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년 성인의 건강증진행 ,

자기효능감, 부부친 감과 성공  노화

    

연세 학교 학원
                          

간 호 학 과
         

천    경    인  

[UCI]I804:11046-000000520080[UCI]I804:11046-000000520080



년 성인의 건강증진행 ,

자기효능감, 부부친 감과 성공  노화

    

지도교수  신 윤 희

이 논문을 석사 학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6월   일

            
연세 학교 학원

간 호 학 과

천    경    인  





감사의 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

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린도전서 10장 13

절)’하나님, 대학원의 모든 과정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사랑으로 함께해주신 신윤희 교수님, 지치고 길을 

잃을 때 저를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상하고 꼼꼼하게 지도해주신 허혜

경 교수님, 교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 

제가 정체되어 있을 때 진심어린 걱정과 위로를 해주신 김기연 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조교로 근무하는 동안 저의 생각을 넓혀주시고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주신 안양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대학원 과정동안 항상 응원해주신 임

영미 교수님, 좋은 말씀으로 저를 다독여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박소미 교수

님, 밝은 미소로 대해주시던 김기경 교수님,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송희영 교수님,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따뜻한 말씀을 전해주신 

최지혜 교수님 감사합니다. 

  함께 조교로 근무했었던 수경 선생님, 지선 선생님, 보경 선생님, 아름 선

생님, 인혜, 진경이, 솔, 수지, 미향이, 경옥이, 연구강사 김보경 선생님, 윤

현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조교 생활이 끝난 지금 그 때의 추억이 즐겁

고 행복합니다. 배움의 과정 안에서 함께 한 백기영 선생님, 장혜영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때로는 대학원 언니로, 때로는 직장동료로, 또 때로는 교회언니로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은 윤실 선생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긴 시간동안 꾸준히 

옆에서 응원해준 지영이와 은별이, 만나면 즐겁고 유쾌한 친구들 세영이와 경



림이, 나의 가장 부족한 부분을 알고 채워주는 감사한 윤희, 상미와 숙연언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언제나 당신들의 앞길을 응원하며 받은 사랑을 갚아나

가겠습니다. 

  이세복 아버님, 윤경희 어머님, 지원이, 부족한 며느리에게 언제나 아낌없

는 사랑과 지원을 주셔서 걱정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천성현 아빠, 

송윤희 엄마, 천경아 언니, 천경원 동생,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조카 서준이, 

서원이 사랑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저를 응원해주셨기에 제가 논문을 마

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남편 이윤원님, 논문을 쓰는 동안 예민한 아내를 이해

해주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응원해주어 감사합니

다. 이제 곧 만날 건강이, 유넌과 경자의 딸이 된 걸 환영하고 사랑해!

 

  대학원을 처음 시작할 때 각오와 논문을 마치는 순간의 이 뿌듯함을 잊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정체성을 잃지 않는 성숙한 간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천경인 올림



- i -

차   례

  

차  례······························································································································ⅰ

표차례······························································································································ⅲ

부록차례··························································································································ⅳ

국문요약··························································································································ⅴ

제 1장 서 론····················································································································1

  1.1. 연구의 필요성····································································································1

  1.2. 연구의 목적········································································································5

  1.3. 용어의 정리········································································································6

제 2장 연구방법··············································································································9

  2.1. 연구설계··············································································································9

  2.2. 연구대상··············································································································9

  2.3. 연구도구············································································································10

  2.4. 자료수집 방법··································································································12

  2.5. 자료분석 방법··································································································13

  2.6. 윤리적 보호······································································································14

제 3장 연구결과············································································································15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5

  3.2.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 정도···17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19

    3.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19

    3.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21

    3.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부친밀감········································23



- ii -

    3.3.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25

  3.4.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 간의 상관관계

      ······························································································································27

제 4장 논 의··················································································································28

제 5장 결론 및 제언····································································································36

  5.1. 결론····················································································································36

  5.2. 제언····················································································································39

참고문헌··························································································································40

부록··································································································································46

영문초록··························································································································60



- iii -

표 차 례

 

표 1. 일반적 특성········································································································16

표 2.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 정도···18

표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20

표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22

표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부친밀감···············································24

표 3.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26

표 4.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 간의 상관관계····27



- iv -

부 록 차 례

 

부록 1.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문항별 점수························································46

부록 2.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문항별 점수····························································47

부록 3. 대상자의 부부친밀감 문항별 점수····························································48

부록 4.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 문항별 점수··························································49

부록 5.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50

부록 6. 연구도구··········································································································54



- v -

국 문 요 약

중년 성인의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

  본 연구는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 정도를 파악하고,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

적 노화의 관계를 파악하여 중년 성인이 성공적 노화를 맞이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년 성인 110명을 대상

으로 2018년 9월 4일부터 9월 28일까지 조사하였다. 연구도구로 건강증진행위

는 Walker, Sechrist, & Pender(1987)가 개발한 건강증진 생활양식 도구를 서

인선(2000)이 우리나라에 맞게 국민건강 실천운동의 영역을 추가하여 개발하

고, 고인순(2008)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자기효능감은 Schwarzer 

& Jerusalem(1992)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도구를 Lee, Schwarzer, & 

Jerusalem(1994)이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부부친밀감은 이경희

(1998)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성공적 노화는 Rowe & Kahn(1997)의 성

공적 노화 모델의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한국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 모델을 제

안한 성혜영과 조희선(2006)의 연구와 김동배(2008)의 연구 등을 서명환

(2011)이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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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각 변수에 대한 전체 평균 평점은 건강증진행위는 2.92

점, 자기효능감은 2.91점, 부부친밀감은 3.57점, 성공적 노화는 3.69점

으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

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건강증진행위는 성별(t= -2.88, 

p=.005)과 직장유무(t=-2.33, p=.02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성이 남성보다, 직장이 없는 사람이 직장이 있는 사람보다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 자기효능감은 월수입(F=3.82, p=.025)과 지

각된 건강상태(t=2.00, p=.048)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월수입이 400만원 이상인 경우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본인의 건강

상태를 좋게 지각한 경우가 보통 또는 나쁘게 지각한 경우보다 자기효능

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 부부친밀감은 성별(t=2.05, 

p=.043), 월수입(F=3.33, p=.040), 지각된 건강상태(t=2.31, p=.023)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성이 여성보다, 월수입이 4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본인의 건강상태를 좋게 지

각한 경우가 보통 또는 나쁘게 지각한 경우보다 부부친밀감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 성공적 노화는 지각된 건강상태(F=4.32, 

p=.023)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본인의 건강상태를 좋게 

지각한 경우가 보통 또는 나쁘게 지각한 경우보다 성공적 노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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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에서 건

강증진행위(r=.591, p<.001)를 잘 할수록, 자기효능감(r=.309, p=.002)

이 높을수록, 부부친밀감(r=.339, p=.001)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 정도

가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중년 성인의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

과 성공적 노화가 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추후 중년 성인이 

노년기에 접어들기 전부터 성공적 노화를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 건강증진행

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폭넓은 전략과 프로그램 개

발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핵심되는 말: 중년 성인,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 성공적 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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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국가통계포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2000

년에 76.0세에서 2017년 82.7세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인구

는 2019년 현재 전체인구의 14.8%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국가통계포탈, 

2019).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앞으로 지속되어 2035년에 28.7%, 2065년에

는 45.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전체 노인의 89.5%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노인의 건강상태 만족률은 37.1%(보건복지부, 2017)로, 노년기

의 삶의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은경, 2017). 또한 노인의 치료 및 관

리에 많은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므로(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노화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화는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며 예비 노년층으로서 중년기의 생활습관이나 삶에 대한 태도가 노년기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성공적 노화의 예측인자로 연령이 보고되고 있으

므로(Curcio et al., 2018) 중년기의 노화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중년기는 생물학적 노화의 진행과 사회적인 역할 감소, 심리적 불안 속에서 

부모역할 뿐 아니라 자녀역할을 함께하며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시기인 동시

에(이주희, 이선화, 2017)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완수한 다음 은

퇴를 준비하고 노후 생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발달 과업을 갖는 시

기이기도 하다(김양이, 이채우, 2008).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년기부터 노년기

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낮고 늙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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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자리 잡고 있을 뿐 아니라 노년기 준비에 대한 개념도 노후대비 등 경제

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권유림, 전혜옥, 

2013). 

  Rowe & Kahn(1997)은 처음으로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의 개념

을 다루었는데 성공적 노화란 질병과 장애에 걸릴 위험이 적고, 높은 신체

적·인지적 기능을 유지하며 삶에 참여하는 것의 세 가지 요소를 만족하는 것

으로 정의하였으며 이 세 가지 요소는 위계순서가 있어 질병과 장애가 없으면 

신체적·인지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신체적·인지적 기능을 유지해야 삶

에 참여가 가능하다. 국내에서도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간호학 

뿐 아니라 사회복지학, 생활과학, 예방의학, 심리과학, 체육학, 사회과학 분

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조명희, 2014).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 참여 영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Rowe & 

Kahn(1997)의 모델에 따라 선행연구에서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주요요인으로 

보고된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김연지, 이주희, 이영주, 

2018; 윤영애, 박용억, 2009; 이묘숙, 2012; 이윤주, 박정숙, 2015; 이주희, 

이선화, 2017; 정여진, 안정신, 2012; 정혜윤, 정혜민, 2016; 홍승정, 윤미

경, 이세원, 안혜경, 유시영, 2013)을 변수로 선정하여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

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건강증진행위는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건강 결과를 획득하려는 행위로

(Pender, 1987) Rowe & Kahn(1997)이 제시한 성공적 노화의 개념에서 신체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라 할 수 있다. 건강증진행위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를 살펴보면 중년후기 여성의 성공적 노화인식과 건강증진행위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이윤주, 박정숙, 2015), 농촌 노인을 대상으로 성

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을 때, 지각된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건강증진행위, 월수입이 성공적 노화의 62.8%를 설명하였고 이 중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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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행위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정혜윤, 정혜민, 

2016). 이에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행위와 성공적 노화의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자기효능감이란 바람직한 결과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해 낼 

수 있다는 신념으로(Bandura, 1989), Rowe & Kahn(1997)은 자기효능감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예측변수이며 삶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

며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자기효능감과 생산적인 활동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강조하였고 이것은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생산적인 활동을 

하게 되며 즉, 성공적 노화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과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노년층 남성을 대상으로 성

공적 노화의 영향요인을 밝힌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중·노년층 남성의 노

년기에 따른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돕는 변수로 나타났으며(홍승

정 외, 2013; Bandura, 1977),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

킬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함을 제언(김유중, 2017; 윤영애, 박용억, 2009; 이묘

숙, 2012; 임광규, 2015)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노년기를 앞 둔 

중년 성인이 성공적 노화를 맞이하도록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조

진희, 2013)이므로 중년 성인의 자기효능감 정도와 성공적 노화 사이의 관계

를 파악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Rowe & Kahn(1997)은 삶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를 인간관계

를 유지하는 것이라 하였고, 가족발달이론에 따른 생애주기단계를 보았을 때 

중년부부는 성인이 된 자녀를 독립시키고 부부만의 가족관계를 재협상하는 시

기로 중년기에서 부부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며(안양희, 2013), 부부관

계는 가족관계의 중심이 되고(주수산나, 전혜정, 2014),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부부가 노년기를 함께 보내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므로 부부친밀감을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성공적 노화를 위해 중요하다. 부부관계와 성공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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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관계를 살펴보면 좋은 부부관계를 가질수록 성공적 노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유중, 2017; 이주희, 이선화, 2017; 정여진, 안정신, 2012). 김유

중(2017)은 부부간의 관계가 좋으면 부부 갈등이 줄어들고 정서적 안녕감이 

증가하므로 성공적 노화를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부부칠밀감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이주희, 이선화, 2017) 노년기의 만족스러운 부부관

계를 위해서는 중년기 때부터의 노력이 필요하므로(김유중, 2017) 중년 성인

의 부부친밀감을 살펴보고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은 중년 성인

의 성공적 노화를 돕기 위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 월수입, 자녀여부, 직장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일반적 특성이 

있었다(김유중, 2017; 김희경, 2012; 이윤주, 박정숙, 2015; 이묘숙, 2012; 

이주희, 이선화, 2017; 인은영, 김찬우, 2015; 정여진, 안정신, 2012; 지혜

은, 박경숙, 2018; 한송이, 윤순녕, 2015; 홍승정 외, 2013; McLaughlin, 

Connell, Heringa, Li, & Roberts, 2010).

  노화를 인생에서 연속되는 과정으로 보았을 때, 성공적인 노화 연구의 대상

을 노인에게 국한하지 않고 중년 성인으로 확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예비노년층으로서의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행위, 자기

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중년 성인이 노화를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중재를 제공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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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

친밀감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 정도를 파

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

공적 노화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간의 상관

관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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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1.3.1. 중년 성인 

 

 1) 이론적 정의: 에릭슨에 따르면 중년기(Middle adulthood)는 40-65세로 생

산성 대 침체성(Generativity vs Stagnation)의 단계에 해당된다

(Erikson, 1995). 중년 남성과 여성의 노화불안 비교 연구에서는 중년 성

인을 40세 이상~64세 이하의 여성과 남성으로 정의하였다(유지연, 2018).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중년 성인은 사회적, 경제적 결실을 이루고 있는 

발달 단계상의 성인을 의미하며 40세 이상~65세 미만의 여성과 남성으로 

한다.

1.3.2. 건강증진행위

 1) 이론적 정의: 개인이나 집단이 최적의 안녕상태를 이루고, 개인적 욕구

충족 및 자아실현을 증진하려는 행위로 질병을 예방하는 것 이상을 의미

하며 개인의 안녕 유지 및 증진과 성숙, 자아 완성을 향한 행동을 의미

한다(Pender, 1987).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Walker, Sechrist, & Pender(1987)가 개발한 

건강증진 생활양식 척도를 서인선(2000)이 우리나라에 맞게 국민건강 실

천운동의 영역을 추가하여 개발하고, 고인순(2008)이 수정·보완한 도구

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를 잘 하는 것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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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자기효능감

 1) 이론적 정의: 바람직한 결과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해 낼 

수 있다는 신념이다(Bandura, 1989).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Schwarzer & Jerusalem(1992)이 개발한 일반

적 자기효능감 척도(General Self-Efficacy Scale)를 Lee, Schwarzer,& 

Jerusalem(1994)이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

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1.3.4. 부부친밀감

 1) 이론적 정의: 부부가 서로에 대해 상호적으로 느끼는 가깝고도 공유되는 

밀접함이다(이경희, 1995).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이경희(1998)가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친밀

감의 하위요소를 인지적, 정서적, 성적으로 나누어 개발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친밀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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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성공적 노화

 1) 이론적 정의: 성공적 노화는 질병과 장애를 예방하고, 높은 신체적·인지

적 기능을 유지하며 삶에 참여하는 것의 세 가지 요소를 만족하는 것이다

(Rowe & Kahn, 1997).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개념을 처음 연구한 

Rowe & Kahn(1997)의 성공적 노화 모델의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한국 노인

들의 성공적 노화 모델을 제안한 성혜영, 조희선(2006)의 연구와 김동배

(2008)의 연구 등을 서명환(2011)이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척도로 측정

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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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년 성인의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

화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표적 모집단은 전국의 중년 성인이며, 근접 모집단은 강원도 원

주시의 중년 성인으로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에 따라 편의표집하였다. 본 연구

에서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정기준

  (1) 한글을 읽고 이해할 줄 아는 자

  (2) 본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 자

  (3)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혼 중년 성인으로 자녀가 있는 자

      : 성공적 노화 도구에‘자녀에 대한 만족’을 묻는 하위영역이 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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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외기준

  (1) 이혼·사별한 자: 부부친밀감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 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상관분석을 위

한 효과크기 .3, 유의수준 .05, 검정력 .90으로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92명으로 산출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중년 성인의 탈락률이 15%로 나타나(김연

지 등, 2018) 본 연구에서는 15%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106명을 최종 대상자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110명을 설문조사하였으나 응답률이 미비한 9

부를 제외한 101부(92%)를 분석하여 최소 표본수를 만족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조사 도구는 건강증진행위 28문항, 자기효능감 10문항, 부부친밀

감 15문항, 성공적 노화 20문항, 일반적 특성 8문항으로 총 81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2.3.1. 건강증진행위

  건강증진행위 측정도구는 Walker 등(1987)이 개발한 건강증진 생활양식 척

도를 서인선(2000)이 우리나라에 맞게 국민건강 실천운동의 영역을 추가하여 

개발하고, 고인순(2008)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없다’ 1점부터 ‘항상 있다’4점 Likert 척도로 부

정적인 문항의 경우 점수를 역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며, 총점의 범위는 28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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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1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

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2이고, 고인순(200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6,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90이었다.

2.3.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Schwarzer & Jerusalem(1992)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

효능감 척도(General Self-Efficacy Scale)를 Lee 등(1994)이 한국어로 번안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 Likert 척도이며 총점의 범위는 10점에서 40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5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76이었다.

2.3.3. 부부친밀감

  부부친밀감 측정도구는 이경희(1998)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인지적 

친밀감 5문항, 정서적 친밀감 5문항, 성적 친밀감 5문항의 총 15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이

며 부정적인 문항의 경우 점수를 역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며, 총점의 범위는 15

점에서 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친밀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

시 신뢰도는 Cronbach's α.88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90이었다. 

2.3.4. 성공적 노화

  성공적 노화 측정도구는 Rowe & Kahn(1997)의 성공적 노화 모델의 구성요소



- 12 -

를 활용하여 한국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 모델을 제안한 성혜영, 조희선(2006)

의 연구와 김동배(2008)의 연구 등을 서명환(2011)이 수정·보완하여 재구성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Likert 척도이며 총점의 범위는 20점부터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성공적 노화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95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8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임상시험센터 연구심의위원회

(IRB)의 심의·승인(CR318065)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자료수집은 강원도 원

주시에 거주하는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심의위원회(IRB)의 승인 이후인 

2018년 9월 4일부터 2018년 9월 28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한 교회, 미용실, 마트, 아파트 관리사무소, 

산업장과 같이 중년 여성과 남성이 자주 방문하는 곳에 모집 공고문을 부착하

고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취지에 대해 설명

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자가보고식 설문지는 작성하는데 20분 정

도 소요되며 설문지에 연구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며 질문이 

있거나 의문이 생길 경우 연락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최소 표본수는 92명, 15% 탈락률을 고려하여 최종 추출된 표본 

수는 106명으로 총 110부의 설문지를 조사하였으나 응답률이 미비한 9부를 제

외한 101부(92%)를 최종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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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따라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또는 빈도

와 백분율을 구하여 파악하였다.

2)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 정도는 평균

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파악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

공적 노화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

하고, 사후검정 시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4)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의 상관관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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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

1) 본 연구는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연구심의위원회(IRB)의 심의·승인(CR318065)

를 받은 후 진행되었다. 

2) 연구 진행과정에서의 설문 조사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진행과정에 대

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한 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한 대상자에게 서면 동

의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3) 연구 참여자에게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과 위험에 대해 설명하고 언제

든 연구 참여를 철회하거나 응답을 중단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어떠한 불

이익도 발생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4) 연구 참여 여부나 작성한 설문지 내용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연구자가 

수거하며 이에 대해 참여자에게 설명하였다.

5) 설문의 응답으로 얻어진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 절대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리고, 설문지는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서랍에 보관하며 연구 참여자의 정

보는 연구자 이외에 접근이 제한된 PC에 저장하였다.

6) 수집된 자료는 연구 종료 후 3년까지 보관하며 법적의무보관기간인 3년이 

지나면 파쇄 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7) 설문에 사용된 도구는 원저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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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 대상자는 여자가 53명(52.5%), 

남자가 48명(47.5%)이었고 평균연령은 53.4(± 5.41)세이며, 40세에서 54세의 

중년 전기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52명(51.5%), 55세에서 64세의 중년 후기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49명(48.5%)이었다. 교육정도는 대학교 졸업이 49명

(48.5%)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33명(32.6%), 대학원 이상 11명

(10.9%), 중학교 졸업 5명(5.0%), 초등학교 졸업 2명(2.0%), 무학이 1명

(1.0%)순이었다. 종교가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51명(50.5%),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50명(49.5%)이었다. 월수입은 400만원 이상이 43명(42.6%),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42명(41.6%), 200만원 미만 16명(15.8%)순이었다. 직장

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80명(79.2%),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21명(20.8%)이

었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보통이다’ 또는 ‘나쁘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66명(65.3%)이었으며, ‘매우좋다’ 또는 ‘좋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35명

(34.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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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반적 특성                          

              N=101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자 48 47.5

여자 53 52.5

연령 40-54 52 51.5 53.4±5.41

55-64 49 48.5

교육수준 무학 1 1.0

초등학교 졸업 2 2.0

중학교 졸업 5 5.0

고등학교 졸업 33 32.6

대학교 졸업 49 48.5

대학원 이상 11 10.9

종교유무 유 51 50.5

무 50 49.5

월 수입

(만원)

200 미만 16 15.8

200 이상 400 미만 42 41.6

400 이상 43 42.6

직장유무 유 80 79.2

무 21 20.8

지각된

건강상태

매우 좋다, 좋다 35 34.7

보통이다, 나쁘다 66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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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 정도

  연구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 점수의 

분석결과는 <표2>와 같다. 건강증진행위는 112점 만점에 평균 81.7점(문항평

균 2.92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 평균은 일상생활 관리가 23.0점(문항평균 

3.29점)으로 가장 높았고, 스트레스 대처 14.7점(문항평균 2.94점), 음주 및 

흡연 8.7점(문항평균 2.91점), 운동 및 활동 11.3점(문항평균 2.82점), 영양 

및 식생활 16.7점(문항평균 2.78점), 건강진단 및 상담 7.2점(문항평균 2.41)

점 순이었다. 자기효능감은 40점 만점에 평균 29.1점(문항평균 2.91점)이었

다. 부부친밀감은 75점 만점에 53.6점(문항평균 3.57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 

평균은 인지적 친밀감이 18.9점(문항평균 3.77점), 정서적 친밀감이 18.9점

(문항평균 3.77점)으로 동일하였으며, 성적 친밀감이 15.8점(문항평균 3.17

점)으로 가장 낮았다. 성공적 노화는 100점 만점에 73.8점(문항평균 3.69점)

이었으며, 하위영역별 평균은 자녀에 대한 만족이 12.0점(문항평균 4.01점)으

로 가장 높았고, 자율적 삶 19.3점(문항평균 3.86점), 자기 수용 7.3점(문항

평균 3.67점), 자기완성지향 14.3점(문항평균 3.58점), 타인 수용이 10.4점

(문항평균 3.48점), 적극적 인생참여 10.4점(문항평균 3.46점)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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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 정도  

N=101

 특성 평균±표준편차
문항평균± 

표준편차

측정관찰

범위

점수

범위

건강증진행위 81.7±12.25 2.92±.90 51-106 1-4

  건강진단 및 상담 7.2±2.27 2.41±.91 3-12

  영양 및 식생활 16.7±2.87 2.78±.78 10-24

  일상생활 관리 23.0±3.44 3.29±.74 14-28

  운동 및 활동 11.3±2.88 2.82±.87 5-16

  음주 및 흡연 8.7±3.32 2.91±1.26 3-12

  스트레스 대처 14.7±2.99 2.94±.77 8-20

자기효능감 29.1±2.64 2.91±.52 22-38 1-4

부부친밀감 53.6±9.29 3.57±1.00 30-75 1-5

  인지적 친밀감 18.9±3.21 3.77±.83 8-25

  정서적 친밀감 18.9±3.34 3.77±1.04 9-25

  성적 친밀감 15.8±4.16 3.17±1.00 5-25

성공적 노화 73.8±8.51 3.69±.82 56-95 1-5

  자율적 삶 19.3±2.24 3.86±.68 13-25

  자기완성지향 14.3±2.61 3.58±.95 8-20

  적극적 인생참여 10.4±1.77 3.46±.84 7-14

  자녀에 대한 만족 12.0±1.83 4.01±.74 7-15

  자기수용 7.3±1.33 3.67±.81 4-10

  타인수용 10.4±1.31 3.48±.79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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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

3.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1>와 같다. 

  건강증진행위는 성별(t= -2.88, p=.005)과 직장유무(t=-2.33, p=.022)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 교육수

준, 종교유무, 월수입, 지각된 건강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20 -

<표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N=101

특성 구분 n
건강증진행위

평균±표준편차 t/F p Scheffe

성별 남자 48 78.1±12.06 -2.88 .005

여자 53 84.9±11.61

연령 40-54 52 82.2±12.46 .45 .657

55-64 49 81.1±12.11

교육

수준

무학 1 66.0 1.31 .264

초등학교 졸업 2 90.5±4.95

중학교 졸업 5 87.0±8.89

고등학교 졸업 33 79.7±12.61

대학교 졸업 49 81.3±12.17

대학원 이상 11 86.8±12.23

종교

유무

유 51 83.6±11.80 1.61 .111

무 50 78.7±12.50

월수입

(만원)

200 미만 16 79.5±11.84 .30 .743

200 이상 400 미만 42 82.1±12.23

400 이상 43 82.1±12.60

직장

유무

유 80 80.3±11.98 -2.33 .022

무 21 87.1±12.02

지각된

건강상태

매우 좋다, 좋다 35 84.9±11.59 1.94 .055

보통이다, 나쁘다 66 80.0±12.33



- 21 -

3.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2>

와 같다. 

  자기효능감은 월수입(F=3.82, p=.025)과 지각된 건강상태(t=2.00, p=.048)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검정 결과 월수입이 400만원 

이상일 때가 200만원 이하일 때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기효능감이 높았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 직장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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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N=101

특성 구분 n
자기효능감

평균±표준편차 t/F p Scheffe

성별 남자 48 29.6±2.88 1.73 .087

여자 53 28.7±2.35

연령 40-54 52 29.2±2.61 .43 .688

55-64 49 29.0±2.70

교육

수준

무학 1 25.0 1.26 .289

초등학교 졸업 2 29.0±1.41

중학교 졸업 5 29.8±2.77

고등학교 졸업 33 28.4±3.11

대학교 졸업 49 29.4±2.49

대학원 이상 11 29.7±1.19

종교

유무

유 51 29.4±2.36 1.01 .313

무 50 28.8±2.90

월수입

(만원)

200 미만(a) 16 27.5±2.03 3.82 .025 a<b

200 이상 400 미만 42 29.2±2.72

400 이상(b) 43 29.6±2.59

직장

유무

유 80 29.1±2.60 -.01 .991

무 21 29.1±2.86

지각된

건강상태

매우 좋다, 좋다 35 29.8±2.58 2.00 .048

보통이다, 나쁘다 66 28.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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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부친밀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부친밀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3>

와 같다. 

  부부친밀감은 성별(t=2.05, p=.043), 월수입(F=3.33, p=.040), 지각된 건강

상태(t=2.31, p=.023)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검정 결

과 월수입이 400만원 이상일 때가 200만원 이하일 때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부부친밀감이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

무, 직장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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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부친밀감        

       N=101

특성 구분 n
부부친밀감

평균±표준편차 t/F p Scheffe

성별 남자 48 55.5±8.96 2.05 .043

여자 53 51.8±9.32

연령 40-54 52 54.1±10.26 .59 .557

55-64 49 53.0±8.20

교육

수준

무학 1 52.0 1.92 .099

초등학교 졸업 2 52.5±7.78

중학교 졸업 5 55.8±5.81

고등학교 졸업 33 49.8±9.23

대학교 졸업 49 56.0±9.79

대학원 이상 11 53.5±5.63

종교

유무

유 51 55.29±9.51 1.89 .061

무 50 51.8±8.82

월수입

(만원)

200 미만(a) 16 49.19±10.08 3.33 .040 a<b

200 이상 400 미만 42 52.9±9.81

400 이상(b) 43 55.9±7.88

직장

유무

유 80 53.8±9.38 .40 .689

무 21 52.9±9.13

지각된

건강상태

매우 좋다, 좋다 35 56.5±8.14 2.31 .023

보통이다, 나쁘다 66 52.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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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4>와 같다. 

  지각된 건강상태(F=4.32, p=.023)에 따른 성공적 노화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

교유무, 월수입, 직장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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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          

       N=101

특성 구분 n
성공적 노화

평균±표준편차 t/F p Scheffe

성별 남자 48 73.6±8.67 -.26 .798

여자 53 74.0±8.45

연령 40-54 52 73.6±8.51 -.17 .868

55-64 49 73.9±8.60

교육

수준

무학 1 59.0 1.34 .232

초등학교 졸업 2 73.5±4.95

중학교 졸업 5 71.0±8.28

고등학교 졸업 33 72.3±9.01

대학교 졸업 49 74.6±7.90

대학원 이상 11 77.3±9.27

종교

유무

유 51 75.1±7.87 1.59 .115

무 50 72.4±9.00

월수입

(만원)

200 미만 16 71.1±7.94 2.45 .091

200 이상 400 미만 42 72.7±9.07

400 이상 43 75.8±7.85

직장

유무

유 80 73.45±7.86 -.79 .433

무 21 75.1±10.78

지각된

건강상태

매우 좋다, 좋다 35 78.4±6.67 4.32 .023

보통이다, 나쁘다 66 71.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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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간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성공적 노화는 건강증진행위(r=.591, p<.001), 자기효능감(r=.309, p=.002),  

부부친밀감(r=.339,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건강증진

행위를 잘 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부부친밀감이 높을수록 성공적으

로 노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증진행위는 자기효능감(r=.261, p=.008), 부부친밀감(r=.239, p=.016)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기효능감은 부부친밀감(r=.327,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4>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 간의 상관관계  

N=101

*p<.05, **p<.01

변수
성공적 노화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r(p)

건강증진행위
.591**

-
(<.001)

자기효능감
.309** .261**

-
(.002) (.008)

부부친밀감
.339** .239* .327**

(.001) (.016)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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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논 의

  본 연구는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의 정도와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중년 성인의 성공적 

노화를 돕기 위한 간호중재를 제공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4.1. 중년 성인의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는 112점 만점에 81.7점(문항평균 2.92

점)으로 나타나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중년 여성의 건강증진행위를 측정한 

이미경(2017)의 연구결과인 2.98점보다 약간 낮았고, 65세 이상의 여성을 대

상으로 한 이선숙(2017)의 2.86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건강증

진행위 점수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중년 성인의 건강진단 및 상담이 

평균 2.41점으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미경(2017)

의 연구에서 건강진단 및 상담이 2.21점으로 가장 낮은 결과와 일치한다. 

‘몸이 아프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보건(진료)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다’가 5점 만점에 2.16점으로 특히 낮았는데 건강검진이 건강한 삶을 위해 

중요함에 대해서는 논할 여지가 없으므로 중년 성인의 건강증진행위의 실천, 

특히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위한 중재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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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의 자기효능감는 40점 만점에 29.1점(문항평균 2.91점)으로 보통 이

상의 효능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40세 이상 

60세 이하의 중년 여성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조진희(2013)의 연구결과인 

2.81점보다는 약간 높고, 평균 연령이 본 연구 대상보다 낮은 성인의 일반적 

자기 효능감 2.96점(Yuasa et al, 2015)보다는 약간 낮았으나 큰 차이를 보이

지는 않았다. 

  대상자의 부부친밀감은 75점 만점에 53.6점(문항평균 3.57점)으로 나타나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뇌졸중 환자와 배우자의 부부친밀감을 측정한 김정희

(2008)의 연구 결과인 뇌졸중 남성 52.2점, 배우자 49.0점과 문길제(2017)의 

연구결과인 3.45점보다 높았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 대상자

의 인지적 친밀감 18.9점, 정서적 친밀감 18.9점, 성적 친밀감 15.8점으로 김

정희(2008) 연구의 뇌졸중 남성의 인지적 친밀감 18.9점, 정서적 친밀감 18.3

점, 성적 친밀감 15.6점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배우자의 인지적 친

밀감 16.4점, 정서적 친밀감 15.6점, 성적 친밀감 11.7점과는 차이가 있었는

데 이는 뇌졸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배우자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인 배우

자로부터 상대적으로 친밀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는 100점 만점에 73.8점(문항평균 3.69점)으로 나타났

다. 이 결과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중년 후기 성인의 성공적 노화를 

측정한 김연지 등(2018)의 연구결과인 73.2점과 비슷하였고 최미영(2015)의 

3.50점, 인원교(2012)의 3.29점보다는 약간 높았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

명환(2011)의 3.96점보다는 낮았다. 이러한 성공적 노화 정도의 차이는 연구

대상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서명환(2011)의 연구 대상은 평생교육 프

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으로 프로그램 참여 목적이 ‘배우는 것이 즐거워서’라

고 하였다. 이는 연구 대상 노인들 스스로 교육에 대한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며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자체가 노인의 삶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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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며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서

명환, 2011). 본 연구에서 성공적 노화 하위영역 점수는 자녀에 대한 만족이 

문항평균 4.01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율적 삶 3.86점, 자기수용 3.67점, 자기

완성지향 3.58점, 타인수용 3.48점, 적극적 인생참여 3.46점 순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인원교(2012)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자녀에 대한 만족 3.46점, 자

율적 삶과 자기수용이 3.35점, 자기완성지향과 타인수용이 3.24점, 적극적 인

생참여 3.12점)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명환(2011)의 연

구결과(자기수용 4.00점, 타인수용 3.99점, 자녀에 대한 만족 3.98점, 자율적 

삶 3.97점, 자기완성 지향 3.95점, 적극적 인생 참여 3.92점)와는 차이가 있

었는데 중년기는 성인자녀가 부모로부터 정서적,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는 과

도기이며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기이나 노년기는 자녀를 독립시키고 부부가 온

전히 자신들의 관계에 집중하는 시기(안양희, 2013)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

다.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 결과는 중년기에 성공적 노화에 대비하

기 위하여 경제적·신체적인 것 뿐 아니라 정서적·관계적 측면에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관심을 보다 고취시켜야 하며 부모자녀관계를 돈독히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언한 선행연구(임재연, 김지현, 2014)의 결과를 지지

한다. 

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성

별과 직장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성이 남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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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장이 없는 사람이 직장이 있는 사람보다 건강증진행위가 높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증진행위 정도가 높게 나타난 

홍은영(201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혜경과 신은희(2016)의 연구에서는 

피로도가 낮을수록 건강증진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 대상자 

중 79.2%가 직장이 있어 직장이 없는 사람보다 피로도가 높고, 시간적 여유가 

적어 건강증진행위 정도가 낮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월수입과 지각된 건강상태에 따

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월수입이 400만원 이상일 때가 200만원 이하일 

때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아 임광규(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건강상태

를 좋게 지각한 경우가 보통 또는 나쁘게 지각한 경우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아 

왕명자(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생활에 대한 태도

를 결정하며 현재 질병 상태에 관계없이 본인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지

할수록 일상생활 수행능력이나 인지기능이 높아진다(왕명자, 2010). 자기효능

감을 제안한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특성에 의존한다고 하였는

데 중년 성인이 건강하다고 지각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일 때 모든 일에

서 더 높은 자기 확신을 지각할 수 있으므로 간호중재 제공 시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부친밀감은 성별, 월수입, 지각된 건강상태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부부친밀감이 높

은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김정희, 2008; 우명순, 임은자, 2010) 결과와 

일치하며, 월수입이 400만원 이상일 때가 200만원 이하일 때보다 부부친밀감

이 높은 것도 선행연구의 결과(김정희, 2008; 김수진, 김세영, 2013)와 일치

한다. 본 연구에서 건강상태를 좋게 지각한 경우가  보통 또는 나쁘게 지각한 

경우보다 부부친밀감이 높았는데 지각된 건강상태에 따라 부부친밀감을 측정

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김수진과 김세영(2013)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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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현재 질병 유무와 같은 질병상태가 부부친밀감에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져 대상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지각하는 건강상태에 따라 부부

친밀감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부부친밀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자

의 건강상태에 대한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는 지각된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여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성공적 노화 정도가 높다고 밝

힌 선행연구(김연지 등, 2018; 김유중, 2017; 인원교, 2012)와 일치한다. 특

히 개인의 질병여부는 성공적 노화와 관련이 없는 것(김연지 등, 2018)으로 

보고되어 개인의 질병여부와 관계없이 지각된 건강상태를 향상시키려는 노력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3.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

  본 연구가 중년 성인의 성공적 노화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으므로 

성공적 노화를 중심으로 각 변수와의 관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건강증진행위는 성공적 노화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건강증

진행위 정도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건강증진행위와 성공적 노화의 관련성을 다룬 선행연구(이윤주, 박정

숙, 2015; 정혜윤, 정혜민, 2016; Baker, Meisner, Logan, Kungl, & Weir, 

2009; Dogra, & Stathokostas, 2012)와 일치한다. Dogra와 Stathokostas 

(2012)와 Baker 등(2009)의 연구에서는 건강증진행위 중 ‘운동 및 활동’영

역에 포함되는 신체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는데 

특히 Dogra와 Stathokostas (2012)는 중년 성인에 있어서 하루 2시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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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식 생활을 하는 사람이 4시간 이상의 좌식 생활을 하는 사람에 비해 성공적

으로 노화하는 것으로 밝혀져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본 연구 결

과 ‘운동 및 활동’ 점수는 2.82점으로 건강증진행위 총 평균인 2.92점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 중년 성인의 ‘운동 및 활동’영역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건강증진행위 자체는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며(정혜윤, 정혜민, 2016),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스

스로가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박미진, 여구

환, 박병현, 2010). 본 연구에서 건강증진행위 정도가 높을수록 성공적으로 

노화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건강증진행위 정도를 

높일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강화하고 직장이 있는 사람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김유중, 2017; 윤영애, 박용억, 2009; 이묘숙, 2012; 

임광규, 2015)와 일치하였다. 개인이 노화의 과정 중에 있을 때 자기효능감은 

삶을 의미 있게 여기도록 만드는 요소이며 자기효능감은 현재의 행동 뿐 아니

라 미래의 행동과도 관련이 있어(조진희, 2013) 노년기를 앞 둔 중년 성인의 

행동 변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변수로 지식과 행동을 연결하기 때문에(McAuley, Bane, 

& Mihalko, 1995) 중년 성인이 성공적 노화를 준비하기 위한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중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부부친밀감은 성공적 노화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부부친밀감

이 높을수록 성공적으로 노화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이주희, 이선화, 2017; 임재현, 김지현, 2014; 정여진, 안정신, 2012; 

Woloski-Wruble, Oliel, Leefsma, & Hochner-Celnikier, 2010)와 일치한다. 

정여진과 안정신(2012)은 노년기 부부친밀감이 성공적 노화에 중요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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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면서 배우자와 함께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충할 것을 제언

하였고 중년 성인의 부부친밀감과 노화불안에 대한 연구(임재연, 김지현, 

2014)에서는 노화불안에 가족관계의 영향을 파악하였는데 부부친밀감은 노화

불안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중년기의 노화불안은 다가올 성공적 노화에 방해

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성적 만족감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

는 성적 만족감이 높으면 성공적 노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Woloski-Wruble et al.,2010) 본 연구결과에서 부부친밀감의 하위영역 중 성

적 친밀감이 3.1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중년 성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하여 

성적 친밀감 향상을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중년기는 자녀의 독립

과 함께 부부 관계를 성찰할 수 있는 시기이며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기(안양희, 2013)이다. 부부의 친밀한 관계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

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이나 자기계발에 집중 할 수 있기 때문에(이주

희, 이선화, 2017) 성공적 노화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은 삶 

전체에 걸쳐 개인의 삶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김도환, 2001) 가족관계

의 중심이 되는 부부친밀감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중년기 또는 그 이전부터 부부친밀감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

안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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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중년 성인을 편의표집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연구결과 해석을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

만 2019년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수입은 약 480만원(국가통계포털, 2019)으

로 본 연구에서 400만원 이상의 월수입이 있는 대상자가 가장 많은 분포로 

48.5%인 것과 유사하였고, 중년 후기 대상의 선행연구에서 대졸 이상 학력소

지자의 분포가 52.7%이었는데(김연지 등, 2018) 이는 본 연구대상자의 59.4%

가 대졸 이상인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의 상관관

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노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년기부터 노화를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 노년층으로써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의 상관관계를 밝혔음에 의

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중년 성인은 건강증진행위를 잘 할수록, 자기효능감

이 높을수록, 부부친밀감이 높을수록 성공적으로 노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에 중년 성인이 노년기에 접어들기 전부터 성공적 노화를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폭넓은 

전략과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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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는 중년 성인의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

화 정도를 파악하고,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중년 성인이 성공적 노화를 맞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

도하였다.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연구대상은 강원도 원주시 소재의 교회, 미

용실, 마트, 아파트 관리사무소, 산업장과 같이 중년 여성과 남성이 자주 방

문하는 곳에 모집 공고문을 부착하고 참여에 동의한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시행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9월 4일부터 9월 28일까지였고,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총 81문항으로 건강증진행

위 28문항, 자기효능감 10문항, 부부친밀감 15문항, 성공적 노화 20문항, 일

반적 특성 8문항이었다. 총 110명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미응답 문항이 있거

나 성의없는 응답을 한 설문지 9부를 제외한 총 101부를 자료분석 하였다. 자

료분석을 위해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통계방법은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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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는 총점 112점 만점에 평균 81.7점(문항평균 2.92

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 평균은 일상생활 관리가 23.0점(문항평균 3.29

점), 스트레스 대처 14.7점(문항평균 2.94점), 음주 및 흡연 8.7점(문항평

균 2.91점), 운동 및 활동 11.3점(문항평균 2.82점), 영양 및 식생활 16.7

점(문항평균 2.78점), 건강진단 및 상담 7.2점(문항평균 2.41)점 순이었

다. 자기효능감은 총점 40점 만점에 평균 29.1점(문항평균 2.91점)이었다. 

부부친밀감은 총점 75점 만점에 53.6점(문항평균 3.57점)이었으며, 하위영

역별 평균은 인지적 친밀감이 18.9점(문항평균 3.77점), 정서적 친밀감이 

18.9점(문항평균 3.77점)으로 동일하였으며, 성적 친밀감이 15.8점(문항평

균 3.17점)순이었다. 성공적 노화는 총점 100점 만점에 73.8점(문항평균 

3.69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 평균은 자녀에 대한 만족이 12.0점(문항평균 

4.01점), 자율적 삶 19.3점(문항평균 3.86점), 자기수용 7.3점(문항평균 

3.67점), 자기완성지향 14.3점(문항평균 3.58점), 타인수용이 10.4점(문항

평균 3.48점), 적극적 인생참여 10.4점(문항평균 3.46점)순이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건강증진행위는 성별(t= -2.88, 

p=.005)과 직장유무(t=-2.33, p=.02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성이 남성보다, 직장이 없는 사람이 직장이 있는 사람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 자기효능감은 월수입(F=3.82, p=.025)과 지각된 

건강상태(t=2.00, p=.048)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월수입

이 400만원 이상인 경우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본인의 건강상태를 

좋게 지각한 경우가 보통 또는 나쁘게 지각한 경우보다 자기효능감이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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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 부부친밀감은 성별(t=2.05, p=.043), 월수입

(F=3.33, p=.040), 지각된 건강상태(t=2.31, p=.023)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성이 여성보다, 월수입이 400만원 이상인 경우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본인의 건강상태를 좋게 지각한 경우가 보통 또

는 나쁘게 지각한 경우보다 부부친밀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 

성공적 노화는 지각된 건강상태(F=4.32, p=.023)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어 본인의 건강상태를 좋게 지각한 경우가 보통 또는 나쁘게

지각한 경우보다 성공적 노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3.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에서 건강

증진행위(r=.591, p<.001)를 잘 할수록, 자기효능감(r=.309, p=.002)이 

높을수록, 부부친밀감(r=.339, p=.001)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 정도가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중년 성인의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

과 성공적 노화가 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추후 중년 성인이 

노년기에 접어들기 전부터 성공적 노화를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 건강증진행

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폭넓은 전략과 프로그램 개

발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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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중년 성인 일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므

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연구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의 순 상관관계가 확

인되었으므로 중년 성인의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폭넓은 전략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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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문항별 점수                              N=101

항 목
문항평균± 

표준편차

건강진단 및 상담 2.41±.91

몸이 아프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보건(진료)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다. 2.16±.88
몸에 이상이 생기면 조기에 전문가(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2.63±.91

혈압을 자주 측정한다. 2.45±.89

영양 및 식생활 2.78±.78

규칙적으로 하루 세끼 식사를 한다. 2.99±.91

자극성이 많은 음식(맵고, 짜고, 단 음식)을 먹는다.* 2.67±.74

과일과 야채 등 섬유질의 음식을 많이 섭취한다. 2.79±.75

음식을 잘 씹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섭취한다. 2.83±.75

두유, 순두부 등 콩으로 만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한다. 2.75±.75

미역, 김, 다시마, 멸치, 우유 등을 매일 섭취한다. 2.64±.72

일상생활 관리 3.29±.74

외출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손발을 깨끗이 씻는다. 3.48±.61

목욕을 자주 한다. 3.46±.59

식사 후에는 양치질을 한다. 3.38±.65

이를 하루 세 번 닦는다. 3.30±.76

내의는 면제품으로 입고 자주 갈아입는다. 3.55±.64

평소 충분한 시간의 잠을 잔다. 2.94±.80

일을 한 후에는 적절히 휴식을 취한다. 2.94±.80

운동 및 활동 2.82±.87

1주일에 3~4회 적어도 20분 동안 활발하게 운동한다. 2.74±1.03

가능한 한 많이 걸으려고 노력한다. 2.91±.83

활동 시 신체 각 부위를 골고루 움직이려 노력한다. 2.88±.82

평소에 바른 자세로 앉거나 걷는다. 2.74±.81

음주 및 흡연 2.91±1.26

담배는 가급적 피우지 않거나 피우더라도 양을 줄인다. 2.80±1.42

술을 과하게 마시지 않는다. 2.96±1.15

술을 끊거나 점차 양을 줄여나간다. 2.97±1.19

스트레스 대처 2.94±.78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든다. 2.87±.81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2.79±.83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생활한다. 3.27±.63

속이 상할 때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여 감정을 정화시킨다. 2.75±.78

나름대로 긴장과 압박감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3.03±.71

총 평균 2.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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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문항별 점수

N=101

항 목
문항평균± 

표준편차

다른 사람이 내 의견에 반대해도 나는 끝까지 내 뜻대로 한다. 2.26±.56

어려운 일도 내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 3.06±.47

나는 마음먹은 일을 해 내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한다. 2.93±.55

생각지도 않은 일이 있어도 나는 적당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 2.91±.47

뜻밖의 결과를 접해도 나는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3.02±.45

언제나 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2.87±.56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3.02±.40

어떠한 문제에 부딪혀도 나는 해결 방법을 찾는다. 3.05±.38

새로운 문제에 부딪혀도 나는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다. 3.01±.36

어떤 문제에 처해도 나는 여러 가지 해결방법을 가지고 있다. 2.96±.42

총 평균 2.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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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대상자의 부부친밀감 문항별 점수

N=101

항 목
문항평균± 

표준편차

인지적 친밀감 3.77±.83

우리 부부는 각자가 개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한다. 3.92±.76

우리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잘 보충해 준다. 3.77±.85

우리 부부는 서로를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잘 이해한다.

3.66±.89

우리 부부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짝이라고 생각한다. 3.70±.87

우리 부부는 상대방의 단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3.80±.76

정서적 친밀감 3.77±1.04

우리 부부는 서로가 잘 맞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많다.* 3.51±.97

우리 부부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3.86±.80

우리 부부는 함께 하는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상대방 개
인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3.88±.74

우리 부부는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 하나의 운명공동체라고 생각
한다.

3.88±1.07

우리 부부는 대체로 방을 각자 쓴다.* 3.73±1.43

성적 친밀감 3.17±1.00

우리 부부는 자연스럽게 성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다. 3.19±.99

우리 부부는 성적 즐거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2.97±1.00

우리 부부는 성관계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다.* 3.13±.99

우리 부부는 성관계를 통해 서로 더욱 가까워짐을 느낀다. 3.26±1.08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성적으로 충분히 만족을 주고 있다고 생각
한다. 

3.31±.94

총 평균 3.5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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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 문항별 점수

N=101

항 목
문항평균± 

표준편차

자율적 삶 3.86±.68

나는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한다. 3.72±.69

나는 외모를 단정하고 깨끗하게 가꾼다. 3.89±.58

나는 지금도 정신이 맑아서 사리분별에 큰 문제가 없다. 4.16±.63

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 3.79±.65

나는 남편, 혹은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한다. 3.71±.75

자기완성지향 3.58±.95

나는 나의 건강유지를 위해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있다. 3.30±.98

나는 기회가 되면 남을 위해 물질을 기부한다. 3.40±.88

나는 지금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배우려고 한다. 4.00±.80

나는 평생토록 하고자 하는 취미가 있다. 3.64±.96

적극적 인생참여 3.46±.84

나는 사회활동에 참여를 많이 하는 편이다. 3.11±.97

내가 참여하는 모임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 3.75±.68

나는 친구들을 잘 사귀는 편이다. 3.51±.71

자녀에 대한 만족 4.01±.73

나와 자녀들과의 관계는 원만하다. 4.06±.69

나의 자녀는 나에게 효도를 잘하고 있다. 3.87±.77

나의 자녀들은 서로 우애있게 잘 지낸다. 4.09±.72

자기수용 3.67±.81

나의 지나온 삶이 보람되었다. 3.63±.73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만족스럽다. 3.71±.87

타인수용 3.48±.79

나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마음에 오래 담아두지 못한다. 3.23±.89

나는 젊은 세대의 입장을 잘 수용하는 편이다. 3.73±.73

나는 자녀나 남의 일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다. 3.48±.66

총 평균 3.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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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 대상자 설명문

[연구제목] 중년 성인의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천경인입니다. 

본 연구는 본인의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석사과정 학위논문으로 중년 성인의 성공

적 노화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설문지는 중년 성인의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를 파악하여 중년 성인이 보다 나은 노년기를 준

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연구 설명문과 동의서를 충분히 읽어보신 후 연구가 이루어지는 

목적과 진행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시고 자발적 참여를 결정해주신 분에 한하여 

연구가 진행됩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어 앞으로 성공적으로 노화를 맞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증

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를 파악하여 중년 성인이 

노화를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입니다.

2. 연구 참여 대상

 본 연구는 중년 성인 가운데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이혼이나 사별을 하지 않

은 기혼 성인을 대상으로 총 1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설문지 내용은 중년 성인의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회 설문조사에 소요될 시간은 20

분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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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참여 기간

 본 연구는 연구 기간 내에 1회의 설문조사로 20분 정도 참여하도록 요청받을 것

입니다. 

5. 대상자 선정기준

  (1) 한글을 읽고 이해할 줄 아는 자

  (2) 본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 자 

  (3)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혼 중년 성인으로 자녀가 있는 자

6. 대상자 수 및 기간

 본 연구에서는 106명의 대상자가 모집될 것입니다. 대상자 모집기간은 2018년 9

월 4일부터 9월 28일까지 약 한 달로 예상됩니다. 

 연구 참여는 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구 참여에 동의서를 작성 한 

뒤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7. 연구 참여 도중 중도 탈락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도중에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언제든 연구 참여를 철회하고 싶을 경우는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8. 부작용 및 위험요소

 본 설문조사에 참여로 인한 부작용이나 위험은 없습니다. 연구와 관련하여 지불

해야 하는 비용이나 노동 등은 발생하지 않으나 설문지를 수행하는데 20분 정도 

소요되는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9.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

 본 연구 참여에 따른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이나 이득은 없으나, 본 연구를 통하

여 수집된 자료는 중년 성인의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를 파악하여 중년 성인이 성공적인 노화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간

호중재의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입니다. 만약 노화와 관련된 건강문제에 궁금해 할 

경우 연구자가 직접 추가적으로 설명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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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시 불이익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으며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

거나 중도에 설문 응답을 포기할 자유가 있습니다.

11.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본 연구의 참여로 인해 연구 대상자에게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별, 연령, 교육수준, 학력, 월수입, 자녀여부, 직장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 성공적 노화 

 위의 정보는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코드화하여 참여자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

며 연구 책임자 이외에 누구도 열람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결과는 학회지나 학회 등에서 보고될 때에

도 귀하의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연구 종료 후 수집된 자료는 연구 종료 

후 3년까지(법정의무보관기간) 보관하여 그 후 즉시 파쇄 할 것입니다. 귀하가 본 

동의에 서명하는 것은 이런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참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2. 연구책임자 및 문의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일반대학원 석사 5학기 

 천경인(010-XXXX-XXXX)

 *연구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 참여 도중 어느 때라도 연구 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연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연구심의 위원회(033-741-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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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 동의서

1. 본인은 연구의 설명문을 제공 받고 연구의 목적, 방법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이해하였습니다.

2. 본인은 연구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이득에 관해 설명을 들었고, 모

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3. 본인은 충분한 생각한 이후, 상기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합니다.

4. 본인은 연구를 통해 수집될 나의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규

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5. 본인은 본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과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6. 본인은 본인의 서명이 동의서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

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고 동의하신다면 아래의 부분에 서명하여 주십시오.

[연구제목] 
중년 성인의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

연구 대상자
날 짜  2018년     월      일

성 명(서명) (서명)

연구자

날 짜  2018년     월      일

성 명(서명)                      (서명)

연락처
     TEL : 010-XXXX-XXXX

     E-mail: XX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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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연구도구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천경인입니다. 본 

연구는 본인의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석사과정 학위논문으로 중년 성인의 성공적 노화

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설문지는 중년 성인의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

감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를 연구하여 중년 성인이 보다 나은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

도록 도움이 되고자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설문지에는 맞거나 틀린 답이 없으며 본인의 경험이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

목을 골라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개인정보를 코드화 하여 처리

함으로써 비밀을 보장해 드릴 것이며,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연구 참여 

동안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하실 수 있으며, 연구 참여 철회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가 되지 않거나 질문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

랍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 과정생

 천경인(010-XXXX-XXXX)

[연구제목] 
중년 성인의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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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alth promotion behavior, Self-efficacy, 

Marital Intimacy and Successful aging in Middle-aged Adult

                                                  Cheon, Kyung In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survey study conducted to prepare 

primary data for the successful aging of middle-aged adults and prepare 

for the aged society by identifying the degree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self-efficiency, marital intimacy and successful aging of 

middle-aged adults, and understanding their relationships with 

successful aging.

We studied 110 middle-aged adults between the ages of 40 and 65 

living in Wonju, Gangwon Province from September 4, 2018 to September 

28, 2018. Health promotion behavior was measured by a tool developed by 

Walker, Sechrist, & Pender(1987) and a public health exercise field was 

added to it by Seo(2000) and it was modified by Ko(2008). Self-efficacy 

was measured by a tool developed by Schwarzer & Jerusalem(1992) and it 

was adapted into Korean by Lee, Schwarzer, & Jerusalem(1994). Marital 

Intimacy was measured by a tool developed by Lee(1998). Success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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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ng was measured by a tool modified by Seo(2011). Seo(2011) modified 

and reconstructed the study of Sung & Cho(2006) and Kim(2008), who 

proposed a successful aging model for the elderly in Korea using the 

components of Rowe & Kahn(1997).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SPSS WIN 23.0 program.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grand mean score for each variable was 2.92 points for health 

promotion behavior, 2.91 points for self-efficacy, 3.57 points for 

marital intimacy and 3.69 points for successful aging.

  2) Considering general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analyzing 

health promotion behavior, self-efficacy, marital intimacy and 

successful aging were as follows. Health promotion behavior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gender (t= -2.88, p=.005) 

and job status (t=-2.33, p=.022). The degree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female and the unemployed were higher than that of male 

and the employed. The degree of self-efficac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monthly income (F=3.82, p=.025) and 

perceived health status (t=2.00, p=.048). The degree of 

self-efficacy of the people who earned more than four million won 

per month was higher than the people who earned less than two 

million won per month. Also, the degree of self-efficacy of the 

people who perceived their health status as ‘very good’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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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was higher than that of the people who perceived their 

health status as ‘normal’ or ‘bad’. The degree of marital 

intimac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gender 

(t=2.05, p=.043), monthly income (F=3.33, p=.040) and perceived 

health status (t=2.31, p=.023). The degree of marital intimacy of 

male, the people who earned more than four million won per month, 

and the people who perceived their health status as ‘very good’ 

or ‘good’ was higher than that of female, the people who earn 

less than two million won per month, and the people who perceived 

their health status as ‘normal’ or ‘bad’. The degree of 

successful aging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perceived health status (F=4.32, p=.023). The degree of successful 

aging of the people who perceived their health status as ‘very 

good’ or ‘good’ was higher than that of the people who perceived 

their health status as ‘normal’ or ‘bad’.

  3) Regarding the relationship among health promotion behavior, 

self-efficacy, marital intimacy and successful aging, the higher 

degree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r=.591, p<.001), self-efficacy 

(r=.309, p=.002) and marital intimacy (r=.339, p=.001) led to more 

successful aging.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among 

health promotion behavior, self-efficacy, marital intimacy and 

successful aging of middle-aged adults. It is meaningful that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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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d primary data, which is suggesting the need of developing 

various strategies and programs to improve health promotion behavior, 

self-efficacy and marital intimacy. 

key words : Middle aged adult, Health promotion behavior, Self-efficacy, 

            Marital Intima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