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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최근 우리 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인

간의 오랜 숙원인 평균수명의 증가를 가져왔으나, 이는 곧 인구구조의 변

화로 이어져서  인구의 노령화와 의료비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기에 이르 다. 또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로 가족

기능이 축소되어 가족내의 노인의 역할과 지위가 변화되어 노인들의 자존

감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촌은 도시지역에 비해 노인들

로만 구성된 세대가 많으며, 노인들 대부분 한 두 가지씩 만성질환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에 필요한 제반 여건마저 매우 취약하므로 노

인들에게 있어서의 건강증진은 대부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들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보건소,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한 일차보건의료를 활

성화함으로써 농어촌지역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

발과 더불어 이를 널리 시행하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건강목욕 프로그램은 이러한 상황에서 시도된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으

로 몇 해 전부터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에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보건진료소의 건강목욕프

로그램에 참여한 노인과 참여하지 않은 노인간의 건강행위와 자아 존중감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된 후향적 비교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로서 건강목욕 프로그램 참여군은  보건진료소에서 연 4회 이

상 건강목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충북지역의 40개 보건진료소의 65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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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노인 중에서 프로그램에 4회 이상 참여하 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150명으로 편의 추출하 다. 비참여군은 건강목욕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

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의 65세 노인 중에서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 150명을 편의 추출하 다. 건강목욕 프로그램현황에 대한 조사를 위하

여 2001년 현재 충청북도에서 건강목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보건진

료원 40명 전수를 대상으로 하 다.

연구기간은 2002년 4월 20일부터 2002년 5월 10일까지 22일간 진행되었

다. 

건강행위를 알아보기 위한 측정도구는 최 희(1996)가 농촌 노인의 건강 

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 으며, 자아 존중감 측정은 

Ron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 존중감(self esteem) 도구를 전병제(1974)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농촌 노인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보건진료소의 건강목

욕 프로그램 현황은 빈도와 비율로 분석하 고,  건강목욕 프로그램 참여

노인과 비참여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와 비율로, 건강관련 특성

은 x 2검정으로 분석하 다. 건강 목욕 프로그램 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의 

건강 행위와 자아 존중감은 t-test로 분석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보건진료소 건강목욕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본 결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 75.6%로 가장 많았으며, 제공 횟수는 월 1회 실시

가, 1회 참여 인원은 31-60명이 가장 많은 빈도로 조사되었다. 또한 건

강목욕 프로그램 시 보건교육을 가장 많이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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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강목욕 프로그램 참여노인과 비참여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

로 두 군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는 70-79세가, 

학력은 무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항목에서 두 군간 유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참여노인이 비참여 노인보다 

종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x 2=9.333, p=.003), 또한 참여노인이 비참여 노인보다 친구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x 2=3.435. 

p=0.047). 

 3) 건강목욕프로그램 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의 건강관련 특성으로,  참

여군이 비참여군보다 운동과 건강검진, 규칙적임 목욕 등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참여노인은 참여노인보다 음주를 더 

많이 하고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목욕프로그램 참여노인이 비 참여노인에 비해 건강검진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x 2=19.836, p=.000).

 4) 건강목욕프로그램 참여노인이 비참여노인보다 신체적 역과 사회적 

역, 정서 역, 그리고 적 역 모두에서 건강행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회적 역에서 건강행위 평균 점수가 가

장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 다(t= 3.701, p=.001 ).

 5) 건강목욕프로그램 참여노인이 비참여노인보다 자아 존중감이 더 높

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3.483,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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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건진료소 건강목욕프로그램에 참여한 노

인들은 비참여노인에 비해 건강검진 횟수가 더 많았으며,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더 많았다. 특히 참여노인의 경우 비참여노인보다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 적 역 모두에서 건강행위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자아존중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보건진료소 건강목욕 프로그램은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우울

하게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농촌의 노인들을 건강목욕 프로그램에 참여시

킴으로서 노인들 스스로의 건강행위를 높여 주었으며, 자아 존중감이 향상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따라서 보건진료소 건강목욕 프로그램은 

농촌노인들에게 있어서 저하된 자아 존중감과 건강증진향상을 위하여 지역

사회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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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과학과 의학의 급격한 발달과 1960년대부터 진행되어온 경제

성장, 산업화의 향 등으로 여러 가지 변화 앞에 직면해 있다. 그 중 하나

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노인인구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2000년 

7월 현재 우리 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총 인구의 7.1%이고, 2020년에

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13.2%를 넘어설 전망이다(통계청, 2001). 또한 도시

화와 산업화는 핵가족화, 소가족화 형태로 가족기능의 축소를 가져왔으며, 

가족 내 노인의 역할과 지위를 변화시킴으로써 많은 노인문제를 초래하고 

있다(조유향, 1995). 특히 노년기는 의료수요가 높고 의료비 지출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노인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업전개와 노인문제 해

결을 위한 제도들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들에게 있어 대두되는 대표적인 문제는 경제적 빈곤, 건강 약화로 

인한 질병, 역할상실과 고독으로 인한 자존감의 상실 등이며, 이는 노인들

로 하여금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송미순, 하양순, 1996).

노인들의 건강문제는 노화 과정에 따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감퇴

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노인들의 신체적 변화는 타고난 유전형

질, 일상적인 식사 형태, 일상의 운동량, 과거 질병을 앓았던 병력, 현재 앓

고 있는 질병의 유무, 그리고 일생을 통해 경험한 스트레스의 정도와 접

하게 관련되어 있다(전산초. 최 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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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세(2001)는 충청도 노인 가운데 한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

는 사람은 86.7%이며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이, 남성에 비해 여성의 유

병율이 높다고 하 으며, 주요 만성질환으로는 관절염이 43.4%, 요통 및 

좌골통이 29.2%, 고혈압이 2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상생활능력(ADL)에

서는 31.9%의 노인이 한 가지 이상의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59.9%가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하고 있어 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비해 노인이 하고 있는 건강관리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노인이 가장 많고 운동 식사조절, 담배나 술의 절제와 같이 적극적으로 건

강을 관리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높지 않았다(청주과학대, 2001). 그리고 

노인들의 경우 건강증진이 불필요한 것처럼 여기고 있으나 여러 연구들에

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프로그램들이 질병예방과 건강상태의 개

선을 통해 노인의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고 기능장애의 기간을 줄이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시급한 문제인 의료비 지출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제언하고 있다.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현재 활발히 개발(서울대학교 제육

연구소, 1991)되고 있으나, 대부분 운동프로그램으로 동기부여가 어렵고 계

속적인 추진이 어려우며 쉽게 지루해져 운동프로그램에 장기간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노인의 신체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노인들이 좋아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다(전미양, 

1996 ).

현재 보건소에서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노인보건사업

은 노인의료 욕구의 증대와 노인의료비의 증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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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으로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까지 노인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노인보건사업의 시행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되었다(신선혜, 

2001). 현재 보건소에서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노인보건사업을 살펴보

면 도시보건소의 30.7%가 가정간호 으며, 농촌보건소는 44.8%가 건강진단

이었다(윤경옥, 1993).  또한 유인  외(1997)는 경로당 이용노인의 여가활

동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노인들을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및 노인의 건강

권 확보가 가능한 일련의 종합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

적한 바 있다.

한편 노인의 건강관리는 건강상태, 연령 및 가족의 지원정도별로 구분되

어 구체적이고 계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접근되어야 한다(김진순, 

1996). 그러나 노인인구의 건강상태와 건강 요구도에 대한 세 한 기초 조

사 없이 국가주도의 일률적인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어서 각 지역특성에 맞

는 효율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은 미흡한 실정이다(신선혜, 2001).

최근 몇 년 전부터 일부 보건진료소에서는 주민요구조사를 기초로 하여,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이나 독거 노인, 거동 불능자 등을 대상으로 한 건

강목욕사업을 보건진료소 자체사업으로 실시하면서 보건교육과 건강검진, 

노인건강체조 등을 포함한 노인건강관리사업을 제공해 오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목욕 프로그램의 현

황을 알아보고, 건강 목욕프로그램 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의 건강 행위와 

자아 존중감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농촌 노인들에게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건강목욕 프로그램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틀을 마

련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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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보건진료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강목욕 프로그램의 현황을 

알아보고, 건강목욕 프로그램 참여한 노인과 비참여노인의 건강행위와 자아 

존중감을 비교 분석하여, 보건진료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건강 목

욕 프로그램으로 확대 발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진료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강 목욕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

한다.

둘째, 보건진료소 건강목욕 프로그램 참여노인과 비참여 노인의 건강행

위를 비교한다

셋째, 보건진료소 건강목욕 프로그램 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의 자아 존

중감을 비교한다.

3. 용어의 정의

  1) 건강목욕 프로그램 : 보건진료소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또는 독거 

노인이나 장애인 거동 불능자 등을 대상으로 신체검진과 개인위생, 

정기적인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상담, 이 미용 서비스, 노인건강체

조 등을 제공하는 통합 보건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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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강행위 : 개인이나 집단이 안녕의 수준을 높이고. 자아실현, 개인

적인 만족감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취해지는 활동이

다 (Pender, 1996). 본 연구에서는 최 희 (1996))등이 개발한 한국 

노인의 건강행위 사정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

록 건강 행위를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자아 존중감(self esteern) : 개인이 자신에 대한 인지적, 평가적 수준

을 나타내는 하나의 심리적 경향으로, 일련의 인생 경험에서 얻어진 

자기에 대한 느낌, 감정, 동기, 가치관, 인지 등이 개인의 심리 현상 

속에서 수용되고 조직화되어지는 개념이다(Ronserberg & Simons, 

1971). 본 연구에서는 Ron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 존중감(self 

esteem) 도구를 전병제(1974)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수정한 자아 

존중감 도구로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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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농촌 노인의 건강문제

21세기 보건의료 수급 및 발전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회적인 

변화로 인한 인구구조 및 질병구조 양상의 변화이다. 1995년 현재 우리 나

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 인구의 5.9% 수준에 불과하나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특히 75세 이상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

다. 평균수명 역시 1970년에 63.2세이던 것이 1995년에는 72.9세, 2020년에

는 약 77세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1980-1990년도 사이의 지역별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를 보면, 시지

역이 2.6%로 변한데 비하여 군지역은 5.6%에서 9.0%로 더 많이 증가되어,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노인인구의 비율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젊은 층의 인구가 도시로 집중한 결과로서 

농촌지역의 노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거기다가 지역별 만성질환 유병

율은 군부가 89.1%로서 85.3%인 시지역보다 더 높아서 농촌지역의 큰 보

건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노령인구의 증가는 많은 건강장애자를 동반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1998)에 의하면 1994년도 65세 인구가운데서 건강하여 독립생활이 가

능한 노인이 13.2%이고 만성질환이 있지만 독립생활가능노인이 34.9%, 만

성질환이 있어서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노인이 51.9%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의 농촌노인들의 건강문제를 살펴보면, 관절염이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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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통이 37%, 고혈압 20.8%, 백내장 등 안과적 문제가 16.7%, 빈혈과 위

장질환 각각 13.9% 순으로 조사된 바 있다(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1994).

충북 한 농촌의 경우에도 87.0%의 노인이 1가지 이상의 질병이 있다고 

하 으며, 노인 1명당 평균 2.1%의 질병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청주과

학대 공동연구, 2001).

이상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우리 나라는 평균수명의 증가와 함께 빠르게 

노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산업화와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시 지역보

다는 농촌지역의 노인인구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농촌 

노인인구들 중 86.8%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노인들로만(노인 단독, 노인부부) 구성되어 있는 가구도 농촌의 경우 51%

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최 희(1999)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은 건강문제

를 가지고 있는 노인인구가 대부분 농촌지역에 머무름으로써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으로 건강문제가 발생하 을 때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

로 간호사를 비롯한 건강관리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지적하 다.

 

2. 노인의  건강 행위

건강행위는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이며 (Harris,1979) 

건강한 삶을 위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건강을 방어하는 예방적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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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조원정, 장은희, 1980).

그런데, 일반적으로 노인은 질병에 걸리기 쉽고 의존적이며 노화과정을 

통해 긍극적으로 죽음에 이른다고 하여 노인의 건강행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왔다.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노화는 필연적이라

고 하더라고 사회적 심리적 무능함과 의존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김순이, 

1996). 때문에 노인에게 중요한 것은 노인들 스스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는 것을 찾아 돌봐주는 동시에 더 심한 퇴행을 막고 노인 스스로 자기의 

위치를 찾고 자신에게 남아있는 능력을 유지 보존하도록 돕는 일이다(신제

신, 1985). 그런데, 노인의 80%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연령

집단보다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건강행위를 더 잘 실천하며 높은 건강

의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ockerhan,1983, Farraro,1980). 뿐만 아

니라 노인들은 자신들의 건강에 매우 관심이 많고, 건강향상을 위해  삶의 

양식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변화시킬 의사도 있으며, 건강한 행위를 받아

드리려는 의사가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강하다고 주장하여 노인들을 대상

으로 한 건강증진 노력이 필요하다(오진주, 김신미, 송미순, 1996). 

박은숙 등(1998)은 노인의 건강증진 행위와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

인 연구에서 자아 존중감, 지각된 건강 상태, 건강 개념, 자기 효능, 건강가

치가 삶의 질에 향요인을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는 삶의 질을 57% 설명

한다고 하 다. 

Hawaramik(1991)은 노인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차 예방을 

중심으로 환경 관리 및 교육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보고하 으며, Tempkin 

(1997)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중 80% 이상이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만

성적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신체 기관의 노화, 기능 수준저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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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정서상태, 인지력 저하 등의 문제 관리가 이루어져야 최적의 삶 유지

가 가능하다고 하 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운동프로그램의 효과나 건강증진행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농촌 노인 38명을 대상으로 맨손체조 프로그램을 1

일 2회 8주간 실시한 결과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증진되었

음을 보고한 바 있다(이상년, 1991).

김희자(1994)는 시설 노인에게 주일에 3회, 9주간 근력강화 운동을 실시하

여 실험군에서 근력, 근지구력 및 일상생활 기능․ 인지감각이 향상되었으

며 삶의 질 중에서 경제상태와 자아 존중감이 높아졌다고 보고한 바 있다. 

김춘길(1996)은 시설 노인 19명에게 스트레칭과 보행으로 구성된 운동을 

1주 3회 12주 동안 실시한 결과 근력, 유연성, 균형 능력, 협동력, 자기 효

능감, 일상생활능력과 삶의 질이 증진되었다고 하 다. 

Goldberg와 Fitzpatrick(1980)은 양로원 노인을 대상으로 1주에 2회씩 약 

30분간 6주에 걸쳐 율동적 동작 훈련을 실시한 결과 사기와 자아 존중감이 

증가하는 유용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동이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노인들은 

운동선수들과 같이 신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

라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노화에 의해 신체가 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운동을 한다는 점과 노인들은 나이가 듦에 따라 생리적 예비력이 저하

되는데 이는 안전기준이 낮고 무리한 운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

므로 강도가 높은 운동은 스트레스와 함께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중정도나 낮은 정도의 운동을 장기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는 점을 고려하여(Stevenson & Topp, 1990: 김창근, 1993: 전태원, 1994)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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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노인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건강행위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야 한다(전미양, 1996).

3. 노인의 자아 존중감

  

자아는 ‘개인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종합한 것이

며, 이것은 4차원 즉, 물리적인 자아, 사회적인 자아, 적 자아, 순수 자아

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사회적 자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게되는 인정에 

해당되며 자아 존중감은 그 자신의 주관적인 포부와 객관적인 사회적 자극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홍성열, 1989).

노년기는 자신의 자아상을 변화시키는 자신의 능력에 향을 주는 생물

학적, 사회적, 정신적인 적응기전을 더욱 잘 인식하게 되는 생의 한 단계이

다. 가치 있는 생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더욱 가치 있는 자기정체감을 가

지게 된다. 

간호사는 노인에게 그들 자신이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갖

도록 격려하고 또한 노인의 능력을 존중하며 자기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도

록 동기를 유발시켜 자아 존중감을 유지하도록 지지해준다면 그들은 자신

이 사회에서 가치 있는 구성원으로 생각하게 된다(전산초 등, 1985).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Dutty(1988)의 연구에서 자아 존중감은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6%설명하 다. 전정자와 김 희(1996)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행위에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결과 가장 향력 있는 변수는 자아 존

중감이라고 하 고,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태화(1989)의 연구에서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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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존중감은 건강증진 행위와 유의한 순 상관관계(r=.401, p=.001)를 나타내

어 자아 존중감은 건강행위에 가장 향력 있는 변수로 건강증진행위의 

14%를 설명하 다. 

김효정과 박 숙(1997)은 노인의 건강증진 행위와 자존감, 자기효능에 관

한 관계 연구에서 건강증진 행위가 자아 존중감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

를 보고한 바 있으며 고미혜(1991)와 최스미(1993)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최 아와 박점희(1999)는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자아 존중감

은 예방적 건강행위 이행정도와 유의한 순상관 관계를 나타내어(r=.51, 

p=.001)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예방적 건강행위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김귀분(1993)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 존중감은 건강관행에 

직접적 향이 있었으며(r=.23),  사회적 지지는 자아 존중감에 직접적 향

을 미치고, 간접적으로 건강관행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보건진료소의 노인건강관리 활동

1) 전반적인 노인건강관리 활동

보건진료소가 위치한 지역은 농어촌으로 대부분 노인인구의 비율이 도시

지역보다 월등하게 높으며 이들 노인인구는 일상생활권이 그 지역에 한정

되어 있어 실제로 타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의료의 이용이 쉽지가 않은 

실정이다(박 희 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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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건강문제나 질병은 치료가 되어 완치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없고 더 심해지지 않도록 계속 감시하고 편안하도록 돌보는 것이 치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진료소는 노인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 계속적으로 돌보아 편안함을 도모하는 기능을 담

당하는 것으로 발전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김화중, 1994). 

또한 노인의 건강관리는 건강상태, 연령 및 가족의 지원 정도별로 구분

되어 구체적이고 계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접근되어야 한다(김진순. 

1996). 그러나 노인의 인구의 건강상태와 건강 요구도에 대한 세 한 기초 

조사 없이 국가주도의 일률적인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어서 각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2001, 신선혜). 그리고 전국민 의료보험의 실시, 만성 질환자 및 노인 

인구의 증가, 소득의 증가 등의 변화는 보다 질적이며 다양한 주민의 보건

의료요구를 갖게 하 으며, 이에 따라 일차보건의료의 방향 재설정이 필요

하게 되었다(박 희 외, 2000).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당뇨 및 고혈압 

관리 방문보건사업, 노인 보건사업이라고 제언하 으며(박 희 외, 2000), 

전남지역의 경우에는 보건진료소가  노인건강관리, 환자진료, 성인병 관리, 

보건교육 순으로 제시하 다(윤수경, 1998)

보건진료소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농촌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맨

손 체조프로그램이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건강증진에 효과를 검

증한바 있으며(이상년, 1991), 강나연(2001)은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효능기대 증진프로그램이 자기 효능감과 건강증진행위와 삶의 질에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또한 보건진료소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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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적용 운 하고 있으며, 65

세 이상 노인 중 저소득 노인과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방문간호사업

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2) 보건진료소의 건강목욕 프로그램

노년기에는 신체적인 노화가 진행되면서 표피는 세포층의 수가 변화하지

는 않으나 각질층은 평평해지고 얇아지면서 낙설이 증가한다. 진피는 가장 

현저한 변화를 나타내는데 피하지방이 감소하고 collagen섬유가 딱딱해지고 

glutamic acid와 lysine의 감소로 주름지고 탄력이 없으며 늘어진 피부를 나

타내게 되므로(Berliner 1986, Carlsen 1975), 나이가 들수록 정기적인 목욕을 

통하여 피부탄력을 회복하고, 통증을 완화시키며 심신의 이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욕은 피부를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하게 

되며 아울러 대상자의 피부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

다. 또한 불안정한 대상자의 이완을 도와주며 피부의 말초신경말단과 피하

조직을 자극함으로써 순환상태를 증진시켜준다. 뿐만 아니라 목욕동안의 

움직임은 근골격 운동을 하게 하며 이는 관절의 움직임과 근육긴장을 증진

시키며 대상자의 호흡의 깊이와 빈도를 자극한다. 근육이완과 피부자극을 

통하여 편안감을 증진시켜주며 감각자극의 기회를 제공한다. 자아상의 증

진을 도우며, 뿐만 아니라 간호사와 대상자의 상호관계를 증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며 대상자의 생리적, 정서적 상태를 관찰하고 교육하며 간호의 

시범을 보이며 대상자의 일반적 안녕상태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조유향,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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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목욕은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고 안정과 이완을 주면서 즐거

움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서너 차례 

정도의 목욕을 통하여 개인위생을 깨끗이 함과 동시에 심신의 안정과 휴식

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노년기가 

되면 혈류량이 부족하고 혈액순환이 원할 하지 못하며 항상 피부상태가 부

드럽지 못함은 물론 만성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노

년기가 더 많은 목욕생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한다. 여기에다 거동이 불편과  경제적, 상황적인 여러 이유들

도 있다. 특히 농촌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집안에 목욕시설이 되

어있는 가정이 거의 없고 목욕탕이 멀리 읍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이 동

행해 줄 가족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낙상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 시

간적 이유로 인해서 거의 못하고 있다.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주민의 일상생활형태를 조사한 자료에 의

하면 노인들이 목욕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노

인들은 시간적 경제적 또는 신체적인 여러 이유로 인하여 개인위생관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암보건진료소, 2000).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노인들은 신체적 변화는  노인들의 자아 존

중감과 자아개념에 중요한 변인이 되므로 이에 대해 이를 이들에게 필요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노인들의 자존감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사업의 형태로 주민들에게 건강목욕 프로그램을 제

공하기 시작된 것은 1999년 3월부터 으며 현재 충북의 156개 진료소 가운

데서 25%인 40여 곳에서 건강목욕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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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들 중 9곳은 월 1회 이상씩 정기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건강증진이 국가의 우선 과제인 요즘, 목욕사업은 다양한 기관단

체에서 노인 또는 시설 아이들이나 장애인 거동 불능자 등을 대상으로 하

여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진료소에서의 건강목욕 프로그램은 다른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목욕사업과는 다르다. 그것은 목욕이 하나의 중재이자 

또 다른 간호제공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보건진료소가 

건강목욕 프로그램을 단순히 목욕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목욕

을 통해서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주민의 건강 검진과 투약, 혈압측

정, 노인건강체조, ROM운동, 손발톱 소재, 오락. 관광, 보건교육, 취미활동, 

이웃과의 교제, 진료소 사업홍보 등의 다양한 사업제공을 병행하여 추진하

고 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의 건강목욕 프로그램은 하나의 간호중재 수단

이자 통합보건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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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진료소의 건강목욕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과 참여하지 

않은 노인들간의 건강행위와 자아 존중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후향적 

비교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보건진료원과 65세 이상 노인 두 집단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건강목욕 프로그램현황에 대한 조사를 위해 2001년 현재 충청북도

에서 건강목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보건진료원 40명 전수를 대상으

로 하 다.

둘째, 건강목욕 프로그램 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의 건강행위와 자아 존

중감 비교를 위해, 건강목욕프로그램 참여노인은  보건진료소에서 연 4회 

이상 건강목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충북지역의 40개 보건진료소의 65세 

이상노인 중에서 프로그램에 4회 이상 참여하 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150명으로 편의 추출하 다. 비참여노인은 건강목욕 프로그램을 시행하

지 않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의 65세 노인 중에서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

의한자 150명을 편의 추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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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 다.

첫째, 건강목욕프로그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는 연구자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그 내용으로 건강목욕 프로그램 기간, 횟수, 대상자, 1회 참

여인원, 1년 예산, 1회  소요경비, 병행하는 건강서비스, 도우미 인원, 사업

장 거리 등을 포함하여 총 9 문항으로 구성하 다. 개발된 질문지는 간호

학 교수 3인의 자문을 얻어 수정 보완하 다. 

둘째, 노인의 건강행위와 자아 존중감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는 인구사

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종교, 교육수준, 결혼상태, 경제상태, 용돈부담

형태, 동거가족형태, 친구, 사회활동여부와 관련된 10문항이며, 건강관련 특

성으로 흡연, 음주, 운동, 목욕, 건강검진여부, 질환유무, 약물복용여부, 방

문의료기관 등 8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건강행위 특성을 위한 31개 문항, 

자아 존중감 측정을 위한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건강행위 측정도구

최 희(1996)가 한국 노인의 건강 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 으며 농촌노인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 다. 본 도구는 

신체 역 13문항, 사회 역 7문항, 정서 역 8문항, 적 역 3문항으로 

구성된 31개 문항 5점 척도로 총점의 범위는 31점에서 15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행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 α= .912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9216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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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아 존중감 측정도구 

Ron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self esteem) 도구를 전병재(1974)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농촌 노인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여서 사용하 다. 

본 도구는 긍정적인 문항 5문항과 부정적인 문항 3문항 총 8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항상 그렇다’에 4점. ‘거의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는 4점 척도

로 점수화하 고,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 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

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 α= 

.85 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8274 다. 

4.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02년 4월 20일부터 2002년 5월11일까지 총 22일이었

다. 건강목욕프로그램 현황에 관한 질문지는 보건진료원 40명에게  우편 

발송하 으며 38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율은 95%이었다.

참여노인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는 건강목욕프로그램을 년 4회 이상 실행

하고 있는 보건진료원 17명에게 주민대상 설문 150부를 반송용 봉투를 동

봉하여 발송하 으며 보건 진료원들이 직접 지역 주민에게 조사하도록 한 

후에 반송용 봉투로 회수하 으며 81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54%이었다. 

비참여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는 건강목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보건진료원 17명에게 150부를 발송하여  보건 진료원들이 직접 지역 

주민에게 조사하도록 한 후에 반송용 봉투로 회수하 다. 회수된 설문지는 

87부 으며 회수율은 58%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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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을 이용하

여 분석하 다. 

1) 보건진료소 건강목욕 프로그램의 현황은 빈도와 비율로 분석하 다.

2) 보건진료소 건강목욕 프로그램 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의 인구사회학

적 특성은 빈도와 비율로 분석하 다. 

3) 보건진료소 건강목욕 프로그램에 참여군과 비참여군의 건강관련 특성 

의 차이는 x 2- test로 분석하 다. 

4) 건강목욕 프로그램에 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의 건강 행위와 자아 존

중감 차이는 t-test로 분석하 다. 



- 20 -

Ⅳ. 연구 결과 

1. 보건진료소 건강목욕프로그램의 현황

1) 건강 목욕 프로그램의 실태

건강목욕 프로그램의 실태는 건강목욕프로그램 제공기간, 제공횟수, 대상

자, 1회 참여인원, 사업예산, 1회 소요경비, 도우미 인원 등을 중심으로    

<표 1>에 제시하 다.  

건강목욕프로그램을 제공한 시기는 1-2년이 36.8%로 가장 많았고, 3년 이

상 실시해 오고 있는 곳도23.6%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보건진료소가 최근 

1-2년 사이에 건강목욕프로그램을 실시해 오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건강목욕프로그램 제공 횟수는 월 1회 실시하고 있는 곳이 31.5%로 가장 

많았고, 년 1회 실시한다는 곳이 28.9%로 나타났으며, 년 2회 실시한다’고 

응답한 곳이 18.4%, 년 4회 실시한다는 곳이 15.7%순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대상자로 하여금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횟수인 년 4회 이상 실

시하는 보건진료소는 52%로 조사되었다. 

건강목욕프로그램의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이 76.3%로 가장 많았으며, 

독거노인이 15.7%,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곳도 2%로 나타났다. 

건강목욕프로그램 1회 참여 인원을 살펴보면 ‘31-60명 정도가 참여한다’

고 답한 곳이 34.2%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 으며, ‘30명 미만 참여’가 

28.9%, ‘120명 이상 참여한다’는 곳도 21%로 조사되었다. 

건강목욕프로그램으로 년간 책정한 사업비는 100만원 미만이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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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00만원이 34.2%로 같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400만원 이상 소요된다고 

답한 곳도 15.7%로 나타났다.

1회 소요되는 경비는 41-60만원이 34.2%로 가장 많았으며, 20만원 미만

이 23.6%, 21-40만원이 15.7%,  100만원 이상이 13.1%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목욕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도우미 수는 4-6명이 47%로 가장 많은 빈

도를 보여줬으며, 3명 미만과 10명 이상이 각각 18%,  7-9명이 15.7% 순으

로 나타났다.  도우미는 주로 부락 이장과 마을 건강원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목욕프로그램 제공하는 곳과의 거리는 20km이상이 52.6% 고 

10-20km이 18.4%, 5-10km가 15.7%, 5km이내도 13%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목욕프로그램에서 목욕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보건교육이 

68.4%로 가장 많았고 혈압, 혈당 측정 등 각종 검진사업을 병행하는 곳이 

47.0% 으며, 신체검진을 함께 하는 곳이 18.4%로 나타났다.  이 미용 서

비스를 포함하는 곳도 13.1%로 조사된 것도 특이할 만한 사항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보건진료소가 목욕뿐만 아니라 보건교육실시와 건강검진, 신체검

진 등을 함께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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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건강 목욕 프로그램 실태의 구성분포                

 n=38  

항 목            구 분 빈  도 비 율

제공기간 1년 미만 6 15.7

1-2년 14 36.8

2-3년 9 23.6

3년 초과 9 23.6

제공횟수 1회/개월 12 31.5

1회/2개월 2 5.2

4회/년 6 15.7

2회/년 7 18.4

1회/년 11 28.9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29 76.3

독거 노인 6 15.7

저소득층 1 2.4

원하는 주민 모두 1 2.4

20세 이상 여성 주민 1 2.4

1회 참여 인원 30명 미만 11 28.9

31-60명 12 31.5

61-90명 4 10.5

91-120명 3 7.8

121명 이상 8 22.0

예산 100만원 이하 13 34.2

101-200만원 13 34.2

201-300만원 6 15.7

301-400만원 0 0

401-500만원 3 7.8

501만원 이상 3 7.8

1회 소요 경비 20만원 미만 9 23.6

21-40만원 6 15.7

41-60만원 12 31.5

61-80만원 3 7.8

81-100만원 3 7.8

100만원 이상 5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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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n=38

항 목            구 분 빈 도 비 율

도우미 인원 3명 미만 7 18.4

4-6명 18 47.3

7-9명 6 15.7

10명 이상 7 18.4

제공장소 거리 5㎞ 미만 5 13.1

5-10㎞ 6 15.7

10-20㎞ 7 184

20㎞ 초과 20 52.6

병행하는 이 미용 서비스 5 13.1

서비스* 보건교육 26 68.4

신체 검진 7 18.4

혈압 및 혈당 측정 18 47

투약 및 진료 5 13.1

야유회 9 23

노래부르기 대회 5 13.1

경로잔치 6 15.7

운동 2 5.2

관장(거동 불능자) 1 2.6

*복수응답

2) 건강목욕프로그램 내용

건강목욕프로그램의 내용은 현재 사업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보건진료

소  8개소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정리한 것으로, 사업기획, 사업홍보, 사업

진행, 사업평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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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업 기획 

  - 보건진료소 운 협의회를 거쳐서 사업으로 책정한 뒤에 사업계획서  

를 작성하고 예산에 반 하 다. 

  - 사업체와 연계하여 목욕사업 장소 차량을 알선하 다.

  - 중식 또는 간식제공을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협조를 받고 목욕 도  

우미 인원을 구하 다.

  나) 사업 홍보 

  - 사업일정을 수록한 보건교육달력을 주문하여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사업내용을 알렸다.

  - 일년동안의 사업일정계획서와 안내방송문안을 작성하여 각 부락 이

장과 마을 건강원, 노인회장들에게 배포하 고 사업진행시 구체적인 

일정을 각 부락 이장들에게 연락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게 하 다.

 

  다) 사업 진행

  - 건강목욕프로그램 제공 당일 각 일장들에게  방송홍보를 의뢰하 다.

  - 각 부락별로 정해진 시간에 집결하여 사업장소로 이동하며, 이동수단

은 업체차량 또는 전세버스, 진료소 차량, 인근종교단체 차량 등이 

이용되고 있었다.

  - 건강목욕프로그램은 이동과 준비시간이 90분, 목욕과 신체검진에 소

요되는 시간이 90분 정도이며, 목욕 후 스트레칭 또는 노인건강체조 

등을 실시하는 시간이 30분 정도 고, 이때 사용되는 도구는 일정한 

틀이 없었으며 간단한 동작(어깨 두드리기, 주무르기, 다리 뻗기,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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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뻗치기, 손뼉치기 등)들이 주를 이루었다. 보건교육과 중식제공

에 30분 정도 다.

  - 건강목욕프로그램 도움을 위해 마을 건강원과 협의회원들이 협조하

고 있었다.

  - 노인건강관리를 위하여 혈압 및 혈당을 측정하 다.

  - 간식을 제공하며 간단한 사진촬 과 함께 보건교육을 실시하 다.

  - 차량에 탑승한 후에 개별 상담 및 보건진료소 업무를 홍보하고 있었다.

   건강 목욕프로그램시간은 사업 실시일, 준비과정부터 평가까지 평균 

5시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 사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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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보건진료소 건강목욕프로그램 내용

구 분 시 간 내 용 방 법 소요시간 주 최

사업기획
기획결재

사업계획, 결재, 
(경비, 시간, 사업체, 
중식, 도우미)

30분 보건진료원

사업홍보

사업홍보

(일정, 
시간, 장소)

각부락 이장들에게 
전화하기

 주민들에 전화하기
목욕업소에 전화하여 
차량장소확인

20분

보건진료원
부락이장

사업진행

전날
중식 , 
간식준비

시장보기
음식장만, 도우미 수배

60분
보건진료원
도우미

07:00
인원수배, 
방송

각 부락별로 
정해진 시간, 장소 

알리기
10분

각 부락
이장들 

09:00-10:00 인원수송
각 부락별로  

일정시간 장소로 
집결하기

60분  부락이장

10:00-10:30  이동
부락별로 목욕장소로 

이동
30분 사업체

10:30-12:00
목욕 및 
건강검진

목욕도움
신체검진, 

90분
보건진료원
마을 건강원

12:00-12:30
노인건강체조 
및 스트레칭

혈압, 당뇨측정
노인건강체조 15분
스트레칭 15분

30분 보건진료원

12:30-1:00
중식 및 
보건교육

월별 보건교육 시행
간식 제공

30분
보건진료원
도우미

1:30-2:30 집으로 이동
 개별상담 및 
진료소 업무홍보

60분 보건진료원

사업평가 2:30 사업보고 평가 30분 보건진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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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목욕프로그램 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의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목욕 프로그램 참여군과 비참여군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종교, 교육, 결혼상태, 경제상태, 동거가족, 친구유무, 사회활동 등을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았다.

성별은 참여군에서 여성이 72.8%, 남성이 27.2% 으며, 비참여군에서 

여성이 78.2%, 남성이 21.8%로 두 군 모두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으며 통계

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참여군에서 65-69세

가 437%, 70-89세가 49.4%, 80세 이상이 13.6%로 나타났으며, 비참여군에서

는 65-69세가 33.0%, 70-79세가 51.7%, 80세 이상이 14.9%로 순으로 조사되

었다.

종교를 가진 대상자는 참여군에서 76.5%, 비참여군에서 54%로 나타났으

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x 2=9.366, 

p=.003)

교육정도는 참여군에서 무학이 66.7%이고, 초등졸이 27.2%, 중등졸로 이

상이 6.2%로 나타났으며, 비참여군에서는 무학이 73.6%, 초등졸이 25.3%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참여군에서 기혼이 60.5%이고, 사별이 39.5%로 조사되었고, 

비참여군에서는 기혼이 50%, 사별이 48.3%로 나타났다. 

용돈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는 참여군에서 본인 스스로 해결한다고 한 응

답자가 63%, 자녀보조가28.4%이며, 연금 또는 정부보조가 각각 3.7%, 4.9%

로 그 비중이 크지 않았다. 비참여군에서는 본인 스스로 해결이 56.3%,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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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가 보조한다고 한 응답이 39.1%, 연금과 정부보조가 각각 2.3%로 나타났

으며, 대부분의 노인들이 용돈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가족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참여군에서 29.6%가 혼자 산다고 하

으며 53.1%가 배우자와 함께 살며, 배우자와 가족 또는 배우자 외 가족과 

동거한다고 답하는 사람도 17.3%로 나타났다. 비참여군에서는 혼자 산다고 

답한 사람이 5.2%, 배우자와 함께 산다가 40.9%, 배우자 그리고 가족과 함

께 또는 배우자 외 가족과 동거한다는 사람이 23%로 조사되었다.

마음을 터놓는 친구의 유무의 경우, 참여군에서는 있다고 답한 사람이 

85.2% 고, 비참여군에서는 73.6%로,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x 2=3.435, p=.047). 

사회활동 정도는 참여군에서 90.1%가 참여하고 있다고 대답하 으며, 비

참여군에서는 93.1%가 참여하고 있다고 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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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건강목욕 프로그램 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 수  구분

건강 목욕 프로그램 건강 목욕 프로그램 

 x
2 p참여군 (n=81)

실수(%)

비참여군 (n=87)

실수(%)

성 별 여성 59(72.8) 68(78.2) .644 .474

 남성 22(27.2) 19(21.8)

연 령 65세 이상 30(37.0) 29(33.0) .264 .876

70-79세 40(49.4) 45(51.7)

80세 이상 11(13.6) 13(14.9)

종 교 유 62(76.5) 47(54.0) 9.336 .003*

무 19(23.5) 40(46.0)

교 육 무학 54(66.7) 64(73.6) 3.30 .192

초졸 22(27.2) 22(25.3)

중졸 이상 5(6.2) 1(1.1)

결 혼 기혼 49(60.5) 44(50.0) 2.409 .300

사별 32(39.5) 42(48.3)

별거 0(0.00) 1(1.1)

경 제 

상 태
상 6(7.5) 4(4.7) 4.189 .123

(월수입) 중 14(17.5) 7(8.1)

하 60(75.0) 75(87.2)

용돈 부담 본인 51(63.0) 49(56.3) 2.819 .420

자녀 23(28.4) 34(39.1)

연금 3(3.7) 2(2.3)

정부 보조금 4(4.9) 2(2.3)

동거 가족 없음 24(29.6) 31(35.2) 2.359 .307

배우자 43(53.1) 36(40.9)

배우자외 가족 14(17.3) 20(23.0)

친 구 유 69(85.2) 64(73.6) 3.435 .047*

무 12(14.8) 23(26.4)

사 회

활 동

유 73(90.1) 81(93.1) .488 .337

무 8(9.9) 6(6.9)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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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목욕프로그램 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의 건강관련 특성 

건강목욕프로그램 참여노인과 비참여 노인의 건강관련 특성의 경우, 흡

연와 음주, 운동, 건강검진, 질환, 약물 복용, 방문 의료기관, 규칙적 목욕 

등을 중심으로 파악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흡연의 경우, 건강목욕프로그램 참여군에서 30.9%, 비참여군에서는 27.6%

가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음

주는 참여군에서 33.3%가, 비참여군에서는 39.1%가 음주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운동은 참여군의 30.9%, 비참여군에서는 29.9%가 운동을 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그룹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x 2=.019, 

p=890). 건강검진의 경우, 참여군에서는 91.4%가 지난 일년동안에 건강검진

을 받았다고 답한 반면, 비참여군에서는 62.1%가 건강검진을 받아 건강목

욕프로그램 참여군이 비참여군보다 건강검진을 받은 노인이 더 많았고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x 2=19.836, p=.000).

현재 갖고 있는 질환의 경우 참여군에서는 93.8%가 있다고 답하 으며, 

비참여군에서는 95.4%가 질병이 있다고 대답하 다. 약물복용 여부는 참여

군에서 88.9%, 비참여군에서는 85.1%가 현재 한가지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하는 의료기관 이용의 경우 참여군에서 67.%, 

비참여군에서 69.2%가 보건진료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건강관련 특성비교에서 두 집단간 차이를 비교해 볼 

때에 건강목욕프로그램 참여노인이 비참여노인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지만  운동과 규칙적인 목욕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았으며, 음주하는 사

람과 현재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목욕

프로그램 참여노인이 비참여노인에 비해  지난 일년간 건강검진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 다( x 2=19.836,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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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건강목욕프로그램 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의 건강관련 특성

변 수

건강 목욕 프로그램 

 x 2 p참여군  n=81 비참여군n=87  

빈도(%) 빈도(%)

  흡 연 유 25(30.9) 24(27.6) .218 .735

무 56(69.1) 63(72.4)

  음 주 유 27(33.3) 34(39.1) .599 .270

무 54(66.7) 53(60.9)

  운 동 유 25(30.9) 26(29.9) .019 .890

무 56(69.1) 61(70.1)

  건강 검진 유 74(91.4) 54(62.1) 19.836  0.000*

무 7(8.6) 33(37.9)

  질 환 유 75(93.8) 83(95.4) 1126 .569

무 5(6.3) 4(4.6)

  약물 복용 유 72(88.9) 74(85.1) .541 .307

무 9(11.1) 13(14.9)

  방    문

  의료기관 

보건

진료소
49(67.1) 54(69.2) 1.245 .871

보건소 5(6.8) 3(3.8)

병의원 16(21.9) 16(20.5)

한의원 2(2.7) 4(5.1)

약국 1(1.4) 1(1.3)

규칙적 

목욕
유 68(84.0) 69(79.3) .600 .438

무 13(16.0) 18(20.7)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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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목욕프로그램 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의 건강행위    

건강목욕 프로그램 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의 건강행위를 비교한 결과는 

<표 5>와 같았다. 

건강행위의 총점을 비교해 보면 건강목욕프로그램 참여노인이 126.67±

17.60으로 조사되어, 비참여노인의  107.85±19.8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나 건강목욕프로그램 참여노인 비참여노인에 비해 건강행위를 더 잘하 는

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t=6.266, p=.001).

한편 건강목욕프로그램 참여노인의 경우는 사회적 역, 정서 역, 신체

적 역,  적 역의 순으로 건강행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건강목욕프로그램 비참여노인의 경우는 사회적 역, 신체적 역, 정서

역, 적 역의 순으로 건강행위를 잘하 다.

〈표 5〉 참여군과 비참여군의 건강행위  역별 총점비교  

  역

건강 목욕 프로그램 건강 목욕 프로그램

t p참여군 n=81 비참여군 n=87

총점±표준편차 총점±표준편차

총  계 126.67±17.60 107.85±19.82 6.266 .001*

신체적 역 53.26±7.97 46.70±9.55 4.753 .001*

사회적 역 29.13±5.39 25.54±6.98 3.701 .001*

정서 역 32.87±5.57 28.47±5.86 4.863 .001*

적 역 10.67±2.57 8.63±2.91 4.803 .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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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역별 평균점수를 보면, 신체적 역에서 참여군의 경우 최저 3.15에

서 최고 4.85의 분포를 보 고 평균점수가 4.09로 나타났으며, 특히 13개 

문항 중에서 7개 문항이 4점 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참여군은 

최저  2.74에서 최고 3.97이며 평균은 3.59로 조사되었으며 4점 대를 넘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 다(t=4.753, 

p=.001). 

사회적 역의 경우는 다른 역에 비해서 주목할 만한 결과가 조사되었

다. 총점의 경우 참여군이 29.13으로, 비참여군이 25.54로 조사되어 참여군

이 비참여군보다 3.59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별 평균점수를 살펴

보면, 참여군이 최저 3.93에서 최고 4.26의 분포를 보이면서 평균이 4.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참여군은 최저 3.22에서 최고 4.09의 분포를 보

으며 평균은 3.64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점수에서도 참여군에서는 7개 

문항 중에서 6개 문항이 4점 대 이상의 점수를 보인 반면, 비참여군에서는 

1개 문항만이 4점 대를 넘은 것으로 조사되어 참여군이 비참여군에 비해 

사회적 역의 건강행위에서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701, 

p=.001).

  정서 역의 경우 총점은 참여군이 32.87이며 비참여군이 28.47로 조사

되어 참여군이 비참여군에 비해 4.4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

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결과 다(t=4.863, p=.001). 

  정서 역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최저3.96에서 4.26으로 나타났으며, 

평군점수가 4.10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8개 문항 가운데서 6개의 문항이 4

점 대 이상을 보여준 반면, 비참여군에서는 최저 3.48에서 최고 3.76의 분

포를 보 으며 평균점수는 3.55점이었고 4점 대를 넘는 문항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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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역은 다른 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총점을 살펴보면 참여군이 10.67±2.57이고  비참여군이 8.63±2.91 

(t=4.803 p= .001)로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적 역의 평균점수

는 참여군의 경우 최저 3.96에서 최고 4.26의 분포를 보이면서 평균점수가

3.55를 나타냈으며 3개 문항 모두 3점 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비참

여군의 경우는 최저 2.35에서 최고 3.29의 분포를 보 으며 평균이 2.87로 

나타났으며 2점 대인 문항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6> 참여군과 비참여군의 건강행위 역별 평균 평점 비교

  역

건강 목욕 프로그램 건강 목욕 프로그램

t p참여군 n=81 비참여군 n=87

평균평점±표준편차 평균평점±표준편차

총 계 15.90±2.92 13.65±3.44 6.266 .001*

신체적 역 4.09±0.61 3.59±0.73 4.753 .001*

사회적 역 4.16±0.77 3.64±0.99 3.701 .001*

정서 역 4.10±0.69 3.55±0.73 4.863 .001*

적 역 3.55±0.85 2.87±0.99 4.803 .001*

 * p<.005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역의 경우, 건강목욕프로그램 참여군에

서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가 평점 4.85±3.47로 가장 높았으며 비참여군의 

경우는 내일은 내가 한다가 3.99±.88로 높게 나타났다. ‘부지런하게 산다’

의 평균점수가 참여군에서 4.33±.75인 반면 비참여군에서 3.721.11 (t= 

4.027 , P=.000)로 아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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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람을 느낀다’가 참여군에서 4.23±.81,  비참여군에서 3.38±1.23( t= 

5.105, P=.000)으로 나타나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사회적 역의 경우 건강목욕프로그램 참여군에서 ‘이웃과의 교분을 갖

는다’와 ‘동네노인과 가깝게 지낸다’ 그리고 ‘가족들과 어울린다’ 항목들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비참여군에서는 ‘이웃과의 교분을 갖는다’는 항목이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평균 3점 대를 보여주었다. 

정서적 역의 경우 건강목욕프로그램 참여군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먹

는다’와 ‘즐거운 마음으로 산다’ ‘그리고 주어진 처지에 만족하며 산다.’ 문

항이 높게 나타났다.

적 역의 경우는 건강목욕프로그램 참여군과 비참여군 모두에서 살아

있는 동안 삶을 소중히 가꾼다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행위 총점 비교에서는 건강목욕프로그램 

참여군이 총점 126.67로 비참여군 107.85 보다 높게 나타나 건강행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별 비교에서는 참여군의 경우 사회적 역, 

정서 역, 신체적 역, 적 역의 순으로 건강행위를 잘하는 반면, 비

참여군의 경우는 사회적 역, 신체적 역, 정서 역, 적 역의 순으로 

건강행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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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건강목욕프로그램 참여군과 비참여군의 건강행위 문항별 비교

      문 항

건강 목욕 

프로그램 

건강 목욕 

프로그램
t p

참여군 n=81 비참여군 n=87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신체적 역

1. 부지런하게 산다 4.23±.95 3.70±1.11 3.339 .001*

2. 내 힘에 맞게 산다 3.91±1.04 3.75±.93 1.095 .275

3. 일을 통하여 보람을 느낀다 3.95±1.06 3.40±1.21 3.108 .002*

4. 내일은 내가 한다 4.36±.75 3.99±.88 2.919 .004

5. 밥을 거르지 않고 먹는다 4.33±.71 3.91±.90 3.395 .001*

6. 적당량을 먹는다 4.19±.76 3.90±.92 2.219 .028

7. 고르게 음식을 먹는다 3.90±.97 3.50±1.06 2.802 .006

8. 나에게 알맞게 운동을 한다 3.15±1.26 2.74±1.33 2.005 .047

9. 될 수 있으면 걸으려고 한다 3.80±1.06 3.12±1.20 3.852 .001*

10. 수족을 움직이려 한다 4.25±.75 3.72±.99 3.849 .001*

11. 잠을 잘 잔다 3.88±1.14 3.34±1.14 3.016 .003

12. 몸을 따뜻하게 한다 4.07±.86 3.80±.90 2.058 .041

13.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4.85±.3.47 3.97±.87 2.242 .026

사회적 역

16.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난다 3.93±1.11 3.22±1.16 4.073 .001*

17. 이웃과 교분을 갖는다 4.20±.81 4.09±4.41 .237 .813

18. 동네노인과 가깝게 지낸다 4.26±.80 3.76±.79 4.067 .001*

19. 서로 베풀면서 산다 4.19±.83 3.40±1.04 5.349 .001*

20. 상대방을 이해하며 산다 4.12±.79 3.57±.89 4.180 .001*

21. 주변생활에 참여한다 4.19±.87 3.64±.97 3.868 .001*

22. 가족들과 어울린다 4.22±.85 3.78±.89 3.264 .001*

정서 역

23. 마음을 비우고 산다 4.17±.70 3.76±.79 3.493 .001*

24.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다 4.26±.75 3.63±.85 5.040 .001*

25. 즐거운 마음으로 산다 4.07±.84 3.51±.93 4.025 .001*

26.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진다 3.96±.88 3.48±.96 3.355 .001*

27. 마음을 다스린다 3.97±.82 3.60±.78 2.937 .004

28. 주어진 처지에 만족한다 4.07±.95 3.61±.85 3.245 .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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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계속

문   항

건강 목욕 

프로그램 

건강 목욕 

프로그램 
t p

참여군 n=81 비참여군n=87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정서 역

29. 순리대로 산다 4.20±.74 3.71±.84 3.918 .001*

30. 느긋한 마음을 갖는다 4.12±.71 3.58±.90 4.294 .001*

적 역

31. 신앙생활을 한다 3.20±1.30 2.35±1.48 3.883 .001*

32. 삶에 희망을 가진다 3.64±.88 2.97±1.09 4.299 .001*

33. 살아있는 동안 삶을 

 소중히 가꾼다
3.83±.92 3.29±1.07 3.469 .001*

총계   126.67±17.60   107.85±19.82 6.266 .001*

 * p<.005

4. 건강목욕프로그램 참여군과 비참여군의 자아 존중감  

자아 존중감의 경우 건강목욕프로그램 참여군이 총점 23.19±4.25로 비참

여군의 21.01±3.483점으로 건강목욕프로그램 참여군이 비참여군보다 자아

존중감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t=3.483,p=0.001).

자아존중감의 문항 평균평점를 살펴보면 건강목욕프로그램 참여군의 경

우 2.89±0.53인 반면 비참여군의 경우는 2.62±0.46으로 나타나 건강목욕프

로그램 참여군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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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건강목욕프로그램 참여군과 비참여군의 자아 존중감 총점, 평균평점 비교

문  항

건강 목욕 

프로그램 

건강 목욕 

프로그램 t p

참여군 n=81 비참여군n=87

 총계±표준편차 23.19±4.25 21.01±3.69 3.483 .001*

 평균평점±표준편차    2.89±0.53     2.62±0.46 3.483 .001*

* p<.005

문항별 평균평점을 살펴보면, 건강목욕프로그램 참여군의 경우 최저 2.77

에서 최고 3.06의 분포를 보이면서 평균 2.89점을 보인 반면, 비참여군에서

는 최저 2.35에서 최고 2.81의 분포를 보이면서 평균 2.62점을 나타냈다. 또

한 건강목욕프로그램 참여군의 경우 총 8개의 문항가운데서 2개 문항이 3

점 대 이상을 보 으며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

람이라고 느낀다’ 문항과 ‘대체로 나는 내 자신에 만족한다’ 문항이 3점  

대를 넘으면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비참여군에서는 ‘나는 대체로 내 

자신에 만족한다.’와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

란다.’ 문항이 다소 높았지만 모든 문항이 평균 2점 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가 있는 문항을 살펴보면 ‘때때로 나는 내가 전혀 능력이 없

다고 생각된다.’에서는 참여군이 2.85±.80, 비참여군이 2.35±.74를 나타나 

(t= 4.138, p= .001) 두 그룹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줬으며,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문항에

서도 참여군이 3.06±.64이고 비참여군이 2.63±.65로 (t= 4.215, p=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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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건강목욕프로그램 참여군과 비참여군의 자아 존중감 문항 비교

문 항

건강 목욕 

프로그램 

건강 목욕 

프로그램 t p
참여군 n=81 비참여군n=87

평균평점±표준편차 평균평점±표준편차

 1. 나는 내가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2.97±.76 2.65±.87 2.529 .012

 2. 때때로 나는 내가 전

혀 능력이 없다고 생

각된다.

2.85±.80 2.35±.74 4.138 .001*

 3. 때때로 나 자신이 쓸

모 없는 존재처럼 느

껴진다.

2.90±.80 2.62±.72 2.298 .023

 4. 나는 남들보다 자랑스

러워 할 것이 별로 없

다고 느낀다.

2.76±.77 2.43±.74 2.789 .006

 5. 나는 내가 다른 사람

만큼은 가치 있는 사

람이라고 느낀다.

3.06±.64 2.63±.65 4.215 .001*

 6. 나는 남들이 하는 만

큼은 일을 할 수 있다.
2.99±.90 2.71±.73 2.107 .037

 7. 대체로 나는 내 자신

에 만족한다.
3.00±.74 2.81±.74 1.608 .110

 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2.77±.61 2.81±.62 -.405 .686

* p<.005



- 40 -

Ⅴ. 고 찰

1. 건강교육프로그램 참여군과 비참여군의 특성 

본 연구에서 참여군과 비참여군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참여

군에서 여성이 72.8%, 남성이 27.2%이고, 비참여군에서 여성이 78.2%, 남성

이 21.8%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보건사회

연구원(1998)의 전국 노인 생활 실태조사에서 읍 면 지역의 여자노인이 

60.9%, 남자노인이 39.1%로 나타난 결과보다도 여자노인의 분포가 더 높은 

것으로서, 이는 여성노인들이 남성노인들보다 건강목욕 프로그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참여군에서 70-79세가 49.4%로 가장 많았으며, 

65-69세가 37%, 80세 이상이 13.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 참여

자의 주 연령대가  70대임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종교를 가진 대상자는 참

여군에서 76.5%, 비참여군에서 54.0%로 조사되었으며, 참여군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t= 9.336, p=.00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참여군

에서 무학이 66.7%로 가장 많았고 초등졸이 27.2% 중등졸 이상이 6.2%로 

나타났으며, 비참여군에서는 무학이 73.6% 초등졸이 25.3%로 나타났다. 두 

그룹간 교육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고, 전국  노인생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읍면지역의 무학력자 66.3%와 일치하는 수치이지만, 이는 무학의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중재 시 참고해야 

할 것이다.

결혼상태의 경우 건강목욕프로그램 참여군에서 유배우자가 60.5%이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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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39.5% 으며, 비참여군에서는 유배우자가 50.0%, 사별이 48.3%로 조

사되었는데, 이는 김춘강(1997)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의 연구에서 읍 

면 지역노인의 유배우자가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 다. 

그러나 배우자 사별로 혼자 사는 노인들도 참여군에서 39.5%이고 비참여

군에서 48.3%로 나타난 만큼, 이들 독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사

업 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용돈의 출처의 경우 건강목욕프로그램 참여군에서 본인 스스로 해결한다

가 63.0%로 가장 많았고 자녀보조가 28.4%, 정부보조, 연금 순으로 조사되

었다. 비참여군에서도 본인 스스로 해결이 56.3%, 자녀의 보조가 39.1%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나라  읍 면 지역 노인가구의 생활비 충당 방법인 스

스로 해결이 58%(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인 것과 비슷한 수치라고 하겠

으며 아직도 대부분의 노인들이  특별한 지원 없이 스스로 용돈을 해결하

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동거가족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참여군에

서 29.6%가 혼자 산다고 하 으며,  비참여군에서는 혼자 산다고 답한 사람

이 35.2%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 읍 면 지역 

노인단독 거주가 17.%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라고 하겠다. 노인부부

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대도 참여군에서 53.1%이고, 비참여군에서 40.9%

로 역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부부만 생활하는 경우가 28%인 것에 비하

면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우리 나라 읍 면 지역의 노인가구 비율 

51.5%(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의 조사와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사회활동정도의 경우 참여군에서 90.1%가 참여하고 있다고 대답하 으

며, 비참여군에서는 93.1%가 참여하고 있다고 답하 으며, 나이가 들었어

도 여전히 사회활동 등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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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목욕프로그램 참여군과 비참여군의 건강관련 특성 

   

건강목욕프로그램 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의 건강관련 특성은 흡연, 음주, 

운동, 그리고 건강검진, 질환, 약물복용, 방문의료기관, 규칙적 목욕 등을   

가지고 대상자들의 건강행위를 파악하 다.  

건강관련 특성 변수의 경우 건강목욕프로그램 참여군과 비참여군간에 차

이를 본 결과 건강검진을 제외하고는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운동여부의 경우 참여군에서 30.9%가, 비참여군에서

는 29.9%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선혜(2001)의 서울

시 경로당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32.7%보다 낮은 것으로서, 농촌 

노인을 대상으로 한 남 화(2000)의 연구에서 운동인구가 18.9%에 비하면 

높은 수치로서, 도시 노인들보다는 건강을 위한 운동은 다소 덜 하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 세 사람중 한사람은 나름대로의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

여주는 것이며, 참여군과 비참여군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건강목욕 

프로그램이 운동에는 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건강검진의 경우 참여군에서는 91.4%가 지난 일년동안에 받았다고 답한 

반면, 비참여군에서는 62.1%가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서 두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19.836, p=.000)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또한 신선혜(2001)의 도시의 경로당 이용노인들의 건강관리서비스 실

태조사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답한 56.6%와 비교해 볼 때에 비참여군

은 비슷한 수치인 반면, 참여군에서는 매우 높은 수치로서 건강목욕프로그

램 참여군이 건강관련서비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의미

있는 자료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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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는 현재 앓고 있는 질환 유무와 약물복용 여부, 의료기관 방문

횟수 등의 항목을 가지고 조사하여 보았다.

현재 갖고 있는 질환의 경우 참여군에서는 93.8%가 있다고 답하 으며, 

비참여군에서는 95.4%가 질병이 있다고 대답하 다. 이는 농촌 노인을 대

상으로 한 남 화 외(2000)의 연구에서 유질환자로 진단된 노인이 38.9%인 

것에 비하면 54.9%가 더 높은 수치이고, 노인의 만성유병률이 38.9% 다는 

조유향(1995)의 자료보다도 매우 높은 수치로서, 이들 대부분은 특별한 진

단은 받지 않았지만 스스로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 해 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또한 노인의 80%가 만성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Pender(1982)의 연구보다도 더 높은 수치로서 우

리 나라의 농촌노인들의 건강상태가 외국의 노인들보다도 그다지 좋지 못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약물복용의 경우는 참여군에서 88.9%가, 비참여군에서는 85.1%가 현재 

한가지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 질환을 

앓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건강을 위해 운동이나 식이 조절보다는 손쉬운 약물복용의 방법

으로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 하겠다.

의료기관 방문여부는 참여군에서 67.%, 비참여군에서 69.2%가 보건진료

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들이 보건진료소 관내거

주자들이라 상대적으로 다른 의료기관보다 보건진료소 이용정도가 높게 나

타난 결과로 보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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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종합해 보면 건강관련 특성에서 두 집단간 차이는 없었으나 건강

검진 항목에서 지난 일년간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참

여군이 비참여군보다 훨씬 건강검진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군이 건강목욕프로그램 시 제공된 서비스가운데서 보건교육과 상담 등

을 계속적으로 받아왔으며, 또한 혈압 및 혈당검사를 주기적으로 측정하면

서 스스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관리를 증대시킨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다.

3. 건강목욕프로그램 참여군과 비참여군의 건강행위 비교

  

건강목욕 프로그램 참여군과 비참여군의 건강행위의 총점을 비교한 결과

참여군이 126.67±17.60으로, 비참여군 107.85±19.82 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결과 다(t=6.266, p=.001).

건강목욕 프로그램 참여군과 비참여군간의 건강행위 비교는 신체적 역

과 사회적 역, 정서 역, 적 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건강목욕

프로그램 참여군이 비참여군에 비해 각 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회적 역에서 건강목욕프로그램 참여군의 경우 7

개 항목에서 6개항목이 4점 대를 넘으면서 비참여군보다 건강행위를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해 보면 건강행위 총점은 참여군이 155점 만

점에 126.67점으로 나타났고 비참여군에서 107.8점으로 나타남으로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봤을 때 68.0으로, 이는 또한 고미혜(1991)의 연구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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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 수치 41.1(80점 만점)을 100점 만점 환산 시 51.3으로 나타난 결과보

다도 높고, 강윤숙(1989)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48.7(80점 만점)로 

나타난 결과를 100점으로 환산한 60점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서 결과적으

로 건강목욕프로그램이 대상자의 건강행위 점수를 높 다고 말할 수 있겠

다. 이는 건강목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건강행위에 많은 관심

을 가질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자신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스스로도 많이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이는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운동프로그램의 효과나 건강증진행위에 관한 연

구에서  60세 이상의 농촌 노인 38명을 대상으로 맨손체조 프로그램이  노

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증진되었음을 보고한 이상년(1991)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건강행위 역가운데서 사회적 역이 다른 어느 역보다도 점수

다 높은 것은 건강목욕프로그램이 대상자들로 하여금 건강목욕프로그램에 

정기적인 참여를 통하여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나게 하고, 이웃과의 유대 

강화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베풀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되

어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아진다. 

오진주 등(1996)의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행위 수행실태와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연구에서와 같이 노인들은 주로 운동이나 바른 식습

관, 보약 먹기 등의 신체적인 건강행위를 위주로 실천하고 있으며 노인의 

건강행위 중 심리적인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건강 등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

시한 바 있었는데, 건강목욕 프로그램이 다소나마 노인들의 심리, 사회적인 

건강증진에 기여했다고 보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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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목욕프로그램 참여군과 비참여군의 자아 존중감 비교

   

건강 목욕 프로그램에서 자아존중감을 비교해 본 결과 참여군이 총점 

23.19±4.25(32점 만점)로 비참여군의 21.01±3.483점 보다 2.18점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나, 건강목욕프로그램 참여노인의 자아존중감이 비참여노인 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다(t=3.483, p=0.001).   

이는 또한 양로원과 경로당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혜련(1995)이 연구에

서 25.7(40점 만점) 보다 다소 높은 것이며, 또한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60

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측정한 자아존중감 정도가 평균25.18(40점 만

점)이었다고 보고한 김수 (1999)의 연구 결과보다 다소 높은 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또한 Goldberg와 Fitzpatrick(1980)가 양로원 노인을 대상으로 1주

에 2회씩 약 30분간 6주에 걸쳐 율동적 동작 훈련을 실시한 결과 사기와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유용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며,  

시설 노인에게 주일에 3회, 9주간 근력강화 운동을 실시하여 실험군에서 

근력, 근지구력 및 일상생활 기능. 인지감각이 향상되었으며 삶의 질 중에

서 경제상태와 자아 존중감이 높아졌다고 보고한 김희자(1994)의 연구결과

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목욕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자아 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겠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총 8개의 문항 가운데서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

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와 ‘대체로 나는 내 자신에 만족한

다’ 항목이 3점 대를 넘어서면서 다른 항목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비참여군에서는 ‘나는 대체로 내 자신에 만족한다.’와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문항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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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3점 대를 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목욕프로그램 참여군과 비참여군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문항은 

‘때때로 나는 내가 전혀 능력이 없다고 생각된다.’는 문항과 ‘나는 내가 적

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문항인데 이는 참여

군에 속한 노인들이 건강목욕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웃주민들과 자주 어

울릴 기회를 갖게 되었고, 스스로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삶이 대체로 괜찮

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되었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건강목욕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은 비참여 노인들에 비해

서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이는 건강목욕프로그램이 도시지역에 비해 여러

가지로 여건이 열악한 농촌노인들에게 있어서 저하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

켜주는데 효과적인 중재 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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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보건진료소의 건강목욕프로

그램에 참여한 노인과 참여하지 않은 노인간의 건강행위와 자아 존중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된 후향적 비교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로서 건강목욕 프로그램 참여군은 보건진료소에서 연 4회 이

상 건강목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충북지역의 40개 보건진료소의 65세 이

상노인 중에서 프로그램에 4회 이상 참여하 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150명으로 편의 추출하 다. 비참여군은 건강목욕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

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의 65세 노인 중에서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 150명을 편의 추출하 다. 또한 연구기간은 2002년 4월 20일부터 2002

년 5월 10일까지 22일간 진행되었다. 건강목욕 프로그램현황에 대한 조사

를 위하여 2001년 현재 충청북도에서 건강목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보건진료원 40명 전수를 대상으로 하 다.

건강행위를 알아보기 위한 측정도구는 최 희(1996)가 농촌 노인의 건강 

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 으며, 자아 존중감 측정은 

Ron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 존중감(self esteem) 도구를 전병제(1974)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농촌 노인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보건진료소의 건강목

욕 프로그램 현황은 빈도와 비율로 분석하 고,  건강목욕 프로그램 참여

노인과 비참여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와 비율로, 건강관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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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x 2검정으로 분석하 다. 건강 목욕 프로그램 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의 

건강 행위와 자아 존중감은 t-test로 분석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보건진료소 건강목욕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본 결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 75.6%로 가장 많았으며, 제공 횟수는 월 1회 실시

가, 1회 참여 인원은 31-60명이 가장 많은 빈도로 조사되었다. 또한 건

강목욕 프로그램 시 보건교육을 가장 많이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건강목욕 프로그램 참여노인과 비참여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두 군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는 70-79세가, 학력

은 무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항목에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참여노인이 비참여 노인보다 종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 x 2

=9.333, p=.003), 또한 참여노인이 비참여 노인보다 친구가 더 많은 것

으로 조사되어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x 2=3.435, p= 

0.047). 

3) 건강목욕 프로그램 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의 건강관련 특성으로,  참

여군이 비참여군보다 운동과 건강검진, 규칙적임 목욕 등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참여노인은 참여노인보다 음주를 더 

많이 하고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

강목욕 프로그램 참여노인이 비 참여노인에 비해 건강검진을 많이 받

은 것으로 나타났다( x 2=19.836,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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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목욕 프로그램 참여노인이 비참여노인보다 신체적 역과 사회적 

역,  정서 역, 그리고 적 역 모두에서 건강행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회적 역에서 건강행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 다(t= 3.701, p=.001 ).

5) 건강목욕 프로그램 참여노인이 비참여노인보다 자아 존중감이 더 높

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3.483, p= .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건진료소 건강목욕프로그램에 참여한 노

인들은 비참여노인에 비해 건강검진 횟수가 더 많았으며,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더 많았다. 특히 참여노인의 경우 비참여노인보다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적 역 모두에서 건강행위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자아존중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보건진료소 건강목욕 프로그램은 농촌노인들의 저하된 자아 

존중감과 건강행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 효과적인 중재방법임을 부분적으

로 입증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 제 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보건진료소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

진사업의 개발 및 그 활용에 대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건강목욕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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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필요하며, 건강목욕 프로그램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내

용들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2) 건강목욕프로그램을 건강증진의 관점에서 좀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으

로의 발전과 이를 널리 확산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 개발

을 제언한다.

3) 건강목욕프로그램 제공시 함께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

과 효과적인 중재 방법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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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현사생 입니다.
1987년부터 현재까지 충북에서 보건진료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4년 전부터 건강목욕프로그램을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으로 실시
해 오고 있었으며, 그 동안에 주민들에게 제공한 건강목욕 프로그램
이 노인건강행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이 질문지는  일부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는 건강목욕 프로그램의 
현황을 알아보고 건강목욕 프로그램이 노인의 자존감과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의견은 보건진료소의 건강증진사업의 효과
를 확인하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될 것이므로 귀하의 솔직하고 
적극적인 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4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역사회간호학 전공

  연구자 : 현 사 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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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사항

1. 귀하의 성별은 ?

  ①남(  )  ②여(  )

2. 귀하의 연령은 ? 만 (    )세

3. 귀하의 종교는?

  ①없음(  )  ②불교 (  )  ③천주교 (  )  ④기독교 (   ) ⑤유교 (  ) 

4.귀하의 교육정도는 ?

 ①무학(  ) ②초등 졸(  ) ③중졸 (  )④고졸(  ) ⑤대졸(  ) ⑥기타(  )

5. 귀하의 직업은 ?

①없음(  ) ②농. 임. 어업(  )  ③생산 서비스직(  )  ④판매직(  ) 

⑤사무행정직(  )  ⑥전문직(  )  ⑦기타(   )

6. 귀하의 집은 ?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시설(   )  ④ 기타(  )

7. 귀하의 생활형편은 ? 

 ①월수입 10만원 이하(  )     ② 월수입 20만원 이하(  )

 ③월수입 50만원 이하 (  )    ④월수입 100만원 이하(  ) 

 ⑤월 100만원 이상(  )        ⑥기타

8. 귀하의 결혼상태는 ? 

   ①독신(  ) ② 기혼(  ) ③ 사별(  ) ④ 이혼(  ) ⑤ 별거(  ) ⑥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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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귀하는 현재 누구와 같이 살고 계십니까?

①혼자 산다(  ) ②남편 또는 아내 (  ) ③자녀들(  ) ④손자/손녀들(  )

⑤ 형제자매(  ) ⑥친구(  )  ⑦ 기타(  )

10. 귀하의 용돈은 주로 어디에서 납니까 ?

① 자기 재산 (  ) ② 연금(   ) ③ 농사(  ) ④ 정부보조(  )

⑤ 자녀(  )  ⑥ 부업 (  )  ⑦ 기타(  )

11. 귀하께서는 지난 한 달 동안, 외출이나 시장구경 등으로 얼마

    나 자주 외출하셨습니까 ?

   ① 1주일에 1회 이상     ②월 1-3회    ③월 1회 이하 

   ④전혀 외출 안함        ⑤ 기타

12. 귀하께서는 허물없이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몇 명 입니까?

   ① 5명 이상  ② 3-4명  ③ 1-2명  ④ 전혀 없음  ⑤ 기타

13. 귀하는 목욕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①주 1회     ② 월 1회 정도  ③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설, 명절 등) 

   ④여름철에만 ⑤하지 않는다.

14. 귀하께서 건강증진을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운동  ② 민간요법(보약, 산 나무나 열매, 약초 달 인물 먹기 등) 

   ③ 약물(비타민 복용 등)   ④없음   ⑤기타 

15. 귀하께서는 담배를 피우십니까 ?

   ① 피운다  ② 안 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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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귀하께서는 술을 드십니까 ?

    ① 마신다  ② 안 마신다.

17. 귀하의 어느 정도로 운동을  하십니까 ?

① 일주일에 3회 정도   ② 1주일에 2회 정도   ③ 가볍게 매일 

④ 일주일에 1회 이하   ⑤하지 않는다.

Ⅱ. 건강상태

 다음은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 해주세요.

1. 귀하께서는 귀하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좋다. ②좋은 편이다. ③보통 ④나쁜 편이다 ⑤매우 나쁘다.

2.  귀하께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다음 그 내용을 있는 데로 골라

Ⅴ표 하시오 

①고혈압(  )   ②백내장 등 눈의 질병(  )   ③암(  )  ④당뇨병(  )   

⑤중풍(  )     ⑥신경통, 관절염(  )  ⑦빈혈(  )  ⑧간질환(  )   

⑨위장질환(  ) ⑩심장병(  ) ⑪청각장애(  )  ⑫호흡기 질환(  ) 

⑬치아질환(  ) ⑭ 요실금 (  )  ⑮ 불면증   기타(  )

3. 치료받고 있다면 어디서 치료받고 있습니까 ? 

   ①보건진료소 ②보건소 ③병의원 ④한의원 ⑤약국 ⑥민간요법 ⑦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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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하께서 현재 복용하시는 약물이 있습니까?

 ① 어떤 약도 복용하지 않는다.     ② 한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다. 

 ③ 두 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한다.

5. 귀하께서는 최근 1년 내에 다음의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결핵검진    ②골다공증검진   ③안 질환검진(시력검사, 시야사 등) 

   ④암 검진(자궁, 유방 위 등)     ⑤혈당검진      ⑥심장검진 

   ⑦소변검사    ⑧피검사  ⑨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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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귀하의  건강행위 에 관한 항목입니다.  

    해당항목에 Ⅴ표 하세요.  

문    항    내    용
전  혀 
아니다
1

대체로
아니다
2

가  끔
그렇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 우
그렇다
5

1. 부지런하게 산다.

2. 내 힘에 맞게 산다.

3. 일을 통하여 보람을 느낀다.

4. 내일은 내가 한다.

5. 밥을 거르지 않고 먹는다.

6. 적당량을 먹는다..

7. 고르게 음식을 먹는다.

8. 나에게 알맞게 운동을 한다.

9. 될 수 있으면 걸으려고 한다.

10. 수족을 움직이려 한다.

11. 잠을 잘 잔다.

12. 몸을 따뜻하게 한다. 

13.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14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난다

 15. 이웃과 교분을 갖는다.

 16. 동네노인과 가깝게 지낸다.

 17. 서로 베풀면서 산다.

 18. 상대방을 이해하며 산다. 

 19. 주변생활에 참여한다.

 20 .가족들과 어울린다

 21. 마음을 비우고 산다.

 22.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다.

 23. 즐거운 마음으로 산다.

 24.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진다.

 25. 마음을 다스린다.

 26. 주어진 처지에 만족한다.

 27. 순리대로 산다.

 28 느긋한 마음을 갖는다.

 29. 신앙생활을 한다.

 30. 삶에 희망을 가진다

 31. 살아있는 동안 삶을 소중히 가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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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최근 “자아 존중감”에 관한 항목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V표 하세요.

  항   목
전  혀 
아니다
1

대`체로 
아니다
2

대체로
그렇다
3

항  상
그렇다
4

1. 나는 내가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2. 때때로 나는 내가 전혀 능력이 없다고 생각된다.

3. 때때로 나 자신이 쓸모 없는 존재처럼 느껴진다.

4. 나는 남들에게 자랑스러워 할 것이 별로 없다

고 느낀다.

5.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6.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

7. 대체로 나는 내 자신에 만족한다.

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하

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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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현재 목욕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는 보건진료원 선생님께 드리

는 질문입니다. 

1. 귀하께서  목욕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해 오셨습니까 ?

  ①3년 전부터  ②2년 전부터  ③1년 전부터  ④올해부터

2. 귀하는 목욕사업으로 일년간 책정하신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①100만원 이하      ②100-200만원      ③200-300만원 

  ④400-500만원       ⑤500만원 이상

3. 목욕사업 시 1회 소요경비는 평균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입니까 ?

  ① 20만원 이하      ② 21-40만원      ③ 41-60만원 

  ④ 61-80만원        ⑤ 81만원-100만원 ⑥ 100만원 이상

4. 귀하께서 목욕사업을 어느 정도 간격으로 시행하십니까 ?

 (수혜자인 주민 기준)

  ① 월 1회 이상        ② 2개월에 1회      ③ 분기별 1회(년 4회) 

  ④ 년 2회             ⑤ 년 1회 정도

5. 귀하께서 목욕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

① 부락별로 요일을 정해서       ② 한꺼번에 전 부락을 대상으로 

③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6. 귀하께서 목욕사업 시 주로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① 부락 65세 이상 노인         ② 독거노인 거동불능자 대상 

  ③ 저소득층 대상     ④ 원하는 주민 모두     ⑤ 기타



- 65 -

7. 귀하께서 목욕사업 시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가 참여합니까 ?

  (부락별로 요일마다 하는 곳은 월 평균 기준으로 답해주세요)

  ① 30명 미만 ② 31-60명 ③ 61- 90명 ④ 91-120명 ⑤ 121명 이상

8. 귀하께서 목욕사업 시 주로 병행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복수응답 가능)

  ① 이미용 서비스 ②보건교육 ③ 신체검진 ④ 혈압 또는 혈당 측정 

  ⑤ 투약 및 진료  ⑥ 관광    ⑦ 노래부르기 대회 ⑧ 기타 

9. 귀하께서 목욕사업 시 도움을 받는 사람은 몇 명 정도입니까 ?

  ① 없다 ② 3명 미만 ③ 4-6명 ④ 7명-9명 ⑤ 10명 이상

10. 귀하께서 목욕사업 시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

(복수 응답가능)

  ① 협의회장      ② 마을 건강원     ③ 부녀회원 

  ④ 자원봉사자    ⑤ 각 부락 이장    ⑥ 기타

11. 귀하께서 목욕사업 시 주로 이용하는 차량은 무엇입니까 ?

  ① 목욕탕 차량    ② 인근 종교기관 차량   ③ 전세버스 

  ④ 행정기관 지원 차량 ⑤ 기타

12. 귀하께서 목욕사업을 하시는 장소는 진료소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

에 위치해 있습니까 ?

   ① 5Km이내   ② 5-10Km   ③ 10-20Km   ④ 20K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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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ison between the Health Behavior and Self-esteem 

of Old People Taking Part in Health Bath Programs Provided 

by Health Clinics and the Health Behavior and Self-esteem of 

Old People Not Taking Part in Those Programs

Hyun, Sa Saeng

Ye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Welfare

Nursing Science in Local Society

(Directed by Professor joo won jung)

A long-cherished increase in the human life span is realized due to the rapid 

economic growth and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of Korea, which 

has led to changes in the structure of population, bringing about a lot of 

social problems including an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aged people and in 

medical expenses. The functions of families are reduced on account of changes 

in the structure of families caused by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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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changed the roles and status of old people in families and have reduced 

their self-esteem. The country in particular has more aged people than a city, 

and most of them have more than one chronical disease and are exposed to 

poor health care conditions, leaving their health care neglected. It is absolutely 

necessary that their health promotion programs should be worked out in the 

earliest possible days. 

In this context, health clinics have been actively engaged in health bath 

programs as a vehicle for projects aimed at promoting the health of the old. 

This study is designed to compare the health behavior and self-esteem of a 

group taking part in health bath programs provided by welfare clinics and its 

counterpart group; the subjects are aged more than 65. 

The research ranged from April 20 to May 10, 2002 (22 days), and the 

subjects consisted of 40 health clinic workers conducting health bath programs 

in C city as of the year 2001.

The first group took part in the programs more than four times provided by 

40 health clinics in North Chungcheong Province which supply health bath 

programs over four times a year, and consisted of 150 old people who had 

agreed to take part in this research. The second group consisted of 150 old 

people who had agreed to take part in this study in the area under the control 

of clinics not providing health bath programs. 

The researcher made use of an instrument developed by Choi Yeong-hee 

with a view to measuring the health behavior of old people in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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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ying on  Jeon Byeon-je‘s Korean version of Ronsenberg's self-esteem 

instrument after proper modification for Korean old people in the country with 

a view to measuring self-esteem.

The researcher made use of SPSS/WIN for an anlysis. The researcher made 

an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health bath programs in terms of real 

numbers and percentage. And the researcher made an analysis of the 

demographic features of the two groups in terms of real numbers and 

percentage, depending on t-test to determine the difference between the health 

behavior and self-esteem of the participants and the non-participants. 

The following are the findings.

1) The survey on the demographic features of the two groups shows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expect such items 

as religion and friends.

Ye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erms of 

religion( x 2=9.333, p=.003), and the participant group was higher than their 

counterpart in terms of friends( x 2=3.435, p=0.047).

2) The survey on health-related features reveals that the participants showed 

a higher frequency than the non-participants in terms of drinking, current 

disease and health examination than the non-participants, showing that the 

former showed a more frequency than latter in terms of last year's health 

examination.( x 2=19.836, p=.000). 

3) The survey on the health behavior of the two groups indicates that the 

marks of the participants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non-participant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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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of physical area, social area, emotional area and spiritual area.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ocial area(t=3.701, p=.001). In terms of 

spiritual area, the participants were higher than the non-participants, relatively 

lower than other areas.

4) The survey on the marks of self-esteem shows that the participants stood 

at 23.19±4.25(t=3.483, p=.001), a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ll in all, the participants went through more health examinations than the 

non-participants and had more close friends than the latter. In terms of 

physical, social, emotional and spiritual area, in particular, the health behavior 

of the former turned out to have more scores than that of the latter. It was 

true of self-esteem.

In conclusion, health bath programs increased the health behavior of old 

people by dint of helping them to take part in health bath programs, increasing 

their self-esteem. Therefore, health bath programs can work as an efficient 

intervention capable of being practically utilized in local society with the view 

of promoting the health and self-esteem of old people in the coun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