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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life satisfacti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depression and health behavior 
in low income elderly living at home. Methods: 
Study participants were 455 elderly who were 
receiving home visit services from the Daegu 
Regional Office of Patriots and Veteran Affair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personal interviews 
using questionnaires from July to August, 2010. 
Results: Average scores of ADL and IADL 
were 7.82 out of 21 and 12.67 out of 33 
respectively, which indicate relatively independent 
to everyday life. Mean scores of depression, 

health behavior and life satisfaction were 8.61 
out of 15, 88.14 out of 132 and 48.57 out of 
60.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of life satisfacti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IADL), depression and health 
behavior. A significant factor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was health behavior (β=.134, p= 
.020).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ould be a useful information for constructing 
an intervention program to care for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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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과학과 보건의료 기술의 발달 및 경제수준의 향상

으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 

현상이 세계적으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2000년 노인인구 비율 7.2%로 “고령화 사회”

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

입 할 것으로 추계하며 2009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의 비율은 10.7%로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이 중 기

초생활수급자 대상 노인인구는 총 인구수 대비로 보

면 노년기가 7.5%로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KNSO, 

2009). 노년기에 이르면 인간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

적으로 전반적인 기능저하와 손상을 경험하게 되며 

일상생활에 있어 타인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여러 가

지 문제들을 호소하게 된다. 노인들이 호소하고 있는 

주요 문제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41.4%)’과 ‘건

강문제(40.3%)’가 가장 심각하였으며(KNSO, 2009),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의 경우 일반 노인에 비해 어려운 사회경제적 조

건은 질병 이환율을 높이고 적절한 질병관리의 부족

으로 인해 많은 경우 만성질환으로 진행되게 된다.

노인이 흔히 경험하는 만성질환은 관절염(43.1%), 

고혈압(40.8%), 요통․좌골통(30.6%)순으로(Park et al., 

2008) 자각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되어 증상을 느끼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중증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의 치

료와 많은 의료비를 요구하게 된다(Lee, Ko, Lee, & 

Kang, 2005). 이로 인하여 노인의 의료비는 2009년 

전체 의료비의 30.5%를 차지하여 2008년에 비해 

14.8%가 더 증가하였는데, 특히 도시 저소득층 노인 

의료비는 총 의료급여 비용의 40.2%를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e &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09). 이와 같이 저소득 노인은 경제적 

빈곤, 만성퇴행성질환의 보유, 사회적 고립, 사회적 

지지의 부족, 우울 등을 경험함으로 더욱 심각하게 

삶의 질이 저하 될 수 있어(Song & Kim, 2000) 저소

득 노인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저소득 노인

의 건강문제인 만성질환은 완치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같은 질환이라도 젊은 환자에 비해 치료

에 대한 반응이 느리고 합병증의 발생이 많기 때문에 

질병에 의한 기능 손실의 발생이 흔하고 이러한 기능

장애는 노인의 일상생활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Yoon, 2001). 일상생활활동 능력은 

생활에서의 활동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노인의 건강

상태와 관련이 높아 노인의 신체적 기능수준 평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Song & Kim, 2002).

또한 만성퇴행성질환은 신체적 건강만이 아니라 심

리적, 정서적 건강에 대해서도 문제를 야기하며(Won 

& Kim, 2008) 그 중에서 노인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

하는 정신 건강문제의 하나인 우울은 나이가 들면서 

발병률이 증가하고 신체적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에게

서 발생빈도가 높다. 국내에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

느냐에 따라 2～60%까지 다양하다고 보고하며(Park 

et al., 2008) 노인 우울문제의 심각성을 시사하고 있

다. 노년기 우울증은 신체적 건강 및 사회적 활동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료이용을 증가시킴으

로써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질환이다(Schoevers et al., 2003).

전반적인 삶의 질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인 생활만족도는 노인 자신의 일생에 관한 행복도 및 

생의 목표달성과도 직접 연결된 심리적 요인과 환경

적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다(Won & Kim, 2008). 노

년기에 있어서의 건강은 행복하고 바람직한 삶을 유

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로, 건강행위

는 질병예방과 건강상태의 개선을 통하여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시키고 기능장애의 기간

을 줄이며 독립적이고 의미있는 일에 참여 할 수 있

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들이 제

시되고(Chon, 2003; Gu, 2006) 있으나 실제로 자기의 

건강을 관리하는 노인은 2명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Park, 2004) 노인의 건강관리에 관한 중요성 

인식과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 마

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재가노인

들이 경험하는 노화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일상생활활

동 정도,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인 우울, 건강행위 및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확인하며 생활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저소득 재가노인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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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간호중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 도시지역의 65세 이상 저소득 

재가노인의 일반적 특성, 일상생활활동, 우울 및 건강

행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 연구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상생활활동, 우

울, 건강행위 및 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생활만족도, 일상생활활동, 우울 및 

건강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일상생활활동, 우울 및 건강행위가 생

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저소득 재가노인의 생활만족도, 일상생

활활동, 우울 및 건강행위 정도를 파악하고 그 관계

를 확인하며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해 설문지법을 활용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

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저소득 재가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

의 노인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

거나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2009년 소득계층 

등급기준표에서 6등급 이하인 자(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2009)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대

상자는 특정 모집단의 표본오차를 최대한 줄이고, 연

구목적에 맞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D광역시에 거

주하는 저소득층의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으로서 D보훈청의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로 등록된 

노인 전수(525명)를 대상으로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

고, 의식이 명료하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

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474명 중에서 연구가 진행되

는 동안 ‘귀찮아서 하기 싫다’, ‘지금 기분이 안 좋다’

등의 이유로 탈락한 19명을 제외한 총 455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도구

 일상생활활동 척도

노인에서 기능 평가로 흔히 일상생활활동 능력 측

정은 자가간호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

동기능을 측정하는 ADL (Activities daily of living)과 

독립적인 생활과 관련된 보다 복잡한 활동의 수행능

력을 측정하는 IADL (Instrumental activities daily of 

living)를 평가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기능 상태를 평가한다. ADL은 Won 등

(2002)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개발한 도구

인 한국형 일상생활활동(K-ADL) 측정도구를 이용하

였다. 7문항 3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존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개발 당시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 .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2이었다.

IADL은 Won 등(2002)이 역시 우리나라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개발한 도구인 한국형 도구적 일상생활활

동(K-IADL)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10문항 3점 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존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개발 

당시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 .94이었고, 본 연

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2이었다.

 우울 척도

Kee (1996)에 의해 한국의 문화적 특성에 맞게 개

발한 한국판 단축형 노인 우울 측정도구를 이용하였

다.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질문에 대해 

‘예’, ‘아니오’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총 0점에서 

15점의 우울 점수 분포상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3이었다.

 건강행위 척도

건강행위에 관한 측정도구는 Choi와 Kim (199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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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의 건강행위 사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8개의 하위영역으로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8개의 하위 영역과 문항 수는 노인다운 마음유

지 7문항, 관계망 형성 6문항, 체력유지하기 4문항, 

평안한 마음유지하기 4문항, 적절하게 일 하기 4문항, 

적당하게 몸 움직이기 3문항, 신앙생활하기 3문항, 몸

의 휴식 2문항이다. 본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1

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의 건강행위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9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4이었다.

 생활만족도 척도

생활만족도의 측정은 노인복지 연구를 위해 개발된 

Choi (1986)의 노인 생활만족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생활과 삶에 대한 긍

정적, 부정적 인지정도의 3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노인의 통합과 적응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 

지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이다. 본 도구는 3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의 alpha= .97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및 자료 분석

자료 수집기간은 2010년 7월 5일부터 8월14일 까지

였으며, D광역시 D보훈청의 협조을 얻어 본 연구자

와 사전 교육된 3명의 연구보조원들이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대면하여 구조화된 설문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응답을 대신 표기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면접 시 자료수집자간의 편견을 배제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전에 연구자와 자료 수집자들 간의 

모임을 가져 연구자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

하고, 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법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 일상생활활동, 우울, 건강행위 및 생

활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실수, 백

분율을 구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상

생활활동, 우울, 건강행위 및 생활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해 t-test, ANOVA 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을 위

해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생활만족도, 일상생활활동, 우울 및 건강행위 간의 상

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를 구하였고 대상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455)

Characteristics N % M±SD

Sex
   M 222 48.8
   F 233 51.2
Age(yr) 78.0±4.38
Marital state
   Married 180 39.6
   Widowed/Divorced 270 59.3
   Others   5 1.1
Educational status
   None 149 32.7
   Elementary school 176 38.7
   Middle school  73 16.0
   High school  38  8.4
   College  19  4.2
Religion
   None 100 22.0
   Protestant  93 20.4
   Catholic  61 13.4
   Buddhist 184 40.4
   Others  17  3.7
Living condition
   Living alone 254 55.8
   Living with spouse 142 31.2
   Living with offspring  37  8.1
   Others  22  4.8
Perceived health
   Good  35  7.7
   Moderate 190 41.8
   Bad 230 50.5
Chronic disease
   Yes 416 91.4
   No  39  8.6

Total 45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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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DL, IADL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455)

Characteristics

ADL IADL

M±SD S
t or F 

(p)
M±SD S

t or F 

(p)

Sex
  .515

(  .607)
 2.572

(  .010)   M 7.88 ±2.32 13.21 ±4.87
   F 7.77 ±2.25 12.15 ±3.80
Marital state

 1.996
(  .137)

 6.074
(  .002)

   Marrieda 8.08 ±2.59 13.53 ±5.35
a>b   Widowed/Divorcedb 7.67 ±2.00 12.08 ±3.47

   Othersc 9.00 ±3.94 13.00 ±5.61
Educational status

 1.116
(  .348)

  .694
(  .596)

   Nonea 7.81 ±2.20 12.42 ±4.12
   Elementary schoolb 7.70 ±2.00 12.56 ±4.05
   Middle schoolc 7.70 ±1.67 12.81 ±3.60
   High schoold 8.50 ±3.79 13.24 ±6.76
   Collegee 8.16 ±3.27 13.89 ±6.05
Religion

 1.052
(  .380)

 1.648
(  .161)

   Nonea 7.44 ±1.68 11.76 ±3.26
   Protestantb 7.80 ±2.18 12.66 ±4.38
   Catholicc 7.89 ±2.44 12.66 ±4.94
   Buddhistd 7.99 ±2.53 13.10 ±4.54
   Otherse 8.12 ±2.39 13.41 ±5.85

본 연구대상자는 남자가 222명(48.8%), 여자가 233

명(51.2%)으로 총 455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78.0세이

었다. 교육수준은 국졸 176명(38.7%)로 가장 많았고 

결혼 상태는 사별/이혼이 270명(59.3%), 종교는 불교

가 184명(40.4%), 주거형태는 독신이 254명(55.8%)로 

가장 많았다.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나쁘다’가 230명

(50.5%), 만성질병은 ‘있다’가 416명(91.4%)로 가장 

많았다(Table 1).

대상자의 생활만족도, 일상생활활동, 우울 및 

건강행위

대상자의 생활만족도, 일상생활활동, 우울 및 건강

행위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ADL은 총 21점 만점에 평균 7.82점으로 37.24% 수

준의 점수를 보였고, IADL은 총 33점 만점에 평균 

12.67점으로 38.39% 수준의 점수를 보여서 독립적으

로 생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총 15점 만점에 평균 8.61점으로 57.40% 수

준의 경증 우울 상태를 보였고, 건강행위는 총 132점 

만점에 평균 88.14점으로 66.77% 수준의 건강행위 점

수를 보였으며, 생활만족도는 총 60점 만점에 평균 

48.57점으로 80.95% 수준의 점수로 비교적 높았다.

Table 2. Summary of Descriptive Statistics for 

Study Variables                 (N=455)

M±SD MIN MAX
Possible 

range

ADL  7.82± 2.28  7.00  21.00  7- 21
IADL 12.67± 4.38 10.00  33.00 10- 33
Depression  8.61± 3.88  0.00  15.00  0- 15
Health behavior 88.14±18.76 33.00 132.00 33-132
Life satisfaction 48.57±12.64 20.00  60.00 20- 60

ADL=Activities daily of living; 
IADL=Instrumental activities daily of living.

일반적 특성에 따른 ADL, IADL

일반적 특성에 따른 ADL, IADL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ADL은 주거형태(F=4.422, p<.001), 주관

적인 건강상태(F=17.875, p<.001)에 따라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ADL점수는 

주거형태에서 ‘독신’보다 ‘기타’가 유의하게 높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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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DL, IADL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Continued)                        (N=455)

Characteristics

ADL IADL

M±SD S
t or F 

(p)
M±SD S

t or F 

(p)

Living condition

 4.422
(p<.001)

 8.019
(p<.001)

   Living alonea 7.52 ±1.61

a<d

11.81 ±2.77

a,b<c
   Living with spouseb 8.01 ±2.72 13.72 ±5.51
   Living with offspringc 8.30 ±3.04 14.24 ±5.98
   Othersd 8.91 ±3.54 13.13 ±6.03
Perceived health

17.875
(p<.001)

33.520
(p<.001)

   Gooda 7.49 ±2.05
a,b<c

11.17 ±2.68
a,b<c   Moderateb 7.15 ±0.58 11.06 ±1.84

   Badc 8.43 ±2.94 14.22 ±5.41
Chronic disease

  .591
(  .555)

 3.031
(  .004)   Yes 7.84 ±2.30 12.79 ±4.49

   No 7.62 ±2.01 11.30 ±2.74
ADL=Activities daily of living; IADL=Instrumental activities daily of living.

주관적인 건강상태에서는 ‘좋다’, ‘보통이다’보다 ‘나

쁘다’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IADL은 성별(t=2.572, p=.010), 결혼상태

(F=6.074, p=.002), 주거형태(F=8.019, p<.001), 주관적

인 건강상태(F=33.520, p<.001), 만성질병 유무(t=3.031, 

p=.004)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IADL점수는 결혼상태에서 기혼이 사

별/이혼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주거형태에서는 독신보

다 부부가, 부부보다 자녀와 동거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인 건강상태에서는 ‘나쁘다’가 ‘좋다’

와 ‘보통이다’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우울, 건강행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우울, 건강행위 정

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우울은 종교(F=2.945, p=.020), 주거형태(F=2.685, p=.046), 

주관적인 건강상태(F=46.625, p<.001), 만성질병 유무

(F=3.044, p=.002)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우울점수는 주관적인 건강

상태에서 ‘좋다’보다 ‘보통이다’가, ‘보통이다’보다 ‘나

쁘다’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건강행위

는 성별(t=2.147, p=.032), 종교(F=2.560, p=.038), 주관

적인 건강상태(F=25.301, p<.001), 만성질병 유무(F= 

2.120, p=.035)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건강행위점수는 종교에서 무

교보다 기독교가 유의하게 높았고 주관적인 건강상태

에서는 ‘나쁘다’보다 ‘좋다’와 ‘보통이다’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차

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생활만족도, ADL, IADL, 우울 및 

건강행위 간의 상관관계

ADL은 IADL (r=.785, p<.001), 우울(r=.208, p<.001)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 건강행위(r=-.328, 

p<.001)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관계로 나타났

다. IADL은 ADL (r=.785, p<.001), 우울(r=.248, p<.001)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 건강행위(r=-.388, 

p<.001)와는 통계적으로 역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우울

은 ADL (r=.208, p<.001), IADL (r=.248, p<.0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 건강행위(r=-.503, 

p<.001)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관계로 타나났

다. 건강행위는 ADL (r=-.328, p<.001), IADL (r=-.388, 

p<.001), 우울(r=-.503, p<.0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관계로, 생활만족도(r=.110, p=.020)와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로 나타났다(Table 5).

대상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

를 알아보기 위해 ADL, IADL, 우울, 건강행위를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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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pression, Health Behavior and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455)

Characteristics

Depression Health beavior Life satisfaction

M±SD S
t or F

(p)
M±SD S

t or F 

(p)
M±SD

t or F 

(p)

Sex
  .886

(  .376)
 2.147

(  .032)
1.317

( .188)  M 8.45 ±3.67 86.21 ±19.89 47.76 ±13.08
  F 8.77 ±4.01 89.97 ±17.46 49.33 ±12.20
Marital state

  .376
(  .687)

 1.497
(  .215)

1.436
( .232)

  Marrieda 8.42 ±3.92 87.46 ±20.06 49.61 ±12.08
  Widowed/Divorcedb 8.74 ±3.87 88.71 ±17.65 47.73 ±13.04
  Othersc 8.60 ±2.41 81.60 ±29.79 56.20 ±4.32
Educational status

 1.578
(  .179)

  .698
(  .594)

1.084
( .364)

  Nonea 8.72 ±4.04 89.33 ±18.54 48.70 ±12.68
  Elementary schoolb 8.89 ±3.65 86.74 ±18.11 48.94 ±12.99
  Middle schoolc 8.34 ±4.07 88.62 ±18.64 46.38 ±12.05
  High schoold 8.34 ±3.84 86.87 ±21.59 48.47 ±13.81
  Collegee 6.68 ±3.74 92.42 ±21.35 52.78 ± 7.49
Religion

 2.945
(  .020) a<b  2.560

(  .038)
1.396

( .234)

  Nonea 9.24 ±3.46 84.26 ±17.14 46.76 ±14.00
  Protestantb 8.09 ±4.02 92.72 ±17.44 50.45 ±11.46
  Catholicc 7.39 ±4.19 88.30 ±20.86 50.33 ±11.29
  Buddhistd 8.90 ±3.83 88.01 ±18.82 48.03 ±12.89
  Otherse 9.06 ±3.91 85.76 ±22.68 48.18 ±11.78
Living condition

 2.685
(  .046)

 1.185
(  .315)

 .456
(0.713)

  Living alonea 8.47 ±3.82 89.31 ±17.74 48.41 ±12.63
  Living with spouseb 8.37 ±3.85 86.00 ±20.07 48.55 ±12.42
  Living with offspringc 10.27 ±3.03 86.64 ±18.79 50.71 ±12.01
  Othersd 9.05 ±5.25 90.91 ±21.14 47.00 ±15.52
Perceived health

46.625
(p<.001) a,b>c 25.301

(p<.001)
 .989

( .373)
  Gooda 4.86 ±2.92

a,b<c
99.46 ± 3.01 51.55 ±10.08

  Modeateb 7.57 ±3.64 92.88 ± 1.26 48.65 ±12.32
  Badc 10.04 ±3.53 82.50 ± 1.02 48.32 ±13.22
Chronic disease

 3.044
(  .002)

 2.120
(  .035)

1.009
( .314)  Yes 8.78 ±3.85 87.57 ±18.42 48.75 ±12.52

  No 6.82 ±3.74 94.20 ±21.42 46.61 ±13.90

Table 5. Relationships among the Characteristics                                                 (N=455)

ADL IADL Depression Health behavior Life satisfaction
r

(p)

ADL 1 .785 .208 -.328 .055
 (p<.001) (p<.001) (p<.001) (.249)

IADL .785 1 .248 -.388 .005
(p<.001)  (p<.001) (p<.001) (.910)

Depression .208 .248 1 -.503 -.058
(p<.001) (p<.001) (p<.001) (.219)

Health behavior -.328 -.388 -.503 1 .110
(p<.001) (p<.001) (p<.001)  (.020)

Life satisfaction .055 .005 -.058 .110 1
(  .249) (  .910) (  .219) (  .020)

ADL=Activities daily of living; IADL=Instrumental activities daily of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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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행

위(β=.134, p=.020)로 총 설명력은 2.3%였다(Table 6).

Table 6. Regression of Variables on Life 

Satisfaction                     (N=455)

Variables
Life satisfaction

β B t p

ADL .143 .802 1.870 .062
IADL -.053 -.155 -.682 .495
Depression -.006 -.021 -.117 .907
Health behavior .134 .090 2.335 .020

R2=.023    F=2.570 (p=.037)
ADL=Activities daily of living; 
IADL=Instrumental activities daily of living.

논    의

현대사회에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노인은 

전 인생주기 1/3이상이 노년기이며 노화과정으로 인

하여 기능적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다(Park et al., 2008). 특히 저소득 노인들은 지

지체계가 취약한 상태로 일반 노인에 비해 만성질환

의 유병율이 높으므로 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여 저소

득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프

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 대상자는 평균 연령 78.0세이고 남자노인

이 48.8%, 여자노인이 51.2%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의 남녀성비를 나타내는 여자 100명당 남자인구는 

68.6명으로 나타난 결과(KNSO, 2009)보다 여자노인의 

분포가 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자

가 저소득층 노인으로서 D보훈청의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로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이기 때문이

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만성질병 유, 무에서 만성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전체 91.4%로 나타났다. 이는 도

시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한 Lee, Bae, Yi, Lim과 

Kang (2008)의 연구에서 77.4%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는 연구결과보다는 더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저

소득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Yim (2002)의 연구에

서 전체 89.4%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병을 앓고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대상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다’가 7.7%에 불

과하며 ‘보통이다’가 41.8%, ‘나쁘다’가 50.5%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Yim (2002)의 연구에서 건강상

태가 ‘아주 나쁜 편이다’와 ‘나쁜 편이다’ 지각하는 

경우로 54.2%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만성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전체 91.4%이나 주

관적인 건강상태에서 ‘나쁘다’가 50.5%로 나타난 것

은 주관적 건강 상태는 개인이 인지하는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주관적인 평가이기에 대다수의 노인들이 만

성질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평상시에 

하던 일을 수행 할 수 있다면 자신을 건강하다고 여

기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상생활활동에 있어서 ADL은 

평균 7.82점(가능점수범위 7～21점), IADL은 평균 

12.67점(가능점수범위 10～33점)로 노인들의 일상생활

활동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는 

Yim (2002)의 연구에서 ADL은 평균 93.94점(가능점

수범위 75～100점), IADL은 평균 9.48점(가능점수범

위 3～12점)과 Park (2009)의 연구에서 ADL은 평균 

28.63점(가능점수범위 13～30), IADL은 평균 16.52점

(가능점수범위 6～18점)로 나타나 노인들의 일상생활

활동 기능의 일부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와

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일상생

활활동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

는 수준이지만, 기능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라도 허약한 노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으므

로 정기적인 ADL, IADL의 사정을 통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 대상

자의 ADL은 주거형태,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며 IADL은 성별, 결혼상태, 주거형

태, 주관적인 건강상태, 만성질병 유무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Park (2009)의 연구

에서 ADL은 연령, 보험유형, 동거형태,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라 그리고 IADL은 연령, 동거형태, 주관적

인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보고와 부

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ADL과 IADL은 주관적인 건강상태

와 관계가 있으며 자신의 건강을 나쁘게 인지할수록 

일상생활활동 능력도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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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는 여러연구(Kang, Kim, & Lee, 2008; Lee & 

Park 2006; Park, 200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 일상생활활동 능력과 주거형

태가 관계가 있으며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 

IADL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ark (2009)

과 Yoon (2001)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부노

인, 독거노인 보다 IADL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

와 일치한다. 이는 IADL기능이 저하된 노인에 대한 

간호가 가족에게 책임이 지워지고 있음으로 생각된다. 

이에 생활상의 문제를 지닌 노인에게 일상생활활동 

능력을 도와주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

보제공 및 적절한 의뢰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사

료된다.

본 연구결과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K-GDS)를 적

용한 대상자의 평균 우울점수는 8.61점이었으며 이러

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단축형 K-GDS도구를 

사용하여 저소득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Park 

(2009)의 평균 우울점수 8.72점과 유사하였으며, Seo

와 Han (2006)의 연구에서 지역사회 재가 노인의 우

울 평균 점수 7.08점으로 나타난 것보다는 우울점수

가 높은 결과이다. 대상자의 우울정도에 있어서는 종

교, 주거형태, 주관적인 건강상태, 만성질병 유무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Won과 Kim (2008)연구에서 우울은 교육수준, 

종교, 소득 그리고 주관적 건강, 규칙적인 운동 등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보고와 부분적으로 일

치하였다.

특히 만성질병이 있고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나쁠수

록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질병경험

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노인으로 하여금 비

관적인 사고와 무력감, 가치 상실, 자기비하감을 유발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우울이 발생(Park et al., 2008)

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노인의 만성질병 예방과 

개인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우울

정도와 건강상태의 개선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운영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건강행위 정도는 총 132점 

만점에 평균 88.14점으로 66.77%수준의 점수를 보였

다. 이는 도시지역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Moon 

(2006)의 연구에서 총 4점 중 2.99점으로 74.75%의 

건강행위 수준보다도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건강행위를 수행하는데 있어 노인의 만성질환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문제와 함께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한 

제약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건강행위는 성별, 종교, 

주관적인 건강상태, 질병유무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Seo와 Ryu (2010)의 연

구에서 건강증진행위는 종교유무, 교육정도, 동거인 

유무, 주관적인 건강상태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보고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특히 종교

가 있고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에 건강행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교라는 사회적

인 관계망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활동과 사회

적 지지를 얻게 되며, 노인에게 있어서 건강행위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질병을 피할 수 있다

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에 의해 취해지는 행동(Chin, 

2008)이므로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건강행위의 실천정도가 

증가됨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노화를 위

한 건강관리의 중요성 교육과 개인별 특성이 고려된 

효과적인 건강행위 실천을 위한 실질적인 건강행위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노인

들의 건강을 향상 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D보훈청의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생활만족도는 총 60점 만점에 48.57점으로 80.95% 수

준의 점수로 비교적 높았다. 이는 Sohn과 Chung 

(1999)의 재가복지 수급노인의 주관적인 안녕감 실태

를 파악한 결과, 재가복지 수급노인의 전반적인 생활

여건에 대한 생활만족도 평균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

고,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때의 생활만족도가 

제공 전과 비교하여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 결과

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더 

활성화된 사회적인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된

다. 또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Won과 Kim (2008)의 연구와 일

치하나 Cheon (2005)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생활만

족의 차이가 있었다는 보고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생활만족도가 노인에게 있어서 한 개인이 노화되는 

현실에 적응함으로써 얻게 되는 행복과 만족에 대한 



저소득 재가노인의 생활만족도, 일상생활활동, 우울 및 건강행위에 관한 연구

근관절건강학회지 17(2), 2010년 11월 171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이므로 각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 변수들 간의 반복 

연구를 통해 본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ADL은 IADL, 우울과 순상관관계로, 건강행위와는 

역상관관계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IADL은 건강행위, 

우울과는 순상관관계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건강행위

는 우울과 역상관관계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생활만

족도는 건강행위와 순상관관계로 유의하게 나타났으

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Chin, 2008; Moon, 2006; Park, 2009).

대상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건강행위(β=.134, p=.020)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도시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한 Seo와 Ryu (2010)의 

연구에서 생활만족도가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였으며, 이에 노인의 건강행

위를 증진시키는 것이 생활만족도 향상에 중요한 간

호중재 전략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 변수들

에 관련된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과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

영전략의 개발 및 사회적인 지지체계의 확립이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저소득 재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실

질적인 간호중재 방안을 모색하기위한 근거자료를 제

공하기 위해 저소득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 

일상생활활동, 우울 및 건강행위 정도를 파악하고 이

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며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65세 이상의 저소득 재가노인 455명

(여성233명, 남성 222명)을 조사한 결과 일반적인 특

성에 따른 ADL에 있어서는 주거형태와 주관적인 건

강상태에 따라, IADL에 있어서는 성별, 결혼상태, 주

거형태, 주관적인 건강상태, 만성질병 유무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었고 우울에 있어서는 종교, 주거형태, 

건강상태, 만성질병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건강행위에 있어서는 성별, 종교, 주관적인 건강

상태, 만성질병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생활만족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ADL과 IADL의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점수는 높게, 

건강행위점수는 낮게 나타났고 우울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행위 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생활만족도가 높을

수록 건강행위점수는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행위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D광역시에 거주하는 D보훈청의 재가복

지서비스 대상자로 등록된 저소득 노인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저소득 노인에게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보

훈청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노인 복지관 등의 협조를 

얻어 보다 충분한 일반화된 자료를 얻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 재가노인의 생활만족도, 일상생활활동, 

우울 및 건강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재확인하는 반복

연구와 각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건강과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천 할 수 있는 

개별 및 집단별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적절

한 노인 복지재가서비스 등의 사회적 지지체계 확립

을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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