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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입원 노인 환자의 적 안녕과 우울

 본 연구는 입원노인에서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점점 심각한 문

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울과, 이에 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적안녕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입원노인환자의 정신건강 간호중재법 개발에 적 간호의 

중요성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 시내 1개 대학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65세 이상 환

자 100명을 임의 표출하 다.

 적 안녕 도구는 Hungelmann 등이 개발한 것을 본 연구자가 번안, 수정

하여 사용하 고, 우울 측정도구는 Radloff가 개발한 자기 보고형 우울 척도

를 신승철 등(1991)이 한국적 도구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 다. 

 자료수집기간은 2002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이었다.

 자료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적 안녕과 우울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 계수를 구하 고, 일반적 및 질환 관련 특성에 따른 적 안

녕과 우울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구하 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입원 노인 환자의 적 안녕 정도는 평균61.72(득점범위 21-84)로 중상정

도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건강이 저하될 때 적 건강도 저하되며, 이에 대해 

노인은 기도를 중요한 대처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를 하위 역별로 

보면, 삶의 만족/자아실현 역 21.36으로 가장 높았고 믿음/신념 역 21.15, 

삶/자기책임 역 19.18 순으로 나타났다.

2) 입원 노인 환자의 우울 정도는 평균 32.38(득점범위 20-60)로 중하정도의 

우울 수준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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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원노인 환자의 적 안녕과 우울간에는 중등도(γ=-0.53, p<.0001)의 유

의한 역 상관관계가  있었다. 

4) 입원 노인 환자의 적 안녕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일반적 특성

과, 질환 관련 특성은 성별(t=-2.72, p<.0076), 결혼상태(t=-2.03, p<.0453), 종

교(F=14.3, p<.0001), 건강상태의 지각(F=5.54, p<.0015), 만성질환의 수

(F=4.54, P<.0021)로 나타났다.

5) 입원 노인 환자의 우울 정도에 차이를 나타낸 일반적 특성과 질환 관

련 특성은 종교(F=7.21, p<.0002), 건강 상태의 지각(F=9.19, p<.0001)으로 나

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입원 노인 환자의 적 안녕 정도는 우울과 

역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신체적 건강저하는 적 건강을 저하시

키고, 이에 대해 노인은 기도를 중요한 대처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간호사는 노인 입원 환자에게 신앙생활을 존중하여 적 안녕 

상태를 도모하고 우울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적 간호 중재를 활용 해 볼 

수 있겠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되는 말: 입원 노인 환자, 적 안녕,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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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몸, 마음 및 혼이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 상호 향을 주고받는 독특한 존재이다. 특히 인

간의 적인 차원은 개인이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경험할 때 보상작용의 

기전으로서 더욱 중요하다. 즉 건강할 때는 종교에 대해 생각하지 않던 사

람도 몸이 아프게 되면 적인 요구를 지니게 된다. 인간의 적 요구는 

삶의 의미나 죽음과 같은 궁극적인 문제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해답을 찾

으려는 요구와 사랑과 관계에 대한 요구, 용서받고 싶은 요구, 그리고 희

망에 대한 요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Fish & Shelly, 1978). 

노인은 죽음에 가까워짐에 따라 삶을 전인적으로 통합하려는 내면의 욕

구를  경험하게 되므로 적인 내적 자아를 더욱 지각하게 된다. 또한 노

인은 쇠퇴와 발달, 과거와 미래, 죽음과 삶, 자아, 힘, 물질, 적 취약성 

사이에서 모순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때 건강한 성은 갈등의 의

미를 도출하고  신체적 자아를  초월하며 적인 자아를 의식하여 다양성, 

통합, 전인으로서의 발달을 경험하도록 하는 자원이 된다(Reed, 1991). 또

한 적인 안녕은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목적, 의미, 통합의 감각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자아 존중감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삶에 만족하는 철학, 타인

들과의 만족스러운 관계, 건설적이고 건전한 자아개념, 죽음에 대한 준비, 

상실과 분리에 대한 실질적인 통찰 및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하려

는 마음을 갖게 한다(이원희, 1988; Moberg, 1984). 반면에 적 요구가 충

족되지 않고 남아 있을 때는 적 고뇌가 초래될 수 있는데, 이는 공허감, 

절망감, 소외감, 죄책감으로 특징지어진다(O'Brien, 1992; Frankle,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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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정신건강 문제 중에서도 가장 일차적인 정신장애인 우울은 정서

적인 기분 변화로부터 병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연속선상에 있으며 근심, 

침울감, 무력감, 실패감, 자존심 상실,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정서 장애이다

(송미숙, 1997). 조은희 등(2000)은 도시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이용하

는 노인 40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61.2%의 우울증 유병률을 보고하

고 이꽃메 등(2000)은 대도시, 농촌의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2.12%를 보고하여 우울이 시급히 관리해야 할 건강문제임을 제시한 바 

있다. 더욱이 노인의 우울은 증상이 치매증상과 유사하며 젊은 사람과 특

징이 다르고 평가에 대해서도 더 회피적이고 저항적임으로 잘 인지되어지

지 못하여 자살과 같은 생명의 위협을 주는 문제의 원인이 되어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다(서국희 외, 1999). 

우울의 유발요인으로 조은희 등(2000)은 만성질환이 우울의 직접요인이

라고 주장하 고, 박인옥 등(1997)은 질병이나 건강에 대한 걱정이라고 보

고하 다. 이와 더불어 서현아(1996)는 입원노인과 일반노인의 우울 정도

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입원 노인의 우울 정도가 높다고 보고하여 입원 노

인의 우울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이한주(2001)는 노년기 우울의 원인이 과거의 삶 속에서 의미 있었

던 것이 사라지는 경험으로 발생된다고 하 고, Faulkner(1997) 역시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는 노인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노인이 경험하는 파괴적 

경험, 우울, 불안, 정신증은 적인 요소인 삶의 의미에 관한 회의에서 시

작되었다고 하 으며, Lewis(1995)는 우울 환자의 주된 관심이 삶의 목적

과 우울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보고하여 우울의 원인이 신체적인 질병 

뿐 아니라 적 요인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적 요인과 우울에 대한 선행연구로 Reed(1991)는 고 연령 노인을 대

상으로 성의 중요한 속성인 자기초월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음을 보고하

고,  Koenig 등(1992)은 내과병동에 입원한 노인에게 우울 증상은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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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대처와 역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 고, Fehring(1997)도 노인 암환

자 대상 연구를 통하여 적 안녕이 우울과 역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노인의 우울 유발 요인은 만성질

환과 신체적 건강의 쇠퇴, 입원이라는 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및 

적 요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중재변인으로 적인 요소가 관련

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으나 입원노인에게 이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외국문헌에서만 발견할 수 있어 사회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한국의 노인에

게 적 안녕과 우울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노인간호 중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재가노인에 

비해 우울의 정도가 더 심각한 입원노인을 대상으로 적 안녕과 우울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입원노인환자의 적 안녕과 우울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입원노인 환자의 적 안녕 상태를 파악한다.

2) 입원노인 환자의 우울 정도를 파악한다.

3) 입원노인 환자의 적 안녕과 우울의 관계를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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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적 안녕

적 안녕은 인간의 적 본성을 최대한으로 개발시키는 능력이며, 시,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절대자, 자연, 이웃, 자아 사이의 조화로운 관

계로 역동적이고 통합적인 성장과정을 통해 성취되며 삶의 궁극적 목적

과 의미의 실현을 이끌며 사랑, 관심, 용서를 주고받고 조화, 질서, 평화를 

이루는 상태이다 (Hungelmann et al, 1989; Brukhardt, 1989; Fish & 

shelly, 1978;  Chapman, 1986). 본 연구에서는 Hungelmann과 그의 동료

들이 1989년 개발한 도구를 연구자가 번역한 것으로 믿음/신념 역, 삶/

자기책임 역, 삶의 만족/자아실현 역의 21개 항목으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2) 우울

우울은 정서적인 기분 변화로부터 병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연속선상

에 있으며 근심, 침울감, 무력감, 실패감, 자존심 상실, 무가치함을 나타내

는 정서 장애이다(송미숙, 1997). 본 연구에서는 Radloff(1977)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한 자기 보고형 우울증 도구를 

신승철 등(1991)이 한국적인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

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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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노인의 적 안녕

적 안녕은 인간의 적 본성이 최대한으로 개발되도록 하는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절대자, 자신, 이웃,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

를 유지하며 통합, 질서, 조화, 평화를 이루는 상태이다. 즉 적 안녕은 

인간이 신과의 바른 관계를 가짐으로써 평안해지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사랑과 관심을 주고받으며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써 사랑과 기

쁨, 평화를 누리며 성취하는 것을 배우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최대한의 

잠재성을 성취하도록 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Hungelmann et al, 1989; 

Brukhardt, 1989; Chapman, 1986; Hiatt, 1986; Fish & Shelly, 1983).

인간 전체성의 본질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위해 Stallwood와 Stoll(1975)

이 개발한 모형<그림 1>에 의하면 인간은 신체적, 사회 심리적 및 적인 

면의 세 역을 포함한다. 장 외곽에 있는 인간의 신체, 생리적인 면은 다

른 사람에 의해 보여지는 것으로 5감각을 통해 세계와 접촉하며 사회 심

리적 역은 자아의식, 인격, 개성을 일으키는 정서, 의지, 지능, 도덕감으

로 구성되어 있다. 제일 중심의 적 역은  혹은 개체의 핵심으로 초

자연적이며 초월적인 성질이 있다(Stoll, 1989).

세 역은 상호 작용 및 상호의존적이며 이 중 적 역은 종교적, 철

학적 질문이나 타인과의 관계, 삶의 선택에 관한 결정, 죄의식, 신념과 관

계된 것으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역을 통합하는 통일된 힘, 

인간으로 하여금 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하며 인간의 삶이 성취되게 하

는 내적인 힘, 개인을 초월하여 개인과 신과의 관계 혹은 궁극적인 관심, 

또는 우주적인 힘,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개인의 인지와 신앙을 갖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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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힘이다(Banks 1980). 

 Ⅰ. 신체.생리적: 5감각을 통해 세계  

    와 접촉      

 Ⅱ. 사회,심리적: 마음, 자아의식, 정  

    체감, 지능, 의지, 정서, 도덕감

 Ⅲ. 적: 신에 대한 의식, 신성에   

    대한 관계

 <그림 1>인간의 본질을 나타내는 개념 모델

적 역은 특히 노년기에 더욱 중요한 요소로서 만성질환과 같은 신

체적인 쇠퇴로 인한 전체적인 안녕 파괴의 경험에서 긍정적인 향을 미

친다. 즉 은퇴와 같은 사건에 의해 자신감 및 가치감의 상실을 경험할 때 

역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며 능력의 상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적 

의미를 찾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노인에게 있어 가장 큰 도전인 죽음에의 

직면에서, 배우자의 죽음 후에 다음세계에서의 재 연합을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사랑하는 사람과의 상실을 대처하게 하거나 죽음이나 죽음과정에 대

한 두려움의 정서에서 용서를 받게 하며 그들이 살았던 삶을 수용하고 생

명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돕는다(Bianchi, 1982; Tobin, 1991). 이

처럼 노년기는 직업, 관계, 위치, 신체적 건강의 상실을 경험하며 삶과 죽

음, 과거와 미래, 쇠퇴와 발달, 갈등과 모순 등으로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

게 되는데 이를 통해 자기 가치감, 무조건적 수용, 자신의 신뢰, 궁극적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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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대한 신뢰, 자신, 타인을 향한 용서, 인생의 의미로의 전환, 현재를 

잘살 수 있게 하는 상실의 초월, 다른 사람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사랑, 

돌봄 등 적인 조명을 경험하게 됨을 알 수 있다(Reed, 1991).

노인의 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Diana(1999)는 지역사회 재

가노인 대상자의 적 안녕에 관한 연구에서 노인들의 높은 적 안녕 수

준을 나타냄을 보고하 고, Highfield(1994) 연구결과에서도 노인 암환자의 

적 안녕은 젊은 환자에 비해서 더 높음을 보고하여 노인이 타 연령과 

비교하여  적 안녕 수준이 높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한편 Mackenzie(2000)은 지역사회 계속 치료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41명

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 대부분의 노인은 절대자가 그들을 끊임없

이 보호하고 안내하고 가르치고 돕고 치료한다고 믿었으며,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의사, 

약, 사랑하는 친구, 돕는 낯선 사람 등을 통해서 일한다고 지각하고 있어

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의 심리적 안녕의 기초를 형

성함을 믿었다고 보고하 다. Forbes(1994)는 노인시기에 성과  건강 대

처능력은 높은 긍정적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면서 성이 만성 건강문제

를 넘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는 원동력이고 신체적 건강에도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Reed(1987)는 말기 암환자와 일반환자, 건강한 

성인 각각 100명을 대상의 적 측면에 관한 연구에서 말기 암환자 집단

에서 적인 관심도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하 고 

Miller(1985)는 진단된 건강 문제의 수는 적인 참여의 정도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 노인이 건강문제를 대처하는데 기도를 포함

한 적인 요소를 중요한 대처 전략으로 사용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신

체적 건강문제가 생길수록 더욱 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Koenig(1988)등은 800명 노인을 대상으로 내적인 종교성과 종교적 활

동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행복감, 가치감, 삶의 만족 등의 정신건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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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상호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 고, Gass(1987)는 성이 사별한 노인의 

정신적 기능 저하에 역 상관적으로 관계가 있으며 심리적 안녕, 사회적지

지, 지각된 통제와 강하게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하 다. Herth(1987)는 

성의 변수인 희망이 사별을 경험한 노인에게 절망을 해결하는 요소라고 

하 다. Reed(1991)는 성의 요소인 자기초월 의식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

음을 보고하 다. Nelson(1990)은 믿음으로 정의한 내적인 종교적 통찰력

과 노인의 자존감 사이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내적인 믿음이 증가

함에 따라 우울이 감소함을 보고하 고, Koenig 등(1998)은 입원한 노인환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종교적 대처행동은 신체건강과 삶의 질, 우울

에 긍정적 상관성을 나타내며 비종교적 대처행동과 차이를 나타냄을 제시

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년기의 적인 조명은 상실을 극복

하게 하는 후기 인생의 발달자원임을 알 수 있으며, 적 역은 신체적 

건강 및 심리적,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를 완화하거나 예방하는 촉진적 

요소로 적용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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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의 우울

노년기의 심리학적 특성은 우울 성향의 증가, 내향성 및 수동성의 증가, 

경직성의 증가, 성 역할 지각의 변화 등이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

이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노년기 전반에 걸쳐 증가하는 우울

은 노화에 따른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족관계의 변화, 경제적 수입의 감

소, 사회적 역할의 상실, 신체적 건강수준의 하락, 그리고 사회적 고립 등

에 의해 야기된다(윤진, 1989).

우울은 정신건강 문제 중에서도 가장 일차적인 노인기에 흔한 정신장애

로  정서적인 기분 변화로부터 병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연속선상에 있

으며 근심, 침울감, 무력감, 실패감, 자존심 상실,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정

서 장애(송미숙, 1997)이다. 이론적으로 기분장애로 분류되며 (DSM-Ⅳ) 

여러 증상, 유전적 취약성, 환경적 촉진인자, 치료에 대한 반응 등으로 이

루어진 질병 스펙트럼을 포함하는 증후군이다. 

노년기 우울증의 증상은 성인과는 양상이 다소 달라서 주로 에너지와 

집중력이 저하되고, 밤에 자주 깨고 새벽 일찍 일어나 다시 잠들지 못하는 

수면장애, 식욕저하, 많은 신체적 증상의 호소가 두드러진다. 또한 노인에

서는 질병이나 신체와 연관된 망상적 사고가 동반된 신체적 호소, 자기자

신을 비난하는 경향과 편집증적 사고나 자살사고가 많다. 또한 ‘가장된 우

울증(masked depression)'이 많아 불안이나 불편, 공허감 등으로 나타나기

도 하고 가성치매로도 나타나 현저한 기억장애를 나타내기도 한다(서국희 

등, 1999). 

노인의 우울은 흔히 관심을 끌지 못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첫째, 노인은 

보통 고통스럽다거나 우울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며, 둘째는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문제를 은폐시키는 생리적인 문제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우울증이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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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고, 넷째, 노인에게 있어서 치매 발생률이 높아 진단과 치료가 

어렵기 때문이다(inter RAI overveiw committee, 1999). 

노인의 우울 빈도는 측정도구에 따라서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는 전체 지역사회 노인의 10~15% 정도가 우울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Blazer, 1984), 국내 연구에서는 조은희 등(2000)이 도시지역 보건

소와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노인 40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61.2%의 

우울증 유병률을 보고하 고 이꽃메 등(2000)은 대도시, 농촌의 재가노인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2.12%를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노인의 우울은 삶의 질과 역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울의 측정 및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하 고

(김희자, 2000), Bergmann(1978) 등에 따르면 인지기능의 저하와 우울 증

상을 가진 노인은 정상 노인에 비하여 높은 사망률과 신체 질환 발병률을 

보여 이 두 장애는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노인의 신체적 건강에 중요

한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특히 노인인구가 증가하며 사회환경의 변화

에 따라 노인 환자에서의 자살기도와 자살 성공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노

인 환자에서의 자살률은 젊은 사람의 그것보다 50% 더 높고, 노인 자살 

환자의 2/3가 우울증 환자인 것은 우울에 대한 임상적 및 사회적인 관심

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기백석, 1999). 

우울에 향을 주는 요소로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상태, 심리, 

사회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는 노화자체가 발생의 유발인자로 작용할 가능

성이 있으며 성별로서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여성이 자기 역할의 불만족, 결혼문제, 신체 

질환들과의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기백석, 1999), 서국희(1998)는 

성별의 차이가 사회 문화적 요인과 함께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우울증에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 으며  송양순(2000)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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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이 낮고 배우자를 일찍 상실하 기 때문이라고 주장하 다. 경제 

상태와 교육수준은 자주 거론되는 우울에 향을 주는 위험요인으로 송양

순(2000)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고 안정된 삶을 위해온 

계층이므로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하 으며, 한편 이

한주(2000)는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이 지역사회의 상대적으로 저소득 노

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결과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

다고 하여 교육수준의 경우에도  단일한 위험요인보다는  경제상태와의 

연관성에서 고려되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우울에 

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가족형태에 따라 독신가구일수록, 배우

자가 없는 경우, 직업이 없는 경우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현아, 1996: 양광자, 2000; 이민수 외, 2000; 손석준 외, 2000; 이꽃메, 

2000; 조은희 외, 2000; 송남호 외, 2000; 강희숙, 2000).  

노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요인으로는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일수록, 기능

상실이 많을수록 우울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기백석, 1999). 

이를 송양순(2000)은 노인의 질병은 일상생활 동작 능력을 감소시키고 이

로써 자력이 아닌 타인에 의존해 움직이게 되면서 우울 성향이 증가한다

고 하 고 조은희 등(2000)은 만성질환 노인 환자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모델 설정연구에서  만성질환이 우울의 직접요인이라고 주장

하 고 박인옥 등(1997)이 487명의 노인과 152명의 우울진단 환자군의 비

교연구에서 한국노인에게 있어서 가장 우울하게 하는 요인과 가장 큰불만

의 요소, 죽고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는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나 건강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하여 신체적 특성이 우울에 관련된 중

요한 요인임을 주장하 고 이러한 주장은 서현아(1996)는 입원노인과 일반

노인의 우울정도를 비교연구에서  입원노인이 우울정도가 높은 결과를 보

여 지지되고 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지지체계 및 사회활동(양광자, 2000; 김미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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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송남호 등, 2000)이 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는데 송양순

(2000)은 사회활동 참여가 많은 노인일수록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활

동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 자아통합성 수준이 높아지므로 우울 성향 수준

이 경감된다고 하 다. 

심리적 요인으로는 고독감, 삶의 만족도, 자아 통합성이 우울과 상관성

이 있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송양순, 2000 )

이상의 문헌을 통해 노인 우울은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요

소와의 상호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노년기 우울증의 치료는 포괄

적이어야 하고 약물치료뿐 아니라 노인간호의 중요한 개념인 자기조절, 자

가효율성, 희망을 고취시키고 보호자, 가족, 간병인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삶의 의미를 밝히고 생산적인 일에 참여시키는 등 전인치료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3.  노인의 적 안녕과 우울

 적 안녕은 종교적 믿음을 포함한 넓은 역으로 포괄적으로 적 안

녕과 우울의 관한 선행연구를 위주로 고찰하 다.

 Faulkner(1997)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는 400명의 대상자를 조사한 연

구에서 노인이 경험하는 파괴적 경험, 우울, 불안, 정신증은 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우울을 유발하게 된 원인이 삶의 의미에 관

한 내용이었음을 보고하 고, Lewis(1995)의 연구는 우울 환자의 주요한 

관심이 삶의 목적에 관한 내용과 경험하는 우울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보고함으로 적인 요소가 우울의 관련요인이며 우울 치료에 성 관련 

역을 포함해야 함을 제시하 다.

Fehring 등(1987)은 일차로 95명의 간호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적 

안녕과 우울이 역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아 본 후 이차로 75명의 일반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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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대상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고하 다. Reed(1991)는 고 연령 노인

을 대상으로 성의 중요한 속성인 자기초월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아지고 

정신건강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고하 고, Klaas(1998) 역시 자기초월과 삶

의 만족이 우울에 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에게 알아본 결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 중

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알아본 연구에서도 적 안녕은 우울과 상관성이 

있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어 우울과 적 안녕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황준식, 1995; 양복순, 1998). 

Murphy(2000)는 임상적 우울로 진단 받은 27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종교적 믿음과 희망을 높임으로 우울을 간접적으로 낮춘다고 보고하

면서 종교적 믿음(행위가 아닌)이 우울과 희망 없음의 수준을 낮추는 중요

한 예측인자라고 주장하 다. Koenig 등(1992)은 내과병동에서의 노인의 

종교적 대처의 빈도, 특징, 행동과 우울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 5명중 1

명은 종교적 사고나 활동이 질병에 대처하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하 고 

우울 증상은 종교적 대처와 역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 으며 6개월 

후 동일한 인물의 추적조사를 통하여 종교적 대처가 우울을 낮추는 유일

한 기본적 예측요소임을 확인하 다. Fehring 등(1997) 노인 암환자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적 종교성, 적 안녕, 희망은 일관적으로 긍정적인 

상관성이 있으며 종교성과 우울은 역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 다. 

Koenig(1998)는 입원한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종교적 대처, 비종교적 대처

와 신체 건강, 정신건강으로서 우울 증상과의 관계를 보는 연구에서 종교

적 대처행동이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긍적적인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

다.

Coleman 등(1999)은 117명의 미국흑인 평균 38세의 HIV환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도 실존적 적 안녕은 심리적 안녕과 유의하게 상관성이 

있으며 증상은 심리적 안녕에 향을 받음을 보고하면서 적인 안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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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안녕에 간접적으로 향을 미친다고 하 고, Ladis(1996)는 당뇨환

자 94명을 대상으로 불확실성, 적 안녕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불확실성

과 적 안녕은 부적 상관성이 있으며 우울에 대해 불확실성이 43%, 실존

적 적 안녕이 10%의 설명력이 있다고 보고하면서 적 안녕이 불확실

성과 우울 사이에서 완충제로서 역할을 주장하 다. 한편 국내의 연구에서

도 황준식(1995)이 성인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에서 적 안녕은 우울과 역 상관관계가 있으며 우울을 설명하는데 

스트레스가 32%, 적 안녕이 8%로 나타나 적안녕이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중재변수임을 주장하 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고찰해 볼 때 노인 환자가 경험하는 우울은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며 주 관심의 내용이 삶의 목적과 관련된 

적인 조명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종교적 믿음 및 적 안녕은 우울에 부

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더불어 신체적 건강, 희망, 불확실성, 스트레스 등의 

요인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15 -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입원노인 환자의 적 안녕 상태와 우울 정도를 파악

하고 이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서울지역에 소재한 1개 Y대학병원에 입원한 65세 이상 

노인 100명이었으며 문자 해독이 가능하고 자료수집에 동의한 자를 대상

으로 하 고, 치매로 진단 받은 자, 신경 내, 외과적 질환으로 의식의 장애

가 있는 자, 정신과적 문제로 협의 진료가 의뢰된 자는 제외하 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로서 일반적 특성 17문항, 

적 안녕 측정도구 21문항, 우울 측정도구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적 안녕 도구

본 연구에서는 Hungelmann과 그의 동료들이 1989년 성 관련 간호진

단을 위한 사정도구( JAREL Spiritual Well Being Scale)로 개발한 것을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 다. 이 도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고 

비교적 다른 도구에 비해서 적 요구항목을 잘 포함하고 있으며 너무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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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은 노인에게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데 반해 21개의 문항의 짧은 

구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인에게 사용하기에 적절한 도구이다

(Hungelmann et al, 1996). 

본 도구는 원래 6점 척도의 21개 문항을 간호학 전공교수의 조언을 통

해 노인에게 가능하도록 4점 척도로 수정하 고 각 항목을 한국어로 1차 

직역 후 1명의 목사와 적 간호를 전공하고 있는 간호학 교수 2인의 자

문을 구하여 내용의 타당도를 높 으며 입원노인 6인에게 사전조사를 한 

후 대상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 보완하 다.

본 도구는 믿음/신념 역 7문항, 삶/자기책임 역 7문항, 삶의 만족/자아

실현 역 7문항인 2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문항인 삶/자기 

책임 역은 역으로 환산하여 계산하 고 점수가 높을수록 적 안녕 상

태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계수는 .85 고( 

Hungelmann et al, 1989)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87이 다.   

2) 우울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Radloff가 1977년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정 프로그램의 일

환으로 개발한 자기 보고형 우울 척도를 신승철 등(1991)이 한국적인 도구

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표

준화된 자기보고형 우울증 척도(CES-D, Center of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s)로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우울증상의 빈도

에 따라 우울 증상을 네 단계의 수준으로 측정하게 함으로 주관적 판단으

로 인한 오류를 줄일 수 있으며 비교적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정상적

으로도 노인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을 포함하지 않아서 노인에게 사용

하기 좋은 진단적 타당도가 입증되어 있는 도구이다(Radloff & Terri, 

1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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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노인에게 실시한 사전조사에서 일주일 동안 우울 증상의 

빈도를 기록하는 4단계 수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형식의 답변을 선호하여 3일 동안의 우울 증상 빈도

를 표하도록 수정하 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정도를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Radloff(1977)가 개발할 당시 .85 고 우리 나라 전체를 모집단으

로 한 신승철 등(1991)의 개발 당시는 .85 으며, 본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83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02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이

었으며 사전조사 결과 노인들이 문제 이해의 어려움이 많았고, 시력 저하, 

주의 집중의 어려움이 있어 질문을 듣고 답하기 쉬운 그림 척도를 보완적

으로 사용하 다(부록 2 참조). 그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간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2. 각 병동의 간호사에게 선정기준을 설명한 후 조언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

3. 훈련받은 간호대학생 2명과 연구자가 직접 노인환자를 방문하여 연구

의 취지를 밝힌 후 질문지를 읽어주고 답하는 형식을 취하 고, 질문

지 작성시간은 약 30분 가량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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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115부 으며 미완성된 질문지를 제외한 100부를 SAS 통

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 다.

2. 적 안녕과 우울의 정도는 각각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 다.

3. 대상자의 적 안녕과 우울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 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적 안녕, 우울과의 관계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 다.

5. 연구의 제한점

1. 연구자가 일개 병원을 대상으로 유의 표집한 것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다른 집단이나 대상에게 확대 해석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2. 본 연구에 사용된 적 안녕 측정 도구는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

하 기에 도구의 신뢰도나 타당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3. 질병의 심각도와 심리적 불안도가 높을수록 설문 응답에 거부할 확률

이 많아 우울 문제를 가진 자가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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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환 관련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56%, 남자가 44%로 비슷한 비율이었고, 

연령은 65세~69세 군이 46%로 가장 많았고, 70~75세 군 32%, 76세~80세 

군 12%, 80세 이상 군 10%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로는 기혼이 71%, 

사별이 29% 으며 최종학력은 초졸이 25%, 고졸 22%, 대졸이상 20%, 무

학이 17%, 중졸이 16%로 나타났다. 종교의 분포는 기독교가 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교 26%, 종교 없음 21%, 천주교 11%순으로 79%가 

종교를 갖고 있었으며 직업은 86%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14%만이 직

업을 갖고 있었다. 동거현황은 부부거주가 50%로 가장 많았고 결혼 자녀

와 동거가 23%, 독거 15%, 기혼 자녀와 동거 7%, 기타 5%로 로 나타났

으며 자녀수는 4명, 5명이 각각 29%로 가장 많았고, 3명이 19%, 2명과 5

명 이상이 16%, 1명 7%, 그 외 자녀가 없는 사람이 1% 있었다. 환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한 사람으로는 자녀가 52.8%로 가장 많았으

며, 배우자 23.2%, 기타 12.8%, 없음 8%, 형제/자매 3.2% 순으로 나타났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1인이 70%로 가장 많았고, 2인 

15%, 무 10%, 3인 5%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용돈은 31만원 이상이 

41%로 가장 많았고, 11만원~30만원 31%, 10만원 미만27%, 그 외 용돈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1%로 있었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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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00)

항목 구분 실수(%)

성별 남 44(44%)

여 56(56%)

연령 65~69세 46(46%)

70~75세

76~80세

80세 이상

32(32%)

12(12%)

10(10%)

결혼상태 기혼 71(71%)

사별 29(29%)

최종학력 무학 17(17%)

초등졸

중등졸

고졸

대졸 이상

25(25%)

16(16%)

22(22%)

20(20%)

종교 기독교 42(42%)

천주교

불교

없음

11(11%)

26(26%)

21(21%)

직업 유 14(14%)

무 86(86%)

동거현황 독거 15(15%)

부부

결혼 자녀와 동거

미혼 자녀와 동거

기타

50(50%)

23(23%)

7(7%)

5(5%)

자녀수 없음 2(2%)

1명

2명

3명

4명

5명

5명 이상

7(7%)

16(16%)

19(19%)

20(20%)

20(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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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청할 수 있는 자 배우자 29(23.2%)

자녀

형제/자매

기타

없음

66(52.8%)

4(3.20%)

16(12.8%)

10(8%)

도움 요청인 수 1인 70(70%)

2인

3인

없음

15(15%)

5(5%)

10(10%)

월 평균 용돈 10만원 미만 27(27%)

11만원~30만원

31만원 이상

31(31%)

41(41%)

없음 1(1%)

*중복 체크

2)대상자의 질환 관련 특성

건강상태의 지각은 대체로 나쁘다가 33%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 32%, 

매우 나쁘다 18%, 좋다 17% 순 이었으며, 입원 진단명은 암종이 26%로 

가장 많았고 신경외과 질환 15%, 소화기계 질환과 근 골격계 질환이 각각 

11%, 호흡기계 질환과 순환기계 질환이 각각 8%, 신경계 질환 6%, 그 외 

비뇨기계 질환, 부인과 질환, 안 이비인 후과 질환이 각각 1%로 나타났다. 

질병기간으로는 3년 이상이 41%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만성 질환을 가진 

내과 질환자가 많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음으로 1개월 미

만이 19%, 1개월에서 6개월 이하가 19%, 6개월 이상~ 1년 이하가 11%, 1

년 이상~2년 이하 6%, 2년 이상~ 3년 이하 3%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만성 질환유무로는 없음이 28.24%로 가장 많았고 고혈압 25.19%, 신경통, 

관절염 19.08%, 폐, 심질환 16.03%, 당뇨 8.40%, 기타 3.05% 순으로 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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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중 고혈압이 가장 많았다. 이것을 만성질환의 수에 의해 분류하면 1

종류를 가진 대상자가 40%로 가장 많았고 없음 37%, 2종류 16%, 3종류 

6%, 4종류도 1%로 나타났다. 거동상태로 정상 55%, 문밖출입(거동불편)이 

35%, 문밖출입 불가능 10%로 나타났고 주 간호제공자로는 배우자 37%, 

자녀 35%, 간병인 12%, 기타 및 없는 대상자가 각각 7%, 친척이 2명 순

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주 간호제공자로 나타났다.(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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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대상자의 질환 관련 특성  (n=100)

항목 구분 실수(%)

건강상태의 지각 매우 나쁘다 18(18%)

대체로 나쁘다

보통이다

좋다

33(33%)

32(32%)

17(17%)

현 진단명 소화기계 질환 11(11%)

호흡기계 질환

순환기계 질환

비뇨기계 질환

내분비계 질환

암종

근 골격계 지환

신경계 질환

부인과 질환

안 이비인 후과 질환

신경외과 질환

8(8%)

8(8%)

1(1%)

12(12%)

26(26%)

11(11%)

6(6%)

1(1%)

1(1%)

15(15%)

질병 기간 1개월 이하 19(19%)

1개월~6개월 이하

6개월~12개월 이하

1년~2년 이하

2년~3년 이하

3년 이상

19(19%)

11(11%)

6(6%)

3(3%)

41(41%)

*만성 질환 고혈압(뇌졸증 포함) 33(25.19%)

당뇨(합병증 포함)

신경통, 관절염

폐, 심질환

기타

없음

11(8.40%)

25(19.08%)

21(16.03%)

4(3.05%)

37(28.14%)

만성 질환의 수 없음 37(37%)

1종류

2종류

3종류

4종류

40(40%)

16(16%)

6(6%)

1(1%)

거동 상태 정상 55(55%)

문밖 출입(거동불편)

문밖 출입 불가능

35(3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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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호 제공자 배우자 37(37%)

자녀

간병인

친척

기타

없음

35(35%)

12(12%)

2(2%)

7(7%)

7(7%)

*중복 체크

2. 대상자의 적 안녕과 우울 정도

1) 대상자의 적 안녕 정도

대상자의 적 안녕 정도는 점수의 득점범위 21~84점에서 61.72로 중상

정도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었다. 높은 적 안녕 정도를 보인 문항으로는 

“기도는 나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3.24) “나는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3.22) “나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다른 사람

의 믿음에 대해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된다”(3.16) “나는 내 삶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있다”(3.16) 순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적 정도를 보인 문항은

는 “나는 아플 때 적 건강도 저하된다”(2.47) “나는 다른 사람이 내 대

신 결정 해 주는 것을 더 좋아한다”(2.53)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 어렵다”(2.62) 순으로 나타났다.

적 안녕의 역별 평균점수는 삶의 만족/자아실현 역이 21.36, 믿음/

신념 역 21.15, 삶/자기책임 역 19.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삶의 만

족/자아실현 역에서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

다”(3.22)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나는 만족스럽게 나의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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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대상자의 적 안녕 정도 (n=100)

문항 평균(±표준편차)

<믿음/신념 역> 21.15(±3.68)

1. 기도는 나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2. 나는 내가 적으로 건강하다고 믿는다.

3. 나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4. 나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안다.

5. 나는 나의 믿음과 내가 하는 일이 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는다.

6. 나는 사후 세계(내세)를 믿는다.

8. 나는 초자연적인 힘을 믿는다.

3.24(±0.83)

3.06(±0.76)

3.16(±0.64)

2.99(±0.64)

3.02(±0.72)

2.88(±0.95)

2.83(±0.89)

<삶/자기 책임 역> 19.18(±3.18)

7. 나는 아플 때 적 건강도 저하된다.

12. 나의 삶에서 신(절대자)은 별로 의미가 없다.

14. 기도는 내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17.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대신 결정해 주는 것을 더 

좋아한다.

18.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

20. 나의 인생에서 절대자에 대한 믿음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21. 나는 나의 삶의 변화를 인정할 수 없다.

2.47(±0.82)

2.93(±0.89)

2.69(±0.89)

2.53(±0.89)

2.62(±0.80)

2.95(±0.84)

2.99(±0.67)

<삶의 만족/자아실현 역> 21.36(3.02)

9. 나는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

10. 나는 나의 인생(삶)에 대해 만족한다.

11. 나는 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한다.

13. 나는 만족스럽게 나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

15.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나와의 차이에 감사할 

수 있다.

16. 나는 다른 사람들과 꽤 잘 지낸다.

19. 나는 내 삶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있다.

3.22(±0.55)

2.97(±0.77)

2.99(±0.68)

2.79(±0.79)

3.08(±0.58)

3.15(±0.59)

3.16(±0.54)

전체 61.7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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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다”(2.79)가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믿음/신념 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으로는 “기도는 나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부

분이다”(3.24) 고 “나는 초자연적인 힘을 믿는다”(2.83)가 가장 낮은 점수

를 보 다. 삶/자기 책임 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나는 

나의 삶의 변화를 인정할 수 없다”(2.99) 고 “나는 아플 때 적 건강도 

저하된다”(2.47)문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표3) 

2) 대상자의 우울 정도

대상자의 우울 정도는 득점 범위 20~60점에서 32.38의 평균점수를 나타

내었다.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인생이 즐거웠다”(2.10) 문항이 높은 우울

정도를 나타내었고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꼈다”(2.07) “행복했

다”(2.05)순으로 나타났다. 우울 정도가 낮은 문항으로는 “사람들이 불친절

했다”(1.17)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느꼈다”(1.18) “무서움을 느꼈

다”(1.30)순으로 나타났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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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대상자의 우울 정도 (n=100)

문항 평균(±표준편차)

1. 평소에는 성가시지 않았던 일이 성가시게 느껴졌다.

2.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았다.

3.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4. 나도 다른 사람만큼 기분이 좋았다.

5.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6. 우울했다.

7.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꼈다.

8.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꼈다.

9.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고 느꼈다.

10. 무서움을 느꼈다.

11. 잠을 설쳤다.

12. 행복했다.

13.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14. 외로움을 느꼈다.

15. 사람들이 불친절했다.

16. 인생이 즐거웠다.

17. 울음을 터트린 적이 있었다.

18. 슬픔을 느꼈다.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느꼈다.

20. 일을 제대로 진척시킬 수가 없었다.

1.67(±0.75)

1.94(±0.69)

1.47(±0.64)

1.87(±0.67)

1.56(±0.68)

1.64(±0.68)

1.60(±0.71)

2.07(±0.78)

1.40(±0.61)

1.30(±0.50)

1.65(±0.59)

2.05(±0.75)

1.76(±0.69)

1.58(±0.68)

1.17(±0.40)

2.10(±0.71)

1.41(±0.57)

1.50(±0.57)

1.18(±0.47)

1.46(±0.59)

전체 32.38(±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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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적 안녕과 우울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적 안녕과 우울은 중등도(γ=-0.53, p<.0001)의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5) 

적 안녕 세부 각 항목과 우울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삶/자아책임 역, 

믿음/신념 역과, 삶의 만족/자아실현 역 모두에서 우울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역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대상자의 적 안녕과 우울의 상관관계           (n=100)

적 안녕

믿음/신념 삶/자기 책임 삶의 만족/자아 실현

우

울

γ=-0.42 (p<.0001) γ=-0.52 (p<.0001) γ=-0.38 (p<.0001)

γ=-0.53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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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일반적 및 질환 관련 특성에 따른 적 안녕

과 우울의 차이

1) 대상자의 일반적 및 질환 관련 특성에 따른 적 안녕의 차이

대상자의 적 안녕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t=-2.72, p<.0076), 결혼상태(t=-2.03, p<.0453), 종교

(F=14.3, p<.0001).

성별에 따른 적 안녕 정도는 여자의 평균점수가 63.66, 남자 59.25로 

여자 노인의 적 안녕 점수가 높았으며, 결혼상태에 따른 적 안녕 점수

는 사별 노인 64.31, 기혼 노인 60.66으로 사별 노인이 더 높은 적 안녕 

점수를 보 다. 종교는 적 안녕 정도에 향을 주었는데 기독교가 65.55

로 가장 높은 적 안녕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다음이 천주교 64.91, 불교 

60.65, 종교 없음 53.71순으로 나타났다. 종교유형을 기독교와 천주교군이 

65.42로 불교와 기타, 종교 없음 군 57.55와 비교하 을 때 기독교와 천주

교군이 유의하게 적 안녕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6)

적 안녕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질환특성은 건강상

태의 지각(F=5.54, p<.0015), 만성질환의 수(F=4.54, p<.0021)로 나타났다.

적 안녕 점수에 차이를 보인 건강상태의 지각은 좋다 68.29, 보통이다 

61.91, 매우 나쁘다 59.41, 대체로 나쁘다 59.33의 순서를 나타냈으며 적 

안녕 점수에 차이를 보인 만성질환의 수는  4종류 82,00 3종류 71.10, 2

종류 62.25, 없음 60.84, 1종류 60.35의 순서로 나타났다.(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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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환 관련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일반적 특성으로는 종교

(F=7.21, p<.0002) 다.

종교가 없는 경우에 35.38로 가장 높은 우울 점수를 나타내었고 불교 

35.08, 기독교 30.21, 천주교 28.55 순서로 나타났다.(표8)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질환 특성으로는 건강 상태의 지각

(F=9.19, p<.0001)이었으며 매우 나쁘다 37.47, 대체로 나쁘다 33.36, 보통

이다 31.16, 좋다 27.65로 나타났다.(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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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적 안녕의 차이                               (n=100)

특성 구분 인수 백분율
영적 안녕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성별 남 44 44 59.25 6.82 t=-2.72 0.0076 

여 56 56 63.66 8.87 

연령 65-69세 46 46 60.35 7.12 F=1.59 0.1972 

70-75세 32 32 61.66 8.92 

76-80세 12 12 63.42 9.48 

80세 이상 10 10 66.20 9.14 

결혼상태 기혼 71 71 60.66 8.56 t=-2.03 0.0453 

사별 29 29 64.31 7.08 

최종학력 무학 17 17 60.65 9.33 F=0.34 0.8500 

초등졸 25 25 62.60 9.23 

중등졸 16 16 60.06 7.04 

고졸 22 22 62.41 6.76 

대졸이상 20 20 62.10 9.10 

종교 기독교 42 42 65.55 7.82 F=14.3 <.0001

천주교 11 11 64.91 7.48 

불교 26 26 60.65 6.79 

없음 21 21 53.71 4.95 

종교 기독교+천주교 53 53 65.42 7.68 t=5.35 <.0001

불교+무교+기타 47 47 57.55 6.92 

직업 유 14 14 61.79 9.56 t=0.03 0.9747 

무 86 86 61.71 8.13 

동거현황 독거 15 15.00 60.13 7.13 F=0.98 0.4224 

부부 50 50.00 61.02 8.50 

결혼 자녀와 동거 23 23.00 64.61 8.48 

미혼 자녀와 동거 7 7.00 60.29 3.90 

기타 5 5.00 62.20 12.36 

자녀수 없음 1 1.01 50.00     . F=0.88 0.5161 

1명 7 7.07 61.43 10.78 

2명 16 16.16 58.88 5.58 

3명 19 19.19 61.16 6.12 

4명 20 20.20 63.00 8.87 

5명 20 20.20 62.30 9.48 

5명 이상 16 16.16 63.56 9.61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자

배우자 29 23.20 59.52 6.03 F=0.58 0.6749 

자녀 66 52.80 61.95 8.44 

형제/자매
기타
없음

4
16
10

3.20
12.80
8.00 

60.75
62.63
61.50 

10.22
7.56
7.57 

기타 16 12.80 62.63 7.56 

없음 10 8.00 61.50 7.57 

도움요청인 수 1인 70 70.00 62.14 8.76 F=0.28 0.8387 

 2인 15 15.00 60.73 7.77 

3인 5 5.00 59.20 3.19 

없음 10 10.00 61.50 7.96 

월 평균 용돈 10만원 미만 27 27.00 62.30 10.10 F=0.5 0.6822 

11만원-30만원 31 31.00 60.52 6.45 

31만원 이상 41 41.00 62.39 8.37 

없음 1 1.00 56.00 .

                                                                   *중복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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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대상자의 질환 관련 특성에 따른 영적 안녕의 차이                            (n=100)

영적 안녕

특성 구분 인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건강 상태의 지각 매우 나쁘다 17 17.17 59.41 7.71 F=5.54 0.0015 

대채로 나쁘다 33 33.33 59.33 7.91 

보통이다 32 32.32 61.91 7.45 

좋다 17 17.17 68.29 8.36 

입원 진단명 소화기계 질환 11 11 64.73 7.72 F=0.93 0.5064 

호흡기계 질환 8 8 61.75 8.76 

순환기계 질환 8 8 58.63 2.45 

비뇨기계 질환 1 1 56.00 .

내분비계 질환 12 12 60.92 10.40 

암종 26 26 58.88 6.53 

근 골격계 질환 11 11 63.27 9.41 

신경계 질환 6 6 65.33 13.38 

부인과 질환 1 1 66.00 .

안 이비인 후과 질환 1 1 61.00 .

신경외과 질환 15 15 64.27 8.23 

질병 기간 1개월 미만 19 19 62.94 9.14 F=0.45 0.9044 

1개월-6개월 19 19 63.67 8.85 

6개월 -1년 11 11 58.27 4.90 

1년-2년 6  62.00 11.56 

2년-3년 3  57.33 5.86 

3년 이상 41 41 61.90 8.76 

만성 질환 고혈압(뇌졸증 포함) 33 25.19 63.52 9.54 F=1.25 0.2921 

당뇨(합병증 포함) 11 8.40 61.73 7.88 

신경통, 관절염 25 19.08 66.28 11.26 

폐, 심질환 21 16.03 64.24 8.47 

기타 4 3.05 60.00 10.09 

없음 37 28.24 60.84 7.31 

만성 질환의 수 없음 37 37.00 60.84 7.40 F=4.54 0.0021 

1종류 40 40.00 60.35 6.79 

2종류 16 16.00 62.25 10.19 

3종류 6 6.00 71.50 8.76 

4종류 1 1.00 82.00 .

거동상태 정상 55 55.00 60.16 7.48 F=2.21 0.1154 

문밖출입(거동 불편) 25 25.00 63.57 8.97 

문밖출입 불가능 10 10.00 63.80 9.14 

주간호 제공자 배우자 37 37.00 59.19 6.30 F=1.47 0.2057 

자녀 35 35.00 63.26 8.01 

간병인 12 12.00 65.33 8.44 

친척 2 2.00 63.50 19.09 

기타 7 7.00 62.00 11.09 

없음 7 7.00 60.43 11.67 

                                                            *중복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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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                                    (n=100)

특성 구분 인수 백분율
우울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성별 남 44 44 32.84 5.08 t=0.67 0.5062 

여 56 56 32.02 7.24 

연령 65-69세 46 46 32.61 5.71 F=0.32 0.8127 

70-75세 32 32 32.78 7.01 

76-80세 12 12 31.83 6.56 

80세 이상 10 10 30.70 7.48 

결혼상태 기혼 71 71 32.69 6.27 t=0.58 0.4484 

사별 29 29 31.62 6.62 

최종학력 무학 17 17 35.47 7.70 F=1.85 0.1256 

초등졸 25 25 32.96 7.03 

중등졸 16 16 32.38 5.08 

고졸 22 22 30.27 5.84 

대졸이상 20 20 31.35 5.03 

종교 기독교 42 42 30.21 6.00 F=7.21 0.0002 

천주교 11 11 28.55 6.71 

불교 26 26 35.08 5.21 

없음 21 21 35.38 5.76 

종교 기독교+천주교 53 53 29.87 6.13 t=-4.6 <.0001

불교+무교+기타 47 47 35.21 5.41 

직업 유 14 14 31.43 5.65 t=-0.6 0.5490 

무 86 86 32.53 6.49 

동거현황 독거 15 15.00 35.27 8.57 F=1.5 0.2095 

부부 50 50.00 32.36 6.15 

결혼 자녀와 동거 23 23.00 30.22 5.81 

미혼 자녀와 동거 7 7.00 33.14 4.85 

기타 5 5.00 32.80 1.30 

자녀수 없음 1 1.01 42.00     . F=0.51 0.7995 

1명 7 7.07 31.00 1.29 

2명 16 16.16 32.25 6.53 

3명 19 19.19 32.95 7.60 

4명 20 20.20 32.90 6.57 

5명 20 20.20 32.25 6.07 

5명 이상 16 16.16 31.56 6.63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자

배우자 29 23.20 33.41 5.16 F=0.33 0.8575 

자녀 66 52.80 31.97 5.67 

형제/자매
기타
없음

4
16
10

3.20
12.80
8.00 

33.25
32.13
31.80 

6.54
7.08
7.41 

기타 16 12.80 32.13 7.08 

없음 10 8.00 31.90 7.41 

도움 요청인 수 1인 70 70.00 32.40 6.67 F=0.12 0.9477 

 2인 15 15.00 33.00 4.77 

3인 5 5.00 31.20 3.70 

없음 10 10.00 31.90 7.80 

월 평균 용돈 10만원 미만 27 27.00 33.22 7.50 F=0.79 0.5045 

11만원-30만원 31 31.00 31.19 6.08 

31만원 이상 41 41.00 32.59 5.79 

없음 1 1.00 38.00 .

                                                                       *중복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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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대상자의 질환 관련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 (n=100)

우울

특성 구분 인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건강 상태의 

지각

매우 나쁘다 17 17.17 37.47 5.81 F=9.19 <.0001

대채로 나쁘다 33 33.33 33.36 5.96 

보통이다 32 32.32 31.16 5.57 

좋다 17 17.17 27.65 5.42 

입원 진단명 소화기계 질환 11 11 29.82 3.87 F=0.64 0.7749 

호흡기계 질환 8 8 31.75 4.71 

순환기계 질환 8 8 32.13 4.16 

비뇨기계 질환 1 1 28.00 .

내분비계 질환 12 12 34.50 8.47 

암종 26 26 33.85 5.95 

근 골격계 질환 11 11 32.18 7.72 

신경계 질환 6 6 33.67 6.68 

부인과 질환 1 1 31.00 .

안 이비인 후과 질환 1 1 29.00 .

신경외과 질환 15 15 30.73 7.65 

질병 기간 1개월 미만 19 19 33.11 7.32 F=0.45 0.9043 

1개월-6개월 19 19 30.50 4.93 

6개월 -1년 11 11.22 34.09 5.50 

1년-2년 6 6.12 34.00 7.16 

2년-3년 3 3.06 30.67 10.02 

3년 이상 41 41.84 32.46 6.76 

*만성 질환 고혈압(뇌졸증 포함) 33 25.19 32.15 6.65 F=0.13 0.9843 

당뇨(합병증 포함) 11 8.40 33.09 5.90 

신경통, 관절염 25 19.08 31.52 7.45 

폐, 심질환 21 16.03 31.29 5.65 

기타 4 3.05 31.75 7.61 

없음 37 28.24 31.76 6.21 

만성 질환의 수 없음 37 37.00 31.76 6.29 F=1.94 0.1108 

1종류 40 40.00 33.53 6.08 

2종류 16 16.00 33.31 6.41 

3종류 6 6.00 27.67 6.65 

4종류 1 1.00 23.00 .

거동상태 정상 55 55.00 32.65 5.64 F=2.29 0.1063 

문밖출입(거동 불편) 25 25.00 31.00 7.08 

문밖출입 불가능 10 10.00 35.70 6.72 

주간호 제공자 배우자 37 37.00 32.78 5.26 F=0.96 0.4477 

자녀 35 35.00 31.66 6.41 

간병인 12 12.00 30.17 8.98 

친척 2 2.00 35.00 9.90 

기타 7 7.00 33.29 6.05 

없음 7 7.00 36.00 6.00 

                                                                           *중복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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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노인의 적 안녕 정도

본 연구에서 노인의 적 안녕 정도는 평균 61.72(득점범위 21~84점)로 

중상정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도구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에

는 어려움이 있으나 Diana(1995)가 지역사회 거주하는 건강한 노인을 대

상으로 조사한 적 안녕 정도보다는 낮은 결과이며 입원 암환자를 대상

으로 적 안녕 정도를 조사한 오복자(1997)와 Heighfield(1994)의 결과와

는 유사한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 문제가 적인 안녕 정

도를 낮춘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입원 및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적 

안녕을 감소시킴을 알 수 있다. 

문항별로는 믿음 신념 역인 “기도는 나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다”(3.24) “나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 편안하

게 받아들이게 된다”(3.16)가 높은 점수를 보 다. 이는 대상자의 79%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Mackenzie(2000)는 지역사회 계속 치료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41명을 대상

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 대부분의 노인들이 절대자가 그들을 끊임없이 보

호하고 안내하고 가르치고 돕고 치료한다고 믿었으며 만일 하나님의 뜻이

라면 기도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고 하

고 Margie(1999)의 지역사회와 노인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도 역시 스트

레스를 견디는 힘은 절대자와의 상호작용이었다는 연구결과와 관련시켜 

볼 때 입원중인 노인들에게 기도는 중요한 적 지지의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으로는 삶의 만족과 자아실현 역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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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문항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3.22) “나

는 내 삶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있다”(3.16) 다. 이러한 결과는 Margei 

(1999)가 노인들에게 건강을 위한 행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상자의 80% 이상이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 중심의 이타적인 

삶의 태도를 건강한 행동이라고 하 는데 이는 노인 자신의 상황을 긍정

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을 주고받

고 싶은 요구가 높다고 생각하여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일수록 

만성적으로 질병을 갖게 됨에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적 안녕 정도가 낮은 문항으로는“나는 아플 때 적 건강도 저하된

다”(2.40) 다. 이러한 결과는 Highfield(1992)가 입원한 암환자 대상 연구

에서 신체적인 문제가 심각할수록 신체적 고통이 적은 환자에 비해 적 

안녕이 낮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또한 본 연구자의 입원노인 환자와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노인(Diana, 1991)의 적 안녕 상태를 비교했을 때 신체

적인 고통정도가 더 큰 입원중인 본 연구 대상자의 적 안녕 정도가 낮

았던 결과와 관련지어 생각 해 볼 때  질병으로 인한 위협적인 상황에서 

적 관심이 생겨나고  적 요구가 충족되지 않고 남아 있을 때 적 고

뇌가 초래되어 공허감, 절망감, 소외감, 죄책감의 적인 위기를 느낀다고 

생각 할 수 있다(O'Brien, 1992; Frankle, 1959). 따라서 노인환자의 입원 

시 적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 외에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삶, 자기책임 역에 속하는 항목으로 

“나는 다른 사람이 내 대신 결정 해 주는 것을 더 좋아한다”(2.53) 로 책임

을 요구하는 일에 취약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입원하고 있는 대상 환자 

중 3년 이상이 41%로 오랜 세월 질병을 갖고 있으면서 의사결정 능력이 

감소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노인일수록 만성질환에 따른 자가 관리가 

중요함을 생각할 때 이에 대한 간호 중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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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의 우울 정도

 본 연구에 사용된 자기 보고형 우울증 척도는 일반적으로 16점을 기점

으로 우울증과 정상을 구분하나 대상자가 일주일 동안에 우울 빈도를 기

록하는 원래 도구의 4단계 수준 척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며 대학병원

의 입원환자의 중증도을 고려하여 3일을 기준으로 우울 빈도를 기록하는 

3단계 수준의 척도로 고안하 기에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다른 연구와 비

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평균점수를 제시하여 고찰하 다.

 본 연구 대상자의 우울 정도는 32.38(득점 범위 20~60점)로 우울의 기

준을 16점으로 하여 계산하 을 때 우울 기점을 넘는 점수이다. 이러한 결

과는 김재현 등(1999)이 내과 입원 노인 환자 중 69%가 우울 장애를 가지

고 있다고 한 것과 서현아(1996)의 입원노인과 일반노인의 우울 정도의 비

교에서 입원노인의 우울 정도가 높다고 한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는 

입원노인환자의 우울의 심각성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각 문항별로 분석해보면 “인생이 즐거웠다”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

꼈다” “행복했다”의 긍정적인 감정표현 항목에서 우울 정도가 높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 환자가 행복감이나 희망, 자기 만족에 낮은 것을 

의미한다. 이순희(1992)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으면 자기 존중감이 높

아진다고 하 고  박현숙(1995)은 노인의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아진다고 하 으며 우울 진단 환자에게 희망의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생각해 볼 때 간호 중재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다.    

한편 가장 낮은 우울 정도를 보인 것은 “사람들이 불친절했다”(1.17) “사

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느꼈다”(1.18)로 대인관계와 관련된 요인이었다. 

위의 문항을 분석하여 볼 때  노인 입원 환자들이 자신에 대한 만족감, 행

복감, 희망은 낮은 반면 대인관계는 안정적임을 알 수 있어 우울 중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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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행복감 및 희망, 자기 만족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갖게 하기 위한 간

호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노인의 적 안녕과 우울의 상관관계

입원노인 환자의 적 안녕과 우울의 상관성은 중등도(γ=-0.53, 

p<.0001)의 역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Reed(1991)

가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적 안녕의 중요한 요소인 초월과 우울이 역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 및 입원노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종교성, 적 안

녕이 우울과 역 상관관계가 있다는 Murphy(2000)의 같은 결과 다. 또한 

노인 뿐 아니라 중년 및 일반성인에게서도 적 안녕의 정도와 우울은 역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와 일치한다(양복순,1998; 황준식 등, 1995; 

Fehring et al, 1987). 이는 건강정도 및 연령의 차이에 상관없이 적 안

녕 정도는 우울과 역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보겠다.

한편 Coleman 등(1999)은 117명의 미국흑인 HIV환자를 대상연구에서 

증상의 정도는 심리적 안녕을 낮추고 적 안녕은 희망에 긍적적인 상관

성을 나타내며 우울 및 불안에 역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 다. Ladis(1996)

는 만성질환인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적 안녕이 만성환자의 불확실성과 

역 상관관계가 있으며 심리적 안녕 사이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하 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적 안녕은 희망, 불안, 불확실성과 같

은 심리적 요인과 함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생각된다. 또

한 노인에게 있어서 믿음과 신념은 만성적인 질병이나 건강문제를 초월하

여 삶의 의미를 찾음으로 삶에 대해 만족하며 자아실현을 하게 하고 책임 

있는 삶을 위하게 함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측면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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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의 일반적 및 질환 관련 특성에 따른 적 안녕

의 차이

적 안녕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t=-2.72,p< .0076), 결혼상태(t=-2.03, p<.0453), 종교(F=14.3, p<.0001)

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적 안녕 정도는 여자의 평균 점수가 63.66로 남자의 

59.2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재가 노인의 적 안녕 

정도를 본 Diana(1999)와 입원 암환자 노인을 대상으로 적 안녕 정도를 

보았던 Forbes(1994)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적 안

녕을 조사한 김은 (1998)과 강정호(1996)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적 

간호에 있어서 남자노인에게 관심을 가져야 함을 생각하여 볼 수 있겠다.

노인의 결혼상태에 따른 적 안녕 점수는 사별 64.31, 기혼 60.66으로 

사별노인이 더 높은 적 안녕 점수를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일반

적으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적 안녕 정도가 높다는 보고와 차이가 있

는 것으로(최상순, 1991) 노인의 적 안녕 정도에 미치는 배우자의 향

이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종교유형은 기독교가 65.55, 천주교 64.91, 불교 60.65, 무교 53.71의 순서

로 나타났으며 이를 기독교, 천주교군과 불교, 기타종교, 종교없음군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기독교 천주교 군이 유의하게 불교와 종교가 없는 군보

다 적 안녕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적 안녕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결과는 재가 노인과 시설노인을 대상으로 적 안녕 정도

를 본 성미순(1998)의 연구에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의 순을 보인 

결과와 일치하며 암환자를 대상으로 적 안녕 정도를 조사한 오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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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와 강정호(1996)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종교유형 및 종교유무

에 따른 적 안녕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노인에게 종

교는 적 안녕 상태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입원 노인 간호에 

있어 개인이 갖고 있는 종교를 사정하고 바람직한 적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간호중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입원 노인 환자의 적 안녕 정도에 차이를 나타낸 질환 관련 특성으

로는 건강상태의 지각(F=5.54, p<.0015), 만성질환의 수(F=4.54, P<.0021)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의 지각은 좋다 68.29, 보통이다 61.91, 매우 나쁘다 59.41, 대체

로 나쁘다 59.33 순으로 건강상태가 좋다고 지각할수록 적 안녕 정도가 

높아짐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최상순(1991)의 일반성인과 간호사

대상 연구와 성미순(1998)의 노인대상 연구에서 건강 상태를 좋다고 지각

할수록 적 안녕 정도가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하여 건강상태의 지각정도

를 사정하고 이에 대한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만성질환 수는 4종류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적 안녕 점수가 82점, 

3종류 71.10, 2종류 62.25, 무 60.84, 1종류 60.35의 순으로 만성질환의 수가 

많을수록 적 안녕 정도가 높은 결과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Miller(198 

5)의 연구에서  진단된 건강 문제의 수는 적인 참여의 정도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나 신

체적 건강문제정도에 따른 적 안녕 정도가 낮아진다는 결과도 있어 이

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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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의 일반적 및 질환 관련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일반적 특성으로는 종교

(F=7.21, p<.0002)로 나타났다.

종교가 없는 군이 35.18로 가장 높은 우울 점수를 나타내었고 불교 

35.08, 기독교 30.21, 천주교 28.5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Murphy(2000)가 임상적 우울로 진단 받은 27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종교적 믿음이 희망을 높임으로 우울을 간접적으로 낮춘다고 한 결과와 

Koenig(1998)의 입원한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종교적 대처행동은 신체건

강과 정신건강에 있어서 긍정적인 상관성을 보 다는 결과에 일치하는 것

으로 종교유형 및 종교적 신념이 우울 중재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생각되

나 국내의 우울 관련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믿음 및 종교성의 정도에 따

른 우울 문제의 차이를 심도 있게 확인한 연구가 없어 이에 대한 추후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질환 특성으로는 건강 상태의 

지각(F=9.19, p<.0001)으로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지각할수록 우울의 정도

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박 숙(1999)과 조항석 등

(1998)이 노인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결과 건강상태가 나

쁘다고 지각할수록 우울 정도가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하 다. 그리고 

Miller(1996)는 자신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 우울증으로

부터 회복되는 정도가 덜하다고 하 는데 이러한 결과는 건강상태의 지각

과 우울의 관계에서 역의 관계도 성립함을 생각하여 볼 수 있겠다. 이에 

따라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낮게 평가하는 노인들에게 우울을 사정하고 이

에 대한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입원 노인 환자의 적 안녕은 우울과 역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건강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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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건강을 저하시키고, 이에 대해 노인은 기도를 중요한 대처 전략으로 생

각하 으며 종교유형과 건강상태의 지각, 성별은 적 안녕 정도에 향을 

미여 특히 남자일수록 적인 중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입원노

인은 행복감과 희망, 만족감 역의 우울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종

교와 건강상태의 지각이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 이에대한 우울 중

재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입원 및 건강 악화라는 사건은 노인에게 우울 문제를 야기 시키는 한편 

자신에 관한 적인 사고를 반 할 기회를 준다. 이러한 때에 간호사에 의

한 적인 돌봄은 외로움, 두려움, 절망, 분노, 고통, 통증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게 되며, 우울 발생을 줄이는 자원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간호

사는 적 간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상자로부터의 적 요구를 인식하

여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실무 뿐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간호

과정 속에서 구체적인 적 간호 중재가 가능하도록 기초지식의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대상자가 요구하는 적인 요구 및 이에 따른 적 중재의 

개발을 위한 연구들이 계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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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입원노인에서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점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울과, 이에 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적안

녕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입원노인환자의 정신건강 간호중재법 개발에 

적 간호의 중요성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 시내 1개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65세 이상 환

자 100명으로 적 안녕 도구는 Hungelmann 등(1989)이 개발한 것을 본 

연구자가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 고 우울 측정도구는 Radloff(1977)가 개

발한 자기 보고형 우울 척도를 신승철 등(1991)이 한국적인 도구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 다. 

자료수집기간은 2002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이었다.

자료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적 안녕과 우울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 계수를 구하 고,  적 안녕 및 우울에 차이를 나타내는 

일반적 특성과 질환 관련 특성의 관계는 t-test와 ANOVA를 구하 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입원 노인 환자의 적 안녕 정도는 평균61.72(득점 범위 21-84)로 

중상정도로 나타났으며, 이를 하위 역별로 보면, 삶의 만족/자아실현 

역이 21.36,로 가장 높았고 믿음/신념 역 21.15, 삶/자기책임 역 19.18

순으로 나타났다.

2) 입원 노인 환자의 우울 정도는 평균 32.38(득점 범위20-60)로 중하정

도의 우울 수준을 보 다. 

3) 입원노인 환자의 적 안녕과 우울간에는 중등도(γ=-0.53,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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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있었다. 

4) 입원 노인 환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환 특성별 적 안녕 정도는 성

별(t=-2.72, p<.0076), 결혼상태(t=-2.03, p<.0453), 종교(F=14.3, p<.0001), 

건강상태의 지각(F=5.54, p<.0015), 만성질환의 수(F=4.54, P<.0021)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5) 입원 노인 환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환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는 종

교(F=7.21, p<.0002), 건강 상태의 지각(F=9.19, p<.0001)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1) 입원한 노인환자의 적 간호 중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2) 신체적 건강 수준에 따른 적 안녕 정도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3) 우울 진단 환자의 적 안녕 정도와 우울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4) 본 연구에 사용된 적 안녕 도구를 한국 노인에게 사용했을 때의 신

뢰도 및 타당도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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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학교육을 전공하고 있

는 학생입니다.

건강상태의 저하와 입원으로 인한 간호문제의 확인을 

통해 전인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순수한 연구자료로 

사용 될 것이오니 느끼시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2002년 4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연구자 최 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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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란에 ⅴ표하거나 내용을 써 주십시오.

1. 성별   ① 남  ②여                

2. 연령   만__세

3. 결혼상태  ①미혼  ②기혼  ③사별  ④별거  ⑤이혼

4. 최종학력  ①무학  ②초등졸  ③중등졸  ④고졸  ⑤대졸 이상

5. 종교   ①기독교  ②천주교  ③불교  ④무교  

6. 종교가 있다면 종교기관에 참석하는 횟수는?

  ①1회/주  ②2회/주  ③3회/주  ④4회/주  ⑤4회 이상/주  ⑥1회/1개월  

  ⑦1회/1개월 이상  

7. 현재 직업상태   ①유  ②무

8. 동거현황   

  ①독거  ②부부  ③결혼한 자녀와  동거  ④미혼 자녀와 동거  ⑤기타

9. 자녀수   ___명

10. 귀하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있는 대로 선택해주십시오.

  ①부모  ②배우자  ③자녀  ④형제/자매  ⑤친척  ⑥의사  ⑦간호사  

  ⑧종교인/성직자  ⑨이웃  ⑩기타

11. 월 평균 용돈

  ①10만원 미만  ②11만원-30만원  ③31만원 이상

12. 건강상태의 지각

  ①매우 나쁘다  ②대체로 나쁘다  ③보통이다  ④좋다

13. 현재 앓고 있는 질환 (                            )                  

14. 현 질병을 앓고 있던 기간    약 ____년 ___개월

15. 귀하의 만성질환의 종류는?

  ①고혈압(뇌졸증 포함)  ②당뇨병(합병증 포함)  ③신경통, 관절염  

  ④폐, 심질환  ⑤기타

16. 귀하의 거동상태는?

  ①정상  ②문밖출입 가능(거동불편)  ③문밖출입 불가능

17. 귀하의 주 간호제공자는 누구입니까? 

  ①배우자 ②자녀  ③간병인   ④친척  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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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건강이란?  신(절대자), 자신, 이웃, 자연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사랑, 관심, 용서를 주고받으며 조화, 질서, 평화를 이루는 

상태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되는 곳에 ⅴ표해주세요

문         항
많이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많이 그렇지 

않다

1. 기도는 나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2. 나는 내가 적으로 건강하다고 믿는다.

3. 나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4. 나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안다.

5. 나는 나의 믿음과 내가 하는 일이 접

한 관계가 있다고 느낀다.

6. 나는 사후 세계(내세)를 믿는다.

7. 나는 아플 때 적건강도 저하된다.

8. 나는 초자연적인 힘을 믿는다.

9. 나는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

10. 나는 나의 인생(삶)에 대해 만족한다.

11. 나는 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한다.

12. 나의 삶에서 신(절대자)은 별로 의미가 

없다.

13. 나는 만족스럽게 나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

14. 기도는 내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15.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나와의 

차이에 감사할 수 있다.

16. 나는 다른 사람들과 꽤 잘 지낸다.

17.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대신 결정해 주

는 것을 더 좋아한다.

18.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

19. 나는 내 삶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있다.

20. 나의 인생에서 절대자에 대한 믿음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21. 나는 나의 삶의 변화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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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동안
많이 그렇다

(매일)

그렇다

(1~2일)

그렇지 않다

(0일)

1. 평소에는 성가시지 않았던 일이 성가

시게 느껴졌다.

2.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았다(입맛이 없

었다)

3.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고 울적

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4. 나도 다른 사람만큼 기분이 좋았다

5.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6. 우울했다

7.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꼈다.

8.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꼈다.

9.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고 느꼈다.

10. 무서움을 느꼈다.

11. 잠을 설쳤다.

12. 행복했다.

13.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14. 외로움을 느꼈다.

15. 사람들이 불친절했다.

16. 인생이 즐거웠다.

17. 울음을 터트린 적이 있었다.

18. 슬픔을 느꼈다.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느꼈다.

20. 일을 제대로 진척시킬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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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piritual Well Being and Depression 

in Hospitalized elderly Patients

Choi Sun In

Dept of Nursing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was tried to develop mental health nursing intervention 

in hospitalized elderly patients by researching the relation between 

spiritual well being and depression which having been increased by 

changing of social, cultural circumstance.

The clients of this study were 100 people sampled randomly who 

hospitalized over 65 years old at a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The instrument of spiritual wellbeing which developed by 

Hungelmann(1989) was used, modified by researcher.  The instrument 

of depression was used, which shin seung-cheol(1991) etc modified the 

self-reporting depression instrument developed by Radloff(1977).

The data collecting took 30 days from April 1, to April 30, in 2002.

 SAS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as calculated to determine if a relationship exists between 

the spiritual wellbeing and depression. T-test and ANOVA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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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ed to fine the difference of spiritual well being, depression along 

with the demographic data, characters related to disease.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

1) The level of spiritual well being was average 61.72(score range 

21-84) showing over middle level. Older patients perceived that physical 

health problem decreased the spiritual health, and the pray was the 

important coping method. The result by dimension indicated life 

satisfaction/self-actualization 21.36, faith/belief 21.15, and life /self 

responsibility 19.18.

2) The level of depression was average 32.38(score area 20-60) 

showing under middle level.

3)The correlation negatively existed between the spiritual well being 

and depression (γ=-0.53, p<.0001). 

4)Demographic data, characters related disease showed the difference  

 of spiritual well being score were sex(t=-2.72, p<.0076), 

marriage(t=-2.03, p<.0453), religion(F=14.3, p<.0001), the awareness of 

health condition(F=5.54, p<.0015),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F=4.54, 

P<.0021).

5)Demographic data, characters related disease showed the difference  

 of the level of depression score were religion(F=7.21, p<.0002), the 

awareness of health condition(F=9.19, p<.0001).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a middle level correlation 

negatively between the spiritual well being and depress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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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ized older people. Older patient perceived physical health 

problem decreased the spiritual health, and the pray was the important 

coping method. According to these results, Encouraging the religious 

practice and giving the spiritual nursing can be a method to reduce the 

depression in hospitalized elderly patient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 Hospitalized elderly patients, spiritual well-being, depre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