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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재재재가가가 노노노인인인의의의 신신신체체체적적적 기기기능능능 , , , , 정정정서서서 상상상태태태와와와 생생생활활활만만만족족족도도도

   본 연구는 재가 노인의 신체적 기능 , 정서 상태 및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파
악하여 재가노인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
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연구 설계는 재가 노인의 신체적 기능 , 정서 상태 및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 연구 대상은 편의표집에 의해 중소도시 W시
의 노인종합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재가 노인 총 132

명이었다 . 연구도구는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도구 , 한국판 UCLA 외로움 도구 , 한
국판 축약형 노인우울 척도 , 생활만족도 도구 이었으며 , 신체 체력 도구는 “의자
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 “눈뜨고 한발서기 ”, “윗몸 앞으로 굽히기 ”, “계단
오르내리기 ”이었다 . 자료 수집은 2007년 4월 19일부터 4월 27일까지 구조화된 설
문지와 신체 체력 측정으로 이루어졌다 .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SPSS/Win 12.0

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였다 .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72.5세이었으며 , 남자가 65명 (49.2%), 여자가 67명
(50.8%)이었고 , 교육 수준은 고졸이 36명 (27.3%)이었다 . 결혼 상태는 기혼이 88명
(66.7%), 동거형태는 “노부부만 산다 ”가 전체 응답자 중 64 명 (48.5%)으로 가장
많았다 . 대상자가 지각하는 건강상태는 “아주 건강하지 않다 ” 또는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로 인지하는 경우가 37명 (28%)이었고 , 건강문제를 ‘2개 ’ 이상 가
지고 있다고 응답한 자는 전체 응답자의 50%를 차지하였으며 , 건강문제 종류는
근골격계 건강문제가 73명 (55.3%)으로 가장 많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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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상자의 신체적 기능 중 신체 체력에서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의
평균은 14.8회 , “눈뜨고 한발서기 ”의 평균은 20.0초 , “윗몸 앞으로 굽히기 ”의
평균은 7.9cm, “계단 오르내리기 ” 평균은 19.6초이었다 .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중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의 평균 점수는 31.7점 ,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수
행능력의 평균 점수는 27.7점이었으며 , 총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의 평균은 59.5점
이었다 . 대상자의 90%이상이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중 층계 오르기를 제외하고
모든 활동을 혼자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 

   3. 대상자의 외로움의 평균은 35.2점이었고 , 문항평균은 2.2점이었으며 , 우울의
평균은 4.5점이었다 .

   4. 대상자의 생활만족도의 평균은 46.3점이었고 , 문항평균은 2.5점이었다 . 

   5. 대상자의 신체 체력 중 “앉았다 일어서기 ”의 경우 남자노인 (t=.29, p=.00)

에서 , 교육정도가 높은 그룹 (t=-5.28, p=.00)에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t=-3.33, 

p=.00), 동거인이 있는 경우 (F=3.54, p=.03),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경우 (F=5.70, 

p=.00), 건강문제가 없는 노인그룹 (t=-2.22, p=.03)에서 하지근력이 더 좋았다 .

   “눈뜨고 한발서기 ”의 경우 남자노인 (t=3.44, p=.00)에서 , 교육정도가 높은 그
룹 (t=-2.62, p=.01)에서 균형성이 더 좋았다 .

   “계단 오르내리기 ”의 경우 연령이 낮은 그룹 (F=15.78, p=.00)에서 , 남자노인
(t=-4.49, p=.00)에서 , 교육정도가 높은 그룹(t=4.45, p=.00)에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t=2.51, p=.02),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경우(F=1.21, p=.03), 건강문제가 없는 노인그
룹 (t=-2.08, p=.04)에서 이동성이 더 좋았다 . 그러나 “윗몸 앞으로 굽히기 ”는 노
인의 일반적 특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

   6. 대상자의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중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의 정도
가 남자노인(t=2.87, p=.01)에서 , 건강문제가 없는 노인그룹(t=-3.18, p=.00)에서 더
높았으며 또한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의 정도도 건강문제가 없는 노인그
룹 (t=-3.95, p=.00)에서 더 높았다 . 

   7. 대상자의 외로움은 건강하지 않은 편이라고 지각한(F=4.11, p=.00) 노인그룹
에서 외로움의 점수가 높았다 . 우울은 여자노인(t=-3.83, p=.00)에서 , 교육수준이 낮
은 그룹(t=4.52, p=.00)에서 , 배우자가 없는 노인그룹(t=3.71, p=.00)에서 , 동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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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F=6.67, p=.00), 아주 건강하지 않다고 지각한 노인그룹(F=5.43, p=.00)에
서 우울 점수가 높았다 . 

   8. 대상자의 생활만족도는 교육정도가 높은 그룹(t=-2.57, p=.01)에서 , 배우자가
있는 노인그룹(t=-2.21, p=.03)에서 , 노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그룹(F=3.52, p=.03)에
서 , 아주 건강하거나 건강한 편이라고 지각한 노인그룹 (F=6.56, p=.00)에서 , 건강문
제가 없는 노인그룹 (t=-2.30, p=.02)에서 생활만족도 점수가 더 높았다 . 

   9. 대상자의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r=.31, p=.00)와 “눈뜨고 한발서
기 ”(r=.20, p=.02)는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과 정상관관계가 있었으며 , 

“계단 오르내리기 ”는 기본적인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r=.42, p=.00)과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r=.23, p=.01) 모두 상관관계가 있었다 . 

   대상자의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r=-.19, p=.03)과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r=-.18, p=.04)은 외로움과 역상관관계 이었으며 , 오로지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 수행능력(r=-.31, p=.00)과 우울과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따라
서 노인의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이 낮을수록 외로움과 우울의 정도가 높았다 .

   대상자의 외로움(r=-.54, p=.00)과 우울(r=-.75, p=.00)은 생활만족도와 역상관관
계로 외로움의 정도가 낮을수록 , 우울의 정도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았다 . 

   이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의 신체 체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
한다면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도 증진 될 것으로 보이며 , 더불어 외로움과 우울을
예방 할 뿐만 아니라 생활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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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되는 말 : 신체 체력 ,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 외로움 , 우울 , 생활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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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 1 1 1 장장장 서서서론론론

1. 1. 1. 1. 1. 1. 1. 1.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여 65세 이상 노인 인구
가 지난 2000년 전체 인구의 7.1%를 넘어 “고령화 사회 ”에 진입하였고 , 2003년
8.3%, 2005년 9.1%에서 향후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 ”로의 진입이 예상되
며 ,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 2006). 우
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불과 18년 밖에 걸리지 않았으
며(김미령 , 2005), 의료기술 발달 등에 힘입어 평균 수명이 2000년 75.9세에서 2005

년 79.1세였으며 , 2030년에는 82.7세 , 2050년 85.7세 수준에 도달하여 선진국의 평
균 수준인 82.1세보다 높아질 전망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통계청 , 2006).

   노인은 노화의 정도에 따라 신체적 기능의 저하 및 기능 장애 , 그리고 기능 상
실 등의 신체적 문제가 나타나며 , 역할의 상실과 더불어 여가시간 증가 , 수입 감
소 , 사회적 ․심리적 고립과 소외 등으로 정서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권순복
등 , 1986). 뿐만 아니라 노인의 다양한 건강문제로 인해 노인 자신의 삶에 대해 긍
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 (함봉기 , 김장규와 조맹제 , 1999; 이민수 , 최윤경 , 

정인과와 곽동일 , 2000). 국내외 연구 (김희자 , 1994; 노유자와 김춘길 , 1995; 

Nishigaki at el., 2005)에 의하면 노인의 신체 체력과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은 노
인의 신체적 기능을 파악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하였다 . 노인은 노화와
더불어 급속히 신체 체력 중 특히 근육 기능과 균형과 유연성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 매일 필요로 되는 일상생활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김정
선 , 1998; Nishigaki at el., 2005). 

   또한 노인의 신체 기능의 저하가 사회적 접촉을 감소시키게 하고 이에 따라
고립감 및 외로움이 증가되고 있다고 하였다 (탁영란 , 김순애와 이봉숙 , 2003; 정태
연 , 2004). 송미순 (1991)과 노국희(1998)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신체적 기능과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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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관련성이 높음을 언급하였다 . 따라서 이러한 노인의 신체 기능과 정서 상태
와의 관련성은 노인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중
요 요인임을 볼 수 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적 기능 , 정서 상태와 생활만족도에
관련된 연구는 많으나 ,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신체적 기능을 평가하는 일상생
활활동 수행능력과 정서 상태 , 및 생활만족도 간의 단편적인 관련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많이 있다 . 그러나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특히 신체 체력을 포함한 신체
기능 , 외로움과 우울의 정서 상태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만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
는 국내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다 . 이에 본 연구는 재가 노인의 구체적인 신체 체
력이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 외로움과 우울 그리고 생활만족도가 구체적으로 어
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재가
노인을 위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 할 수 있게 하
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1. 1. 1. 1. 2. 2. 2. 2.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재가 노인의 신체적 기능 , 정서 상태 및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파
악하기 위함이며 ,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재가 노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재가 노인의 신체적 기능 , 정서 상태 , 생활만족도를 파악한다 .

3) 재가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신체적 기능 , 정서 상태 및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검증한다 .

4) 재가 노인의 신체적 기능 , 정서 상태 및 생활만족도간의 관계를 검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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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3. 3. 3. 3. 용용용어어어 정정정의의의

1. 1. 1. 1. 3. 3. 3. 3. 1. 1. 1. 1. 신신신체체체적적적 기기기능능능
1) 신체 체력
   이론적 정의 : 신체 체력은 신체 활동의 기초가 되며 일상생활활동 능력의 효
                 율성을 높이고 유지하고 건강 상태를 평가 할 수 있는 척도로
                 서 신체적 조건 또는 신체적 능력이라 한다 (김창규 , 배윤정과
                 이운용 , 2000).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 신체 체력은 하지근력 , 균형성 , 유연성과 이동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 “윗몸 앞으로
                 굽히기 ”, “눈뜨고 한발서기 ”, “계단 오르내리기 ”를 측정한
                 값이다 .

2)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이론적 정의 : 노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으로서 노인
                 의 기능수준 평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 기본적 일상생활활
                 동 수행능력은 자기 돌봄과 관련하여 일상생활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신체 기능 상태를 말하며 ,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수
                 행능력은 개인이 어느 정도 주위환경에 잘 적응하기위해 지역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는 신체 기능을 말
                 한다 (송기철과 김대겸 , 2002).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송미순 , 1991)은 기본적 일
                 상생활활동에 대한 평가 문항으로 식사하기 , 누웠다가 일어나고
                 의자에 앉기 , 개인위생 , 화장실 사용 , 목욕하기 , 걷기 , 층계 오르
                 기 , 옷 입고 벗기 등 8문항이며 ,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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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문항으로 전화 사용하기 , 혼자 차타고 나들이하기 , 식료품
                 이나 필수품 구입 , 식사준비 (음식조리 ), 집안 일하기 (방청소하
                 기 ), 약 챙겨먹기 , 돈 관리 등 7문항으로 총 15문항이다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과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을 측
                 정한 점수를 말한다 .

1. 1. 1. 1. 3. 3. 3. 3. 2. 2. 2. 2. 정정정서서서 상상상태태태
1) 외로움
   이론적 정의 : 개인의 성격 또는 상황적 요인들로 인한 타인과의 적절치 못한
                 사회적 관계에서 친밀감과 소속감의 결여에 대해 개인이 부정
                 적으로 지각하는 주관적인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 (Peplau &     

                 Perlman, 1982).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 외로움은 한국판 UCLA 외로움 도구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김옥수 ,        

                  1997)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

2) 우울
   이론적 정의 : 개인의 환경자극과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주관적인 부정적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 (윤진 , 1985).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 한국판 축약형 노인우울척도 (SGDS, 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조맹제 등 , 1999)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

1. 1. 1. 1. 3. 3. 3. 3. 3. 3. 3. 3. 생생생활활활만만만족족족도도도
   이론적 정의 : 전 생애를 통해 자신이 기대했던 삶과 생활에 대해 느끼는 주관
                 적인 만족감을 의미한다 (김수연 ,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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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윤진 (1982)의 생활만족도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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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 2 2 2 장장장 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2. 2. 2. 2. 1. 1. 1. 1. 노노노인인인의의의 신신신체체체적적적 기기기능능능

2. 2. 2. 2. 1. 1. 1. 1. 1. 1. 1. 1. 노노노인인인의의의 신신신체체체 체체체력력력
   체력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 정신적으로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생존이나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뜻한다 . 

(유승희와 노호성 , 1994). 체력이 약화되면 건강을 잃게 되어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을 할 수 없게 되며 모든 일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지고 소극적인 성격을 띠며 불
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 또한 사회적으로도 자신의 내재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함
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남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줄어
들게 된다 . 따라서 체력이 약해지면 신체적 , 사회적 ,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없
게 되며 (송미순 , 1991) 신체활동을 결정하는 체력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 (Stewart & King, 1991). 

   재가 노인의 신체 체력에 대하여 문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김창규 외
(2000)의 연구에서 65세 이상 1,046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의자에서 앉았다 일
어서기 , 윗몸 앞으로 굽히기와 눈뜨고 한발서기에서 남자노인과 여자노인 모두 연
령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 연령이 낮을수록 체력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지훈 (2001)의 연구에서 65세 이상 23명을 대상으로 연
구한 결과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와 윗몸 앞으로 굽히기에서 모두 남자노인보
다 여자노인이 체력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임은실 (2003)의 연구에서 저소득
층 145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n=120명 , 84.5%), 눈
뜨고 한발서기(n=115명 , 81%), 계단 오르내리기(n=85명 , 59.9%)의 신체 체력이 저하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 

   이상을 요약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이 신체 체력이
더 좋았으며 , 노인의 60% 이상이 신체 체력이 저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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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1. 1. 1. 1. 2.2.2.2.노노노인인인의의의 일일일상상상생생생활활활활활활동동동 수수수행행행능능능력력력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이란 개인이 매일 수행해야 할 과업으로 노인의 경우
생활에서의 활동정도를 나타내며 신체적 건강상태의 기능 수준에 기초를 둔 기능
적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노인의 건강상태 및 삶의 질과 관련
이 높다 (조유향 , 1988). 따라서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은 노인에게 있어서 독립적
인 신체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에 적응 할 수 있는 수행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변수이다 . 

   재가 노인의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에 관한 문헌을 살펴본 결과 , 고정은 (2001)

의 연구에서 65세 이상 71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 

학력이 높을수록 , 건강하다고 인지할수록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수행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 임은실 (2003)의 연구에서 65세 이상 저소득층 142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에서 식사하기 , 세수하기 항목은 스스로 완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자가 35.3%였으며 , 계단 오르내리기와 이동
등의 항목에서는 도움이 약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또한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의 모든 항목에서 스스로 수행 가능하다고 응답한 노인은 오로지 29.6%

이었으며 버스타기 , 약 사러가기와 집안 일하기 등의 항목에서는 스스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 장나라 (2004)의 연구에서 60세 이상 131명을 대상으로 연구
한 결과 남자노인의 62.3%, 여자노인의 52.9%가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중에서 목욕하기
(7.8%), 대소변조절하기(6.8%), 옷 입기와 세수하기(3.0%)가 가장 도움을 많이 필요
로 하는 항목이었고 ,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중에서 금전관리 (32.8%), 교통
수단(15.3%), 물건사기(11.5%)등은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 이
금재와 박혜숙 (2006)의 연구에서 65세 이상 579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74.3%

의 노인이 도움 없이 스스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혔다 . 그
리고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중 식사하기 (92.6%)가 가장 스스로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 버스나 전철 등 교통수단 이용하기 (81.3%), 힘든 집안
일 하기 (82.2%) 등의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은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 따른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의 차이는 남자노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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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78.5%가 , 여자노인의 경우는 71.1%가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응답하
였다 .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의 항목 중 계단
오르기 , 목욕하기와 이동에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 나머지 항목
들은 혼자 수행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 그리고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 수행능력의 항목 중 버스나 전철 이용하기 , 집안일하기 등에서 도움이 필요
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에 비해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은 완전독립생활 능력이 낮았다 . 

2. 2. 2. 2. 2. 2. 2. 2. 노노노인인인의의의 정정정서서서 상상상태태태

2. 2. 2. 2. 2. 2. 2. 2. 1. 1. 1. 1. 노노노인인인의의의 외외외로로로움움움
   인간은 성장발달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자하는 욕
구를 가지며 이를 만족시키고 싶어 한다 .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얻고자하는 온정과
평안을 얻을 수 없었을 때 폐쇄된 감정적 고립의 상태를 만들 수 있는데 이는 노
인에게 있어서 신체적 노화 ,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 , 배우자와의 사별 , 사회적 역
할상실 등으로 인해 젊은 시절에 느꼈던 외로움과 다르게 지각 된다 (박영주 , 정혜
경 , 안옥희와 신행우 , 2004). 우리나라는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의 확대는 노인들의 생활 형태를 변화시켜 노인들이 느끼는  외로움
이 커지고 있으며 대부분 만성적인 것이므로 노인의 외로움은 중요한 건강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Donaldson & Watson, 1996). 그러므로 노인의 외로움은 많은 노
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며 노인 자신에 대한 가치 , 신체의 건강행위 등과 연관되
어 노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박영주 외 , 2004). 

   재가 노인의 외로움에 관한 문헌을 살펴보면 , 김옥수와 백성희 (2003)의 연구에
서 60세 이상의 노인 290명 중 66.5%가 중증도 이상의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보고
하였으며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로움의 차이는 없었으나 가족기능이 낮고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외로움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 이상은 (2003)의 연구에서 65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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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143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나이 , 성별 , 결혼상태 , 학력 , 가족형태 , 주거형
태 , 현재 직업과 과거 직업 , 한 달 용돈 , 여가활동 , 지각된 건강 상태 , 종교 , 삶에
대한 신앙의 영향력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 박영
주 외 (2004)의 연구에서 135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노부부만 사는 노인보다
결혼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노인이 ,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노인들이 건강상태
가 좋은 노인보다 외로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 따른 결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외로움이 큰 경향을 보였다 . 정태
연과 조은영 (2005)의 연구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 207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배우자와 자식으로 인한 외로움의 정도는 서로 차이가 없었다 . 비동거노인에
비해 동거노인이 배우자로 인한 외로움이 적었다 . 김지현 (2006)의 연구에서 서울시
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137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기혼인 경우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 주관적인 경제상태가 좋다고 느낄수록 , 배우자와 동거한 노인이 , 가정생
활에 만족하는 경우 , 지지해 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외로움의 정도가 낮은 반면 가
족기능이 낮을수록 , 사회적 지지에 만족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외로움의 정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동거인이 없는 경우 ,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
록 ,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경우 노인의 외로움은 낮았다 . 

2. 2. 2. 2. 2. 2. 2. 2. 2. 2. 2. 2. 노노노인인인의의의 우우우울울울
   우울은 스트레스 적응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 상태로 감각장애나
신체장애가 있을 때 노인에게 가장 일어나기 쉬운 부정적 감정 반응이지만 중재
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인 간호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다 . 우울의 유발 요인은 분
노의 내재화 , 자신과 환경의 부정적 인지 , 사회적 기술의 부족 , 열등감 , 스트레스
사건 , 역할긴장과 역할상실 , 애착상실 등 통합적이다 (도복늠 외 , 2001).

   재가 노인의 우울에 관한 문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김남초와 양수 (2001)의
연구에서 60세 이상 252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우울 평균 점수는 18.0점으로
경한 우울에 속하였으며 , 우울 구성 항목은 성에 대한 흥미상실이 1.9점 , 기운상실
이 1.2점 , 집중하기 어려움이 1.2점 그리고 피로감이 1.1점이었다 . 우울 절단점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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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기준은 정상범위가 34.7%, 경한 우울이 24.5%, 중등도 우울은 26.2%이었고
심한 우울도 14.2%나 되었다 . 김경자 (2002)의 연구에서 노인정을 이용하는 65세 이
상 251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과 우울을 비교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 교육정
도가 낮을수록 , 배우자가 없는 경우 우울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건강상
태에서 노인이 지각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우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유향
(2002)의 연구에서 무안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486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 

고독감 , 사회적 지지와 우울을 비교한 결과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이 , 연령이 증
가할수록 , 상담자가 없는 경우 , 상실체험이 있는 경우 , 고독감이 높을수록 , 사회적
지원이 없을수록 우울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미진 (2003)의 연구에서 서울에서
거주하는 65세 이상 여성 노인 398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 수면관련 사항과
우울을 비교한 결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 월수입이 낮을수록 , 한 달 용돈이 적을
수록 , 가족들과 동거를 하는 경우보다 독거인 경우가 그리고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지할수록 , 불편한 신체부위가 있는 경우 , 현재 복용중인 약물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잠들 때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우울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 강덕기 (2005)의 연구에서 60세 이상 132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고독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 비공식적 관계망의 지지가 적을수록 , 

만성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 우울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노인의 우울은 노인이 지각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 배우자가 있는 경우나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우울은 낮은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 배우자가 없는 경우 ,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지하
는 경우 , 질환이 있는 경우 ,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 불편한 신체부위가 있는 경우 , 

현재 복용중인 약물이 있는 경우 우울은 높았다 .

2. 2. 2. 2. 3. 3. 3. 3. 노노노인인인의의의 생생생활활활만만만족족족도도도

   생활만족도는 생활 전체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
로서 이는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고 (Medley, 1976) 전 생애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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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신이 기대했던 삶 생활에 대해 실질적으로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을 의미
한다 (김수연 , 1987).

   재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문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김순정 (2002)의
연구에서 60세 이상 101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과 생활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 월 용돈이 20만 원
이상 인 경우 , 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인지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 유성용 (2002)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으나 , 연령이 낮을수록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 배우자 있는 경우 , 건강상태가 좋
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은 (2003)의 연구에서 지역교회에
출석하는 65세 이상 143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다
고 응답한 노인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대상자의 영적안녕이 높
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박소연 (2004)의 연구에서 서울시에 거
주하는 60세 이상 145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과 생활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남
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 연령이 낮을수록 , 고학력일수록 , 종교가 있는 경우 , 동거
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신체적 자립 정도가 높을수록 , 정신적 자립 정도가 높
을수록 , 사회적 자립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신아
름 (2006)의 연구에서 경남 의령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142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 여가생활과 생활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교육경험이 있을수록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동거인이 없을수록 , 여가활동에 참여할수록 , 여가참여 의사가 있을수록 생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 연령이 낮을수록 ,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 동거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 종교가 있는 노인의
경우에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 

2. 2. 2. 2. 4 4 4 4 노노노인인인의의의 신신신체체체적적적 기기기능능능 , , , , 정정정서서서 상상상태태태와와와 생생생활활활만만만족족족도도도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노인의 신체적 기능 , 정서 상태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문헌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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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 강희숙과 김근조 (2000)의 연구에서 60세 이상 457명을 대상으로 우울
과 신체적 기능 상태와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에서 완전의존
(4점 )과 완전독립 (12점 )인 노인은 없었으며 , 한 두가지 의존 (8-11점 )이 세 가지 이
상 의존 (5-7점 ) 보다 우울 점수가 오히려 높았다 . 그리고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에서
도 완전의존 노인은 없었으며 또한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능력의 제한이 많을수록
우울 증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김효정 (2001)의 연구에서 65세 이상 168명을
대상으로 우울과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일상생활활동 수
행능력이 낮을수록(r=.29, p=.00) 우울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김순정(2002)의
연구에서 고독감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고독감이 높을수록 생활만
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김영숙과 서경현 (2002)의 연구에서 생활만족도와 우
울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높은 역상관관계를 나타냈다 . 생활에서의 활동장애 수준
이 높은 노인들이 생활만족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
태연 (2004)의 연구에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207명을 대상으로 외로움과 생활만
족도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외로움과 생활만족도는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 이금재와 박혜숙 (2006)의 연구에서 65세 이상 579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우울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 건강상태가 나
쁘다고 지각할수록 우울정도가 심했으며 ,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과 우울은 역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의 문헌 고찰을 통해 재가 노인의 신체적 기능 , 정서 상태와 생활만족도는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부록 2>. 그러나 노인의 신체 체력을 포함한 신체
적 기능과 정서 상태 그리고 생활만족도와의 관련이 있는지를 보는 연구가 없었
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가 노인의 신체 체력을 포함한 신체적 기능 , 외로움
과 우울 , 그리고 생활만족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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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 3 3 3 장장장 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3. 3. 3. 3. 1. 1. 1. 1. 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재가 노인의 신체적 기능 , 정서 상태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
기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 

3. 3. 3. 3. 2. 2. 2. 2. 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연구대상은 편의표집에 의해 W시의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
하는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 연구대상자 기준은 65세 이상이며 인지기능장
애와 중증질환이 없고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 동의
서에 동의한 자로 하였다 .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은 총 143명이었으나 , 신체 체력
측정에서 도중에 거부한 6명의 노인과 일부 기재가 미비한 응답자 5명을 제외한
총 13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 

3. 3. 3. 3. 3. 3. 3. 3. 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3. 3. 3. 3. 3. 3. 3. 3. 1 1 1 1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 성별 , 종교 , 교육정도 , 결혼상태 , 동거상태
를 포함하며 , 이러한 특성은 설문지로 구성하였고 , 총 19문항이었다 .

   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은 건강지각 , 건강행위와 건강문제를 포함하며 이러한
특성은 설문지로 구성되었다 . 건강지각은 5점 척도로 “아주 건강하지 않다 ” 1

점 ,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 2점 , “보통이다 ” 3점 , “건강한 편이다 ” 4점 , 

“아주 건강하다 ” 5점으로 구성되었다 . 건강행위로는 흡연과 음주 문항으로 각각
이분항인 “예 ”를 1점 , “아니오 ”를 0점으로 하였다 . 또한 건강문제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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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1점 , ‘없다 ’를 0점으로 하였으며 , 건강문제의 종류를 11개의 건강문제로 하
여 각각 ‘있다 ’를 1점 , ‘없다 ’를 0점으로 하였고 , 중복응답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3. 3. 3. 3. 3. 3. 3. 2. 2. 2. 2. 신신신체체체적적적 기기기능능능
   본 연구에서 신체적 기능은 신체 체력과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으로 구분하여
측정 하였다 .

1) 신체 체력
   대상자의 신체 체력의 측정은 대상자의 하지근력 , 균형성 , 유연성 및 이동성을
측정하였으며 김창규 외(2000), 조지훈(2001)과 임은실(2003)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 “눈뜨고 한발서기 ”, “윗몸 앞으로 굽히
기 ”, “계단 오르내리기 ”로 초시계 (Iwanna, KS-201, 2006)를 이용하여 0.00초 단
위까지 측정하였다<부록 1>. 

(1)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는 대상자의 하지구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 양팔
을 가슴에서 교차시키고 의자 끝에 걸터앉도록 하지 않으며 깊숙이 앉은 자세에
서 일어서는 동작까지를 1회로 하여 초시계를 이용하여 30초 동안 앉았다 일어서
기를 총 몇 회하는지 횟수를 측정하였다 . 측정은 1회 실시하였으며 , 횟수가 증가
하면 할수록 하지근력은 좋음을 의미한다 .

(2) 눈뜨고 한발서기
   “눈뜨고 한발서기 ”는 대상자의 균형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 초시계를 이용하
여 대상자의 눈을 뜬 상태에서 양팔을 옆으로 들고 한 발을 들어서 들어 올린 다
리가 바닥에 내려질 때까지의 초 시간을 측정하였다 . 양 발 모두 1회씩 측정하여
평균 초 값으로 계산하였다 . 평균 초 시간 값이 클수록 균형성이 좋음을 의미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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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윗몸 앞으로 굽히기
   “윗몸 앞으로 굽히기 ”는 대상자의 유연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 전굴 유연성
측정기를 이용하여 , 발바닥은 전굴 유연성 측정기의 발판에 붙이고 발은 5 cm 벌
려서 다리를 뻗쳐 앉도록 한 후 , 윗몸을 앞으로 굽히면서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손가락 끝으로 미끄럼판을 밀어낸 후 밀려간 거리를 측정하였다 . 이때 무릎이 굽
혀지거나 반동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 측정값은 cm단위로 하였다 . -(음 )값은 두
손을 앞으로 내밀 때 발꿈치를 기준으로 발판에 미치지 못한 값을 의미한다 . 측정
은 1회 실시하였으며 , 측정값이 높을수록 유연성은 좋음을 의미한다 .

(4) 계단 오르내리기
   “계단 오르내리기 ”는 이동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 높이 20 cm되는 넓은 판을
만들어서 , 한 발이 먼저 판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 발이 판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한 발이 먼저 바닥에 내려가고 그 다음 발이 바닥에 내려질 때까지를 1회로 하며 , 

이때 손으로 무릎이나 난간을 잡지 않고 순수하게 다리 근력으로 오르내리도록
한다 . 초시계를 이용하여 계단 오르내리기를 7회 수행하는데 걸린 시간을 초 단위
로 측정하였다 . 측정은 1회 실시하였으며 , 초 시간 값이 작을수록 이동성이 좋음
을 의미한다 . 단 상관관계 분석 시에는 -(음 )값으로 역환산하여 측정값이 높을수록
이동성이 좋음을 의미한다 .

2)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은 송미순 (1991)이 노인의 생활기능상태 예측 모형에서
개발한 신체적 기능척도를 사용하였다 . 이 도구는 Barthel Index(Mahoney & 

Barthel, 1965)와 Lawton과 Brody(1969)의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 Scale, IADL)을 기초로 하여 개발한 것이다 . Barthel Index

는 기본적인 자가 간호정도를 측정하였으며 , IADL은 좀 더 복잡한 기능이 요구되
는 자가 간호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은 총 15개의 문항
으로 이루어졌으며 , “할 수 없다 (1점 )”,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2점 )”, “약간
도움이 필요하다 (3점 )”, “혼자 가능하다 (4점 )”의 4점 척도로 최저 15점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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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60점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 15점인 경우 신체적 기능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독
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음을 의미하며 , 점수가 낮을수록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독립적인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이 어렵다는 것을 의
미한다 . Lawton과 Brady(1969)의 IADL는 도구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 .91이었고 송미순 (1991)의 연구에서 사용한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도구의
Cronbach's alpha값은 .9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값은 .74이
었다 .

(1)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평가 문항은 식사하기 , 누웠다가 일어나고 의자에
앉기 , 개인위생 , 화장실 사용 , 목욕하기 , 걷기 , 층계 오르기 , 옷 입고 벗기 등 8개
의 문항이며 , 4점 척도로 최저 8점에서 최고 32점까지 범위로 측정된다 . 측정 점
수가 높을수록 기능이 좋음을 의미한다 .

(2)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평가 문항은 전화 사용하기 , 혼자 차타고 나들이
하기 , 식료품이나 필수품 구입 , 식사준비 (음식조리 ), 집안 일하기 (방청소하기 ), 약
챙겨먹기 , 돈 관리 등 7개의 문항이며 , 이 도구는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도구와 마
찬가지로 4점 척도로 최저 7점에서 최고 28점까지 범위로 측정된다 .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기능이 좋음을 의미한다 .

3. 3. 3. 3. 3. 3. 3. 3. 3. 3. 3. 3. 정정정서서서 상상상태태태
   본 연구에서의 정서 상태는 외로움과 우울로 측정하였다 . 

1) 외로움
    노인의 외로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Russell, Peplau와 Cutrona(1980)가 개
발한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을 김옥수(1997)가 번안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
를 검증한 한국판 UCLA 외로움 도구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U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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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eliness Scale)를 사용하였다 . 

   한국판 UCLA 외로움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 각 문항은 4점 척도
로 “자주 그렇다 (4점 )”, “가끔 그렇다 (3점 )”, “거의 그렇다 (2점 )”,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 )”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 이 도구의 20개 문항 중 10개 문항
은 긍정적인 문항이고 10개 문항은 부정적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긍정적인
문항은 점수를 역으로 환산하여 합산하였다 . 최저 20점에서 최고 80점의 범위에
이르며 ,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김옥수 (1997)의 한국판
UCLA 외로움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 .93이었고 본 연구에서 이 도
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 .82이었다 . 

2) 우울
   노인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Yesavage, Brink & Rose(1983)이 개발
한 노인우울척도(GDS: Geriatric Depression scales)척도를 조맹제 등 (1999)이 우리
나라 노인에게 맞도록 표준화한 한국판 축약형 노인우울척도 (SGDS, 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

   이 척도는 설문 응답자가 직접 느끼는 우울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총 15개 문
항 중 10개 문항은 긍정적인 응답을 할 경우 우울한 것으로 채점되고 , 나머지 5개
문항은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 우울한 것으로 채점된다 . “예 ”를 1점 , “아니
오 ”를 0점으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총 15개 문항의 총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5점까지 측정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는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 조맹제 등 (1999)의 연구에서 한국판 노인우울척도의 Cronbach's alpha값은
.89이었고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 .80이었다 . 

3. 3. 3. 3. 3. 3. 3. 3. 4. 4. 4. 4. 생생생활활활만만만족족족도도도
   생활만족도는 Stones과 Kozma(1980)가 노인의 정신 건강과 관련된 개념인 행복
감 , 생활만족 , 의욕 등을 기초로 하여 개발한 The 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 Scale for Happiness(MUNSH) 척도를 고려하여 윤진(1982)이 우리나
라 노인에 알맞게 개발한 생활만족도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 생활만족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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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총 20개 문항으로 ‘감정부분 ’의 긍정적 정서 문항과 부정적 정서 문항이
각각 4개 문항 , ‘경험부분 '의 긍정적 일상 경험 문항과 부정적 일상 경험 문항이
각각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각 문항은 “아니오 (1점 )”, “그저 그렇다 (2

점 )”, “예 (3점 )”의 척도로 되어 있으며 생활만족 정도는 20문항의 점수를 합한
점수로서 범위는 20점에서 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 윤진 (1982)의 연구에서 생활만족도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 .93

이었고 , 본 연구에서 생활만족도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 .89이었다 .

3. 3. 3. 3. 4. 4. 4. 4. 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절절절차차차

   두 곳의 복지관 관장에게 연구목적 및 진행절차 등에 대해 설명을 하여 자료
수집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 설문조사를 하기 위하여 3명의 연구보조원들은 일관
성 있는 면접조사를 위해 일대일 면접에 대한 훈련을 30분 동안 받았으며 , 신체
체력 측정 시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해 4명의 연구보조원들은 각각 한 가지의 신
체 체력 측정만을 측정하도록 1시간 동안 훈련받았다 . 훈련받은 연구보조원들이
연구대상 기준에 따라 복지관 이용 노인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
여 동의서에 동의를 한 대상자에게 설문조사와 신체 체력 측정을 하였다 .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방법과 관찰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수집
되었다 . 자료수집 기간은 2007년 4월 19일부터 4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 자료
수집 장소는 복지관 2층 로비에서 실시하였고 , 설문 응답 시간은 20 ~ 25분 , 신체
체력 측정은 10 ~ 15분정도 소요되었다 . 

3. 3. 3. 3. 5. 5. 5. 5. 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한 기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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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신체적 기능 , 정서 상태 , 생활만족도는 실수와 백분율 , 평균과 표
      준편차를 이용한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기능 , 정서 상태 ,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하기위해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를
      이용하였다 .

   4) 대상자의 신체적 기능 , 정서 상태 및 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3. 3. 3. 3. 6. 6. 6. 6. 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연구 대상자를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재가 노인으로 선정
 하여 편의 표집 하였으므로 한국 전체 재가 노인을 대표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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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 4 4 4 장장장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4. 4. 4. 4. 1. 1. 1. 1.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4. 4. 4. 4. 1. 1. 1. 1. 1. 1. 1. 1.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연령 , 성별 , 종교 , 교육수준 , 결혼상태 , 동거형태
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 대상자는 총 132명으로 남자노인이 65

명(49.2%), 여자노인이 67명(50.8%)이었다 . 평균(표준편차) 연령은 72.5(5.33)세 , 연령
범위는 65세부터 90세까지였는데 대상자의 65.2%가 65세 ~ 74세 이었다 . 종교를
가지고 있는 노인 중 불교가 39명 (29.5%)으로 가장 많았고 , 그 다음은 기독교와 천
주교가 각각 28명(21.2%)이었다 . 교육 수준은 고졸이 36명(27.3%)으로 가장 많았으
며 , 결혼 상태는 기혼이 88명 (66.6%)으로 가장 많았고 , 동거형태는 “노부부만 산
다 ”가 전체 응답자 중 64명 (48.5%)으로 가장 많았으며 , “가족과 함께 산다 ”가
41명 (31.1%), “혼자 생활 한다 ”도 27명 (20.4%)으로 나타났다 .

4. 4. 4. 4. 1. 1. 1. 1. 2. 2. 2. 2.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건건건강강강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을 건강지각 , 건강행위 , 건강문제 보유수 , 11개의 건강
문제를 순환기계 , 내분비계 , 신경계 , 호흡기계 , 근골격계 , 소화기계 및 감각기계의
7개 신체계통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 

   대상자가 지각하는 건강상태는 “보통이다 ”가 55명 (41.7%)으로 가장 많았고 , 

“아주 건강하지 않다 ” 또는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로 인지하는 대상자가 40

명 (30.3%), “아주 건강하다 ” 또는 “건강한 편이다 ”로 인지하는 대상자가 37명
(28.0%)으로 나타났다 . 대상자 중 흡연하는 대상자는 11명(8.3%)이었으며 , 음주하는
대상자는 34명 (25.8%)으로 나타났다 . 건강문제 보유수는 ‘1개 ’만을 가지고 있다
고 응답한 자는 전체 응답자 중 48명 (36.4%)이었으며 , 건강문제를 ‘2개 ’ 이상 가
지고 있다고 응답한 자는 전체 응답자의 50%를 차지하였다 . 건강문제 종류는 근
골격계 건강문제가 73명(55.3%),  순환기계 문제 69명(52.3%), 내분비계 문제 31명
(23.5%)의 순으로 나타났다 .



- 21 -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32)

☨중복응답

특 성 변 수 구 분 실수 (%) 평균 (표준편차 ) 범 위
인구사회
학적특성

연령 65 ~ 69세
70 ~ 74세
75 ~ 79세
80세 이상

45(34.1)

41(31.1)
32(24.2)

14(10.6)

72.5(5.33) 65 ~ 90

성별 남
여

65(49.2)
67(50.8)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없다
기타

28(21.2)

28(21.2)
39(29.5)

34(25.8)

 3( 2.3)

교육수준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이상

17(12.9)

33(25.0)
28(21.2)

36(27.3)

18(13.6)

결혼상태 기혼
사별
이혼 /별거

88(66.6)

41(31.1)
 3( 2.3)

동거형태 가족과 함께 산다
노부부만 산다
혼자 생활한다

41(31.1)

64(48.5)

27(20.4)

건강관련
특 성

건강지각 아주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아주 건강하지 않다

 6( 4.5)
31(23.5)

55(41.7)

33(25.0)
 7( 5.3)

건강행위 흡연 예
      아니오
음주 예
      아니오

 11( 8.3)

121(91.7)

34(25.8)
98(74.2)

건강문제 보유수 0개
1개
2개
3개
4개 이상

18(13.6)

48(36.4)
28(21.2)

23(17.4)

15(11.4)

건강문제 종류☨ 순환기계
내분비계
신경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소화기계
감각기 (눈 )계

69(52.3)
31(23.5)

 6( 4.5)

10( 7.6)
73(55.3)

29(22.0)

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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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2. 2. 2. 2.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신신신체체체적적적 기기기능능능 , , , , 정정정서서서 상상상태태태 및및및 생생생활활활만만만족족족도도도

4. 4. 4. 4. 2. 2. 2. 2. 1. 1. 1. 1.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신신신체체체적적적 기기기능능능

1) 신체 체력
   대상자의 신체 체력 중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의 평균 (표준편차 )은 30

초 동안 14.8회 (5.52)이었고 범위는 4회 ~ 30회이었으며 , “눈뜨고 한발서기 ”의 평
균은 20.0초 (19.78)이었고 범위는 1초 ~ 98.5초이었다 . “윗몸 앞으로 굽히기 ”의
평균은 7.9cm(6.90)이었고 범위는 -10cm ~ 22cm이었으며 , “계단 오르내리기 ”의
평균은 19.6초 (8.79)이었고 범위는 8초 ~ 50초이었다 (표 2).

표 2. 대상자의 신체 체력 (N=132)

2)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의 평균 (표준편차 )은 31.7점 (.96)이었으며 범위는
24점 ~ 32점이었다 .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의 평균(표준편차)은 27.7점(.82)

이었으며 범위는 22점 ~ 28점이었다 . 총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의 평균 (표준편차 )

은 59.5점 (1.50)이었으며 범위는 49점 ~ 60점이었다 (표 3).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중에서 층계 오르기가 15명 (11.4%)으로 가장 많
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항목으로 나타났고 , 식사하기와 화장실 사용에서는 대상자
모두가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혼자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구
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중에서 식사준비가 8명 (6%)으로 가장 많은 도움을 필요
로 하는 항목으로 나타났고 , 약 챙겨먹기는 대상자 모두가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

변 수 구 분 (단위 ) 평균 (표준편차 ) 범 위
신체 체력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회 )

눈뜨고 한발서기 (초 )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계단 오르내리기 (초 )

14.8( 5.52)

20.0(19.78)

 7.9( 6.90)

19.6( 8.79)

    4 ~ 30

    1 ~ 98.5

  -10 ~ 22

    8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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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혼자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상자의 90%이상이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중 층계 오르기를 제외하고 모든 활동을 혼자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평균=31.7)보다 도구적 일상
생활활동 수행능력 (평균=27.7)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 대상자의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N=132)

구 분 문항
할 수
없다

많은
도움이
필요

약간
도움이
필요

혼자
가능

실수(%) 실수(%) 실수(%) 실수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식사하기 - - - - - 132(100.0)

누웠다가 일어나고 의자에 앉기 - -  3 (2.3) 129 (97.7)

개인위생 - 1(0.8)  1 (0.8) 130 (98.4)

화장실 사용 - - - 132(100.0)

목욕하기 - 1(0.8)  1 (0.8) 130 (98.4)

걷기 - 1(0.8)  6 (4.5) 125 (94.7)

층계 오르기 - 1(0.8) 14(10.6) 117 (88.6)

옷 입고 벗기 - -  2 (1.5) 130 (98.5)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전화 사용하기 - - 2(1.5) 130 (98.5)

혼자 차타고 나들이하기 - 2(1.5) 5(3.8) 125 (94.7)

식료품이나 필수품 구입 - 1(0.8) 4(3.0) 127 (96.2)

식사준비 (음식조리 ) - 2(1.5) 6(4.6) 124 (93.9)

집안 일하기 (방청소하기 ) - 2(1.5) 3(2.3) 127 (96.2)

약 챙겨먹기 - - - 132(100.0)

돈 관리 - 1(0.8) 1(0.8) 130 (98.4)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평균 (표준편차 )

범 위

평균 (표준편차 )

범 위

31.7( .96)

24 ~ 32

27.7( .28)

22 ~ 28

총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평균 (표준편차 )

범 위
59.5(1.50)

49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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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2. 2. 2. 2. 2. 2. 2. 2.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정정정서서서 상상상태태태

1) 외로움
   외로움의 평균 (표준편차 )은 35.2점 (9.48)이었고 범위는 20점 ~ 69점 이었다 (표
4). 20개 문항 중 “내 주위에 사람들은 있지만 진정 나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
다 ”의 문항에서 “자주 그렇다 ” 또는 “가끔 그렇다 ”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67

명(50.8%)이었으며 문항 평균(표준편차)은 2.4점(1.19)으로 외로움을 가장 많이 호소
하였다 . 그 다음은 “나는 혼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의 문항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 또는 “거의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62명 (46.9%), 문항 평균
(표준편차 )은 2.4점 (1.37)이었으며 , “나와 다른 사람들의 교제는 피상적이다 ”의
문항에서 “자주 그렇다 ” 또는 “가끔 그렇다 ”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58명
(43.9%), 문항 평균 (표준편차 )은 2.2점 (1.13)의 순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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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상자의 외로움 (N=132)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문항평균
(표준편차 )

실수(%) 실수(%) 실수(%) 실수 (%)

나는 내 주위 사람들과 기분이 통한다  1( 0.8)  4( 3.0) 24(18.2) 103(78.0) 1.3( .55)

나는 사람들과 교제가 부족하다 55(41.7) 24(18.2) 37(28.0)  16(12.1) 2.1(1.09)

나는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79(59.9) 28(21.2) 12( 9.1)  13 (9.8) 1.7(1.00)

나는 혼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49(37.1) 13( 9.8) 12 (9.1) 58(44.0) 2.4(1.37)

나는 친구들 모임에 속해 있다  9( 6.8) 13( 9.8) 28(21.2) 82(62.2) 1.6( .92)

나는 내 주위 사람들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6( 4.6) 17(12.9) 39(29.5) 70(53.0) 1.7( .87)

나는 아무하고도 가깝지 않다 81(61.3) 22(16.7) 17(12.9)  12 (9.1) 1.7(1.01)

나의 관심사와 생각들을 주위 사람들이
   함께 나누지 않은 것 같다

70(53.0) 23(17.4) 23(17.4)  16(12.1) 1.9(1.09)

나는 외향적이다 16(12.1) 22(16.7) 28(21.2) 66(50.0) 1.9(1.07)

나는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7( 5.3)  6( 4.5) 27(20.5) 92(69.7) 1.5( .81)

나는 혼자 남겨진 느낌이 든다 74(56.1) 24(18.2) 21(15.9) 13( 9.8) 1.8(1.04)

나와 사람들의 교제는 피상적이다 49(37.1) 25(18.9) 35(26.5) 23(17.4) 2.2(1.13)

어느 누구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 66(50.0) 28(21.2) 29(22.0)   9( 6.8) 1.9(1.00)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낀
   다

84(63.6) 27(20.5) 13( 9.8)   8( 6.1) 1.6( .90)

내가 교제를 원할 때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

 6( 4.5)  9( 6.8) 15(11.4) 102(77.3) 1.4( .81)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
   다

12( 9.1)  7( 5.3) 26(19.7)  87(65.9) 1.6( .95)

나는 소외된 것 같아 슬픈 느낌이 든다 75(56.8) 20(15.2) 21(15.9)  16(12.1) 1.8(1.09)

내 주위에 사람들은 있지만 진정 나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46(34.8) 19(14.4) 36(27.3)  31(23.5) 2.4(1.19)

나와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이 있다

 7( 5.3)  5( 3.8) 20(15.2) 100(75.7) 1.4( .80)

나는 의지할 사람들이 있다  6( 4.5)  7( 5.3) 26(19.7)  93(70.5) 1.4( .79)

총 문항 평균 (표준편차 )

범 위
35.2(9.48)

20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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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울
   대상자의 우울 점수의 평균(표준편차)은 4.5점(3.39)이었으며 범위는 0점 ~ 13점
으로 나타났다 (표 5). 우울에 관한 문항 중에서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쁘다 ”의
문항을 “아니오 ”로 응답한 대상자가 118 명 (89.4%)으로 가장 많아 , 우울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항이었으며 , 그 다음 문항으로는 “기분 좋게 사는 편이다 ”와
“삶에 대해 대체로 만족 한다 ”도 “아니오 ”로 응답한 대상자가 각각 114 명
(86.4%), 107 명 (81.1%)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5. 대상자의 우울 (N=132)

문 항
예

실수 (%)

삶에 대해 대체로 만족 한다  25(18.9)

최근에는 활동이나 관심거리가 줄었다  53(40.2)

삶이 공허하다고 느낀다  61(46.2)

자주 싫증을 느낀다  35(26.5)

기분 좋게 사는 편이다  18(13.6)

좋지 않은 일이 닥쳐올까 봐 두렵다  67(50.8)

대체로 행복하다고 느낀다  27(20.5)

자주 무기력함을 느낀다  56(42.4)

외출하기보다는 집안에 있기를 좋아 한다  23(17.4)

다른 사람들보다 기억력이 더 떨어진다고 느낀다  64(48.5)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쁘다  14(10.6)

본인의 삶의 가치가 없다고 느낀다  37(28.0)

생활에 활력이 넘친다  44(33.3)

본인의 현실이 절망적이라고 느낀다  17(12.9)

다른 사람들이 대체로 본인보다 낫다고 느낀다  50(37.9)

총 우울 평균 (표준편차 )

범 위
4.5(3.39)

0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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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2. 2. 2. 2. 3. 3. 3. 3.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생생생활활활만만만족족족도도도
   대상자의 생활만족도의 평균 (표준편차 )은 46.3점 (9.15)이었고 범위는 21점 ~ 60

점으로 나타났다 (표 6). 20개 문항 중 “나에게는 슬퍼할 일이 많이 있다 ”의 문항
을 “아니오 ”로 응답한 대상자가 89명 (67.4%)으로 가장 많았고 문항 평균 (표준편
차 )은 2.5점 (.77)으로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은 문항으로 나타났다 . 그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자주 우울에 빠진다 ”가 87명 (65.9%),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은 2.5점 (.76)이었고 “나는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끼고 있다 ”로 응답한 대상
자가 85명 (65.2%), 문항 평균 (표준편차 )은 2.5점 (.75)의 순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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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상자의 생활만족도 (N=132)

문 항 예 그저
그렇다 아니오 문항평균

(표준편차)실수 (%) 실수 (%) 실수(%)

나는 요즘 하늘을 날을 것처럼 기분이 좋다 39(29.5) 65(49.2) 28(21.2) 2.1(.71)

나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원기가 왕성하다 52(39.4) 44(33.3) 36(27.3) 2.1(.81)

내가 살아온 인생을 회고해 보건대 , 일생을 이
   렇게 살아온데 일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66(50.0) 32(24.2) 34(25.8) 2.2(.84)

내 일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절이다 69(52.3) 29(22.0) 34(25.8) 2.3(.85)

나는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끼고 있다 20(15.2) 26(19.7) 86(65.2) 2.5(.75)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리감과 외로움을 느낀다

19(14.4) 29(22.0) 84(63.6) 2.5(.74)

나는 우울하고 매우 기분이 언짢다 19(14.4) 27(20.5) 86(65.2) 2.5(.74)

일생을 거의 살고 나서 생각해보니 나의 인생
   행로가 이렇게 된데 대하여 가슴 아프게 느
   끼고 있다

45(34.1) 23(17.4) 64(48.5) 2.1(.90)

나는 나이 든 지금도 젊은 시절과 마찬가지로
   행복하다

65(49.2) 38(28.8) 29(22.0) 2.3(.80)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 옛날과 마찬가지로 지
   금도 흥미롭고 재미있다

75(56.8) 27(20.5) 30(22.7) 2.3(.83)

지나온 평생을 회고해 볼 때 , 나의 일생은 상
   당히 성공적인 것 이었다

66(50.0) 38(28.8) 28(21.2) 2.3(.80)

현재 나의 건강상태는 내 나이 또래의 다른
   사람과 비슷하거나 더 좋다

78(59.1) 24(18.2) 30(22.7) 2.4(.83)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
   금이 더욱 흥미가 있다

80(60.6) 24(18.2) 28(21.2) 2.4(.82)

나는 지금도 바쁘고 가치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85(64.4) 23(17.4) 24(18.2) 2.5(.79)

금년 들어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들이 나를
   더욱 괴롭힌다

22(16.7) 25(18.9) 85(64.4) 2.5(.77)

나의 일생은 현재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었는
   데 불행히도 그렇게 되지 못했다

56(42.4) 27(20.5) 49(37.1) 2.0(.90)

나는 조그마한 일이 많이 있다 48(36.4) 25(18.9) 59(44.7) 2.1(.90)

나에게는 슬퍼할 일이 많이 있다 22(16.7) 21(15.9) 89(67.4) 2.5(.77)

다른 사람에 비해서 , 나는 자주 우울에 빠진다 21(15.9) 24(18.2) 87(65.9) 2.5(.76)

여러 가지 근심 , 걱정이 많아서 가끔 잠을 이
   룰 수가 없다

35(26.5) 22(16.7) 75(56.8) 2.3(.86)

총 문항 평균 (표준편차 )

범 위
 46.3(9.15) 

21 ~ 60

 2.3(.46)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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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3. 3. 3. 3.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신신신체체체적적적 기기기능능능 , , , , 정정정서서서 상상상태태태 및및및 생생생
활활활만만만족족족도도도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4. 4. 4. 4. 3. 3. 3. 3. 1. 1. 1. 1.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신신신체체체적적적 기기기능능능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신체 체력과의 관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으로 나누어 이에
따른 신체 체력을 분석하였다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 체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 

신체 체력 중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는 연령 (F=8.72, p=.00), 성별 (t=.29, 

p=.00), 종교유무(t=3.01, p=.00), 교육수준(t=-5.28, p=.00), 배우자유무(t=-3.33, 

p=.00), 동거형태(F=3.54, p=.03)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연령에
대해 사후검정 한 결과 65세 ~ 69세인 노인그룹이 다른 연령층 노인그룹보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의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층이 낮은 노인
그룹에서 하지근력이 더 좋음을 보여주었다 . 또한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 고졸
이상인 노인그룹이 중졸이하 노인그룹보다 , 배우자가 있는 노인그룹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그룹보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에서의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은 그룹에서 , 남자노인에서 , 교육정도가 높은 그
룹에서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노인의 하지근력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
었다 . 또한 동거형태에 따라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사후검정 한 결과 각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
났다 . 이는 하지근력이 각 집단 간에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으나 가족과 함께 살
거나 (평균=14.1) 혼자 생활하는 노인그룹(평균=13.0)보다 노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
그룹 (평균=16.0)에서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 점수가 높게 나타나 임상적으
로 의의가 있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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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체력 중 “눈뜨고 한발서기 ”는 성별 (t=3.44, p=.00), 종교유무 (t=3.26, 

p=.00), 교육수준(t=-2.62, p=.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즉 , 남
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 고졸이상 노인그룹이 중졸이하 노인그룹보다 “눈뜨고 한
발서기 ” 시간이 길게 나타나 균형성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신체 체력 중 “윗몸 앞으로 굽히기 ”는 연령 , 성별 , 종교유무 , 교육수
준 , 배우자유무 , 동거형태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이는 노
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유연성과의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 

   신체 체력 중 “계단 오르내리기 ”는 연령(F=15.78, p=.00), 성별(t=-4.49, p=.00), 

종교유무(t=-3.65, p=.00), 교육수준(t=4.45, p=.00), 배우자유무(t=2.51, p=.0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즉 ,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 고졸이상 노인그
룹이 중졸이하 노인그룹보다 , 배우자가 있는 노인그룹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그룹
보다 “계단 오르내리기 ”의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연령 그룹에서의
사후검정 한 결과 65세 ~ 69세 노인그룹이 다른 연령층 노인그룹보다 “계단 오
르내리기 ”의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은
그룹에서 , 남자노인에서 ,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그룹에서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노
인그룹에서 이동성이 다른 그룹보다 좋았음을 보여주었다 . 

(2) 건강관련 특성
   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 (건강지각 , 건강행위와 건강문제유무 )에 따른 신체 체력
을 분석한 결과 (표 7), 건강지각 (F=5.70, p=.00)에 따라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
기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 사후검정 한 결과 아주 건강하거나
건강한 편이라고 인지한 노인그룹이 아주 건강하지 않거나 건강하지 않은 편이라
고 인지한 노인그룹보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 이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노인그룹에서 하지근력
이 더 좋음을 보여주었다 . 또한 건강문제 유무 (t=-2.22, p=.03)에 따라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 이는 건강문제가 없는
노인들이 건강문제가 있는 노인들보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 하지근력이 좋음을 보여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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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눈뜨고 한발서기 ”와 “윗몸 앞으로 굽히기 ”는 건강지각 , 건강행위 , 

건강문제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 이는 건강관련 특성과
균형성 및 유연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계단 오르내리기 ”는 건강지각 (F=2.71, p=.03)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는데 , 사후검정 결과 아주 건강하거나 건강한 편이라고 인지한 노인그룹
이 아주 건강하지 않거나 건강하지 않은 편이라고 인지한 노인그룹보다 “계단
오르내리기 ”를 시행하는데 걸린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짧게 나타났다 . 이
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노인그룹이 이동성이 더 좋음을 보여주었다 . 또한
건강문제 유무 (t=-2.08, p=.04)에 따라 “계단 오르내리기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 이는 건강문제가 없는 노인들이 건강문제가 있는 노인들보다
“계단 오르내리기 ”의 시간이 짧게 나타났는데 이는 건강 문제가 없는 노인들이
이동성이 더 좋음을 보여주었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과의 관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으로 나누어 이에
따른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을 분석하였다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을 분석한 결과 성
별(t=2.87, p=.01), 종교유무(t=2.22, p=.03)에 따라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7). 이는 남자노인 (평균=32.0)이 여자노인 (평
균=31.5)보다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 그러나 대상자
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 

(2) 건강관련 특성
   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 건강문제 유무에 따라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t=-3.18, p=.0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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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t=-3.95, p=.00)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 이는 건강문제가 없는 노인그룹이 건강문제가 있는 노인그룹보다 일상생활활
동 수행능력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 그러나 건강지각이나 건강행위에 따라 일상
생활활동 수행능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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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기능 (N=132)

*

p<.05  
**

p<.01 

a, b, c, d 
Scheffe's Post Hoc Test p<.05

특성 변수 구 분 n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회)

눈뜨고 한발서기
(초)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계단오르내리기
(초)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평균
(표준
편차 )

t/F

p / 

Post

-hoc

평균
(표준
편차 )

t/F

p / 

Post

-hoc

평균
(표준
편차 )

t/F

p / 

Post

-hoc

평균
(표준
편차 )

t/F

p / 

Post

-hoc

평균
(표준
편차 )

t/F

p / 

Post

-hoc

평균
(표준
편차 )

t/F

p / 

Post

-hoc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연령 65 ~ 69세 a

70 ~ 74세 b

75 ~ 79세 c

80세 이상 d

45

41

32

14

15.8(5.35)

15.8(5.28)

15.0(5.05)

 8.3(3.41)

 8.72 .00**

a>d

b>d

c>d

24.9(19.68)

17.0(17.44)

21.1(19.95)

10.6(23.25)

 2.37 .07 9.7(8.44)

7.2(6.38)

7.1(4.95)

5.5(5.93)

 1.88 .14 17.3( 6.83)

18.1( 6.51)

18.9( 7.55)

32.6(12.02)

15.78 .00**

a<d

b<d

c<d

31.7( 1.25)

31.8(  .89)

31.9(  .49)

31.4(  .94)

  .71 .55 27.9( .53)

27.8( .62)

27.6(1.27)

27.4( .75)

1.85 .14

성별 남자
여자

65

67

17.5(5.29)

12.2(4.39)

 6.29 .00** 25.8(21.75)

14.5(15.90)

 3.44 .00** 6.7(5.94)

9.0(7.60)

-1.91 .06 16.3( 4.93)

22.7(10.47)

-4.49 .00** 32.0(  .17)

31.5( 1.31)

 2.87 .00** 27.8(.92)

27.7(.72)

  .37 .71

종교 유
무

98

34

14.0(5.20)

17.2(5.80)

 3.01 .00** 16.1(15.93)

31.2(25.20)

 3.26 .00** 7.8(6.78)

8.1(7.36)

  .20 .84 20.8( 9.52)

16.1( 4.89)

-3.65 .00** 31.7( 1.09)

31.9(  .31)

 2.22 .03* 27.7(.85)

27.8(.74)

  .49 .71

교육
수준

중졸이하
고졸이상

78

54

12.9(4.96)

17.6(5.14)

-5.28 .00** 16.4(18.35)

25.3(20.74)

-2.62 .01** 8.0(7.36)

7.7(6.24)

  .25 .81 22.0(10.03)

16.1( 4.90)

 4.45 .00** 31.7( 1.14)

31.9(  .63)

-1.28 .20 27.7(.92)

27.8(.65)

-1.11 .27

배우자 유
무

88

44

15.9(5.72)

12.6(4.40)

-3.33 .00** 21.6(18.48)

17.0(22.07)

-1.27 .21 8.2(6.59)

7.2(7.52)

-.77 .44 18.0( 6.66)

22.7(11.44)

 2.51 .02* 31.8(  .92)

31.6( 1.04)

-1.35 .18 27.7(.88)

27.7(.71)

-.37 .71

동거
형태

가족과함께산다
노부부만산다
혼자생활한다

41

64

27

14.1(5.69)

16.0(5.72)

13.0(5.52)

 3.54 .03* 18.4(19.78)

22.7(19.18)

16.3(21.04)

 1.21 .30 6.4(7.26)

8.4(6.25)

8.8(7.73)

 1.30 .28 21.4(10.77)

17.9( 7.08)

20.9( 8.69)

 2.40 .95 31.7(  .88)

31.8(10.04)

31.7(  .91)

  .27 .76 27.5(.93)

27.8(.89)

27.9(.27)

 1.9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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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기능 (계속 )                                                            (N=132)

*

p<.05  
**

p<.01 

a, b, c, d, e 
Scheffe's Post Hoc Test p<.05

특
성

변
수

구 분 n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회 )

눈뜨고
한발서기 (초 )

윗몸 앞으로
굽히기(cm)

계단오르내리기
(초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평균
(표준
편차 )

t/F

p /

Post

-hoc

평균
(표준
편차)

t/F

p /

Post

-hoc

평균
(표준
편차 )

t/F

p /

Post

-hoc

평균
(표준
편차 )

t/F

p /

Post

-ho

c

평균
(표준
편차 )

t/F

p /

Post

-hoc

평균
(표준
편차 )

t/F

p /

Post

-hoc

건강
관련
특성

건강
지각

아주건강하다 a

건강한편이다 b

보통이다 c

건강하지않은편이다 d

아주건강하지않다 e

  6

 31

 55

 33

  7

20.8(4.26)

17.0(6.10)

14.2(4.67)

13.6(5.19)

 9.9(4.91)

 5.70 .00**

a>d

a>e

b>e

28.2(25.54)

25.7(18.56)

19.0(20.30)

17.3(19.44)

 8.6(11.01)

 1.70 .16 10.2(6.18)

 9.5(4.91) 

 7.1(7.64)

 8.0(7.01)

 4.4(7.87)

1.21 .31 17.0( 8.15)

17.9( 7.52)

19.1( 8.63)

20.3( 8.82)

29.1(11.48)

 2.71 .03*

b<e

32.0( .00)

32.0( .18)

31.8( .72)

32.5(1.48)

31.0(1.53)

 2.33 .06 28.0( .00)

27.9( .43)

27.8( .85)

27.6( .97)

27.0(1.16)

 2.18 .08

건강
행위

흡연 예
     아니오

음주 예
     아니오

 11

121

 34

 98

16.5(3.48)

14.6(5.66)

16.0(5.98)

14.4(5.32)

 1.55

 1.48

.14

.14

27.3(24.74)

19.4(19.26)

22.0(21.18)

19.4(19.34)

 1.28

  .66

.20

.51

10.4(4.57)

 7.6(7.05)

 9.3(4.95)

 7.4(7.42)

1.26

1.72

.21

.09

18.6( 5.68)

19.7( 9.03)

18.6( 8.64)

19.9( 8.86)

-.40

-.73

.69

.46

32.0( .00)

31.7(1.00)

31.8( .64)

31.7(1.06)

  .95

  .42

.34

.68

27.9( .30)

27.7( .85)

27.7( .81)

27.7( .83)

  .80

-.60

.43

.55

건강
문제

유
무

114

 18

14.4(5.47)

17.4(5.24)

-2.22 .03* 18.0(18.85)

27.7(24.11)

-1.79 .08 7.7(7.04)

8.6(6.05)

-.51 .61 19.9( 9.29)

 8.6(60.51)

 2.08 .04* 31.7(1.03)

32.0(.00)

-3.18 .00** 27.7(.88)

28.0(.00)

-3.95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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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3. 3. 3. 3. 2. 2. 2. 2.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정정정서서서 상상상태태태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로움과 우울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외로움과의 관계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 , 성별 , 종교유무 , 교육수준 , 배우자유무 , 동거형태에 따라 외로움
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그러나 연령이 높은 그룹에서 , 여자
노인이 남자노인보다 , 종교가 없는 노인그룹에서 , 교육수준이 낮은 그룹에서 , 배우
자가 없는 노인그룹에서 외로움의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 

(2) 건강관련 특성
   건강지각 (F=4.11, p=.00)에 따라 외로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 

사후검정 한 결과 자신이 아주 건강하거나 건강한 편이라고 지각한 노인그룹보다
아주 건강하지 않거나 건강하지 않은 편이라고 지각한 노인그룹에서 외로움의 점
수가 높게 나타났다 . 그러나 건강행위와 건강문제 유무에 따라 외로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우울과의 관계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t=-3.83, p=.00), 교육수준 (t=4.52, p=.00), 배우자유무(t=3.71, 

p=.00), 동거형태(F=6.67, p=.00)에 따라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이 , 고졸이상 노인그룹보다 중졸이하 노인그룹에서 , 배우자
가 없는 노인그룹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그룹보다 우울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 동거형태의 경우 사후검정 한 결과 노부부만 살거나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그
룹보다 혼자 생활하는 노인그룹에서 우울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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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관련 특성
   건강지각(F=5.43, p=.00)에 따라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 사
후검정 한 결과 자신이 아주 건강하거나 건강한 편이라고 지각한 노인그룹보다
아주 건강하지 않다고 지각한 노인그룹에서 우울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 그러나 건
강행위와 건강문제 유무에 따라 우울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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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 상태 (N=132)

* p<.05  ** p<.01
a, b, c, d, e, 

Scheffe's Post Hoc Test p<.05

특성 변수 구 분 n
외로움 우울

평균
(표준편차 )

t/F
p  / 

Post-hoc

평균
(표준편차 )

t/F
p  / 

Post-hoc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연령 65 ~ 69세
70 ~ 74세
75 ~ 79세
80세 이상

45

41

32

14

35.0( 8.99)

33.6( 9.65)

36.0(10.87)

39.0(12.03)

 1.25 .14 4.3(3.18)

4.3(3.10)

4.4(9.11)

5.6(3.97)

  .63   .60

성별 남자
여자

65

67

34.2( 8.22)

36.2(10.52)

-1.22 .23 3.4(3.01)

5.5(3.42)

-3.83 .00**

종교 유
무

98

34

33.9( 9.21)

35.7( 9.58)

 -.92 .36 3.8(3.48)

4.7(3.34)

-1.43   .16

교육수준 중졸이하
고졸이상

78

54

36.3(10.20)

33.6( 8.15)

 1.66 .10 5.5(3.55)

3.1(2.57)

 4.52 .00**

배우자 유
무

88

44

34.7( 9.23)

36.3( 9.98)

  .95 .34 6.0(3.52)

3.7(3.08)

 3.71 .00**

동거형태 가족과함께산다 a

노부부만산다 b

혼자생활한다 c

41

64

27

36.1( 8.78)

34.2( 2.80)

36.3(10.53)

  .72 .49 5.1(3.60)

3.5(2.80)

6.0(3.68)

 6.67 .00**

b<c

건강
관련
특성

건강지각 아주건강하다 a

건강한편이다 b

보통이다 c

건강하지않은편이다 d

아주건강하지않다 e

  6

 31

 55

 33

  7

29.7( 4.46)

32.6( 8.81)

35.3( 9.06)

36.0( 8.98)

46.7(14.75)

 4.11   .00**

a<e

b<e

c<e

1.0(1.26)

3.0(2.56)

4.9(3.57)

5.2(3.16)

7.3(3.50)

 5.43   .00**

a<e

b<e

건강행위 흡연 예
     아니오

음주 예
     아니오

 11

121

 34

 98

32.3( 8.23)

35.5( 9.57)

34.9( 8.15)

35.3( 9.94)

-1.07

-.18

.29

.85

4.0(2.49)

4.5(3.46)

4.4(3.15)

4.5(3.48)

-.49

-.13

.63

.90

건강문제 유
무

114

 18

35.4( 9.84)

33.8( 6.80)

  .69 .49 4.7(3.46)

3.1(2.61)

 1.8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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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3. 3. 3. 3. 3. 3. 3. 3.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생생생활활활만만만족족족도도도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교육수준(t=-2.57, p=.01), 배우자유무(t=-2.21, p=.03), 동거형태(F=3.52, 

p=.03)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즉 , 중졸이하 노인
그룹보다 고졸이상 노인그룹에서 , 배우자가 없는 노인그룹보다 배우자가 있는 노
인그룹에서 생활만족도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동거형태에 따른 생활만
족도의 차이를 사후검정 한 결과 그룹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가족과 함께 살거나 혼자 생활하는 노인그룹보다 노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그룹에
서 생활만족도의 점수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

2) 건강관련 특성
   대상자의 건강지각(F=6.56, p=.00), 건강문제유무(t=-2.30, p=.02)에 따라 생활만
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즉 건강지각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
를 사후검정 한 결과 아주 건강하지 않거나 건강하지 않은 편이라고 지각한 노인
그룹보다 아주 건강하거나 건강한 편이다고 지각한 노인그룹에서 , 건강문제가 있
는 노인그룹보다 건강문제가 없는 노인그룹에서 생활만족도 점수가 더 높게 나타
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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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N=132)

* p<.05  ** p<.01
a, b, c, d, e 

Scheffe's Post Hoc Test p<.05

특성 변 수 구 분 n

생활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 t/F

p /

Post-hoc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연령 65 ~ 69세
70 ~ 74세
75 ~ 79세
80세 이상

45

41

32

14

46.6( 8.39)

45.8( 8.55)

47.6( 9.11)

43.9(13.09)

  .61 .61

성별 남자
여자

65

67

47.9( 8.50)

44.8( 9.57)

 1.96 .05

종교 유
무

98

34

47.9( 9.26)

45.7( 9.10)

 1.18 .24

교육수준 중졸이하
고졸이상

78

54

44.6( 9.62)

48.7( 7.91)

-2.57 .01*

배우자 유
무

88

44

43.8( 9.34)

47.5( 8.86)

-2.21 .03*

동거형태 가족과함께산다
노부부만산다
혼자생활한다

41

64

27

44.5( 9.77)

48.4( 8.46)

46.3( 9.15)

 3.52 .03*

건강
관련
특성

건강지각 아주건강하다 a

건강한편이다 b

보통이다 c

건강하지않은편이다 d

아주건강하지않다 e

  6

 31

 55

 33

  7

57.0( 3.22)

49.6( 6.83)

45.9( 9.56)

44.2( 7.84)

36.3(11.12)

 6.56 .00**

a>d

a>e

b>e

건강행위 흡연 예
     아니오

음주 예
     아니오

 11

121

 34

 98

48.7( 5.87)

46.1( 9.38)

44.5( 9.85)

46.9( 8.87)

  .92

-1.33

.36

.19

건강문제 유
무

114

 18

45.6( 9.11)

50.8( 8.26)

-2.3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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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4. 4. 4. 4.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신신신체체체적적적 기기기능능능 , , , , 정정정서서서 상상상태태태 및및및 생생생활활활만만만족족족도도도의의의 관관관
계계계

   대상자의 신체적 기능 , 정서 상태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 대상자의 신체적 기능에서 신체 체력과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 “윗몸 앞으로 굽히기 ”를 제외하고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r=.31, p=.00), “눈뜨고 한발서기 ”(r=.20, p=.02), “계단 오르내리
기 ”(r=.42, p=.00)와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다 . 이는 하지근력 , 균형성 및 이동성이 좋을수록 기본적인 일상생
활활동 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계단오르내리기 ”(r=.23, p=.01)

와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은 정상관관계로 나타났다 . 

   대상자의 정서 상태 중 외로움과 신체 체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의자
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r=-.23, p=.01)와 “계단 오르내리기 ”(r=-.19, p=.03)는 역
상관관계로 하지근력과 이동성이 낮을수록 외로움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r=-.19, p=.03) 및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r=-.18, 

p=.04)과 외로움은 역상관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 이는 일상생활활
동 수행능력이 낮을수록 외로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 우울과 신체 체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r=-.33, p=.00), “눈뜨고
한발서기 ”(r=-.20, p=.02)와 “계단 오르내리기 ”(r=-.32, p=.00)는 역상관관계로 하
지근력 , 균형성 및 이동성이 낮을수록 우울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본
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r=-.31, p=.00)과 우울은 역상관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는데 , 이는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이 낮을수록 우울은 높음을
의미한다 . 우울과 외로움 (r=.54, p=.00)은 정상관관계로 외로움이 크면 우울의 정도
도 높은 것을 의미한다 .  

   대상자의 생활만족도와 신체적 기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신체체력
중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r=.25, p=.01), “계단 오르내리기 ”(r=.22, p=.01)

는 정상관관계로 이는 하지근력과 이동성이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음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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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 또한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r=.29, p=.00)과 생활만족도간의 상관
관계는 정상관관계로 이는 기본적인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이 좋을수록 생활만족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대상자의 정서 상태와 생활만족도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
과 , 외로움(r=-.54, p=.00) 및 우울(r=-.75, p=.00)과 생활만족도간의 역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외로움이 클수록 , 우울의 정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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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대상자의 신체적 기능 , 정서 상태 및 생활만족도간의 상관관계 (N=132)

*

p<.05  
**

p<.01 

☨ -(음 )의 값으로 역환산

분 류 변 수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눈뜨고
한발서기

윗몸
앞으로
굽히기

계단
오르

내리기 ☨

기본적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도구적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외로움 우울 생활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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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적 기능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1

눈뜨고 한발서기  .40(.00**) 1

윗몸 앞으로 굽히기  .05(.61)  .07(.43) 1

계단 오르내리기 ☨  .69(.00**)  .42(.00**)  .11(.21) 1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31(.00**)  .20(.02*)  .11(.21)  .42(.00**) 1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12(.18)  .11(.21)  .13(.15)  .23(.01**)  .41(.00**) 1

정서 상태 외로움 -.23(.01**) -.15(.08) -.03(.75) -.19(.03*) -.19(.03*) -.18(.04*) 1

우울 -.33(.00**) -.20(.02*)  .02(.83) -.32(.00**) -.31(.00**) -.15(.09)  .54(.00**) 1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  .25(.01**)  .16(.07)  .05(.60)  .22(.01*)  .29(.00**)  .10(.26) -.54(.00**) -.75(.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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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 5 5 5 장장장 논논논의의의

5. 5. 5. 5. 1. 1. 1. 1.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신신신체체체적적적 기기기능능능 , , , , 정정정서서서 상상상태태태 및및및 생생생
활활활만만만족족족도도도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재가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기능 , 정서 상태와 생활만족도를 분석
한 결과에 대해 세 가지 논의를 하고자 한다 . 첫 번째 본 연구에서 재가 노인의
연령 , 성별 , 교육수준 , 배우자 유무 , 주관적 건강상태 및 건강문제 유무에 따라 하
지근력 , 균형성 및 이동성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즉 연령이
낮은 그룹에서 , 여자노인보다 남자노인에서 , 교육수준이 높은 그룹에서 ,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그룹에서 , 주관적인 건강지각이 좋은 그룹에서 , 

건강문제가 없는 노인그룹에서 하지근력 , 균형성 그리고 이동성이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었다 . 이는 김창균 외 (200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 이러한 결과를
통해 노인의 일반적 특성은 노인의 신체적 체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또한 본 연구에서 노인의 성별과 건강문제 유무에 따라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는데 , 여자노인보다 남자노
인에서 , 건강문제가 없는 노인그룹에서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이 좋았음을 보여주
었다 . 이는 고정은 (200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 이러한 연구결과를 비추어
볼 때 특히 여자노인에게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또한 건강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노인 스스로가 건강문제를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두 번째 재가 노인의 건강지각과 외로움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노인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인지한 그룹에서 외로움은 큼을 보여주었다 . 이
는 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지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다고 인지하는 노인보다
외로움이 큰 것으로 보고한 박영주 외 (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 또한 재가
노인의 우울은 성별 , 교육수준 , 배우자유무 , 동거형태 , 건강지각에 따라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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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즉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에서 , 교육수준이 낮은 그룹
에서 ,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서 , 혼자 사는 노인에서 , 주관
적 건강지각이 좋지 않은 그룹에서 우울은 높게 나타났다 . 이는 다른 선행연구 (김
옥수와 백성희 , 2003; 박영주 외 , 2004; 조유향 , 2002; 이금재와 박혜숙 , 2006; 김경
자 , 2002; 함미진 , 2003)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배
우자 없이 혼자 살며 또한 노인 자신의 건강을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재가 노인 , 

특히 여성노인에게서 외로움이나 우울의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정서프로그램의 필
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사료된다 . 

   세 번째 노인의 생활만족도의 정도가 교육수준 , 배우자유무 , 동거형태 , 건강지
각 , 건강문제 유무에 따라 생활만족도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 즉 교육수준이 높은 그룹에서 , 배우자가 있는 노인그룹에서 , 혼자 사는 노인보
다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이나 부부가 사는 노인그룹에서 ,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노인그룹에서 , 건강문제가 없는 노인그룹에서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 이는 선행연구 (신아름 , 2006; 김순정 , 2002; 유성용 , 2002)의 결과를 뒷
받침해주고 있음을 볼 때 배우자 또는 가족들의 사회적 지지가 있는 노인들이 생
활이나 삶에 더욱 만족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따라서 특히 배우자가 없으며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로 된다 . 

   

5. 5. 5. 5. 2. 2. 2. 2.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신신신체체체적적적 기기기능능능 , , , , 정정정서서서 상상상태태태 및및및 생생생활활활만만만족족족도도도의의의 관관관
계계계

   재가 노인의 신체적 기능 , 정서 상태 , 생활만족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에
대해 4가지 영역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 첫째 하지근력 , 이동성 및 균형성과 기본
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은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
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 “눈뜨고 한발서기 ”와 “계단 오르내리기 ”는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과는 정상관관계 이었으며 이는 즉 하지근력이 좋을수록 , 

균형성이 좋을수록 , 이동성이 좋을수록 옷 입기 , 개인위생 및 누웠다가 일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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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에 앉거나 층계 오르기 등의 노인 자신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 수준의 정도가 높았음을 보여주었다 . 또한 신체 체력 중 오로지 “계단 오르
내리기 ”만이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동성이 좋을수록 혼자 차타고 나들이하기 또는 집안일하기 등의 도구
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이 좋았음을 보여주었다 . 이는 노인의 신체 체력과 일상
생활활동 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Nishigaki 외 (2005)의 연구결과
와 일치하였다 .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신체 체력 중 유연성과 일상생활활동 수행능
력과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이러한 연구결
과를 비추어 볼 때 노인의 신체 체력은 신체적 건강상태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 따라서 노인이 매일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독립
적으로 신체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유지하거나 증가하기 위해서는 신체 체력에
대한 강화 및 유지가 필요하다 . 이를 위해서는 재가 노인들에게 근력 , 균형성 및
이동성이 강조되는 운동 중재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두 번째 노인의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과 외로움은 역상관관계로 일상생활활
동 수행능력이 낮을수록 외로움이 큼을 보여주었다 . 이는 노인의 신체적 기능의
감소와 외로움의 관련성이 높았음을 보고한 Bondevik와 Skogstad(1998)의 연구결과
와 일치하였다 . 또한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과 우울은 역상관관계로 기본
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이 낮을수록 우울은 높음을 보여주었다 . 이는 선행연구
(강희숙과 김근조 , 2000; 김효정 , 2001; 이금재와 박혜숙 , 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
하다 .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신체적 기능의 활동 정도에 따라 외로움과 우울
은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그러므로 노인들에게 약화되어 있는
신체적 기능인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
한다면 노인이 겪을 수 있는 외로움과 우울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환
경 속에서 노인에게 체력 강화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인의 신체적
기능 향상뿐만 아니라 외로움과 우울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 

   세 번째 노인의 기본적인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과 생활만족도는 순상관관계
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의 일상생활활동에 필요로 되는 기본적인 신체적 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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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좋을수록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 이러한 결과
는 노인의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의 감소가 생활만족감을 떨어뜨리게 한다고 보
고한 다른 선행연구 (Borg, hallgerg & Bolmqvist, 2006)의 결과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 

   마지막으로 노인의 외로움과 생활만족도는 역상관관계 이었으며 또한 노인의
우울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도 역상관관계로 노인의 외로움이 클수록 그리고 우
울의 정도가 높을수록 삶이나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행복감이나 만족감이 떨어졌
음을 보여주었다 . 이는 국내 선행연구 (김순정 , 2002; 김영숙과 서경현 , 2002; 정태
연 , 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신체적 기능과 정서 상태 및 생활만족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체 체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한
다면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도 증진 될 것으로 보이며 , 외로움과 우울도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생활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5. 5. 5. 5. 3. 3. 3. 3.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활활활용용용방방방안안안

    본 연구의 의의는 신체 체력을 직접 측정함으로써 노인의 신체기능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였고 이 자료들이 중재 개발 및 적용 후에 노인의
신체 기능의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복지관에 근무하는 생활지도사 , 복지사와 간호사에게 대상
자 간호와 신체기능 증진 프로그램이나 정서 증진 프로그램의 교육 자료로서 활
용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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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6 6 6 6 장장장 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6. 6. 6. 6. 1. 1. 1. 1. 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재가 노인의 신체적 기능 , 정서 상태 및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파
악하여 재가노인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
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연구 설계는 재가 노인의 신체적 기능 , 정서 상태 및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 연구 대상은 편의표집에 의해 중소도시 W시
의 노인종합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재가 노인 총 132

명이었다 . 연구도구는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도구 , 한국판 UCLA 외로움 도구 , 한
국판 축약형 노인우울 척도 , 생활만족도 도구 이었으며 , 신체 체력 도구는 “의자
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 “눈뜨고 한발서기 ”, “윗몸 앞으로 굽히기 ”, “계단
오르내리기 ”이었다 . 자료 수집은 2007년 4월 19일부터 4월 27일까지 구조화된 설
문지와 신체 체력 측정으로 이루어졌다 .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SPSS/Win 12.0

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였다 .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72.5세이었으며 , 남자가 65명 (49.2%), 여자가 67명
(50.8%)이었고 , 교육 수준은 고졸이 36명 (27.3%)이었다 . 결혼 상태는 기혼이 88명
(66.7%), 동거형태는 “노부부만 산다 ”가 전체 응답자 중 64 명 (48.5%)으로 가장
많았다 . 대상자가 지각하는 건강상태는 “아주 건강하지 않다 ” 또는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로 인지하는 경우가 37명 (28%)이었고 , 건강문제를 ‘2개 ’ 이상 가
지고 있다고 응답한 자는 전체 응답자의 50%를 차지하였으며 , 건강문제 종류는
근골격계 건강문제가 73명 (55.3%)으로 가장 많았다 . 

   2. 대상자의 신체적 기능 중 신체 체력에서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의
평균은 14.8회 , “눈뜨고 한발서기 ”의 평균은 20.0초 , “윗몸 앞으로 굽히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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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은 7.9cm, “계단 오르내리기 ” 평균은 19.6초이었다 .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중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의 평균 점수는 31.7점 ,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수
행능력의 평균 점수는 27.7점이었으며 , 총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의 평균은 59.5점
이었다 . 대상자의 90%이상이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중 층계 오르기를 제외하고
모든 활동을 혼자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 

   3. 대상자의 외로움의 평균은 35.2점이었고 , 문항평균은 2.2점이었으며 , 우울의
평균은 4.5점이었다 .

   4. 대상자의 생활만족도의 평균은 46.3점이었고 , 문항평균은 2.5점이었다 . 

   5. 대상자의 신체 체력 중 “앉았다 일어서기 ”의 경우 남자노인 (t=.29, p=.00)

에서 , 교육정도가 높은 그룹 (t=-5.28, p=.00)에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t=-3.33, 

p=.00), 동거인이 있는 경우 (F=3.54, p=.03),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경우 (F=5.70, 

p=.00), 건강문제가 없는 노인그룹 (t=-2.22, p=.03)에서 하지근력이 더 좋았다 .

   “눈뜨고 한발서기 ”의 경우 남자노인 (t=3.44, p=.00)에서 , 교육정도가 높은 그
룹 (t=-2.62, p=.01)에서 균형성이 더 좋았다 .

   “계단 오르내리기 ”의 경우 연령이 낮은 그룹 (F=15.78, p=.00)에서 , 남자노인
(t=-4.49, p=.00)에서 , 교육정도가 높은 그룹(t=4.45, p=.00)에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t=2.51, p=.02),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경우(F=1.21, p=.03), 건강문제가 없는 노인그
룹 (t=-2.08, p=.04)에서 이동성이 더 좋았다 . 그러나 “윗몸 앞으로 굽히기 ”는 노
인의 일반적 특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

   6. 대상자의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중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의 정도
가 남자노인(t=2.87, p=.01)에서 , 건강문제가 없는 노인그룹(t=-3.18, p=.00)에서 더
높았으며 또한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의 정도도 건강문제가 없는 노인그
룹 (t=-3.95, p=.00)에서 더 높았다 . 

   7. 대상자의 외로움은 건강하지 않은 편이라고 지각한(F=4.11, p=.00) 노인그룹
에서 외로움의 점수가 높았다 . 우울은 여자노인(t=-3.83, p=.00)에서 , 교육수준이 낮
은 그룹(t=4.52, p=.00)에서 , 배우자가 없는 노인그룹(t=3.71, p=.00)에서 , 동거인이
있는 경우(F=6.67, p=.00), 아주 건강하지 않다고 지각한 노인그룹(F=5.43, p=.00)에
서 우울 점수가 높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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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대상자의 생활만족도는 교육정도가 높은 그룹(t=-2.57, p=.01)에서 , 배우자가
있는 노인그룹(t=-2.21, p=.03)에서 , 노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그룹(F=3.52, p=.03)에
서 , 아주 건강하거나 건강한 편이라고 지각한 노인그룹 (F=6.56, p=.00)에서 , 건강문
제가 없는 노인그룹 (t=-2.30, p=.02)에서 생활만족도 점수가 더 높았다 . 

   9. 대상자의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r=.31, p=.00)와 “눈뜨고 한발서
기 ”(r=.20, p=.02)는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과 정상관관계가 있었으며 , 

“계단 오르내리기 ”는 기본적인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r=.42, p=.00)과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r=.23, p=.01) 모두 상관관계가 있었다 . 

   대상자의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r=-.19, p=.03)과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r=-.18, p=.04)은 외로움과 역상관관계 이었으며 , 오로지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 수행능력(r=-.31, p=.00)과 우울과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따라
서 노인의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이 낮을수록 외로움과 우울의 정도가 높았다 .

   대상자의 외로움(r=-.54, p=.00)과 우울(r=-.75, p=.00)은 생활만족도와 역상관관
계로 외로움의 정도가 낮을수록 , 우울의 정도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았다 . 

   이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의 신체 체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
한다면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도 증진 될 것으로 보이며 , 더불어 외로움과 우울을
예방 할 뿐만 아니라 생활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6. 6. 6. 6. 2. 2. 2. 2. 제제제언언언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을 재가노인 중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신체적 기능과 정서 상태 및 생활만족도가 높은 수준을 보였다 . 재가노
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대상자의 모집방법을 시도한 연구를 제언한다 . 

   2) 재가노인의 성별에 따른 신체적 기능 , 정서 상태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재
고찰하여 남녀노인에게 각각 적합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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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신체 체력 측정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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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Ⅱ. 눈뜨고 한발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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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윗몸 앞으로 굽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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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계단 오르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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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문헌고찰
저자(년도) 연구설계 연구대상 연구도구 연구결과
김창규 , 

배윤정 ,

이운용
(2000)

조사연구 서울 및 근교도
시 거주하는 65

세 이상 노인
1,046명
남 ; 443명
여 ; 603명

- 근력 : 배근력 , 악력
- 근지구력 : 아령들기 ,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

- 유연성 : 앞으로 굽히기 , 

  견관절 유연성 검사
- 심폐지구력 : 2분 걷기
- 민첩성 : 장애물 돌아오기
   누웠다가 일어서기
- 평형성 : 눈뜨고 외발서기
  눈감고 한발서기

A:65-69세 , B:70-74세 , C:75-79세 , D:80세 이상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남 )A집단과 B, C, D집단간 유의한 차이 보임
 (여 )A집단과 C, D간 유의한 차이 보임 .

-앞으로 굽히기
 :(남 )A집단과 B, C, D집단간 유의한 차이 보임 .

 (여 )A집단과 C, D집단간 유의한 차이 보임 .

-눈뜨고 외발서기
 :(남 )A집단과 B, C, D간 유의한 차이 보임 .

 (여 )A집단과 B, C, D집단간 유의한 차이 보임 .

조지훈
(2001)

조사연구 서울시 S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재가노인
23명

[건강 관련 체력 ]

-하지근력 :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유연성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평형성 : 눈감고 한발서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이 평균점수 높음 .

-윗몸 앞으로 굽히기
 :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이 평균점수가 높음 .

임은실
(2003)

서술적
상관관계연구

65세 이상
저소득 재가노
인 145명

- 건강관련체력
 :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한발서기 , 계단오르내리기
  윗몸 앞으로 굽히기 , 악력
-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 노인우울척도
- 사회적지지 도구
- 삶의 질 척도

-의자에서 일어서기 : n=120명 (84.5%) 저차
-눈뜨고 한발서기 : n=115명 (81%) 저하
-계단오르내리기 : n=85명 (59.9%) 저하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 완전독립생활 가능자 35.2%

   스스로 수행가능 ; 식사하기 , 세수하기
   도움이 약간 필요 ; 계단오르기 , 50Cm이동 , 침대 ․의자에서 이동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 스스로 수행가능 29.6%

  전화를 전혀 할 수없다 8.5%, 버스 전혀 탈 수 없는 자 3.5%

  어렵다 ;버스타기 54.9%, 약사러가기 51.4%, 집안일하기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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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문헌고찰 (계속 )

저자(년도) 연구설계 연구대상 연구도구 연구결과
고정은
(2001)

서술적
상관관계연구

수도권의 65세
이상 재가노인
71명

-일상생활 활동능력 측정도구
 (IADL)

-무력감 측정도구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 자가건강 관리나 개인위생과 관련되는 활동 , 그리고 가정 내에
  서 이뤄지는 간단한 일상생활활동은 수행하고 있지만 가정을 벗
  어나서 이뤄지는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 즉 사회적 생활양식과
  관련된 것은 평점이 낮음 .

  (동회나 공무적인 처리를 혼자 할 수 있다 ; 3.11, 

  공공요금 청구가 있을 때에 혼자라도 돈을 낼 수 있다 ; 3.63,    

  은행에서 혼자 저금하거나 돈을 찾을 수 있다 ;3.73, 

  병원을 혼자 진료 받거나 이용할 수 있다 ; 4.14)

 ⁃남자노인의 평균이 여자노인보다 높음 .

 ⁃학력이 높을수록 일상생활 활동정도가 높음 .

 ⁃건강하다고 인지할수록 일상생활활동점수 높음 .

장나라
(2004)

상관관계연구 양평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재
가일반노인 131

명

- 노인의 기능평가
  (일상생활활동능력 , 

   도구적 일상생활활동능력 )

- 사회적 지지(정서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 긍정적 상호작
  용 , 애정적지지 )

- 우울
- 삶의질 (신체적 , 정신적지표 )

-일상생활활동능력 (독립적 생활가능 ; 85.5%, 

 제한 ․의존 ;목욕하기 10명 , 대소변조절 9명 , 옷입기 5명 ,   

 세수하기 5명 , 이동하기4명 , 식사하기 1명 , 화장실사용 1명 )

-도구적 일상생활활동능력
 (전체 대상 노인 제한 ․의존 활동 : 금전관리 53명 ,

  남 ; 교통수단 , 물건사기 , 여 ; 금전관리 , 교통수단 ,

  근거리외출 , (독립적활동 -남 ;62.30%, 여 ;52.86%)

김옥수 ,

백성희
(2003)

서술적
상관 관계연
구

수원시에 거주
하는 60세 이상
의 노인 290명

- 외로움
- 사회적 지지
- 가족기능

-대상자의 66.5%가 중증도 이상의 외로움 경험 .

-일반적 배경에 따른 외로움의 차이는 없었음 .

-가족기능이 낮고 , 사회적 지지망이 낮고 , 사회적 지지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외로움 정도가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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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문헌고찰 (계속 )

저자(년도) 연구설계 연구대상 연구도구 연구결과
이금재 ,

박혜숙
(2006)

서술적 상관관
계 조사연구

65세 이상
재가 노인 579명

- 주관적 건강상태
- 노인 우울 측정도구 (GDS)

- 일상생활수행능력 측정도구
  (ADL, IADL)

-혼자 수행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 식사하기 , 약 복용하기 , 전화걸기 순이었다 .

-가장 낮은 기능수준 :버스나 전철 이용하기 , 힘든 집안일 하기 , 

    친적이나 친구 만나러 가기 순이었다 .

-독립적 수행율 : 81. 3 ~ 92.6%

-완전독립생활이 가능한 노인은 74.3%

-노인 중 217명 (37.5%)가 우울상태 (6-15점 )로 나타남 .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우울정도가 심함 , 일상생활수행능력
 도 낮음 , 독립생활정도도 적음 .

- [남성과 전체 노인 결과 ]

  :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지각할수록 우울정도 심함 .

    우울정도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수행능력 낮음 .

이상은
(2003)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

광역시 소재 5개
지역교회에 출석
하는 65세 이상
노인 143명

-영적안녕 측정도구
-외로움 측정도구
-생활만족도 측정도구

-나이 , 성별 , 결혼상태 , 학력 , 가족형태 , 주거형태 , 

 현재 직업 과거 직업 , 한달 용돈 , 여가활동 , 지각된 건강상태 ,  

 종교 , 삶에 대한 신앙의 영향력에서 모두 차이가 없었음 .

-자가에 산다고 응답한 군 , 한달 용돈이 20만원 이상이라고 응
답한군 , 지각된 건강상태가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군 , 삶에 대
한 신앙의 영향이 크다고 응답한 군 , 신앙생활이나 종교가 확실
히 도움이 된다 고 응답 한 군이 생활만족도가 높음 .

-대상자의 영적안녕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는 중간 정도의 순상
관관계로 영적안녕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음 .

박영주 .

정혜경 ,

안옥희 ,

선행우
(2004)

서술적
조사연구

60세 이상의 재가
노인 135명

- 노인의 외로움
 :RUSL 김옥수 (1997)

- 건강행위
- 자아존중감

-노부부만 사는 경우보다 결혼한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노인들이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들 보
다 외로움이 크게 나타남 .

-외로움이 클수록 건강행위와 자아존중감은 낮게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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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문헌고찰 (계속 )

저자(년도) 연구설계 연구대상 연구도구 연구결과
정태연 ,

조은영
(2005)

서술적
조사연구

서울시에 거주하
는 노인 207명

-정서적 저지 측정도구
-외로움 측정도구
 : Russell, Cutrona, Rose와
 Yufko(1984)

-생활만족도 측정도구
 : 최성재 (1986)

-배우자(평균=2.16)와 자식(평균=2.14)으로 인한 외로움의 정도
 는 서로 차이가 없었다 .

-정서적 지지가 낮을수록 외로움이 큼 .

-비동거노인(평균=2.48)보다 동거노인(평균=1.99)이 배우자로 인
 한 외로움이 더 낮은 점수를 보임 ..

김지현
(2006)

서술적 상관성
조사연구

서울시에 거주하
는 60세 이상의
노인
137명

-노인의 외로움
-노인의 여가활동

-결혼상태 (기혼인 경우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 주관적인 경제
상태가 좋다고 느낄수록 , 배우자와 동거하는 노인이 , 가정생
활에 만족하는 경우가 지지해 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 기독교
인 경우가 불교보다 외로움의 정도가 낮음 .

-가족의 기능이 낮을수록 , 사회적 지지망의 크기가 적을수록 ,   

사회적 지지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외로움의 정
도가 더 높음 .

김남초 ,

양 수
(2001)

서술적
조사연구

서울시내 거주하
는 60세 이상 재
가노인 252명

-신체적 건강사정 도구
-우울측정도구 (BDI‑Ⅱ)

[우울정도 ]  : 0-13 ; 정상 , 14-19 ; 경한 우울 , 

              20-28 ; 중등도 우울 , 29-63 ; 심한 우울
-우울 평균 점수 : 18.0으로 경한 우울에 속함
-우울 구성 항목 : 성에 대한 흥미상실 1.9, 기운상실 1.2,

                  집중하기 어려움 1.2, 피로감 1.1

-우울 절단점기준 : 정상범위 34.7%, 경한 우울 24.5%,

                   중등도 우울 26.2%, 심한 우울 14.2%

김경자
(2002)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
연구

노인정을 이용하
는 65세 이상 노
인 251명

- 건강상태 측정 도구
- 노인우울척도
- 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
  측정도구

-노인이 지각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우울이 낮았음
-연령이 높을수록 ,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 배우자가 없는 경우
우울정도가 높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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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문헌고찰 (계속 )

저자(년도) 연구설계 연구대상 연구도구 연구결과

조유향
(2002)

기술적
상관관계 연구

무안군에 거주하
는 65세 이상의
재가노인 486명

- 고독감
- 우울
- 사회적 지지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이 , 연령이 증가할수록 , 상담자가 없는
 경우 , 상실체험이 있는 경우 우울 높음 .

-고독감이 높을수록 , 사회적 지원이 없을수록 우울 높음 .

한미진
(2003)

서술적
상관관계연구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여
성노인 398명

- 수면과 관련된 사항
  (수면양상 , 수면장애요인 ,    

  수면장애유형 )

- 인지기능
- 노인우울척도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 월수입이 낮을수록 , 한 달 용돈이 적을
 수록 , 독거인 경우 ,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지할수
 록 , 불편한 신체부위가 있는 경우 ,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
 는 경우 우울 증가함 .

-잠들 때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우울 증가함 .

강덕기
(2005)

설문조사 연구 60세 이상 농촌
노인 132명

- 우울성향 측정도구
-사회적관계망과지지측정도구
- 고독감 측정도구
- 삶의 만족도 측정도구
- 자아통합성 측정도구
- 일상생활동작능력측정도구

-고독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 비공식
 적 관계망의 지지가 적을수록 , 만성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
 우울감 수준이 높아짐 .

김순정
(2002)

설문조사 연구 천안시에 거주하
는 60세 이상의
재가노인 101명

-가족지지 측정 도구
-고독감 측정도구
-생활만족도 측정도구

-연령이 낮을수록 , 혼인상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 월 용돈이 20만원 이상 인 경우 , 건강상태가 건강
 하다고 인지할수록 생활만족도 높음 .

-고독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신아름
(2006)

횡단적 비실험 조
사연구

경남 의령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142명

- 생활만족도
- 자아존중감
- 사회적지지
- 여가실태

-교육경험이 있을수록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동거인이 없을수
 록 생활만족도는 높음 .

-여가활동에 참여할수록 , 여가참여 의사가 있을수록 생활만족
 도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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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문헌고찰 (계속 )

저자(년도) 연구설계 연구대상 연구도구 연구결과
유성용
(2002)

설문조사 연구 아산시에 거주하
는 60세 이상의
재가노인 282명

-생활만족도 측정도구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족도 감소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주관적으로 판단
 하는 가정의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 용돈수준이 높을수록 , 건
 강상태가 좋을수록 , 종교가 있는 노인이 , 여가활동에 대한 만
 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높음 .

-결혼한 자녀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
 해 생활만족도 약간 높음 .

박소연
(2004)

상관관계연구 서울시 재가노인
60세 이상 145명

- 신체적 자립
 : 일상생활수행능력
- 정신적 자립
 : 내외통제성 척도
- 사회적 자립 :역할활동 척도
- 삶의 만족도

-남자가 여자보다 삶의 만족도 높은 경향 .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 점차 감소 .

-고학력일수록 , 종교가 있는 경우 , 동거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
 우 삶의 만족도 높음 .

-신체적 자립 정도가 높을수록 , 정신적 자립 정도가 높을수록 ,  

 사회적 자립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음 .

강희숙 ,

김근조
(2000)

서술적
상관관계조사연구

대전 및 인근지
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재
가노인 457명

-우울척도
-신체적 건강상태 요인
-신체적 기능상태 요인
 : ADL, IADL

-근골격계 증상 요인
-지각된 건강상태 요인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ADL) 

 : 완전의존 (4점 )과 완전독립 (12점 )인 노인은 없었으며 , 

   한 두가지 의존 (8-11점 )이 세 가지 이상 의존 (5-7점 )보다
  우울 점수가 오히려 높음 .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IADL)  : 완전의존 노인은 없었음 .

   세 가지 이상 의존 (7-12점 ), 한 가지 의존(13-18점 ) 및 완
   전 독립간의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001), 완전
   의존인 노인일수록 우울 증상이 높았다 .

-수단적 일상생활능력의 제한이 많을수록 우울 증상이 높음 .

-지각된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노인일수록 우울 증상
 이 높음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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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문헌고찰 (계속 )

저자(년도) 연구설계 연구대상 연구도구 연구결과

김효정
(2001)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

대구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재가노인
168명

-우울 측정도구
-일상활동능력 측정도구
-근골격계 증상 측정도구
-지각된 건강상태측정 도구

-일상활동능력은 6-9점 (세가지 이상 의존 )인 경우가 10-12   

 점 (한 두가지 의존 또는 완전독립 )인 경우보다 우울 정도
 가 유의하게 높음 (p<.001).

-지각된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대상자일수로 우울
 정도가 높음 (p<.000).

-일상활동능력이 적을수록(r=.293, p=.000) 우울정도가 높음 .

김영숙 ,

서경현
(2002)

서술적
상관관계조사연구

서울에 거주하는 60

세 이상의 노인 471

명

-생활만족도 측정도구
-우울 측정도구

-우울과 생활만족도는 높은 부적상관관계를 보임 .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이나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 모두 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지만 , 배우자
 가 없는 경우 생활만족도에 따른 우울 수준의 차이가 배우
 자가 있는 경우 생활만족도에 따른 우울 수준의 차이보다
 현저하게 크게 나타남 .

-생활에서의 활동장애 수준이 높은 노인들이 생활만족에 만
 족하지 못하고 더 우울함을 나타냄 .

정태연
(2004)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복지관을이용하
는 노인 207명

-정서적 저지 측정도구
-외로움 측정도구
-생활만족도 측정도구

-생활만족도는 외로움과 부적 상관관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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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지

ID ID ID ID : : : :                                                                                                 

연연연구구구 참참참여여여 동동동의의의서서서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 드리는 본 설문지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신체적 건강상태 , 정서
상태와 생활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 답변해주신 내용은 가정에서 생활
하시고 계신 어르신들께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 옳고 그른
것도 없습니다 . 그러므로 다소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더라도 솔직하게 한 문
항도 빠짐없이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 응응응답답답하하하신신신 모모모든든든 내내내용용용은은은
모모모두두두 무무무기기기명명명으으으로로로 처처처리리리되되되고고고 절절절대대대 비비비밀밀밀이이이 보보보장장장되되되며며며 , , , ,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이이이외외외에에에는는는 사사사용용용되되되
지지지 않않않을을을 것것것을을을 약약약속속속드드드립립립니니니다다다 . . . .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

                                                        

                              2007년 4 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이혜영 올림
                                                       

        나나나는는는 위위위에에에 제제제공공공된된된 정정정보보보를를를 읽읽읽고고고 이이이해해해하하하였였였으으으며며며 , , , , 설설설문문문 조조조사사사에에에 자자자의의의로로로 참참참여여여할할할 것것것을을을
동동동의의의합합합니니니다다다 . . . . 설설설문문문에에에 대대대해해해 응응응답답답한한한 내내내용용용이이이 순순순수수수한한한 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으으으로로로 사사사용용용될될될 것것것을을을 허허허락락락
합합합니니니다다다 . . . . 설설설문문문 내내내용용용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참참참여여여자자자의의의 익익익명명명을을을 보보보장장장하하하고고고 연연연구구구 참참참여여여 도도도중중중 원원원하하하지지지 않않않
을을을 경경경우우우 언언언제제제든든든지지지 참참참여여여를를를 거거거절절절할할할 수수수 있있있으으으며며며 , , , , 의의의문문문사사사항항항이이이 있있있을을을 때때때에에에는는는 연연연구구구자자자에에에게게게
문문문의의의하하하여여여 충충충분분분한한한 설설설명명명을을을 받받받을을을 수수수 있있있음음음을을을 알알알고고고 있있있습습습니니니다다다 ....

                                        참여일시 : 2007년 월 일
                                        참여자 성명 : ___________________

                                        참여자 서명 : 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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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1.연령 :  만            세

2.성별 : ①남성                    ②여성                

3.종교 : ①기독교      ②천주교        ③불교       ④없다         ⑤기타         

4.교육정도 : (중퇴도 졸업으로 간주함 )

 ①무학       ②국 (초 )졸       ③중졸       ④고졸        ⑤전문대졸이상         

5.결혼여부 : 

 ①기혼         ②미혼          ③사별           ④이혼 /별거        

6.현재 누구와 같이 살고 계십니까 ?

 ①가족과 함께 산다 .        ②노부부만 산다 .        ③혼자 생활 한다         

ⅡⅡⅡⅡ....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
1.현재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아주 건강하다           ②건강한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⑤아주 건강하지 않다           

2.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 ①예              ②아니오           

3. 최근 술을 드십니까 ?  ①예               ②아니오          

5.현재 건강상의 문제는 ?

 1)없음 (     )  

 2)있음 ①고혈압 (     )    ②당뇨병 (     )    ③심장질환 (    )  

       ④뇌졸중 (     ) ⑤천식 /폐렴 (     ) ⑥결핵 (     )  ⑦관절염 /신경통 (    )

       ⑧만성요통 (    ) ⑨소화기질환 (    ) ⑩간질환 (    ) ⑪백내장 /녹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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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일일일상상상생생생활활활활활활동동동 수수수행행행측측측정정정

각 문항을 읽으시고 보기에서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하세요 .

번호 항 목 할 수
없다

많은
도움이
필요

약간
도움이
필요

혼자
가능

1 식사하기 ① ② ③ ④

2 누웠다가 일어나고 의자에 앉기 ① ② ③ ④

3 개인위생 ① ② ③ ④

4 화장실 사용 ① ② ③ ④

5 목욕하기 ① ② ③ ④

6 걷기 ① ② ③ ④

7 층계 오르기 ① ② ③ ④

8 옷 입고 벗기 ① ② ③ ④

9 전화 사용하기 ① ② ③ ④

10 혼자 차타고 나들이하기 ① ② ③ ④

11 식료품이나 필수품 구입 ① ② ③ ④

12 식사준비 (음식조리 ) ① ② ③ ④

13 집안 일하기 (방청소하기 ) ① ② ③ ④

14 약 챙겨먹기 ① ② ③ ④

15 돈 관리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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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외외외로로로움움움

각 문항을 읽으시고 보기에서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하세요 .

번
호 문 항

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거거거의의의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가가가끔끔끔
그그그렇렇렇다다다

자자자주주주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 나는 내 주위 사람들과 기분이 통한다 . ① ② ③ ④

2 나는 사람들과 교제가 부족하다 . ① ② ③ ④

3 나는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 ① ② ③ ④

4 나는 혼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 ① ② ③ ④

5 나는 친구들 모임에 속해 있다 . ① ② ③ ④

6
나는 내 주위 사람들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

① ② ③ ④

7 나는 아무하고도 가깝지 않다 . ① ② ③ ④

8
나의 관심사와 생각들을 주위 사람들이 함께
나누지 않은 것 같다 .

① ② ③ ④

9 나는 외향적이다 . ① ② ③ ④

10 나는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 ① ② ③ ④

11 나는 혼자 남겨진 느낌이 든다 . ① ② ③ ④

12 나와 사람들의 교제는 피상적이다 . ① ② ③ ④

13 어느 누구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 . ① ② ③ ④

14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낀다 . ① ② ③ ④

15 내가 교제를 원할 때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 . ① ② ③ ④

16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 ① ② ③ ④

17 나는 소외된 것 같아 슬픈 느낌이 든다 . ① ② ③ ④

18
내 주위에 사람들은 있지만 진정 나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

① ② ③ ④

19 나와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 ① ② ③ ④

20 나는 의지할 사람들이 있다 .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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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우우우울울울

다음은 귀하의 최근 기분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 각 문항을 읽으시
고 ‘예 ’, ‘아니오 ’ 중에서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세요 .

번
호  문 항 예 아니오

1 삶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십니까 ?

2 최근에는 활동이나 관심거리가 줄었습니까 ?

3 삶이 공허하다고 느끼십니까 ?

4 자주 싫증을 느끼십니까 ?

5 기분 좋게 사시는 편입니까 ?

6 좋지 않은 일이 닥쳐올까 봐 두렵습니까 ?

7 대체로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

8 자주 무기력함을 느끼십니까 ?

9 외출하기보다는 집안에 있기를 좋아하십니까 ?

10 다른 사람들보다 기억력이 더 떨어진다고 느끼십니까 ?

11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쁘십니까 ?

12 본인의 삶의 가치가 없다고 느끼십니까 ?

13 생활에 활력이 넘치십니까 ?

14 본인의 현실이 절망적이라고 느끼십니까 ?

15 다른 사람들이 대체로 본인보다 낫다고 느끼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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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Ⅵ....생생생활활활만만만족족족도도도

 귀하의 생활만족 상태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 각 문항을 읽으시고 ‘예 ’, ‘그저
그렇다 ’, ‘아니오 ’ 중에서 해당되는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

번
호 질 문 내 용 예예예 그그그저저저

그그그렇렇렇다다다 아아아니니니오오오
1 나는 요즘 하늘을 날을 것처럼 기분이 좋다
2 나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원기가 왕성하다 .

3
내가 살아온 인생을 회고해 보건대 , 

일생을 이렇게 살아온데 일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

4 내 일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절이다 .

5 나는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끼고 있다 .

6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리감과
외로움을 느낀다 .

7 나는 우울하고 매우 기분이 언짢다 .

8
일생을 거의 살고 나서 생각해보니 나의 인생행로가
이렇게 된데 대하여 가슴 아프게 느끼고 있다 .

9 나는 나이 든 지금도 젊은 시절과 마찬가지로 행복하다 .

10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 옛날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흥미롭고 재미있다 .

11
지나온 평생을 회고해 볼 때 , 

나의 일생은 상당히 성공적인 것이었다 .

12
현재 나의 건강상태는 내 나이 또래의 다른 사람과
비슷하거나 더 좋다 .

13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더욱 흥미가 있다 .

14 나는 지금도 바쁘고 가치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

15
금년 들어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들이
나를 더욱 괴롭힌다 .

16
나의 일생은 현재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었는데
불행히도 그렇게 되지 못했다 .

17 나는 조그마한 일이 많이 있다 .

18 나에게는 슬퍼할 일이 많이 있다 .

19 다른 사람에 비해서 , 나는 자주 우울에 빠진다 .

20
여러 가지 근심 , 걱정이 많아서 가끔
잠을 이룰 수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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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신체 체력

1 의자에서 일어나기    (                 회 /30초 )

2 눈뜨고 한발서기 왼발 (        초 ) 오른발 (        초 )

3 계단 오르내리기    (                 초 /7회 )

4 윗몸 앞으로 굽히기    (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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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Physical Physical Physical Physical Functioning, Functioning, Functioning, Functioning, Emotional Emotional Emotional Emotional State State State State and and and and Life Life Life Life SatisfactionSatisfactionSatisfactionSatisfaction

in in in in Community Community Community Community Dwelling Dwelling Dwelling Dwelling EldersEldersEldersElders

                                                       Lee, Hye Young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various and specific programs for nursing interventions for elders living in the 

community through an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of physical functioning, 

emotional state and life satisfaction. 

   The design was a correlation study to identify correlations between physical 

functioning, emotional state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s who live in the 

community. Participants were 132 elders, 65 years of age or over, who were 

living in a small town, W city. Convenience sampling was used. Research tools 

were ADL, IADL scales,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SGDS (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and Life satisfaction in elders. 

Physical strength was measured using the following, “standing up and sitting 

down on a chair”, "standing on one foot with eyes open”, “bending the 

upper part of body forward” and “going up and down stairs”. Data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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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ed from April 19 to 27, 2007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measurement of physical streng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SPSS Win 12.0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verage age was 72.5 years. There were 65 men (49.2%) and 67 women 

(50.8%) and 36 (27.3%) were high school graduates. In addition, 88 (66,7%) were 

married, and 64 (48.5%) replied that their household was "only the elderly couple 

living together now". For health status, 37 (28%) participants responded that they 

were "not healthy" or "more likely to be unhealthy", Elders responding that 

they had two or more serious health problems, accounting for 50% of the total, 

and 73 (55.3%) of them had musculoskeletal problems.    

   2. According to physical functioning, averages for physical strength were,  

“standing up and sitting down on a chair”, 14.8 times, "standing on one foot 

with eyes open ”, 20.0 seconds, “bending the upper part of body forward”, 

7.9 cm, and “going up and down stairs”, 19.6 seconds. Average scores for 

performance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were 31.7 points in performance of basic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27.7 points in performance of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59.5 points for the total score for activities of daily living. 

Over 90% of the elders were able to perform all activities independently, except 

for going up stairs.

   3. For emotional states, the average score for loneliness was 35.2 points and  

average item score was 2.2 points, the average score for depression was 4.5 

points.

   4. The average score for life satisfaction was 46.3 points, average item score 

was 2.5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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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For physical strength, on the measurement of “standing up and sitting 

down on a chair”, leg muscle strength was higher in men (t=.29, p=.00), in 

elders with higher levels of education (t=-5.28, p=.00), in elders living with their 

spouse (t=-3.33, p=.00), in elders with a roommate (F=3.54, p=.03), in elders who 

perceived their health to be good (F=5.70, p=.00) and in elders without health 

problems (t=-2.22, p=.03).

   For “standing on one foot with eyes open", balance was better in men 

(t=3.44, p=.00) and in elders with higher levels of education (t=-2.62, p=.01).

   For “going up and down stairs”, mobility was better in the lower age group 

(F=15.78, p=.00), in men (t=-4.49, p=.00), in elders with higher levels of education 

(t=4.45, p=.00), in elders living with their spouse (t=2.51, p=.02), in elders who 

perceived their health to be good (F=1.21, p=.03) and in elders without health 

problems (t=-2.08, p=.04). However, for “bending the upper part of body 

forward”, no differences for suppleness were found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6. The degree of performance of basic activities of daily living was higher in 

men (t=2.87, p=.01) and in elders without health problems (t=-3.18, p=.00), and 

the degree of performance of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was higher in 

elders without health problems (t=-3.95, p=.00).  

   7. Scores for loneliness were higher in elders group who perceived their 

health to be bad (F=4.11, p=.00) and the degree of depression was higher in  

women (t=-3.83, p=.00), in elders with lower levels of education (t=4.52, p=.00), in 

elders without a spouse (t=3.71, p=.00), in elders with a roommate (F=6.67, p=.00) 

and in elders who perceived their health to be bad (F=5.43, p=.00).

   8. Life satisfaction was higher, in elders with higher levels of education 

(t=-2.57, p=.01), in elders living with their spouse (t=-2.21, p=.03), in elders 

where the elderly couple lived together (F=3.52, p=.03), in elders with good 

health or who perceived their health to be good (F=6.56, p=.00) and in e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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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no health problems (t=-2.30, p=.02). 

   9. Correlations showed that a higher degree of performance of basic activity 

of daily living, was related to "standing up and sitting down on a chair" (r=.31, 

p=.00), and to “standing on a foot with eyes opened" (r=.20, p=.02). In addition, 

“going up and down stairs”, was correlated with higher degrees of the 

performance of both basic activities of daily living (r=42, p=.00) and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r=.23, p=.01).

   Higher degrees of lonelines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performance of 

basic activities of daily living (r=-.19, p=.03) and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r=-.18, p=.04), and loneliness with performance of basic activities of daily 

living (r=-.31, p=.00). Loneliness (r=-.54, p=.00) and depression (r=-.75, p=.00),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life satisfaction, higher degrees of life 

satisfaction indicated less loneliness and depression.

   In conclusion, findings indicate that programs to develop physical strength in 

elders and lead to improvement in performance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may 

contribute to preventing loneliness and depression, thereby improving life 

satisfaction.

��������������������������������������������������������������������������

Key words: Physical strength, ADL, IADL, Loneliness,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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