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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지역사회 노인의 우울과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10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며 D시에 소재한 노인복지관 두 곳과 문화센터 
1곳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286명을 임의표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0.0의  t-test, ANOVA,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우울은 20.47점, 대인관계는 21.27점, 사회적 지지는 20.92점, 
건강증진행위는 111.69점이었다. 우울은 대인관계(r=-.283, p<.000), 사회적 관계망(r=-.391, p<.000), 건강증진행위와
(r=-.611, p<.000)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대인관계와 사회적 관계망(r= .353, p<.000) 및 건강증진행위는(r= 
.372, p<.000)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우울과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는 조절효과가 없었으나(β
=.380, p=.135)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가 있어(β=.448, p=.011) 지역사회 노인의 우울과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지역사회 노인들의 건강증진행위를 유도하고 지속하
도록 하는 데 있어 사회적 지지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을 제안하는 바이다. 
주제어 : 노인, 우울, 대인관계, 사회적 지지, 건강증진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moder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 an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s in the elderly. The participants were 286 
elderly using two elderly welfare centers and one cultural center in D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12th to 20th December, 2016, and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20.0. The 
result were as follows; The result were as follows; 1) Mean score of variables was Depression: 20.47, 
interpersonal relationship: 21.27 points, social support: 20.92 points,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111.69. 2) 
Depression had negative relationship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r=-.283, p<.000), social network (r=-.391, 
p<.000), health promotion behaviors(r=-.611, p<.000),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d positive relationship 
with social support(r=.353, p<.000)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r=.372, p<.000) significantly. 3) Social 
support had a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s(β=.448, 
p=.011), while interpersonal relationship did not show moderation effect(β=.380, p=.135). Based on these 
results, health program for elderly including social support is recommended to promote health behavior of the 
elderly in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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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회의저출산고령화현상이지속되면서 2015년

65세이상노인인구는 657만명으로전체인구의 13.2%를

차지하였고, 206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 노인인구의증가는사회적으로노동력의감소와

의료비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를 가중시키는데, 65세 이

상의 노인의료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간강보험진

료비의 37.8%를 차지하였으며 2005년에비해 3.7배 증가

하였으며, 2030년에는 1인당 노인의료비는 현재보다 2.1

배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2].

이 중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이슈가 노인우울로 보건

복지부 보도자료(2015)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33.1%가 우울증상을 지니고 있으며, 10.9%가 자살을 생

각해본적이있다고응답하였고, 그 중자살을시도한응

답자는 12.5%로조사되었다. 연령이높을수록, 소득이낮

을수록, 여성 노인에게 우울증상이 있는 비율이 높았다

[3]. 우울은 노인에게 가장 일어나기 쉬운 정서반응으로

서노인은신체적쇠퇴, 역할상실, 능력감퇴, 사회적접촉

의감소와고립, 배우자사망, 동년배의죽음등으로다른

연령에 비하여 우울증 유발의 가능성이 높다[4]. 노인의

우울증은노인의감정상태를불안정하게하며무기력증,

신경쇠약, 알 수없는슬픔, 자존감상실및수면장애등

의정신적문제를일으킬뿐아니라[5], 우울로인한활동

량의 감소는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6,7],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킨다[8]. 더

욱이 지속적인 건강증진행위로 건강한 노년을 영위해야

함이 중요한 시기에 노인우울은 신체 건강에 나쁜 영향

을 미치거나 질병에 민감하게 하므로[9] 더욱 주의깊은

관리를 요한다.

한편, 노년기에있어서사회적지지는우울에대한부

정적생활사건의효과를중재하는요인으로작용하며특

히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을 완충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보고되고있다[10]. 사회적지지는주변의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받은심리적격려와정보에대한도움을

일컫는 것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기본적인 인간의

사회적욕구인관심, 사랑, 인정, 용납, 이해, 도움을받고

자 하는 심리가 충족됨으로써 이루어진다[11]. 노년기가

되면사회적상호작용이줄고관계망의크기가축소하여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며 이는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노인의 활발한 사회

참여는 사회적 연결망의 강화와 사회적 지지 자원의 증

대를 통하여 노인의 건강에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된다

[12].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경로는

첫째, 의미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시켜 줌으로써

고립을 막아주며, 둘째, 노인의 실제적 일상생활, 즉, 정

보, 조언, 교통편의 등과 같은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셋째, 노인에게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치료를 계속하도

록조언함으로써노인의건강유지에도움을준다[13]. 선

행연구에서사회적지지에대한만족도가높은노인일수

록 우울수준이 낮고 높은 수준의 안녕감을 느끼는 반면

[14]. 신체적 상태나 정신적 상태가 열악한 노인에게서

사회적 지지가 낮을 경우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에 더

욱 취약해져 우울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15].

또한, 사회적 관계망이 높을수록 노인의 우울감을 완화

시켜삶의만족도가높았고[16] 사회적관계망이높은노

인은 우울이 높더라도 삶의 만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

고있어사회적관계망이조절효과로서영향력이있음을

보고하고있다[17]. 이처럼여러연구에서노인의사회적

지지와우울은밀접한관계에있음을입증하였고사회적

지지가노인의삶의만족도를높여주고우울을감소시키

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

와 노인의 건강 및 건강행위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로

Park 등(18)은 사회적지지가높은노인은건강생활을잘

실천한다고 하였고 해외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

가 면역과 신체기능을 향상시켜주거나 보호해준다는 결

과를제시하였다[19]. 그러나이들연구는노인의건강행

위를 파악함에 있어 행위의 실천에만 한정되어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우울과 총체적인 노인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

에 있어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다시 한 번 검증해 볼 필

요가있다. 또한, 사회적지지와관계망을통한대인관계

가노인의건강증진행위에미치는영향을알아볼필요도

있는데, 노인은 개인적으로 적응해 온 대인관계의 패턴

을쉽게변화하려하지않아과거에했던행동과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특성을 가지므로, 새로운 환경을 접

할 때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최근노인인구의증가와더불어중요

한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우울과 건강증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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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관계에있어사회적지지와대인관계의조절효과를

파악하고이를통하여지역사회노인의건강관련기초자

료를 제시하며, 추후 노인우울의 중재프로그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당뇨

우울과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인관계와 사

회적지지의조절효과를파악하기위함으로구체적목적

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우울, 건강증진행위, 대인

관계,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확인한다.

2) 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우울과건강증진행위

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우울과 건강증진행위, 대인관계 및 사회

적 지지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우울과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인관계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우울과 건강

증진행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대인관계의 조절효

과를검정하기위한서술적조사연구로서도식화한연구

설계는 [Fig. 1]과 같다.

[Fig. 1] Study design of this research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6년 10월 12일부터 2015년

12월 20일까지로서, D시의노인종합복지관두곳과문화

센터한곳을이용하는 65세 이상의남녀노인을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 연구

의 목적과 연구참여자의 익명성 보장, 연구에의 참여를

원치않을경우언제라도철회가가능한점등을설명하

였으며, 이에 동의한 대상자에게서만 연구 설명서와 연

구 참여 동의서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설문지를 배부

하였다. 수집된자료는총 300부였으나, 부적절하거나미

완성된설문지 14부를제외하고최종 286부를분석에이

용하였다. G*Power 3.1 프로그램을 통하여 유의수준(α)

.05, 중간효과크기(f2) .15, 검정력 (1-β) .90으로 설정하

고분석에필요한변수 2개를투입하여회귀분석에필요

한 연구대상자 수를 산출하였을 때 88명의 대상자가 요

구되었으며, 탈락률 30%를고려하더라도자료분석을위

하여 충분한 대상자 수이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을파악하기위해나이, 성

별, 학력, 종교, 동거가족(가족 형태), 배우자 유무, 만성

질환 유무, 월소득을 파악하였다.

2.3.2 노인우울
대상자의 우울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Yesavage,

Brink, Rose, Lum, Huang & Avey[20]의 노인우울척도

(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 Scale: GDS)와 Sheikt

& Yesavage[21]의 노인우울 척도(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 Scale-Short Version: GDS-S)를 Pyun[22]이

한국 노인에 맞게 8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을 5점 척도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우울한 기분, 불안, 절망, 허

무, 무기력, 불행, 불편, 죽음에 대한 감정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40점 만점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함

을 의미한다. 변호순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7점이었다.

2.3.3 대인관계
Schlein 등[25]에 의하여 제작된 ‘대인관계 변화 척도

(RCS: Relationship change Scale)'를Mun[26]이 우리나

라실정에맞도록한국어로번안한것을 Park[27]이선별

하여 활용한 것을 이용하였다. 7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

도로서 점수가높을수록 대인관계가양호함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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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7이었고, 본 연구

에서 .80이었다[17].

2.3.4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Lubben[23]이 노인

연령층에적합하도록만든사회적관계망도구를 Lee 등

[24]이 한국어판으로 번역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

한도구를사용하였다. 모두 10문항이며, 각 문항은최저

0점에서최고 5점의 6점 Likert척도로구성되어있다. 50

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높

은것을의미하며, 개발당시신뢰도는 Cronbach's α=.7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76이었다.

2.3.5 건강증진행위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Choi &

Kim[28]이 한국노인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반영하여 개

발한도구를사용하였다. 이는노인의신체적, 정서적, 사

회적, 영적 영역이 포함된 건강태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노인다운 마음유지’, ‘관계망 형성’, ‘체력

우지하기’, ‘평안한마음유지’, ‘적절하게일을하기’, ‘적당

하게몸을움직이기’, ‘신앙생활하기’, ‘몸의휴식’의 8가지

하위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총 33문항의 4점 척도로 구

성되어있어최저 33점에서 132점사이에분포한다. 원도

구의신뢰도는개발당시 .91이었고본연구에서 .94였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일반적특성, 우울, 대인관계, 사회적지지

와 건강행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과 건강증진행

위, 대인관계, 사회적 지지의 차이는 t-test 및

ANOVA로 구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Scheffe를

이용하였다.

3) 대상자의 우울, 대인관계, 사회적 지지와 건강증진

행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우울과건강증진행위간의관계에서대인

관계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Table 1＞과 같으

며, 대상자 308명 중남성은 123명(43.0%), 여성은 163명

(57.0%)이었고연령은 65-74세가 174명(60.8%), 74세-84

세가 99명(34.6%), 85세 이상이 13명(4.5%)을 차지하였

다. 대상자 중 40.9%는 무학 내지초등학교 졸업으로 조

사되었으며,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이 159명으로

55.6%를 차지하였고월수입은 42.3%의 대상자가 50만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상자의 우울점수는

20.47점, 대인관계 점수는 21.27점, 사회적 지지는 20.92

점, 건강증진행위는 111.69점으로조사되었다＜Table 1＞.

3.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건강증진행위, 대인관계 및 사회적 지지

3.2.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대상자의 우울은 연령, 교육정도, 가족형태, 월소득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74-84세가 85세 이상보다(p<.005),

무학인 자가 중졸 및 고졸 학력자와 대졸이상 학력자보

다(p<.000), 독거노인과 시설거주 노인은 배우자와 사는

노인보다(p<.000), 월소득이 50만원미만인자는그이상

인 노인보다 유의하게(p<.000) 우울점수가 높았다

＜Table 1＞.

3.2.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는 연령, 가족형태, 월수입에

따라유의한차이가있었다. 75세 미만의노인은 75세 이

상의노인보다건강행위를많이하는것으로(p<.000) 나

타났으며, 자녀 또는 배우자와 사는 노인은 시설거주노

인보다(p<.000), 월수입이 50만원이상인노인은그이하

인 노인보다 유의하게(p<.000) 건강증진행위 점수가 높

았다＜Table 1＞.

3.2.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대상자의대인관계는월수입에따른차이를보였으며,

월수입 150만원 이상인 노인은 월수입 50만원미만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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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다 유의하게(p<.005), 대인관계 점수가 높았다

＜Table 1＞.

3.2.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대상자의 사회적 관계망은 가족형태, 월수입에 따른

차이가있었다. 배우자와사는노인은시설거주노인보다

(p<.000), 월수입 150만원 이상인 노인이 월수입 50만원

미만의노인보다유의하게 (p<.005), 사회적관계망점수

가 높았다.＜Table 1＞.

3.3 우울, 건강행위, 대인관계, 사회적 지지와 
건강증진행위 간의 관계

대상자의우울, 대인관계와사회적지지와건강증진행

위간의 관계는 ＜Table 4＞와 같다. 우울은 대인관계

(r=-.283, p<.000), 사회적 관계망(r=-.391, p<.000), 건강

증진행위와(r=-.611, p<.000) 유의한음의상관관계를보

였으며, 대인관계와 사회적 관계망(r= .353, p<.000) 및

건강증진행위는(r= .372, p<.000)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

Dep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

Social Network

Interpersonal
Relation

- .283 1
(p<.000)

Social Network
- .391 .353 1
(p<.000) (p<.000)

Health
Behavior

- .611 .372 .446
(p<.000) (p<.000) (p<.000)

<Table 2>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Social 
Support, Interpersonal Relation, and 
Health Behavior                      (N=286)

3.4 우울과 건강행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3.4.1 대인관계의 조절효과
우울과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조절

효과를분석한결과는＜Table 3＞과같다. 1단계에서우

울과건강행위는통계적으로유의한인과관계가있어우

울할수록 건강행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에서 조절변수인 대인관계를 투입하였을 때 대인관계가

건강행위에 유의한 영향을(β=.216, p=.000)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건강증진행위는 증가하

Characteri
stic

Categories n(%)

Depression
Health promotion
behavior

Interpersonal relation Social support

M±SD
t(p) or
F(p)/
Scheffe

M±SD
t(p) or
F(p)/
Scheffe

M±SD
t(p) or
F(p)/
Scheffe

M±SD
t(p) or
F(p)/
Scheffe

Gender
Male 123(43.0) 19.46±5.738

-2.550(.011)
119.23±17.410

1.027(.305)
21.10±3.595

-.709(.479)
20.88±6.553

-.099(.921)
Female 163(57.0) 21.22±5.796 122.33±16.527 21.40±3.527 20.96±6.728

Age
65-74a 174(60.8) 19.51±5.265

6.176(.002)
b>a

123.04±15.598
7.163(.000)
a>b

21.52±3.630
1.126(.326)

21.01±6.494
.066(.936)74-84b 99(34.6) 21.92±6.280 116.18±18.966 20.85±3.512 20.84±7.079

≧85c 13(4.5) 22.15±7.128 111.46±10.604 21.15±2.609 20.38±5.470

Education
Level

None-Elementary
schoola

117(40.9) 22.32±5.782
8.780(.000)
a>c, a>d

117.42±17.346

2.623(.051)

20.61±3.434

2.860(.037)

20.32±7.511

2.906(.035)Middle schoolb 37(12.9) 20.51±5.680 121.95±16.318 22.08±3.677 18.84±5.762
High schoolc 79(27.6) 19.34±5.554 120.05±17.783 21.37±3.333 21.81±6.089
≧ Colleged 53(18.5) 18.00±5.196 125.06±14.709 22.02±3.851 22.83±5.485

Type of
Family

Live alonea 51(17.8) 22.71±5.580

9.821(.000)
a>b, d>b

116.39±19.060

6.196(.000)
b>d, c>d

20.67±3.241

2.146(.095)

19.71±7.049

6.376(.000)
b>d

Live with spouseb 159(55.6) 18.94±5.450 122.96±15.443 21.50±3.489 22.07±6.287
Live with childrenc 69(24.1) 21.94±6.082 118.57±17.746 21.46±3.913 20.00±6.188
Live with
group(facility)d

7(2.4) 24.14±2.610 99.57±7.020 18.57±2.149 12.86±8.572

Financial
State(won)

<500,000a 121(42.3) 22.24±5.512
13.423(.000)
a>b, a>c

115.52±16.358
8.104(.000)
b>a, c>a

20.60±3.632
3.968(.020)
c>a

20.11±7.105
3.141(.045)
c>a

≤500,000
～＜1500,000b

90(31.5) 20.11±5.531 123.79±15.324 21.64±3.533 20.70±6.180

≥1500,000c 75(26.2) 18.03±5.775 123.22±18.485 21.91±3.301 22.51±6.198
Total 20.47±5.826 111.69±19.811 21.27±3.553 25.68±8.362

<Table 1> Difference of depression, health promotion behavior, interpersonal relation, social support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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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하지만, 3단계에서우울과대

인관계의 상호작용 항의 β값이 .380(p=.135)로 유의하지

않아 대인관계가 노인의 우울과 건강증진행위간의 조절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4.2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우울과건강증진행위와의관계에서사회적지지의조

절효과를분석한결과는＜Table 4＞와같다. 1단계에서

우울과 건강행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었

으며, 2단계에서 사회적지지변수를투입하였을때 통계

적으로 유의하여(β=.244, p=.000) 우울을 통제하였을 때

사회적지지가건강행위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

다. 또한, 3단계에서 우울과 대인관계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을때설명력은 43.8%로, 우울과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 변수가 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하여 (β= .448,

p=.011) 우울과 건강증진행위간에완충작용을하는조절

효과를 나타내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중요한 건

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우울과 건강증진행위간의

관계에있어사회적지지와대인관계의조절효과를파악

하기 위하여 시도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얻은 주요한 결

과들을 바탕으로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논하

고자 한다.

첫째, 대상자의우울은연령, 교육정도, 가족형태, 수입

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74-84세가 85세 이상보다, 무학

인자가중졸및고졸학력자와대졸이상노인보다, 독거

노인 또는 시설거주노인은 배우자와 사는 노인보다, 월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자는 그 이상인 노인보다 유의하

게 우울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력 및 가족

형태, 수입에 따라 우울에 차이를 보였던 선행연구 결과

와 일치하는 것으로[29-31] 학력은 노인의 생활수준과

소득과 관련이 있고 이는 노인의 생활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울수준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Variable B R2 Additional R2 F p

Step 1

Depression -.611*** .374 .372 168.983 .000

Step 2

Depression -.550*** .417 .413 100.838 .000

Interpersonal Relation .216***

Step 3

Depression -.1.030*** .424 .418 68.981 .000

Interpersonal Relation -.060

Depression×Interpersonal Relation .489

<Table 3> The moder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                                             (N=286)

Variable B R2 Additional R2 F p

Step 1

Depression -.611*** .374 .372 168.983 .000

Step 2

Depression -.516*** .424 .420 103.993 .000

Social support .244***

Step 3

Depression -.875*** .438 .432 72.889 .000

Social support -.176

Depression×Social support .448*

<Table 4>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N=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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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수의 연구에서 배우자의 유무는 노인의 우울에 영

향을미치는것으로조사되었는데[29,30], 특히, 배우자지

지가자녀지지보다노인건강에더중요한영향을미쳤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것으로[32], 배우자는 자녀와는 다르

게 동시대에 인생을 함께한 동반자로서 생을 마감하는

단계인 노년기에 있어 큰 의미를 갖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는 연령, 가족형태, 월수

입에따라유의한차이가있었다. 75세 미만의노인은 75

세 이상의 노인보다 건강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자녀와 살거나 배우자와 사는 노인은 시설거주

노인보다, 월수입이 50만원 이상인 노인은 50만원 미만

인 노인보다 유의하게 건강증진행위 점수가 높았다. 이

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로서 Kim[33]의 연구에서 건

강관리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은연령, 학력과만

성질환여부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체중관리나 운동의

가능성이 떨어지고 학력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건강관리

를할가능성이높았던결과와일치한다. 또한, 소득수준

에 따라 건강행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연구결과[34]

및 배우자 또는 자녀와 사는 노인에게서 독거노인에 비

하여 건강행위 점수가 높았던 결과와 일치하였다[29,30].

이러한결과는최근증가하고있는독거노인과시설거주

노인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다양하고지속적인사회적지지체계를마련하

고 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독거노인의 우울을 중재하

고 건강증진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함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대상자의 대인관계와 사회적 지지는 대상자의

월수입과 관련이 있었고 월수입 150만원 이상인 노인은

50만원 미만인 자에 비하여 대인관계와 사회적 관계망

점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선행연구에서 노인의대인관계가성별, 연령, 교

육수준, 동거형태 및 월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

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수입이

많을수록 대인관계가 높았다고 보고한 결과[35]와 일치

하는것으로직업과경제력이있는경우역할에따른사

회적 관계가 형성되어 사회적 연결망의 폭이 더욱 넓어

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넷째, 우울과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가 노인의 우울과 건

강증진행위간의조절효과를보이지않았으나, 사회적지

지는 우울과 건강증진행위간에 완충작용을 하는 조절효

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건

강증진행위에긍정적영향을주었던연구결과와일치하

는 것으로[36] 사회적 지지의한 형태로서 사회활동참여

가높을수록우울이낮아지는경향이있었으며[37], 종교

활동 참여는 노인에게 있어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오는

우울, 불안, 외로움등부정적심리를완화시키는데기여

한다고하였다[38]. 이처럼노인건강문제가개인적, 사회

적 차원에서 지니는 중요성과 심각성으로 인해 노인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방안의 하나로 노인 여가 활동의

참여와 증진에 많은 관심이 기울이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노인의여가활동은노인건강에직접적으로영향

을 미칠 뿐 아니라 가족지지의 매개를 통하여 간접적으

로 노인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9].

McTeer and Curtice[40]의 연구에서 노인들의 여가스포

츠참여로인한사회관계망및사회적지지는심리적안

녕감을높였으며, Gottlieb[41]의 연구에서노인의여가활

동으로 인한 사회적 지지자원의 증대는 건강과 심리적

복지감을 높여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최근 우리 사회

에서도 복지관 및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원예치료, 웃음

치료, 그림요법,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

어노인의사회참여를돕고적당한신체적활동및긍정

적 정서를 유발함으로써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돕는데기여하고있다. 그러나, 형편이매우어렵거나거

동이불편하여이러한프로그램에참여하지못하는노인

들에대한지역사회의관심과지지체계도마련되어야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우울은 노인의 건강증진행위를 방

해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역으로 Seo[42]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건강증진행위가 우울을 낮추는데 효

과적임을 제시하였으며, 노인의 적당한 운동, 좋은 영양,

금연,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건강증진행위가 우울을 낮

추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은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있음을 제

시하였으므로[43] 건강증진행위와우울간의관계를재검

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우울과 건강증진행위에 있어서 대

인관계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추후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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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는데에그의의가있다. 그러나, 본연구는횡단연

구로서 노인들의 우울과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에 있어

사회적지지와대인관계의조절효과를더알아보기위해

종단연구를진행하여그인과관계를명확히파악할필요

가있다. 또한, 조사대상지역이일부지역에국한되어있

어표본의대표성문제를극복하지못하였으므로연구결

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이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중요한 건

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우울과 건강증진행위간의

관계에있어대인관계와사회적지지의조절효과를파악

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조사결과, 대상자의 우울은 연

령, 교육정도, 가족형태, 수입에 따른 차이를 보였고, 대

상자의 건강증진행위는 연령, 가족형태, 월수입에 따라

유의한차이가있었다. 우울과건강증진행위와의관계에

서 대인관계는 노인의 우울과 건강증진행위간의 조절효

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사회적 지지는 우울과 건강증진

행위간에 완충작용을 하는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우울과 건강증진행위에 있어서 대인관계

와사회적지지의조절효과를검증함으로써추후노인건

강증진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는데에그의의가있다. 그러나, 노인들의우울과건강증

진행위와의관계에있어사회적지지와대인관계의조절

효과를 더 알아보기 위해 추후 종단연구가 시행될 필요

가 있으며, 소외된 노인의 우울을 완화하고 건강증진행

위를유도하기위한지역사회의적극적인지지체계가마

련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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