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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는남여 65세 이상계획된운동이자아효능감, 우울, 생활만족도에어떤영향의크기가있는지 2004-2014년

국내외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 관련 14문헌을 토대로 메타분석법을 통하여 신뢰성 높은 통합적인 자료 제시에 있다. 노인

피험자 대상은 계획된 운동 경험이 없는 문헌을 선정하였다. 또한 운동기간은 12주-24주 사이이며, 매주 3회씩 한회 50분

정도의운동량이었다. 운동 강도는피험자가평소하던유산소성운동이었다. 노인의계획된 운동은운동전에비하여 후에

자아효능감의평균효과크기는 0.793(26.1%증가), 우울은–0.91(31.9%감소), 생활만족도는 1.506(43.4%증가)로 큰영향이있

는크기이었다. 이는운동전의심리적변인이계획된운동후에우울감은낮추고자아효능감과생활만족도에긍정적인큰

영향을미친다는 의미이다. 노년기에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위해서는 원활한 움직임이 지속가능하도록구체적인

자료 제공과 적극적인 독려가 병행되어야 하겠다. 이 결과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적절한 운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동기부여

자료가될것이며, 여성나아가연령별로구체적인자료가더제공되어예방의학적건강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실질적인

자료가 많이 확충하여야 하겠다.

주제어 : 계획된 운동, 자아효능감, 우울, 생활만족도, 메타분석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effects of planned exercise over the age of 65 in male and female 
with regard to their self-efficacy,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literatures of 14 master and doctoral 
dissertations published between 2004 and 2014. The subjects with program exercise habit were chosen considering 
the generalization of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subjects. The exercise duration was 50 minutes for 3 times 
a week for 12 to 24 weeks. Exercise intensity was an optimal aerobic exercise plan that the subjects themselves 
could perform. The average effect size of self-efficacy was 0.793 (26.1% increased), depression was -0.91(31.9% 
decreased), and life satisfaction was 1.506 (43.4% increased). These indicate that post-exercise psychological 
variables had a positive effect on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by lowering depression after regular exerci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regular exercise participation and to provide sustainable scientific information 
for the aged and healthy living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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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의 평균수명이 백세 시대를 향하고 있다. 그러나

수명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세태의 변화로 노인의 질적

인 삶은 그리 밝지만 않다. 독거노인의 증가, 고독사, 생

활고등빈민층은제외하더라도대부분노인의심리사회

적 건강의 우려에 경종이 제기된다. 종래 남은여생을 자

녀에게 의지하는 편안함과 안락한 여유보다는 외로움과

각종 노환과 여러 관계의 고통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은 불행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경제

적 고통이 없는 대부분 노인의 경우도 자아존중감과 우

울 생활만족도가 매우 낮은 안타까운 비관적인 세태로,

이러한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활기찬 촉매제가 필요한

실정이라 하겠다.

이러한여러변인중노인의계획된운동이신체적자

아 효능감, 우울감, 그리고 생활만족도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에매우큰긍정적인영향이제기되어 왔다.

최근이와관련된연구문헌을최근자주접할수있는데

문제는연구마다각각다른연구결과를유의확률로제시

하고있어효과크기(영향크기)와 같은종합적인준거자

료가필요하다. 즉, 노인의계획된운동이자아효능감, 우

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다양한 주장을 메타분

석법을 통해 통합적인 수량적 준거 자료를 제시하여 후

속연구에신뢰성높은정보와나아가중복연구의배제

그리고 시간과 경비의 효율성을 재고하여야 한다[1,2].

노인의신체적자아효능감(self-efficacy)이란본인의

신체 인지를 얼마나 가치와 능력이 있다는 자존감을 뜻

한다. 즉, 현재상황의만족할만한결과를위해정보와기

술을 습득하고 조직하여 실행 가능한 믿음과 판단이 자

아효능감이다[3-5]. 이는생활의적극성과활력의바탕이

되는건강한생활을위한기본이라할수있다. 대표적인

연구로 이은정[3]의 노인 낙상으로 인한 신체적 자아효

능감 연구, 서부덕[4]의 동작훈련이 노인의 심리적 태도

변화, 김숙자[5]의 타이치 노인 운동효과, 김은영과 전경

자[6]의 노인의운동적용이인지적변화등의문헌이다.

노인의 우울이란 삶의 모든 것에 대한 극도로 위축되

어 불행감과 의욕을 상실한 정신적 치료자를 뜻한다. 특

히 노인빈곤과고독은인생후반기에심신안정과삶의

의미를 지칭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 신미경[7]의 체력 수준별 운동 적용이

인지및우울감에미치는연구, 문성희[8]의무용이우울

감에미치는변화, 황홍경[9]의 노인운동이우울감에미

치는 효과, 성선아[10]와 박은영[13]의 운동이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 등의 문헌이다.

노인의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란 자신의 생활에

심적인변화에미칠줄수있는현실적다양한변인에대

한일종의낙관적이며기대감으로흡족한정도의주관적

인척도를뜻한다. 대표적인연구로서부덕[4]의 노인운

동이 인지적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 손조욱

과이지현[11]의걷기운동이생활만족도에미치는영향,

박재경유경원[12]의 노인운동이생활만족도의변화, 김

은영과 ,전경자[6]의 노인 운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등의 문헌이다.

따라서이연구의목적은남여 65세이상노인의계획

된운동이신체적자아효능감, 우울, 생활만족도등의심

리적인 효과크기를 메타분석법을 이용 종합적인 신뢰성

높은 수량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운동 참여의 가치와

적극성을 도모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2. 연구모델
2.1 문헌 선정 기준
이연구의논문선정은 2004년-2014년 국내학술지및

학위 논문 중 14문헌이 선정되었으며, 계획된 운동 전후

자아효능감, 우울, 생활만족도변인기술통계량이제시된

것에한하였다. 연구대상자는남여 65세 이상계획된운

동 프로그램 12주-24주간 복합운동 프로그램 의한 중간

정도 강도이었다.

2.2 연구변인 선정 및 효과크기 분석방법
이연구의심리적변인은 8개변인으로신체적자아효

능감, 우울, 생활만족도 등이었다. 효과크기(ES) 분석프

로그램은 David Willson이 제시한 주요프로그램은 Fig.

1과 같다[2].

Fig. 2 는 14문헌의효과크기를산출하기위한구체적

인 프로그램으로 믹스 2.0과 엑셀 2007프로그램을 이용

하여평균과표준편차를입력하였다[14]. 즉, 처치그룹은

계획된 운동 후의 자료(사례수, 유의확률, 상관계수 등)

이며, 비교그룹은 운동 전의 기술통계 자료를 입력하였

다. 아울러 여러 문헌의 효과크기를 종합하는 평균효과

크기 산출은 Rosenthal[15]의 방식을 적용하였다.



노인의 계획된 운동이 자아효능감, 우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메타분석 295

Fig. 1. Effect Size Manual Program

Fig. 2. Effect Size Determination Program

2.3 효과 크기의 평가
효과크기는 운동 전(통제군)의 평균이 운동 후(실험

군)의 평균에 비해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를 표준편차라

는척도로정규화해놓은것이다. 각문헌에제시된기술

통계량 차이를 표준화된 일반화된 수치로 변환하여 Z정

상분포 척도를 견주어 해석하는 신뢰성이 크다 하겠다.

Cohen[2]이 제시한효과크기가 0.2이하이면낮은영향

이며, 0.21-0.49이면 보통 영향, 0.5-0.79이면 분명한 영

향, 0.8이상이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

의미는정상분포에서운동전의평균치를동등하다고할

때 운동 후의 평균이 얼마나 변화하였는가에 따라 효과

크기를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위치를 비중복백분위

(percentiles of non-overlap: U3)라 한다[15].

3. 연구 결과 및 고찰 
3.1 운동 전과 후 효과크기
다음 Table 1 은 대상 자료(N)를 종합하여 평균효과

크기(ES)와 표준편차효과크기(SD_D), 효과크기 통계량

(Q), 비중복백분위(U3), 미발견자료수(NFS)를 제시한표

이다. 미발견자료수란결과도출한효과크기를고려하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자료를 예측하여 신뢰성 정도를 이

해하게 하는 후속 연구에 주요 정보를 준다.

Table 1 의 신체적 자아효능감 연구의 경우, 계획된

운동전보다 운동 후의 변화를 서부덕[4]은 1.665로 가장

큰 효과크기를 제시하였다. 그 다음 이은정[3]은 0.808로

큰 효과크기이었으며, 김숙자[5]는 0.684로, 정영주[12]

등은 0.519로 분명한 효과크기를, 김은영과 전경자[6]는

0.288로 보통 효과크기를 제시하여 각각 다르게 주장하

였다.

이러한 5문헌의각각다른결과를종합한평균효과크

기는 0.793이었으며, 비중복백분위(U3)는 0.761로 운동전

RF Author(year) G N R_M(SD) O_M(SD) D
Period/
Frequency

Time

1 Kim Sook Ja(2007) + 60 1037.83±263.24 1198.43±202.38 0.684 8 times a week 50minute

2 Lee Eun Jung(2010) + 21 84.76±13.42 93.33±6.71 0.808 8 weeks 3 times
60±

10minute

3
Kim Eun Young,

Jeon Gyeong Ja(2000)
+ 136 54.0±29.8 62.9±31.9 0.288 6 months 1 times 15minute

4
Jung Young Joo, Park Jae
Kyung, Yu Kyung Won

(2005)
+ 13 65.48±15.8 73.99±17.0 0.519 3 times a week 60minute

5 Seo Bu Deog(2009) + 20 57.25±16.76 80.00±9.62 1.665 8 weeks 3 times 35minute
N ES SD_D Q
5 0.785 0.389 2.197

U3
95%

Confidence interval
Limit value NFS

0.761 1.248 0.344 9.577 14.673
RF : references number, G : sign, N : subjects, R_M(SD) : pre-exercise of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_M(SD) : post-exercise of mean
and standard deviation, D : effect size, Period : period of exercise, Frequency : frequency of exercise per a week, Time : time of exercise(min),
N : number of total references, ES: pooled effect size, SD_D : effect size of standard deviation(:SD_D), Q: statistic of d, U3: total effect size
, NFS: N fail-safe

Table 1. Meta-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elderly's exercise on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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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50%라 할 때 계획된 운동후의 신체적 자아효능감은

26.1%로 분명히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Table 2의 우울감연구의경우, 계획된운동전보다운

동후의 변화를 문성희[8]은 –1.727로 가장 큰 감소효과

크기를 제시하였다. 그 다음은 신미경[7]은 –1.116로 큰

감소효과크기이었으며, 성선아[10]는 –0.690로, 황횽경

[9]은 –0.661로 분명한 효과크기를, 박은영[13]은 –

0.356로 보통 효과크기를 제시하여 각각 다르게 주장하

였다. 이러한 각각 다른 결과를 종합한 평균효과크기는

–0.910이었으며, 비중복백분위(U3)는 0.761로 운동전을

50%라할때계획된운동후의우울감은 18.1%로 분명히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이는 노인의 계획된 운동은

운동전우울감보다 31.9%나 크게감소한다는의미이다.

Table 3 생활만족도의 경우, 계획된 운동전보다 운동

후의 변화를 손조욱과 이지현[11]은 3.343로 가장 큰 효

과크기를제시하였다. 그 다음서부덕[4]은 1.364로 큰효

과크기를, 정영주박재경유경원[12]은 1.177로 큰효과크

기를, 김은영과 전경자[6]는 0.542로 분명한 효과크기를

제시하였다. 이는전술한자아효능감과우울감에비하여

큰 효과크기이었으나 각각 다르게 주장하였다.

이러한 각각 다른 결과를 종합한 평균효과크기는

1.506으로 매우 큰 효과크기이었으며, 비중복백분위(U3)

는 0.934로운동전을 50%라할때계획된운동후의생활

만족도는 43.4%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즉 계획된 운

동은 생활만족도를 높여 주는데 매우 큰 촉매제로 심신

의 정서에 긍정적이며 안정에 낙관적인 기여를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상기술한바, 14문헌을종합한노인의계획된운동

이미치는영향의효과크기의준거는, 자아효능감은 26%

이상 높여주고, 생활만족도는 43% 이상크게 향상하며,

우울감은 31% 이상 감소하는 매우 고무적인 자료라 하

겠다. 향후이완관련된더많은자료를종합하여신뢰성

높은 자료를 더 확보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아울러 남은여생을 보다 활

기차고행복하게살아갈수있는기대에찬삶을위해포

괄적인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RF Author(year) G N R_M(SD) O_M(SD) D
Period/
Frequency

Time

6 Moon Sung Hee(2008) + 7 19.57±3.69 14.14±2.48 -1.727 5 weeks 2 times 60
7 Hwang Hong Kyung(2007) + 116 11.66±6.11 7.45±6.61 -0.661 2 months- -
8 Shin Mi Kyung(2008) + 42 7.92±4.14 4.17±2.33 -1.116 16 times a week 50
9 Sung Sun-ah(2004) + 26 23.6±12.5 15.6±10.6 -0.690 8 weeks twice a week 50
10 Park Eun-young(2004) + 36 10.43±7.37 8.00±6.23 -0.356 12 weeks 3 times a week 80

N ES SD_D Q
5 -0.93 0.543 4.132

U3
95%

Confidence interval
Limit value NFS

0.201 -0.502 -1.410 12.011 16.969

Table 2. Meta-analysis of the influence of the older’s movement on depression

RF Author(year) G N R_M(SD) O_M(SD) D
Period/
Frequency

Time

11
Kim Eun Young,Jeon Gyeong Ja

(2000)
+ 136 11.4±3.9 11.9±3.1 0.142

6 months 1
times

15minute

12
Son Jo Wook, Lee Ji Hyun

(2006)
+ 26 26.15±4.95 43.96±5.68 3.343 8 weeks 3 times 60minute

13
Jung Young Joo, Park Jae Kyung,

Yu Kyung Won(2005)
+ 13 1.9±0.2 2.2±0.3 1.177

10 weeks 3
times

60minute

14 SeoBuGeog(2009) + 20 17.30±6.20 25.36±5.60 1.364 8 weeks 3 times 35minute
N ES SD_D Q
4 1.506 1.208 1.427

U3
95%

Confidence interval
Limit value NFS

0.934
2.81
7

0.196 7.815 32.650

Table 3. Meta-analysis of the influence of the older's exercise on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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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노인 65세이상계획된적절한유산소성운동이신체적

자아효능감, 우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메타분석법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신체적자아효능감은운동전에비하여계획된운동후

의평균효과크기는 0.793으로분명한크기이었으며, 이는

자아효능감을 26.1%로 분명히 향상하였다는 뜻이다.

우울은 운동 전에 비하여 계획된 운동후의 평균효과

크기는–0.910으로큰효과크기이었으며, 이는우울감을

31.9%나 크게 감소하였다는 뜻이다.

생활만족도는 운동 전에 비하여 계획된 운동후의 평

균효과크기는 1.506을 큰효과크기이었으며, 이는생활만

족도를 43.4%나 높게 향상하였다는 뜻이다.

노인의 계획된 운동은 신체적 자아효능감을 명확히

향상시키며우울감을크게낮추어준다. 특히은퇴후여

생을어찌할수없는포기의생활이아니라운동이란적

극적인 매개로 심리적 신체적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

준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인간다운 질적인

삶의기본이라할수있는활기찬운동효과크기의여러

변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많이 제공하여 운동의 적

극인 참여로 이끌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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