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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요양보호대상중 시설노인과 재가노인의 ADL, 운동능력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시설과 재가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요양 등급 2～3등급의 시설노인 83명과 재가 노인 8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ADL은 K-MBI 그리고 운동능력은 MMAS를 사용하여 알아보았다.
자료처리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요양구분(시설/재가)별,
등급별 ADL, 운동능력의 유의성 검정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하였다.
연구 결과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의 ADL, 운동능력 비교에서 ADL수행력은 대
상 전체에서 시설노인이 재가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2등급과 3등급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운동능력은 전체대상과 2등급, 3등급 모두 시설노인
이 재가노인보다 운동능력이 유의하게 높았다.
주제어 : ADL, 운동능력, K-MBI, MMAS, 시설,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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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0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2010년 현재 65세 이상의 인구는 11%로 2000
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7%)에 진입하였으며, 향후 9년 이내(2018년)에는 고령
사회(14.3%)에,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11). 또한 2016년에는 노인인구가 유소년 안구를 초월하여 노령
화 지수가 100.7%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65세 이상의 노인의 의료비지
출은 10조5천억 원으로 전체 건강보험료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통계청, 2011).
노년기에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건강문제와 함께 기능적 퇴보 및 예비력과
환경 적응력의 저하로 심각한 건강문제가 수반되어 기본적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의 욕구가 노인 인구계층의 일차적 기본욕구가 되었다(권육상, 2009).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상생활 수행력과 인지기능 점수는 노쇠 및 허약의 결과로서
노인들의 수발요구를 일부나마 드러내 주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고(안수연,
2007), 건강과 신체기능이 저하되는 노인에서는 삶의 질에 더 많은 관심이 요
구된다고 보고되었다(노유자, 1988; Smart & Yates, 1987).
박선영(2009)은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은 노인의 건강 및 신체적 기능, 삶
의 만족과 관련이 높을 뿐 아니라 성공적인 노화를 이끌게 되므로 노인의 일
상생활활동 정도를 평가하여 독립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노인의 삶
의 질 증진을 위해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 노년기에 ADL과 운동능력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또한 노인요양보호에서 ADL과 운동능력을 증진하도
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면서 노인성 질
병을 가진 노인들을 노인요양등급(1~3등급)에 따라 재가(방문요양서비스,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와 시설(노인요양원 등)을 선택하여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노인 요양보호 대상자들은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욕구가 다르
고 서비스 환경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들의 생
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역시 다양한 변인들이 작용하리라 본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요양보호대상노인 중 재가와 시설에서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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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대상으로 ADL, 운동능력 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
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 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노인
들의 요양보호 수준을 세분화하여 2등급(요양보호가 상당히 필요한 수준)과 3
등급(요양보호가 부분적으로 필요한 수준)별로 구분하여 2등급(재가&시설), 3등
급(재가&시설)로 구분하여 비슷한 요양보호수준을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이전에 재가와 시설노인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 일상생활 수행력, 운동능력
등에 관하여 구춘옥(2004), 김선희(2005), 김은주(2001), 도복늠(1992), 배주한
(2008), 성기월(1999), 신혜영(2004), 정명숙(2007) 등의 연구가 있었지만, 선행연
구들은 노인장기요양제도실시 이전의 연구이고 연구 대상자 선정 시 가정에
거주하는 노인과 요양시설(구 양로시설)로 거주상태에 따라 재가와 시설로 구
분하여 조사하였다. 이는 재가와 시설의 비교에서 재가는 건강노인으로 시설은
비건강노인으로 표집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재가와 시설노인의 신체적 수
행력 등이 유사한 조건이라는 것을 전제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전에 연구된 재가와 시설노인에 대한 연구는 최근 노인장기요양제
도실시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기에는 제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
요양보호 대상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거주상태와 요양등
급에 따른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보다 사실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노인장기요양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노인장기요양제도는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을 겪는 노인에게 배설, 목욕, 식
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
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 2008). 노인장기
요양제도가 시행 된지 1년이 조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실정에
적합하게 수급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도
실시를 위한 요양시설의 준비 미흡과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및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부족 그리고 노인들의 복지 및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가운데 재가와 시설에서 요
양보호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ADL, 운동능력을 알아봄으로써
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향후 대상자 개개인에게 가장 적절한 요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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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ADL, 운동능력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은 기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기본적 일상생
활활동(basic activities of daily living: BADL)과 더 진보된 문제해결능력과 사
회적 기술, 그리고 더 복잡한 환경적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수단적 일상생활활
동(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으로 나누어진다. 기본적 일상
생활활동은 자기관리, 기능적 이동성, 성적표현, 수면과 휴식 등이 포함되고,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은 의사소통도구 사용, 건강관리 및 유지, 재정관리, 음식
준비와 청소하기, 지역사회로의 이동성 등이 포함된다(AOTA, 2002).
노인들의 일상생활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근력과 지구
력의 감소, 관절의 유연성과 협응력의 감소 그리고 낙상과 같은 사고위험의 증
가 등을 들 수 있다. 송기철과 김대겸(2002)은 일상생활수행능력은 노인이 자
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으로써 노인의 기능수준평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또한 윤종률(2001)은 노인기 질환의 대부분이 만성
퇴행성이므로 완치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같은 질환이라도 젊은
환자에 비해 치료에 대한 반응이 느리고 합병증의 발생이 많기 때문에 질병에
의한 기능 손실의 발생이 혼하고 이러한 기능장애가 노인의 일상생활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조유향(1998)은 노인은
만성적 성질의 질병과 노화로 인한 기능저하가 수반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정신적 장애나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활동에 지
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건강이 노인의 독립적인 일상생활동의 수행과 생활만
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강현호 등(2008)은
노인의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분석에서 건강관리가 사용빈도도 가장 많
았고,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중요도나 활동에 따른 교육의 필요도도 가
장 높다고 하였다. 노인에게 있어서 체력과 활동 능력의 저하는 직접 사회적
능력의 저하로 나타났고 사회적 능력의 저하는 결국 생활의 질적 저하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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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운동능력은 노인의 건강문제에서 체력과 연관이
있으며 노후생활에 있어서 활동적이고 자립적이며,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무엇보
다 중요한 것이 바로 체력 수준의 유지이기 때문에 체력은 활기찬 생활을 통
해 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이상민 외, 2005). 한태륜(2002)도 운동이
노인의 근력과 기능적인 능력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일상생활 동작 수행 시 기
능적인 독립성과 삶의 질을 개선시키며 정신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듯 ADL과 운동능력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수행력이며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객관적 요인
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노인 요양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급여형태는 시설급여, 재
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는 요양서비스가 시설보호, 재가
보호, 가족보호 및 간병 등 형태로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한다(노인장기요양보
험법 23조,24조,25조). 시설보호는 시설에서 생활하며 요양과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를 받는 형태이고, 재가보호는 본인이 생활하던 주택에서 거주하며 요양
인력이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지역사회에 있는 이
용시설의 보호 등을 활용하는 형태이다(현외성, 2001). 이외에 공식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족보호, 특례요양,

요양병원간병 형태도 있다(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 2009).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시설보호서비스가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노인주거복
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
기관으로 나누어진다(노인복지법 제31조).
즉, 공식적 서비스를 기준으로 할 때 시설보호, 재가보호의 서비스 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대상 노인이 선택하게 되는 주요한 서비스 이용
형태이다(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 2008)
노인의 요양보호 정도에 따라 요양등급이 정해지고 이를 기초로 재가에서는
1～3등급, 시설에서는 1, 2, 3(시설)등급의 노인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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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노인 중 시설(노인요양원)과 재
가(방문요양서비스 센터)에서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요양 2등급과 3등급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은 전북(전주, 익산, 완주 등) 일원에 소재한 3개
요양원과 3개의 방문요양서비스 센터를 선택하여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
한 노인들 가운에 무작위로 선택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2. 연구방법 및 연구도구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조건에 적합한 시설과 재가노인 중 5명씩 선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도구를 이해하기 쉽게 수정ㆍ보완하여 연구대상자
전체에 대해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시설과 재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ADL과
운동능력은 직접 측정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는 다음과 같다. ADL 측정은 한글판 수정바델지수
(K-MBI)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운동능력은

MMAS(Modified

Motor

Assessment Scale)를 사용하였다.

1) Korean Modified Barthel Index(K-MBI)
K-MBI는 Shah 등(1989)이 소개한 제5판 MBI를 바탕으로 대한뇌신경재활연
구회에서 한국어로 번안한 것이다. K-MBI는 일상생활동작을 10개의 세부 항목
(개인위해, 목욕하기, 식사하기, 용변처리, 계단 오르기, 옷 입기, 대변조절, 소
변조절, 보행, 의자-침대이동)으로 나누고, 점수는 각 항목별로 도움의 정도에
따라 5단계로 점수화 하고 있으며 최고 접수는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기
능이 독립적이다. 검사도구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841로 높고
검사자간 신뢰도도 Kendall 계수 .94～.98로 매우 높았다(정한영 등, 2007).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치도가 Cronbach'α= .930이었고, 평가자간의 신뢰도 ICC(
intra-class correlation)는 0.85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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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dified Motor Assessment Scale(MMAS)
MMAS는 뇌졸중 환자의 운동기능 회복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다
평가항목은 운동기능과 관련된 8개항목과 환측의 근긴장도에 관한 1개 항목을
더해 총 9개 항목으로 바로 누운 자세에서 옆으로 눕기(supine to side lying),
바로 누운 자세에서 앉기(supine to sitting), 균형 잡고 앉기(balanced sitting),
앉은 자세에서 서기(sitting to standing) 보행(walking),상지기능(upper arm
function), 손 운동(hand movement), 진보된 손 활동(advanced hand activity),
긴장도(general tone)로 되어져 있다. 점수체계는 0점에서 6점까지 7점 척도로
되어 있고 대상자가 각각의 항목을 가장 잘 수행했을 때 점수를 얻게 되며 점
수가 낮을수록 운동기능은 떨어진다고 본다(Carr et al., 1985). MAS의 검사-재
검사 신뢰도는 .98, 검사자간 신뢰도는 .95(Poole et al., 1988)로 매우 높고 측
정 소요시간도 짧아 임상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Cronbach'α= .894였고, 평가자간의 신뢰도를 ICC로 알아본 결과 는
0.867이었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의 통계적 분석은 SPSS 12.0 ver. for windows를 사용하였다. 연구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요양구분(시설/재가)
별, 등급별 ADL, 운동능력의 유의성 검정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에서 다변량 처리하였으며, 유의수준 α는 0.05로 설정하여 검정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재가노인의 경우 남자 17명(20.5%), 여자 66명(79.5%)
이었으며 시설노인은 남자 25명(30.1%) 여자 58명(69.9%)으로 재가와 시설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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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여성이 많았다.

나이는 재가노인의 경우 60대가 10명(12.0%), 70대가 41

명(49.4%), 80대가 27(32.5%), 90대가 5명(6.0%)으로 평균 나이는 79.1세이었다.
시설노인은 60대 이하가 2명(2.4%), 60대가 10명(12.0%), 70대가 35명(42.2%),
80대가 25명(30.1%), 90대 이상이 11명(13.2%)으로 평균나이는 79.8세로 재가와
시설노인 모두에서 70대가 많았다.
요양등급은 재가에서는 2등급이 27명(32.5%), 3등급이 56명(67.5%)이었으며,
시설은 2등급이 31명(37.3%), 3등급은

52명(62.7%)으로 재가와 시설노인 모두

3등급이 많았다. 학력은 재가노인의 경우 무학 53명(60.8%), 초등 18명(21.7%),
중등 6명(7.2%), 고등이상 6명(7.2%), 시설노인은 무학 71명(85.5%), 초등 5명
(6.0%), 중등 3명(3.6%), 고등이상 4명(4.8%)으로 모두 무학이 많았다.

2. 재가와 시설노인의 ADL, 운동능력 비교
1)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의 ADL수행력
(1) 전체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의 ADL 비교
재가노인 전체와 시설노인 전체의 K-MBI총점을 알아본 결과 재가노인은
48.11±25.652이고 시설노인은

62.51±27.276으로

시설노인이

재가노인

보다

ADL수행력이 유의하게(p<.001) 높았다<표Ⅳ-1>.
요양등급에 따른 ADL 비교에서는 2등급 재가노인은 37.07±26.172이고 시설노인이
47.32±25.869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3등급은 재가노인이 53.43±23.847이고
시설노인은 71.56±24.060으로 시설노인이 재가노인보다 ADL 수행력이 매우 유
의하게(p<.001) 높았다<표Ⅳ-1>.
<표Ⅳ-1>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의 K-MBI총점 비교
요양구분

등급구분

*

t

p value

재가

시설

전 체

48.11±25.652

62.51±27.276

-3.503

2등급

37.07±26.172

47.32±25.869

-1.497

0.014

3등급

53.43±23.847

71.56±24.060

-3.931***

0.000

p<.05, **p<.01,

***

p<.001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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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등급별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의 K-MBI하위변인 비교
K-MBI의 하위변인을 요양등급에 따라 알아본 결과 2등급 재가노인은 개인위생
1.93±1.774, 목욕하기 1.52±1.762, 식사하기 6.26±3.580, 용변처리 3.81±3.509 계
단 오르기 2.44±3.238, 옷 입기 4.00±3.627, 대변조절 3.89±3.786, 소변조절
4.30±3.709, 보행은 4.52±4.886, 의자/침대이동은 4.41±5.198이었다. 시설노인은
개인위생 2.42±1.432, 목욕하기 1.94±1.340, 식사하기 6.35±2.811, 용변처리
4.61±2.940, 계단 오르기 2.52±2.336, 옷 입기 4.42±3.009, 대변조절 6.13±3.149,
소변조절 5.94±3.214, 보행은 5.81±4.826, 의자/침대이동은 7.19±4.460으로 모든
하위변인이 시설노인에서 높았으나 대변조절과 의자/침대이동에서만 유의한
(p<.05) 차이가 있었다<표Ⅳ-2>.
<표Ⅳ-2> 2등급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의 K-MBI 하위변인 비교
요양구분
하위변인

재가
(N=27)

시설
(N=31)

t

p value

개인위생

1.93±1.774

2.42±1.432

-1.154

0.254

목욕하기

1.52±1.762

1.94±1.340

-1.022

0.311

식사하기

6.26±3.580

6.35±2.811

-.112

0.911

용변처리

3.81±3.509

4.61±2.940

-.943

0.350

계단 오르기

2.44±3.238

2.52±2.336

-.098

0.923

옷 입기

4.00±3.627

4.42±3.009

-.481

0.632
*

대변조절

3.89±3.786

6.13±3.149

-2.460

0.017

소변조절

4.30±3.709

5.94±3.214

-1.804

0.077

보행

4.52±4.886

5.81±4.826

-1.008

0.318

의자/침대이동

4.41±5.198

7.19±4.460

-2.197*

0.032

*

p<.05, **p<.01,

3등급

***

p<.001

재가노인은

개인위생

2.61±1.384,

목욕하기

2.64±1.577,

식사하기

6.54±3.027, 용변처리 6.14±3.244, 계단 오르기 3.46±3.225, 옷 입기 5.05±2.963,
대변조절 6.43±3.127, 소변조절 6.50±3.208, 보행 6.34±4.848, 의자/침대이동
7.71±4.736이었다. 시설노인은 개인위행 3.58±1.391, 목욕하기 2.87±1.621, 식사
하기

7.58±2.500,

용변처리

7.58±2.637,

계단오르기

5.42±3.208,

옷

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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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2.881이었다. 대변조절 7.38±2.702, 소변조절 7.71±2.652, 보행 10.38±4.464,
의자/침대이동 11.83±3.869이었다. 시설노인의 경우 목욕하기, 식사하기, 대변
조절을 제외한 모든 하위변인에서 유의한(p<.05)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개인위
생과 옷 입기, 보행 그리고 의자/침대이동은 매우 유의한(p<.001) 차이를 보였
다<표Ⅳ-3>.
<표Ⅳ-3> 3등급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의 K-MBI 하위변인 비교
요양구분

*

하위변인

재가
(N=56)

시설
(N=52)

개인위생

2.61±1.384

3.58±1.391

-3.629***

0.000

목욕하기

2.64±1.577

2.87±1.621

-.723

0.471

식사하기

6.54±3.027

7.58±2.500

-1.955

0.053

용변처리

6.14±3.244

7.58±2.637

-2.528*

0.013

계단 오르기

3.46±3.225

5.42±3.208

-3.162**

0.002

옷 입기

5.05±2.963

7.23±2.881

-3.867***

0.000

대변조절

6.43±3.127

7.38±2.702

-1.694

0.091

소변조절

6.50±3.208

7.71±2.652

-2.145*

0.034

보행

6.34±4.848

10.38±4.464

-4.501***

0.000

의자/침대이동

7.71±4.736

11.83±3.869

-4.957***

0.000

p<.05, **p<.01,

***

t

p value

p<.001

3)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의 운동능력
(1) 전체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의 운동능력 비교
재가노인 전체와 시설노인 전체의 MMAS총점을 알아본 결과 재가노인은
11.73±5.504이고, 시설노인은 19.31±7.566으로 시설노인이 재가노인보다 MMAS
총점이 매우 유의하게(p<.001) 높았다.
요양등급에 따른

운동능력

비교에서는 2등급은 재가 11.04±5.926, 시설

15.23±8.265로 시설노인이 재가보다 MMAS총점이 유의하게(p<.05) 높았고,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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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도 재가 12.07±5.312, 시설 21.75±5.970으로 유의하게(p<.01) 높았다<표Ⅳ-4>.
<표Ⅳ-4>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의 MMAS총점 비교
요양구분

등급구분

t

p value

재가

시설

전 체

11.73±5.504

19.31±7.566

-7.379***

0.000

2등급

11.04±5.926

15.23±8.265

-2.238*

0.029

3등급

12.07±5.312

21.75±5.970

-8.914***

0.000

*

p<.05, **p<.01,

***

p<.001

(2) 요양등급별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의 MMAS 하위변인 비교
MMAS의 하위변인을 요양등급에 따라 알아본 결과 2등급 재가노인은 돌아눕기
2.63±1.864, 일어나 앉기 2.22±1.625, 균형 잡고 앉기 2.22±1.476, 앉은 자세에서
서기 2.04±1.720, 걷기 1.93±1.141이었다. 시설노인은 돌아눕기 3.29±2.148, 일어나
앉기 3.35±1.924, 균형 잡고 앉기 2.94±1.548, 앉은 자세에서 서기 3.16±1.934, 걷기
2.48±1.768이었으며 일어나 앉기에서만 유의한(p<.05) 차이가 있었다<표Ⅳ-5>.
<표Ⅳ-5> 2등급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의 MMAS 하위변인 비교
요양구분
하위변인

*

t

p value

3.29±2.148

-1.242

0.219

2.22±1.625

3.35±1.924

-2.430*

0.018

균형잡고 앉기

2.22±1.476

2.94±1.548

-1.788

0.079

앉은자세에서 서기

2.04±1.720

3.16±1.934

-2.324*

0.024

걷기

1.93±1.141

2.48±1.768

-1.445

0.154

재가
(N=27)

시설
(N=31)

돌아눕기

2.63±1.864

일어나 앉기

p<.05,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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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재가노인은 돌아눕기 2.34±1.751, 일어나 앉기 2.73±1.483, 균형 잡고 앉
기 2.50±1.489, 앉은 자세에서 서기 2.48±1.651, 걷기 2.02±1.104이었다. 시설노
인은
돌아눕기 4.79±1.486, 일어나 앉기 5.00±1.299 균형잡고 앉기 3.88±1.215, 앉은
자세에서 서기 4.25±1.631, 걷기 3.83±1.735로 모든 하위변인들이 시설노인에서
매우 유의하게(p<.001) 높았다<표Ⅳ-6>.
<표Ⅳ-6> 3등급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의 MMAS 하위변인 비교
요양구분
재가

시설

(N=56)

(N=52)

돌아눕기

2.34±1.751

일어나 앉기

하위변인

*

t

p value

4.79±1.486

-7.808***

0.000

2.73±1.483

5.00±1.299

-8.427***

0.000

균형잡고 앉기

2.50±1.489

3.88±1.215

-5.309***

0.000

앉은자세에서 서기

2.48±1.651

4.25±1.631

-5.591***

0.000

걷기

2.02±1.104

3.83±1.735

-6.412***

0.000

p<.05, **p<.01,

***

p<.001

Ⅴ. 결 론
노년기에는 기능의 퇴화와 상실로 ADL과 운동능력 등과 같은 수행력 역시
감소되어 간다. 요양보호 대상노인들은 지금까지 생활하던 사회 환경(가족, 사
회체계 등)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재가 서비스(재가보호)를 받
거나 요양시설에서 요양서비스(시설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이후 노인들의 ADL, 운
동능력을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으로 나아가 요양등급별로 나누어 알아보고 노
인들의 요양서비스 정도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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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가와 시설노인의 생활만족도와 ADL, 운동능력 비교
1)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의 ADL수행력
재가노인 전체와 시설노인 전체의 K-MBI총점을 비교한 결과 시설노인은 의
존도가 중등도였고 재가의 경우는 중증에서 중등도로 시설노인이 재가노인 보
다 K-MBI총점에서 유의하게(p<.001) 높았다. 신혜영(2004)의 연구에서는 일상
생활동작과 도구적 일상생활동작을 재가와 시설노인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2가지 모두 시설노인이 높게 나타났으나 도구적 일상생활동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요양등급 별 K-MBI 비교에서 2등급은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이 유의한 차
이가 없이 중증(severe)의 의존도를 보였고, 3등급은 의존도가 중등도(moderate)였는
데 시설노인이 재가노인보다 K-MBI총점에서 매우 유의하게(p<.001) 높았다. 시
설은 ADL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행환경이나 편의시설 등이 재가 보다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K-MBI총점이 재가노인보
다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2등급의 중증노인들은 스스로 ADL을 수
행하지 못하고 재가나 시설에서 모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요양등급별 K-MBI하위변인 비교에서 2등급에 해당하는 재가와 시설노인 모
두 개인위행과 목욕하기, 계단 오르기의 수행력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낮았다.
3등급의 재가노인의 경우는 개인위생과 목욕하기 그리고 계단 오르기의 수행
력이 낮았으며 시설노인의 경우는 목욕하기와 계단 오르기에서 중등도의 의존
도를 보였고 나머지 변인들에서는 의존도가 경미(mild)하였다. 재가와 시설노
인 모두 목욕하기와 계단 오르기를 힘들어했는데 목욕하기는 미끄러짐과 같은
안정성을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매우 많고 또 계단 오르기는 근력약화와 관절
염 등의 문제로 혼자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수행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나은우 등(1995)의 연구에서도 MBI항목 가운데 1계층
오르내리기와 50야드 이상 걸을 수 있다는 항목은 독립된 수행력이 다른 변인
들 보다 낮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시설과 재가 모두 계단 오르기에서
낮은 수행력을 보여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요양등급별 K-MBI하위변인 비교에서 2등급은 대변조절과 의자 침대이
동에서만 유의한 차이(p<.05)를 보였고 3등급 시설노인은 개인위생, 옷입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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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혹은 의자차. 의자침대이동변인은 재가와 매우 유의한(p<.001) 차이를 보였
다.
이는 2등급 일지라도 시설에서는 대변조절을 규칙적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의자침대이동은 재가에서 보다는 입식생활을 주로 하는 노인시설의
경우는 이동이 더 쉽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재신과 전병진(2007)도 노인요양
시설 이용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이동영역은 안정성만 확보되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개인자조활동과 괄약
근 조절이 독립적으로 수행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시설노인들에
서 이 항목들에 대한 수행력이 좋아 유사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2)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의 운동능력
본 연구에서는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의 운동능력을 비교하기 위해 재가노인
전체와 시설노인 전체의 MMAS총점을 비교하고 나아가 재가와 시설노인을 요
양등급(2등급과 3등급)에 따라 나누어 MMAS총점과 하위변인을 비교하였다.
재가노인 전체와 시설노인 전체의 운동능력을 알아본 결과 시설노인이 재가노
인보다 MMAS총점이 매우 유의하게(p<.001) 높았다. 재가에 비해 시설은 요양
듭급에 따른 운동능력 비교에서는 2등급은 시설노인이 재가노인보다 MMAS총
점이 유의하게(p<.05) 높았고, 3등급 역시, 시설노인이 재가노인보다 유의하게
(p<.01) 높았다.
MMAS 하위변인을 요양등급에 따라 알아본 결과 2등급은 시설노인이 재가노인 보
다 일어나 앉기와 앉은 자세에서 서기에서 유의한(p<.05) 차이가 있었다. 3등급
은 돌아눕기, 일어나 앉기, 균형 잡고 앉기, 앉은 자세에서 서기, 걷기 등 모든
하위변인에서 시설노인이 재가노인보다 매우 유의하게(p<.001) 높았다. 이는
재가보다는 시설이 물리적 제약이 적고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 노인들이 움
직이기 쉽고 또한 서비스프로그램 및 시설에서 행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
는 등 움직임에 대한 기회가 많아 운동능력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
증의 재가노인의 경우는 거의 지지를 받을 수 없어 거의 누워서만 지내는데
반해

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보호에 의해 일상생활에 대한 지지를 받을 수

있어 재가노인 보다 운동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였다.
요약하면,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의 ADL, 운동능력 비교에서 ADL수행력은 전
체는 시설노인이 재가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2등급과 3등급에서는 유의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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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없었다. 운동능력은 전체대상과 2등급, 3등급 모두 시설노인이 재가노인보
다 운동능력이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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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DL and Motor ability for the Elderly in
Institution and Home Care Service Center

Tae-yong, H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with the activity of daily
living and the motor ability with Long-term care service(home or facilities)
use by the elderly.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from 83 elders with the
second and third grade in 3 facilities and 83 elders with the second and
third grade in 3 home-help centers with Long-term care service use by the
elderly in Jeonbuk province.
K-MBI was used to assess the subjects' activity of daily living, MMAS
was used to assess the subjects' motor ability.
For data processing associated with care service types and grades,
one-way ANOVA was used for the significance test for the activity of daily
living, motor ability and the life satisfaction by care service types(home or
facilities).
The total elders in facilities revealed higher scores in

ADL than the total

elders at homes. But it was not significant with the second and third grade.
The elders in facilities can revealed higher scores in the motor ability than
elders at homes with total elders, the second and third grade elders.
Key words: ADL, motor ability, K-MBI, MMAS, facilities,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