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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노인의 신체활동은 신체기능의 저하속도를 늦추고 수명을 연장
시키는 등 건강상의 유익과 더불어 정신적 및 사회적 측면에서 긍
정적 효과가 있다. WHO(2010)는 건강한 노인 뿐 아니라 거동능력
이 저하된 노인을 포함한 모든 노인에게 신체활동을 권하고 있으
므로, 일상수행능력의 높은 의존성과 동반질환 등으로 특징되는
취약집단인 입소노인에게도 신체활동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국외 선행연구에 의하면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은 신체활동
이 부족하고,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한 입소노인도 대부분의 시간
을 앉거나 누운 상태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소노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현황
을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확인하여, 보건정책학적 기초자료를 마련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13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전국 장기요양 입소시설을 대표
할 수 있는 표본 91개 시설을 선정하여 입소노인 1,472명의 건강
및 기능수준과 장기요양시설특성을 조사한 자료를 2차 분석하였
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신체활동은 ‘신체활동 참여수준’과 ‘실외
활동 유무’를 통해 측정하였다. 분석에는 입소노인의 ‘개인특성’, 개
인 간 요인을 포함하는 ‘사회환경적 특성’, 시설과 인력 요인을 포
함하는 ‘물리환경적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를 선정하였다.
통계분석은 기술분석과 단변량 분석(카이제곱 검정), 다변량 분
석(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변량 분석은 개인
특성, 사회환경적 특성 및 물리환경적 특성에 따른 신체활동 관련
요인을 파악하되, 시설단위 특성이 개별 입소노인에게 작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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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입소노인의 75% 이상은 지난 3일간 신체활동 참여수
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75%에 달하는 입소노인은 실외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체활동에 관련된 개인 특성
으로는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의존성과 신체기능에 대한 향상신념
이, 사회환경적 특성으로는 사회활동 참여가, 물리환경적 특성으로
는 신체활동 지원 장비가 확인되었다. 즉,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의
존성이 높을수록 신체활동 수준이 낮고 실외활동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기능에 대한 향상신념을 갖고 있는 노인과 사회활동
에 참여하는 노인은 신체활동 시간이 많고, 실외활동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시설 내 신체활동 지원 장비가 있는 경우 실외활동
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내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이 부족한 실
정이며, 신체활동 향상을 위한 노력과 방안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입소노인의 신체활동에 다양한 요인이
관련됨을 확인함으로서,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서는 건강과 기능적
측면의 케어와 더불어 정신사회적 측면의 지원과 시설내의 적절한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결과를 토대로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향상을 위해 입소자와 입
소자의 가족, 시설직원과 운영자 및 연구자와 전문가, 그리고 보건
의료를 포함한 관련 정책입안자들이 신체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
식을 확립하고, 신체활동에 적절한 사회적 및 물리적 환경을 조성
을 위한 보건정책적 기반 마련에 힘쓰며, 입소노인을 위한 신체활
동 권고안 마련을 비롯한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신체활동,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 신체활동 현황, 신체활동
관련요인
학

번 : 2015-2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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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생애과정에서 수명
의 증가를 비롯한 건강상의 유익이 있다. 특히 노인에게 다양한 유익이
있는데, 신체기관의 기능저하 속도를 늦추며(Haight et al, 2005), 심혈관
질환, 당뇨병, 뇌졸중과 같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킨다(WHO, 2015). 신
체기능의 향상 뿐 아니라 정신기능을 향상시키고 인지기능을 유지시키
며, 분노와 우울을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등의 정신적 및
사회적인 측면의 유익도 있다(King & King, 2010). 또한 신체활동은 노
인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주고(Acree et al, 2006, Regeski et al,
2001, Mcauley & Edward et al, 2006, 김경은 외, 2010), 건강관련 삶의
질과 관련이 있다(이계화 외, 2007, 배상열 외, 2010, 조강옥 & 남상남,
2013). WHO(2010)는 건강한 노인 뿐만 아니라 거동능력이 저하된(poor
moblity) 상태를 포함한 모든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신체활동을 권장하
고 있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권고되는 수준의 신체활동 수행이
어려운 경우, 능력과 기능상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신체적으
로 활동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은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의 높은 의존성과
동반질환(comobidity), 다약제투약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복잡한 인구집단
이며(de Souto Barreto et al, 2016), 시설 입소로 인해 가족과 친구들 등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고 사회적 연결망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
는(Mor et al, 1995) 신체적 및 사회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집단이다. 더
구나 장기요양시설은 입소를 결정하게 된 원인의 회복이 쉽지 않으므로
시설에 장기간 머무르게 된다(Schroll et al, 1997). WHO가 거동능력이
저하된 노인에게도 신체활동을 권하였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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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삶을 제시하였듯이, 이
미 질병이나 기능장애를 갖고 시설에서 장기간 시간을 보내는 입소노인
에게 지속적인 신체활동은 중요하다. 특히 입소노인의 케어에 있어 주요
한 목표 중 하나가 기능 상태를 유지하는 것(de Souto Barreto et al,
2016)인데, 입소노인의 신체활동은 낙상예방(Gillespie et al, 2003), 보행
능력 증진, 기분 향상, 문제행동 감소, 좌식시간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
가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Resnick, Galik & Boltz, 2013).
신체활동의 유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장기요양시설에 입
소한 후 신체활동이 감소한다. 외국의 선행논문에 의하면 입소자의 30%
이상이 입소 후 신체활동이 감소하였고(Ruuskanen & Parkatti, 1994),
독립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입소노인도 대부분의 시간을 앉거나 누운 상
태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Kolanowski et al., 2006). 앉거나 누운상태
(sedentary)로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심혈관질환, 당뇨, 사망 등의 위
해한 건강결과가 증가하므로(de Souto Barreto et al, 2016) 입소노인에
게 적절한 신체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입소노인의 잔존기능 유
지와 기능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신체활동이 중요하지만(Resnick &
Galik, 2013), 시설 내 신체활동 관련 가이드라인이 부재하고(Kalinowski
et al., 2012) 장기요양시설 내에서의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Resnick & Galik, 2013).
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은 한국의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며 시설 입소노인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4년 기준 평균수명이
82.4세로 1970년에 61.9세였던 것과 비교할 때 극적인 수명의 증가를 경
험했으며, 동시에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3.1%로 곧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통계청, 2015). 또한 2008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도입 이후 시설 입소자 수는 2009년 6월 전체 인정
자 수의 31%에서 2016년 2월 35.3%(국민건강보험공단, 2016)로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2 -

시설 입소노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한국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수준
과 관련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는 부족하다.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의 국민
건강영양조사 등을 통해 신체활동 수준과 현황이 파악되고 있으며, 학계
에서도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과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최명애 외, 2004, 박연환, 2007, 박승미 & 박연
환, 2010, 이형숙 외, 2011, 백현희 & 이혜승, 2015), 입소노인을 대상으
로 수행된 연구는 일부지역의 여성 입소노인의 기초신체활동을 측정하거
나(강혜경, 2014) 요양시설 노인의 건강상태와 일상생활능력을 측정한
연구(김종임, 2015, 오혜경 외, 2007)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신체
활동 수준과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
다.
이미 외국에서는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선행논
문에 의하면 입소자가 스스로 평가한 기능상태, 우울감, 시설에 대한 만
족도(Ruuskanen & Parkatti, 1994), 건강관련 문제, 과거의 좌식생활
(Chen, 2010), 낙상에 대한 두려움과 인지기능(de Guzman et al, 2015),
시설의 신체활동 공간 등의 물리적 환경(Kalinowski et al., 2012), 시설
인력(Benjamin et al., 2011) 등의 요인들이 입소자의 신체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수준을
파악하고,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사회환경적, 물리환
경적 측면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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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수준과 신체활동의 관련
요인을 개인적 특성, 사회환경적 특성, 물리환경적 특성으로 나누어 다각
도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의
필요성을 규명하고, 신체활동 향상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여 보건정책적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수준을 파악한다.
2.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개인, 사회환경적, 물리
환경적 특성을 파악한다.
3.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개인적, 사회환경적 및
물리환경적인 영향요인들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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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1.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과 신체활동의 정의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1)에 따른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로서,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정한 장기요양시설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의미한다.
WHO2)에서는 신체활동을 ‘에너지 소비를 필요로 하는 골격근에 의한
신체적인 움직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걷기, 놀이, 집안일, 여
행, 여가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 및 대한가정의학회3)
에 의하면 신체활동이란 가만히 앉아서 지내는 기본적인 수준 이상으로
힘을 쓰고 근육을 움직임으로써 만들어지는 신체의 움직임을 의미하며,
신체의 움직임은 기본활동과 건강증진 신체활동으로 분류된다. 서있기,
천천히 걷기, 가벼운 물건 들기 등 낮은 정도의 일상활동을 기본활동으
로, 빠르게 걷기, 줄넘기, 춤추기, 무거운 물건 들기, 요가운동 등 기본활
동에 더해 건강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정도의 활동을 건강증진 신체활동
으로 설명하고 있다.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은 취약성과 특수성을 고려
할 때, 수행 가능한 신체활동의 수준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②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
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
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
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판정한다.
2) WHO 홈페이지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385/en/)
3) 보건복지부 국가건강정보 포털(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작성)
(http://health.mw.go.kr/HealthInfoArea/HealthInfo/View.do?idx=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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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의 의의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은 일상생활수행능력 의존성이 높고, 주요한 의
학적 문제를 갖고 있어 다양한 질환에 이환되어 있으며, 다약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잡한 인구집단이다. 또한 신체기능 수준
의 다양성이 존재하고, 인지기능 측면에서도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경
미한 인지장애 그리고 심각한 수준의 치매까지 다양하여 일반화 할 수
없는 이질성을 갖고 있는 집단이다(de Souto Barreto et al, 2016). 동시
에 장기요양시설 입소로 인해 가족과 친구들 등과의 사회적 관계 변화를
경험하고 사회적 연결망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므로(Mor et al, 1995)
입소노인은 사회적, 정신적으로도 취약한 집단이다. 더욱이 장기요양시설
로의 입소 결정은 의존성을 초래하는 기능제한을 일으키는 건강상태의
퇴화로 인해 촉발되는데, 시설에 입소한 후에는 입소를 결정한 직접적
원인이 잘 회복되지 않는다(Schroll et al, 1997).
미국 의학원(IOM, Institute of Medicine)은 ‘장기요양케어 질 향상’ 보
고서(2003)에서 장기요양케어를 받는 노인은 보통 인지가 손상되어 있
고,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8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에서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Benjamin
등(2009)은 입소노인은 고강도의 케어가 요구되는 고령의 노인이라는 점
에서 운동 프로그램이나 신체활동 참여를 위해 여러 종류의 도움이 필요
하여,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장애요인들을 만나게
된다고 하였다.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는 건강행동에 참여하기 위한 개인 수준에서 능
력의 제한 뿐 아니라 시설이라는 한정적인 공간에서 환경적인 제한으로
인해 더욱 움직이지 않는 생활습관을 갖게 된다(Chen et al, 2014). 시설
에서 이런 장애요인과 제한을 경험하며 입소노인은 자존감이 저하되고
주위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며(서부덕, 2000), 독립성의 저하로 자기효능
감이 저하된다(박경민, 1994). 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에 중요한 요소인 사
회적인 측면에서도 입소노인은 취약하다. 이미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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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연결망이 노인의 신체활동 참여에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는
데, Booth 등(2000)은 신체활동 참여가 높은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음
을 보여주었고, Resnick 등(2002)은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운동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고, Caudroit 등
(2012)은 노인의 신체활동에 있어 자기효능감이 긍정적 매개 효과로 작
용함을 규명했으며, Curtis 등(2015)은 신체 기능적 제한과 사회활동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입소노인은 신체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
는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신체활동 참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물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불가피한 신체활동의 감소와 노인의 신체
활동 부족은 잘 알려진 현상(Król-Zielińska et al, 2011)이지만, 장기요양
시설 입소노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은 신체활동에 더욱 취약한 집단
이다. 더욱이 장기요양시설이라는 장소적 특성 상 입소노인들은 지역사
회 거주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집단으로 신체활동 파
악 등을 위한 연구로부터 방관되기 쉽고(Kalinowski et al, 2012), 요양시
설은 입소자가 따라야만 하는 시설 내의 정해진 규칙적인 일상이 있으므
로(Schroll et al, 1997) 시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시설입소
후 남은 삶의 장기간을 시설에서 보내게 되는 입소노인은 신체적, 정신
적 사회적, 정서적 영역에서 취약한 집단으로서, 이러한 취약성 때문에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Gerritsen, 2004).
신체활동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주고(Acree et al, 2006,
Regeski et al, 2001, Mcauley & Edward et al, 2006, 김경은 외, 2010),
정기적인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
적인 방법(Caudroit et al, 2012)이며, 입소자의 삶의 질을 반영하므로 입
소노인의 신체활동은 그 중요성이 더 크다. Kane(2001)은 장기요양케어
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삶의 질은 안락, 안전, 의미있는 활동, 관계,
기능적 능력, 자율성, 만족, 개별성, 영적인 웰빙의 10개의 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 영역의 하위항목에 원하는 만큼 실외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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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여부, 실외활동 빈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신체활동은
삶의 질의 한 구성요소이므로, 입소노인에게 있어 신체활동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입소노인에게 신체활동은 낙상예
방(Gillespie et al, 2003), 보행능력 증진, 문제행동 감소, 좌식시간 감소
등의 신체적 기능상의 이점과 기분 향상 등의 정서적인 영역에서의 긍정
적 효과(Resnick, Galik & Boltz, 2013)가 있으며, 삶의 질의 요소라는
점에서,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에게 적절한 수준의 신체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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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현황
외국에서는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들의 신체활동 수준과 현황을 제시하
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미국에서는 이미 1974년에 수행된 Gottesman과 Bourestom의 연구에
서 시설 입소자들이 하루의 주어진 시간의 56%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보내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MacRae 등(1996)의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의
신체활동 수준을 신체적 제한 군(휠체어 사용)과 비제한 군으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에서 양측 군 모두에서 신체활동이 부족하며 많은 시간을 눕
거나 앉아서 보내는 실정임을 보여주었다. ICE(2002)는 입소자들이 하루
중 65%를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보내며 단지 12%의 시간만을 사
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Bates-Jensen 등(2004)의 연구에서
는 입소자들이 하루 17시간을 침상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esnick과 Galik(2013)은 시설 입소노인들은 신체활동 시간이 매우 적으
며, 특히 인지가 저하된 노인에서 신체활동 시간이 더욱 적은 것을 확인
하였다.
유럽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연구들이 이뤄졌는데, 핀란드에서 수행된
Ruuskanen와 Parkatti(1994)의 연구에 의하면 입소자의 30% 이상이 시
설 입소 후에 신체활동이 감소했으며, 40% 정도의 입소자들이 신체활동
이 거의 없는 상황임을 보고하였다. 독일에서 입소자의 영양섭취와 신체
활동에 대해 조사한 Schmid 등(2003)의 연구에 의하면, 시설 입소자들은
신체활동 수준이 매우 낮으며, 단지 34%의 입소자만이 주중에 2시간 이
상의 운동을 수행하였고, 입소자의 30%는 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일의 장기요양시설 입소
자의 사회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Kolanowski 등
(2006)의 연구에 의하면 독립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입소노인도 대부분의
시간을 앉거나 누운 상태로 보내고 있다고 하였다. 네덜란드의 7개 장기
요양시설을 입소자를 대상으로, 치매 등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는 병동
과 신체적 문제를 갖고 있는 병동을 나누어 입소자의 일상 활동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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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den Ouden 등(2015)의 연구에서 입소자가 하루 중 45-77%의 시간을
TV보기,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잠자기 등 활동 없이 보내고 있는 실정
임을 보고하였다.
또한 캐나다의 지역사회 거주노인과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
로 신체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조사를 진행
한 Week 등(2008)의 질적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거주노인에 비해 시설
입소자의 신체활동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을 발견하였다. Ikezoe(2013)
는 일본의 시설입소 노인의 낮 시간동안의 신체활동 패턴과 신체적 기능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일본 장기요양시설의 여성노인 19명을 대
상으로 관찰연구를 진행한 결과, 낮 시간의 56.9%는 앉아있고, 17.4%는
누워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것과 근력은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는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의 신체활동 현황과 수준을 확인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인데, 시설 노인의 자기효능과 생활만족도 및 일상
활동에 대해 살펴본 서부덕(2000)은 시설 노인은 누워 있거나, TV 감상
등 아무생각 없이 멍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수준
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국내에서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
활동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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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관련 지침
Bates-Jensen 등(2004)은 장기요양시설 입소자가 침상에서 과도하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입소자의 신체적 상태와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
이 있음에도, 시설 내에 입소자의 침상에서 보내는 시간을 어느 정도로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제기한 바 있다. Resnick과 Galik(2013)도 장기요양시설 내에서 규칙적
신체활동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을 지적하였다. Kalinowski 등(2012)은
독일 전국적으로 장기요양시설에서는 신체활동 관련 프로그램이 수행되
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장기요양시설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정 혹은 권고안이 부재하기 때문이
다.
물론 노인의 신체활동에 대한 권고안은 다수 존재한다. WHO(2010)는
‘Global Recommendations on Physical Activity for Healh’를 통해 연령
별 신체활동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미국은 스포츠의학협의회(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와 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가
함께 신체활동 권고안을 발간하였다(Nelson et al, 2007). 호주와 캐나다,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신체활동 권장지침을 발표했으며(김소연, 2014),
한국도 2013년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을 제정하
였다. 이 지침들에는 노인을 위한 권고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지
역사회에 거주하는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설 입소노
인에게 적용하는데 제한이 존재한다. 물론 WHO(2010)는 건강상의 문제
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삶을 살
아야 한다는 설명을 제시하였고,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에도 만성
질환으로 인해 권고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체력이나 신체
조건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기술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사실상
시설입소 노인 등 취약계층에 적용하기는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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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2015년 12월 IAGG-GARN(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Global Aging Research
Network)와 IAGG 유럽지역의 임상분과(Clinical section)에서는 운동과
학과 노인의학 분야의 전문가를 소집하여 장기요양시설의 입소노인의 신
체활동과 운동을 위한 권고안을 수립하였다(de Souto Barreto et al,
2016). 기능적 능력과 인지 기능의 이질성이라는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
의 특징을 고려하여, 두 가지 종류의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모
든 입소노인의 좌식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권고안이며 두 번째는 입소
자들의 하위집단의 운동훈련을 위한 근거 기반의 구체적인 권고안이다.
전문가들은 이 권고안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입소자의 동기와 즐
거움을 향상시키는 등 입소자 측면의 요소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시설
직원 등의 인력이 입소자들의 신체활동과 운동에 대한 요구, 선호, 신념
과 태도를 고려할 때 증진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시설 인력의 역할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고, 장기요양시설과 보건의료 시스템과 관련된 조직적인
요소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부각하여 설명하였다. 무엇보다 입소자, 입
소자의 가족, 시설 직원, 보건의료 전문가 및 정책 입안자에게 신체활동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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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관련 요인
1.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관련 요인

1) 국외연구
국외에서는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관련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 왔으며, 국외의 실증연구를 연도
별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 연구 중 질적 연구방법론을 활용
한 연구가 다수 존재하며 연구의 설계 시 참고할 부분이 있어 함께 살펴
보았다. 또한 입소노인이 연구대상은 아니지만, 이동능력에 제한이 있는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 등을 추가적으로 고찰하였다.
(1) 실증연구
Ruuskanen와 Parkatti(1994)는 핀란드의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190명
을 대상으로 신체활동과 이와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였는데, 신체활동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은 건강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로 나누어 보
았을 때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강도 높은 신체활동을 하며, 남성은 자
가보고 건강상태, 우울, 시설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여성에서는 우
울과 시설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신체활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MacRae 등(1996)은 미국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95명을 대상으로 신체
활동 수준과 관련 요인을 신체적으로 제한된 군(휠체어 사용)과 비제한
군으로 나누어 파악한 연구에서, 제한 군의 93.8%, 비제한 군의 83.5%가
신체활동이 거의 없이 누워있거나 앉아서 보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제
한 군에서는 입소자의 낙상위험과 상지근력이, 비제한 군에서는 낙상위
험성, 상하지 근력이 신체활동 수준의 유의한 예측 인자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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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donald(2006)는 장기요양케어 환경이 인지가 저하된 입소자가 여
가활동(신체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과 직원의 인식을 확
인하기 위해 캐나다의 120병상 규모의 요양시설에서 심층면담을 통한 질
적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인력의 부족, 시설의 공간과 통로 등 물리
환경, 여가활동의 기회 부족 등이 확인되었다.
Kalinowski 등(2012)은 장기요양시설에서 신체활동을 촉진 또는 방해
하는 시설수준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독일의 40개의 장기요양시설 입
소자 217명을 대상으로 연구팀 자체적으로 고안한 신체활동 관련 설문자
료를 기반으로 단면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시설요인으로는 시설특성
(운영방식, 규모), 제공되는 신체활동 서비스(종류, 교육자, 빈도, 기간),
신체활동 관련 의사소통 방법(입소자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신체활동에
대한 내용을 공지방법), 신체활동 교육과정, 시설의 구조적인 특성(물리
치료사, 공간과 장비 등 물리적 환경)을, 입소자 요인으로는 인지상태,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용하는 신체활동 서비스 등을 확인하였다.
de Guzman 등(2015)는 필리핀의 수도권에 위치한 3개의 장기요양시
설 125명의 입소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인지, 낙상의 위험성, 움직임
제한의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낙상에 대한 두려움과 인지수
준이 신체활동의 영향요인임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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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적연구
캐나다의 오타와, 온타리오 지역 6개의 장기요양시설 관리자를 대상으
로 면담조사를 통해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적 및 환경적 요인을
확인한 Benjamin 등(2009)의 질적연구에 의하면, 입소자의 신체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인력 부족과 입소자의 신체활동에 최적화되지 않은
시설의 물리적 환경이 확인되었다.
Chen(2010)은 대만의 6개의 요양시설 입소노인 90명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통해 신체활동 영향요인을 확인한 질적연구에서 입소자의 신체활
동에 방해요인으로 신체적인 건강문제, 신체적 허약, 상해 혹은 낙상의
두려움, 과거의 sedentary 생활습관, 신체활동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 환
경적 제약 등임을 확인하였다.
Benjamin 등(2011)은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
는 요인을 입소자, 직원, 의미있는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캐나다의
9개의 요양시설에서 포커스 그룹인터뷰와 내용 분석의 질적연구를 통해
불충분한 신체활동 지원, 물리적환경 제한의 요인을 확인하였다. 신체활
동에 대한 불충분한 지원은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재정부족과 대체인
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하였고, 시설의 상황에서 직원들은 입소자에
게 신체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새로운 도전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
었으며, 물리적 환경의 제한은 신체활동을 수행할 공간의 부족과 장기요
양시설의 신체활동 관련 시설과 장비의 부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였다.
Chen 등(2014)은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의 촉진요인을 규
명하고자 대만 2개 도시에 위치한 6개의 장기요양시설 90명의 입소노인
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입소자 측면의 요인을 확인한 결과
전적으로 의존적인 상태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기분의 긍정적인 향
상, 이전의 일하던 습관 등의 신체활동 촉진요인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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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 노인 대상 연구
다음으로 입소노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는 아니지만, 신체기능의
취약성이라는 측면에서 입소노인과 공통점이 있는 질환이나 이동능력에
제한이 있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확인한 연구들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Crew와 Campbell(2004)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시력 손상과
청력 손실이 건강과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and Prevention) 산하 국립보건통계
센터(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와 미국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산하 국립노화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종단연구인 Second Supplement on Aging (SOA-II)자료를 2차 분석하
였다. 그 결과 시력 혹은 청력의 손상이 있을수록 신체활동 참여와 사회
활동 참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력손상만 있는 경우 장
애가 없는 정상군에 비해 실외활동의 어려움이 3.3배 증가하고, 청력손상
만 있는 경우는 1.3배 증가하여 시력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
었으며, 시력과 청력 모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3.8배 증가함을 보여주
었다.
Brennan 등(2005)은 노화에 대한 종단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시력과
청력의 장애(DSI, Dual Sensory Impairment)가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 시력과 청력 모두 장애가 있는
경우(DSI), 한 가지 기능만 이상이 있는 것에 비해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Rasinaho 등(2007)은 이동능력에 제한이 있는 노인을 포함한 핀란드
의 지역사회 거주 노인 645명을 대상으로 이동능력 제한이 심한 군, 중
간 군, 제한이 없는 군으로 나누어 신체활동 참여의 동기와 방해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동능력 제한이 심한 군은 나쁜 건강상태, 두려움, 동료의
부족, 신체활동에 부적합한 환경이 신체활동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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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nick 등(2007)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관절 골절을 경험한 여성
노인 209명을 대상으로 운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요인
과 개인간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자기효능감과 친구의 사회적 지
지가 운동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신체활동 참여에 있어, 사회적 측면이 중요한 요인
이라는 것이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는데, 입소노인을 대상으
로 수행된 연구는 제한이 있으므로,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ooth 등(2000)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 측정
을 통해 활동적인 집단과 비활동적인 집단으로 분류하여 사회인지적
(social-cognitive) 요인이 노인의 신체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신체활동 참여는 높은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Resnick 등(2002)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74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사
회적 지지(social support)가 노인의 운동행동(Exercise Behavior)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를 통해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을 통
해 운동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Curtis 등(2015)은 호주의 노화에 대한 종단적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835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자료의 2차 분석을 통해 신체의
기능적 제한과 사회활동간의 연관성이 있음을 규명하였다.
상기와 같은 국외연구고찰을 통해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참여에는 우
울, 낙상, 허약, 시청력 손상 등의 건강상태와 자기효능감의 개인적 요인
뿐 아니라 사회활동 참여, 사회적지지 등의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인력
부족, 시설과 장비 부족 등의 다양한 요인이 관여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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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연구
국내의 경우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의 신체활동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부족하며, 시설 노인의 일상생활활동과 기초신체측정 등을
살펴본 연구 등으로 제한적인데, 강혜경(2014)은 대전과 충남 소재 4개
의 장기요양시설 입소 여성노인 105명을 대상으로 시설거주 여성노인의
일상생활활동이 반영된 기초신체활동 측정을 통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근력과 이동능력이 유의하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오혜경 외(2007)는 전국 9개시 소재 노인요양원에 입소한 65세 이상
시설노인 120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능력,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를 측
정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관계들을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시설노
인의 일상생활능력 점수가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측정한 선행연구에 비해
낮았고, 이를 개인적인 여가활동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건강상태와 사회활동특성(친구와 모임활동 등)이 일상생활능력과 자기효
능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홍승표(2007)는 전국 8개의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 1,001명
을 대상으로 입소자를 위한 포괄적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일상생활활동과
신체 기능상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노인전문병원 입원환자의 일상생활활
동과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였다. 기술분석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일상생
활수행능력이 낮게 나타났고. 회귀분석 결과 인지 손상이 클수록, 시각
손상이 적을수록, 균형능력이 저하되어 있을수록, 그리고 신경계 질환을
갖고 있을수록 일상생활활동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김종임(2015)은 도시지역 요양시설 입소노인 260명을 대상으로 노인요
양시설 노인의 삶의 질과 건강상태, 신체적 기능, 정신적 기능, 사회적
지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서, 입소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와 시력청력 기능,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측정하였다. 주관적 상태를
보통 또는 나쁨으로 표현한 입소노인은 81%에 달했고, 시력이 나쁘다고
답한 경우는 52%, 청력이 나쁜 경우는 53%, ADL이 의존적인 경우는
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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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수
준을 파악하고 성별에 따른 신체활동을 비교하기 위해, 제 4기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문현정과 이인숙(2011)의 연구에 의하
면, 여성노인에서는 연령, 결혼상태, 교육정도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음주, 자살생각, 주관적인 건강 등의 건강특성이 신체활동에 유의한 영향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남성노인에서는 결혼상태와 음주, 주관적
건강상태가 신체활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진, 김영호(2011)는 개인적 요인, 사회적 환경요인, 물리적 환경요
인이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생태학적 모형을 적
용하여, 서울시 거주노인 2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요인들
간의 관계와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인적 요인에서는 자기효
능감과 운동이득지각이, 사회환경적 요인에서는 친구의 지지가, 그리고
운동시설의 공간적 접근용이성과 편리성, 안정성 등의 물리환경적 요인
이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자기효능감이 신체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규명하였다.
서울시 지역사회 거주노인 66명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정도와 관련 요
인들의 관계를 살펴본 최명애(2004)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활동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활동은 일상생활
활동능력과 정의 상관관계(0.255)가 있었고 우울과는 역의 상관관계
(-0.281)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복지관 이용노인 154명을 대상으로 신체활동량과 수면양상을 확인하
고, 신체활동과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
한 박연환(2007)의 연구에 의하면 성별, 질병유무, 은퇴 전 직업유무가
노인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도시지역 복지관 이용노인 129명과 시골지역 복지관 이용노인 207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신체활동 수준과 신
체활동의 예측요인을 도시와 시골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본 박승미와 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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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2010)의 연구에서는 시골지역과 도시지역 노인 모두에서 신체활동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고, 시골지역 노인은 인지기능
과 외로움이, 도시지역 노인은 연령, 성별, 우울이 신체활동의 예측요인
으로 확인되었다.
도시지역 재가노인의 걷기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물리환경
적 요인 측면에서 분석한 이형숙 외(2011)의 연구에 의하면, 공원 등의
접근성, 교통사고로부터 안전감, 가로조명시설 등이 노인의 걷기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현희와 이혜승(2015)는 제5기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934명을 각 질환별
로 분류하여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고혈압이 있는 노인은 교육수준, 만성질환 수, 일상생활
활동 등이, 당뇨병이 있는 노인은 연령, 성별, 배우자, 소득수준, 만성질
환 수,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활동, 우울 등이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박경혜, 이윤환(2006)은 선행논문에서 확인된 노인의 사회활동과 신체
기능의 강한 연관성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 선행요인인지 밝히기 위해 재
가노인 537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사회활동이 신체
기능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노인의 사회활동이 많을수록 신체기능이 양
호함을 보여주어, 사회활동이 신체활동의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국내연구 고찰을 통해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는 신체활동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수준을
파악하거나 관련 요인을 규명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을 파악하였고, 제
한적으로 수행된 연구들은 입소노인의 일상생활능력에 초점이 맞춰져있
었다. 이를 통해 입소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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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의 개념 틀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은 Kalinowski 등(2012), 강수진과 김영호(2011),
Resnick 등(2007) 및 Benjamine 등(2011)의 연구모형을 참고하여, 재구
성하였다. Kalinowski 등(2012)은 장기요양시설에서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방해요인과 촉진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적 및 환경적 요소로 구
성된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강수진과 김영호(2011)는 사회
생태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
학적 특성, 자기효능감, 믿음, 동기 등을 포함하는 개인적 요인, 사회적
연결망, 가족과 친구의지지 등을 포함하는 사회환경적 요인, 신체활동 공
간 접근용이성, 운동시설 편리성, 안전성 등을 포함하는 물리환경적 요인
으로 나누어 확인하였다. Resnick 등(2007)도 고관절 골절을 겪은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Sallis(2003)
의 사회생태학적 모델을 연구의 이론적 틀로 사용하여, 신체 및 정신적
건강. 인지상태, 기능상태 등의 개인적 요인과 자기효능감, 가족과 친구
혹은 전문가의 사회적 지지와 같은 개인간 요인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Benjamine 등(2011)은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요인
(intrapersonal)와 개인간 요인(interpesonal), 조직적 수준과 물리환경적
요인 및 공공 보건정책적 요인를 포함하는 다양한 수준으로 설명하는
Sallis와 Owen(1997)의 사회생태학적 모델을 연구의 이론적 틀로 사용하
였다. 이를 기반으로 입소자와 시설 직원, 의미 있는 타인을 대상으로 포
커스그룹 면담을 통해 입소자의 신체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다수준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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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개인특성과 개인 간 수준을 포함하는 사회환경적 특성 및
시설과 인력수준을 포함하는 물리환경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개인특성 요인으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을 선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결혼상태를, 건강관련 특성은 일상
생활수행능력, 우울, 청력과 시력 손상, 낙상과거력, 신체기능 향상 신념
을 살펴보았다. 사회환경적 특성으로는 입소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사회
적 관계 유지, 가족과의 갈등관계, 직원과의 갈등관계를 살펴보았다. 물
리환경적 요인으로는 시설규모, 시설 내 신체활동 지원 장비, 물리치료사
유무, 입소자 1인당 간호인력 비율, 입소자 1인당 요양보호사 인력 비율
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본 연구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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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2013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전국 장기요양 입소시설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 91개 시설을 선정하여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1,472
명의 건강 및 기능수준과 서비스 공급자인 시설의 특성을 조사한 연구
(권순만 등, 2013)의 2차 분석으로,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의 심의면제대상 승인을 받았다(IRB No. E1612/003-002).
본 연구자료의 수집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자료수집 전 기관 IRB 승인
(IRB 승인번호: 2-2013-01-21)및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받았다. 입소자
의 건강과 기능 수준은 장기요양 이용자의 포괄적 기능평가 도구인
interRAI 장기요양시설 평가도구(interRAI Long Term Care Facility,
interRAI LTCF) 한국어판을 통해 수집되었다. 입소자의 건강과 기능 상
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요양시설 실무자(간호사, 간호조무사 혹은 사회
복지사)가 연구팀으로부터 interRAI LTCF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교육을 받은 후 입소자를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수집되었
다. 장기요양시설 특성은 연구에 참여 하는 요양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설 기본정보, 시설 보유 장비, 종사자의 인력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
해 수집하였다.
본 연구자료 수집에 사용된 interRAI LTCF 평가도구는 장기요양시설
에 거주하는 입소자의 필요, 강점, 선호 등을 평가하는 포괄적이고 표준
화된 도구로 국제 RAI연구회(www.interRAI.org)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뉴질랜드, 핀란드,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장기요양시설 평가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인정된 도구이다(OECD, 2013,
Hirdes et al, 2008). 이는 입소자의 건강과 기능상태 뿐 아니라 인지기
능, 사회 심리적 특성, 기분과 행동 등 입소자의 전 영역을 두루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 자료를 통해 입소자의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사회 환경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요양시설 입소노인 1,472명 중 와상상태로 신체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입소노인 1,23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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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변수
본 연구는 신체활동 관련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신체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변수들을 연구변수로 선정하였다[표 1].

1. 신체활동
본 연구에서 신체활동은 interRAI LTCF 포괄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신체활동 참여수준과 실외활동 유무를 통해 측정하였다.
신체활동 참여수준은 평가기준일인 지난 3일간4)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수행한 총 시간을 통해 측정하였는데, 지난 3일간 신체활동 참여시간이
2시간 이하인 경우 신체활동 참여수준이 낮은 것으로, 2시간 초과인 경
우 참여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신체활동은 걷기, 산책, 체조,
기계를 이용한 운동 등과 같이 신체를 움직이는 모든 운동과 활동을 포
함한다. 2시간을 기준으로 참여수준을 구분한 근거는 IAGG-GARN 등에
서 제시한 장기요양시설의 입소노인의 신체활동과 운동을 위한 권고안5)
(de Souto Barreto et al., 2016)에 기반하였다.
실외활동 유무는 지난 3일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나가본
일수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 경우와
시설 밖으로 나간 적이 있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4)도구의 지속적인 개발과정을 통해 다수의 국가와 연구에서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인된 interRAI LTCF 평가도구는, 다수의 문항에서 평가 기준일을
지난 3일간으로 선정하였다(Bernabei et al, 2008, Hirdes et al, 2008).
5)본 권고안에 의하면 앉아서만 지내는 것을 방지하고, 환기시키기 위하여 하루
3번 5분의 움직임을 위한 노력을 제안하였다. 이것을 3일로 계산 시 45분이 된
다. 또한 일주일에 2회 이상 45분 정도의 근력, 균형 및 유연성 등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되 프로그램 별로 최소 48시간의 간격을 두고 수행할 것을
권하고 있으므로, 본 권고내용을 3일로 환산 시 약 90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
간단위로 측정했기 때문에 2시간을 기준으로 신체활동 참여수준을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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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특성
문헌고찰을 통해 개인특성 변수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수준을
선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결혼상태를, 건강관련
특성으로는 일상생활수행능력, 우울, 청력과 시력 손상, 낙상과거력, 신체
기능 향상신념을 선정하였다.
1)인구사회학적 변수
성별, 연령, 결혼상태를 살펴보았다. 성별은 남성, 여성으로 분류하였
고, 연령은 65세 이상-74세 이하, 75세 이상-84세 이하, 85세 이상의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결혼 상태는 기혼 및 동거상태와 미혼 등 기타 동
거자가 없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2)건강관련 변수
일상생활수행능력, 우울, 청력과 시력 손상, 낙상과거력, 신체기능 향
상신념을

살펴보았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일상생활

수행능력

수준

(Activities of Daily Living Hierarchy Scale, ADLH)을 통해 측정하였
다. 이는 입소노인 일상생활수행 참여도의 연속성 상에서 개인의 독립적
인 활동수준을 보여주는 신뢰도가 확인된 척도이며(Morris et al, 1999),
0점(전혀 손상 없음)에서 6점(전적으로 의존)으로 분류된다. 점수는 개인
위생, 움직임, 화장실 이용, 식사하기의 4개 항목을 통해 측정된 값이
interRAI 연구회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을 거쳐 4개 항목의 손실 수준에
의해 산출된 것으로서, 기능의 감퇴정도를 보여준다. 특히 세부항목의 평
가에는 휠체어 사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소노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DLH 점수를 기준으로 0-1점은 독립적,
2-4점은 의존적, 4-6점은 전적 의존으로 분류하였다. 우울은 우울척도
(Depression Rating Scale, DRS)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0점(우울문제 없
음)에서 14점(가장 심한 우울문제 있음)으로 분류된다. 부정적 말 등의
표현, 계속되는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분노, 비현실적 두려움 표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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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적인 건강문제 호소, 반복적인 불평 또는 염려, 슬프거나 고통스럽거나
걱정스런 표정, 울거나 눈물어림의 7개의 항목을 0점부터 2점까지의 점
수로 측정한 값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점수가 클수록 우울의 정
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DRS가 0-2점인 경우 우울 문제가
없는 것으로, 3점 이상인 경우 우울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청력과 시력 손상은 청력 또는 시력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측정
한 것으로, 청력과 시력 모두 정상인 경우와 청력 또는 시력 중 한 가지
기능에 손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청력과 시력 모두 손상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낙상과거력은 과거에 낙상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통
해 측정하였다. 신체기능에 대한 향상 신념(이하 ‘신체기능 향상신념’)은
입소노인의 자기효능감을 반영하는 개념으로서, 구체적으로 입소노인 스
스로가 어떤 일상생활 활동들에 있어서는 더 독립적이 될 수 있고 자기
의 돌봄에 더 잘 참여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 자신이 신체기능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통해 측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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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환경적 특성
입소자의 개인 간 수준 요인을 반영하는 사회환경적 특성으로는 사
회활동참여, 사회적 관계 유지, 가족과의 갈등관계 및 직원과의 갈등관계
를 선정하였다.
사회활동참여는 개인이 평균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지난 3일간 입소노인이 깨어있는 동안 개인 활동이나 구조화된 활동, 그
룹 레크레이션 등 그룹 활동에 사용하는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서, 참여
정도에 따라 0점(전혀 없음), 1점(조금), 2점(보통), 3점(대부분)으로 측정
하였다. 사회적 관계 유지는 오랫동안 알아왔던 지인이나 가족을 만나거
나, 전화 혹은 메일 등을 통해 접촉한 적이 있는지 여부로 측정하였다.
가족과의 갈등관계는 가족 또는 가까운 친구들이 입소노인의 건강을 관
리하는데 감당을 못하거나, 스트레스로 지치는 등 어려움이 있음을 직원
에게 표현했는지 여부로 측정하였다. 직원과의 불편한 관계는 입소노인
이 한 명 이상의 시설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언어나 행동으로 적대감을
표현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비난했는지의 여부를 통해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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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리환경적 특성
시설과 인력 요인을 반영하는 물리환경적 특성 변수로는 시설규모,
시설 내 신체활동 지원 장비, 물리치료사 유무, 간호인력비율, 요양보호
사 비율을 선정하였다. 시설규모는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신체활동지원 장비는 시설 내의 러닝머신,
상지 및 하지 근력운동기구 등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장비의 유무를 통해
측정하였다. 물리치료사 유무는 시설 내 물리치료사가 있는지 여부로서
측정하였다. 입소자 1인당 간호인력비율은 시설의 간호인력(간호사와 간
호조무사 모두 포함)을 시설입소자 수(현원)으로 나눈 비율이 입소자 25
인당 간호인력 1명 미만인지, 이상인지의 여부로 살펴보았다. 입소자 1인
당 요양보호사 비율은 시설의 요양보호사 총 인력을 시설입소자 수(현
원)으로 나눈 비율이 입소자 2.5인당 요양보호사 1명 미만인지 이상인지
의 여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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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특성:
건강관련 변수

개인특성:
인구사회학적 변수

독립변수

신체활동

종속변수

구 분

수

청력,시력 손상

우울

일상생활수행능력

연령

성별

실외활동
유무

신체활동
참여수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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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력, 청력 모두 손상

1: 시력, 청력 중 1가지 손상

0: 시력, 청력 모두 정상

1: DRS 3점 이상

0: DRS 0-2점

3: ADLH 5-6점

2: ADLH 2-4점

1: ADLH 0-1점

3: 85세 이상

2: 75-84세

1: 65-74세

1: 여성

0: 남성

1: 있음

0: 없음

1: 높음 (2시간 초과)

0: 낮음 (2시간 이하)

측 정

[표 1. 본 연구의 변수]

청력, 시력 손상 유무

DRS(Depression Rationg Scale)

ADLH(Activities of Daily Living Hierarchy) Scale

지난 3일 동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나가 본
여부로 구분함.

지난 3일 동안 걷기, 운동 등의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에
참여한 총 시간이 2시간 이하인 경우 신체활동 참여수준
낮음으로, 2시간 초과인 경우 신체활동 참여수준 높음으로
구분함.

기 타

물리환경적 특성:
시설 및 인력 변수

사회환경적 특성

요양보호사 인력

간호인력

물리치료사 유무

신체활동지원 장비
(시설 및 장비)

시설규모

직원과의 갈등관계

가족과의 갈등관계

사회적 관계유지

사회활동 참여

신체기능 향상신념

낙상과거력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시설 직원에게 언어나 행동으로 적대감을 표시하거나 험담
을 하는 등 직원과의 갈등이 있는지 여부

0: 없음

1:
0:
1:
0:
1:
0:
1:

있음
없음
있음
입소자
입소자
입소자
입소자

- 30 -

25인당 1인 미만
25인당 1인 이상
2.5인당 1인 미만
2.5인당 1인 이상

1: 있음
30인 미만
30인 이상-100인 미만
100인 이상
0: 없음

1: 있음

입소자 2.5인당 요양보호사 1인 충족여부

입소자 25인당 간호인력 1인 충족여부

물리치료사 유무

신체활동지원 장비(상지 및 하지 근력운동기구, 러닝머신)
유무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입소노인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표현했는지 여부

0: 없음

1: 있음

오랫동안 알아왔던 지인이나 가족을 만나거나, 전화, 메일
등을 통해 접촉한 적이 있는지 여부

지난 3일간 깨어있는 시간동안 구조화된 활동참여, 그룹
레크레이션을 포함한 그룹활동 또는 개인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입소노인 스스로 신체기능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
혹은 신념으로, 신체기능 향상에 대한 신념

과거 낙상경험 유무

0: 없음

3: 대부분

2: 보통

1: 조금

0:
1:
0:
1:
0:

제 4 절 분석방법
본 연구는 연구목적에 따라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수준
과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상태 등 개인특성과
입소노인의 타인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사회환경적 특성 및 서비스를 제
공하는 시설수준의 물리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분석을 시
행하였다. 둘째,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에 따른 개인특성, 사
회환경적 특성, 물리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개인특성, 사회환경적 특성 및 물리환경적 특
성에 따른 신체활동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시설의 인력과 환경 등 시설단위의 특성
이 개별 입소노인에게 작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개인특성과 사회환경적
특성을 개인단위 수준(Level 1)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환경적 특
성을 시설수준(Level 2)으로 하는, 2개 수준으로 구성된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통계 분석은 SAS 9.4 version을 통해 수행하였으며, p-value가 0.05이
하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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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연구대상의 특성
1. 연구대상 입소노인 및 시설 특성
연구대상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개인적, 사회환경적 및 물리환경적
특성에 대하여 기술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1]부터 [표 2-3]이다.

1)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개인특성
연구대상인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이 76.72%로 남성이 23.28%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
다. 연령은 평균연령은 82.6세(SD=7.50)였으며, 65세에서 74세가 15.73%,
75세에서 84세가 42.58%, 85세 이상이 41.69%로 분포하여, 노인중에서도
초고령노인에 속하는 고령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결혼상태는 기혼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가 81%, 미혼, 사별, 이혼을 포함하여 동거인이 없는
경우가 19%였다.
입소노인의 건강상태는 다음과 같다. 입소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의
평균점수는 3.30점(SD=1.85)로 독립적인 노인은 20.6%, 의존적인 노인은
43.2%, 전적으로 의존적인 노인은 36.2% 이었다. 우울척도(DRS) 점수는
평균 2.74점(SD=2.86)이며, 우울척도 0점에서 2점에 속하는 우울 문제가
없는 군은 56.3%, 우울척도 3점에서 14점에 속하는 우울 문제가 있는 군
은 43.7%였다. 낙상의 과거력이 있는 노인은 4%, 낙상의 과거력이 없는
노인은 96%로 대부분의 노인은 낙상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력
과 시력손상은 청력과 시력의 손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손상이 없는
경우 63.7%, 시력과 청력 중 한 가지의 기능에 손상이 있는 경우 22%,
청력과 시력 두가지 모두 손상이 있는 경우 14.3%였다. 입소노인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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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측면에서 신체기능 향상에 대한 신념과 믿음 등의 자기효능감
(efficiency)을 반영하는 신체기능 향상신념을 갖고 있는 입소노인은
23%, 신체기능 향상 신념이 없는 노인은 77%로 나타나 과반수를 상회
하는 다수의 노인이 신체기능 향상신념이 없었다.
[표 2-1. 연구대상자의 개인특성]

성별

n

%

남

287

23.28

여

946

76.72

82.61

7.50

65-74세

194

15.73

75-84세

525

42.58

85세 이상

514

41.69

기혼, 동거인 있음

1003

81.35

미혼, 동거인 없음

230

18.65

mean±SD

1.99

0.71

ADLH 0-1점

254

20.60

ADLH 2-4점

533

43.23

ADLH 5-6점

446

36.17

mean±SD

2.74

2.86

DRS 0-2점

694

56.29

DRS 3점 이상

539

43.71

모두 정상

786

63.75

1가지 손상

270

21.90

모두 손상

177

14.36

없음

1162

95.87

있음

50

4.13

없음

950

77.05

있음

283

22.95

mean±SD
연령

결혼상태

일상생활수행능력
(ADLH)

우울(DRS)

청력,시력 손상

낙상과거력
신체기능 향상신념

n=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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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사회환경적 특성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 중 구조화된 활동, 그룹 레크레이션 등의 사회
활동에 지난 3일간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25.4%, 조금 참여한 경우
는 37.6%, 보통 참여한 경우는 22.2%, 대부분 참여한 경우는 14.8%로 과
반수 이상의 입소노인이 신체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조금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나 오랫동안 알아왔던 지인을 만나거나, 전화나
서면을 통해 접촉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통해 측정한 사회적 관계를 유
지하지 못하는 노인은 30%,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은 70%였다.
가족과의 갈등관계가 있는 노인은 19.2%, 없는 노인은 80.7%였으며, 직
원과의 갈등관계가 있는 노인은 34.8%, 없는 노인은 65.1%였다.
[표 2-2. 연구대상자의 사회환경적 특성]

사회활동 참여

사회적 관계유지

가족과의 갈등관계

직원과의 갈등관계

n=1,233

n

%

없음

313

25.39

조금

464

37.63

보통

274

22.22

대부분

182

14.76

없음

365

29.60

있음

868

70.40

없음

996

80.78

있음

237

19.22

없음

803

65.13

있음

430

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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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기요양시설의 물리환경적 특성
연구대상 장기요양시설은 총 91곳으로, 시설규모가 30인 미만이 26%,
30인 이상 100인 미만이 48%, 100인 이상이 26%였다. 러닝머신, 상지
하지 근력운동 기구 등의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장비를 보유한 시설은
57%, 보유하지 않은 시설은 43%였다. 연구대상 시설 중 인력을 살펴보
면 물리치료사가 없는 시설은 43%, 물리치료사가 있는 시설은 57%였다.
입소자 1인당 간호 인력 비율이 ‘입소자 25인당 간호인력 1명' 이상인
시설은 98.5%, 미만인 시설은 1.5%였고, '입소자 2.5인당 요양보호사 1명
'의 이상인 시설은 69.5%, 미만인 시설은 30.5%로 나타났다.
[표 2-3. 연구대상자의 물리환경적 특성]

시설규모

신체활동지원 장비
물리치료사 유무
입소자 1인당
간호인력

입소자 1인당
요양보호사 인력

n=1,233

n

%

30인 미만

322

26.12

30인 이상-100인 미만

595

48.26

100인 이상

316

25.63

없음

530

42.98

있음

703

57.02

없음

521

42.92

있음

693

57.08

0.085

0.02

입소자 25인당 1인 미만

18

1.46

입소자 25인당 1인 이상

1215

98.54

mean±SD

0.40

0.06

입소자 2.5인당 1인 미만

376

30.49

입소자 2.5인당 1인 이상

857

69.51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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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현황을 신체활동 참여수준과 실외
활동 유무를 통해 알아보았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
입소노인 중 지난 3일 동안 걷기, 운동 등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에 등
의 신체활동에 참여한 시간이 2시간 이하로 신체활동 참여수준이 낮은
입소노인은 76.97%로 나타나, 3/4 이상의 입소노인에서 신체활동 참여수
준이 낮은 현황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지난 3일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나가본 여부로 측정한 실외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노
인은 74.86%로 나타나, 입소노인의 4명 중 3명의 입소노인은 실외활동이
전혀 없는 현황임을 확인하였다.
[표 3.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신
체
활
동

n=1,233

n

%

신체활동
참여수준

낮음

949

76.97

높음

284

23.03

실외활동
유무

없음

923

74.86

있음

310

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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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관련요인

1. 신체활동에 따른 개인, 사회환경 및 물리환경적 특성 분석
결과(단변량)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입소
노인 개인 특성과 입소노인의 사회환경적 특성 및 입소노인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거주하는 공간인 시설의 물리환경적 특성과 신체활동과
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신체활동은 신체활동 참여수준과 실외활동 유무
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표4]와 같다.
신체활동 참여수준에 따른 관련요인을 살펴본 결과 성별, 연령, 일상
생활 수행능력, 청력과 시력 손상, 신체기능 향상신념, 사회활동 참여, 사
회적 관계 유지, 가족과의 갈등관계, 물리치료사 유무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노인의 개인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의 경
우 남성의 70.7%는 신체활동 시간이 2시간 이하로 신체활동 참여수준이
낮았고 29.3%는 신체활동 참여수준이 높았으며, 여성은 78.8%에서 신체
활동 참여수준이 낮았고 21.2%는 신체활동 참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나,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신체활동 참여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입소노인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활동 참여수준이 낮았다. 일상
생활수행능력은 의존성이 높을수록 신체활동 참여수준이 낮았고, 청력과
시력 손상이 있는 경우 신체활동 참여수준이 낮았다. 사회환경적 특성에
서는 신체기능 향상 신념이 있는 경우와 사회적 관계 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 시간이 많을수록 신체활동 참여수준이 높았
다. 물리환경적 특성으로는 물리치료사가 있는 경우 신체활동 참여수준
이 높았다.
실외활동 유무에 따른 관련요인을 살펴본 결과 결혼상태, 일상생활 수
행능력, 신체기능 향상신념, 사회활동 참여, 사회적 관계유지, 가족과의
갈등관계, 직원과의 갈등관계, 시설규모, 신체활동 지원자원과 유의한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노인 개인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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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동거자가 있는 등 결혼상태일 때 실외활동이 있었고, 일상생활수행능
력 의존성이 높을수록 실외활동이 없었다. 사회환경적 특성으로는, 신체
기능 향상 신념이 있는 경우와 사회활동 참여 시간이 많을수록 실외활동
이 있었다. 가족과의 갈등관계 혹은 직원과의 갈등관계와도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환경적 특성으로는 시설규모가 클수
록, 시설 내 신체활동 지원 자원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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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능
향상신념

상
과거력

낙

청력시력
손상

우

울

일상생활
수행능력

결 상태

혼

연

령

성별

세 세
세 세
세
혼

65
75
85
기

여
-74
-84
이상
, 동거

남

74.1
82.2
81.9
77.2

582
222
145

897
37

765

184

있음 상

없음

있음
65.0

80.5

74.0

75.9

409

손
두손

77.8

540

80

184
72,6
89.5
42.0

76.3

765

163
387
399

70.7
78.9
69.6
78.1
78.6

203
746
135
410
404

독립적
의존적
전적의존
없음
있음
문제없음
1가지 상
모
없음

미혼, 동거자없음

개인적 특성

신체활동
참여수준 낮음
n
%

99

185

13

265

204
48
32

130

154

91
146
47

46

238

84
200
59
115
110

35.0

19.5

26.0

22.8

25.9
17.8
18.1

24.1

22.2

27.4
10.5
16.6

20

23.7

29.3
21.1
30.4
21.9
21.4

신체활동
참여수준 높음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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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826

0.2768

10.4399

0.6365

68.4419

1.4674

7.1085

8.203

χ

<.0001***

0.5988

0.0054**

0.425

<.0001***

0.2258

0.0286*

0.0042**

p

175

748

33

876

583
201
139

391

532

153
396
374

184

739

211
712
152
393
378

61.8

78.7

66.0

75.4

74.2
74.4
78.5

72.5

76.7

60.2
74.3
83.9

19.9

80.1

73.5
75.3
78.4
74.9
73.5

실외활동
없음
n
%

108

202

17

286

203
69
38

148

162

101
137
72

46

264

38.2

21.3

34.0

24.6

25.8
25.6
21.5

27.5

23.3

39.8
25.7
16.1

14.8

85.2

26.5
24.7
21.6
25.1
26.5

실외활동
있음
n
%
76
234
42
132
136

[ 표 4.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관련 요인(단변량) ]

33.0866

2.2529

1.4893

2.7299

48.1311

3.972

1.7311

0.3563

χ

<.0001***

0.1334

0.4749

0.0985

<.0001***

0.0463*

0.4208

0.5506

p

n=1,233

규
72.5
78.5
75.8
80.6
73.6
83.3
76.9

229
416
533
420
510
15

934

미만 당
당
미만 당
당

입소자 25인
1인
입소자 25인
1인 이상
입소자 2.5인
1인
입소자 2.5인
1인 이상

297

78.3

466

호
652
율
*p<0.05 **p<0.01 ***p<0.001

요양
보 사
인력비

간 인력
비

호
율

치

신체활동
지원장비
물리
료사

시설 모

미만

79
205

79.0
76.1

281

87
114
170
101
183
3

129

68

78.9

254

30인
30인이상100인이하
100인 이상
없음
있음
없음
있음

23.9

21.0

23.1

27.5
21.5
24.2
19.4
26.4
16.7

21.7

21.1

10.9
16.6
32.1
46.7
18.9
24.8
24.2
18.1
23.1
22.5

34
77
88
85
69
215
241
43
184
100

89.1
83.4
67.9
53.3
81.1
75.2
79.8
81.9
76.9
77.5

279
387
186
97
296
653
755
194
619
330

금

없음
조
보통
대부분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물리환경적 특성

갈등관계
직원과
갈등관계

가족과

사회적
관계유지

사회활동
참여

사회환경적 특성

신체활동
참여수준 높음
n
%

신체활동
참여수준 낮음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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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4

0.4177

8.1809

1.2176

0.2639

0.5181

0.0042**

0.2698

0.0868

0.892

0.0184

4.8873

0.0467*

0.0255*

<.0001***

p

3.9571

4.9865

107.273

χ



629

294

911

261
357
566
381
523
12

437

225

268
349
186
120
284
639
758
165
621
302

73.4

78.2

75.0

82.6
67.4
80.5
73.1
75.5
66.7

73.5

69.9

85.6
75.2
67.9
65.9
77.8
73.6
76.1
69.6
75.5
71.4

실외활동
없음
n
%

228

82

304

55
173
137
140
170
6

158

97

45
115
88
62
81
229
238
72
182
128

26.6

21.8

25.0

17.4
32.6
19.5
26.9
24.5
33.3

26.5

30.1

14.4
24.8
32.1
34.1
22.2
26.4
23.9
30.4
24.5
28.6

실외활동
있음
n
%

3.1938

0.6512

0.8567

27.7792

14.9282

7.5058

4.2768

2.3977

34.0872

χ

0.0739

0.4197

0.3547

<.0001***

0.0006**

0.0061**

0.0386*

0.1215

<.0001***

p

2.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개인, 사회환경 및 물리환경적
특성에 따른 신체활동 관련 요인 분석결과(다변량)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개인적, 사회환경적 및 물리환경적 특성에
따른 신체활동 관련 요인을 확인하되, 시설단위의 특성이 개별 입소노인
에게 작용함을 고려하여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장기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관련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5]와
같다. 다수준 분석에서 집단내 상관계수(Intra Class Correlation, ICC)를
통해 전체 분산 중 기관 수준의 변이가 설명하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신체활동 참여수준은 약 40%, 실외활동 유무는 51%였다. 분석결과 개인
특성은 일상생활수행능력, 신체기능 향상신념, 연령, 청력과 시력 손상이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환경적 특성으로는 사회활동
참여가, 물리환경적 특성으로는 신체활동 지원장비가 유의한 관련이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체활동 참여수준의 경우 일상생활수행능력, 신체기능 향상신념, 사
회활동참여, 가족과의 갈등관계, 물리치료사 유무가 유의하게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수준 특성에서는 일상생
활수행능력이 의존적인 경우(OR=0.559, CI=0.358-0.871)와 전적의존적인
경우(OR=0.122, CI=0.067-0.224) 신체활동 시간이 적었고, 연령이 75세
-84세에서 신체활동 참여수준이 낮았고(OR=0.582, CI=0.353-0.958), 시력
청력 중 1가지 기능에 손상이 있는 경우(OR=0.613, CI=0.384-0.979) 신체
활동 참여수준이 낮았다. 반면 입소노인이 신체기능 향상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을수록(OR=1.804, CI=1.185-2.746) 신체활동 참여수준이 높았고,
사회활동에 대부분 참여할 경우(OR=3.004, CI=1.589-5.679) 신체활동 참
여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실외활동의 경우 연령, 청력시력 손상,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신체
기능향상신념, 사회활동참여, 신체활동 지원 장비가 유의하게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수준 특성으로는 일상생활수
행능력이 의존적인 경우(OR=0.361, CI=0.224-0.583)와 전적으로 의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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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OR=0.116, CI=0.063-0.211) 실외활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상생
활 수행능력이 의존적일수록 실외활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물리환경적 특성으로는 시설 내에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장비가 있는 경
우(OR=0.337, CI=0.117-0.968) 실외활동이 없었다. 반면 신체기능 향상
신념을 갖고 있는 경우(OR=1.894, CI=1.219-2.944), 실외활동사회활동에
참여를 조금 할 경우와(OR=1.982, CI=1.130-3.477), 보통 참여 할 경우
(OR=3.161, CI=1.656-6.036), 대부분의 시간을 참여할 경우(OR=2.627,
CI=1.304-5.299) 모두 유의하게 실외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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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능
향상신념

낙상과거력

우

울

청력시력 손상

일상생활
수행능력

결 상태

혼

연

령

성별

개인적 특성(Level 1)

구분

손
두손

그 외
독립적
의존적
전적의존
문제없음
1가지 상
모
상
문제없음
문제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65 -74

세 세
75세-84세
85세 이상
기혼, 동거

여

남

ref
ref

ref

ref

ref

ref

ref

1.804

0.759

- 44 - 43 -

1.185 - 2.746

0.315 - 1.826

0.802 - 1.740

0.384 - 0.979
0.647 - 2.157

0.613
1.181
1.182

0.358 - 0.871
0.067 - 0.224

0.559
0.122

0.504 - 1.440

0.358 - 1.044

0.611
0.852

0.353 - 0.958

0.581 - 1.390

95% CI

0.582

0.899

OR

신체활동 참여수준

0.006**

0.5371

0.3975

0.5876

0.0103*
<.0001***
0.0405*

0.5491

0.0716

0.0335*

0.6321

p-value

ref
ref

ref

ref

ref

ref

ref

1.894

1.610

1.171

1.14
1.43

0.361
0.116

0.802

1.367

1.418

0.824

OR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

1.219 - 2.944

0.630 - 4.118

0.773 - 1.775

0.718 - 1.810
0.761 - 2.690

0.224 - 0.583
0.063 - 0.211

0.467 - 1.376

0.763 - 2.449

0.822 - 2.446

0.520 - 1.307

95% CI

실외활동 여부

0.4228

0.2935

0.2095

0.4112

p-value

n=1,233

0.0046***

0.3199

0.4565

0.5783
0.2664

<.0001***
<.0001***

[표 5.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개인적, 사회환경적, 물리환경적 특성에 따른 신체활동 관련요인(다변량)]

ref
ref
ref

ref

율

호

있음
없음
있음

ref

입소자 25인

*p<0.05 **p<0.01 ***p<0.001

간 인력 비

당 1인 미만 ref
입소자 25인당 1인 이상
입소자 2.5인당 1인
ref
미만
요양인력 비율
입소자 2.5인당 1인
이상
-2LogL
ICC

치료사

물리

지원장비

가족과

갈등관계
직원과 갈등관계
물리환경적 특성(Level 2)
30인 미만
ref
시설규모
30인이상-100인미만
100인 이상
없음
ref
신체활동

사회적 관계유지

사회활동 참여

금

없음
조
보통
대부분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사회환경적 특성(Level 1)

0.229 - 2.512
0.232 - 4.413

0.759
1.012

0.641 - 3.452

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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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49 (825.42)
0.3977

0.044 - 31.915

0.711 - 6.349

1.190

2.125

0.512 - 2.874

0.450 - 1.317

0.770

1.213

0.348 - 1.011

0.790 - 1.877

0.522 - 1.614
0.964 - 3.176
1.589 - 5.679

0.593

1.218

0.918
1.749
3.004

0.3551

0.9173

0.177

0.6614

0.6514
0.9875

0.3396

0.0547

0.3727

0.0007***

0.7663
0.066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ref

1.755

0.220

0.939

0.337

1.930
1.295

0.714

1.644

1.396

1.982
3.161
2.629

979.94 (769.35)
0.5199

0.622 - 4.949

0.004 - 11.72

0.247 - 3.578

0.117 - 0.968

0.457 - 8.157
0.209 - 8.007

0.407 - 1.253

0.975 - 2.771

0.878 - 2.219

1.130 - 3.477
1.656 - 6.036
1.304 - 5.299

0.2876

0.4549

0.9269

0.0434*

0.3707
0.781

0.2397

0.062

0.1587

0.0171*
0.0005***
0.0069**

제 5 장 고찰

본 연구는 한국의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수준
과 현황을 살펴보고, 신체활동 관련된 요인을 개인적, 사회환경적, 물리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실증 연구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현황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입소노인의
75% 이상은 지난 3일간 신체활동 시간이 2시간 이하로 신체활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5%에 달하는 입소노인은 실외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한국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4명중
3명은 신체활동 수준이 낮고, 시설 밖으로 나가지 않는 현황이며, 이 결
과는 한국의 입소노인은 신체활동이 부족한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MacRae 등(1996)이 장기요양시설 입소자가 신체활동이 부족
함을 보여준 준 것과 일치하고 Resnick과 Galik(2013)의 연구에서 시설
입소 노인들은 신체활동 시간이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한 것과 같은 결과
이며, Ruuskanen와 Parkatti(1994)의 연구에서 입소자들이 신체활동이
거의 없는 상황임을 보여준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시설 입소자들
은 신체활동 수준이 매우 낮음을 보여준 Schmid 등(2003)의 연구와도
맥락이 같아 외국 입소노인의 상황과 유사하게 한국의 입소노인도 신체
활동이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국외 선행연구에서 입소노인의 신체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보고가 있었지만 국내의 연구는 부족했는데, 실증자료를
활용한 본 연구를 통해 한국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현황을 파악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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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관련 개인특성 요인
연구결과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참여수준과 실외활동 여부와 관련된
개인특성 요인이 다수(일상생활수행능력, 신체기능 향상신념, 연령, 청력
시력 손상) 있었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의존성이 증가할수록 신체활동
참여수준이 유의하게 낮고 실외활동이 없는 반면, 신체기능 향상신념이
있을수록 신체활동 참여수준이 유의하게 높고 실외활동을 했다. 또한 75
세-84세의 연령대와 시력청력 중 한 가지 기능이 손상된 경우 실외활동
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결과는 그동안 수행된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국내 실증연구(최명애, 2004, 백현희&이혜승,
2015)와 일치한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의존성은 지역사회 노
인과 입소노인 모두에서 신체활동과 일관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비교 가
능한 연구가 없었는데, 본 연구를 통해 입소노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새롭게 확인된 결과이다. 물론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의존성이 높다는 특성을 갖는 집단이며(de Souto Barreto et
al, 2016), 의존성이 높을수록 신체활동이 감소한다는 결과는 당연한 내
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을 대상으로 실
증적인 분석을 통해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의존성이 신체활동 참여수준 및
실외활동과의 관련정도를 확인하고, 실제적인 정보로서 제시했다는 점에
서 그 의미가 있다. 아울러 본 결과를 통해 입소노인에게 신체활동을 보
장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수행능력 의존도에 따른 다양한 수준의 방법과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일상생활활동 도움과 건강
관리 등 장기요양시설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을 충실히 달성해야 적절한
신체활동을 보장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신체기능 향상신념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
체기능 향상신념은 입소노인 스스로가 신체기능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는 믿음 혹은 신념으로서, 넓은 의미로 자기효능감을 반영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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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을 갖고 있는 입소노인의 경우 신체활동
참여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실외활동도 유의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것은 입소노인의 동기와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의지가 신체활동
의 중요한 요소라는 Resnick 등(2011)의 연구결과로서 설명할 수 있겠
다. 또한 스스로 느끼는 자가보고 기능상태가 신체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Ruuskanen와 Parkatti(1994)의 연구와도 비슷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노인의 신체활동 참여가 자기효능감과 연관이 있
음을 보여준 Booth 등(2000)의 연구결과와 재가 노인의 신체활동 참여에
는 자기효능감이 긍정적인 매개효과로 작용한다는 Resnick 등(2002)과
Caudroit 등(2012)의 연구결과도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준다. 이를 통
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건강한 노인 뿐 아니라 신체와 정서 및 사회적
인 취약성을 갖고 있는 입소노인에게 있어서도 자기효능감이 신체활동의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건강과 기능상의 손상이 있
는 입소노인일지라도 스스로의 의지와 신념이 있다면 적절한 도움과 환
경이 조성될 경우 신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장기요양시설에서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수준의 향상과 적절한
신체활동을 보장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와 기능의 보조 등의
케어 뿐만 아니라 돌봄제공자 스스로 입소노인도 신체기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입소자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자기효
능감을 갖고 있는 입소자에게는 적절하고 안전한 방안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
것이 장기요양 시설에서 중요한 케어의 요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입소노인의 신체활동에 대한 통념은 입소노인은 장기요
양시설에 입소를 할 정도로 건강과 기능이 좋지 않으므로 신체활동을 하
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거나, 허약하고 취약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을 제공
하면 낙상, 기저질환의 악화 등의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Resnick et al, 2013)는 것들이다. 이런 생각은 입소노인이 자기효능감을
갖고 신체활동에 참여하려고 할 때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구나
건강과 기능상의 취약성을 갖고 있으며, 시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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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하는 입소노인은 본인의 신념과 의지만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신체활동을 위한 준비과정과 실외활동을 위
한 허가 등의 여러 절차와 도움이 필요할 것이므로, 입소노인의 가족, 직
원과 돌봄제공자가 입소노인의 자기효능감을 존중하고, 입소노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신체기능 향상에 대한 믿음과 신념이 환경에 의
해 좌절되지 않고 적절하게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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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관련 사회환경적 요인
연구결과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참여수준과 실외활동 여부에 영향을
주는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사회활동참여가 확인되었다. 사회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신체활동 참여수준이 유의하게 높았고, 실외활동을 할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 참여는 신체활동의 관련요인으로 확인된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연구의 내용을 통해 설명이 가능
한데, 이미 다수의 연구를 통해 개인간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연
결망 등의 요인이 노인의 신체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
어 왔으며(Chogahara, 1998),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인지기능을 유
지하고 신체적 웰빙을 유지하는데 핵심적 요소(Curtis el al, 2016)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활동이 신체기능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활
동이 신체기능의 영향요인임을 보여준 박경혜, 이윤환(2006)의 결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입소노인은 시설에 입소하게 됨으로서 가족과 친구들과 단절되
는 등 사회적 관계가 축소(Mor et al, 1995) 되지만, 본 연구결과는 시설
내부에서 입소노인이 다른 입소노인과 혹은 시설 내 타인과의 사회적인
관계도 의미가 있으며, 시설 내의 사회활동도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었
다. 더 나아가 이 결과를 기반으로 입소노인이 시설 내에서 활발하게 사
회활동에 참여하고 타인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환경조성과 시설 내 사회활동 참여기회 증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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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관련 물리환경적 요인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환경적 요인
으로 시설 내의 신체활동 지원 장비가 확인되었다. 시설 내에 러닝머신,
상지 및 하지 근력 운동기구 등의 장비가 있는 경우 유의하게 실외활동
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내 신체활동 지원 장비(러닝머신, 상하지 근력운동 기구)가 있는
경우 실외활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컸는데, 이는 시설 내에서의 신체
활동이 지원될 경우에는 실외활동 보다는 시설 내 장비를 활용한 신체활
동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Benjamin 등(2011)은 신
체활동 관련 시설과 장비의 부족이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Kalinoowski 등(2012) 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에 영향을 주는 시설 요인 중 하나로 시설의 공간과 장비 등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렇듯 장기요양시설 내에 장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입소
자의 신체활동을 도모하는 요인이지만, 본 연구에서 시설 내의 장비로
인해 입소노인의 실외활동이 유의하게 없다는 측면은, 역으로 실내에서
만 활동하도록 유인함으로 실외활동의 감소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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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정책적 함의
WHO(2002)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신
체, 정신,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장기요양시설 입소노
인은 이미 질병이나 장애로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이 손상되었으며, 입
소로 인해 사회적으로도 취약한 집단이다. 그러나 이들도 그들이 현재
갖고 있는 건강을 유지하고, 악화를 방지하며 추가적인 질병과 기능의
손실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동시에 정신적 및 사회적인 지지와 격려를
통해 안녕을 경험해야 한다. 이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악화를 방지하며
추가적 기능을 손실을 예방하는 검증된 방법이 바로 신체활동이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의 장기요양시설은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현황과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알려
진 바가 없다. 더욱이 평가지표나 시설 관리 지침에서도 입소자의 신체
활동을 확인하거나 보장하는 등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지표는 부재한 상
황이다.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항목 내에 산책공간 평가, 실내환경 평가, 물리치료 평가결
과, 외출 및 외박 평가결과의 4개 지표가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내환경: 기관의 실내환경은 적정합니다’ 등으로 세부적이지 않고 이를
통해서는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현황 파악이 어려우므로, 실제적으로는
관련지표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입소노인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요소인 신체활동의 수준과 현황을 살펴보았다는 점
에서 보건학적인 함의를 갖고 있다. 더 나아가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은 어떤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입소노인의 건강과 기능, 자기효능감, 사회활동 참여, 시설 내의 장비 등
개인적, 사회환경적, 물리환경적 특성의 다양한 요인들이 입소노인의 신
체활동 참여에 관련됨을 확인하여, 단순히 개인을 위한 중재만이 아니라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보건정책학적 함의를 갖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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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을 보장
하기 위해 신체적인 건강관리와 기능적 수발은 기본적으로 충실히 제공
하되, 동시에 입소노인의 생각과 신념을 존중하고, 시설 내에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격려하고 기
회를 보장하며, 가족과 친지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입소노인이 남은 생애를 보내게 된
다는 점에서 장기요양시설은 입소노인의 삶의 터전으로서 그 의미와 중
요성이 크다. 따라서 장기요양시설이라는 물리환경적 공간은 입소노인이
삶의 질을 보장받으며, 적절한 신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내에
적절한 시설 장비와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적정 수준의 인력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설의 인력은 단순히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넘어
입소노인의 삶의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므로, 입소노인과 적절
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입소노인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존중
하는 등의 사회적인 측면의 케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간호
사와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입소노인과 가장 밀접하게 지내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인력들이 이런 태도를 습득하고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여 인력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리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입소노인에게 적절한 신체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입소노인의 개인적,
사회환경적 및 물리적환경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신체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과정은 특정 개인 혹은 개별 시설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힘든 과업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신체활동을 비롯한 입소
노인의 삶의 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기반으로 입소노인의 가족
과 직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제공, 연구자 등 전문가의 지속적인
연구, 입소노인과 가족 그리고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보건정책 입안자의 관심과 노력 및 실질적인 정책의 마련을 통해
온전히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조직적인 노력을 통해 질병을 예방
하고 생명을 연장하며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과학으로
정의되는(Winslow, 1920) 공공보건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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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첫 걸음이자, 실현 가능성이 높은 한 가지 예는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권고안과 지침의 마련이라고 생각된다. 앞선 연구들에서 지적
한대로 간호사 등의 시설 내의 인력과 돌봄제공자들은 입소노인의 신체
활동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는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가
에 대한 지침 혹은 기준안이 없다고 하였고(Bates-Jensen et al, 2004),
신체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입소노인에게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였다(Benjamin et al,
2011). 따라서 앞서 IAGG 등(2016)에서 입소노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두
종류의 세부적인 권고내용을 수립(de Souto Barreto et al, 2016)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국내의 실정과 파악하고 한국의 상황에 맞는 장기요양
시설 입소노인을 비롯한 취약한 노인집단을 위한 세부적이고 단계적인
권고안과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입소노인을 위한 신체활동 권고안과 지침은 그 무엇보다 입소노인의
취약성과 물리적 및 사회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이
다. 특히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의존성 및 인지
기능의 다양성과 폭넓은 분포를 고려할 때 신체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
가능한 입소노인과 타율적으로 참여 가능한 입소노인이 모두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분화된 지침이 필요할 것이다. IAGG 등(2016)에서 장
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을 위한 신체활동 권고안을 참고했을 때, 신체활동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구체적인
신체활동 종류, 강도, 빈도, 기간 등을 신체기능 혹은 의존성에 맞춰 세
분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노인, 워커를 사용하는 노인, 휠체어를 사용하는 노인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독립적 혹은 자율적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입소자
를 위해 직원들 또는 다른 돌봄자가 제공하는 수동적인 신체활동에 대한
지침이다. 셋째로 시설 내에서 주로 생활하는 입소노인의 상황을 반영하
여 실외활동의 빈도와 방안에 대한 지침이다. 현재 국내 장기요양제도
하에서 입소노인의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입소노인의 실외활동은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입소노인에게 실외활동은 의미 있으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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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넷째로는 취약한 입소노인에게 신체
활동을 제공하는 직원과 인력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구체적인 행동적 측면
의 지침이다. 상기와 같은 내용이 국내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을 위한
신체활동 권고안과 지침 마련 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더욱 세부적이
고 실질적인 내용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추가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
다.
또 다른 실현 가능한 방안은 신체활동 측정을 포함한 입소노인 중심
의 포괄평가를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제도화 하는 것이다. 이는 이
미 외국의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MDS, 캐나다의 interRAI 포괄평가 시스템 등의 사례가 있다. 현재 국내
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는 그 평가기준과 내용이 입소노인 중심이 아니므로, 입소노인의 시
설 입소 후 신체활동 현황은 물론이고 건강상태와 기능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정기적인 입소노인 중심의 포괄평가 도입과 제
도화를 통해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수준과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기능, 사회심리적 안녕까지도 파악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 활발한 논의와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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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본 연구의 방법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을 대표할 수 있
는 표본인 국내 91개의 장기요양시설에서 수행된 연구 자료를 통해 장기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수준과 신체활동 영향 요인을 분석함으로
서, 연구 결과를 한국의 장기요양 입소노인에게 일반화할 수 있는 실증
연구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둘째, 본 연구는 입소시설의 관리자를 대상으
로 기관설문을 통해 시설 수준의 자료를 분석 할 뿐만 아니라 interRAI
포괄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입소노인의 건강과 기능상태는 물론 사회 심리
적 특성까지 확인함으로서, 국내 선행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장기요
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관련요인을 입소노인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
환경적 및 물리환경적 특성을 포함하여 다각도의 요인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로는 신체활동
측정 상의 제한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바탕으로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측정했으나, 신체활동은 시간, 종류, 빈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
된다. 최근에는 신체활동 계측기계를 활용하여 신체활동을 측정한 연구
도 있었다(Galik et al, 2014). 또한 실외활동 여부를 통해 신체활동을 살
펴보았다는 점에서 측정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의 전반적
인 수준과 현황을 파악하였으므로, 측정상의 제한점을 뛰어넘는 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둘째, 장기요양시설의 물리환경적 특성 측정
상의 제한이다. 신체활동을 위한 물리환경적 특성으로 공간, 시설, 인력
등이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지원 장비와 인력으로 제한적으
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존재한다. 셋째, 횡단면 연구이므로 신
체활동 관련 요인을 파악함에 있어 인과성 규명이 어렵다는 점이다. 따
라서 향후에는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을 정밀한 측정방법을 통해 그 내용과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고,
신체활동 영향요인과 건강결과에 대한 영향까지를 살펴보는 추가적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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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앞서 제안한 것같이 입소노인의 신체활동을
반영하는 통합적인 포괄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입소노인의 신체활
동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한국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들에 대한 실증자료
분석을 통해 국내의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들에게서 신체활동이 상당히
부족함을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도록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IAGG의 전문가들이 입소노인과
관련 가족 뿐 아니라 시설 직원, 관리자, 보건의료 전문가, 보건의료정책
입안자가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립
의 중요성을 강조(de Souto Barreto et al, 2016)했는데, 본 연구를 통해
입소노인의 신체활동 현황을 보여주고 그 중요성을 환기시켰으며, 더 나
아가 보건정책학적 대안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고
정책적 지침이 마련되어 한국의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이 적절한 신체활
동을 보장받아 신체활동을 통한 다양한 유익을 경험하고, 시설에서의 삶
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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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Associated with
Physical Activity of Older Adult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Seungyeon Chun
Dep. of Health Care Management and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Physical activity of the elderl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aspects as well as the health benefits such
as slowing the deterioration of the bodily function and prolonging the
life span. The WHO (2010) recommends physical activity to all
elderly people, not only to those who are healthy but also to those
who have limited mobility, thus, physical activity is also important
for the vulnerable institutionalized elderly, characterized by high
dependency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and comorbidities.
Nevertheless, according to an international study, elderly residents
living in long-term care facilities were found to have a lack of
physical activity and spend most of their time in sitting or lying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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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number of elderly residents in Korea is steadily
increasing,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is subj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hysical activity status of the elderly
resident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Korea and to identify its
related factors as to provide basic data on health policy.
From March 2013 to July 2013, 91 institutional samples were
selected to represent long-term care facilities in Korea, and the data
of 1,472 individual samples including health and functional levels and
long-term care facility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Physical activity,
which is the dependent variable of this study, was measured by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level' and 'outdoor activity'. In the
analysis,

'person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residents,

'socio–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including inter-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hysio-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including institutional and
personnel factors were selected.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by
descriptive

analysis,

univariate

analysis

(chi-squared

test),

and

multivariate analysis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Multivariate
analysis was perform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factors related to
physical activity according to individual, socio-environmental, and
physio-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Results showed that more than 75% of the elderly who were
admitted had low level of physical activity for the past 3 days and
75% did not have any outdoor activity. As for person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physical activity, the dependency of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capacity, the belief about one’s functional improvement
were confirmed. As for socio-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and as for physio-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he physical activity support equipment were confirmed.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dependency 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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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wer the level of physical activity and the absence of outdoor
activities. The elderly who had the belief in functional improvement
and the elderly who participated in social activities had higher levels
of physical activity. It also showed that if physical activity support
equipment is available in the facility, the residents’ engagement in
outdoor activities is less likely.
The physical activity of elderly people living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Korea was found to be insufficient, and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and plans for the improvement of physical activity. In
addition, by confirming the various factors related to physical activity
of the elderly, it can be seen that in order to promote physical
activity, care for health and functional aspects should be accompanied
by support for psycho-social aspects and efforts for creating an
appropriate environment in the facility.
In order to improve the physical activity of the elder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physical
activity among resid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the facility staff
and operators, researchers and experts; and to make efforts for the
establishment of a health policy base to create a social and physical
environment suitable for the elderly and to make systematic efforts
including the guidelines for physical activity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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