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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노인들의 운동참여 정도가 Wellness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김상국(2000)의 ‘한국인의 웰니
스에 대한 생활양식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노인 복지관의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60대 이상의 노인 699명을 대상으로 조
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신체적 건강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참여기간(p<.05), 참여시간에(p<.01), 사회적
건강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참여기간에(p<.05), 정신적 건강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참여시간에(p<.001)로, 지적 건강영역
에 미치는 영향력은 참여시간에(p<.001), 정서적 건강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참여시간에(p<.05)로 각각의 요소에서 유의하
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를 통하여 노인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운동참여가 신
체적, 사회적, 정신적, 지적, 정서적 건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노인의 신체활동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활발한 신체활동과 사회참여를 능동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노인의 건강생활양식
을 확립하고 건강지식을 함양하는 노인대상의 건강교육과 다양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의 도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
되어진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earch that exercise participation degree of senior makes effect in Wellness. The research
question was used by 'Lifestyle Assessment Inventory for Wellness of Korean Adults" develoment by Kimsangkook.(2000).
This study used the data of more than 60 years old 699 exercise program participators in total acquired from visit to senior
welfare center.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Physical health area has positive effects on participation period(p<.05),
participation time(p<.01). Social health area has positive effects on participation period(p<.05). Mental health area, Intelligent
health area and Emotional health area have positive effects on participation time(p<.001, p<.001, p.<.05). In conclusion, this
study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senior exercise through exercise participation is physical, social, mental, emotional health in
terms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through physical activity has emphasize the importance. Therefore, vigorous physical
activity and social participation and active by the senior to lead a healthy and positive life to establish health and healthy
lifestyles for aged persons to cultivate knowledge of the wide range of customized exercise programs, health education and
policy support for the introduction of is required.
Key words: Wellness, physical health, social health, mental health, emotional health, senior exercise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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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사회의 발전과 의학의 발달은 인간의 수망
을 연장시켜 전 세계적인 고령화를 가져왔다. 우리
나라 역시 출산율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65세 고령인구가 524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1.3%에 도달하고 있다(통계청, 2011).
이처럼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노인을 위한
복지 욕구가 질적․양적으로 더욱 증대되어야 하
며, 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다. 노년기의
건강은 모든 영역에서 부정적인 변화과정을 겪는
시기로 신체․정신․정서적 기능 및 사회적 능력
이 모두 감퇴되는 시기이며,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질병, 기능적 제약, 정신적 손상과 같은 건강 저해
요인들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점차 쇠퇴하는
때이다. 건강의 쇠퇴는 노년기 생활에 많은 위기
상황을 야기하고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떨어
뜨린다(김대훈, 2011, 재인용).
이러한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다양
한 노인문제와 직면하게 만들었으며, 노인의 건강,
질환, 의료비 등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들이 중
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건강을 유지
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노인스스로 건강에 대
한 인식을 가지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며, 노인의 건강문제는 노화정도에 따라 신
체기능의 저하로 인한 기능장애, 기능상실과 병리
적 변화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일반 성인과는
달리 완치될 수 있는 급성질환보다는 장기간의 관
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 대부분이고, 한 가지 이상
의 다양하고 복잡한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병인이 복합적인 것이 많아, 예방이
어렵고 질병양상과 과정이 다소 특이하고 개인차
가 심하다는 것이 특징이다(이미라, 2001). 이와 같
이 노인들의 건강문제의 유병률이 높고 심각함에
도 불구하고 건강문제에 대한 관리 실태는 소극적
이고 미흡한 실정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없는 신
체기능의 유지는 노인들의 질 높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해 규칙적인 신체활
동의 참여를 통해 활동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한윤수, 최정현, 2008).
노인들의 건강 유지는 노인 스스로의 운동참여
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국내 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77%가 주 2~3회의 규칙적인 신체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동일 연
령대의 남성에 비해 더욱 저조한 참가율을 나타내
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규칙적인 신체운동은 신체적 자기개념을 증
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질병 예방 및 의료비 절
감, 자아 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Sonstorem, 1984), 노후의 자립성을 연장시키고,
의학적 장애를 일으키는 위험요인들을 감소시키며,
신진대사에 필요한 에너지 균형을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평균 수명을 연장시키고, 노화로 인한 장애
시간을 단축시킨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노인
들의 운동참여는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신체기능을 증가시키고, 기능상태의 쇠퇴
또한 지연시킨다고(박경혜, 이윤환, 2006), 하였으
며, 조근종(2000)은 운동단체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운동 외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보다 사회적
지지와 일상생활 활동수행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
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김경식(2004)은 노인의 여가
스포츠 활동경험이 사회적 지지를 높여준다고 하
였다. 따라서 노인의 총체적인 건강유지는 신체적
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 지적
인 측면의 일상생활양식에서 모두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조인혜, 외 2004).
이와 같이 살펴보면, 최근 정부가 복지사회구현
을 앞세우며 사회복지관련 기관의 시설지원 등에
관심을 갖고 양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증대를 가져
왔으나, 질적인 측면인 사업내용의 충실도나 효율
성에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최미리 외
2006). 노인들의 삶에 있어서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운동능력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다. 이러한 능
력들을 아무런 지장 없이 발휘했을 때 노인들은 비
로서 건강한 노년의 삶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다
(강익원 외 2009). 그러나 노인들의 건강위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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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박인숙, 1995; 송영신 등,
1997), 노인들의 건강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잘
못된 건강의식, 부정적 건강행동 및 생활양식이 문
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에 필요한 건강에 대
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건강에 유익한 생활양식
과 건강습관을 행할 수 있는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질병을 조기에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현승권, 2004).
건강이란 현대인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 가장 중
요한 부분인 동시에 삶 전체를 의미한다.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잠재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행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웰니스
(wellness)개념을 많이 도입하고 있다(김상국,
2000). 웰니스(wellness)란 인간들이 최적의 건강
상태를 향하여 그들의 생활양식을 변화하도록 돕
는 학문의 새로운 영역으로, 인간들의 최적의 건강
상태로 변화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웰니스는 다섯
가지의 영역(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정신적, 지적)
의 이론적으로 토대를 이루고 있으며, 최적의 건강
을 위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
다(최미리 외 2006,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인구의 고령화와 급상승
하고 있는 노인 의료비 절감 및 고령자의 노후에 자
립적이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웰니스 개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개인 스스로가 척도의 정도를
인지함으로서 바람직한 생활양식으로 전환하는 계기
를 제공하며, 노인 대상의 건강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대상자는 J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노인 복지관을 표본추출의
표집틀(sampling framework)로 선정하여 60대 이
상 남․여 노인 총 699명을 단순임의 추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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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 random sampling)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
출하여 결과분석 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성별

연령

참여
기간

참여
시간

비율

남

414

59.2

여

285

408

60대

423

60.5

70대

258

36.9

80대

18

2.6

초졸 이하

154

22.0

중졸

435

62.2

고졸 이상

110

15.7

주4~5일

184

26.5

주2~3일

330

47.2

학력

참여
빈도

빈도(명)

주1일 이하

185

26.3

1년6개월 미만

195

27.9

3년 미만

281

40.2

3년 이상

223

31.9

30분 정도

96

13.7

1시간 이상 ~
1시간 30분

240

34.3

1시간 30분 이상

363

51.9

전체

699

2. 조사도구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구조
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는 Aspaugh et al, (1994)의 생활양식측정도구
(Lifestyle Assessment Inventory)를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ㆍ보완한 김상국(2000)의 한국인의 웰니
스 측정도구(KWLS)를 사용하였으며, 다섯 가지 하
위영역별로 신체적 건강 관련 17개 문항, 사회적
건강 관련 9개 문항, 정신적 건강 관련 9개 문항,
지적 건강 관련 9개 문항, 정서적 건강 관련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정확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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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를 위해 10개 단어를 사용한 현재형 문장으로
하고, 이중 부정문이나 수식어를 피하고 누구나 쉽
게 응답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으며, 문항반응은
5점 Likert형식(매우 그렇지 않다 1～매우 그렇다
5)을 사용하였다.
3. 설문지의 신뢰도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문항내적 일치
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alpha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 결과, Wellness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92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각 하위 영역별 신뢰도 역
시 .701~.843 사이로 .7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측정도구의 기술통계와 신뢰도 분석 결과
하위
변인

범위

Min

Max

신체적
건강영역

17-85

27

85

.802

사회적
건강영역

10-50

17

50

.776

정신적
건강영역

9-45

13

45

.843

지적
건강영역

9-45

12

45

.831

정서적
건강영역

9-45

13

45

.701

Cronbach‘s 

925

4. 조사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차적으로 측
정 척도의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를 검증하기
위하여 스포츠의학 학자 및 일선 전문가에 의하여
문항의 적합성을 판단하게 하였다. 2차적으로 보건
소 및 건강보험관리 공단을 이용하는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안면타당도(face validity)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후 설문내용이 조사대상자들에게 난해하
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은 삭제 하

거나 수정·보완하였다. 이후 예비설문을 걸친 최종
설문지를 가지고 연구자가 복지관을 직접 방문하
여 관계자들로부터 양해를 구하고 연구대상을 표
집한 다음, 설문지법에 의해 집단검사를 실시하였
다. 본 연구의 대상이 노인이기 때문에 설문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자가 설
문지의 각 문항을 구술하여 이해를 돕게 한 후, 자
기평가 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에 의해
설문내용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부정확하게 기입했
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최종 699
명의 설문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5. 자료처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처리
하였다. 질문지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Wellness영역별 하위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
하였으며, 신뢰도는 연구 대상자의 문항에 대한 내
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확인하는
Cronbach α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
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학력, 참가 빈도, 참가기간, 참
가시간에 대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
시하였고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지적, 정서적 영
역의 통합 점수를 산출하여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이변량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운동참여 정도가 생활양식 변화의 영향력을 규명
하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건강인식간의 영향력 분석
1) 상관관계
건강 인식 수준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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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상관관계
구분

신체적
영역

사회적
영역

정신적
영역

지적
영역

신체적
영역

1.000

사회적
영역

.519***

1.000

정신적
영역

.520***

.557***

1.000

지적
영역

.543***

.559***

.739***

1.000

정서적
영역

.382***

.465***

.556***

.573***

정서적
영역

표 4. 운동참여가 신체적 건강에
비표준화
계수
모형
표준
B
오차
48.92
(상수)
1.532
2
참여
1.198
.497
빈도
참여
.541
.488
기간
참여
1.479
.522
시간
F=7.443,

  =.031, *p<.05,

17

미치는 영향
표준화
계수

t

베타
31.934***
.092

2.409*

.044

1.108

.112

2.832**

**p<.01, ***p<.001

노인의 운동참여정도(참여빈도, 참여기간, 참여시
1.000

*** p<.001

건강 인식 수준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
든 건강 인식 수준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정신적 건강 인식과 지적
건강 인식 간에는 r=.739(p<.001)로 강한 양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건강 인식
은 사회적 건강 인식(r=.519), 정신적 건강 인식
(r=.520), 지적 건강 인식(r=.543)과 양의 상관관계
가 있으며, 정서적 건강 인식(r=.382)은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건강 인
식은 정신적 건강 인식(r=.557), 지적 건강 인식
(r=.559), 정서적 건강 인식(r=.465)와 양의 상관관
계가 있으며, 정신적 건강 인식은 정서적 건강 인
식(r=.556)과 양의 상관관계, 지적 건강 인식은 정
서적 건강 인식(r=.573)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2)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운동 참여정도가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표 4>와 같다.

간)가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검증하
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노인
의 운동참여정도의 하위요인들이 신체적 건강영역
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F=7.443으로 통계수
준 p<.001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기간(ß=.092, p=.016), 참여시간
(ß=.112, p=.005)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운동 참여정도가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표 5>와 같다.
표 5. 운동참여가 사회적 건강에
비표준화
계수
모형
표준
B
오차
(상수)
참여
빈도
참여
기간
참여
시간
F=3.266,

미치는 영향
표준화
계수

t

베타

31.51
3

.931

-.370

.302

-.047

-1.225

.662

.296

.090

2.234*

.433

.317

.054

1.363

  =.014, *p<.05,***p<.001

3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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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운동참여정도(참여빈도, 참여기간, 참여시
간)가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검증하
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노인
의 운동참여정도의 하위요인들이 사회적 건강영역
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F=3.266으로 통계수
준 p<.05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참여기간에(ß=.090, p=.026)로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운동 참여정도가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표 6>과 같다.
표 6. 운동참여가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
화계
수

t

B

표준
오차

(상수)

28.082

.893

참여
빈도

.371

.290

.049

1.281

참여
기간

-.073

.284

-.010

-.257

참여
시간

1.173

F=6.440,

베타
31.462***

.304

.153

3.854***

  =.027, ***p<.001

표 7. 운동참여가 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
오차

(상수)

28.775

.915

참여
빈도

-.164

.297

-.021

-.551

참여
기간

.109

.291

.015

.373

참여
시간

1.000

.312

.128

3.206 ***

F=4.070,

베타
31.439
***

  =.017, ***p<.001

노인의 운동참여정도(참여빈도, 참여기간, 참여시
간)가 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노인의
운동참여정도의 하위요인들이 지적 건강영역에 미
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F=4.070으로 통계수준
p<.01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참여시간에(ß=.128, p=.001)로 유의하게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정서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운동 참여정도가 정서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표 8>과 같다.
표 8. 운동참여가 정서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운동참여정도(참여빈도, 참여기간, 참여시
간)가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검증하
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노인
의 운동참여정도의 하위요인들이 정신적 건강영역
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F=6.440으로 통계수
준 p<.001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시간에(ß=.153, p=.000)로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운동 참여정도가 지적 건강에 미치는 영
향은<표 7>과 같다.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
오차

28.795

.765

참여
빈도

-.040

.248

-.006

-.159

참여
기간

-.058

.244

-.010

-.237

참여
시간

.587

.261

.090

2.250*

(상수)

F=1.764,

  =.008,*p<.05,

***p<.001

베타
37.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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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운동참여정도(참여빈도, 참여기간, 참여
시간)가 정서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검증
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노
인의 운동참여정도의 하위요인들이 정서적 건강영
역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F=1.764로 통계수
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참여시간에(ß=.090, p=.025)로 유의하게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 의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크게 주목 받고 있는
노인 문제 중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심각한 문제
이며, 노년인구 증가와 함께 그들의 건강상태는 행
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결정해주는 중요한 요인
이다. 이에 건강복지관련 기관의 숫자가 급증하는
등 사회복지에 관한 관심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금은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사회복지실현을 목적
으로 하는 운동프로그램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개될 시기라고 생각한다(김미리 외, 2006).
현 지자체에서는 보건소와 복지관을 중심으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
된 건강인식, 부정적 건강행동 및 생활양식 등으로
인해 노인들의 건강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들이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건강에
유익한 생활양식과 건강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질병을 조기에 예방하고 건
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현승권,
2004). 본 연구결과 신체적 건강 영역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 참여기간(p<.05), 참여 시간
(p<.01)에 따른 신체적 건강 인식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력관리에서 인식수
준이 높을수록 웰니스 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뒷받
침해 주고 있다.
사회적 건강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참여 기간(p<.05)에 따른 사회적 건강 인식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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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인
규범은 생활양식에 막대한 영향을 주며, 사회적인
지지는 질병의 회복과 재활을 용이하게 하고, 신체
적․정서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를 감소
시키고 질병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람들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다른 견해와 믿음
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고 관용을 가질 수 있는 사
회적 건강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Hettler, 1980;
Aspaugh et al., 1994)는 선행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
정서적 건강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참여 시간(p<.001)에 따른 정서적 건강 인식은 유
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정
서적 건강이 질병에 대한 감수성,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다는 O‘Donnel
&
Harris(1994)의 연구에 비추어 노인들은 자신의 삶
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기회가 요구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지적 건강 영역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 참여 시간(p<.001)에 따른 지적
건강 인식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 건강은 직장, 학교, 지역사회 봉사,
취미, 또는 교양 탐구 등을 통해서 얻어지는 삶의
성취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 건강한 생활
습관, 실직과 질병, 사회경제적 상태와 의료이용,
자존심, 자신감과 건강실천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총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O'Donnel &
Harris, 1994). 이와 같은 결과는 김대훈(2011)의 댄
스 스포츠 참여노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 운동참여는 노인에게 다양한 재미를 제
공하며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긍정적인 정서
를 갖게 하고 주관적인 만족감을 상승시키기 때문
에 여가만족 및 삶의 질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건강인식은 더욱 우수한 삶의 질의 추구
와 관련이 높고(Aspaugh et al., 1994), 삶의 목적
의식, 사랑을 주고받는 능력, 그리고 타인들에 대한
자비와 호의를 갖는 감정 등을 지닌 정신적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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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의미한다(O‘Donnel & Harris, 1994). 노인의
스포츠 참여와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관계의 연구
결과에서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건강책임, 신체활동, 영양요인, 대인
관계요인, 스트레스관리 요인의 건강증진생활양식
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김경호 외 2004)와
운동참여 유무에 따른 일상 생활능력과 운동능력
의 차이 분석결과 운동참여 노인이 운동에 참여하
지 않는 노인보다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운동능력이
높다는 연구(강익원 외 2009)들에서 본 연구의 결
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연구가
삶의 질 혹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노인의
신체활동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인의 특성
으로 주목되고 있는 정신장애나 우울증, 불안조절,
행복감 및 정서의 안정과 같은 정신건강의 효과뿐
만 아니라 생활만족 혹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
면에서 신체운동의 중요한 역할이 입증되었으며(민
경훈, 2004), 이는 노인 스스로 무엇이든 할 수 있
다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
성을 높일 수 있어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다른 사람과 자신의 건강을 비교하여 본인
스스로가 타인보다 건강하다고 느낀 노인들이 건
강인식에서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스로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때 삶
의 질이 풍요로워지고 노인 스스로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생활하는 것
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시대로의 진입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개념보다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
이 중요하므로 노인의 신체적, 인지적 기능의 감소
를 억제하여 활발한 신체활동과 사회참여를 능동
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을 영
위하도록 하는 건강생활양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
식을 높이고 건강지식을 함양하는 노인대상의 건
강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운동참여 정도가
Wellness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목적을 두고
j지역 노인 복지관에 참여하는 60대 이상의 노인
총 699명을 대상으로 김상국(2000)의 ‘한국인의 웰
니스에 대한 생활양식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조사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노인의 운동참여정도가 신체적 건강영역에 미치
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참여기간(p<.05), 참여시간
(p<.01)로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노인의 운동참여정도가 사회적 건강영역에 미치
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참여기간에(p<.05)로 유의하
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운동참여정도가 정신적 건강영역에 미치
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참여시간에(p<.001)로 유의
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운동참여정도가 지적 건강영역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참여시간에(p<.001)로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운동참여정도가 정서적 건강영역에 미치
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참여시간에(p<.05)로 유의하
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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