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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대상은 D시, M시 각각의 일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301명을 편의 표집 하여 
구조화된 설문지에 대해 대상자와 일대일 면담을 통하여 모든 문항을 읽어주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노인의 
우울 여부를 파악하여 우울군과 정상군의 일반적 특성, 일상생활수행능력, 수면을 파악하고, 두 군 간의 차이 및 비교
위험도를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공분산분석, 이변량 로지스틱회귀분석, 다항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울군은 정상군에 비해 일상생활수행 능력의 수준이 저하되어 있었으며, 수면도 양호하
지 않음을 나타냈고,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옷 입기, 대소변 조절에서 보다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도구적 일상생
활수행 능력의 몸단장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물건사기에서 보다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결론을 종합하면 노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할 때 노인의 우울여부를 고려하여 일상생활수행능
력의 향상과 수면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신체활동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우울 중재 프로그
램의 개발 및 적용, 그 효과를 파악하는 확대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주제어 : 노인, 수면, 우울, 일상생활 수행능력,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Abstract  The destination of this study is a convenience sample of 301 people age 65 and older to use each 
one elderly welfare center D, M received a structured questionnaire for one-on-one interviews with the subjects 
to read all the questions and questionnaire was written. The depressed group and the normal group, identif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 ADL, and sleep,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and relative risk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Showed depressed group compared to normal group was the 
low level of ability to perform daily living, sleep well, not more than the ability to perform daily living, 
dressing, bowel and bladder management, and complained of the difficulty to perform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ability of grooming, more difficult to appeal to public transportation, shopping. In conclusion, 
elderly health promotion strategy when you want to take into account whether or not the depression of the 
elderly will require the development of a variety of education and physical activity programs, and suggest the 
need for expanded research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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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10년 체 인구

의 11.3%로, 2005년 9.3% 비 24.3% 증가하 으며, 모

든 시도의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

입하 다[40].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으로 노인들의 삶

에 한 질  향상과 건강에 한 심도 높아지고 있다. 

노인의 경우 가장 큰 심은 자신에 한 건강이며, 자신

이 스스로 활동하는 것으로 건강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노인들은 신체  노화, 정신  기능 하로 인해 일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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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에서의 기능이 하되고, 이러한 기능의 하는 노인

들의 우울의 증가와 수면장애를 갖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다[4, 13, 19]. 노인의 경우 일상생활 활동을 스스로 유

지 하는 것으로 노인의 신체  건강 활동 정도를 평가 할 

수 있고, 이러한 노인의 신체  건강상태는 하고자 하는 

행동의 목 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32] 평가 할 수 

있다. 노인의 신체  건강지표 평가는 Won 등[22]이 번

안한 일상생활활동(activity of daily living, ADL)과 도구

 일상생활활동(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 

IADL) 수행 능력의 측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노인에

게 있어서 우울은 가장 흔한 정서  장애이다. 우울은 노

인이 신체  기능이 하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

의 도움을 받게 되고 이러한 도움은 노인의 자아 존 감

에 향을 미치게 된다. 김동배 등[4]과 김은하 등[6]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우울이 일상생활활동 능력을 하시

키고, 삶의 질이 낮아지며 주 인 건강상태에도 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8, 20, 24]. 노인의 신체  변화

에 따른 건강문제 에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수면 

양상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수면은 가장 요한 휴식의 

방법의 하나로 건강회복과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충분한 수면의 취하지 못하면 식욕상실과 피로를 유발하

고 일상생활활동에 장애를 받게 된다. 박승미 등[10]은 

수면양상의 변화는 노인의 우울에 향을 주며, 일상생

활수행능력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건강 련 삶의 질도 낮

다고 하 다[11, 23]. 이처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인

에게 있어 우울은 일상생활에서의 활동과 수면에 향을 

주고 이러한 일상생활의 변화는 다시 노인의 우울과 수

면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노인들이 지역 사회의 노인 복지 의 이용

이 늘고 있고 복지 에서 제공되는 여가 활동 로그램, 

보건상담, 재가 복지 사업 등 다양하고 문 인 서비스

를 제공받고 있다. 복지 을 이용하는 노인의 경우 일상

생활활동능력이 원활하고 사회  지지를 많이 받을 것으

로 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재가 노인의 경우 50%이

상이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25]. 복지 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노화과정의 차이와 만성질환, 노인을 지지하는 

지지체계도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복지 을 이용하는 

노인을 상으로 우울 여부를 악하고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수면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 이고 

근성 있는 재방안을 마련하는데 기  자료로 제공하

고자 시도 되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복지 을 이용하는 노인의 우울, 일상

생활수행능력과 수면을 평가하고 노인 우울증상에 따른 

비교 험도를 악하여 우울을 가진 노인들에게 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기 자료로 사용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은 D시, M시 각각의 일개 노인복지

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301명을 편의 표집 하

다. 자료 수집은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20

일간 진행되었으며, 기 장, 복지  실무담당자에게 연구

의 목 을 설명하고 상 노인에게도 연구목 과 방법을 

설명한 후 익명보장과 연구의 목  외에는 사용되지 않

는 을 강조하 다. 연구목 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

한 노인을 상으로 서면 연구 참여 동의를 얻은 후 실시

하 으며, 설문지 배포  수거에 있어서 간호학과 2학년 

학생 6명을 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한 교육  훈

련을 실시한 후 상자와 일 일 면담을 통하여 모든 문

항을 읽어주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 다. 응답시간은 

30분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의 상자 표본 수 결정은 

G-Power 3.1.3을 사용하여 effect size는 0.15, 검정력은 

95%로 Post power analysis를 수행한 결과 검정력 100%

로 나와 본 연구결과를 해석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단

된다. 총 34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무응답이 많아 자료처리가 불가능한 39부를 제외한 

301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도구는 설문지

이며 노인의 우울 측정은 [39]이 개발한 노인 우울척도

Geriatric Depression Scale(GDS)를 [3]이 표 화한 한국

 노인 우울척도 단축형(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n Version:GDSSF-K)으로 15문항의 

이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은 15 이며, 5  이상

은 우울상태로 간주한다. Cronbach's α= .87이었다.

수면 측정은 [17]이 개발한 수면 측정 도구를 이용하

다. 이 도구는 수면과 련된 생리 , 심리  변화의 측

정으로 15문항 4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수면이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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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77이었다.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Activities daily of living)측

정은 [31]이 개발한 도구를 바탕으로 [22]이 우리나라 사

람에게 합하도록 번안한 도구인 한국형 일상생활 활동

(K-ADL)을 이용하 다. 측정 항목으로는 목욕하기, 옷 

입기, 화장실 사용하기, 이동하기, 소변 조 하기, 식사

하기, 세수하기로 구성되어있으며 7문항 3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의존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Cronbach's α

= .93이었다.

도구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 Instrumental 

activities daily of living)측정은 [34]가 개발한 도구를 바

탕으로 [22]이 우리나라 사람에 합하도록 번안한 도구

인 한국형 도구  일상생활 활동(K-IADL)을 이용하

다. 측정 항목으로는 몸단장하기, 집안일하기, 식사 비

하기, 세탁하기, 근거리 외출하기, 교통수단이용하기, 물

건사기, 리, 화사용하기, 약 챙겨먹기로 구성되

어 있으며 10문항 3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의존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Cronbach's α= .92 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7.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우울유무에 따른 일반  특성은 χ2 

- test로 분석하 다. 우울유무에 따른 일상생활수행능력

(ADL, IADL), 수면은 ANCOVA를 수행하 다. 한 우

울유무에 따른 ADL, IADL의 각 세부 항목별로 이변량 

로지스틱회귀분석, 인구사회학  변인은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  우울군은 231명(76.8%)으로 성별은 남

자 95명(31.6%), 여자 136명(45.2%)으로 여자가 많았고, 

정상군은 70명(23.2%)으로 성별은 남자 22명(7.3%), 여

자 48명(15.9%)으로 두 집단 간 성별 구성에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연령은 우울군의 경우 74세 미만 106명

(35.2%), 75-84세 미만에서 101명(33.6%), 정상군은 

75-84세 미만에서 37명(12.3%)로 가장 많았으며, 두 집

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종교는 우울군의 경우 불

교 91명(30.2%), 정상군은 기타 27명(9.0%)으로 가장 많

았고,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교육수 은 

우울군의 경우 등학교 졸업 91명(30.2%), 정상군은 무

학 32명(10.6%)로 가장 많았고,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

의하 다(p<.001). 동거형태는 우울군의 경우 배우자와 

산다 127명(42.2%), 정상군은 배우자와 산다 29명(9.6%)

로 가장 많았고,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 다

(p<.005). 생활비 부담은 우울군의 경우 자녀 95명

(31.6%), 정상군은 자녀 29명(9.6%)로 가장 많았고, 두 집

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생활비 수 은 우울군

의 경우 30만원 이하 114명(37.9%), 정상군의 경우 30만

원 이하 40명(13.3%)로 가장 많았고, 두 집단 간의 차이

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1>. 우울군과 정상군의 인구

사회학  특성을 비교한 결과 교육수 , 동거형태는 유

의한 차이가 있었고(p<.005), 성별, 연령, 종교, 생활비 부

담, 생활비 수 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1>.

3.2 우울군과 정상군 간 ADL, IADL, 수면의 

차이 비교

일반  특성에서 우울군과 정상군 간에 유의한 차이

를 보인 교육정도, 동거형태를 공변량으로 하고, 우울유

무에 따른 ADL, IADL, 수면의 차이를 ANCOVA로 알아

본 결과, 세 변수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우울군과 정상군 간 ADL 평균 수를 비교한 결과 우울

군 8.6±3.46 , 정상군은 7.3±0.94 으로 우울군의 일상생

활수행능력이 유의미한 수 으로 하되어 있었다

(p<.001). IADL 평균 수를 비교한 결과 우울군은 

14.0±6.69 , 정상군은 11.5±3.03 으로 우울군의 일상생

활수행능력이 유의미한 수 으로 하되어 있었다

(p<.001). 수면 평균 수를 비교한 결과 우울군은 

35.1±5.16 , 정상군은 39.6±6.69 으로 우울군의 수면이 

유의미한 수 으로 양호하지 않음을 나타냈다(p<.001) 

<표 2>. 

3.3 우울군과 정상군 간 세부적인 ADL, IADL

의 차이 비교

우울군과 정상군 간 ADL의 7개 세부항목,  IADL의 

10개 세부항목별로 비교하 다. ADL의 7개 세부항목의 

경우 우울군은 정상군에 비해 옷 입기(OR=42.9, P=.000), 

소변 조 (OR=0.4, P=.040)에서 보다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 고, IADL의 10개 세부항목의 경우 몸단장하기

(OR=18.7, P=.000), 교통수단 이용하기(OR=2.8, P=.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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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Depression

B S.E Wald df

Adjusted odds 

ratios

(95% CI)

P

ADL

옷입기 3.758 .780 23.214 1 42.9 (0.1-1.8) .000
***

세수나 양치질하기 -.166 .652 .065 1 0.8 (0.2-3.0) .799

목욕하기 -.467 .546 .731 1 0.6 (0.2-1.8) .393

식사하기 -.918 .733 1.569 1 0.4 (0.1-2.0) .210

이동하기 .019 .734 .001 1 1.0 (0.2-4.3) .979

화장실사용하기 .814 .830 .961 1 2.3 (0.4-11.5) .327

소변 조 -.925 .449 4.238 1 0.4 (0.2-1.0) .040
*

IADL

몸단장하기 2.930 .537 29.764 1 18.7 (0.1-1.0) .000***

집안일하기 -.222 .336 .437 1 0.8 (0.4-1.5) .509

식사 비하기 -.151 .341 .197 1 0.9(0.4-1.7) .657

빨래하기 .170 .311 .297 1 1.2 (0.6-2.1) .586

근거리 외출하기 -.233 .609 .146 1 0.8 (0.2-2.6) .702

교통수단 이용하기 1.037 .503 4.245 1 2.8 (1.1-7.6) .039*

물건사기 -1.227 .505 5.894 1 0.3 (0.1-0.8) .015*

리 .370 .323 1.311 1 1.4 (0.8-2.7) .252

화사용 -.542 .340 2.546 1 0.6 (0.3-1.1) .111

약챙겨먹기 .343 .514 .445 1 1.4 (0.5-3.9) .505

물건사기(OR=0.3, P=.015)에서 보다 많은 어려움을 호소

하 다<표 3>.

<표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01)

구분
M

(SD)
N(%) 

Non

depressed

N(%)

Depressed

N(%)
χ2 p

Gender  

  Male 117(38.9) 22(7.3) 95(31.6)
2.13 .093

  Female 184(61.1) 48(15.9) 136(45.2)

Age

  ≤74
75.4

(7.25)

131(43.5) 25(8.3) 106(35.2)

2.31 .315  75-84 138(45.8) 37(12.3) 101(33.6)

  85≤ 32(10.6) 8(2.7) 24(8.0)

Religion

Christianity 30(19.9)  16(5.3) 44(14.6)

2.54 .468
Catholicism 28(9.3) 5(1.7) 23(7.6)

Buddhism 113(37.5) 22(7.3) 91(30.2)

  other 100(33.2) 27(9.0) 73(24.3)

Educational level  

  Illiterateness 80(26.6) 32(10.6) 48(15.9)

19.05 .001
**

Elementary school 115(38.2) 24(8.0) 91(30.2)

  Middle school 50(16.6) 6(2.0) 44(14.6)

  High school 37(12.3) 5(1.7) 32(10.6)

  University 19(6.3) 3(1.0) 16(5.3)

living arrangement 

  Solitude 96(31.9) 28(9.3) 68(22.6)

13.30 .004**
  Spouse 156(51.8) 29(9.6) 127(42.2)

  married Children 42(14.0) 8(2.7) 34(11.3)

unmarried  Children 7(2.3) 5(1.7) 2(0.7)

marital status 

  married 214(71.1) 51(16.9) 163(54.2)

1.17 .558  bereavement 75(24.9) 15(5.0) 60(19.9)

  other 12(4.0) 4(1.3) 8(2.7)

living expenses burden

  Personally 103(34.2) 25(8.3) 78(25.9)

.16 .984
  Spouse 29(9.6) 7(2.3) 22(7.3)

  Children 122(40.5) 27(9.0) 95(31.6)

  Grant 47(15.6) 11(3.7) 36(12.0)

living expenses

  ≤ 300,000 154(51.2) 40(13.3) 114(37.9)

1.67 .644
  ≤ 500,000 70(23.3) 13(4.3) 57(18.9)

  ≤ 1,000,000 38(12.6) 9(3.0) 29(9.6)

  ≤ 1,500,000 39(13.0) 8(2.7) 31(10.3)

 

<표 2> Difference of ADL, IADL between respondents 
with Depression and those without 
depression                         (N=301)

구분
Total 

M(SD)

Non

depressed

M(SD)

Depressed

M(SD)
df M2 F p

Depression 9.4(4.23) 3.1(1.68) 11.4(2.54) 1 1259.4 237.4 000***

ADL 7.6(1.94) 7.3(.94) 8.6(3.46) 1 38.7 44.430 .000***

IADL 12.1(4.30) 11.5(3.03) 14.0(6.69) 1 270.9 17.041 .000***

Sleep 38.6(6.65) 39.6(6.69) 35.1(5.16) 1 401.2 9.885 .001**

<표 3> Comparisons of ADL, IADL between 
respondents with Depression and those 
without depression                  ( N=301)

3.4 우울한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종교, 교육수 , 동거형태, 생활비 부담, 생

활비 수  등의 변인을 통제하 을 때, 동거형태는 미혼

자녀와 사는 경우가 혼자 살거나(OR=0.1, P=.014), 배우

자(OR=0.1, P=.002) 는 기혼자녀와 사는 경우(OR=0.1, 

P=.013)보다 우울 험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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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Odds ratios of general characteristics for 
depression                          (N=301)
구분

Depression

Adjusted odds ratios(95% CI) P

Gender

   Male 0.8 (0.4-1.8) .650

   Female 1 .

Age

   ≤74 0.8 (0.3-2.4) .702

   75-84 1.2 (0.4-1.5) .658

   ≥85 1 .

Religion

Christianity 1.0 (0.4-2.2) .951

Catholicism 0.6 (0.2-1.8) .321

Buddhism 0.6 (0.3-1.2) .127

  other 1 .

marital status 

   married 1.5(0.3-7.4) .643

   bereavement 2.1(0.9-4.8) .094

   other 1

Educational level

   Illiterateness 4.2 (0.9-18.4) .059

Elementary school 1.6 (0.4-6.9) .513

   Middle school 0.8 (0.2-3.8) .732

   High school 1.1 (0.2-5.5) .953

   University 1 .

Living arrangement 

   Solitude 0.1 (0.1-0.6) .014*

   Spouse 0.1 (0.0-0.3) .002
*

   married Children 0.1 (0.0-0.6) .013*

   unmarried Children 1 .

Living expenses burden

   Personally 1.9 (0.7-5.0) .200

   Spouse 2.8 (0.7-11.0) .134

   Children 1.2 (0.5-3.0) .689

   Grant 1 .

Living expenses

   ≤ 300,000 1.0 (0.4-2.8) .978

   ≤ 500,000 0.8 (0.3-2.6) .764

   ≤ 1,000,000 1.0 (0.3-3.5) .969

   ≤ 1,500,000 1 .

4. 고찰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 을 이용하는 노인을 상으

로 우울유무에 따른 일반  특성, 일상생활수행능력

(ADL, IADL)과 수면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 고, 일상

생활수행능력의 세부 인 역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하 다.

본 연구 상자는 우울군은 231명(76.8%), 정상군은 

70명(23.1%)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재가노인의 경우 우

울증상을 50.0% - 79.2%정도 차지한다는 선행연구 송민

선 등[14], 유수정 등[25], 정 미[27]의 결과와 일치한다. 

우울군의 성별은 남자 95명(31.6%), 여자 136명(45.2%)

으로 여자가 많았는데 이는 선행연구 김혜령[8],노명선 

등[9], 이 재 등[21] 장성옥 등[28], 조성진 등[29],  

Alexapoulos 등[30]의 결과와 일치하나 성별 간에 우울

유무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사별노인을 상

으로 노인복지 을 이용하는 노인을 상으로 한 김동배 

등[4], 김옥수 등 [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여성노인을 심으로 한 다양한 건강증진 로그

램의 마련과 간호서비스의 제공을 강조하 던 기존 연구

들과 상의한 결과로 남성 노인의 우울에 한 심과 

한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본 연구 상자 우울군과 정상군의 사회학  특성을 

비교한 결과 동거형태의 경우 우울군은 배우자와 산다가 

127명(42.2%)으로 가장 높았으나, 동거형태의 세부항목

별 비교 험도를 분석한 결과 미혼자녀와 사는 경우가 

배우자와의 살거나, 혼자 는 기혼자녀와 사는 경우보

다 우울 험정도가 높았다. 이는 혼자 사는 경우가 가족

과 함께 사는 경우보다 우울 유병률이 높게 나타난 선행

연구 서경  등[12], 신희  등[16], Gureje 등[33]의 결과

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를 사회구조 인 측면에서 살펴

보면, 연구 상자는 경제성장  산업화의 향으로 가

족 심보다는 일 심의 삶을 살아온 세 로써 노년기

에 가족 심으로 삶의 환은 배우자에게는 스트 스 

요인으로 작용하 으리라 사료되며, 성장한 미혼자녀와 

사는 경우 세  간 생활양식  가치 의 차이로 인하여 

노인 우울에 더 큰 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한 추후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 상자 우울군과 정상군의 일상생활수행능력

(ADL)을 비교한 결과, 우울군이 정상군보다 ADL이 

하되어 있음을 나타냈고, ADL을 각 세부항목별로 살펴

보면 정상군보다 우울군에서 옷입기(OR=42.9, P=.000)와 

소변 조 (OR=0.4, P=.040)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노인에서의 신체활동정도는 우울과 한 련성

이 있다는 선행연구 윤수진 등[26], Tran 등[37],  Waern 

등[38]의 결과와 일치하며, 우울이 심각할수록 ADL이 낮

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강은정[1], 고윤순 등[2], 송민선 

등[15], 이 재 등[21], 유성호[23]의 결과에 있어서도 일

치한다. ADL은 노인이 자립 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

한의 능력으로서 노인의 기능수 평가에 가장 요한 부

분이며 신체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정신 인 건강상태

도 반 한다[13, 35]. 이에 따라 노인의 신체 , 정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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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의 유지  향상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한 방안

으로 노인복지 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여가활동 로

그램  일상생활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로그램을 개

발하고 상자에게 용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한 

노인복지 은 비교  건강한 남․녀 어르신이 함께 참여

하는 장소이므로 노년기에 자주 발생하는 뇨실   실

변으로 인한 소변 리에 한 로그램의 개발과 

용은 ADL과 노인 우울에 정 인 향[19]을 미칠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상자 우울군과 정상군의 도구  일상생활수

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을 비교한 결과, 우울군이 정상군보다 IADL이 하되어 

있음을 나타냈고, IADL을 각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우

울군에서 몸단장하기(OR=18.7, P=.000), 교통수단 이용

하기(OR=2.8, P=.039), 물건사기(OR=0.3, P=.015)에서 보

다 많이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군이 정

상군보다 IADL이 하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

다[11, 15, 26]. 그러나 여연옥[18]의 연구에서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은 교통수단 이용하기, 물건사기, 화사용에서 

가장 의존도 높았고, 다음으로  집안일 하기, 식사 비, 

리,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 약 챙겨먹기, 몸단장 

순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몸단장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물건사기의 순으로 나타나 일치하지

는 않았다. 김동배 외[4]는 IADL을 신체 , 인지 으로 

구분하여 우울군의 경우 인지  IADL 항목 즉 약 챙겨먹

기, 화사용하기를 어려워하고, 신체  IADL 항목 즉 

집안일하기, 식사 비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근거리 

외출하기, 리에서는 우울여부에 따른 수행능력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울군

의 경우 신체  IADL 항목 즉 에서 몸단장하기, 교통수

단 이용하기, 물건사기에서 어려움을 나타내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IADL은 독립 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

한 보다 높은 차원의 기능을 말하는 것으로[22], 노인복

지 을 이용하므로서 수행해야 할 일상 인 활동으로 몸

단장하고,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물건을 사야 하는 것은 

정상군보다는 우울군에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우울 노인을 상으로 한 다양한 신체활동  일상

생활기술훈련 로그램의 개발과 용은 IADL과 우울에 

정 인 향[12]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상자 우울군과 정상군의 수면을 비교한 결

과 우울군에서 수면이 양호하지 않음을 나타냈다

(p<.001). 노인이 되면 수면양상이나 수면의 질에서 상당

한 변화가 래되어 수면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으나[36], 수면장애가 심할수록 우울증상도 심하다고 

보고한 박승미 등[10]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는 일치하

다. 우울군의 경우 수면양상은 잠들기의 어려움, 새벽

에 일  일어남, 얕은 수면, 잦은 각성, 주  수면부족, 

수면효율 감소 등이 나타난다[7]. 이에 노인들은 수면증

진을 한 방안으로 음주, 독서, 기도, 공상, TV시청 등 

수면을 해하는 부 하거나 소극 인 방법을 행하고 

있었다[12]. 매일 이용하는 노인복지 에서 하고 

극 인 수면증진을 한 교육  신체활동 로그램의 개

발  용이 필요하며, 근본 으로 노인 우울에 한 

심을 가지고 구체 인 방  리 책 마련이 시 하

다 하겠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가활동 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

복지 을 이용하는 노인의 우울여부를 악하여 우울군

과 정상군의 일반  특성, 일상생활수행능력(ADL, 

IADL), 수면을 악하고, 두 군 간의 차이  비교 험도

를 분석함으로써 우울을 가지고 있는 노인의 일상생활수

행능력(K-ADL, K-IADL)  수면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 인 재방안을 마련하는데 기 자료를 제

공하고자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상은 D시, M시 

각각의 일개 노인복지 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301명으로,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29

일까지 하 으며, 연구도구는 단축형 노인 우울척도, 일

상생활수행능력(K-ADL, K-IADL), 오진주 등[17]이 개

발한 수면 측정 도구를 사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목 에 따라 χ2- test, 

t-test, ANCOVA, 이변량 로지스틱회귀분석, 다항 로지

스틱회귀분석으로 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군은 231명(76.8%), 정상군은 70명(23.2%)

이었으며, 성별은 남자보다 여자가 두 군 모두에서 많았

다. 연령은 평균 75.4±7.25세 이었으며, 우울군과 정상군

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비교한 결과 교육수 , 동거형

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5), 성별, 연령, 종교, 생

활비 부담, 생활비 수 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일반  특성에서 우울군과 정상군 간에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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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인 교육정도, 동거형태를 공변량으로 하고, 우

울유무에 따른 ADL, IADL, 수면의 차이를 ANCOVA로 

알아본 결과, 세 변수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우울군에서 ADL, IADL의 수 이 하되어 있었으

며, 수면도 양호하지 않음을 나타냈다(p<.001). 

셋째, 우울군과 정상군 간 ADL의 7개 세부항목,  

IADL의 10개 세부항목별로 비교한 결과, ADL의 7개 세

부항목의 경우 우울군은 정상군에 비해 옷 입기

(OR=42.9, P=.000), 소변 조 (OR=0.4, P=.040)에서 보

다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 고, IADL의 10개 세부항목의 

경우 몸단장하기(OR=18.7, P=.000), 교통수단 이용하기

(OR=2.8, P=.039), 물건사기(OR=0.3, P=.015)에서 보다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 다.

넷째, 성별, 연령, 종교, 교육수 , 동거형태, 생활비 부

담, 생활비 수  등의 변인을 통제하 을 때, 동거형태는 

미혼자녀와 사는 경우가 혼자 살거나(OR=0.1, P=.014), 

배우자(OR=0.1, P=.002) 는 기혼자녀와 사는 경우

(OR=0.1, P=.013)보다 우울 험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여가활동 로그램을 수행

하는 노인복지 에서 이용 노인을 상으로  건강증진 

략을 수립하고자 할 때 노인의 우울여부를 고려하여 

일상생활수행능력의 향상과 수면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

는 다양한 교육  신체활동 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할 수 있으며, 우울 재 로그램을 개발  용하고 

그 효과를 악하는 확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을 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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