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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using KLoSA data, it was verified whether subjective expectations and depression had 

a multi-mediated effect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and mild cognitive impair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t was analyzed that the higher the IADL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and mild cognitive impairment, the lower the subjective expectation, the higher the depression, 

and the lower the life satisfaction. Second, it was analyzed that as the subjective expectations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and mild cognitive impairment increased, depression decreased and life satisfaction 

increased. Third, it was analyzed that IADL in the elderly with dementia and mild cognitive impairment 

not only directly affects life satisfaction, but also indirectly affects life satisfaction through subjective 

expectations and depression, so it has a multi-mediated effe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subjective expectations by expanding service providers that can support daily life restrictions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and mild cognitive impairment, providing regular programs by experts to reduce 

depression, and establishing new national pension benefits for dependents. 

▸Key words: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제7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데이터를 활용하여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IADL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데 주관적 기대감과 우울이 다중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IADL이 높을수록 주관적 기대감은 낮아지고, 우울은 

높아지며, 삶의 만족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주관적 기대감

이 높아질수록 우울은 낮아지고, 삶의 만족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IADL은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관적 기대감과 우울을 통해 삶의 만족에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다중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일상생활제한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대와 우울증 감소를 위한 전문가의 주기적인 

프로그램 제공, 부양자에 대한 국민연금의 부과급여 신설을 통한 주관적 기대감의 확대가 필요하다.

▸주제어: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IADL, 주관적 기대감, 삶의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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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성 질환인 치매에 노출된 노

인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중 치매 유병률은 

2020년 10.3%(84만명으로 추산), 2050년에는 302만명 까

지 증가하여 전체 노인의 15.9%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령이 높아갈수록 치매로 인한 두려움을 가장 크게 인식

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증가, 가족부양의식 약화에 따른 

가족에 의한 돌봄은 줄어들고, 공적제도를 통한 돌봄서비

스에 대한 욕구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는 치매 전

단계의 고위험군 상태라 할 수 있으며, 경도인지장애 환자

의 약 10∼15%가 치매로 진행되고 있다. 2019년 경도인

지장애 수진자수는 약 27만명으로 최근 10년간 수진자수

가 거의 20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65세이상 경도

인지장애 수진노인이 약 22만명으로 전체 연령대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2]. 

노화에 따른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는 일상생활수행능력

(IADL)을 통해 측정되는 신체적 기능에 제한을 가져오고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한 활동에도 제약을 동반하여 우울

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3-4]. 즉, 일상생활수

행능력의 저하는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접촉 기회를 줄이

고 사회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을 감소시켜 우울을 높인

다는 것이다[4-5]. 이에 더해 기본적 욕구인 식사, 목욕, 

대소변 조절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노인은 무

력감을 느끼고 의존적이 되며, 결국 비관이나 우울에 빠지

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6-7]에서도 노인의 일상생활제한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유의미하게 더 높다고 하였다. 

노인의 건강 악화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지적된다[8-12]. 다수의 선행연구

에 따르면 신체건강 수준이 낮거나, 우울감이 높은 경우, 

그리고 신체활동을 다양하게 즐기지 않는 고연령자일수록 

삶의 만족이 낮은 경향이 있다[13]. 

이와 대조적으로 사회보장은 소득 상실과 건강 악화로 

인한 고령자의 삶의 만족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요인이라

고 한다. 실제로 중장년 이상은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과 

같은 노후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욕구가 크고, 장기요양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요도 큰 편이다[13-14]. 특히,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경제적 측면의 노후 소득보장 보다

는 의료 및 건강보장 측면의 건강보험제도와 장기요양제

도가 노후생활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점에 더 높은 기대감

을 나타내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15].

한편, 노인 자신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노인일

수록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과 낙관성이 높다는 연구

[16-17]를 통해 건강상태와 기대감과의 상관성이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노년기에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우울 등의 다중적의 어려움으로 인해 노인들의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반면에 이들 노인들이 인식하

는 주관적 기대감은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활력을 제공하

기도 한다[17-18].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5, 

19]에서도 주관적 건강상태는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만족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활동에 제

약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주관적 기대감

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지금까지 삶의 만족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

는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생활제한, 주관적 기대

감, 우울 등의 요인들은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의 요인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다룬 연구는 많으나, 이

들 변수 간의 복합적이고 연쇄적인 인과관계와 다중적 매

개효과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65세 이상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

인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일상생활제한이 삶의 만족에 영

향을 미치는데 주관적 기대감과 우울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IADL은 주

관적 기대감, 우울,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주관적 기대감은 우울과 삶의 만족에, 우

울은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IADL과 삶

의 만족 사이에 주관적 기대감과 우울은 각각 매개역할을 

하는가?

[연구문제 4]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IADL과 삶

의 만족 사이에 주관적 기대감과 우울은 다중매개역할을 

하는가? 

II. Preliminaries

1.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삶의 만족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되지만, 

[20]은 가족과 친구 등과의 개인적 유대관계를 맺고, 자신

의 생활에 대해 만족하며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는 살

아가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21]. 대체로 

주관적 안녕감, 행복 등 단편적이 아닌 다차원적인 개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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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한다[22-23].

노화로 신체 및 인지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면 타인의 도

움이 없이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제한은 노인의 삶의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13, 24]. 특히 치매

와 경도인지장애에 노출된 노인의 ADL(일상생활제한)과 

IADL(수단적 일상생활제한)은 노인들이 자신의 생활공간

에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

력을 감소하게 하고 이는 삶의 만족을 낮추는 요인이 된

다. 최근 치매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기본적 일상생활제한(ADL) 영역보다는 수단적 

일상생활제한(IADL)에서의 수행력이 저하되므로 이에 대

한 조기진단과 IADL의 향상을 위한 중재목표 설정이 중요

함을 강조하고 있다[25].

2. Subjective expectation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주관적 기대감이란 “어떤 사안이나 상태가 어떤 방향으

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함”으로 정의할 수 있다[17]. 노인

들이 생애주기상 경험하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 만성질환

의 증가, 가족기능 약화, 배우자 상실, 축소된 사회적 관계

망 등의 어려움은 노인들의 삶을 비관적으로 보게 하지만, 

국가의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주관적 기대감은 현실

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의 지지대 역할을 제공하기도 한다.

여성 베이비부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 사이

에 주관적 기대감의 매개역할을 검증한 선행연구[23]에 의

하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주관적 기대

감이 높아져 삶의 만족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한, 노인의 주관적 기대감은 우울에 직접적인 부(-)적인 영

향을 미치며, 노인의 건강상태와 우울 간에 주관적 기대감

이 매개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17, 26]도 주목할 연구결

과이다. 

우울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체로 걱정과 침체, 상실감과 무기력함을 나타내는 정서

장애를 의미하는데[21, 27-28], 우울감이 지속되면 자기비

하 및 자아존중감 유지의 어려움,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하

는 위축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있기 때문에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

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정서적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29]

에서도 우울감이 낮을수록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이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IADL 장애와 우울

증에 대한 선행연구[30]에서도 IADL 장애와 우울증은 정

(+)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노인의 인지기능, 수단적 일

상생활수행능력(lADL), 우울 및 삶의 만족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27-28, 31]에 의하면, 인지기능이 높으면 

삶의 질도 높아지고, IADL이 낮을수록 삶의 질도 높은 것

으로 나타났고, 우울점수가 낮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노인의 IADL, 주관

적 기대감, 우울, 삶의 만족 간의 경로를 밝히고 주관적 기

대감과 우울의 다중매개효과의 검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III. Results methods

1. Analysis Data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고 있는 고령화

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의 제7차연도(2018)의 원자료[32]를 이용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2006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종단조사이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초고령사회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경제

정책에 반영할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사회, 경

제, 심리, 건강, 정신 등을 조사하여 다양한 학제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추진되었다[32].

고령화연구패널의 모집단은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45세 

이상의 국민이며, 사회복지시설과 제주도 그리고 도서지역

에 거주하는 중고령자는 제외되었다. 제1차 조사(2006)에

서 10,254명의 패널을 구축한 후 2년 단위의 짝수년에 개

별면접방법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제7

차 조사에서는 표본유지율이 78.8%(총 6,940명)였다. 본 

연구에서는 출생년도가 1953년 이전 출생자로 제7차 조사 

당시 65세 이상이며 치매진단여부 문항에 ‘치매 및 경도인

지장애’로 판정된 65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Research model and research hypothesis

2.1 Research model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

대상자의 IADL이 삶의 만족(Life_sat)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주관적 기대감(Sub_exp)과 우울(Depression)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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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2.2 Research hypothesis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IADL이 높을

수록 주관적 기대감은 낮아 질 것이다(H1).

연구가설 2.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IADL이 높을

수록 우울은 높아 질 것이다(H2).

연구가설 3.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IADL이 높을

수록 삶의 만족은 낮아 질 것이다(H3).

[연구문제 2]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4.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주관적 기대

감이 높을수록 우울은 낮아 질 것이다(H4).

연구가설 5.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주관적 기대

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은 높아 질 것이다(H5).

연구가설 6.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우울이 높을

수록 삶의 만족은 낮아 질 것이다(H6).

[연구문제 3]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7.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IADL이 주관

적 기대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H7).

연구가설 8.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IADL이 우울

을 매개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H8).

[연구문제 4]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9.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IADL은 주관

적 기대감과 우울을 다중매개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H9).

3. Measuring tool

3.1 IADL Index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은 수

단적 일상 활동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IADL은 

독립적인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보다 높은 차원

의 기능을 말하며, 처음 [33]에 의해 개발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의 특성에 맞게 개발 및 검증한 [34]

등의 한국어판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K-IADL)을 사용

하였다[35]. 즉, 몸단장하기, 근거리외출하기, 교통수단 이

용하기, 물건사기, 금전관리하기, 집안일하기, 식사준비하

기, 빨래하기, 전화 걸고 받기와 약 챙겨먹기 등 총 10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일상생활을 수행하

는데 부분적 또는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1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여 합산점수

를 10점으로 계산하였다.

3.2 Life satisfaction

본 연구의 삶의 만족 척도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제7차

연도(2018) 조사자료에서 추출한 5개 영역의 문항을 총합

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5개 영역의 문항은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자신의 건강상태, 경제상태, 전반적

인 삶의 질 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

주는 0점에서 100점까지 10점 간격으로 측정하였으며, 점

수가 높일수록 삶의 만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만

족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값은 .843으로 나타났다.

3.3 Depression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우울정도는 Radloff(1977)[36]가 

개발한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CES-D)을 10문항으로 단축한 CES-D10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지난 일주일간 연구참여자의 느낌과 

행동을 사정하기 위한 우울증세에 대한 검사로서 각 문항은 

1점(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 

2점(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 3점(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

음), 4점(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의 점수를 갖게 되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10문

항의 우울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값은 .868로 나타났

다. 그러나 부정문항 2문항(비교적 잘 지냈다고 생각, 큰 불

만없이 지냈다고 생각)은 요인적재치가 기준이하(0.6이하)로 

나타나 이들 2문항을 제외한 8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값은 .92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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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Subjective expectation

본 연구의 또 다른 매개변수인 주관적 기대감에 대한 척

도는 성취나 갈망하는 행동변화의 주요한 기능이다[17, 

35]. 주관적 기대감 척도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제7차연도

(2018) 조사자료에서 추출한 4개 영역의 문항을 총합산하

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4개 영역의 문항은 ‘나의 노후생활 

안정에 국민연금제도는 도움이 될 것이다’, ‘나의 노후생

활 안정에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도움이 될 것이다’, ‘나의 

노후생활 안정에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도움이 될 것이다’, 

‘나의 노후생활 안정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도움이 될 

것이다’ 등의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대감을 측정

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주관적 기대감에 대한 응답은 

0점에 가까울수록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이며, 100점에 

가까울수록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 기대감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값은 .743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4. Data analysis method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제7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2.0과 AMOS 25.0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첫째,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 빈도분석, 평균값 분석을 위한 기술통계 분석, 

변수간의 관계분석을 위한 상관관계 분석, 자료의 정규성 

검토을 위한 왜도와 첨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탐색

적 요인분석에 있어 요인의 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PCA)

을 이용하였으며 당초 구한 요인을 명료하게 해석하기 위

해 요인회전방식은 직각 회전 방법인 베리맥스(Varimax) 

방식을 이용하였다. 변수와 요인간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

내는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은 0.555∼0.892(>.05)

로 유의하며, KMO표본적합도 값은 0.842(>.07) 양호한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측정모형의 적합도의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X2
=2898.136(df=300, p<.001), 

CFI=.859, TLI=.822, NFI=.846로 RMSEA=.116으로 비교

적 낮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이는 IADL변수가 0(아니오)과 

1(예)의 범주형 값을 갖는 영향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모형

의 적합도에서 비교적 덜 구속적인 포화모형(saturated 

model)을 적용한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IADL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데 주관적 기대감과 우울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매개효과 분석과 개별 매개효과분석을 위

해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활용하였다.

Variables
Variables 

value

Life

satisfaction

one's own health

0=“0” 

10=’10“ score

20=’20“ score

30=“30” score

40=“40” score

50=“50” score

60=“60” score

70=“70” score

80=“80” score

90=“90” score

100=“100” score

own‘s economic condition

relationship with spouse

relationship with children

overall quality of life

subjective 

expectations

The National Pension System 

helps to stabilize my old-age life

Basic old-age pension system 

helps to stabilize my old-age lif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helps to stabilize my 

old-age lif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old age helps to stabilize my life 

in old age

Depression

I feel like people are cold to me

1= extremely 

rare

2= occasionally

3= often

4= most of 

the time

heart is sad

melancholy

feeling hard about everything

I feel like people hate me

I thought I didn't get a good 

night's sleep

loneliness like being alone in 

the world

I don't even know what to do

IADL

grooming

0 = no help 

needed

1 = partial help 

needed or 

totally in 

need of 

help

daily housework (cleaning, 

tidying up, etc.)

meal preparation (preparation 

of ingredients, cooking, table 

setting, etc.)

laundry (washing, drying clothes, etc.)

going out for a short distance 

(no means of transportation)

going out by means of 

transportation

purchasing goods (paying 

money and receiving change)

money management (pocket 

money, bankbook, property 

management)

Table 1. Description of the main scale

IV. Results of the study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본 연구대상자는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으로 설문

에 직접 응답한 경우가 67.7%(440명), 배우자 등의 가족이 

대신 응답한 경우가 32.3%(210명)가 있다. 본인 이외로는 

배우자가 15.4%(100명), 자녀 7.7%(50명), 자녀의 배우자 

6.9%(45명), 손자녀 0.8%(5명), 기타 다른 친인척 

1.5%(10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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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

다. 전체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노인 650명 중 남성은 215

명(33.1%), 여성은 435명(66.9%)이었다. 연구대상자의 평

균연령은 82.89세(s.d.=7.062)이었으며, 교육수준은 초등

학교 졸업이하 475명(73.1%), 중학교 졸업 70명(10.8%), 

고등학교 졸업이상 105명(53.9%)이었다. 배우자와 결혼유

지를 하는 노인은 375명(57.7%), 이혼한 노인은 51명

(0.8%), 사별한 노인은 270명(41.5%)이었으며, 신체적 건

강상태는 ‘매우 좋지 않음’ 360명(55.4%), ‘좋지 않음’ 235

명(36.2%), ‘보통 정도’ 503명(29.5%), ‘좋은 편임’ 50명

(7.7%), ‘매우 좋음’ 5명(0.8%)으로 분석되었다.

category subcategory frequency(%)

gender

(n=650)

male 215(33.1)

female 435(66.9)

age

(n=650)

mean=82.89, s.d.=7.062

min=67, max=97

education level

(n=650)

less than elementary 

school 
475(73.1)

middle school 70(10.8)

high school or higher 105(16.1)

marital status

(n=650)

keep marriage 375(57.7)

divorce 51(0.8)

dead 270(41.5)

physical health

(n=650)

not very good 360(55.4)

not good 235(36.2)

average 50(7.7)

very good 5(0.8)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2. Descriptive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첫째, 수단

적 일상생활 제한 지수화(IADL, 10점 만점)는 최소 0점부터 

최대 10점까지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7.15(s.d.=3.888)로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이 IADL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관적 기대감(Sub_exp, 100점 만점)

은 최소 0점부터 최대 87.5점까지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49.75(s.d.=17.449)로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주관적 

기대감 수준이 중간 이하로 분석되었다. 우울(Dep, 4점 만

점)은 최소 1점부터 최대 3.9점까지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2.34(s.d.=.665)로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우울이 중

간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삶의 만족(Life_sat, 100점 

만점)은 최소 13.06점부터 최대 78.0점까지 분포를 보였으

며, 평균 49.10(s.d.=13.440)로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

의 삶의 만족 수준이 중간 이하로 분석되었다. 또한, 측정변

인들의 왜도(skewness)는 -1.015∼.069, 첨도(kurtosis)는 

-.664∼.406의 분포를 보여 정규성 기준인 각각의 절대값

(왜도 ±2.0, 첨도 ±7.0)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성을 확보하

였다[35].

둘째,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먼저, IADL은 주관적 기대감과는 부(-)적인 

상관관계(r=-.194, p<.01), 우울과는 정(+)적인 상관관계

(r=.183, p<.01), 삶의 만족과는 부(-)적인 상관관계

(r=-.250, p<.01)를 나타냈다. 주관적 기대감은 우울과는 

부(-)적인 상관관계(r=-.130, p<.01), 삶의 만족과는 정(+)

적인 상관관계(r=.182, p<.01)를 보였다. 우울은 삶의 만

족과는 부(-)적인 상관관계(r=-.383, p<.01)로 나타냈다. 

셋째, 독립변인 간의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70 보다 낮

게 나타났고, 다중공선성(VIF)도 1.029∼1.061(≦10)로 분

포되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7].

Measured

variable
N Min Max M s.d.

skew

ness

kurto

sis

IADL 650 0 10 7.15 3.888 -1.015 -.664

Sub_exp 650 0 87.5 49.75 17.449 -.590 .406

Dep 650 1.00 3.9 2.34 .665 .069 -.614

Life_sat 635 13.06 78.0 47.10 13.440 -.183 -.368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of measurement 

variables

IADL Sub_exp Depression Life_sat

IADL 1

Sub_exp -.194** 1

Depression .183
**

-.130
**

1

Life_sat -.250
**

.182
**

-.383
**

1
**

p<.0

Table 4. Correlationof measurement variables

3. Structural model analysis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포화모형(Saturated Model)으로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최종모형을 선정하였다. 즉, 독립변

수인 IADL은 10개 문항에 대한 합산 지수를 단일측정변인

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매개변수인 주관적 기대감과 우울, 

그리고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 모두를 단일측정변인으로 

변환하여 최종모형을 선정하였다. 포화모형(saturated 

model)은 X2통계량의 자유도(degree of freedom)가 0이 

되는 모형(X2
=0, CFI=1.000, RMSEA=.176)으로, 변수사이

에 식별의 필요조건을 만족하기는 하지만 모형에 제시한 관

찰변수들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복잡한 모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37]. 

이러한 포화모형은 매개변수(parameter)에 구속을 전

혀 과하지 않는 완전 적합된 모형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살

펴볼 필요가 없다[40-41]. 분석결과에 따른 변인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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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경로계수를 정리해서 다음의 Fig. 2.와 Table 5.에 

제시하였다.

Fig. 2. Final model

본 연구에서 최종모형의 요인들 간의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모수치 추정치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첫째,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IADL은 주관적 기대감(B=-.194, 

p<.001), 우울(B=.164, p<.001) 및 삶의 만족(B=-.167, 

p<.0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를 통해 

[연구가설 1, 2, 3]은 지지되었다. 즉, 치매 및 경도인지장

애 노인의 IADL이 높을수록 주관적 기대감은 낮아지고, 

우울은 높아지며, 삶의 만족은 낮아짐을 의미한다. 둘째,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주관적 기대감은 우울

(B=-.098, p<.05), 삶의 만족(B=.106, p<.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구가설 4, 

5]는 지지되었다. 즉,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주관적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우울은 낮아지고, 삶의 만족은 높아

짐을 의미한다. 셋째,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우울

은 삶의 만족(B=-.339, p<.0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구가설 6]은 지지되었다. 

즉,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우울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은 낮아짐을 의미한다.

path
Estimate

S.E. C.R.
B B

IADL → 

Sub_exp
-.870 -.194 .173 -5.036

***

IADL → 

Depression
.028 .164 .007 4.181***

IADL → 

Life_sat
-.572 -.167 .125 -4.590

***

Sub_exp → 

Depression
-.004 -.098 .001 -2.514*

Sub_exp → 

Life_sat
.081 .106 .028 2.925

**

Depression → 

Life_sat
-6.759 -.339 .720 -9.382

***

*
p<.05, 

**
p<.01, 

***
p<.001

Table 5. Final model analysis

4. Multiple effect analysis

4.1 Total mediating effect analysis

최종 모형의 전체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표준화계수값을 확인한 결과, 총 효과는 -.853, 

직접효과는 -.572, 간접효과는 -.282로 나타났고, 95% 신

뢰구간에서 유의하였다(BC=-.366∼-.201, p<.05). 이는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IADL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관적 기대감과 우울 요인이 미치는 전체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path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Bias-

corrected

IADL → 

Life_sat
-.853 -.572 -.282

-.366∼

-.201
*

*
p<.05

Table 6. Total mediating effect(unstandardized 

coefficient)

4.2 Individual mediating effect analysis 

mediating effect analysis

Amos 통계 프로그램을 적용한 SEM(구조방정식 모형)

에서는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주관적 기대감’과 ‘우울’의 

개별 매개효과에 대한 특정한 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팬텀변수를 이용하여 다중매

개효과의 개별경로에 대한 특정간접효과를 얻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모형에서 개별 매개효과를 확인해야 할 세 

가지 매개경로는 첫째, IADL → 주관적 기대감

(Sub_exp_p1) → 삶의 만족(Life_sat_p2)에 이르는 경로

와 둘째, IADL → 우울(Dep_p3) → 삶의 만족

(Life_sat_p4)에 이르는 경로와 셋째, IADL → 주관적 기

대감(Sub_exp_p5) → 우울(Dep_p6) → 삶의 만족

(Life_sat_p7)에 이르는 경로이다(Fig.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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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hantom model

팬텀모형상에서 Bootstraping을 적용하여 치매 및 경

도인지장애 노인의 IADL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데 

주관적 기대감과 우울의 다중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

였다(Table 7. 참조).

첫째,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IADL은 주관적 기

대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70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간접신뢰구간은 -.119∼-.032(0을 

포함하지 않음)로 나타나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에 [연구가설 7]이 지지되었다. 즉, 치매 및 경도인지장

애 노인의 IADL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기대감은 낮아지고, 

주관적 기대감이 낮아질수록 삶의 만족은 더 낮아지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IADL은 우울을 매

개로 삶의 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89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간접신뢰구간은 -.282∼-.119(0을 포함하지 않

음)로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가설 

8]이 지지되었다. 즉,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IADL

이 높아질수록 우울은 높아지고, 우울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IADL은 주관적 기

대감과 우울을 매개로 삶의 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22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간접신뢰구간은 -.041∼

-.006(0을 포함하지 않음)으로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하

였다. 이를 통해 [연구가설 9]는 지지되었다. 즉,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IADL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기대감

은 낮아지고, 주관적 기대감이 낮아질수록 우울은 높아지

고, 우울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ath
indirect 

effect
S.E. Bias-corrected

IADL → 

Sub_exp → Life_sat
-.070 .028 -.119 ∼ -.032

*

IADL → 

Depression → Life_sa
-.189 .720 -.282∼ -.119*

IADL → Sub_exp → 

Depression → Life_sat
-.022 .720 -.041 ∼ -.006

*

*
p<.05

Table 7. Bootstrap application analysis with phantom 

model applied(unstandardization coefficient)

Ⅴ. Discussion and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제7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데이

터를 활용하여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IADL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데 주관적 기대감과 우울이 다중매

개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에 

따른 검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IADL이 높을수록 

주관적 기대감은 낮아지고, 우울은 높아지며, 삶의 만족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연구가설 1, 2, 3]이 

지지되었다. 이는 노인의 신체적 기능제한에 따라 우울감

이 유발하게 되고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다

는 선행연구[3-4, 6-7]와 일치한다.

둘째,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주관적 기대감이 높

아질수록 우울은 낮아지고, 삶의 만족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우울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에 [연구가설 4, 5, 6]은 지지되었다. 이는 노인의 사회보

장제도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감은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다는 선행연구[15, 17, 19]와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노인의 우울감은 삶의 만족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13]와도 일치한다.

셋째,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IADL은 주관적 기

대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즉,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IADL은 삶의 만족

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주관적 기대

감을 통해 삶의 만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

미한다. 이에 [연구가설 7]이 지지되었다. 또한,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IADL은 삶의 만족 사이에서 우울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치매 및 경도인지

장애 노인의 IADL은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

을 줄 뿐만 아니라 우울을 통해 삶의 만족에 간접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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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연구가설 8]이 지지되

었다. 이는 노년기의 우울 경험이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

게 하는 원인이지만, 주관적 기대감은 이를 극복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선행연구[17-18, 21, 29]와 맥을 같

이하고 있다.

넷째,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IADL이 삶의 만족

에 영향을 미치는데 주관적 기대감과 우울의 다중매개효

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IADL은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주관적 기대감과 우울을 통해 삶의 만족에 간

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연구가설 9]

는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

이 직면한 일상생활제한 경험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주관적 기대감과 우울이 중요한 변인임이 검증

되었다. 즉,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IADL이 삶의 만

족에 이르는 부정적인 경로에 주관적 기대감을 높이고 우

울이 낮추는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

의 삶의 만족 향상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IADL이 삶의 만족

에 영향을 미치는데 주관적 기대감과 우울의 연쇄적이고 

인과적인 관계와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가족돌봄 체계의 약화로 인해 치매 및 경도인지장

애 노인의 일상생활제한은 우울증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지게 된다. 이러한 일상생활제한과 우울은 노인의 삶의 만

족을 낮추는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차원의 개

입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일

상생활제한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대와 

우울증 감소를 위한 전문가의 주기적인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의 지원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이들 노인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다양한 사

회복지서비스 개입도 필요하다. 이에 더해 가족 내에서 이

루어지는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부양자에 대한 

“(가칭)국민연금 부양급여” 신설 방안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제7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KLoSA)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치

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IADL, 주관적 기대감, 우울, 

삶의 만족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둘

째,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과 밀접한 관련

요인으로 예측되는 가족구조적 특성, 주관적 건강상태, 자

산, 지역사회 지지체계 등을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셋째,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IADL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기대감과 우울의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

서는 첫째,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시계열적 종단연구와 가족변인 등의 

다차원적인 영향관계를 규명할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둘

째, 1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다집

단분석을 통한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에 

대한 구조적 변화양상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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