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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감사의 글감사의 글감사의 글큰 기대와 열정으로 부푼 가슴을 안고 시작한 대학원 생활이 어느덧 년째가 되5었습니다 입학을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그리고 번의 휴학 기간 동안. , , 3동기들과 후배들마저 모두 졸업을 하였습니다 즐거웠지만 때론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이었기에 오늘의 이 기쁨이 몇 배로 크게 느껴집니다 그랬기에 고맙.고 감사한 붙들도 너무나 많아 부족하지만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싶습니다.바쁜 일정 속에서도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은 제 논문진행에 대하여 항상 따뜻한 격려와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로 힘과 용기를 주신 김소선 학장님 한결같은 관,심으로 중심을 못 잡고 헤매는 저를 논리적이고 풍부한 식견으로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조은희 교수님께 제 마음을 다 바쳐 감사를 드립니다.그리고 함께 일한 년간 공부한다는 핑계로 일에 차질을 주어도 싦은 소리 싦6 ,은 내색 한번 하지 않으시는 장재석 교수님 환자 진료와 수술로 바쁘신 중에도,논문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함께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쳐지는 저에게 용기를 주었던 대학원 동기 현화샘 미순샘 업무로 바쁜 중에 위, ,로와 활력소가 되었던 우리과 권영희 박미란 김선화 이미영 박정희 선생님CNS , , , ,그리고 입사동기 인영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태어나서 달밖, . 3에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이쁜딸 지원이 힘들다고 투정하는 저를 이쁘게만 봐주,는 사랑하는 신랑 승열 오빠 지원이 키운다고 고생하시고 자신의 딸이 힘들까봐,항상 안쓰럽고 애처러워 마음 졸이시는 친정 엄마 아빠께 어떤 말로도 표현 못하, ,는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원이가 친구처럼 생각하는 언니와 지원이를.제일 이뻐하는 오빠 공부한다는 핑계로 자주 연락 드리지 못한 시댁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또한 흔쾌히 설문에 응해주신 모든 어른신 및 가족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년 월2009 7정미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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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국문 요약국문 요약국문 요약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노인의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노인의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노인의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노인의

삶의 질과 영향요인삶의 질과 영향요인삶의 질과 영향요인삶의 질과 영향요인고관절 골절 수술 후 노인의 일상생활기능 상태 및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고 년이상 경과한 세 이상 노인으로 서울에 소재한 종합병원에1 65 , A년 월 일부터 월 일 사이 정형외과 외래에 내원한 환자 명을 대상으로2009 4 28 6 10 125하였다.연구도구로 삶의 질 척도는 에서 개발하고 민성길 등 이 표준화한WHO (2000)일상생활 기능상태는 와 에korean version WHOQOL-BREF, Mahoney barthel(1965)의해 개발되고 김수영 등 이 번역한 한국어판 지표 및 과(2004) Barthel Lawton Brody이 개발하고 김수영 등 이 번역하여 표준화한 한국어판 도구적 일(1969) (2005) Lawton상활동 지표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을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와. SPSS 12 version 을 하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였다.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노인의 전체 삶의 질 평균 점수는1) 점 이었다80.05 .고관절 골절 수술 후 노인의2) 일상생활 수행능력 상태의 평균점수 표준편차(ADL) ( )는 점이고 도구적 일상생활능력 의 평균 점수 표준편차 는 남90.6(± 14.8) , (IADL) ( )자가 점 여자는 점 이었다4.4(± 1.4) , 6.1(± 2.9)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연령 학력3) (t=3.98,p<.01),과거 골절력 주관적 건강상태(F=5.78. p<.001), (t=-2.50, p<.001), (F=34.28, p<.001)에 따라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삶의 질과 관련 변수와의 상관관계는 총 삶의 질과 교육정도 과거 골절력 주4) , ,관적 건강상태 과 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연령과는 역의 상관관, ADL, IADL ,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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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5)이는 변수들을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연령 과거 골절,력 주관적 건강상태 이 삶의 질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 ADL, IADL로 나타났으며 이 가지 변수가 삶의 질을 설명하고 있다 즉 연령이 높, 5 66.9% . ,을수록 삶의 질은 낮았으며 과거 골절이 없는 노인에 비해 과거 골절이 있었던,노인의 삶의 질이 낮았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에 비해 건강이 보.통 또는 나쁘다고 응답한 노인의 삶의 질이 낮았으며 과 을 독립적으, ADL IADL로 수행 할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의 결과를 통해 고관절 골절 수술 후 노인에게 있어 연령 학력 골절장소, , ,과거 골절력 주관적 건강상태 및 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 , ADL IADL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고관절 골절 수술 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술.후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신체적 기능적 간호 중재가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회복기 이후에도 꾸준한 일상생활 기능을 향상 시킬 수,있는 간호중재가 필요하겠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를 높이기 위한 간호 교육 및.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주요어 삶의 질 고관절 골절 노인 일상생활활동(Key Word)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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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서론서론서론....ⅠⅠⅠⅠ

연구의 필요성연구의 필요성연구의 필요성연구의 필요성1.1.1.1.의학의 발달과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은 평균수명의 연장 사망률의 저하를,가져왔고 이로 인해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매년 고관절 골절 발생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고관절 골절의 연,간 발생률이 년 사이 배가 증가했다 골다공증학회 특히 우리나라 골다10 4 ( , 2009).공증 환자 만명 중 매년 만명에서 골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200 5~10 ,중 골다공증성 고관절 골절은 년 한해에만 명에서 발생하였고 김종석2001 1,152 ( ,년 건강보험의 입원영역에서 다빈도 상병순위 위를 차지하여 중요 질2005), 2004 9환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고관절 골절은 년에 약 만명에. 1990 166이르렀고 년경에는 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2050 626어 사회인류학적으로 중대한 질환이 되고 있다 와(Cooper, Campion Melton.1992).고관절은 체중부하를 하는 관절이므로 골절 후에는 보행이 불가능하며 장기,간의 침상안정은 내과적 합병증으로 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수술적.치료를 실시하여 내고정물로 골절을 고정하고 조기에 재활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노인에게는 고혈압 당뇨 등 동반 질환이 많기 때문에 수술 후 젊은 성. ,인에 비해 노인은 회복이 느리며 수술에서 회복되어도 수술 부위의 동통 근력저, ,하 등으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늦어지게 된다 특히 노인 대퇴골 골절수술 후.일상생활 기능을 비교한 장현숙 의 연구에 따르면 골절 전에 비하여 수술 후(2001)일상생활 기능이 정도 감소되며 수술 후 개월부터 그 기능이 현저한 차도10% , 9~12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통과 보행시 파행은 약 개월 내에 감소된다고. 3~6볼 수 있으나 그 외의 고관절 굴곡과 내외전 등의 기능회복은 년 이상 소요된다, 1고 보고하고 있다 수술 후에 기능이 떨(Licht, 1968; Petty, 1991; Crenshaw, 1992).어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회복되기가 힘들어 약 의 환자에서는 혼50%자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나머지 환자의,도 년 후에는 도움을 요하는 상태가 되며 약 에서만 골절되기 전의 상태25% 1 , 25%가 된다 또한 수술 년 후 사망률이 여성에서는 골절 후 같은 연령에 비하여 약. 1의 사망률이 높고 남성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대한골대사학회12~30% , (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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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골절은 노인을 사회적으로 고립하게 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우울을 초래하게 된다 와 이와 같이 고관절(Zimmerman, Smity, Guber-Baldini Fox 1999).골절로 소요되는 손실은 막대하며 전 세계적으로 큰 사회적 문제점이 되고 있다.삶의 질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 각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 ·안녕 상태로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 주관적 안녕 및 행복과 상호 관련되는 개념, ,으로 정의하였다 노유자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삶의 질은 지각된 건강상태( , 1998). 와 고승덕(Larson 1978; Rickelman 1994; Stuifbergen, Seraphine Robert, 2000; ,김태현 등 김종숙 권윤정 손덕욕 사회적지지 박현1995; , 1999 ; , 1987; , 1995; , 1999), (주 장세진 등 일상생활 활동능력 노유자 와, 1998 ; , 2002), ( , 1995; Roos Havens,자아존중감 황선기 등 김연희 등 건강증진 행위 오현수1991), ( , 2002; , 2002), ( , 1993;박은숙 등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었고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하는 요, 1998) ,소로 연령 장세진 등 경제상태 김태현 등 교육정도 손정태 등( , 2002), ( , 1999), ( ,종교 결혼상태 문명자 등으로 보고되었다2002), , ( , 2002) .위와 같이 일반노인 및 만성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 연구는 다수 진행되어 삶의 질 관련 요인들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고관절 골절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 연구로는 대퇴 경부 골절시 고관절 반치환술군이 금속 내고정술군에 비해 삶의 질과 만족도가 더 높았다는 노권재와 유재우 의 연구와 가족지(1996) ,지와 자가간호 이행행위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다는 김영미 의 연(2000)구 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고관절 골절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주는 요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관절 골절 수술 후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중재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고관절 골절 수술 후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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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연구의 목적연구의 목적연구의 목적2.2.2.2.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관절 골절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원인을 파악하여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개발을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노인의 일상생활 기능상태와 삶의 질 정도를 파1) 악한다.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노인의 특성과 일상생활 기능상태에 따른 삶의2) 질을 파악하고 상관 관계를 파악한다,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3)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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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용어 정의용어 정의용어 정의3.3.3.3. 삶의 질1)이론적 정의 에서는 삶의 질을 개인들이 살고 있는 문화와 가치세계: WHO '의 맥락에서 그들의 목적 기대 기준 및 관심과 관련하여 삶에서, ,의 자기 위치에 대한 인식 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측정도구 중 축약:형 를 이용하여 측정(Korean version of WHOQOL-BREF, 2002)한 점수를 의미한다 전반적 삶의 질과 영역별 삶의 질로 나누고. ,영역별 삶의 질은 신체적 건강 영역 심리적 영역 사회관계 영, ,역 환경영역 등 개 영역으로 나눈다 총 개 문항으로 개인이, 4 . 26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질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일상생활기능 상태2)이론적 정의 일상생활기능 상태란 개인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신체적 기능 정,도 능력과 생활 수단을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활용 능력으로 노유자 김춘길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동( , 1995), (ADL)과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 을 평가한 것을 말한다(IADL)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은 년 와 에 의해 개발: ADL 1965 Mahoney Barthel된 도구를 김수영 등 이 번역한 한국어판Barthel ADL (2004)지표를 사용하였으며 은 년 과Barthel , IADL 1969 Lawton Brody가 개발한 도구를 김수영 등 이 번역한 한국어판 도(2005) Lawton구적 일상활동 지표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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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고찰문헌고찰문헌고찰문헌고찰....ⅡⅡⅡⅡ

노인 고관절 골절노인 고관절 골절노인 고관절 골절노인 고관절 골절1.1.1.1. 고관절 골절은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에게서 잘 발생하고 최근 수명의 증가,로 인해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그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관절은.체중을 부하하는 관절이므로 고관절 골절 후 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골절을 고정하는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하게 된다.고관절부 골절은 관절낭내 골절 인 대퇴골 두부 골절과(intracapsular fracture)대퇴골 경부 골절 관절강외 골절인 전자간 골절과 전자하 골절로 분류된다 그, .중 노인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골절은 대퇴 경부 골절과 대퇴 전자부 골절이 있는데 이중에서 해면골이 많은 대퇴 전자부 골절이 대퇴 경부 골절보다 골다공증이,심한 경향이며 발생하는 연령도 높은 편이다 장재석, ( , 2005).고관절 골절에서는 골절 환자의 는 세 이상이고 세 이후에는 세가95% 50 , 50 10증가할 때마다 골절 환자의 수는 배로 증가 한다 성별을 비교하면 여성에서 월2 .등히 많이 발생하여 여자가 남자보다 약 배 많은데 이는 폐경기의 급격한 골2~3소실 성장기에서의 최대 골량 이 낮은 것과 여성의 평균 연령이, (peak bone mass)높으므로 고령의 인구가 많은 것이 관여된다.골절 원인으로는 골밀도 저하와 낙상으로 밝혀진 바 있으며 (Clemson, et al.,고관절 주위 골다공증 골절의 는 넘어지면서 낙상 발생한다 낙상에1996), 90% ( ) .의한 손상 중 약 가 치료를 요하며 이중 가 골절이다 골절 환자 중10% , 30~40% .이 고관절 주위 골절이므로 전체 낙상 중 에서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1/3~1/4 1%다 그 외의 원인으로 알코올 흡연 연령 스테로이드제 복용 인지기능 등도 위. , , , ,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폐경기가 빠른 경우 오른손 악력(Cooper, et al., 1995). ,이 낮은 경우 걷는 시간이 적은 경우 작업시간이 짧은 경우가 여자 노인의 고관, ,절 골절 위험요인으로 생각되며 이경후 연령과 성에 대한 차이가 없이 특( , 1998),히 겨울에 빙판에서 많이 발생하며 때에 따라서는 걷거나 앉았다가 일어날 때,발생될 수도 있고 미끄러운 바닥 특히 계단에서의 낙상은 여성이 남성의 배에, 3이르고 전체 낙상의 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송미순 등66% ( ,1999).고관절 골절은 수술적 치료 후 재활치료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노인에게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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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당뇨 등 동반 질환이 많기 때문에 수술 후 젊은 성인에 비해 노인은 회복이,느리며 힘들게 진행된다 일단 수술에서 회복되어도 수술 부위의 동통 근력저하, . ,등으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늦어지게 된다 특히 노인 대퇴골 골절수술 후 일상.생활 기능을 비교한 장현숙 의 연구에 따르면 골절 전에 비하여 수술 후 일상(2001)생활 기능이 정도 감소되며 수술 후 개월부터 그 기능이 현저한 차도를10% , 9~12보인다고 하였고 동통과 보행시 파행은 약 개월 내에 감소된다고 볼수 있으나3~6 ,그 외의 고관절 굴곡과 내외전 등의 기능회복은 년 이상 소요된다고 보고하고 있1다 수술 후에도 일상생활 기능이 떨어(Licht, 1968; Petty, 1991; Crenshaw, 1992).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회복되기가 힘들어 약 의 환자에서는 혼자50%독립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나머지 환자의, 25%도 년 후에는 도움을 요하는 상태가 되며 약 에서만 골절되기 전의 상태가1 , 25%된다 또한 수술 년 후 사망률이 여성에서는 골절 후 같은 연령에 비하여 약. 1의 사망률이 높고 남성에서는 더욱 심각한데 의 연구에서 수12~30% , , Fierens(2006)술 년뒤 사망률이 라고 하였으며 고관절 골절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1 23% ,하여 사망률이 배 높다고 보고되었다 그리고 집으로의 복귀는2.7 (Lee SR, 2006).에 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6% (Fierens, 2006).대퇴 경부 골절1)대퇴 경부 골절은 대 중반 이후에서 잘 발생하며 는 여성에서 발생60 , 70~80%한다 손상기전은 넘어져서 대전자 부위에 직접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와 하지의.외회전에 의한 것으로 대퇴경부가 회전하면서 후방 부위가 비구에 맞닿아 대퇴,골두가 고정되고 계속적으로 외회전하는 외력이 지속되면 경부 후방부의 분쇄, RK지 발생하면서 대퇴 경부 골절이 발생한다 치료는 전위될 위험이 있는 감입 골.절의 경우 개 이상의 핀 삽입술 을 시행하고 전위가 심하거나3 (multiple pinning) , ,불유합 및 대퇴 골두 무혈성괴사가 있는 경우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실시하게 된다.대퇴 전자부 골절2) 대퇴 전자간 골절은 고관절 주위 골절중 약 를 차지하며 환자의 평균 연50% ,령이 세로서 대퇴경부 골절보다 높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더많으며 여성66~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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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호발한다 대퇴 경부는 피질골이 해면골이 를 차지하는 반면 대퇴. 75%, 25% ,전자부는 피질골이 해면골이 로 해면골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와50%, 50% .같이 해면골이 많으므로 골다공증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골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분쇄 골절이 많다 대퇴 경부 골절에 비하여 수술시 더 큰 절개를 하며 견. ,고하게 내고정하기 힘들어 조기 합병증이 더 많은 특징을 가지나 불유합이나 무,혈성괴사 등 나중에 생기는 후유증은 적다.전자간 골절의 발생 기전은 넘어지면서 대전자 외측 또는 후방에서의 직접외력에 의한 손상이거나 추락 또는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강하게 회전되어 소전,자부에 부착된 장요근과 대전자부에 부착된 외전근이 상반된 근육의 작용으로 발생되는 간접 압력에 의하여 일어난다 치료는 해면골이 풍부하여 골절이 잘 치유.되는 까닭에 경우에 따라 보존적 요법도 가능하나 고령자에게서는 가능한 한 수,술적 방법에 의한 견고한 내고정으로 조기 기동 및 조기 보행을 하게 한다.
노인의 일상생활 기능상태노인의 일상생활 기능상태노인의 일상생활 기능상태노인의 일상생활 기능상태2.2.2.2. 일상생활 기능상태란 개인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신체적 기능 정도 능력과 생활 수단들을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활용 능력으로 노유자 조선화 외 기( , 1995; , 1994),본적인 일상생활 활동 과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을 평가한 것을 말한다(ADL) (IADL) .최근에는 자발적 사회활동 직업활동 레저활동 등을 더 높은 기능으로 따로 분류, ,하기도 한다(Advanced activities of daily linving, AADL).노인의 기능 상태는 대변 가리기 소변 가리기 세면 화장실 사용 식사 이, , , , ,동 보행 옷입기 목욕하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과 같은 기본적인 기능이 포함된, , , ,신체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과 전화사용 물건사기 음식장만 돈관리 및 재정(ADL) , , ,적인 일 수행 가정 돌보기 교통수단 이용 및 길 찾기 취미생활 약 복용 등과, , , ,같은 복잡한 기능이 포함된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으로 나뉜다 이러한(IADL) .일상생활 수행활동은 의존성이 높아질수록 자연스럽게 기능을 잃어가게 되는데,대부분의 노인들이 가장 먼저 상실하는 기능은 목욕과 보행동작이고 조유향( ,가장 마지막에 상실하는 기능이 식사하기 배설하기이며 기능회복에서도1988) ' ', ' '가장 먼저 회복하는 기능이 식사하기이다' ' .고관절 골절 수술 후 부동 및 운동장애는 신체의 주요기관에 수많은 잠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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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실제적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기능장애나 일상생활 활동 제한과 같,은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무력감 고립감 사회적 활동 제한 등의 사회 심리적, ,문제를 초래하게 됨으로 무엇보다 일상생활 활동이 중요하다 한윤복과 노유자( ,1991).선행연구에서 고관절 골절 노인의 일상생활기능 회복에 대한 장현숙 의(2001)연구에 따르면 골절 전에 비하여 수술 후 일상생활 기능이 정도 감소되며 수10% ,술 후 개월부터 그 기능이 현저한 차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통과9~12 .보행시 파행은 약 개월 내에 감소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외의 고관절 굴곡3~6 ,과 내외전 등의 기능회복은 년 이상 소요된다고 보고하고 있다1 (Licht, 1968;Petty, 1991; Crenshaw, 1992).의 연구에서는 증가된 의존성이 삶에 대한 만족감을 저하시킨Schooler(1970)다고 하였다 노인이 가정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일상생활동작수행이.기본이며 독립적인 일상생활동작수행이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노유자와 김춘길 김희자( , 1995; , 1994).일상생활 기능 상태는 노인 연구에서 흔히 기능적인 장애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고령 환자에서 발생한 고관절 골절은 치료 후 기능 감소가,많고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 결과와 환자의 기능적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많기 때문에 환자 위주의 기능적 회복에 대한 평가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추세,이다(Wright JG, 1994).
노인의 삶의 질노인의 삶의 질노인의 삶의 질노인의 삶의 질3.3.3.3.삶의 질이란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개념으로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연구자마다 접근하는 관점. ,목적 방법에 따라 다르게 보고하고 있어 지금까지 그 정의나 개념상의 일치를,보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로 합의된 개념은 없는 실정이다, .세계보건기구 에서는 각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 가치 기준 안(WHO, 1993) ,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된 자신의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 , ,으로 삶의 질을 정의하였다 즉 삶의 질은 개인의 신체적 건강 심리적 상태 독. , ,립정도 사회관계 개인의 신념 환경의 특징과 그들과의 관계를 복합적인 방법으, , ,로 통합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러한 정의는 삶의 질이 주관적인 평가라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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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관적 평가는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 배경에서 형성된다, , .노유자 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각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1988) , ,안녕상태를 삶의 질이라 정의하고 여기에는 정서 상태 경제생활 신체적 증상, , ,가족의 지지 및 사회적 활동 삶에 대한 태도 건강에 대한 인식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도 역시 삶의 질을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 Padilla(1985) , ·각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안녕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과. Young은 삶의 질은 삶의 환경 여건에 대한 지각된 만족 정도라고 정의Longman(1983)하면서 신체 정신적인 것 외에 사회적 활동과 경제적 환경을 포함시켜 인간의,안녕 정도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간호학에서는 삶의 질을 년대부터 간호 행위와 건강관리의 주요 목표로 대1980두되면서 질병과 관련시켜 보고되기 시작했다 국내 간호학 연구에(Magilvy 1985).서 삶의 질은 관절염 암환자 뇌졸중 만성 신질환 환자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 , ,로 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김매자 소외숙과 조결자1980 ( , 1995; , 1991;오복자 이은옥 태영숙과 엄동춘 오현수 이미라 이후 환자, , , 1997; , 1993; , 1996).의 신체 정신 사회 경제적 영역에 대한 간호 중재에 관심을 보여 왔으며 최근, , ,에는 영적 영역 와 및 일반(Ersek, Ferrell, Dow. Melancon, 1997; Magilvy, 1985)인들에 까지 대상자의 범위가 넒어지고 있다.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최순옥 은 노인 여성 환자의 삶의(2000)질은 건강상태 기능상태 인지기능이 높고 우울증이 없으며 간호제공자의 지지, , , ,가 있을 때 삶의 질이 높다고 하였고 고령자의 삶의 질은 일상생활 활동 중 자,기 계발활동이 활발할수록 주관적 노화도가 낮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다, ,고 하였다 이명득 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 , 2008). Rickelman(1994)장 큰 변수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라 하였으며 은 노인에 있어, Larson(1978)서 노화현상에 따른 신체적 약화는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하면서 건강을 주관적 안녕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으며 아프거나 신체적으로 무능력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질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민경진 등 의 연구에서도 입원노인. (2000)과 일반노인의 삶의 질은 관련성이 없고 건강상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와 는 노인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은 그들의 건강 및. Roos Havens(1991)신체적 기능 그리고 나아가 삶의 만족과 관련성이 높은 뿐 아니라 노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게 된다고 하였으며 노유자 등 은 가정과 양로원 노인의 일상생활, (1995)활동능력과 삶의 질 정도를 연구한 결과 일상생활 활동능력 정도와 삶의 질 정도가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문명자 의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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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도 일상생활기능이 삶의 질에 영향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그 외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하는 요소로 연령 장세진 등 박은숙 등( , 2002; ,고보선 등 을 보고하였으나 성별은 일부 연구에서 여자 노인과 남자1998; , 2002) ,노인의 삶의 질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김태현 등 김경희( , 1999;등 김연희 등 노유자 등 경제상태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 2000; , 2002; , 1995),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연구들 권윤정 손덕옥 고승덕 김태현( , 1995; , 1999; , 1996;등 김종숙 도 있다 또한 교육정도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1999; , 1987) .며 손정태 등 박은숙 등 김연희 등 김경희 등 고승덕( , 2002; , 1998; , 2002; , 2000;등 등 종교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박은숙 등 황선, 1996; Fitch , 1988), ( , 1998;기 등 문명자 채수원 등 결혼상태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 2002; , 2001; , 1992),다고 박은숙 등 문명자 고승덕 손덕옥 보고되었다 골절( , 1998; , 2001; , 1996; , 1999) .을 진단 받은 노인환자의 삶의 질은 가족지지 및 자가간호 수행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김영미 박원숙 그 외 여가활동 자녀와의 유대관계 주거( , 2000; , 1996), , ,형태 직업 등이 영향하는 변인으로 보고되었으나 박은숙 등 문명자, ( , 1998; , 2001;채수원 등 손덕옥 연구대상 등에 따라 상반된 결과, 1992; Flanagan, 1982; , 1999),를 보임으로서 노인의 삶의 질에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침을 알수 있다.하지만 고관절 골절이나 일반적 골절을 입은 노인에 대한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노인에 대한 연구에서 고관절 골절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예측해 보면 일상생활 기능상태와 주관적 건강상태 그리고,연령 경제적 상태 등의 일반적 특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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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연구 방법연구 방법연구 방법....ⅢⅢⅢⅢ

연구설계연구설계연구설계연구설계1.1.1.1. 고관절 골절로 수술 받고 년이 경과한 노인의 삶의 질과 그에 영향을 미치1는 요인에 대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2.2.2.2. 고관절 골절인 대퇴골 경부골절이나 대퇴골 전자간 골절로 서울시내 종합A병원의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고관절 부분치환술 관혈적 정복술 다발성 핀 고정, ,술을 받고 퇴원한 노인으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수술 후 년 이상 경과한 자1) 1본 조사 기간동안 정형외과 외래를 직접 방문한 자2) 정신과 병력이 없는 세 이상인 자3) 65질문지를 이해하고 답할 수 있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4) ,본연구에서 대상자 수를 산출하기 위해 를 하였power analysis(Cohen, 1988)다 유의수준 검정력 중간 효과 크기를 로 하고 중도 탈락률. 0.05, 80%, 0.15 ,와 를 고려하여 총 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15%(Svernlov Adolfsson, 2001) 10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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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구연구도구연구도구연구도구3.3.3.3. 한국판 축약형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측정도구한국판 축약형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측정도구한국판 축약형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측정도구한국판 축약형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측정도구1) (Korean version1) (Korean version1) (Korean version1) (Korean versionWHOQOL-BREF , 2002)WHOQOL-BREF , 2002)WHOQOL-BREF , 2002)WHOQOL-BREF , 2002)본 연구에서는 문항수가 적어 노인들에게 적용하기가 용이하면서 많은 시간이소요되지 않는 을 이용하여 고관절 골절 수술 노Korean version WHOQOL-BREF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였다 는 전반적 삶의 질. Korean version WHOQOL-BREF과 건강 을 측정하는 개의 문항과 신(overall quality of life and general health) 2체적 건강 영역 문항 심리적 영역 문항 사회적 관계 영역 문항 환경 영역(7 ), (6 ), (3 ), (8문항 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총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모든 질문은 점) 26 . 5척도로 되어 있어 전혀 아니다 는 점 약간 그렇다는 점 그렇다 는 점 많이‘ ’ 1 , ‘ ’ 2 , ‘ ’ 3 , ‘그렇다는 점 매우 많이 그렇다 는 점으로 채점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4 , ‘ ’ 5 ,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며 질문 중 고통과 불편감 질문 번 부정적 감정 질문( 3 ), ( 4번 약물에 대한 의존 질문 번 등의 문항은 매우 많이 그렇다 가 가장 부정적), ( 26 ) ’ ‘인 반응으로 되어 있어 이들은 채점시 역환산 하도록 하였다 본 도구의 점수 범.위는 표 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영역별 점수의 합을 총점으로 나타내며 점< 1> , ,수의 범위는 최저 점에서 최고 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좋26 130 ,음을 의미한다. 의 전체 및 영역간 신뢰도계수인Korean version WHOQOL-BREF Cronbach‘s는 였고 민성길 김광일과 박일호 본 연구에서 전체 및 각0.583 ~ 0.777 ( , , 2002),α영역간 도구의 신뢰도인 는 표 와 같다Cronbach‘s < 2>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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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환산*
표 삶의 질 도구의 신뢰도표 삶의 질 도구의 신뢰도표 삶의 질 도구의 신뢰도표 삶의 질 도구의 신뢰도< 2> n = 125< 2> n = 125< 2> n = 125< 2> n = 125대상 신뢰도
삶의 질

전체 0.97하부영역신체적 건강 0.92심리적 건강 0.93사회적 관계 0.79환경 0.90전반적 0.79

표 삶의 질 도구 문항 분류 및 점수 범위표 삶의 질 도구 문항 분류 및 점수 범위표 삶의 질 도구 문항 분류 및 점수 범위표 삶의 질 도구 문항 분류 및 점수 범위< 1>< 1>< 1>< 1> 대상 문항수 문항 번호 점수 범위
삶의 질

신체적 건강 7 3*,4*,10,15,16,17,18 점7~35심리적 건강 6 5,6,7,11,19,26* 점6~30사회적 관계 3 20,21,22 점3~15환경 8 8,9,12,13,14,23,24,25 점8~40전반적 2 1,2 점2~10총점 26 1~26 점26~130



- 14 -

일상생활 수행능력일상생활 수행능력일상생활 수행능력일상생활 수행능력2) (ADL)2) (ADL)2) (ADL)2) (ADL)년 와 에 의해 개발된 는 노인의 기능상태1965 Mahoney Barthel Barthel ADL를 알아보기 위한 도구로 식사 목욕 세면 대변 소변 옷입기 화장실 사용 이, , , , , , ,부자리 걷기 계단 오르기 등 개 활동을 평가한다 김수영 등 이 한국어판, , 10 . (2004)지표를 개발하여 사용하였고 였다 점수는 점 만점으Barthel , Cronbach‘s =.95 . 20α로 점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점으로 환산하도록 하고 측정점수가 높을수록0 100 ,일상생활 수행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였다. Cronbach‘s =.91 .α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3) (IADL)3) (IADL)3) (IADL)3) (IADL)신체적 자립보다는 한 단계 높은 도구적 기능 수준으로 노인의 활동능력을측정하려는 도구로써 년 과 가 개발한 도구 김수영 등 이1969 Lawton Brody (2005)번역하여 개발한 한국어판 도구적 일상활동 지표를 이용하였다 전화 사Lawton .용능력 물건사기 음식 준비하기 집안일 하기 빨래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약, , , , , ,복용하기 돈 관리 능력 등에 대한 수행정도를 평가한다 따라서 은 노인 환, . IADL자가 독립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측정변수로작용한다 남자는 음식 준비하기 집안일 하기 빨래하기를 제외한 항목에 대해. , , 5서만 평가하며 점수는 남자는 점에서 점 여자는 점에서 점으로 분포되어 있, 0 5 , 0 8으며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수단적 일상생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한국어.판 개발당시의 신뢰도는 남성의 경우 여성의 경우 로 매우Cronbach‘s =.94, .97α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남성은 여성은, Cronbach‘s =93,α였다Cronbach‘s =.95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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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 방법자료수집 방법자료수집 방법자료수집 방법4.4.4.4. 자료수집 기간은 년 월 일 부터 월 일 이었고 연구를 수행하기2009 4 28 6 10 ,위해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자료 수집 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연구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환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시력이 나쁘거나 한글독해 및 문장의 이해에,어려움이 있는 노인은 자료수집자가 문답형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자료분석 방법자료분석 방법자료분석 방법5.5.5.5.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으로 분석하였다SPSS 12 version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노인의 특성 일상생활기능상태 삶의 질은 실수와 백1) , ,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노인의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는 와2) t-test one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way ANOVA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노인의 일상생활기능 상태와 삶의 질의 관계는3)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Pearson's correlation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4)석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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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ⅣⅣⅣⅣ

대상자의 특성대상자의 특성대상자의 특성대상자의 특성1.1.1.1.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는 총 명이었다 전체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세125 . 74.1이었고 여자가 명 으로 남자 명 보다 더 큰 분포를 차지하(± 9.69) , 102 (81.6%) 23 (18.4%)였다 종교는 불교가 명 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가 명. 52 (41.6%) , 58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대상자가 직업이 없었으며 배우자가 있는(46.4%) . (92.0%),대상자가 명 이었다64 (51.2%) .자녀수는 평균 명이었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가 명 으로 나타났다 동거4.5 , 2 (1.6%) .가족형태는 자녀와 동거가 명 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의 경우 간병인 또는‘ ’ 74 (59.2%) ,도우미와의 동거가 명 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지불은 자녀가 명 으로 가4 (3.2%) . 79 (63.2%)장 많았고 손자녀 명 기타의 경우 병원내 무료진료 등이 명 으로2 (1.6%), , VIP 3 (2.4%)나타났다 가족 총수입에서는 만원 만원이 명 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100 ~200 34 (27.2%)차지한 반면에 만원 이상은 가장 낮은 분포를 차지하였다500 .진단명별 분포를 보면 전체 명의 설문 조사 대상자 중에서 대퇴 경부 골절이125명 으로 대퇴 전자간 골절 명 보다 더 많았으며 수술명별 분포를 보78 (62.4%) 47 (37.6%) ,면 인공고관절 부분 치환술이 명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진단에 따른 수56 .술명별 분포를 보면 대퇴 경부 골절에서 인공고관절 부분치환술이 명 다발54 (69.2%),성 핀고정술 명 관혈적 정복술 명 이었고 대퇴 전자간 골절의 경우 명2 (2.6%), 22 (28.2) , 2을 제외하고 모두 관혈적 정복술 명 을 시행하였다(4.2%) (45 , 93.8%) .본 연구의 골절 관련 특성 중 골절 원인을 살펴보면 낙상이 명 으104 (83.2%)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낙상이나 사고 없이 일어나는 피로골절이 명 으로, 9 (7.2%)나타났다 골절시 동반골절이 있었던 경우가 명 이었고 동반골절은 척추 팔. 5 (4.0%) ,목 뒷꿈치뼈 전두엽 골절 등 다양하였다 과거 골절력이 있었던 명 중, , . 19 (15.2%)이전 고관절 골절이 있었던 경우가 명 으로 나타났다7 (36.7%) .본 연구의 건강 관련 특성 중 시력장애가 있는 경우 명 이었고 청력11 (8.8%) ,장애가 있는 경우가 명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정된 시력이나 청력은 장애7 (5.6%)가 없는 것으로 하였고 환자의 주관에 의한 판단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중 자신의 건강이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가 명 이었다 건강증진행위‘ ’ 53 (42.4%) .를 하고 있는 경우가 명 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명에서 건강증진 행위44 (35.2%) 36



- 17 -

로 운동을 시행하고 있었다 운동 중 걷기가 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전거타기. 12 , ,수영이 가각 명 골프 명 그 외 에어로픽 헬스 등이 있었다4 , 3 , , .
표 대상자의 특성표 대상자의 특성표 대상자의 특성표 대상자의 특성< 3> n = 125< 3> n = 125< 3> n = 125< 3> n = 125구분 빈도수 백분율(%)연령 세65~69 35 28.0세70~79 58 46.4세 이상80 32 25.6성별 남 23 18.4여 102 81.6종교 불교 52 41.6기독교 35 28.0천주교 8 6.4기타 30 24.0교육정도 초졸 이하 58 46.4중졸 25 20.0고졸 23 18.4대졸 이상 19 15.2직업유무 유 10 8.0무 115 92.0배우자유무 유 64 51.2무 61 48.8자녀수 무 2 1.6명1~3 61 55.2명4~6 54 36.8그 이상 8 6.4동거가족형태 독거 10 8.0부부만 동거 31 24.8자녀와 동거 74 59.2시설 6 4.8기타 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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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상자의 특성 계속표 대상자의 특성 계속표 대상자의 특성 계속표 대상자의 특성 계속< 3 > - n=125< 3 > - n=125< 3 > - n=125< 3 > - n=125구분 빈도수 백분율(%)진료비 지불 본인 또는 배우자 41 32.8자녀 79 63.2손자녀 2 1.6기타 3 2.4가족 총수입 만원 미만100 20 16.0만원 만원 미만100 ~200 34 27.2만원 만원 미만200 ~300 33 26.4만원 만원 미만300 ~500 21 16.8만원 이상500 17 13.6진단명 대퇴 경부 골절 78 62.4대퇴 전자간 골절 47 37.6수술명 인공고관절 부분치환술 56 44.8관혈적 정보술 45 36.0다발성 핀 고정술 24 19.2골절 원인 낙상 104 83.2교통사고 12 9.6기타 9 7.2동반 골절 유 5 4.0무 120 96.0과거 골절력 유 19 15.2무 106 84.8시각 장애 무 114 91.2유 11 8.8청력장애 무 118 94.4유 7 5.6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30 24.0보통 53 42.4좋음 24 33.6건강증진행위 안한다 81 64.8한다 44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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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기능 및 삶의 질일상생활기능 및 삶의 질일상생활기능 및 삶의 질일상생활기능 및 삶의 질2.2.2.2. 일상생활기능 상태1) 일상생활 수행능력 상태의 평균점수는 이었고 도구적 일상생(ADL) 90.6(±14.8) ,활능력 은 남자가 여자는 이었다 의 세부 항목(IADL) 4.4(± 1.4), 6.1(± 2.9) . ADL중 식사하기 얼굴 단장하기 옷입기 의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계단오르, , ,내리기 목욕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은 남자에서 전화 사용 돈관, . IADL ,리 능력 교통수단이용 물건사기 약복용하기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왔고 여자에· , , ,서는 집안일하기 전화 사용 돈관리 능력 약복용하기 교통수단이용 빨래하기, , , · · ,물건사기 음식준비하기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삶의 질2)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의 각 영역별로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는 표 와< 4>같다 고관절 골절 수술 후 노인에게서 전체 삶의 질 평균점수는. 80.04(± 17.1)이었다 세부영역별로 보면 신체적 건강영역 심리적 영역. 21(± 6.1), 18(± 4.6),사회적 관계영역 환경영역 이었다9.6(± 1.6), 25(± 4.6) .
표 삶의 질 평균점수표 삶의 질 평균점수표 삶의 질 평균점수표 삶의 질 평균점수< 4 > n = 125< 4 > n = 125< 4 > n = 125< 4 > n = 125

항목항목항목항목 Mean ± SDMean ± SDMean ± SDMean ± SD 정상 범위정상 범위정상 범위정상 범위신체적 건강영역 21.0 ± 6.1 점7~35심리적 영역 18.0 ± 4.6 점6~30사회적 관계 영역 9.6 ± 1.6 점3~15환경 영역 25.0 ± 4.6 점8~40전반적 영역 6.4 ± 1.6 점2~10삶의 질 총점 80.04 ± 17.1 점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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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3.3.3.3.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특성과 삶의 질의 총점 및 영역간의 차이를 검증하기위하여 독립표본 검정 과 일원분산분석T- (independent-sample t-test) (one-way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와 같다ANOVA) . < 5> .삶의 질의 총점에 대한 분석결과 연령 교육 정도 골절장소 과거 골절력 주, , , ,관적 건강상태 건강증진 행위에 따라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은 세가 삶의 질의 높았으며 반면에 세 이상은 가장 낮은 점수를65~69 80나타내었다 교육 정도에서는 대졸 이상이 삶의 질에 대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초졸 이하는 삶의 질에 대해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과거 골.절력이 없을수록 삶의 질은 높았다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건강이 좋음 에 응답한. ‘ ’대상자는 보통 이하에서 보다 삶의 질이 높았으며 삶의 질이 좋음인 대상자의‘ ’ , ‘ ’평균점수는 100.1( 로 나타나타났다±11.18) . 건강증진 행위에서는 건강증진을 위한행위를 한다 에서는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고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 ’ ,다.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하부 영역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신체적 건강영역에 대한 분석결과 연령 교육정도 과거 골절력 주관적 건강상, , ,태 건강증진 행위에 따라 신체적 건강영역에서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심리적 영역의 삶의 질은 학력 과거 골절력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었고 사회적 관계 영역의 삶의 질은 연령 학력 과거 골절력 주관적 건, , , ,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환경적 영역의 삶의 질은 교육 정도 주관. ,적 건강상태 건강증진 행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전반적 영역은 삶의, ,질은 교육 정도 과거 골절력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증진행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 , ,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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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상자의 특성과 삶의 질과의 차이표 대상자의 특성과 삶의 질과의 차이표 대상자의 특성과 삶의 질과의 차이표 대상자의 특성과 삶의 질과의 차이< 5 >< 5 >< 5 >< 5 >특성 구분 삶의 질 신체적 건강 심리적M±SD t/F(p) M±SD t/F(p) M±SD t/F(p)성별 남 84.24±17.16 1.37 23.52±5.95 1.68 19.26±4.2 1.62여 79.04±16.90 (.172) 21.14±6.09 (.094) 17.58±4.62 (.106)연령 세65~69 85.50±19.50 3.98 23.73±7.00 6.86 19.14±5.16 2.29세70~79 79.82±16.12 (.021**) 21.98±6.09 (.001***) 17.76±4.38 (.105)세이상80 73.84±14.30 18.55±4.48 16.74±3.96교육정도 초졸이하 75.14±16.12 20.02±5.67 16.86±4.44중졸 79.96±14.82 5.78 21.28±6.16 3.75 16.68±3.9 4.83고졸 86.06±14.82 (.001***) 23.59±5.6 (.013**) 19.56±4.2 (.003***)대졸이상 90.74±19.50 24.5±6.58 20.46±4.8과거골절력 유 70.98±11.7 -2.50 17.78±4.55 -3.02 15.78±3.66 -2.21무 81.64±17.42 (.014**) 22.26±6.09 (.003***) 18.24±4.62 (.029**)주관적건강상태 나쁨 62.66±17.42 34.28 16.10±5.36 26.38 13.38±4.80 32.79보통 76.70±10.92 (.000***) 20.44±4.20 (.000***) 17.16±3.06 (.000***)좋음 100.1±11.18 28.07±7.14 23.04±2.76안한다 76.96±16.64 4.38 20.58±5.88 4.26 18.6±3.06 2.98건강증진행위 한다 85.8±16.9 (.014**) 23.66±6.02 (.016**) 19.98±3.06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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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상자의 특성과 삶의 질과의 차이 계속표 대상자의 특성과 삶의 질과의 차이 계속표 대상자의 특성과 삶의 질과의 차이 계속표 대상자의 특성과 삶의 질과의 차이 계속< 5 > -< 5 > -< 5 > -< 5 > -특성 구분 사회적관계 환경 전반적M±SD t/F(p) M±SD t/F(p) M±SD t/F(p)성별 남 9.84±1.92 1.07 24.72±4.00 0.17 6.96±1.68 2.06여 9.48±1.47 (.286) 24.48±4.64 (.858) 6.16±1.52 (.041**)연령 세65~69 10.11±1.86 4.02 25.84±4.40 2.28 6.72±1.84 1.52세70~79 9.48±1.38 (.020**) 24.32±4.32 (.106) 6.32±1.60 (.221)세이상80 9.06±1.35 23.52±4.88 6.00±1.20초졸이하 9.15±1.44 23.28±4.48 5.84±1.52교육정도 중졸 9.24±1.38 5.05 23.36±3.52 7.77 6.32±1.36 4.52고졸 10.26±1.38 (.002***) 26.00±3.44 (.000***) 6.80±1.36 (.005***)대졸이상 10.29±1.89 28.16±4.80 7.20±2.00과거골절력 유 8.88±0.99 -2.00 22.96±3.84 -1.64 5.60±1.36 -2.20무 9.66±1.62 (.048**) 24.80±4.64 (.102) 6.48±1.60 (.030**)주관적건강상태 나쁨 26.70±5.04 19.40 20.88±4.16 21.27 4.56±1.76 30.63보통 27.54±5.04 (.000***) 23.52±3.44 (.000***) 6.24±0.96 (.000***)좋음 11.10±1.38 29.76±4.16 8.00±1.04건강증진행위 안한다 8.94±1.65 2.75 23.84±4.40 4.15 6.08±1.60 4.61한다 9.75±1.71 (.068) 26.00±4.56 (.018**) 6.88±1.44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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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특성 일상생활 기능 상태와 삶의 질과의 상관관대상자의 특성 일상생활 기능 상태와 삶의 질과의 상관관대상자의 특성 일상생활 기능 상태와 삶의 질과의 상관관대상자의 특성 일상생활 기능 상태와 삶의 질과의 상관관4. ,4. ,4. ,4. ,

계계계계본 연구에서 환자의 연령 학력 과거 골절력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증진 행위, , , ,과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는 로 시행하였고 결ADL, IADL Pearson correlation test과는 표 과 같았다< 6 > .연령은 삶의 질과 역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학력 과거 골절력 주관적 건강상, , ,태 건강증진 행위 은 삶의 질과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연령, , ADL, IADL (+) .이 높을수록 삶의 질은 떨어지고 학력이 높고 과거 골절력이 없을수록 주관적, ,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건강증진 행위를 하는 경우 삶의 질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 은 양 의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고 의 점수가 높을수록. ADL IADL (+) , ADL의 점수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건강증진행위를 하는 경우 삶의 질은 높IADL .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상관관계표 상관관계표 상관관계표 상관관계< 6>< 6>< 6>< 6> 연령 교육정도 과거골절력 주관적건강상태 건강증진행위 ADL IADL 삶의 질연령 1교육정도 -.263** 1과거골절력 -.105 .089 1주관적건강상태 -.097 .329** .024 1건강증진행위 -.060 .214* -.127 .192 * 1ADL -.378** .257** .092 .385** .030 1IADL -.462** .137 .170 .326** .032 .667** 1삶의 질 -.248** .343** .220* .706** .169 .579** .5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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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5.5.5.5. 본 연구에서는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수행하였다 분(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석결과는 표 과 같다 분석결과 연령 과거 골절력 주관적 건강상태< 7> . , , , , ADL,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이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IADL .질은 낮았으며 과거 골절이 없는 노인에 비해 과거 골절이 있었던 노인의 삶의,질이 낮았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에 비해 건강이 보통 또는 나쁘다.고 응답한 노인의 삶의 질이 낮았으며 과 이 독립적으로 수행 할수록, ADL IADL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로 나타났으며 유. 66.9%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5% .표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표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표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표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 >< 7 >< 7 >< 7 >

R2=.669, F=23.054R2=.669, F=23.054R2=.669, F=23.054R2=.669, F=23.054

BBBB SESESESE tttt pppp연령 -.101 .114 -.881 .038*교육 정도 초졸이하 -2.924 3.007 -.972 .333중졸 -5.892 3.336 -1.766 .080고졸 -.210 3.252 -.064 .949대졸이상 기준집단( =0)과거골절력 유 -7.555 2.622 -2.881 .005*무 기준집단( =0)주관적건강상태 나쁨 -23.969 2.821 8.498 .000*보통 -11.487 2.507 4.581 .000*좋음 기준집단( =0)ADL .299 .089 3.340 .001*IADL 1.312 .654 1.897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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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논의논의논의....ⅤⅤⅤⅤ노인의 고관절 골절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골절 수술 후 노인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으며 진행된 연구도 수술 후 노인의,일상생활 기능이나 통증정도에 대한 연구만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고관절 골.절 수술 후 노인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치료 및 간호중재를 개발하고자 이루어졌다.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세 이었고 대 세 가74.1 (± 9.69) , 70 (70~79 )로 대 세 보다 많았고 여자가 명 으로 남자 명46.4% 60 (65~69 ) 28% , 102 (81.6%) 23 (18.4%)보다 배 이상 많았는데 이 결과는 고관절 골절은 대 연령대와 여자에서 발생빈도4 , 70가 높다는 보고 윤택림 등 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 1999) .대상자의 교육 수준은 초졸 이하가 명 으로 가장 많았는데 평균 연령58 (46.4%) ,이 세인 것을 감안하면 시대적인 영향인 것으로 생각된다74.1 . 골절의 원인에서 낙상이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 명 기타의 사고 없이 일어나104(83.2%) , 12 (9.6%),는 피로골절이 명 를 차지하였다 이는 노인 고관절 골절환자의 수술 후 일상생9 (7.2%) .활 기능을 본 연구 장현숙 에서 낙상이나 실족 교통사고 순으로 나( , 2001) (89.6%), (10.4)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골절 장소는 실내가 명 실외가 명 로65 (52.0%), 60 (48%)나타 났으며 이는 실내가 실외가 로 나타난 장현숙 의 연구와는, 42.8%, 57.2% (2001)다른 결과이나 실내 송미순 등 혹은 조현오 등 와는 같은, 66% ( , 1999) 56.9%( , 1993)결과를 보였다.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 중 자신의 건강이 보통 이라고 답한 경우가 명‘ ’ 53으로 가장 많은 반면 나쁨과 좋음은 각각 명 명 로 나(42.4%) ‘ ’ ‘ ’ 30 (24.0%), 24 (33.6%)타났다 이는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이 를 차지한 보고 김영숙. ‘ ’ 60.4% ( ,와 일치하는 결과이다2002) .일상생활 수행능력 상태는 점 만점에 평균점수는 점이었(ADL) 100 90.6 (±14.8)고 도구적 일상생활능력 은 남자가 점 만점에 평균 점 여자는, (IADL) 5 4.4 (±1.4) ,점 만점에 평균 점이었다 이는 전반적으로는 장애가 심각하지 않은8 6.1 (± 2.9) .것으로 보이나 노인의 대부분이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계청 기능을 유지하더라도 실생활에서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 , 2004)상된다 의 세부 항목중 식사하기 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은 남자에서. ADL ‘ ’ , IADL전화사용 여자에서는 집안일하기 가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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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한 년 세 이상 인구의 일상생활 동작능력 중 혼자서 할 수(2004) 2003 65 ‘있다 는 응답비율이 식사하기 에서 가장 높은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고 안’ ‘ ’(98.4%) ,수연 의 연구에서 독거노인의 도구적 일상생활 동작능력 중 전화사용이 가장(2007) ‘ ’높은 기능으로 보고된 것과 같은 결과이다.삶의 질 도구 를 이용한 결과 본 연구에서 고관절 골절 수술WHOQOL-BREF ,을 받은 노인의 삶의 질 평균점수는 점 만점에 점으로 나타났다130 80.04 (± 17) .이 결과는 를 이용한 정찬영 이 보고한 일반인군의 삶의 질WHOQOL-BREF (2003)평균점수 점 이종열 의 대구광역시민의 삶의 질 평균점수 점 김경86.15 , (1999) 80.83 ,혜 등 이 보고한 두경부암 환자의 수술 후 삶의 질 평균점수 점 최순(2006) 69.92 ,옥 의 대구지역 여성노인의 삶의 질 평균점수 점 민경진 등 의 연(2000) 71.05 , (2000)구에서 입원노인의 삶의 질 평균점수는 점과 일반노인의 삶의 질 점수75.66 82.42점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각 영역별 삶의 질 점.수는 신체적 건강영역 점 심리적 영역 점 사회적 관계21.0 (± 6.1) , 18.0 (± 4.6) ,영역 점 환경영역 점으로 나타났는데 대구 지역 여성노9.6 (± 1.6) , 25.0 (± 4.6) ,인을 대상으로 한 최순옥 의 연구에서 신체적 건강영역 점 심(2000) 18.90 (±3.98) ,리적 영역 점 사회적 관계영역 점 환경영역16.81 (±3.59) , 9.02 (±1.82) , 20.50(±와 비교하면 본 연구의 대상자가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병원을 방문할 수 있7.29) ,는 일상생활기능을 가진 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대상자의 특성과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 연령에 따라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세의 대상자에서 세 이상의 대상자보다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65~69 80 .이는 최순옥 의 연구에서 연령에 따라 삶의 질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과 상반(2000)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할 수록 삶의 질도 함께 낮아진다 임성, (우 김경혜 외 민경진 외 고 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학력, 2003; , 2006; , 2000) .은 대졸 이상이 삶의 질에 대해서 가장 높은 반면 초졸 이하는 삶의 질에 대해서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만성통증 환자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았다는 연구결과 임성우 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 2003)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다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박은숙 등 김연희( , 1998,등 과거 골절력이 없었을 때 삶의 질은 높, 2002; Larson, 1978; Campbell, 1976).았다.주관적 건강상태에서 건강이 좋음 에 응답한 대상자는 보통 이하에서보다 삶‘ ’ ‘ ’의 질이 높았으며 삶의 질이 좋음인 대상자의 평균점수는, ‘ ’ 100.1( 로 나타±11.18)났다 이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게 지각할수록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고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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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재임 등 최헌 등 와 일치하였는데 이는( , 2005; , 1997; Stuifbergen , 2000) ,등 이 지각한 건강의 정도와 경제력이 삶의 만족을 구성하는 주요Spreizer (1974)인자라고 하였던 점을 뒷받침해 준다 따라서 주관적 건강상태를 높여주기 위한.간호중재 전략의 개발이 필요함을 말해준다.과 의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ADL IADL .과 이 독립적일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노유자 등 은 가정과ADL IADL (1995)양로원 노인의 일상생활 활동능력과 삶의 질 정도를 연구한 결과 일상생활 활동능력 정도와 삶의 질 정도가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건강증진 행위에서는 건강증진을 위한 행위를 한다에서는 삶의 질이 높게 나‘ ’왔고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들을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연령 과거 골절력, ,주관적 건강상태 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ADL, IADL ,가지 변수가 삶의 질을 설명하고 있다5 66.9%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한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연령 과거 골절력 주관적 건강상태, , , ADL,이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고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이는 변수에 대하여서는IADL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노인의 특성과 요구를 세분화하여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의 다양한 연구대상을 통해 확인.된 변수에 대해 이를 보다 증진 할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겠다.따라서 고관절 골절 수술 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기능을 증진시키고 주관적 건강상태를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이 중요 할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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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결론 및 제언결론 및 제언결론 및 제언....ⅥⅥⅥⅥ본 연구는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노인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영향을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고 년. 1이상 경과한 세 이상 노인으로 서울에 소재한 종합병원에 년 월 일부터65 , A 2009 4 28월 일 사이 정형외과 외래에 내원한 환자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6 10 125 .연구도구로 삶의 질 척도는 에서 개발하고 민성길 등 이 표준화한WHO (2000)일상생활 기능상태는 와 에korean version WHOQOL-BREF, Mahoney barthel(1965)의해 개발되고 김수영 등 이 개발한 한국어판 지표 및 과(2004) Barthel Lawton Brody이 개발하고 김수영 등 이 표준화한 한국어판 도구적 일상활동 지(1969) (2005) Lawton표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을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와. SPSS 12 version t-test,을 시행하였다one-way ANOVA, multiple regression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노인의 전체 삶의 질 평균점수는1) 점이었다80.05 .고관절 골절 수술 후 노인의2) 일상생활 수행능력 상태의 평균점수 표준편차(ADL) ( )는 점이고 도구적 일상생활능력 의 평균 점수 표준편차 는 남90.6(± 14.8) , (IADL) ( )자가 점 여자는 점이었다4.4(± 1.4) , 6.1(± 2.9)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정도를 분석한 결과 연령 학력3) (t=3.98,p<.01),과거 골절력 주관적 건강상태(F=5.78. p<.001), (t=-2.50, p<.001), (F=34.28,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연령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 ,정도에서는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과거 골절력이 없을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은 높았다.삶의 질과 관련변수와의 상관관계는 총 삶의 질과 교육정도 골절장소 과거 골4) , ,절력 주관적 건강상태 과 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연령과는, , ADL, IADL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5)이는 변수들을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연령 과거골절력, ,주관적 건강상태 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ADL IADL ,이 가지 변수가 삶의 질을 설명하고 있다5 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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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통해 고관절 골절 수술 후 노인에게 있어 연령 과거 골절력 주, ,관적 건강상태 및 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ADL IADL .따라서 고관절 골절 수술 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수술 후 독립적인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신체적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을 위한 간호 중재가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회복기 이후에도 꾸준한 일상생활기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간호중재가 필요하겠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를 높이기 위한 간호 교육 및 중재.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고관절 골절 노인에 대한 추후 연구의 방향과 간호 실무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수술 전후의 삶의 질 차이를 비교하여 고관절 골절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1) ,연구해 볼 것을 제언한다.동일 대상자의 수술 후 기간별 삶의 질 변화 및 이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종단2)적으로 연구해 볼 것을 제언한다.수술 후 외래를 방문하지 못하는 대상자까지 포함된 연구를 제언한다3) .주관적 건강상태를 호전 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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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부록부록부록<1><1><1><1> 동의서동의서동의서동의서< >< >< >< >안녕하십니까안녕하십니까안녕하십니까안녕하십니까????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본 연구는 고관절 골절 후 수술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삶에 영향을본 연구는 고관절 골절 후 수술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삶에 영향을본 연구는 고관절 골절 후 수술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삶에 영향을본 연구는 고관절 골절 후 수술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삶에 영향을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본 설문지는 환자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본 설문지는 환자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본 설문지는 환자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본 설문지는 환자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것이며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혜택은 없습니다 또한 대답해주신 내용될 것이며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혜택은 없습니다 또한 대답해주신 내용될 것이며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혜택은 없습니다 또한 대답해주신 내용될 것이며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혜택은 없습니다 또한 대답해주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 되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개인적인 비밀은 절용은 무기명으로 처리 되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개인적인 비밀은 절용은 무기명으로 처리 되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개인적인 비밀은 절용은 무기명으로 처리 되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개인적인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대적으로 보장됩니다대적으로 보장됩니다대적으로 보장됩니다....이에 본 연구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오며 님의 주치의신이에 본 연구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오며 님의 주치의신이에 본 연구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오며 님의 주치의신이에 본 연구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오며 님의 주치의신, _________, _________, _________, _________교수님으로부터 연구 허락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교수님으로부터 연구 허락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교수님으로부터 연구 허락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교수님으로부터 연구 허락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정형외과 임상전문간호사정형외과 임상전문간호사정형외과 임상전문간호사정형외과 임상전문간호사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노인전공 석사과정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노인전공 석사과정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노인전공 석사과정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노인전공 석사과정정미혜 올림정미혜 올림정미혜 올림정미혜 올림
연 구 참 여 동 의 서연 구 참 여 동 의 서연 구 참 여 동 의 서연 구 참 여 동 의 서

나 본인 보호자 는 위 연구자로부터나 본인 보호자 는 위 연구자로부터나 본인 보호자 는 위 연구자로부터나 본인 보호자 는 위 연구자로부터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

연구의 목적과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연구의 목적과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연구의 목적과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연구의 목적과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혜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혜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혜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혜....

택은 없으며 자유 의사로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하며 서명된 본 동의택은 없으며 자유 의사로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하며 서명된 본 동의택은 없으며 자유 의사로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하며 서명된 본 동의택은 없으며 자유 의사로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하며 서명된 본 동의,,,,

서의 사본을 받을 것입니다서의 사본을 받을 것입니다서의 사본을 받을 것입니다서의 사본을 받을 것입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2009200920092009

본인 인본인 인본인 인본인 인: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

또는 보호자 인또는 보호자 인또는 보호자 인또는 보호자 인: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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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부록부록부록<2><2><2><2> 설문지설문지설문지설문지< >

년 월년 월년 월년 월2009 5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노인 전공노인 전공노인 전공노인 전공

정미혜정미혜정미혜정미혜

안녕하십니까안녕하십니까안녕하십니까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본 연구는 고관절 골절 후 수술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삶에본 연구는 고관절 골절 후 수술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삶에본 연구는 고관절 골절 후 수술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삶에본 연구는 고관절 골절 후 수술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자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자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자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본 설문지는 환자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본 설문지는 환자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본 설문지는 환자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본 설문지는 환자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것이며 대답해주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 되며 연구자료로 이용될 것이며 대답해주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 되며 연구자료로 이용될 것이며 대답해주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 되며 연구자료로 이용될 것이며 대답해주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 되며 연구

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개인적인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개인적인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개인적인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개인적인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

대답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으므로 사실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대답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으므로 사실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대답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으므로 사실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대답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으므로 사실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

다다다다.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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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면담 및 의무기록지< >진단명1. Fx. Intertrochanteric femur Fx. Femur neck① ②수술명2. BPHA DHS multiple pinning① ② ③수술후 경과 기간3. :신체계측4.
5. BMD (Hip total T-Score) :
ⅠⅠⅠⅠ 일반적 특징일반적 특징일반적 특징일반적 특징

1. 인구사회학적 요인연령1. : 세성별 남2. : ① 여②종교 불교3. : ① 기독교② 천주교③ 기타④직업 유무 유4. : ① 무②교육정도 초졸이하5. : ① 중졸② 고졸③ 대졸이상④배우자 유무 유6. : ① 무②자녀 유무 및 수 무7. : ① 명1② 명2③ 명3④명4⑤ 명5⑥ 명6⑦ 그 이상 자녀수를 적기( )⑧동거가족형태 독거8. : ① 부부만 동거② 자녀와 동거③시설④ 기타 상세히 적기( )⑤병원 진료비 자가부담금 는 지불9. ( ) :건강보험① 본인 또는 배우자② 자녀③손자녀④ 기타 상세히 적기( )⑤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의 월 총 소득10. :만원 미만100① 만원 만원 미만100 ~200②

키 (CM) 몸무게(KG) 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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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만원 미만200 ~300③ 만원 만원 미만300 ~ 500④만원 이상500⑤
골절 관련 요인2. 골절 원인 낙상1. : ① 교통사고② 기타③골절 장소 집안 장소적기2. : ( )① 집밖 장소적기( )②동반 골절 유 부위적기3. : ( )① 무②과거 골절력 유 부위적기4. : ( )① 무②골절 경위 및 환경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5. :골절 날짜 및 시간6. :
건강관련 요인3..
술1. : 무① 유② 종류( 일회/ 잔 주/ 회 )기타③
담배2. : 무① 유② (하루 갑 흡연기간/ 년)기타③
시력 장애3. : 무① 안경 또는 돋보기 착용 유( : 무 )유② 백내장( 녹내장 기타 )

청력 장애4. : 무① 보청기 착용 유( : 무 ) 유②
건강상태5. :아주나쁨① 나쁨② 보통③ 좋음④ 아주좋음⑤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 모두 적기6. : ( : )

현재 건강증진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7. ?

유1) : ① 운동 ( 종류: 주횟수 한번시간 )식이요법② ( 종류: )

기타 (③ )

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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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기능 상태..Ⅱ
한국어판 바텔2. ADL Index대변조절1. 전혀 조절하지 못한다0 = .혹은 관장이 필요하다( )가끔 조절에 실패한다 주 회1 = ( 1 ).대변 조절에 문제가 없다2 = .얼굴 단장하기2.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0 = .세수 머리감기 양치질 면도를1 = , , ,혼자서 한다 필요한 용품준비는 도(움을 받아도 상관없다).식사하기3. 혼자서는식사가 불가능하다0 = .일부는 도움이 필요하다1 = .음식이 앞에 있으면 혼자서 식사2 =할 수 있다.최종 옮겨가기 침상과 의자 사이4. ( ) ( )불가능함 앉아서 균형을 잡을0 = .수 없다상당한 도움 한두 사람의 신체적1 = (인 도움 이 있으면 앉을 수 있다) .약간의 도움 말로 하는 혹은 신2 = (체적인 도움 이 있으면 옮겨갈 수)있다.스스로 할 수 있다3 = .계단 오르내리기5. 불가능하다0 = .말로 하는 혹은 신체적인 도움이1 =필요하다 승강기 이용 포함.( )스스로 할 수 있다2 = .

소변조절6. 전혀 조절하지 못하거나 도뇨관0 =를끼고 있으면서 스스로 관리하지못한다.가끔 조절에 실패한다 하루에1 = ( 1회 미만).소변 조절에 문제가 없다 일 이2 = (7상).화장실 사용7. 혼자서 사용할 수 없다0 = .도움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는1 =혼자 사용할 수 있다.다름 사람 도움 없이 사용한다2 = .옷입기8. 혼자서는 못 입는다0 = .절반 정도는 혼자서 입을 수 있1 =다.혼자서 입는다 단추잠그기 지퍼2 = ( ,올리기 끈묶기 포함, )이동9. 이동할 수 없다0 = .휠체어로 혼자서 다닐 수 있다1 =코너 도는 것 포함( ).한사람 도움 말로 하는 혹은 신2 = (체적 으로 보행이 가능하다) .혼자서 이동할 수 있다 지팡이는3 = (사용해도 무방하다).목욕10.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하다0 = .샤워 목욕 을 혼자서 할수 있다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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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로톤 지표. IADLⅣ전화 사용능력1. 스스로 전화를 건다 필요한 번호1) .를 찾아 번호를 눌러서 전화를 건다.개 잘 알고 있는 번호로는 전화2) 2~3를 건다.전화를 걸 수는 없고 받기만 한다3) .전혀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4) .물건사기2. 필요한 물건을 혼자서 모두 살 수1)있다.소규모로 조금 사는 것은 혼자서2)할 수 있다.남의 도움을 받아야 물건을 사러간3)다.전혀 물건을 살 수 없다4) .음식준비하기 남성제외3. ( )혼자서 적절한 식사를 계획하고1) ,조리하고 차린다.음식재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적절2)한 음식을 만든다.음식을 만들지만 적절한 식이를 유3)지하기 어렵거나 준비된 음식을 데워먹는다.다른 사람이 음식을 준비하고 차려4)주어야 한다.집안일 하기 남성제외4. ( )힘든 일은 도움을 받지만 대부분의1)집안일을 혼자서 한다.설거지나 이불 개기 같은 가벼운2)일은 혼자서 한다.가벼운 일은 혼자서 하지만 집안을3)

청결하게 유지하지 못한다.모든 집안 일에 전혀 참여하지않는4)다.빨래하기 남성제외5. ( )자기 옷은 혼자서 빤다1) .양말 스타킹 같은 가벼운 빨래는2) ,스스로 한다.다른 사람이 빨래를 모두 해주어야3)한다.교통수단 이용6. 대중교통수단이나 자가용을 운전해1)서 혼자서 어디든지 간다.택시는 혼자서 타고 가지만 다른2)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다른 사람이 동행하거나 도와주면3)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택시나 자가4)용만을 이용한다.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5) .약 복용하기7. 제때 정해진 용량의 약을 혼자서1)먹는다.약을 준비해 놓으면 혼자서 먹는2)다.혼자서는 약을 먹을 수 없다3) .돈 관리 능력8. 혼자서 자신의 돈을 관리한다 예1) .(산세우기 공과금내기 은행 업무 등, , )용돈 정도는 관리하지만 은행업무2)나 큰돈 관리에는 도움이 필요하다.돈 관리가 불가능하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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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척도 환자용 설문지. WHO ( )Ⅵ

이 질문지는 당신의 삶의 질 건강 및 인생의 여러 영역들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느껴지는지 묻는 것입니다 빠뜨리는 문항 없이 모든.

문항에 답변하십시오 만일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확실할 경우 가장. ,

적절해 보이는 답변을 하나 고르십시오.

당신의 규범 희망 바람 기쁨 관심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이, ( ), , .

질문지는 당신의 최근 주 동안 오늘을 포함해서 에 당신의 삶에 대2 ( )

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주간에 대해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 2 ,

요.

당신은 당신의 건강에 대해 얼마나 걱정합니까?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많이 그렇다 매① ② ③ ④ ⑤

우 많

이 그렇다

당신은 지난 주 동안 당신의 건강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여 왔는2

지 가장 알맞은 번호에 동그라미를 쳐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건강에 대해 많이 걱정하였다면 번에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면" " 4 , " " 1

번에 동그라미로 표시하면 됩니다 각 질문을 읽을 후 당신이 느낌. ,

감정 을 평가하고 각 문항마다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개의 번호를( ) , 1

골라 동그라미 치세요.

은 정도가1 0%

는 정도가2 25%

은 정도가3 50%

는 정도가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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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도가 을 나타냅니다5 100% .

다음 각 질문을 읽고 당신의 느낌을 평가한 후 당신에게 가장 적, ,

절한 답의 번호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당신은 당신의 삶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1 (G1) ?

매우 나쁨 나쁨 나쁘지도 좋지도 않음 좋음 매우① ② ③ ④ ⑤

좋음

당신은 당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2(G4) ?

매우불만족 불만족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음 만족① ② ③ ④

매우만족⑤

당신은 당신의 지난 주동안 오늘을 포함해서 어떤 것들을 얼당신은 당신의 지난 주동안 오늘을 포함해서 어떤 것들을 얼당신은 당신의 지난 주동안 오늘을 포함해서 어떤 것들을 얼당신은 당신의 지난 주동안 오늘을 포함해서 어떤 것들을 얼2 ( )2 ( )2 ( )2 ( )

마나 많이 경험하였는지를 묻는 질문들입니다마나 많이 경험하였는지를 묻는 질문들입니다마나 많이 경험하였는지를 묻는 질문들입니다마나 많이 경험하였는지를 묻는 질문들입니다....

당신은 신체적 통증으로 인해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어느3(F1.4) ( )

정도 방해받는다고 느낍니까?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① ② ③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④ ⑤
당신은 일상생활을 잘 하기 위해 얼마나 치료가 필요합니까4(F11.3)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① ② ③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④ ⑤
당신은 인생을 얼마나 즐기십니까5(F4.1)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① ② ③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④ ⑤
당신은 당신의 삶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느끼십니까6(F24.2)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① ② ③많이 그렇다 매우많이 그렇다④ ⑤

당신은 얼마나 잘 정신을 집중할 수 있습니까7(F5.3)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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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④ ⑤
당신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8(F16.1)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 렇다① ② ③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④ ⑤
당신은 얼마나 건강에 좋은 주거환경에 살고 있습니까9(F22.1)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① ② ③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④ ⑤

다음 문제들은 지난 주간 오늘을 포함해서 당신이 어떤 것들을다음 문제들은 지난 주간 오늘을 포함해서 당신이 어떤 것들을다음 문제들은 지난 주간 오늘을 포함해서 당신이 어떤 것들을다음 문제들은 지난 주간 오늘을 포함해서 당신이 어떤 것들을2 ( )2 ( )2 ( )2 ( )

얼마나 전적으로 경험하였으며 혹은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묻얼마나 전적으로 경험하였으며 혹은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묻얼마나 전적으로 경험하였으며 혹은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묻얼마나 전적으로 경험하였으며 혹은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묻" "" "" "" "

는 것입니다는 것입니다는 것입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일상생활을 위한 에너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까10(F2.1)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① ② ③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④ ⑤
당신의 신체적 외모에 만족합니까11(F7.1)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① ② ③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④ ⑤
당신은 당신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12(F18.1)

고 있습니까?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① ② ③많이 그렇다 매우 이 그렇다④ ⑤
당신은 매일 매일의 삶에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얼13(F20.1)

마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까?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① ② ③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④ ⑤
당신은 레저 여가 활동을 위한 기회를 어느 정도 가지고14(F21.1) ( )

있습니까?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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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④ ⑤
당신은 얼마나 잘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15(F9.1)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① ② ③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④ ⑤

다음은 지난 주 동안 오늘을 포함해서 당신의 삶의 다양한 영다음은 지난 주 동안 오늘을 포함해서 당신의 삶의 다양한 영다음은 지난 주 동안 오늘을 포함해서 당신의 삶의 다양한 영다음은 지난 주 동안 오늘을 포함해서 당신의 삶의 다양한 영2 ( )2 ( )2 ( )2 ( )

역에 대해 당신이 얼마나 만족했고 행복했고 좋았는지를 묻는역에 대해 당신이 얼마나 만족했고 행복했고 좋았는지를 묻는역에 대해 당신이 얼마나 만족했고 행복했고 좋았는지를 묻는역에 대해 당신이 얼마나 만족했고 행복했고 좋았는지를 묻는, ,, ,, ,, ,

질문들입니다질문들입니다질문들입니다질문들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수면 잘 자는 것 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16(F3.3) ( )

있습니까?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음① ② ③만족 매우 만족④ ⑤
당신은 일상생활의 활동을 수행하는 당신의 능력에 대해17(F10.3)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음① ② ③만족 매우 만족④ ⑤
당신은 당신의 일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18(F12.4)

있습니까?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① ② ③대부분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④ ⑤
당신은 당신 스스로에게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19(F6.3)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음① ② ③만족 매우 만족④ ⑤
당신은 당신의 개인적 대인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20(F13.3)

습까?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음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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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 매우 만족④ ⑤
당신은 당신의 성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21(F15.3)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음① ② ③만족 매우 만족④ ⑤
당신은 당신의 친구들로부터 받고 있는 도움에 대해 얼마22(F14.4)

나 만족하고 있습니까?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음① ② ③만족 매우 만족④ ⑤
당신은 당신이 살고 있는 장소의 상태에 대해 얼마나 만족23(F17.3)

하고 있습니까?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음① ② ③만족 매우 만족④ ⑤
당신은 의료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얼마나 만24(F19.3)

족하고 있습니까?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음① ② ③만족 매우 만족④ ⑤
당신은 당신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25(F23.3)

있습니까?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음① ② ③만족 매우 만족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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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예를 들어 당신의 가족 또는 친구로부터의 도움 혹은다음은 예를 들어 당신의 가족 또는 친구로부터의 도움 혹은다음은 예를 들어 당신의 가족 또는 친구로부터의 도움 혹은다음은 예를 들어 당신의 가족 또는 친구로부터의 도움 혹은, ,, ,, ,, ,

안전상 위협과 같은 것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거나 느꼈는지에안전상 위협과 같은 것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거나 느꼈는지에안전상 위협과 같은 것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거나 느꼈는지에안전상 위협과 같은 것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거나 느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대한 질문입니다대한 질문입니다대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침울한 기분 절망 불안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26(F8.1) , , ,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낍니까?전혀 아니다 드물게 그렇다 제법 그렇다① ② ③매우자주 그렇다 항상그렇다④ ⑤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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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with Hip Fracture SurgeryChung, Mee HyeDepartment of Gerontological CareGraduate School of NursingYonsei University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living condition of elder's daily living functionand quality of life after hip fracture surgery and to take closer examination onits effect on their daily life.The sample group in this research took 125 elders over 65 years old whohave visited A Hospital located in Seoul between April 28 and June 10, 2009.They have visited the hospital one year after the surgery.In this research, I have used couple researches as a reference. I havereferred measure of quality of life based on the Korean version ofWHOQOL-BREF (translated by Sung Gil Min in 2000) published by WHO. Formeasure of daily living function, I referred to the Korean version of BarthelADL Index (translated by Su Young Kim, 2004) published by Mahoney &Bartel in 1965 and Korean version of Lawton IADL Index developedby Lawton& Brody in 1969 which was translated by Su Young Kim in 2005. The analysisfor the survey was processed by SPSS 12th version and the result was done bydesdriptive statistic, t-test,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multiple regression.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1) Hip fracture surgery, elders' average grade quality of life showed 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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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fter hip fracture surgery, average grade of ADL is 90.6(± 14.8,IADL ofMale is8 ± 3.8,IADL of Female is15 ± 6.9.3) As a result of analyzing quality of life of elders who have different specificcharacter, quality of life reached Statistical significance as perage(t=3.98,p<.01), educational background (F=5.78. p<.001), Fracture case inthe past(t=-2.50, p<.001), subjective health status(F=34.28, p<.001).4)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variables shows positivecorrelations with total quality of life, educational background, Fracture casein the past, subjective health status, ADL, IADL and shows negativecorrelation with age.5)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verify which factors effect onquality of life including variables have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factors areage, educational background, Fracture case in the past, subjective healthstatus, ADL, IADL and these 5 variables can explain 66.9 % of quality oflife. That is to say, the higher age, lower quality of life and the quality oflife of elders have fracture case in the past shows lower than that of eldershave non fracture case in the past. and the quality of life of elders havegood subjective health status is higher than that of elders answered "normalor bad" in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Independent performing ADL &IADL cause in higher living quality.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research,main factors effect on elder's quality of lifeare age, educational background, fracture case in the past, subjective health status,ADL & IADL. Therefore, it is needed that to continuously nurse in order to improvethe quality of life after the surgery to help to do the daily routines independently notonly during the recovery period but after as well. Also nursing education andintercession programs are necessary to improve subjective health status.Key words : quality of life, elderly, hip fracture surgery, ADL, IAD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