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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대안을 모색하고자 사회환경적, 심리적, 신체적 요인 등 융
복합적 요인들과 건강관련 삶의 질 간의 관련성을 구조방정식모형으로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2014년 지역사회건강
조사 대상자 중 65세 이상 1인 가구의 13,771명이다. 분석자료는 사회자본,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상태, EQ-5D이고, 

SPSS 23.0과 AMOS 23.0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CFI=.906, GFI=.955, RMSEA=.074로 양호한 수
치였다. 변수 간 관련성은 독거노인의 사회자본은 스트레스 감소 및 주관적 건강상태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및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등 사회자본 증대를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주제어 : 독거노인, 사회자본,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상태, 삶의 질

Abstract  In this study, the correlation between convergence factors including social, environmental, psychological 
and physical factors and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was examined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o 
find a practical alternative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This study 
targeted 13,771 seniors from single households aged 65 and over, who were subject to the community health 
survey in 2014. Social capitals, stress, subjective health conditions and EQ-5D of the subjects were analyzed 
using SPSS 23.0 and AMOS 23.0. The analysis findings are as follows. The results of the model fit was good 
value with CFI=.906, GFI=.955, RMSEA=.074. In conclusion,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for maintaining 
health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families and local communities need 
to increase social capitals by providing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nd grounds that they 
can participat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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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수집계결

과’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세 별 1인 가구 

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5.5%에서 2010년 23.9%로 증했고, 

2015년에는 27.2%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서 에 띄는 

것은 2005년 1인 가구  고령층 비율이 38.7% 던 것이 

2020년에는 52.7%를 차지할 것으로 측되고 있다는 것

이다. 이는 2018년 노인인구가 체인구의 14.3%로 고령

사회로 진입할 정인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속화 되는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1]. 

노인은 신체 으로 노화  기능상실을 겪게 되며, 정

서 으로는 배우자  친구의 사망 등으로 인한 고독감

을 느끼게 된다.  사회 으로는 은퇴를 경험하면서 지

와 역할 상실, 경제력 상실 등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이

러한 신체  불편감과 더불어 우울감, 고독감, 외로움 같

은 심리  변화, 그리고 변화된 사회  상황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하시키게 된다[2].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다른 노인 집단과 비교했을 때,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부재하기 때문에 독립 으로 노

인 스스로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  제

일 요한 조건으로 여겨지는 것은 건강 련 삶의 질 문

제이다[3]. 독거노인들은 단순히 경제 인 문제만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소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반

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4], 그 에서도 건강의 문

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5].  우울감과 같은 정신건

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6,7,8], 양 상태  

신체  건강상태가 낮으며, 건강 증진 행  역시 부족하

여 시간이 지날수록 차 더욱 심각한 심리⋅사회  문

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9]. 이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노인 계층 에서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낮은 경제  상

황과 더불어 부양체계가 부재한 독거 상황 등으로 노인

이 독립 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건강의 측면

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한편, 노년기가 연장되면서 노인들의 삶이 단순한 생

존 차원에서가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게 되었

으며[10], 특히 행복한 삶을 해 그들의 생활 상태를 개

선하려는 노력이 부각되면서 건강 련 삶의 질에 한 

심이 확 되고 있다[11]. 

김종임[12]의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삶의 질(EQ-5D) 

련요인으로 주  건강인식과 함께 우울  사회  

지지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밝 졌다. 

한 김귀분 외[13]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동거노인보다 독

거노인이 건강상태가 더 좋지 않았으며 우울도도 높았고 

삶의 질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이나 친구 

등 인 계가 형성된 삶이 그 지 않은 삶보다 노인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독거

노인의 경우 가족 는 친지 등의 지지 없이 고독감과 소

외감 속에서 살아가므로 신체  건강상태와 더불어 정신

⋅사회  건강상태에도 많은 문제 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독거노인 당사자들도 자신들의 건강상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 한 주 으로 인식

하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좋을수

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5].

한 사회  활동도 노인들의 삶의 질에 큰 향을 미

치고 있는데, 노인들은 사회활동을 통한 신체  건강 증

진, 노후 삶에 한 사기  만족감 증진, 사회  기

회 제공, 노인 자신에 한 신념과 자기 신체에 한 자

신감 부여, 자율 인 생활에 한 기술과 기능의 증진, 유

용감 등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17].

그리고 사회자본과 노인의 스트 스와의 계에 한 

국내 논의를 보면[18], 사회자본과 노인의 주  삶의 

질이나[19] 우울과의 계를 규명하거나[20], 노인의 자

존감과 심리  복지감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향[21]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들의 사회자본과 

스트 스의 계를 검증한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네트

워크 형성을 나타내는 만남횟수, 도움 주는 수와 사회자

본의 인지  특성을 나타내는 호혜성이 스트 스와 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

이 게 그동안 노인들의 건강 련 삶의 질 련 연구

들에서는 주  건강상태[12,15], 우울[13,23], 건강증진

행 [24], 사회  활동[16,17], 사회 지지[25], 사회자본

[19,21] 등 각각의 변수 련 요인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부분이며, 사회  계망[26] 등에서는 사회 ⋅정서

 안정상태, 우울정도, 건강수 이 삶의 질  수 에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지속 으로 보고되고 있다.

건강 련 삶의 질은 개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반

인 기 , 목 , 기  등에 의해 향을 받게 되어 느껴지

는 주  평가를 의미한다[27]. 이러한 건강 련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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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평가 도구  EQ-5D는 EuroQOL Group이 건강상태

를 측정하기 해 개발된 건강 련 삶의 질 측정지표로

서 범 한 건강상태나 치료의 평가, 건강에 한 반

인 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측정도

구이다. 한 EQ-5D는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고유한 사

회문화  환경에 맞게 가 치를 산출해 사용되며, 일상 

활동, 자기 리, 운동 능력, 불안/우울, 통증/불편의 5개

의 하  문항으로 건강상태를 설문하는데 리 사용되고 

있다[2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들의 인구사회학  특

성, 사회자본, 스트 스, 주  건강상태와 건강 련 삶

의 질(EQ-5D)과의 련성 등을 융복합 으로 악하고

자 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독거노인들의 건강 련 

삶의 질(EQ-5D)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독거노인 

련 연구들을 확장해 나아가는데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사회환경 , 심리 , 신체  요

인 등 융복합  요인들이 건강 련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이

용하 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국 253개 보건소에서 

매년 실시하며 만 19세 이상 성인을 상으로 음주, 흡연, 

신체활동 등의 건강행태, 의료이용 황과 삶의 질 등을 

조사하는 지역주민의 건강통계 생산을 목 으로 수행하

는 표성과 신뢰성을 가진 국규모의 건강조사이다. 

질병 리본부에서 실시한 2014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총 227,770명을 상으로 하 으며 본 연구의 상은 65

세 이상이면서 1인 가구라고 응답한 13,771명이다.

2.3 측정도구

삶의 질의 향요인을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29,29,30,31]

들을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  특성(성별, 연령, 거

주기간), 사회⋅환경  요인, 심리  요인, 신체  요인 

변수  건강 련 삶의 질 변수를 활용하 다.

2.3.1 사회⋅환경적 요인 : 사회자본

사회⋅환경  요인으로 사회자본 변수를 활용했다. 사

회자본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

서는 기존연구들[32,33,34]에 근거하여 신뢰와 호혜성(2

문항), 네트워크(3문항), 사회참여(4문항) 변수를 사용했

다. 신뢰와 호혜성은 유무로 응답하도록 하 으며 네트

워크는 친척, 이웃, 친구와의 직 인 빈도를 알아

보기 한 것으로 6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

다(한 달에 1번 미만(1), 한달에 1번(2), 한달에 2∼3번(3), 

일주일에 1번(4), 일주일에 2∼3번(5), 일주일에 4번 이상

(6)). 사회참여는 친목활동(동창회, 향우회, 계모임, 노인

정, 종친회 등), 종교 활동, 자선단체 활동 등 직업이나 가

사활동 이외의 사회  활동, 여가/  활동에 해 조사

상자의 정기 이고 직 인 참여여부를 알아보기 

한 질문이다. 이상의 변수 모두 수가 높을수록 사회자

본이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3.2 심리적 요인 : 스트레스

심리  요인으로 스트 스 문항을 활용하 다. 평소 

일상생활 에 느끼는 스트 스 정도를 확인하고자 “평

소 일상생활 에 스트 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

까?” 라는 질문에 4  리커트 척도로 단히 많이 느낀다

(0), 많이 느끼는 편이다(1), 조  느끼는 편이다(2), 거의 

느끼지 않는다(3) 로 응답하도록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를 역 수로 변환하여 수가 높을수록 스트 스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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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신체적 요인 : 주관적 건강상태

신체  요인은 주  건강상태를 통해 살펴보았다. 

주  건강상태는 건강에 한 주  평가로 간단하면

서도 가장 리 쓰이는 측정도구  하나다[35]. 본 조사

에서는 “평소에 본인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라

는 질문에 5  리커트 척도로 매우 좋음(1), 좋음(2), 보통

(3), 나쁨(4), 매우 나쁨(5)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역 수로 변환하여 수가 높을수록 

주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해석하 다.

2.3.4 삶의 질

삶의 질은 EQ-5D를 활용하 다. EQ-5D는 EuroQOL 

Group에서 1990년에 개발한 일반 인 삶의 질을 측정하

기 해 개발된 도구로, 응답 시간이 짧아 건강한 사람이

나 건강하지 않은 환자 모두에게 사용 가능하다[31,36]. 

일상 활동, 자기 리, 운동 능력, 불안/우울, 통증/불편의 

5개 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 해 ‘  문

제없음(0)’, ‘다소 문제 있음(1)’, ‘많이 문제 있음(2)’ 의 3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

수로 변환하여 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수 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 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3.0과 AMOS 23.0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첫째, 일반  특성을 살펴보기 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했다. 둘째, 각 측정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알아보기 해 타당성 검증에는 확인

 요인분석을, 신뢰성 검증에는  Cronbach‘s alpha 신뢰

계수를 산출했다. 셋째, 주요 변수 간 상 계를 확인한 

후 사회자본이 주  건강인식  스트 스 강도를 경

유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향력을 악했다. 통제변수

로는 연령과 거주기간을 투입했다. 추정법은 ML법을 채

용하 고, 모형의 합성을 단하기 해 합도 지표

인 CFI, GFI, RMSEA 값을 확인했다. 일반 으로 CFI와 

GFI는 .90 이상, RMSEA는 .08 이하이면 데이터에 합

한 모형으로 단한다[37]. 분석모형의 표 화계수(경로

계수)에 한 유의성은 비표 화계수에서 표 오차를 뺀 

값(이하 t값)의 값이 1.96 이상(5% 유의수 )이면 통

계 으로 유의하다고 단하 다[38].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의 일반  특성은 남성이 2,220명(16.1%), 여

성이 11,551명(83.9%) 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5배 가량 많

았으며, 연령은 평균 75.4세(표 편차 6.2, 범  65-109

세) 다. 거주기간은 20년 이상 거주자가 11,857명(86.1%)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년 미만이 603명(4.4%), 

5-10년 미만이 507명(3.7%) 순으로 나타났다.

3.2 측정척도의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 결과

주요변수  사회자본, 삶의 질에 한 타당도와 신뢰

도를 산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  3요인 1차 

요인모형으로 가정한 사회자본은 모형 수정을 거쳐 합

도 지수(CFI=1.000, GFI=1.000, RMSEA=.000)가 통계학

인 허용수 을 충족시켰고, 역별로 살펴본 

Cronbach's alpha 신뢰계수는 .290-.692로 다소 낮은 수

치를 보 으나 문항수가 은 것을 감안하고, 타당도가 

확보된 척도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연구모형을 검증하는

데 사용 가능하다고 단하 다. 5요인 1차 요인모형으

로 가정한 삶의 질은 모형 수정을 거쳐 합도 지수

(CFI=.994, GFI=.996,  RMSEA=.059)가 통계학 인 허용

수 을 충족시켰고, Cronbach's alpha 신뢰계수는 .812로 

양호한 수치를 보 다.

3.3 측정척도 간 상관관계

주요변수 간 상 계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사회자본은 스트 스와 부  상 계를(p<.01), 주  

건강인식과 삶의 질과는 정  상 계를 보 다(p<.01). 

스트 스는 주  건강인식  삶의 질과 부  상

계를 나타냈다(p<.01). 주  건강인식은 삶의 질과 정

 상 계를 보 는데 이 두 변수 간 상 계수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r=.529, p<.01).

3.4 연구모형 분석 결과

독거노인의 사회자본이 스트 스와 주  건강인식

을 거쳐 삶의 질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모형을 가정한 

후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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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1 2 3 4 5 6

1 1

2 .121
**

1

3 -.028
**

.164
**

1

4 -.054** -.027** -.144** 1

5 -.149** -.069** .111** -.270** 1

6 -.247** -.063** .144** -.311** .529** 1

주1) 1. age, 2. period of residence, 3. social capital, 4. stress, 5. 

self-perceived health status, 6. QOL
주2) **p<.01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s of main variables

[Fig. 2] results of research model 
         (standardization coefficient)

먼  연구모형의 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CFI=.906, 

GFI=.955, RMSEA=.074로 통계학 인 허용수 을 충족

시켰다.

다음으로 변수 간 련성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변수들

이 유의미한 련성을 나타냈다. 구체 으로는 사회자본

에서 스트 스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121, 주  건강

수 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082, 건강 련 삶의 질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051로 유의미한 련성을 보 다(p<.05). 

스트 스에서 주  건강상태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260, 건강 련 삶의 질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095로 유

의미한 련성을 나타냈다(p<.05). 주  건강상태에서 

건강 련 삶의 질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493으로 유의미

한 련성을 보 다(p<.05). 이 때 융복합  요인들의 삶

의 질에 미치는 향력은 32.1%로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융복

합  요인들 즉, 사회환경 , 심리 , 신체  요인들을 상

정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합도와 변수 간 련성

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사회자본은 스트 스에 부

 향을 미치고, 주  건강상태에 정  향력을 가

지며, 건강 련 삶의 질에 정  향을 나타냈다. 즉, 삶

의 질에는 어느 한 요인만이 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닌 

다양하고, 복합 인 요인들이 삶의 질을 좌우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 계  사회참여 등을 통해 

생성된 사회자본이 건강증진에 직 인 향을 미치고

[39,40], 사회자본이 스트 스와 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41] 사회  계로부터 생되는 사회  지지의 구조와 

기능이 삶의 질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42]

의 결과와 일치하 다. 사회자본이 개인의 신체 , 심리

 측면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활 반에 걸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에서 독거노인을 한 사회자본의 형

성 는 증 를 진시킬 수 있는 구체 이고 체계화 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를 들면,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독거노인 나들이, 정기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요

리교실 등과 같은 사회참여 로그램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사회자본은 직 으로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스트 스  주  건강상태를 경

유하여 간 으로 건강 련 삶의 질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자본이 건

강 련 특성을 통해 건강 련 삶의 질에 간 효과가 있

음을 검증한 김경희 외[2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

서 독거노인의 스트 스 리  건강상태의 악화를 

방하기 해서는 사회참여  주변인들과의 교류기회가 

확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자본에서 삶의 질로 향하는 모든 경로계수

가 통계학 으로 유의미한 가운데 경로계수의 강도에 

을 맞추면, 사회자본이 스트 스를 거쳐 주  건강

상태를 경유하여 삶의 질로 향하는 경로계수의 수치가 

다른 경로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본 연구

에서 향요인들로 설정한 사회환경  요인, 심리  요

인, 신체  요인 간에도 인과 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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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다. 물론 횡단연구를 진행했다는 에서 인과성을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다만 Lazarus & Folkman[43]

의 스트 스인지이론을 통해 인과 계에 한 가능성은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들은 스트 스인지이론을 통해 스

트 스가 개인 내 자원 뿐만 아니라 외 자원의 향을 

받으며 스트 스 강도는 스트 스 반응으로 나타남을 증

명한 바 있는데 즉, 개인의 자원들은 스트 스인지를 거

쳐 신체 , 정신  건강 등의 스트 스 반응으로 이어진

다는 일련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43]. 이를 통해 본 연

구에서는 스트 스인지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 으

나 이러한 결과는 잠정 인 것으로 추후 지속 인 검증

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신 하게 결론짓고자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사회환경  요인, 

심리  요인, 신체  요인 등 융복합  요인들이 삶의 질

에 유의미한 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독거노

인의 삶의 질을 유지, 향상시키기 해 단편 인 근이 

아닌 다각 인 , 즉 본 연구에서 향요인으로 제시

했던 사회환경 , 심리 , 신체  측면에서 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를 한 제언으로 2차 데이

터를 사용하 다는 에서 동일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보다 정 한 측정척도를 통해 재검증을 시도해 볼 필요

가 있다. 즉, 스트 스 정도와 주  건강상태의 경우, 

한 문항으로 이루어진 변수를 사용했다는 에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가지고, 모형검증을 진행한다면 

보다 정도(精度)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단

된다. 한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융복합 인 요인들 

간의 인과성을 종단자료를 통해 명확히 정리해 보는 것

도 추후 연구과제가 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

를 통해 독거노인의 사회자본 증 의 요성이 시사된 

가운데 독거노인이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방법이나 과정

에 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기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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