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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저소득 재가노인의 신체적 기능, 우울 및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향

   본 연구는 저소득 재가노인의 신체적 기능, 우울 및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

치는 향을 파악하여 이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

련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1

월 15일까지 원주시의 M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저소득 재가노인을 임의표집 

하여 142명을 대상으로 하 다. 연구 진행은 첫 번째 방문시 면담법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하 고, 두 번째 방문시 신체적 기능을 측정하 다.

   대상자의 신체적 기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도구로는 건강관련 체력 측정, 

Barthel Index를 이용한 ADL, Lawton & Brody(1969)에 의해서 개발된 IADL 등

이 이용되었다. 우울은 기백석(1996)에 의해 표준화된 한국판 노인 우울 척도 단

축형 도구, 사회적 지지는 장숙아(2000)가 시설노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사회적 지

지 도구를 재가노인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 다. 삶의 질은 노유자

(1986)가 개발한 삶의 질 도구로 측정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기술적 통계, t-test, 

ANOVA, 상관관계, 단계별 회귀분석의 통계방법을 이용하 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중 성별은 남자 25.4%, 여자 74.6%로 여자가 많았으며, 

연령은 75세 이상이 53.6%로 평균 연령은 75.67세 고, 월수입이 25만원 이하인 

노인이 50.8%로 나타났다.

2. 신체적 기능 중 체력상태는 7점 만점 중 평균 2.85점으로 평균 Rohrer 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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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8, 악력은 18.99kg,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는 10.18회, 윗몸앞으로 굽히기

는 6.08cm, 눈뜨고 한발 들기는 12.27초, 6m 걷기 속도는 9.48초, 계단오르기는  

30.63초 다. ADL은 100점 만점 중 평균 93.94점이 고, ADL점수가 100점인 대상

자는 35.2%를 차지하 다. IADL은 12점 만점 중 평균 9.48점이 고, IADL점수가 

12점인 대상자는 29.6% 다. 

3. 우울 점수는 평균 11.11점으로 우울 점수가 10점이상인  대상자는 69.7% 이 다.

4. 대상자는 평균 3.18명으로부터 지지를 제공받았고, 사회적 지지 점수는 12점 만점 

중 배우자 7.95점, 자녀 7.27점, 형제 4.21점, 친구 6.42점, 이웃 5.25점으로 나타났다. 

5. 삶의 질은 220점 만점에 평균 120.07점이 다. 

6. 삶의 질과 우울(r=-.651, p<.01)은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었고, IADL(r=.545, 

p<.01), 체력상태(r=.454, p<.01), 수면상태(r=.338, p<.01), ADL(r=.335, p<.01), 여

가활동(r=.285, p<.01), 본인이 지각하는 건강상태(r=.275, p<.01), 배우자 지지

(r=.264, p<.01)간에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정도는 우울(42.4%), IADL(13.4%), 수면상태(3.9%), 

체력상태(3.3%), ADL(1.7%), 배우자지지(1.3%), 여가활동(1.1%)의 순서 으며 이

들 요인이 모두 합하여 삶의 질의 분산의 67.0%를 설명하 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삶의 질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우울, IADL, 

수면상태, 체력상태, ADL, 배우자지지, 여가활동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저소득 재가

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킴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서적 간호중재 프로그램이 필

요하다고 사료되며 신체적 기능, 수면상태, 배우자지지, 여가활동도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인 대상자 사정시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 사료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신체적 기능, 우울, 사회적 지지,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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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7.2%에서 2019년 14.4%로 고

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0%로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 다. 또한 의료기술 발달 등에 힘입어 평균 수명은 2000년 75.9세에서 

2030년 81.3세, 2050년 83.0세로 연장되어 장수국가인 일본 82.5세, 이탈리아 81.3세

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하 다(통계청, 2001). 이는 노인 의료비의 증가를 

두드러지게 한다. 국민 의료비는 1985년 GDP 대비 3.9%이던 것이 1999년에는 

5.1%로 증가하 으며, 노인의 평균 진료비도 청장년층 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

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는 90년 1,621억원에서 2000년 1조 5,821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하 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1). 

따라서 인구의 노령화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은 노화와 더

불어 건강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지니며 노화의 정도에 따라 신체 

기능의 저하 및 기능 장애와 기능 상실 등의 신체적 문제가 나타나며, 여가시간과 

역할 상실, 수입절감, 건강악화, 사회적․심리적 고립과 소외 등으로 정서적, 사회

적 문제가 발생한다(권복순 등, 1986; 이 석, 1996). 특히 저소득 노인은 경제적 

빈곤, 만성퇴행성질환의 보유, 사회적 고립, 사회적 지지의 부족, 우울 등을 경험함

으로 더욱 심각하게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송남호, 김선미, 2000). 

국내․외 연구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운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김희자, 1994; 김여옥, 1999), 일상생활 기능과의 관계(박경수 등, 

1998; 이광옥, 1998; 노유자, 김춘길, 1995; 김여옥, 1999; 성기월, 1999; 문명자, 

2001; Stewart & King, 1994), 시설노인들과 지역노인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 비교

(박경수 등, 1998), 노인의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 우울의 관계 분석(박인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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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채수원, 오경옥, 1992), 건강수준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향(최헌 등, 

1998: Avil, et al., 1996) 등이 있다.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저소득 노

인의 우울(권선숙 등, 2002; 송남호, 김선미, 2000),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임미 , 

하나선, 2002) 등이 있으며,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레크레이션 댄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윤숙례, 최혜정, 2002) 뿐 이 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은 신체적 건강 수준, 생활만족도 등 일면에 관심

을 두거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면에서 삶의 질과의 관계를 연구할 때 신체

적 질병에 초점을 두며, 주관적 지표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었다. 노인의 건강상태를 객관적 자료와 주관적 자료를 함께 사용하여 삶의 질

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저소득 재가노인은 정신적, 신체

적, 사회적인 면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건강 요구가 크기 때

문에 저소득 재가노인의 건강 및 삶의 질을 다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로 된

다. 저소득 재가노인의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 신체기능의 직접적인 측정은 기능적 

능력의 객관적, 정량적인 이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노인 간호 측면에서도 가치 

있는 역할을 한다(김현수, 1996; Brochelet & Steinhagen-Thiessen, 1992). 

삶의 질의 여러 요소 중 신체적 기능이 노인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우선

적인 요소(노유자, 1988; 노유자, 김춘길, 1995; Lane, 1987; Roos & Havens, 1991)

로 여겨지며, 이중 건강관련 체력인 근력, 유연성, 균형감 등은 신체의 최적의 상

태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 다. 한편 노인들은 

신체적 불편감은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으로 수용하지만 외로움, 고독감, 우울 같

은 정서적 상황은 노인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양

승희 등, 2001; 김기련, 2000; 최금희, 1998)이며, 사회적 지지도 노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채수원, 1991; 박인숙 등, 1989; Cobb, 1976; 

Magilry, 1985).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재가노인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신체적 

기능, 우울, 사회적 지지를 파악한 후 각각의 변수와 삶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하

고,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여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노인 간호 중재의 기

초자료를 제공하자고 본 연구를 시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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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저소득 재가노인의 신체적 기능, 우울 및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재가 노인의 신체적 기능, 우울, 사회적 지지를 파악한다.

2. 저소득 재가 노인의 삶의 질을 파악한다.

3. 저소득 재가 노인의 신체적 기능, 우울 및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4. 저소득 재가 노인의 신체적 기능, 우울 및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파악한다. 

C. 용어 정의 

1. 저소득 재가노인

재가노인은 병원이나 양로/요양 시설에 장기간 입원․수용되어 있는 노인 이외

의 모든 노인을 지칭함으로(김동배, 1992), 본 연구의 저소득 재가노인은 지역사회

에 거주하면서 가족이나 이웃의 보호/부양을 받으며 또한 복지서비스 기관으로부

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2002년 최저생계비(월)를 기준으로 1인가구 35만원, 

2인가구 57만원, 3인가구 79만원, 4인가구 99만원 이하(보건복지부, 2002)의 소득인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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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적 기능 

신체적 독립상태를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기능적으로 위해 나가는 것으로써

(Katz, et al., 1970), 본 연구에서는 건강관련 체력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으로 측정

한 것을 말한다.

1) 건강 관련 체력(Physical Fitness)

체력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신체적 능력을 의미하므로 체력의 개념 속에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건강 관련 체력은 건강

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각종 질환의 발병률을 감소시키고 일상업무의 효율성

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김창규 등, 2000), 

본 연구에서는 체력상태로 체 질량지수(비만도),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균형 반

응, 이동력과 동적 균형을 측정한 값이다. 

  

   2) 일상생활 수행능력  

기본적인 자가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기본적 일상생활활동(Activities of 

Daily Living)과, 독립적인 생활과 관련하여 더욱 복잡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을 말한다. 

    

(1)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은 노인의 건강상태를 병리 현상에 근거하기보다는 기능 

수준에 기초를 둔 기능적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자가간호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조유향, 1988), 본 연구에서는 Barthel 등(1965)이 개발

한 Barthel Index를 사용하여 각 항목별로 독립적인 신체활동 능력 여부를 말한다.

  

(2) 수단적 일상생활기능(IADL)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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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 2002), 본 연구에서는 Lawton & Brody(1969)에 의해 만들어진 수단적 일

상생활 기능 도구로 측정된 값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단적 일상생활기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우울

개인이 신체적․사회적․환경적 요인에 의해 근심, 침울함, 무력감 및 무가치함 

등을 나타내는 기분 장애로, 본 연구에서는 Yesavage 등(1983)이 개발한 GDS 

Short Form을 우리말로 번안하여 기백석(1996)에 의해 표준화된 한국판 노인 우

울 척도 단축형 도구로 측정된 값이며, 총점 10점 이상은 우울 상태를 의미한다.

4.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돌봐주고 사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

게 해주는 사람의 존재 또는 이용가능성으로(Kaplan, 1977), 본 연구에서는 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장숙아(1997)가 개발한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를 재가노인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5. 삶의 질  

삶에 대한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안녕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Bradburn, 

1969), 본 연구에서는 노유자(1988)가 개발한 삶의 질 측정도구를 재가노인 생활에 

맞게 수정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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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A. 노인의 신체적 기능

노인의 신체는 정상적 노화과정을 통해 유기체가 정상적인 환경조건 속에서 

살아가도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히 일어나며, 신체의 구조와 기능에 변화를 

가져온다(허정, 1982). 노인은 신체적 독립상태와 기능 수행으로 일상생활을 위

해 나감으로써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김희자, 1994). 

노인의 신체적 변화는 타고난 유전형질, 일상적인 식사형태, 일상의 운동량, 과

거 질병을 앓았던 병력,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의 유무와 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의 모든 기관과 장기에서는 

그 기능의 보유능력이 저하됨으로써 신체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된다. 즉 노인은 

전신 체력이 감퇴되고, 신체기능이 쇠퇴하며, 활동성이 감소될 수 있다(최 희, 정

승은, 1991). 

노인의 신체적 기능은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수준 및 질병특성, 정서

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노인의 신체적 기능상태의 관련요인은 미혼, 사회적

지지 결여, 낮은 교육수준, 낮은 경제상태, 악화된 건강상태, 비만, 우울, 반복된 낙

상, 고혈압, 관절염, 신경계장애 등으로 나타났다(Hebert, Bryane, & Spiegelhalter, 

1999).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노인의 신체적 기능상태가 상대적

으로 낮다. 즉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ADL/IADL 수행에 대

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정도가 높다(Chen & Wilkins, 1998; Tran & Williams, 

1998). 이윤환과 최귀숙(1999) 연구에서도 저학력자가 고학력자보다, 월수입이 적

은 노인이 수입이 많은 노인보다, 농촌거주자가 도시거주자보다 신체적 활동에 어

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운동감각은 평형, 조정, 체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것이 감소하

면 불안정해지고 동작 조정이 잘 안되어 신체가 더 많이 흔들리게 되고, 일상생활

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이 쇠퇴됨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또한 인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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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다는 것은 인간의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때 움직임을 주도하는 

주체는 근육이다. 근육의 힘인 근력은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으로서 다른 

연령층에서보다도 노인에게 있어서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됨으로 신

체적 기능에 포함되어야 한다(김현숙, 2000; 김희자, 1994). 

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질병의 유무에 의한 평

가, 기능 및 역할수행능력에 따른 평가가 있다. 질병의 유무에 의한 평가는 주로 

의학적 진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기능의 정도에 따른 평가는 주로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측정 또는 평가하기 위해서

는 질병의 유무와 같은 병리 현상에 근거를 두기보다는 신체기능 차원에서 노인

의 일상생활의 기능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 다(Haber, 1970; 

Katz, et al., 1970). 

1.  건강관련 체력

체력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생존이나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뜻한다. 

사람이 외부환경에 적응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는데 기초가 되는 신체적 능

력이 곧 체력이다(유승희, 노호성, 1994). 인간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 요

건이 되는 건강은 강한 체력의 바탕 위에서만 유지 증진될 수 있다(최명애, 정성태, 

1995). 따라서 체력은 건강의 기반이 되며 건강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체력이 약화되면 건강을 잃게 되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게 되며 

모든 일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지고 소극적인 성격을 띠며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

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자신의 내재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인해 주위 사람

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남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체

력이 약해지면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송미순, 1991). 

1960년대 체력은 주로 근력, 근지구력, 전신지구력에다 민첩성, 순발력, 유연성

의 운동 능력적 요인이 포함되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건강 관련 체력 쪽

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건강 관련 체력은 건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각종 질환의 발병률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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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일상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써, 특히 노인에게 있어서는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외 신체조성, 평형성, 

이동성 등이 포함되었다(전태원, 1990). Stewart & King(1991)은 신체활동을 결정

하는 체력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도 개인별 체력의 차이가 커서 같은 65세라도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체력

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로 쇠약한 사람도 있다. 이러

한 건강관련 체력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 노후생활의 활동 범위도 달라진다. 

근력이란 신체활동을 좌우하는 요소로서 근 수축에 의하여 발생되는 장력의 

총합을 의미한다. 근력 테스트를 위한 방법으로는 악력이 이용되는데, 이의 신뢰도

에 관해서는 Fleishman(1964)은 전체적인 근력 평가를 위해 0.91의 높은 상관계수

를 보고한 바 있다. 또한 Danneskoid(1984)는 악력은 근력의 객관적 지표이며, 노인

의 독립적 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 다. 이는 연령증가에 따른 감각기, 

효과기 및 중추신경 등이 손상되게 되어 감소하게 된다. 

근지구력은 작업수행 중 피로를 저항시키는 근력, 장기간의 활동에 견디어 낼 

수 있는 근력으로 규정된다(Fleishman, 1964). 근지구력은 체력 요인 중 중요한 항

목으로서 근력 그 자체보다는 전체적인 균형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근지

구력은 연령 증가시 근력의 감소와 비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육 기능 전반

에 걸친 분석지표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경우 근지구력 향상을 통한 

전체적인 근육기능유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근지구력 요인중 하지 근지구력 측

정은 30초간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측정이 적합하다고 하 다(임종호,이진오, 

2001). Downton, Falls & Tallis(1998)는 의자에서 일어서는데 어려움이 있는 60세 

이상의 실험 대상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3배 이상의 낙상 확률을 가졌

다고 밝혔다. 

악력 및 근지구력이 높은 집단은 일상생활기능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고, 일상생활기능이 높은 집단은 자아존중감과 신체상태와 기능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김희자, 1994). 그러므로 근력과 근지구력은 노인의 삶의 질에 있어서도 가

장 중요한 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유연성은 근골격계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모든 관절이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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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범위를 유지하는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전태원, 1994). Larson & Yocom 

(1951)은 유연성을 체력의 기본적인 요인으로 운동수행능력은 물론 운동상해예방

에도 향을 크게 미치며 노화의 중요한 지표로도 간주한 바 있다. 또한 Astrand 

(1987)는 유연성은 심폐기능, 순발력과 함께 건강과 관련된 3대 체력요인 중의 하

나로서 연령증가에 따른 적절한 유지는 건강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

될 수 있다고 하 다. 유연성은 윗몸앞으로 굽히기로 파악할 수 있으며, 60-70대

로 갈수록 감퇴가 가장 심하다고 하 다(김기학 등, 1999; 조성봉, 1995). 

평형성은 신체의 몸 각 부분을 균형 잡거나 유지하는 것으로써 몸의 중심이 

지지하는 밑바닥의 면 바로 위쪽에서 위치한다. 한번 무게의 중심이 지지면에서 

정의된 수직선상 경계의 밖으로 지나가면 중력이 지지된 골격에 의해서 대립되지 

않는 무게의 중심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평형성 감소는 갑작스러운 낙상의 직

접적인 원인이 되며(Tinetti, et al., 1988), 신체적 활동의 감소는 근육의 악화, 근

육의 크기가 줄어듦, 관절의 동작 쇠퇴 등을 가져온다(Spirduso, 1995). 또한 감소

된 근력, 기동력과 지구력 등은 평형상태를 잘 유지하기에 어려움을 준다.  손상된 

근력, 지구력과 기동력은 보행이나 자세에 있어서 악화를 유발시키는 것으로써 평

행성에도 간접적인 피해를 일으킨다. 평형성 능력은 60대 초반과 후반에 비해 70

대부터 현저하게 감소된다. Charkravarty & Webley(1993)은 평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눈뜨고 외발서기가 눈감고 외발서기의 결과보다 더 좋은 지수고 작용한다

고 설명하 고, 김창규 등(2000)은 눈감고 외발서기는 노화의 진행에 따른 감소를 

나타내기 어려운데 비해, 눈뜨고 외발서기 측정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유의한 차

이를 발견할 수 가 있다고 하 다. 이는 눈감고 외발서기에 대한 노인의 기록이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측정 자체에 대한 어려움과 결과에 대한 오

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동력, 근력, 동적 균형을 함께 보는 방법은 6m 걷기, 계단오르기를 측정할 

수 있다. Brill, Probst, Greenbouse, Schell & Macera(1998)은 73-93세 노인의 6m 

걷기 속도는 평균 6.0초 으며, 김현숙(2000)의 연구에서는 6m 걷기 속도는 평균 

11.63초 다. 

걸음은 신경계, 근골격계와 심폐기능에 의존하며, 심폐질환을 가진 환자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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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데 유용하다. 근육의 약화나 마비 등에 기인해서 임상적인 

보행 일탈은 한쪽 다리의 근육을 제대로 못 쓰는 걸음, 불필요한 온몸의 동작으로 

에너지의 소비가 많은 걸음걸이 등이다. 이와 같은 보행 일탈은 노인들에 있어서 

대단히 의미 있는 위험요소로 지적되어졌다(MacFae, 1989: Tinett, et al., 1988). 

줄어든 근력 기동력과 관절의 기동력은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

하는 능력이 쇠퇴됨으로 기능성이 약화된다. 

건강 관련 체력에서 체격은 연령증가와 함께 저하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박형

섭, 1994). 체격과 근력, 유연성, 근지구력의 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체격을 나타내는 Rohrer지수는 신장, 체중의 신체계측 뿐 아니라 신체충실도를 적

절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골격, 근육, 내장 등의 충실성과 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인체의 비중을 1로 가정하고 체중이 신장을 일변으

로 하는 정압방면테안에서 차지하는 인체의 용적비율을 나타내므로 통계학적으로 

합리적이다. 신체검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이병순 등, 1997). 체격

은 연령간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남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체중은 크게 변함이 

없으나 신장이 줄어들고, 여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장이 감소하고, 체중은 오히

려 증가한다. 체격은 체력과 관련이 있어 연령이 증가할수록 체격이 변화하며, 체

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김기학 등, 1999). 

노인의 삶의 특성상 신체 능력의 자연적 저하는 사회 생활의 모든 부분과 삶

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젊은 연령 집단에게는 별로 중요치 않은 요소도 노

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즉 젊은 층은 신체 동작이나 이동 능력 등과 

같은 측면에서는 별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므로 신체적 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덜한 반면 노년층에 있어서는 움직이거나 걷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신

체적 능력이 떨어지므로, 그 중요성은 삶의 질을 설명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크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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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일상생활 수행이란 개인이 매일 수행해야 할 과업으로 노인의 경우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생활에서의 활동정도를 나타내며 노인의 건강상태 및 삶의 질과 관련

이 높다.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측정은 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건강상태를 병리현상에 근거하기보다는 기능 수준에 기초를 둔 기능적 건

강상태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서(조유향, 1988), 측정시 사용되는 도구는 기본

적 일상생활활동을 측정하는 도구(ADL)와 독립적인 생활과 관련된 보다 복잡한 

활동의 수행능력을 측정하는 도구(IADL)로 대별할 수 있다. 이 자(1989)에 의하

면 ADL과 IADL 사정도구는 신체의 기능을 얼마나 잘 발휘할 수 있는 가를 살펴

본다는 점에서 신체적 건강사정도구에 비해 광의적 관점이라고 하 다. 따라서 지

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퇴행성 질환이 심하지 않거나 정상 노인을 대상으로 신

체적 건강상태를 사정하기 위해서는 ADL과 IADL 사정도구가 더욱 적합하다.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동(ADL)에는 목욕하기, 옷 입기,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

하기, 배설하기 및 식사하기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활동들은 의존성이 높아질수록 

자연스럽게 기능을 잃어가게 된다.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신체적 능력, 즉 기본적인 

일상생활능력에 대한 측정은 Barthel Index가 많이 사용된다(최성혜, 1998).

수단적 일상생활기능(IADL)은 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

표이며, 노인의 생활을 알 수 있도록 규정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Lawton(1969)은 

인간의 생활능력을 개념적으로 체계화하여 생명유지에서 사회적 역할까지 활동능

력으로 서열화 하 고, Lawton & Brody(1969)는 신체적 자립능력보다 한 단계 

위의 수단적 자립수준에서 노인의 활동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된 수단적 

일상생활기능(IADL)을 개발하 다. 

국내에서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노인의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

력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연구별로 차이가 있었다. 이가옥(1991)의 연구는 세수, 

목욕, 옷 입기, 화장실 이용에 대하여 90%이상의 노인이 항상 혼자 할 수 있다고 

응답하 고, 조선화 등(1994)의 연구보고에서는 65-67세의 노인 95%에서 독립적

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 으나 75세 이상에서는 여자의 경우 13.6%, 남자 18.1%

가 목욕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 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1998)의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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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65세 이상 노인 중 약 3.5%의 노인이 목욕, 옷입기, 식사, 앉기, 걷기, 화장실 

이용 등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박경수 등(1998)은 지역노인 

467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기능을 평가하 을 때 독립적 수행은 86%로 높은 수행

률을 보 다. 

반면 이가옥 등(1994)의 연구는 노인 1,371명중 목욕하기, 옷입기, 화장실 사용, 

침대 및 의자에서의 이동, 배변 및 배뇨조절, 식사하기 등 일상생활 수행에 제한이 

있는 노인은 34%에 달하 다. 또한 이경자 등(2001)이 1,779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하 을 때, 1,100명의 노인인 62.0%만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일상생활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고, 모든 기본 생활기능에서 전적으로 남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 즉, 

ADL 점수가 0점인 노인의 수는 0.6%를 차지하 다. 이러한 기본적인 일상생활 

기능에서 29.2%가 목욕을 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로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다음으로는 26.7%는 실내이동, 옷입기 20.3%, 대소변조절 능력 18.8%, 화장실 

이용 18.3%, 식사하기 12.6%가 도움이 필요로 되는 순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노인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보다는 낮게 

보고되고 있다. 조유향(1988)은 65-85세인 한국 재가노인 1,054명의 기본적인 일상

생활 수행율은 95%이상이나 수단적 일상생활기능은 40-88%로 노인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 다.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장애가 있는 노인은 이가옥 

등(1994)의 연구에서 30%이상이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은 노인의 43.4%가 

일상용품구입, 전화걸기, 버스전철타기, 가벼운 집안일 등 수단적 일상생활을 수행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추세는 증가하

여 2020년에는 185만 명이 일상생활기능 제약자가 될 전망이라고 하 다. 박경수 

등(1998)은 수단적 일상생활기능 평가에서 45.7%만이 모두 장애 없이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경자 등(2001)의 연구에서도 수단적 일상생활기능은 50.3%만이 독립

적 수행이 가능하며,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1.7%에 해당하 다. IADL 

기능 중 가장 큰 불편을 겪는 부분은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으로 41.9%가 남의 도

움 없이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김희자(1994)는 48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기능의 정도에 따른 삶의 질

을 측정하 을 때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이광옥(1998)이 75명의 노인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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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하 을 때 일상생활기능과 생활만족도는 순상관관계에 있었으며, 문명자

(2001)의 연구는 15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기능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 

정도가 높음을 발견하 다. 또한 김정순(2001)은 가정노인과 양로원 노인의 수단

적 일상활동기능을 본 결과 가정노인의 일상활동기능 점수가 더 높았고 일상활동

기능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아 노인의 일상생활기능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정도가 높아짐으로써 노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노인의 기능능력을 유지, 증진

할 수 있음을 보고하 다.  

노인의 독립적인 일상생활기능은 그들의 건강 및 신체적 기능, 그리고 나아가 

삶의 만족과 관련성이 높을 뿐 아니라 노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게 된다(Roos & 

Havens, 1991). 그러므로 노인의 일상생활 기능의 정도를 평가하여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중요하다. 노인의 일상생활 기능은 

노인을 활동적이고 독립적으로 남아 있게 하는 것으로 인생을 즐기게 도와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B. 노인의 우울

우울은 정서적 측면에서 이해되었으며, 우울 반응은 생리학적 반응, 정서적 반

응, 행동적 반응, 인지적 반응으로 분류하 다(Beck, 1967). 생리학적 반응으로 피

로감, 식욕상실, 체중감소, 성적흥미 감소, 수면방해를, 정서적 반응으로는 낙담, 애

착상실, 감정의 상실, 적절치 못한 감정, 기쁨이나 즐거움의 상실, 유쾌한 반응의 

상실이라고 하 다. 또한 행동적 반응으로는 울음, 게으름, 무기력, 정신지연, 자살

시도를 제시하 으며, 인지적 증상으로 부정적 기대, 비관, 부정적 자기평가, 자기

비난, 우유부단, 동기상실, 자살사고 등이 있다. 우울의 원인을 자신과 환경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 인지체계로 인식하고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 자

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갖는 등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 자기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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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감소 될 수 있다. 

노인은 신체 기능의 약화, 자녀문제, 경제적 문제, 가까운 사람의 상실, 그리고 

직장에서의 은퇴 등으로 인해 우울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이며, 그

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다른 연령군에 비해서 정서적 문제인 우울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전부터 보편적인 사실로 알려져 왔다(정인과 등, 

1997). 배우자와 친척들의 죽음, 경제적 불안정, 퇴직, 정력과 신체적 지각의 감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노인들의 우울 발현에 기여한다(서국희 등, 

1998). 노인의 우울은 스트레스-적응과정에서 불안이나 갈등과 더불어 흔히 나타나

는 부정적 정서상태이며 흔히 신체상의 변화에 대한 비탄과정으로 근심, 침울, 무력

함,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정서장애이다(Lewis, 1983). 

우울을 유발하는 요인은 생물학적 요인, 신체적 요인, 사회․심리학적 요인, 환

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발되며 특히 노인의 우울 정도는 경제적 

능력이 저하되었을 때, 현재의 건강상태가 나쁠 때, 사회적인 활동이 적을 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광수 등, 1998). 연령의 증가와 함께 오는 신체적 허약함보다

는 개인적으로 겪는 정신적이거나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일생동안 쌓여 적응능력

의 균형을 잃게 했을 때 노년기에 우울증의 발현빈도를 증가시킨다. 노인의 우울

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 증상이 많고, 여성의 우울 빈도가 더 높다(성기월, 

1997; 김효정, 2001). 성기월(1997)은 신체적 건강문제 특히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

강문제가 있을 때 가장 우울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 으며, 이는 자신이 건강하

다고 인식할수록 정신건강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희숙과 김근조(2000)는 

457명의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의 관련요인을 파악하 을 때 75세 이상의 노

인의 우울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여성으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 무학, 경제수준이 

낮은 노인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우울은 다른 연령층의 우울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특히 성에 

대한 흥미 상실, 기운상실, 집중하기 어려움, 피로감 등의 순으로 우울 정도가 높

게 나타났다(김남초, 양수, 2001). 우울은 경한 정도에서부터 짧은 슬픔을 통해 상

실에 대한 강력한 반응으로, 그리고 심한 정신병적 우울로, 이후 가성치매의 심각

한 퇴행까지의 연속선으로 보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에(Alexopoulos, 1995)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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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울의 유병률은 사회문화적 차이, 지역, 우울의 진단기준과 분류방법에 따라 

다르나 실제 우리나라의 전체 정신과 환자중 노인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추이

를 1965년부터 1981년까지 연도별로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 환자들의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송지 , 1981), 또한 전체 노인 인구 중 우울 발생은 

2-60%로 다양하며 미국의 경우 전체 지역사회 노인의 10-15%가 우울이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송미순, 1991). 김남초와 양수(2001)가 252명의 노인을 대상으

로 BDI-Ⅱ(Beck Depression Inventory-Ⅱ)를 이용하여 측정하 을 때, 65.3%가 

우울을 나타내었다. 손석준 등(2000)은 농촌지역 60세 이상 노인 922명을 대상으

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s)를 이용하여 우

울증의 유병률을 구하 는데 남자 14.6%, 여자 24.4%로 전체적으로 20.5%로 나타

났다. 이선  등(2001)은 양로원 노인 150명중 107명 71.3%가 GDS-K에서 12점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우울은 한 개인의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향을 끼쳐서 우울 정도가 높은 사

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 덜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다(Leon, et al., 1994). 또한 윤진

(1993)은 노인의 우울 경향증가, 내향적 성격과 수동적 행동 양상의 증가, 남녀 성 

역할의 변화, 용통성의 감소, 조심성의 증가, 애착심과 의존성의 증가, 유산을 남기

려는 경향 증가 등으로 삶의 질에 향을 미칠수 있다고 보았다.

박인옥 등(1998)은 468명의 노인 중 28.7%가 우울증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2.6%만이 신체적 건강문제로 인해 우울하다고 하 으며, 대부분

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 이환의 두려움이 우울 요인으로 더 크게 작용한다 

하 다. 노인들이 신체적 불편감은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으로 수용하지만 외로

움, 고독감, 우울 같은 심리적 상황은 노인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양

승희 등, 2001). 이렇듯 노인의 정서적 건강상태에 있어 우울은 노년기의 가장 중

요한 정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정신적 건강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본

적 전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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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사회적지지

인간은 살아서 움직이는 유기체로서의 생물학적인 존재이며 또한 무엇을 감지

하고, 판단하고, 배우고, 생각하는 정신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상

호작용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인간은 출생하면서부터 개인과 집단간의 끊임없는 

상호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즉, 가족, 이웃, 지역사회 및 국가사회의 집단 속에

서 성장함에 따라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지지망을 형성한다(장인협, 최성재, 1996). 

사회적 지지는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위안, 충

고, 지도, 칭찬, 물질적 원조와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Caplan(1974)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돌봐주고 사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람의 존재 또는 

이용 가능성을 사회적 지지라고 보았고, Sarason & Sarason(1983)은 개인이 필요

시 도움이나 감정이입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믿음과 유용한 지지에 대

한 개인의 만족이라고 하 다. Norbeck, Lindsey & Carrieri(1981)은 사회적 지지

란 사회적 결속을 통하여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지지로서 대

상자가 배우자,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대인관계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받는 물질적 

정신적 도움이라고 하 다. 한편 오가실 등(1994)은 한국적 의미에서 사회적 지지

는 도움, 정, 은혜, 믿음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외국 문헌의 지지의 속성과 같지 

않다고 하 다. 

사회적 지지를 구조와 기능으로 개념화하 다(Cohen & Syme, 1985). 구조로서

의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망내의 구성원들의 숫자 등과 같은 관계들의 존재

를 뜻한다. 기능적 측면의 사회적 지지란 개인의 대인관계가 실제적 도움과 교제

와 같은 특정한 기능을 제공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대상자가 이러한 기능이 얼

마나 적절하다고 지각하는지를 측정함으로써 평가가 가능하다. 이는 사회적 지지

를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타인과의 관계의 수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지적 가치

에 대한 개인의 지각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 는데 전자를 사회적 지지망, 후자를 

지각된 사회적 지지로 설명하 다.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특성은 사회적 지지행동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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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해 주는 것이며 이러한 환경속에서 제공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 및 

삶의 질에 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조적 특성은 심리적 안녕 및 

삶의 질에 직접적인 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사회적 지지행동을 중재하여 간접적

인 향을 미친다(장숙아, 1997; 최헌 등, 1998). 

또한 지지의 객관적인 특성보다는 이러한 지지를 어떻게 지각하는가 하는 주

관적 특성이 심리적 안녕과 삶의 질에 더욱 더 많은 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

다. 차주원(1991)은 양로원 노인의 경우 사회적 지지 점수는 삶의 질과 유의한 상

관관계가 없으나, 사회적 지지 요소들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향을 연구

한 결과 크기나 빈도 등의 구조적 속성보다는 친 성과 지지의 적절성이 더욱 강

력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규탁과 박 란(1988)도 노인의 삶의 질에 

가족과의 친 성 정도와 적절성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하

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속성보다는 기능적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초기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와 동일하게 생각되었으나, 최근의 연구들은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지지들은 단순히 정서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종류의 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

회적 지지를 다차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Kaplan은 사회적 지

지의 유형을 ‘개인의 기본적 사회 요구를 충족시키는 의미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정서, 동경, 이해, 수용 및 존중’과 같은 사회 정서적 도움과 ‘충고, 정보, 가족의 

도움, 혹은 업무의 책임, 재정적 원조’등의 도구적 원조로 분류하 다(박경희, 1995 

재인용). Krause(1986)는 지지의 기능을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을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 금전 및 그 외 다른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도구적 지지, 사랑이나 보살핌 

신뢰를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 소속감을 제공하는 사회통합의 네가지 차원으로 제

시하 고, Sherbourne & Stewart(1991)는 보살핌, 사랑, 공감을 포함하는 정서적

지지, 여러 가지 실질적인 도움을 포함하는 도구적 지지, 문제해결에 대한 환류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 자기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적 지지, 여가시

간을 함께 보내고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사회활동적 지지

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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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노인의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최정아와  

서병숙(1992)은 사회적 지지의 기능을 크게 노인의 고립감과 불안을 해소하고 믿

고 의지할 수 있다는 느낌을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 여가 시간을 보내고 단체활동

을 참여하거나 방문, 오락 등의 활동을 함께 하는 사회활동적 지지, 경제적 도움이

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구적 지지의 세 측면으로 나누었고, 윤희와 한경혜(1994)

는 최정아와 서병숙(1992)의 분류와 유사하게 도구적 지지, 사회심리적 지지, 사교

적 지지로 나누었으며, 차주원(1991)은 사랑과 존중감을 제공하는 애정적 지지, 신

임과 격려를 제공하는 긍정적 지지, 돈이나 물건, 간호 등을 제공하는 물질적 지지

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Kaplan의 분류에 따라 사회적 지지를 도구적 지지와 정서적 지

지로 나누고자 한다. 재가노인의 경우 인지능력상 사회적 지지의 다차원적 측면들

을 구분해서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한 두 유형의 분

류가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즉 정서적 지지란 개인으로 하여금 심리적 안

정감을 제공해주어서 그 자신이 사회성원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껴지게 해주는 것으로 구체적 내용으로는 존중감, 애정, 신뢰, 경청, 관

심, 배려의 제공 등이다. 도구적 지지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직접 도와

주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현물, 노동력, 

시간, 환경의 개선, 충고, 제안, 지시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상태, 건강상태, 건강관리, 인구학적 특성은 사회적 지지에 향을 

미친다(사회적지지연구회 역, 2002).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지가 감소하며,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

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에 긍정적 향을 미친다(송남호, 김선미, 2000). 

노인의 삶의 질에 있어 가족 환경, 친구나 이웃에 대한 사람의 만족은 긍정적 

향을 미치며(Chatfield, 1977; Cutler, 1979), 박인숙 등(1989)과 Magilvy(1985)는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노인이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하 다. 또한 김옥수

(1998)와 송예헌(2001)는 노인이 인지하는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장숙아(1997)도 시설노인을 대상으로 측정하 을 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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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동료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상호 지지를 제공할 수 있을 때 생

활만족도가 높았다고 하 다

McClelland(1982)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들에게 있어서 사회 참여와 사

회적 지지 정도는 생활만족도에 매우 커다란 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 다. 

Chapman & Beaudet(1983)은 사회적 활동의 수준, 사회적 접촉, 이웃 사람과의 상

호작용 등 노인의 제반 사회관계가 노인의 만족감과 삶의 질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의 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언급되고 있으

며, 노인이 타인으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느냐 하는 것은 삶의 질에 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D. 노인의 삶의 질

노인의 삶의 질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차원적인 접근을 할 

때, 삶의 질의 하위 차원에 대한 미국식 시각과 국식 시각의 차이가 부각된다. 

먼저 미국식 시각을 보면, 1960년대 이후 노인의 삶의 질은 일반적인 삶의 질 개

념과 달리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었다(Cumming & Henry, 1961). 

노인의 사회적, 또는 신체적 능력이 젊은 연령층에 비해서 떨어지므로 노인들이 

사회의 주류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노인의 삶의 질은 일반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로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

아 노인의 특이한 삶의 특성을 반 하는 방향으로 정의되고, 또 이에 따라 측정도

구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 다. 

반대로 국에서의 일련의 학자들(Phillipson, 1982; Phillipson & Walker, 1986; 

1987)은 노인의 삶의 질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미국의 학자들과는 다른 견해를 보

이고 있다. 이들은 노인의 삶은 젊은 시절부터의 연속이기에, 노인의 삶의 질을 일

반적인 삶의 질의 개념과 구분할 필요 없이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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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one, 1996).

최근의 미국에서의 이루어진 연구들(Hughes, 1990; Ory & Cox, 1994)도 삶의 

질 개념이나 그 하위 역이 연령층에 상관없이 같고, 단지 각 역이 갖는 가중

치가 다르다고 주장하 다. 노인의 삶의 특성상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

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상황은 신체능력의 자연적 저하와 함께 사회생활의 모

든 부분에 있어서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인지되어 젊은 연령 집단에게

는 별로 중요치 않은 요소도 노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즉 젊은 층은 

신체동작이나 이동 능력 등과 같은 측면에서는 별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에 신체적 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덜하다. 반면에 노령 층에 있어서는 움직

이거나 걷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신체적 능력에서 떨어지기에, 그 중요성이 상대

적으로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유에서 연령에 상관없이 같은 삶의 역을 가정

하더라고, 그 비중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별로 인지하고 있는 역

별 중요성에 대한 차이가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결국 삶의 질이란 개념이나 구성 역은 연령에 상관없이 같은 것으로 봐야 하고, 

단지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역별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Megone, 1996).

삶의 질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삶의 만족으로서 노인

의 생활에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나 삶의 질은 인간생활의 질의 문제인 인간 삶의 

정도와 가치를 다루는 것으로 각 연구자마다 접근하는 관점, 목적, 방법에 따라 다

르게 보고 있어 지금까지 그 정의나 개념상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삶의 질은 만족과 가치(Padilla & Grant, 1985), 만족 혹은 행복(방활란, 1991), 

행복과 불행에 대한 개인의 느낌(Costa & McCare, 1980), 주관적인 안녕 (Diener, 

1984; 노유자, 1988), 생활/삶의 만족(Burchardt, 1985; 김명자, 송경애, 1991)이라고 

하 다. 이를 통해 삶의 질은 주관적인 안녕감, 행복, 만족을 각기 표현했을 뿐, 신

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안녕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하는 연구에서 성, 연령, 교육정도, 경

제적 측면, 직업, 결혼상태, 종교, 사회참여, 인종, 건강 등이 관련 있는 변인이라고 

하 으며(Inkeles, 1993), 박경수 등(1998)은 지역사회 노인 467명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 역에서 저학력, 만성질환 등이 관련 변인이라고 하 다. 심미경(199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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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경제적 수준, 결혼상태, 연령, 교육정도, 신체활동

상태, 자아존중감과 내적 통제위, 대응방법, 질병에 대한 태도, 타인과의 관계, 간

호사나 가족지지 등의 사회적 지지가 주요변인임을 밝혔다. Buckhardt(1989)는 신

체적 기능과 정서적 기능이 삶의 질에 직접 향을 주며, 신체활동상태, 자기간호

능력, 건강상태, 안전감, 긍정적인 상호작용, 타인과의 관계 및 인생의 의미가 삶의 

질의 중요한 역이라고 하 다.

Burckhardt(1985)는 삶의 질을 신체적 측면, 정신적 측면, 사회적 측면, 개인적 

발달 및 성취, 오락으로 보았고, 노유자(1988)는 정서적 측면, 경제적 측면, 자아존

중감 측면, 신체상태와 기능 측면, 가족 관계 및 이웃관계 측면을 삶의 질의 구성

요소로 보았다. 박현주(1998)도 입원한 노인환자의 사회적 지지 정도가 삶의 질에 

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문명자(2001)는 재가노인의 삶의 질은 이웃관계와 가족

관계가 크게 향을 미치고, 신체상태와 기능은 가장 적게 향을 미쳤다고 하

다. 이는 가족관계와 이웃관계가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내고 있다. 

Stewart와 King(1994)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건강을 사용하 으며, 건

강을 다시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으로 구분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 다. 지역 

사회 노인들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는 주로 생활만족도 및 건강상

태가 사회적 상태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 다(Schank & Lough, 1997). 또한 양

로원 노인의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를 조사한 연구(전신아, 1992)에서 불건강군에

서 건강군보다 생활만족도가 휠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 간

에는 매우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따라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의 건강상태를 높이는 방법이 요구된다. 

노인들의 삶의 만족이나 의욕 그리고 이와 유사한 요인들에 관한 연구가 활발

하 는데 이런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주관적 안녕이라는 하나의 집약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관적 안녕은 건강과 아주 접한 관련이 있다.  노인

의 노화에 따른 신체적 약화, 정서적 장애 및 사회적지지 저하는 삶의 질을 저하

시킬 수 있으므로, 노년기에는 특히 삶의 질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중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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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문헌 고찰을 통해 연령, 경제상태, 배우자 유무 및 교육정도 등의 인구

학적 특성,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지각, 신체활동기능,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신체적 건강 상태를 건강관련체력을 

포함하여 측정한 연구와 각각의 변수들이 저소득 노인의 삶의 질에 얼마나 향

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기능, 우울 및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제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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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에서는 앞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인간은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통

합된 총체적 존재로서 우울, 신체적 기능, 사회적 지지는 상호작용을 하며, 일반적 

특성(연령, 성별, 종교, 배우자 유무, 경제상태, 주관적 건강지각)은 각각의 변수(우

울, 신체적 기능, 사회적지지, 삶의 질)에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

의 일반적 특성, 우울, 신체적 기능, 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된다. 개념적 기틀은 노인의 삶의 질에 향할 것으

로 예측되는 변수들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

신체적 기능

건강관련체력

일상생활기능상태

(ADL, IADL)

일반적 특성

연령, 

종교

성별,  

배우자 유무,

 경제상태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지각

사회적 지지

삶의 질

우울

그림 1. 연구의 개념적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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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및 절차

A.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저소득 재가 노인의 신체적 기능, 우울,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에 관

한 서술적 상관 관계(Descriptive Correlation) 연구이다.

B.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재가 노인으로서 

인지 기능 장애가 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면담에 응할 수 있는자, 거동이 가능

하여 원주시의 M복지관을 이용하는 자,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

한 자로 145명을 임의표집 하 다. 응답도중 거부하거나 일부 기재가 미비한 설문

지 3개를 제외한 142명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 다. 

C.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 방법은 노인이라는 특성을 고려하 고, 설문 내용은 연구자가 구조화

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1대 1 면접조사 하 다. 신체적 기능 측정은 연구보조원 2

명이 실시하되,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 동일한 연구보조원이 측정을 실시하고, 

나머지 한 명의 보조원은 기능 측정을 위해 노인을 돕는 역할을 담당하 다.   

자료수집기간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하 다. 대상자의 설

문 응답은 첫 번째 방문시 면담을 통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 고, 두번째 방

문시 신체적 기능을 측정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1회 자료 수집 시간은 20-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수집 장소는 M복지관의 건강관리실에서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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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건강관련체력,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 수단적 일상생활기능, 

우울,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질 측정 도구이다. 

1. 신체적 기능

1) 건강관련 체력 상태

 체력 상태는 김창규 등(2000)의 근력(악력), 근지구력(의자에서 일어나기), 유

연성(윗몸 앞으로 굽히기), 균형 반응(눈뜨고 한발 서기) 4항목과 김현숙(2000)의 

체질량 지수(Rohrer index), 이동력과 동적 균형(6m 걷기 속도, 계단오르기) 3항목

으로 총 7항목을 측정하여 합산한 값으로 최저 0점에서 최고 7점까지이다.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균형 반응 등은 연령별, 성별에 따른 항목별 기준치에 

의해 평균 이상은 우수군 1점, 평균 미만은 저하군 0점으로 분류하 다. Rohrer 

지수는 정상군 1점, 비만군 0점, 이동력과 동적 균형은 평균 이내를 우수군 1점, 

평균 초과를 저하군 0점으로 나누었다(부록 2 참조).   

체력상태의 7항목에 대한 측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 다. 

① 체 질량계수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계산된 Rohrer 지수(〔체중/신장³×107〕)를 사용하며 

정상범위의 최대 기준값인 148을 중심으로 정상군과 비만군으로 분류하 다.

② 악력

양손 모두를 악력계(Grip dynamometer TKK-5101,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대상자가 노인임을 고려하여 Brill 등(1998)이 측정한 방법을 응용하여 테이

블 위에 팔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양손을 각각 2회씩 측정하여 최고 값을 취해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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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시하 다.

③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의자에서 일어나기는 기능적인 이동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팔을 가슴에서 교차

시키고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는데 30초 동안 총 몇 회를 앉았다 일어나는지를 2

회 측정하며 이중 많이 앉았다 일어선 최고 값으로 취하 다.

④ 6m 걷기(6m walk velocity)

이동력과 근력, 동적 균형을 모두 함께 보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10m를 

대상자 스스로 선택한 편안한 보행속도로 걷게 하여 처음과 끝의 각 2m를 제외한 

6m 동안 걸은 시간을 2회 측정하여 적은 값을 최고 값으로 선택하 다. 보행 측

정 시에 보조장구의 사용은 허용하지 않았다.

⑤ 계단 오르기(Stair climb)

높이 20cm되는 계단을 이용하여 두발이 계단 위로 모두 올라갔다가 처음서 있

던 바닥에 모두 내려질 때까지를 1번으로 하여 7번 수행하 다. 이것을 모두 2회 

측정하여 소요된 시간이 적은 값을 최고 값으로 사용하 다.

⑥ 한발서기(One leg stand)

공간에서 신체를 안정하게 유지하는 정적 균형의 측정인 한발서기는 눈을 뜬 

상태에서 자세가 유지되는 시간을 양발 모두 2회씩 측정하여 최고 값을 사용하 다.

⑦ 윗몸앞으로 굽히기(Forward bending)

발바닥은 전굴 유연성 측정기의 발판에 붙이고 발은 5cm 벌려서 다리를 뻗쳐 

앉도록 한 후, 윗몸을 앞으로 굽히면서 두 손을 앞으로 내 어 손으로 미끄럼판을 

어낸 후 려간 거리를 측정하 다. 이때 무릎이 굽혀지거나 반동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측정치는 cm단위로 2회 측정하여 최고 값을 기록하 다. -(음)값은 

두 손을 앞으로 내  때 발꿈치를 기준으로 발판에 미치지 못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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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평가 문항은 식사, 목욕, 세수․머리빗사용․양치질․

면도, 옷입기, 배변조절, 배뇨조절, 화장실사용, 침대․의자에서의 이동, 이동거리, 계

단오르기 등의 10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Barthel Index (Barthel, 

1963)를 사용하여 각 항목별로 독립적으로 할 수 없을 때 0점으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100점 만점으로 표시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것이다. 

  

3) 수단적 일상생활기능

Lawton & Brody(1969)의 IADL 도구에는 전화걸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장보

기, 음식준비하기, 가벼운 집안일하기, 기술과 힘이 필요한 집안일하기, 빨래하기, 

약복용하기, 돈 관리하기 등 8개 항목이 포함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남녀 구분없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전화걸기, 간단한 일상용품이나 약사러가

기, 버스나 전철타기, 가벼운 집안일 하기 등의 4개 항목만을 선정하여 적용하

다. ‘전혀 할수 없다.’ 0점, ‘매우 어렵다’ 1점, ‘약간 어렵다’ 2점, ‘전혀 어렵지 않

다’ 3점으로 총 12점 만점으로,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74이다. 

2. 우울

우울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Yesavage 등(1986)이 개발한 GDS Short 

Form을 우리말로 번안하여 기백석(1996)에 의해 표준화된 한국판 노인 우울 척도 

단축형 도구를 이용하 다.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질문에 대해 ‘예’, ‘아니오’로 응답하게 되어 있

으며, 우울 상태와 관련된 응답은 ‘1점’.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코딩하 다. 

총 0점에서 15점의 우울 점수 분포상에서 측정점수의 10점 이상을 우울 상태로 간주하

다. 개발당시 Cronbach's α =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α = .83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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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지지

장숙아(1997)가 시설노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수정하여 사

용하 다. 시설노인의 사회적 지지원천인 시설직원, 자원봉사자, 시설동료, 시설외

부 혈연․비혈연 관계의 지지를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적합하도록 배우자, 자녀, 형

제․자매, 친구, 이웃을 사회적 지지 원천으로 하 다. 각각의 지지 제공자에 대해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적 지지 두 문항, 도구적 지지 네 문항이다. 각 

하위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를 0점. ‘그저 그렇다’ 1점, ‘정말 그렇다’를 2

점으로 하여 점수로 나타내었다.

장숙아(2000)의 개발당시 정서적 지지 문항은 Cronbach's α = .76 , 도구적 지

지 문항은 Cronbach's α = .62으로 전체 사회적 지지 문항은 Cronbach's α = .81

이며, 본 연구에서 정서적 지지 문항은 Cronbach's α = .64, 도구적 지지 문항은 

Cronbach's α = .75, 전체 사회적 지지의 Cronbach's α = .82으로 비교적 안정된 

신뢰도를 확보하 다.

4. 삶의 질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노유자의 삶의 질 도구를 사용하 다. 노유자의 삶의 

질 도구는 포괄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고자 한국의 30-59세의 기혼 남녀, 중년기 

성인 2179명을 대상으로 개발한 47개 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의 도구이며 개발 

당시 이 도구의 Cronbach's α= .94이다. 삶의 질 차원으로는 정서적 측면, 경제적 

측면, 자아존중감 측면, 신체상태와 기능 측면, 가족관계 측면과 이웃관계 측면으

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은 44개 문항을 사용하 다. 이는 대상자가 65세 이상으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부적합하 고, 대상자 142명 전수가 직업을 갖고 있

지 않았으므로 일과 관련된 2개 문항이 비해당 되어 제외하 다. Cronbach's α = 

.96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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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 및 건강상태에 대하여는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 다. 

2. 각 신체적 기능, 우울, 사회적 지지, 삶의 질은 기술 통계인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 다.

3. 일반적 특성, 건강상태, 신체적 기능, 우울, 사회적 지지에 따른 삶의 질 점  

      수는 t-test, ANOVA로 분석하 다. 

4.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다.  

5. 제 요인으로부터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하 다.

F. 연구의 제한점

1. 연구 대상자를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재가노인으로 선정하여 표집 하  

      으므로 한국 전체 저소득 재가노인을 대표하기가 어렵다.

2. 신체기능에서 건강관련체력 평가 기준이 표준화 되어있지 않아 체력상태를  

      해석할 경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3. 저소득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하 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집단에 일  

      반화하는 데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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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A.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건강 상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저소득 재가노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

별은 여자노인이 106명으로 전체 응답자중 74.6%를 차지했다. 결혼상태에서 사별

로 배우자가 없는자는 10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0.4%를 차지하 다. 동거유형에

서 혼자서만 지내는 자가 71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0%를 차지하 다. 이는 나이

가 많을수록 여성일 가능성과 배우자가 없는 자로 혼자 지낼 가능성이 높음을 말

해주고 있다. 전체 노인의 64.1%인 91명이 어떤 형태로든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 다. 교육수준은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경우가 전체 71.8%, 초등학교 졸업 

이상 28.2%를 보여주고 있다. 의료보장형태에서 의료보호인 자는 10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3.9%를 차지하 다. 

경제상태의 경우는 수입에 대해 질문하 으나, 대상자의 73.9%가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로써 자가가구 기준표(보건복지부, 2002)의 1인가구 6-8등급인 22만원

-24만6천원에 해당하여 25만원을 기준으로 구분하 다. 월 수입 25만원 이상이 

59.2%으로 평균 월 수입은 31만 8천 9백원이다. 

여가활동으로 집에서 누워있거나, TV 보기로 비활동적인 여가생활을 하는 대

상자는 8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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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42) 

항 목 구 분 실수(%) 평균±SD

성별
남 36(25.4)

여 106(74.6)

연령

65-69세 20(14.0)

75.67+_5.91

70-74세 46(32.4)

  75-79세       37(26.1)

80세 이상 39(27.5)

결혼상태

유배우자 42(29.6)

사별 100(70.4)

동거유형

가족과 함께 지냄 39(27.5)

노부부만 지냄 32(22.5)

혼자서만 지냄 71(50.0)

종교

무 51(35.9)

기독교 44(31.0)

천주교 13( 9.2)

불교 34(23.9)

교육수준

무학 102(71.8)

초졸 이상  40(28.2)

의료보장

형태

의료보호 105(73.9)

직장/지역보험  37(26.1)

월수입

25만원 미만 58(40.8) 31.89+_21.28

(단위:만원)
25만원 이상 84(59.2)

여가활동

집에서 누워있기 45(31.7)

TV보기 43(30.3)

운동 16(11.2)

복지관 활동 참여 3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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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건강 상태

노인들의 건강상태는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지각, 같은 연령층의 다른 사람

과 비교할 때 인식하는 본인의 건강상태, 건강문제에 따른 관리 실태, 건강관리 활

동, 지난 일년동안 입원유무, 균형적 식사, 흡연, 음주, 수면상태, 병력, 만성질환 

개수를 조사하 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본인의 건강에 대한 지각과 같은 연령층의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인식하는 

본인의 건강 상태는 (1) 아주 나쁜편이다; (2) 나쁜편이다; (3) 보통이다; (4) 건강

한 편이다; (5) 아주 건강하다 등 5점 척도를 이용하 다.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지각과 타인과 비교하여 인식하는 본인의 건강상태는 

나쁜편이다와 건강한 편이다에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나, 본인의 건강에 대한 

지각은 평균 평점 2.34점(±1.18), 타인과 비교하여 인식하는 건강상태 지각은 평균 

평점 2.68점(±1.14)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다. 

건강문제 관리 실태에서 병원에 간다가 9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9.0%를 차지

하 다. 건강관리를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대상자가 100명으로 70.5%이

며, 지난 일년동안 입원을 경험하지 않은 자가 69%로 나타났다. 균형적인 식사는 

104명이 실시하고 있었으며 64.8%는 5년 이상 균형적인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하

다. 비흡연자가 11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7.5%를 차지하 으며, 흡연자는 32명으

로 22.5%이다.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양은 9.68개피이다. 음주를 하지 않는 자는 

111명으로 78.2%를 차지하 다.

수면상태에서 만족하지 않는 대상자는 52.1%이며, 만족하는 대상자는 47.9%이

다. 만성질환 종류는 관절염/신경통이 7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5.6%이었고, 고혈

압 58명(40.8%), 만성요통 54명(38.0%)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의 개수는 현재 가

지고 있는 만성질환이 없다고 응답한 노인이 10.6%로 한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전체 89.4%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두가지 이상 만성질환

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54.9%로 가장 많았으며, 한가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34.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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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의 건강상태                                        (N=142명)

항 목  구 분 실수(%) 평균±SD

본인의 건강에 아주 나쁜편이다 22(15.5) 

  2.43+_ 1.18

대한 지각 나쁜편이다 55(38.7)

보통이다 13( 9.2)

건강한 편이다 44(31.0)

아주 건강하다  8( 5.6)

같은 연령층의 다른  매우 나쁘다 16(11.3)

  2.68+_ 1.14

사람과 비교할 때 나쁘다 49(34.5)

지각하는 본인의 보통이다 22(15.5)

건강상태 좋다 48(33.8)

매우 좋다  7( 4.9)

건강문제 관리 실태 누워서 쉰다 12( 8.5)

약국에 간다 24(16.9)

병원에 간다 98(69.0)

보건소에 간다  8( 5.6)

건강관리 활동
유 42(29.6)

   특별한음식, 양제, 보약  8( 5.6)

  건강검진  2( 1.4)

  운동 32(22.6)

무 100(70.5)

지난 일년동안 있다 44(31.0)

입원유무 없다 98(69.0)

균형적 식사 5년 이상 92(64.8)

6개월 이상 10( 7.0)

6개월 미만  2( 1.4)

안함 38(26.8)

흡연
아니오 110(77.5)

예 32(22.5)

 담배 피우기 시작한 나이(세) 26.43+_11.18

  하루 평균 흡연량 (개)   9.68+_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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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계속)

항 목 구 분 실수(%) 평균±SD

음주 주 1회    20(14.1)

주 2-3회     2( 1.4)

주 4-5회     3( 2.1)

주 6-7회     6( 4.2)

      안마신다   111(78.2)

수면(7-8시간) 만족    68(47.9)

아니오    74(52.1)

병력 고혈압 유    58(40.8)

당뇨병 유    19(13.4)

심장질환 유    14( 9.9)

중풍 유    10( 7.0)

관절염/신경통 유    79(55.6)

만성요통 유    54(38.0)

만성질환 개수 무    15(10.6)

1.44+_0.67
1개    49(34.5)

2개 이상    7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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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대상자의 신체적 기능 상태 

1. 건강관련 체력 

노인의 신체기능 상태에서 건강관련 체력은 체력상태로 신장, 체중을 이용한 

체질량 지수(Rohrer 지수), 근력(악력), 하지근지구력(의자에서 일어서기), 유연성

(윗몸 앞으로 굽히기), 균형 반응(눈뜨고 한발 서기), 이동력과 동적 균형(6m 걷기 

속도, 계단 오르기)을 측정하 다(표 3). 

건강관련체력에서 대상자는 < 부록 2 >을 기준으로 정상군과 비만군 및 우수

군과 저하군으로 분류하 다. 이는 김창규 등(2000)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근력

(악력), 근지구력(의자에서 일어나기), 유연성(윗몸 앞으로 굽히기), 균형 반응(눈뜨

고 한발 서기) 등은 연령별, 성별에 따른 항목별 기준치에 의해 평균을 기준으로 

우수군 1점, 저하군 0점으로 하 으며, 체질량 지수, 이동력과 동적 균형(6m 걷기 

속도, 계단오르기)은 김현숙(2000)이 제시한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체질량 지수

(Rohrer index)는 148을 중심으로 정상군 1점, 비만군 0점, 이동력과 동적 균형은 

평균을 기준으로 우수군 1점, 저하군 0점으로 하 다. 

체력상태는 체질량지수, 근력, 하지근지구력, 유연성, 균형반응, 이동력과 동적

균형 등 7개 항목을 우수군(정상군) 1점, 저하군(비만군) 0점으로 점수는 0점에서 

7점까지이다. 조사 결과는 (표 3)과 같다. 

체력상태는 7점 만점 중 평균 2.85점(±1.49)으로 나타났다. 신장은 평균 

152.09cm(±8.74)이고, 몸무게는 56.40kg(±10.43)으로 Rohrer 지수는 160.80로 나타

났다. 체질량지수가 비만인 군은 79명으로 55.6%를 차지하 다. 악력은 평균 

18.99kg이고, 저하군은 54.2%이다. 의자에서 일어서기에서 저하군은 120명으로 전

체 대상자의 84.5%를 차지하 다. 눈뜨고 한발 들기는 115명의 대상자가 저하군으

로 81%로 나타났다. 계단오르기는 저하군이 85명으로 59.9%를 차지하 다. 

이는 저소득 재가노인들의 건강관련체력이 낮은 수준이며, 특히 하지 근지구력, 

균형감, 이동력과 동적 균형이 저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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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노인의 신체기능 상태 중 건강관련 체력                       (N=142명)

내용 평균 +_ SD 범위

   체력 상태*  2.85 +_   1.49 0 ∼ 7

정상군 비만군

실수(%) 실수(%)

신장(cm) 152.09 +_  8.74 134.5 - 187.0

몸무게(kg)  56.40 +_ 10.43 38.2 - 93.1

Rohrer Index
**

63(44.4) 79(55.6) 160.80 +_ 29.68 100  - 244

우수군 저하군

실수(%) 실수(%)

악력(kg)
***

  65(45.8)   77(54.2)  18.99 +_  7.62  3.5 - 45.0

의자에서 일어서기(회)***   22(15.5)  120(84.5)  10.18 +_  4.78   3  - 24

윗몸앞으로굽히기(cm)
***

  65(45.8)   77(54.2)   6.08 +_  7.87 -10.1 - 45.0

눈뜨고 한발 들기(초)
***

  27(19.0)  115(81.0)  12.27 +_ 23.98  0.56 - 135.00

6m 걷기 속도(초)**  107(75.4)   35(24.6)   9.48 +_  4.25  4.14-28.37

계단오르기(초)
**

  57(40.1)   85(59.9)  30.63 +_ 10.38  12.37 -62.30

*   
체력상태는 Rohrer Index, 악력, 의자에서 일어서기, 윗몸앞으로 굽히기, 

    눈뜨고 한발 들기, 6m 걷기 속도, 계단오르기의 7항목을 우수군(정상군) 

    1점, 저하군(비만군) 0점으로 점수화하여 합한 값으로 0점 ∼ 7점이다. 

**
   김현숙(2000)의 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Rohrer Index는 148을 기준으로 

    정상군과 비만군, 6m 걷기 속도, 계단오르기는 우수군과 저하군으로 분류.

***  김창규 등(2000)의 노인의 체력요인별 평가로 우수군과 저하군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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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동

대상자의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동(ADL)은 식사하기, 세수, 목욕, 옷입기, 배변, 

배뇨 조절, 화장실 사용, 침대, 의자에서 이동, 이동거리(50cm), 계단오르기의 10개 

항목에 대하여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 다.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동의 

평균 점수는 93.94점(±10.03)이 다(표 4). 

ADL 점수의 범위는 75-100점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일상생활 활동이 가능한 

자는 50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35.2%를 차지하 다. 이는 이경자 등(2001)이 62.0%

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일상생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비해 낮게 나타

났다. 

식사하기, 세수하기 항목은 100%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었다. 계단오르기에서 

도움이 약간 필요하다고 대답한 자는 70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49.3%를 차지하

으며, 50cm 이동거리시 19.7%, 침대․ 의자에서의 이동시 14.1%가 도움이 약간 

필요하다고 하 다. 배뇨 조절에서 요실금을 경험하는 자는 50명으로 전체 대상자

의 35.2%로 나타났고, 변실금이 있는 대상자는 5.6% 다. 

계단오르기, 침대․의자에서 이동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보조

도구인 지팡이, 계단 난간 등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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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노인의 신체기능 상태 중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동   (N=142명)  

 항 목 구 분 실수(%) 평균 +_ SD

식사  

스스로 142(100.0)

10.00 +_ .00도움필요함     0(  0.0)

할 수 없음     0(  0.0)
 

목욕 스스로 133( 93.7)
 4.68 +_  1.22

할수 없음   9(  6.3)

세수
스스로 142(100.0)

 5.00 +_ .00
할 수 없음     0(  0.0)

옷입기 스스로 141( 99.3)

 9.96 +_  .41도움필요함   1(  0.7)

할 수 없음

배변조절 정상 134( 94.4)

 9.71 +_ 1.15 변실금 있음   8(  5.6)

할 수 없음     0(  0.0)

배뇨조절 정상  92( 64.8)

 8.23 +_ 2.39
요실금 있음  50( 35.2)

할 수 없음     0(  0.0)

화장실 가기 도움필요없음 138( 97.2) 10.52 +_ 7.59

도움필요함   4(  2.8)

침대, 의자에서 도움 필요없음 122( 85.9) 14.26 +_ 1.87

이동 도움이 약간 필요함  20( 14.1)

절대적 도움이 필요함     0(  0.0)

할 수 없음      0(  0.0)

이동거리 도움필요 없음 114( 80.3) 14.01 +_ 1.99

도움이 약간 필요함  28( 19.7)

절대적 도움이 필요함     0(  0.0)

할 수 없음     0(  0.0)

   계단오르기 도움필요없음  72( 50.7)  7.53 +_ 2.50

도움이 약간 필요함  70( 49.3)

할 수 없음     0(  0.0)

    0(  0.0)

ADL 총합 범위 75∼100  93.94 +_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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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단적 일상생활 기능

수단적 일상생활 기능(IADL)은 약사러가기, 전화하기, 버스타기, 집안일 하기

인 4개의 항목을 합산한 값으로 ‘전혀 할 수 없다’를 0점, ‘매우 어렵다’ 1점, ‘약간 

어렵다’ 2점, ‘전혀 어렵지 않다’ 3점으로 12점 만점으로 평가하 다(표 5). 본 연구

에서 대상자의 IADL의 평균은 9.48점(±2.28)이었다. IADL이 12점 만점인 자는 42

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29.6%를 차지하 으며, 이는 이경자 등(2001)의 50.3%보다 

낮았다. 

전화를 전혀 할 수 없는 자는 12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5%를 차지하 으며, 

버스를 전혀 탈 수 없는 자도 5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3.5%나 차지하 다. 버스타

기가 어려운 자는 78명으로 54.9%, 약사러 가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상자는 73

명으로 51.4%, 집안일 하기가 어려운 대상자는 67명으로 47.2% 차지하 다. 

표 5. 노인의 신체기능 상태 중 수단적 일상생활 기능                (N=142)

 항 목 구 분 실수(%) 평균 +_ SD

약사러가기 전혀 어렵지 않다 69(48.6)

2.33 +_ .73
약간 어렵다 51(35.9)

매우 어렵다 22(15.5)

전혀 할 수 없다     0( 0.0)

전화하기 전혀 어렵지 않다 102(71.8)

2.49 +_ .93
약간 어렵다 20(14.1)

매우 어렵다  8( 5.6)

전혀 할 수 없다    12( 8.5)

버스타기 전혀 어렵지 않다 64(45.1)

2.22 +_ .83
약간 어렵다 51(35.9)

매우 어렵다 22(15.5)

전혀 할 수 없다  5( 3.5)

2.43 +_ .65

집안일 하기 전혀 어렵지 않다 75(52.8)

약간 어렵다 54(38.0)

매우 어렵다 13( 9.2)

전혀 할 수 없다  0( 0.0)

IADL 총합 범위 3∼12 9.48 +_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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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대상자의 우울 상태

우울 수준은 0-15점의 분포를 하게 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

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우울 수준의 평균은 11.11점(±3.50)이고, 위 척도의 진단 

기준(10점 이상 우울, 10점 미만 정상)에 의할 때, 우울 군은 99명으로 전체의 

69.7%를 차지하여 노인의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표 6).

표 6. 대상자의 우울 상태                                         (N=142명)

우울군(10점이상) 정상군(10점 미만)

평균 +_ SD

실수(%) 실수(%)

   우울점수 99(69.7) 43(30.3) 11.11 +_ 3.50

D.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망 및 사회적 지지

재가노인의 사회적 지지망에서 지지대상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구, 

이웃으로 노인이 지지 대상자로 인식하는 수는 평균 3.18명이다(표 7). 지지 대상

자가 한 명도 없는 대상자는 1명 이 으며, 5명 모두인 자는 17명으로 전체 응답

자의 12.0%를 차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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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망 수                              (N=142명)

수 실수(%) 평균 +_ SD

지지대상자 수 0명     1( 0.7)

3.18 +_ 1.15

1명    12( 8.4)

2명    24(16.9)

3명    45(31.7)

4명    43(30.3)

5명    17(12.0)

재가노인의 지지 대상자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정말 그렇다’ 2점, ‘그저 그렇

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으로 각각 지지 대상자에 따른 지지는 정서적 지지 

점수 4점, 도구적 지지 점수 8점으로 사회적 지지 점수는 12점 만점이다. 

배우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자는 40명(28.1%)으로 사회적 지지 점수는 12점 만

점 중 평균 7.95점이며, 자녀의 지지를 받는 대상자는 112명(78.8%)으로 사회적지

지 점수는 평균 7.27점이다. 사회적 지지 점수는 배우자(7.95+_3.09점), 자녀(7.27+_

3.09점), 친구(6.42+_3.48점), 이웃(5.25+_3.50점), 형제(5.04+_4.21점) 순 이었다. 노인이 

인지하는 지지 제공자는 친구(114명), 자녀(112명), 이웃(104명), 형제(82명), 배우

자(40명)순으로 나타났다(표 8). 

표 8. 노인의 지지제공자에 따른 사회적지지                       (N=142명)

지지제공자 실수(%)
정서적 지지 

평균 +_ SD

도구적 지지 

평균 +_ SD
평균 +_ SD

배우자  40(28.1) 3.05 +_ 1.16 5.17 +_ 2.13 7.95 +_ 3.09

자녀 112(78.8) 2.93 +_ 1.09 4.78 +_ 2.26 7.27 +_ 3.09

형제  82(57.7) 2.64 +_ 1.17 3.35 +_ 2.00 5.04 +_ 4.21

친구 114(80.2) 2.66 +_ 1.17 4.31 +_ 2.30 6.42 +_ 3.48

이웃 104(73.2) 2.46 +_ 1.22 3.63 +_ 2.24 5.25 +_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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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대상자의 삶의 질

삶의 질은 44문항으로 매우 만족 5점, 대체로 만족 4점, 보통 3점, 대체로 불만 

2점, 매우 불만 1점으로 전체 삶의 질 점수는 220점 만점으로 평가하 다. 대상자

의 삶의 질은 최저 58점에서 최고 203점까지 분포하며, 평균 120.07점(± 27.49)으로 나타

났다(표 9). 

표 9. 대상자의 삶의 질                                      (N=142명)

평균 +_ SD 범위

   삶의 질 120.07 +_ 27.49 58 ∼ 203

F.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삶의 질 

인구학적 변수(성별, 연령, 결혼 상태, 동거 유형, 종교, 교육 수준, 의료보장형

태, 경제 상태, 여가활동)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

기 위하여 One Way Anova 혹은 t-test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노인의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은 성별(t=4.06, p=.000), 결혼상

태(F=2.57, p=.011), 교육 수준(t=-2.63, p=.009), 여가활동(t=-3.52, p=.001)으로 나

타났다. 남자가 여자보다, 결혼상태에서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가 사별하여 배우자

가 없는 대상자보다, 초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자

보다, 여가활동에 있어 운동이나 복지관 활동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집에서 누워있

거나 TV보는 대상자보다 삶의 질이 높았다. 

동거유형에서 혼자서만 지내(115.60점+_34.95)거나 가족과 함께 지내(123.02+_

27.53)는 대상자보다 노부부만 지내는 대상자(126.40점+_31.69)가, 경제상태에서 25

만원 미만인 대상자(116.22점+_26.75)보다 25만원 이상인 대상자(122.73점+_27.84)가, 

종교가 있는 대상자(117.80점±26.49)보다 종교가 없는 대상자(124.13점+_29.02)가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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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의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10.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삶의 질                            (N=142명)

특성 대상  평균+_SD F or t p

성별

남 135.36+_26.47
4.06  .000

여 114.88+_25.96

연령

65-69세 107.25+_26.61

2.32 .057
70-74세 126.56+_30.35

  75-79세 116.40+_25.16

80세 이상 122.48+_24.56

결혼상태

유배우자 128.33+_30.67
2.57 .011

사별 115.83+_24.34

동거유형

가족과 함께 지냄 123.02+_27.53

2.04 .134노부부만 지냄 126.40+_31.69

혼자서만 지냄 115.60+_34.95

종교
무 124.13+_29.02

1.32 .189

  유 117.80+_26.49

    기독교      120.27+_24.09

    천주교      110.46+_13.01

    불교      117.41+_32.66

교육수준 무학 116.35+_24.88
-2.63 .009

초졸 이상 129.57+_31.63

의료보장

형태

의료보호 120.28+_27.77
.15 .880

직장/지역보험 119.48+_27.06

경제상태 25만원 미만 116.22+_26.75
-1.39 .166

25만원 이상 122.73+_27.84

여가활동

  무    113.86±23.07

-3.52 .001

   집에서 누워있기      108.84+_19.89

   TV보기      120.11+_25.54

  유    129.90±31.07

   운동      125.25+_17.10

   복지관 활동 참여     126.94+_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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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건강상태에 따른 삶의 질

건강 상태 변수(본인의 건강에 대한 지각, 같은 연령층의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인식하는 본인의 건강상태, 건강문제 관리 실태, 건강관리 활동, 지난 일년 동

안 입원 유무, 균형적 식사, 흡연, 음주, 수면 만족, 만성질환개수)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One Way Anova 혹은 t-test로 검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노인의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은 본인의 건강에 대한 지각

(F=2.98, p=.021), 같은 연령층의 다른 사람과 비교 할 때 인식하는 본인의 건강상

태(F=2.46, p=.048), 건강관리 활동 유무(t=-2.01, p=.046), 지난 일년 동안 입원 유

무(t=-2.73, p=.007), 수면상태(t=4.24, p=.000), 만성질환 개수(F=3.15, p=.046)로 나

타났다. 

즉, 자신이 ‘아주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고 인식하는 대상자는 ‘나쁜편이다’, 

‘아주 나쁜편이다’고 지각한 대상자보다 삶의 질이 높았으며, 다른 사람과 비교한 

본인의 건강상태에서도 ‘매우 좋다’, ‘좋다’라고 인식하는 대상자가 ‘나쁘다’, ‘매우 

나쁘다’라고 지각한 대상자보다 삶의 질이 높았다. 또한 건강관리 활동(특별한 음

식, 양제,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노인이 실시하지 않는 노인보다, 지난 일년동

안 입원하지 않은 노인이 입원 경험이 있는 노인보다, 수면 상태에 만족하는 노인

이 만족하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질이 높았다.  

만성질환 개수에서 만성질환이 없는 대상자가 만성질환이 2개 이상 있는 대상

자보다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흡연자(126.90+_29.95점)가 비흡연자(118.09+_26.55점)보다, 음주자(124.22+_

30.01점)가 비음주자(118.91+_26.78점) 보다 삶의 질의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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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건강상태에 따른 삶의 질                                  (N=142명)

   변 인  평균(표준편차) F or t p

본인의 건강에 아주 나쁜편이다 106.13+_22.79

2.98  .021

대한 지각 나쁜 편이다 116.20+_27.70

보통이다 124.07+_29.56

건강한 편이다 125.70+_25.84.

아주 건강한편이다 134.50+_32.84

같은 연령층의 매우 나쁘다 102.50+_24.26

2.46  .048

 다른 사람과 비교 나쁘다 117.85+_28.91

할 때 인식하는 보통이다 123.13+_22.93

본인의건강상태 좋다 124.48+_26.46

매우 좋다 125.57+_33.31

건강문제 관리 실태 누워서 쉰다 132.16+_31.44

2.17 .620
약국에 간다 128.79+_28.30

병원에 간다 116.93+_27.17

보건소에 간다 114.25+_11.18

건강관리 활동
유

 (음식, 양제, 운동,)
127.16+_29.16

-2.01 .046

무 117.10+_26.34

지난 일년동안 

입원여부

있다 110.86+_26.87
-2.73  .007

없다 124.21+_26.89

균형적 식사 5년 이상 122.44+_28.19

1.32 .270
6개월 이상 125.50+_29.75

6개월 미만 101.00+_0.00

안함 113.92+_25.11

흡연 예 126.90+_29.95 1.60 .111

아니오 118.09+_26.55

음주
      마신다 124.22+_30.01

.950  .344
      안마신다 118.91+_26.78

수면 상태
만족 129.73+_28.36

4.24  .000
아니오 111.20+_23.55

만성질환개수 무 135.06+_29.88

3.15 .0461개 121.59+_27.08

2개 이상 116.24+_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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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신체적 기능에 따른 노인의 삶의질

 

1. 건강관련 체력에 따른 노인의 삶의질 

건강관련체력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 차이는 t-test를 실시하 고, 그 결과는 

(표 12)과 같다. 

신체적 기능에서 건강관련체력 중 악력(t=-2.26, p=.025), 의자에서 일어서기

(t=-3.84, p=.000), 눈뜨고 한발 서기(t=-3.35, p=.001), 6m 걷기 속도(t=-4.72, p=.000), 

계단 오르기(t=-2.27, p=.025) 등은 우수군이 저하군보다 삶의 질이 높고 통계적으

로 유의하 다. 

체질량 지수(Rohrer 지수)는 정상군이 비만군보다, 윗몸앞으로 굽히기도 우수

군이 저하군에 비해 삶의 질의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대상자간 차이는 유

의하지 않았다.  

표 12. 건강관련체력에 따른 삶의 질                             (N=142명)

항 목  평균±SD t p

Rohrer Index
정상군 124.53 +_ 26.21

-1.73 .084
비만군 116.51 +_ 28.13

악력(kg)
우수군 125.67 +_ 28.33

-2.26 .025
저하군 115.35 +_ 26.01

의자에서 일어서기
우수군 139.86 +_ 24.28

-3.84  .000
저하군 116.45 +_ 26.57

윗몸앞으로 굽히기
우수군 123.00 +_ 25.67

-1.16 .246
저하군 117.61 +_ 28.87

눈뜨고 한발 서기
우수군 135.51 +_ 26.72

-3.35  .001
저하군 116.45 +_ 26.50

6m 걷기 속도
우수군 125.79 +_ 26.61

-4.72  .000
저하군 101.91 +_ 22.04

계단오르기
우수군 126.38 +_ 29.05

-2.27  .025
저하군 115.84 +_ 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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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에 따른 노인의 삶의질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동에서 식사와 세수하기는 100% 스스로 수행이 가능하여 

t-test에서 제외하 다. ADL 중 목욕하기(t=3.79, p=.000), 침대․ 의자에서의 이동

(t=2.80, p=.006), 50cm 이동거리(t=3.64, p=.000), 계단오르기(t=5.75, p=.000) 등에서 

도움이 필요 없는 대상자는 도움이 약간 필요한 대상자보다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배뇨조절(t=5.28, p=.000) 항목에서도 정상인 노인이 뇨실금이 있는 

노인보다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표 13). 

그러나 배변조절에서 정상인 노인(120.58+_26.78점)이 변실금이 있는 노인(111.50

+_38.81점)보다, 화장실 사용시 도움이 필요 없는 대상자(120.52+_27.63점)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104.33+_22.03점)보다 삶의 질의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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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동에 따른 삶의 질                 (N=142명)

항 목  평균±SD  t p

목욕
스스로 122.25+_26.86

3.79 .000
할수 없음 87.88+_13.26

옷입기 스스로 123.00+_00.00
-.10 .916

도움필요함 120.05+_27.59

배변조절 정상 120.58+_26.78
.90 .366

변실금 있음 111.50+_38.81

할 수 없음

배뇨조절 정상 128.31+_26.44
5.28 .000

요실금 있음 104.92+_22.68

할 수 없음

화장실 사용 도움필요없음 120.52+_27.63
1.00 .316

도움필요함 104.33+_22.03

침대, 의자에서의 도움 필요없음 122.97+_27.21
2.80 .006

이동 도움이 약간 필요함 104.68+_20.57

절대적 도움이 필요함

할 수 없음

이동거리(50cm) 도움 필요없음 124.07+_27.42
3.64 .000

도움이 약간 필요함 103.82+_21.44

절대적 도움이 필요함

할 수 없음

5.75 .000계단오르기 도움필요없음 131.88+_28.36

도움이 약간 필요함 107.92+_20.53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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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단적 일상생활기능에 따른 노인의 삶의질    

수단적 일상생활기능(IADL)에서는 약사러가기(F=30.72, p=.000), 버스타기(F=13.33, 

p=.000), 집안일 하기(F=26.95, p=.000) 등의 수행 정도에 따라 삶의 질의 차이가 있었

다. 즉, 약 사러 가는데 전혀 어렵지 않은 대상자는 약 사러 갈 때 매우 어렵거나, 

약간 어려운 대상자보다 삶의 질이 높았다. 버스 타는데 전혀 어렵지 않은 대상자

는 버스를 전혀 탈 수 없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상자 보다 삶의 질이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집안 일이 전혀 어렵지 않은 대상자도 집안 일 하는데 매

우 어렵거나, 약간 어려운 대상자보다 삶의 질이 높았다(표 14). 

표 14.  수단적 일상생활 기능에 따른 삶의 질                       (N=142명)

항 목  평균±SD F p

 

약사러가기 전혀 어렵지 않다 134.63 +_ 26.07

30.72

 

.000
약간 어렵다 111.31 +_ 18.63

매우 어렵다  94.72 +_ 22.16

전혀할 수 없다

전화하기 전혀 어렵지 않다 122.63 +_ 28.30

1.66 .179
약간 어렵다 110.55 +_ 20.39

매우 어렵다 125.12 +_ 27.44

전혀할 수 없다 110.93 +_ 28.29

버스타기 전혀 어렵지 않다 133.70 +_ 27.20

13.33
 .000약간 어렵다 112.25 +_ 20.94

매우 어렵다 104.90 +_ 25.11

전혀할 수 없다  92.20 +_ 14.41

26.95  .000
집안일 하기 전혀 어렵지 않다 133.08 +_ 25.43

약간 어렵다 108.75 +_ 21.68

매우 어렵다  92.07 +_ 18.32

전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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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우울 및 사회적 지지에 따른 삶의 질

우울증이 있는 노인과 사회적 지지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우울이 없는 노인의 평균 삶의 질의 점수는 143.46점(±25.83)이고, 우울이 있는 

노인은 109.91점(±21.39)점으로 정상군이 우울군보다 삶의 질이 높으며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t=8.05, p=.000)가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에서 배우자의 지지를 받

는 대상자의 삶의 질 점수는 평균 129.77점(±30.80)점으로 지지를 받지 않은 대상

자 116.27점(±25.24)점보다 높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t=-2.68, p=.008) 삶의 질

이 높았다. 그러나 자녀, 형제, 친구, 이웃의 지지 정도에 따른 삶의 질에서 지지를 

받는 군이 삶의 질의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다.  

표 15. 우울 및 사회적 지지에 따른 삶의 질                      (N=142명)

특성 대상 평균+_SD t p

우울 우울군 109.91 +_ 21.39
8.05  .000

정상군 143.46 +_ 25.83

사회적 지지

배우자 무 116.27 +_ 25.24
-2.68  .008

유 129.77 +_ 30.80

자녀 무 111.73 +_ 23.78
-1.88 .061

유 122.31 +_ 28.08

형제 무 116.45 +_ 29.84
-1.34 .180

유 122.73 +_ 25.49

친구 무 115.25 +_ 32.63
-1.03 .301

유 121.26 +_ 26.10

이웃 무 112.76 +_ 25.76
-1.93 .055

유 122.75 +_ 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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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대상자의 삶의 질과 관련 요인과의 관계

1.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준, 여가활동, 본인이 지각하는 건강상태, 타인과 비교하

여 지각한 본인의 건강상태, 건강관리 활동 유무, 지난 일년간의 입원 유무, 수면

에 대한 만족도, 만성질환 개수, 체력상태, ADL, IADL, 우울, 사회적 지지의 변수 

등은 ANOVA 혹은 t-test를 통해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그러므로 

이 변수들을 주요 변인으로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

서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 다. 

(표 16)에서 삶의 질과 우울은 가장 높은 상관관계(r=-.651, p<.01)를 보임으로

써, 삶의 질에 가장 강력하게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게 한다. 이

외에 삶의 질은 수단적 일상생활기능(r=.545, p<.01), 체력상태(r=.454, p<.01), 그리

고 수면만족(r=.338, p<.01)과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r=.335, p<.01)이 높은 상관관

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성별(r=-.325, p<.01), 여가활동(r=.285, p<.01), 본인이 

지각하는 건강상태(r=.275, p<.01), 배우자지지(r=.264, p<.01), 입원유무(r=.225, 

p<.01)가 다음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삶의 질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우울이며,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할수록, 체력상태가 좋을수록, 수

면상태에 만족할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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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One Way ANOVA 혹은 

t-test를 통해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검증된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준, 여가활

동 등 사회인구학적 요인들과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본인이 지각하는 건강상태, 

타인과 비교하여 지각한 본인의 건강상태, 건강관리 유무, 지난 일년간의 입원 유

무, 수면에 대한 만족, 만성질환 개수와 신체적 기능인 체력상태, ADL, IADL, 우

울, 그리고 사회적지지 중 배우자 지지 등의 변수를 선정하여 단계별 회귀분석

(stepwise regression)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7). 

저소득 재가노인의 삶의 질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최종모델에서 우

울(β=-.463)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IADL(β=.166), 수면 만족도(β=.147), 체력상태(β

=.135), ADL(β=.189), 배우자 지지(β=.127), 여가활동(β=.11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들은 삶의 질을 67.0%(F=38.820, p< .001)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우울이 

낮을수록, 수단적 일상생활 기능이 높을수록, 수면 상태에 만족할수록, 체력상태가 

높을수록,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이 독립적일수록, 배우자지지가 강화될수록, 여가활

동에 참여할수록 삶의 질은 상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별, 결혼 상태, 교육수준, 본인이 지각하는 건강상태, 타인과 비교하여 지각한 

본인의 건강상태, 지난 일년간의 입원 유무, 만성질환 개수는 삶의 질과 유의한 상

관관계가 있었으나 삶의 질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7.  삶의 질에 향을 미친 요인의 향력                     (N=142명)

변인 설명력(R
2
) 설명력 증가분 F Beta

a

우울 .424 102.852
***

-.463
***

IADL .557 .134 87.508*** .166**

수면상태 .596 .039 67.925
***

.147
**

체력상태 .629 .033 58.054
***

.135
*

ADL .646 .017 49.608*** .189**

배우자 지지 .659 .013 43.426
***

.127
*

여가활동 .670 .011 38.820*** .112*

*
 p<= .05      

** 
p<= .01   

  *** 
p<= .001  

a.
 Full-model의 Beta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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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A. 저소득 재가노인의 신체적 기능, 우울, 사회적지지, 삶의 질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1998년도의 전국 노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

구원)에서 여성이 63.1%, 70세이상 61.9%, 혼자사는 노인 17.9%으로 파악된 것에 

비해서 여성(74.6%), 고령(85.9%), 단독거주 노인(50.0%)이 훨씬 더 많았으나 교육

수준과 종교수준은 일반노인과 비슷하 다. 여가활동으로는 대부분의 대상자(62%)

가 집에서 누워있기, TV보기로 대부분의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고 있었다. 이는 

한국여성개발원(1993)의 노인 여가 활동 현황에서 32.9% 노인이 잠자기, 누워있기 

결과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인의 건강상태가 ‘아주 나쁜편이다’, ‘나쁜편이다’, ‘보통이다’라고 지각한 대상

자는 63.4%이 고, 같은 연령층의 다른 사람과 비교 할 때는 61.3%이 다. 이는 

이가옥 등(1994)이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조사

한 연구에서 ‘아주 나쁨’, ‘약간 나쁨’, ‘보통’이라고 대답한 노인들이 62.7%로 절반 

이상의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대상자의 만성질환 유병율은 89.4%로 송건용 등(1993)의 60세 이상 노인들은 

만성질환 발생빈도가 84.5%와 비교하 을 때 약간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 중에

서도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유병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관절염/신경통, 만성요통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신체기능 중 체력상태에서 키 152.09cm, 몸무게 56.40kg으로 체 질량지수

(Rohrer 지수)는 평균 160.80으로 나타났다. 이선  등(2001)이 양로원 노인 163명

을 대상으로 신장, 체중, 체 질량지수 측정시 남자의 경우 평균 신장 159.8cm, 체

중 54.3kg으로 Rohrer 지수는 133.06이었으며, 여자의 경우 평균 신장 144.0cm, 체

중 47.0kg으로 Rohrer 지수는 157.42 다. 본 연구의 대상자 대부분이 여성으로 이

선  등(2000)의 연구와 비슷하게 Rohrer 지수가 148이상으로 비만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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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몸앞으로 굽히기는 평균 6.08cm으로 조성봉(1995)이 60대 남자를 대상으로 

한 6.13cm와 비슷하 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5.67세로 악력은 18.99kg이다. 이는 

이현준(1990)이 제시한 70-79세 노인의 평균 악력 26.0kg보다 낮게 나타났다. 하지 

근지구력 측정인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는 평균 10.18회로 임종호와 이진오

(2001)가 제시한 75-79세 노인 평균 18.8회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눈뜨고 외

발 서기 측정에서 김창규 등(2000)의 연구결과 75-79세 남자 17.11초, 여자 8.56초

고, 본 연구의 대상자는 평균 12.27초 다. 그러나 균형감 저하군이 81%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범위가 최저 0.56초에서 최고 135.00초로 대상자간 차이가 크고, 극

단 값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난 것 같다. 

본 연구는 저소득 재가 노인으로 일반 노인들보다 신체적 기능 상태가 저하되

어 있으며, 특히 하지 근지구력, 균형감이 저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정도를 ADL척도로 측정한 결과 142명의 노인은 75∼100

점 범위로 평균 93.94점이며 이는 노인 대부분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가능함을 나타

내었다. 그러나 한 개이상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64.8%로 이는 이가옥 

등(1994)의 연구에서 노인의 1/3정도가 도움을 받아야한다는 보고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1998)의 실태조사 결과에서 ADL중 최소한 한가지 이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노인의 비율인 31.9%보다는 훨씬 많았다. 

대상자의 수단적 일상생활 기능(IADL)은 평균 9.48점으로, 이경자 등(2001)이 

1,779명의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측정한 9.90점보다 낮았다. 또한 이가옥 등

(1994)이 노인의 IADL 장애율 52%로 보고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70.4%로 보다 

높은 장애율을 나타내었다. 

이상에서 볼 때, 저소득 재가노인의 경우 일상생활 활동이 의존적인 노인의 비

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저소득 재가노인의 일상생활 기능

을 유지, 증진 할 수 있도록 돕는 간호서비스의 적절한 제공이 요구된다. 

기백석(1996)의 GDSSF-K를 이용해 측정한 결과 우울증은 99명으로 전체 대

상자의 69.7%를 차지하 다. 이는 김미혜 등(2001)이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하

을 때 50%를 나타낸 것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우울 증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저소득 재가 노인의 정신건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 56 -

사회적 지지인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는 배우자, 자녀, 친구, 이웃, 형제 순

으로 가족의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황미 (1999)의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 연구의 정서적․도구적 지지가 배우자, 자녀로부터 압도적으로 제공되었던 

연구 결과와 가족지지는 적응하도록 일생을 통해 계속되는 사회적지지 체계로서

의 중요성을 갖고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지지의 대부분이 가족으로부터 나온다고 

한 Cobb(1976)의 주장과 일치하 다.

본 연구는 Peters(1986)가 제시한 것과 같이 사회적 지지는 가족 다음으로 친

구, 이웃, 형제의 순으로 지지를 받고 있었다. 즉, 저소득 재가노인은 친척보다 비

혈연 관계인 친구, 이웃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숙

아(1997)의 시설노인의 사회적지지 점수를 12점 만점으로 하 을 때 비혈연관계의 

사회적지지 점수 평균은 6.92점이며, 시설동료의 사회적 지지 점수는 평균 8.51점

이 다. 본 연구의 저소득 재가노인은 형제로부터의 사회적지지 점수는 평균 5.04

점이며,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 점수는 평균 7.95점으로 시설 노인보다 낮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저소득으로 대부분이 배우자가 없

는 상태(70.4%)이며, 독거노인(50.0%)으로 어떠한 지지나 원조를 제공받기 어려운 

가장 취약한 층(Wenger, 1994)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저소득 독거 노인의 사

회적 지지 제공을 위한 간호중재가 요구된다.  

대상자의 삶의 질 점수는 220점 만점 중 평균 120.0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

유자(1988)의 중년기 성인 삶의 질 점수 154.20점, 노유자, 김춘길(1995)이 재가노

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인 삶의 질 점수 149.6점, 채수원, 오경옥(1992)의 재가

노인 131.56점, 양로원 노인 121.44점보다 낮은 삶의 질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일반 재가노인에 비해 저소득 재가노인의 삶의 질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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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저소득 재가노인의 신체적 기능, 우울 및 사회적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향

본 연구에서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준, 여가활동은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남자이고, 배우자가 있으며, 초등학교 졸업 이상, 여가활동으로 운동, 

복지관 활동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여자이며, 배우자가 없고, 교육을 전혀 받지 못

하고, 여가활동에 있어 집에서 누워있거나, TV를 시청하는 대상자보다 삶의 질이 

높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 동거유형, 종교, 의료보장형태, 경제상태에 따

른 삶의 질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 결혼 상태, 교육수준, 여가활동에 따른 삶의 질 차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

와 일치하 다(김정아,  김금이, 1997; 고승덕,조숙행, 1997; 조주연, 권중돈, 2000; 

김태현 등, 1999).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기존 연구결과와 달리 연령, 월 가구수입

(송예헌, 2001; 조주연, 권중돈, 2000; 성기월, 1999)에 따른 삶의 질 차이가 유의하

지 않았다. 이는 이광옥(1998)의 연구에서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교육수준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본 조사 대상자

의 연령이 대부분 75세 이상이며, 저소득층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특성이라

고 볼 수 있다.     

저소득 재가노인의 삶의 질 관련 요인에서 본인의 건강에 대한 지각(r=.275, 

p<.01), 같은 연령층의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인식하는 본인의 건강상태 지각

(r=.216, p<.01)과 삶의 질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대상자의 건강상태 지각이 좋을수록 삶의 질을 높게 지각하 는데, 이는 

성기월(1999)의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삶의 질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 나타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일 농촌지역 노인의 삶의 질을 

조사한 김정아와 김금아(1997)의 연구에서는 건강에 대한 자가평가점수, 동년배와 

비교한 건강에 대한 자가평가 점수는 삶의 질과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체력상태와 삶의 질은 유의한 정상관관계(r=.454, p<.01)로 체력상태가 좋을수

록 삶의 질이 높았다. 이는 노유자와 김춘길(1995)의 연구에서 재가노인과 시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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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체력이 삶의 질과 유의한 정상관관계(r=.28, p<.01)를 나타낸 것과 일치하

다. 김여옥(1999)의 연구에서는 체력에 따라 삶의 질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체력이 증진될수록 삶의 질 점수는 증가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체력이 유지되

면 신체적 불편감을 최소화하고 만족감을 더하여 삶의 질이 증진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일상생활수행에서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과 삶의 질(r=.335, p<.01), 수단적 일상

생활 기능과 삶의 질(r=.545, p<.01)은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의 일상생활수행이 가능할수록 삶의 질이 높았다. 시설노인과 재가 노인

을 대상으로 한 성기월(1999), 노유자, 김춘길(1995)의 연구결과 일상생활기능상태

가 높을수록 삶의 질 정도가 높았다는 보고와 일치하 다. 

우울 정도와 삶의 질(r=-.651, p<.01)은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 대상자가 우울할수록 삶의 질이 저하되었다. 대도시 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김태현 등(1999)과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한 황선기와 김귀분(2002)이 우울과 

삶의 질은 유의한 역상관관계라고 하 다. 이는 우울이 재가노인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저소득 재가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회적 지지 중 배우자의 지지에 따라 삶의 질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배

우자지지와 삶의 질은 유의한 정상관관계(r=.264, p<.01)를 나타내었다. 대상자가 

배우자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다. 이는 송예헌(2001) 연구의 가족지

지와 삶의 질 관계(r=.471, p<.01), 신동순, 홍춘실(1997)의 기능차원의 가족지지와 

삶의 질이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대상자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우울이 가장 큰 향 요인으로 나타나 삶의 질의 분산의 42.4%

를 설명하 으며, 수단적 일상생활 기능, 수면상태, 체력상태, 기본적 일상생활 활

동, 배우자지지, 여가활동 등의 순으로 이들 요인을 모두 포함시키면 삶의 질의 분

산의 67.0%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저소득 재가노인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우울, 수단적 일상생활 기능, 수면상태, 체력상태,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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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지지, 여가활동으로 확인되었으며, 우울 정도가 낮고, 신체적 기능이 높을수

록 수면상태에 만족할수록, 배우자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여가활동에 참여할수록 

삶의 질이 높았다. 또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우울을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저소득 재가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간호 중재를 고안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C.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노인의 삶의 질을 다차원적 측면인 신체적 기능, 우울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

계를 파악하고, 이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함으로 저소득 재가노인의 삶에 

대해 폭 넓은 이해를 제공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저소득 재가노인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활동의 중요한 정보와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노인의 신체, 정서, 사회적 면에서 객관적, 주관적 양상을 과학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측정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저소득 재가노인의 현재의 삶의 질을 파악하고 개선 증진을 위한 

방향제시 및 목표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아울러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한 결과의 이용은 삶의 질을 증진시키려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예측

변인을 제시하게 되므로, 노인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보다 나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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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A. 결론

본 연구는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에 대한 관심사 중 저소득 재가노인

을 대상으로 신체적 기능, 우울 및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규명

하여 저소득 재가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원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재가 노인으로 M복지관을 

이용하는 대상자 중 145명을 임의표집 하 으나 최종 분석은 142명이 포함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02년 10월 1일부터 2002년 11월 15일까지 다. 첫번째 방문시 

면접법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작성하 고, 두번째 방문시 신체적 기능을 직접 측정

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연구 도구는 노유자가 개발한 삶의 질 측정도구 (Cronbach's α = .96), Yesa- 

vage 등(1986)이 개발한 것을 기백석(1996)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노인 우

울 척도 단축형 도구(Cronbach's α = .83), 장숙아(1997)가 개발한 사회적 지지 도

구를 재가노인에게 적합하게 수정한 사회적지지 도구(Cronbach's α = .82),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 수단적 일상생활 기능, 체력 상태 측정 등은 예비조사를 한 후 사

용하 다. 

자료의 분석은  SPSS/PC+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 으며 기술적 통계, t-test, 

ANOVA, Pearson coefficient correlati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의 통계방

법을 이용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중 성별은 남자 25.4%, 여자 74.6%로 여자가 많았으며, 

연령은 75세 이상이 53.6%로 평균 연령은 75.67세 고, 월수입은 25만원 이상 

59.2%로 평균 월수입은 31만 8천 9백원 이 다. 

2. 본인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지각하고 있는 대상자는 54.2%, 같은 연령층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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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지각하고 있는 자는 45.8%이 다. 

3. 신체적 기능 중 체력상태는 7점 만점 중 평균 2.85점이 다. 신장 

152.09cm(±8.74), 체중 56.40kg(±10.43)으로 Rohrer 지수는 160.08이 다. 근력(악

력)은 평균 18.99kg(±7.62), 하지 근지구력(의자에서 일어서기)은 10.18회(±4.78), 

유연성(윗몸앞으로 굽히기)은 6.08cm(±7.87), 균형(눈뜨고 한발 들기)은 12.27초

(±23.98), 이동력과 동적 균형(6m걷기 속도, 계단오르기)은 9.48초(±4.25), 30.63초

(±10.38)로 나타났다.

4.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은 최저 75점에서 100점으로 평균 93.94점(±10.03)이었고, 

완전히 독립적인 일상생활 활동이 가능한 자는 50명(35.2%)이었다. 수단적 일상생

활 기능은 최저 3점에서 최고 12점으로 평균 9.48점(±2.28)이었다. 12점 만점인 자

는 42명(29.6%)이 고, 전화하기, 집안일 하기, 약사러가기, 버스타기 순으로 어려

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5. 우울 점수는 평균 11.11점(±3.50)으로 우울 점수가 10점 이상인 우울 상태 대상

자는 99명(69.7%)을 차지하 다. 

6. 사회적 지지의 지지대상자 수는 평균 3.18명(±1.15)이었다. 배우자지지 점수는 

평균 7.95점(±3.09), 자녀지지 점수는 평균 7.27점(±3.09), 형제지지 점수는 평균 

5.04점(±4.21), 친구지지 점수는 평균 6.42점(±3.48), 이웃지지 점수는 평균 5.25점

(±3.50)으로 나타났다.

7. 삶의 질 점수는 최저 58점에서 최고 203점으로 평균 120.07점(± 27.49)이었다. 

8.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상태에 따른 삶의 질 점수는 성별, 결혼

상태, 교육수준, 여가활동, 본인의 건강에 대한 지각, 같은 연령층의 다른 사람과 

비교 할 때 인식하는 본인의 건강상태, 건강관리 활동 유무, 지난 일년동안 입원 

유무, 수면 상태, 만성질환개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 기능, 우울, 사회적 지지에 따른 삶의 질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9. 삶의 질과 우울(r=-.651, p<.01)은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었고, 수단적 일상생

활 기능(r=.545, p<.01), 체력상태(r=.454, p<.01), 수면상태(r=.338, p<.01)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r=.335, p<.01), 여가활동(r=.285, p<.01), 본인이 지각하는 건강상태

(r=.275, p<.01), 배우자 지지(r=.264, p<.01)간에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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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10.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정도는 우울(42.4%), 수단적 일상생활 기능(13.4%), 

수면상태(3.9%), 체력상태(3.3%),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1.7%), 배우자지지(1.3%), 

여가활동(1.1%)의 순서 으며 이들 요인이 모두 합하여 삶의 질의 분산의 67.0%

를 설명하 다. 

이상의 결과로 여성,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 교육을 받지 않은 자,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지각한 자, 건강관리를 위한 활동을 실시하지 않고, 지난 일년 동안 입원

을 경험한 자, 만성질환을 2개 이상 보유한 대상자는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났으므

로 간호 제공시 위와 같은 요인을 파악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를 제공해야 한다. 

삶의 질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우울, 수단적 일상생활 기능, 수면

상태, 체력상태,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 배우자지지, 여가활동으로 확인되었다. 따

라서 저소득 재가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킴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서적 간

호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신체적 기능, 수면상태, 배우자지지, 여가

활동도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인 대상자 사정시 포함시켜야 할 중

요한 요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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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언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1. 저소득 재가노인, 일반노인, 시설노인의 삶의 질 특성을 파악하고, 비교하는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저소득 노인의 신체적 기능, 우울, 사회적지지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간호

중재에 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저소득 재가노인의 삶의 질에 가장 유의한 관련 요인으로 우울이 밝혀졌으므로 

우울 예방 및 우울 간호 중재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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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노인분야 특히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관심이 있어 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지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재가노인 분들의 신체적 건강상태, 

우울, 사회적지지,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들은 저소득 재가노인 분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간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설문지의 결과는 순수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적인 

비 은 절대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상자 분의 귀한 응답을 통해 저소득 재가노인 분들께 도움이 되는 

노인간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연구자    임은실 올림

                                              ☎ 017-71-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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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적 특성

1. 성별 : (1) 남자  (2) 여자                    

2. 연령 : 만      세 

3. 교육수준 : (1) 무학    (2) 초졸    (3) 중졸     (4) 고졸  (5) 대졸

4. 종교 : (1) 무교    (2) 기독교  (3) 천주교   (4) 불교  (5) 기타

5. 결혼상태

    (1) 유배우자(또는 동거)  (2) 이혼/별거  (3) 사별  (4) 결혼한 적 없음

6. 현재 누구와 같이 사십니까?

     (1) 가족과 함께 산다 (2) 노부부만 산다

     (3) 혼자 생활한다         (4) 단체생활한다

7. 월 수입 정도 :                  

8. 의료보험 형태 : (1) 의료보호   (2) 직장/지역 보험

9. 여가활동 :  (1) 집에서 누워 있기             (2) TV보기

              (3) 운동                         (4) 복지관 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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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건강상태

1.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아주 건강하다 (2) 건강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나쁜 편이다 (5) 아주 나쁘다

2. 할아버지(할머니)께서는 같은 연령층의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건강상태가 어

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아주 건강하다 (2) 건강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나쁜 편이다 (5) 아주 나쁘다

3. 평소에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십니까?

   (1) 누워서 쉰다        (2) 가정상비약을 사용하다   (3) 약국에 간다

   (4) 병원에 간다   (5) 보건소에 간다      (5) 기타 

4.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특별히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있다면 무엇입니까?

    (1) 특별한 음식을 먹는다   (2) 양제나 보약을 먹는다(3) 건강검진을 받는다

    (4) 체중조절을 한다    (5) 운동을 한다 (6) 기타____________

5. 지난 일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6. 할아버지(할머니)께서는 균형적인 식사가 되도록 노력하시는 편입니까?

   ① 예 (→ 6A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6A. 균형적인 식사를 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① 5년 이상 되었다         ② 6개월 이상 되었다   ③ 6개월 미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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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할아버지(할머니)께서는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예 (→ 7A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담배를 피우신다면

  7A. 처음 피우기 시작한 나이: ______세      7B. 하루 평균 흡연량: _____개피

8. 할아버지(할머니)께서는 술을 1주에 평균 몇 회 드십니까?

   ① 주 1회        ② 주 2∼3회  ③ 주 4∼5회  

   ④ 주 6∼7회 ⑤ 안 마신다

 

9. 할아버지(할머니)께서는 충분한(하루 7∼8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시는 편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0. 병력

        

고혈압 (      ) 당뇨병 (          )

심장질환 (       ) 중풍/뇌일혈 (        )

암 (         ) 천식/폐렴 (        )

결핵  (         ) 관절염/신경통 (         )

만성요통 (          ) 소화기질환 (         )

간질환 (          ) 백내장/녹내장 (       

11. 만성질환 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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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체적 측정

 1. 체중  __________________

 2. 신장  __________________ 

 3. 혈압  __________________

 4. 악력  __________________

 5. 윗몸앞으로 굽히기 

       1회 : ___________________

       2회 : ___________________

 6. 의자에서 일어나기 ___________________/30초

 7. 6m 걷기 

    1회 : ______________________ 초   2회 : ______________________ 초  

   

 8. 계단오르내리기 _________________ 초 /7회

 9. 한발서기   1) 1회 : 왼발   _________ 초   오른발 _________ 초

                2) 2회 : 왼발    _________ 초   오른발 __________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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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Index)

항    목 점   수
대상자의

 점수

1. 식사

스스로 10

도움필요함 5

할 수 없음 0

2. 목욕
스스로 5

할 수 없음 0

3. 세수, 머리빗 사용, 양치질, 면도
할 수 있음 5

할 수 없음 0

4. 옷입기

스스로 10

도움필요함  5

할 수 없음 0

5. 배변조절

정상 10

변실금 있음 5

할 수 없음 0

6. 배뇨조절

정상          10

뇨실금 있음 5

할 수 없음 0

7. 화장실 사용
도움필요 없음  10

도움필요함  5

8. 침대, 의자에서의 이동

도움필요 없음    15

도움이 약간 필요함  10

앉을 수 있으나 

절대적 도음이 필요함 5

할 수 없음     0

9. 이동거리(50cm)

도움필요 없음    15

도움이 약간 필요함  10

앉을 수 있으나 

절대적 도음이 필요함 5

할 수 없음      0

10. 계단오르기

혼자서      10

도움필요함     5

할 수 없음      0

계 점

*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100점 만점으로 표시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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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IADL 측정 도구

다음 항목의 일상생활 동작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하실 수 있

습니까?

어려움 정도

전혀 어렵지

않다

약간

어렵다

매우

어렵다

전혀 할 

수  없다

1. 일상생활 용품이나 약 사러가기 3 2 1 0

2. 전화 걸기 3 2 1 0

3. 버스나 전철 혼자 타기 3 2 1 0

4. 청소, 쓰레기 버리는 일 등 가벼운   

   집안일 하기 
3 2 1 0

총  IADL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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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 Version

(GDSSF-K)

지난 일주일동안의 느낌을 생각하시면서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당신은 평소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예 아니오

2. 당신은 활동과 흥미가 많이 저하되었습니까?

3. 당신은 앞날에 대해서 희망적입니까?

4.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을 맑은 정신으로 지냅니까?

5.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이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6. 당신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7. 당신은 가끔 낙담하고 우울하다고 느낍니까?

8. 당신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 매우 가치가 없다고 느낍니까?

9. 당신은 인생이 매우 흥미롭다고 느낍니까?

10. 당신은 활력이 충만하다고 느낍니까?

11. 당신은 자주 사소한 일에 마음의 동요를 느낍니까?

12. 당신은 자주 울고 싶닫고 느낍니까?

13.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겁습니까?

14. 당신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수월합니까?

15. 당신의 마음은 이전처럼 편안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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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삶의 질 측정 도구

요즈음 생활에 대해서 당신의 느낌과 가장 잘 부합(일치)된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하여 주십시오.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

매우 

불만

1. 
요즈음 당신이 하고 있는 일(가사일, 업무, 

사업 등)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2. 
요즈음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

십니까?

3. 
요즈음 당신의 신체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4.
당신은 요즈음 집과 주변환경에 대해서 어

떻게 느끼십니까?

5.
요즈음 당신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서 어

떻게 느끼십니까?

6.
당신은 요즈음 형제나 친척과의 관계에 대

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7.
요즈음 당신의 활기상태(기운, 기력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8.

요즈음 당신의 활동정도(걷기, 계단오르기, 

버스타기, 앉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

까?

9.
요즈음 당신의 식생활 수준에 대해서 어떻

게 느끼십니까?

10.
당신은 요즈음 함께 있는 친구관계에 대해

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11.
당신은 요즈음 취미, 오락, 여가활동에 대

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12.
당신은 요즈음 가정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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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

매우 

불만

13. 
요즈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14.
요즈음 당신의 수면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15.
당신은 요즈음 이웃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16.
당신은 요즈음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정도

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17.
요즈음 당신의 의생활(옷입기)수준에 대해

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18.
가족의 전체 월수입에 대해서 요즈음 당신

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19.
요즈음 당신의 배뇨, 배변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 아래의 문항(20-22번)은 해당되시는 분에 한하여 대답해 주십시오.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

매우 

불만

20.
당신은 요즈음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21.
당신은 요즈음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

떻게 느끼십니까?

22.
요즈음 당신의 성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느

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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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

매우 

불만

23. 당신은 요즈음 마음이 평온하십니까?

24.
당신은 요즈음 남들만큼 일할 능력이 있다

고 느끼십니까?

25.
당신은 요즈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

가십니까?

26. 당신은 요즈음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

27. 당신은 요즈음 불안감을 느끼십니까?
*

28. 당신은 요즈음 신체적 피로를 느끼십니까?
*

29.
당신은 요즈음 남들과 서로 믿으며 생활하

고 있습니까?

30.
당신은 요즈음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보며 

살아가십니까?

31. 당신은 요즈음 식사를 잘하고 있습니까?

32. 당신은 요즈음 걱정거리가 많습니까?*

33.
당신은 요즈음 신체적 불편감(가벼운 통증)

을 느끼십니까?*

34.
당신은 요즈음 맡은 임무(가사일,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35.
당신은 요즈음 남들만큼 가치있는 사람이

라고 느끼십니까?

36. 당신은 요즈음 쉽게 패배감을 느끼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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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

매우 

불만

37.
당신은 요즈음 의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

습니까?

38.
당신은 요즈음 환경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까?

39.
당신은 요즈음 매사에 두려움을 느끼십니

까?*

40. 당신은 요즈음 분노를 느끼십니까?
*

41.
당신은 요즈음 자기자신을 소중하게 여기

고 있습니까?

42.
당신은 요즈음 정신적으로 고달픔을 느끼

십니까?*

43.
당신은 요즈음 체중문제로 인해 신체적 

불편감을 느끼십니까?*

44. 당신은 요즈음 우울함을 느끼십니까?
*

   비해당으로 삭제한 문항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

매우 

불만

45.
당신은 요즈음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

떻게 느끼십니까?

46.
당신은 요즈음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

계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47.
요즈음 당신이 하는 일에 비해서 학벌이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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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건강관련체력 평가 기준치

    

1. 악력                                                단위 : kg

남 여

A 33.29±6.67 19.13±5.46

B 30.18±7.04 18.31±5.48

C 29.55±6.27 16.80±5.11

D 26.43±8.53 14.41±4.42

A : 65-69,  B: 70-74,  C: 75-79,  D: 80세 이상

2.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단위:회/30초

남 여

A 23.41±5.85 21.13±5.49

B 20.98±5.75 19.68±5.03

C 18.65±5.07 17.69±4.43

D 16.06±4.33 14.91±3.75

A : 65-69,  B: 70-74,  C: 75-79,  D: 80세 이상

3. 눈뜨고 한발 서기                                      단위: 초

남 여

A 36.60±24.24 25.07±23.50

B 27.30±23.97 16.77±15.38

C 17.11±19.51 8.56±11.26

D 9.09±10.65 4.42±3.82

A : 65-69,  B: 70-74,  C: 75-79,  D: 8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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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윗몸앞으로 굽히기                                   단위 : cm

남 여

A 4.87±10.81 13.48±8.98

B 1.14±11.77 11.98±7.75

C -1.88±12.02 8.73±8.00

D -2.61±11.27 3.94±8.10

A : 65-69,  B: 70-74,  C: 75-79,  D: 80세 이상

5. Rohrer 지수 : 〔체중/신장³×107〕)를 사용하며 정상범위의 최대 기준값인 

                148을 중심으로 정상군과 비만군으로 분류.

 * 체형 분류방법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신체지수는 Body 

Mass Index(BMI), Broca Index, Rohrer Index가 있으며, 이중 Rohrer Index는 신

체의 충실도 즉 양상태를 종합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인체의 비중을 1로 가정

하고 체중이 신장을 일변으로 하는 정압방체 안에서 차지하는 인체의 용적 비율

을 나타낸 것으로서 수학적으로 합리적이며, 비만을 선정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

이고 있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김 경 외. 1999)

    Level

Index
Lean

Slightly 

Lean
Normal

Slightly

Obeses
Obeses

BMI < 17 17-22 22-27 27-32 >32

Broca < 84 85-93 94-114 115-123 >124

Rohrer <120 121-129 130-147 148-155 >156
  

6. 6m 걷기 속도 : 11.63±6.23초

7. 계단 오르기 : 28.65±14.3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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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physical ability,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on quality of life in low income elders living at home.

                                                        Yim, Eun Shil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In this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the focus was on the effects of 

physical ability,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on quality of life. The 

participants were 142 people, 65 years of age or over with low incomes. They 

lived at home but frequently visited the M social welfare center in Wonju, 

Korea. Convenience sampling was used. Each participant was visited twice, the 

first time to collect data through one-to-one interviews and the second, to 

measure physical ability.

   The following instruments were used: Barthel Index for ADL, the IADL 

scale developed by Lawton & Brody (1969),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 Version standardized by Gi Baek Suk (1996) and the social 

support scale by Jang Sook A (2000), adopted for use with elderly people in 

institutions and amended for use with elders at home. Quality of life was 

measured using the scale developed by You Ga No (1986).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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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Comparing gender, there were more women (74.6%) than men (25.4%).  

Mean age was 75.65 years but 53.6% were over 76. 50.8% of the Aged earned 

less than 250,000 won. 

2. Physical fitness had a mean score of 2.85 out of 7 points. The mean for   

the Rohrer scale was 160.80, for grip strength 18.99 kg, getting up and down 

off a chair, 10.18 times, forward bending, 6.80 cm, one leg stand, 12.27 

seconds, 6m walk velocity, 9.48 seconds, and stair climbing, 30.63 seconds. The 

mean ADL score was 93.34 out of 100, and 35.2% scored 100 points. The 

mean IADL score was 9.48 out of 12, and 29.6% scored 12 points.  

3. Depression scores averaged of 11.11 and 69.7% had a score of 10 or more.

4. Support was provided by an average of 3.18 people. Mean social support 

score for spouse was 7.95, for children, 7.27, for siblings 4.21, for friends, 6.42, 

and for neighbors, 5.25.

5. The average of the quality of life score was 120.07 out of 220.

6. Quality of life scores correlated negatively with depression scores (r=-.651, 

p<.01) and positively with IADL (r=.545, p<.01), physical fitness (r=.454, 

p<.01), sleep status (r=.338, p<.01), ADL (r=.335, p<.01), leisure activity 

(r=.285, p<.01), perceived health status (r=.275, p<.01), and spouse support 

(r=.264, p<.01).

7. Variables significantly influencing quality of life were depression (42.4%), 

IADL (13.4%), sleep status (3.9%), physical fitness (3.3%), ADL (1.7%), spouse 

support (1.3%), and leisure activity (1.1%). These variables explained 67.7%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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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riance in quality of life

   In conclusion, factors identified as affecting quality of life were depression, 

IADL, sleep status, physical fitness, ADL, spouse support, and leisure activity.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developed to reduce depression in elders should 

include physical fitness, ADL, spouse support, and leisure activity. These 

factors must be assessed when planning nursing interventions to reduce 

depression and improve quality of life in elders at hom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 physical fitness, depression, social support,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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