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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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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Self-efficacy encompass one’s belief in one’s ability to organize and achieve goals. Previous studies have 
not adequately examined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between social support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Therefore, this study explored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among older women living alone. Methods: Participants were 145 older women living 
alone attending a local welfare center for seniors. They completed the Self-efficacy Scale, Medical Outcome Study 
Social Support Survey Scale, and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II.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
tistic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Baron and Kenny’s regression analysis and the Sobel test with the SPSS 
program. Results: The average social support,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self-efficacy were not high. Self-effi-
cacy was a partial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Social 
suppor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efficacy (r=.31, p<.001) and with health promotion behavior (r=.43, 
p<.001), and self-efficacy was positively related with health promotion behavior (r=.39, p<.001). Conclusion: To 
enhance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older women who live alone, intervention strategies to increase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for these women should be developed.

Key Words: Social support, Health promotion, Self efficacy, Aged, Women

주요어: 사회적 지지, 건강증진, 자기효능감, 노인, 여성

Corresponding author: Oh, Ji Hyun
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University, 62 Daehak-ro, Dong-gu, Daejeon 34520, Korea. 
Tel: +82-42-280-4652, Fax: +82-42-280-2785, E-mail: jihy0123@dju.ac.kr

Received: Jul 25, 2018 / Revised: Nov 16, 2018 / Accepted: Nov 20, 2018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15.6%에 

달하며 고령자 중 여자의 비중은 57.7%로 남자 42.5%보다 더 

많다.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은 1994년 13.6%에

서 2014년에는 23%로 독거노인 가구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1]. 독거노인 중 여성은 85.6%, 남성은 14.4%로 남성보

다 여성이 독거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1]. 

노인은 노화로 인해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점

진적으로 전반적인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2]. 독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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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더 취약하여 우울이나 소외감 등의 

정신적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3], 신체적 노화

에서 오는 만성적이고 퇴행적인 질병의 발생 위험도가 높고 

신체적 건강 상태가 낮아 건강증진행위 역시 부족하다[4]. 

특히 여성 독거노인은 여성, 노인, 독거라는 사회적 약자로 

부양해 줄 가족이 없고 혼자서 생활하기 때문에 사회와 가족

들로부터 소외되어 있어서 아플 때 심리적 불안감과 외로움을 

경험한다[5,6]. 또한 경제적 빈곤으로 경제적 불안감이 남성보

다 약 2배 정도 높아 대인관계에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위축되

어 사회적 단절과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6]. 여성 독거노인

은 소득이 낮고 생존 자녀가 없는 비율이 다른 노인에 비하여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뿐 아니라 형제 ․ 자매의 비율도 

감소하고 친한 친구나 이웃이 있는 비율도 낮아져 노인의 사

회적 활동 감소와 함께 사회적 지지 체계가 약해진다[1]. 

‘2017 노인실태 조사 결과’에서는 노인의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질문에서 노인의 99.3%가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로 대

부분의 여가활동을 보내고 있다고 한 것을 보면, 우리 사회에

서 노인세대는 사회적 관계망이나 사회적 지지의 부재가 심각

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1,7]. 

여성 독거노인은 자기만의 생활공간 속에서 각종 자원의 

제한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문

제를 지니고 있다[8]. 여성 독거노인은 정서적 어려움과 신체

적 고통을 호소하며, 사회적 지지 체계의 부족함을 경험하는

데[5,6], 이러한 상태는 직 ․ 간접적으로 건강증진행위에 영향

을 미친다. 

지금까지 건강증진행위에 관해 이루어진 연구는 각종 인구

사회학적 특성, 우울과 자기효능감[9,10], 우울과 자아존중감

과의 관계 연구[11], 삶의 만족도[12]등과 같은 요인들이 여성 

독거노인 또는 독거노인의 건강증진행위에 관계가 있다는 연

구결과들이 많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아내는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

으며, 여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매개변수를 설정하여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자기효능감은 건강증진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인지

적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서, 특정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달성

하는 개인의 자신감으로 개인이 어떠한 행동과 상황에 대해 

선택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게 하는 요소이다[13]. 사회적 지지가 높은 사람은 자기

효능감이 높으며[13],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자신의 건강증

진을 위한 행동 통제와 실천을 유지할 수 있고 자신감과 적극

성을 가지고 건강증진 행위를 수행한다[14]. 따라서 자기효능

감은 건강증진행위를 직접적으로 동기화시키거나 간접적으

로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면서[15], 사회적 지지

에도 영향을 받는 요인이다[13].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16],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17] 선행연

구에 근거하여 여성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건강증진행위

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고자 한다. 

자기효능감은 중재를 통해 긍정적 변화가 가능하므로[18], 

건강증진행위를 높이기 위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회

적 지지와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라는 개

인 내적 요인이 두 변수를 매개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요구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자

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통하여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 독거노인의 건강증진행위를 파악하

고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여성 독거노인의 일반적 특성,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건강증진행위의 정도를 파악한다.

 여성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및 건강증진행

위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여성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성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건강증진행위와

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D 지역 대도시의 노인복지관 3곳을 방문

하는 노인 중 65세 이상의 여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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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설문 시 시력과 청력에 문제가 없으며 인지기능에 문

제가 없는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국

문 해독이 어려운 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상자 수

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80% 검정력 수준에서 

유의수준 .05, 두 변수의 평균 비교에 있어서는 중간 효과크기 

.05에 필요한 표본수를 산정한 결과 106명이 요구되었다. 대

상자의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대상자 수를 128명으로 정하

였다. 실제 자료수집 시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62명이었

고, 불성실한 응답 17부를 제외하고 총 145부를 분석에 사용

하였다. 

3. 연구도구

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행동의 과정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개

인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으로 본인이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19] Sherer와 Madux [20]

가 개발한 도구를 Seo [21]가 보완한 도구로 16개 문항의 4

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

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Seo [21]의 연구에

서 Cronbach’s ⍺는 .8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4였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Sherbourne과 Stewart [22]에 의해 개발된 

Medical Outcome Study Social Support Survey (MOS-SSS)

도구로 다음의 4개의 하부영역, 즉 물질적 지지(4문항)와 애정

적 지지(3문항)와 긍정적 사회 상호작용(4문항)과 정서적 지

지/정보적 지지(8문항)의 4개의 하부 영역의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은 것

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는 .98이었고[22],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8이었다. 

3) 건강증진행위 

건강증진행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Walker, Sechrist와 

Pender [15]가 개발하고 Seo [21]가 노인에 맞게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측정하였다. 50문항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

증진행위의 수행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하부 영역으로 건

강 책임, 신체활동, 영양, 영적 성장, 대인관계, 스트레스 관리

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는 

.92[2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2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D대학교 연구 윤리 위원회로부터(1040647-2014 

11-HR-005-003) 연구 승인을 받은 후 자료수집을 하였다. 자

료수집기간은 2016년 3월 15일부터 2016년 4월 27일까지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먼저 해당 기관의 관장에

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의 허락을 구하였

다. 자료수집을 위해 본 연구자가 직접 여성 독거노인에게 연

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대상자가 연구의 목적과 참여방법을 이

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의 참여를 동의한 후, 서면동의서를 작

성하고 참여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도

록 하였으나 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시 연구자가 설문의 내용을 

읽어주고 응답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및 건강증진행위는 평균과 표준편차

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

감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은 

Baron과 Kenny [23]가 제시한 3단계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이용하여 선형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

성 검증은 Sobel 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6.61±6.03세로 최저 연령은 65세, 

최고 연령은 90세였다. 대상자의 교육정도는 초등학교 졸업

이 65명(44.8%)으로 가장 많았다. 주관적 경제상태는 ‘하’라

고 응답한 자가 85명(58.6%), 음주를 하지 않는 대상자가 137

명(94.5%), 흡연을 하지 않는 대상자가 141명(97.2%)이었다. 

한 달 동안 받는 생활비가 50만 원 이하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114명(78.6%)이었으며, 만성질환을 1개 지닌 대상자는 60명

(41.4%)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2.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건강증진행위와 자기효능감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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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Age (year)
65~74
75~84
≥85

76.61±6.03
 54 (37.2)
 78 (53.8)
13 (9.0)

Education level Uneducated
Elementary school
Junior high school
High school

 36 (24.8)
 65 (44.8)
 25 (17.2)
 19 (13.1)

Economic status Middle
Low

 60 (41.4)
 85 (58.6)

Alcohol No
Yes

137 (94.5)
 8 (5.5)

Smoking No
Yes

141 (97.2)
 4 (2.8)

Monthly allowance
(10,000 Won)

≤50
＞50~＜100
≥100

114 (78.6)
 25 (17.2)
 6 (4.1)

Comorbidities 1
2
≥3

60 (41.4)
59 (40.7)
26 (17.9)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점수는 평균 평점 5점 만점에 2.88± 

1.12점으로,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3.29±0.87점, 건강증진

행위는 200점 만점에 134.06±25.22점으로 나타났다. 건강증

진행위의 하부영역 점수는 영양은 26.57±5.03점으로 가장 높

았고 대인관계는 22.77±6.59점, 영적성장은 21.77±7.18점,

건강책임은 21.63±6.30점, 스트레스 관리는 20.80±5.24점, 

신체활동은 20.48±7.10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건강증진행위와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여성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 건강증진행위와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

과 양의 상관관계(r=.31, p<.001),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행

위는 양의 상관관계(r=.39, p<.001)로 사회적 지지와 건강증

진행위는 양의 상관관계(r=.43, p<.001)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사회적 지지가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수임을 검증하기 위해 세 단계 회귀방정

식을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전에 

Durbin-Watson 지수가 1.73~2.17로 나타나 잔차의 자기 상관

이 없었다. 변수에 대한 공차 한계는 0.90으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인(Varianve Inflation Factor, VIF)값은 1.10으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잔차 분석 결과 

모형의 선형성, 오차의 정규성, 등분산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3단계 검증 결과

는 다음과 같다(Table 4). 우선,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을 위한 1단계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사회적 지지가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β=.31, p<.001), 2단계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인인 사회적 지

지가 종속변인인 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
=.42, p<.001).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이 종속변

인인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사회적 지

지와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2단계의 독립변인인 사회적 지지가 종속변인

인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줄어들고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β=.34, p<.001), 매

개변인인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β=.28, p<.001).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와 건강증진행위의 관

계에서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부분매개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Z=2.70, p<.001)(Figure 1). 

논 의

본 연구는 여성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건강증진행위와

Table 2. Level of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N=145)

Variables Min~Max M±SD

Social support 1~5  2.88±1.12

Self-efficacy 1~5  3.29±0.87

Health promotion behavior
 Interpersonal relationship
 Nutrition 
 Health responsibility
 Physical activity
 Stress management
 Spiritual growth

 60~187
 8~32
 9~36
 8~32
 8~32
 8~32
 9~36

134.06±25.22
22.77±6.59
26.57±5.03
21.63±6.30
20.48±7.10
20.80±5.24
21.7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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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N=145)

Variables
Self-efficacy Social support Health promotion behavior

r (p) r (p) r (p)

Self-efficacy  1

Social support .31 (＜.001)  1

Health promotion behavior .39 (＜.001) .43 (＜.001)  1

Table 4.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N=145)

Variables B β t p R2 Adj. R2 F p

1. Social support → Self-efficacy .24 .31 3.94 ＜.001 .09 .09 15.58 ＜.001

2. Social support → Health promotion behavior .19 .42 5.67 ＜.001 .18 .17 32.21 ＜.001

3. Social support, Self-efficacy → Health promotion behavior 
Social support → Health promotion behavior 
Self-efficacy → Health promotion behavior 

 
.15
.16

 
.34
.28

 
4.46
3.69

 
＜.001
＜.001

.25 .24 24.36 ＜.001

Sobel test: Z=2.70, p＜.001

Adj. R2=Adjusted R2

Figure 1.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의 관계를 파악하고 사회적 지지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

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시행된 연구로

서 여성 독거노인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전략을 개발하

여 건강증진행위을 향상하기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

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건강증진행위 평균점수 및 6개 하부영역 점수는 

동일한 도구로 측정된 농촌 지역 독거노인의 건강증진행위 점

수[24] 보다 높았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지역의 대도시에 거

주하는 여성 독거노인이었고,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관을 방문

하는 대상자로 자신의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해 복

지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운동 프로그램(댄스, 치매예방체조, 

탁구, 당구, 포켓볼 및 요가), 음악 프로그램 및 평생교육 프로

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지역사회에 쉽게 접근 가

능한 위치에 복지관이 있고, 복지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건

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점이 농촌 지역 독거노인보

다 건강증진행위 모든 영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을 것이라 사

료된다. 반면에 부부나[14] 가족과[25] 함께 거주하는 노인들

의 건강증진행위는 여성 독거노인의 건강증진행위보다 더 높

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보인 것은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들의 경우 가족의 지지를 더 많이 받으며 의료행위

의 경제적 지원 및 심리적, 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성 독거노인들의 경우 가족이나 친척

들로부터 지원 없이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로 인해 

외로움, 소외감, 고독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이 의료비용이 소모되는 건강증

진행위에 덜 적극적이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의 사회적 지지는 도구는 달랐으나 여성 독거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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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지[26]와 비교했을 때 유사하게 나타

났다. 그러나 같은 도구를 사용한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27] 본 연구의 사회적 지지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넓은 의미에서는 타인들에 의해 제공되는 자원

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 감정의 표현과 타인의 행동이

나 지각의 인정, 타인에 대한 상징적 ․ 물질적 도움을 받거나 개

인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요인을 의미한다[28]. Kim 등

[27]의 연구에서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들이 87.5%로 더 많

았고 직업이 있는 노인들도 더 많았다. 이는 정신적으로 의지

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 자립 

된 노인들이 있었던 점이 사회적 지지가 더 높았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본 연구대상자인 독거노인은 노화로 인해 건강이 

취약하고 혼자 생활하고 있어 정서적 지지가 약하고 사회적 

관계망도 축소되고 고립되어 사회적 지지가 더 낮았다. 그러

므로 여성 독거노인의 사회적지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참여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

하고 지역사회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복지관을 통한 통합적이

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사회적 지지, 건강증진행위와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Kang과 Kim [14]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거노인

을 대상으로 한 Choi와 Yoo [9]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

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매개변수가 투입된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가 종속변수인 건강증진행위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

분 매개효과의 결과는 여성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는 건강증

진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자기효능감의 

증진을 통해서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약 매개효과가 완전 매개효과로 나타났다면, 사회적 

지지가 아무리 높아도 자기효능감이 높아야지만 건강증진행

위를 이행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

가 높아도 자기효능감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어 건강증진

행위를 이행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는 여성 독거노인의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커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생활 

속에서 개인이 어떤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19] 

긍정적인 행동 강화와 강력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29]. 이러

한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지지로부터 경험한 사랑과 수용, 안

전의 느낌은 스트레스 생활 사건에 직면할 때 행동장애를 막

아주며 개인의 자기효능감과 대처 전략을 증진시킨다[19].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

며, 자기효능감은 노인의 건강증진행위를 가장 잘 예측해 주

는 요인이라는 Gu [30]의 연구를 지지한다. 따라서 여성 독거

노인의 건강증진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 독

거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원 및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건강증진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65세 이상의 여성 독거노인 145명을 대상으로 사

회적 지지와 건강증진행위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파악하여 추후 여성 독거노인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적 지지, 건강증진행위 및 자기효

능감은 보통 수준이었고,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여성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검증

되었다는 점은 본 연구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 

독거노인의 건강증진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중재가 필요할 뿐 아니라 사회적 지

지와 건강증진행위를 함께 다룰 수 있는 통합적인 간호중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부분 매개

효과였으므로 향후 여성 독거노인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전략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대상자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여성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외 다른 변수

의 매개효과를 추가적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

으며 또한 반복적 연구를 통해 여성 독거노인들의 건강증진행

위에 영향 미치는 요인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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