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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노화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물리적, 인지적 저하가 나타나는 

과정이다[1]. 오늘날 과학 및 기술의 발전, 의학 기술의 발전(새로운 약

물 등) 및 치료로 인해 예전보다 수명이 늘어나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2]. ‘2019 한국의 사회지표’[3]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

은 82.7년으로 2012년 80.9년에서 꾸준히 증가한 반면, 건강수명은 

2012년 65.7년에서 64.4년으로 감소하고 있어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가 중요해졌다. 노령화가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인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이는 일정 

수준의 체력수준이 유지되어야 가능하다[4,5]. 그러나, 신체기능이 저

하되면 외부의 의존성이 증가되고 이는 삶의 질 감소[6,7]와 연관이 된다.

건강 및 신체적 체력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노인의 생활 환경이다[8, 9].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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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daily fitness tests of nursing home residents and community-dwelling elderly 
women after 16 weeks program. 

METHODS: Thirty elderly women living in a nursing home (n=14) or community (n=16)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program was 
assigned 1 hour twice a week for 16 weeks to improve the physical activity for the elderly women. The daily fitness test assessed the 
physical fitness levels for elderly. The tests performed the 2-min step test, chair stand test, arm curl test, chair sit and reach test, back-
scratch test, 244-cm up and go test. 

RESULTS: A result of the study show that the daily physical fitness of the elderly women living in the community is higher than those 
living in nursing homes. After the program which induced physical activity, 2-min step test (p<.05) and 244-cm up and go test (p<.05) 
were much improved in the elderly living in nursing homes.

CONCLUSIONS: Although the daily fitness of nursing home residents was lower than community-dwelling residents, there was a sig-
nificant improvement after exercis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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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의 신체적 제약과 일상생활수행능력의 감소로 인해 불편을 겪더

라도 현재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10]. 

하지만, 질환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저하, 경제

적 문제, 사회적 편의성 등으로 인해 양로원을 선택하는 인구가 증가하

고 있다[11]. 양로원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집에서 

양로원으로 이사한 노인들의 심폐지구력과 근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도 있지만[9], Kang et al. [8]의 연구에서는 양로원에 거주하는 노인이 

지역 사회에 사는 사람들보다 균형과 민첩성이 감소하였다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 논문도 있다. Zalewski et al. [12]의 연구에서는 비록 양

로원 거주 노인들의 신체활동이 지역사회 사람들보다 증가되었지만 

체력의 향상과 연관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각 연구참여자의 신체활동 참여 유무나 활동강도가 다르기 때문일 것

으로 사료된다. 그동안의 연구는 다양한 연령대의 노인이나 노인의 프

로그램 후 체력향상에 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그러나,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노인과 양로원 거주자를 체력수준을 비교하는 연구

는 극히 적으며 측정요인이 달라 비교하기 어렵다[8,9,1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신체활동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16주 동안 

수행한 양로원 거주 여성노인과 지역 사회 거주 여성노인의 신체조성 

및 체력 수준을 비교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N구의 양로원에 거주하는 여성노인과 N

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대상 선정 

시 71세 이상의 여성노인으로 정형외과적 장애로 검사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제외하였다.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 양로원 거주 여성

노인(18명), 지역사회 거주 여성노인(20명)을 선정한 후, 동의서를 작성

하였다. 참여자 중 중도 탈락자 8명(가족의 반대 1명, 주소 이전 1명, 개

인사유로 포기 6명)을 제외한 총 30명(요양원 거주자 14명, 지역사회 

거주자 16명)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절차 

1) 운동 프로그램 

운동은 16주 동안 주 2회, 회 당 60분(준비운동 10분, 본 운동 40분, 

정리운동 10분)으로 대근육을 이용한 복한운동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활발한 신체활동을 유도하였다. 양로원은 운동프로그램실에서, 지역

사회의 여성 노인은 보건소 운동처방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복합 운동프로그램은 ACSM [14]의 노인의 유산소운동·저항운동 권고

사항을 참조하고, 선행연구의 운동프로그램[15,16]을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유산소 운동은 걷기를 실시하였으며, Table 2와 같이 Kar-

vonen공식을 이용하여 여유심박수(HRR)의 40-60%인 저·중강도의 수

준에서 실시하였고, 개별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증가시켰

다. 저항성운동은 탄성고무밴드를 사용하였으며 상·하체 각 부위별 운

동으로 구성하였다. 노인에게 권장되는 노란색 고무밴드(길이 60 cm, 

신장강도 1.1 kg)와 빨강색 고무밴드(길이 60 cm, 신장강도 2.0 kg)를 사

용하여 2명의 건강운동관리사가 참여한 상태에서 운동강도 및 대상자

들의 안전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체력검사 측정은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 16주 프로그램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Variables
Nursing home 

residents (n=14)
Community-dwelling 

residents (n=16)

Age (yr) 78.93±6.88 74.13±2.78
Height (cm) 148.59±5.83 156.42±4.66
Weight (kg) 54.11±10.35 61.88±3.95
BMI (kg/m2) 24.51±4.44 25.32±1.79
%fat (%) 35.93±7.21 34.77±4.18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2. Exercise Program

Stage Exercise type Exercise time Exercise contents Exercise intensity

Warm-up Stretching 10 min waking in place, neck stretch, shoulder and upper back stretch, forward 
leg hip swings, hip stretch, standing hamstring and calf stretch, 
standing quadriceps stretch, ankle circles

10-11 
RPE

Combined exercise Aerobic exercise 20 min walking 40-60 
HRR (%)

Resistance exercise 20 min knee push-up(band), band seated row, band shoulder press, band curl, 
band triceps extension, chair squat(band), chair lunge(band), bridging, 
ankle dorsiflexion(band), calf raise(band),

2-3 set 
8-15 raps 

11-15 
RPE

Cool-down Stretching 10 min shoulder stretch, lumbar rotation stretch, thoracic extension stretch, 
lumber extension, cat and cow, piriformis stretch, seated hip external 
rotatot and hip extensor stretch, chair pigeon pose, ankle roll, childs 
pose, hip flexor stretch, ankle dorsiflexion and plantar flexion

10-11 
R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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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끝난 1주 이내에 실시하였다. 측정방법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훈련

된 연구원 3명이 측정하였으며, 오차를 줄이기 위해 측정 전 연구원이 

모여 측정방법을 확인하였다.

2) 신체조성 측정

신체조성 변인으로 신장, 체중, 및 체지방률(%fat)을 측정하였다. 신

장, 체중은 자동측정기(DS-102, Jenix, Seoul, Korea)로 측정하였다. 체

지방률은 Inbody portable 230 (Biospace, Seoul, Korea) 기기를 이용하

였으며, 측정 전 12시간의 공복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소변을 본 후 가

벼운 옷을 입고, 30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측정하였다. BMI는 체중

(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였다.

3) 일상생활체력 측정

일상생활체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신체적 변인들을 반영하기 위

하여 실행과 채점이 용이하도록 개발된 노인체력검사 평가(Senior fit-

ness test, SFT)를 사용하였다[17]. 노인체력검사 평가내용은 심폐지구

력(2분 제자리 걷기), 상체근력(아령들기), 하체근력(의자에 앉았다 일

어서기), 하체유연성(의자에 앉아 앞으로 굽히기), 상체유연성(등 뒤에

서 손잡기), 민첩성 및 동적균형성(244 cm 왕복걷기)으로 구성[18]되어 

있으며, 자세한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아령들기(curl up): 의자에 앉아, 2 kg 아령을 한 손에 쥐고 초시계

를 이용하여(CASIO, Japan) 30초 동안 팔꿈치를 폈다 구부린 횟

수로 측정하였다.

②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sit to stand): 가슴에 팔을 겹치듯이 놓고 

앉은 자세에서 완전히 일어선 후 다시 앉는 자세로 돌아오는 동

작을 30초 동안에 정확하게 실시한 횟수로 평가하였다.

③  2분 제자리 걷기(2-minutes step test): 제자리에서 한쪽 무릎이 무

릎뼈와 엉덩뼈 사이의 중간지점까지 올라온 횟수를 측정하며, 오

른쪽 무릎이 올라왔을 때를 1회로 2분간 실시하였다. 혼자 일어

나는 것이 어려운 노인들은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고 실시하였다.

④  의자에 앉아 앞으로 굽히기(chair sit and reach): 의자의 끝에 앉아

서 한쪽 다리는 완전히 뻗고 다른 한쪽 다리는 90º로 구부리고 

손등을 위로 하여 손을 모으고 팔을 앞으로 쭉 뻗으면서 가능한 

발끝을 향해서 앞으로 멀리 닿게 하여 가운데 손가락 끝이 발 끝

에 도달하지 못하면 (-)로, 발끝을 넘어서 도달하면 (+)로 구분하

여 cm로 기록하였다.

⑤  등 뒤 손잡기(back scratch): 일어서서 한 손은 같은 방향 어깨 뒤

로 넘기고, 다른 한 손은 허리 뒤로 굽혀 손바닥이 보이도록 하여

서 두 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가운데 손가락이 서로 닿지 

않으면 (-)로, 서로 교차하면 (+)로 구분하여 cm로 기록하였다.

⑥  244 cm 왕복걷기(up and go): 팔을 지지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

나서 244 cm 떨어져 있는 원뿔기둥(콘)을 향해 걷는다. 그 다음 

원뿔기둥을 돌아와 앉아 있던 의자에 다시 앉을 때까지 걸린 시

간(초)을 기록하였다.

3. 자료처리방법 

프로그램 전후의 차이와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변량분

석(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을 실시하였고, 결과값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일상생활체력 관련 요인들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 집단 간 결과분석을 위해 프로그램 차이값(사후값-

사전값)을 계산하였다. 정규성 검증을 위해 Shapiro-Wilk test를 실시하

고, 프로그램 차이값으로 independent t-test (아령들기) 혹은 Mann-

Whitney U-test (2분 제자리 걷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의자에 앉

아 앞으로 굽히기, 등 뒤에서 손잡기, 244 cm 왕복걷기)를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software, version 19.0 (IBM Corp., Armonk, New 

York)으로 수행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 < .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1. 신체조성 변화

본 연구에 참가한 양로원 거주자와 지역사회 거주자의 신체조성은 

Table 3와 같다. 집단 간 체중의 차이가 있지만 BMI에서 유의한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 프로그램 참여 후 체중, BMI 및 %fat의 통계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일상생활체력 변화

일상생활체력 검사결과는 Table 4와 같다. 심폐지구력을 의미하는 2

분 제자리 걷기는 시기 간(p < .001), 집단 간(p < .05), 그리고 상호작용의 

효과가 나타났다(p < .05). 사전 측정에서는 지역사회 거주자의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프로그램 후 사후측정에서는 두 집단 모

두 2분 제자리 걷기의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횟수의 증가

폭에 있어서의 차이는 양로원 거주자가 더 많이 증가되었다(p < .05). 하

체근력을 의미하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p < .001, p < .001)와 상체

근력을 의미하는 아령들기(p < .001, p < .01)는 시기 간,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역사회 거주자의 횟수가 많으며, 프로그램 후의 횟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체유연성을 의미하는 의자에 앉아 앞

으로 굽히기(p < .001)와 상체유연성을 의미하는 등 뒤에서 손잡기

(p < .001)는 지역사회 거주자가 양로원 거주자보다 유의하게 유연한 것

으로 나타났다. 민첩성 및 동적균형성을 의미하는 244 cm 왕복 걷기는 

시기 간(p < .001), 집단 간(p < .01),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p < .05). 운동프로그램 전 측정에서 지역사회 거주자가 더 민첩하게 움

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양로원 거주자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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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일상생활체력 관련 요인들의 차이값(프로그램 사후값-사전값)은 아

령들기를 제외하고 모두 정규성 검증이 나타나지 않아 비모수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심폐지구력(2분 제자리 걷기)

와 민첩성 및 동적균형성(244 cm 왕복걷기)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논  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러 가지 개인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혼자 생

활하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다른 이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

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19]. 이로 인해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노인기에는 간호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양로원 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20,21].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여성노인의 일생생활체력이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일생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꾸준히 하면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신체 활동은 업무 관련 활동, 여가 활동 및 가사 활동을 포함한 개인

의 일상생활 중 움직임의 합계로 볼 수 있다. 신체활동은 노인의 경우 

신체활동이 이전과 비교하여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8,22]. 

예를 들어, 은퇴한 노인의 경우 직장에서 활동하던 움직임이 감소하거

나, 신체기능 저하로 인한 가사활동의 감소가 신체활동의 저하로 나타

날 수 있다. 신체활동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신체에 부착하여 측정값

을 얻을 수 있는 특정 장비가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많은 인원에게 고

Table 3. Change of body composition

Variables
Nursing home residents 

(n=14)
Community-dwelling 

residents (n=16)
p

Weight (kg) pre 54.11±10.35 61.88±3.95 time .064
group .008

post 53.44±10.39 61.45±3.99 time*group .679
BMI pre 24.51±4.44 25.32±1.79 time .065

group .468
post 24.19±4.42 25.16±1.99 time*group .559

%fat pre 35.93±7.21 34.77±4.18 time .245
group .473

post 35.81±7.63 33.70±5.88 time*group .352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4. Change of daily fitness test 

Variables
Nursing home residents 

(n=14)
Community-dwelling 

residents (n=16)
p

2-min step test (counts) pre 56.86±24.67 80.00±20.31 time .000
post 81.57±16.68 92.63±19.11 group .019

time*group .047
Sit to stand (counts) pre 10.86±3.30 15.69±4.21 time .000

post 13.57±1.79 19.44±4.30 group .000
time*group .418

Curl up (counts) pre 12.07±3.17 16.50±3.98 time .000
post 17.14±2.28 20.31±4.27 group .003

time*group .295
Chair sit and reach (cm) pre 3.07±6.58 16.35±4.45 time .728

post 3.16±4.84 16.97±5.02 group .000
time*group .797

Back scratch (cm) pre -15.93±9.65 -1.47±5.72 time .134
post -14.61±9.13 0.31±5.03 group .000

time*group .821
244cm up and go (sec) pre 12.07±6.68 6.94±0.72 time .000

post 8.53±3.15 6.11±1.06 group .004
time*group .021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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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장비를 적용하기란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는 조사를 통해 

설문지로 참여 정도를 기록하거나, 직접 시설로의 방문을 통해 측정하

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도 양로원과 지역사회 거주자가 

이용하는 보건소를 통해 모집인원을 확보하였으며, 실험에 대한 부담

감으로 인해 모집인원보다 참여인원이 축소되었다. 신체활동을 최대한 

유도하기 위하여 운동을 전공으로 한 지도자가 양로원 및 지역사회에 

위치한 보건소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을 감독하였다.

노인의 체력측정을 위해 일상생활체력 검사를 권장한다[18]. 이 검

사는 최소한의 장비, 공간 및 시간으로 실행과 채점이 쉬운 이점이 있

다[18]. 국외연구[12]에서 양로원 거주자의 심폐지구력이 지역사회 거주

자의 심폐지구력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양로원에서의 생활

환경 반경이 가정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방에서 공

동거실과 식당으로 가는 동선이 길고 야외공간에 산책 나가기가 쉬워

지면서 활동량이 증가하여 심폐지구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거주자들이 양로원 거주자보다 심폐지

구력(2분 제자리 걷기)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양로원은 공

용공간이 좁고 안정성(바닥의 미끄럼 방지턱, 장애물, 손잡이 부족 등)

이 낮아 활동량을 증가시키기 적합하지 않은 경우[23]가 많았기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된다.

근육은 50-70세 사이에 약 30-50%가 감소한다[22]. 영국의 65세 이

상 여성의 경우 4년 후 측정에서 상체근력이 19% 감소하였으며, Land-

ers et al. [24]의 연구에서는 같은 기간 하체근력 손실(12%)이 상체근력 

손실(8%)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근력의 감소는 연령의 

증가뿐만 아니라 신체활동 감소 때문이라는 연구[25]가 있다. 상체근

력은 손의 사용이 많아질수록 감소폭이 적어지지만, 근력이 감소하게 

되면 결국 손의 사용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6]. 하체근력의 

감소는 노인의 이동성과 자존감의 감소를 유발하여 독립적인 일생생

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감소된 근력은 근육의 질 저하를 나타

내는 수많은 근육과 신경근 기능 저하를 동반하지만[27,28]. 노인의 근

력변화는 저항운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9]. Knight & Kamen (2001)[29]의 연구를 살펴보면, 6주 저항훈련 후 

노인 그룹의 근력강화는 젊은 그룹보다 약 30% 낮게 나타났지만 근육

의 활성도는 젊은 그룹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근력의 손실이 많은 

노인들의 저항운동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이 연구

에서는 근육량의 증가를 유발하지는 못하였지만 여성노인의 운동프

로그램 후 일상생활체력의 변화가 나타난 것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운

동프로그램이 적용된다면 근육량의 증가를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연령이 증가하면 근골격계가 약화되면서 관절가동범위가 유의하게 

감소하며, 이로 인해 유연성의 감소로 이어져 낙상 등의 생활위험이 증

가한다. Kazoglu &Yuruk (2020) [11]의 연구에서는 의자에 앉아 앞으로 

굽히기(양로원 거주자, -12.1± 3.7 cm; 지역사회 거주자, -13.2 ± 5.6 cm)와 

등 뒤 손잡기(양로원 거주자, -11.6 ± 3.6 cm; 지역사회 거주자, -11.9 ± 5.5 

cm)의 경우, 본 연구보다 낮은 평가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아마도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다른 연구들

은 남녀를 모두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선행연구의 

연령이 낮기(요양원 거주자, 70.2 ± 2.3세; 지역사회 거주자, 70.3 ± 3.9세)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값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민첩성과 동적균형성(244 cm 왕복걷기)는 보행과 균형을 유지하며 

움직일 수 있는 능력으로 8.5초 이상 걸리면 낙상의 위험성이 높다고 

하였다[30]. 본 연구의 민첩성과 동적균형성은 양로원 거주자가 지역사

회 거주자보다 평가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프로그램 참여 

후 양로원 거주자의 기록이 유의하게 향상된 것을 살펴보면, 양로원 거

주자들의 신체활동이 더 많이 감소되어 있었으며, 신체활동의 증가가 

민첩성과 동적균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정확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후 연구에서는 신체활동량의 측정(가속도계, 

만보계 등의 기계 이용)을 통해 실생활에서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일상생활체력 관련 요인 중 심폐지구력과 민첩성과 동적균형성을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며, 차이값을 비교

하였을 때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Kazoglu &Yuruk (2020) 

[11]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심폐지구력과 민첩성과 동적균

형성의 평가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양로원 거

주 여성노인의 평가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양로원은 해

외에 비해 쉬는 장소는 협소하고 공용공간도 좁다는 선행연구[23]을 

고려하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의 부족은 결국 신체활동량의 저하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체력이 저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이나 유

Table 5. Compare to nursing home and community-dwelling residents

Variables
Nursing home 

residents
(n=14)

Community-
dwelling 

residents (n=16)
tb or Za p

2-min step testa 24.71±16.02 12.63±15.73 -2.143 .031
(counts)

Sit to standa 2.71±2.43 3.75±4.12 -0.147 .866
(counts)

Curl upb 5.07±1.86 3.81±4.05 1.116 .277
(counts)

Chair sit and reacha 0.09±7.31 0.62±3.36 -0.042 .984
(cm)

Back scratcha 1.32±7.52 1.78±2.70 -0.272 .790
(cm)

244cm up and goa -3.54±4.30 -0.83±1.04 -2.037 .043
(sec) 

Mean±standard deviation; Data was used different value (post value-pre 
value); a, Mann-Whitney U-test (Z-value); b, independent t-test (t-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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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의 경우에 개인의 개별성, 자율성, 선택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거주

자 중심의 “내 집 같은(homelike)”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31,32]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시설의 규칙과 규제(기상, 취침, 식사 

및 식단 등 일상생활을 위한 스케줄이 직원에 따라 운영됨, 외출 및 개

인물품 사용 제약)로 인해 자율성과 선택권이 부족[33,34]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로운 사회적 관계가 고립된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심신

을 쇠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나타났는데[35], 양로원과 같은 요양시설 

거주자들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빙고, 그룹 운동, 요리, 독서

활동 등)에 참여는 하지만 다양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집처럼” 편하게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36]. 따라

서, 우리나라에서도 요양원을 “집처럼” 느낄 수 있는 거주자 중심의 

돌봄 환경 조성과 같은 문화변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양로원 거주 여성 노인과 지역사회 거주 여성 노인의 프

로그램 참여 후 일상생활체력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

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사전 결과값에서 지역사회 거주 여성

노인의 체력이 양로원 거주 여성노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신체건강상태 악화,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과 

같은 상황에서 양로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

다. 한편, 프로그램 후 일상생활체력 관련 요인들은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심폐지구력을 대표하는 2분 제자리 걷기와 민첩성 

및 동적균형성을 의미하는 244 cm 왕복걷기의 향상이 유의하게 향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로원 거주자의 활동량을 증가

시키면 일상생활체력의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긍정적 결과로 사료

된다. 

후속연구에서는 성별과 실제 활동량(habitual physical activity)을 측

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양로원 시설과 생활환경은 

협소하거나 제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로원에서도 노인들이 “집” 

처럼 편하게 지속할 수 있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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