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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매순간마다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셨던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주제 선정에서부터 연구진행 전체를 지도해주신 이태화 교수님,논문
의 전체 맥락과 연구의 중요성,가치를 깨닫게 해주신 오가실 교수님,김소야자
교수님께 감사드리며,교수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잔잔한 떨림과 흥분으로 진정
행복했음을 고백합니다.
배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경동대학교 전재욱 명예총장님,신동

진 총장님,송일호 사무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또한 용기를 실어주시
고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신 인경선 교수님,연구자의 자세와 양심을 일깨워주
시고 문맥작성과 흐름을 지도해주신 강릉영동대학에 황옥남 교수님과 결과를 중
심으로 여러 번 통계분석을 도와주신 김진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논문을 찾
아 보내주시고 격려해주신 차혁수 선생님과 윤춘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신 강릉 주님의 교회 김지용

목사님,부족한 며느리에게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
신 시부모님,부족한 아내에게 늘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영원한 친구이자 저의
후원자인 남편,연구진행 중 대수술을 받으면서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견디어
준 사랑하는 아들 은상이,딸의 학업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딸에게 맡겨주신 친
정어머니 박명실님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정신적 소진으로 인하여 지쳐있을
때 늘 에너지를 충전해주셨던 이원주 수지침 지회장님,때마다 좋은 조언과 격려
로 아껴주시고 간호사로서 모범을 보여주신 김영추 선배님,대학원을 함께 다니
며 저의 힘겨움을 안아주고 위로해주셨던 전병숙 선생님,윤예섭 선생님께 감사
드립니다.또한,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대학원생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
누고 싶습니다.석사과정을 마치면서 배움의 길이란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한 산
출이며 언제나 늘 부족하여 목마른 것임을 느낍니다.한 단계를 밟으며 힘찬 내
일을 위해,또 다른 도전을 위하여 늘 준비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살겠습니다.새
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저의 길을 예비해주신 사랑하는 주님께 이 글을 바칩니
다. 2005년 6월 안미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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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일일일 지지지역역역사사사회회회 독독독거거거노노노인인인의의의
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와와와 삶삶삶의의의 질질질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연연연구구구

본 연구는 일 지역사회 독거노인의 사회적지지 정도와 삶의 질을 파악하고 사
회적 지지와 삶의 질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재방안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연
구이다.
연구대상은 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122명을 임의표

집 하였다.연구도구는 사회적 지지척도 Norbeck,Lindsey,Carrieri(1981)가 개
발하고 오가실(1985)이 번역한 사회적지지 질문지(Norbeck Social Support
Questionnaire,NSSQ)를 사용하였고,삶의 질 측정도구로는 민성길(2000)등이
개발한 한국판 WHOQOL-BREF를 사용하였다.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4월 25
일부터 5월 10일까지 16일 동안 실시하였으며,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자료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은 t-test,ANOVA 로 분석하였으며,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과의 관계는 Pearson'scorrelationcoefficient를 이용하였
다.각 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alpha를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총 122명이었고 성별은 여자 73%,남자 27%로 여자가 많았으

며,연령은 75～84세가 48.4%로 가장 많았다.교육정도는 무학이 69.7%로 가장
많았고,건강보험 형태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94.3%로 대부분 국가의 지원을 받
고 있었다.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는 984점 만점에 평균점수 36.41점이었다.
총 기능적 지지가 720점 만점에 평균 27.64점으로 낮았고,총 지지망도 264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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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평균 8.90점으로 낮았다.총 지지망에 포함되는 관계기간은 5년 이상이 가
장 많았으며,접촉빈도는 6개월 미만이 가장 많았다.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원으
로는 친구가 49.3%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지지원 수는 평균 1.27명으로 매우
적었다.사회적 지지는 연령,경제적 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삶의 질 평균점수는 130점 만점에 77.16점 이었으며,최소 48점,최대 113점이

었다.삶의 질은 종교,교육정도,건강수준,건강보험형태,최종직업,주 생활비,
경제적 상태,여가활동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 간
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는 지지 영역이나 지지망

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이며,삶의 질 또한 매우 낮았다.독거노인
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 정도를 통하여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
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 및 국가적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적 지지 방안으로는 방문간호사의 주기적인 방문을 통한

개별적인 간호나 지역사회 학생,주민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여 사회
적 지지원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복지관,지역사회 내에서는 종교,여가
와 관련된 모임을 결성하여 주기적인 모임을 주선하고 전기․중기․후기로 노년
기를 세분화 하여 각 연령에 적합한 사회적지지 프로그램 즉,교육․건강증진 프
로그램,여가활동,인간관계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핵심 되는 말 :독거노인,사회적지지,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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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2005년 우리나라 전국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총인구중 9.1%이나 출생아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2015년 12.9%,2030년에는 24.1%로
증가할 전망이다(통계청,2005).노인은 노화의 정도에 따라 신체 기능의 저하
및 기능 장애와 기능 상실 등의 신체적 문제가 나타나고,건강악화,사회적․심
리적 고립과 소외,수입절감,여가시간과 역할 상실 등으로 정서적,사회적 문제
에 직면한다(이영석,1996).이는 노인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이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재가노
인뿐 아니라 독거노인에게는 그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다.독거
노인은 부양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재가노인에 비해 신체적,경제적,정서적 어려
움을 겪게 되고 일상생활 뿐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관계가 제한적이므로 간호의
요구도 또한 크다(김미영,1997).
독거노인은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 가구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생활

만족도 저하와 사회경제적 지위의 저하,사회적,심리적 고립 등으로 일찍 사망
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이 있다(Wollinsky &
Johnson,1992).실제로 독거노인은 대부분 가족동거노인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
지 않고,영양상태가 불량하여 중재가 필요하며 우울한 상태이다(박현선,2000;
김주희,정영미,2002).또한 가족의 소외와 주변 친구들의 상실로 인한 고립의
문제로 심리적 갈등과 슬픔,고독감을 경험하게 된다.이는 독거노인으로서 자신
의 생활문제와 정신적 문제를 동시에 안아야 하는 반면,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전체 노인 가구의 21.6%를 차지하였다

(통계청,2001).일반적으로 노인은 건강의 악화와 소득상실로 인한 빈곤,가정이
나 사회에서의 역할상실,고독과 소외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이선자,1982;김
진순,1996;박재간 등,1995),이 중 고독과 소외의 문제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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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정신,심리적 부분에서의 문제를 야기한다.Schmidt,
Luggen(1995)은 고립의 위험에 처해있는 노인들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노인들의 사회적인 관계망을 사정하는 것이 유용함을 보고하였으며,연구대상의
절반이상의 노인들이 고립과 외로움의 위험에 처해있었다.독거노인은 고독감,
질병문제,간호,가사 및 재가 보호 서비스의 원조 같은 필요에 대응해 줄 수 있
는 인적자원이 없어 소외감을 느끼며 이로 인해 심리적 건강이나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는 사회적 지지가 독거노인에게 중요한 삶의 질을 결정
하는 요인이 됨을 말해주고 있다.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김기태,박봉길(2000)
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 독거노인은 여성이고,고령자이며,경제적 빈곤,다양한
자원 접근을 획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이들의 생
활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낮았으며,사회지지망이 없는 독거노인이 사회지지망이
있는 독거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낮았다.따라서 독거노인의 사회지지망을 확보
하는 것이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되고 이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Burckhardt(1989)는 신체활동상태,자가간호능력,
건강상태,안전감,긍정적인 상호작용,타인과의 관계 및 인생의 의미가 삶의 질
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였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건강문제,생활만족도,사회복지서비스,사

회적 지원 실태파악,여가이용실태 등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사회적지지 정
도에 대한 연구나 사회적지지 정도와 삶의 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 지역사회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지역사회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방
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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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독거노인의 사회적지지 정도와 삶의 질을 파악
하고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방안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독거노인의 사회적지지 정도를 파악한다.
2)독거노인의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한다.
3)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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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11)))독독독거거거노노노인인인
독거노인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혼자서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독신 노인을

의미한다(이가옥,1989).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조사 당시로부터
과거 2년간 혼자살고 있는 노인을 의미한다.

222)))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
사회적 지지는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사이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지지원이

제공하여주는 긍정적 감정의 표현,타인의 행동이나 지각의 인정 또는 상징적,
물질적 도움의 제공 등에 대해 개인이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Norbeck,1988).
본 연구에서는 Norbeck,Lindsey,Carrieri(1981)가 개발하고,오가실(1985)이 번
역한 사회적지지 질문지(NorbeckSocialSupportQuestionnaire,NSSQ)를 사용
하여 측정한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33)))삶삶삶의의의 질질질
삶의 질이란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문화와 가치체계의 맥락에서,그리고 그들

의 목표,기대,기준 및 관심과 관련하여 삶에서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을 의미한다(WHO,1993).
본 연구에서는 WHO의 간편형 WHOQOL-BREF(WorldHealthOrganization

QualityofLife-BriefForm)를 기초로 민성길 등(2000)이 개발한 한국판 세계보
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 (이하 한국판 WHOQOL-BREF)를 사용하여 측정
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삶의 질의 하위영역은
신체적 건강 영역,심리적 영역,사회적 관계 영역,생활환경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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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111...독독독거거거노노노인인인의의의 실실실태태태

우리나라 노인독신가구는 전체 노인가구의 20.1%를 차지하고 있다.독신으로
살아가는 노인은 대부분 여성으로 85.8%를 차지하였고,연령은 65～69세 사이가
35.3%,70～74세 사이가 34.5%,75세 이상이 30.3% 정도였다.독거노인의 생활비
는 비동거 가족원으로부터 59.3%가 도움을 받고 있었으며,주관적인 생활정도에
대하여는 56.5%가 극빈층인 “하 하”의 수준이었다.별거 자녀와의 접촉빈도는
월 1회 정도가 가장 많았고,자녀와의 연락빈도는 주 2～3회 정도가 가장 많았
다.노인 독신가구의 월 평균 용돈 액수는 1～9만원 사이가 가장 많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만성질환 유병률은 관절염
(43.4%),요통․좌골통(29.2%),고혈압(23.5%)순이었으며,일상생활수행정도는
좋은 편이었다(보건사회연구원,1998).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2001)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72.1%가 월 소

득 30만원 미만의 극빈층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는 31.2%에 그쳐 상당수의 독거노인이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또한,독거노인의 의식 및 생활실태에 대한 연구에 의
하면,독거노인들은 생활비를 주로 정부의 생활 보조지원금에 의존하고 대부분
결연 및 후원자 없이 외롭게 지내고 있으며 농촌형 단독주택이나 비주거용 건물
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개의 독거노인들이 시설 입소는 바라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1998년 실시된 노인 생활 실태조사(여성한국사회연구회,1999)에서도 독
거 여성노인에게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건강문제 33.7%,경제적 곤란 24.0%,
고독감 23.1%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cInnis& White(2001)는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에게 있어 특히 인간적인 접촉

은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다른 여가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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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서 더욱 중요한 측면을 갖는다고 하였다.독거노인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이용운,2000)에 의하면,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
이나 문제점은 ‘건강이 좋지 못해서’,‘돈이 없어서’,‘여가활동 지식․경험이 없어
서’순으로 나타났다.독거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건강이며,다음은 돈 즉,경제적 문제임을 알 수 있었고,여가활동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정보적 지지에 대한 중요성도 알 수 있었다.
최근 독거노인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독거노인의 건강실태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김주희,정영미,2002)에서는 일상생활활동 점수는 보통 이
상이었으나,영양 상태는 불량한 상태였다.인지기능은 정상적인 인지기능을 지
니고 있었으나 우울한 상태로 나타났다.Carnevali& Patrick(1986)은 독거노인
일수록,자녀가 없는 경우에,경제수준이 낮고 특히 생활비를 국가 또는 이웃의
원조에 의존하는 사회활동 참여가 적은 노인일수록 노화에 의한 역기능적인 건
강위험 요소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정서적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고하였
다.
독거노인의 의료복지 서비스 이용실태(최동연,2002)를 살펴보면,노인들이 아

플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병원이었으며,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의료비는 무
료가 가장 많았다.이들이 타인의 도움을 받을 때 도움을 받는 사람은 며느리,
친척/손자녀,친구/이웃 순이었으며,대부분 독거노인 관리는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독거노인 관리를 받은 경우는 간호사의 방문서비스로 월 1회가 가장
많았다.이와 관련된 이애연(2002)의 연구에서는 만성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해 본 경험이 없는 노인들이 많았으며,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는 ‘돈이 없어
서’가 높게 나타났다.독거노인들이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는 생활비 항목으로는
의료비가 가장 높게 나타나 과중한 의료비 문제와 독거노인들의 부양문제와 관
련하여 간병문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연구(이명숙,2004)에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편이었으며,기분상태는 저조한 편이었고,고독감은 높은 편으로 생활만
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다.허선영(2003)의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생활만족도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평균적 크기가 5.8명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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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이라고 응답한 노인이 가장 많았다.또한 평균 친척 수는 0.4명이었고,가
까이 지내는 친척이 없다고 응답한 노인이 전체의 73.8%를 차지하여 친척 관계
망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생활만족도 또한 전반적으로 낮은 상
태였다.
영세 독거노인의 생활경험에 관한 연구(김주성,1999)에서는 독거노인의 생활

경험이 4가지 주제군으로 구분되었는데 “힘의 상실에 대한 자각”,“자신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족에 대한 애증(愛憎)”,“삶을 수용하려는 노력”이었다.이를 통
해 영세 독거노인들은 나름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적,물적 지지체의 결여와
많은 제한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독거노인은 가족동거노인에 비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심

리적․경제적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일반 노인에 비하여 살아가는 사회적 환경
및 개인적 환경요소가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또한 독거노인의 건강관
리 부족,사회적 지지체계의 결여,의료비의 지출 증가,부양가족의 부재,경제적
빈곤,낮은 생활만족도 등을 엿볼 수 있었다.

222...노노노인인인의의의 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와와와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인간은 일생동안 지속되는 사회적 지지를 필요로 한다.
Norbeck(1981)은 사회적 결속을 통하여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지지로 대상자가 배우자,가족,친구,이웃 등의 대인 관계적 상호작용을 통
하여 받는 물질적,정신적 도움이라고 하였다.또한 House(1981)는 정서적 관심,
도구적 도움,정보,칭찬 중 한 개 또는 둘 이상이 포함된 대인 관계적 거래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 영향을 주는 대화를 포함하여 사회적 통
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하고 상호작용의 지속과 상호만족을 위해 상호 호혜
성이 있어야 하며 인간욕구의 충족은 사회망의 구조와 기능 모두가 관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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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ker(1995)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인간이 사회에서 살기위한 노력에서 인
간이 가지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제공되는 공식적 및 비공식적인 활동과의 관
계를 가리킨다고 했다.Antonucci,Sherman& Akiyama(1996)는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자원이나 상품,서비스를 교류
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보았다.Cohen,Hammen,Henry& Daley(2004)의 경우는
사회적 지지란 친밀한 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인지하고 친밀한 관계의 질이
좋다고 인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한편,Atchley(2000)는 사회적 지지란
용어 대신에 지지 네트워크(supportnetwork)란 용어를 사용한다.지지 네트워크
란,사람이 자신의 사회적․심리적․신체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의지할 수 있
는 가족․친구의 총체를 가리킨다.
노인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는 서로 특별한 편익을 주고받는 일,즉 호혜적 관

계와 관련이 있다.노인은 젊은 층에 비해 소득이 적고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주고받는 상황을 접하는 데 신체적․재정적으로 제약을 받는다.노인들은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주고받기와 관련된 도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노병일,오영선,2005).
우리나라의 독거노인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의․식․주에 어려움을

안고 있고,가족․친지와의 상호교류가 부족한 실정이다.만성질환과 함께 건강
문제뿐 아니라 사회 심리적 문제,경제적 문제,사회적 고립 등과 관련하여 혼자
살아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또한 가족과
함께 동거하지 않음으로 인한 가족의 지지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이
러한 가족,친지,이웃 등을 포함한 사회적 지지를 누군가는 담당해야 하며,그
필요성 또한 일반적 노인에 비하여 독거노인에게는 매우 절실하다고 할 수 있
다.독거노인에게 있어서의 사회적지지 개념은 노인을 둘러싼 인간관계의 총체라
고 할 수 있다.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망이 사회적 지지의 출발점이
되며,상호교류의 양과 질에 따라 사회적지지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삶의 질이란 용어를 1970년대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로 의학,간호학,다
른 건강의료 부문에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Sarvim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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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nbuck,2000).또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만성질환 유병율의 증가가 21세기 현
대의학이 단순히 질병의 퇴치나 생명의 연장만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영수,2001).
Dalkey와 Rourke(1973)는 삶의 질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안녕,삶에 대한

만족이나 불만족,행복이나 불행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이라고 하였고,이는 현
재 상황에 대한 지각된 만족의 정도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신체적,정신적인 면
외에 경제적 환경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삶의 질을 구성하는 개념들로 제
시된 것들은 신체적인 면,정서 혹은 정신적인 면,사회 경제적인 면을 복합적으
로 포함한다.
WHO에서는 삶의 질이란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문화와 가치체계의 맥락에서,

그리고 그들의 목표,기대,기준 및 관심과 관련하여 삶에서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WHO,1993).노
년기의 삶의 질이란 무엇이며,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를
정의내리기는 어렵다.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생명보존과 수명
연장에 초점을 두었던 종래의 의학적 관점에서 생의 의미와 인간의 질적인 삶이
더 고려되어야 한다는 측면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Freed,1984).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삶의 질이란 인간의 신체적,정신적,사회

적,경제적 요인 즉,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개인적 상황에서의 주관적인 안녕상
태라고 할 수 있겠다.노인에게 있어 삶의 질은 가족 내에서의 소외감,역할의
변화,사회에서의 지위상실,경제적 수입의 감소,노화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변
화 등과 관련하여 유병 장수하는 노령화 사회에서 관심영역이 되고 있으며,그와
관련된 다양한 접근적 방법이 모색되어지고 있다.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연구로는 고독감,자존감,건강관행,삶의 질,우
울정도,삶의 만족,죽음불안 등과의 관계 연구들이 있었다(김귀분,1993;박인순,
1989;신미화,1995;심민경,2001;양혜정,1991;채수원,1991).즉,사회적 지지
는 고독감을 낮추고,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삶의 질을 높이고,우울
정도는 낮추고,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보고하였다.또한,박인숙 등(1989)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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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서병숙(1992)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정도는 낮
아지고 삶의 만족도는 높아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노인들 혼자의 노력뿐
만 아니라 가족,사회의 지지체계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김태연,박진화 외(1999)의 연구에 의하면,독거노인들은 독거로 인해 경제적,신

체적,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타인에게나 심지어 자식들에게도 도움
을 받고 싶어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홀로 생활하려 하지만 독거노인 역
시 사람을 그리워하며 홀로 생활하면서 느끼게 되는 소외감,외로움,서러움 등을
동물이나 이웃과 같은 다른 대상물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또
한 독거노인이 자신의 몸을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
이고는 있으나 이는 모든 생활이 귀찮은 무력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독거노인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망은 삶 그 자체일 수 있으며,그 지지망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인생에 있어 활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사회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국외 연구들은 건강증진 개념에서 질병이나 대상자를 두고 간호중재를

시행하여 사회적지지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다.여기서도 사회적
지지는 각각의 중재에 대해 유용함과 중요성을 보고하고 있다(Resnick,B.etal.
2002;Nahm,S.etal.2003;Litwin,H.,2003;Fitzpatrick,T.R.etal.2005).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노인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는 남은 생을 살아가

는 데 중요한 변인이며,우울,고독감을 감소시키고,삶의 만족도,자아 통합감,
삶의 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노인의 삶의 질 요
인 중에서 가장 중시된 요인은 인간관계,건강,가족에 관한 요인이며,가족에 관
한 요인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중요도와 함께 충실도 또한 증가된다(강수균,
2000).이와 같은 삶의 질 결정에 중요한 변인들을 살펴볼 때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독거노인들은 그 변인들에 있어 빈약한 상태이고,그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
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김효심(1994)의 연구에 의하면,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대체로 중간정도로 나타

났으며,생활만족도는 경제상태,사회적 활동정도,자녀의 도구적 지원,자녀의
정서적 지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박선영(1998)의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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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족 및 친족의 지지가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
치고 있었으며,가족의 지지가 높은 노인일수록 의미 있는 타자의 지지 또한 높
아짐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생활만족도는 경제 상태나 사
회적 활동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가족이나 친족과 같은 비공식적 지지체계
에 의존하고 이런 비공식적 지지체계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긍정적인 사회적 관
계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는데,독거노인의 경우는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공식적 지지체계뿐 아니라 사회적 활동의
제한으로 공식적인 타인과의 지지체계 형성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여겨진
다.
김연희,김기순(2002)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정도를 높게 지각한 사람들이

삶의 질 정도도 높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삶의 질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월수입,운동종류,자아존중감 등을 규명하였는데,그 중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자아 존중감이었다.자아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은 자신의 역
할이 존재하여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냄으로써 형성되는 자신에 대한 자
신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독거노인은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과는 달리 가족 내에
서의 역할 상실,외부에서의 성취감 부족으로 인하여 자아존중감,자아효능감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삶의 질 또한 저하될 수 있다.

이평숙 등(1998)의 연구에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노인의 연령
이 낮을수록,교육 정도가 높을수록,건강 개념이 포괄적일수록,지각된 건강 상
태가 높을수록,내적 통제위 성향이 높을수록,자아존중감․자기효능감이 높을수
록,건강증진 행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한혜원,이유찬(2001)은
여가만족과 삶의 질 인지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특히 신체적 여가에 참여
하는 것이 비신체적 여가에 참여하는 것보다 여가만족도와 삶의 질 인지를 높여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박충선(1990)의 연구결과 노년기에 적응이 된 고령노인이 연소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원영희(1995)와 고승덕(1996)은 연령이 많을수록 삶
의 질이 낮았다.저소득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임은실,2003)에서는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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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낮았으며,일상생활동작,도구적 일상생활동작,체력상
태,수면상태,배우자지지 유무 간에 유의한 정 상관관계를 보였다.또한 김연숙,
김주희(2004)의 연구에서는 거주형태와 주택환경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간호학 분야에서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된 것들은 건강지

각(노유자,1988;한윤복 외,1990;Padilla,etal.1990;Rickelman,Gallman&
Parra,1994),거주지(노유자와 김춘길,1995),자존감(오복자,1997;Burckhardt,
1985),사회적 지지(권영은,1990;Burckhardt,1985),질병의 진단명(김춘길,
1997),질병기간(Padilla& Grant,1985),자가 간호 역량(정 연,1993)등이다.
이와 같이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독거노인의

삶의 질 정도의 예측과 독거노인에게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
다.사회적지지 정도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고,삶의 질
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비록 독거노인이 혼자 거주한다고 할지라도 가족이나
친척,이웃,친구들의 상호교류가 활발해지고,공식적․비공식적 지지관계를 확대
시킴으로써 혼자 지내는 시간을 감소시키고 무력감이나 생활만족도,자아 존중
감,건강에 대한 지각,자가 간호 역량 등을 변화시킴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가
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외로움과 소외의 문제로 정신적 고립을 경험
하고 있는 독거노인에게 사회적 지지는 가장 절실한 요구이며,삶의 질을 결정하
는데 있어 특히 독거노인에게 있어서는 사회적 지지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독거노인에게 있어서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한다는 것은 독거노인 자신
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야하고,환경적 상황 및 개인적 상황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Magilvy(1985)는 노인의 삶의 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건강과

사회적 지지라고 보고하였으며,Chapman& Beaudet(1983)은 사회적 활동의 수
준,사회적 접촉,이웃 사람과의 상호작용 등 노인의 제반 사회관계가 노인의 만
족감과 삶의 질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신미화와 고
성희(1996)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고독감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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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으로 확인되었고,사회적 관계와 행동은 노인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요
소라고 하였다(Mollenkopf,H.etal.,1997).
심미경(1997)은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경제적 수준,결혼상태,연령,

교육정도,신체활동상태,자아존중감과 내적 통제위,대응방법,질병에 대한 태도,
타인과의 관계,간호사나 가족지지 등의 사회적 지지가 주요변인임을 밝혔다.장
문영(2002)은 독거노인들은 노환으로 인한 퇴행성 질병과 공적부조로 생활하고
있다는 자괴감,그리고 경제적 궁핍이 사회활동의 범위와 대인관계의 기회마저
위축시켜 삶에 대한 의욕을 감소시키고 사회 심리적으로 불안감,우울,외로움,
고독,소외감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Farquhar(1995)는 사회적 접촉이 건강상태와 같은 삶의 질을 좋게 하는 가치 있
는 구성요소라고 하였다.이러한 연구결과는 독거노인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독거노인이 안고 있는 문제를 호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해줄 수 있으며,
이는 곧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인자가 사회적 지지임을 보여주고
있다.또한,사회적 지지의 객관적인 특성보다는 이러한 지지를 어떻게 지각하는
가 하는 주관적 특성이 심리적 안녕과 삶의 질에 더욱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채수원(1991)은 양로원 노인의 경우 사회적지지 요소들이 생활만족
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연구한 결과 크기나 빈도 등의 구조적 속성보다는
친밀성과 지지의 적절성이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은호,이영휘(2004)는 무료양로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

지가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으며,최
연희(2004)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와 우울이 삶의 질의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옥수(1998)의 미국 이민노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평균 2-3명의 사회적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었으며,지지에 대한 만족정도는 약간 정도에서 꽤 만족하
는 정도였다.외로움의 정도와 삶의 만족도는 중간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사회
적지지,외로움,삶의 만족도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사회적 지지는 외로움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많은 연구에서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들었

는데(Magilvy,1995),국내 연구에서도 사회적 접촉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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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건강관련 변수의 영향력이 증가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고,결국 사회적
접촉은 삶의 질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최 헌,1997).채수원과 오경옥(1992)은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일반 가정 노인이 양로원 노인의 삶의 질보다 높
음을 보고하면서,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윤선이(2003)의 노인의 삶의 질 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경제적 상태,주거환경,사회적 관계,연령,월수입이 노인의 삶의 질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안경숙(2002)의 노인단독가구
노인의 사회적 지지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노인단독가구
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체계가 부족한 가운데 비공식적 지지망 중 혈연관계인 배
우자와 자녀인 가족이 중요한 자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리고 친구와 이웃은
노인의 소외감과 고독을 감소시키고,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대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즉,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 자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권중돈(2000)의 연구결과에서는 노인의 교육정도,일상생활동작능력,경제활동

참여여부,경제생활의 애로정도,주거편이도,사회단체활동 참여도,친구의 수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이 연구에서 자
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그 이
유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자녀로부터 사회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
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독신가구 노인의 경우는 가족 내에서 비공식적 지지를 해
줄 수 있는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심리적 고독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제주도의 4개 지역을 표집하여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사회적 지지와 삶

의 질에 관한 연구(고보선,유용식,2002)에서는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하여 건
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으며,주관적으로 인식한 전반적인 삶의 질 정도는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또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
는 남녀노인 모두 자신의 과거,현재,미래의 삶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으
며,남녀노인 모두 신체건강(ADL,IADL),정신건강(기억․인지능력,쾌정서․불쾌
정서,긍정적 미래관),사회건강상태(건강문제,가족 및 친지들의 관심,사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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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종교․취미활동 등)가 좋을수록 남녀노인이 인식한 삶의 질 정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하여 삶에 질 결정에 있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
강요인이 영향을 미치며,사회적 건강상태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즉,가족 및 친
지들과의 관계,사회적 활동,종교나 취미와 같은 여가활동 등의 사회적 지지가 삶
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확

인할 수 있었고,특히 독거노인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독거노인은 노화와 관
련된 노인 자체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심리적 문제와 더불어 홀로 살아가면
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안고 있다.이들이 살아감에 있
어 개인적 지지와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을 결정하고 성공적인 노화를 맞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독거노인들의 외로움이나 절망감으로 인한
문제는 커다란 장애요인 뿐 아니라 생존의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독거노인에게는 무엇보다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며,사

회적지지 형성의 확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이에 본 연구에
서는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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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지역사회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 정도를 측정하여 그

정도를 파악하고 관계를 분석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 지역사회의 영세민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을 임의표출 하였는데,임대아파트 내 노인인구는 304명이었으며,그중 독거노인
은 160명(52.6%)이었다.연구대상자는 독거노인의 76.3%인 총 122명이었으며,대
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65세 이상 노인
2)최근 2년 이상 혼자 거주한 노인
3)인지기능검사 (MMSE-K,Mini-MentalStateExamination-Korea)24점
이상

4)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의식이 명료하며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노인

333...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111)))사사사회회회적적적지지지지지지 척척척도도도
Norbeck,Lindsey,Carrieri(1981)가 개발하고 오가실(1985)이 번역한 사회

적지지 질문지(NorbeckSocialSupportQuestionnaire,NSSQ)를 사용하였다.이
도구는 11개 문항으로 총 기능적지지,총 지지망,총 상실의 3가지 변수를 측정
할 수 있게 고안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상실을 제외한 총 기능적 지지와 총
지지망 만을 측정하였다.총 기능적 지지는 6문항으로 애정적지지(Affect),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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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지(Affirmation),물질적지지(Aid)로 이루어져 있고 총지지망은 2문항으로 관
계유지 기간,접촉빈도이며,지지원수를 포함하였다.이 도구는 먼저 대상자로 하
여금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을 최대 24명까지 나열하도록 하고 각각 나열된
지지원에 대해 각 질문을 5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되어있다.총 기능적 지지의
최대 가능점수는 720점이고 총 지지망의 최대 가능 점수는 264점으로,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된 지지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1981년과 1983년에 각 문항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5～.92였으며,

오가실(1985)의 정박아 가족의 가족기능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에서는 총
기능적 지지는 Cronbach's α 값은 .99,총 지지망은 Cronbach's α 값은 .86이었
다.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222)))삶삶삶의의의 질질질 척척척도도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작된 WHOQOL-100을 기초로 개발된 WHOQOL

-BREF를 사용하였다.WHOQOL-BREF는 WHOQOL의 24개의 하부척도 각각
으로부터 한 항목씩 선택되어 구성되어 있으며,이후 WHO의 검토를 통하여 추
가로 전반적인 삶의 질과 일반적인 건강인식에 관한 하부척도로부터 선택된 두
항목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민성길(2000)등이 개발한 한국판 WHOQOL-BREF를 사용하

였다.이 척도는 신체적 건강영역(physicalhealthdomain,QLS-D1)7문항,심리
적 영역(psychological domain, QLS-D2) 6문항, 사회적 관계 영역(social
relationships domain,QLS-D3)3문항,생활환경 영역(environmentaldomain,
QLS-D4)8문항 등 4개영역 2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각 항목의 점수는 ‘전혀
아니다’를 1점으로,‘약간 그렇다’를 2점,‘그렇다’는 3점,‘많이 그렇다’는 4점,‘매
우 많이 그렇다’는 5점으로 답하도록 되어 있으며,부정적 질문 3문항(문항 3,4,
26)은 역환산하였다.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한국판
WHOQOL-BREF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주는 연구(민성길 등,2000)에서는 신
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0이었으며 각 영역별로는 .58～.78의 범위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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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일관성을 나타냈다.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3이었
다.

444...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절절절차차차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독거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 조사하였으며,자료수집 기
간은 2005년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16일 동안 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임대아파트 관리 기관의 허락을 받아 1:1면담을 통하여 조사자가 질문하고 기
록하는 형태로 작성하였다.조사자는 간호대학 학생 3명으로 사전교육 내용인
노인의 특성,연구목적,연구방법,설문지(MMSE-K․사회적지지 측정도구․삶의
질 측정도구의 측정방법,인구사회학적 특성,국가지원서비스 종류 및 내용 등)관
련내용 등을 이해하고 연구진행에 동의한 학생이었다.수집된 설문지는 총 158부
였으며,응답이 불완전한 설문지 36부를 제외하고 122부가 최종 자료 분석에 사
용되었다.

555...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이용하여 전산통계처리 하였으며,자료 분석방법
은 다음과 같다.
① 독거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②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③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삶의 질 정도는 t-test,ANOVA로
분석하였다.

④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과의 관계는 Pearson's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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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총 연구대상자는 122명으로

여자 89명(73%),남자 33명(27%)이었다.연령 분포는 65～74세 55명(45.1%),7
5～84세 59명(48.4%)이었다.교육정도는 무학이 85명(69.7%)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졸은 32명(26.2%)이었다.결혼상태는 사별이 105명(86.1%)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 평균 소득은 20～30만원 정도가 104명(85.2%)으로 가장 많았고 주 생활비는
110명(90.9%)이 정부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자녀가 있는 경우는 94명(77.7%)이었으며,없는 경우가 27명(22.3%)이었고,혼

자 사는 이유는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라고 답한 경
우가 60명(49.6%)으로 가장 많았으며,‘자녀가 없어서’혼자 사는 경우는 27명
(22.3%),‘자녀가 동거하기를 원치 않아서’라고 답한 경우도 10명(8.3%)이었다.
건강수준에 대한 지각은 ‘좋지 않다’고 답한 경우가 76명(63.4%)이었고,여가활동
은 노인정,경로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58명(47.5%)으로 가장 많았다.
신체적 불편함과 관련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응답에서는 고혈압/

저혈압이 87명(71.3%),치아문제 83명(68.0%),관절염이 82명(67.2%)순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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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N=122)
구 분 실 수 백분율

성별 여자 89 73.0
남자 33 27.0

연령 65-74세 55 45.1
75-84세 59 48.4
85세이상 8 6.6

교육정도 무학 85 69.7
초졸 32 26.2
중졸 2 1.6
고졸이상 3 2.4

결혼상태 사별 105 86.1
이혼 6 4.9
기타 11 9.0

종교 기독교 37 30.3
불교 20 16.4
천주교 2 1.6
기타 63 51.6

최종직업 농업,어업 47 38.5
상업,사업 36 29.5
무직 22 18.0
공무원,교직 2 1.6
기타 15 12.3

월평균 소득 10만원 이하 5 4.1
20～30만원 104 85.2
30～40만원 11 9.0
40만원 이상 2 1.6

주 생활비 정부보조금 110 90.9
가족의 지원 6 5.0
연금 2 1.7
기타 3 2.4

경제적 상태 매우 어렵다 67 55.4
약간 어렵다 38 31.4
그다지 어렵지 않다 16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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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응답

<<<표표표 111---계계계속속속>>>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N=122)
구 분 실수 백분율

자녀의 유무 있다 94 77.7
없다 27 22.3

혼자사는 이유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60 49.6
자녀가 없어서 27 22.3
자녀가 동거하기를
원치 않아서 10 8.3
기타 24 19.8

건강보험형태 기초생활수급자 115 94.3
국민건강보험 7 5.7

건강수준 좋지 않은 편이다 76 63.4
보통이다 27 22.5
좋은 편이다 17 14.1

여가활동 노인정,경로당 58 47.5
종교단체 16 13.1
계모임,친목회 3 2.5
없다 41 33.6
기타 4 3.3

국가지원 경제적지원 112 91.8
급식서비스 81 66.4
의료서비스 50 41.0
일상생활서비스 38 31.1
정서서비스 3 2.5

신체적 불편함(질병)* 고혈압/저혈압 87 71.3
치아 83 68.0
관절염 82 67.2
신경통/근육통 63 51.6
시력 50 41.0
청력 42 34.4
당뇨 30 24.6
심장질환 16 13.1
위장병 9 7.4
뇌졸중(중풍) 8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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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와와와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사사사회회회적적적지지지지지지 정정정도도도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는 984점 만점에 평균점수가 36.41점(±15.45)으로 매

우 낮게 나타났다.영역별로 살펴보면,총 기능적 지지가 720점 만점에 평균
27.64점으로 나타났고,총 지지망도 264점 만점에 평균 8.90점으로 나타나 매우
낮은 점수분포를 보였다.사회적 지지의 문항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총 기능
적 지지에 포함되는 애정적 지지는 9.73점,긍정적 지지는 9.44점,물질적 지지는
8.48점이었다<표 2>.
총 지지망은 관계기간 정도와 연락빈도를 물었는데,관계기간 정도는 5년 이상

된 경우가 65명(53.3%)으로 가장 많았고,2-5년이 31명(25.4%),1-2년 사이가 23
명(18.9%),6～12개월 사이가 2명(1.6%)이었다.연락빈도는 6개월 미만이 80명
(65.6%)으로 가장 많았고,6～12개월 사이가 12명(9.8%),1-2년 사이가 8명
(6.6%),2-5년 사이는 7명(5.7%),5년 이상은 14명(11.5%)으로 비교적 6개월마다
는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지원수는 평균 1.27명으로 2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원은 친구,이웃,가족,신앙인,자원봉사자,기타로 분류하여 조사

하였다.친구에는 동창,선배,교회 친구 등을 포함시켰고,이웃에는 가까운 주변
에 살고 있는 사람을 포함시켰다.가족은 아들,딸,며느리,형제,자매 등을 포함
시켰으며,신앙인은 집사님,목사님,전도사님,신부님 등을 포함시켰다.자원봉사
자에는 일상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도우미,봉사활동으로 주기적으
로 방문하는 일반인,지역봉사단체 방문자 등을 포함시켰다.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원은 친구가 74명(49.3%)으로 가장 많았고,가족이 45명

(30.0%)으로 많았다.사회적 지지원이 가족인 경우는 딸이 50.7%로 가장 높았으
며,아들․ 형제․자매가 32%,며느리 10.7% 순이었다.
사회적 지지원 수는 1명인 경우가 94명(77.7%)으로 가장 많았고,2명인 경우는

23명(19.0%)이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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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응답

<<<표표표 222>>>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의의의 문문문항항항별별별 평평평균균균점점점수수수 (N=122)
영 역 평균±표준편차 범 위

사회적 지지 36.41±15.45 15～117

총 기능적 지지 합계 27.64±12.30 6～89

애정적 지지 9.73±4.52 2～30
긍정적 지지 9.44±4.37 2～29
물질적 지지 8.48±3.83 2～30

총 지지망 합계 8.90±3.73 4～28

관계기간 4.31±0.84 2～5
접촉빈도 1.87±1.41 1～5
지지원수 1.27±0.58 1～4

<<<표표표 333>>>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원원원 유유유형형형 및및및 지지지지지지원원원 수수수 (N=122)
영 역 구 분 실수 백분율

사회적 지지원 유형* 친구 74 49.3
가족 45 30.0
신앙인 14 9.33
이웃 8 5.3
자원봉사자 4 2.7
기타 5 3.3

사회적 지지원 수 1명 94 77.7
2명 23 19.0
3명 2 1.7
4명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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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정정정도도도
본 연구 대상자의 삶의 질 평균점수는 130점 만점에 77.16(±13.48)점으로 최소

48점,최대 113점이었다.삶의 질 평균평점은 2.87(±0.61)점으로 중간정도였으며,
각 영역별로 평균점수를 살펴보면,신체적 건강영역은 35점 만점에 18.93점,심리
적 영역은 30점 만점에 16.70점,사회적 관계 영역은 15점 만점에 9.09점,생활환
경 영역은 40점 만점에 24.66점으로 나타났다.각 하부 영역 간에는 생활환경 영
역이 평균평점 3.10점으로 가장 높고,사회환경 영역(3.06점),심리적 영역(2.80
점),신체적 건강영역(2.70점)순이었다<표 4>.
삶의 질 문항에서 삶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5점 만점에

2.64(±0.99)점이 나왔고, 건강상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느냐는 질문에는
2.43(±1.04)점으로 각 영역별 평균평점보다는 낮게 나왔다.
영역별로 살펴보면,신체적 건강 영역에서는 자신의 수면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문항이 3.45점으로 삶의 질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잘 다닐 수 있느냐는 문항이
2.92점 이었다.심리적 영역에서는 우울함,절망감,불안감,의기소침 등의 부정적
인 기분을 자주 느끼냐는 문항(2.90점)과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만족하느냐는 문
항(2.86점)이 삶의 질 점수가 비교적 높게 나왔다.사회 관계 영역에서는 성생활
만족에 대한 문항이 3.37점으로 삶의 질 점수가 가장 높았고,대인관계에 만족하
느냐는 문항은 3.03점이었다.생활환경 영역에서는 건강에 좋은 주거환경에 살고
있느냐는 문항이 3.87점으로 가장 높았고,살고 있는 집과 집 주변 환경에 만족
하느냐는 문항이 3.84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필요한 만큼 충분한 돈을 가
지고 있느냐는 문항은 1.66점으로 가장 낮은 삶의 질 점수를 보였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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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삶삶삶의의의 질질질의의의 영영영역역역별별별 평평평균균균점점점수수수 (N=122)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범 위 평균평점 ±표준편차

삶의 질 77.16±13.48 48～113 2.87±0.61

신체적 건강 영역 18.93±5.17 7～34 2.70±0.74

심리적 영역 16.70±4.32 9～28 2.80±0.72

사회적 관계 영역 9.09±2.74 2～15 3.06±0.88

생활환경 영역 24.66±5.50 9～40 3.1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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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555>>>삶삶삶의의의 질질질 정정정도도도 (N=122)

영역 구 분 삶의 질
평균±표준편차

어르신은 어르신의 삶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64±0.99
어르신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2.43±1.04

신
체
적
건
강
영
역

어르신은 자신의 수면(잘 자는 것)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3.45±1.24
어르신은 얼마나 잘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이동성)? 2.92±0.99
어르신은 자신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2.75±1.06
어르신은 자신의 일하는 능력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2.63±1.04
어르신은 신체적 통증으로 인해 어르신이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 방해를 받는다고 느끼십니까? 2.54±1.06
어르신은 일상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에너지(기력)가 있습니까? 2.42±0.92
어르신은 일상생활을 잘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치료가 필요합니
까? 2.19±0.95

심
리
적
영
역

우울함,절망감,불안감,의기소침 등의 부정적인 기분을 어느
정도 자주 느끼십니까? 2.90±1.13

어르신은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수긍하십니까? 2.86±0.91
어르신은 어르신의 삶이 어느 정도 의미 있다고 느끼십니까? 2.82±0.98
어르신은 자신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2.81±0.92
어르신은 인생을 얼마나 즐기십니까? 2.74±1.06
어르신은 얼마나 정신을 잘 집중할 수 있습니까? 2.62±0.26

사회
관계
영역

어르신은 자신의 성생활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3.37±1.09
어르신은 자신의 대인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3.03±1.17
어르신은 친구의 도움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2.78±1.09

생
활
환
경
영
역

어르신은 얼마나 건강에 좋은 주거환경(공해,기후,소음,쾌적함
등)에 살고 계십니까? 3.87±0.94
어르신이 살고 있는 집과 집 주변 환경에 만족하십니까? 3.84±0.82
의료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접근도)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3.73±0.98

어르신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낍니까? 3.59±1.08
어르신은 어르신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3.09±1.04
어르신은 매일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까? 2.73±1.11
여가를 즐길 기회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2.30±1.18
어르신은 필요한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지고 계십니까? 1.66±0.98

총 계 2.87±0.61



- 27 -

333)))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와와와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정정정도도도
독거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 정도는 <표 6>과 같

다.
사회적 지지는 연령(F=10.379,p=0.000),경제적 상태(F=5.002,p=0.008)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사회적 지지를 총 기능적 지지와 총 지지망으
로 나누어 살펴보면,총 기능적 지지는 연령(F=9.242,p=0.000),경제적 상태
(F=4.976,p=0.008)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총지지망에서는 연령(F=10.316,
p=0.000),혼자사는 이유(F=4.022,p=0.009),자녀의 유무(t=3.444,p=0.001),경제
적 상태(F=4.821,p=0.01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부록참조).
사회적지지 정도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더 높았으며,연령에서는 85세 이상 노

인이 사회적 지지의 평균점수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다.85세 이상의 노인
들은 총 기능적 지지나 총 지지망 모두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평균점수
를 볼 수 있었으며,PostHoc검증으로 Schéffetest를 실시한 결과 연령의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건강수준의 지각에 있어서는 ‘아주 좋
지 않은 편’이라고 답한 노인이 사회적지지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형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사회적지지가 36.99(±15.77)점으로 국

민건강보험 노인에 비해 높았으며,결혼 상태에서는 이혼한 노인에 비해 사별한
노인이 사회적 지지가 높았다.최종직업에서는 무직․농업․어업에 종사한 경우
가 사회적지지 점수가 비교적 높았으며,혼자 사는 이유에 대하여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라고 답한 노인이 사회적지지 점수가 가장 높았으나,‘자녀가 동거하
기를 원치 않아서’라고 답한 노인과는 사회적지지 점수에 있어 커다란 차이는 없
었다.
자녀가 있는 노인이 자녀가 없는 노인보다는 사회적지지 점수가 높았다.월평

균 소득에서는 4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사회적지지 점수 52.50(±21.92)점으로 월
등히 높았으며,10만 원 이하의 소득인 경우는 29.25(±1.50)점으로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났다.주 생활비에서는 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이 사회적지지 점수가 가
장 높았으며,가족의 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이 사회적지지 점수가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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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상태가 ‘매우 어렵다’고 답한 노인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답한 노인보
다 사회적 지지가 높았으며,Schéffetest를 실시한 결과 ‘매우 어렵다’라고 답한
노인집단과 ‘약간 어렵다’라고 답한 노인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여
가활동은 종교단체를 통하여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이 노인정이나 경로당,계모
임,친목회 등에서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보다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았다.

삶의 질은 교육정도(F=2.707, p=0.048), 종교(F=3.349, p=0.021), 최종직업
(F=3.208, p=0.015), 주 생활비(F=4.516, p=0.005), 경제적 상태(F=5.687,
p=0.004),건강보험형태(t=3.050,p=0.003),건강수준(F=16.650,p=0.000),여가활동
(F=5.861,p=0.00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정도에서는 고졸이상의 노인이 3.57(±0.98)점으로 삶의 질이 가장 높았고,

종교에서는 천주교를 가진 노인이 3.86(±0.48)점으로 삶의 질이 가장 높았다.최
종직업에서는 공무원,교직에 종사했던 노인이 3.59(±1.16)점으로 삶의 질이 가장
높았다.
주 생활비와 관련하여서는 가족의 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이 3.53(±0.6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의 삶의 질은 2.81(±0.58)점이었다.
주 생활비에 대한 Schéffetest를 실시한 결과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노인집
단과 가족의 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p=0.005).경제적 상태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라고 답한 노인이 3.24(±0.70)점으
로 삶의 질이 가장 높았고 Schéffetest를 실시한 결과는 ‘매우 어렵다’라고 답한
집단과 ‘그다지 어렵지 않다’라고 답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p=0.004). 혼자 사는 이유로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라고 답한 노인이
2.96(±0.63)점으로 삶의 질이 가장 높았으며,자녀가 있는 노인이 자녀가 없는 노
인에 비해 삶의 질이 높았다.건강보험형태에 따른 삶의 질은 국민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 3.54(±0.64)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하여 높았으며,건강
수준에 대한 지각에서는 ‘좋은 편’이라고 답한 노인이 3.69(±0.62)점으로 삶의 질
이 가장 높았으며,Schéffetest를 실시한 결과 다섯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볼 수 있었다(p=0.000).여가활동에서는 계모임,친목회에서 여가활동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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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노인이 3.61(±0.4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노인정,경로당,종교단체에서 여
가활동을 하는 노인들보다 삶의 질이 높았다.
<<<표표표 666>>>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와와와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N=122)

구 분 사회적 지지 t또는 F
(p)

삶의 질 t또는 F
(p)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자 34.50±12.02 -.872 2.97±0.66 1.028
여자 37.28±16.52 (.385) 2.84±0.60 (.306)

연령 65-74세 34.13±11.09 10.379 2.95+0.62 2.063
75-84세 35.47±14.24 (.000) 2.85+0.62 (.132)
85세이상 58.63±29.40 2.49+0.38

교육정도 무학 36.92±17.04 0.307 2.79±0.55 2.707
초졸 36.72±11.70 (.873) 3.04±0.67 (.048)
중졸 31.50±3.54 2.68±0.96
고졸이상 28.00±4.24 3.57±0.98

결혼상태 사별 37.34±15.96 0.674 2.89±0.62 1.081
이혼 31.83±18.50 (.570) 2.76±0.47 (.360)
기타 32.10±5.34 2.71±0.56

종교 기독교 38.32±13.49 0.290 3.00±0.72 3.349
천주교 36.00±10.02 (.884) 3.86±0.48 (.021)
불교 33.85±11.74 2.65±0.42
기타 36.44±17.90 2.83±0.57

최종직업 상업,사업 35.94±11.45 1.390 3.07±0.71 3.208
농업,어업 38.36±20.00 (.242) 2.86±0.55 (.015)
공무원,교직 24.50±0.71 3.59±1.16
무직 39.23±13.05 2.58±0.34
기타 29.50±7.89 2.75±0.62

월평균 소득 10만원 이하 29.25±1.50 1.014 2.28±0.89 1.725
20～30만원 36.59±15.87 (.389) 2.90±0.58 (.166)
30～40만원 35.91±12.37 2.87±0.75
40만원 이상 52.50±21.92 2.71±0.24

주 생활비 정부보조금 36.94±15.80 0.803 2.81±0.58 4.516
가족의 지원 28.17±4.54 (.549) 3.53±0.69 (.005)
연금 50.00±25.46 2.90±0.51
기타 36.56±15.52 3.6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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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6-6-6-6-계속계속계속계속> > > >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지지와 지지와 지지와 지지와 삶의 삶의 삶의 삶의 질         질         질         질         (N=122)            

구 분 사회적 지지 t또는 F
(p)

삶의 질 t또는 F
(p)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경제적 상태 매우 어렵다 40.29±17.98 5.002 2.72±0.53 5.687
약간 어렵다 31.03±9.78 (.008) 2.98±0.65 (.004)
그다지 어렵지
않다 33.13±11.24 3.24±0.70

자녀의 유무 있다 37.60±16.77 1.804 2.91±0.65 1.569
없다 33.04±9.55 (.075) 2.73±0.45 (.122)

혼자 사는
이유

혼자사는 것이
편해서 39.65±19.04 1.973 2.96±0.63 0.951
자녀가 없어서 33.11±9.59 (.122) 2.79±0.51 (.418)
자녀가 동거하기
를 원치 않아서 38.40±11.97 2.68±0.58
기타 32.09±9.86 2.86±0.66

건강보험형태 국민건강보험 29.29±5.29 -1.283 3.54±0.64 3.050
기초생활수급자 36.99±15.77 (.202) 2.83±0.59 (.003)

건강수준 아주 좋음 35.75±2.06 0.650 3.12±1.05 16.650
좋음 37.46±22.00 (.628) 3.69±0.62 (.000)
보통 36.85±9.81 3.00±0.50
좋지 않음 37.68±17.37 2.76±0.44
아주 좋지 않음 29.20±5.27 2.12±0.32

여가활동 없다 36.93±18.16 1.388 2.61±0.37 5.861
노인정,경로당 34.47±13.73 (.234) 2.92±0.64 (.000)
계모임,친목회 31.33±5.51 3.61±0.48
종교단체 45.19±14.56 3.02±0.72
기타 32.00±5.00 3.6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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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와와와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관관관계계계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과의 관계는 <표 7>과 같다.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삶의 질이 높을 것이라고 하는 관점과
일치하지 않았다.

<<<표표표 777>>>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와와와 삶삶삶의의의 질질질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삶의 질
사회적 지지 -.099(p=0.281)
총 기능적지지 -.123(p=0.179)
총지지망 -.026(p=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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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 의의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27%)보다 여자(73%)가 많았으며,연령
에서는 65～74세가 45.1%로 가장 많았고,교육정도는 무학이 69.7%로 가장 많았
는데,안경숙(2002)과 김미영(1997)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여자가 많았고,65～
74세 노인이 가장 많았으며,국졸 이하가 66.1%,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노인이
60.2%로 나타나 대부분의 독거노인들이 국졸이하의 교육수준으로 본 연구의 대
상자는 비교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평균점수는 984점 만점에 36.41점(±15.45)으

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총 기능적 지지는 27.64점,총 지지망은 8.90점 이었다.
하위 영역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애정적지지 점수는 9.73점,긍정적지지 9.44점,
물질적지지 8.48점으로 나타났다.이는 도복늠,성기월,최두희(1995)의 연구에서
시설노인의 사회적지지 평균점수 249.83점,재가노인의 평균점수 353.50점에 비해
사회적지지 점수가 매우 낮아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시설노인의 애정적지
지 29.06점,긍정적지지 30.06점,물질적지지 28.29점,재가노인의 하부영역 점수
는 애정적지지 43.73점,긍정적지지 42.82점,물질적지지 39.41점과 비교해보아도
사회적지지 점수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시설노
인이나 재가노인에 비하여 심하게 낮은 것은 시설노인과 재가노인의 주변 환경
을 고려했을 때 함께 거주하는 시설 내의 노인이나 직원,자원봉사자들과의 교
류,가족 등과의 밀접한 상호관계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또한 가정과 시설의
소속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지는 사회적 지지망의 결여라고도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원의 유형은 친구가 74%로 가장 많았고,가족이 45%정도였다.이

는 황미영(1998)의 연구에서 저소득층 부부가구에서는 배우자,친구,자녀,형제
및 이웃 순이었으며,독신가구에서는 형제 및 이웃,친구,자녀 순이었던 결과와
차이가 있었으나,임은실(2003)의 저소득층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친
구,자녀,이웃,형제,배우자 순이었던 결과와는 일치한다.본 연구의 독거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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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배우자와 사별한 상태이므로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원은 친구,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독거노인의 많은 경우가 가족보다는 친구가 우선되는 이유는
거주지와 가까운 곳의 친구와 접촉이 용이하고,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기가 쉽
기 때문이며,가족과는 거주지 거리상의 문제나 접촉빈도가 친구에 비해서는 적
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원 수는 1.27명이었는데,도복늠 등(1995)의 연

구에서 재가노인이 10.8명,시설노인이 8.35명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이러한 결과는 대상자가 독거노인이라는 것과 이들이 겪고 있는
외로움과 고립의 문제를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또한 그 정도의 차이
가 심각한 상태이며,재가노인과 시설노인과의 큰 차이를 보면서 독거노인만이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격리와 고독감의 정도,지역사회에서의 소외,고립의 문제
를 예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사회적 지지는 연령,경제적 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도복늠 등(1995)의 연구에서 성별,교육정도,종교 유무,월 용돈이 사
회적지지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으나,
조성이(2000)의 연구에서 연령,생활비,용돈,즉,경제적 상태가 사회적지지 점수
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일치하였다.노인의 사회적 지지는 노인이라고 분류하
는 65세의 연령에서부터 85세 이상 연령에 이르기까지 그 차이가 있으므로 각
연령 대에 따라 사회적 지지 요구도 또한 다를 것이며,경제적 빈곤을 안고 있는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에 정년을 맞이하는
시기에서부터 고령으로 이어지는 노년시기에 적합한 각각 연령 대에 요구되어지
는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의 제공과 독거노인의 경제적 실태의 구체적인 파악으로
생존권을 보장받고 질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
리라 본다.
삶의 질 평균평점은 5점 만점에 2.87(±0.61)점으로 중간정도였으며,각 영역별

로 평균평점을 살펴보면,신체적 건강영역은 2.70점,심리적 영역은 2.80점,사회
적 관계 영역은 3.06점,생활환경 영역은 3.10점으로 나타났다.생활환경 영역에
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대상자들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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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농촌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신체적 건강영역이 다른 영
역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김미경(2001)의 연구에서는

평균점수가 3.26점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비해 삶의 질 점수가 높았으며,신체적
건강영역이 3.44점,사회적 관계영역 3.32점,심리적 영역 3.31점,생활환경 영역
3.06점으로 중간이상의 삶의 질 정도를 볼 수 있었다.이로써 본 연구의 대상인
독거노인은 일반 성인에 비하여 삶의 질이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또한,김
유경(2000)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 점수가 25점 만점에 평균 17.7점으로
중상의 삶의 질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본 연구의 독거노인의 삶의 질은 중간정
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이는 독거노인은 일반노인과 달리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즉,건강이나 인간관계,생활만족도 등에
서 일반노인에 비하여 취약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삶의 질은 교육정도,종교,최종직업,주 생활비,경제적 상태,건강보험형태,

건강수준,여가활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이는 이평숙 등(1998)과 심미경
(1997)의 연구,김효심(1994)의 연구에서 보고된 교육정도,건강개념,건강수준에
대한 지각,경제적 수준,신체활동상태 등과 일치한다.또한 종교는 고보선,유용
식(2002)의 연구 외에도 김미숙,박민정(2000)의 연구에서 노인의 총체적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본 연구결과에서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많았고,종교가 없는 노인에 비하여 삶의 질이 높
음을 알 수 있었다.
건강보험형태에 따른 삶의 질은 국민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에 비하여 삶의 질이 높았는데,이는 건강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차
이와 질병 치료의 개념에서 적극적인 관리보다는 소극적인 건강관리 대처를 하
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독거노인이 안고 있는 경제적 빈곤의 문제점 때문일
것이다.최종직업으로는 공무원,교직에 종사했던 노인이 삶의 질이 가장 높았다.
이는 무직이나 농업․어업․상업 등에 비하여 안정된 직업이며 장기적 수입으로
인한 노후에 대한 준비,퇴직을 한 후에도 지속되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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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이유로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라고 답한 노인이 삶의 질이 가장
높았다.주거형태의 변화와 함께 독신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가
족 간의 세대적 갈등의 부분을 해결하고 갈등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서로에게
자신의 세대에 걸맞는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자녀가 있는 노인이 자녀가 없는 노인에 비해 삶의 질이 높은 것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동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자녀에게 사회적 지지
를 제공받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주 생활비와 관련하여서는 가족의 지원을 받
고 있는 노인이 삶의 질이 가장 높았는데,이는 타인의 도움보다는 가족에게 지
원받는 것이 당연시되는 노인부양에 대한 한국적 인식으로 여겨진다.
즉,교육수준이 높을수록,종교를 가지고 있을수록,가족에게 주 생활비를 지원

받을수록,경제적 상태가 좋을수록,국민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을수록,건강수준의
지각 정도가 높을수록,여가활동을 가지고 있을수록 삶의 질 정도가 높다는 것이
다.이로써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변화 가능한 요인들을 확인하
고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계획 및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건강수준에 대한 지각에 대하여는 ‘좋지 않다’라고 답한 경우가 54.2%로 가장

많았고,‘아주 좋지 않은 편’이라고 답한 경우는 9.2%였으며,‘좋은 편’이라고 답
한 경우는 0.85%였다.임은실(2003)의 연구에서 재가노인인 경우는 건강지각을
보통이하로 지각한 경우가 63.4%로 나타나 건강지각에 있어서는 재가노인과 일
치된 결과를 얻었다.이명숙(2004)의 독거노인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2/3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였다.결혼 상태는 사별이 86.0%로 가장 많았는데 김
미영(1997)의 연구에서 독거노인의 사별이 80.6%,김주희,정영미(2002)연구의
89.5%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자녀의 유무에 대하여는 자녀가 있는 경우가
77.7%였으며,없는 경우는 22.3%로 대부분 자녀가 있었으나 혼자사는 노인이 많
았다.혼자 사는 이유는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라고
답한 경우가 49.6%로 가장 많았다.이는 노인 스스로 혼자살기를 원하는 양태가
49.6%인 것으로 보아 독신세대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추이와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지만,‘자녀가 없어서’혼자 사는 경우와 ‘자녀가 동거하기를 원치
않아서’혼자사는 노인이 30.6%인 것을 감안할 때 이들 대상자에 대한 고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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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소,세대간 사회․문화적 갈등해소,부양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
구된다고 할 수 있다.월 평균 소득은 20～30만 원 정도가 104명(85.2%)으로 가
장 많았으며,10만 원 이하가 5명(4.1%)으로 대부분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국가지
원을 받고 있었고,90.9%의 대상자가 정부보조금으로 주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이었다.김주희,정영미(2002)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0만
원 미만이 9.7%였으며,10～20만 원 사이가 47.6%,20～30만 원 정도가 21.8%였
다.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가 지원에 대한 중복대답에서는 경제적 지원이

112명(91.8%)으로 가장 많았고,급식 서비스,의료서비스,일상생활 서비스 순으
로 나타나 최저 생계를 위한 서비스가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이로써 독거노인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문제,사회적 지원 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영세민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독거노
인인 아주 취약한 계층이므로 사회적 지지나 삶의 질을 민감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는데 측정도구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지지 도구는 지지원의 수와 지지정도에 따라 사회

적지지 점수가 달라지도록 구성되어 있다.그러나 특히 고령의 독거노인인 경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배우자 상실,가족과의 격리,친한 친구와 친지와의 이별
등으로 지지원 수가 젊은 대상자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
한 문제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또한 지지원의 수도 중
요하지만 지지원이 1명이라고 할지라도 지지의 정도가 중요하다면 이것이 숫자
적 개념보다는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한 질적인 측면을 측정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포괄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된 삶의 질 측정도구도 삶의

질 하부 영역을 골고루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대상자가 독거노인임을 고려할 때
각 영역에서 노인이 가진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특히,심리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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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노인의 심리적 문제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인 외로움,고
립,무력감,우울 등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각 문항들은 이러한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사회적지지 측정도구의 만점과 대상자들의 사회적지지 점수 간에 범위의

격차가 심하여 삶의 질과 상관관계를 고려한다는 것이 통계상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더불어,삶의 질,사회적지지 두 가지 도구 모두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인지기능이 다소 떨어질 수 있고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들에게는 질문에
답하는데 있어 그 민감성이 떨어진다고 여겨진다.5점 척도보다는 3점 척도나 2
점 척도로 구성하는 것이 노인들의 반응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되며,노인 특성에 맞는 도구 및 측정척도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또한,칼
라카드나 명암카드를 이용하여 노인 자신이 직접 선택하므로 측정도구의 민감도
를 높일 수 있는 활용방안들이 확대되어져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독거노인은 재가노인,시설노인에 비하여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이 매우 저하되어 있었으며,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 및 국가적 지원대책이 요구된다고 하
겠다.독거노인을 위한 사회적 지지 방안으로는 방문간호사의 주기적인 방문을
통한 개별적인 간호나 지역사회 학생,주민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지지원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복지관,지역사회 내에서는 종교,
여가와 관련된 모임을 결성하여 주기적인 모임을 주선하고 전기․중기․후기로
노년기를 세분화 하여 각 연령에 적합한 사회적지지 프로그램 즉,교육․건강증
진 프로그램,여가활동․인간관계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적 지원 대책으로는 노령수당의 지급대상 확대 및 증액,생활 형태에 따른

지원 금액의 차등화 등을 통한 독거노인의 생존권 확보 및 경제적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사회적 서비스로는 말벗,개인문제,집안문제에 대한 상담,긴급 연락
체계 구축,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 서비스의 무료제공 실시 등이 있을 수 있
다.이러한 구체적인 실행을 통하여 독거노인의 격리,고립의 상태를 사회로 이
끌고 나옴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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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재방안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

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최근 2년간 혼자

살고 있고 인지기능검사(MMSE-K)상 24점 이상인 독거노인 122명을 임의표집
하였다.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16일 동안 실시하
였으며,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조사자가 기록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연구도구는 사회적지지 도구는 Norbeck,Lindsey,Carrieri(1981)가 개발하고

오가실(1985)이 번역한 사회적지지 질문지(Norbeck Social Support
Questionnaire,NSSQ)를 사용하였으며,삶의 질 측정도구는 민성길(2000)등이
개발한 한국판 WHOQOL-BREF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일반적 특
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은 t-test,ANOVA로 분석하였으며,사회적 지
지와 삶의 질과의 관계는 Pearson'scorrelation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각 도
구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alpha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대상자는 총 122명이었고 성별은 여자 89명(73%),남자 33명(27%)으로 여자
가 많았으며,연령은 75～84세가 59명(48.4%)으로 가장 많았다.교육정도는 무학
이 85명(69.7%)으로 가장 많았고,건강수준에 대한 지각은 좋지 않다고 답한 경
우가 65명(54.2%)으로 가장 많았으며,건강보험 형태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115명
(94.3%)으로 대부분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자녀가 있는 경우는 94명
(77.7%)이었으며,혼자 사는 이유는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라고 답한 경우가 60명(49.6%)으로 가장 많았다.월 평균 소득은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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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정도가 104명(85.2%)으로 가장 많았고,경제적 상태는 ‘매우 어렵다’라고 답
한 경우가 67명(55.4%)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2.연구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점수는 984점 만점에 평균점수 36.41(±15.45)점이었
다.총 기능적 지지가 720점 만점에 평균 27.64점으로 낮았고,총 지지망도 264
점 만점에 평균 8.90점으로 낮았다.총 지지망에 포함되는 관계기간은 5년 이상
이 가장 많았으며,접촉빈도는 6개월 미만이 가장 많았다.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원 수는 평균 1.27(±0.58)명이었고,사회적 지지원으로는 친구가 74명(49.3%)으로
가장 많았다.
3.사회적 지지는 연령(F=10.379,p=0.000),경제적 상태(F=5.002,p=0.08)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대상자의 삶의 질 평균점수는 130점 만점에 77.16(±13.48)점이었으며,최소 48
점,최대 113점이었다.
5.대상자의 삶의 질은 교육정도(F=2.707,p=0.048),종교(F=3.349,p=0.021),최종
직업(F=3.208,p=0.015),주 생활비(F=4.516,p=0.005),경제적 상태(F=5.687,
p=0.004),건강보험형태(t=3.050,p=0.003),건강수준(F=16.650,p=0.000),여가활동
(F=5.861,p=0.00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6.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과의 관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는 지지 영역이나 지지망
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이며,삶의 질 또한 매우 낮았다.독거노인
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 정도를 통하여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
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 및 국가적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적 지지 방안으로는 방문간호사의 주기적인 방문을 통한

개별적인 간호나 지역사회 학생,주민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여 사회
적 지지원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복지관,지역사회 내에서는 종교,여가
와 관련된 모임을 결성하여 주기적인 모임을 주선하고 전기․중기․후기로 노년
기를 세분화 하여 각 연령에 적합한 사회적지지 프로그램 즉,교육․건강증진 프
로그램,여가활동․인간관계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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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지원 대책으로는 노령수당의 지급대상 확대 및 증액,생활 형태에 따른
지원 금액의 차등화 등을 통한 독거노인의 생존권 확보 및 경제적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사회적 서비스로는 말벗,개인문제,집안문제에 대한 상담,긴급 연락
체계 구축,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 서비스의 무료제공 실시 등이 있을 수 있
다.이러한 구체적인 실행을 통하여 독거노인의 격리,고립의 상태를 사회로 이
끌고 나옴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독거노인을 위한 간호접근은 개인적,환경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독거노인만을 위한 간호 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보인다.또한,독거노인에게 있어 자녀나 친지들에게 가족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가족으로 하여금 부양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
어야 할 것이며,더불어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전문 인력
의 협력과 비전문 인력의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22...제제제언언언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한다.

1.다른 측정도구를 이용한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에 대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2.가족동거노인과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 비교연구를 제언한다.
3.사회적지지 관련 프로그램,노년기의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의 활성화와 프
로그램을 중재로 한 실험연구를 제언한다.

4.지역사회 내에서의 독거노인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과 주기적인 가정방문
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최저 생계유지와 관련된 지원서비스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을 꽤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의 개발이 요구된다.

5.지역사회 내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인 간호제공과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지역사회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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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 록록록

부부부록록록 AAA...설설설문문문지지지
부부부록록록 BBB...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사사사회회회적적적지지지지지지 정정정도도도
부부부록록록 CCC...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삶삶삶의의의 질질질 정정정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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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AAA...설설설문문문지지지

일 일 일 일 지역사회 지역사회 지역사회 지역사회 독거노인의 독거노인의 독거노인의 독거노인의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지지와 지지와 지지와 지지와 

삶의 삶의 삶의 삶의 질에 질에 질에 질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연구연구연구연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노

인 분야 특히 노인들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에 관심이 있어 이 연

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지는 S시 지역사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분들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르신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들은 독거노인 분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간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설문지의 결과는 순수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

적인 비밀은 절대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상자 분의 귀한 응답은 독거노인 분들께 제공되는 노인 간호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연구자   안미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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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한국판 한국판 한국판 간이인지기능 간이인지기능 간이인지기능 간이인지기능 검사검사검사검사(((( ))))

점수

지남력지남력지남력지남력(((( ))))

1. 오늘은 (   )년 (   )월 (   )일  (  )요일 (   )계절                 

2. 집 주소는 (   )도 (   )군 (   )면                             

   여기는 어디입니까?                                                 

3.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기억등록기억등록기억등록기억등록(((( ))))

4. 물건 이름 기억하기(예, 사과, 나무, 자동차)                         

기억회상기억회상기억회상기억회상(((( ))))

5. 3분 뒤 위의 물건이름 회상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집중 집중 집중 집중 및 및 및 및 계산계산계산계산(((( ) ) ) ) 

6. 100-7=   -7=  -7=  -7=  -7=                                        

   또는 ‘삼천리강산‘ 거꾸로 하기

언어기능언어기능언어기능언어기능(((( ))))

7. 물건이름 맞추기 (연필, 시계)                                       

8. 3단계 명령 : 오른손으로 종이를 집어서                              

                반으로 접고                                           

                무릎위에 놓으시오                                     

9. 5각형 두 개를 겹쳐 그리기                                          

10. ‘간장공장 공장장’ 따라하기                                      

이해 이해 이해 이해 및 및 및 및 판단판단판단판단(((( ))))

11. '옷은 왜 빨아 입습니까?‘ 라고 질문                               

12. ‘길에서 남의 주민등록증을 주웠을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주인에게 돌려주겠습니까?                         

         총  점                                    (     ) 점 /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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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삶의 삶의 삶의 질 질 질 질 측정도구측정도구측정도구측정도구>>>>

어르신이 최근 2주 동안 어르신의 삶의 질, 건강 및 인생의 여러 영역들에 대해 

어르신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묻는 것입니다. 빠뜨리는 문항 없이 답변하여 주십시

오. 만일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확실할 경우, 가장 적절해 보이는 답변을 하나 고

르십시오. 선택번호 ①은 정도가 0%인 것을 의미하며, ②는 25%, ③은 50%, ④

는 75%, ⑤는 정도가 100%인 것을 의미합니다.

------------------------------------------------------------

● 각 질문을 읽은 후, 어르신의 느낌(감정)을 평가하고, 각 문항마다 어르신에게  

   가장 적합한 1개의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하세요.

 ① 매우 나쁘다(0%)  ② 25%  ③ 보통이다(50%)  ④ 75% ⑤ 매우 좋다(100%)

 ① 매우 불만족(0%)  ② 25% ③ 보통이다(50%)  ④ 75%  ⑤ 매우 만족(100%)

● 다음은 어르신이 지난 2주 동안 어떤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① 전혀 아니다(0%) ② 25%  ③ 보통이다(50%) ④ 75% ⑤ 매우 그렇다(100%)

 ① 전혀 필요치 않다(0%) ② 25%    ③ 보통이다(50%) 

 ④ 75%                 ⑤ 매우 필요하다(100%)

 ① 전혀 아니다(0%)  ② 25% ③ 보통이다(50%) ④ 75% ⑤ 매우 그렇다(100%)

 ① 전혀 아니다(0%) ② 25% ③ 보통이다(50%) ④ 75%  ⑤ 매우 그렇다(100%)

 ① 전혀 아니다(0%)  ② 25% ③ 보통이다(50%) ④ 75% ⑤ 매우 그렇다(100%)

 ① 전혀 아니다(0%)  ② 25% ③ 보통이다(50%) ④ 75% ⑤ 매우 그렇다(100%)

 1. 1. 1. 1.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의 어르신의 어르신의 어르신의 삶의 삶의 삶의 삶의 질을 질을 질을 질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평가하십니까평가하십니까평가하십니까????

 2. 2. 2. 2.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자신의 자신의 자신의 자신의 건강상태에 건강상태에 건강상태에 건강상태에 대해 대해 대해 대해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만족하고 만족하고 만족하고 만족하고 계십니까계십니까계십니까계십니까????

    3. 3. 3. 3.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신체적 신체적 신체적 신체적 통증으로 통증으로 통증으로 통증으로 인해 인해 인해 인해 어르신이 어르신이 어르신이 어르신이 해야 해야 해야 해야 할 할 할 할 일을 일을 일을 일을 어느 어느 어느 어느 정도 정도 정도 정도 방해를 방해를 방해를 방해를 

                받는다고 받는다고 받는다고 받는다고 느끼십니까느끼십니까느끼십니까느끼십니까????

 4. 4. 4. 4.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일상생활을 일상생활을 일상생활을 일상생활을 잘 잘 잘 잘 하기 하기 하기 하기 위해 위해 위해 위해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많은 많은 많은 많은 치료가 치료가 치료가 치료가 필요합니까필요합니까필요합니까필요합니까????

 5. 5. 5. 5.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인생을 인생을 인생을 인생을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즐기십니까즐기십니까즐기십니까즐기십니까????

 6. 6. 6. 6.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의 어르신의 어르신의 어르신의 삶이 삶이 삶이 삶이 어느 어느 어느 어느 정도 정도 정도 정도 의미 의미 의미 의미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느끼십니까느끼십니까느끼십니까느끼십니까????

    7. 7. 7. 7.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정신을 정신을 정신을 정신을 잘 잘 잘 잘 집중할 집중할 집중할 집중할 수 수 수 수 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

    8. 8. 8. 8.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안전하다고 안전하다고 안전하다고 안전하다고 느낍니까느낍니까느낍니까느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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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혀 아니다(0%) ② 25% ③ 보통이다(50%) ④ 75% ⑤ 매우 그렇다(100%) 

● 다음 문항들은 지난 2주 동안 어르신이 어떤 것들을 “ 얼마나 전적으로” 경험

하였으며 혹은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① 전혀 아니다(0%)  ② 25% ③ 보통이다(50%) ④ 75% ⑤ 매우 그렇다(100%)

 ① 전혀 수긍하지 못한다(0%)  ② 25%    ③ 보통이다(50%)

 ④ 75%                      ⑤ 매우 수긍한다 (100%)

 ① 전혀 아니다(0%)  ② 25% ③ 보통이다(50%) ④ 75% ⑤ 매우 그렇다(100%)

 ① 전혀 얻지 못한다(0%) ② 25%  ③ 보통이다(50%) 

 ④ 75%                 ⑤ 매우 쉽게 얻는다(100%)

 ① 전혀 없다(0%)  ② 25%  ③ 보통이다(50%)  ④ 75%  ⑤ 매우 많다(100%)

● 다음은 지난 2주 동안 어르신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 어르신이 얼마나 

   만족했고, 행복했고, 좋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① 전혀 다니지 못한다(0%)    ② 25%     ③ 보통이다(50%)

 ④ 75%                      ⑤ 매우 잘 다닌다(100%)

 ① 전혀 불만족(0%)  ② 25% ③ 보통이다(50%) ④ 75%  ⑤ 매우 만족(100%)

 ① 전혀 불만족(0%)  ② 25% ③ 보통이다(50%)  ④ 75%  ⑤ 매우 만족(100%)

 ① 전혀 불만족(0%)  ② 25% ③ 보통이다(50%)  ④ 75%  ⑤ 매우 만족(100%)

    9. 9. 9. 9.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건강에 건강에 건강에 건강에 좋은 좋은 좋은 좋은 주거환경주거환경주거환경주거환경((((공해공해공해공해, , , , 기후기후기후기후, , , , 소음소음소음소음, , , , 쾌적함 쾌적함 쾌적함 쾌적함 등등등등) ) ) ) 에 에 에 에 살고 살고 살고 살고 

                계십니까계십니까계십니까계십니까????

    11. 11. 11. 11.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자신의 자신의 자신의 자신의 신체적 신체적 신체적 신체적 외모에 외모에 외모에 외모에 수긍하십니까수긍하십니까수긍하십니까수긍하십니까????

    12. 12. 12. 12.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필요한 필요한 필요한 필요한 만큼 만큼 만큼 만큼 충분한 충분한 충분한 충분한 돈을 돈을 돈을 돈을 가지고 가지고 가지고 가지고 계십니까계십니까계십니까계십니까????

    13. 13. 13. 13.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매일의 매일의 매일의 매일의 생활에 생활에 생활에 생활에 필요한 필요한 필요한 필요한 정보를 정보를 정보를 정보를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얻을 얻을 얻을 얻을 수 수 수 수 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

    14. 14. 14. 14. 여가를 여가를 여가를 여가를 즐길 즐길 즐길 즐길 기회를 기회를 기회를 기회를 어느 어느 어느 어느 정도 정도 정도 정도 가지고 가지고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

    16. 16. 16. 16.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자신의 자신의 자신의 자신의 수면수면수면수면((((잘 잘 잘 잘 자는 자는 자는 자는 것것것것))))에 에 에 에 대해 대해 대해 대해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만족하고 만족하고 만족하고 만족하고 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 ? ? ? 

    17. 17. 17. 17.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자신의 자신의 자신의 자신의 일상생활 일상생활 일상생활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수행능력에 수행능력에 수행능력에 어느 어느 어느 어느 정도 정도 정도 정도 만족하십니까만족하십니까만족하십니까만족하십니까????

    18. 18. 18. 18.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자신의 자신의 자신의 자신의 일하는 일하는 일하는 일하는 능력에 능력에 능력에 능력에 대해 대해 대해 대해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만족하십니까만족하십니까만족하십니까????

    15. 15. 15. 15.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잘 잘 잘 잘 돌아다닐 돌아다닐 돌아다닐 돌아다닐 수 수 수 수 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이동성이동성이동성이동성)?)?)?)?

    10. 10. 10. 10.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일상생활을 일상생활을 일상생활을 일상생활을 하기에 하기에 하기에 하기에 충분한 충분한 충분한 충분한 에너지에너지에너지에너지((((기력기력기력기력))))가 가 가 가 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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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전혀 불만족(0%)  ② 25%  ③ 보통이다(50%)  ④ 75% ⑤ 매우 만족(100%)

 ① 전혀 불만족(0%)  ② 25%  ③ 보통이다(50%) ④ 75%  ⑤ 매우 만족(100%)

 ① 전혀 불만족(0%)  ② 25%  ③ 보통이다(50%) ④ 75%  ⑤ 매우 만족(100%)

 ① 전혀 불만족(0%)  ② 25%  ③ 보통이다(50%)  ④ 75% ⑤ 매우 만족(100%)

 ① 전혀 불만족(0%)  ② 25%  ③ 보통이다(50%) ④ 75%  ⑤ 매우 만족(100%)

 ① 전혀 불만족(0%)  ② 25%  ③ 보통이다(50%) ④ 75%  ⑤ 매우 만족(100%)

 ① 전혀 불만족(0%)  ② 25%  ③ 보통이다(50%) ④ 75%  ⑤ 매우 만족(100%)

   ① 전혀 느끼지 못한다(0%)    ② 25%       ③ 보통이다(50%)

   ④ 75%                      ⑤ 매우 많이 느낀다(100%)

    19. 19. 19. 19.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자신에 자신에 자신에 자신에 대해 대해 대해 대해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만족하십니까만족하십니까만족하십니까????

    21. 21. 21. 21.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자신의 자신의 자신의 자신의 성생활에 성생활에 성생활에 성생활에 대해 대해 대해 대해 만족하십니까만족하십니까만족하십니까만족하십니까????

    22. 22. 22. 22.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친구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의 도움에 도움에 도움에 도움에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만족하십니까만족하십니까만족하십니까????

    23. 23. 23. 23. 어르신이 어르신이 어르신이 어르신이 살고 살고 살고 살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집과 집과 집과 집과 집 집 집 집 주변 주변 주변 주변 환경에 환경에 환경에 환경에 만족하십니까만족하십니까만족하십니까만족하십니까????

    24. 24. 24. 24. 의료서비스를 의료서비스를 의료서비스를 의료서비스를 쉽게 쉽게 쉽게 쉽게 받을 받을 받을 받을 수 수 수 수 있다는 있다는 있다는 있다는 점점점점((((접근도접근도접근도접근도))))에 에 에 에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만족하고 만족하고 만족하고 만족하고 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

    25. 25. 25. 25.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이 어르신이 어르신이 어르신이 이용하는 이용하는 이용하는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교통수단에 교통수단에 교통수단에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만족하십니까만족하십니까만족하십니까????

    20. 20. 20. 20.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어르신은 자신의 자신의 자신의 자신의 대인관계에 대인관계에 대인관계에 대인관계에 대해 대해 대해 대해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만족하십니까만족하십니까만족하십니까????

    26. 26. 26. 26. 우울함우울함우울함우울함, , , , 절망감절망감절망감절망감, , , , 불안감불안감불안감불안감, , , , 의기소침 의기소침 의기소침 의기소침 등의 등의 등의 등의 부정적인 부정적인 부정적인 부정적인 기분을 기분을 기분을 기분을 어느 어느 어느 어느 정도 정도 정도 정도 자주 자주 자주 자주 

                    느끼십니까느끼십니까느끼십니까느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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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질문지질문지질문지질문지>>>>

어르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을 순서대로 아래의 성명 혹은 관계 란에 기록하

여 주십시오.(가능한 한 중요한 사람 전부를 다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우자, 가족 혹은 친척, 친구, 직장동료, 동업자, 이웃, 학교동창, 간호사 혹

은 의사, 상담자, 치료사, 목사, 신부 혹은 스님 등

● 성명 혹은 관계 (24명까지 기록 가능)

1. 이 사람이 귀하를 얼마나 좋아하거나 사랑한다고 느끼십니까?

① 전혀  ② 약간  ③ 보통  ④ 많이  ⑤ 아주 많이

2. 이 사람이 귀하를 얼마나 존중한다고 느끼십니까?

① 전혀  ② 약간  ③ 보통  ④ 많이  ⑤ 아주 많이

3. 귀하는 이 사람을 얼마나 신임할 수 있습니까?

① 전혀  ② 약간  ③ 보통  ④ 많이  ⑤ 아주 많이

4. 이 사람은 귀하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 얼마나 동조하고 지지합니까?

① 전혀  ② 약간  ③ 보통  ④ 많이  ⑤ 아주 많이

5. 만약 귀하께서 갑자기 돈 10만원을 빌려야 할 경우나 기타 갑자기 

  도움이 필요할 때, 이 사람은  귀하를 어느 정도 도울 수 있겠습니까?

① 전혀  ② 약간  ③ 보통  ④ 많이  ⑤ 아주 많이

6. 만약 귀하께서 몇 주일 동안 아파서 누워있게 된다면, 이 사람은 

  귀하를 얼마나 도울 수 있겠습니까?

① 전혀  ② 약간  ③ 보통  ④ 많이  ⑤ 아주 많이

7. 귀하께서는 이 사람을 알게 된지는 얼마 되십니까?

① 6 개월 미만 ② 6-12개월 미만 ③ 1년 - 2년 ④ 2년 - 5년 ⑤ 5년 이상

8. 귀하께서는 이 사람과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하고 있습니까? 

(전화, 방문, 서신)

① 6 개월 미만 ② 6-12개월 미만 ③ 1년 - 2년 ④ 2년 - 5년 ⑤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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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인구사회학적 인구사회학적 인구사회학적 인구사회학적 특성 특성 특성 특성 >>>>

다음을 읽으시고 어르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의 (   ) 안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

다.

1. 어르신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어르신의 연령은?  ① 65~74세  ② 75~84세  ③ 85세 이상

3. 어르신의 종교는?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기타  

4. 어르신의 교육정도는? ① 무학    ② 초졸      ③ 중졸     ④ 고졸이상

5. 어르신의 건강수준은 어떠십니까?

  ① 아주 좋은 편이다  ② 좋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지 않은 편이다

  ⑤ 아주 좋지 않은 편이다

6. 어르신의 건강보험형태는?

  ① 국민건강보험  ② 기초생활수급자  ③ 기타

7. 어르신께서는 현재 결혼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① 이혼  ② 사별  ③ 기타

8. 어르신의 최종직업은?

  ① 농업 ․ 어업  ② 상업, 사업 ③ 공무원, 교직  ④ 무직  ⑤ 기타 

9. 어르신께서 혼자 사시는 이유는?

  ① 자녀가 없어서                    ②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③ 자녀가 동거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④ 기타

10. 어르신께서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1. 어르신의 용돈을 포함하여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0만 원 이하   ② 20~30만원   ③ 30~40만원  ④ 40만 원 이상

12. 어르신은 주 생활비를 주로 어떻게 마련하십니까?

  ① 정부보조금    ② 가족의 지원    ③ 연금    ④ 기타

13. 어르신께서는 생활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떠십니까?

  ① 매우 어렵다  ② 약간 어렵다  ③ 그다지 어렵지 않다  

14. 현재 여가활동을 하기 위해 나가시는 곳은?

  ① 없다 ② 노인정, 경로당 ③ 계모임, 친목회  ④ 종교단체  ⑤ 기타        

15. 불편한 경우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해당란에 모두 ∨표를 해주십시오.

  ① 뇌졸중(중풍)  ② 고혈압/저혈압  ③ 당뇨  ④ 관절염  ⑤ 심장질환   

  ⑥ 신경통/근육통 ⑦ 백내장 ⑧ 시력  ⑨ 청력  ⑩ 치아    ⑪ 위장병  

  ⑫ 간장 질환     ⑬ 기타

16. 현재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는 다양한 원조가 있으십니까?

 ① 급식서비스 ② 일상생활 지원 ③ 의료서비스 ④ 경제적 지원 ⑤ 정서 서비스 

설설설문문문에에에 응응응해해해주주주셔셔셔서서서 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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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부록 부록 B>B>B>B>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지지지지지지지지 Schéffetest*p<0.05

구 분 사회적 지지 t또는 F
(p)

총기능적 지지 t또는 F
(p)

총 지지망 t또는 F
(p)M±S.D. M±S.D. M±S.D.

성별 남자 34.50±12.02 -.872 26.44±10.04 -.646 8.06±2.61 -1.488
여자 37.28±16.52 (.385) 28.08±13.04 (.520) 9.20±4.03 (.139)

연령 65-74세 34.13±11.09* 10.379 25.98±9.40* 9.242 8.15±2.60* 10.316
75-84세 35.47±14.24* (.000) 26.88±11.26* (.000) 8.88±3.57* (.000)
85세이상 58.63±29.40* 44.50±22.80* 14.13±6.83*

종교 기독교 38.32±13.49 0.290 28.97±11.03 0.224 9.35±3.12 0.531
천주교 36.00±10.02 (.884) 27.11±2.83 (.925) 9.00±2.83 (.713)
불교 33.85±11.74 25.85±9.70 8.00±2.71
기타 36.44±17.90 27.49±14.04 8.95±4.37

교육정도 무학 36.92±17.04 0.307 27.74±13.54 0.414 9.18±4.06 0.602
초졸 36.72±11.70 (.873) 28.44±9.21 (.799) 8.28±2.85 (.662)
중졸 31.50±3.54 22.50±0.71 9.00±2.83
고졸이상 28.00±4.24 19.00±7.07 9.00±2.83

건강수준 아주 좋은 편 35.75±2.06 0.650 28.25±2.06 0.532 7.50±0.58 1.579
좋은 편 37.46±22.00 (.628) 27.08±17.51 (.712) 10.38±5.17 (.185)
보통 36.85±9.81 27.81±7.92 9.04±2.79
좋지 않은 편 37.68±17.37 28.62±13.80 9.06±3.98
아주 좋지 않은 편 29.2±5.27 22.50±5.06 6.7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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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부록 부록 B-B-B-B-계속계속계속계속> > > >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지지지지지지지지

구 분
사회적 지지 t또는 F

(p)
총기능적 지지 t또는 F

(p)
총 지지망 t또는 F

(p)M±S.D. M±S.D. M±S.D.
건강보험형태 국민건강보험 29.29±5.29 -1.283 19.71±5.99 -1.774 9.57±1.51 0.488

기초생활수급자 36.99±15.77 (.202) 28.13±12.43 (.079) 8.86±5.59 (.626)
결혼상태 이혼 31.83±18.50 0.674 23.00±16.44 0.767 8.83±3.25 0.505

사별 37.34±15.96 (.570) 28.33±12.51 (.515) 9.00±3.91 (.680)
기타 32.10±5.34 23.90±5.84 8.20±1.75

최종직업 농업,어업 38.36±20.00 1.390 28.96±15.50 2.063 9.40±4.84 0.553
상업,사업 35.94±11.45 (.242) 27.69±9.66 (.090) 8.25±2.44 (.697)
공무원,교직 24.50±0.71 14.50±0.71 10.00±4.41
무직 39.23±13.05 30.23±9.98 9.00±3.56

기타 29.50±7.89 20.93±6.37 8.57±2.59
혼자사는 이유 자녀가 없어서 33.11±9.59 1.973 25.89±7.63 1.470 7.22±2.34 4.022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39.65±19.04 (.122) 29.77±15.11 (.226) 9.88±4.40 (.009)
자녀가 동거하기를 원치
않아서 38.40±11.97 28.70±9.17 9.70±3.56
기타 32.09±9.86 24.04±8.74 8.04±2.29

자녀의 유무 있다 37.60±16.77 1.804 28.23±13.39 1.233 9.38±3.96 3.444
없다 33.04±9.55 (.075) 25.74±7.59 (.221) 7.30±2.3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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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부록 부록 B-B-B-B-계속계속계속계속> > > >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지지지지지지지지 Schéffetest*p<0.05

구 분
사회적 지지 t또는 F

(p)
총기능적 지지 t또는 F

(p)
총 지지망 t또는 F

(p)M±S.D. M±S.D. M±S.D.
월평균 소득 10만원 이하 29.25±1.50 1.014 23.00±2.45 0.868 6.25±1.50 1.308

20～30만원 36.59±15.87 (.389) 27.64±12.50 (.460) 8.94±3.86 (.275)
30～40만원 35.91±12.37 27.10±11.18 8.82±2.71
40만원 이상 52.5±21.92 40.00±19.80 12.50±2.12

주 생활비 정부보조금 36.94±15.80 0.803 28.06±12.43 1.223 8.87±3.87 0.137
가족의 지원 28.17±4.54 (.549) 18.83±4.88 (.303) 9.33±1.97 (.984)
연금 50.00±25.46 39.50±20.51 10.20±4.95

경제적 상태 매우 어렵다 40.29±17.98* 5.002 30.73±13.74* 4.976 9.76±4.49* 4.821
약간 어렵다 31.03±9.78* (.008) 23.55±8.63* (.008) 7.47±1.93* (.010)
그다지 어렵지 않다 33.13±11.24 24.50±10.59 8.63±2.47

여가활동 없다 36.93±18.16 1.388 28.41±14.07 1.661 8.51±4.39 0.816
노인정,경로당 34.47±13.73 (.234) 25.72±10.99 (.150) 8.75±3.41 (.540)
계모임,친목회 31.33±5.51 22.33±6.66 9.00±2.00
종교단체 45.19±14.56 34.69±11.81 10.50±3.33
기타 32.00±5.00 24.33±4.93 7.6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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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부록 부록 C> C> C> C>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삶의 삶의 삶의 삶의 질 질 질 질 정도정도정도정도    Schéffetest*p<0.05
구 분 삶의 질 t또는 F

(p)
신체적 t또는 F

(p)
심리적 t또는 F

(p)
사회적관계 t또는 F

(p)
생활환경 t또는 F

(p)M±S.D. M±S.D. M±S.D. M±S.D. M±S.D.
성별 남자 2.97±0.66 1.028 2.92±0.81 2.003 2.84±0.63 0.402 3.06±0.94 0.025 3.19±0.79 0.822

여자 2.84±0.60 (.306) 2.62±0.70 (.047) 2.78±0.75 (.689) 3.06±0.86 (.980) 3.07±0.64 (.413)
연령 65-74세 2.95+0.62 2.063 2.78±0.77 0.003 2.85±0.77 1.667 3.18±0.83* 3.805 3.18±0.67 1.419

75-84세 2.85+0.62 (.132) 2.68±0.74 (.332) 2.80±0.69 (.193) 3.04±0.93 (.025) 3.07±0.71 (.246)
85세이상 2.49+0.38 2.38±0.27 2.36±0.42 2.29±0.33* 2.77±0.48

종교 기독교 3.00±0.72 3.349 2.83±0.79 0.905 2.97±0.90 4.129 3.26±0.97 2.008 6.17±0.73 3.717
천주교 3.86±0.48 (.021) 3.21±0.71 (.463) 4.05±0.63* (.008) 4.33±0.94 (0.98) 4.38±0.53* (.013)
불교 2.65±0.42 2.50±0.61 2.52±0.67* 2.92±0.88 2.83±0.33*
기타 2.83±0.57 2.68±0.74 2.73±0.55 2.94±0.79 3.09±0.68

교육정도 무학 2.79±0.55 2.707 2.62±0.65 2.436 2.72±0.69 1.502 2.96±0.86 1.378 3.07±0.63 2.707
초졸 3.04±0.67 (.048) 2.86±0.85 (.068) 2.98±0.76 (.218) 3.30±0.94 (.253) 3.24±0.73 (.048)
중졸 2.68±0.96 2.36±1.11 2.35±1.20 2.67±0.47 3.31±0.62
고졸이상 3.57±0.98 3.57±1.17 3.16±0.73 3.33±0.88 4.08±1.01

건강수준 아주 좋은 편 3.12±1.05* 16.650 3.00±1.48* 27.217 3.00±0.91 6.168 3.25±1.20 1.416 3.47±1.03* 11.696
좋은 편 3.69±0.62* (.000) 3.70±0.72* (.000) 3.45±0.79* (.000) 3.56±1.02 (.233) 3.92±0.65* (.000)
보통 3.00±0.50* 3.03±0.42* 2.91±0.68 3.10±0.96 3.05±0.57*
좋지 않은 편 2.76±0.44* 2.53±0.48* 2.70±0.65* 2.96±0.80 3.06±0.56*
아주 좋지 않은 편 2.12±0.32* 1.61±0.29* 2.17±0.52* 2.90±0.87 2.3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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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부록 부록 C-C-C-C-계속계속계속계속> > > >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삶의 삶의 삶의 삶의 질 질 질 질 

구 분
삶의 질 t또는 F

(p)
신체적 t또는 F

(p)
심리적 t또는 F

(p)
사회적관계 t또는 F

(p)
생활환경 t또는 F

(p)M±S.D. M±S.D. M±S.D. M±S.D. M±S.D.
건강보험형태 국민건강보험 3.54±0.64 3.050 3.33±1.09 5.462 3.13±0.38 1.631 3.81±0.72 5.618 4.00±0.74 14.179

기초생활수급자 2.83±0.59 (.003) 2.67±0.70 (.021) 2.78±0.73 (.204) 3.10±0.87 (.019) 3.05±0.64 (.000)
결혼상태 이혼 2.76±0.47 1.081 2.52±0.75 2.083 2.72±0.56 0.413 2.83±0.62 0.206 3.13±0.51 0.95

사별 2.89±0.62 (.360) 2.74±0.72 (.106) 2.80±0.75 (.744) 3.07±0.92 (.892) 3.09±0.70 (.419)
기타 2.71±0.56 2.30±0.82 2.69±0.55 3.10±0.65 3.08±0.53

최종직업 농업,어업 2.86±0.55 3.208 2.78±0.68 2.084 2.74±0.70 2.157 2.93±0.76 2.200 3.13±0.57 3.750
상업,사업 3.07±0.71 (.015) 2.85±0.79 (.087) 3.05±0.81 (.078) 3.33±1.04 (.073) 3.27±0.80 (.007)
공무원,교직 3.59±1.16 3.21±1.92 3.17±0.71 4.00±0.47 4.13±1.24
무직 2.58±0.34 2.37±0.60 2.58±0.58 2.82±0.70 2.72±0.41

기타 2.75±0.62 2.54±0.74 2.62±0.63 3.02±0.94 3.03±0.74
혼자사는 이유 자녀가 없어서 2.79±0.51 0.951 2.57±0.66 0.910 2.72±0.64 1.453 2.83±0.70 0.807 3.05±0.55 0.848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2.96±0.63 (.418) 2.82±0.69 (.439) 2.92±0.78 (.231) 3.14±1.00 (.493) 3.18±0.67 (.470)
자녀가 동거하기를 원치
않아서 2.68±0.58 2.66±1.10 2.45±0.47 3.07±0.80 2.84±0.57
기타 2.86±0.66 2.65±0.71 2.75±0.72 3.08±0.79 3.12±0.86

자녀의 유무 있다 2.91±0.65 1.569 2.75±0.76 1.491 2.83±0.76 1.215 3.11±0.92 1.192 3.13±0.73 1.032
없다 2.73±0.45 (.122) 2.51±0.62 (.320) 2.64±0.53 (.227) 2.88±0.75 (.235) 3.00±0.49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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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부록 부록 C-C-C-C-계속계속계속계속> > > >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삶의 삶의 삶의 삶의 질 질 질 질 Schéffetest*p<0.05

구 분
삶의 질 t또는 F

(p)
신체적 t또는 F

(p)
심리적 t또는 F

(p)
사회적관계 t또는 F

(p)
생활환경 t또는 F

(p)M±S.D. M±S.D. M±S.D. M±S.D. M±S.D.
월평균 소득 10만원 이하 2.28±0.89 1.725 1.97±0.95 2.396 2.20±0.89 1.548 3.13±1.02 0.363 2.33±1.19 2.674

20～30만원 2.90±0.58 (.166) 2.77±0.69 (.072) 2.80±0.71 (.206) 3.03±0.87 (.780) 3.16±0.63 (.050)
30～40만원 2.87±0.75 2.56±0.97 2.97±0.78 3.30±1.02 2.94±0.80
40만원 이상 2.71±0.24 2.21±0.51 3.17±0.24 2.83±0.24 3.00±0.35

주 생활비 정부보조금 2.81±0.58* 4.516 2.67±0.70 2.961 2.75±0.74 1.203 3.00±0.86* 4.694 3.02±0.63* 6.797
가족의 지원 3.53±0.69* (.005) 3.12±1.07 (.035) 3.16±0.45 (.312) 4.22±0.50* (.004) 4.02±0.78* (.000)
연금 2.90±0.51 2.29±0.61 3.08±0.35 2.83±0.24 3.56±1.15
기타 3.64±0.49 3.71±1.08 3.28±0.35 3.56±0.51 3.50±0.00

경제적 상태 매우 어렵다 2.72±0.53* 5.687 2.66±0.61 0.615 2.54±0.59* 10.502 2.78±0.76* 8.535 3.00±0.64* 3.437
약간 어렵다 2.98±0.65 (.004) 2.72±0.86 (.543) 3.04±0.69* (.000) 3.32±0.92* (.000) 3.13±0.66 (.035)
그다지 어렵지 않다 3.24±0.70* 2.88±0.94 3.22±0.92* 3.54±0.88* 3.48±0.83*

여가활동 없다 2.61±0.37* 5.861 2.38±0.57* 6.422 2.52±0.50 3.962 2.79±0.66 3.086 2.88±0.50 3.188
노인정,경로당 2.92±0.64 (.000) 2.82±0.78 (.000) 2.84±0.71 (.005) 3.07±0.86 (.019) 3.15±0.72 (.016)
계모임,친목회 3.61±0.48 3.81±1.00* 3.17±0.17 4.00±0.33 3.79±0.59
종교단체 3.02±0.72 2.70±0.53 3.08±1.00 3.35±1.21 3.21±0.82
기타 3.68±0.30* 3.60±0.24* 3.58±0.75 3.75±1.10 3.78±0.16



AAABBBSSSTTTRRRAAACCCTTT

TTThhheeerrreeelllaaatttiiiooonnnssshhhiiipppbbbeeetttwwweeeeeennnsssoooccciiiaaalllsssuuuppppppooorrrttt&&& ttthhheeeqqquuuaaallliiitttyyy
ooofffLLLiiifffeeeaaammmooonnngggttthhheeeeeellldddeeerrrlllyyyllliiivvviiinnngggaaalllooonnneee

iiinnnttthhheeecccooommmmmmuuunnniiitttyyy

Thisstudyisadescriptivemutualrelationstudywhichprovidesbasicdata
forimprovingthequalityoflifeamongtheelderlylivingalonebyanalyzing
therelationshipbetweensocialsupportandthequalityoflife.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the Norbeck SocialSupport

Questionnaire(NSSQ)developedbyNorbeck,etal.andtheWHOQOL-BREF
developedbyWHO.Datawerecollectedbyfacetofaceinterviewsranging
from April25thtoMay10th2005.
Theparticipantswere122elderly personsliving aloneover65yearsold.

Theywerecomposedof73% femalesand27% males.Thebiggestage-range
wasbetween75and84yearsold;ittook48.4%.69.7% wereilliterateand
94.3% werethebeneficiaryofsocialsecuritybenefitfrom thegovernment.The
numericalvalueofsocialsupportwas36.41pointson averageoutof984.
Socialsupportcan bedivided functionalsupportand supportnetwork;the
averaged functionalsupportpoints were 27.64 outof720 and thesupport
network points were 8.90 outof264.The supportnetwork was mos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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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ainedforover5years,andthefrequencyofcontactswasmostlyunder6
months.Thesupportresourcewasmostly friend.Thenumbersofsupport
resourcesperpersonare1.27.Thesocialsupporthadsignificantdifferences
statisticallydependingonrespondent’sageandeconomicstatus.
Theaveraged pointsofquality oflifewere77.16outof130;maximum

pointsof113andminimum pointsof48.Thequalityoflifehadbigdifferences
accordingtoreligion,thedegreeofeducation,thelevelofhealth,thestyleof
healthinsurance,thelastoccupation,thestandardofliving,economicsituation
and leisure activities.However no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social
supportandthequalityoflife.
Thesestatisticresultsshow thatsocialsupportandthequalityoflifefor

theelderly living alonewasvery low.Sothereisthenecessity forsocial
supportin relation tothequality oflifeoftheelderly living alonein our
community.Thespecificcountermeasuresareregularindividualnurse’svisit
andsocietyserviceactivitiesofstudentsorinhabitantswhichareeducationor
healthprograms,leisureactivities,humanrelationshipprograms,etc.

KeyWords:theelderlylivingalone,socialsupport,thequalityof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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