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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aims to examine how everyday life skills of disabled seniors in rural areas affect their depression
and self-esteem through their quality of life and explores how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disabled seniors.
To achieve this, 238 participants who were registered as disabled and aged 65 or over took part in this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 quality of life among disabled seniors decreased when their everyday life
skills were relatively more advanced than those of non-disabled people. It was also found that the high level
of everyday life skills possessed by disabled seniors caused more severe depression and lower self-esteem.
Their quality of life negatively affected self-esteem and depression and their everyday life skills were a key
factor that influenced depression and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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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서 고령사

회(aged society)로 진입하였으며, 65세 이상의 인구 구성비는 

2000년 7.2%에 불과했으나, 2018년 14.2%로 상승하고 2065년

까지 42.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17). 또한 고령

화 진행속도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

입에 이어 18년 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급속한 인구 고령

화는 심각한 노인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

제는 경제문제 및 재정상의 문제 외에도 노인들의 상당수가 노화

로 인한 심신의 문제, 경제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노년

기의 역할상실, 고독, 소외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김명숙, 

& 고종욱, 2014).

더 나아가 노인자살률(2016년 기준)은 10만명당 53.3명으로 

OECD 평균 18.4명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특히 농촌 지역의 

노인자살률은 도시에 비해 1.5배가 높아 문제의심각성과 대책이 



2 남희수

ⓒ 2020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필요한 부분이다(통계청, 2016). 노인 65세 이상 장애인구 중에 

노인증가율은 전체 인구 중 노인증가율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

하고 있으며, 장애인구 중 50세 이상인 비율은 2000년 39.1%, 

2011년 71.1%로 증가되어 전체 장애인의 3분의 2 이상이 고령

화이다(황주희, 2015). 장애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장애노인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향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

는 가운데(United Nations, 2013; Glenn, 2001), 그 원인에 있어

서는 의료기술의 발달, 공공보건체계의 개선, 영양의 개선 등으

로 인한 장애인의 평균수명이 높아졌으며, 노령 층에서 질병과 

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장애가 노년기에 높게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충청남도 서천군이며,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54,859이며 그 중 노인 주민등록 인구는 17,953명, 등록

장애인수 5,749(10.5%)명이며 그 가운데 노인장애인 인구는 

3,472(19.3%)이며, 전체적으로 장애인 대비 노인 장애인 비율은 

60.4%이다(서천군 노인복지통계, 2019). 이처럼 농촌지역은 이

미 노인인구가 20%를 넘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는데, 2017

년 농림어업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촌의 70세 이상 초고

령인구의 비율은 30.1%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며(통계청, 

2017), 이는 농촌지역의 노인장애 문제는 향후 전체 장애노인의 

문제로 야기될 것이다.

한편 농촌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있어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제한(36.9%)

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증 농촌노인들의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이용한 노인의 비율이 83%에 이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은 도시지

역에 비해 농촌지역 노인들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낮은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손신

영, 2006). 노인들은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 및 기능저하로 독립

적인 일상생활수행능력 활동을 수행하는데 제한적인 경우에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즉 자아존중감이 

상실할 수도 있다.

노인의 우울은 점차 더 많은 이별과 상실을 경험하게 되어 

나타나는 정신장애의 일종으로 삶의 질, 흥미, 즐거움이 전반적

으로 낮아질 수 있는데,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은 근골격계질환, 통증, 자기효능감과, 일상생활수행능력 

등이 있다(김효정, 2001; 송미령 외, 2010). 한편 고령사회로 인

한 노인문제는 비장애노인 뿐만이 아닌 장애노인에게도 이와 유

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빠른 고령사회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구가 2005년 32.5%, 2008년 36.1%, 2011년 38.8%, 

2014년 43.4%로 노인장애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꾸준히 높아지

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a).

장애노인의 경우 일상생활수행능력와 노인의 문제를 동시에 

겪게 됨으로 인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장애인의 복지와 노인복지에서 소외되었으며(박수경, 

& 문수경, 2005; Priestley, 2003; Verbrugge, & Yang, 2002), 

노화와 장애를 동시에 경험하기 때문에 비장애노인보다 신체적 

기능의 감소나 상실이 심화되고, 더 나아가 장애노인의 역할상실

감을 증가시키고 의존감을 높인다.

장애노인의 성공적인 삶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비장애노인들

보다 삶의 질이 저하되고, 독립성이나 자아존중감을 상실할 수도 

있다(Kennedy, 2002). 최근 들어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이슈

화되면서 장애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전개되

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장애노인의 문제는 삶에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장애노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삶의 

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촌지역 장애노인의 문제는 향후 우리나라 전체 장애노인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상생활능력에 어려

움이 있는 기능장애 농촌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생활하

기 위해서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의료⋅복지서비스

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자원이 부족하고 

이동거리가 먼 농촌의 특성상 일상생활능력에 농촌지역 장애노

인은 의료⋅복지서비스 접근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심과 연구결과들이 보고

되고 있지만, 특히 농촌지역에 소재한 장애노인에 관한 선행연구

는 아직도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충남 서천군 농촌지역 장애노인의 일상생활수

행능력이 삶에 질⋅우울⋅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미

치는지, 삶의 질은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 요인으로 

매개하는지,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삶의 질을 통해 우울 및 자아존

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결정요

인 분석이다.

농촌지역 장애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삶의 질을 매개하

여 우울 및 자아존중감의 변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충남 서천군 농촌지역 장애노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지만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

으며, 또한 본 연구주제와 관련한 장애노인대상 연구가 활발하지 

못함으로 일반적인 노인관련 연구도 선행연구과정에 포함하였

다. 이와 함께 장애노인의 일반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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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을 독립변수로 설정함으로써 종속변수의 우울과 자아

존중감이 매개변수인 삶의 질에 결정요인이 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장애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삶의 질, 우울, 자아존

중감의 제 측면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요 변인들의 

영향요인에 대해 가설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으로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였으며,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대안을 제언함

으로써 장애노인복지를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비장애노인에 초점을 둔 기존 연구의 경향에

서 더 나아가 상대적으로 농촌지역 장애노인의 취약성을 갖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일상생활능력이 우울 및 자아존

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농촌지역 장애노인의 문제점

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2. 선행연구 고찰

2.1. 장애노인과 삶의 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환경 속에 인간(person-in environment)

으로 개인을 둘러싼 사회환경과 교류하면서 삶의 질에 욕구는 끊

임없이 이어져 왔으며 이는 개인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

이기 때문이다.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검증함에 있어 동일한 

삶의 현장에서도 각 개인이 인지하는 주관적 감정이 상이함으로 

다양한 형태로 정의될 수 있다(남희수, 2009). Cella(1994)는 삶의 

질에 주요 영역을 기능적 장애(걷기, 목욕하기, 옷 입기 등의 

일상생활과 개인의 욕구, 야망), 신체적 영역(질병의 증상, 치료

의 부작용, 자각적인 혹은 객관적 신체기능 장애), 정서적 영역

(암 발생과 이에 대한 치료로 긍정적인 경험이 둔화되는 점), 

사회적 영역(여가활동의 유지, 지각된 사회적지지, 가족의 기능, 

친교 및 성생활)이라 정의 하였다.

또한 삶의 질이란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측정 가능한 경제

적 환경에 따라서 측정되는 것이며 사람들의 여유, 만족할 만한 

사회 시스템의 창조, 의학, 재활분야에서 생존율 또는 질환, ADL 

등의 객관적 검증이며(Benn, 1973). 각 개인이 삶을 통하여 스스

로 경험하며 느껴지는 것을 의미한다(남희수, 2009). 일반적으로 

장애노인은 노인성 장애인(aging with disability)과 고령화된 장

애인(disability with aging)과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행위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는 건강상태, 교육, 

애착 순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김수옥, & 박

영주, 2000), 노인의 삶의 질 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요인으로는 신체적 건강상태이며, 전반적으로 노인의 신체적 건강

수준이 좋을수록 삶의 질은 높은 것으로 신체적 요인과 삶의 질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이가옥, 이현송, & 김정석, 2000; 민경

진, 2006). 삶의 질은 노년기에 각종질환의 발병이 많을 뿐 아니

라 여러 가지 신체적 장애 등의 문제를 가지며 우울증상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동반하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저하

된다고 지적한다(정명숙, 2007). 노년기는 수입이 줄어들거나 

배우자, 친구들과 사별하게 되고 신체, 정신, 사회적 영역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직접 경험하게 되며, 신체활동 감소, 학습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심리적 변화, 기억력장애, 활동능력 감소, 생리

학적 변화 등 노인들의 환경변화 및 적응능력과 스트레스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손신영, 2006). 또한 

노인들의 건강문제는 삶의 질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진순, 1996). 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한 

예측변수의 연구에서 활동, 건강, 사회경제적 변인 중 가장 중요

한 예측변인이 ‘건강’인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Knappy, 1976).

노년의 건강증진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주관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노인들의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권철 외, 2006).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장애노인의 삶의 

질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장애노인의 안녕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2.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삶의 질 간의 관계

노인들의 있어 건강문제는 공통의 관심사인데 상당수의 노년

들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상생활

수행능력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동작들을 수행하는 능력

을 판단한 것을 의미한다(Kemp, & Mitchell, 1992). 일상생활수

행능력은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즉 기본적 일상생활수행

능력(Activity of daily living: ADL)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

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으로 구별된

다. 일상생활수행능력에는 세수하기, 식사하기, 옷 벗고 입기, 양

치질하기, 목욕하기, 체위변경하기, 옮겨 앉기, 일어나 앉기, 방밖

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가 포함되며, 이러한 일상활동의 

의존성이 높아질수록 점차 기능을 잃어가게 된다. 수단적 일상생

활수행능력은 신체 자립능력보다 상위수준에 있는 능력으로 세

탁, 청소, 전화사용, 요리, 시장보기, 사회활동, 재정관리, 자기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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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리, 교통수단이용 등이 포함된다(Lawton, & Brody, 1969).

특히 장애노인들이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점차 

의존성이 높아지며, 이러한 의존성의 증가는 장애노인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독립적

이지 못한 장애노인은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영향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년 중 약 3.5%의 노인이 식사, 앉기, 걷기, 목욕, 옷 입기, 

화장실이용 등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제약을 받고 있는 보고하고 

있으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노인들의 일상생활수행능

력의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며(문명자, 2001),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생활만족도는 순상관관계로 보고되고 있다

(이광옥, 1998). 농촌 노인을 대상으로 도구적 ADL이 삶의 질의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박광희, & 

한혜경, 2002). 또한 기본적 도시지역 여성독거노인에서도 일상

생활활동능력이 삶의 질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김

희경, 이현주, & 박순미, 2010), 기본적 일상생활능력과 삶의 

질 간의 관련 연구에서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나타났다(권중돈, & 조주연, 2000).

한편 농촌지역 여성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한 주요 요인이 

ADL로 보고되고 있다(손신영, 2009; 김숙경, 2004; 손신영, 

2006).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삶

의 질 수준 을 결정하는 주요한 원인변수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들을 살펴볼 때 장애노인의 일상생활수

행능력과 삶의 질 간의 관계는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우울 간의 관계

현대사회의 우울증은 인간의 삶은 매우 괴롭히는 질병이며, 

일반적인 우울증상은 기분저하, 의욕저하, 식욕저하, 수변의 변

화, 불안 초조, 피로감, 죄책감, 집중력 감퇴, 자살사고 등이 나타

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체 정신과적 환자 중 노인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 할 뿐만 아니라 비기질성 

정신장애 중에서 우울증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5%을 보이고 

있으며(정인과, 곽동일, 신동균, 이민수, 이현수, & 김진영, 

1997), 우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최저 15%에서 

최고 60%로 매우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김형수, 2002; 정경

미, 2007). 이는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측정도구 및 기준을 설정

한 결과로 사료된다.

노년기 우울증의 원인은 이혼, 별거, 낮은 사회경제 수준, 불

량한 사회적 지지, 예기치 않은 불행한 사건, 일상생활수행능력

(ADL)상실을 초래하는 심각한 내과적 질병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 노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우울은 정신장애이며 또한 관리가 

가능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지만 우울을 방치하면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이 저하되는 특징이 있다(김미혜, 이금룡, 

& 정순돌, 2000). 노인의 우울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노인의 

건강문제의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정영미, 2007).

노년기 우울증은 정신장애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자살에 대한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Conwell, 2001). 노년기의 우울과 관련한 주요 변인 중 하나가 

건강과 관련한 변수인데 다양한 측정도구들을 활용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중 하나가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의 정도이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의 테스트는 일상생활과 관련한 수행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노인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족

인 요소이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저하와 우울의 상호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2.4. 삶의 질과 우울 간의 관계

노년에 흔히 발생하는 우울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병

하며 이 시기에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 중 하나이다. 노년기의 

우울은 정신장애로서 자살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며 신체질

병을 유발하는 노인들의 주요 요인이다(이현지, & 조계화, 2006; 

Conwell, 2001). 노년기의 우울은 노년기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만성질환으로 다른 기능저하 및 질병발생으로 인한 의료수가 상

승 및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노인 사망률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한다. 이와 함께 이용시설의 노인을 연구대상으로 한 삶의 질에 

대한 요인분석에서 우울은 매우 중요한 원인변수로 보고되어 지

며(황미구, & 김은주, 2008; 김은하, & 이지원, 2009), 생활시설 

노인에게도 우울은 삶의 질에 주요 요인이다(이화자, 2006). 이

처럼 노년기의 우울은 삶의 질에 유의한 주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Mecocci et al., 2004),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도 우울은 삶의 질을 매우 유의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

현심, & 남희수, 2010).

또한 노년의 우울은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 등

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박봉길, 2008), 노년기의 열

악한 신체건강 및 경제적 스트레스, 약화된 사회적 관계망은 외

로움과 고독감 등은 우울을 증가시켜 노인의 정신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최영, 2008). 한편 농촌 여성노인은 우

울 요인들에 취약하다는 것이 선행연구의 주된 의견이며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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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스트레스, 고령 등으로 독거 비율이 높아 자살생각을 많

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보람, & 이정화, 2015). 따라서 

농촌지역 장애노인의 삶의 질은 주요 변수로서 우울을 연구모형 

내에 반영하게 되었다.

2.5.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노인기에서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심리적 변화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 결과 적응을 잘 하면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을 높

일 수 있는 긍정적인 양태로 나타나고 실패할 경우 노인의 자아

존중감은 크게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년기에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상호작용은 노인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노년기에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저하, 원하지 

않는 은퇴와 배우자, 친구, 친지의 죽음 등으로 사회활동과 역할

의 기회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특히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키던 변인들로 간주하던 일상생활

수행능력, 명성, 친구, 경제력 등의 감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과 타인으로부터 받는 수용 및 관심

과 애정이 감소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므로 결국 자아존중감이 저하된다. 김득히(1995)의 연구는 농

촌 노인의 자아 존중감이 도시 노인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

났고, 연령의 부분과 다른 영역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김안젤리

나(2004)의 연구에는 노인의 자아 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종교, 일상생활수행, 

경제상태 등의 개인적 요인과 노인의 불안이나 우울 등의 심리적 

요인, 사회활동 참여나 사회적지지 등의 사회적 요인이 자아존중

감에 미치는 영향으로 분석하였다.

한정란, & 김수현(2004)의 연구를 보면 노년에 겪게 되는 

은퇴, 친구, 및 배우자의 죽음, 신체 기능의 저하, 소득 감소 등으

로 인해 자아존중감은 저하되게 된다. 즉, 자아존중감을 증가시

키는 변수들로 간주 되던 건강, 명성, 친구, 경제력이 감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과 타인으로부터 

받는 소용 및 관심과 애정이 감소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기회

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어 자아존중감이 감소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전혜정(2004)은 노인 집단 내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며, 노인의 건강상태도 자아존중감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보았는데, 객관적인 건강상태와 주관적인 건강상

태 모두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심리적, 신체적, 환경적 통제력을 상실할 때에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의 커다란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생활 만족도를 

저하시키며 절망감을 느끼게 하며, 심지어 신체적으로 심각한 문제

를 야기하여 죽음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Minkler, 1989)

특히 농촌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도시노인에 비해 더 낮은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득희, 1995). Rodin, & Langer(1980)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노인일수록 자신의 나이보다 더 젊게 느끼고, 

삶에 만족하며 긍정적 자아상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2.6. 삶의 질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인간은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자신의 역할들로 인해 자신 

확인하며 이에 상응하는 자아개념을 유지하지만, 노년기에는 일

반적으로 새로운 역할 기회가 쉽지 않다. 노년기에 역할을 상실

하고 대체할 새로운 역할을 획득치 못하거나 불확실할 경우 사회

적 정체감과 자아존중감에 문제에 노출된다(이명, 2014). 자아존

중에 대한 이론들은 선행연구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표되어져 

왔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태

도를 말하며 자신의 가치에 대한 총체적 평가이며 자신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의 정도로 정의하였으며(김갑식, 2010), 로젠버그

(Rosenberg, 1979)는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바

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한진원

(2011)은 자신의 능력과 중요성을 평가하고 자신을 어느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태도

이며, 정신섭(2014)은 자아개념에 대한 평가적인 부분으로 자신

에 대한 긍정적 수용 자세와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인간으로

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상태라고 언급하였으며, 강미정(2014)

은 자아존중감이 스스로의 긍정⋅부정적 평가와 관련되며 스스

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 여기는 정도 및 자기존경의 정도라고 

제시하였다.

전희수(2015)는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신이 어떤 성

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고 사랑받을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로 믿는 마음이라 정의하였다. 한편 선행연구들에서를 삶의 

질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의 삶의 질과 자아존중감 간의 연구들에서 노인의 삶

의 질과 자아존중감 간의 매우 주요한 변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있는데, 이는 삶의 질에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으며(한필수, 2016), 또

한 자아존중감, 사회관계, 언어능력, 배우자 관계, 부모형제 관계

가 삶의 질에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문형란, 2016). 남성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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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

삶의 질

우울

일상생활
수행능력

<그림 1> 연구 모형

의 삶의 질과 성역할 태도 간에 서비스 이용과 자아존중감의 

검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이진숙, 

& 최원석, 2014), 자아존중감은 성별, 거주형태, 경제상태, 교육

정도, 배우자 유무, 생활 형태에 유의미한 결과로 검증되었으며,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에 영향력이 매우 주요한 변인으로 검증되

어 자아존중감은 노인의 삶의 질에 주요 변인이며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의 긍정적인 인과관계로 분석되었다(박영례 외, 2005). 

농촌노인과 도시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비고분석에서 도시 노인

의 경우는 삶의 질이 농촌노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력을 주는 주요 요인에 있어 농촌노인의 경우는 

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적지지, 경제적 상태로 나타났다(배숙경, 

엄태영, & 이은진, 2012). 한편 농촌노인의 삶의 만족도은 자아

존중감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임은의, 구본진, & 임세현, 

2014; 이현심, & 남희수, 2010). 이는 농촌노인의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장애노인의 일상생활수행

능력과 삶의 질 간의 관계 매우 밀접하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우울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상당수의 장애노인들이 신체적, 심리적으로 불만족을 

경험하고 있거나 향후 직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농촌지역 장애노인의 일상생활수

행능력과 관련한 연구가 아직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 

향후 지속적인 연구기 요구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농촌지역 장애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삶의 질, 

우울, 자아존중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와 장애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관련 변인이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검증함으로써 장애노인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자 하는 데 있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아래와 같다.

1)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삶의 질은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삶의 질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삶의 질을 통해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7)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삶의 질을 통해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표본으로 충청남도 서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

애인 중에서 65세 이상 장애노인을 임의표출방법으로 선정하여 

시행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재가방문 일대일 직접면접으로 대

상자에게 질문지를 읽어주고 응답을 대신 표기하는 방법으로 수

집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설문지는 총 250부 중 연구 자료로 부적절한 12

부를 제외한 23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3. 변수정의 및 측정도구

3.3.1.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daily of living, ADL)

일상생활수행능력은 Katz(1963)가 개발한 ADL 도구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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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외(2002)가 번안한 한국형 일상생활수행능력 측정도구(Korea 

Activities of Daily Living, K-ADL)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본 도구는 7개 영역(목욕하기, 이동하기, 옷 입기, 세수하

기,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대소변 조절하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점 Likert 척도이며, 최저 7점에서 최고 21점으로 점수

가 낮을수록 일상생활수행능력의 독립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

발당시 Cronbach' a 값은 .95이었으며, 원장원 외(2000)의 연구

의 Cronbach' a 값은 .93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 

a 값은 .82로 나타났다.

3.3.2. 삶의 질(Quality of Life)

삶의 질이란 각 개인의 주관적 지표로 개개인의 삶을 통하여 

스스로 경험하며 느껴지는 주관적 안녕감이다. 본 연구는 한국복

지패널에서 개발 사용한 5개의 하위영역 중 ‘건강 만족’, ‘수입 

만족’, ‘주거환경 만족’, ‘가족관계 만족’, ‘사회적 관계 만족’으

로 구성되어있다. 5점 Likert 척도이며, ‘매우 불만족’에 1점, 

‘매우 만족’에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도 높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 a 값은 .79로 나타났다.

3.3.3. 우울

노년기 우울이란 열악한 신체건강 및 경제적 스트레스, 약화

된 사회적 관계망은 외로움과 고독감을 높여 우울을 증가시키는 

등 노인의 정신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최

영, 2008). 한국복지패널에서 사용한 CES-D11은 한국형 노인우

울척도(CES-D)를 바탕으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배성우, 신

원식(2005)은 CES-D을 4가지 영역(우울감정, 신체행동 둔화, 

대인관계, 긍정적 감정)으로의 구조화가 가장 적합하다고 제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11개 측정변인을 각각의 평균으로 4개

의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 주요 측정변인은 우울감정, 신체행동 

둔화, 대인관계, 긍정적 감정 등이다. CES-D는 4점 Likert 척도

이며 ‘극히 드물다’에 1점, ‘대부분 그랬다’에 4점으로 측정되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긍정적 감정’

과 관련한 두 개의 측정변인은 역점처리 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

도 Cronbach' a 값은 .83로 나타났다.

3.3.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태도

를 말하며 자신의 가치에 대한 총체적 평가이며 자신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의 정도이다(김갑식, 2010), 농촌지역 장애노인들

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Rosenberg의 자아존중

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긍정문

항 5, 부정문항 5로 구성되었으며, 측정기준은 4점 척도로, ‘대체

로 그렇지 않다’에 1점, ‘항상 그렇다’에 4점이다. 부정적 질문은 

역점처리 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으

며, 긍정적 자아존중감를 나타내는 5개 문항의 평균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나타내는 5개 문항의 평균으로 2개의 하위요인으

로 구성하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 a 값은 .89으로 

나타났다.

3.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틀은 양적 연구방법으로 측정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검증을 위해 개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단일차원

성을 검증하였다. 개별 변인의 단일차원성에 대한 모델 적합도의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Cronbach' a 

분석, 평균분산 추출치를 점검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 변인과 주요변인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T- test와 

ANOVA 분석을 활용하였다.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통해, 주요

변인의 수준을 파악하였고, 왜도와 첨도를 검토함으로써 정규성

의 가정을 검토하였으며 상관관계를 검토함으로써 다중공선성

에 문제가 있는지도 점검하였다.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와 관련된 연구가설들을 검증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우울과 자아존중감 간의 매개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위한 Baron 외(1986)의 단계적 접근방식을 활용

하고 독립변인의 간접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의 Z분석을 

사용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구조방정식에서 FIML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을 추정할 경우, 

각 변인들의 정상분포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상이한 결과로 나

타날 수 있다(김민규, & 김주환, 2008). 따라서 변인들의 정규성

을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기준으로 검증되어야 하며 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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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일상생활 삶의 질 우울 자아존중감

일상생활수행능력 1 .061 .049 .067*

삶의 질 .029 1 -.429*** .029***

우울 -.039*** -.491*** 1 -.561***

자아존중감 -.109 .619*** -.26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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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상관계수

잠재변수 측정변수 Mean SD 왜도 첨도

일상생활 수행능력 일상생활 수행능력 .56 .693 1.369 2.694

삶의 질

만족도1(건강만족) 2.69 1.364 -.786 -.669

만족도2(수입만족) 2.91 .769 .597 .569

만족도3(환경만족) 2.73 .876 -.694 -.649

만족도4(가족관계만족) 2.64 .849 -.876 .648

만족도5(사회관계만족) 2.86 .911 .783 .361

우울

우울감1(신체활동둔화) 1.37 8.369 .876 -.159

우울감2(우울감정) 1.49 8.649 .791 .159

우울감3(긍정적 감정) 1.85 7.692 .691 -.394

자아존중감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

2.95
2.79

.786

.848
.694
.064

-.329
.451

<표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정규성 분포

모 형 (df ) 1과의 (df ) IFI CFI TLI RMSEA

1. 부분매개모형 499.24(55)** - .891 .890 .736 .076

2. 완전매개모형 588.785(91)*** 321.621(2)*** .793 .792 .789 .079

3. 비매개모형 851.366(33)** 661.442(3)*** .841 .840 .867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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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모형의 적합도 비교

와 첨도가 약간이라도 일변량 정규성을 위배한다면 정규성이 기

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첨도는 8 또는 10을, 왜도는 절대값 3을 

초과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Kline, 2005). 그러

므로 이 기준에 기초하여 자료의 정상성을 검증한 결과에 따라 

정규성에 부합되지 않은 문항들은 제외한 후 재검증하였으며, 

최종 분석에서 정규성이 검증되었기에 측정변인들의 결과는 

<표 1>과 같다.

4.2. 상관관계 분석

각 측정변인 간의 영향 요인을 살펴보기 위기에 앞서 변인들 

간의 서로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하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관계 

정도는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각 변인들의 유의수준은 

0.01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

상생활수행능력, 삶의 질, 우울, 자아존중감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4.3. 측정모형의 적합성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농촌지역 장애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

력, 삶의 질, 우울,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구조적 관계가 있는지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분석결과 <표 3>과 같다. 

먼저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여 이들 모형을 비교분석 하였을때에 

부분매개효과(=499.24, df=55, p<0.01, IFI=.891, CFI=.890, 

TLI=.736, RMSEA=.076)와 완전매개효과(=588.785, df=91, 

p<0.001, IFI=.793, CFI=.792, TLI=.789, RMSEA=.079), 두 

모형 모두 적합도가 비교적 우수한 모형으로 판명되었지만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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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수행능력

자아존중감

우울

.491(11.617
**

)

.711(12.624
**

)

삶의 질

1단계-비매개모형 검증1)

일상생활
수행능력

자아존중감

우울

삶의 질

.594(11.559
***

)

.597(10.229
***

)

.779(12.197
***

)

2, 3단계-완전매개모형 검증

일상생활
수행능력

자아존중감

우울

.360(1.667
**

)

삶의 질

.552(2.77
***

)

.226(2.367
*

)

.269(2.94
***

)

.599(13.226
***

)

4단계-부분매개모형 검증

<그림 2> 구조모형 검증 결과1)

매개모형의 적합도가 완전매개효과의 적합도보다 더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두 모형간의 비교기준인  와 df의 차이에서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을 대상으로  차이검증을 실시

했을 때, 차이 값은 588.785이며 자유도 차이 값은 2로 유의수

준 p<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부분매개모형과 

비매개모형에  차이검증을 실시했을 때, 차이 값은 

661.442이며 자유도 차이 값은 3로 유의수준 p<0.001에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분매개 모형이 

비매개모형보다 더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IFI, 

CFI, TLI, RMSEA을 비교하였을 때에 부분매개모형이 완전매

개모형이나 비매개모형보다 우수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삶의 질에 매개효과는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우울, 자아존중

감 간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변인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4.4. 구조모형 검증 및 가설 검증

4.4.1. 구조모형 검증 결과

연구의 연구모형으로 제시한 구조모형의 적절성의 검증과 일

상생활수행능력과 우울,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삶의 질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외(1986)의 단계적 

접근방식을 사용하였으며, 구조모형 검증결과는 <그림 2>와 같다. 

1) 참고: ◾구조모형에 있어 관찰변인과 오차항은 생략함.

◾실선 위의 수치는 표준경로계수이며, 괄호 안 수치는 t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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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 검증단계 추정경로 경로계수 표준경로계수 표준오차 t

1단계
일상생활수행능력 → 우울 .629 .621 .036 9.645***

일상생활수행능력 → 자아존중감 .459 .569 .091 10.619***

2단계와 3단계

일상생활수행능력 → 삶의 질 .659 .798 .031 12.309***

삶의 질 → 우울 .789 .697 .060 10.990***

삶의 질 → 자아존중감 .691 .782 .039 11.269***

4단계

일상생활수행능력 → 삶의 질 .789 .691 .012 10.360***

일상생활수행능력 → 우울 .459 .301 .019 3.292**

일상생활수행능력 → 자아존중감 .649 .459 .068 5.94***

삶의 질 → 우울 .691 .591 .069 6.91***

삶의 질 → 자아존중감 .261 .891 .019 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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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단계적 접근방식에 따른 매개효과 검증

이 접근방식은 다음의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는데,

첫째, 비매개모형 검증으로 독립변수인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종속변수인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

다. 둘째, 완전매개모형 검증으로 독립변수인 일상생활수행능력

이 삶의 질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1차로 검증하고,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삶의 질을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

향을 2차로 다시 검증하는 과정이다. 셋째, 부분매개모형으로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우울에 직접 미치는 영향과 삶의 질을 통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및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자아존중감에 직접 

미치는 영향 및 삶의 질을 통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것에 대한 

검증이다. 따라서 검증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인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종속변인(우울, 자아존중감)에 각기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면 충족되는 것이다. 충족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우울과 자아존중감에만 각기 영향을 

미치는 비매개모형을 추정하였다. 이를 추정한 결과, 적합도는 

=851.366, df=33, p<0.001, IFI=.841, CFI=.840, TLI=.867, 

RMSEA=.149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우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표준경로계

수는 각각 .491(t=11.617), .711(t=12.624)으로 직접경로는 유

의수준 p<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립변인인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매개변인인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면 충족된다. 셋째, 매개변인인 삶의 질이 종속변인인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면 충족된다. 이러한 두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완전매개모형을 추정하였다. 검증

결과, 이 모형의 적합도는 =588.785, df=91, p<0.001, IFI=.793, 

CFI=.792, TLI=.789, RMSEA=0.079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수

행능력이 삶의 질에 미치는 표준경로계수는 .779(t=12.197), 삶

의 질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표준경로계수는 .597(t=10.229)

이었으며, 삶의 질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표준경로계수는 

.594(t=11.559)으로 모두 유의수준 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조건이 

충족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완전매개모형에서 독립변인의 일

상생활수행능력과 종속변인인 우울, 자아존중감 간에 경로를 추

가했을 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약화

되거나 유의하지 않을 때(완전매개)에 충족된다.

조건의 충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분매개모형을 추정하였으

며 이 모형의 적합도는 =499.24, df=55, p<0.001, IFI=.891, 

CFI=.890, TLI=.736, RMSEA=.076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수

행능력이 삶의 질에 미치는 표준경로계수는 .789(t=10.360), 일상생

활수행능력이 삶의 질에 미치는 표준경로계수는 .360(t=1.667), 일

상생활수행능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표준경로계수는 .269(t=2.94), 

삶의 질에 우울에 미치는 표준경로계수는 .552(t=2.77)이었다.

삶의 질이 자아존증감에 미치는 표준경로계수는 .891(t=1.779)

으로 모두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우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각기 유

의하게 나타났고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우울, 자아존중감 간의 관

계에서 삶의 질은 부분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4.2. 가설 검증 결과

4.4.2.1. 직접효과 연구가설 검증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얻어진 항목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잠재변수들 간의 관계를 구조모형방정식을 통해서 검증

하였으며, 연구가설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모형의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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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 추정경로 비경로계수 표준경로계수 표준오차 t 가설수용여부

가설 1 일상생활수행능력 -> 삶의 질 .794 .841 .091 13.771*** 채택

가설 2 일상생활수행능력 -> 우울 .31 .312 .049 1.369*** 채택

가설 3 일상생활수행능력 -> 자아존중감 .426 .449 .654 4.91*** 채택

가설 4 삶의 질 -> 우울 .519 .561 .079 4.69*** 채택

가설 5 삶의 질 -> 자아존중감 .194 .139 .073 1.891**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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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직접효과 연구가설 검증결과

가설 추정경로 Z p 가설수용여부

가설 6 일상생활수행능력 → 삶의 질 → 우울 6.224*** .001 채택

가설 7 일상생활수행능력 → 삶의 질 → 자아존중감 1.886** .002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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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조직문화 매개효과 연구가설검증결과

비교에서 부분매개모형이 가장 적합한 구조를 가진 것을 근거를 

토대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 첫째,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삶의 질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표준경로계수(β)값이 .841

로 p<0.001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살의 질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둘째, 일상생활수해능력이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 2>도 표준경로계수(β)값이 .312로 p<0.001

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수행능력

이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 역시 채택되었

다. 셋째, <가설 3>인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또한 표준추정계수(β)값이 .449, 

p<0.001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 3>도 지지되었

다. 넷째, 삶의 질이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는 표준추정계수(β)값이 .561, p=0.001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도 역시 채택되었다.

다섯째, <가설 5>인 삶의 질은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

칠 것이다는 가설 역시 긍정적 영향으로 표준추정계수(β)값은 

.151, p=0.01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 

5>도 지지되었다.

4.4.2.2. 매개효과 연구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 변인이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우울 사이

와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자아존중감 사이에 간접적으로 매개하

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매개효과 검증방법

에 대하여 Sobel(1982)과 Fuemmeler et al.,(2006)은 2가지 방

법을 제시하였다(Sobel, 1982; Fuemmeler et al., 2006). 이들이 

제시한 검증방법의 1단계는 각 변수들의 추정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과는 이미 앞서 기술

한 직접효과의 검증에서 각 변인들과의 관계가 유의함이 나타난 

바 있다. 이어서 2단계로는 조직문화 변인의 매개효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Sobel검증(Soper, 

2013)을 실시하였다.

Sobel 검증결과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삶의 질 매개효과는 z=6.224로 기준치 1.88보다 높은 값으로 

p=0.001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상

생활수행능력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삶의 질 매개효과는 

Sobel 검증결과 z=1.886, p= 0.01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삶의 질는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우울 

관계에서와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매개한

다는 가설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함이 입증되었고 따라서 <가설 

6>인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삶의 질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과 <가설 7>인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삶의 질을 통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충남 서천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지역 장애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삶의 질, 우울, 자아존중감와의 구조적 관계

를 지니고 있는지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가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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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농촌지역 장애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삶의 질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분석결과 성립되었다. 즉 일

상생활수행능력이 장애노인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낮으면 삶의 질이 

높은 것이며,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높으면 삶의 질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음으로 장애노인의 삶의 질이 더욱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어떠한 

건강의 질병 유무보다도 더욱 노년의 삶의 질에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고되며(김정연, 이석구, & 이성국, 2010), 농촌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며(박

광희, & 한혜경, 2002), 여성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손신영, 2009)와 일맥상통한다. 이것은 

노인의 삶의 질에 있어 실증적으로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더 중요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농촌지역 장애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우울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통해 검증한 결과 지지되었다. 

이는 장애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높으면 우울이 높게 나타

나고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낮으면 우울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

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우울

의 선행연구에서 주로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노년의 우울감이 그렇지 않은 노년보다 높다고 검증되었으며

(Katon, & Ciechanowski, 2002),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많은 곤

란이 있을수록 노년의 우울감이 높게 나타나며(신은숙, & 조영

채, 2012),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영향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접촉 

빈도를 제한하고 사회적 자원을 축소시켜 우울감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보고(Shaw et al., 2007)와 일맥상통하는데 이는 

노년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저하가 우울의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농촌지역 장애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자아존중감

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역시 지지되어, 장애노

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낮으면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나고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높으면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년의 자아존중감은 배우자

의 사망, 은퇴, 건강, 타인의 강화 등의 요인의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심각한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저하에 

경우에는 매우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나타내며(Pinquart, 

1991; Hooyman, & Kiyak, 2002), 또한 자아존중감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에 있어 우울, 치매, 만성질환, 일상생활수행능력 등의 

특성이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유수정, 

김현숙, & 한규량, 2002; 김주현, & 한경혜, 2001; 서경현, & 

김영숙, 2003)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 결과였다.

넷째, 농촌지역 장애노인의 삶의 질이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역사 지지되었다. 즉 우울이 높다는 

의미는 삶의 질이 낮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삶의 질이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를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의 우울

이 삶의 질을 낮추는 주요 요인이 되며(Lamers, Jonkers, Bosma, 

Diederikas, & Eijk, 2006), 다른 연령층에 비해 열악한 경제적 

환경, 배우자 부재, 신체적 질환, 사회적 고립, 삶의 질 저하 등에

서 더욱 선행연구결과(기백석, 2005)들을 지지하는 것이다.

다섯째, 농촌지역 장애노인의 삶의 질이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삶의 질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은 그만큼 장

애노인의 삶의 질이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과 자아존중감은 매우 중요한 인과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자아존중감은 노년기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영분, 신준섭, 최희정, 박상진, & 최혜지, 2004). 노년기의 삶의 

질이 높을 때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김귀분, 송기숙, & 

석소현, 2008; Chen, 1994)보고되어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여섯째, 농촌지역 장애노인의 삶의 질은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우울 관계에서와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매개한다는 가설은 유의함이 입증되어 지되었다. 즉 일상생활수

행능력은 삶의 질을 통해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장애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높으면 삶의 질을 

통해 우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

로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낮을 수 있는 노력

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설 7에 있어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삶의 질을 통

해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 역시 

지지되었다는 것은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높으면 삶의 질에도 부

정적인 영향이 미치며 이는 곧 자아존중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의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다. 아직 농촌노인 장애노인의 일상생활수

행능력과 관련요인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해 장애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삶의 질 간의 높은 인과성이 검증되었다.

이상과 같이 충남 서천군 농촌지역 장애노인의 삶의 질이 일

상생활수행능력과 우울, 자아존중감 간에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

이 확증된 것은 현 고령사회의 농촌지역 장애노인의 지역사회복

지와 보건, 의료 등의 증진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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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농촌지역 장애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관련한 보

건복지정책과 서비스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장애노인의 심신의 건

강을 고려한 양질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지역 장애노인의 열악한 경제사정과 장애로 인하여 

곤란을 겪고 있는 장애노인의 경우 일상생활수행능력으로 인한 

삶의 질이 우울감을 높이며 자아존중감을 더욱더 저하 시킬 수 

있으므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노인의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관련한 다각적인 차원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둘째, 농촌지역 장애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이 현저하게 악

하 될 경우 이로 인한 생활상의 곤란과 함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 마니라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자살 위험군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 장애

노인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이고 복

지차원의 방안들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장애노인의 활동적 노

화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등을 위한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다양한 정책 

및 실천이 필요하다.

셋째, 후속연구에서는 초고령사회인 농촌지역 장애노인의 일

상생활수행능력과 삶의 질, 우울, 자아존중감과 같은 신체적⋅

정신적⋅정서적 요인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수행능력으로 인해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스트레스, 건강행위, 사회활동 

참여 관계, 사회환경 관계 등과 같은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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