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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재활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노인환자들의 재활치료 후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를 파악하고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의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그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Y병원에서 발병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환자 중 외래진료를 받고
자로 하였다. 선별 검사로 MMSE를 실시하여 19점 이하인 경우는 대상에서
연구방법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IADL평가와
IADL평가는 The Lawto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는 SPSS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환
제외하여 총 35명을 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cale을 사용하였다. 자료

연구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은 복약, 전화사용, 가계 관리 등의 순
이었다. 식사준비, 가계관리, 세탁은 평가 프로토콜에 의해 남자의 결과는 제외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이
연구결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은 전화사용, 외출 시 이동, 식사준비 등의 순이었
다. 상대적으로 쇼핑, 가계관리, 세탁은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주제어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현재 재활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노인환자들이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이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인환자들의 수
단적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들을 통해 노인환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중재가 제공되고 환자
의 요구를 반영한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평가도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노인, 작업치료,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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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있는 사람이며, 조직 및 기능의 저장능력과 적응력이
감퇴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이정원 등, 2006). 전

국제노인병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

통적으로 노인은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정하였으

tology)는 노인이란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하는 신체

나, 최근에는 신체, 기능, 사회적 측면과 복지 수혜연

조직에 결손이 있는 사람이며,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

령을 근거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다(양

력이 감퇴되는 시기에 있는 사람이며, 인체의 기관,

영애 등, 2006).

조직, 기능에 있어서 쇠퇴가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

최근 우리나라는 의학의 비약적인 발전과 생활, 영

람이며, 사회생활에 적응성이 정신적으로 결손 되고

양, 노인 정책 등 전반적인 사회적 수준의 향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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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평균 수명이 증가하여 노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

반복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자기관리 혹은 개인적 일

였다.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상생활활동과 같은 단순한 활동으로 구성된 기본적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14.3%로 '고령

일상생활활동(basic activities of daily living, BADL)과

사회'에,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고령 사회'에 도

복잡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기술이 요구되는 수단적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08). 또한 2009

일상생활활동(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년 7월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

IADL)으로 구분한다.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은 목욕하

은 10.7%였으며 현재 노인인구는 519만3천명으로 작

기와 샤워하기, 대소변 관리, 옷 입고 벗기, 먹기, 식사

년에 처음 5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더욱 증가된 것으

하기, 기능적 이동, 개인용품 관리, 개인위생과 몸단

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09).

장, 성 활동, 화장실 위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단

노인은 질병에 쉽게 걸릴 뿐만 아니라 만성적으로

적 일상생활활동은 다른 사람 돌보기, 애완동물 돌보

장기화 되거나 다른 지령과 중복이 되어 나타나기가

기 아이 돌보기, 의사소통 관리, 지역사회 이동, 재정

쉽다. 노인이 질병에 걸린다는 것은 가족들에게 고통

관리, 건강관리와 유지, 가정 꾸리기 및 관리하기, 식

을 수반하며 나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의 만

사준비와 설거지, 종교적 관습, 안전과 응급상황 관리,

성질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쇼핑하기로 구성되어 있다(AOTA, 2008).

90.9%가 만성질병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으며, 만성

작업치료와 같은 재활분야에서는 일상생활동작을

질병으로 인하여 힘든 점(통증 제외)이 있다는 노인이

수행함에 있어 의존적인 문제를 보완하고 보다 능동

50.8%이며, 그 어려움으로는 일상생활수행의 제한이

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노인의

43.3%로 가장 많았다(보건복지부, 1998a; 1998b). 또한

기능을 독립적으로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나은우,

노인은 생리적 특성상 질병 상태에 있는 비율이 높고

1995; Foti, 2001). 작업치료는 노인에게 스스로 가치

노화로 인해 신체의 기능 저하가 보편적으로 수반되

있는 작업에 참여하도록 하여 그들의 건강과 삶에서

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상생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

며, 정신적인 이상으로 인해 일상생활활동에 지장을

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Crepeau et al.,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조유향, 1998).

2003). 따라서 작업치료사는 노인의 일상생활활동에

노인의 일상생활활동은 일상생활에서 활동 정도를

대한 수행과 독립수준을 평가하여 활동의 수행을 제

나타내며, 그 동안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사회적 참여

한하는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적절한 중재계획을 설

의 정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써 사용되어 왔다.

정해주어야 한다. 또한 수행의 제한을 해결하고 독립

미국작업치료사협회(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인에게 필요한 적절한 일상

Association, AOTA, 2002)에서는 개인생활을 지속하기

생활활동 보조도구를 처방해줄 수 도 있다. 따라서

위해 매일 행하는 활동이나 과제로 기본적 일상생활

작업치료를 비롯한 재활치료를 받은 노인환자들이 실

활동을 정의하였으며,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

제적으로 어느 정도 일상생활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활을 지지하며, 자조관리에 비해서는 복잡한 활동으

사회적 참여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에

로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을 정의하였다. 국제기능, 장

대한 적절한 중재와 수정이 행해져야 한다.

애, 건강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하지만 현재 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상생활활

disability and health, ICF, 2001)에서는 활동을 개인에

동에 대한 평가와 중재는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을 중

의한 일상행위 또는 임무이행이라 하였고, 활동이라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에 대

는 건강 관련 구성요소의 영역에 이동성, 자조관리,

한 평가는 MBI를 비롯하여 한국 표준화 작업이 진행

가정생활을 포함시켜 일상생활활동을 나타내었다.

되어서 한국형 평가도구가 실제로 쓰이고 있지만 수

일상생활활동이란 개개인 모두가 공통적으로 매일

단적 일상생활활동의 경우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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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된 평가도구는 한국형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측

를 제공받아야 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

정이 유일하다(박지환, 2010).

사회 거주노인의 기능 상태를 평가하고, 퇴원 시 환자

따라서 본 연구는 재활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노인환자들의 재활치료 후 수단

적 일상생활

의 사회복귀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하기 위
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1978년 듀크 대학에서 Older

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를 파악하여 수단적 일상생활

American

활동의 평가도구 개발을

Multidimensional Functional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그

목적이 있다.

Resources

and

Services(OARS)

Assessment Questionnaire

에서 개정판을 발표하였다. 전화기 사용, 쇼핑, 식사준
비, 집안관리 및 유지, 세탁, 외출을 위한 이동, 복약,
재정 관리의 8개 검사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점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

척도로 점수를 주지만 각 항목별 가중점수가 다르다.
검사자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는 .85 이며 각
항목 간의 상관관계는 .01 혹은 .05 수준에서 유의하
다. 모두 8개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

조사대상은 Y병원에서 발병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환자 중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환자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소요된다. 가장 낮은 점
수가 0점이며 가장 높은 점수는 8점이다.

로 하였다. 선별 검사로 MMSE를 실시하여 19점 이하
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35명을 조사대상으

Ⅲ. 연구 결과

로 선정하였다.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10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Y병원에서 외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진료를 받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들 중 6개월

다. 성별은 남자가 17명(48.6%), 여자가 18명(51.4%)이

이 경과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평가 및 설문에 대한

었다. 나이는 65세 이상 - 70세 미만이 15명(42.9%), 70

응답의 신뢰성을 위해 MMSE 평가를 실시하여 19점

세 이상 - 75세 미만이 11명(31.4%), 75세 이상 - 80세

이하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20점 이상의 35명의

미만이 7명(20.0%), 80세 이상이 2명(5.7%)이었다. 질

환자들을 대상으로 IADL평가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환의 유형을 보면 뇌출혈 16명(45.7%), 뇌경색 15명

다. IADL평가는 The Lawton Instrumental Activities of

(42.9%), 치매 2명(5.7%), 관절염 2명(5.7%)이었다. 현

Daily Living (IADL) Scale을 사용하였다. 자료는 SPSS

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의 종류는 작업치료만 받고 있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는 사람이 6명(17.2%), 물리치료만 받고 있는 사람이
4명(11.4%), 작업치료와 물리치료를 모두 받고 있는

3. 연구도구

사람이

25명(71.4%)이었다.

학력은

무학이

7명

(20.0%), 초등학교 졸업이 12명(34.3%), 중학교 졸업이
1) The Lawto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IADL) Scale

10명(28.5%), 고등학교 졸업이 3명(8.6%), 대학교 졸업
이상이 3명(8.6%)이었다. 발병기간을 보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이 11명(31.4%), 1년 이상 - 2년 미만이 16명

Lawton의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평가는 Lawton와
Brody(1969)에 의해서 너싱홈과 정신과, 가정 서비스

(45.7%), 2년 이상 5년 미만이 5명(14.3%), 5년 이상이
3명(8.6%)이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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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5)

특 성
성별

나이

질환유형

재활치료
종류

학력

발병기간

남

수

백분율(%)

17

48.6

여

18

51.4

65세 이상~70세 미만

15

42.9

70세 이상~75세 미만

11

31.4

75세 이상~80세 미만

7

20.0

80세 이상

2

5.7

뇌출혈

16

45.7

뇌경색

15

42.9

치매

2

5.7

관절염

2

5.7

작업치료

6

17.2

물리치료

4

11.4

작업치료, 물리치료

25

71.4

무학

7

20.0

초졸

12

34.3

중졸

10

28.5

고졸

3

8.6

대졸 이상

3

8.6

6개월~1년 미만

11

31.4

1년 이상~2년 미만

16

45.7

2년 이상 5년 미만

5

14.3

5년 이상

3

8.6

2.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의 참여

표 2.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의 참여

(N=35)

구 분

수

(%)

전화기 사용

16

45.7

쇼핑

12

34.3

(34.3%), 식사준비 8명(22.9%), 집안관리 및 유지 8명

식사준비

8

22.9

(22.9%)이었다. 세탁은 9명(25.7%), 외출을 위한 이동

집안관리 및 유지

8

22.9

세탁

9

25.7

외출을 위한 이동

13

37.1

복약

18

51.4

재정관리

15

42.9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참여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화기 사용이 16명(45.7%), 쇼핑 12명

13명(37.1%), 복약 18명(51.4%), 재정관리 15명(42.9%)
이었다. 환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수단적 일
상생활활동은 복약, 전화기 사용, 재정관리, 외출을 위
한 이동 등의 순이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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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의 중요도

표 4. Lawton의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점수

(N=35)

구 분

평균 점수

전화기 사용

0.46± .50

쇼핑

0.14± .36

(28.5%), 식사준비는 21명(60.0%), 집안관리 및 유지는

식사준비

0.06± .24

19명(54.3%)이었다. 세탁은 17명(48.6%), 외출을 위한

집안관리 및 유지

0.23± .43

세탁

0.20± .41

외출을 위한 이동

0.29± .46

복약

0.29± .46

재정관리

0.40± .50

합 계

2.06±1.64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의 중요도에 대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전화기 사용은 27명(77.1%), 쇼핑은 10명

이동은 22명(62.9%), 복약 19명(54.3%), 재정관리 13명
(37.1%)이었다.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중요도
에 있어서는 전화기 사용, 외출을 위한 이동, 식사준
비, 복약과 집안관리 및 유지 등의 순이었다(표 3).

표 3.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의 중요도

(N=35)

참여 정도를 파악하여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의 평가도

구 분

수

(%)

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화기 사용

27

77.1

쇼핑

10

28.5

수행하였다.

식사준비

21

60.0

집안관리 및 유지

19

54.3

세탁

17

48.6

(34.3%), 식사준비 8명(22.9%), 집안관리 및 유지 8명

외출을 위한 이동

22

62.9

(22.9%)이었으며 세탁은 9명(25.7%), 외출을 위한 이

연구결과는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참여빈도
에 있어서는 전화기 사용이 16명(45.7%), 쇼핑 12명

복약

19

54.3

동 13명(37.1%), 복약 18명(51.4%), 재정관리 15명

재정관리

13

37.1

(42.9%)이었다.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의 중요도에 있
어서는 전화기 사용은 27명(77.1%), 쇼핑은 10명
(28.5%), 식사준비는 21명(60.0%), 집안관리 및 유지는

4. Lawton의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점수

19명(54.3%)이었다. 세탁은 17명(48.6%), 외출을 위한
이동은 22명(62.9%), 복약 19명(54.3%), 재정관리 13명

Lawton의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점수를 살펴보면 다

(37.1%)이었다. Lawton의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점수

음과 같다. 전화기 사용 0.46±0.5, 쇼핑 0.14±0.36, 식사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화기 사용 0.46±0.5, 쇼핑

준비 0.06±0.24, 집안관리 및 유지 0.23±0.43, 세탁

0.14±0.36, 식사준비 0.06±0.24, 집안관리 및 유지

0.20±0.41,

외출을

위한

이동

0.29±0.46,

재정관리 0.40±0.50이었다.

0.29±0.46,

복약

전체점수는

2.06±1.64이었으며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6점까지였
다(표 4).

0.23±0.43,

세탁

0.20±0.41,

외출을

위한

이동

0.29±0.46, 복약 0.29±0.46, 재정관리 0.40±0.50이었다.
전체점수는 2.06±1.64이었다.
환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수단적 일상생
활활동은 복약, 전화기 사용, 재정관리, 외출을 위한

Ⅳ. 고

찰

이동 등의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식사준비, 집안관리
및 유지, 그리고 세탁은 참여빈도가 낮았는데 이는 연

본 연구는 재활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노

구대상자중 남자가 17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48.6%를

인환자들의 재활치료 후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대부분

22 한국작업치료고령친화산업정책학회지 제2권2호

이 외래진료 중이고 발병기간이 오래되지 않아 약을

용, 외출을 위한 이동, 식사준비, 복약과 집안관리 및

복용하기 때문에 복약의 참여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

유지 등의 순이었다.

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현재 재활병원에서 외래진

중요도에 있어서는 전화기 사용, 외출을 위한 이동,

료를 받고 있는 노인환자들이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을

식사준비, 복약과 집안관리 및 유지 등의 순이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이 참여하고 있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의 사용빈도

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인환자들의 수단적

와 중요성에 대해 조사한 Fricke와 Unsworth(2001) 연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들을 통해 노인환

구에서 전화사용, 교통수단의 이용, 운전, 독서, 약물

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중재가 제공되고 환자의 요구

관리 순서로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를 반영한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평가도구를 개발해야

전화기 사용, 외출을 위한 이동, 복약이 중요한 수단

할 것이다.

적 일상생활활동이라는 결과와 일치한다.
김경미 등(2005)의 연구에서도 건강관리, 식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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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after Rehabilitation
for Elderly Outpatients
Shin, Joong-Il*, M.O.T., Park, Su-Jong**, M.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Hospital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Sorabol College

Objective : This study explored the participation of elderly outpatients and provided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evaluation tool.
Method :

This study was performed from August 1st to August 30th, 2010. Subjects were thirty-five
elderly outpatients 6 month after onset. Screening tools used were the MMSE and Evaluation
tool, as well as the Lawto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IADL) Scale. Survies and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12.0.

Result :

Handling medication, using the telephone, and handling finances were valuable in frequency of
the participation. Using the telephone, using transportation, and preparing food were valuable in
frequency of the importance.

Conclusion : The result indicated that outpatients from rehabilitation hospital regarded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as important. But they did not participate regularly. In future studies, through
the continuous study o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provide an appropriate intervention and develop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evaluation tools that reflect client
needs.
Key Words : Elderly, Occupational therapy,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