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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empowerment intervention on the levels of self-esteem, inter-
personal relationships and adjustment to nursing home life of the Korean nursing home residents. Methods: Participants 
(n=47) whose period of stay was less than one year were purposefully selected from 3 nursing homes in Korea. The experi-
mental group (n=21) attended 10 weekly hour-long empowerment sessions. The empowerment program comprised two com-
ponents; group education and group discussion. The control group (n=26) received a two-hour education about health man-
agement. Result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mean scores of self-
esteem (t=5.51, p<.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2.73, p= .009) and adjustment to nursing home life (t=2.10, p= .041). 
Conclusion: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empowerment interventions may be effective in enhancing nursing home resi-
dents’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adjustment to nursing home life.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determine if 
such an empowerment program could be used with newly institutionalized elders to speed as well as enhance their adjust-
ment to nursing hom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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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생활환경이 변화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

긴다(Lee, 2010; Lee, Woo, & Mackenzie, 2002). 특히 노인들의 요양시

설(시설)로의 거주지 이동은 재정적 어려움, 건강 악화, 배우자 죽음 

등 삶의 위기상황과 맞물려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노인들에게 큰 

스트레스원이 되고, 사회·심리적 건강과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on, 2002; Rossen & Knafl, 2003)

노인이 시설 입소 후 변화된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여 안정된 시기로 접어드는 데는 평균 6개

월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rout & Pillemer, 2003; Ros-

sen & Knafl, 2003). 그러나 국내 시설노인의 경우 입소 후 1년까지 시

설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Lee, Lee, & Lee, 

2009), 국외 선행 연구에 따르면 시설 입소 후 2-7년까지도 시설노인

의 절반 이상이 요양시설을 자신의 집으로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ammer, 1999). 시설에 성공적으로 적응

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우울, 무력감, 신체적 쇠퇴, 사회적 위축(Lee 

et al., 2002) 등의 증상을 보이거나, 자살시도 또는 실제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Ron, 2002) 시설적응 증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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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노인의 시설 부적응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

들의 시설적응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

러나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시설입소로 인한 신체적·정신

적 변화(Lee et al., 2002), 시설적응 경험(Hammer, 1999), 시설적응에 

관련하는 영향요인(Chang & Park, 2010; Lee, 2010; Lee et al., 2009) 등

이 주를 이루고 있고 시설 노인의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를 

제공한 후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노인의 시설적응이란 ‘노인이 시설에서의 생활을 조화롭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생활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익숙했던 

거주지를 떠나 낯선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나타나는 외로움, 서글픔

과 같은 거주지 이전증상이 감소하고, 새로운 거주지를 수용하며 

시설적응에 꼭 필요한 요인인 시설 내 친구를 만들고 집단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자신의 존재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Lee, 

2007). 이러한 시설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나이, 성별과 같

은 시설 입소노인의 일반적 특성(Boyce, Wethington, & Moen, 2003)

이나 입소 후 거주기간, 입소 결정자(Chang & Park, 2010) 등의 입소

관련 특성이 있다. 그리고 자기 효능감(Krout & Pillemer, 2003; Lee et 

al., 2009), 사회적 지지(Rossen & Knafl, 2003), 자기통제감(Boyce et al.; 

Hammer, 1999) 등의 사회 심리적 요인들도 선행 연구을 통해 보고

되고 있다. 특히 자기통제감은 시설노인의 삶의 만족도(Boyce et al.) 

및 시설적응(Chang & Park)을 예측하는 주요변수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시설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시설

적응 정도가 향상되고(Chang & Park; Chung, 2003), 자기 효능감의 

증가는 시설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시설적응(Lee, 2010; Lee et al.)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시설노인의 적응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기통제감, 자기 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를 동시

에 향상시키는 전략을 활용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임파워먼트란 자기통제, 자기효능, 사회적 지지와 함께 지식과 기

술의 습득, 적극적 참여를 주요속성으로 하고 대상자의 긍정적인 

자아변화, 대인관계 변화, 행위 변화를 위해 자신의 능력과 삶에 대

한 통제권 인식을 통해 얻어지는 능력증가과정이다(Falk-Rafael, 

2001). 최근 공중보건이나 간호학 등의 건강관련 분야에서는 임파

워먼트를 대상자의 자율성을 증가시켜 자신의 건강 관리 계획과 수

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돕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Chang, Li, 

& Liu, 2004; van Geen, 1997). 또한 임파워먼트의 증가는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돕고, 시설 내에서의 안녕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Tu, Wang, & Yeh, 2006), 시설에 새로 입

소한 노인에게 시설에 관한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여 시설에

서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보고되고 있다(Lewis, 

1995). 아울러 임파워먼트를 증가시키는 접근법은 새로운 환경에 대

한 적응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용하고 포괄적인 대처방법으로 알려

져 있어(Jirapaet, 2000; Melnyk et al., 2004; Querimit & Conner, 2003) 

노인의 시설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전략이 될 수 

있다.

임파워먼트의 개념이 1980년대 이후 다양한 학문분야에 소개된 

이래 에이즈 감염여성의 대처행위(Jirapaet, 2000), 정신질환자의 자

기효능감(Yang, 2009) 및 아동의 입원생활 적응(Melnyk et al., 2004)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노인의 시설적응 증진

을 위한 중재 전략으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노인의 

요구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교육 및 대상자간의 대화를 통해 자신

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이 시설노인의 자아존

중감 향상 및 대인관계의 긍정적 변화와 함께 궁극적으로 시설적

응 정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이 시설노인의 자아존중

감, 대인관계, 그리고 시설적응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

이다.

3. 연구의 개념적 기틀 및 연구 가설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Falk-Rafael (2001)의 임파워먼트케어모

델(empowerment caring model)에 근거하여 Figure 1과 같이 구성하

였다. 대상자의 자기 통제감과 자기 효능감을 증가시키고 집단 활동

에 적극적 참여를 통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동시에 구성원 간

에 지지를 교환하는 임파워먼트 전략을 적용하면 대상자의 긍정적

인 자아변화, 대인관계 변화 및 행동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따라

서 시설입소 초기의 노인에게 적합하도록 개발된 임파워먼트 프로

그램을 적용하면, 시설노인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의 향상뿐만 

아니라 자아의 변화, 대인관계의 변화, 행동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

인 시설적응이 증진될 수 있다(Figure 1). 

 본 연구의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자아

존중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

둘째,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대인

관계 점수가 높을 것이다.

셋째,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시설

적응 점수가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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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요양시설 거주노인에게 제공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이 시설노인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와 시설적응 정도에 미치는 효

과를 규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설계의 유사 실험연

구이다. 연구자가 연구시작 전에 서울시 소재 요양시설을 미리 방문

하여 시설의 규모, 환경, 인력구성, 프로그램 및 운영실태가 유사한 

3개 시설을 선정하였고, 그 중 시설 A를 실험군, 시설 B, C를 대조군

으로 임의배정 하였다. 3개 시설에 실험군과 대조군을 임의배정한 

이유는 한 시설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실험효과 확산의 문제

가 발생할 수 있고, 요양시설의 특성 상 기존 입소노인의 사망이나 

퇴소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아니면 입소자를 더 받지 않아, 연구

프로그램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수가 시설마다 큰 차이를 보

였기 때문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대도시 소재 시립 요양시설 3개소에 입소한 노

인으로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 65세 이상인 자, 

둘째, 의사 소통에 장애가 없는 자, 셋째,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 가

능한 자, 넷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서면으로 동의

한 자, 다섯째, 확정적 치매상태가 아닌 시설노인인 경우, 원활한 사

전·사후 자료 수집과 집단 중재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함이 보고 되

었으므로(Song, 2001) 한국판 정신상태 설문지(Mini-Mental State 

Examination-K)를 이용하여 측정한 인지기능 점수가 20점 이상인 

자, 여섯째, 국내 시설노인의 시설적응 정도가 입소 후 1년을 기점으

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므로(Lee et al., 2009) 입소 후 1년 이내의 노인

을 포함하였다. 

표본 크기는 노인의 시설적응을 위한 선행 중재연구가 없어 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를 결과 변수로 한 선행논문

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의 효과크기는 0.6-0.8, 대인관

계는 0.7-0.8 정도로 높게 나와, 본 연구에서는 높은 효과크기 .50, 검

정력 .80, 유의수준 .05로 설정하여 t-test를 위한 각 군의 최소 표본

수를 17명(Cohen, 1988)으로 산출하였다. 그러나 시설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로 인한 탈락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실험군 25명, 대조군 32명 전원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진행 중 실험군의 경우 질병 및 수술로 인한 병원입원 3명과 개

인사정으로 인하여 1명이 퇴소하여 총 4명이 탈락하였고(탈락율 

16%), 대조군의 경우 병원입원 2명, 퇴소 4명으로 총 6명이 탈락하여 

사후 조사에 참여한 최종 26명의 자료(탈락률 18.7%)를 분석에 이

용하였다. 

3. 연구 도구

1) 자아존중감

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1965)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아

존중감 측정도구를 Ha와 Lee (2004)가 국내요양시설노인에게 맞게 

Figure 1. Theore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based on the empowerment car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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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5개의 

긍정적인 문항, 5개의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긍정적

인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항상 그렇다”에 4점을 주었으

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측정한다. 최저 10점에서 최

고 40점의 점수범위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

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5였고, 

연구에서는 .82이었다.

2) 대인관계

요양시설 거주노인의 대인관계는 Schlein과 Guerney (1971)가 개

발한 대인관계 변화척도(RCS: Relationship Change Scale)를 우리 실

정에 맞게 Moon (1980)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

체 25문항으로 된 5점 척도이며, 하위영역으로는 상대방과의 관계

에 대한 만족도(4문항), 의사 소통(4문항), 신뢰감(3문항), 친근감(3

문항), 민감성(2문항), 개방성(5문항), 이해성(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점수는 최저 25점에서 최고 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3) 시설 적응

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시설적응은 Lee (2007)가 개발한 노인요양

시설적응도구를 저자에게 허락을 얻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하부요인은 거주지 이전증상 8문항, 친구 만들기 4문항, 새로운 거

주지 수용 6문항, 집단생활의 어려움 3문항, 존재 가치 지니기 2문항

이며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시설적응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

시 Cronbach’s α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이었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시설거주 관련 특성

문헌 고찰 결과 시설 거주 노인의 적응에 관련을 미칠 수 있는 것

으로 확인된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구조화하여 조사하였다.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나이, 성별, 학력, 결혼상태, 주관적 경제수

준, 주관적 건강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시설거주와 관련된 요인

으로는 시설 거주기간과 요양등급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1) 자료 수집 과정

본 연구자는 2010년 12월 서울 S대학교 연구 대상자보호윤리심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승인번호 2010-56)을 받았다. 또한 요양시설 기관장과 연구 대상자 

및 거주노인의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2010년 12월 27일부

터 2011년 3월 7일까지 총 11주간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전, 사후 조

사를 담당한 연구 보조원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병원 취업예정인 

간호사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자 간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

해 자료 수집 방법과 절차 및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들에 관해 4

시간에 걸쳐 사전 훈련을 받았다. 사전 조사는 프로그램 실시 1주일 

전(2010년 12월 27일)에 시행되었고, 사후 조사는 10주간의 임파워

먼트 중재프로그램이 끝난 직후에 실시하였다. 이때 연구자는 맹검

법을 사용하여 연구 보조원이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별할 수 없도

록 하였다.

2)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실험군에게 제공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 결과와 요양시설 노인의 적응관련 연구, 임파워먼트를 

중재프로그램으로 사용한 선행 연구 등을 근거로 연구자가 개발한 

것으로, 집단교육과 집단토의로 이루어진 주 1회 60분, 총 10주 프로

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임파워먼트케어모델(Falk-Rafael, 2001)을 

이론적 기틀로 하여 임파워먼트의 5가지 주요속성인 자기통제, 자

기효능감, 지식과 기술의 습득, 적극적 참여, 사회적 지지를 중재전

략으로 활용하였다. 먼저 시설노인의 자기통제감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시설 내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시설 내 다른 거주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집단토의 진행하였고 매주 

실천목표를 스스로 설정하도록 하여 자기통제감을 강화시켰다

(Lewis, 1995).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의 증진을 위해서는 Bandura 

(1997)의 자기효능 증진전략을 활용하였고,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

해서는 시설노인의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주 정

해진 주제에 따른 집단교육을 실시하였다.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

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집단 토의 시 구성원 모두 동등한 발언권

을 가지게 하였고, 스스로 출석여부를 스티커로 붙이게 하고,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한 구성원에게 스티커를 수여하여 프

로그램 종료 시 스티커가 가장 많은 구성원에게 상품을 시상하였

다(Yang, 2009). 대상자들간의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서

로 칭찬하기’시간을 통해 긍정적 피드백을 교환하고 ‘자신의 든든

한 동료’를 발표하는 기회(Yang)를 가짐으로써 서로에게 도움이 되

는 존재임을 경험하게 하였다.

대상자의 교육요구 사정과 문헌 고찰 결과, 노인의 시설적응을 증

진시키기 위해서는 시설 내에서 할 일 찾기, 자신의 장점과 성공경

험 찾기, 시설 생활에서의 갈등해결 방법, 신체적 활동 증진방법, 구

강관리 방법, 수면증진을 위한 지식 및 효과적인 의사 소통기술과 

대인관계기술의 습득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집단교육과 

집단토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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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시설적응을 위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은 목표달성 확인 

및 경험나누기, 정보제공, 구성원간의 집단토의, 정리의 순서로 진행

되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참여자들은 지난 1주 동안 자신이 설

정했던 목표의 달성 여부와 문제해결 경험을 나누었고, 집단교육을 

통해 시설적응 증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 교육 후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그 주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문제를 확

인하고, 집단토의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구성원의 문제해결 사례를 통해 대리경험 및 자신의 문제점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마지막 순서로는 그 날의 

주제와 관련하여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다음 1주 동안 실천내용

을 목표카드에 기입하였다. 회기 별 구체적 프로그램 내용은 Table 1

과 같다. 윤리적인 면을 고려하여 대조군에게는 10주간의 실험처치

가 끝나고 사후 조사를 실시한 직후 건강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2시간 동안 제공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시설거주 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

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일반적 특성, 시설

거주 관련 특성,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시설적응 정도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은 x2-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변수의 정규성 검

증을 위해 Kolmogorov-Smirnov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임파워먼

트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시설적응에 미치는 효과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 차이 값에 대한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 .05에서 채택하였다. 

연구 결과

1.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성별, 나이, 학력, 배우자 유무, 지각된 건강

상태, MMSE-K점수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거주기간 및 요양등급 등의 시설거주 관련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결과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2).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본 연구의 결과 변수인 자아

존중감, 대인관계, 시설적응 점수의 동질성 검증 결과 두 군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Table 1. Weekly Program of This Study

Week Contents of intervention Specific empowerment strategy

Week 1 Provide information on empowerment and empowerment program.
Encourage to introduce themselves and share their experience about living in the nursing home.

Providing knowledge and skills 
Active participation, social support

Week 2 Education on communicating skills.
Practice communicating skills with peers.
Set up their goals for effective communication.

Providing knowledge and skills 
Active participation, social support
Sense of control

Week 3 Share successful experience in their lives.
Share the ideas for successful nursing home life.
Set up their goals for successful nursing home life.

Self efficacy
Active participation, social support 
Sense of control

Week 4-5 Education on effective ways to compliment others
Practice to compliment their peers
Set up their goals for praising others.

Providing knowledge and skills
Active participation, social support
Sense of control

Week 6 Education on steps for problem solving
Share ideas for solving the problems related to living in nursing home.
Set up their goals for problem solving

Providing knowledge and skills
Self-efficacy, active participation, social support
Sense of control

Week 7-8 Education on health issues (physical activity, oral health, and sound sleep).
Share their issues on their health issues.
Set up their goals for health issues

Providing knowledge and skills
Self-efficacy 
Active participation, social support
Sense of control

Week 9 Share their experience and ideas for what 
they can do for the nursing home
Set up their goals for a successful adjustment to nursing home life.

Providing knowledge and skills
Self-efficacy 
Active participation, social support
Sense of control

Week 10 Review what they have learned.
Encourage to announce their supportive friends.
Identify whether the goal of the very first session was achieved.
Provide a reward for active participation
Set up their goals for a happy and satisfying life in the nursing home

Providing knowledge and skills 
Self-efficacy 
Active participation, social support
Sense of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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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검정

1) 제 1가설(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 프로그램 실시 전·후 자아존중

감 점수의 차이검증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t=5.51, 

p< .001)가 나타나 가설 1은 지지되었다(Table. 4)

2) 제 2가설(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

다 대인관계 점수가 높을 것이다): 중재 전·후 대인관계 점수의 차

이값은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유의한 차이(t =2.73, p=.009)를 보여 

가설 2는 지지되었다(Table 4)

3) 제 3가설(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시설적응 점수가 높을 것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전·후 시설

적응 점수의 차이검증에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t=2.10, p=  

.041)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영역별로 보면 집단생활의 어려움(t=3.78, 

p< .001), 새로운 거주지 수용(t =2.58, p=.013), 친구 만들기(t =2.11, 

p=.040) 영역에서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

였으나 거주지 이전 증상(t= -1.14, p=.259), 존재 가치 지니기(t=1.74, 

p=.088)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시설입소 후 거주기간이 1년 이내인 노인을 대상으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시설노인의 자아존중감, 대인관

계 및 시설적응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 결과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제공 후 실험군의 자아존중

감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시설노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가 없어 비

교 시 제한점은 있으나, 다문화 부부를 대상으로 정서적 지지제공

과 부부교육을 제공하는 10주간의 임파워먼트 중재(Yoo, 2010) 및 

산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강점을 강조하는 8주간의 임파

Table 2. Homogeneity of Characteristics of General and related to Institutionalization

Characteristics Variables
Exp. (n=21) Cont. (n=26)

χ2 
or t  p

n (%) or M±SD n (%) or M±SD

Gender Female
Male

13
8

 (61.9)
 (38.1)

22
4

 (84.6)
 (15.4)

3.15 .075

Age (yr) 65-74
75-84
≥85

11
5
5

 (52.4)
 (23.8)
 (23.8)

6
12
8

 (23.1)
 (46.2)
 (30.7)

5.21 .157

Education Illiteracy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or above

10
7
4

 (47.6)
 (33.3)
 (19.1)

17
7
2

 (65.4)
 (26.9)
 (7.7)

- .465*

Marital status Married
Other†

5
16

 (23.8)
 (76.2)

1
25

 (3.8)
 (96.2)

- .076*

Perceived health Healthy
Moderate
Poor

6
4

11

 (28.6)
 (19.0)
 (52.4)

4
8

14

 (15.4)
 (30.8)
 (53.8)

- .464*

MMSE-K scores 24.81±3.01 24.12±3.86 0.67 .504

Length of stay (month) < 3
3-< 6
6-12

9
2

10

 (42.9)
 (9.5)
 (47.6)

12
4

10

 (46.2)
 (15.4)
 (38.5)

- .657*

Care level 1
2
3

7
7
7

 (33.3)
 (33.3)
 (33.3)

11
8
7

 (42.3)
 (30.8)
 (26.9)

0.42 .807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MMSE-K scores=Mini-mental state examination-K scores.
*Fisher’s exact test; †Widowed/Divorced/Unmarried.

Table 3. Hom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Range
Exp. (n=21) Cont. (n=26)

t p
  M±SD   M±SD

Self-esteem 1-4 1.97±0.61 2.13±0.52 -0.98 .329

Interpersonal relationships 1-5 2.28±0.48 2.46±0.56 -1.11 .273

Nursing home adjustment 1-5 1.97±0.46 2.18±0.51 -1.40 .168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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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먼트 중재(Kim, Kim, & Kim, 2009)가 대상자의 자아이미지와 자

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상승시켰다는 보고와 유사하다. 이는 시설노

인들이 본 중재를 통하여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발견하고 미래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표현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상

을 확인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연구 과정 중 확인한 내

용에 의하면, 본 연구 대상자들은 모두 입소 시 1-3 등급의 요양등

급 판정을 받아 상당한 신체적, 기능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설거주로 인한 고립감과 환경통제 능력의 상실로 인해 부

정적인 자기인식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 초기 연구 대

상자들의 자아존중감은 매우 낮게 측정되었고, 시설에 장기간 거주

한 노인들과(Ha & Lee, 2004) 비교 시에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입소초기 노인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 적용의 

필요성을 재 확인하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Chung (2003)의 보고에 

의하면, 시설노인의 자아존중감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상호작용

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자신을 돌 볼 능력이 있다는 생각

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척, 친

구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감 등을 보장받기 어려

운 시설노인들에게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나아가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시키는 임파

워먼트 프로그램(Chang et al., 2004)이 자아존중감 강화에 적합한 

중재전략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시설노인의 건강상태는 자아

존중감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Chung, 2003), 자아존중감은 

시설적응의 주요 예측변인이 된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Rossen & 

Knafl, 2003), 추후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에 건강 교육뿐만 아니라 신

체활동 및 운동 증진전략을 포함하여 구성한다면, 시설노인의 건

강상태를 향상시켜 더욱 효과적으로 시설노인의 자아존중감과 함

께 시설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임파워먼트 중재 후 실험군의 대인관계 점수는 대조군에 비해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 시설노인을 대상으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의 

효과를 대인관계 측면에서 규명한 선행 연구는 없어 동일 대상군에

서의 비교는 어려우나, 10주간의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이 정신질환

자의 대인관계와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킨 연구(Yang, 2009), 집단토

의와 전문가의 정보제공으로 이루어진 임파워먼트 중재가 에이즈 

감염 여성간의 감정적 결속과 친구관계 형성 및 동료간의 협력에 

도움을 주었다는 결과(Jirapaet, 2000)와 유사하였다. 이는 본 프로그

램의 교육내용에 ‘나-전달법’, ‘효과적인 의사 소통법’에 대한 정보제

공 및 ‘자신의 든든한 동료’를 선정할 기회를 갖고 친교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집단토의 시간을 통해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설입소로 인해 단

절된 사회적 관계를 대신해 줄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되었기 때문

이다. 또한 과거와 현재의 삶의 역사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정서적

으로 깊은 유대감을 가지게 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시설노인에

게 타인과의 대인관계는 요양시설에서의 삶의 질과 시설적응을 향

상시키는 중요 요인이 된다는 선행 연구(Lee, 2010; Rossen & Knafl, 

2003)를 고려할 때, 입소초기부터 임파워먼트 중재를 적용하여 입

소노인간의 대인관계를 강화시킨다면, 시설에서의 질적인 삶을 증

진시키고 부적응으로 인한 퇴소율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4. Comparison of Measurement Variabl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Characteristics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ences

t p
  M±SD   M±SD M±SD

Self-esteem Exp.
Cont.

1.97±0.61
2.13±0.52

2.46±0.43
1.90±0.57

0.48±0.47
-0.22±0.47

5.51 < .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s Exp.
Cont.

2.28±0.48
2.46±0.56

2.69±0.43
2.60±0.55

0.41±0.30
0.14±0.35

2.73 .009

Nursing home adjustment

    Total score Exp.
Cont.

1.97±0.46
2.18±0.51

2.41±0.37
2.36±0.36

0.43±0.29
0.19±0.47

2.10 .041

    Difficulty in group life Exp.
Cont.

2.06±0.58
2.33±0.78

2.96±0.59
2.37±0.55

0.84±0.70
0.03±0.73

3.78 < .001

    Acceptance of new residence Exp.
Cont.

2.14±0.50
2.35±0.80

2.79±0.53
2.58±0.48

0.64±0.38
0.22±0.71

2.58 .013

    Making friends Exp.
Cont.

2.08±0.63
2.25±0.60

2.67±0.61
2.46±0.70

0.58±0.67
0.20±0.56

2.11 .040

    Relocation distress syndrome Exp.
Cont.

1.69±0.60
1.93±0.64

1.71±0.29
2.15±0.44

0.01±0.56
-0.22±0.66

-1.14 .259

    Having self worth Exp.
Cont.

2.28±0.91
2.26±0.86

2.83±0.69
2.38±0.63

0.54±0.66
0.11±0.96

1.74 .088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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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공한 임파워먼트 중재는 시설노인의 시설적응 점

수를 유의하게 증가시켰는데, 이는 6주간의 임파워먼트 중재가 에

이즈 감염여성의 모성역할 적응과 대처행위를 유의하게 증가시켰

고(Jirapaet, 2000), 소아 중환자실 입원아동의 적응행동을 증진시켰

으며(Melnyk et al., 2004), 자살위험에 처한 유색인종 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우울에 유의한 효과를 보인 선행 연구(Querimit & Conner, 

2003)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시설적응 도구가 개발되기 전에는 

안녕감, 삶의 질 등 적응과 유사한 개념을 적응으로 간주하여 측정

하였다는 보고(Lee, 2010)를 바탕으로 시설노인의 안녕감이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된 중재연구와 비교 고찰해볼 때, 시설노

인에게 실시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이 시설노인의 지위와 안녕감

을 향상시켰다는 연구 결과(van Geen, 1997)와 유사하다. 또한 요양

시설에서의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파워먼트 중

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Tu 등(2006)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다. 노

인에게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환경의 변화나 대인관계의 변화

로 발생하고, 환경과의 상호작용 또는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임파워먼트 중재는 노인 대상자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

다는 보고를 고려할 때(Shearer, Fleury, Ward, & O'Brien, 2012), 시설

입소로 인한 다양한 변화와 상실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노인에게 동료거주자와의 상호작용과 정보습득을 유도하는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이 시설적응이라는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었

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시설노인의 대인관계 지속을 위해서 시설 입

소 후 알게 된 동료 거주자들과 만남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을 구성하고, 시설 내에서 단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화의 장

을 마련하는 등 본 연구에서 활용한 전략들을 실천하는 요양시설

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정규적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노인특성과 집단역동에 대한 교육을 받고 프로그램 

진행경험을 갖춘 요양시설 내 간호인력을 보강하는 정책적 노력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실험군의 경우 10주간의 연구기간 동안 연구자와 상호작용을 하

며 집중적인 교육과 격려를 받았던 것에 비해, 대조군은 건강유지 

및 증진에 대한 1회의 교육 외에는 연구자로부터 어떠한 관심도 받

지 못했다. 따라서 실험군에게 제공된 중재 프로그램 외에 연구자

의 정보적·감정적 지지가 실험군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및 시설적

응 증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들은 

입소를 위해 국민건강 관리공단에서 1,2,3등급의 판정을 받아 요양

등급으로 표현되는 신체적, 기능적 건강상태가 시설노인간에 거의 

유사하였으나 그 외 진단명, 통증유무, 투약여부 등의 구체적인 건

강특성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연구 대상이 일부 지역 시설에 거주

하는 노인에게 국한되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도 제한점이 있다.

결 론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자기 통제감과 자기 효능감 증진 및 적극

적 참여를 통한 지식과 기술습득, 구성원 간에 지지를 교환하는 임

파워먼트 프로그램이 요양시설 입소 1년 이내 노인들의 자아존중

감과 대인관계를 향상시켰고 결과적으로 시설적응 증진을 유도하

는데 효과적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요양시설 정규 프로그

램으로 적극 활용하여 입소초기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

시할 것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보다 많은 수의 

다양한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실험설계를 통

해 효과를 재확인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요양시설의 현황을 고려할때 4주, 8주 등 프로그램 제공 기간

을 단축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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