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로당 노인의 건강상태와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관련요인 분석

1)신선해1 ) , 김진순*2)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1) , 유한대학2 )

Health Status and Use of Health Care Services of the Elderly
Ut ilizing Seniorcit izen Centers

Sun-Hye Shin1) , Jin-Soon Kim*2 )

Department of Public Health, the Greaduate School, Y onsei University 1)

Department of Health Service Administration, Y uhan College 2 )

= A B S T R A CT =

For this study a sample of 205 people, 66 males and 139 females, over 65 years of age, residing in C-gu of

S-si and utilizing senior centers, were selected,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for

health promotion program development provided by health centers. A questionnaire was used to collect date on

general characteristics, health status, social health status and utilization rate for health services.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the Lawton scale, to measure daily routine function, the MMSE-K

developed by Folstein and modified to fit the Korea situation, for mental health status, and the CES-Dtool

developed by Radloff, for emotional health status. the SPSS Window program was used to calculate

percentages. Tests of significance were done using t-test and ANOV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identify variables influencing the use of health servic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

Of those utilizing senior citizen centers, 40.9% of males and 17.3% of the female thought they were healthy.

The average score for IADL was 7.4. The daily routine of female respondents consisted of buying household

articles and drugs, and other IADLs such as riding the bus or subway alone. These resulted in a higher score

compared to males. For emotional health, 7.6% of the males reported depression compared to 21.6% of the

females. For mental health, 48.5% of the males and 28.8% of the females were found to be in the group

suspicious for dementia. On social health, 57.6% of the males and 62.6% of the females reported no intimate

human relations. Of those older people who had close human relations, 52.5% of the males indicated a frien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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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 나라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

율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노인인구의 절대수

도 증가하고 있다. 정경희 등(1998)에 의하면 199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6.8%로 나타났으며

2000년에는 7.1% 그리고 2020년에는 13.2%로 예측되

고 있어선진국형의 고령화 경향이 예상된다. 일반적으

로 노인의 문제는 첫째, 노화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쇠약으로 인한 건강악화, 둘째, 소득상실로 인한 빈곤,

셋째,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역할상실, 넷째, 고독과 소

외의 문제로 분류될 수 있으나 이들 중 가장 큰 문제

는 건강문제라고 많은 연구에서 일치된 결과로 제시되

고 있다(김수춘 등, 1992; 김진순, 1996). 그러나이러한

노인의 질환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보건, 의료

체계의 미비로 인하여 노인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도 높은 의료비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가옥 등, 1995). 이와같이 늘어난 노인인구를 대상

으로, 보건소의 노인보건사업도 기관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그 어느때보다 활성화되고있는추세이다. 이

러한 측면에서 전국 읍, 면, 동까지 설치되어 있는 경

로당시설의활용이중요시대두되고있다.

김수춘과 이충섭(1992)의 조사에 의하면 경로당 이용

노인의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조사에서 59.5%의 노

인들이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희망했는데, 현재

경로당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비율이

10%수준에 머물고 있어 노인들의 여가욕구를 만족시

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

고, 조소영(1999)은 최근의 한 연구에서 생산적인 노후

를 위해 경로당에서 투입이 가능한 서비스의 유형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건강한생활습관을 실천

하고,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연계함으로써, 질병 및 건

강관리서비스의제공과같은 내용을제시하고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지역주민

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적용, 운영하고 있으

며 일부보건소에서는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로

당을 대상으로 순회진료와 맨손체조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중 저소득 노인과 생활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정간호를 실시하고 있다. 노인의

건강관리는 건강상태, 연령및 가족의 지원정도별로 구

분되어 구체적이고 계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접

근되어야 한다(김진순, 1996). 그러나 노인인구의 건강

상태, 건강요구도에 대한 세밀한 기초조사없이 국가차

원의 사업으로 각보건소마다 일률적인 형태로 진행되

the closest person and 53.8% of the females, their children.

On use of health services, there was a significantly higher need for mobile medical care services treatment

for those with lower education levels and status of window/widower. There was a significantly higher need

for health exmination services for those with lower levels of exercise, greater satisfaction with sleep, higher

levels of oral health care, and higher social contacts.

In conclusion, there is a need to provide varied programs for the promotion of health, along with parallel

resolution of social, psychological and economic issues. It is recommended that health services for elderly

people provided by the health centers be implemented with full recognition of these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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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으며, 각 지역이나 시설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건

강관리 프로그램의개발은미흡한실정이다. 더욱이 경

로당 이용노인의 건강관리를 보건소에 의하여 연계 프

로그램으로 시행하면 바람직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경

로당 이용노인의 건강관련 연구는 적극적으로 시행되

지못하고 있다.

그 동안 경로당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사회기능 및

인지기능을 포함한 포괄적인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

이므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로당 이용 노인의 건강

상태와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건소의 노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로당 노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를 신체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인지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보건소에서 실시하

고 있는 노인건강관리 서비스이용 관련요인 등을 분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경로당 노

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의기초적인자료가 될것이다.

대상 및 방법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중량구 관내 저소득 밀집지역

노인이 이용하는 경로당 중 일개 경로당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근접모집단으로 하여, 질문지의 이해

가 가능하며, 경로당에서 보건소 건강관리서비스를 주

로받는노인 205명을편의표집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의료보장상태, 가족관계, 경제상태

와관련된 9문항이포함되었다.

주관적 건강인식은 건강상태측정에 과거 20년간 가

장 보편적으로 사용해 온 방법으로, 단일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당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

까? 에 대해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매

우나쁘다로 의사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본 연

구에서는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의 3점 척도로 답하

는방법을사용하였다. 건강행위와 관련된 신체적 건강

상태는 흡연, 음주, 체중변화, 운동, 수면, 구강보건, 건

강검진의 12문항이 포함 되었다.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은 이

연구에서는 Lawton(1969)의 수단적 일상생활척도의 항

목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로당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식사준비하기,

가벼운 집안일하기, 세탁하기, 전화걸기, 일상생활용품

이나 약사러가기, 버스나 전철 혼자타기의 6개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문항은 3점 척도의 자가보고식

도구이며 점수는 0-18점으로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일

상생활의 장애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alpha 값은 0.926으로나타났다.

Folstein 등(1975)이 인지기능의 장애를 평가하기 위

해 개발한 도구를 권용철, 박종한(1989)이 한국실정에

맞게 표준화시킨 MMSE-K를 사용하였다. 시간에 대

한지남력, 장소에 대한 지남력, 회상기능, 주의집중 및

계산기능, 언어기능, 공간지각력, 합리적 추리력 등의

12개문항으로구성되어 있고문항에따라 6점 척도, 4

점척도, 3점척도, 2점척도의도구이다. 이 도구는 학

교교육 여부에 따라서 채점 방법이 다르며, 총점은 30

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인지기능이 잘보존되어있음

을의미한다. 또한 24점 이상을 정상, 치매 의심 20- 23

점, 확정적 치매 19점 이하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23점 이하를 치매의심집단으로 하고

24점 이상을 정상집단으로 규정하였다. Crohnbach

alpha 값은 0.9237이다.

우울증 검사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

의 한국어판을 사용하였다(조맹제와 김계희, 1993).

CES-D는 미국 국립정신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에서 개발한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우울증상, 죄책감과 자기비하, 정신운동기능 감소,

식욕감퇴, 수면장애 등의 기분상태를 집중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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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CES-D는 자기보고형(self-report)의 우울

증 선별검사 도구로 우울감정, 긍정적 감정, 신체적 행

동, 대인관계 등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CES-D에 의

한 우울증상의 분류에 있어 한국인의 경우 요인구조에

다소 차이가 있고 평균점수가 미국인에 비해 높아 16

점을 절단점으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신

승철 등, 1991). 따라서 우울증상의 절단점을 조맹제와

김계희(1993)의 연구에서 제시한 중증(25이상), 중등증

(21-24), 경증(16-20)으로 구분하였다(남정자 등, 1996)

본연구에서 Crohnbach alpha 값은 0.8193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01년 5월 14일-5월 31일이었고, 조

사자들은 미리 설문지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받고 직

접 경로당을 방문하여 면접방법으로 자료수집을 시행

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은 일반적 특성, 건강상태, 노인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실태의 세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자

료수집 대상의 연령층이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시력의

저하나 설문문항에 대한 이해부족의 이유로 간호사가

설문지 문항을 읽어주고 대상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자

료를수집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따라

SPSS/WIN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료분석은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은빈도와 백분율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의 차

이 및 노인건강관리서비스 이용실태의 차이는 t-test,

카이자승검정또는 ANOVA로분석하였다.

보건소 노인건강관리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은카이자승검증을사용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205명으로 남자가 66명

(32.2%), 여자가 139명(67.8%)이었다. 노인의 전체 평

균연령은 77세였다. 교육정도는 남·여 노인의 55.1%

가 무학인데 그 중 남자노인은 무학이 30.3%인 반면

여자노인은 66.9%로 나타났다. 가족동거 유형은 노인

의 67.3%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노인 부부끼

리만 사는 경우는 14.1%, 노인단독가구도 16.6%였으며

남자보다 여자노인의 단독 가구 비율이 높았다. 의료보

장 형태는 의료보험이 88.8%였고, 의료보호는 11.2%였

다. 한달수입은 51만원 이상이 50.2%로 가장 많았고,

20만원 이하도 38.5%로 나타났으며 여자 노인의 한달

수입이 남자보다 낮았다. 경로당이용노인들에게 용돈

을 제공하는 사람은 자식이 69.6%로 가장 많고, 자신

스스로 용돈을 마련하는 노인들은 9.8%이며, 재산, 저

축, 연금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9.3%정도로 나타났

다. 또한 용돈액수는 10만원 이상인 경우가 42.2%로

가장 많았는데 여자노인보다 남자노인의 10만원 이상

용돈 비율이 높았다. 용돈이 없는 경우도 13.2%였다

(표 1).

2. 주관적 건강인식과 신체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인식에서 대상노인의 24.9%가 건강하다

고 응답했는데 남자는 40.9%가 건강하다고 응답한 반

면 여자는 17.3%만이 건강하다고 응답하여 남자 노인

이더 건강하다고인식한것으로나타났다. 남자노인의

흡연은 46.9%, 여자노인은 18.7%였으며, 전체 노인의

흡연은 27.8%로 나타났으며 음주를 하고 있는 노인들

은 29.8%로 나타났다. 남·녀 노인들의 47.6%는 1년동

안 체중변화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39.7%가 체중감소,

12.7%는체중증가를나타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노인은 전체의 32.7%였고,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규칙적 운동을 21.1%나 더

많이하는것으로나타났다.

경로당 이용 노인의 구강보건과 관련해 아침 이닦기

를 하지 않는 노인은 5.4%이며 94.6%의 노인은 다양

한형태로구강보건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강 보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저녁 이닦기

실천은 아침 이닦기보다 실천하지 않는 비율이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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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경로당이용노인의일반적특성

특 성 구 분
전체(N=205) 남자(N=66) 여자(N=139)

수(%) 수(%) 수(%)

연 령 (세 )

65-74 71(34.4) 26(39.4) 45(32.4)
75-84 103(50.3) 34(51.5) 69(49.6)

85이상 31(15.3) 6( 9.1) 25(18.0)
평균±표준편차 77.05±2.31 75.97±2.68 77.56±2.05

교 육 수 준

무 학 113(55.1) 20(30.3) 93(66.9)
초등학교졸(중퇴포함) 65(31.7) 21(31.8) 44(31.7)

중학교졸(중퇴포함) 13( 6.3) 12(18.2) 1( 1.7)

고등학교졸(중퇴포함) 14( 6.8) 13(19.7) 1( 1.7)

결 혼 상 태

배우자와함께 65(31.7) 48(72.7) 17(12.2)

사 별 138(67.3) 18(27.3) 120(86.3)

별거 혹은이혼 2( 1.0) - 2( 1.4)

의료보장상태
의료보호 23(11.2) 3( 4.5) 20(14.4)

의료보험 182(88.8) 63(95.5) 119(85.6)

가 족 형 태

노인단독 34(16.6) 5( 7.6) 29(20.9)

노인+부부 29(14.1) 22(33.3) 7( 5.0)

노인+자녀 138(67.3) 38(57.6) 100(71.9)

노인+기타친지 4( 2.0) 1( 1.5) 3( 2.6)

한달수입(만원)

20이하 799(38.5) 22(33.3) 57(41.0)
21-30 10( 4.9) 1( 1.5) 9( 6.5)
31-40 8( 3.9) 1( 1.5) 7( 5.0)
41-50 5( 2.4) 3( 4.5) 2( 1.4)

51이상 103(50.2) 39(59.1) 64(46.0)

용 돈 출 처

자신의벌이로 20( 9.8) 12(18.2) 8( 5.8)

자식의 도움으로 142(69.6) 41(62.1) 101(72.7)

집세등재산소득으로 9( 4.4) 5( 7.6) 4( 2.9)

저축했던돈으로 6( 2.9) 3( 4.5) 3( 2.6)

연금으로 4( 2.0) 3( 4.5) 1( 0.7)

정보보조금으로 17( 8.3) 1( 1.5) 16(11.5)

기 타 6( 2.9) 1( 1.5) 5( 3.6)

용돈액수(만원)

없 다 27(13.2) 8(12.1) 21(15.1)
3미만 36(17.6) 9(13.6) 27(19.4)

3-5 34(16.6) 3( 4.5) 31(22.3)
6-9 21(10.2) 3( 4.5) 16(11.5)

10이상 87(42.4) 43(65.2) 4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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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높았다. 남녀별로 구분하면 남자 노인인 경우 이

를 닦지 않는 비율이 21.2%로서 여자(14.4%)보다 높았

다. 56.6%가 매년 건강검진을 하고 있었고 43.4%가 건

강검진을 받아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별로

차이가없었다(표 2).

표 2. 경로당이용노인의신체적건강상태

건강 상태 구 분
전체(n=205) 남자(n=66) 여자(n=139)

수(%) 수(%) 수(%)

주관적건강인식

건강함 51(24.9) 27(40.9) 24(17.3)

보 통 37(18.0) 12(18.2) 25(18.0)

건강하지않음 111(57.1) 27(40.9) 90(64.7)

흡 연

매 일 51( 4.9) 29(43.9) 22(15.8)
가 끔 6( 2.9) 2( 3.0) 4( 2.9)

현재안피움 24(11.7) 14(21.2) 10( 7.2)
피운적없다 124(60.5) 21(31.8) 103(74.1)

음 주

자 주 19( 9.3) 18(27.3) 1( 0.7)
가 끔 42(20.5) 20(30.3) 22(15.8)

거의안마심 12( 5.9) 1( 1.5) 11( 7.9)
현재안마심 10( 4.9) 6( 9.1) 4( 2.9)
전혀안마심 122(59.5) 21(31.8) 101(72.7)

체중변화
변화가없다 97(47.6) 33(50.0) 64(46.0)

체중감소 81(39.7) 28(42.4) 53(38.1)
체중증가 26(12.7) 5( 7.6) 21(15.1)

운동유무
예 67(32.7) 31(47.0) 36(25.9)

아니오 138(67.3) 35(53.0) 103(74.1)

수면만족도
충 분 138(67.3) 46(70.0) 92(66.2)

그저그렇다 38(18.5) 11(16.7) 27(19.4)
불충분 29(14.1) 9(13.3) 20(14.4)

아침이닦기

식 전 47(22.9) 19(28.8) 28(20.1)
식 후 131(63.9) 38(57.6) 93(67.0)
식전후 16(7.8) 5( 7.6) 11( 7.9)

닦지않음 11(5.4) 4( 6.0) 7( 5.0)

저녁이닦기
꼭 146(71.2) 44(66.7) 102(73.4)

가 끔 25(12.2) 8(12.1) 17(12.2)
닦지않는다 34(16.6) 14(21.2) 20(14.4)

건강검진
예 116(56.6) 38(57.6) 78(56.1)

아니오 89(43.4) 28(42.4) 61(43.9)

3. 노인의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

본 연구에서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일상생활기능은

(0- 18점) 남자노인의 경우 평균 7.02±2.31점, 여자노

인의 경우 평균7.73±2.99점으로 나타났는데 7- 12점은

조금어렵다는정도이므로이기준을적용할경우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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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평균 점수는 중상 정도의 기능을 의미한다고

할수있다.

일상생활기능을 항목별로 비교해보았을 때, 남자노인

은 일상생활용품이나 약사러가기(p=0.027)와 버스, 전

철 혼자타기 영역(p=0.017)에서 여자노인보다 일상생활

기능이유의하게높게나타났다(표 3).

4. 경로당 이용 노인의 정신적 , 사회적,

인지적 건강상태

우울은 가장 흔한 정신건강문제중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정신적 건강상태를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CES-D)의 우울척

도를 이용한 우울점수로 정의하며, 0- 60점의 범위를

가진다. 총 점수가 16점이상일 때 대상노인은 지난 일

주일간 약간의 우울을 경험했다고간주한다. 정신적 건

강면에서, 경로당이용 노인들의 17.3%가 우울한 편으

로 나타났으며, 남자노인의 7.6%가, 여자노인의 21.6%

가우울한 것으로나타났다.

표 3. 경로당이용노인의 IADL

IADL 남자(n=66) 여자(n=139) t값 p값

식사준비하기 1.24±0.56 1.32±0.60 - .843 0.400

집안일하기
(청소, 쓰레기
버리기 등)

1.23±0.55 1.32±0.65 - 1.005 0.316

세탁하기 1.24±0.50 1.35±0.65 - 1.221 0.223

전화하기 1.09±0.38 1.17±0.48 - 1.212 0.227

일상생활용품이나
약사러 가기

1.06±0.30 1.20±0.47 - 2.234 0.027

버스와 전철
혼자타기

1.15±0.47 1.37±0.65 - 2.407 0.017

총점 7.02±2.31 7.73±2.99 - 1.706 0.090

노인의 인지적 건강상태는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Korea(MMSE-K)의 치매척도를 이용한

치매점수로 정의하며, 0-30점의 범위를 가진다. 치매진

단기준으로 권장되는 구분절단점은 23점으로 23점 이

하를 치매의심집단으로하고 24점이상을정상집단으로

규정하였다. 인지적 건강면에서, 노인들의 35.1%가

치매의심군에 속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남자노인의

48.5%, 여자노인의 28.8%가 치매의심군으로 나타나 남

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치매의심군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사회적 건강면에서는 대상노인의 61.3%가 평상시

맘을 터놓고 예기할 만한 친밀한 관계가 없다고 답하

였으며 친밀한 대상은 친구가 52.5%, 자식이 45.0%순

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을 하면 남자노인은 친구

(71.4%)를 제일 친밀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비해 여

자노인은 자식(53.8%)을 가장 친밀한 사람으로 표현했

다. 또한 금전적으로 도움관계에있는사람으로자식이

97.2%로나타났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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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경로당이용노인의정신적, 사회적, 인지적건강상태

건강상태 구 분
전체(n=205) 남자(n=66) 여자(n=139)

수(%) 수(%) 수(%)

정신적건강상태
우울한편 35(17.3) 5( 7.6) 30(21.6)

양 호 170(82.7) 61(92.4) 109(78.4)

인지적건강상태
치매의심 72(35.1) 32(48.5) 40(28.8)

정 상 133(64.9) 34(51.5) 99(71.2)

사회적건강상태

친밀한사람

없 다 125(61.3) 38(57.6) 87(62.6)

자 식 36(45.0) 8(28.6) 28(53.8)

친 구 42(52.5) 20(71.4) 22(42.3)

형제/자매 2( 2.5) 2( 3.8)

친 척

물질적

도움관계*

자 식 172(97.2) 54(96.4) 118(97.5)

친 구 2( 1.1) 2( 1.7)

형제/자매

친 척 3( 1.7) 2( 3.6) 1( 0.8)

주: 물질적도움관계의합은무응답자를제외한수임.

표 5. 경로당이용노인의일반적특성별인지적건강상태

일 반 적 특 성 수
치 매 점 수

t or F p - v alue
평 균 표준편차

연 령(세)

65-74 71 24.54 4.75

20.559 0.00075-84 103 20.27 5.90
85이상 31 17.55 6.30

교육정도

무 학 113 19.40 6.17

10.862 0.000초 졸 65 23.49 5.17

중졸이상 27 24.33 4.59

결혼상태
배우자와함께 65 23.06 5.73

3.907 0.022
사 별 138 20.53 6.18

가족동거유형

노인단독 34 22.68 6.08

1.436 0.233
노인+부부 29 22.48 6.55

노인+자녀 138 20.84 5.87

노인+기타친지 4 18.75 10.21

주: 결혼상태 분류에서 별거 혹은 이혼은 제외된 합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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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부일반적특성별 인지적, 정신적 사

회적 건강상태

일반적특성중에서 인지. 정신 및 사회적 건강상태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그동안 분석되여진 연령, 교육상

태, 결혼상태, 가족동거유형을 선택하여 관련성을 분석

한결과는 다음과같다.

치매점수의 총점은 30점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인

지기능이 잘 보존 되여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는 23점 이하를 치매의심 집단으로 하고 24점이상을

정상집단으로 하였다. 치매점수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낸 변수는 본 연구에서는 연령, 교육정도, 가족동거유

형이었다.

연령과 치매점수의 관계를 보면 65-74세(24.54±4.75)

와 75-84세(20.27±5.90), 85세이상의 치매점수는 17.55

±6.30점으로연령이증가할수록 치매정도가유의하게

표 6. 경로당이용노인의일반적특성별정신적건강상태

일 반 적 특 성 실 수
우울점수

t or F p-value
평균 표준편차

연 령(세)

65-74 71 13.04 9.88

2.294 0.10475-84 103 10.52 7.73

85이상 31 10.06 6.76

교 육 정 도

무 학 113 11.40 8.23

0.396 0.756
초 졸 65 11.71 9.05
중 졸 13 11.31 9.79

고 졸 14 9.0 6.49

결 혼 상 태

배우자와 함께 65 10.26 7.54

2.906 0.057사 별 138 11.64 8.62

별거혹은 이혼 2 24.00 19.80

가족동거유형

노인단독 34 15.76 10.99

4.596 0.004
노인+부부 29 11.41 8.65

노인+자녀 138 10.10 7.32

노인+기타친지 4 15.25 9.25

높아져 (p=0.000) 치매의심군이많은것을 알수있다.

교육정도에 따라서는 교육정도가 높은 노인이 치매

점수가 24점 이상이어서 정상 집단에 해당되었고, 교육

정도가 낮은 노인은 치매의심군의 경향을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p=0.000).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Scheffe검정에 의해 사별한 노

인에 비해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는 노인이 치매점수가

23점 이하여서 치매의심 집단의 경향을 나타냈으며 통

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p=0.22)(표 5).

정신적 건강상태를 우울 점수로 제한하여 분석한 결

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일반적 특성은 가족동거유형

이었다.

독거로 사는 노인이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보다 우

울점수가유의하게높았다(p=0.004)(표 6).

경로당 이용 노인의 사회적 건강상태는 결혼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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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유의한 차이(p=0.015)를 보이고 있는데, Scheffe

검정에 의하면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는 노인이 사별한

노인에 비해 사회적 친밀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29).

표 7. 경로당이용노인의결혼상태별사회적건강상태

일반적특성
친밀한사람유무 물질적도움주는사람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결혼상태

배우자와함께 1.52±0.50 1.08±0.44

사별 1.33±0.47 1.06±0.39

별거혹은이혼 1.00±0.00 1.00±0.00

F값 4.269 0.059

p-value 0.015 0.943

표 8. 건강상태별건강관리서비스이용

건강상태

건강건진 순회진료및진료 노인건강증진운동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수(%) 수(%) 수(%) 수(%) 수(%) 수(%)

주관적

건강인식

건강하다 14(27.5) 37(72.5)** 38(74.5) 13(25.5) 16(31.4) 35(68.6)

그저그렇다 6(16.2) 31(83.8) 29(78.4) 8(21.6) 13(35.1) 24(64.9)

건강하지않다 52(44.8) 64(55.2) 78(66.7) 39(33.3) 46(39.3) 71(60.7)

운동
유 21(31.8) 45(68.2) 21(76.1) 16(23.9) 16(24.2) 50(75.8)*

무 51(37.0) 87(63.0) 95(68.3) 44(31.7) 59(42.4) 80(57.6)

구강보진
수 행 67(34.7) 126(65.3)** 137(70.6) 57(29.4) 69(35.6) 125(64.4)**

불이행 5(45.5) 6(54.5) 8(72.7) 3(27.3) 6(54.5) 5(45.5)

수면

만족도

충분 60(43.5) 78(56.5)** 107(77.5) 31(22.5)* 55(39.9) 83(60.1)*

불충분 12(18.2) 54(81.8) 38(56.7) 29(43.3) 20(29.9) 47(70.1)

우울정도
양호 68(40.2) 101(59.8)** 120(70.6) 50(29.4) 68(40.0) 102(60.0)*

우울한편 4(11.4) 31(88.6) 25(71.4) 10(28.6) 7(20.0) 28(80.0)

계 72 142 145 60 75 130

6. 경로당 이용노인이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실태

건강상태에 따른 노인건강관리서비스 이용실태별

관련요인분석은주관적건강인식, 운동유무, 구강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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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만족도 및 우울정도 등 건강상태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항목은 주관적 건강인

식(p=0.003), 구강보건(p=0.000), 수면만족도(p=0.002),

우울정도(p=0.001)에서유의하게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인식이 건강하지 않은 노인이 건강한 노

인에 비해, 구강보건 수행정도가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수면만족도가 충분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정도에서 양호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건강검진서비스 이용정도가 유의하

게 높았다. 또한 수면만족도가 충분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순회진료 및 진료서비스 이용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0.013). 노인건강증진운동서비스

항목은 운동(p=0.020), 구강보건(p=0.000), 수면만족도

(p=0.028), 우울정도(p=0.02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

인에 비해, 구강보건을 잘 수행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

은 노인에 비해, 수면만족도가 높은 노인이 그렇지 않

은 노인에 비해, 우울정도가 양호한 노인이 그렇지 않

은 노인에 비해 노인건강증진서비스 이용정도가 유의

하게높았다(표 8).

대상노인들의 건강관리서비스 요구도 관련요인에 대

한분석결과는 경로당이용노인들은순회진료및진료

(60.5%), 노인건강증진운동(34.1%)의 순으로 노인건

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서

비스 항목들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다음과 같이 나

타났다.

운동을 안 하는 노인이 하는 노인에 비해(p=0.008),

수면만족도가 높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p=0.014) 방문간호서비스 강화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건강검진서비스강화 항

목에서는 운동을 안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p=0.028) 수면만족도가 높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p=0.030), 구강보건수행정도가 높은 노인

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p=0.000), 사회적 친밀도

가 높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p=0.000) 응

답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음주를 안하는 노인이 그렇

지 않은 노인에 비해(p=0.019), 사회적 친밀도가 높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p=0.002) 순회진료 및

진료에 응답한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주관적 건강

인식이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노인은 건강하다

고 응답한 노인에 비해(p=0.034), 흡연을 안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p=0.003), 음주를 안하는 노

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p=0.005), 운동을 안하

는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p=0.003), 수면만

족도가높은노인이그렇지않은노인에비해(p=0.000),

구강보건수행정도가 높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p=0.000), 사회적 친밀도가 높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p=0.000) 노인건강증진운동 서비스

요구도가유의하게높았다(표 9).

고 찰

우리 나라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노인 보건관리가 보건복지분야

의주요과제로 인식되고있으며 노인보건 서비스에 효

과와 효율적인 제공이 중요관건인데 전통적인 기관에

서의 서비스 보다는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제공의 필

요성이중요하게대두되고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소에서 경로당 이용노인에게 보

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은 의의가 있으

므로 보건소인력이 서비스 프로그램을 계발하는데 본

연구결과는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본 연구대상의 연령별 분포는 75-84세가 50.3%로 가

장높았고, 85세이상은 15.3%였다.

가족동거유형별 분포는 자녀와 생활하는 노인이

67.3%로 가장 많았고 노인단독(16.6%), 노부부(14.1%)

로 서인선(2000)의 자녀와 동거 33.8%, 노인단독

22.9%, 노부부 38.9%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나 정경희

등(1998)의 조사에서 노부부만 생활하는 경우 28%, 독

신생활하는 경우 17.9%로 본 연구대상 노인의 노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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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노인건강관리서비스요구와관련요인

서비스항목

방문간호 건강검진 순회진료및진료 보건교육 노인건강증진운동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주관적
건 강
인 식

건강하다 4( 7.8) 47( 92.2) 12(23.5) 39(76.5) 29(56.9) 22(43.1) 3( 5.9) 48( 94.1) 15(29.4) 36( 0.6)*

그저그렇다 2( 5.4) 35( 94.6) 8(21.6) 29(78.4) 22(59.5) 15(40.5) 2( 5.4) 35( 94.6) 7(18.9) 30(81.1)

건강하지않다 14(12.0) 103( 88.0) 45(38.5) 72(61.5) 73(62.4) 44(37.6) 3( 2.6) 114( 97.4) 48(41.0) 69(59.0)

흡 연
유 4( 7.0) 53( 93.0) 14(24.6) 43(75.4) 32(56.1) 25(43.9) 5( 8.8) 52( 91.2) 17(29.8) 40(70.2)**

무 16(10.8) 132( 89.2) 51(34.5) 97(65.5) 92(62.2) 56(37.8) 3( 2.0) 145( 98.0) 59(35.8) 95(64.2)

음 주
유 6( 9.8) 55( 90.2) 14(23.0) 47(77.0) 32(52.5) 29(47.5)* 7(11.5) 54( 88.5)** 16(26.2) 45(73.8)

무 14( 9.7) 130( 90.3) 51(35.4) 93(64.6) 92(62.2) 56(37.8) 1( 0.7) 143( 99.3) 54(37.5) 90(62.5)

운 동
유 6( 9.0) 61( 91.0)** 13(19.4) 54(80.6)* 38(56.7) 29(43.4) 3( 4.5) 64( 95.5) 12(17.9) 55(82.1)**

무 14(10.1) 124( 89.9) 52(37.7) 86(62.3) 86(62.3) 52(37.7) 5( 3.6) 133( 96.4) 58(42.0) 80(58.0)

수 면
만족도

충 분 13( 9.4) 125( 90.6)* 53(38.4) 85(61.6)* 87(63.0) 51(37.0) 6( 4.3) 132( 95.7) 61(44.2) 77(55.8)**

불충분 7(10.4) 60( 89.6) 12(17.9) 55(82.1) 37(55.2) 30(44.8) 2( 3.0) 65( 97.0) 9(13.4) 58(86.6)

구강
보건

수 행 20(10.3) 174( 89.7) 60(30.9) 134(69.1)** 118(60.8) 76(39.2) 8( 4.1) 186( 95.9) 63(32.5) 131(67.5)**

불이행 -( 0.0) 11(100.0) 5(45.5) 6(54.5) 6(54.5) 5(45.5) -( 0.0) 11(100.0) 7(63.6) 4(36.4)

사회
적친
밀도

유 15(12.0) 110( 88.0) 54(43.2) 71(56.8)** 86(68.8) 39(31.2)** 5( 4.0) 120( 96.0) 56(44.8) 69(55.2)**

무 4( 5.1) 75( 94.9) 11(13.9) 68(86.1) 37(46.8) 42(53.2) 3( 3.8) 76( 96.2) 14(17.7) 65(82.3)

분포가 낮아 상대적으로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이해될 수있다.

한달수입은 51만원 이상이 50.2%로 가장 높은 분포

를 보이나 용돈출처에서 자신의 벌이가 있는 노인은

9.8%에 불과했다. 또한 한달수입이 20만원이하인 노인

도 38.5%로 이가옥 등(1995)이 국가에 의존하거나 노

후 생계에 위협받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노인의

25%내외라고 제시한 것과 비교할 때 높은 수치로 저

소득측노인에대한대책이시급한것으로생각된다.

주관적 건강인식은 건강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노인

이 57.1%, 건강하다고인지하는 노인 24.9%의 두배로

정주애 등(1995)이 부산, 경남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인들의 건강지각에서 68.2%가 건강하다고

응답한 것과 김정아 등(1997)의 건강지각에서 나쁨이

47%였던 것과 비교할 때, 본 연구대상노인의 불건강

인식이더 높음을 알수 있다. 이러한 건강인식의차이

는 사별한 노인에 비해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에게

서, 한달수입이 적은 노인에 비해 많은 노인에게서 높

은것으로나타나는데, 본 연구대상인 노인은 배우자가

생존해 있지 않은 노인이 많고 경제상태가 현저히 낮

은 일반적 특성상 주관적 건강인식이 더 낮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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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된다.

교육정도가 낮은 노인에 비해 높은 노인이 운동정도

가 높고 건강검진 받은 정도도 높고 치매점수도 낮아

서인선(2000)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증

진행위수준이높게나타난결과와비슷한향상이었다.

용돈액수가 적은 노인에 비해 많은 노인이 수면만족

도가 높고 건강검진 받은 정도가 높고 우울점수가 낮

아 노인의 한달 용돈이 많을수록 건강증진행위수준이

높게 나타남과 동시에 심리, 정서적인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노인건강관리서비스 이용실태와 제반 특성과의 관계

에서 주관적 건강인식이 건강하다고 답한 노인보다

건강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노인일수록 건강검진서비

스 이용도가 높았다. 이는우리나라노인들이 예방목적

으로 검진을 받기보다는 아프다고 생각한 다음에야 의

료기관을 이용하여 검진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준다고

하겠다(서인선, 2000).

보건소에서 보다 더 강화하거나 새롭게 추가해야 할

노인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항목에서는 주관적 건강인

식이 건강한 노인에 비해 건강하지 않은 노인 일 수

록, 흡연을 하는 노인에 비해 안하는 노인일수록, 음주

를 하는 노인에 비해 안하는 노인일수록,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노인에 비해 안하는 노인일수록, 노인건강

증진운동 서비스요구도가높았다.

본조사결과 보건교육의 요구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각자에게 직접적인 혜

택이 되는 서비스(예: 투약, 검사, 개별진찰 및 상담

등) 이외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같은맥락에서해석될수 있다. 따라서 집단을 대

상으로 한 노인 보건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파악에

대한반복적인연구가필요하다고하겠다.

요 약

보건소 인력이 노인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로 활용하기 위해 경로당 이용 노인의 건강상태와 보

건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인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실

태를 파악한 조사연구로 S시의 C구에 거주하는 65세

남·녀 노인중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남자노인 66명

과여자노인 139명 총 205명을대상으로하였다.

경로당 이용 노인의 일반적 특성, 신체적 건강상태,

사회적 건강상태, 노인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실태는 연

구자가 제작한 질문지를 이용하였고, 수단적 일상생활

기능은 Lawton이 개발한 도구를 우리 나라 실정에 적

합하게 수정보완하여 6개 문항으로 된 도구로 측정하

였다. 정신적 건강상태는 Folstein(1975)이 개발한 것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한 Mini Mental State

Examlnation-Korea(MMSE-K)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정서적 건강상태는 Radloff가 개발한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CES-D)도구

를이용하여측정하였다.

자료는 SPSS/WIN을 이용하여 남·녀 노인의 일반

적 특성, 건강상태, 노인건강 관리서비스 이용실태에

대한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고, 각 변수간의 차이에 대

한 유의성 검정은 t- test, 카이자승법 및 ANOVA로,

노인겅강관리 서비스 이용관련요인은 카이자승검정 방

법을분석하였으며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1. 경로당 이용 노인중 남자노인 40.9%와 여자노인

17.3%만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건강하다고 생

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비율은 남자노

인 46.9%, 여자노인 18.5%였으며, 음주는 남자노인

의 57.6%가, 여자노인 16.5%만이 음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노인 13.3%, 여자노인 14.4%가 수면

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노인은 남자가 47%, 여자 25.9%으로 나타났

다. 남자노인 42.4%, 여자노인 43.9%가 지난 1년동

안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으며, 아침이닦기와 저녁

이닦기 등 구강보건은 94.6%, 83.4%의 노인이 생활

속에서실천하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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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로당 이용 노인의 일상생활기능(IADL)은 0- 18점

에서 평균 7.4점이였으며, 남자노인은 일상생활용품

이나 약사러가기, 버스와 전철 혼자타기와 관련된

일상생활기능이 여자노인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정

신적인 면에서 우울한 편에 속하는 남자노인은

7.6%, 여자노인은 21.6%로 나타났으며, 인지적인 측

면에서는 남자노인의 48.5%, 여자노인의 28.8%가

치매의심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인측

면에서는 남자노인의 57.6%, 여자노인의 62.6%에서

친밀한 사람이 없었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남자노인은 가장 친밀한 사람을

친구로 응답한 경우가 52.5%였고 여자노인은 자식

이 53.8%로나타났다.

3. 건강상태에관련된요인들중 연령이 높아질수록치

매율이 유의하게 높았고(p=0.000), 치과방문회수가

유의하게높았다(p=0.000).

4. 앞으로 더 강화해야 할 노인건강관리서비스 요구도

와 관련된 요인들 중 교육 정도가 낮은 노인, 사별

한 노인일수록 무료순회진료 및 진료서비스 요구도

가 유의하게 높았고,운동을 안하는 노인, 수면만족

도가 높은 노인, 구강보건수행 정도가 높은 노인,

사회적 친밀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건강검진 서비스

요구도 및 노인건강증진운동 서비스 요구도가 유의

하게 높았다. 또한 주관적 건강인식이 건강하지 않

다고 응답한 노인은 건강하다고 응답한 노인에

비해, 흡연을 안하는 노인, 음주를 안하는 노인일수

록 노인건강증진운동 서비스애 대한 요구도가 유의

하게높았다.

결론적으로 경로당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

리서비스 제공은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식, 배우자 유

무, 가족동거유형, 용돈과 같은 사회·심리·경제적인

요인과 흡연, 음주 등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할 필

요가 있으며, 노인들의건강행동을 실천하게 하는 프로

그램을 시행함과 동시에 사회·심리·경제적인 문제해

결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소의 노인건강관리서

비스는 이러한 특징과 차이를 기초로 수행되어야 하나

향후 반복적인 연구를 통하여 노인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가개발되어져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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