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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남 자  노 숙 인 의 분 노 ,  자 기 효능감,  건 강기 능 간의 계

   본 연구는 노숙인의 분노, 자기효능감, 건강기능의 수 을 악하고, 분노, 자

기효능감, 건강기능 간의 계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노숙인의 성공 인 자활에 

꼭 필요한 건강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효과 인 간호 재 개발에 기 자

료를 제공하기 하여 시도된 서술  상 계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3년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으며, 서울특별시 소재 노숙인쉼터 

2곳과 노숙인 일일 식센터 1곳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남자 노숙인 137명을 상으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에서 분석된 변인은 분노, 자기효능감, 건

강기능이다. 분노는 Spielberger (1988)가 개발하고 겸구 등(1998)이 번안  수정

하여 표 화한 44문항의 도구를 사용하 다.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1982)이 개발하

고 홍혜 (1995)이 번안한 23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건강기능은 Jones 

(2002)가 개발하고 란과 김선아(2012)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자료

분석은 SPSS 20.0 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단순  다 회귀분석을 이용하 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 참여한 노숙인 137명의 분노, 자기효능감, 건강기능을 분석하 다. 

분노는 상태분노 16.53 , 기질분노 19.54 , 그리고 분노표 은 25.31 이었다. 

자기효능감은 평균 70.82 으로 나타났고, 건강기능은 문항 당 평균이 2.41

이었다.  11개 건강기능 역  ‘배설’ 양상(3.18 ) 가장 높은 양상으로 건강

한 기능 수 에 있었다. 반면에 ‘역할- 계’ 양상(2.04)이 가장 낮았고, 그 다음

으로 ‘ 양- 사‘(2.19), ’수면-휴식‘(2.20)이 낮은 수 의 건강기능을 보 다. 

2. 일반  특성에 따른 분노, 자기효능감, 건강기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상태

분노는 문제음주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기질분노는 종교와 재 흡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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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따른 차이를 보 다. 분노표 은 결혼, 종교, 문제음주 정도에 따라 차이

가 있었으며, 자기효능감은 종교, 직업유무, 월수입, 숙박형태, 문제음주 정도

에 따라 차이를 보 다. 건강기능은 교육수 , 월수입, 문제음주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3. 분노, 자기효능감 건강기능 간의 상 계를 검증한 결과, 모두 유의한 상

계가 나타났다. 

4. 분노와 건강기능과의 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상태분

노와 건강기능, 기질분노와 건강기능, 분노표 과 건강기능 각각의 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완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노숙인의 건강기능에 분노와 자기효능감이 

한 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분노와 건강기능과의 계에서 자기효능감이 완 매개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숙인의 건강기능에 을 두어 노숙인의 건강기능과 함께 건강기

능에 련되는 분노, 자기효능감의 수 을 악하고, 이들 변인 간의 계를 처음

으로 살펴본 연구이며, 노숙인의 건강기능 향상을 한 간호 재 개발에 있어서 

유용한 기 자료를 제공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노숙인의 건강기능 향

상에 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정신보건간호사의 역을 확 하고, 노숙인에

게 제공되는 건강 리서비스의 질 향상, 서비스 달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 분노, 자기효능감, 건강기능, 노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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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  연 구 의 필 요 성

우리나라에서 1990년  후반, 심각한 국가  경제 기로 인해 량의 실업자

가 생겨났고, 실직 노숙인이 지속 으로 증가하는 상이 나타남으로써 노숙인의 

문제가 본격 으로 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거나 주거로서의 성이 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노숙

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노숙인으로 정의하고(보

건복지부, 2013),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정책  안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숙인의 수는 지난 5년 동안 약 13,000~14,000명으로 유지되

고 있어 감소되지 않는 추세이다(보건복지부, 2013). 노숙인의 수가 어들지 않는 

것은 노숙인의 다수가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

다(박용찬, 2001). 그러므로 노숙인이 성공 으로 자활하여 지역사회로 복귀하도록 

하여야 노숙인의 수를 일 수 있다.  

개인의 신체  정신 건강은 안정 인 직업생활에 있어서 요한 제조건이

다. 즉, 개인이 신체 으로나 정신 으로 건강한 기능이 뒷받침되어야 취업이 용이

하고, 이후 안정 인 직업 유지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최근 다수의 연구들을 통하

여 노숙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사회  불평등과 경제  문제를 반 하는 건강격

차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Nyamathi, 2013). 특히 노숙인들은 노숙생활 

동안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불규칙한 식생활과 부실한 식사로 양 

 생상태가 불량하고 결핵 등 염성 질환을 포함하여 신체 질환에 걸릴 험

이 높다(보건복지부, 2011; Crawley et al., 2013). 한 이들의 흡연율도 일반인보

다 높고, 노숙기간이 길수록 음주량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송홍지, 조종희, 

강재헌, 황원숙, & 한혜경, 2000). 뿐만 아니라 노숙인은 일정한 거처에 머물러 있

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속 인 건강 리 서비

스를 받기 어렵다(이훈구, 우 , & 정태연, 1999). 한 건강 리 서비스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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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도 어려워서 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rawley et al., 

2013). 따라서 노숙인은 열악한 생환경  건강에 해로운 행태로 인하여 신체 

 정신 건강을 받기 쉬운 취약계층이므로, 이들의 반 인 건강기능에 심

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노숙인들은 노숙 생활로 인하여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면서 좌 을 경험하게 된다. 반복 인 욕구 좌 은 분노 발생의 근

원이 되고(Ram, 2000), 이러한 분노는 디스트 스와 사회 /직업  기능에 유의한 

련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Evans, Giosan, Patt, Spielman, & Difede, 2006). 특

히 사회 인 계 속에서 분노의 감정이 잘 조 되지 못하고 부정 인 방식으로 

표 된다면 그 계를 오래 유지해나가기 어려운데, Smith, Ruiz와 Gallo (2004)는 

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인 계에서 더 많은 갈등과 스트 스를 경험하

고, 사회  지지 수 도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하 다. 그러므로 노숙인들이 자신의 

분노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서 사회  기능을 포함하는 반  건강기능의 수

이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취약계층에서 건강 련 행 를 포함하여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있어서 

자기효능감이 요한 변인으로 알려지면서,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여 자기효능감 

재 략이 개발되고 있다(Nyamathi, 2013). 노숙인들은 오랜 기간의 불안정한 생

활로 자포자기에 빠져 스스로 자립할 의욕이 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박용찬, 

2001).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목표를 지속 으로 달성하기 해서는 자신이 어느 정

도 유능한가에 한 스스로의 평가, 즉,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요하다.  높은 자기

효능감은 개인이 자신의 일에서 보다 많은 확신을 가지게 하고 기능을 효율 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지만, 낮은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일에 한 확신을 떨어지

게 하여 일의 결과도 좋지 않게 된다(이임정, 2009). 이는 Epel (1999)의 연구에서 

쉼터 거주 노숙인에게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활과 련하여 쉼터 거주 기간이 

짧은 것과 유의한 계가 나타난 결과로 뒷받침된다. 따라서 노숙인들의 신체  정

신 인 건강증진을 해서 자기효능감이 요한 변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분노와 자기효능감은 건강과 련성이 있는 변인으로 선행연구를 통하여 밝

져 왔다. 년층 성인을 상으로 분노가 신체  정신 건강상태의 련요인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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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요인임을 검증한 연구결과들이 있고(박 숙 & 구 , 2004; Thomas & 

González-Prendes, 2009), 압을 포함한 심 계 건강( 겸구, 한덕웅, 이장호, & 

Spielberger, 1997; Chida & Steptoe, 2009), 당조  혹은 인슐린 민감도를 포함

한 제2형 당뇨병(Tsenkova, Carr, Coe, & Ryff, in press), 뇌졸 (Williams, Nieto, 

Sanford, Couper, & Tyroler, 2002)등의 질병 련 건강개념에서도 분노와의 계

가 보고된 바 있다. 한 자기효능감은 건강상태, 건강행   건강증진행 와 

계가 있으며(강양희, 2012; Yoo, Kim, Jang, & You, 2011), 건강증진행 에 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정의정 & 도복늠, 2002). 최근에는 자기효능

감의 매개효과에 한 요성이 강조되면서 건강 련 측면에서 자기효능감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명선, 강희선, & 남경아, 2010; 

Lombardo, Tan, Jensen, & Anderson, 2005; Yeom, in press). 뿐만 아니라 자기

효능감은 분노와 련성이 있는 변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 백경림(2009)과 

Ausbrooks, Thomas와 Williams 등(1995)의 연구에서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기질분

노  분노표 과 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분노, 자기효능감, 그리고 건강기능은 상호 간에 련성을 가지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노숙인은 신체  정신건강 측면에서 간호학  근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임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간호학 분야에서에서 노숙인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간호학계에서 이루어진 노숙인 상의 연구를 살펴보면, 우

울, 자아상태, 자아존 감, 희망, 삶의 질, 사회  지지, 분노 등의 변인들에 하여 

조사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신지숙 & 백주희, 2010; 원정숙, 2001; 김 미 & 최

연희, 2002; 원정숙 & 한상숙, 2003; 황라일 & 윤지원, 2011), 재연구로서 해결

심 집단 로그램의 효과도 보고된 바 있다(김 미, 2001). 그러나 노숙인의 분노, 

자기효능감, 그리고 건강기능 간의 계를 조사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숙인의 건강기능양상과 자기효능감, 분노의 수 을 악하

고, 건강기능양상, 자기효능감, 그리고 분노 간의 계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노숙

인의 성공 인 자활에 꼭 필요한 건강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효과 인 간

호 재 개발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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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 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노숙인의 분노, 자기효능감, 건강기능의 수 을 확인하고, 분

노, 자기효능감, 건강기능 간의 계를 악하기 함이며, 구체 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노숙인이 지각하는 분노, 자기효능감, 건강기능의 수 을 악한다.

2. 노숙인의 일반  특성에 따른 분노, 자기효능감, 건강기능 수 의 차이를 확

인한다. 

3. 노숙인의 분노, 자기효능감, 건강기능 간의 계를 확인한다. 

C .  용 어 의 정 의

1 .  분 노  

분노는 주로 경미한 짜증 혹은 과민함에서부터 격노에 이르는 강도로 구분되

는 감정으로 구성된 정서를 가리킨다(Spielberger, Jacobs, Russell, & Crane, 

1983). 본 연구에서는 Spielberger (1988)가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 표  척도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겸구, 한덕웅과 이장호

(1998)가 번안  수정하여 표 화한 한국  상태-특성 분노 표  척도

(STAXI-K)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2 .  자 기 효능감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지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한 행동의 과정을 구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한 개인의 단을 말한다(Bandura, 1977).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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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Sherer 등(1982)이 개발하고 홍혜 (1995)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

정한 수를 의미한다. 

3 .  건 강기 능 

건강기능은 개인의 반 인 건강상태를 서술하거나 건강행 , 환경과 상호작

용하는 개인의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Gordon, 1994, 2009). 본 연구에서는 Jones 

(2002)가 개발한 Functional Health Pattern Assessment Screening Tool 

(FHPAST)를 란과 김선아(2012)가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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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A .  노 숙 인 의 분 노

분노에 한 정의는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로 내려지고 있다. Novaco 

(1976)는 분노의 생리  증상에 강조를 두어 분노에 하여 생리  각성을 수반

하고 반 를 인식하는 주 인 정서 상태로 정의하 다. Spielberger 등(1983)은 

분노에 하여 주로 경미한 짜증 혹은 과민함에서부터 격노까지 강도가 변화하는 감

정으로 구성된 정서로 정의하 다. Spielberger, Reheiser와 Sydman (1995)은 분노와 

감  공격성 간의 한 련성을 표 하고자 AHA (anger-hostility-aggression) 증

후군이란 용어를 사용하 는데, 이들은 서로 하게 련되어 있으나 정서, 태

도,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구별된다. 즉, 감은 행동에 향을 미치는 비교  

지속 이고 안정된 태도이며, 공격성은 타인이나 외부 상에 한 괴 이고 

처벌  의도를 가진 행동을 의미한다(김교헌 & 겸구, 1997). 

Spielberger 등(1995)은 분노를 경험과 표 의 차원으로 구분하 다. 분노 경

험은 인지 , 감정   생리  반응으로서 상태분노(state-anger)와 기질분노

(trait-anger)로 구분된다. 상태분노는 일시 인 정서상태로서 자율신경계의 활성

화를 수반하고, 기질분노는 평소 분노 감정을 경험하는 빈도 혹은 분노경향성으

로 정의된다. 기질분노가 높은 사람은 상태분노를 느끼는 횟수가 많고 그 강도가 

높을 수 있다. 분노표 은 분노를 나타내는 방식으로서 분노표출(anger-out), 분노

억제(anger-in), 분노통제(anger-control)로 구분된다. 분노표출은 상 나 상 혹

은 자신을 언어  는 신체 으로 공격하고 자신의 분노반응을 외부로 직  드

러내는 경우를 말하고, 분노억제는 분노반응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신에 내

으로 상당한 고통과 스트 스를 경험하는 경우를, 그리고 분노통제는 상황에 

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분노 반응 통제를 한 다양한 평정 혹은 

완화 략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김교헌 & 겸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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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에게서 분노가 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정서와 행동을 

이해하기 함이다. 노숙인의 분노는 욕구좌  혹은 불충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훼손의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노숙인은 욕구좌  혹은 불충족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이다. Ram (2000)은 분노의 근원을 욕구(desire)로 설명하

고, 욕구의 좌 이 분노를 일으킨다고 하 다. 욕구는 유기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며 안녕을 도모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Maslow (1987)가 제시한 

욕구단계 이론에 따르면, 가장 하 단계인 생리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그 상  단계들도 모두 충족시킬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욕구 불충족 혹은 욕구 좌

은 개인으로 하여  분노를 경험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노숙인도 일반인과 동

일한 욕구를 가지는 하나의 인격체이며 사회  존재이나, 그들이 겪는 노숙 상황

에서는 인간의 기본 인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노숙인은 반복

인 욕구 좌 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쉽게 분노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한 

이러한 분노를 어떤 방식으로 표 하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신체  정신 인 건

강이 달라질 수 있다. 둘째로, 노숙인은 사회  낙인으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받고 가치 하를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다(Seltser & Miller, 1993). 이는 

Miller와 Keys (2001)의 연구에서 노숙인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당했을 때 분노

와 무가치감이 가장 많이 보고된 결과로 뒷받침된다. 

그러나 노숙인을 상으로 하여 분노에 한 조사연구나 상 계 연구는 국

내외의 선행연구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며, 다만 국내에서 황라일과 

윤지원(2011)의 연구가 유일하다. 황라일과 윤지원(2011)의 연구결과에서 보고된 

노숙인의 기질분노는 미국인 년 성인에서 보고된 기질분노(Williams et al, 

2000)보다 높은 수 이었으나, 국내 년 남성을 상으로 보고된 기질분노보다 

낮은 수 이다. 선행 연구를 통하여 노숙인에게 분노가 요한 변인이며, 이를 

악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노숙인의 분노에 해 국내외에

서 미미하게 이루어진 실정으로, 타집단에서 보고된 분노와 비교하여 설명하기에

도 제한 이다. 따라서 노숙인의 분노에 한 연구가 심층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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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노 숙 인 의 자 기 효능감

자기효능감은 Bandura의 사회  인지 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에 근거한 

개념이다. Bandura (1977)는 행 에 강력한 향을 미치는 두 종류의 기 가 있

다고 하 다. 하나는 어떤 특정한 행 가 특정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하는 결과기 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특정 행 를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는 효능기 이다. 결과기 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특정 

행 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한 믿음인 효능기 가 없다면 그 행 는 수행되지 

않는다. 효능기 는 지각된 자기효능감으로서, 역할수행  성취, 리학습, 언어

 설득, 그리고 감정 정화의 4가지 주요 자원으로부터 생된다. 이 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효능감의 자원은 역할수행에 있어서 반복 인 성취경험이다(Bandura, 

1977). 

Tollet과 Thomas (1995)는 Tollet's theory of homelessness-hopelessness 모

델을 제안하 다. 이 모델은 노숙인이 노숙 상황으로부터 겪는 실패감과 무력감으

로 인해 자아존 감이 하되어 우울해지고, 이 때 노숙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

면 자기효능감 하와 무망감의 문제가 자기 속  순환과정으로 나타남을 설명

하고 있다. 이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요인  하나인 자기효능감을 노숙인으로 

상으로 조사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까지 보고된 소수의 연구 결

과를 살펴보면(김 미, 2001; Tollet & Thomas 1995), 노숙인의 자기효능감이 국

내 학생(백경림, 2009), 병사( 명선 등, 2010), 년 성인(김신미 & 김순이, 

2008)보다 낮은 수 이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노숙인의 자기효능감 

하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노숙인을 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보

고된 변인들로는 인 계능력과 사회  바람직성(Guarnaccia & Henderson, 

1993), 쉼터 거주기간(Epel, 1999)이 있다. 쉼터 거주 노숙 청소년들을 상으로 

실시된 Broadhead-Fearn과 White (2006)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규칙 수행

동의 측요인으로 보고되었다. 



- 9 -

이 듯 자기효능감은 노숙인 상의 연구에서 요한 의미를 가지는 개념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노숙인을 상으로 자기효능감을 악하고 

다른 변수들과의 계를 조사하는 것은 정신건강 측면에서 의미 있는 근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추후 노숙인 상의 재 개발 연구에 요한 기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C .  노 숙 인 의 건 강기 능

건강기능은 인 인 에서 개인의 건강을 바라보는 범 하고 포 인 

개념이다. 즉, 건강기능은 질병과 련된 신체․정신․사회  건강상태나 건강유

지와 련된 행 를 모두 포함하여 한 개인의 건강이 기능 인 상태에 있는지를 

사정하게 된다. Gordon (1994, 2009)은 건강기능에 하여 개인의 반 인 건강

상태를 서술하거나 건강행 ,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삶의 방식이라 설명하

고, 인 인 간호 에서 건강기능을 사정하기 하여 11개 역을 포함하

는 건강기능양상 틀을 제시하 다. 건강기능양상 틀에 포함되는 11개 역은 ‘건

강지각-건강 리’, ‘ 양- 사’, ‘배설’, ‘활동-운동’, ‘휴식-수면’, ‘인지-지각’, ‘자아

지각-자아개념’, ‘역할- 계’, ‘성-생식’, ‘스트 스- 처’, 그리고 ‘가치-신념’ 역으

로, 각 역들은 서로 한 련성을 가지며 상호의존 이다.

노숙인은 노숙 기간 동안 열악하고 비 생 인 환경에 노출되며, 불규칙 인 

식생활과 불균형  양 섭취, 음주나 흡연 등 건강에 해로운 행  등으로 인하여 

신체  정신 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 송홍지 등(2000)은 노숙인에

게서 고 압, 당뇨, 매독, B형간염 보균율 등의 만성질환 유병율과 흡연율이 일반 

인구에서보다 높고, 식사를 거르는 경우도 일반인보다 많으며, 노숙기간이 길수록 

주당 음주량도 많아지는 것으로 보고하 다. 박형숙과 여순자(2004)의 연구에서도 

노숙인의 당뇨, 성병, 간염, 결핵의 유병율이 일반인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 Notaro, Khan, Kim, Nasaruddin과 Desai(2013)의 연구에서도 노숙인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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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다 결핵, 간염, 불안장애, 양극성 장애를 진단받은 경우가 유의하게 더 많았으

며, 노숙인에게서 간염, 결핵, 양극성 장애가 발병할 험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로 미루어볼 때, 노숙인이 가지는 실재  잠재  건강문제

에 한 재가 시 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한 노숙인의 건강기능 에서 문

제를 지니고 있는 역은 간호 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기능의 향상을 기 할 수 

있는 역이므로, 건강기능 향상에 한 간호학  근이 요하다고 본다.    

D .  분 노 ,  자 기 효능감,  건 강기 능 간의 계

분노는 정 인 측면과 부정 인 측면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정도

의 한 분노는 행동을 일으키는데 동기를 부여하고, 분노를 표 함으로써 건

강한 인간 계 형성에 기여하는 등의 정 인 기능을 한다(Novaco, 1976). 이에 

반하여 분노는 불안이나 과긴장, 신경증과 같은 심리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

고, 심장병이나 고 압과 같은 심 계 질환을 포함한 신체  질병의 핵심 인 

심리  원인이 될 수도 있다(백경림, 2009). 

분노와 건강기능의 계는 선행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어 왔다. Williams 등

(2000)의 연구에서 년 성인의 기질분노 수 이 높을수록 음주  흡연율이 높

고, HDL cholesterol이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심 계 질환의 발병 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 Williams 등(2002)의 연구에서 년 성인의 기질분

노 수 이 높을수록 음주자와 흡연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하의 집

단에서 기질분노가 뇌졸  발병 험과 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분노와 건강기능의 계에 한 연구는 청소년을 상으로도 연구가 실시되었

다. Yarcheski, Mahon과 Yarcheski (2002)는 학생에게서 상태분노가 재의 건

강상태와 부  상 계가 있음을 보고하 다. 박 주 등(2010)의 연구에서는 청

소년의 기질분노가 높은 집단일수록 정신신체증상을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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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과 건강상태, 건강행   건강증진행 와의 련성을 조사한 연구

들도 꾸 히 실시되어 왔다. Yoo 등(2011)은 만성질환자에서 자기효능감이 자기

리행 , 건강상태와 유의한 순상 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 고, 자기효능감

을 강화시키는 재가 만성질환자의 자기 리행   건강상태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하 다. 성인을 상으로 실시된 이경순(2005)의 연

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은 건강상태와 유의한 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의정과 도복늠(2002)의 연구에서 임상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행

와 유의한 순상 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행 의 향요인으로 나타

났다.  

자기효능감은 건강 련 행 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재연구에서 자기효

능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재의 효과를 보고한 연구들도 다수 이루어졌다. Park과 

An (2006)의 연구에서 년여성을 상으로 자기효능감을 이용한 체 리 로

그램을 실시한 결과 BMI, 체지방률, 복부지방이 유의하게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

었으며, QI, Resnick, smeltzer와 Bausell (2011)의 연구에서 골다공증을 가진 

년 여성을 상으로 자기효능감 이론에 기반한 교육 재를 실시한 결과 골다공

증 련 지식, 운동 련 자기효능감, 약물이행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한 자기효능감은 분노와도 계가 있음이 선행 연구를 통해 보고된 바 있다. 

학생을 상으로 실시된 백경림(2009)과 Ausbrooks 등(1995)의 연구에서 자기효

능감이 높을수록 분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ombardo 등(2005)은 통증을 호소

하는 퇴역군인을 상으로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에서 부 응  분노표  수 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보고하 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살펴볼 때, 분노와 자기효능감은 건강기능과 

련성이 높은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한 분노와 자기효능감 간에도 계가 있음

이 보고되었으므로, 분노, 자기효능감, 건강기능은 서로 계를 가지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노숙인을 상으로 분노, 자기효능감, 건강기능의 

수 을 악하고 이들 변인 간의 계를 조사하는 것은 노숙인에 한 간호학  

근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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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 법

A .  연 구 설 계

본 연구는 노숙인의 분노, 자기효능감, 건강기능의 수 을 확인하고, 제 변수 

간의 계를 악하기 한 서술  상 계연구이다. 

B.  연 구 상

본 연구에서 표  모집단은 국내 남자 노숙인들로서, 재 서울특별시 소재 S 

노숙인 일일 식센터에 방문한 남자 노숙인과 노숙인쉼터 2곳에 거주하고 있는 남

자 노숙인들을 근 모집단으로 하여 편의 표집을 하 다. 상자 선정기 과 제외

기 은 다음과 같다. 

선정기

1)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거나 주거로서의 성이 히 낮은 곳에서 생

활하는 자

2)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자

3) 만 19세 이상의 남자 

4)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서면으로 동의한 자

5) 본 연구도구들의 질문을 이해하고 답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제외기

1) 면  시 취 이거나 망상 는 환각 등의 성증상으로 조가 어려운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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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상자 크기는 G*power 3.1 로그램(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으로 80% 검정력 수 에서 상 분석(α=.05, effect size .50)에 필요한 

표본수를 산정한 결과 최소 106명이 요구되어, 상자의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상자 수를 128명으로 정하 다. 실제 자료 수집 시 연구에 참여한 상자는 총 

177명이었고, 불성실한 응답 40부를 제외하고 총 137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C .  연 구 도 구

쉼터 노숙인의 분노, 자기효능감, 건강기능의 수 을 악하고, 제 변수 간의 

계를 확인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하 다. 

1 .  분 노

Spielberger (1988)가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 표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겸구 등(1998)이 번안  수정하여 표 화한 

한국  상태-특성 분노 표  척도(STAXI-K)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총 44문

항으로, 분노수 과 분노표 을 동일한 도구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분노수 을 측정하는 상태분노와 기질분노가 각각 10문항, 분노표  양식을 측정

하는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가 각각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태분노와 

기질분노는 수가 높을수록 분노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분노표  총지수는 ‘분

노억제+분노표출-분노통제+16’으로 계산되며(Spielberger, 1988), 0~72 의 범 를 

갖는다. 분노표 이 높을수록 분노에 하여 부 응  처를 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Lombardo et al., 2005).

각 문항은 Likert식 4  척도로, 상태분노 척도에서는 1: ‘  아니다’, 2: ‘조

 그 다’, 3: ‘상당히 그 다’, 4: ‘매우 그 다’로 평정하고, 기질분노  분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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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도에서는 1: '거의  아니다‘, 2: ’가끔 그 다‘, 3: ’자주 그 다‘, 4: ’거의 

언제나 그 다‘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겸구 등(1998)의 연구에서 각 하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상태분노가  

Cronbach's α=90, 기질분노 .75~.79, 분노억제 .73, 분노표출 .74, 그리고 분노통제

가 .81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상태분노 .93, 기질분노 .89, 분노억제 .82, 

분노표출 .83, 그리고 분노통제가 .82이었다. 

2 .  자 기 효능감 

 Sherer 등(1982)이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입각하여 개발한 도구를 홍

혜 (199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일반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을 

일반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과 인 련 사회  기술 등의 요소와 

련된 사회  자기효능감(social self-efficacy)의 두 가지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3개 문항으로, 일반  자기효능감 요인 17문항, 사회  자기효능감 요인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 5, 6, 7, 10, 11, 12, 14, 16, 17, 18, 20, 22번 문항은 

역문항으로 채 된다. 각 문항은 5  척도(1:  그 지 않다, 2: 별로 그 지 않

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 다, 5: 매우 그 다)로 평정한다. 수가 높을수록 자

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개발 당시 일반  자기효능감이 

Cronbach's α=.86, 사회  자기효능감이 .71이었고(Sherer et al., 1982), 홍혜

(1995)의 연구에서는 각각 .86와 .68, 체 검사에 한 신뢰도는 .86이었다. 본 연

구에서는 체 검사에 한 신뢰도가 .87, 각 하 요인의 신뢰도는 일반  자기효

능감이 .86, 그리고 사회  자기효능감이 .68이었다.  

 

3 .  건 강기 능

 

본 연구에서 건강기능 측정을 해 Jones (2002)가 개발한 Functional Health 

Pattern Assessment Screening Tool (FHPAST)을 란과 김선아(2012)가 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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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8문항의 자가보고식 4  척도(1=  그 지 않다, 2=가끔 그 다, 3=자주 그

다, 4=항상 그 다)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Gordon (1994)의 11가지 역으로 

구성된 건강기능, 즉, ‘건강지각-건강 리’, ‘ 양- 사’, ‘배설’, ‘활동-운동’, ‘휴식-

수면’, ‘인지-지각’, ‘자아지각-자아개념’, ‘역할- 계’, ‘성-생식’, ‘스트 스- 처’, 

‘가치-신념’을 평가한다. 43~58번 문항(16문항)은 역 문항으로 채 된다. 문항 당 

평균 3  이상일 경우 생리 - 인 기능이 건강한 수 에 있고, 건강증진을 

한 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Jones, Duffy, Flanagan, & Foster, 2012). 상자

의 문화  특성을 고려하여 4  척도 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비해당에 체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Jones, 2002). 본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70~.90(Jones, 2002)이었고, 한국어 번역본의 경우 .92( 란 & 김선아, 2012)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D .  자 료 수 집 방 법  차

상자의 인권 보호를 해 먼  소속 학의 연구윤리심의 원회(IRB)에 심의

를 의뢰하여 승인을 받은 후(간 IRB 2013-0033-2) 2013년 10월 2일부터 2013년 

10월 6일까지 총 5일 동안 자료 수집을 진행하 다. 연구자가 서울시 소재의 노숙

인 시설 44곳  연구자가 화 연락하여 자료수집에 한 조 승낙을 받은 노숙

인 일일 식센터 1곳과 남성쉼터 2곳을 자료수집 장소로 정하 다. 이후 연구자가 

연구진행에 해 동의한 기   3곳을 각각 방문하여 각 기  담당자에게 본 연구

의 목 과 방법에 하여 설명하고, 각 기 의 일정에 맞추어 자료수집 일정을 조

정하 다. 자료 수집 시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1명, 각 기 의 직원 1명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 다. 자료 수집을 도울 연구보조원과 기  직원에게는 사 에 본 연구

의 설명문을 제공하고 설명하 다. 연구의 설명문에는 연구의 목 , 연구 차, 자료

수집 과정, 비 보장, 연구 상자의 참여가능성 결정, 완성된 설문지의 코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 자료수집 안내서를 제공  설명하여 자료 수집에 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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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법과 기술, 그리고 유의 사항 등에 하여 교육하 으며,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내용의 이해를 명확히 하 다. 

상자에게 연구에 하여 구두설명  연구설명문을 제공하 고, 서면 동의를 

통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람을 상으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

를 수집하 다. 상자가 직  작성하는 경우 설문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거나 의문

이 있을 시 연구자가 에서 도움을 주고, 설문작성을 어려워하는 상자는 개별면

법을 통하여 함께 작성하 다. 설문지를 완성한 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 다. 설문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 으며, 수집된 총 177부의 

자료  불성실한 응답이 포함된 자료 40부를 제외한 137부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

하 다.  

E .  자 료 분 석 방 법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 에 따라 SPSS 20.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은 기술통계를 통하여 평균과 표 편차 혹은 빈

도와 백분율을 구하 고, 상자의 분노, 자기효능감, 건강기능의 수 은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여 악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분노, 자기효능감, 건강

기능 수 의 차이는 t-test 혹은 ANOVA로 검정하 고, 사후분석은 Sheffe로 하

다. 제 변수간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사용하여 검정하 다.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은 단순  다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하 다. 정규분

포와 등분산성을 확인하 고, 다 공선성 진단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특이값은 제외한 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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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윤 리  고 려 사항

상자의 익명성과 비 보장을 해 설문지 배부와 함께 투를 주어 직  

인하도록 하 다. 설문에 필요한 일반  사항 외의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 으로만 사용되었으며, 상자에게 설문지 응답 도  

단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 다. 수집된 설문지는 자료수집 종료 

직후 부호화하여 산에 입력하 고, 정해진 장소(연구자의 연구실)에서 코딩함을 

원칙으로 하 다. 부호화된 설문지는 잠 장치가 되어 있는 서랍에 보 하 고 열

쇠가 분실되지 않도록 하 으며, 산자료는 비 번호가 설정된 컴퓨터에 장하

고, 컴퓨터 비 번호도 공개되지 않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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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 구 결 과

A .  상 자 의 일 반  특 성

본 연구의 상자인 남자 노숙인의 일반  특성은 <표 1>과 같다. 상자의 연

령은 평균 51.92세로, 28세부터 78세의 범 를 보 으며, 50 가 60명(43.8%)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 다. 기혼인 상자는 73명(53.3%)이었으며, 기혼자 에서 

이혼한 사람이 41명(29.9%)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상자가 70

명(51.1%)이었으며, 교육 수 은 고졸이 54명(39.4%)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 활동

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상자가 77명(56.2%)이었고, 월수입이 10만원 미만인 

상자가 50명(37.9%)로 가장 많았으며,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인 상자가 41명

(31.1%)이었다. 

총 노숙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에 해당하는 상자가 59명(43.0%)으로 가장 

많았고, 총 노숙기간의 평균은 4.36년으로, 최소 1개월에서 최  29년 8개월의 범

를 보 다. 재 쉼터에 거주하는 상자가 71명(51.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으로 거리에서 잠을 자는 상자가 29명(21.2%)이었다. 

본 연구 상자 에서 재 흡연하고 있는 상자가 114명(83.2%)이었고, 일평

균흡연량은 17.61개비 다. 재 음주하고 있는 상자는 128명(93.4%), 비음주자

는 9명(6.6%)으로 부분이 재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상자 137

명  비음주자 9명을 제외한 음주자 128명 에서 문제음주여부를 악하는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10문항에 한 총 은 평균 

12.89 이었다. 집단별 분포를 살펴보면 총 이 0-7 에 해당하는 정상음주군이 

50명(39.1%)이었다. 그 다음으로 알코올의존군 42명(32.8%), 문제음주군 22명

(17.2%), 알코올남용군 14명(10.9%)으로 나타나, 비정상음주군에 해당하는 상자

가 60.9%에 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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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상자의 일반  특성     (N=137)

변수 구분 n (%) M ± SD range

나이(세) 20-30

40  

50

60  이상

12

41

60

24

( 8.8)

(29.9)

(43.8)

(17.5)

51.92± 9.27 28-78

결혼 상태 미혼

기혼

별거

이혼

기타

64

73

23

41

9

(46.7)

(53.3)

(16.8)

(29.9)

( 6.6)

종교 없음

있음

70

67

(51.1)

(48.9)

교육 수 졸이하

졸

고졸

졸이상( 문 포함)

27

40

54

16

(19.7)

(29.2)

(39.4)

(11.7)

직업 없음

있음

60

77

(43.8)

(56.2)

월수입

(만원)

<10

≥10, <50

≥50, <100

≥100

50

41

23

18

(37.9)

(31.1)

(17.4)

(13.6)

총 노숙기간(년) 1년미만

1년이상-5년이하

5년이상

26

59

52

(19.0)

(43.0)

(38.0)

 4.36± 4.30 1-29.67

재 숙박 형태 쉼터

거리

일시보호시설

쪽방

71

29

21

16

(51.8)

(21.2)

(15.3)

(11.7)

a
재흡연여부 흡연안함

흡연함

23

114

(16.8)

(83.2)

a
일일평균흡연량(개비) 17.61± 8.14 0.30-40.00

재음주여부 음주안함

음주함

9

128

( 6.6)

(93.4)

b
AUDIT 정상음주군(0-7 )

문제음주군(8-15 )

알코올남용(16-19 )

알코올의존(20 이상)

50

22

14

42

(39.1)

(17.2)

(10.9)

(32.8)

12.89±11.07 0.00-40.00

주. 무응답 제외, a비흡연자 제외, b비음주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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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상자의 분노                                                  (N=137) 

변수 하 역(문항수) M±SD range

분노

 상태분노(10)  16.53±7.08 10-38

기질분노(10)  19.54±6.01 10-37

   †분노표 (24) 25.31±9.88 2-72

a분노억제(8)  15.57±4.75 8-32

b
분노표출(8)  13.60±4.21 8-32

c분노통제(8)  19.85±5.10 8-32

†= (a + b - c) + 16

B.  상 자 의 분 노 ,  자 기 효능감,  건 강기 능 

1 .  상 자 의 분 노  

상자의 분노는 <표 2>와 같다. 상자의 상태분노는 평균 16.53 으로 나타

났고, 기질분노는 19.54 으로 상태분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표 은 

25.31 으로, 분노표  하 역 에서는 분노통제가 19.85 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분노억제 15.57 , 분노표출 13.60 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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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상자의 자기효능감                                        (N=137) 

변수 하 역(문항수) M±SD range

자기효능감   70.82±15.77 27-111

일반  자기효능감(17)  53.14±12.20 21-84

사회  자기효능감(6)  17.69± 4.77 6-30

2 .  상 자 의 자 기 효능감 

상자의 자기효능감은 <표 3>과 같다.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70.82 으로 나타

났고, 하 역별로 일반  자기효능감이  53.14 , 사회  자기효능감이 17.69 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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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상자의 건강기능                                             (N=137)

변수 하 역(문항수)
M±SD 

per item

range

per item

건강기능 2.41±0.51 1.36-3.72

배설(2) 3.18±0.76 1.00-4.00

인지-지각(8) 2.63±0.57 1.25-4.00

건강지각-건강 리(13) 2.60±0.48 1.31-3.77

스트 스- 처(6) 2.60±0.61 1.00-4.00

활동-운동(4) 2.34±0.71 1.00-4.00

성-생식(2) 2.26±1.05 1.00-4.00

자아지각-자아개념(7) 2.21±0.69 1.00-4.00

가치-신념(2) 2.21±0.84 1.00-4.00

수면-휴식(2) 2.20±0.92 1.00-4.00

양- 사(4) 2.19±0.62 1.00-4.00

역할- 계(8) 2.04±0.66 1.00-4.00

주. 무응답, 비해당 제외

3 .  상 자 의 건 강기 능

상자의 건강기능은 <표 4>와 같다. 건강기능양상 58문항에 한 평량 평균

은 2.41 으로 나타났다. 본 척도에서 4  만 에 3  이상 측정되는 경우를 기능 

수 이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상자의 반 인 건강기능은 건

강하지 못한 수 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강기능양상의 11개 하 역별로 

살펴보면, 배설 양상(3.18 )의 건강 기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인지-지각 양상(2.63 )이 높았다. 건강 기능 수 이 가장 낮게 나타난 양상은 역

할- 계 양상(2.04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양- 사 양상(2.19 )이 낮게 나타났

다. 11개의 건강기능양상  배설 양상만이 건강한 기능 수 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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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건강기능양상 문항별 평균  표 편차                                   (N=137)

문항 M±SD

배 설 3 . 1 8 ± 0 . 7 6

44. 나는 배변에 문제가 있다.‡ 3.19±0.93

43. 나는 소변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 3.17±0.93

인 지 - 지 각 2 . 6 3 ± 0 . 5 7

53. 나는 신체 인 상해를 당할 험을 느낀다.‡ 3.17±0.94

29. 나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 2.91±1.06

56. 나는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통증을 경험한다.‡ 2.80±0.99

48. 나는 시력에 어려움이 있다.‡ 2.60±1.08

30. 나는 장시간 집 할 수 있다. 2.57±1.06

19. 나는 내가 내린 결정에 하여 편안하게 느낀다. 2.41±1.02

31. 나는 새로운 것을 쉽게 배울 수 있다. 2.35±0.98

17. 나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내가 조 하는 것처럼 느낀다. 2.26±1.02

건강지각- 건강 리 2 . 6 0 ± 0 . 4 8

46. 나는 기분이 좋아지는 약을 사용한다.‡ 3.85±0.53

10. 나의 건강은 나에게 요하다. 3.37±0.92

45. 내가 술, 포도주, 맥주를 마실 때, 죄책감을 느낀다.‡ 3.30±1.00

51. 나는 걸을 때 평소에 없었던 신체  증상을 느낀다.‡ 2.94±0.98

21. 나는 나에게 생긴 건강의 변화에 즉각 으로 심을 가진다. 2.74±1.07

11. 나는 건강을 좋아지게 하기 해 생활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2.73±1.01

25. 나는 차를 탈 때 안 벨트를 착용한다. 2.66±1.15

24. 나는 건강 리자가 해주는 조언을 지킬 수 있다. 2.40±1.02

41. 나는 나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2.18±1.12

27. 나는 아주 좋은 건강상태에 있다. 2.14±1.15

23. 나는 매년 신체검사를 받는다. 2.07±1.08

26. 나는 햇볕을 피하거나, 햇볕가리개를 사용한다. 1.92±0.98

47. 나는 흡연을 한다.‡ 1.59±1.13

스 트 스 - 처 2 . 6 0 ± 0 . 6 1

50. 나는 나의 분노를 조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91±0.96

54. 나는 내가 스트 스를 받을 때 신체 으로 불편함을 느낀다.‡ 2.81±0.96

55. 나는 스트 스 긴장감, 압박감을 느낀다.‡ 2.65±0.94

22. 나는 내 삶에 생긴 변화에 응할 수 있다. 2.56±1.00

5. 나는 내 생활의 스트 스에 처할 수 있다. 2.36±1.12

14. 나는 잘 회복이 된다. 2.32±1.10

 건강기능양상의 문항별 평균은 <표 5>과 같다. 건강기능양상을 측정한 58개의 

문항  문항 당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은  ‘나는 기분이 좋아지는 약을 

사용한다(부정문항)’이었다(3.85 ). 문항 당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난 문항은 ‘나

는 가족들을 돌보는 활동에 참여한다(부정문항)’이었다(1.46 ). 



- 24 -

 표 5. 건강기능양상 문항별 평균  표 편차(계속)                               (N=137)

문항 M±SD

활 동 - 운 동 2 . 3 4 ± 0 . 7 1

49. 나의 신체  상태가 일상 인 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한다.‡ 2.80±1.01

 1. 나는 일상 인 활동을 해 필요한 에 지가 충분하다. 2.34±1.08

 2. 나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어도 20분 동안 운동을 한다. 2.28±1.08

40. 나에게는 나를 편안해지도록 도와주는 일상 인 일과가 있다. 1.96±1.01

성 - 생 식 2 . 2 6 ± 1 . 0 5

 7. 나는 내가 성 으로 활발할 때, 건강한 성생활을 할 수 있다. 2.34±1.13

 9. 나는 나의 성  능력에 만족한다. 2.19±1.15

자 아 지 각 - 자 아 개 념 2 . 2 1 ± 0 . 6 9

58. 나는 나의 안 이 두렵다.‡ 3.01±1.05

18.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을 좋아한다. 2.38±1.11

52. 나는 걱정을 많이 한다.‡ 2.25±0.99

16. 나는 미래에 하여 희망 으로 느낀다. 2.13±1.06

 4. 나는 나 자신을 좋다고 느낀다. 2.07±1.05

35. 나는 내가 하는 일에 해 만족한다. 1.91±1.08

28. 나는 나의 생활이 행복하다. 1.72±0.97

가 치 - 신 념 2 . 2 1 ± 0 . 8 4

 8. 종교 인 는 인 활동들은 내 생활에 의미를 다. 2.31±1.12

32. 내 생활에 한 나의 선택은 내 가치 과 일치한다. 2.11±1.05

수 면 - 휴 식 2 . 2 0 ± 0 . 9 2

15. 나는 어려움 없이 잠을 잘 수 있다. 2.21±1.09

 3. 내가 깨어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 2.19±1.08

양- 사 2 . 1 9 ± 0 . 6 2

34. 나는 하루에 6~8잔의 물을 마신다.  2.83±1.05

13. 나는 나의 체 에 만족한다. 2.36±1.25

12. 나는 의도 으로 지방(기름진 음식)의 섭취를 제한한다. 1.96±0.98

33. 나는 매일 5~6회 과일이나 야채를 먹는다. 1.60±0.76

역 할 - 계 2 . 0 4 ± 0 . 6 6

57. 나는 내가 해결하기에 어려운 가족문제가 있다.‡ 2.47±1.14

39. 나는 내가 다른 사람과 쉽게 화할 수 있다고 느낀다. 2.41±1.05

20.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내 능력에 하여 만족한다. 2.24±1.06

38. 나는 감정이나 느낌을 표 하는 것이 편안하다. 2.20±1.03

 6. 나는 내가 도움이나 지지가 필요할 때,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 2.04±1.00

37. 나는 나의 사회생활에 만족한다. 1.83±1.03

36. 나는 가족 내에서 내가 하는 역할에 편안함을 느낀다. 1.63±0.90

42. 나는 가족들을 돌보는 활동에 참여한다. 1.46±0.82

주. 무응답, 비해당 제외, ‡역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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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상 자 의 일 반  특 성 에  따 른  분 노 ,  자 기 효능감,  건 강기 능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분노, 자기효능감, 건강기능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는 <표 6>과 같다. 결혼 여부에 따라서 미혼 집단이 기혼 집단보다 분노표 이 

유의하게 높았다(t=2.68, p=.008). 종교가 없는 상자가 종교가 있는 상자보다 

기질분노(t=3.37, p=.001), 분노표 (t=2.21, p=029)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자기효능

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2.93, p=004). 교육 수 에 따른 건강기능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3.31, p=022), 사후분석에서 졸 이하의 집단의 건강기능이 졸 

이상의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없는 상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자보다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t=-2.98, p=.003). 월수입에 따라서는 자기효능감(F=4.57, p=.004)과 

건강기능(F=5.43, p=.002)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에서 월수입이 100만 

원 이상인 집단이 10만 원 이하인 집단보다 자기효능감과 건강기능이 유의하게 

높았고, 월수입 10만 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집단은 100만 원 이상인 집단보다 건

강기능이 유의하게 낮았다. 

숙박 형태에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각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F=2.80, p=.042), 사후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상자의 연령과 총 

노숙기간에 따라서는 제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재 흡연하고 있는 사람이 비흡연자보다 기질분노가 유의하게 높았다(t=-2.14, 

p=.034). 정상음주군, 문제음주군, 알코올남용군과 알코올의존군 간에 상태분노

(F=2.81, p=.042), 분노표 (F=6.97, p<.001), 자기효능감(F=5.67, p=.001), 건강기능

(F=3.23, p=.025)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사후분석에서 알코올의존군

이 정상음주군, 문제음주군보다 분노표 이 높았고, 정상음주군보다 건강기능이 유

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기효능감에서는 문제음주군이 알코올남용군, 

알코올의존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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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일반  특성에 따른 분노, 자기효능감, 건강기능  (N=137) 

변수 구분 n (%)

상태분노 기질분노 분노표 자기효능감 건강기능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나이

(세)

20-30

40  

50

60  이상

12

41

60

24

( 8.8)

(29.9)

(43.8)

(17.5)

17.75±9.49

16.27±7.19

16.75±6.85

15.79±6.43

0.24

(.868)

23.83±6.93

19.63±5.10

19.02±5.55

18.54±6.12

2.50

(.062)

30.42±9.77

25.56±7.64

24.88±9.48

23.42±13.45

1.42

(.239)

64.00±16.60

71.88±12.11

71.07±15.16

71.83±21.61

0.84

(.472)

2.23±0.42

2.45±0.48

2.43±0.53

2.38±0.56

0.64

(.590)

결혼 미혼

기혼

64

73

(46.7)

(53.3)

17.02±7.69

16.61±6.51

0.76

(.450)

20.34±6.14

18.84±5.84

0.47

(.143)

27.67±8.40

23.25±10.64

2. 68

(.008)

68.11±14.16

73.21±16.79

-1.91

(.059)

2.36±0.49

2.46±0.53

-1.12

(.263)

종교 없음

있음

70

67

(51.1)

(48.9)

17.37±7.77

15.64±6.21

1.44

(.151)

21.17±6.38

17.84±5.10

3.37

(.001)

27.11±9.61

23.43±9.87

2. 21

(.029)

67.07±15.25

74.75±15.46

-2.93

(.004)

2.34±0.47

2.49±0.55

-1.74

(.084)

교육 

수

졸이하
a

졸b

고졸c

졸이상
d

27

40

54

16

(19.7)

(29.2)

(39.4)

(11.7)

16.56±6.56

16.35±6.92

16.69±7.25

16.38±8.30

0.02

(.996)

18.74±5.56

19.33±6.16

20.57±5.75

17.94±7.07

1.09

(.355)

26.22±7.79

25.38±11.60

25.80±9.04

22.00±11.22

0.72

(.544)

64.56±11.61

71.43±17.08

72.85±17.02

73.06±12.16

1.88

(.136)

2.20±0.40

2.37±0.50

2.47±0.53

2.67±0.51

3.31

(.022)

a<d

직업 없음

있음

60

77

(43.8)

(56.2)

17.08±6.92

16.09±7.21

0.81

(.147)

18.62±5.96

20.26±5.98

-1.60

(.112)

25.23±11.80

25.38±8.15

-0.08

(.936)

66.40±16.19

74.27±14.63

-2.98

(.003)

2.32±0.52

2.49±0.49

-1.96

(.052)

월수입

(만원)

<10
a

≥10, <50b

≥50,<100c

≥100
d

50

41

23

18

(37.9)

(31.1)

(17.4)

(13.6)

16.38±6.42

16.80±7.22

15.70±7.52

18.06±8.58

0.40

(.757)

18.98±6.30

19.24±6.85

20.96±4.08

20.56±5.48

0.76

(.521)

25.08±11.80

25.29±7.96

26.35±7.61

25.89±11.05

0.10

(.960)

65.46±16.11

71.29±14.93

74.22±15.31

79.89±13.29

4.57

(.004)

a<d

2.30±0.51

2.32±0.48

2.55±0.49

2.79±0.47

5.43

(.002)

a, b<d

총 노숙

기간

(개월)

1년미만

1-5년이하

5년이상

26

59

52

(19.0)

(43.0)

(38.0)

14.50±5.87

17.08±6.64

16.90±7.99

1.33

(.268)

17.69±4.60

19.59±5.89

20.40±6.62

1.79

(.171)

22.00±8.11

25.85±9.12

26.37±11.23

1.87

(.158)

72.85±16.96

72.71±14.44

67.67±16.40

1.69

(.188)

2.49±0.52

2.47±0.49

2.31±0.52

1.71

(.184)

숙박 

형태

쉼터

일시보호시설

쪽방

거리

71

21

16

29

(51.8)

(15.3)

(11.7)

(21.2)

16.18±7.47

16.19±6.83

16.38±5.45

17.69±7.25

0.33

(.804)

19.14±5.55

22.57±7.11

18.13±7.96

19.10±4.42

2.30

(.080)

24.14±7.97

28.19±9.51

27.50±16.59

24.90±9.51

1.21

(.308)

74.20±13.19

64.43±21.63

70.50±18.67

67.38±13.44

2. 80

(.042)

2.46±0.49

2.32±0.56

2.47±0.57

2.34±0.48

0.69

(.559)

재

흡연

여부

no

yes

23

114

(16.8)

(83.2)

16.13±7.97

16.61±6.92

-0.29

(.770)

17.13±6.66

20.03±5.77

-2.14

(.034)

22.70±10.03

25.84±9.80

-1.40

(.164)

70.09±17.32

70.97±15.52

-0.25

(.087)

2.51±0.56

2.39±0.50

1.07

(.289)

‡AUDIT 정상a

문제
b

남용c

의존d

50

22

14

42

(39.1)

(17.2)

(10.9)

(32.8)

15.38±6.06

14.59±5.38

16.64±7.83

18.90±6.91

2.81

(.042)

18.82±5.91

18.14±4.88

20.86±6.52

21.57±6.09

2.47

(.065)

22.38±9.18

21.91±7.95

28.07±8.91

30.38±10.55

6.97

(<.001)

a,b<d

72.46±16.66

80.41±13.91

63.36±17.20

66.05±12.96

5.67

(.001)

b>c,d

2.56±0.53

2.50±0.51

2.39±0.57

2.24±0.42

3.23

(.025)

a>d

주. 무응답 제외, ‡비음주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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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분노, 자기효능감, 건강기능 간의 상 계                           (N =137)

상태분노 기질분노 분노표 자기효능감 건강기능

r (p)

상태분노
1

기질분노
 . 57(<. 001) 1

분노표
 . 52(<. 001)  . 67(<. 001) 1

자기효능감
-.35(<.001) -.36(<.001) -. 50(<.001) 1

건강기능
-.31(<.001) -. 25( .004) -. 43(<.001)  . 71(<. 001) 1

D .  상 자 의 분 노 ,  자 기 효능감,  건 강기 능 간의 계

상자의 분노, 자기효능감, 건강기능 간의 계를 알아보기 하여 상 분석

(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 고, 결과는 <표 7>과 같다. 상자의 건강기능

은 상태분노(r=-.31, p<.001), 기질분노(r=-.25, p=.004), 분노표 (r=-.43, p<.001)과 

유의한 부  상 이 있고, 자기효능감(r=.71, p<.001)과는 유의한 정  상 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상태분노(r=-.35, p<.001), 기질분노(r=-.36, 

p<.001), 분노표 (r=-.50, p<.001)과 유의한 부  상 이 있었다. 분노표 은 상태

분노(r=.52, p<.001), 기질분노(r=.67, p<.001)와 유의한 정  상 이 나타났으며, 

상태분노와 기질분노 간에도 유의한 정  상 이 있었다(r=.57,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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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분노와 건강기능과의 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완 매개효과             (N=137)

분석단계 β t p Adj. R² F p

Sa

1. Sa→SE -.303 -3.56  .001 .085 12.65  .001

2. Sa→FH -.315 -3.77 <.001 .092 14.19 <.001

3. Sa, SE → FH .508 69.15 <.001

SE → FH  .693 10.62 <.001

Sa → FH -.063 -0.96  .339

Ta

1. Ta→SE -.296 -3.50  .001 .081 12.24  .001

2. Ta→FH -.281 -3.30  .001 .072 10.90  .001

3. Ta, SE → FH .505 68.26 <.001

SE → FH .721 10.88 <.001

Ta → FH .015  0.23  .819

Ae

1. Ae→SE -.515 -6.68 <.001 .259 44.66 <.001

2. Ae→FH -.475 -6.14 <.001 .220 37.66 <.001

3. Ae, SE → FH .512 70.33 <.001

SE → FH  .665  9.46 <.001

Ae → FH -.101 -1.44  .152

주. 특이값 제외, Sa: 상태분노, Ta: 기질분노, Ae: 분노표 , SE: 자기효능감, FH: 건강기능

E .  분노 와  건강기 능과 의 계에 서 자 기 효능감의 완 매개 효과

본 연구에서 분노와 건강기능과의 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정하

기 하여, Baron과 Kenny (1986)의 3단계 회귀분석에 따라 상태분노, 기질분노, 

분노표  각각의 변인과 건강기능과의 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정하

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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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기효능감의 완 매개효과-1.

먼 , 상태분노와 건강기능의 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보

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상태분노가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을 검

정한 회귀분석에서 β값이 -.303이었고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상태분노가 종속변인인 건강기능에 미치는 향을 검정한 회귀분석에

서는 β값이 -.315이었고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1).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이 종속변인인 건강기능에 미치는 향을 검정하기 해 상태분노와 

자기효능감을 측요인으로 하고 건강기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자기효능감만이 건강기능에 유의한 측요인으로 나타났고(β=.693, 

t=10.62, p<.001), 모형의 설명력은 50.8%로 나타났다(F=69.15, p<.001). 따라서 상

태분노와 건강기능의 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완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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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기효능감의 완 매개효과-2.

다음으로, 기질분노와 건강기능의 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를 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기질분노가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

을 검정한 회귀분석에서 β값이 -.296이었고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1). 2단계

에서 독립변인인 기질분노가 종속변인인 건강기능에 미치는 향을 검정한 회귀

분석에서는 β값이 -.281이었고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1). 마지막으로 매개변

인인 자기효능감이 종속변인인 건강기능에 미치는 향을 검정하기 해 기질분

노와 자기효능감을 측요인으로 하고 건강기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만이 건강기능에 유의한 측요인으로 나타났고

(β=.721, t=10.88, p<.001), 모형의 설명력은 50.5%로 나타났다(F=68.26, p<.001). 

따라서 기질분노와 건강기능의 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완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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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자기효능감의 완 매개효과-3.

마지막으로, 분노표 과 건강기능의 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결

과를 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분노표 이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을 검정한 회귀분석에서 β값이 -.515이었고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1). 2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분노표 이 종속변인인 건강기능에 미치는 향을 검정한 

회귀분석에서는 β값이 -.475이었고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1).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이 종속변인인 건강기능에 미치는 향을 검정하기 해 

분노표 과 자기효능감을 측요인으로 하고 건강기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만이 건강기능에 유의한 측요인으로 나

타났고(β=.665, t=9.46, p<.001), 분노표 은 유의하지 않았으며(β=-.101, t=-1.44, 

p=.152), 모형의 설명력은 51.2%로 나타났다(F=70.33, p<.001). 따라서 분노표 과 

건강기능의 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완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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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남자 노숙인을 상으로 분노, 자기효능감, 건강기능의 수 을 악하고, 

이들 변인 간의 계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심으로 노숙인의 

분노, 자기효능감, 건강기능과 이들 변인 간의 계에 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A .  상 자 의 건 강기 능

본  연 구 에 서  건 강기 능을  측 정 한  수 가  문 항  당  평 균  3  이 상 일  경 우  생 리

-  기 능이  건 강한  수 에  있 고 , 건강증진을 한 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

하는 반면, 3  미만일 경우는 1개 이상의 건강기능양상 역에서 잠재  건강문

제 혹은 험요소가 있음을 의미한다(Jones et al., 2012). 본 연구 상자의 건강기

능은 2.41 으로 나타나, 노숙인의 건강기능이 반 으로 낮은 수 으로써 잠재  

건강문제나 험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건강증진에 있어서도 취약한 상태에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조 병 환자에게서 보고된 2.65 ( 란 & 김선아, 2012)

과 알코올의존 환자에게서 보고된 2.71 ( 명숙, 2012)보다 낮은 수 이다. 그러

나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일반인의 건강기능을 측정하여 보고한 연구결과가 없

으므로 일반인과의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노숙인은 일반인보다 신체질병으로 

고통 받는 경우가 많고(송홍지 등, 2000; Wright & Tompkins, 2006), 고 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있어도 정기 인 건강 리를 받지 못하여 악화될 수 있

는 취약집단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wang & Bugeja, 2000). 노숙인들은 불안

정하고 비 생 인 환경에 노출될 험이 높고, 집단생활로 인해 염병  질병 

발생의 험이 높은 집단이다. 따라서 건강 리자들이 노숙인의 건강기능에 심

을 으로 두어 인 인 측면에서의 건강 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하며, 노숙인의 건강 리서비스로의 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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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역의 건강기능양상별로 살펴보면, 배설 양상만이 3.18 으로 건강한 기

능 수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 병 환자( 란 & 김선아, 2012)와 알

코올의존 환자( 명숙, 2012)에서도 배설양상만이 건강한 기능 수 을 나타낸 것

과 동일한 결과이다. 한편, 본 연구 상자의 건강기능양상의 하 역  가장 낮

은 기능 수 을 보인 역은 역할- 계 양상(2.04 )이다. 역할- 계 양상을 측정

하는 8문항에는 가족과 련된 계와 역할에 한 질문 3문항, 타인과의 계에 

한 질문이 4문항, 그리고 본인의 문제해결능력에 한 만족을 묻는 질문 1문항

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 상자는 가족과 분리되어 홀로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

들이었으므로 가족과 련된 역할  계에서 기능 수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고, 노숙 생활로 인해 사회 인 계 혹은 타인과의 계에서 불안

정한 상황  특성이 반 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 다음으로 낮은 기능 수 을 나타낸 양상은 ‘ 양- 사‘ 양상이었다. 이는 알

코올의존 환자( 명숙, 2012)에게서 보고된 수 보다 낮은 결과이다. 노숙인은 노

숙 생활에서 불안정하고 비 생 인 주거환경에 노출되고 불규칙 인 식사, 부실

한 양섭취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 사를 포함한 건강기능이 하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알코올의존 환자는 음주의 결과로 양실조가 빈번

하게 발생하고 신체기능  정신심리  기능도 하된다고 알려져 있다(Kaiser, 

Prendergast, & Ruter, 2008). 그런데 본 연구에서 알코올의존 환자( 명숙, 2012)

보다 본 연구 상자에서 양- 사의 건강기능 수 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

과는 노숙인의 양- 사의 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 임을 시사한다. 

‘수면-휴식’ 양상은 ‘내가 깨어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와 ‘나는 어려움 없이 

잠을 잘 수 있다’의 2개 문항으로 측정하는데, 본 연구 상자에게서 수면-휴식 양

상은 2.20 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노숙인들이 깨어있는 동안에도 편안함을 느

끼지 못하며, 수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의 잠재 인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수면장애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하시키

고, 인지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의 기능 하와도 련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이 선 & 탁 란, 2013). 따라서 지역사회 건강 리자들이 노숙인의 건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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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심을 기울어야 하며, 이들의 건강기능 향상을 한 실질 이고 용 가능

한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 한 것으로 사료된다.

개인의 음주, 흡연과 같은 건강 험습 은 개인의 건강상태와 질병발생에 상당

한 향을 미친다. 본 연구 상자 에서 재 흡연을 하는 상자가 83.2%를 차

지하 고, 일평균흡연량은 17.61개비 다. 원정숙과 한상숙(2003)의 연구에서 노숙

인  흡연자(77.7%)가 비흡연자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된 결과와 유사하다. 한 

국내 성인 남성에게서 보고된 재 흡연율(47.3%)과 일평균흡연량(16.3개비)과 비

교하 을 때(보건복지부, 2012), 본 연구 상자에서 흡연자가 약 2배 가까이 많은 

수 이며 일평균흡연량도 많은 수 이다. 이러한 결과는 Heffron, Skipper와 

Lambert (1997)의 연구에서 노숙인이 다른 집단보다 음주와 흡연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된 결과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건강기능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흡연에 의한 질병  건강문제에 하

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호흡기증상, 폐기능 하 등

의 신체 질병과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  문제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박순우, 

2011), 건강증진행 도 낮은 수 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미옥 등, 2013). 이러

한 결과와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 흡연여부에 따라 건강기능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선행연구와 상이한 결과이다. 

본 연구 상자  음주를 하는 상자는 93.4%로 부분을 차지하 다. 이는 

노숙인을 상으로 실시된 원정숙과 한상숙(2003)의 연구에서 음주자가 67.7%로 

보고된 것보다 많은 결과이다. 특히, 본 연구 상자  알코올의존군은 32.8%로, 

국내 성인 남성의 평생음주자  알코올 의존이 12.8%로 보고된 결과(보건복지부, 

2012)보다 2배 이상 높은 수 이다. 한 본 연구에서 음주문제가 심각할수록 건

강기능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문제는 신체  사회심리  역기능

을 래하고 심화시킴으로써 노숙인의 사회복귀에 부정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다(유채  & 신원우, 2000). 과도한 음주는 신체질환  정신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키고, 가정과 직장문제도 일으켜 사회생활에 부정  향을 래한다(김순

오, 2006). 본 연구에서 알코올의존군에서 건강기능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이러

한 선행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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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찬, 박재산과 김귀 (2011)은 흡연자  음주자의 흡연량과 음주량에 공통

으로 스트 스, 삶의 질, 주  건강상태가 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하 고, 스트 스 해소 방법으로 음주와 흡연이 가장 용이한 수단인 것으로 여기

는 사회  통념이 지나친 음주와 흡연을 래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노숙인

의 음주와 흡연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이들이 노숙 생활에서 겪게 되는 신체  

정신  어려움을 음주와 흡연을 통해 해소하려는 경향이 본 연구 결과에 반 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노숙인의 음주문제는 건강기능과 통계 으로도 유의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음주문제를 가지는 노숙인을 상으로 집

인 건강 리서비스가 확 될 수 있도록 정책 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

와 더불어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나 알코올 문상담센터의 극 이고 지속 인 

개입과 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B.  상 자 의 분 노 ,  자 기 효능감,  건 강기 능 간의 계

본 연구에서 제 변인들 간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 건강기능, 분노, 자기효능

감 모두 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로, 분노와 건강기능의 

계에서 상태분노, 기질분노, 분노표 이 높을수록 건강기능 수 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 결과는 쉼터 노숙인에게서 기질분노와 분노표 이 지각된 건강상태와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황라일 & 윤지원, 2011)를 동일한 

맥락에서 지지하고 있다. 한 Yarcheski 등(2002)의 연구에서 남자청소년의 상태

분노와 기질분노가 재의 건강상태와 부  상 계가 보고된 것과 일치하는 결

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상태분노와 기질분노가 높을수록 분노표 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분노표 은 분노에 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처

하는지를 측정한 것으로, 분노표  수 이 높을수록 분노에 하여 부 응 인 

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Lombardo et al., 2005). Miller와 Keys (2001)는 노숙인

이 노숙 생활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당하고, 그 결과로 분노와 무가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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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하 다. 한 개인의 욕구 불충족은 분노를 유발하는데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정병심 & 연문희, 2005; Ram, 2000), 노숙인

들은 노숙 생활로 인하여 생리  욕구와 안 의 욕구 등의 기본 인 욕구도 스스

로 충족시키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다(원정숙 & 한상숙, 2003). 사회 인 계 속에

서 분노에 부정  방식으로 처하게 되면 인 계에서 갈등과 스트 스를 일으

키고 계를 오래 지속하기 어려워진다(백경림, 2009; Smith et al., 2004). 따라서 

노숙인의 건강기능의 향상을 해서는 분노 리에 한 다양한 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둘째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기능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만성질환자를 상으로 실시된 Yoo 등(2011)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운동 등을 

포함한 자가 리행 , 통증, 우울, 디스트 스, 건강상태와 련이 있는 것으로 보

고된 결과와 일치한다. 한 학생을 상으로 실시된 강양희(2012)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행 의도, 건강증진행 와 유의한 순상 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 상자의 자기효능감은 김 미(2001)의 연구에

서 보고된 노숙인의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수 이며, 김신미와 김순이(2008)의 연

구에서 보고된 국내 년 성인보다는 낮은 수 이다. Tollet's theory of 

homelessness-hopelessness model (Tollet & Thomas, 1995)에서 노숙 상황으로

부터 실패감과 무력감에 노출되는 노숙인들은 자기효능감 하의 문제도 겪게 되

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노숙인의 건강기능 향상을 한 재를 계획할 

때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셋째로, 자기효능감은 상태분노, 기질분노, 분노표 과 부  상 계를 보 다. 

Crespo와 Fernández-Lansac (in press)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기질분노, 분노표

과 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한 만성통증을 가지

고 있는 역 군인을 상으로 실시한 Lombardo 등(2005)의 연구에서 분노표 과 

자기효능감이 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지지한다.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우에 그 지 않은 경우보다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을 더 많이 경험하고, 상황이나 문제를 어렵게 인식함에 따라 우울, 분

노 등의 부정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한다(백경림, 2009). 따라서 노숙인은 자기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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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과 분노 수 은 노숙 상황으로부터 향을 받기 쉬우며, 이에 따라 건강기능이 

하되는 잠재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C .  분노와 건강기능과의 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완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상자의 분노와 건강기능과의 계에 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

과를 검정한 결과, 자기효능감의 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숙인

의 분노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하됨으로써 간 으로 건강기능에 부정  

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처행동

을 하고 얼마만큼의 노력을 들일지 결정하며, 그 행동을 유지하는데 향을 미친

다(Bandura, 1977). 이러한 에서 생각할 때, 높은 자기효능감은 노숙인의 건강

기능 향상에 있어서 요한 내  자원이 될 수 있다. Yeom (in press)의 연구에서

는 노화와 련된 고정 념과 건강증진행  간의 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를 본 연구결과와 함께 고려해볼 때, 독립변인

이 달라도 건강과 련된 종속변인에 미치는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측

면에서 유사한 결과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노숙인의 상태분노, 

기질분노, 분노표 이 건강기능의 향요인임을 검증한 모형의 설명력이 10% 이하

는데,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모형에서는 설명력이 50% 이상으로 높아

졌다. 이 결과는 노숙인의 건강기능 향상을 해서 분노와 자기효능감을 함께 재

하는 것이 분노만을 재하는 것보다 더 나은 효과를 기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을 재함으로써 제2형 당뇨환자의 자가 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Wu et al., 2011)와, 골다공증 방을 한 건강증

진행 에도 효과 인 것으로 보고된 결과(Qi et al., 2011)로도 뒷받침된다.  

종합해보면, 건강기능 향상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은 요한 향을 미치고 있으

며, 특히 노숙인의 건강기능 향상을 한 재에 분노 재나 자기효능감 재가 

독립 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분노와 자기효능감을 동시에 재하는 것이 효과

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해 무엇보다도 인  에서 상자의 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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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가지고 재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의 역할이 요하며, 지역사회 간호

사들이 노숙인의 건강기능 향상을 한 한 건강 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록 하는 제도 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노숙인의 건강기능 향상을 

한 목 으로 자기효능감 재를 제공할 때, 간호사를 심으로 지역사회 장에서 

함께 일하는 타 문직과 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Washington과 

Moxley (2013)는 간호와 사회복지의 력이 요함을 강조하며, 이 두 문직의 

교류가 노숙인의 자기효능감에 한 재가 건강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요한 지지  환경이 된다고 하 다. 이를 근거로 하여 지역사회에서 노숙인의 

건강기능 향상을 하여 자기효능감 재 시 다학제간 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 일 것으로 사료된다. 

D .  연 구 의 의의

본 연구는 먼  간호연구 측면에서 두 가지의 의의가 있다. 첫째로, 노숙인의 

건강기능에 한 연구가 무한 상황에서 노숙인의 건강기능이 조 병 환자나 알

코올 독 환자보다 더 낮다는 결과를 보고하여 노숙인의 건강에 한 문제 을 

지 한 에서 요한 의의가 있다. 둘째로, 남자 노숙인의 분노, 자기효능감, 건

강기능의 수 을 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계를 조사하여 앞으로 노숙인의 건

강기능 향상을 한 재를 개발하는 데 기 를 마련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

다. 셋째로, 건강기능과 분노의 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함

으로써 분노, 자기효능감, 건강기능의 계를 보다 심층 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토 로 노숙인의 건강기능과 련된 다른 변인들을 

악하는 후속연구와, 노숙인의 건강기능 향상 재에 한 다양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간호이론 측면에서 본 연구는 노숙인에 하여 총체 이고 인  

존재로서의 인간에 을 두어 신체 , 정신 , 사회  기능을 아우르는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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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측면에서 건강기능을 악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노숙인의 건강

기능을 인  에서 이해하고, 건강기능 향상을 목 으로 이와 련된 이론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간호실무 측면에서 본 연구는 노숙인의 건강기능 향상을 하여 

지역사회 건강 리자로서의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요함을 강조한 것에 의의가 

있다. 한 노숙인의 건강 리서비스에 하여 인  의 근이 요하며, 

분노와 자기효능감에 한 재의 필요성을 나타낸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토 로 노숙인의 건강기능 향상을 하여 효과 인 재 로그램 개발에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숙인의 지역사회 리를 한 간호실

무의 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 .  연 구 의 제 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제한 이 상된다. 

1. 본 연구의 상자는 서울지역의 노숙인 시설을 통하여 편의표집된 노숙인으

로서 상자 선택편의가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 을 

가진다. 

 

2.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자가보고식 질문지에 의하여 얻어진 것으로서, 개

인의 해석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개념 간의 계가 정확히 측

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노숙인의 건강기능을 평가하는 척도에

는 일부 국내 실정에 합하지 않거나 노숙인의 상황에 합하지 않은 문항

이 포함되어 있다. 한 비해당에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불성실한 응

답의 방편으로 비해당에 표시하 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강기능의 정확한 

평가에 제한 이 있다.   



- 40 -

Ⅵ.  결 론   제 언  

A .  결 론

본 연구는 노숙인의 분노, 자기효능감, 건강기능의 수 을 악하고, 분노, 자기

효능감, 건강기능 간의 계를 규명하기 한 서술  상 계 연구이다. 

본 연구의 상은 서울특별시 소재 노숙인쉼터 2곳과 노숙인 일일 식센터 1

곳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남자 노숙인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으며, 자가보고형식의 설문지를 사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총 177

부 고, 불성실한 응답이 포함된 자료를 제외한 137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 상으

로 하 다. 

연구에서 분석된 변인은 분노, 자기효능감, 건강기능이다. 분노는 Spielberger 

(1988)가 개발하고 겸구 등(1998)이 번안  수정하여 표 화한 44문항의 도구

를 사용하 다.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1982)이 개발하고 홍혜 (1995)이 번안한 

23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건강기능은 Jones (2002)가 개발하고 란

과 김선아(2012)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단순  다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연구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 참여한 노숙인 137명의 분노, 자기효능감, 건강기능을 분석하 다. 

분노는 상태분노 16.53 , 기질분노 19.54 , 그리고 분노표 은 25.31 이었

다. 자기효능감은 평균 70.82 으로 나타났고, 건강기능은 문항 당 평균이 



- 41 -

2.41 이었다.  11개 건강기능 역  ‘배설’ 양상(3.18 ) 가장 높은 양상으

로 건강한 기능 수 에 있었다. 반면에 ‘역할- 계’ 양상(2.04)이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 양- 사‘(2.19), ’수면-휴식‘(2.20)이 낮은 수 의 건강기능을 

보 다. 

2. 일반  특성에 따른 분노, 자기효능감, 건강기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상태

분노는 문제음주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기질분노는 종교와 재 흡연여

부에 따른 차이를 보 다. 분노표 은 결혼, 종교, 문제음주 정도에 따라 차이

가 있었으며, 자기효능감은 종교, 직업유무, 월수입, 숙박형태, 문제음주 정도

에 따라 차이를 보 다. 건강기능은 교육수 , 월수입, 문제음주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3. 분노, 자기효능감 건강기능 간의 상 계를 검증한 결과, 모두 유의한 상

계가 나타났다. 

4. 분노와 건강기능과의 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상태분

노와 건강기능, 기질분노와 건강기능, 분노표 과 건강기능 각각의 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완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의 자활을 하여 건강기능이 요함에도 노숙인의 건강기능을 악하는 

연구는 미흡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건강기능과 련되는 변인에 하여 조사한 연

구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숙인의 건강기능에 을 두어 노

숙인의 건강기능과 함께 건강기능에 련되는 분노, 자기효능감의 수 을 악하

고, 이들 변인 간의 계를 면 히 악하기 하여 처음으로 시도되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노숙인의 건강기능에 분노가 향을 미치며, 이 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완 매개효과를 확인하 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앞으로 

노숙인의 건강기능 향상을 한 간호 재 개발에 있어서 분노 리와 자기효능감 

증진의 목표가 포함되는 것이 효과 일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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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바탕으로 노숙인의 건강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간호 재 개발 등

의 후속연구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아울러 노숙인의 건강기능 향상

에 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정신보건간호사의 역을 확 하고, 노숙인에게 

제공되는 건강 리서비스의 질 향상, 서비스 달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B.  제 언  

본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는 노숙인의 건강기능과 련된 요인으로 분노와 자기효능감만을 

조사하 으므로, 노숙인의 건강기능과 련되어 향을 미치는 다른 심리사회

변인을 규명하는 다양한 조사연구를 후속연구로 제언한다. 

2. 본 연구에서 노숙인의 건강기능에 분노가 향을 미치며, 분노와 건강기능의 

계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노숙인의 건강기

능 향상을 하여 효과 인 분노 리  자기효능감 향상을 재하는 로그

램을 개발하여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3. 본 연구에서 노숙인의 건강기능은 정상범 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 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숙인의 건강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 

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숙인의 건강기능 향상을 한 다양

한 로그램을 개발하는 재연구를 제언한다. 

4. 본 연구에서 노숙인의 건강기능을 측정한 도구는 ‘역할- 계’ 양상과 같이 노

숙인의 상황과 여건에 하지 않은 문항도 포함되어 있다. 한 비해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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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 건강기능에 하여 부정확한 평가

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노숙인의 건강기능을 보다 정

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이들의 특성을 반 하는 건강기능 측정도구개발 연구

를 제언한다.

5. 본 연구는 남자 노숙인을 상으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여자 노숙인을 상으

로도 분노, 자기효능감, 건강기능을 악하는 연구를 통하여 남자노숙인과 여

자노숙인의 특성을 비교하는 조사연구를 제언한다. 

6. 본 연구에서 노숙인의 음주와 흡연 문제가 일반인보다 높은 수 이었으며, 특히 

알코올의존에 해당하는 노숙인이 높은 분포로 나타났다. 음주와 흡연은 스트

스 처방식의 일부로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후속연구로 노숙인의 스트 스 수

과 스트 스 처양식에 따른 분노, 자기효능감, 건강기능 간의 계에 한 

조사와 이에 한 재를 개발하는 연구 등의 다양한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7. 노숙인의 건강기능 향상을 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노숙인에게 건강 리서비

스를 제공하는 정신보건간호사의 역할이 요하다. 따라서 노숙인의 건강기능 

향상을 한 정신보건간호사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극 인 교육과 노

력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노숙인의 건강기능 향상을 한 서비스 제공에 

근성  효과성을 높이기 하여 지역사회 건강 리자 간의 다학제간 력

이 효율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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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 g e r ,  S e l f - E f f i c a c y ,  a n d  F u n c t i o n a l  H e a l t h  P a t t e r n  i n  

M a l e  H o m e l e s s  P e o p l e .

Park, Su I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level of anger, self-efficacy, 

and functional health pattern a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these 

variables in male homeless people in order to provide the basis for planning 

nursing intervention to improve functional health of the homeless. 

137 male homeless people were recruited from two homeless shelters and 

one free meal service center for homeless in Seoul and were asked to complete 

a series of self-report questionnaires from October, 2nd to 6th in 2013. 

To estimate anger of homeless peopl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STAXI-K) amended and supplemented by Jeon et 

al (1998), based on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 developed 

by Spielberger (1988). For self-efficacy, a tool amended and supplemented by 

Hong (1995) based on Self-Efficacy Scale (SES) developed by Sherer et al 

(1982). For functional health pattern, a tool amended and supplemented by 

Keum and Kim (2012) based on Functional Health Pattern Screening 

Assessment Tool (FHPAST) developed by Jone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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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were analyzed bu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simple regression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WIN 20.0 

program.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level of state anger was 16.53, trait anger was 19.54, anger 

expression was 25.31. and overall self-efficacy was 70.82. The everage 

score of functional health pattern was 2.41. By sub area, elimination 

pattern(3.18) was the highest. On the other hand, it was low in order of  

role-relationship pattern, nutritional-metabolic pattern, and sleep-rest 

pattern.

2. In the test for difference of State anger by general characteristics, a 

significant variable was degree of problem drinking. In cases of Trait 

anger, significant variables were religion and current smoking statu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nger expression according marriage 

status, religion, and degree of problem drinking. Self-efficacy level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y religion, job status, monthly income, residential 

type, and degree of problem drinking. Functional health pattern level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education level, monthly income, and degree of 

problem drinking.   

3. There were signigicant correlations among anger, self-efficacy, and 

functional health pattern each others.

4. to examin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3-step regression analysis 

proposed by Baron and Kenny (1986) was conducted. As a result, there 

was complete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and 

functional health pattern. 

In conclusion, this study focused on functional health pattern of the 

homeless, and showed significant relationships among anger, self-efficac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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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health pattern, and complet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relationship between anger and functional health pattern. Therefore, these 

results are useful for planning nursing interventions that focus on improving 

functional health of them. In addition,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extend 

roles of mental health nurses who could plays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he functional health of homeless people in communities, to improve quality of 

health care service, and to develop service delivery system for them.   

Key words: Anger, Self-efficacy, Functional health pattern, Hom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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