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용어 여성 노인 삶의 질: , ,

서 론I.

연구의 필요성1.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 이상의 노인 비율은 년에 전. 65 2000

체 인구의 약 를 차지하여 본격적인 고령화사회7.3%

로 진입하 고 년에 이었으며 년에는2006 9.5% 2018

로 고령사회 년에는 로 초고령사회에14.3% , 2026 20.8%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 수명은Office, 2006).

년에는 세이었으며 년에는 세2005 77.9 2010 79.1 , 2020

에는 세로 연장될 것으로 추정된다81.0 (Korea National

평균 수명 연장은 단순한 생명Statistical Office, 2006).

의 연장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연장된 삶의 질이 적절

한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개념이 변화

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에서(Patrick & Erickson, 1988).

는 더 이상 무조건 오래 사는것이 최선의 행복이아니

라 보다 질적인 삶을유지 증진토록 돕는것이 더중요

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노년기는 시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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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수록 과거에 성취했던 것을 상실해 가는 시기이다.

또한 경제력 사회적 지위 역할 건강 등을 상실하며, , ,

젊은 사람들에 비하여 더 많은 건강문제를 갖고 있다.

노인들에게 주로 야기되는 건강문제들은 관절염 골관,

절염 암이나 말초혈관질환 등과 같은 만성 퇴행성질,

환이다 이들은 통증을 수반하여 정서상태의 변화 우. ,

울과 관련된 행위변화 사기저하 무력감 사회적 고립, , ,

등을 경험하게 된다(Forrest, 1995).

삶의 질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 경제적 역에서, ,

각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안녕이다 그(Ro, 1988).

런데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질이 이러한 신체적 정신,

적 사회 경제적 역에서 취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

독거노인의 대부분 이 여성이었으며 독거노인들(80%)

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건강상태도 나쁘고 대부분이,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자아존중감3 .

이 낮았으며 우울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노년기 소득감소와 소득 상실은 보편적인 현상2003).

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과 다른 사

회적 요인에 의해 빈곤에 더 취약한 형태로 노년기를

보내고 있으며 사회관계망과 격리되어 있(Ahn, 2003),

어 독거노인이란 여성노인 고독 고령자 빈곤의 개념, , ,

으로 일관된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여성 독거노인이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와 은, Thome Hallberg(2004)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삶의 질이 낮다고 보고하

으며 와 은 자녀와 동거, Kim, Chung, Choi Kwon(2000)

하지 않은 노인이 동거하고 있는 노인에 비해 삶의 질

이 낮다고 보고하 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삶의 질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난 여성 독거노인층이 전체 노인인구에

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

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 수명이 여성노.

인에서 훨씬 높기 때문이다 년에는 남자가. 2005 74.8

세 여자는 세이었으며 에는 남자 세 여, 81.5 2020 78.2 ,

자 세로 연장될 것으로 추정된다84.4 (Korea National

따라서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Statistical Office, 2006).

성의 평균 수명보다 약 세정도 길기 때문에 미래사회7

에서 여성노인의 수가 남성노인의 수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남성노인인구에 대한 여성노인.

인구의 비율은 대는 대는 대는60 40.2%, 70 64.6%, 80

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여성노인의 비율이 높73.4%

아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세 이상 전체노인. 65

중 독거노인의 남녀 구성비는 남성독거노인이 정14%

도이며 여성 독거노인은 를 차지하고 있다86%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4).

그러므로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삶의 마지막 긴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도록 하기 위한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며 또한 이에 관한 연,

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간호중재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외 연구를 보면 노인이나 독거노인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여성 독거노인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삶의 질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생활만족도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서비스(Ok, 2002), (Shin, 2005)

가 대부분이다 또한 기존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상관관계 등을 밝히는 연구로 삶의

질의 경로를 연구한 논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관

한 모형을 설정한 후 공변량 구조분석을 이용하여 모

형을 구축하고자 하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여 최종 모형의 예측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목적2.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여성 독거노인의삶의질에 향을미치는 변인들∙

간의 경로를 나타내는 가설적 모형을 설정한다.

∙공변량구조모형을이용하여여성독거노인의삶의

질에 향을 주는 변수들 간의 효과를 확인한다.

가설적 모형간의 부합도를 검증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예측하는 수정모형을 구축한다.

로지스틱회귀모형을이용하여수정모형의타당성∙

을 검증한다.

가설적 모형3.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개의 외생변수교육 경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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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태 종교활동 여가활동 사회적 지지 지각된 건강, , , ,

상태와 개의 내생변수자아존중감 우울 건강증진행) 3 ( , ,

위로 구성되었으며 총 개의 가설적 경로를 설정하) , 26

다(Fig. 1).

연구방법II.

연구설계1.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서 독거 여성노인의 삶

의 질을 예측하기 위해 문헌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

설적 모형을 제안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가설을 검증하

는 공변량 구조분석 연구이다.

연구대상자2.

본 연구의 대상자는 년 월 일부터 년2004 12 2 2005 1

월 일까지 서울과 충청북도 강원도에 거주하는25 , 65

세 이상이며 혼자 사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 다, .

노인복지관 개소 경로당 개소 보건소 개소 사회2 , 3 , 1 ,

복지관 개소를 연구자가 방문하여 단순 무작위 추출2

로 본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허락하는 명을 대상으320

로 하 으며 그 중 부족한 부분이 있는 설문지는 제외,

하고 총 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 다 그리고300 .

본 연구자와 미리 교육된 연구보조원 명이 직접 설문4

지를 설명하고 작성하여 회수하 다.

연구도구3.

교육1)

무학부터 대학및대학원졸까지 점척도로측정한‘ ’ ‘ ’ 5

점수로서점수가높을수록교육정도가높음을의미한다.

경제상태2)

경제상태는 경제상태의 만족도를 측정한 것으로

매우 불만에서 매우 만족까지 점 척도로 측정한‘ ’ ‘ ’ 5

점수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상태의 만족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종교활동3)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의 신앙생활의 정도를 의미, ,

하는 것으로 매우 적극참여에서 전혀 안 한다까지‘ ’ ‘ ’

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종교활5

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여가활동4)

봉사활동 계모임 취미활동등을의미하는것으로 매, , ‘

우적극참여에서 전혀안한다까지 점척도로측정한’ ‘ ’ 5

점수로서점수가높을수록여가활동이높음을의미한다.

X5 = self esteem support

Y3 = self acquirement

Y4 = health responsibility

Y5 = sport and nutrition

Y3 = social support

Y7 = emotional status

Y8 = self esteem

Y9 = spiritu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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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건강상태5)

와 의Lawstone, Moss, Fulcomer Kleban(1982) Health

의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문항으로 구성한self-rating 3

의 도구를 이용하 다 지각하는 정도를 점Kim(1994) . 3

척도로 측정한 점수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건강

상태가 높음을 의미한다 의 연구에서는 도. Kim(1994)

구의 Cronbach's =⍺ 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66

Cronbach's =⍺ 이었다.66 .

사회적 지지6)

와 이 개발한 척도로Cohen Hoberman(1983) , Song

이 번안한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1991)

개의요인으로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감정적지지4 , , ,

자존감지지등이포함된 개의항목이다 본연구에서20 .

는자존감지지의 개 요인의 문항을 측정하 으며 지1 4

각하는 정도를 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로서 점수가 높4

을수록사회적 지지가 높음을의미한다 의. Song (1991)

연구에서 Cronbach ⍺ = 이며 본 연구는 이었다.97 .93 .

자아존중감7)

의 자아존중감 측정 척도를Rosenberg(1965) Jeon

이 번역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 다(1989) . 10

개의 항목으로 지각하는 정도를 점 척도로 측정한 점4

수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

다 연구에서 도구의. Jeon(1989) Cronbach's =⍺ .62

으며 본 연구는 이었다.85 .

우울8)

이 개발한 개 항목의도구로 점 척도로Jeon(1989) 11 4

측정된 점수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정도가 높은 것을

뜻한다 연구에서의. Jeon(1989) Cronbach's =⍺ 이었.90

으며 본 연구는 이었다.92 .

건강증진행위9)

건강증진을 위한 행위로서 와Walker, Sechrist Pender

가 개발한 을(1987) Health Promotion Lifestyle Profile

가 수정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로 건강증진Suh(1995) ,

행위는 하위개념인 자아실현 건강책임 운동 및 양, , ,

스트레스 관리 대인관계지지 등 개 요인으로 구성되, 5

며 본 연구에서는 자아실현 건강책임 운동 및 양, , , ,

대인관계지지 개 요인으로 개 항목으로 구성하4 40

다 수행정도를 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로서 점수가. 4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uh

연구에서의(1995) Cronbach's =⍺ 이었으며 본 연.90

구는 .80 - 이었다.90 .

삶의 질10)

본 연구에서는 가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Ro(1988)

삶의 질을 측정하고자 개발한 도구를 연구대상자의 특

성에 맞추어 간호과 교수 인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3

측정한 점수이다 의 연구에서는 개 관련요. Ro(1988) 6

인으로 정서상태 경제생활 자아존중감 신체상태와, , ,

기능 이웃관계와 가족관계 적상태가 포함된 개, , 38

의 항목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상태 자아존중감. , ,

적상태의 가지 요인의 문항으로 측정하 고 지각3 18 ,

하는 정도를 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로서 점수가 높을5

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개발당시.

Cronbach's =⍺ 이었으며 본 연구는 이었다.94 .80 .

자료분석4.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프로그램과SPSS/WIN 10.0

공변량 구조분석 프로그램Window LISREL( ) (v8.12a)

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그리고 수정모형의 예측.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

하 다.

연구결과III.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1.

본 연구대상자의 연령분포는 세군이 로71-75 28.2%

가장 많았으며 세가 세가 로65-70 27.9%, 76-80 27.9%

대부분이 세에 고루 분포하고 있었다 교육정도65-80 .

는 초등졸 이하가 무학이 초등졸이80.4%, 52.2%,

이었다 대상자의 대부분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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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불교 기독교 천주교 순, (30.2%), (29.9%), (16.6%)

이었다 수입은 만원 이하가 만원 이하가. 30 37.2%, 15

로 정도가 낮은 수입이었고 소득만족도는25.9% 2/3 ,

불만족이 보통이 만족이 순으로40.2%, 35.2%, 24.6%

나타났다 대상자 중 세민기초수급대상자이. ( ) 35.5%

으며 직업은 대부분 이 없었으며 자녀수는(92%) , 2-4

명이 가장 많았다 주택소유는 자가가 로 가장. 32.6%

많았고 월세가 전세가 자식소유가27.2%, 24.6%,

순이었다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로 가장14.3% . 45.5%

많았고 그 다음에는 단독주택이 로 많았다 현재36.2% .

질환이 있는 경우가 로 약 가 질환이 있었다69.1% 2/3 .

대상자의 가 치료약을 먹고 있었으며 종교활동59.5%

은 보통정도로 활동하는 사람이 로 가장 많았고27.6%

여가활동도 보통정도로 활동하는 사람이 로 가28.6%

장 많았다. 홀로된 기간은 년 이상 된 사람이10 45.2%

로 가장 많았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자녀가.

이웃이 친구가 친척이 순으52.5%, 27.2%, 10.3%, 8%

로 높았다.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2.

외생변수 중 교육정도는 평균 점수가 1.8 ± 로1.04

초등졸 정도의 학력이 평균이며 경제상태는 평균, 3.26

± 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활1.05 ,

동은 평균 2.93 ± 로 보통 정도의 활동을 하 으며1.34 ,

여가활동은 평균 3.29 ± 로 대체로 활동을 잘 하는1.27

편이었고 사회적 지지는 평균 점, 2.19 (SD = 로 중.84)

정도 이상이었으며 지각된 건강상태는 평균, 2.00 ±

로 건강한 편임을 알 수 있었다 내생변수 중 자아.65 .

존중감은 2.70 ± 로 중간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68 ,

우울정도는 2.36 ± 로 조금 우울한 편이었다 그리고.89 .

건강증진 행위 중에서 건강책임은 2.11 ± 운동 및.67,

양은 2.20 ± 자아실현은.59, 2.35 ± 대인관계지.68,

지 2.63 ±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건강.69

증진 행위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중에서.

정서 상태는 2.96 ± 자아존중감은.84, 3.02 ± 적.95,

상태는 3.81 ± 순으로 나타났다1.13 .

가설적 모형의 검증3.

가설적 모형의 모수 추정치1)

본 연구의 가설모형은 개의 외생변수교육정도 경6 ( ,

제상태 종교활동 여가활동 사회적 지지 지각된 건강, , , ,

상태와 개의 내생변수자아존중감 우울 건강증진행) 3 ( , ,

위로 이루어졌으며 개의 외생변수는 각각 개의 측) , 6 1

정변수로 측정하 고 개의 내생변수 중 자아존중감, 3

과 우울은 각각 개의 측정변수로 측정되었고 건강증1 ,

진행위는 개의 측정변수로 측정하 으며 삶의 질은4 ,

개의 측정변수로 측정되어 총 개의 측정변수가 포3 15

함되었다.

가설적 모형의 모수추정 은 가중(parameter estimates)

최소자승법에 의한 모수 추정치 와 고정지수 값와( ) (t )β

를 이용하 다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값의 절대치(Table 1). t

로 알 수 있으며 값의 절대치가 이상이면 에, t 2.58 99%

서 유의하며 값의 절대치가 이상이면 에서, t 1.96 95%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 다.

자아존중감에유의한 향을준 변수는경제상태(γ =

.034, t = 종교활동2.170), (γ = .416, t = 사회적3.124),

지지(γ = .127, t = 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에 가2.941)

장 큰 향을 주는 변수는 종교활동으로 나타났다 전.

체 예측 변수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설명력은 로29%

나타났다.

우울에 유의한 향을 준 변수는 사회적 지지(γ =

-.248, t = 자아존중감-2.511), (β = -.694, t = 으로-2.660)

나타났고 우울에 가장 큰 향을 주는 변수는 자아존

중감이었다 전체 예측 변수에 대한 우울의 설명력은.

로 나타났다48.8% .

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한 향을 준 변수는 여가활동

(γ = .155, t = 자아존중감2.164), (β = .795, t = 우2.219),

울(β = -1.095, t = 로 나타났고 전체 예측 변수-2.160)

에 대한 건강증진행위의 설명력은 로 나타났다27.1% .

삶의 질에 유의한 향을 준 변수는 여가활동(γ =

.435, t = 사회적 지지5.652), (γ = .151, t = 자아존3.150),

중감(β = 1.027, t = 우울2.813), (β = -1.341, t = -3.008),

건강증진행위(β = .165, t = 로 나타났고 삶의 질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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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장 큰 향을 주는 변수는 우울과 자아존중감 순

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측 변수에 대한 삶의 질의 설명.

력은 로 나타났다57.2% .

가설적 모형의 효과계수2)

은 외생변수들이 내생변수에 향을 주는 직Table 1

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외생변, , .

수들이 내생변수에 향을 주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수는 종교활동(γ = .416, t = 이며 여가3.124) ,

활동은 효과계수가 크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다 우울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아존중감(β = -.694, t = 이며 교육정도는 효과-2.660) ,

계수가 크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다 건강증진행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

아존중감(β = 2.063, t = 로 나타났다 삶의 질에2.129) .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아존중감(β = 2.055,

t = 이고 그 다음이 우울3.193) , (β = -1.837, t = -2.357),

여가활동(γ = .469, t = 사회적 지지5.668), (γ = .190, t =

건강증진행위3.215), (β = .165, t = 순으로 향2.063)

Table 1.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for hypothetical model

Endogenous variable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SMC
Exogenous variables

Self esteem .290

Education
Economics
Religion activity
Leisure activity
Social support
Perceived health status

.214

.034*

.416**

.453

.127**

.131

-
-
-
-
-
-

.214

.034*

.416**

.453

.127**

.131

Depression .488

Education
Economics
Religion activity
Leisure activity
Social support
Perceived health status
Self esteem

-.733
-.026
.030
-.126
-.248*
-.315
-.694**

-.003
-.107
-.203
-.009
-.014*
-.042

-

-.736
-.133
-.173
-.135
-.262*
-.357
-.694**

Health promotion behavior .271

Economics
Religion activity
Perceived health status
Self esteem
Depression

.472

.155*

.327

.795*
-1.095*

.034

.031

.016
1.241*

-

.506

.186*

.343
2.036*
-1.095*

Quality of life .572

Education
Economics
Religion activity
Leisure activity
Social support
Perceived health status
Self esteem
Depression
Health promotion behavior

.113

.222

.308

.435**

.151**
-

1.027**
-1.341**
.165*

.313

.079

.077

.034

.039*
-.051
1.028*
-.496

-

.426

.301

.385

.469**

.190**

.051
2.055**
-1.837*
.165*

* T >｜ ｜ 1.96, ** T >｜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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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와같이직접적인효과를나타내는경로를 26

개 설정하 는데 가설모형에서는 이 중 개의 경로가13

직접 간접효과를 나타내어 유의한 경로로 확인되었다, .

본 가설적 모형에 대한 경로의 도해 는(path diagram)

과 같다Fig. 1 .

모형의 부합도 검증3)

본 연구에서는 공분산행렬을 분석 자료로 하 으며

모수 추정방법은 가중최소자승법을 이용하 고 분석,

에 사용된 표본의 크기는 개이었다300 .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2통계량, 2통계

량 기초적합지수 조정/df, (Goodness of Fit Index: GFI),

적합지수 원소(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간 평균 자승잔차 비표준(Root Mean Residual: RMR),

적합지수 표준화 적합(Non Normed Fit Index: NNFI),

지수 임계수(Normed Fit Index: NFI), (Critical Number:

를 이용하여 검증하 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CN) .

대한 적합지수는 와 같다Table 2 .

에서Table 2 
2 = 271.090, p = 으로 나타나 통계.00 ,

량의 값이 크며 p < 로 나타나서 가설적 모형과 자.05

료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df =

으로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 가설모형이 적합3.76 3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GFI = .766, NNFI = .85

로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고.9 , CN = 으로 기준87.633

치 이하이므로 가설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200

나타났다 그러나. GFI = 으로 기준치 에 가깝고.853 .9 ,

NFI = 으로 기준치 에 가깝고.860 1 , RMR = 으로.082

기준치 에 가까우므로 가설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0

타났다 이상과 같이 전반적 모형 적합지수를 검토한.

결과 
2
통계량에서 가설모형과 자료간의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
통계량 조정적합지수/df,

비표준적합지수 임계수 에서 기준(AGFI), (NNFI), (CN)

치에 못 미쳤으나 나머지 적합지수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 다.

가설적 모형의 수정4.

모형의 수정1)

본 연구의 모형은 검정결과 모형의 수정이 필요하여

모형수정을 실시하 다.


2통계량, 2 에서 부분적으로/df, AGFI, NNFI, CN

모형의 수정이 필요하여 모형을 수정하 으며 가설모,

형과 수정모형의 부합도를 비교하 다 수정(Table 3).

모형의 부합도를 보면, 
2
= 59.163 p = 로 가설모형.07

보다 통계량 값이 작아졌고 p > 로.05 나타나서 수정모

형과 자료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2/df = 로 높은 수준의 적합기준치 에 가까우므1.02 1

로 수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AGFI = .912

로 기준치 이상이고.9 , NNFI = 로 기준치 이상.960 .9

이고, CN = 로 기준치 이상이므로 수정모263.249 200

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모형의 모수 추정치2)

수정모형으로 변경 시 본 연구의 모형은 검정결과

모형의 수정이 필요하여 모형수정을 실시하 다 수정.

Table 2. Fitness measures of the hypothetical model

Model df 
2
(p) 

2
/df GFI AGFI NNFI NFI RMSR CN

Hypothetical model 72 271.090(.00) 3.76 .853 .766 .850 .860 .082 87.633

Table 3. Modification model and their fit function

Model df 
2
(p) 

2
/df GFI AGFI NNFI NFI RMSR CN

Hypothetical model 72 271.090(.00) 3.76 .853 .766 .850 .860 .082 87.633

Modification model 57 59.163(.07) 1.02 .953 .912 .976 .960 .049 26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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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모수 추정치는 와 같다 다중 상관Table 4 . SMC(

계수는 내생변수의 변량이 외생변수에 의하여 설명되)

는 정도를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은 에서 로 우울은 에서29% 30.2% 48.8%

로 큰 변화가 없이 조금 높아졌으며 건강증진49.7% ,

생활양식은 에서 로 조금 낮아졌고 삶의27.1% 21.5% ,

질은 에서 로 많이 높아졌다57.2% 71.4% .

내생변수를 기준으로 한 외생변수간의 관계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자아존중감을 내생변수로 한 외생.

변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설모형에서 유의한 향을,

준 변수는 경제상태(γ = .034, t = 종교활동2.170), (γ =

.416, t = 사회적 지지3.124), (γ = .127, t = 로 나2.941)

타났으며 수정모형에서는 경제상태 종교활동 사회적, , ,

지지로 나타났다 우울을 내생변수로 한 외생변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설모형에서 유의한 향을 준 변,

수는 사회적 지지(γ = -.248, t = 자아존중감-2.511), (β

= -.694, t = 으로 나타났으며 수정모형에서는-2.660) ,

여가활동 사회적 지지 지각된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 ,

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행위를 내생변수로 한 외생변.

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설모형에서 유의한 향을,

Table 4.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for modified model

Endogenous variable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SMC

Exogenous variables

Self esteem .301

Education
Economics
Religion activity
Leisure activity
Social support
Perceived health status

.024

.110**

.096**

.103

.157**

.168*

-
-
-
-
-
-

.024

.110**

.096**

.103

.157**

.168*

Depression .429

Education
Economics
Religion activity
Leisure activity
Social support
Perceived health status
Self esteem

-.033
-.001
.050
-.013**
.040*
-.015**
-1.072**

-.025
-.117**
-.102**
-.008
-.167**
.011*
-

-.059
-.117**
-.051*
-.084**
-.127**
-.004**
-1.072**

Health promotion behavior .215

Religion activity
Leisure activity
Perceived health status
Self esteem
Depression

.120

.095*

.054*
1.795**
-2.515*

.044

.024

.011

.265*
-

.164

.119*

.065**
2.060**
-2.515*

Quality of life .686

Education
Economics
Religion activity
Leisure activity
Social support
Perceived health status
Self esteem
Depression
Health promotion behavior

-.140
.122**
.298**
.045**
.115**
-

3.071**
-2.334**
1.365*

.203

.061

.070

.040

.139*

.142*
3.648*
-3.111

-

.063

.184**

.328**

.085**

.254**

.142*
6.719**
-5.445**
1.365*

* T｜ ｜ > 1.96, ** T｜ ｜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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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변수는 여가활동(γ = .155, t = 자아존중감2.164), (β

= .795, t = 우울2.219), (β = -1.095, t = 로 나타났-2.160)

으며 수정모형에서는 여가활동 지각된 건강상태 자, , ,

아존중감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을 내생변수로 한 외.

생변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설모형에서 유의한 향,

을 준 변수는 여가활동(γ = .435, t = 사회적 지5.652),

지(γ = .151, t = 자아존중감3.150), (β = 1.027, t = 2.813),

우울(β = -1.341, t = 건강증진행위-3.008), (β = .165, t =

로 나타났으며 수정모형에서는 경제상태 종교2.063) , ,

활동 여가활동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우울 건강, , , , ,

증진행위로 나타났다 총 개의 경로 중 개의 계수. 26 19

추정치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수정모형의 효과분석3)

수정모형에서 내생변수를 중심으로 직접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와 같, Table 4

다 자아존중감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비교해 보면. ,

가설모형에서는 종교활동(γ = .416, t = 이고 그3.124) ,

다음이 사회적 지지(γ = .127, t = 경제상태2.941), (γ =

.034, t = 순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3.124)

으며 수정모형에서는 지각된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 ,

경제상태 종교활동 순으로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비교해 보면 가설모,

형에서는 자아존중감(β = -.694, t = 이고 그 다-2.660) ,

음이 사회적 지지(γ = -.262, t = 순으로 향을-2.523)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모형에서는 자아존중감. ,

사회적 지지 지각된 건강상태 여가활동이 통계적으, ,

로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간접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지각된 건강상태 사,

회적 지지 경제상태 종교활동 등으로 나타났다, , .

건강증진행위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비교해 보면,

가설모형에서는 자아존중감(β = 2.063, t = 이고2.335) ,

그 다음이 우울(β = -1.095, t = 여가활동-2.160), (γ =

.186, t = 순으로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2.351) .

수정모형에서 자아존중감 여가활동 지각된 건강상태, ,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는 변수로 나타났

으며 자아존중감은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삶의 질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수를 가설모형

과 비교해 보면 가설모형에서는 자아존중감, (β = 2.055,

t = 이고 그 다음이 우울3.193) , (β = -1.837, t = -2.357),

여가활동(γ = .469, t = 사회적 지지5.668), (γ = .190, t =

건강증진행위3.215), (γ = .165, t = 순으로 향2.063)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모형에서는 자아존중.

감 우울 건강증진행위 종교활동 경제상태 사회적, , , , ,

지지 여가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

수는 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적 지지 등으로 나타났으, ,

며 특히 자아존중감은 직접효과보다 간접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개의 직접효과가 유의하 고 개의. 17 , 7

간접효과가 유의하 으며 총 효과는 개 유의하, 22

다 수정모형에 대한 경로의 도해는 와 같다. Fig.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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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모형의 예측 타당성 검증5.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질의 추정된 구조방정식의 타

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고

외생변수와 내생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종속변수로 선정된 여성 독거.

노인의 삶의 질을 독립변수로는 연령 교육정도 경제, , ,

상태 여가활동 사회적 지지 지각된 건강상태 자아존, , , ,

중감 우울 건강증진행위를 선정하 다, , .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유의수준에5%

서 연령 경제상태 자아존중감 우울 등으로 검출되었, , ,

다(Table 5).

논 의IV.

모형의 타당성1.

본 연구에서는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설정된 가설모형을 검증

하 다 검증결과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

합도를 검증하 다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카이자승치(2 = 271.090), 2 통계량/df(3.76), 기초적

합지수(GFI = .853), 조정적합지수(AGFI = .766), 원소

간 평균 자승잔차(RMR = 비표준적합지수.082), (NNFI

= .85), 표준화 적합지수(NFI = .860), 임계수(CN =

를 이용하여 검증하 다 모형의 적합지수가 의87.633) .

미하는 바와 적합지수의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카이.

자승치는 모형이 자료에 의해서 지지되는 정도를 나타

내며, 2 통계량 값은 약 정도면 적합하며/df 1 2.0-3.0

이면 보통수준의 적합도를 나타낸다(Kim & Kang,

기초적합지수 는 모형이 자료를 얼마나 잘2001). (GFI)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며 에 가깝거나 이상이면 모.9 .9

형이 적합하며 표준화 적합지수 는 에 가까울수, (NFI) 1

록 모형이 적합하다 조정적합지수(Lee, 1990). (AGFI)

와 비표준적합지수 는 이상이면 모형이 적합(NNFI) .9

한 것 으로 해석하 다 임계수 은(Lee, 1990) . (CN) 200

이상이면 적합 정도가 좋은 것 으로 판(Hoelter, 1983)

단하 다 가설모형의 카이자승치. , 통계량 조정/df,

적합지수 비표준적합지수 임계수 적합지수에서 적합, ,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모형수정을 실시하 다 수.

정된 모형은 높은 부합도를 나타내어 수정모형의 적합

도가 지지되었다.

구조방정식이 독립변수를 각 요인의 요인점수를 이

Table 5. Logistic regression model

Variable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Wald
Chi-Square

Pr >
Chi-Square

Odds ratio
estimate

Intercept
Age
Education
Economics
Religion activity
Leisure activity
Social support
Perceived health status
Self esteem
Depression
Health promotion behavior

1
1
1
1
1
1
1
1
1
1
1

-9.294
.082
.474
1.828
.009
-.714
.222
.010
1.178
-1.711
.520

3.383
.033
.439
.804
.529
.522
.191
.191
.436
.353
.531

7.544
6.044
.828
5.168
.000
1.871
1.347
.000
7.180
23.510
.957

.006

.013*

.362

.023*

.985

.171

.245

.976

.007*

.000*

.327

1.160
1.586
3.094
2.851
1.363
1.819
2.002
7.592
.361
4.767

Concordant = 91.0
Disconcordant = 8.9

Tied = .1
c-Statistics = .910

-2Log L = 210.949
Model chi-square = 178.7929, df = 22,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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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것과는 달리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각 요인들

의 평균 요인점수를 이용하 다 구조방정식은 선형.

관계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포함해서 평가하고 있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비선형,

관계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직접효과 차원에서 평가

하고 있다.

이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모형 평가와 해석이 설정

된 방향을 무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한계를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하여 본 논문에서

유도된 결론의 타당성을 높여 준다 로지스틱 회귀모.

형은 본질적으로 비선형 모형이기 때문에 선형을 가정

하는 일반적인 회귀분석보다는 훨씬 탄력적으로 주어

진 데이터를 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선.

형 회귀모형이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로지스틱 함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로 모형을 구축한 후 그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Lisrel

는 수단으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용하 다.

추정된 구조방정식에서 유의하게 판명된 결과를 분

석해보면여가활동 사회적지지 건강상태 등의변수들, ,

의 유의성을 검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

한차이가나는이유는공변량구조 모형식에서변수들

간의 공분산을 이용하여 분석하는데 반해 로지스틱 회

귀모형에서는 이를 고려하지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

분산 구조모형에서 삶의 질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수

로인정되고있는경제상태나 자아존중감 우울등을검,

출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논문에서 추론된 구조방정

식의 타당성은 어느 정도 입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2.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직 ․간접적으로 가장

향을 주는 요인은 자아존중감이었다 이는 자아존' ' .

중감정도가 높을수록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질이 높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한데.

기존의 연구결과도 자아존중감이 노인의 삶의 질에

가장 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와 의 연구에서Park, Kwon, Kim, Choi Han(2005)

는 자아존중감이 가장 향력 있는 변수로 삶의 질

을 설명하며 자기효능이 추가되었을 때35.9% ,

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특히 삶의 질에 미치는39.3% .

자아존중감의 효과는 직접효과보다 간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에 향.

을 미치는 외생변수를 확인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결

국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 우울 삶의 질과. , ,

의 상관성을 본 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Hwang(2002)

감 우울이 삶의 질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 다 그러, .

므로 노인 자신이 긍정적인 자신의 생각을 갖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에 가장 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각된 건강상태이며 그 다음이 사회적 지지이다‘ ’ , ‘ ’ .

그러므로 지각된 건강상태가 높고 사회적 지지가 잘,

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와. Jeong

의 연구에서도 건강지각요인이 삶의 질에Choi(2003)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 다 여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 연구에서도 건강상태가 생활Ok(2002)

만족도와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 다 지각된 건강.

상태는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간접적인 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

수이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자아존중감 우울 건강증. , ,

진행위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 우울, , ,

건강증진행위는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

로 중요한 향을 미치므로 여성 독거노인에게는 지

각된 건강상태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변수

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독거노인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

한 연구들을 보면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 다 그리고(Ahn, 2005; Shin, 2005). Ann

의 연구에서도 노인부부 가구에서는 자녀의 정(2005)

서적 지지 독거노인 가구의 경우는 친척의 정서적 지,

지 자녀의 도구적 지지가 삶의 질을 예측하는 중요 요,

인이라고 하 다 따라서 여성 독거노인은 사회적 지.

지체계에서 격리된 상태이고 특히 혈연에 의한 관계에

서 격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적인 가족지지1

외의 사적 공적 지지체계의 형성과 개발과 사회적 지,

지를 이용한 간호중재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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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은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두 번째로 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보면 시설. ,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 연구에서는 인지Song(2000) ,

건강상태 우울 일상생활 동작 중에서 우울이 삶의, ,

질에 가장 향을 미친다고 하 고 저소득노인을 대,

상으로 한 와 의 연구에서도 우울을 감Yim Lee(2003)

소시킴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서적 간호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 다 그러므로 우선 여성.

독거노인의 우울을 사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울정

도를 최대한 저하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

료된다 또한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

감 사회적 지지 경제상태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 .

우울을 저하시키기 위하여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키며 경제상태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증진행위는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세 번

째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등 의 연구, Park (2003)

에서 나타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가‘

증가한다는 것과 유사하다 은 긍정적 건’ . Hyun(2005)

강행동에 대한 삶의 질의 설명력은 라고 하 고41% ,

농촌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 연구에서Choi(2004)

는 건강증진 행위가 삶의 질의 설명력을 가진35.1%

다고 하 다.

그 외에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종교활동 사회적 지지 경제상태 지각된 건강, , ,

상태 여가활동 순이었다 삶의 질 중에서 적상태, .

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독거 여성노(3.81 )

인이 종교생활에 많이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Kim

등 의 종교를 가진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2000)

비하여 삶의 질이 높다는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의 연구에서도 여성노인은 남성 노인보다 보Oh(2005)

람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가족 중심적 여가활동과 종교활동

에 참여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하여 본 연

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독거 여성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종교단체와 연

계된 사회적 지지망 구축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

된다.

또한 여가활동은 우울 건강증진행위 삶의 질에 각, ,

각 유의한 직접효과를 나타냈다 즉 여가활동을 잘 할. ,

수록 우울이 낮았으며 건강증진행위를 잘 하 고 삶,

의 질이 높았다 그러므로 여성 독거노인에게 있어서.

여가활동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결론 및 제언V.

결 론1.

본 연구는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향을 주는

제 요인들을 규명하여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 및 문헌을 토대로 이론적 기틀과 가설모형을 설

정하 으며 모형의 적합도와 가설을 검정하는 공변량,

구조분석 연구이다 결론적으로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가장 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자아존중감이며‘ ’ ,

그 다음으로 우울 건강증진행위 등이 내생변수로 나,

타났다 그 외에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향을 미.

치는 외생변수로는 종교활동 사회적 지지 경제상태, , ,

지각된 건강상태 여가활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

지각된 건강상태는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

인 향은 없으나 간접적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본 연구대상자의 정도가. 80%

초등졸 이하이므로 추후 학력이 골고루 분포된 상태에

서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지를 확

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변량 구조.

분석으로 모형을 구축한 후 그 모형의 예측 타당성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용하 다.

그 결과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유의한 변수는 연

령 경제상태 자아존중감 우울이 확인되었다, , , .

따라서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중재가 반드시 필

요하다 또한 중년여성에게도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우울과건강증진행위 등도 여성 독거노인.

의 삶의 질에 큰 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우울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과 건강증진행위를 증진시키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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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프로그램이 학교나 보건.

소 노인복지기관 병원 요양원 등에서 실제로 적용되, , ,

면 간호 실무에 많은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제 언2.

첫째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도,

록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키는 프로그램 개발과 우울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개발을 제언한다.

둘째 질적 연구를 통하여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질,

에 관한 이론을 구축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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