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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역사회 거주 노인에게 허약과 전허약 상태는 흔히 볼 수 있는 중요
한 건강 문제이다. 허약은 스트레스원을 적절히 감당할 수 있는 개체의
능력이 저하되어 나타나는 생리학적 취약 상태 또는 증후군을 의미하며
이는 낙상, 시설입소, 사망률 등의 부정적 건강 결과를 증가시킨다. 특히
한 개인이 전허약 상태에 진입하면 빠른 속도로 허약 상태로 발전하고,
결과적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허약 상태의
노인을 위한 허약예방중재를 개발해야 한다. 개인의 가치, 요구, 선호 등
을 고려하는 대상자 중심 간호는 다양한 건강 수준과 복잡한 건강 요구
를 가진 노인에게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전허약 상태의 노인을 대상으
로 대상자 중심 허약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그 효과를 평가
하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Fried의 허약의 순환(cycle of frailty) 모델
과 McCormack과 McCance의 대상자 중심 간호(person-centered
nursing framework)를 바탕으로 구성한 후 전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도
검증과 자문 내용을 반영하여 개발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를 위하
여 무작위 통제군 전후 설계를 적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전허약 상태에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실험군 20명, 대조군 20명으로 40명이 연
구에 최종 참여하였다. 실험군에게는 대상자 중심 허약예방중재를 12주
간 주 2회, 총 24회 시행하였고, 대조군에게는 프로그램 종료 후 4주간
총 4회의 허약예방교육을 제공하였다. 사용된 연구 도구는 악력, 간이신
체활동능력검사, 한국판 지역사회 건강노인 신체활동 측정도구, 간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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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가, 한국판 노인 우울 단축형 척도, 사회적지지 척도, CHS 허약지수,
주관적 자각성 운동강도 측정도구, 목표달성척도이다. 자료는 SPSS IBM
Statistics Program 21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서술적 통계, χ2‐test,
Fisher’s exact test, Independent t‐test, Mann‐Whitney U test로 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본 프로그램은 초기 개별 사정, 집단 중재와 개별 목표 설
정 및 확인을 포함한 2개의 세션, 격주로 진행되는 6회의 전화 지지로
구성되었다. 참여 대상자의 70%는 여성이었고, 평균 연령은 78.20세였
다. 중재 직후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악력 좌측(p=.022), 악력 우
측(p=.009), 간이신체활동능력검사 점수(p=.007), 한국판 지역사회 건
강노인 신체활동 질문지 점수(p=.009), 간이영양평가 점수(p=.018),
우울 점수(p=.001), CHS 허약 지수(p<.001)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가설이 지지되었다. 사회적 지지 척도(ESSI)의
점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기각되었다.
결론적으로 대상자 중심 허약예방프로그램은 악력, 신체기능, 신체활
동, 영양상태, 우울의 증진 또는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허약 예방에 효
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지역사회 거
주 전허약 상태 노인을 대상으로 적절한 중재를 통해서 허약으로의 발전
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확보하고, 노인
종합복지관에서의 대상자 중심 프로그램의 실행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역사회 노인종합복지관의 간호사를 충원하여 대상자 중
심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지역사회 노인 건강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주요어: 허약, 노인, 대상자 중심, 예방, 노인복지관
학 번: 2014-2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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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수명의 연장으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노인인구 수의 증가와
함께 만성질환 및 2개 이상의 복합만성질환 유병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Ploeg et al., 2017),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90.4%, 2개 이상의 복합만성질환 이환율은 72.2%에 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정경희 등, 2014). 다수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지닌 노인은 신체
적·정신적 기능장애를 유발하여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허약의 위험성이
높다(Buckinx et al., 2015). 노인허약이란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유지
할 수 있는 전반적 능력이 떨어진 상태로 겉보기에도 취약하고 기력이
없어 보인다(김창오, 이희연, 호승희, 박현숙, 박철우, 2010). 21개의 허
약 관련 코호트 연구를 분석한 국외의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에서 지역사
회 거주 노인의 허약 유병률은 약 10.7%, 전허약 상태는 41.9%로 보고
되었으며(Collard, Boter, Schoevers, & Oude Voshaar, 2012), 우리나
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11.7%가 허약노인, 38.8%가 전허약 상태
노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황환식 등, 2010).
허약은 대체로 근력과 신체기능의 감소, 부족한 신체활동, 만성적인
영양부족, 우울, 사회적 지지의 저하 등의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Levers, Estabrooks, & Ross Kerr, 2006).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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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축적되어 허약이 발생하고, 이를 방치하게 되면 비가역적 장애 상
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노인의 독립적 기능의 감소가 유발된다
(Fairhall et al., 2015). 허약은 노인의 낙상 및 심혈관 질환, 고혈압, 암
발생률을 높이고 입원, 요양시설의 입소를 증가시켜 노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Buckinx et al., 2015; Fried, Ferrucci, Darer, Williamson, &
Anderson, 2004). 또한 노인이 독립적 기능이 감소하여 장기요양 상태
가 되면, 이는 국가보건의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개인,
가족, 국가적으로 큰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Fairhall et al., 2015).
허약은 특성상 비허약, 전허약, 허약 등 역동적인 전이(dynamic
transition)를 거치며 다양한 수준으로 존재하므로 허약 수준을 세분화
하여 허약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면 허약 중재를 더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다(Subra, Gillette-Guyonnet, Cesari, Oustric, & Vellas,
2012). 전허약 상태는 허약과 비허약의 중간 단계로 비허약 노인보다
부정적인 건강 결과로 발전할 위험은 유의미하게 높지만, 급성질환이나
스트레스 등에도 생리적으로 적절하게 반응하여 건강한 상태로의 회복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Fried et al., 2004). 일단 노인이 전허약 상태
가 되면 빠른 속도로 허약 상태에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전허약 상태의 노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약을 예방
하거나 지연시키는데 유용하고 비용효과적인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Fairhall et al., 2015; Lee, Auyeung, Leung, Kwok, & Woo, 2014).
국내외 많은 선행연구에서 노인 허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허약 관련
몇몇 중재들이 개발되고 허약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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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Cameron et al., 2015). 특히 허약 위험성이 높
은 전허약 상태의 노인을 규명하여 예방에 초점을 둔 중재(preventive
intervention) 연구는 더욱 부족하다(Lee et al., 2014). 운동, 영양, 기
술적 중재, 호르몬 대체 치료 등이 허약예방프로그램 요소로서 제안되어
왔으나, 신체적 허약에 초점을 둔 운동 중재가 대다수였고(P. H. Lee, Y.
S. Lee, & Chan, 2012), 최근에는 허약의 다차원적 속성이 부각되면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요인적 중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Fairhall
et al., 2015). 국내에서도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
라 허약 노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허약 고위험 노인 대상 프로그램,
방문재활프로그램, 저강도 운동프로그램, 건강증진프로그램 등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가 수행되었다(권상민, 2013; 권상민, 박정숙, 2013; 김창오
등, 2010; 이인숙, 고영, 이광옥, 임은실, 2012).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등록된 저소득 취약계층노인을 대상으로 하
고 있거나 요양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등급 외 판정자이지만
허약의 위험성이 큰 지역사회 거주 전허약 상태 노인을 대상으로 중재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드물었다(김창오 등, 2010; 이인숙 등, 2012). 또
한 허약의 다차원적 특성을 고려한 일부 연구에서도 중재 내용이 강의식
교육 형태로 제공하여 노인 개개인의 특성과 선호, 환경을 고려하지 못
한 제한점이 있다(권상민, 박정숙, 2013; 이인숙 등, 2012).
Beswick 등(2008)은 허약중재연구가 신체기능과 삶의 질 향상에 실
패한 원인을 개인의 구체적인 요구를 사정하여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
라고 하였다. 대상자 중심 중재(Person-centered interventions)는 개
인의 가치, 선호, 요구 등을 반영하여 설계된 중재로써 ‘ 대상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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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centeredness)’ 철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독특성
을 반영한 간호를 가치 있게 여겨온 전통적인 간호의 철학에도 부합하여
간호중재로서 유용할 수 있다(Beck et al., 2010; Brummel-Smith et
al., 2016; McCance, McCormack, & Dewing, 2011). 노인은 일상생활
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간호 요구를 가지고 있고(Kogan, Wilber, &
Mosqueda, 2016), 같은 연령이라 할지라도 노화 정도나 질병 유무, 신
체기능에 따라 건강 수준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Chatterji, Byles, Cutler, Seeman, & Verdes, 2015), 개개인의
기능 상태와 특성을 고려한 대상자 중심 중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목표달성척도(goal attainment scale)를 활용한 대상자 목표 설정과
확인, 개별 사전 조사와 전화 지지 등을 시행함으로써 개인의 선호를 반
영한 노인 중재를 고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전허약 단계의 노인을 조
기 선별하여 허약 관련요인인 근력과 신체기능, 신체활동, 영양, 우울,
사회적 지지 등의 다차원적 속성을 반영하고 동시에 노인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능, 선호를 고려한 대상자 중심 허약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프로그램의 효과가 검증된다면 허약
예방은 물론 노인의 기능적 독립성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고 국
가적으로도 고령화로 인한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
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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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거주 전허약 상태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
자 중심 허약 예방 프로그램(Person-centered Nursing Intervention
for Frailty, PNIF)’을 개발하여 허약 예방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허약 상태 노인을 위한 PNIF를 개발한다.
둘째, PNIF를 전허약 상태 노인에게 적용하여 악력과 신체기능, 신체
활동, 영양상태, 우울,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셋째, PNIF가 허약 예방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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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전허약 상태 노인(Pre-frail Older Adults)
전허약 상태의 노인은 건강한 노인에 비해 허약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유의미하게 높지만 생리적 예비량 및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충분하여 적
절한 중재 시에 다시 건강한 수준으로 회복이 가능한, 건강함과 허약 상
태의 중간 단계에 있는 노인을 의미한다(Lang, Michel, & Zekry,
2009). 본 연구에서는 Fried 등(2001)의 Cardiovascular Health
Study(CHS) 허약 지수를 바탕으로 체중감소, 악력, 심한 피로, 보행속
도, 신체활동 저하 5가지 항목 중 1개 또는 2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를 전허약 상태 노인이라 정의한다(Fried et al., 2001).

2) 대상자 중심 허약예방프로그램(Person-centered Nursing
Intervention for Frailty, PNIF)
개인의 가치나 요구, 선호 등을 반영한 중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구체
화된 매뉴얼을 고안하고 건강 목표의 설정 및 달성을 통해서 건강 증진
을 도모하는 ‘대상자 중심 간호(person-centered care)’ 기반 프로그램
이다(Brummel-Smith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
는 전허약 상태의 노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신체, 심리
사회적 요소를 통합한 다면적 허약 예방 중재를 12주간 주 2회, 총 24
회기로 구성하였다. 초기 개별 사정(약 30분)과 매주 시행되는 2개의
중재 세션(각각 90분), 격주로 총 6회의 전화 지지(약 10~20분)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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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다. 각각의 중재 세션에는 집단 중재와 개인별 목표 설정 및 확인
이 포함되어 있다.

3) 악력(Grip Strength)
악력은

손바닥으로

물건을

쥐는

힘으로,

본

연구에서는

악력계

JAMAR Hydraulic Hand Dynamometer (Serial No. 11065445, MI,
USA)로 양측 손 각각 2회씩 측정하여 얻은 최대 악력 점수를 의미한다.

4) 신체기능(Physical Function)
신체기능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 활동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황주현, 2010; Katz, Ford, Moskowitz,
Jackson, & Jaffe, 1963), 본 연구에서는 간이신체활동능력검사(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SPPB)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Guralnik et al., 1994).

5)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신체활동이란 골격근에 의해 생성되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인 움직임으
로 에너지 소비를 필요로 하면서 점진적인 건강편익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최명애, 김증임, 전미양, 채영란, 2010). 본 연구에서는 임경춘
(2011)의 한국판 지역사회 건강노인 신체활동 측정도구(Korean version
of Community Healthy Activities Model Program for Seniors
Questionnaire: K-CHAMPS)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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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양상태(Nutritional Status)
영양상태란 영양의 섭취량과 영양소의 과부족의 정도 및 영양장애 정
도 등의 총칭으로, 영양소와 에너지 섭취량, 신체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요구량 사이에서 동적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현혜순, 이인숙,
2014; Guigoz, Vellas, & Garry, 1996). 본 연구에서는 Rubenstein,
Harker, Salvà, Guigoz와 Vellas(2001)가 개발하였고 Nestle Nutrition
Institute에서 한국어로 번안하여 제공하는 간이영양평가(Mini Nutritional
Assessment, MNA)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7) 우울(Depression)
우울이란

정상적인

기분

상태에서

비관주의(pessimism),

실패감

(sense of failure), 무가치감, 자기혐오, 사회적 위축, 무기력감, 지나친
근심, 침울감 등이 병적인 상태에 이르러 나타나는 기분장애의 일종이다
(김은혜, 강종혁, 2011; Battle, 1978). 본 연구에서는 Yesavage와
Sheikh(1986)이 개발하고 기백석(1996)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표준화
한 한국판 노인 우울 단축형 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 Version: GDSSF-K)로 측정한 점수를 뜻한다.

8)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사회적 지지란 개인의 사회관계에서 자존감, 소속감, 주변으로부터의
평가나 지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스스로에 대한 인정과 신뢰감의 욕구
가 충족되어 주관적인 행복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김석일, 2012).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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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ENRICHD Social Support Instrument를 전경숙, 장숙랑, 박
수잔(2012)이 번안한 사회적 지지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9) 허약(Frailty)
허약이란 항상성 예비력(homeostatic reserve) 장애와 스트레스를 감
당할 수 있는 개체 능력이 저하되어 나타나는 연령과 관련된 생리적 취
약상태로, 여러 영역의 기능 감소를 동반하며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유
지할 수 있는 전반적 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Markle-Reid &
Browne, 2003). 본 연구에서는 Cardiovascular Health Study(CHS)
허약 지수로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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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본 연구의 문헌고찰은 연구 목적인 지역사회 거주 전허약 상태의 노인
을 대상으로 한 PNIF 개발 및 효과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
함하였다. 첫째,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허약의 개념 및 관련요인, 측정방
법을 살펴보았고, 둘째,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위한 허약예방중재의 내
용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대상자

중심

중재(person-

centered care intervention)에 대해 고찰하였다.

1.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허약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
가로, 2010년 고령인구의 비율이 11%를 차지했으나 2060년에는 40.1%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12). 노인인구의 증가
와 함께 만성질환 유병률도 꾸준히 증가하여 2개 이상의 복합만성질환
이환율은 72.2%에 달한다(정경희 등, 2014). 복합만성질환 상태의 노인
은 허약의 위험성이 높고 독립적 기능 감소 유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
다(Fried et al., 2001).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허약 유병률은 약
10.7%, 전허약 상태의 노인은 41.9%로 보고되었다(Collard et al.,
2012). 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
(SHARE) 자료를 통해 본 유럽의 65세 이상 노인 허약 유병률 역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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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에 달했으며, 전허약 대상자는 42%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King-Kallimanis, Kenny, & Savva, 2014). 허약 노인을 방치하게 되
면 비가역적 장애상태로 발전하여 기능적 독립성이 감소하게 되며 그에
따른 개인, 가족, 사회의 부담과 노인의료비용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예
견되고 있다(선우덕 등, 2014).
과거의 국내 의료정책의 방향은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중심으로 정
책이 구성되어 있기 보다는 일차적으로 급성질병의 완치 및 만성질환의
관리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이미 심각한 기능저하가 일어난
중증 장애 노인에게 사후 대책으로서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되어 왔다
(선우덕 등, 2014). 2000년대에 들어서 일상생활장애를 경험하기 이전
상태인 노인허약이 노인 세대의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국내에서도 허약노인에 대한 정책대응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의존성이 높고, 추가적인 의학적 관심이 필요한 허약 집단을 규명하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간
호사는 허약노인에게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허약 영향요인이나
중재방법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Levers et
al., 2006).

1) 허약의 개념 및 관련요인
‘허약’이라는 용어는 힘이나 기운이 없어 약한 상태를 이르는 말로 전
연령대의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지만, 허약을 유발시키는 요인
들과 허약 상태는 노인 세대에서 보다 흔히 발견되고 있다(최경원, 이인
숙, 2008; Buckinx et al., 2015). 허약은 노화와 관련하여 축적된 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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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 결과로, 신체기능 및 생리학적 예비용적의 감소, 질병과 죽음에
이르는 취약성의 증가를 특징으로 하는 점진적인 생리학적 감소를 의미
한다(Clegg, Young, Iliffe, Rikkert, & Rockwood, 2013). 지금까지도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허약의 정의는 Fried 등(2001)
의 현상학적 특징을 바탕으로 내린 조작적 정의이다. 그들은 대규모 역
학 연구인 ‘Cardiovascular Health Study’에 참여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
여 허약의 원인과 특성, 결과 등에 대해 조사하고, Figure 1과 같이 항
상성 예비용적과 에너지의 감소를 유발하는 허약의 순환고리(cycle of
frailty)를 제안하였다(Fried et al., 2001). 이 모델은 허약을 항상성 예
비력(homeostatic reserve) 장애와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개체 능
력이 저하되어 나타나는 연령과 관련된 생리적 취약상태로 정의하고, 현
상학적으로 관찰되는 주요 특징을 개념화하여 이를 5가지로 범주화 하
였다. 5가지 핵심 구성요소는 왜소함(shrinking), 약해짐(weakness),
지구력과 에너지 저하(poor endurance and energy), 느려짐(slowness),
신체적 활동저하(low physical activity level)이며, 이를 체중감소, 악력
감소, 심한 피로, 보행속도 저하, 신체활동 저하로 조작화하여 제시하였
다. 허약의 순환고리의 5가지 주요 구성요소 중 3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에 허약이 존재한다고 정의한다(Fried et al., 2001). 허약의 순환고
리는 허약이 근육량 손실, 대사량 감소, 근력 저하, 에너지 소비, 기동력
저하 등의 에너지 감소과정을 통해 발생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쇠퇴의 영향이 축적되면서 어느 순간 결정적 역치 수준에 도달하게 되어
허약이 유발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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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ycle of Frailty (Fried et al., 2001)
노인허약은 질병 상태와 정상적인 노화의 중간 단계에 있으면서 역동
적 전이(dynamic transition)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Lang et al.,
2009; Park & Lee, 2010). 항상성 예비력(homeostatic reserve)의 감
소와 관련하여 허약은 전허약 상태(a pre-frail process), 허약상태(the
frailty state), 허약 관련 합병증(the frailty complication) 상태로 구분
해 볼 수 있다(Ahmed, Mandel, & Fain, 2007).
허약의 유사개념으로는 복합유병상태(comorbidity)와 장애(disability)
가 있다(Fried et al., 2001). 허약 관련 초기 연구에서는 복합유병상태,
장애는 허약과 교환이 가능한 의미를 지닌 말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노인학자들은 이 개념들이 서로 상호 관련되어 있으나 임상적으로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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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용해야 하며 각각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하였다(최경원, 이인숙, 2008; Fried et al., 2001). 장애는 일상
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의존적인 상태로, 기능의 상실
을 의미하며 비가역적이다. 반면 허약은 기능 상실, 의존성, 낙상, 장기
요양 입소, 사망률을 포함한 부정적인 건강 결과의 취약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써, 외부 요인에 따라 현저하게 변화된다고 하였다(Campbell &
Buchner, 1997; Fried et al., 2004). 또한 허약이 3년 동안의 장애 발
생 및 진행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므로, 신체적 장애의 독립적 원인이라
고 설명하였다(Fried et al., 2004). 복합유병상태는 한 개인에게 의학적
으로 진단된 질환이 두 개 이상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Fried
et al., 2004). 이러한 복합유병상태 역시 허약과 마찬가지로 노화와 함
께 현저히 증가하며, 질병이 많은 사람에게서 허약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고되었다(Bergman et al., 2007). 하지만
복합유병상태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허약한 것은 아니고, 허약하다고 해
서 복합유병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별된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한
다(Bergman et al., 2007).
유사개념은 아니지만 국외로부터 발전된 ‘frailty’ 또는 ‘frail elderly’
에 대한 개념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학문분야마다 허약을 다르게 표기하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노인의학자들은 ‘frailty’을
‘노쇠’로 다수 표기하고 있었고, 그 외 간호학, 보건학 등의 학문에서는
대부분 ‘frailty’를 ‘허약’으로 표기하고 있었다(김창오, 김문종, 2011).
국내에서는 우선 용어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창오,
김문종, 2011). 본 연구자는 ‘frailty’가 노화와는 차별화된 여러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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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기 때문에 ‘노쇠’라는 표현보다는 ‘허약’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
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많은 노인학자들은 허약이 노화와 관련된 생물학적 결핍에 의한
생리적 취약 상태일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사회적, 정서적 취약 상태 역
시 허약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Levers et al., 2006; Makizako et al., 2015; Rockwood et al., 1999).
Whitson, Purser와 Cohen(2007)은 생리적 기능의 저하 없이도 심리사
회적 또는 환경적 지지에 결핍이 있을 경우 허약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하
였고, 국내의 노인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허약 위험성이
높아 허약 예방 및 지연을 위해서는 사회적 네트워크 및 지지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전경숙 등, 2012; 전경숙, 조숙희, 2014). 뿐만
아니라 노인허약이 전 생애에 걸친 다양한 원인의 축적에 의해 발생한다
고 보는 생애주기적 접근(life course approach)도 있다(최경원, 이인숙,
2008). 이는 스트레스 양(allostatic load) 개념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개인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 개체 적응으로 인해 당장 건강 문
제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쳐 노인기에 허약
이 유발된다고 보는 관점이다(최경원, 이인숙, 2008; Hogan, Macknight,
Bergman, & Committee, 2003; Seeman, Singer, Rowe, Horwitz, &
McEwen, 1997).
이렇듯 허약은 여러 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나타난다(Fried et al.,
2004; Levers et al., 2006; Rockwood & Mitnitski, 2007). 허약의 유
병률은 연령과 함께 증가하고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발생률이 더 높다
(Collard et al., 2012). 고령은 허약 연구에서 공통된 원인으로 노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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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허약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ried et
al., 2001). 낮은 교육 정도 및 경제수준과도 연관이 있다고 나타났으며
일상생활 기능 장애 및 만성질환 이환, 우울증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e Albuquerque Sousa, Dias, Maciel, & Guerra, 2012;
Xue, 2011). 국내 허약 관련 연구에서도 고령 및 낮은 교육수준, 독거
상태, 복합만성질환, 우울증, 인지기능 및 일상생활기능장애 등이 허약
관련요인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국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정휘수 등,
2013). 김경희와 윤희정(2017)의 국내 최신 연구에서도 성별, 영양상
태, 인지기능, 일상생활수행능력,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청력, 저작
불편감이 70세 이상의 농촌 거주 노인의 허약 영향 요인이라고 보고하
면서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또한 만성질환 중에서는 심혈관
질환의 유병이 허약 노인에게서 높았으며 만성폐질환 병력도 허약 노인
의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Afilalo, Karunananthan,
Eisenberg, Alexander, & Bergman, 2009; Galizia et al., 2011). 만성
질환은 체내 염증반응을 활성화해 지속적으로 전신의 기능에 영향을 미
치게 되고 이것이 허약의 진행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휘
수 등, 2013; Puts, Visser, Twisk, Deeg, & Lips, 2005).
허약에 대한 정의는 구성개념으로써 학자마다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지
만 최근까지 허약을 다룬 문헌을 정리해보면, 허약을 보다 사회적 구성
개념으로 보려는 움직임이 있어 왔으며, 점차 허약이 단순한 생물학적,
의학적 문제만이 아닌 여러 영역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간주되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노인학자들은 허약을 다양한 질환
과 만성적인 허약감, 부동을 동반하는 하나의 ‘증후군(syndrome)’이라

16

고 인식하고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역에서의 결핍요인들이 누적되어
허약 상태를 유발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Bortz, 2002; Fried et al.,
2004; Walston & Fried, 1999).

2) 허약의 측정
노인허약을 정의하기 위한 논의는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되
었고 지역사회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5,31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Cardiovascular Health Study’에서 Fried 등(2001)에 의해 처음으로
진단기준의 표준화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사망률, 장애발생률, 낙상률,
병원 입소율 등에 대한 예측타당도(predictive validity)가 검증되었고,
병태생리학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근감소증 및 만성적인 영양결핍과 관련
성이 큰 항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용타당도 역시 높은 것으로 인정
받고 있다. CHS 허약 진단기준은 현재 많은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활용
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측정도구
이다. 우리나라에서 2008년 시행된 노인실태조사에서도 역시 Fried 등
(2001)의 개념적 정의에 따라 허약노인 평가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신체활동량, 보행속도, 악력의 범주는 노인실태조사 하위 20% 값을 기
준으로 하여 허약 진단 기준을 정하였으나, 가능한 한 Fried 등(2001)
의 측정지표를 충실히 따르고자 하였다. 김창오와 김문종(2011)은 이것
이 현 시점에서 한국형 허약노인 진단기준으로 활용하기에 손색이 없다
고 평가하였다.
이 외에도 Rockwood 등(1999)의 캐나다 건강과 노화 연구 허약 지
수(Canadian Study of Health and Aging Frailty Index)가 있다.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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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노인 중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거나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허약하다고 정의하면서 한 개인이 가지
고 있는 증상이나 징후, 장애, 질병 등과 같은 문제를 결핍(deficits)이
라 칭하고 이것이 건강 자산을 넘어서 불균형을 유발하게 되면 허약이
발생한다고 하였다(최경원, 이인숙, 2008; Rockwood & Mitnitski,
2007). 캐나다 건강과 노화연구 허약지수는 일상생활의 변화, 우울, 지
속적인 피로감, 기억력 변화, 수면 문제, 낙상, 두통, 피부 문제 등 신체
적, 정서적, 인지적 영역을 아우르는 건강 관련 증상 70가지 항목을 제
시하고 몇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지를 세어 같은 연령대의 평균값과 비
교하여 상대적인 허약 정도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70가지
항목 중 7개의 결핍이 존재할 경우, 7/70=0.10 값으로 계산되어 비교하
게 된다. 이 도구가 허약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높은 예측 타당도를
보이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70가지 항목에 대한 엄밀한 측정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Mohandas, Reifsnyder, Jacobs, & Fox, 2011; Rockwood et al.,
2005). 이후 Rockwood 등(2005)은 건강한 노인에서부터 완전한 의존
상태에 있는 대상자를 7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는, 보다 직관적이
고 사용하기 용이한 임상허약진단지표(Clinical Frailty Scale)를 개발하
여 제시하였다(Mohandas et al., 2011; Rockwood et al., 2005).
‘Edmonton 허약도구(Edmonton Frail Scale)’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
들을 대상으로 비전문가들도 용이하게 허약을 선별할 수 있도록 개발된
타당도와 신뢰도를 인정받은 도구이다(이인숙, 박영임, 박은옥, 이순희,
정인숙, 2011; Rolfson, Majumdar, Tsuyuki, Tahir, & Rock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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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이 도구는 기능적 독립성, 정서, 약물복용, 사회적 지지, 영양,
건강에 대한 태도, 요실금 등 10개의 영역(domain)으로 구성되었고, 17
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허약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Rolfson et
al., 2006). 앞서 언급한 도구들과 달리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영
역을 포함한 것에 강조점이 있다. 하지만 ‘Edmonton 허약도구’의 타당
도를 평가한 국내 연구에서 도구의 ROC 곡선하면적이 .7에 미치지 못
하여 타당한 도구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하였다(이인숙 등,
2011). 또한 허약의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조기에 선별하여 적극적
관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특이도 손실을 최소화하고 민감도는 높은 도
구가 적절하다고 보는데, ‘Edmonton 허약도구’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낮
게 나타났으며, 적은 수의 문항으로 여러 영역을 측정하다 보니 내적 일
관도 값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설명하였다(이인숙 등, 2011; Rolfson
et al., 2006). 이 외에도 1년간 5% 이상의 체중 소실이 있었는지, 5회
이상 의자에서 기립 가능한지, 기력이 좋은지를 묻는 3문항 Ensrud 등
(2008)의 허약 사정 도구(Study of Osteoporotic Fracture Frailty
Index)가 있으며(Ensrud et al., 2008), 4개 영역(신체, 심리, 사회, 환
경)에 대한 허약 수준을 평가하는 포괄적 허약 사정 도구(CFAI)도 개
발되어 활용되고 있다(De Witte et al., 2013).
일본의 후생노동성에서 개호예방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발한 ‘일
본 허약노인 분류기준’도 있다(김경희, 윤희정, 2017; 선우덕 등, 2008).
이 도구는 일상생활활동 5문항, 거동 능력 5문항, 영양 상태 2문항, 구
강 건강 3문항, 외출 2문항, 인지기능 3문항, 기분 상태 5문항의 7개 하
위영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김경희, 윤희정, 2017; 선우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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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각 문항은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허약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도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고 허약 예방 및
관리 지침 수립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대한노인병학회에서 한국형 노쇠측
정도구(Korea Frailty Index)를 개발하여 발표하였다(황환식 등, 2010).
전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CHS 허약 진단기준은 서구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활동, 악력, 보행속도 항목은 실제 임상
에서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러한 필요성 하에서 우리나
라의 삶의 방식이나 신체기능 등을 고려하여 한국형 허약 측정도구를 개
발하였다. 한국형 노쇠측정도구(KFI)는 다면형(multi-domain phenotype)
형태의 측정도구로, 1년 간 입원 횟수, 주관적인 건강상태, 4가지 이상의
약물 복용 유무, 체중 감소, 우울, 실금, 보행 및 의사소통 장애 등을 평
가하는 8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졌다(황환식 등, 2010). 각 항목을 0점과
1점으로 평가한 후, 총점이 5점 이상일 경우 ‘노쇠’로, 3~4점 이상에 해
당할 경우 ‘노쇠 전단계’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황환식 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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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위한 허약예방중재

국외에서는 국내보다 앞서 노인허약을 개념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
기 시작해 건강한 노인이 허약상태로 진행되는 것을 막거나, 허약노인이
장애상태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와 중재방법에 관심을 기
울여왔다(Bandeen-Roche et al., 2006; Fried et al., 2001). 국외의 노
인 허약 중재의 구성요소와 예방중재내용을 문헌 고찰해 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중재 내용은 크게 신체적 운동, 영양, 신체적 운동과
영양을 결합한 중재, 호르몬 대체 약물적 치료 중재, 다차원적 중재 등
으로 요약할 수 있다(Bibas et al., 2014; Lee et al., 2012). 하지만 아
직까지 그 시도는 허약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요인을 표적
치료 했다기보다 대부분 포괄적 노인 사정이나 재활모델을 바탕으로 한
전반적인 건강증진 목적의 중재였다(Fairhall et al., 2008; Melis et al.,
2008; Ollonqvist et al., 2007). 또한 노인허약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
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마다 이질적인 연구 도구를 사용하여 결과 해
석에 일관성이 부족한 제한점이 있다(Gobbens, Luijkx, WijnenSponselee, & Schols, 2010).

1) 신체적 운동(Physical exercise)
신체적 운동은 허약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허약예방중재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최근까지도 가장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Bibas et al., 2014). 운동 내용을 살펴보면 중강도 걷기 프로그램,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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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운동이나 유연성 운동이 결합된 근력 운동 프로그램, 저강도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결합된 운동 중재, 점진적 운동 프로그램 등이 있었다
(Brown et al., 2000; Marsh, Chmelo, Katula, Mihalko, & Rejeski,
2009; Molino-Lova et al., 2013; Pahor et al., 2014). 그 외에 태극권
(Tai chi), 20 structured exercise training, telephone exercise
counseling 등의 기술이 사용되고 있었다(Lee et al., 2012). 빈도는 주
당 2회에서 3회에서 이루어진 중재가 가장 많았으며, 운동 훈련 프로그
램 지속기간은 보통 8주에서 12개월이었으나 2.6년까지 진행된 연구도
있었다. 운동 중재는 허약 수준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Lee et al., 2012), 특히 중강도의 운동이 저강도의 운동에 비해 근육량
과 근력에 더 나은 효과를 가져왔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Bibas et al.,
2014). 또한 6개월간 이루어진 ‘telephone exercise counseling’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허약 수준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Peterson et al., 2007). 운동 중재는 건강
교육이나 영양 중재와 결합된 경우가 많았는데 12주간 이루어진 근력
운동과 건강교육 결합 중재, 1년 동안 이루어진 운동과 영양 결합 중재
는 모든 허약 관련 결과변수들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Giné-Garriga et al, 2010; Villareal et al, 2011).

2) 영양(Nutrition)
영양은 노인의 건강과 기능에 기여하는 요소로 허약예방중재에서 역시 매
우 중요하다. 건강한 노인들도 노화과정에서 생리적 식욕부진(physiologic
anorexia)의 위험성이 높아 심각한 체중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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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식이섭취의 감소는 허약의 구성요소인 근감소증(sarcopenia)
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Sloane, Ivey, Helton, Barrick, & Cerna,
2008).

허약

중재에서

영양

관련

중재는

대부분

고단백

쉐이크

(nutrient-dense protein-energy liquid)나 우유, 리코타 치즈 등 유제
품을 일정기간 조달해주는 형태로 제공되었거나(Alemán-Mateo, Macías,
Esparza-Romero, Astiazaran-Garcia, & Blancas, 2012; Romera et
al., 2014; Tieland et al., 2012), 가정으로 도시락(Home-delivery
meals) 혹은 과일과 같은 간식을 제공하여 허약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지 효과를 평가한 중재들이었다(Lee et al., 2012). 이 외에
도 영양 교육 및 상담을 집단이나 가정 방문, 주기적 전화 지지의 형태
로 수행된 바 있었다(Rydwik, Frändin, & Akner, 2010; Villareal,
Banks, Sinacore, Siener, & Klein, 2006). 연구 결과, 리코타 치즈를
제공하거나 경구 아미노산 제제, 우유, 고단백 드링크 등을 제공한 단일
영양 중재의 효과는 연구마다 상이했다(Bibas et al., 2014). 허약 관련
중재에서 영양은 대부분 신체 운동과 결합되어 제공된 경우가 많았는데
그 경우 영양 단일 중재에 비해 유의미한 효과를 보고하는 사례가 더 많
았다.

3) 호르몬 대체 약제를 이용한 치료법
호르몬 대체 약제 치료는 근육량과 근력을 향상시켜 허약 노인의 신체
기능 증진에 효과적인 중재로 가능성을 인정받았으나(Espinoza &
Walston, 2005),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Kenny
et al., 2010; Muller, van den Beld, van der Schouw, Grobb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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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berts, 2006). 호르몬의 신진대사 조절 이상이 허약을 유발하는 하
나의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호르몬 농도 저하가 허약을 직접적으로
유발시키는지에 대한 결론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Park & Lee,
2010). 치료에 사용된 호르몬은 transdermal testosterone, atamestane,
dehydroepiandrosterone (DHEA), insulin like growth factor-1 (IGF-1)
등이 있다(Kenny et al., 2010; Leng et al., 2004; Muller et al., 2006).
DHEA는 근육량 유지와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IGF1은 세포 성장과 발달에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체 허약에 중요한
호르몬이기는 하나, 이 역시 노인 허약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Park & Lee, 2010). 본 연구에서는 호르몬 대체 약제를
이용한 치료 방법은 제외하기로 한다.

4) 허약예방중재의 방향: 다차원적 프로그램
운동 처방, 신체 재활, 약물 복용, 식이 교정, 노인증후군 관리 등을
두루 포괄하는 다차원적, 다요인적 중재 전략이 있다. 허약은 신체적 영
역 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영역까지 포괄하는 증후군으로, 여러 가지
병리적 기전에 의해 발생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일 중재보다는 다요
인적 중재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허약예방중재
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Cameron et al., 2013; Cusimano, Kwok, &
Spadafora, 2008). 이는 가장 최신의 허약예방중재의 한 흐름으로
‘Com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CGA) 원칙’에 근거하여 제공
된다(Fairhall et al., 2015). 일부에서 다차원적 사정과 다학제간 치료
전략이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도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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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zelthin et al., 2013),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정적 건강 결과가 감소
되었다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Cameron et al., 2013; C.
M. Li, Chen, C. Y. Li, Wang, & Wu, 2010; Pulignano et al., 2010). 다
차원적 허약 중재에 관하여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한 Dedeyne,
Deschodt, Verschueren, Tournoy와 Gielen 등(2017)의 최신 연구에
서도 운동 혹은 영양 등 한가지 영역을 다룬 단일 중재에 비해 다차원적
중재가 허약 상태를 더 크게 개선하였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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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ents of Intervention for Frailty in Previous Studies
Types of
Programs

Core contents of the intervention

Duration

Exercise

▪ Progressive exercise program
▪ Moderate-intensity walking program
▪ Muscle strength and power training program
▪ Home-based physical therapy program including balance,
muscle strength, mobility.
▪ 45-min function-focused training
▪ Progressive low-intensity home exercises and aerobic
exercise
▪ Telephone exercise counseling
▪ Intense tai chi

Nutrition

▪ Ricotta cheese
▪ Big one oral amino-acid supplement
▪ Milk protein supplement drink
▪ Greenbia high protein oral supplement

Exercise +
Nutrition

▪ Diet behavioral therapy and progressive resistance training
▪ Milk protein supplement and resistance training
▪ High-intensity progressive resistance training and
multinutrient supplementation
▪ Self-administered exercise program and amino-acid
supplementation
▪ Comprehensive moderate-intensity exercise training
program and a leucine-rich essential amino-acid
supplementation

12w-2.6y

12w-1.5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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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w-9m

Frequency

Study

1-3×/w

Binder 2002, Drey 2012,
Gill 2002,
Giné-Garriga 2010,
Kwon 2013,
Marsh 2009,
Molino-Lova 2013,
Pahor & LIFE-P 2006,
Peterson 2007,
Wolf 2003

1-2×/d

2-4×/w

Alemán-Mateo 2012,
Kim 2013, Solerte 2008,
Tieland 2012
Bonnefoy 2012,
Fiatarone 1994,
Frimel 2008, Kim 2012,
Rydwik 2010,
Tieland 2012,
Villareal 2011

Table 1. Contents of Intervention for Frailty in Previous Studies (continued)
Types of
Programs

Pharmaceutical

Multidimensional
(physical &
psychological
health)

Core contents of the intervention
▪ DHEA, Insulin like growth factor-1(IGF-1)
▪ Synbiotics
▪ Conjugated estrogens and trimonthly
medroxyprogesterone
▪ Androgel
▪ Selective androgen receptor modulator
▪ Testogel

Duration

3m-2y

▪ Group sessions with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for
patients and caregivers
▪ Multidisciplinary disease management program
▪ Individually tailored program targeting identified
characteristics of frailty with follow-ups
▪ RN visit alert button to contact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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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m-2y

Frequency

Study

1-2×/d

Kenny 2010,
Leng 2004,
Muller 2006,
Neto 2013,
Papanicolau 2013,
Srinivas-Shankar 2010,
Villareal 2001

1-2×/w

Cameron 2013,
Faes 2011,
Favela 2013,
Kwon 2013, Lee 2012,
Li 2010,
Metzelthin 2013,
Pulignano 2010

국외 허약 관련 연구의 발전에 비하면 국내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2007년 맞춤형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허약예방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시작되었으나 2010년대에 들어와서야 국내 노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허약노인의 정의 기준 및 분류에 대한 연구(이인숙 등,
2011), 한국 허약노인을 위한 허약측정도구의 개발 및 검증 연구 등의
결과보고가 이루어졌다(황환식 등, 2010). 뒤이어 맞춤형건강관리사업
안에서 허약 관련 중재들이 몇몇 개발되어 검증이 시작되었다. 방문재활
프로그램(박철우, 박현숙, 이희연, 호승희, 김창오, 2010)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다요인적 허약예방프로그램(이인숙, 고영, 이광옥, 임은
실, 2012)이 그 예이다. 이후에 저강도 운동요법을 중심으로 한 연구(권
상민, 2013), 무의탁 노인주거복지시설 거주 노인 대상으로 시행된 건강
교육과 운동프로그램을 통합한 건강증진프로그램(권상민, 박정숙, 2013)
이 있었다.
중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근력강화운동, 맞춤식 건강 체조프로그램, 저
강도 근력운동프로그램 등 운동과 신체활동이 권장되고 있었으며, 운동
과 노인성 질환 및 약물 복용 관리, 낙상 예방 교육, 식생활 지침 등 다
양한 노인건강관련 문제에 관한 강의식 교육을 결합한 것이었다(권상민,
박정숙, 2013; 이인숙 등, 2012). 여러 가지 병리학적 기전에 의해 발생
되는 허약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Cusimano et al., 2008).
대부분 허약수준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되었으나 기
초생활수급권자 혹은 차상위 계층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
행된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로당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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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정서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허약예방프로그램 효과를 본 연구가 있
었으나(장경오, 2017), 이 역시 주차별 강의식 집단 교육을 제공한 형태
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장애 예방적 관점에서 노인보건사업이나 정책이
구성되어 있기 보다는 이미 기능저하가 심각하게 일어난 중증 장애 노인
에게 사후대책으로서 장기요양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보건정
책의 방향이 치우쳐져 있었다(선우덕 등, 2008, 2014). 2007년부터 보
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취약계층 노인의 허약관리를 주요 과제로 채택하고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여 전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부 취약계
층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역사회 노인의 수요와 욕구는 충족하
기 힘든 상태이다.
국내 허약관련 중재들의 제한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았다. 첫째,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허약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가 필요
하다는 것이다. 노인허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절
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효과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
공한다면 노인에게 다양한 건강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보았다(권상민, 박
정숙, 2013). 둘째, 허약노인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건
강증진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심리적 측면을 강화시킨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여러 시점에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권상민, 박정숙,
2013). 셋째, 장기간 허약 예방 효과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대부분 8주간의 단기 효과를
탐색한 연구가 많았다. 넷째, 허약 고위험 노인 혹은 전허약 상태 노인
을 위한 허약예방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국내에서는 전허약 상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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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상으로 중재 제공 및 효과 평가가 이루어진 연구가 아직 많지 않다.
Beswick 등(2008)의 메타분석연구에서 허약노인을 위한 장애발생 예
방 중재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중재 기간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뿐만 아
니라 심한 기능저하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 조기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
설하였다.
이를 종합해봤을 때,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 중에
허약 발생 위험성이 큰 노인을 조기 발견하여 허약의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허약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허약예방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제공하고, 장기간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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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 중심 중재(Person-centered care intervention)

21세기에 접어들어 의료 제공자 관점의 의료 체계가 점점 대상자 중
심의 체계로 변화하면서 ‘ 대상자 중심(person-centeredness) ’ , ‘ 환자
중심(patient-centeredness)’라는 표어를 흔히 볼 수 있다(Hernandez,
Conrad, Marcus-Smith, Reed, & Watts, 2013; McCance et al.,
2011). 하지만 대상자 혹은 환자 중심 간호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
다. 전통적으로 간호사는 신념이나 질환 상태, 인지, 인종, 욕구, 선호,
자원 등 개인의 독특성을 반영한 간호를 가치 있다고 여겨왔다(Beck et
al., 2010).
대상자 중심 간호(person-centered care)란 간호 중재의 계획과 적
용 과정에서 개인의 건강과 삶의 목표를 최상으로 보장하고 대상자의 가
치, 선호가 모든 의료 과정을 안내하는 것이다(Brummel-Smith et al.,
2016). 대상자 중심 간호는 개인과 그들에게 중요한 타인, 모든 관련
의료제공자와의 역동적 관계를 통해서 성취된다(Brummel-Smith et al.,
2016). 2001년 Crossing the quality chasm: a new health system for
the 21st century 보고서에서는 환자 중심 간호(patient-centered
care)를 질적 의료를 위한 하나의 축으로 제시하고, 이를 개인의 선호,
욕구, 가치를 존중하고 모든 임상 결정 과정에서 환자의 가치를 보장하
는 간호라고 정의하였다(Brummel-Smith et al., 2016; Institute of
Medicine, 2001). 최근 환자 중심 간호는 세계적으로 의료 체계의 표준
으로 여겨지면서 의학 및 임상을 넘어서 사람의 욕구와 선호 등을 포괄

31

하기 위해 ‘ 환자 중심(patient-centered) ’ 보다 ‘ 대상자 중심(personcentered)’용어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환자 중심 간호
(patient-centered care)뿐 아니라 대상자 주도 간호(person-directed
care), 대상자 초점 간호(person-focused care) 등의 용어들과 혼재되
어 사용되고 있다(Kogan et al., 2016). 대상자 중심 간호를 통해 의료
진이 중요한 의사결정 역할을 수행해왔던 전통적인 의료체계 모델에서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중요시 하는 의료체계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상자 중심 간호는 정의와 조작화가 어려워 완전히 실
현되지 않은 목표로 남아있다(Brummel-Smith et al., 2016).
‘Person-centeredness’는 환자 혹은 간호수혜자가 간호 제공의 중심
에 있는 돌봄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Rogers나 Heron 등의 인본주
의적 심리학(humanistic psychology)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McCance
et al., 2011). 하지만 아직까지 ‘person-centeredness’의 용어의 정의
에는 논란이 있는데, 이를 한 개인의 관계의 맥락, 사회적 존재, 타인에
의해 주어지는 위치 혹은 상태로 본 Kitwood(1997)의 초기 정의가 가
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후 McCormack(2003)은 Kitwood의
정의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 간호의 4가지 핵심 개념을 제안했다. 4가지
개념은 관계 안의 존재(being in relation), 사회 안에서의 존재(being in
a social world), 현재 위치에서의 존재(being in place), 자아 안의 존
재(being with self)이다. 관계 안의 존재는 치유적 이익을 주는 관계의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대인상호적 과정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고, 사회 안에서의 존재는 개인이 세계에서 그들의 존재를 통해 의미를
창조하고 재창조하는 사회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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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서의 존재는 돌봄의 경험에서 ‘돌봄의 환경(milieu of care)’의 영
향을 인정하는 자리에 초점을 두도록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아 안
의 존재는 자기인식의 중요성과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는 방법
과 삶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다(McCance et al.,
2011).
이를 종합해보면, ‘대상자 중심 간호(person-centered care)’는 모든
돌봄 제공자와 환자 그리고 환자 본인의 삶에 의미 있는 주변인 사이에
치료적인 관계의 형성과 조장을 통해 수립되는 실무의 한 형태로, 사람
에 대한 존중의 가치, 자기결정권에 입각한 개인의 권리,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McCormack et al., 2010). 2000년대 초반부터
‘Authentic consciousness framework’이나(McCormack, 2003), ‘Senses
framework’(M. R. Nolan, Davies, Brown, Keady, & J. Nolan, 2004),
‘Person-centered nursing framework’(McCormack & McCance, 2006,
2010) 등의 ‘대상자 중심(person-centeredness)’을 임상에서 적용하
고 검증하기 위해 의미 있는 이론적 기틀이 개발되어 이 분야의 발전을
가져왔다(McCance et al., 2011). 그 중 McCormack와 McCance
(2006, 2010)에 의해 제안된 ‘대상자 중심 간호 이론적 기틀(personcentered nursing framework)’은 여러 학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되고 있다. 이 이론적 기틀은 4가지 구성개념으로 이루어졌다. 전제조건
(prerequisites)은 대상자 중심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간호사의 자질에
대해 정리했으며 돌봄 환경(care environment)은 돌봄이 제공될 때의
맥락에 대해 적합한 기술의 혼합, 공유된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시스템,
효과적인 직원과의 관계, 지지적인 기관의 시스템 등 7가지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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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중심 과정(person-centered processes)의 다섯 가지 전략은
대상자의 신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 중재의

제공(working

with

individual’s beliefs and values), 약속된 참여(engagement), 공유된 의
사 결정(shared decision making), 공감(having sympathetic presence),
전체론적 돌봄의 제공(providing holistic care)이다. 결과(outcomes)는
이론적 기틀의 주요 구성요소로써 효과적이고 사람이 중심이 된 간호의
결과를 의미한다. ‘대상자 중심 간호 이론적 기틀’은 ‘대상자 중심 간호’
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조작화를 가능하게 한 도구로써 인정받고 있
다(McCance et al., 2011).
대상자 중심 케어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8가지 요소가 있다
(Brummel-Smith et al., 2016). 첫째, 대상자의 선호를 바탕으로 세워
진 목표지향적(goal-oriented) 간호 계획이다. 철저한 의학적, 기능적,
사회적 사정은 그들의 목표 설정에 기초를 제공한다. 둘째, 대상자의 목
표와 간호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이다. 정기적으로 간호 계획을 재
사정하는 것은 계획의 효과성을 파악하고, 대상자의 변화하는 건강 상태
와 목표를 다루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 개인의 건강 상태나 환경, 목표
등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 가능한 전문가 집단에 의한 간호는 필수적이
다. 넷째, 의료팀 내에 간호의 연속성과 의사소통을 촉진할 담당자(point
of contact)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모든 의료 제공자간의 적극적인 협
력이 필요하다. 특히 대상자가 다른 의료 환경이나 거처로 장소를 옮겼
을 때도 가능한 한 매끄럽게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여섯째,
끊임없는 정보 공유와 통합적인 의사소통을 시도해야 한다. 일곱째, 의
료 제공자, 필요하다면 대상자와 대상자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교육과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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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을 수행해야 한다. 여덟째, 대상자와 간호제공자로부터의 피드백을 활
용한 질 향상과 효과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측정 가능한 결과는 간호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과 대상자의 목표달성 확인, 장애요인을 최소화하
기 위한 노력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노인들은 젊은 성인들과 비교하여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복
잡한 간호 요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 중심 간호의 우선시되는
목표 집단이다(Kogan et al., 2016). 이에 많은 연구자들은 가정과 지역
사회의 장기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상자 중심 간호 모델의 포함을 촉구
하고 있으며, 노인의 1차 의료에 대상자 중심 간호의 적용 가능성을 충
분히 인정하고 있다(Kogan et al., 2016).
하지만 아직까지 대상자 중심 간호의 결과 측정 방법은 질병 중심 간
호 과정에 머물러 있다(Reuben & Tinetti, 2012). 다수의 만성질환을
가지면서 복잡한 간호 요구를 가지고 있는 노인에게 기존의 질환 중심
결과 측정 방법은 적합하지 않다. 그 대안으로써 대상자 개별 건강 목표
를 설정하고 얼마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목표 지향적 접근법(goal-oriented approach)은 의료 의사결정과 결과
사정 및 측정에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개인이 바라는 건강상
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둘째, 개인의 건강상태를 반영하여 목표달
성을 위한 치료 계획을 조정해 나가면서 여러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의사 결정을 단순화 시킬 수 있다. 셋째, 목표 지향 간호는 대
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 상태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 목표설정을 통해 대상자가 지향하는 건강 수준을 파악한
다면 대상자와 의료진은 목표달성을 위한 과정에 동의하고 그 과정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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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터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대상자 목표가 현실적이거나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
라서 의료진은 가능한 것과 잠재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명하고 협
의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의료진은 사전에 치료 계획을 제공하고 동의
하에 작성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하며 상황이 변할
때마다 문제를 재정비해줘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외 허약예방프로그램의 구성내용을 살펴봤을 때, 규칙적
인 근력운동, 신체활동 증진 전략 등의 중재들이 포함되는데 특히 국내
에서는 동일한 운동 강도와 방법을 적용한 집단 프로그램 위주의 중재가
대부분이었다. 노인에게 적절한 운동방법이 선택되지 않거나 대상자의
선호나 가치 등 개인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운동 중재는 오히려 노
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김창환, 이중원, 한상인, 김석
원, 2011). 본 연구에서는 노인 세대를 위한 중재를 개발함에 있어 목표
달성척도(goal attainment scale)을 활용한 개별 목표설정과 달성을 통
해서 노인 개인의 선호, 가치, 요구 등의 특성을 고려한 대상자 중심 전
략을 적용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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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기틀

1. 연구의 이론적 기틀

본 연구는 Fried 등(2001)의 허약의 순환(cycle of frailty) 모델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론적 기틀은 Figure 2와 같다. 허약은 항상성
예비력(homeostatic reserve) 장애와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개체
능력이 저하되어 나타나는 연령과 관련된 생리적 취약상태로, 근육량 손
실, 대사량 감소, 근력 저하, 에너지 소비, 기동력 저하 등의 에너지 감
소과정을 통해 발생한다. Fried 등(2001)은 현상학적으로 관찰 가능한
허약의 특징을 왜소함(shrinking), 약해짐(weakness), 지구력과 에너지
저하(poor endurance and energy), 느려짐(slowness), 신체적 활동저
하(low physical activity level) 5가지로 범주화하였고, 이를 조작화하여
악력의 감소, 보행속도의 감소, 신체활동의 감소, 체중감소, 소진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허약의 순환고리가
작동하기 시작하고 이 다섯 가지 구성요소 중 3가지 이상 충족될 경우,
쇠퇴의 영향이 축적되면서 결정적 역치 수준에 도달하게 되어 허약이 유
발된다(Fried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다면적 특성을 가진 허약을 문헌고찰을 통하여 다섯 가
지 구성요소로 재개념화 하였다. Fried 등(2001)의 허약의 순환고리는
신체적 영역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어 허약의 다차원적 특성을 파악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김창오, 김문종, 2011). 대상자의 사회적, 정서적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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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역시 허약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허약을 신체적 영역뿐만 아
니라 심리적, 사회적 영역을 통합시켜 이를 사회적 구성개념으로 파악하
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이 된 Fried 등(2001)의 허약의
순환 중 소진(exhaustion) 항목을 우울과 사회적 지지로 구체화하여 포
함시켰다. 이는 근육량과 근력의 감소(loss of muscle mass & strength,
sarcopenia), 신체활동 감소(low physical activity), 만성적인 영양 부
족(chronic undernutrition), 우울(depression), 저하된 사회적 지지
(low social support)이다. 다섯 가지의 허약의 개념은 서로 영향을 주
고 받을 수 있으며 허약의 순환고리 내 한가지의 구성요소라도 활성화되
면 다른 구성요소의 발생도 가속화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Fried 등
(2001)의 5가지 허약의 조작적 정의 중 1~2가지에 부합하는 전허약
상태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본 간호중재를 제공하여 허약의 순환고리의
작동을 차단하고, 허약으로의 발전을 지연시킨다.
본 프로그램의 중재 전략으로써 McCormack와 McCance(2010)의
‘Person-Centered Nursing Framework’의 다섯 가지 돌봄 과정(care
process)을

채택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의

약속된

참여(personal

involvement)와 중재제공자와 대상자간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한 목표
설정이 필수적이다(Hawkins, Kreuter, Resnicow, Fishbein, & Dijkstra,
2008). 대상자 중심 과정 전략으로 활용하여 운동 및 신체활동 증진, 균
형 있는 영양 섭취, 심리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다. 다차원적 속성과 개인
의 특성을 고려한 대상자 중심 간호 중재(person-centered nursing
intervention)를 통해 악력 및 신체기능, 신체활동, 영양상태, 우울, 사회
적 지지는 증가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허약은 예방될 것이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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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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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위의 이론적 기틀을 토대로 본 연구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실험군은 12주간, 주 2회로 총 24회기 PNIF에 참여한 군이며, 대조
군은 사후검사 후 4주간 총 4회의 일반적인 허약예방에 관한 강의식 교
육을 받은 군이다.

제1가설. 실험군과 대조군의 악력(Grip strength)의 수치 변화량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
제2가설. 실험군과 대조군의 간이신체활동능력검사(SPPB) 점수 변화
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3가설. 실험군과 대조군의 한국판 지역사회 건강노인 신체활동 질문
지(K-CHAMPS) 점수 변화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4가설. 실험군과 대조군의 간이영양평가(MNA) 점수 변화량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제5가설. 실험군과 대조군의 우울(GDSSF-K)의 점수 변화량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제6가설.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회적 지지 척도(ESSI) 점수 변화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7가설. 실험군과 대조군의 CHS 허약 지수(CHS Frailty Index) 점
수 변화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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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허약예방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는 전허약 상태 노인을 대상으로 허약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Beck 등(2010)의 Tailoring Biobehavioral Interventions 모델
을 참고하였다. Beck 등(2010)의 모형은 1단계 이해(Understand), 2
단계 사정(Assess), 3단계 계획(Plan), 4단계 실행(Implement), 5단계
평가(Evaluation)로 이루어졌다(Figure 3).

Figure 3. Model for Tailoring Biobehavioral Inter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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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해(Understand)
프로그램 개발 1단계인 이해(Understand)는 어떤 중재를 대상자에
맞춰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특성을 선택하는 것이다(Lairson et
al., 2008). 대상자 중심 간호 중재 제공을 위한 주요한 개인의 특성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종교, 사회경제적 상태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과 혈압이나 수면 패턴과 같은 신체적 건강 특성, 스트레스성 생활사건
등의 심리사회적 건강 특성, 인지 등을 포함한다(Beck et al., 2010). 주
요 개인적 특성의 선택은 프로그램 과정을 설계하고 모니터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이며 결과변수 등의 특성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과학적 바탕
위에 이루어진다(Beck et al., 2010).
주요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허약의 개념과 관련 요인, 허약
예방중재에 대한 문헌고찰을 시행하였다. 허약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수입이나 경제수준, 인지, 우울, 보유만성질환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로써 허약이 유발된다고 보고 있다(Fried et al.,
2001). 85세 이상의 고령일수록 허약 유병률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연령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의 여성일수록 허
약의 위험성이 크다고 하였다(Fried et al., 2001). 여성은 같은 연령의
남성보다 근육량과 근력이 작고 근감소증 유병에도 취약하며 특히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은 여성은 영양섭취가 부족할 가능성이 컸다. 이 외에
도 허약 관련 요인인 보유만성질환이나 경제수준, 교육수준, 우울, 인지
등을 사전에 조사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 대상자와 개별
면담을 통해 현재의 건강상태, 대상자 요구나 문제, 스트레스 요인, 이전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나 만족도, 본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하는 바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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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파악하였다.

2) 사정(Assess)
일단 연구자가 중재의 핵심요소인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신체
적 건강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 등의 주요 개인적 특성을 규명하고 나면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사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자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여 면대면 설문조사를 통해 허
약 관련 요인으로 알려진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가구형태, 종
교, 지각된 경제수준 등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조사하고, 지각된 건강상
태, 보유만성질환, 흡연, 음주, 운동, 수면, 약물복용, 키, 몸무게, 체질량
지수, MMSE-KC 인지점수 등 여러 건강관련 변수에 대해 사정하였다.
또한 운동 및 신체활동 증진, 영양,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사전과 사후 변화를 측정할 변수를 확정하고 적합한 도구를
선정해야 했다.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허약중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도구를 선택하여 사정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주요
종속변수인 CHS 허약 지수를 비롯하여 악력, 간이신체활동능력검사
(SPPB), 한국판 지역사회 건강노인 신체활동 측정도구(K-CHAMPS),
간이영양평가(MNA), 한국형 노인 우울 단축형 척도(GDSSF-K), 사회
적 지지 척도(ESSI) 등의 도구를 채택하였다. 사전조사의 결과는 연구
대상자에게 필요한 집단 중재와 개별 목표설정 및 확인을 수행하는데 활
용되었고 사후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프로그램 효과를 확인하는 기초 정
보를 제공하였다(Beck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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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Plan)
연구자는 계획 단계에서 중재 적용 과정을 안내할 매뉴얼이나 알고리
즘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누가 읽어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수
용

가능하며,

중재

과정을

반복할

수

있을

정도로

중재

충실도

(Intervention fidelity)를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PNIF는 12주 동안 주 2회 시행하여 총 24회기로 구성되었다(부록
9). 악력, 신체기능, 신체활동, 영양, 우울, 사회적 지지의 개선 및 허약
예방 효과를 위하여 매주 개별 목표설정 및 확인을 포함한 운동 및 신체
활동 중재, 영양 및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로 구성된 2개의 세션이 제공
되었으며, 이 외에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대상자 선호를 반영한 적절
한 목표설정이 이루어지도록 초기 개별 사정, 전화 지지 등이 시행되었
다. 교육 자료로는 노인 특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파워포인트 시각자료,
일별자가점검노트 등이 활용되었다.

4) 내용타당도 검증과 전문가 자문
Beck 등(2010)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3단계 과정을 통해 PNIF의
초안을 작성한 뒤,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 즉, 노
인간호학 교수 2인, 체육교육학과 교수 1인, 노인전문간호사 2인, 영양
사 1인, 복지관 간호사 1인 총 7인에게 내용타당도를 평가 받았다. 내용
타당도 검증은 4점 척도(1=타당하지 않다, 2=다소 타당하다, 3=타당하
다, 4=매우 타당하다)로 구성된 CVI(content validity index) 값을 근거
로 시행되었다. CVI는 전문가들이 3점 혹은 4점 점수를 준 항목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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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산하여 3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해당 중
재 내용을 채택하였다. 전문가 자문 서식지는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1항목, 프로그램 시간의 적절성 1항목, 주별 내용의 적절성 12항목, 항
목별 구체적 의견, 추가해야 할 사항,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자문 결과를 정리해보면, 7명의 전문가들이 모든 항
목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주어 내용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Table 2).
전문가들의 구체적 의견을 살펴보면 본 프로그램 시간의 적절성 면에
서 운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다. 이를 반
영하여 본 운동 시간을 최대 30분으로 제한하고 준비운동은 가벼운 체
조로, 마무리 운동은 간단한 유연성 운동이나 관절 가동 범위 운동으로
수정하였다.
영양 중재에서는 노인에게 유용한 간편 조리법 소개가 새로웠다는 의
견과 함께 자신만의 요리법이 있다면 이를 소개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11주차 영양 교육에 이를 추가하였다.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에서는 ‘ 나를 이해하고 소개하기 ’ 중재 순서가
다른 내용에 비해 선행되어야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1주차 심리사회적 지지 교육내용으로 변경하였다.
일별자가점검노트에 관해서는 과제량이 많아 수행률이 걱정된다는 의견
이 있었다. 기존에는 운동, 신체활동 증진 전략, 영양, 사회적 지지 4가지
항목에서 개별 목표 설정과 달성 정도 평가가 계획되어 있었다면, 전문
가 의견을 반영하여 생활습관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운동과
영양 중재에만 개별 목표설정 및 확인하는 과제를 부여하였다. 또한 노
트의 활자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 의견으로 고딕체로 수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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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일지의 ‘운동처방사’ 표현을 ‘강사’로 변경하였으며, 목표달성척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척도의 해당하는 결과를 한글로 표마다 제시하여
작성 혹은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Table 2. Contents Validity Index of This Program
Judgement
Items

Not
relevant
(1)

Somewhat
relevant
(2)

Relevant
(3)

Very
relevant
(4)

n (%)

Item
CVI
Mean±SD

Program
component

0(0.0)

0(0.0)

1(14.3)

6(85.7)

3.86±0.38

1.00

Time

0(0.0)

0(0.0)

5(71.4)

2(28.6)

3.29±0.49

1.00

1 week

0(0.0)

0(0.0)

1(14.3)

6(85.7)

3.86±0.38

1.00

2 week

0(0.0)

0(0.0)

2(28.6)

5(71.4)

3.71±0.49

1.00

3 week

0(0.0)

0(0.0)

2(28.6)

5(71.4)

3.71±0.49

1.00

4 week

0(0.0)

0(0.0)

2(28.6)

5(71.4)

3.71±0.49

1.00

5 week

0(0.0)

0(0.0)

2(28.6)

5(71.4)

3.71±0.49

1.00

6 week

0(0.0)

0(0.0)

2(28.6)

5(71.4)

3.71±0.49

1.00

7 week

0(0.0)

0(0.0)

1(14.3)

6(85.7)

3.86±0.38

1.00

8 week

0(0.0)

0(0.0)

1(14.3)

6(85.7)

3.86±0.38

1.00

9 week

0(0.0)

0(0.0)

1(14.3)

6(85.7)

3.86±0.38

1.00

10 week

0(0.0)

0(0.0)

1(14.3)

6(85.7)

3.86±0.38

1.00

11 week

0(0.0)

0(0.0)

1(14.3)

6(85.7)

3.86±0.38

1.00

12 week

0(0.0)

0(0.0)

1(14.3)

6(85.7)

3.86±0.38

1.00

46

2. 대상자 중심 허약예방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하는 전허약 상태 노인에게 12주 동안 PNIF
를 적용한 후 효과를 검증하는 무작위 통제군 전후 설계(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이다(Table 3). 실험군에게는 12주간 주 2회,
총 24회의 PNIF를 제공하였으며, 대조군에게는 사후조사 이후 4주간
주 1회, 총 4회의 허약예방 관련 건강 교육이 시행되었다.

Table 3. Research Design of This Study
Group

T0

Intervention

T1

Experimental

E1

X1

E2

Control

C1

C2

T0: Pre‐test
T1: 12 week post‐intervention
E1, C1: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related to Frailty
X1: Person-centered Nursing Intervention for Frailty (PNIF)
E2, C2: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related to Fra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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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전허약 상태에 있는 만 65
세 이상 노인으로, I구노인종합복지관에 등록하고 본 연구에 참여를 희망
한 대상자 중에서 편의 표출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제외기
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정기준
▪ Cardiovascular Health Study (CHS) 허약지수에서 ‘전허약
(prefrail)’으로 분류된 대상자
▪ 심각한 인지 장애가 없는 자(18 <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score)
▪ 신체계측에 협조할 수 있는 대상자
▪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한 자

(2) 제외기준
▪ 현재 타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나 본 프로그램 진
행 기간 내에 유사 프로그램에 참여 계획이 있는 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표본 크기는 G*power 3 program
(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을 이용한 statistical power
analysis 결과, 양측 검정, 유의수준 α=.05, 검정력(1‐β)=0.8, 효과크
기는 본 연구와 가장 근접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Cameron et al.,
2013) d=1.12로 하였을 때, 각 군에 14명으로 산출되었다. 중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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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중간 탈락률 20% 감안하여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17명 이상의 대상
자를 모집할 계획이었다.

대상자 모집과 집단 배정 과정은 Figure 4와 같다.
연구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G시 I구 소재 노인종합복지관에 본 연구
의 목적과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 진행 일체에 대한 기관
승인을 받고 협약서를 작성하였다(부록 19). G시 I구 소재 노인종합복지
관은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노인종합복지관 중에서 최고의 이
용률을 보이는 곳으로 60세 이상 등록 인원은 총 33,810명이며, 일일
이용인원은 2,800여 명에 달하는 곳이다.
프로그램 홍보와 선별검사 시행을 위해 복지관에서 약 2일에 걸쳐
MMSE-KC 인지기능검사와 허약 검사(CHS Frailty Index)를 시행하였
다. 2010년 한국형 노쇠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국내 선행 연구에서 CHS
Frailty Index와 한국형 노쇠측정도구(KFI)로 노인을 분류한 결과 전허
약 대상자는 각각 38.8%, 37.1%를 차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황환식 등, 2010), 이를 근거로 하여 선별검사에 참여할 대상자의 수를
약 100명으로 산정하였다.
허약선별검사 결과, 최종 148명의 노인이 본 검사에 참여하였고 건강
한 노인 67명(45.3%), 전허약 상태의 노인 60명(40.5%), 허약노인 21
명(14.2%) 순이었다. 건강한 노인 혹은 허약 노인에 해당하는 88명은
배제되었고 60명의 전허약 상태의 노인 중 MMSE-KC 점수가 18점
미만인 노인 3명을 제외해 총 57명이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
합하였다. 그 중 연구 참여를 거부한 13명을 제외하고 연구의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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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참여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한 자는 총 44명이었다.
한 명의 자료수집원이 선별된 대상자 중 참여의사를 밝힌 순서에 따라
일렬 번호를 부여하고 사회심리학 네트워크(Social Psychology Network)
에서 연구자와 학생들을 위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웹 브라우저 기반 무작
위 배정 프로그램(https://www.randomizer.org)를 이용하여 실험군 22
명, 대조군 22명으로 무작위 배당을 시행하였다(부록 18). 무작위 생성
세트의 수를 2, 세트 당 연구참여자 수를 22로 지정하고, 전체 연구참여
자 수 범위를 1에서 44로 입력하였다. 배당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여자
에게 소속된 군은 비밀로 유지하였으며, 무작위 배정에 참여했던 자료수
집원이 참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프로그램 시작 일시 및 시간, 프로그램
장소에 대해 공지하였다. 또한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실험효과의 확산
을 고려하여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의 중재 진행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였
으며,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사후 조사 일자나 중재 및 자료
수집 장소를 분리하였다.
12주간 24회기 프로그램 실시 결과, 두 군에서 각각 2명씩 탈락되어
실험군은 총 22명 중 20명, 대조군 역시 총 22명 중 20명이 사전검사
와 사후검사에 모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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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Flow Diagram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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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연구에 사용된 모든 도구는 원저자와 국문번역자에게 연락하여 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았다.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에 근거한 종속변수와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다(Table 4).

Table 4. Variables and Empirical Indicators of This Study
Cronbach's
alpha

Variables

Empirical indicators

Muscle strength

Grip strength
(by JAMAR dynamometer)

Physical function

SPPB

Physical activity

K-CHAMPS

.54

Nutritional status

MNA

.70

Depression

GDSSF-K

.87

Social support

ESSI

.73

Frailty

CHS Frailty Index

Rate of perceived exertion

Borg‟s scale

Goal attainment scaling

GAS

Note. SPPB=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K-CHAMPS=Korean version of
Community Healthy Activities Model Program for Seniors Questionnaire, MNA=Mini
Nutritional Assessment, GDSSF-K=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 Version,
ESSI=ENRICHD Social Support Instrument, GAS=Goal Attainment Scale

(1) 일반적 특성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허약 관련요인으로 보고되었던 연령, 성별, 교육
수준, 결혼상태, 가구형태, 종교, 지각된 경제상태 등이다(권상민, 박정숙,
2013; Ensrud et al., 2008; Fried et al., 2001; Peterson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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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관련 특성
건강관련 특성 역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허약 관련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는 주관적 건강상태, 보유만성질환, 흡연 상태, 음주 상태, 운동 유
무 및 종류, 수면, 투약현황, 키, 몸무게, BMI, MMSE-KC 점수 등을 포
함한다(권상민, 박정숙, 2013; Ensrud et al., 2008; Fried et al., 2001;
Peterson et al., 2009)

(3) 악력(Grip Strength)
노인의 근력 측정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악력을 측
정하였다(도현경, 임재영, 2015). 악력계(JAMARⓇ hydraulic hand
dynamometer, Sammons Preston, Bolingbrook, IL, USA)를 사용하여
양측 손 각각 2회 시행하여 최대 악력을 측정하였다(Chen et al., 2014).
측정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측정 전 악력계의 영점을 확인하였으며,
한 명의 검사자가 기구사용법에 제시된 측정방법을 엄격하게 따라 2회 반
복 측정하였다. 본 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급내상관계수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또는 신뢰도 계수(reliability
efficient)는 0.85~0.98이었다(Peolsson, Hedlund, & Oberg, 2001).
본 연구에서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0.94였다.

(4) 간이신체활동능력검사(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SPPB)
신체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4m 보행속도, 균형감, 의자에서 일어서기
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SPPB)(Guralnik JM et al., 1994)를 이용하였다. 보행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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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에게 4m를 걷도록 한 후, 2회 측정하여 빠른 시간을 기록한다.
걷기를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0점이고 8.70초 초과 시에는 1점,
6.21~8.70초 2점, 4.82~6.20초 3점, 4.82초 미만은 4점을 부여한다.
균형감 검사는 일반자세와 반일렬자세를 10초 이상 유지했을 시에는 각
각 1점을 부여하고, 일렬 자세는 3초 이상 유지 시 1점, 10초 이상 유
지 시에는 2점으로 계산한다. 의자에서 일어서기는 양 손을 가슴에 포개
어 얹은 상태에서 일어서기 앉기를 5회 반복하도록 지시한 후 수행하지
못하거나 60초 이상 소요 시 0점, 16.70초 이상 1점, 13.70~16.69초 2
점, 11.20~13.69초 3점, 11.19초 이하일 경우 4점을 부여한다. 3개의
영역을 합하여 총 12점을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기능이 좋음
을 의미한다(Guralnik et al., 1994). 본 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본 선행연
구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0.87(CI95%: 0.07~0.96)으로 높았다
(Gómez, Curcio, Alvarado, Zunzunegui, & Guralnik, 2013). 본 연구에
서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0.97이었다.

(5) 한국판 지역사회 건강노인 신체활동 측정도구(Korean version of
Community Healthy Activities Model Program for Seniors
Questionnaire: K-CHAMPS)
노인의 신체활동량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지역사회 건강노인 신체활
동 측정도구(K-CHAMPS)를 활용하였다. 이는 Stewart 등(2001)이
개발한 지역사회 건강노인 신체활동 질문지(CHAMPS)를 임경춘(2011)
이 번역, 역번역 및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수정, 보완을 거쳐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이다. 총 4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4주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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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한 주 동안 당신이 한 일의 활동 빈도 및 일주일 동안의 참여 시
간을 응답하도록 하여, 그 중 28개 항목의 신체활동을 주별 칼로리 소
모량(calorie

expenditure/week)을

계산한

후

활용하였다(임경춘,

2011). 검사-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 모든 신체활동에 대
해 .96이었고, 모든 신체활동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64였다(임경춘,
2011).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 s ⍺= .54였다. 임경춘(2011)은 KCHAMPS는 다양한 수준의 신체활동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Cronbach’
s ⍺ 값으로 항목 간의 내적 일관성 정도를 검증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
기 어렵다고 하였다.

(6) 간이영양평가(Mini Nutritional Assessment, MNA)
노인의 영양상태는 Rubenstein 등(2001)이 개발하였고 Nestle Nutrition
Institute에서 한국어로 번안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간이영양평가
(MNA)를 이용하였다. 간이영양평가(MNA)는 기존의 여러 영양평가도
구와는 달리 노인영양평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고(Kaiser et al., 2010),
판정 기준이 명확하며, 신뢰도와 타당도, 민감도와 특이도 등이 높으면
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지역사회 노인영양평가에 유용한 도구로 널
리 활용되고 있다(현혜순, 이인숙, 2014; Bauer, Kaiser, Anthony,
Guigoz, & Sieber, 2008). 이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선별검사에 해당
하는 6문항과 본 평가 12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별로 응답에 따
른 가중치 점수가 부여되어 있고, 선별검사 점수와 평가 점수를 합하여
총 평가점수는 30점 만점이다. 총점이 0점에서 17점 미만일 경우 영양
불량이라고 판단하며, 17점 이상 24점 미만은 영양불량 위험 상태, 2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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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정상이라고 평가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 s
⍺=.92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70 이었다.

(7) 한국판 노인 우울 단축형 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 Version: GDSSF-K)
Yesavage와 Sheikh(1986)이 개발하고, 기백석(1996)이 한국어로
번역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노인 우울척도
단축형 도구(GDSSF-K)를 이용하였다. 총 15문항의 도구로, ‘ 아니오 ’
로 응답했을 경우에는 0점, ‘예’라고 응답했을 경우 1점을 부여한다. 긍
정문항인 2번, 7번, 8번, 11번, 12번 문항은 역점수로 환산하였고, 이를
합산한 값이 5점 이하일 경우 ‘정상’, 6~9점에 해당하는 경우 ‘중등도
우울’, 10점 이상인 경우 ‘우울증’으로 평가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8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87 이었다.

(8) 사회적지지 척도(ENRICHD Social Support Instrument, ESSI)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ESSI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Established Populations for Epidemiologic Studies of the Elderly’나
‘Health and Retirement Study’ 등의 국외 지역사회 노인 대상 연구에
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도구로, 전경숙 외 2인(2012)이 번안, 미국의
노인건강 연구 전문가에게 역번안 과정을 거쳐 전문가 타당도 검증 과정
을 거친 도구이다(전경숙 등, 2012; 최경원, 전경숙, 2016). 사회적 지
지의 세부 항목으로 정서적, 정보적, 도구적 지지를 포함한 6개 항목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 ‘예’ 또는 ‘아니오’로 표시한다. ‘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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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였을 경우 1점을 부여하여 총합을 계산한다. 결과값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좋음을 의미한다(Mitchell et al., 2003).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9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73 이었다.

(9) Cardiovascular Health Study(CHS) 허약 지수
이 도구는 Fried 등(2001)에 의해 제안되었고, 황환식 등(2010)이 한
국형 노쇠측정도구 개발 시 활용하였던 5가지 항목의 CHS 허약지수를
저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다. 단, 신체활동 감소 항목의 경우 기존의
연구에서 활용하였던 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대
신에 본 연구에서 신체활동 측정을 위해 사용한 한국판 지역사회 건강노
인 신체활동 측정도구(K-CHAMPS)를 기준으로 성별을 분리하여 각각
하위 20%에게 1점을 부여하였다. 체중 소실 항목은 지난 1년간 4.5kg
혹은 체중의 5% 이상의 감소가 있었는지 질문하여 ‘ 예 ’ 라고 응답했을
경우 1점으로 처리하고, 활력 저하 항목은 ‘모든 일에 대해 힘든 느낌이
들었는지’, ‘도무지 해나갈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물어 한가지라도
일주일에 3일 이상 이에 해당한 경우 1점을 부여하였다. 보행속도 저하
항목은 4.5m 걸음 속도를 측정하여 키와 성별을 보정한 후 하위 20%
에게 1점을 주었고, 악력 감소 항목의 경우 성별과 BMI를 보정해 하위
20%에게 1점을 부여했다. 5가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3점 이상이면
‘허약’, 1~2점인 경우 ‘전허약 상태’로 평가하였다. 이는 낙상, 병원 입원,
장애, 죽음 등 부정적 건강 결과에 대한 예측 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
(Fried et al., 2001),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허약 평가
도구이다(황환식 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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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관적 자각성 운동강도 측정도구(Rate of Perceived Exertion,
RPE)
Borg(1982)에 의해 고안된 주관적 자각성 운동강도 측정도구(RPE)
는 ‘Borg’s scale’로도 불리며, 운동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 혹은 느낌
을 등급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운동강도를 사정하는데 유용한 척도이다
(신영일, 임호용, 2007; Borg, 1982).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고, 경제적
이며 실용적인 지표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Scherr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운동과 신체활동 중재 시 운동강도를 개인별로 적절하게 조
정하기 위하여 활용하였다. ‘Borg ’ scale’은 6단계부터 20단계까지 총
1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13
(somewhat hard; 약간 힘듦)단계에서 15~16(hard; 힘듦)단계를 최고
목표로 하고, 대상자 건강 상태와 당일 컨디션에 따라 9~16단계 범주
내에서 운동강도를 조정하였다(Fielding et al., 2011).

(11) 목표달성척도(Goal Attainment Scale, GAS)
Kiresuk와 Sherman(1968)에 의해 정신건강 분야 치료결과 측정을
위해 개발된 도구로, 이후 교육, 사회복지, 간호 등 여러 분야에 보급되
어 널리 활용되고 있는 도구이다(이현주, 2011). 중재자와 대상자간 상
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며 목표설정 시 가능한 목표를 미리 예상해 봄으로
써 적절한 목표설정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개별 목표에 따라 달성 정
도나 중재 효과를 측정할 수 있어 본 연구의 대상자 별 목표달성 평가에
유용하였다(이현주, 2011; 최유진, 김경미, 신용범, 장문영, 2011). 일
반적으로 -2, -1, 0, +1, +2단계로 구성된 5점 척도가 많이 사용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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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단계는 기대했던 결과 혹은 달성 가능한 목표수준을 의미한다(이현주,
2011). 기대했던 결과에 미치지 못했을 시에는 그 수준에 따라 -1, -2
단계로 나타내고, +1과 +2단계는 대상자가 자신이 설정한 목표의 기대
수준을 초과했거나 최상의 결과를 달성했음을 의미한다(이현주, 2011).

4) 연구 진행 및 자료 수집 절차
연구 진행 및 자료수집은 G시 I구에 위치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선별
검사, 사전조사, 실험처치(12주간의 PNIF), 사후조사, 대조군 4회기 허
약예방교육 순으로 이루어졌다. 2017년 3월 2일부터 2017년 6월 30일
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었으며 모든 과정은 복지관 내에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와 신체계측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프로토콜을 작성하여 자료수
집원간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자료수집 과정에서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평가결과에 대해 합의를 이루도록 조정하면서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1) 선별검사
연구의 목적에 맞는 대상자 선별을 위하여 사전 검사 이전에 CHS 허
약 지수 측정과 노인인지기능검사(MMSE-KC)를 시행하였다. 일체의
선별검사 시행은 간호사 6인이 2일이 걸쳐 담당하였다. 선별 검사에 앞
서 설문조사 내용과 신체계측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고 자료 수집 시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선별검사를 위한 자료수집 과정은 1:1 개별 면담 형태로 진행되었으
며, 연구참여자당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본 연구자는 노인복지관
내 홍보와 자료수집 준비, 자료수집원 훈련만 담당하고 자료조사에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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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참여하지 않았다.

(2) 실험군의 자료수집 절차
① 사전 측정
사전 측정에는 훈련된 간호사 4인이 참여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 및 건강 관련 특성, 악력, SPPB, K-CHAMPS, MNA, GDSSFK, ESSI 등의 항목을 제공된 매뉴얼에 맞게 측정하였다. 자료수집원
과 1:1 개별면담형태로, 약 30~4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② 중재 중 측정
운동 및 신체활동 중재와 영양 중재에서 목표의 설정과 달성 정도
확인을 위해 목표달성척도(GAS)을 활용하였다. 운동 및 신체활동
중재에서는 주관적 자각성 운동강도 측정도구(RPE)로 운동 강도
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고, 이를 조정하는 근거로 사용하였다.
③ 사후 측정
12주간의 대상자 중심 허약예방중재가 종료된 이후 훈련된 간호사
3인이 건강관련 특성, 악력, SPPB, K-CHAMPS, MNA, GDSSFK, ESSI, CHS 허약지수 등의 항목을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사후 측정 역시 사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1:1 개별면담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약 30~4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자료수집에
참여하는 조사원이 조사대상자가 실험군인지, 대조군인지 모르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편의를 방지하고 연구의 타당도를 유지하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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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조군의 자료수집 절차
대조군의 자료수집은 실험군의 자료수집 절차에서 중재 중 측정을 제
외하고 동일한 시점에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IBM Statistics Program 21 소프트웨어를 이용
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의 서술
적 통계를 이용해 정리하였다.
• 각 변수의 정규성은 Shapiro‐Wilk test로 검정하였다.
•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사전 동질성 검정은 χ2‐test, Fisher’s exact
test, Independent t‐test, Mann‐Whitney U test를 사용하였다. 종
속변수에서 정규성을 띠는 좌, 우측 악력과 우울(GDSSF-K)은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고, 간이신체활동능력검사(SPPB) 점수,
신체활동량(K-CHAMPS), 간이영양평가(MNA) 점수, 사회적 지지
(ESSI)의 점수, CHS 허약 지수(CHS Frailty Index)는 Mann‐
Whitney U test를 사용하였다.
•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전과 중재 직후 차이는 χ2‐test, Fisher’s
exact test, Independent t‐test, Mann‐Whitney U test를 활용해 분
석하였다.
• 통계적 유의 수준은 p< .05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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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자 준비
본 연구자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6개월간 시행된 ‘요양시설 만
성질환 노인을 위한 거주자 지향 건강코칭 자기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에 참여해 노인 대상 프로그램 개발과 진행에 적
극적으로 참여해왔고 노인 대상 건강 코칭 경험이 다수 있다. 2014년부
터 2년간 진행된 종로구 노인 코호트 구축 연구의 참여연구원으로 지속
적으로 노인 대상 연구에 경험을 쌓았다. 또한 2015년 S시 J구에 위치
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재가노인 대상으로 ‘헬스Go, 올리Go ’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여 10주간 프로그램을 적용해 본 경력이 있다.
노인건강문제(급성/만성), 노인건강증진, 노인간호세미나, 노인간호와
테크놀로지, 맞춤간호중재, 행동생리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
한 노인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였고, 질적간호연구 분석론 수업을 통해서
여성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해 심층면담
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다.

7)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연구대상자 보호 심의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사를 통과한 후(IRB No.1701/002-004), 자료를
수집하였다(부록 1). I구노인종합복지관으로부터 연구진행에 대한 승인
을 얻은 후 기관과 연구자간에 협약서를 작성하고 자료 수집과 중재를
시행하였다(부록 19). 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절차, 프로그램 내용
과 함께 연구 참여 중에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와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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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자료수집과 중재를 시
작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접근성은 연구자 본인으로 제한되며, 모든 개
인 정보는 철저하게 기밀을 유지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무기명 코드화하여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결코 활용하지 않을 것
이며 연구 종료 후에는 반드시 분쇄 폐기 혹은 소각할 것임을 명시하였
다. 자료수집과 중재 후에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연구 참여에 대
한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15,000원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대조
군에게는 사후 조사 이후에 노인허약 예방의 중요성과 관리법에 대한 교
육을 4주에 걸쳐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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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프로그램 개발

1) 대상자 중심 허약예방프로그램의 구성
본 연구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전허약 상태의 노인을 대상으로 개
인의 건강 수준, 선호, 요구 등을 고려하여 운동 및 신체활동, 영양, 심
리사회적 지지 중재를 제공하는 12주간 주 2회, 총 24회기 구성의
PNIF를 구성하였다(부록 9). 30분 간의 초기 개별 사정과 매주 2개의
세션(각 90분), 격주로 약 10~20분간 진행되는 전화 지지로 이루어졌
다. 한 개의 세션에는 집단 중재와 개인별 목표 설정 및 확인이 포함되
어 있다(Figure 5).
특히 초기 개별 사정과 집단 중재 후 시행되는 개별 목표 설정 및 확
인, 전화 지지는 대상자 중심 간호 전략을 실현할 있는 과정으로 본 프
로그램에서 강조되는 부분이다. 이를 통해서 현재 대상자의 질환 및 건
강상태, 요구나 선호도, 생활방식, 운동, 식습관, 우울, 사회적 지지 정도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었고, 구체
적이고 현실적인 목표 설정 및 달성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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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rogram Construct of PN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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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개별 사정
가. 운동 및 신체활동
운동 및 신체활동 중재에 들어가기에 앞서 초기 개별 사정을 진행하였
다(부록 10). 연령, 성별, 결혼상태, 가구형태, 경제수준, 병력 및 유병기
간, 약물복용, 통증 유무와 부위, 불편감 유무와 부위, 키, 체중, 체질량
지수, 음주 상태, 흡연 상태 등의 대상자 기본 정보와 함께 현재 하고
있는 운동의 종류와 빈도, 시간 등을 조사하였고, 운동프로그램 참여 경
험 유무와 만족도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또한 의사의 소견이 필요할
만큼 운동을 하기에 위험성이 큰지 여부를 알기 위해 신체활동 준비상태
설문지(Physical Activity Readiness Questionnaire, PAR-Q)(Tomas,
Reading, & Shephard, 1992)의 7가지 문항을 통해 운동 중재 전 위험
요인을 파악했다. 그리고 운동 중재 계획 및 방향을 세우기 위해 현재
본인의 운동 실천 방해요인이 무엇인지, 운동 프로그램 참여시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여 참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 발생
시, 연락해야 할 사람과 연락처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입하도록 하였다.

나. 영양
세션 2 중재에 들어가기에 앞서 대상자의 사전 영양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영양 상태 초기 평가 기록지를 작성하였다(부록 14).
영양상태 초기 평가 기록지는 키, 체중, 체질량지수 등의 기본 정보를
비롯하여 사전 간이영양평가(MNA) 결과, 현재 식사 섭취양 및 빈도,
식사시간, 외식 빈도 등을 포함한 섭취 상태, 음주, 흡연, 운동, 알레르기,
선호식품, 기피식품, 건강기능식품 섭취나 민간요법 수행 유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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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관련 조사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식이교육 및 영양상담 경험
유무나 교육 참여 장애 정도를 파악하여 중재 수행 시 참고하고자 하였
고 식사 시 문제점, 대상자가 생각하는 식생활 방해요인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상자 식습관 개선 목표 설정 시 참고가 될 만
한 특이사항이나 영양 중재 계획 및 방향에 대해 중재자의 소견을 남겼
다.

다. 심리사회적 지지
심리사회적 지지 관련 대상자 파악을 위하여 초기 면담에서 2가지 유
형의 기록지(Ⅰ, Ⅱ)를 작성하였다. 초기 면담 기록지 Ⅰ은 대상자 기본
정보와 함께 한국판 노인 우울 단축형 척도(GDSSF-K) 사전 결과와
정신과 진료 유무, 정신과 약물 복용력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현
증상이나 호소 문제를 위주로 상담하였다. 상담 중 대상자 상태나 태도
에 대해서도 메모하였다(부록 15).
또한 초기 면담 기록지 Ⅱ를 활용해서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해 조사하
였다. 사회적 네트워크 문항은 얼마나 자주 친구들과 연락하거나 방문하
는지, 같이 살지 않는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척들과는 얼마나 자주 연락
하거나 방문을 하는지, 참여하고 싶은 단체나 모임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3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적 참여 욕구를 알아보기
위해 지역사회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민 센터, 보건소 등에서 열리는 노
인 관련 사업 중에서 평소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있는지, 그
외 노인 관련 사업이나 프로그램 소개를 듣고 참여해 볼 의향이 있는지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부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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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션 1(운동 및 신체활동)
가. 집단 중재
본 연구에서는 근력 향상 및 신체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Best-Martini
와 Jones-DiGenova(2014)의 ‘ Exercise for frail elders, second
edition ’ 의 근력 운동 구성을 기본틀로 하였다. ‘ Exercise for frail
elders’는 허약한 노인들에게 적합한 성공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하
고, 제공하는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과 방향을 안내한다. 노인들이
흔히 겪는 개별적인 문제나 요구, 질환에 관해 자세히 다루고 있고, 운
동 동기를 유발하면서 효과적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
해 언급하고 있으며 허약 노인을 위한 구체적인 운동법과 주의사항을 제
시하였다.
노인 운동 프로그램 계획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상자에 대해 잘 파
악하는 것이다. 대상자 개인의 강점과 제한점, 운동 수행 시 방해요인
등을 이해하고 개별 프로그램 참가자를 고려하면서도 그룹 전체에 적합
한 운동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노인 운동 설계의 일차적인 초
점은 ‘안전’이다. 노인은 노화와 함께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대부분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므로 운동 프로그램 수행 전 사전 검사와
안전 운동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운동 및 신체활동 중재 수행 이전에 연구자는 참여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및 만성질환 유무를 확인하였고, 프로그램 참여자 자신의 건강상태
에 비추어 약 30분간의 근력운동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면담하였
다. 만성질환에 따른 운동 시 주의 사항은 Best-Martini와 JonesDiGenova(2014)의 ‘Exercise for frail elders, second edition’에 제시

68

된 내용을 따랐다. 또한 이를 종합하여 매주 그룹 전체 대상자에게 유용
한 상·하체 근력 운동 종류를 선택하고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도
(intensity)와 시간(duration)을 구성했다. 본 운동 및 신체활동 중재
세션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Figure 6).

Figure 6. Procedures of Exersice and Physical Activity Intervention (Sess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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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및 신체활동 중재는 연구자의 지휘 아래 준비 운동(약 10분),
본 운동(약 30분), 마무리 운동(약 5~10분), 목표달성 확인 및 평가(약
30분)로 구성되었다. 준비 운동은 본 연구자가 직접 촬영한 건강 체조
동영상을 활용하였다. 건강 체조 동영상은 부상을 예방하고 즐거운 마음
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신나는 트로트 음악에 맞춰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으로 구성되었다.
본 운동은 매회 난이도에 따라 2~6가지 상·하체 저항운동으로 구성
하였으며 연구자의 지휘 하에 약 30분간 반복 시행하였다. 마무리 운동
으로는 관절 가동 범위(ROM) 운동을 활용하였다. 상·하체 저항운동과
상·하체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의 목록, 본 프로그램의 운동 및 신체활동
중재의 일정표는 모두 부록에 제시하였다(부록 4, 5, 6).
구체적인 운동 선택과 강도, 횟수, 속도, 세트의 수, 휴식, 진전과 유지,
일별운동목표 설정 및 확인은 다음과 같다.

가) 운동선택과 순서(Exercise selection and sequence)
복부 근육을 제외한 몸의 주요 근육군을 표적으로 하는 기본적인 상체
저항 운동 5가지와 하체 저항 운동 7가지를 근간으로 하여 운동 중재를
구성하였다(부록 4). 대상자들은 의자의 등받이에 기대지 않는 직립 자
세로 앉아서 저항 운동을 시행하여 자세 유지 근육 혹은 다열근, 복횡근
등의 중심부 근육(core muscle)을 강화시킬 수 있다. 우선 앉아서 하는
저항 운동을 가르친 후 서서 하는 저항 및 균형 운동으로 점차 발전시킨
다. 단, 서서 하는 저항 및 균형 운동은 안정된 자세로 설 수 있는 대상
자에 한한다. 또한 처음에는 웨이트 없이 저항운동을 수행하도록 지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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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기술을 체중 부하 운동(body-weight exercise)라고 한다.
체중 부하 운동에 익숙해지고 나면 0.5kg의 아령 등의 웨이트를 이용하
여 운동을 시행한다. 개인이 들어야 하는 중량은 개인의 요구나 목표,
동기, 운동 허용능력, 개인의 건강 상태 등에 달려 있으나 전허약 대상
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본 프로그램에서는 0.5kg 아령으로 제한하였다.

나) 강도(Intensity)
문헌고찰 결과 전허약 혹은 허약 노인 대상 운동 프로그램에서는 신체
기능과 안전을 고려하여 강렬한 고강도 근력운동을 시행하기 보다는 저
강도(low intensity) 혹은 중강도(moderate intensity) 운동이 선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중강도의 운동이 저강도의 운동에 비해 근육량
과 근력에 더 나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었다(Bibas et
al., 2014). 빈도는 주당 2회에서 3회에서 이루어진 중재가 가장 많았으
며, 주당 45분에서 270분 정도 시행되었다. 또한 운동 훈련 프로그램
지속기간은 보통 8주에서 12개월 정도였다(Lee et al., 2012).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근력운동의 경우 Borg ’ s scale을 사용하여
15~16 RPE 수준의 ‘중강도 운동’을 최고목표치로 설정하였고(Fielding
et al., 2011), 대상자 건강상태와 당일 컨디션에 따라 9~16 RPE 수준
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운동 시작 시에는 ‘매우 가벼움’ 내지 ‘가벼움’에
해당 되는 운동 자각도(9~11 RPE)에서 8~15회 반복하도록 하고 참가
자들이 익숙해진 후에는 12~14 RPE( ‘ 다소 힘듦 ’ )로 점차 높여 갔다.
12~14 RPE에서 무리하거나 통증이 느껴져서는 안되며, 개인의 피드백
에 따라 운동 목표 강도인 15~16 RPE (‘힘듦’)으로 높여갈 수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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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본 운동은 30분으로 제한하되, 12주 동안 1회 약 60분간 운동 중재
를 진행하고 가정에서 지속적인 운동이 가능하도록 운동 목표 과제를 설
정하여 달성 정도를 평가하였다.

다) 반복 횟수(Repetitions)
각 세트당 8~10회 반복에서 시작하여 근육의 무리 없이 편안한 상태
로 반복 수행할 수 있게 되면 세트당 12~15회로 늘린다.

라) 훈련 속도(Speed)
웨이트를 들어올리거나 미는데 3초가 걸리고, 중력에 저항하면서 웨이
트를 내리는데 3초가 걸려야 한다. 운동 시 숨을 참지 않고 천천히 호흡
하는 상태에서 느린 동작으로 훈련할 것을 지지하고 필요하다면 참가자
들에게 소리 내어 세도록 한다.

마) 세트의 수(Sets)
근력 훈련에서는 운동당 8~15회 반복하기를 1~3세트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되나 많은 세트의 수를 반복하기보다 하나의 세트를 좋
은 자세로 천천히 실시하는 것이 근육 운동에 효과적임을 인식시킨다.

바) 세트, 운동, 수업 사이에 휴식하기(Rest periods between sets,
exercise, and workouts)
또 다른 세트를 시작하기 전에 1~2분간 쉰 다음, 8~15회 반복하기를
권장한다. 휴식 시에는 심호흡을 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근육의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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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풀어주기 위하여 관절 가동 범위(ROM) 운동이나 스트레칭 운동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세트 사이에 다른 근육군 운동을 목표로 하는 운
동을 삽입할 수도 있다. 힘든 저항 운동일수록 휴식을 더 길게 하고 참
가자의 운동 능력이 향상되면 가벼운 저항 운동 사이에 휴식시간을 짧게
하거나 없애는 것도 가능하다.

사) 진전과 유지(Progression and maintenance)
참가자들이 저항 운동을 12~15회 반복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으면
웨이트 크기를 조금씩 증가시키거나 8회 반복을 1세트 추가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도 진전을 위해 세트를 추가하거나 웨이트 증량을 위해
0.5kg 아령 2개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웨이트 증량에 있어서 전허약 상
태의 노인이라는 점과 골다공증이 진행된 여성 노인이 대다수인 점을 감
안하여 0.5kg를 초과하는 웨이트 증량은 하지 않고, 세트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전시켰다.
앉아서 하는 저항 운동들이 익숙해지면 점차 서서 하는 기본적인 저항
및 균형 운동으로 대체하였다. 안정된 자세로 설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참가자가 서서 하는 운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면, 앉아서 하는 운동
으로 다시 돌아간다.

나. 개별 목표 설정 및 확인
중재 과정 중에는 주관적 자각성 운동강도 측정 도구 기록표를 작성하
였다(부록 11). 대상자 별로 빈도와 시간에 대한 운동 수행 목표를 세
우고 초기에 대상자 상태를 Borg ’s scale로 확인한 후, 대상자의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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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와 피드백에 따라 9~16 RPE 강도로 조정하였다.
운동을 마친 후 지난 주 목표달성 정도 평가와 당일 교육한 운동 중에
서 이번 주 새로운 운동 목표를 세우도록 지지하였다(부록 7, 12). 만약
이 과정에서 대상자가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있거나 지나치게 부정적
인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면 적정한 목표를 조정해준다. 보통 기초선 단
계는 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의미하는데 보통 ‘-1’이 부여되며, 가장 최
악의 기초선 단계는 ‘-2’이다(이현주, 2011). 목표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하며, 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단기 목표를 설정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에서 일별자가점검노트를 이
용해 매일의 목표달성 여부를 체크하도록 지지하였다.
예를 들면, 2주차 세션에서 ‘상체 저항운동 3, 4’에 대해서 교육을 한
후, 선호하는 운동을 선택하도록 하고 목표로 하는 세트의 수와 날짜
수를 기입하도록 한다. 그 후 면담을 통해서 설정한 목표에 대해 기대
되는 결과에 대해 질문한다. 기대되는 목표달성 수준이 목표달성척도의
‘–1~-2점’에 해당하며 목표달성에 자신 없어 할 경우 세트의 수나 목표
수행 일수를 줄여주고, 목표달성에 자신감을 보이며 ‘ +1~+2점’ 이라고
응답할 경우 운동 목표 수준을 다소 높여 ‘0점(기대했던 결과)’으로 응
답할 때까지 조정한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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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ample Process of Goal Setting using GAS in Session 1
Exercise & physical activity
(session 1)

GAS

Individualized goal setting
Score

level

Preferred types of exercise
① Seated overhead press
② Seated biceps curl

Number of
times(set) /days
10 set repetitions/a
day, over 3 days

+2

Much better than
expected

More than 10 set repetitions/a day, over 5~6 days

+1

Somewhat better than
expected

More than 10 set repetitions/a day, 4 days

0

The expected level of
attainment

10 set repetitions/a day, 3 days

-1

Somewhat less than
expected

Less than 10 set repetitions/a day, 2 days

-2

Much less than expected

Less than 10 set repetitions/a day or 1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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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션 2(영양 및 심리사회적 지지)
가. 집단 중재
가) 영양
영양 중재는 개인의 건강상태와 보유만성질환, 식습관이나 가구 형태,
거주 환경을 고려하여 영양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였다. 일주일에 한 번
약 20분간 진행되었으며, 사전에 영양평가를 통해 식사의 내용과 선호,
자립도나 형태, 만성질환, 알레르기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였다. 노인의
영양섭취 기준은 한국인의 영양섭취 기준을 참고로 하였다.
매 주차 시행된 집단영양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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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opics of Nutritional Intervention Session
Week

Topic

1

1) Nutrition characteristics of older adults
2) Importance of nutritional management for older adults

2

1) Causes of older adults‟ malnutrition and understanding problems about
one‟s eating habits,
2) Setting individual goals

3

1) Dietary guidelines for older adults
2) Last week's goal evaluation and setting individual goals

4

1) The six basic food groups (food composition bicycles)
2) Last week's goal evaluation and setting individual goals

5

1) Giving advice by groups about the drawing of one‟s dinner menu
2) Last week's goal evaluation and setting individual goals

6

1) 5 nutrients that are easily deficient in senile group,
2) Last week's goal evaluation and setting individual goals

7

1) Intermediate quiz session
2) Last week's goal evaluation and setting individual goals

8

1) Simple recipe for older adults 1
2) Last week's goal evaluation and setting individual goals

9

1) Simple recipe for older adults 2
2) Last week's goal evaluation and setting individual goals

10

1) Simple recipe for older adults 3
2) Last week's goal evaluation and setting individual goals

11

1) Sharing example about applying simple recipe
2) Introducing one‟s own helpful and simple recipe
3) Last week's goal evaluation and setting individual goals

12

1) Sharing my change in dietary habit
2) Praising each other for their positive change (completion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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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차는 노인기 영양 특성과 노인기 영양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다
루었다. 노인기에는 미각, 후각, 소화기능 저하 등의 생리적 기능의
감퇴, 만성질환, 경제적 빈곤, 우울이나 불안감 등의 다양한 원인으
로 영양상태가 불량해지기 쉬움을 알리고, 노인기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한 적절한 영양관
리가 중요함을 교육하였다.
• 2주차는 지난 시간 교육 내용을 복습하고, 노인영양불량의 원인에
비추어 자신의 식습관 문제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 3주차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어르신을 위한 식생활 지침’에 대
해 교육하였다. 각 식품군을 매일 골고루 먹기,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기, 식사는 규칙적이고 안전하게 하기, 물은 많이 마시고
술은 적게 마시기, 활동량을 늘리고 건강한 체중을 가지기에 관한
내용이다.
• 4주차는 한국영양학회에서 제공한 여섯 가지 기초식품군(식품구성
자전거)에 대해 교육하였다. 식품구성 자전거는 균형 잡힌 식사와
수분 섭취 및 운동의 중요성을 상징하며, 곡류, 고기·생선·계란·
콩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유제품류, 유지·당류 6개 식품군의 권
장섭취 패턴을 고려해 면적이 비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식품군
의 주요 함유 영양소, 역할, 종류에 대해서 교육하고 몇 가지 질문
을 통해 이해 여부를 판단하였다.
• 5주차는 어제의 저녁 식단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지난 시간 익힌 여
섯 가지 기초식품군(식품구성 자전거)에 빗대어 어떤 식품구성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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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한지 파악해 보도록 하였다. 4~6인 정도가 소그룹을 지어 자신의
식단을 소개하고 서로를 위해 식생활 개선을 위한 조언을 해주도록
지지하였다.
• 6주차는 노인에게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5가지에 대해 교육하였다.
칼슘,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B12, 아연의 체내 기능과 결핍
시 문제점, 권장 음식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 7주차는 그동안 배웠던 영양 교육 내용에 대해 중간 점검의 시간을
가졌다. ‘도전! 내가 퀴즈왕!’에서 10가지 문제를 모두 맞춘 4명에
게 작은 선물과 함께 시상을 하였다.
• 8주차는 노인을 위한 간편 조리법 1탄으로 ‘옥수수 참치전’ 요리 방
법을 교육하였다. 참치는 DHA, EPA 성분이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며, 셀
레늄이 항산화 작용을 해 노화방지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 9주차는 노인을 위한 간편 조리법 2탄으로, ‘메추리알 어묵 조림’을
소개하였다. 메추리알에는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 메티오닌, 트립
토판이 풍부하고 비타민 A가 함유되어 면역력을 높이며 레시틴 성
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고혈압, 동맥경화, 성인병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을 준다.
• 10주차는 노인을 위한 간편 조리법 3탄으로, ‘된장 두부구이’ 요리
법을 소개하였다. 식습관 문제에 대해 나누던 중, ‘소화 불량’을 호
소하는 분이 상당히 많았다. 두부는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도
부드럽게 잘 섭취할 수 있으며 우수한 단백질 섭취가 가능하고 리놀
산이 풍부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켜 혈관 질환을 가진 노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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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효과적인 식재료이다.
• 11주차에서는 그동안 익혔던 조리법을 실제 가정에서 적용하였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다른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공유하고 싶은 자신만
의 유용한 요리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 12주차에는 수료식 진행 전, 자신의 식생활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칭찬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나) 심리사회적 지지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를 위해 우울증 완화, 스트레스 관리 등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집단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였다. 심리사회적 지지
를 위한 집단 중재는 재가 노인의 우울, 저하된 자기 가치감, 제한적인
대인관계, 사회적 고립의 탈피, 부적절한 대인관계 기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김연실, 2010). 본 연구에서 심리사회적 지
지 집단 중재는 매 주 1회 약 30분간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 및
전략은 다음과 같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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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opics of Psychosocial Support Intervention Session
Week

Topic

1

Understanding and introducing myself

2

1) Definition of mental health
2) Causes and symptoms of stress of older adults

3

1) Elderly depression
2) Telling the story about one‟s daily life in three words,

4

Drawing one‟s current mood on sketchbook and having a conversation
about it

5

Making a face of someone whom one is grateful for with toy clay 1

6

Making a face of someone whom one is grateful for with toy clay 2

7

1) Dancing to a cheerful song
2) Massaging each other

8

Introducing happy memories about one‟s childhood after drawing it on
sketchbook

9

Telling about one‟s past or present dream

10

Meditation session

11

“I praise you” session

12

Making a certificate of merit for myself

• 1주차는 간단하게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시
행한 후, ‘나를 이해하고 소개하기’ 시간을 가졌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성명, 연령, 성격, 장점과 단점, 생활신조 등을 비롯하여 프
로그램 참여 동기와 다짐을 다른 참여자들 앞에 발표하도록 지지했
다. 또한 열린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임할 것, 함께 하는 참여자들의
생각을 존중하며 진심으로 경청하고 공감할 것, 약속한 시간에 교육
장에 참여할 것, 교육 시간에 배운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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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는 비밀로 할 것 등 구체적인 ‘나 자신과의
약속’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와 목표에 대해 확실히 인식시키고 동기
를 부여하였다(부록 8).
• 2주차는 ‘정신건강의 정의와 노년기 스트레스의 원인과 증상’ 교육
시간을 통해 노년기 정신건강과 스트레스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각자 최근 겪은 스트레스 원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스트레스
와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자는 메시지와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정신건강을 위한 10가지 수칙’에 대해 교육하였다.
• 3주차는 노년기 우울의 원인과 실태, 증상 및 치료법에 대해 교육하
고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한 ‘자신의 일상과 관련
한 이야기를 3단어로 풀어내기’는 최근 자신의 일상에 중요한 3가
지를 적고 그것에 대한 의미와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이었다.
• 4주차는 ‘자신의 현재의 감정을 스케치북에 그리고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었다. 이 수업을 통해 자신의 다양한 감정과 욕구를 알아차리
고, 그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 5주차는 ‘지점토로 고마운 사람 얼굴 만들기 1’ 작업을 통해서 그립
고 고마운 사람에 대해 떠올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감정적 자
각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표출할 수 있다.
• 6주차는 ‘지점토로 고마운 사람 얼굴 만들기 2’는 이전 시간에 완성
하여 말려두었던 지점토에 채색하고 다른 참여자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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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주차는 ‘흥겨운 노래에 맞춰 율동 하기, 서로 마사지 해주기’ 시간으
로, 참여자 간에 친밀감을 높이고, 함께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었다.
• 8주차는 ‘어렸을 적 행복했던 기억 회상하여 스케치북에 그려보고 소
개하기’는 과거의 긍정적 정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 9주차는 ‘자신의 과거 혹은 현재의 꿈에 대해 이야기 해보기’는 대상
자의 미해결 욕구를 자각하는 시간이었다.
• 10주차는 ‘명상의 시간’에 명상의 방법과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동
영상 시연에 따라 직접 ‘뇌호흡 명상법’을 체험해 보았다. 일상에서
도 명상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명상법에 대한 A4 1장의
유인물을 나눠주었다.
• 11주차 ‘당신을 칭찬합니다’에는 참여자끼리 서로의 장점에 대해 이
야기하고 칭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친밀감을 극대화 시키
고, 지지적 언어 표현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였다.
• 12주차에는 수료시점에 맞추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스스로를 칭찬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빈 상장 용지를 배부하고 스스로 자신의 상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
였다.

이 외에도 사회적 지지를 위한 참여자 내 프로그램도 시행하였다. 첫
째, ‘너와 나의 수호천사’는 프로그램 참여자들 간에 짝꿍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서로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며 대상자
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새로운 대인관계를 맺는데 유용한 전략이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나의 새 친구’이었다. 독거노인 수의 계속적 증가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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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노노
케어 ’ 등의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최근 알게 된 나의 새로운 친구에
대해 소개, 발표해보는 시간을 통해 새로운 만남을 격려하고 지지하였다.
이 외에도 사회적 지지 향상을 위해 초기 개별 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
역사회의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보건소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혹은 노인관련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참여 계획
을 세워보도록 지지하였다.

나. 개별 목표 설정 및 확인
가) 영양
영양 관련 교육 중재 후 식습관의 개선을 위하여 주차별 목표를 스스
로 세워보도록 지지하고 기대되는 결과를 목표달성척도를 활용하여 확인
하였다. 목표달성척도 활용법은 운동 및 신체활동 중재의 지침과 같다.
또한 이전 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 평가 시 목표달성의 장애물에 대해 적
어 보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3주차 세션에서 ‘어르신을 위한 식생활 지침’에 대해서 교
육을 한 후, 자신의 영양상 문제를 ‘식욕 부진’과 ‘체중 감소’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경우다. 면담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기대되는 결과에 대해 질문한다. 기대되는 목표달성 수준이 목표
달성척도의 ‘–1~-2점’에 해당할 경우 목표를 변경하거나 수준을 낮춰주
고, ‘+1~+2점’이라고 응답할 경우 목표 수준을 다소 높여 ‘0점(기대했
던 결과)’으로 응답할 때까지 조정한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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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ample Process of Goal Setting using GAS in Session 2
Nutrition
(session 2)

GAS

Nutritional problems
“I only eat two meal a day. I have no appetite. I’ve
lost three kilograms recently.”
Score

Individualized goal setting

level

Nutritional goals

Number of times(day)

Try to eat three meals a
day.

3 days

+2

Much better than
expected

+1

Somewhat better than
expected

More than 4 days

0

The expected level of
attainment

3 days

-1

Somewhat less than
expected

-2

Much less than expected

More than 5~6 days

Less than 2 days
Do not follow

본 프로그램의 영양 중재의 주요 핵심은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잘못된
식습관을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주별로 한가지 이상의 유익한 식습관 목
표를 자신의 선호와 상황에 맞게 설정하여 달성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이
다. 특히 영양불량군이나 영양불량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노인의 경우
원인을 파악하여 다시 식사에 대한 의욕이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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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리사회적 지지
내용타당도 검증과 전문가 자문 결과, 심리사회적 지지에 대한 일별자
가점검노트를 활용한 목표 설정 및 평가는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4) 전화 지지
전화 지지는 격주에 한 번, 회당 10~20분간 총 6회 제공되었고 간단
하게 전화 상담 기록지를 작성하였다(부록 17). 이는 한 주간 발생할
수 있는 노인 개인의 건강 상태 변화나 주요 이벤트를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운동이나 영양 목표 실천 시 어려운 점 혹은 장애요인에 대해 경
청 및 공감하는 시간이었으며 현재의 정서 상태나 스트레스 요인 등을
파악하는 심리사회적 지지 차원의 도구로도 활용되었다.

2) 대상자 중심 허약예방프로그램의 교육자료 및 보조자원
대부분의 집단 중재 교육 자료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파워포인트 시
각자료로 구성하였다. 특히 운동 중재에서는 노인의 저하된 시각을 고려
하여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최대 사진 2장 정도 삽입했다. 약 10분간
행해지는 노인 준비운동을 위해서 본 연구자 외 1인이 직접 촬영한 건
강 체조 영상을 제공하였다. 흥겨운 트로트 2곡에 맞춰 앉아서 할 수 있
는 체조를 구성하였다.
영양 및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에서도 대부분 파워포인트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구성하였으며, 식품 구성 자전거나 간편 조리법, 명상법 등과
같이 기억하기 힘든 내용은 핵심 내용을 A4 크기 한 쪽에 요약하여 유
인물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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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설정 및 자가평가를 위하여 일별자가점검노트를 개발하여 제공하
였다(부록 7). 대상자가 휴대하기 편하도록 B5 사이즈로 제작하였고,
겉표지는 프로그램 제목과 함께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자”라는 슬
로건을 제시하였다. 대상자 성명과 분실 시 연락처 란을 만들어 기입하
도록 하고 연구원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도 기재하였다. 겉표지 다음 쪽
에는 달력을 월별 배치하여 프로그램 일정을 확인하고, 다이어리 대용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운동 일지는 주당 총 2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쪽에는 집단 중재 시
운동 수행 상황에 대해 적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1쪽에는 가정에서 실
천할 목표 과제, 기대되는 목표달성 수준(목표달성척도), 일별 목표달성
일지, 목표달성 총 평가, 목표 실천 시 어려웠던 점을 기록하도록 구성
하였다. 식생활 개선 일지 역시 동일한 항목으로 총 1쪽으로 구성하였다.
운동 일지와 식생활 개선 일지 작성 방법을 일원화시켜 가능한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운동 일지와 식생활 개선 일지는 노인들이 이해
하기 쉽고, 작성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제작하고자 하였다. 기대
되는 목표달성 수준이나 목표달성 총 평가에는 목표달성척도를 활용하도
록 되어 있는데 작성 전 목표달성척도의 의미와 장점, 작성법에 대한 설
명을 A4 크기의 유인물로 만들어 교육하였을 뿐만 아니라(부록 13), 일
지의 표마다 각 점수에 해당하는 결과들을 한글로 제시하여 이해를 도왔
다.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는 따로 일지를 작성하지는 않지만 “마음 두드
림”이라는 제목으로 주차별 내용을 제시한 일정표를 제공하였다. 일별자
가점검노트 마지막에는 프로그램 종료 시 수여할 수료증서 예시를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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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 외 운동 및 신체활동 중재에서는 운동의 전진(progression)을 위
하여 운동 종류에 따라 0.5Kg 아령 2개와 고무밴드를 제공하였고, 영양
및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를 위해 스케치북, 색연필, 지점토 등을 활용하
였다. 또한 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 시 명상법 등의 동영상 자
료 등을 활용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매 중재 시간에 두유 혹은 비타민
음료를 제공하였고, 당뇨가 있으신 분을 위하여 사탕을 항상 비치해 두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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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회기 대조군 허약예방 강의식 교육의 구성 및 내용
대조군 사후 조사를 마친 후, 대조군에게 4주간 주 1회 ‘허약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강의식 교육을 제공하였다(Table 9). 교육은 회당 약 60
분이 소요되었으며 노인종합복지관 내에서 이루어졌다. 교육 자료는 노
인의 특성을 고려한 파워포인트 시각자료로 구성하였다. 1주차 교육은
노인허약의 정의 및 실태, 허약의 구성요소와 자기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2주차는 허약예방을 위한 중강도 이상의 근력운동 방법과
신체활동 증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하였다. 3주차에는 노인기 영양학
적 특성과 영양상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노년기 식생활 지침
에 대해 알아보았다. 4주차는 노년기 우울과 정신건강 관리법,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Table 9. Contents of Lecture for Frailty Prevention of the Control Group
Week

Topics

1

Frailty in older adults “What is frailty and why it is important”

2

Exercise for frail elders and importance of physical activity

3

Nutritional management of older adults for prevention of frailty

4

Importance of mental health and social support for olde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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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효과평가
12주간 24회기 프로그램 실시 결과, 실험군은 총 22명 중 20명, 대
조군 역시 총 22명 중 20명이 사전, 사후 검사에 모두 참여하였다. 본
프로그램 출석률은 매회 70~95%로, 24회기 동안 평균 84.17%이었다.
실험군 중 1인은 건강상 이유로, 그 외 1인은 개인 사정(장기간 친척집
방문)으로 중도에 탈락함을 알려왔다. 탈락자를 제외한 실험군 개인의
최저 참여율은 66.67%(16회)로 3명이 이에 해당했고, 4명은 개근하며
100% 참여율을 보였다. ‘Intervention fidelity’와 ‘dose’가 신체활동 프
로그램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 Wilson 등(2010)의 연구에
서 프로그램에 전부 참여한 대상자(full participation)와 부분 참여한 대
상자(partial participation) 간에 신체활동 변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율의 차이에 대한 구분 없이 대상
자 모두를 효과 분석에 반영하였다. 대조군의 경우, 1인은 휴대폰 일시
정지로 인한 연락두절, 1인은 개인 사정(취업)으로 일정이 바빠 참여를
중단함을 밝혔다.

1) 연구대상자의 정규성 검정
두

군

모두

30명

이하인

것을

감안하여

정규성

검정을

위해

Shapiro-Wilk test를 시행하였다(Table 10). 검정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연령과 교육수준이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관
련 변수인 1회당 운동시간, 수면문제, 체중, 체질량지수, MMSE-KC 점수
는 귀무가설이 채택되면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있었다. 종속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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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서는 악력(좌측, 우측)과 우울(GDSSF-K)만이 정규성을 만족시켰다.
정규성을 따르는 변수에 대해서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정규성을 따르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았다. 건강관련 변수에서는 만
성질환총수, 1주당 운동횟수, 1일 수면시간, 약물복용 가짓수, 키가 이에
해당했고, 종속변수 중에서는 간이신체활동능력검사(SPPB) 점수, 한국
판 지역사회 건강노인 신체활동 질문지(K-CHAMPS) 점수, 간이영양평
가(MNA) 점수, 사회적 지지 척도(ESSI) 점수, CHS 허약 지수(CHS
Frailty Index) 점수가 이에 해당했다. 정규성을 만족시키지 않는 변수
에 대해서는 비모수적 분석방법인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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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Normality Test of Continuous Variables
Shapiro-Wilk test
Categories

Characteristics

Exp.(n=20)

Con.(n=20)
p

General
Characteristics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Dependent
Variables

Note.

Age (yr)

.855

.620

Educational Level

.242

.360

Number of chronic diseases

.116

.016

Frequency of exercise per week

.144

.045

Average minutes of exercise per day

.111

.069

Average hours of sleep per day

.291

<.001

Sleep disturbance

.368

.064

Medication

.011

.028

Height (cm)

.034

<.001

Weight (kg)

.939

.725

BMI (kg/m2)

.910

.548

MMSE-KC

.102

.172

Grip strength, Left

.263

.842

Grip strength, Right

.151

.203

SPPB

.015

.074

K-CHAMPS (Kcal/week)

.061

.001

MNA

.004

.003

GDSSF-K

.374

.123

ESSI

<.001

<.001

CHS frailty index

<.001

<.001

Exp.=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BMI=Body

mass

index,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in the Korean version of the CERAD assessment
packet, SPPB=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K-CHAMPS=Korean version of
Community Healthy Activities Model Program for Seniors Questionnaire, MNA=Mini
Nutritional Assessment, GDSSF-K=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 Version,
ESSI=ENRICHD Social Support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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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의 사전 동질성 검정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1과 같다. 각 군의 대상자
평균 연령은 실험군 77.10세(±6.40), 대조군 79.30세(±4.89)였으며,
여성의 비율은 실험군이 80.0%, 대조군은 60.0%를 차지했다. 교육수준
에서는 실험군 20명(100.0%) 전원이 초등학교 이상인 반면, 대조군은
2명(10.0%)이 무학이라고 응답했다. 결혼상태에서 두 군 모두 사별한
상태의 대상자가 실험군 10명(50.0%), 대조군 11명(55.0%)으로 과반
수를 넘겼으며, 독거 가구형태는 실험군 10명(50.0%), 대조군 6명
(30.0%)으로 실험군에서 독거의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실험군 95.0%,
대조군 90.0%가 종교가 있다고 응답했고, 두 군의 대상자 모두가 경제
수준을 ‘중’ 또는 ‘하’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사전 동질성 검정 결과 모
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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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Exp.(n=20)

Con.(n=20)

n (%) or
Mean±SD

n (%) or
Mean±SD

χ2 or t

p

77.10±6.40

79.30±4.89

-1.23

.227

4(20.0)

8(40.0)

16(80.0)

12(60.0)

1.91

.168

0(0.0)

2(10.0)

Elementary
school

5(25.0)

8(40.0)

Middle
school

4(20.0)

5(25.0)

4.65*

.320

High school

7(35.0)

3(15.0)

University
or above

4(20.0)

2(10.0)

Mean±SD

10.10±4.10

7.45±4.72

1.90

.066

8(40.0)

7(35.0)

Widowed

10(50.0)

11(55.0)

Divorced

0(0.0)

0(0.0)

0.28*

1.000

Separated

2(10.0)

2(10.0)

0(0.0)

0(0.0)

Solitary

10(50.0)

6(30.0)

Spouse

7(35.0)

7(35.0)

2.60

.295

Others

3(15.0)

7(35.0)

19(95.0)

18(90.0)

No

1(5.0)

2(10.0)

7.21*

.050

Upper

0(0.0)

0(0.0)

Middle

13(65.0)

7(35.0)

3.60

.058

Lower

7(35.0)

13(65.0)

Characteristics
Age (yr)
Gender

Male
Female
None

Educational
Level

Married
Marital status

Not married
Family type

Religion
Perceived
Economic
status

Yes

Note. Exp.=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SD=Standard deviation
*

Fisher‟s exact test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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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 관련 특성
건강 관련 특성에 대해 사전 동질성 검정을 분석한 결과, 모든 특성에
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군의 동질성을
확인하였다(Tab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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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Homogeneity Test of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Self-Rated
Health

Excellent(1)
Very good(2)
Good(3)
Fair(4)
Poor(5)

Number of
chronic
diseases
Smoking

Drinking

Exercise

Sleeping

Never smoked
Former smoker
Currently smoking
Never
Former
Currently
Yes
No
Frequency of
exercise per week
Average minutes of
exercise per day
Average hours of
sleep per day
Quite enough
Enough
Not enough
Not quite enough
Sleep disturbance

Medication
Height (cm)
Weight (kg)
BMI (kg/m2)
MMSE-KC

Exp.(n=20)
n (%) or
Mean±SD
2(10.00)
1(5.00)
3(15.00)
7(35.00)
7(35.00)

Con.(n=20)
n (%) or
Mean±SD
0(0.00)
1(5.00)
1(5.00)
10(50.00)
8(40.00)

χ2 or t
or Z

p

3.42*

.605

4.20±2.33

3.80±2.40

-0.52a

.620

18(90.00)
2(10.00)
0(0.0)
9(45.00)
6(30.00)
5(25.00)
18(90.00)
2(10.00)

14(70.00)
6(30.00)
0(0.0)
10(50.00)
4(20.00)
6(30.00)
18(90.00)
2(10.00)

0.00*

.235

0.54

.762

0.00*

1.000

4.61±1.50

4.50±1.76

-0.27a

.791

58.33±27.49

44.44±22.29

1.67b

.105

5.45±1.32

6.05±1.76

-0.85a

.429

5(25.00)
4(20.00)
8(40.00)
3(15.00)
3.90±2.73
5.15±3.31
157.33±7.47
59.11±9.64
23.89±3.57
26.25±0.68

1(5.00)
10(50.00)
8(40.00)
1(5.00)
4.95±2.35
3.95±3.27
149.13±32.50
59.17±11.23
24.08±3.12
25.75±0.52

5.94*

.107

-1.30b
-1.43a
-0.54a
-0.02b
-0.18b
0.59b

.200
.157
.602
.986
.857
.562

Note. Exp.=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SD=Standard deviation, BMI=Body
mass index,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in the Korean version of the CERAD
assessment packet
*

Fisher‟s exact test done, aMann-Whitney U Test, bIndependen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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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속 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에 대해 사전 동질성 검정을 시행한 결과 모든 항
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동
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3).

Table 13.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Exp.(n=20)

Con.(n=20)

Mean±SD

Mean±SD

Left

22.40±7.16

Right

Characteristics

t or Z

p

21.05±7.19

0.60a

.556

21.70±7.84

21.10±7.25

0.25a

.803

10.30±1.49

9.70±1.81

-1.07b

.301

2582.53±1569.18

1631.43±1360.46

-1.84b

.068

22.50±3.48

21.68±4.26

-0.91b

.369

GDSSF-K

6.15±3.80

4.35±3.39

1.58a

.122

ESSI

5.25±1.12

5.00±1.34

-0.52b

.640

CHS frailty
index

1.45±0.51

1.25±0.44

-1.31b

.289

Grip strength
SPPB
K-CHAMPS
(Kcal/week)
MNA

Note. Exp.=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SD=Standard deviation, SPPB=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K-CHAMPS=Korean version of Community Healthy
Activities Model Program for Seniors Questionnaire, MNA=Mini Nutritional Assessment,
GDSSF-K=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 Version, ESSI=ENRICHD Social
Support Instrument
a

Independent t-test, bMann-Whitney U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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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검정
제1가설. 실험군과 대조군의 악력(Grip strength)의 수치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12주 간의 24회기 PNIF 중재한 후 두 군의 좌, 우측 악력 수치 변화
량을 분석한 결과 좌측(p=.022)과 우측(p=.009) 모두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4). 특히 좌측 악력은 실험군이 2.65kg 상승
한 반면, 대조군은 1.35kg 하락하였고, 우측 악력은 4.3kg의 악력 차를
보였다. 따라서 제1가설은 지지되었다.

Table 14. Comparison of Grip Strength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Characteristics

Grip strength,
Left(kg)

Grip strength,
Right(kg)

Pretest

Posttest

Difference

Mean±SD

Mean±SD

Mean±SD

22.40±7.16

25.05±5.07

Group
Exp.
(n=20)

t

2.65±4.63

Con.
(n=20)

21.05±7.19

19.70±7.36

-1.35±5.90

Exp.
(n=20)

21.70±7.84

26.75±4.72

5.05±5.72

Con.
(n=20)

21.10±7.25

21.85±6.69

2.387

.022*

2.733

.009*

0.75±4.10

Note. Exp.=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SD=Standard deviation
*p<.05, Independent t-test

98

p

제2가설. 실험군과 대조군의 간이신체활동능력검사(SPPB) 점수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종료 후 간이신체활동능력검사 점수의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7, Table 15). 실험군은 10.30
점에서 10.90점으로 SPPB 점수가 증가하였으며, 대조군의 경우 9.70점
에서 9.10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Figure 7). 따라서 제2가설은 지지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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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Comparison of 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Score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Characteristics

SPPB

Pretest

Posttest

Difference

Mean±SD

Mean±SD

Mean±SD

Exp.
(n=20)

10.30±1.49

10.90±1.52

Con.
(n=20)

9.70±1.81

Group

9.10±1.94

Z

p

-2.741

.007*

0.60±1.27
-0.60±1.35

Note. Exp.=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SD=Standard deviation,
SPPB=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p<.05, Mann-Whitney U Test

Figure 7. Changes in 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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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가설. 실험군과 대조군의 한국판 지역사회 건강노인 신체활동 질문
지(K-CHAMPS)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중재 12주 후 신체활동점수의 변화량을 분석해 본 결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9, Table 16). 실험군의 신체활동
점수는 2582.53점에서 3471.19점으로 상승하였고, 대조군은 1631.43
점에서 1457.44점으로 하락하였다(Figure 8). 따라서 제3가설은 지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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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Comparison of the Korean Version of Community Healthy Activities
Model Program for Seniors Questionnaire Score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Characteristics

Pretest

Posttest

Difference

Mean±SD

Mean±SD

Mean±SD

Exp.
(n=20)

2582.53
±1569.18

3471.19
±1990.50

888.65
±1858.09

Con.
(n=20)

1631.43
±1360.46

1457.44
±1393.20

-174.00
±810.74

Group

K-CHAMPS

Z

p

-2.570

.009*

Note. Exp.=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SD=Standard deviation,
K-CHAMPS=Korean version of Community Healthy Activities Model Program for Seniors
Questionnaire
*p<.05, Mann-Whitney U Test

Figure 8. Changes in Korean Version of Community Healthy Activities Model
Program for Seniors Questionnaire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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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가설. 실험군과 대조군의 간이영양평가(MNA)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Mann-Whitney U test로 MNA 점수 변화 정도 차이를 분석해 본 결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p=.018), 제4가설은
지지되었다(Table 17).
간이영양평가 점수의 경우 프로그램 종료 후 각각 실험군 2.58점, 대
조군 0.57점 두 군 모두 상승하였으나 상승폭에서 확연한 차이를 나타
내었다(Figure 9). 또한 사후 검사에서 실험군은 17점 미만의 ‘영양불량
(Malnourished)’에 속한 대상자가 없었던 반면, 대조군에는 2명(10.0%)
의 대상자가 ‘영양불량’군에 속했다(Figure 10).

Table 17. Comparison of Mini Nutritional Assessment Score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Characteristics

Pretest

Posttest

Difference

Mean±SD

Mean±SD

Mean±SD

22.50±3.48

25.08±2.44

2.58±2.42

Group
Exp.
(n=20)

MNA
Con.
(n=20)

21.68±4.26

22.25±4.54

Z

p

-2.361

.018*

0.58±2.07

Note. Exp.=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SD=Standard deviation,
MNA=Mini Nutritional Assessment
*p<.05, Mann-Whitney U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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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hanges in Mini Nutritional Assessment Score

Figure 10. Group Composition of Mini Nutritional Assessment Score after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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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가설. 실험군과 대조군의 우울(GDSSF-K)의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우울 점수 변화량에 대해 Independent T test를 시행한 결과, 통계적
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Table 18). 따라서 제5가설은
지지되었다. 프로그램 중재 전의 우울 점수는 실험군(6.15±3.80)이 대
조군(4.35±3.39)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우울 수치가 0.9점 낮아지는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Figur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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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Comparison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
Version Score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Characteristics

GDSSF-K

Pretest

Posttest

Difference

Mean±SD

Mean±SD

Mean±SD

Exp.
(n=20)

6.15±3.80

4.75±3.80

-1.40±2.30

Con.
(n=20)

4.35±3.39

Group

5.65±4.18

t

p

-3.750

.001*

1.30±2.25

Note. Exp.=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SD=Standard deviation,
GDSSF-K=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 version
*p<.05, Independent t-test,

Figure 11. Changes in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 Version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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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가설.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회적 지지 척도(ESSI)의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중재 후 두 군의 사회적 지지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
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p=.779, Table 19), 제6가
설은 기각되었다.
두 군 모두 12주 후 사회적 지지 점수가 하락하였는데, 하락폭은 대
조군이 실험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Figur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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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Comparison of ENRICHD Social Support Instrument Score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Characteristics

ESSI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Mean±SD

Mean±SD

Mean±SD

Exp.
(n=20)

5.25±1.12

Con.
(n=20)

5.00±1.34

5.10±1.29
4.60±1.70

Z

p

-0.322

.779

-0.15±1.42
-0.40±1.88

Note. Exp.=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SD=Standard deviation,
ESSI=ENRICHD Social Support Instrument
Mann-Whitney U Test

Figure 12. Changes in ENRICHD Social Support Instrument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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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가설. 실험군과 대조군의 CHS 허약 지수(CHS Frailty Index) 점수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CHS 허약 지수는 프로그램 종료 후 실험군의 경우 1.45점에서 0.70
점으로 감소한 한 편, 대조군은 1.25점에서 1.80점으로 상승하면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Table 20, Figure 13). 따라서 제7가
설은 지지되었다.
또한 실험군은 ‘허약(Frail)’ 단계의 대상자가 없었지만 대조군의 경우
5명(25%)이 ‘허약단계’로 진행되어 허약 정도가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1, Figur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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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Comparison of CHS Frailty Index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Characteristics

CHS frailty
index

Pretest

Posttest

Difference

Mean±SD

Mean±SD

Mean±SD

Exp.
(n=20)

1.45±0.51

0.70±0.73

-0.75±0.85

Con.
(n=20)

1.25±0.44

Group

1.80±1.01

Z

p

-3.558

<.001*

0.55±1.10

Note. Exp.=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SD=Standard deviation
*p<.05, Mann-Whitney U Test

Figure 13. Changes in CHS Frail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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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Group Composition of CHS Frailty Index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at Post-test
Exp.(n=20)

Con.(n=20)

n (%)

n (%)

Robust

9(45.00)

3(15.00)

Prefrail

11(55.00)

12(60.00)

0(0)

5(25.00)

Characteristics

CHS frailty
index

Frail

χ2

p

7.833

.019*

Note. Exp.=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SD=Standard deviation
*p<.05, Fisher‟s exact test done

Figure 14. Group Composition by CHS Frailty after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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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표달성척도(Goal Attainment Scale, GAS) 분석 결과
실험군 목표달성척도 점수의 주별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는 Figure 15
와 같다. 프로그램 중반까지 목표달성 수준 평균값이 0에서 1 미만의
값을 가졌지만, 프로그램 후기로 갈수록 점차 상승하여 10주차에는 운
동 및 신체활동 중재와 영양 중재의 GAS 평균값이 모두 1 이상이었다.
이 후에도 계속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15).

Figure 15. Variations in Average Goal Attainment Scale (GAS) in the
Experimental Group over 12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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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전허약 상태의 노인을 대상으로 PNIF
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악력, 신체기능, 신체활동, 영양, 우울, 사회적 지
지를 비롯하여 허약 예방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장에서는 PNIF의 구성 및 과정, 효과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를 중심으
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1. 대상자 중심 허약예방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는 Fried 등(2001)의 허약의 순환(cycle of frailty) 모델을
이론적 기틀로 하되, 우울이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심리사회적 요소를
포괄하여 다차원적 허약예방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노인은 복합만성질
환 유병률이 높고 건강 수준 및 요구가 매우 복잡한 집단으로 노인 개인
마다 허약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요인을
포괄하여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허약예방

및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Dedeyne 등(2017)의 최신 연구에서는 단일 중재에 비해 다차원적, 다
요인적 중재가 허약 상태를 더 크게 개선하였다고 하였다. 본 프로그램
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매주 운동 및 신체활동, 영양, 심리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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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를 시행함으로써 허약예방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였고 이것이 본
프로그램의 허약 개선 효과를 증명하는데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였던 전허약 상태의 노인은 건강한 노인에 비하여 허약
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지만 생리적 예비량 및 스트레스 대처 능력은 아
직까지 충분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중재 제공 시 허약 노인
보다 더 큰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허약 상태의 노
인을 규명하여 다차원적 중재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노인 건강
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비용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Fairhall et al., 2015).
본 연구의 중재 전략은 McCormack와 McCance(2010)의 ‘PersonCentered Nursing Framework’의 대상자 중심 과정(person-centered
processes)을 기반으로 하였다. 그 중 공유된 의사 결정과 공감은 대상
자 중심 간호의 주요한 요소라고 여겨지는 ‘목표 설정 및 확인’에 유용
한 전략이었다고 생각된다. ‘ Person-Centered Care(PCC) ’ 의 효과를
본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도 11개의 연구 중 8개의 연구에서 주요
종속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되면서 효과적인 중재 전략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Olsson, Jakobsson, Swedberg, & Ekman, 2012).
환자와 의료전문가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은 대상자 중심 간호의 필
수요소이다(Olsson et al., 2012). 간호사와 대상자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에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및 공감을 바탕으로 한 지지
(support)가 가능했다. 노인에게 생활습관 변화와 운동 프로그램 참여
유지의 어려움은 익히 알려져 있다(Serra-Prat et al., 2017). 본 프로
그램은 운동이나 영양 목표 설정 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판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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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자기 결정권을 제공하고 최대한 개인의 선호와 능력을 존중하
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최종 목표인 허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일률적인 강의식 집단 교육만으로는 노인
개인의 다양한 문제와 복잡한 요구를 다룰 수 없다. 특히 노인 허약은
노화와 함께 신체적,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
는 것으로 개인별 요구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대상자 중심 전략이 필
수적이다. 기존의 국내 허약예방프로그램은 집단운동프로그램이 대부분
이었고, 다요인적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매주 주제를 달리하는 1회성
강의식 교육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허약 예방법을 깊이 이해하고 생활
습관 변화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여자와 간호사간 공유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한 목표 설정 및 평가는
본 프로그램 적용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미 1개 이상의 만
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들과 공유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복
잡하고 도전적인 과정일 수 있다(Vermunt, Harmsen, Westert, Rikkert,
& Faber, 2017). 노인들은 임상의사결정과정에서 소극적인 편이며, 원
하는 참여 혹은 개입의 정도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Levinson,
Kao, Kuby, & Thisted, 2005; Robben et al., 2011; Schulman-Green,
Naik, Bradley, McCorkle, & Bogardus, 2006). 하지만 가정에서 지속
적으로 만성질환 자기관리 및 건강 관리가 필요한 노인의 경우에는 적극
적인 환자 참여는 불가피하며 질환 관리와 의사 결정에 더 많은 자율성
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Truglio-Londrigan, 2012). 지역사회 간호
사가 환자의 자율성을 그들의 자기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참여 동기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조언을 잘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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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결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더 나은 웰빙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Cheng, 2017). 국외 선행연구에서도 공유된 목표 설정 등의 환
자 참여는 긍정적인 건강행위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고(Näsström,
Jaarsma, Idvall, Å restedt, & Strömberg, 2014), 환자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웰빙이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Vermunt et al., 2017). 생활습관의 개선과 건강행위 증
진이 필수적인 허약 예방에도 중재 제공자와 대상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
로 한 참여의 증진이 중재의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목표달성척도(goal attainment scale)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중재에 대한 관심이나 결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Park & Chang, 2014). 이 도구를 활용하여 목표
를 설정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대상자의 선호와 능력을 고
려한 목표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면담 시간을 통해
결과 향상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Morrow-Howell et
al., 1998; Park & Chang, 2014). 따라서 목표달성척도는 하나의 연구
도구인 동시에 본 연구의 대상자 중심 중재 전략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Park & Chang, 2014). 비록 대조군의 목표달성척도에 대한 결과값이
없어 해석에 주의를 요하나,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자 중심 전략을 활용
한 허약예방프로그램과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을 비교하여 목표달성척도
점수 상승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해볼 것을 제안한다.
목표의 설정과 달성 확인을 위하여 B5 크기로 제작된 일별자가점검노
트를 제공하였다. 다요인적 허약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시도된 국내
한 연구에서도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허약예방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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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여 자가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이
인숙 등, 2012). 하지만 노인은 시력, 청력 등 감각기능의 저하, 낮은 교
육수준, 학습동기의 저하, 문제해결 능력의 감소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
문에(이명숙, 임현자, 김경옥, 2007), 매일 수행되어야 할 체크리스트의
작성은 하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 적용 과정에
서도 역시 노인들에게 일별자가점검노트 작성 숙지를 하나의 도전과제로
여기고 프로그램 초기에 작성법 숙지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아야
했다. 작성법에 대해 파워포인트 시각자료를 구성해 교육하고, A4 용지
한 쪽 크기의 작성법에 관한 설명서를 제공했으며, 목표달성척도(GAS)
는 각 점수에 해당하는 결과를 한글로 표마다 제시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였다. 또한 전화 지지 시간을 통해서 자가점검의 효용성에 대해
반복하여 설득하고, 작성 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초기 노트 작성에 어려움을 겪던 노인들도 3주차 이후 점
차 수행률이 향상되었고, 회기가 진행되면서 일별자가점검노트 작성이
매일의 일과처럼 습관화되며 이와 함께 목표달성률도 함께 좋아졌다. 재
가 독거노인에게 건강다이어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건강관련 변수나 삶의
질 등의 효과를 살펴 본 국내 선행 연구에서도 지각된 건강상태,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삶의 질, 지각된 자기효능감, 건강증진행위 등 다양한 변
수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증명했으며, 노인층에게도 이러한 자가점검 수
행이 유용한 중재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이명숙 등,
2007). 본 연구는 노인 중재에서 도전(challenge)으로 여겨지는 자가점
검노트 작성의 실행가능성을 증명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아직까지 노
인 대상 중재에서 체크리스트나 다이어리, 자가점검노트 등의 작성은 어

117

려운 중재 방법으로 여겨지지만 새로운 도전도 즐겁게 여길 수 있도록
주위에서 충분한 지지와 관심을 보여준다면 노인 대상자들도 충분히 변
화에 능동적일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자극은 인지기능 유지,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층으로
유입되면서 교육수준이 점점 증가되어 앞으로 이러한 자가점검노트의 적
용은 확대되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전화 지지를 위하여 격주로 부족한 개별 상담을 진행하였
는데 이를 통해서 노인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건강문제 상담이나 주요 이
벤트를 인지할 수 있게 되었고,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스스로 관심과 지
지를 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여에도 영향을 미쳤
다고 생각된다.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방법론적인 차이로 전화 지지 효과
에 대한 결과는 다소 상이하나(Morello et al., 2016), ‘일대일 전화 지
지와 코칭’은 비용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정받아 만성질환자 건강 관리 프
로그램 중 하나로 지역사회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McLean, Protti, &
Sheikh, 2011). 대개 전화 지지 프로그램의 목적은 건강행위와 자기관
리를

촉진시키고자

지지와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다(Hutshison

&

Vreckon, 2011). 한 명의 간호사가 여러 대상자를 관리하는 데는 시간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전화 지지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
고 의사소통을 증진하며 대상자들의 건강행위 변화 촉진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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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중심 허약예방프로그램 효과

본 연구는 PNIF를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작위 통제
군 전후 설계를 사용해 PNIF가 악력, SPPB, K-CHAMPS, MNA,
GDSSF-K, ESSI, CHS 허약 지수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총 148명의 노인이 참여한 선별검사에는 건강한 노인 67명(45.3%),
전허약 상태의 노인 60명(40.5%), 허약노인 21명(14.2%)으로 나타났
다. 동일한 도구로 노인 허약을 측정하였던 국내 허약 도구 개발 연구에
서도 건강한 노인 49.6%, 전허약 상태의 노인 38.8%, 허약노인이 11.7%
차지했고(황환식 등, 2010), 국외 지역사회 노인 허약의 유병률도 약
10.7%, 전허약 상태는 41.9%로 나타나 그 비율이 유사하였다(Collard
et al., 2012).
본 연구의 가설 검정 결과, 12주간 허약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
의 좌, 우측 악력 모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다.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다요인적 중재를 시행했던 호
주의 연구에서도 중재 12주 후 악력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Cameron et al., 2013), 허약노인을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때 실험군의 좌, 우측 악력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는 국내 연구와도 일
치하는 결과이다(권상민, 박정숙, 2013). 이러한 결과는 본 프로그램에
서 집단 운동과 개별운동과제 설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체 근력 강화
운동을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주 1회 시행된 운동 및 신체활동
중재에서는 간호사의 지휘 아래 0.5kg 아령 2개를 이용한 상체 근력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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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약 30분 반복 시행하였고, 가정에서도 개인의 능력에 비추어 스스
로 설정한 목표에 따라 아령 혹은 500ml 생수병을 활용하여 상체 운동
을 시행할 것을 지지하였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걷기 등의 유산소 운동
의 중요성은 익히 알고 있지만 근력운동의 중요성은 인지하지 못하는 경
우가 많았다. 근육과 근력의 감소가 허약을 일으키는 주요한 선행요인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중강도 근력운동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참여를 동기
화 시킬 만한 운동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악력과 함께 간이신체활동능력검사(SPPB) 점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지역사회 거주하는 전허약 상태의 노인을 대상
으로 운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국외 연구에서도 12주 후 실험군
과 대조군 사이에 SPPB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와 일치하는 결과이다(Zech et al., 2012). 최신 문헌에
따르면 허약노인을 위한 운동 중재는 점진적 중강도 운동이 일주일에 3
회 이상, 세션 별로 30~45분 시행되어야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Dedeyne et al., 2017). 비록 본 프로그램에서 운동 중재는 1회에 불
과했으나 가정에서도 중강도 근력운동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목
표를 설정하고 달성해왔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낮은 SPPB 점수가 장
애발생, 입원 및 장기요양시설 입소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망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 만큼(Gitlin, 2014), 본
연구의 SPPB 점수의 향상 결과는 허약의 부정적인 건강결과를 낮추는
매우 의미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국내 한 코호트 연구에서 노인이
85세 이상에 진입하면 초기 노인과 비교하였을 때 약 40%의 현저한 근
력 감소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김경은 등, 2010). 노화로 인한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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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육 소모와 근력 저하를 늦추기 위한 전략으로 지속적인 중강도 근
력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노년기 독립성 증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중재 12주 후 대상자의 신체활동 점수를 비교·분석해 본 결과, 허약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의 신체활동 점수는 하락한 반면,
참여대상자는 2582.53점에서 3471.19점으로 약 1000점 정도 상승하
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원인
으로 본 프로그램의 심리사회적 중재를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재가 노인의 신체활동 예측요인을 살펴본 국내외 연구에서 노인 신체활
동 참여율은 심리적 요인과 관련성이 크다고 하였다(박승미, 박연환,
2010; Browning, Sims, Kendig, & Teshuva, 2009). 박승미와 박연환
(2010)은 우울이나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노인이 신체활동량이 적었음
을 강조하면서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노화에 의한 신체적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심리사회적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대
상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본 프로그램
은 허약예방프로그램에서 간과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까지 포
괄하여 신체활동량 향상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노인복지관을 꾸준히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한 것도 신체활동량 증가의 또 다른 기여 요인으로 생각된다.
노인들은 본 프로그램 참여를 위하여 주 2회 노인복지관을 방문했어야
했는데 외출의 기회가 잦아지면서 프로그램 참여자들과의 교류도 많아졌
고, 복지관 내 타 프로그램 참여에도 관심이 생겼으며 자신감이 향상되
었다는 피드백을 하였다. 노인복지관은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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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인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으나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319개에
불과해 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실정이며, 그 결과 복지관 이용 노인도
8.9%에 불과하였다(정경희 등, 2014). 실제로 2014년 노인 여가시간
활용 실태를 살펴보면, ‘휴식활동’이 90.2%로 가장 높았고, 그 중에서도
‘텔레비전 시청’이 82.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정경희 등, 2014).
노인복지관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노인 여가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면
다양한 건강편익을 가져다 주는 신체활동의 증가도 함께 기대할 수 있으
므로 이와 관련한 노인복지정책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 한편, KCHAMPS의 Cronbach’s ⍺ 값이 본 연구에서 .54로, 낮은 수준으로 측
정되었다. 하지만 K-CHAMPS의 경우 다양한 수준의 신체활동을 측정
하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에

구성항목

간의

내적

일관성을

보는

Cronbach’s ⍺ 계수로만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임경춘,
2011). 또한 Cronbach ’ s ⍺ 계수는 문항이나 응답자의 수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본 연구의 표본 수는 40명에 그쳐 Cronbach’s
⍺ 값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K-CHAMPS의 신뢰
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임경춘(2011)의 연구에서는 G*Power analysis
program을 활용하여 표본 수 계산 결과 134명으로 나타났고, 조사 항
목이 총 41개인 것을 감안하여 연구대상자가 최소 41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수는 40명으로 응답자의 수가 충분하지
못해 단순히 이 수치만을 가지고 신뢰도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두 집단 간에 간이영양평가(MNA) 점수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영양 집단 교육과 함께 식습관 개선을 위한 개별 목표 설정 및 확인을
통해서 평소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보고 잘못된 식습관을 교정해 나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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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식습관 개선 역시 간
호사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영
양 불량 위험성이 크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다. 따라서 노인기 식생활 관리는 매우 중요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영양 관련 사업은 아직까지 답보 상태로
남아 있다(이민준, 김정현, 박옥진, 이영미, 2016). 영양 및 식생활관리
프로그램 요구도를 기관별로 분석한 국내 연구에서 노인복지관의 경우
46.9%의 노인이 영양 교육 및 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지만, 실제로
식생활 교육 참여 경험을 가진 노인은 평균 19.8% 수준에 불과했고(이
민준 등, 2016),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노인 영양 교육 및 상담 수
혜율 결과도 4.5%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질병관리본부 영양조사과,
2015). 이민준 등(2016)은 국내 노인 영양 관련 프로그램에서 가장 문
제시 되고 있는 부분은 영양 및 식습관 개선 교육을 담당한 인력이 부족
한 것이라고 하였다. 영양상태 관리는 규칙적인 운동이나 신체활동만큼
이나 허약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관련 요인인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영양상담을 담당할 인력을 보충하고 노인기 식습
관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사후 검사 결과 두 군의 우울(GDSSF-K) 점수에서도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
공한 후 우울감 변화를 살펴본 국내 연구에서도 프로그램 참여자가 비참
여자에 비해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하였다(권상민, 박정숙,
2013). 노인허약과 우울, 불안 사이의 관련성을 본 국외 연구에서 전허
약과 허약노인이 건강한 노인에 비해 더 많은 불안과 우울 증상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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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였다(Mhaoláin et al., 2012). 허약 예방을 위해서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노인기 우울이나 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 역시 결코 간과해
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사회적 지지(ESSI)에서는 두 군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망이나 사회적 지지가 적을수
록 노인기 전허약과 허약 유병률은 유의하게 증가해 사회적 지지는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요인 만큼이나 허약의 주요 영향요인임을 보여주었다
(전경숙 등, 2012; Andrew, Mitnitski, Rockwood, 2008). 그러나 이러
한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개인의 성향과 거주 지
역, 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
회적 지지 척도 항목에는 ‘필요한 경우 소소한 일 혹은 집안 일을 도와
달라고 부탁할 지인이 있는지’ 혹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어려
움이 있을 때 마음으로 도와주는 지인이 있는지’와 같은 항목들이 제시
되어 있는데 노인들은 대부분 이를 두고 ‘가족’을 연상했고, 가족이 아닌
이웃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민폐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노인복지관에서 자신이 의지할 수 있을 만큼 깊은 인간관
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 없어 하였다.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이러한 사회정서적 풍토를 반드시 고려하여 계획
하여야 하며, 사회적 지지가 증가할 만큼의 관계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
해서는 12주 이상의 보다 장기간의 시간적 투입과 관심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요 종속변수인 CHS 허약 지수(CHS Frailty
Index) 점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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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를 제외한 악력, 신체기능, 신체활동, 영양, 우울 변수에서의
긍정적인 결과들과 노인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공된 대상자 중심 전
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차원적 속성인 허약 개선에도 영향을 미쳤
으리라 생각된다. 대상자 중심 중재를 수행해 효과 평가하였던 Vries 등
(2016)의 연구에서도 허약의 유의미한 감소를 보고하였던 것과 유사하
다. 대상자의 선호와 요구, 가치 파악을 우선시 하고 여러 요인의 긍정
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는 PNIF의 수행은 개발 과정이나 적용 과정에 많
은 노력과 시간적 투입, 복지관 간호 인력의 보충 등을 필요로 한다. 사
실상 미국의 의료 현장의 관리자들은 대상자 중심 간호의 장애 요인으로
부족한 재정적 자원과 많은 직무에 비해 적은 직원의 수를 꼽았다
(Kogan et al., 2016). 특히 현재 국내 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로 자체 인사관리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필수 인
력으로 배치되지 않아(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2017), 유익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적용 확대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계
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 세대의 주요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관 간호 인력 확
대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인의 건강을 개선하고 삶
의 질을 증가시켜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건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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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학적 의의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간호이론, 간호연구, 간호실무 측면에서의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이론 측면
본 연구를 통해 ‘ 노인허약 ’ 이론과 개념을 경험적 영역으로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간호사가 노인허약 예방 및 관리의 근거 기반
실무를 제공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과학적 지식
에 근거한 간호사의 판단과 행동은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과가 검증
된 이론과 임상 프로토콜의 적용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
고 안녕의 수준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2) 간호연구 측면
기존 국내 허약 관련 연구는 생활습관(lifestyle)나 행위 변화까지 이
르게 할 만한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했고, 허약의 다차원적 속성을 다루
고자 하였더라도 단기 1회성 강의식 교육에 그쳤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기존 연구의 제한점을 반영하여 운동 및 신체활동, 영양, 심리사회
적 지지 3가지 영역을 일별자가점검노트를 활용하여 12주간 매주 목표
설정 및 달성을 평가함으로써 긍정적 건강행위로의 변화와 허약 예방의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중재전략으로써 ‘대상자 중심 간호(person-centered nursing)’
를 적용하여 지역사회에서도 개인의 가치와 독특성을 고려한 간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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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현될 수 있다는 실행가능성을 보여줬다는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허약 상태의 노인은 허약과 비허약의 중간 단계로, 비허
약 노인보다 부정적인 건강 결과로 발전할 위험성이 크지만 현재의 국내
보건의료시스템 하에서는 간과되기가 쉬웠다. 본 연구에서는 전허약 상
태 노인의 임상적 중요성을 알리고, 노인 집단을 구체화시킨 대상자 중
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건강증진에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3) 간호실무 측면
본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종합복지관에서의 PNIF 적용 가능성을 확인
하였고 지역사회 거주 전허약 상태 노인을 대상으로도 적절한 중재를 통
해서 허약으로의 발전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다는 근
거를 확보하였다. 사후 관리의 개념이 아니라 예방적 관점으로의 노인
복지 패러다임 변화로 노인종합복지관에 간호인력을 보충하여 지역사회
거주 노인 허약예방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노인 건강 유지
및 증진은 물론 지역사회 간호 실무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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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의 일개 노인종합복지관에 다니는 소수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프로그램 효과를 전체 노인에게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 대상자 중심 간호(Person-centered Nursing) ’ 를
이론적 기반으로 개인의 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목표 설정과 면담이 주
요한 전략인데 이는 연구자 혹은 중재자의 능력이 매우 중요시될 뿐만
아니라 중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커 반복 측정 시 프로그램 효
과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셋째, 개인의 생활습관 변경을 위해 제공된 일별자가점검노트는 개인
에게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정도를 확인한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문맹이거나 시력 저하 등으로 글을 읽기 힘든 노인의 경우에는 작성이
어려울 수 있어 적용에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는 사전 조사와 중재 종료 직후의 사후 조사 결과만을
비교·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제시하였다. 6개월 혹은 1년의 장기
적인 시간 경과 후에도 본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되는지 반복 측정을
통해 프로그램 효과 지속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무작위 통제군 전후 설계(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를 따랐으나, 중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직접 처
치에 참여하였으므로 완전한 맹검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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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진행이 하나의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루어져 실험효과 확산 가능
성이 있다. 이는 내적타당도를 위협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엄격한 분리를 통해 실험 결과의 오염 가능성을 최소
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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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전허약 상태의 노인을 대상으로 다면
적 허약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인의 독특성을 고려한 대상자 중심
간호 중재를 제공하여 악력, 신체기능, 신체활동, 영양상태, 우울, 사회적
지지의 개선 및 허약 예방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자 시도되었다.
프로그램 효과 평가를 위하여 무작위 통제군 전후 설계 연구를 시행하
였고, 실험군 20명에게는 12주간 주 2회 구성의 24회기 PNIF를 제공
하고 대조군 20명에게는 프로그램 종료 후 4주간 주 1회의 4회기 허약
예방교육을 진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초기 개별 사정, 세션 1(운동과
신체활동 증진), 세션 2(영양과 심리사회적 지지), 격주로 진행되는 6회
의 전화 지지로 이루어졌다.
중재 12주 후 두 군 간에 악력(좌측, 우측), 간이신체활동능력검사
(SPPB) 점수, 한국판 지역사회 건강노인 신체활동 질문지(K-CHAMPS)
점수, 간이영양평가(MNA) 점수, 우울(GDSSF-K) 점수, CHS 허약 지수
(CHS Frailty Index)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회적 지지 척도
(ESSI) 점수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거주 전허약 상태의 노인을 대상으로 적용하
였을 때 악력, 신체기능, 신체활동, 영양상태, 우울의 증진 또는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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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왔고 궁극적으로 허약 예방에 효과성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판단된
다.

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이라 일컬어지는 경기도의 일개 노인종합복지
관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농촌/도서 지역을 포함하는 지방의 노인종합복지
관에도 프로그램 효과를 반복 검증하여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는 12주간의 사전 및 사후 측정을 통해서만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였다. 6개월 혹은 1년 이상의 장기 추적 관찰 연구가 필요
함을 제언한다.
셋째, 본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허약 예방 및 관리에 기여
하기 위해서는 노인종합복지관뿐만 아니라 경로당, 보건소 등 다양한 지
역사회 기관 및 시설에 PNIF 시행 기회를 확충하고 간호사 인력을 늘려
야 함을 제언한다.
넷째, 본 연구결과의 심도 있는 이해와 평가를 위해 추후 질적 연구를
포함한 혼합 연구 방법론의 시도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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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연구대상자 보호 심의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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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참여자용 설명문
1. 연구과제명
지역사회 거주 전허약 상태의 노인을 위한 대상자 중심 허약예방프로
그램의 개발 및 효과

2. 연구책임자
하지연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석∙박사통합과정 대학원생)

3.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노화,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등은 어르신에게 허약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을 떨어
뜨리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전허약 상태의 노인을 조기 선별하여 허약의 다차원적 속성을 반영하고
동시에 노인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능, 선호를 파악한 대상자 중심 허약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4. 연구 참여대상자 수 및 참여기간
본 연구는 노인종합복지관에 등록된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허약선
별검사에서 전허약 상태로 진단받으신 약 50명의 어르신에게 시행될 예
정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총 4주~12주(1~3개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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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절차 및 방법
만일 전허약 상태로 진단받으신 귀하가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면, 허약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실 것이며 효과 평가를 위해 허약선별검사
외에 사전/사후 검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요
소는 중강도 운동, 신체활동, 영양 중재, 정신건강(우울)상담, 사회적 지
지로, 어르신에게 필요한 중재 요소를 개인의 특성과 건강수준, 보유만
성질환 등을 고려하여 제공받게 됩니다. 사전/사후 검사는 일반적 특성,
신체활동, 영양상태, 우울, 사회적 지지 정도 등을 평가하는 설문조사와
키, 몸무게, 악력, 간이신체활동능력검사, 허약 등의 신체 계측도 있을
예정입니다. 검사는 연구조사원과 1:1 개별면담을 통해 진행되며, 검사
에 소요되는 예상시간은 약 30~40분 정도입니다. 모든 과정은 노인복
지관 내에서 시행됩니다.

6. 연구대상자에게 예견되는 부작용, 위험과 불편함
연구진행 과정에서 어르신이 경험할 신체적 위험은 없으며, 만일 신체
적 또는 심리적인 불편감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중단하실 수 있습니
다.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도 철회한다고 해서 복지관 이용에 어
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연구자가 어르신으로부터 얻는 개인 정보는 연구 분석에 활용될 일
반적 특성으로 제한하며, 여기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가구
형태, 종교, 경제수준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 어르신의 신원이 노출될만
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는 일체 수집하지 않으며, 설문지 응
답자료는 연구자 외에는 알 수 없도록 숫자로 코드화하여 처리하고 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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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가 있는 연구실에 보관하여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에 각별히 신경을
쓸 것입니다.

7. 연구대상자에게 예견되는 이득
본 연구 참여를 통해 귀하는 자신의 허약 수준과 신체기능 및 심리사
회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허약예방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12주 간의 프로그램 완료 시에는 악력 및 신체기능
의 증진, 영양상태의 개선, 우울 감소, 사회적 지지의 증가 나아가 허약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8.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연구참여에 동의해주신 경우, 참여해주신 시간소모 및 노고에 대한 감
사의 뜻으로 15,000원 상당의 답례품이 증정될 예정입니다.

9. 자발적 참여 및 동의 철회
어르신의 연구 참여 결정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동의 서명을 하신 이
후에도 어떤 불이익 없이 연구 참여를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중도
철회를 원하신다면 하지연 연구책임자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10.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하지연 연구원입니다.
어르신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개인 정보 기록은 비밀로 보호될
것이며, 연구책임자를 비롯하여 자료수집원 등 본 연구와 관련된 모든 요

166

원은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
니다.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수행 절차와 연구 결과에
대해 직접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본 동의서에 서명한다는 것은
사전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동의한다는 의
미로 간주됩니다.

11. 담당자 연락처
본 연구에 대해 추가 질문사항이 있거나 연구 참여 도중 문제 발생 시
다음의 연락처로 연락하십시오.
이름: 하지연 연구원, 전화번호: 010-2***-****
그 외 연구참여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
제든지 아래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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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 동의서

1. 본인은 연구에 대해 구두로 설명을 듣고 상기 연구 설명문을 읽었으
며 담당 연구원과 이 연구에 대하여 충분히 의논하였습니다.
2. 본인은 연구의 위험과 불편함, 예견되는 이득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본인은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본인은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
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
이 나에게 어떠한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6. 본인은 이 설명서 및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의학 연구 목적으로 나
의 개인 정보가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
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7. 본인의 서명은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구 참여
가 종료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명

날짜(년/월/일)

시험자/연구자 성명

서명

날짜(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명

날짜(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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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지
1)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MMSE-KC)
항목
(총 30점)
시간 지남력 (5)

점수

내용
1. 년(1), 월(1), 일(1), 요일(1), 계절(1)
2. 이곳은 무슨 도/특별시/광역시입니까? (1)
3. 여기는 무슨 시/군/구입니까? (1)

장소 지남력 (5)

4. 여기는 무슨 읍/면/동입니까? (1)
5. 여기는 건물의 몇 층입니까? (1)
6. 이 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

기억등록 (3)
주의집중 및 계산
(5)
기억회상 (3)

7. 나무(1), 자동차(1), 모자(1)
8. 100-7=, -7=, -7=, -7=, -7= 또는
‘삼천리강산’을 거꾸로 말하기
(단계별로 각 1점씩)
9. 나무(1), 자동차(1), 모자(1)
10. 물건 이름 대기: 볼펜(1), 시계(1)
11. 명령시행:
“오른손으로 종이를 집어서(1),
반으로 접은 다음(1)
무릎 위에 놓기(1)”

언어기능 (7)

12. 따라 말하기(1): “간장, 공장, 공장장”
13. 보고 그리기(1): 오각형 겹쳐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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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총 30점)

점수

내용
14. “옷은 왜 빨아서 (세탁해서) 입습니까?”

이해 및 판단 (2)

총점:

15. “길에서 남의 주민등록증을 주웠을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주인에게 되돌려 줄 수
있습니까?”
교정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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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2) 한국판 지역사회 건강노인 신체활동 측정도구(K-CHAMPS)
지난 4주에서 대표적인 한 주 동안 당신이 한 일은…
1. 친구나 가족들을 방 일주일
문합니까 (당신과 함께 동안 모
살고 있지 않은 다른 사 두 더해
람들)?
서 전체
1시간 1-2½ 3-4½ 5-6½ 7-8½ 9시간
몇 시간
 예
미만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이상
입니까?
(누구:
),
일주에 몇 번입니까? 
_____ 
 아니오
경로당, 노인정, 복지회
관, 노인대학에 가십니
까?
 예(이름:
),
일주에 몇 번입니까?
_____ 
 아니오
3. 자원봉사를 하십니
까?
 예
(어디:
),
일주에 몇 번입니까?
_____ 
 아니오
4. 교회나 성당, 혹은
절에서의 활동들에 참석
하십니까?
 예(요일:
/시
간:
)
일주에 몇 번입니까?
_____ 
 아니오
5. 다른 클럽이나 그룹
모임들에 참석하십니까?
 예
(이름:
),
일주에 몇 번입니까?
_____ 
 아니오

일주일
동안 모
두 더해
1시간 1-2½ 3-4½ 5-6½ 7-8½ 9시간
서 전체
미만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이상
몇 시간
입니까?

일주일
동안 모
두 더해
1시간 1-2½ 3-4½ 5-6½ 7-8½ 9시간
서 전체
미만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이상
몇 시간
입니까?

일주일
동안 모
두 더해
서 전체 1시간 1-2½ 3-4½ 5-6½ 7-8½ 9시간
몇 시간 미만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이상
입니까?

일주일
동안 모
두 더해
1시간 1-2½ 3-4½ 5-6½ 7-8½ 9시간
서 전체
미만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이상
몇 시간
입니까?


171

지난 4주에서 대표적인 한 주 동안 당신이 한 일은…
6. 컴퓨터를 사용하십니 일주일
까?
동안 모
두 더해
 예
1시간 1-2½ 3-4½
일주에 몇 번입니까? 서 전체 미만 시간
시간
몇 시간
_____ 
입니까?
 아니오

7. 춤 (사교댄스, 고전 일주일
무용, 스퀘어, 포크, 라 동안 모
인, 볼륨 댄스등)을 추 두 더해
십니까 (에어로빅 춤은 서 전체
여기에 넣지 마십시오)? 몇 시간 1시간 1-2½ 3-4½
시간
 예
입니까? 미만 시간
(종류:
),

일주에 몇 번입니까?
_____ 
 아니오
8. 목세공, 바느질, 그 일주일
림, 서예, 또는 다른 예 동안 모
술활동들을 하십니까?
두 더해
 예
서 전체 1시간 1-2½ 3-4½
시간
(종류:
),
몇 시간 미만 시간
일주에 몇 번입니까? 입니까?
_____ 

 아니오
9. 게이트볼 혹은 골프 일주일
장비를 끌거나 밀고 다 동안 모
니며 게이트볼이나 골프 두 더해
를 치십니까 (걷는 시간 서 전체
1시간 1-2½ 3-4½
만 계산해 주십시오)?
몇 시간
미만 시간
시간
 예
입니까?
일주에 몇 번입니까? 
_____ 
 아니오
10. 골프 카트를 타고 일주일
골프를 치십니까 (걷는 동안 모
시간만 계산해 주십시 두 더해
오)?
서 전체 1시간 1-2½ 3-4½
시간
 예
몇 시간 미만 시간
일주에 몇 번입니까? 입니까?
_____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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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½ 7-8½ 9시간
시간
시간
이상

5-6½ 7-8½ 9시간
시간
시간
이상

5-6½ 7-8½ 9시간
시간
시간
이상

5-6½ 7-8½ 9시간
시간
시간
이상

5-6½ 7-8½ 9시간
시간
시간
이상

지난 4주에서 대표적인 한 주 동안 당신이 한 일은…
11. 콘서트, 영화, 강의, 일주일
혹은 스포츠 행사에 참 동안 모
석하십니까?
두 더해
1시간 1-2½ 3-4½ 5-6½ 7-8½ 9시간
서 전체
 예
미만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이상
일주에 몇 번입니까? 몇 시간
입니까?
_____ 

 아니오
12. 다른 사람들과 바
둑, 장기, 화투, 카드,
빙고, 혹은 다른 놀이들
을 하십니까?
 예
(종류:
),
일주에 몇 번입니까?
_____ 
 아니오
13.윷놀이나 당구를 하
십니까?
 예
일주에 몇 번입니까?
_____ 
 아니오

일주일
동안 모
두 더해
서 전체
1시간 1-2½ 3-4½ 5-6½ 7-8½ 9시간
몇 시간
미만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이상
입니까?


일주일
동안 모
두 더해
서 전체
몇 시간
입니까?

14. 단식 테니스를 하십 일주일
니까 (복식은 넣지 마십 동안 모
시오)?
두 더해
서 전체
 예
일주에 몇 번입니까? 몇 시간
입니까?
_____ 

 아니오
15. 복식 테니스를 치십
니까 (단식은 넣지 마십
시오)?
 예
일주에 몇 번입니까?
_____ 
 아니오

1시간 1-2½ 3-4½ 5-6½ 7-8½ 9시간
미만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이상

1시간 1-2½ 3-4½ 5-6½ 7-8½ 9시간
미만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이상

일주일
동안 모
두 더해
1시간 1-2½ 3-4½ 5-6½ 7-8½ 9시간
서 전체
미만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이상
몇 시간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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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주에서 대표적인 한 주 동안 당신이 한 일은…
16. 스케이트 (아이스, 일주일
롤러, 인라인)를 타십니 동안 모
까?
두 더해
1시간 1-2½ 3-4½ 5-6½ 7-8½ 9시간
서 전체
 예
미만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이상
일주에 몇 번입니까? 몇 시간
입니까?
_____ 

 아니오
17. 악기 연주를 하십니
까?
 예
(종류:
),
일주에 몇 번입니까?
_____ 
 아니오
18. 독서하십니까?
 예
일주에 몇 번입니까?
_____ 
 아니오

19. 집 주변 혹은 집안
의 힘든 일 (유리창 닦
기, 대청소, 도랑을 깨
끗이 치우기 등)을 하십
니까?
 예
(종류:
),
일주에 몇 번입니까?
_____ 
 아니오
20. 집 주변 혹은 집안
의 가벼운 일들 (거리
청소나 집안 청소, 진공
청소 등)을 하십니까?
 예
(종류:
), 일
주에
몇
번입니까?
_____ 
 아니오

일주일
동안 모
두 더해
1시간 1-2½ 3-4½ 5-6½ 7-8½ 9시간
서 전체
미만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이상
몇 시간
입니까?

일주일
동안 모
두 더해
서 전체
몇 시간
입니까?

일주일
동안 모
두 더해
서 전체
몇 시간
입니까?


1시간 1-2½ 3-4½ 5-6½ 7-8½ 9시간
미만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이상

1시간 1-2½ 3-4½ 5-6½ 7-8½ 9시간
미만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이상

일주일
동안 모
두 더해
서 전체
1시간 1-2½ 3-4½ 5-6½ 7-8½ 9시간
몇 시간
미만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이상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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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주에서 대표적인 한 주 동안 당신이 한 일은…
21. 힘든 정원일 (삽질, 일주일
텃밭 일구기, 갈퀴질 동안 모
등)을 하십니까?
두 더해
1시간 1-2½ 3-4½ 5-6½ 7-8½ 9시간
서 전체
 예
미만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이상
일주에 몇 번입니까? 몇 시간
입니까?
_____ 

 아니오
22. 가벼운 정원일 (화
분, 텃밭 야채, 식물들
에 물주기 등)을 하십니
까?
 예
일주에 몇 번입니까?
_____ 
 아니오
23. 차, 트럭, 자전거,
오토바이, 잔디 깎는 기
계, 혹은 다른 기계류를
다루십니까?
 예
일주에 몇 번입니까?
_____ 
 아니오

일주일
동안 모
두 더해
서 전체 1시간 1-2½ 3-4½ 5-6½ 7-8½ 9시간
몇 시간 미만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이상
입니까?

일주일
동안 모
두 더해
서 전체 1시간 1-2½ 3-4½ 5-6½ 7-8½ 9시간
몇 시간 미만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이상
입니까?


** 주목하십시오: 다음 질문들은 트레드밀(러닝머신)을 포함한 달리기와 걷기
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24. 조깅이나 달리기를
하십니까?
 예
일주에 몇 번입니까?
_____ 
 아니오
25. 오르막을 걷거나 하
이킹을 하십니까 (오르
막만 계산해 주십시오)?
 예
일주에 몇 번입니까?
_____ 
 아니오

일주일
동안 모
두 더해
서 전체
몇 시간
입니까?

일주일
동안 모
두 더해
서 전체
몇 시간
입니까?


1시간 1-2½ 3-4½ 5-6½ 7-8½ 9시간
미만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이상

1시간 1-2½ 3-4½ 5-6½ 7-8½ 9시간
미만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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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주에서 대표적인 한 주 동안 당신이 한 일은…
26. 운동삼아 빨리 혹은 일주일
힘차게 걷습니까 (느긋하 동안 모
게 걷거나 오르막을 걷는 두 더해
것은 넣지 마십시오)?
서 전체 1시간 1-2½ 3-4½
시간
 예
몇 시간 미만 시간
일주에 몇 번입니까? 입니까?
_____ 

 아니오
27. 소일거리 혹은 작은 일주일
용무 (가게에서 오거나 가 동안 모
게로 가기 혹은 아이들을 두 더해
학교에 데려가기 등)를 위 서 전체
해 걷습니까 (걷는 시간만 몇 시간 1시간 1-2½ 3-4½
시간
계산해 주십시오)?
입니까? 미만 시간
 예

일주에 몇 번입니까?
_____ 
 아니오
28. 운동이나 즐기기 위 일주일
해 느긋하게 걷습니까? 동안 모
 예
두 더해
1시간 1-2½ 3-4½
일주에 몇 번입니까? 서 전체
미만 시간
시간
_____ 
몇 시간
 아니오
입니까?

29. 두발 자전거나 정지된 일주일
페달 자전거를 타십니까? 동안 모
 예
두 더해
1시간 1-2½ 3-4½
일주에 몇 번입니까? 서 전체
미만 시간
시간
_____ 
몇 시간
 아니오
입니까?

30. 배 젓는 모양, 단계 일주일
식 기계 등의 다른 에어 동안 모
로빅 기구들을 사용하십 두 더해
니까 (트레드밀 혹은 정 서 전체
지된 페달 자전거 타기 몇 시간 1시간 1-2½ 3-4½
시간
는 넣지 마십시오)?
입니까? 미만 시간
 예

일주에 몇 번입니까?
_____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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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½ 7-8½ 9시간
시간
시간
이상

5-6½ 7-8½ 9시간
시간
시간
이상

5-6½ 7-8½ 9시간
시간
시간
이상

5-6½ 7-8½ 9시간
시간
시간
이상

5-6½ 7-8½ 9시간
시간
시간
이상

지난 4주에서 대표적인 한 주 동안 당신이 한 일은…
31. 물에서 운동들을 하 일주일
십니까 (수영은 넣지 마 동안 모
십시오)?
두 더해
1시간 1-2½ 3-4½
 예
서 전체
미만 시간
시간
일주에 몇 번입니까? 몇 시간
_____ 
입니까?
 아니오

32. 보통 혹은 빠르게 일주일
수영하십니까?
동안 모
 예
두 더해
1시간 1-2½ 3-4½
일주에 몇 번입니까? 서 전체
미만 시간
시간
_____ 
몇 시간
 아니오
입니까?

33. 부드럽고 가볍게 수 일주일
영하십니까?
동안 모
 예
두 더해
1시간 1-2½ 3-4½
일주에 몇 번입니까? 서 전체
미만 시간
시간
_____ 
몇 시간
 아니오
입니까?

34. 스트레칭이나 유연 일주일
성 운동을 하십니까 (요 동안 모
가나 타이-치는 넣지 두 더해
마십시오)?
서 전체 1시간 1-2½ 3-4½
시간
 예
몇 시간 미만 시간
일주에 몇 번입니까? 입니까?
_____ 

 아니오
35. 요가나 타이-치를 일주일
하십니까?
동안 모
 예
두 더해
1시간 1-2½ 3-4½
(종류:
),
서 전체
미만 시간
시간
일주에 몇 번입니까? 몇 시간
_____ 
입니까?
 아니오

36. 유산소 운동이나 에 일주일
어로빅 춤을 추십니까? 동안 모
 예
두 더해
1시간 1-2½ 3-4½
일주에 몇 번입니까? 서 전체
미만 시간
시간
_____ 
몇 시간
 아니오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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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½ 7-8½ 9시간
시간
시간
이상

5-6½ 7-8½ 9시간
시간
시간
이상

5-6½ 7-8½ 9시간
시간
시간
이상

5-6½ 7-8½ 9시간
시간
시간
이상

5-6½ 7-8½ 9시간
시간
시간
이상

5-6½ 7-8½ 9시간
시간
시간
이상

지난 4주에서 대표적인 한 주 동안 당신이 한 일은…
37. 보통에서 격한 강도 일주일
의 내구력 훈련 (5파운 동안 모
드 혹은 3킬로그램 이 두 더해
상의 무게나 중량 기계 서 전체
들을 손으로 들기 혹은 몇 시간
1시간 1-2½ 3-4½
팔굽혀 펴기 등)을 하십 입니까?
미만 시간
시간

니까?
 예
일주에 몇 번입니까?
_____ 
 아니오
38. 가벼운 강도의 내구 일주일
력 훈련 (5파운드 혹은 동안 모
3킬로그램 미만의 무게 두 더해
혹은 탄력 밴드들을 손 서 전체
1시간 1-2½ 3-4½
으로 들기)을 하십니까? 몇 시간
미만 시간
시간
입니까?
 예
일주에 몇 번입니까? 
_____ 
 아니오
39. 일반적인 몸상태를 일주일
좋게 하는 운동들, 가벼 동안 모
운 미용 체조 혹은 의자 두 더해
를 이용한 운동들을 하 서 전체
십니까 (내구력 훈련은 몇 시간 1시간 1-2½ 3-4½
넣지 마십시요)?
입니까? 미만 시간
시간

 예
일주에 몇 번입니까?
_____ 
 아니오
40. 농구, 축구, 배드민 일주일
턴, 탁구 혹은 라켓볼을 동안 모
하십니까 (옆선에 서있 두 더해
는 시간은 넣지 마십시 서 전체
1시간 1-2½ 3-4½
요)?
몇 시간
미만 시간
시간
입니까?
 예
일주에 몇 번입니까? 
_____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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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½ 7-8½ 9시간
시간
시간
이상

5-6½ 7-8½ 9시간
시간
시간
이상

5-6½ 7-8½ 9시간
시간
시간
이상

5-6½ 7-8½ 9시간
시간
시간
이상

지난 4주에서 대표적인 한 주 동안 당신이 한 일은…
41.위에서 말하지 않은 일주일
다른 종류의 운동을 하 동안 모
십니까 (구체적으로 표 두 더해
현해 주십시요)?
서 전체
1시간 1-2½ 3-4½ 5-6½ 7-8½ 9시간
______________________ 몇 시간
미만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이상
입니까?
 예
일주에 몇 번입니까? 
_____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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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rdiovascular health Study(CHS) 허약 지수
질문항목
1

답변

지난 1년간 의도하지 않은 4.5 kg (혹
은 체중의 5%) 이상의 감소가 있으셨
나요?

□ 네

□ 아니오

“모든 일들에 대해 힘든 느낌이 들었습
니까? ”

□ 일주일에 3일 이상
□ 일주일에 3일 이하

“도무지 해나갈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
습니까?”

□ 일주일에 3일 이상
□ 일주일에 3일 이하

3

한국판 지역사회 건강노인 신체활동 측
정도구(K-CHAMPS) 칼로리 계산량은
얼마인가요?

(

)

4

4.5m 걷는 속도 얼마인가요?

(

)

5

악력계(JAMAR hydraulic hand
dynamometer)로 측정한 악력 수치는
얼마인가요?

(

)

2

4) 지각된 건강상태
현재 어르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아주 건강하다
□ 꽤 건강하다
□ 좋은 편이다
□ 보통이다
□ 아주 건강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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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적 특성(인구사회학적/건강 관련 특성)
다음은 어르신에 대한 일반적 정보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성별

①남성

②여성

연령

만 (
)세,
또는 생년월일: (

)년 (

)월 (

)일

(* 학교에 다녔던 가장 고학년에 표시하세요.
예)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닌 경우 8에 표시)
교육
수준

1 2 3 4 5

6

(초등학교)

결혼
상태
가구
형태

종교
경제
수준

7 8 9

10 11 12

(중학교)

(고등학교)

13 14 15 16

(대학교)

(* 한 가지에만 표시)
①기혼
①노인독거

②별거
②노인부부

④친척 또는 지인 동거

③사별

⑤기타(

②개신교(기독교)

⑤원불교

⑥ 기타(구체적으로:
② 중

⑤이혼

③자녀동거

①불교

①상

④미혼

)
③천주교

③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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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유교
⑦

없음

17+

(대학원)

6) 보유 만성질환 종류와 총 만성질환 수
다음은 어르신이 갖고 있는 만성질환 종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3개
월 이상 앓고 있는 질병에 O 또는 X 표시를 해주십시오.
분류

순환기계

내분비계

근골격계

호흡기계

감각기

암

질환명

여부

분류

질환명

여부

고혈압

□

대장암

□

뇌졸중(중풍)

□

폐암

□

고지혈증

□

유방암

□

협심증,
심근경색증

□

자궁경부암

□

당뇨병

□

기타 암(

)

□

갑상선 질환

□

위십이지장궤양,
위염

□

골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

간염

□

골다공증

□

간경변

□

요통,
좌골신경통

□

만성신부전증

□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

전립선비대증

□

천식

□

요실금

□

폐결핵, 결핵

□

성병(매독 등)

□

백내장

□

빈혈

□

녹내장

□

피부병

□

만성중이염

□

우울증

□

위암

□

골절, 탈골 및
사고 후유증

□

간암

□

암

소화기

요생식기

기타

기타

총 만성질환 수를 확인하여 기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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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
총 수 (

)

□
)개

7) 투약현황
투약
정보

투약
현황

□ 처방전

□ 소견서/진단서

□ 환자 보고

□ 직접 파악

1) 경구용

[처방약물

종]+[비처방약물

종]= [총

종]

2) 주사제

[처방약물

종]+[비처방약물

종]= [총

종]

3) 기타
비경구용 제제

[처방약물

종]+[비처방약물

종]= [총

종]

4) 한약

[처방약물

종]+[비처방약물

종]= [총

종]

약품명

단위 용량/제형

투여
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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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당 투여량

경로

빈도

8) 운동행위
어르신께서는 평소에 운동을 하십니까? 0. 아니오
1-1. 일주일에 며칠 운동을 하십니까? (

1. 예
)일

1-2. 한번 운동하실 때 몇 분 정도 하십니까? 1회 (

)분

1-3. 어르신께서 하시는 운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운동명:

9) 금연
1)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 전혀 피운 적이 없다(평생 10개비 미만)
□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는다
□ 현재도 피우고 있다.(1-1에 응답해주십시오)
1-1) 현재 하루 평균 몇 개비의 담배를 피우십니까? (

)개비

10) 절주
1) 현재 술을 드십니까?
□ 아니오, 원래 안 마신다
□ 아니오, 전에는 먹었으나 끊었다
□ 예(1-1에 응답해주십시오)
1-1) 최근 1년 동안 술은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월 (

184

)회 또는 주 (

)회

11) 수면
①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주무십니까? (

)시간

② 하루에 취하고 있는 수면이 피로회복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충분한 편이다

□ 비교적 충분한 편이다

□ 불충분한 편이다

□ 대단히 불충분하다

③ 지난 한 주(1주) 동안 어르신의 수면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표시해주십시오.

0

1

2

3

4

5

6

전혀 수면
문제가 없다

7

8

9

1
0

수면 문제가
심하다

185

12) 간이영양평가(MNA)

186

13) 한국판 노인 우울 단축형 척도(GDSSF-K)
지난 일주일간 어르신께서 아래와 느낌을 가졌으면 ‘ 예 ’ 에 표시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에 표시해주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의 느낌

대답

1) 당신은 평소 자신의 생활에 만족합니까?

□예

□아니오

2) 당신의 활동과 흥미가 많이 저하되었습니까?

□예

□아니오

3) 당신은 앞날에 대해서 희망적입니까?

□예

□아니오

4)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을 맑은 정신으로 지냅니까?

□예

□아니오

5)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이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예

□아니오

6) 당신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
까?

□예

□아니오

7) 당신은 가끔 낙담하고 우울하다고 느낍니까?

□예

□아니오

8) 당신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 매우 가치가 없다고
느낍니까?

□예

□아니오

9) 당신은 인생이 매우 흥미롭다고 느낍니까?

□예

□아니오

10) 당신은 활력이 충만하다고 느낍니까?

□예

□아니오

11) 당신은 자주 사소한 일에 마음의 동요를 느낍니까?

□예

□아니오

12) 당신은 자주 울고 싶다고 느낍니까?

□예

□아니오

13)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겁습니까?

□예

□아니오

14) 당신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수월합니까?

□예

□아니오

15) 당신의 마음은 이전처럼 편안합니까?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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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적 지지 척도(ENRICHD Social Support Instrument, ESSI)
다음 질문을 읽고 귀하의 상황에 가장 부합하는 답변에 동그라미 혹은
체크 표시해주십시오.
질문항목

대답

당신이 이야기 하고 싶을 때, 이야기를 들어줄 믿을
만한 사람이 있나요?

□예

□아니오

당신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나요?

□예

□아니오

당신에게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나요?

□예

□아니오

일상생활을 도와줄 사람이 있나요?

□예

□아니오

당신에게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돕거나 문제가 발생
했을 시 고민을 나누는 등의 정서적 지지를 주는 사
람을 당신은 믿을 수 있나요?

□예

□아니오

당신이 믿을 수 있거나 가깝게(친하게) 느끼는 사람
과 가능한 한 많은 연락을 하나요?

□예

□아니오

15) 낙상력
지난 6개월 간 넘어진 일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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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16) 신체계측(키, 몸무게, 체질량지수, 악력, 간이신체활동능력검사)
기본 검사

키(cm)

BMI
2
(kg/m )

체중(kg)

악력 검사(kg)
좌수
(Left hand)

우수
(Right hand)
간이신체활동능력검사(SPPB)

반복적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5회)

균형 검사

횟수

시간(초)

점수

__.__ 초
일반자세
(Side by
Side)

반일렬자세
(Semi
tandem)

10초유지
O, X

10초유지
O, X

O, X

1차(초)

보행 속도
(4m)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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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렬자세
(Tandem)

(

점수

)초

2차(초)

점수

부록 4. 저항 운동 목록
분류

앉아서 하는
상체
저항운동

운동 종류

목표 근육

상체저항1

앉아서 가슴 밀기

가슴(대흉근)
상완 뒷부분(삼두근)
어깨(삼각근)

상체저항2

앉아서 양 팔로 노젓기

등(광배근)
상완 뒷부분(삼두근)
어깨(삼각근)

상체저항3

앉아서 머리 위로 밀기

상완 뒷부분(삼두근)
어깨(삼각근)

상체저향4

앉아서 이두근 굽히기

상완 앞부분(이두근)

상체저항5

앉아서 삼두근
펴기(중급)

상완 뒷부분(삼두근)

하체저항1

앉아서 의자에서
일어서기 변형(중급)

허벅지(대퇴사두근,
슬와근)
엉덩이(둔근)

하체저항2

앉아서 엉덩이관절 굽힘

엉덩이와 허벅지
앞부분(엉덩이 굴근)

하체저항3

앉아서 엉덩이관절
벌림과 모음

엉덩이와 허벅지
바깥쪽(엉덩이
외전근)
허벅지 안쪽(엉덩이
내전근)

하체저항4

앉아서 무릎 굽히기
(종아리 뒤로 보내기)

허벅지
뒷부분(슬와근)

하체저항5

앉아서 무릎 펴기(종아리
앞으로 펴기)

허벅지
앞부분(대퇴사두근)

하체저항6

앉아서 발가락만 위로
올리기

정강이(전경골근)

하체저항7

앉아서 뒤꿈치 들기

종아리(비복근,
가자미근)

앉아서 하는
하체
저항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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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관절 가동 범위 운동 목록
분류

앉아서 하는
상체 관절
가동 범위
운동

운동 종류
상체관절1

앉아서 팔을 앞뒤로 흔들기

상체관절2

앉아서 나비 날개 흉내내기

상체관절3

앉아서 어깨 돌리기

상체관절4

앉아서 수프 젓기

상체관절5

앉아서 어깨 으쓱하기

상체관절6

앉아서 노젓기

상체관절7

앉아서 창문 닫기

상체관절8

앉아서 손목 구부리고 펴기

상체관절9

앉아서 손목 돌리기

목표 관절

어깨

어깨와 팔꿈치

손목

상체관절10 앉아서 주먹 쥐고 펴기
상체관절11 앉아서 손가락 모으고 벌리기

손가락

상체관절12 앉아서 피아노 치기
상체관절13 앉아서 Mad and Mellow Cat(중급)
상체관절14 앉아서 옆으로 손내리기

경추(목)

상체관절15 앉아서 몸통 돌리기
상체관절16 앉아서 몸통 비틀기
상체관절17

앉아서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기기
(“네”)

어깨

상체관절18 앉아서 턱을 어깨 쪽으로 당기기

앉아서 하는
하체 관절
가동 범위
운동

하체관절1

앉아서 다리 상하로 행진하기

하체관절2

앉아서 다리 바깥-안으로 행진하기

하체관절3

앉아서 엉덩이 돌리기

하체관절4

앉아서 발을 앞뒤로 움직이기

하체관절5

앉아서 발끝 펴고 발목 구부리기

하체관절6

앉아서 발목 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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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무릎
발목

부록 6. 운동 및 신체활동 집단 중재의 내용
Contents of exercise
Week

Warm-up
(10min)

Resistance training
(30min)

Cool-down:
Range of Motion (ROM)
(5-10min)

▪ Orientation
▪ Upper-body Resistance 1,2

▪ Upper-body ROM 1,2

2

▪ Review
(Upper-body Resistance1,2)
▪ Upper-body Resistance 3,4

▪ Upper-body ROM 3,4,5,6

3

▪ Review
(Upper-body Resistance1,2,3,4)
▪ Upper-body Resistance 5

▪ Upper-body ROM 1,2,3,4

4

▪ Lower-body Resistance 1,2,3

▪ Lower-body ROM1,2,3

5

▪ Review
(Lower-body Resistance 1,2,3)
▪ Lower-body Resistance4,5

▪ Lower-body ROM4,5,6

6

▪ Review
(Lower-body Resistance 4,5)
▪ Lower-body Resistance 6,7

▪ Lower-body ROM 1,2,3,5,6

7

▪ Upper-body Resistance 1,2,3
▪ Lower-body Resistance 1,2

▪ Upper-body ROM 13,14,15
▪ Lower-body ROM 3

8

▪ Upper-body Resistance 4,5
▪ Lower-body Resistance 3.4

▪ Upper-body ROM16,17,18
▪ Lower-body ROM 4

9

▪ Upper-body Resistance 1,2
▪ Lower-body Resistance 5,6,7

▪ Upper-body ROM 1,2,14,15
▪ Lower-body ROM 5,6

10

▪ Upper-body Resistance 3,4,5
▪ Lower-body Resistance 1,2

▪ Upper-body ROM 3,4,10
▪ Lower-body ROM 2,3

11

▪ Upper-body Resistance 1,2
▪ Lower-body Resistance 3,4,5

▪ Upper-body ROM 5,6,7,
▪ Lower-body ROM 1,2,3

12

▪ Upper-body Resistance 3,4,5
▪ Lower-body Resistance 6,7

▪ Upper-body ROM 1,3
▪ Lower-body ROM 5,6

1

Warm-up
dance

192

부록 7. 일별자가점검노트(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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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부록 8. 프로그램 계약서

대상자 중심 허약예방프로그램

나 자신과의 약속
첫째,

나는 열린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합니다.

둘째,

나는 함께 하는 분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경청하며 공감

하겠습니다.

셋째,

나는 약속한 시간에 교육장에 도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나는 교육 시간에 배운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할 것이며,

프로그램 속에서 세운 건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모임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

습니다.

12주간 대상자 중심 허약예방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 100세 실현해요!
▣ 참여자 성명:
▣ 일자:

(서명)

2017년

▣ 건강도우미 성명:

월

일
(서명)

▣ 책임자: 하지연 (연락처: 010-2556-8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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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프로그램 전체 스케줄
Session 1
Week

Strategy

Session 2

Part 1

Part 2

Part 3

Exercise

Nutrition

Psychosocial support

Individualized
Interview

▪ Orientation
▪ Upper-body Resistance 1,2
▪ Upper-body ROM 1,2

▪ Nutrition characteristics of older
adults
▪ Importance of nutritional
management for older adults

▪ Understanding and introducing
myself

2

Individualized
goal setting
& Telephone
support

▪ Review
(Upper-body Resistance1,2)
▪ Upper-body Resistance 3,4
▪ Upper-body ROM 3,4,5,6

▪ Causes of older adults‟
malnutrition and understanding
problems about one‟s eating
habits

▪ Definition of mental health
▪ Causes and symptoms of stress
of older adults

3

Last week‟s goal
evaluation &
Individualized
goal setting

▪ Review
(Upper-body Resistance1,2,3,4)
▪ Upper-body Resistance 5
▪ Upper-body ROM 1,2,3,4

▪ Dietary guidelines for older
adults

▪ Elderly depression
▪ Telling the story about one‟s
daily life in three words

▪ Lower-body Resistance 1,2,3
▪ Lower-body ROM1,2,3

▪ The six basic food groups (food
composition bicycles)

4

Last week‟s goal
evaluation &
Individualized
goal setting
& Telephone
support

▪ Drawing one‟s current mood on
sketchbook and having a
conversation about i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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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Week

Strategy

Session 2

Part 1

Part 2

Part 3

Exercise

Nutrition

Psychosocial support

5

Last week‟s goal
evaluation &
Individualized
goal setting

▪ Review
(Lower-body Resistance 1,2,3)
▪ Lower-body Resistance4,5
▪ Lower-body ROM4,5,6

▪ Giving advice by groups about
the drawing of one‟s dinner
menu

▪ Making a face of someone
whom one is grateful for with
toy clay 1

▪ Review
(Lower-body Resistance 4,5)
▪ Lower-body Resistance 6,7
▪ Lower-body ROM 1,2,3,5,6

▪ 5 nutrients that are easily
deficient in senile group

6

Last week‟s goal
evaluation &
Individualized
goal setting
& Telephone
support

▪ Making a face of someone
whom one is grateful for with
toy clay 2

▪ Upper-body Resistance 1,2,3
▪ Lower-body Resistance 1,2
▪ Upper-body ROM 13,14,15
▪ Lower-body ROM 3

▪ Intermediate quiz session

7

Last week‟s goal
evaluation &
Individualized
goal setting

▪ Dancing to a cheerful song
▪ Massaging each other

▪ Upper-body Resistance 4,5
▪ Lower-body Resistance 3.4
▪ Upper-body ROM16,17,18
▪ Lower-body ROM 4

▪ Simple recipe for older adults 1

8

Last week‟s goal
evaluation &
Individualized
goal setting
& Telephone
support

▪ Introducing happy memories
about one‟s childhood after
drawing it on sketch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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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Week

Strategy

Session 2

Part 1

Part 2

Part 3

Exercise

Nutrition

Psychosocial support

▪ Upper-body Resistance 1,2
▪ Lower-body Resistance 5,6,7
▪ Upper-body ROM 1,2,14,15
▪ Lower-body ROM 5,6

▪ Simple recipe for older adults 2

9

Last week‟s goal
evaluation &
Individualized
goal setting

▪ Telling about one‟s past or
present dream

▪ Upper-body Resistance 3,4,5
▪ Lower-body Resistance 1,2
▪ Upper-body ROM 3,4,10
▪ Lower-body ROM 2,3

▪ Simple recipe for older adults 3

▪ Meditation session

10

Last week‟s goal
evaluation &
Individualized
goal setting
& Telephone
support
Last week‟s goal
evaluation &
Individualized
goal setting

▪ Upper-body Resistance 1,2
▪ Lower-body Resistance 3,4,5
▪ Upper-body ROM 5,6,7,
▪ Lower-body ROM 1,2,3

▪ Sharing example about applying
simple recipe
▪ Introducing one‟s own helpful
and simple recipe

▪ “I praise you” session

Last week‟s goal
evaluation &
Individualized
goal setting
& Telephone
support

▪ Upper-body Resistance 3,4,5
▪ Lower-body Resistance 6,7
▪ Upper-body ROM 1,3
▪ Lower-body ROM 5,6

▪ Sharing my change in dietary
habit
▪ Praising each other for their
positive change

▪ Making a certificate of merit for
myself
(completion ceremony)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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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운동 초기 사정 기록지

운동 초기 사정 기록지
일자

2017년

월

일 (

요일)

작성자
대상자 정보
성명

성별

연령

세

□ 남

□ 여

결혼상태

□미혼 □기혼 □사별
□이혼 □별거

경제수준

□상

가구형태

□독거 □부부 □자녀동거
□지인동거 □기타_____

연락처★
(반드시
기입해
주세요)

1) 본인 전화번호:
2) 응급 상황 발생시, 연락해야 할 사람과 전화번호:
□배우자 □자식 □손주 □친척, 지인 □종교시설
□기타__________
● 성함:
● 연락처:

병력 및
유병기간

약물복용 및
주의사항

1.

유병기간:

2.

유병기간:

3.

유병기간:

4.

유병기간:

5.

유병기간:

6.

유병기간:

□중

□하

주의사항)

통증유무

□ 무

□ 유

통증부위

불편감유무

□ 무

□ 유

불편한부위

운동유무

□ 무

□ 유

운동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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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주

운동시간

분/회

키

cm

운동종류
체중

kg

2

체질량
지수
(BMI)

음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m
□ 저체중군(18.5 미만)
□ 정상 체중군(18.5 이상 25.0 미만)
□ 과체중군(25.0 이상 30.0 미만)
□ 비만군(30.0 이상)
□ 무
□유(______회/주)

흡연

운동프로그램
□ 무
□유
참여경험
● 프로그램 이름 및 종류:
유무

운동프로그
램 참여
만족도

□ 무
□유(______회/일)
□상
□중
● 이유:

□하

다음은 운동 프로그램 시작 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의사의
소견이 필요한지 사정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다음 7가지 문항을 주의 깊게 읽어 보고, “예” 또는 “아니오”에
표시해 주세요.
1. 의사가 당신의 심장 상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예
의사가 권유하는 신체활동만을 해야 한다고
□아니오
말한 적이 있습니까?
2. 신체활동 중에 가슴 부위에 통증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신체활동
3. 지난 1달 사이에 신체활동을 하지 않을 때도
준비상태
가슴 부위에 통증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설문지(PAR
-Q)
4. 어지러워서 몸의 균형을 잃거나, 의식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5. 신체활동의 변화에 의해 악화될 수 있는
관절이나 뼈의 질환(예를 들어 등, 무릎,
고관절 등의)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6. 최근에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으로 인해
의사로부터 약을 처방받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7. 신체활동을 하면 안 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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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운동실천
방해요인

☐
☐
☐
☐
☐
☐
☐
☐
☐
☐
☐

몸이 아프거나 불편해서
시간이 없어서 혹은 다른 일로 바빠서
운동이 즐겁지 않아서, 운동을 선호하지 않아서
운동이 별로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필요성 못 느낌
운동을 꾸준히 수행할 자신이 없어서
단순히 귀찮아서
주위에 이용할만한 시설이 없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함께하거나 운동하도록 지원해 줄 가족이나 친구가 없어서
실신 등의 두려움 때문에
운동하고 나면 오히려 몸에 통증이 생겨서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운동
프로그램
참여시,
우려되는 점

특이사항

운동
중재계획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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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주관적 자각성 운동 강도 측정도구 기록표

주관적 자각성 운동강도 측정도구 기록표
1. 차수
3. 작성자

주차 2. 일자
4. 참여인원

5. 수행한 운동 종류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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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
총

월

일
명

운동 수행 목표
No.

성명

성별

Borg RPE Scale

연령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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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조정 전

조정 후

부록 12. 프로그램 참여자 목표달성척도(GAS) 기록표(강사용)

프로그램 참여자 목표달성척도(GAS) 기록표
1. 세션:
□ 세션1,

2. 일자:
□ 세션2

3. 기입자:

작성법

No.

년

월

4. 참여인원:

성별

총

차수)
명

+2 (최상의 결과)
+1 (기대 이상의 결과)
0 (기대했던 결과)
-1 (기대 이하의 결과)
-2 (최악의 결과)

가능한 결과,
목표달성 평가

성명

일(

연령

목표

212

가능한
결과

목표달성
평가

부록 13. 프로그램 참여자 목표달성척도(GAS) 작성법(참여자용)

목표달성척도(GAS) 기록하는 법
“어렵지 않아요!”
목표달성척도란?
1.1.목표달성척도란?
본 척도는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할
때 사용한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❶ 목표설정, ❷ 기대되는 목표
달성 수준 설정, ❸ 목표달성 정도의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목표달성척도활용
활용시,
시,이점은?
이점은?
2.2.목표달성척도
대상자 중심 허약예방프로그램은 어르신과 강사 간의 파트너십을 기반
으로 하여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개인의 참여가 매우 중요시되는 프로
그램입니다. 목표 설정 후 목표달성척도를 사용해 가능한 결과를 예상
해 봄으로써 프로그램 참여하는 어르신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한 목표
를 설정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목표달성 정도를 측정 가능한 수치로 객
관화해 자가 점검 해봄으로써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목표달성척도작성법
작성법
3.3.목표달성척도
❶ 목표설정: 집단 중재와 강사의 개별 상담 하에 자신의 현재의 문제
를 탐색하여 규명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운동이나 식생활 개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합니다.
❷ 기대되는 목표달성 수준 설정: 자신이 설정한 목표의 달성 가능한
수준 즉, 가능한 결과를 생각해 봅니다. 이 때 강사와의 협의 하에 목
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1
0
+1
+2
(최악의 결과)

(기대 이하의
결과)

(기대했던 결과)

(기대 이상의
결과)

(최상의 결과)

현재 상태

❸ 목표달성 정도의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1 은 어르신의 현재 상태, 가장 최악의 점수는 -2점입니다.
0은 어르신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 수준입니다.
+1, +2는 기대 이상의 결과, 최상의 결과로 어르신이 설정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초과하거나 훨씬 초과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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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영양 상태 초기 평가 기록지

영양 상태 초기 평가 기록지
일자

2017년

월

일 (

요일)

작성자
대상자 정보
성명

성별

연령

가구형태

세
□독거
□부부
□자녀동거
□지인동거
□기타_____

□ 남

□ 여

결혼상태

□미혼 □기혼 □사별
□이혼 □별거

경제수준

□상

1.

유병기간:

2.

유병기간:

3.

유병기간:

병력 및 유 4.
병기간
5.

유병기간:

6.

유병기간:

7.

유병기간:

8.

유병기간:

□중

□하

유병기간:

약물복용

키

cm

체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m
체질량
지수
(BMI)

2

□ 저체중군(18.5 미만)
□ 정상 체중군(18.5 이상 25.0 미만)
□ 과체중군(25.0 이상 30.0 미만)
□ 비만군(3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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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1)
2)
3)
간이영양평가 4)
(MNA)

영양불량 평가(총 16점): ________________점
선별점수: ________________점
총 평가점수(총 30점): ________________점
영양불량지표 점수
□ 정상(24-30점)
□ 영양불량 위험 있음(17-23.5점)
□ 영양불량(<17점)

현재 식사
섭취양

□ 양호(2/3 이상)
□ 보통(1/3~2/3)
□ 불량(1/3이하)

▪ 횟수: _____________회
현재 식사
▪ 식사시간: _______ _분
섭취상태
▪ 외식 빈도: ______회/주

음주

□무

□유(___회/주)

흡연

□무

□유(___회/일)

운동

□무

□유(___회/주)

알레르기

□무

□유(

□무

□유(

선호식품

기피식품

건강기능식품 □무

□ 유(

식이교육 및
영양상담
경험 유무

□유(

□무

)

민간요법

대상자가
생각하는
식생활
방해요인
(대상자
코멘트)

)

교육참여 (시력, 청력, 문맹정도,
장애 정도 수리력 등):

)

특이사항

식사 시
문제점

)

□ 식욕저하 □소화기능 □ 복부팽만 □ 복부통증
□메스꺼움 □구토 □연하곤란 □ 저작곤란 □ 설사
□변비 □포만감 □공복감 □ 치아문제 및 잇몸 질환
□기타: ________________
1.
2.
3.
4.
5.

215

영양 중재
계획 및 방향
(작성자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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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 심리·사회적 지지를 위한 초기 면담 기록지 Ⅰ

심리·사회적 지지를 위한 초기 면담기록지 Ⅰ
면담일자
면담자

2017년

연령

면담정보
제공자
면담방법
노인우울
검사결과

일 (

대상자 정보
성별

성명

가구형태

월

세

결혼상태

□독거 □부부 □자녀동거
□지인동거 □기타_____
□본인

□가족

□친구/이웃

경제수준

요일)

□ 남
□ 여
□미혼 □기혼 □사별
□이혼 □별거
□상

□기관종사자

□중

□하

□기타:________

□면대면 인터뷰 □전화 □기타:________
한국형 노인우울 단축형 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 Version: GDSSF-K): ______________점
□ 정상(5점 이하)
□ 중등도 우울(6-9점)
□ 우울증(10점 이상)
1) 정신과 진료 경험 유무
□ 무
□유 (
)
2) 정신과 약물 복용력
□ 무
□유 (
)
3) 타 신체질환

4) 현 증상 및 호소 문제
면담내용

5) 기타 특이사항

6) 상담 중 대상자 상태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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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6. 심리·사회적 지지를 위한 초기 면담 기록지 Ⅱ

심리·사회적 지지를 위한 초기 면담기록지 Ⅱ
면담일자
면담자

2017년

월

일 (

요일)

대상자 정보
성명

성별

연령
가구형태
면담정보
제공자
면담방법
프로
그램
참여
경험

세 결혼상태
□독거 □부부
□자녀동거 □지인동거
□기타_____
□본인

□가족

□면대면 인터뷰
□ 있다
경험
(종류:
유무 □ 없다
(이유:
□ 상
□중
만족도
(이유:

경제수준

□친구/이웃
□전화

□ 남
□ 여
□미혼 □기혼 □사별
□이혼 □별거
□상

□기관종사자

□중

□하

□기타:________

□기타:________
)
)

□하
)

사전 조사 결과: _______________________점
특이사항:
사회적 지지
척도
(ESSI)

사회적
네트워크

1) 얼마나 자주 친구들과 연락(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하거나
방문을 합니까?
□ 안한다 □ 한 달에 한 번 이하
□ 일주일에 한 번 ~ 2주일에 한 번 한다
□ 일주일에 두 번 이상한다.
2) 같이 살지 않는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척들과는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하거나 방문을 합니까?
□ 안한다 □ 한 달에 한 번 이하
□ 일주일에 한 번 ~ 2주일에 한 번 한다
□ 일주일에 두 번 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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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 단체 가운데 참여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있으시
다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선택)
□ 종교모임 □친목모임(계모임, 노인정)
□ 여가/문화/스포츠 관련 단체(노인대학)
□ 동창회/향우회/종친회
□ 자원봉사 □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
□ 기타: _________________ □ 없음
1) 지역사회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보건소 등에서 열
리는 노인관련 사업 중 평소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
이 있었나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1.
2.
3.
4.
5.
사회적 참여
욕구

2) 앞으로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노인관련 사업이나 프로
그램 설명을 듣고 참여해 볼 의향이 있나요?
□ 있다
이유:

□ 없다
이유:

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바라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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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7. 전화 상담 기록지

전화 상담 기록지
상담일자
상담자
성명
연령
가구형태
상담정보
제공자
상담방법

2017년

월

피상담자 정보
성별
결혼
세
상태
□독거 □부부 □자녀동거
경제
□지인동거 □기타_____
수준
□본인

□가족

□친구/이웃

일 (

요일)

□ 남
□ 여
□미혼 □기혼 □사별
□이혼 □별거
□상

□기관종사자

□중

□하

□기타:________

□면대면 인터뷰 □전화 □기타:________
(건강상태 변화나 낙상 등의 주요 이벤트 위주로 작성)

특이사항

(운동 목표 수행 시 어려운 점 등)
운동

(식습관 개선 목표 수행 시 장애요인 등)
영양
1) 현재의 정서상태:
□ 좋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좋다
□ 매우 좋다
이유:

상담내용

심리사회적
지지

2) 스트레스 요인

3)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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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8. Research Randomizer 결과 (https://www.randomiz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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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9. 강사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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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Person-centered Nursing Intervention
for Frailty in Pre-frail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Ha, Ji Yeon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Park, Yeon-Hwan, PhD, RN

Background: Pre-frailty and frailty are common among the community-dwelling
old people over 65 year. Frailty is a term generally used to represent
multidimensional syndrome and a condition of the decline of adaptive capacity of
the organism to poor homeostasis in times of acute events and increases adverse
outcomes. In particular, once someone is pre-frail condition, they are more likely to
head toward frailty status that is usually a rapidly progressive and self-perpetu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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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death after all, thus we need to develop a nursing intervention for pre-frail older
adults. Older adults are a priority target for „person-centered care‟ that is respectful
of and responsive to individual values, needs, preferences because they have
various health status and complex care needs.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person-centered nursing intervention for frailty and to evaluate its
effect on prevention of frailty in pre-frail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Methods: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was based on „cycle of frailty‟
model proposed by Fried and colleagues and „the person-centered nursing
framework‟ developed by McCormack and McCance. A content validation by
experts was done to construct a person-centered nursing intervention for frailty.
Randomized controlled trial design was us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developed program. The study subjects were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aged above 65 years and classified as “pre-frail” of the CHS frailty index. In total,
40 older adults (20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20 in the control group) from a
senior centers participated in the present study.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group intervention sessions 2 days per week for 12 weeks. The control group
attended lectures about prevention of frailty one day per week for 4 weeks. The
instruments for program evaluation were JAMARⓇ hydraulic hand dynamometer,
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SPPB), Korean version of Community
Healthy Activities Model Program for Seniors Questionnaire (K-CHAMPS), Mini
Nutritional Assessment (MNA),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
Version (GDSSF-K), ENRICHD Social Support Instrument (ESSI), Cardiovascular
Health Study (CHS) Frailty Index, Borg‟s scale, Goal Attainment Scale (GAS). The
descriptive analysis, χ2‐test, Fisher‟s exact test, Independent t‐test, Mann‐Whitney
U test were analyzed by using IBM SPSS Statistics 21.0 for Window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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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The PNIF consisted of initial individualized assessment, session 1
(exercise and physical activity), session 2 (nutrition and psychosocial support),
telephone support. 70% were females and mean age of all participants was 78.20
years. The mean differences in left-hand grip strength (p=.022), right-hand grip
strength (p=.009), SPPB (p=.007), K-CHAMPS (p=.009), MNA (p=.018), GDSSFK (p=.001), CHS Frailty Index (p<.001) between the pre‐ and post‐intervention of
the experimental group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control group
after 12 weeks. The differences in ESSI score were not significant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 The PNIF was effective in improving grip strength, physical
function, physical activity, nutritional status, reducing depression, and preventing
frailty. This study has significant meaning in identifying the feasibility of a personcentered nursing intervention for frailty at a senior center. We need more nursing
staff for applying a person-centered nursing intervention and improving health
status of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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