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권 6호(p. 1144-1152)의 “운동프로그램이 저소득 여성 노인의 운동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신경림 & 김정선, p. 1148의 Table 3과 p. 1149의 본문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 이를 정정하는 바입니다. 

Before correction

After correction

1) p. 1148                                                                                                                                                                                                                                

Table 3. Differences of Mean Values for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Exercise, Depression between Two Groups after Ex-
ercise Program

  
Pretest Posttest

Paired-t P-value1
Mean

Difference
±SD

t P-value2M±SD

Depression 
  (score)

Exp. 24.3±3.4 23.9±3.5 5.771 .000 -0.64 -3.068 .004

Con. 25.2±2.8 25.2±2.7   .242 .811 ±0.21

2) p. 1149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우울정도가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하기 위하여 두 집단의 사전·

사후 우울정도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실험군은 실험 전 평균 24.3±3.4점에서 실험 후 평균 23.9±

3.5점으로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 .000), 대조군은 실험 전 평균 25.2±2.8점에서 실험 후 평균 25.2±2.7점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전·후 평균변화 비교 시 평균 -.64± .21점으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다(p= .004). 따라서 제 5가설은 지지되었다. 

1) p. 1148                                                                                                                                                                                                                                  

Table 3. Differences of Mean Values for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Exercise, Depression between Two Groups after Ex-
ercise Program

  
Pretest Posttest

Paired-t P-value1
Mean

Difference
±SE

t P-value2M±SD

Depression 
  (score)

Exp. 23.6±12.5 15.6±10.6 4.079 .000 9.23 3.495 .001

Con. 26.9±10.7 28.1±11.2 -.715 .483 ±2.64

2) p. 1149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우울정도가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두 집단의 사

전·사후 우울정도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실험군은 실험 전 평균 23.6±12.5점에서 실험 후 평균 

15.6±10.6점으로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 .000), 대조군은 실험 전 평균 26.9±10.7점에서 실험 후 평균 

28.1±11.2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전·후 평균변화 비교 시 평균 9.23±2.64점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001). 따라서 제 5가설은 지지되었다. 

Corrigen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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