 활동참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써, 5
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신
체적 활동참여가 높음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Cronbach’s 
α는 .711로 나타났다. 

4) 식이
고령자의 식습관을 측정하기 위해 정민재 등[21]이 개

발한 노인 영양지수의 하위항목 중 3가지 항목을 추출하
여 사용하였다. 본 문항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Cronbach’s α는 .662로 나타
났다.

5) 활동참여
고령자의 활동참여 여부와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보건

복지부[22]에서 국민건강 영양조사 시 사용하는 건강설
문 조사지의 항목 중 활동참여와 관련된 3항목을 추출하
여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낮
을수록 활동참여의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신
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663로 나타났다.

6) 건강 
고령자의 건강상태 측정을 위해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기능제약평가목록(Korean Versions of WHO Disability 
Assessment Schedule 2.0; KWHODAS)을 사용하였
다. KWHODAS 2.0은 한국판으로 개발된 평가도구로, 
인지, 이동성, 자가관리, 어울리기, 생활활동, 참여로 6개
의 하위 영역에 총 12개의 객관식 문항으로 이루어진 타
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한 척도로[23] 점수가 낮을수록 건
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815로 나타났다.

7) 삶의 질 
삶의 질 측정을 위해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

편형 척도(WHO quality of Life-Brief; WHOQOL 
-BREF)를 적용 하였다. WHOQOL-BREF의 경우 총 26
문항으로 한국판 개발 당시 Cronbach’s α 값은 .898이
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24]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67로 나타났다.

2.6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기능 수준, 환경, 라이프스타

일과 건강 및 삶의 질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3.0과 AMOS 23.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
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요
변수에 대해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각 변수에 따른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으며,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에 근거한 분석 절차는 측정모형을 분석 
후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즉, 측정모형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고, 각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요인
부하량 수준을 확인하여,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
로,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고, 변수 간 영향력을 직접 효
과, 간접효과, 총 효과로 분석하여 확인하였다.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
을 통해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과 같이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6.71±7.59

세이었으며, 73%(146명)가 여성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85.5%(171명)가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가 45%(90명)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이 32%(64명)로 가
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29.5%)이 그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은퇴 여부의 경우, 은퇴자가 
89%(178명)로 대부분 은퇴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
도시 거주자가 63%(126명), 중소도시 거주자 35%(70
명), 농촌 지역은 2%(4명)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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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1. Health. 1

2. Quality of Life .459** 1

3. Environment .261** .521** 1

4. Physical activity .240** .272** .143* 1

5. Activity participation .300** .282** .183** .380** 1

6. Functional level .481** .544** .443** .371** .223** 1

7. Nutrition .147* .224** .151* .225** .067 .139 1

***: p=.000, **: p<.01, *: p<.05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54 27
Female 146 73

Age
(year)

65~74 74 37
75~84 94 47
85~94 32 16

Chronic illnesses
Yes 171 85.5
No 29 14.5

Living Together

Alone 55 27.5
Spouse 90 45
Children 52 26
Others 3 1.5

Education
(year)

Non 26 13
Elementary 64 32
Middle school 24 12
High school 59 29.5
Over college 26 13
Missing 1 0.5

Retirement
Yes 22 11
No 178 89

Residence
Metropolis 126 63
Medium & Small Cities 70 35
Rural area 4 2.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00)

3.2 연구 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측정변수들의 평균

과 표준편차는 Table 2와 같다. 고령자의 기능 수준의 
측정변수는 기능 수준 1 2.86(±.17), 기능 수준 2 
2.89(±1.11), 기능 수준 3 2.35(±1.70)로 나타났다. 환경
의 측정변수는 환경1 2.29(±1.19), 환경2 2.22(±1.04), 환
경3 1.99(±1.06)으로 분석 되었다. 라이프스타일의 신
체적 활동의 측정변수인 신체적 활동1 3.34(±1.48), 신
체적 활동2 3.97(±1.34), 신체적 활동3 4.34(±1.05), 
신체적 활동4 4.24(±1.17)로 분석되었다.

식이의 경우 하위항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 
2.62(±1.32), 2.71(±1.15), 2.16(±1.08)으로 나타났다. 

활동참여의 경우 측정변수는 활동참여1 3.65(±1.32), 
3.44(±.),  4.21(±.953)로 나타났다. 또한, 변수별 왜도
와 첨도를 분석 시 자료의 정규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조
방정식의 전제조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분석에 적절한 자
료로 분석 하였다[25]. 또한, Table 3과 같이, 연구 변수
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잠재변수 간 관련성 정도
와 방향성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연구모형
에서 설정한 방향성과 일치하는 것으로나 나타나 연구모
형에서 가정한 방향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법칙 
타당도 역시 유의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Variables M±SD Skewness Kurtosis

Functional levels
Sub 1 2.86±0.17 -0.07 -0.09
Sub 2 2.89±1.11 -0.06 -0.46
Sub 3 2.35±1.70 0.39 -0.75

Environment
Sub 1 2.29±1.19 0.80 -0.19
Sub 2 2.22±1.04 0.84 0.43
Sub 3 1.99±1.06 0.82 -0.25

Physical activity

Sub 1 3.34±1.48 -0.36 -1.21
Sub 2 3.97±1.34 -1.12 0.47
Sub 3 4.34±1.05 -1.57 1.68
Sub 4 4.24±1.17 -1.48 1.23

Nutrition
Sub 1 2.62±1.32 0.24 -1.24
Sub 2 2.71±1.15 0.31 -0.93
Sub 3 2.16±1.08 1.15 0.81

Activity participation
Sub 1 3.65±1.32 -0.75 -0.53
Sub 2 3.44±1.24 -0.66 -0.48
Sub 3 4.21±0.95 -1.21 1.23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3.3 구조모형 분석
1) 수정 모형의 적합도 검정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기능 수준, 환경, 라이프스타

일이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구
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을 분석하는 2단계 접근에 따라, 첫 번째로 측정모형 분
석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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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수준, 환경, 신체적 활동, 식이, 활동참여는 다중지표
를 사용하는 잠재변수로써 그 추정치를 계산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Table 4와 같이 분석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²=197.818(DF=116, p=.000), CFI=.910, GFI=.905, 
RMSEA=.060로 나타났다. 양호한 적합도 수용 기준인 
CFI와 GFI .9이상, RMSEA 1.0 이하를 만족하여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26,27], 유의하지 않은 경로
계수가 있어 가설 모형은 수정되었다. 수정 모형은 구조 
적합도 측면에서 χ²=190.547(DF=109, p=.000), CFI=.906, 
GFI=.902, RMSEA=.06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적합도 지수를 나타냈다. 각각의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
수의 요인부하량은 .001 유의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Division χ² DF CFI GFI RMSEA

Model 197.818 116 .910 .905 .060

Modified 
Model 190.547 109 .906 .902 .061

Table 4. The result of Cont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2) 최종모형의 경로 및 경로계수 분석
최종모형의 경로와 경로별 계수는 Fig. 2와 같다. 최

종모형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고령자의 기능 수준이 높
을수록 건강 수준이 높은(β=.688, p=.000)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고령자를 둘러싼 환경이 좋을수록 건강한 식
습관을 보이며(β=.216, p=.036), 활동에 대한 참여도 증
가(β=.201, p=.021)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이프스타
일의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인 신체적 활동은 건강과 직
접 경로가 확인되었으며, 신체적 활동을 많이 할수록 건
강 수준이 증가(β=.150, p=.016)으로 나타났다. 라이프
스타일의 두 번째 구성요소인 식이의 경우 삶의질과 직
접적인 경로가 나타났으며,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효과(β=.240, p=.001)로 나타
났다. 세 번째로 활동참여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효과(β=.265, p=.005)가 나타났다. 마지막은 
건강과 삶의 질간의 직접경로도 확인 되었는데, Table 5
와 같이 건강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β
=.513, p=.000)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각각의 변수 
간의 직접·간접·총 효과와 매개 경로의 유의성을 분석하
기 위해 부트스트랩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총 효과를 분

석한 결과, 기능 수준은 건강에 대해 직접 효과 및 총 효
과(β=.688, p=.000)가 유의하였다. 환경의 경우 식이와 
활동참여에 미치는 총효과가 각각 .216(p=.036), 
.201(p=.021)로 유의함을 나타내었으며, 신체적 활동요
인 또한 건강, 활동참여에 직접효과 및 총효과가 유의하
였다. 식이의 경우 삶의 질에 대한 직접 효과와 총 효과
(β=.240, p=.001)가 유의함을 보였으며, 활동참여의 경
우 삶의 질에 직접적인 효과에 유의성을 나타내었다(β
=.265, p=.005). Table 6과 같이 건강에서 삶의 질로는 
직접효과 및 총효과의 유의성 또한 확인 되었다(β=.513, 
p=.000). 즉, 고령자의 기능수준, 신체적 활동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능수준, 환경, 라이프스타일
(신체적 활동, 식이, 활동참여)는 고령자의 삶의 질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고령자
의 건강 수준은 궁극적으로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ath of Latent Variable B β S.E p
Functional 

levels → Health .715 .688 .832 ***
QoL .315 .408 .004 **

Environment
→ Nutrition .172 .216 .102 *

→ Activity 
participation .148 .201 .312 *

Physical 
Activity

→ Health .161 .150 .067 *

→ Activity 
participation .430 .556 .096 ***

Nutrition → QoL .232 .240 .073 **
Activity 

participation → QoL .276 .265 .098 **

Health → QoL .384 .513 .043 ***
***: p=.000, **: p<.01, *: p<.05, S.E=Standard Erro, QoL=Qulality of 
Life 

Table 5. Parameter and Significance in Models

Path of Latent Variable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Functional 
levels

→ Health .688*** 0.000 .688***

→ QoL .408*** .147*** .555**

Environment
 

→ Nutrition .216* 0.000 .216*

→ Activity 
participation .201* 0.000 .201*

→ QoL 0.000 .105 .105

Physical 
Activity

 

→ Health .150* 0.000 .150*

→ Activity 
participation .556*** 0.000 .556***

→ QoL 0.000 .224 .224
Nutrition → QoL .240** 0.000 .240**

Activity 
participation → QoL .265** 0.000 .265**

Health → QoL .513*** 0.000 .513***

***: p=.000, **: p<.01, *: p<.05 S.E=Standard Erro, QoL=Qulality of 
Life 

Table 6.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Model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고령자의 기능 수준, 환경적 요인 및 라이프스타일이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융합적인 영향 분석 383

4. 고찰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기능 수준, 환경과 라이프스
타일이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경로를 살펴보
았으며 이를 통해 향후 고령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증진
시키기 위한 접근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의 건강과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유
의한 경로는 기능 수준과 신체적 활동이었다.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기능 수준과 신체적 활동은 건강
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 기능 수준이 높을수록, 운동, 
산책과 같은 신체적 활동을 많이 할수록 건강 수준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의 신체적·기능적·정신
적 수준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28]와 
일치한다. 또한, 노인의 신체적 활동수준이 높을수록 건
강 수준이 높은 결과는 기존의 신체적 활동참여가 왕성
한 노인일수록 신체활동이 적은 노인보다 전반적인 건강
과 삶의 질이 높은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29,30]. 
이는 장기간에 걸친 신체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는 근력, 
지구력, 유연성, 균형능력과 같은 신체기능을 향상[31]시
킬 뿐만 아니라, 신체활동 후 불안 및 우울증을 저하시키
고 자존감을 향상시켜[32]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고령자의 고령화로 인한 만성
질환 및 각종 신체적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확립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중재방안이 
필요하다. 라이프스타일 유지를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 시
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적합한 중재와 프로그램들이 
지자체 내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는 기능 수준이 삶의 질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요소로
는 식이와 활동참여 패턴이 고령자의 삶의 질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는 경로가 확인되었다. 즉, 고령자의 기능 수
준이 높을수록,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가질수록, 다양한 의
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일과를 가질수록 삶의 질이 높
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에 Row & Kohn[33]의 연
구에서 건강상의 질병이 없이 신체적 건강, 인지 및 정서
적 기능이 활달하고 적극적으로 의미있는 활동들에 참여
하는 것이 성공적인 노화, 즉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영
역이라고 주장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노년기의 
영양관리는 생명유지 및 수명연장과 생활 능력을 유지하
기 위한 필수 수단으로 보고 되는데[34] 본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진 노인일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규칙적인 식사는 활력

을 유지해 주고, 식사량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므로 비만
의 위험도를 감소시키고 위궤양과 같은 위장 질환을 예
방한다는 연구[35]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노인성 질환의 
대다수가 식이와 관련되어 부적절한 영양공급에서 오는 
영양결핍,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증과 
같은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36]. 이렇듯 고령자의 식이와 
건강, 삶의 질의 연관성이 확인되었으므로, 건강한 노화
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습관이 기반이 된 라이프스타
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한편, 노인의 활동참여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은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노인들의 
일, 여가, 자원봉사 등의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활동참여
는 삶의 질을 증진 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향상 
시킨다는 결과들을 보고 한 것과 일치한다[37,38]. 은퇴 
후 고령자들은 자신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했던 직장
생활이 사라짐으로 인해 여가를 즐기기도 하지만,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관계망으로 축소[39]로 인해 정체성의 손
상을 입기 쉽고, 생산적인 활동에서 배제되기 쉽다. 이는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향을 부정적으로 미치게 된다[40]. 
따라서 향후 고령자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키기 위해서는 
신체적 활동, 식이 뿐만 아니라 고령자가 일, 여가, 휴식, 
교육 등 다양한 활동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
질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건강상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확인되었다. 노인의 건강은 만성 질환의 
유무와 같은 객관적인 건강과 주관적 건강으로 측정될 
수 있지만, 노인의 경우, 객관적인 건강수준보다는 개인
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건강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삶의 
질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41]. 
노년기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
는 기존의 선행 연구[42]처럼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인식
하는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보여주었
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에 객관적 건강을 증진 시키기 
위한 신체적 활동의 참여, 균형 잡힌 식습관과 더불어, 주
관적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여가, 일, 자원봉사와 같
은 다양한 활동참여에 대한 접근도 향후 고령자의 건강
과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셋째로,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들이 새롭
게 분석되었다. 이는 앞서 신체적 활동, 식이, 활동참여와 
같은 라이프스타일이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경로가 
확인됨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구축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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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먼저 고령자가 처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이 양

호할수록 균형 잡힌 식습관과 활동참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삶의 질로 이어지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이는 최근 고령자의 ‘지속적 거주(Aging in Place; AIP)
의 개념이 강조됨에 따라, 거주 환경이 고령자의 건강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43,44]와 
일치한다. 따라서, 고령자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향후 환경적인 접근도 매
우 중요 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기능 수준, 환경, 라이프스타
일이 건강과 삶의 질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를 확인
하였다. 이에 고령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증진 시키기 위
해서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즉, 적절한 수준의 신체적 
활동, 균형 잡힌 식습관과 다양하고 의미 있는 활동에 참
여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이때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적 조성 
및 기능 수준의 유지가 이루어질 때 더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기
능 수준, 환경, 라이프스타일이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경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2019년
도 4월부터 2019년도 5월까지 총 200명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분석되
었다. 연구결과, 고령자의 기능 수준과 신체적 활동은 건
강과 직접적인 직접 영향을 미쳤고, 기능 수준과 식이, 활
동참여는 고령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적 요인은 식이 와 활동참여
에 영향을 주어 삶의 질을 부분 매개 하였다. 따라서 고
령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인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기능 수준 
유지 및 향상, 환경적 접근과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구축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한 횡단연구이므로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가 주로 응답자
의 주관적인 자기기입식 방식에 의존하였으므로, 응답 편
의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건강과 삶의 
질을 측정하는 평가의 경우 평가도구 자체가 개인의 주

관적인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인식도를 기반으로 평가
하므로, 그 결과를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건강과 삶의 질, 라이프스타일을 평가하기 위
한 객관적인 평가도구와 자가응답중심의 주관적인 평가
도구를 함께 사용해 좀 더 구체적으로 고령자의 기능 수
준, 환경, 라이프스타일이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력을 다각도로 탐구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고령자의 라이프스타일의 구체적
인 요인들과 건강과 삶의 질 간의 경로를 파악함을 통해 
향후 고령자의 AIP 실현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커뮤니티케어 혹은 노인복지정책 
및 서비스 영역에서 이와 관련된 자원의 확충 및 서비스 
개발과 적용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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