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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프로그램이 노인의 건강관리에 마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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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were to understand the realities of health 

management and to analyze the subjective, functional, psychological, and social health 

effects of the application of an exercise and education program to manage health on 

an elderly population residing in an agricultural community. The specific purposes of 

this research were: 1. to determine the subjective, functional, psychological health 

conditions, and performance level of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of both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before introducing a health management program, 
and then 2. to compare these with both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subjective, functional , psychological health condition and performance level of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after applying the health management program. 

The health management program was introduced to the experimental group (50 

people) but not to the control group (50 people). The health management program 

was composed of a health exercise program and a health education program. A 

comparative study of subjective health conditions was done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health management program and the characteristics of health related variables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applic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Whe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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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group, which had received the 8-week health management exercise and 

education program, wa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which had not, the 

experimental group ’s subjective health condition scored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p<o.on More of the experimental group replied ’ Yes ’ to the following 

statements: ’My body feels lighter' , ’My walking has improved' , '1 am getting better 

sleep ’, and ’My whole body strength improved' , in the functional health condition 

section than did the control group (p<0.05). Also, the experimental group ’s 

psychological health condition improved more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p<0.05). 

The health management program used in this research demonstrated how an 

improvement of subjective health condition in the elderly can be achieved, and how it 

was a help in improving their functional or activities of daily living performance. 

Continuous future research on the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the health 

condition of elderly populations is important. 

Kev Words: Elderlv; Health management program; Health promotion. 

1 . 서론 

1. 연구의 배경 

현대사회의 특정을 사회변통과정의 측면에 

서 볼 때， 경제， 사회적 배경은 큰대화를 지 

향하는 공업화와 도시화되어 가고， 전통적으 

로 대가족 제도였던 우리의 전통제도는 붕괴 

되어 결국 핵가족화되었다(윤희옥， 1987). 또 
한 현대의학의 발전과 식생활의 개선 등의 

요인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증진되고， 이와 

더불어 노인인구가 증가되는 사회구조를 나 

타내게 되었다-

국제연합(UN)은 한 나라의 인구 중에서 65 
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이 7%이상인 나라를 

노년인구국이라 정의하며， 일반적으로 ‘고령 

화 사회’라고도 한다. 또한 비율이 14%이상이 

면 ‘고령사회’라고 칭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50년대 이후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저하하 

는 추셰이며， 더욱이 출산력도 감소하여 유년 

인구가 감소되었고， 평균수명은 증가되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1950년 후반에 

52.4세였던 것이， 1970년에 63.2세， 1980년에 

65.8세， 1991년에 71.7세로 지난 30년간 약 20 
세가 중가하였다(보건복지부， 1995). 실제로 
노인인구비율이 7%에서 14%에 이르는 기간 

이 일본의 경우 26년 정도였으나， 우리 나라 

는 이보다 더 빠른 22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옥륜， 1995). 1995년 인구 총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가 차지하는 비가 1960년대 2.9%였던 것이， 

1980년에 3.8%, 1990년에는 5.1%였으며， 1995 
년에는 5.9%로 증가되었고， 2000년에 가서는 

7.1% 정도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보건 
복지부， 1995). 또한 이정섭 (992)의 연구에서 

는 우리 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으나， 노인인구의 증가속도는 빠르게 

증가하여， 노인인구가 5%에서 10%가 되는 

소요기간은 미국이 약 50년， 일본이 약 30년 

이 걸린데 비해 우리 나라는 약 20년이 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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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둥， 1981), 근육계의 약화(we와mess)와 근력 

결국 우리나라도 2000년경이 되면 고령화 강화(muscle strengthening)간의 조화를 잘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유지하는 것이 노인의 생존에 큰 영향을 준 

현상은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t:}<Hunt, 1977). 오장균(991)은 농촌지역의 

2차대전 직후 나타난 “베이비 붐(baby 1xαn)" 이 노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의 종류 

2015년이 되면 “노인세대 붐(aged boom)"으 는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였다. 

로 바뀔 것이다{김통일과 서혜경， m정). 1ffi7년 1 노인들에 대한 문제점을 보건학적 측면에 

월 1일 현재 우리 나라 노인인구는 총 2，841，αm 서 볼 때 역사적으로 그 초점이 변화되어 왔 

명으로 총 인구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이 다. 1970년대는 노인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것은 1990년부터 1995년까지 5년간의 평균 치료하는 시설관리적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 

인구증가율이 0.95%인데 비해 같은 기간의 으며， 1980년대에는 노인의 사회복귀， 기능회 

노인인구 성장률이 5.9%로 훨씬 더 높음에 복과 재발방지 동의 재택(在흰)관리가 관심사 

주목해야 한다(통계청， 1997). 또한 노인인구 였다면， 1990년대에는 건강에 대한 교육， 생 

지수도 점차 상숭하여 노인연령층에 대한 생 활개선 퉁의 지역중심의 관리가 대두되어왔 

산연령층의 부담이 증가되어지고 있으며(김동 다(中嗚和夫， 1995). 

일， 1994), 나이가 0-14세 인구에 대한 65세 노인들의 경우 상병구조가 다른 연령층과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령화지수 는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노인질환은 대부 

가 1965년 7.0%에서 1975년에는 8.9%, 1985 분 만성 퇴행성 질환이며， 특히 여러질병과 

년에 14.2%, 1992년에는 21.2%로 증가하였다 

(주성수와 윤숙례， 1993). 

인간에게 있어서 노화(老化)는 태어나면서 

부터 예정되어지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노인 

들에게 있어서 노화과정은 특히 건강상의 문 

제를 일으키게 한다. 노화현상을 크게 분류하 

면， 외관상(外觀上)의 노화， 그리고 신체적으 

로 장기의 위축이나 세포의 감소와 같은 형 

태적 노화， 기능상의 노화 그리고 심리적 노 

화로 나눌 수 있다. 김병성(1992)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되는 신체적인 변화로 세 

포의 성장과 조직 회복력이 감소되고 세포의 

위축과 변성， 조직의 탄성이 감소되고 탄성 

결합조직이 변성된다고 하였으며， 신경계의 

변성으로 신경근 반웅속도가 감소되고， 뼈의 

강도와 내성도 줄어든다고 하였다. 노인들의 

신체적 기능저하는 신체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그 중 근골격계 즉， 근육이나 뼈 또는 관절， 피 

부 둥의 퇴화로 인해 발생되는 운동의 제한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신재신， 1985; Bowles 

병존하고， 악화가 잘되며 회복이 늦는 특정이 

었다. 그리고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만성질환 중 고혈압이 있는 노 

인은 69.4%가 일상생활에 지 장을 받고 있으 

며， 뇌졸중 환자는 94.3%가， 관절통이 있는 

환자는 88.8%가， 만성 요통이 있는 노인들은 

무려 91.0%가 장애를 받고 있다(이가옥 둥， 

1988). 그러므로 이러한 노인의 신체적， 정신 

적， 사회적 특정상 특히 기능이 저하된 노인 

충에 게 일반적 인 진료체 계보다는 특별히 고 

안된 의료진과 의료기술전문가들로 구성된 

보건관리 프로그램이 펼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철호 둥， 1996; 차홍봉， 1988; Rao, 1977). 

그리고 노인들의 의학적인 관리는 포괄적인 의 

료팀을 구성하여 구성원들이 상호 연합하여 접 

근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접근방 

향이 단지 치료(cure)적인 측면이 아니라 노인 

이 사회에서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올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중진， 향상시키는 방향 

으로 접 근해 야 한다(Felsentha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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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에 게 있어서 운동프로그램의 필요성 

에 관한 연구로， 윤희옥(1987)은 노인들 중 

21.4%만이 건강증진을 위 해 운동을 하고 있 

다고 하였으며， 김성혜(1993)는 노인들이 건 

강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건강행위들 중 

운동을 하는 경우가 가장 적었다고 하였다. 

노인들의 정신건강향상과 관련하여 운동프로 

그램을 적용한 연구들도 있는데， 노인의 근관 

절운동이 자가건강관리활동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신재신， 1985) 건강은 

자신이 행동한 결과나 자신의 특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 

들 보다 근관절운동을 통해 자기건강관리활 

동이 더 증진 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노인들에게 설제로 펼요한 것은 여생 동안 

신체를 잘 관리하고 적용하는 능력과 이에 

대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프로그 

램과 경로당과 같은 시설을 중심으로 건강관 

리 프로그램을 보건소， 물리치료실 등의 재활 

훈련시설과 연계시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김 정 순과 이 인 숙， 1995; Liem 둥， 1986).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이나 

건강증진프로그램이 운영되어지고 있는 곳을 

거의 없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 

수준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한 건강관 

리운동 및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노인들 

의 건강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노후에 보다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하는데 필 

요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가한 군과 참가 

하지 않은 군간의 주관적 건강상태， 기능적 

건강상태， 심리적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수준의 차이를 구명한다. 

2) 건강관리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과 후의 

주관적 건강상태， 기능적 건강상태， 심리적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수준의 차이 

를 규병한다. 

11. 연구방법 

L 연구대상자 및 선정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위치한 안동시는 우 

리 나라의 선비문화와 전통을 간직한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 다. 안동시 는 1994년 시 군 통합 

으로 인해 전국에서 시 단위의 도시 중 가장 

면적이 넓은 도시로서 농촌형 도시에 가깝다 

고 할 수 있다. 안동시 의 인구는 1996년 12월 

31일 현재 총 191 ，332명이며， 65세 이상의 노 

인연령층 인구는 총 19，658명(남자 7，659명， 

여자 11 ，999명)으로 10.3%를 차지하고 었다 

(안동시， 1997). 안통시의 특성으로는 전형적 

인 농촌형 도시로서 시 전체인구 중 65세 이 

상 인구비율이 1985년도부터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윤종 

주， 1988). 안동시 가 속해 있는 경 상북도의 노 

인 인구비율은 1995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 

로 10%이상의 노인인구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으며， 70세 이상 노인인구도 1985년 이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통계청， 1997).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동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남녀 

2) 의사소통야 가능하며， 면담에 응할 수 있 

는자 

3)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 

한자 

2. 조사방법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구성 

기초조사는 안동시의 총 42개 동에서 관리 

하고 있는 노인정이나 경로당， 그리고 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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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원 둥에서 휴식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 

상으로 직접 면접법을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 

였다. 조사원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10명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크게 건강운동프로그 

램과 건강교육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구성하 

였다(그림 n 건강관리프로그램은 1997년 6 

을 3일간 면접방법과 조사방법에 대한 교육 월 30일부터 동년 8월 22일까지 총 8주간 주 

과 실습을 실시한 후 조사에 임하도록 하였 3회 실시하였다. 장소는 안통시에 위치한 안 

다. 기초조사는 1997년 5월 6일부터 통년 5월 

26일까지 실시하였다. 

기초조사대상자 중 건강관리프로그랩에 참 

가할 의사가 있는 노인들과 참가할 의사가 

동시종합복지판의 협조를 얻어 강당을 사용 

하였다. 건강운동프로그랩은 아침 9시부터 9 

시 50분까지 실시하였고， 내용은 본 연구자 

가 구성한 건강운동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없는 노인들을 각각 50명씩 무작위로 선정하 건강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 총 회수는 24회 

여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정하였다. 였다. 건강교육프로그램은운동프로그램이 끝 

건강관리프로그램에 참가하기전에 실험군 난 후 5분간 휴식후 40분간 주 2회 실시하였 

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조사원들이 실험전 조 

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는 직접면접방법을 이 

용하였다. 조사내용은 대상자들의 주관적 건 

강상태와 기능적 건강상태， 심리적 건강상태，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수행상태， 그리고 기타 

건강관리와 관련된 사항들을 조사하였다. 

다. 총 교육회수는 16회였다.8주간의 건강운 

동 • 교육프로그램이 끝난 직후 실험전에 조 

사한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조사원들이 실 

험군과 대조군에 속한 노인들에게 조사를 

하였다. 

{ 

CD 노인건강관리 교육 

건강 교육프로그램 
@ 정신건강 교육 

@ 치아건강 교육 

I건강관리 E로그랩1-
@ 식생활건강 교육 

-
CD 준비운통 

건강 운동프로그램 
@ 본 운동- 유연성， 

근력 증진 

•••• •••••• ----l 
@ 마무리 운동 

그림 L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구성 

3. 건강관리 프로그햄의 내용 
1) 건강 운통프로그램 

건강 운동프로그램은 노인들의 근력과 유 

연성 향상을 위 해 Lewis(1989)7} 고안한 운 

동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가 문헌 

고찰과 경험올 토대로 찾아낸 운동종목들올 

첨가하여 고안하였다. 운동프로그램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하였다. 

1 i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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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제는 준비운동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 

는 본운동단계， 마지막은 마무리운동단계로 

구성하였다 실험군 노인들에게는 운동을 시 

작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이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운동이 적합하지 않은 질환에 이환되어 있는 

가와 신체의 균형을 잡는데 장애가 있는가 

또는 시력이나 청력에 문제가 있는가를 조사 

하여 실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건강운동프모그램은 전신적 체력향상， 유연 

성， 지구력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Lampman(987)이 제안한 운동순서를 연구자 

가 운동하는 환경에 얄맞게 수정해 구성하였 

고， 운동프로그램의 모든 운동순서는 상지와 하 

지에 운동이 교대로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준비운동은 전신의 근육과 관절을 무리하지 않 

을 정도로 가볍게 신장시키는 수준으로 구성하 

였다 본운동은 다시 근육 · 관절의 신장운동과 

근력향상운동으로 세분화하였다. 근력강화운동은 

근력이 약화된 환자들이나 노인들이 사용하기에 

적 합하게 특별히 고안된 Thera-band@(Hygenic 

Corporation, USA)를 이용하였다. 

마무리운동은 본운동으로 피곤해진 근육과 

관철이 적절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부드러운 

신장운동으로 구성하였고， 종목은 준비운동과 

비슷한 것들로 구성하였다. 운동프로그램의 

소요시 간은 총 50분으로， 준비 운동을 10분간， 

본 운통은 30분간， 마무리 운동을 10분간 실 

시하였다. 

2) 건강교육프로그램 

건강교육프로그램은 크게 4개 영역으로 구 

성하였다. 즉， 전반적인 건강관리볍， 치아 건 

강관리， 그리고 식사 및 영양관리， 정신건강 

관리 교육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교육프 

로그램의 강사는 전문대학의 각 분야별로 전 

공한 교수들로 구성하였다. 교육은 주당 2회 

를 실시하였고， 각 교육시간은 약 40분이며， 

8주 동안 영역별로 각 4회씩 총 16회를 실시 

하였다. 

4. 조사도구 

1) 주관적 건강상태 측정도구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측정도구는 최선하 

(996)가 이용한 건강자가측정 (health self

rating)도구를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후 전문 

가들의 자문을 얻어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 

점척도로 이루어져있으며， 각 문항의 점수는 

1점에서 5점까지로 총점의 범위는 최저 5점 

에서 최고 25점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노인들 

이 스스로 인식하는 건강상태가 좋은 것을 

나타낸다. 조사 후 주관적 건강상태를 측정한 

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Cronbach's 

alpha계수가 0.81이었다. 

2) 기능적 건강상태 측정도구 

기능적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총 7가 

지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각 문항은 걸음걸이 

상태， 소화상태， 수면상태， 피곤감 정도， 식욕 

상태， 전신외 근력상태 퉁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들은 건강상태가 좋을 경우 ‘그렇다’，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그렇지 않다’로 웅답 

하게 하였다. 

3) 심리적 건강상태 측정도구 

노인들의 심리적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 

해 7가지 문항을 조사하였다. 각 문항은 건강 

관리에 대한 자신감， 평상시 기분상태， 젊다 

는 기분이 드는가， 스트레스가 있는가， 운동 

으로 인한 즐거움 등을 물어보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들은 건강상태가 좋을 경 

우 ‘그렇다’，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그렇지 

않다’로 웅답하게 하였다. 

4)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수행상태 측정도구 

구성 문항의 내용에는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q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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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전화 사용 능력， 여행 또는 교통수 였다. 실험후 두 군간에 기능적 건강상태와 

단 이용 능력， 불건 구입 능력， 약물 복용 능력， 심리적 건강상태를 비교하기 위해 x2-검정을 

집안에서의 가사일 수행 능력과 일상생활동작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에 해당하는 목욕 능력， 용변 처리 능력， 그리 

고 식사 능력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3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척도는 혼자서 할 수 

있을 때 3점， 혼자서 전혀 할 수 없고 의존적일 

때 1점을 주었다.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그 

총점을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수행 점수로 정하 

였다. 각 문항의 척도는 접수가 높을수록 독립 

적이며， 낮을수록 의존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총점의 범위는 최소 9점에서 최대 27점까지 취 

득 할 수 있다. 조사 후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수행상태를 측정한 문항의 신뢰도를 검사한 결 

과 Cronbach ’s alpha계수가 0.58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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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결과 

1. 건강관리 프로그랩 참가자의 일반적언 

특성 

기초조사 대상자 중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가 할 의사가 있는 노인 50명(실험군)과 의 

사가 없는 50명(대조군)을 무작위로 추출하였 

다.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참가전에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상태를 비교하였다(표 n 실험군 
의 평균연령은 75.9세였으며， 대조군은 74.7세 

였다. 두 군간에 평균연령의 차이는 없었다 

5.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는 노인의 건강상 

태와 건강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기초 2.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 

조사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군 

과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을 대상으로 실험전 

과 후에 결과를 측정하는 본조사로 구성하였 

다. 기초조사는 총 631명을 조사하였다. 그 

중 웅답에 일관성이 없는 17명의 자료를 제외 

한 614명의 조사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건 

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한 본조사는 실험군 !x)명， 

(p>0.05). 

1)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가전후 군별 주관 

적 건강상태 비교 

8주간의 건강관리 운동프로그램과 교육프 

로그램에 참가한 실험군과 참가하지 않은 대 

조군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실험전과 실험후 

간에 비 교하였다(표 2). 

실험군은 실험전에 주관적 건강상태점수 

대조군 !x)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 가 2.84점이었고， 실험후에 3.54점으로 증가 

는 부호화한 후 SPSS/pC (Statistical Pac없ge 하였다(p<o.on 그러나 대조군은 2.92점에 

for Social Sciences/Personal Corrψuter+)를 이용 서 실험후에 2.86점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p>0.05). 

기초조사의 분석은 일반적인 특성과 건강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실험군의 

상태， 건강관리상태， 섬리적 건강상태 등을 경우， 실험전에 2.80점에서 실험후 3.36점으로 

기술통계로 비교하였고， 각 변수들간의 관련 

성은 x2-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조사 

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주관적 건강상 

태， 일상생활동작 수행상태를 비교하기 위해 

t-검정을 이용하였고， 실험전과 실험후의 변 

화를 분석하기 위해 짝비교 t-검정을 이용하 

상승했으나(p<O.01)， 대조군은 실험전후에 차 

이 가 없었다(p>0.05). 

건강상태가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미치는 

영향정도 접수도 실험군에서는 2.64점에서 

3.32점으로 유의하게 상승했으나(p<0.01) ， 대 

조군에서는 차이가 없었다(p>0.05). 

덩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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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가자의 일반적인 특성 (N=l00) 

질혐군(nl=50) 대조군(n2=50) 계 
변수 구분 . x~-값 p 

언원수 (%) 인원수 (%) 언원수 (%) 

65-69세 11 (22.0) 10 (20.0) 21 (21.0) 

70-74세 16 (32.0) 19 (38.0) 35 (35.0) 
연령 6.55 0.361 

75-79세 14 (28.0) 13 (26.0) 27 (27.0) 

80세이상 8 (16.0) 9 (18.0) 17 (17.0) 

무학 

교육수준 
국졸 

끊
 

% 

20 (40.0) 

21 (42.0) 

5 (10.0) 

28 (56.0) 

15 (30.0) 

4 ( 8.0) 

48 (48.0) 

36 (36.0) 

9 ( 9.0) 
2.59 .460 

고졸이상 4 ( 8.0) 3 ( 6.0) 7 ( 7.0) 

무교 11 (22.0) 23 (46.0) 34 (34.0) 

불교 

종교 기독교 

가톨릭 

기타 

직업 유무 
았다 

없다 

배우자 유배우자 

유무 무배우자 

21 (42.0) 

2 ( 4.0) 

14 (28.0) 

2 ( 4.0) 

1 ( 2.0) 

49 (98.0) 

25 (50.0) 

25 (50.0) 

21 (42.0) 

1 ( 2.0) 

4 ( 8.0) 

1 ( 2.0) 

3 ( 6.0) 

47 (94.0) 

26 (52.0) 

24 (48.0) 

42 (42.0) 

3 (3.0) 10.46 0.033 

18 (18.0) 

3 ( 3.0) 

4 ( 4.0) 

96 (96.0) 
0.26 0.610 

51 (51.0) 

49 (49.0) 
0.00 0.841 

공무원 10 (20.0) 5 (10.0) 15 (15.0> 

직장 11 (22.0) 3 ( 6.0) 14 (14.0) 
의료보장 

지역 13 (26.0) 21 (42.0) 34 (34.0) 17.69 0.001 
상태 

보호 16 (32.0) 12 (24.0) 28 (28.0) 

일반 9 (18.0) 9 ( 9.0) 

같은 연령층의 노인들과 비교한 자신의 건 실험군의 경우， 실험전과 후에 차이가 없었으 

강상태는 실험군에서는 3.06점에서 3.50점으 나(p>0.05) ， 대조군에서는 실험후에 유의하게 

로 유의하게 상승하였고(p<0.05) ， 대조군에서 감소하였다(p<O.Ol). 

는 차이가 없었다(p>0.05). 다섯 가지 항목을 종합한 주관적 건강상태 

자신의 건강수준에 대한 앞으로 전망정도는 평균점수는 실험군의 경우 실험전과 실험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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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유의한 종가를 보였고(p<O.01)， 반면에 적 건강상태가 실험전에는 군간에 차이가 없 

대조군은 실험 전후에 유의하게 감소함을 보 었으나， 실험후에는 대조군보다 실험군에서 

였다(p<O.Ol). 즉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주관 유의하게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다. 

표 2.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가전후 군별 주관적 건강상태 비 교 (N=100) 

질험전 질험후 
항목 구분 -•••• --.-•• --------------------------------‘-----‘-------_._--------------------_.-.-.- t-값 p 

명균±표준오차 명균±표준오차 

주관적으로 실험군 2.84 ::t: 0.16 3.54 ::t: 0.13 4.13 0.000 

언석하는 건강상태 대조군 2.92 ::t: 0.16 2.86 ::t: 0.15 1.35 0.182 

건강상태에 대한 실험군 

만족도 대조군 

2.80 ::t: 0.17 

2.86 ::t: O.l4 

3.36 ::t: O.l5 

2.78 ::t: 0.14 

3.22 0.002 

1.43 0.159 

군
 

군
 

허
디
 

조
 

실
 

대
 

행
 
ι
r
 

가
 
깎
 없K 

삼
 
동
 
는
 

μ
h
 활 
치
 

젠
 뺑
 뼈 

2.64 ::t: 0.19 3.32 ::t: 0.17 -3.35 0.002 

2.94 ::t: 0.14 2.84 ::t: O.l4 1.70 0.096 

같은 연령층의 
실험군 3.06 ::t: 0.18 3.50 ::t: 0.17 -2.24 0.029 

다른 노인들과 

버교한 자신의 
대조군 3.12 ::t: 0.18 3.02 ::t: 0.17 1.30 0.200 

건강상태 

자신의 건강수준에 실험군 2.60 ::t: 0.14 3.04 ::t: O.l1 -1.68 0.569 
대한 앞으로의 

전망 대조군 2.54 ::t: 0.09 2.32 ::t: 0.09 3.35 0.002 

주판적 건강상태 실험군 2.86 ::t: 0.ll 3.35 ::t: 0.09 4.42 0.000 

명균 점수t 대조군 2.88 ::t: 0.12 2.76 ::t: 0.12 3.83 0.000 

f 점수범위 : 1-5점 

3. 기능척 건강상태의 변화 그리고 입맛이 전보다 더 좋아지셨는가란 질 

1)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가후 군별 기능적 문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차이가 없었 

건강상태 비교 다(p>0.05). 그러나 전에 비해 몸이 가벼워졌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 후 참가한 실험 다고 웅답한 노인의 비율은 실험군의 경우 

군과 참가하지 않은 대조군간에 기능적 건 92.0%였고， 대조군은 34.0%로 유의한 차이를 

강상태를 비교 하였다(표 3). 요즘의 소화상 보였다(p<O.01). 또한 걸음걸이 상태가 이전보 

태 항목과 이전보다 피곤감이 줄어들었는가， 다 더 향상되었다고 웅답한 사람의 비율도 실 

띠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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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군에서는 74.0%였으나， 대조군에서는 34.0%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o.on 

두 군간에 차이를 보였다(p<o.on 요즘 근력 

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실험군에서는 더 좋 

아졌다고 응답한 노인 (72.0%)이 더 많았고， 

대조군에서는 좋아지지 않았다고 웅답한 노 

인(60.0%)이 더 많았다(p<o.on 

전보다 잠을 더 잘 잔다고 웅답한 사람은 

실험군에서는 64.0%였고， 대조군에서는 그렇 

지 않다고 응답한 노인이 76.0%로 더 많아 

표 3.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가후 군별 기능적 건강상태 비교 

실험군(nl=50) 대조군(n2=50) 

(N=loo) 

항목 구분 -…-… •• …~."" .. _-----_._---------------------------- …-------- X~-앓 p 

요즘 소화는 잘 
되십니까? 

전보다 폼이 
가벼워졌습니까? 

걸음걸이가 더 
좋야지셨습나까? 

전보다 잠을 잘 
주푸섭니까? 

전얘 벼혜 피곤감이 

줄어 들었습니까?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업맛이 전과 비교해 더 그렇다 
좋아지셨습니까? 

전신의 험이 전보다 
향상되었습나까? 

4. 심리적 건강상태의 변화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인원수 (%) 인원수 (%) 

45 (90.0) 

5 00.0) 

46 (92.0) 

4 ( 8.0) 

37 (74.0) 

13 (26.0) 

32 (64.0) 

18 (36.0) 

30 (60.0) 

20 (40.0) 

28 (56.0) 

22 (44.0) 

36 (72.0) 

14 (28.0) 

39 (78.0) 

11 (22.0) 

17 (34.0) 

33 (66.0) 

17 (34.0) 

33 (60.0) 

12 (24.0) 

38 (76.0) 

31 (62.0) 

19 (38.0) 

31 (62.0) 

19 (38.0) 

20 (40.0) 

30 (60.0) 

2.68 0.102 

36.08 0.000 

16.10 .000 

16.23 0.000 

0.04 0.838 

0.37 0.542 

10.39 0.001 

1)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가후 군별 심리적 

건강상태 비교 

실험 후 기분상태에 대해서 실험군은 건강관 

리 프로그램 참가 후에 기분이 더 좋아졌다고 

웅답한 사람이 92.0%였고， 대조군은 반대로 

기분이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용답한 노인이 

60.0%로， 군간에 차이 를 보였다(p<o.on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실시 후에 참가한 실 

험군과 참가하지 않은 대조군간에 심리적 건 

강상태를 비교하였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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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실험군은 46명 (92.0%)이 그렇다 다고 웅답해 두 군간에 차이가 있었다(p<O.05). 

고 하였고， 대조군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한 앞으로 건강관리를 할 자신감 유무와 운 

사람이 33명 (66.0%)으로 더 많아，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차이가 있었다(p<o.on 

실험기간 후 생기가 더 생겼다는 노인의 

비율은 실험군은 90.0%였고， 대조군은 56.0% 

로 실험군에서 더 많았다(p<o.on 

노인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실험 

군의 경우 실험후에 줄었다고 웅답한 노인이 

88.0%였으며， 대조군의 경우 68.0%가 그렇 

동을 계속활 의사 유무는 실험군에서는 모 

두 그렇다고 웅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았으 

나， 대조군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웅답한 노 

인의 비율이 더 많아 군간에 차이를 보였다 

(p<o.on 
운동을 함으로 즐거운 마음이 생기는가에 대 

해서 실험군은 92.0%가 그렇다고 웅답하였고， 

대조군은 60.0%가 그렇다고 하였다(p<o.on 

표 4. 건강관리 프로그랩 참가후 군별 심리적 건강상태 비교 (N=10ü) 

설혐군(01=50) 대조군(02=50) 

항목 구분 - xz-장 p 
언원수 (%) 언원수 (%) 

질햄전 보다 기분이 그렇다 46 (92.0) 20 (40.0) 

더 좋아지셨습나까? 
27.85 o.αm 

아니다 4 ( 8.0) 30 (60.0) 

이전보다 젊어졌다는 

느낌이 더 드씹니까? 

요즘 생기가 더 
생기셨습니까? 

이전애 벼혜 받는 

스트혜스가 줄어 
들었습니까?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햄
 쐐
 

에
 더
 

판
 매
 깨
 

캡
 
챔
 勳

E 

한
 생
 

앞
 대
 

앞으로 운동용 하실 

마음이 었으십니까? 

운동을 하면 즐거운 

마음이 생겁니까?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46 (92.0) 

4 ( 8.0) 

45 (90.0) 

5 (10.0) 

44 (88.0) 

6 (12.0) 

44 (88.0) 

6 (12.0) 

49 (98.0) 

1 ( 2.0) 

46 (92.0) 

4 ( 8.0) 

17 (34.0) 
33.63 0.000 

33 (66.0) 

28 (56.0) 
12.99 0.000 

22 (44.0) 

34 (68.0) 
4.72 0.030 

16 (32.0) 

19 (38.0) 

31 (62.0) 
24.71 0.000 

16 (32.0) 
45.01 o.αm 

34 (68.0) 

30 (60.0) 
12.34 0.000 

2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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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단적 열상생활동작 수행상태의 변화 

1)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가전후 군별 수단 

적 일상생활동작 수행상태 비 교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가전과 후의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수행점수를 각 항목별로 비교 

하였다(표 5). 

전화사용능력은 실험군의 경우 실험전 

2.88점에서 실험후 2.96점으로 유의하게 증 

가하였으나(p<0.05)， 대조군에서는 차아가 

없었다(p>0.05). 

물건을 구입하는 능력， 약을 복용하는 능력 

그리고 목욕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하기 

표 5.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가전후 군별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점수 비교 (N=loo) 

항목 

전화사용 능력 

여행， 이동수단 
이용능력 

물건구입 

(쇼명) 능력 

약복용， 투약 능력 

세수 및 갱의 능력 

가사열 

(집안일) 능력 

목욕 능력 

용변처리 능력 

식사 능력 

일상생활동작 
수행 총점 f 

설험전 실험후 
구분 ----------------------_.-------"-------_ •• -‘---““---------------------.---."._----

명균±표준오차 명균±표준오차 

설험군 2.88::!: 0.06 2.96::!: 0.03 

대조군 2.80::!:0.07 2.82::!: 0.06 

질험군 2.72::!:0.07 2.68::!: 0.07 

t-앓 

-2.06 

-1.00 

0.44 

p 

0.0μ 

0.322 

0.659 

대 조군 2.64::!: 0.07 2.48::!: 0.07 2.42 0.019 

질혐군 2.90::!: 0.05 2.96::!: 0.03 -1.00 0.322 

대조군 

실험군 

대조군 

설험군 

대조군 

실험군 

대조군 

설혐군 

2.74::!:0.06 

2.96::!: 0.03 

2.90::!:0.04 

2.76::!: 0.08 

2.66::!: 0.09 

2.28::!: 0.09 

2.38::!: 0.07 

2.98::!: 0.02 

2.78::!: 0.06 

2.96::!: 0.03 

2.94::!:0.03 

2.94::!: 0.04 

2.68::!: 0.08 

2.66::!: 0.07 

2.30::!:0.07 

3.00::!:0.00 

-0.81 

0.00 

-1.43 

-2.02 

-0.37 

-3.70 

1.43 

-1.00 

0.420 

1.00 

0.159 

O.여8 

0.709 

0.001 

0.159 

0.322 

대조군 2.94::!: 0.03 2.92::!: 0.04 0.57 0.569 

설 혐 군 3.oo::!: 0.00 3.oo::!: 0.00 

대조군 3.00::!: 0.00 3.oo::!: 0.00 

질 험 군 3.00::!: 0.00 3.oo::!: 0.00 

대조군 2.92::!: 0.04 2.94::!: 0.03 -0.57 0.569 

설험군 25.48::!: 0.22 26.16::!: 0.16 -3.17 0.003 

대조군 24.98::!:0.27 24.86::!: 0.22 0.75 0.459 

f 점수 범위: 9-2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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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실험전과 후 1997년 1월 현재 우리 나라의 노인인구 구성 

에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p>0.05). 

세수나 옷갈아 입기와 같은 자기관리 능력 

항목에서 실험군은 실험후에 점수가 유의하 

게 감소하였으나(p<O.05) ， 대조군에서는 차이 

를 보이 지 않았다(p>O.05). 

집안일 또는 가사일 수행 능력도 마찬가지로 

실험군의 경우 실험후에 유의하게 향상을 보였 

으나(p<O.Ol)， 대조군에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 

일상생활동작의 각 항목 점수를 종합한 총점 

을 실험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은 수행 

상태가 유의하게 향상되었고(p<O.01)， 대조군은 

차이가 없었다(p>0.05). 

w. 고찰 

1. 연구빵법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노인인구가 도시보다 많은 농촌 

형 도시에서 이루어졌다. 1990년 총 인구에 

대한 6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을 시도별로 보 

면， 경북이 인구 100명당 12.1명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남과 충남이 각각 

1 1.6명 이 며 전북(11.0)， 충북(10.6) ， 강원 (9.7) 

순이었다. 그러나 서울(5.4)， 부산(5.5) ， 인천 

(5.5) 대구(5.8) 둥 대도시는 매우 낮게 나타 

났다(통계청， 1993). 그리고 시부와 군부별 분 

포를 비교해 보면 군부는 인구 100명당 13.5명 

이 고령자인데 비해 시부는 5.6명으로 고령자 

비율이 시부보다 군부가 더 높다. 총인구대비 

고령자 비율은 시부보다 군부에서 더 급속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농촌의 젊은 

연령총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결과로서， 농 

촌에서 생산성이 높은 청장년층 노동력 부족이 

점차 심화되어 감을 의마한다. 본 연구를 실시 

한 안동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인구의 비율은 

1앉)6년 현재 10.27%였다(안동시， 1997), 이는 

비율이 6.3%인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 

라 할 수 있다(통계청， 1997). 

노인의 신체적인 건강은 객관적의 평가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도 매우 중요하다. 실제 

로 노인들의 질병과 호소하는 증상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건강의 객 

관성과 주관성이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있으므 

로 평가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Kaplan 

퉁(1988)은 건강의 주관적 평가는 생활만족도 

의 한 측면으로 보통 포함되며， 노인의 예후를 

결정하고 생폰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정신 사회 

지표라고 하였다. 우리 나라의 여러 연구에서 

도 노인의 건강상태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 

강수준으로 측정하였다(강혜영과 김수미， 1앉)6; 

권순범， 1994; 신은영， 1993). 

노인들은 많은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고 이 

러한 시간들을 재미있고 유용하게 보내고 싶 

어한다. 여가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있는 노인 

들은 그렇지 못한 노인들에 비해 생활에 대 

한 만족정도가 더 좋았다고 한 연구가 있다 

(조현영， 1993). 그리고 문용(1989)은 여가시 

간에 노인들이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이 무엇 

인가에 대한 조사에서 첫 번째가 오락이나 

운동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이 여행이었다고 

하였으며， 나라에서 시행하는 노인정책 중 가 

장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노인 

을 위한 건강관리나 오락시설과 같은 복지사 

업이라고 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이 연금제도 마련이었다. 

우리 나라에서 노인들에 게 적용한 건강 운동 

프로그램들을 분석해 보면 운동 강도가 낮은 

보행이나 조깅， 근관절 운동(신재신， 1985), 맨 

손 체조프로그램(이상년， 1991), 율통 프로그램 

(김미정， 1996), 하지 프레스(leg press)기구를 

이용한 큰력캉화운동(킴희자， 1994) 등이 있 

다. 이러한 연구들 중에는 특별한 기구나 장 

소의 이용 둥에 문제로 많은 노인들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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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방법들도 있다. 본 연 

구에서 적용한 프로그램은 어디서나 쉽게 적 

용할 수 있는 운통통작들로 구성하고， 특별히 

고안된 기 구가 아닌 고무줄과 비 슷한 Thera

band를 이용하였다 만약 이 Thera-band의 

준비가 어렵다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고무 

줄을 자신의 근력에 알맞게 조절하여 이용하 

는 방법도 노인들에게 알려 줄 수 있다. 

건강 운동프로그램의 기간은 대상자들의 

운동능력， 건강상태， 연령 동에 따라 다르지 

만 최소 4주 이상의 운통에서 효과가 나타난 

다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5-6주 

이상의 기간이 펼요하다(신재신， 1985; 최선 

하， 1996). 운동대상자들이 지루해 하지 않고， 

운동을 습관화시키는데 적합한 기간이 최소 

한 8주 이상이라는 제언틀을 기초로 본 프로 

그램도 운동기간을 8주로 정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운동에는 지구력 향상 

을 위한 종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구력 운 

동이 노인의 혈중 부갑상선 호르몬 분비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6주간의 지구 

력 훈련후 호르몬 분비량이 훈련전의 11.1% 

에서 훈련 후에 21.9%로 유의하게 증가되었 

다(Zerath 둥， 1997). 이 부갑상선 호르몬은 

혈중 칼숨， 인산， 알부민 둥의 분비와 관련이 

있으며， 골통증(osteopenia) 발생의 예방에도 

중요한 물질이다. 

2. 건강관리 프로그햄 질시 컬과에 대한 고찰 
노인에게 운동은 신체의 생리학적 기능의 

향상쁜만 야니라 정신적인 변과 삶의 칠 향 

상에도 영향을 미친다(Lampman， 1987). 또한 

잔존기능의 개발과 생활력의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와 훈련을 담당할 노인의료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문옥륜 동， 1991). 

본 연구에서 실시한 8주간의 건강관리 프 

로그램에 참가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참 

가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상태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O.01). 건강상태 접수 

의 변화율은 실험 전보다 약 25.6%의 증가를 

보였다. 이상년(1991)이 맨손 체조프로그램을 

이용해 8주간 38명의 노인에게 실시한 연구 

에서도 실험전후간 주관적 건강상태 접수가 

유의 하게 증가하였으며 (p<O.01), 그 변화율을 

계산한 결과 9.9%의 증가를 보였다. 최선하 

(1996)는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여성 노인 

들을 중심 으로 9주간의 규칙 적 인 운동프로그 

램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프 

로그램 전후에 주관적으로 지각한 건강상태 

가 실험군(19명)은 15.0%가 상승되었고， 대조 

군(18명)은 3.0% 감소하여， 운동 실시 후 실 

험군이 자신의 건강이 더 좋아진 것으로 평 

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효과에도 불 

구하고 모든 운동이 노인들에게 적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노인들에게 적절한 운동은 먼 

저， 노인의 최대심박수의 60.0% 이하인 운동 

강도로 해야 안전하며， 운동후에 반드시 충분 

한 휴식을 취해야 하고， 움직임이 불규칙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혈압의 상숭이 

현저한 운동종목은 피하는 것이 좋다(민춘기， 

1997). 그리 고 운동시 간은 30분에 서 60분 정 

도가 적 당하며 (Lampman, 1987), 운동 중에 

흉부의 동통이나 압박감을 느끼거나， 현기증， 

창백감 둥이 나타나는가를 주위 깊게 관찰해 

야 한다(Simpson， 1986). 

노인의 사회 적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가 걸음걸이 상태라 할 수 있다. 많은 노인들 

이 건강관리를 위해 또는， 조금 뎌 거동을 수 

월하게 하기 위해 걷는 운통을 하고 었으며 

많은 건강상담가들도 많이 걷기를 제안한다 

(Blanke과 Hageman, 1989). 그 러 나 모든 노 

인들에게 걷는 운동이 안전한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특히 허약한 노인이나 장기간 

침대에 누워 있던 노인들의 걷기 운동은 낙 

상(falling)의 위 험 이 있으므로， 몽의 균형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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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을 수 있을 만큼 하지의 근력 강화운동을 

먼저 실시한 후 걷기를 시작해야 한다. 본 연 

구에서는 연구자가 운동을 통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체운동을 실시하였다. 그 이유 

는 노인들에게 운동에 대한 동기가 매우 중 

요한 부분이 기 때문이 다(Simpson， 1986). 실제 

로 많은 노인들이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고립 

과 우울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서는 책 

임감의 부족을 야기하여 적절치 못한 사회성을 

가지게 된다(Strax와 I왜.ebur， 1979). 또한 단 

체운동은 노인들의 이러한 문제점틀을 많이 

개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기능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수행 검 

효과적 인 방법 이 며 <Dach.er, 1989; Simpson, 

1986; Steinb.erg과 D.ean, 1990), 식 이 요법 도 매 

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한다(S.eeman과 Riggs, 

1981), 이외에도 운동은 노인에게 혈액 순환， 

림프계 순환， 그리고 심장기능과 협웅능력의 향 

상， 결합조직의 섬유증(fibrosis)을 예방할 수 

있다(Bruno와 Helfand, 1앉lO). 노인에게 제공하 

는 건강프로그램의 효과는 젊은 사랍들과도 차 

이 가 있다는 연구가 있다. Middaugh 동(1988) 

이 신장운동과 근력강화운동， 걷기운동 둥이 포 

함된 재활훈련 프로그램을 만성 동통을 호소하 

는 노인들과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똑같이 

적용한 결과， 젊은 사랑보다 노인들에게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Lawton과 Brody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건강유지와 관련되 

(1969)에 의해 제안된 항목들로 구성하였는데， 어 문제점이라고 나타난 식생활 문제， 정선건 

이 검사는 노인의 자립능력의 상위단계에서 있 강 문제， 치아판리 문제 둥을 중심으로 교육 

는 사회적 역할능력 둥 고도의 수준까지 측정，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현재 대학에서 
펑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서윤， 1994).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들의 도움을 받아 실시 
노인들 중 특히 여자들은 우리의 여러 가 

지 사회적인 여건과 인식의 부족으로 남자들 

보다 건강관리에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운동의 부족은 여자들에게 골다 

공중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골다공 

증은 골질량의 감소를 가져오는 질병으로 여 

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남자보다 최대 

골질량이 절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폐경 

기 후 여성호르몬의 결핍에 의한 급격한 골 

소실 때문이다(Gandy와 Payne, 1986). 실제 

로 누워만 있는 환자들은 2주정도 후가 되면 

하였다. 션행된 연구들 중 이러한 교육프로그 

램이 건강관리 프로그램 내에 포함되어 실시된 

사례는 흔하지 않다. 그 중 민춘기(1997)는 연 

구자가 직접 노인들의 체중조절， 스트레스 관 

리， 운동 둥에 대한 주제로 교육하여， 지식과 

태도， 습관 수준의 향상을 보였다. 

v. 결론 및 체언 

골질량이 감소되기 시작하며， 장기적으로 운 본 연구는 도시화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통하는 군과 하지 않는 군간에 골밀도에 차 들에 비해 건강관리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 

이가 있으며， 운동시간에 따라 골절량이 증가 는 농촌형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 

하고 근육의 양과 골질량이 정비례한다는 것 로 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관리 운동 

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이현철， 1989). 및 교육프로그램의 적용이 노인의 주관적， 기 

골다공증은 이차적으로 골절을 일으킬 수 있으 능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므로 조기진단과 예방이 매우 중요하며 규칙적 분석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인 운동이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노인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건강관리 실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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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둘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 

에 실험군과 대조군의 주관적 건강상태， 기능 

적 건강상태， 섬리적 건강상태， 수단적 일상 

생활동작 수행상태를 비교 셋째， 실험군과 대 

조군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적용 전후간 주관 

적 건강상태， 기능적 건강상태， 심리적 건강 

상태，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수행상태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다. 

연구절차는 경상북도 안동시에 거주하고 있 

는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 

가할 실험군 50명과 참가하지 않는 대조군 

5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건강관리 프로 

그램은 건강운동프로그램과 건강교육프로그 

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7년 6월 30일부 

터 같은 해 8월 22일까지 총 8주간 주 3회 

실시하였다.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에 실험군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프 

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설험전 건강 

상태를 조사하였고， 프로그램 적용후 다시 같 

은 내용의 조사를 설시하여 그 차이를 분석 

하였다. 

연구도구로는 건강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주 

관적 건강상태， 기능적 건강상태， 심리적 건강 

상태 그리고 사회적 기능수행상태로서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수행상태의 평가 도구를 이용하 

였다. 자료는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가전， 참 

가후에 수집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건강상태 관련 변수들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짝비교 t-검정， 군비교 t 검 

정， χ 검정 등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군Cn1= 

50)과 대조군Cn2=50)의 참가전 주관적 

건강상태는 차이가 없었고(p>O.05) ， 일상 

생활동작 수행상태도 물건구입 항목만 

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심리적 건강상태는 

생활에 생기가 있는가와 운동에 대한 

의욕을 묻는 항목을 제외하고 두 군간 

에 정도의 차이가 없었다. 

2. 8주간의 건강관리 운동 • 교육프로그램을 

받은 후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한 결 

과， 주관적 건강상태는 실험군이 대조군 

에 비해 구성항목과 평균 점수 모두 유의 

하게 높아졌다(p<O.01l. 그리고 일상생활동 

작 수행상태도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 

의하게 높았다(p<O.01l. 기능적 건강상태는 

‘몸이 더 가벼워졌다’， ‘걸음걸이가 더 좋아 

졌다’， ‘전보다 잠을 더 잘 잔다’ 그리고 

‘전신의 힘이 더 좋아졌다’ 항목에서 그 

렇다고 웅답한 사람이 대조군보다 실험 

군에서 더 많았다(p<O.05). 심리적 건강 

상태는 모든 조사항목에서 실험전 보다 

상태가 호전된 사람이 대조군에 비해 실 

험군에서 더 많았다(p<0.05).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보면 본 연구에서 

이용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건강 

생활에서 노인 스스로 인식하는 건강상태를 

호전시키고， 기능적 혹은 일상생활의 동작들 

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이루어질 연구들은 노인들의 건강 유 

지와 증진을 위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좀 더 

많은 노인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었으면서， 

운동을 습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개발되기를 제안하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건 

강관리 프로그램을 계속 수정， 보완하여 노인 

의 건강생활 조성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과 수행 총점간 인용문헌 
에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기능적 건강 

상태는 ‘요즘 몽이 가벼운가’라는 항목 강혜영， 김수미. 일부도시， 농촌의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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