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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노인들의 규칙적인 운동참여 여부에 따른 인지와 우울에 

상관관계를 알기 위한 단면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에 있어서 운

동여부에 따른 인지능력 및 우울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함이며, 또한 인

지장애와 우울장애와 관련있는 다른 요인들을 구명하기 위함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02년 10월 12일에서 30일까지 으며, 서울지역에 

3군데의 시설(지역사회 복지관, 경로당,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남녀 노인 256명(남:42명,여:214명)을 대상으로 도구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본 연구에서 인지기능 측정을 위해 Marshal F. 

Folstein(1975)이 개발한 도구를 권용철, 박종한(1989)이 한국실정에 맞게 

표준화시킨 MMSE-K를 사용하 으며 우울측정을 위한 도구로는 배재남에 

의해 표준화된 한국어판 SGDS를 이용하 다. 자료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분율과 산술평균, t-test, 분산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

록, 배우자가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평균 인지장애점수는 높고 우울점수

는 낮았다.

2.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다라고 생각할수록 건강에 대한 태도가 적극

적이고 규칙적인 운동 참가를 하 다.

3.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지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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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4).

4.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장애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p=0.0002).

5. 배우자의 유무,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와 규칙적인 운동에 따른 

인지장애 평균점수의 차이가 유의하 다(p<0.05). 

6. 인지장애를 정상군과 장애군으로 구분하 을 때 규칙적인 운동을 하

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비차비(Odds ratio-이하 OR)가 0.66이

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95% Confidence Interval 0.189-2.266).

7. 우울장애 평균점수에서는 배우자의 유무, 직업 유무, 교육수준, 용돈, 

규칙적인 운동이 매우 유의하 다(P<0.01).

8. 우울장애를 정상군과 장애군으로 구분하 을 때 규칙적인 운동을 하

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비차비(OR)가 0.27이고 매우 유의하 다

(95% Confidence Interval 0.070-0.989).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규칙적인 운동은 인지장애와 우울장

애에 유의한 요인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는 운동과 노인의 인지, 우울과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운

동의 신체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인지․정서적 측면에서의 접근이었다는 점

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운동이 노인들의 인지․정서적 

기능을 유지․향상하기 위한 운동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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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현대 산업사회의 발전을 통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이전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 으며 노인인구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5.8%로 약 264만명, 2,000년에는 

6.8%, 2020년에는 인구대비 12.5%로 고령 사회로 진입해 갈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통계청, 1991). 특히 1960년 이후에 추진되어 온 가족계획사업을 

통한 출생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전체 사회에서의 노인인구의 비중이 보

다 커졌으며 이는 노인의 삶에 대한 질적 향상의 필요성을 강하게 보여

준다. 그러나 산업화로 인한 노인의 경제적 지위하락, 노령화에 따른 건강악

화, 사회적 역할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노인의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의존욕구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노인 자신의 노후생활 준비나 사회적 지

원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또한 이제까지 주로 노인부양을 담당하여 

왔던 가족의 기능마저도 현대 핵가족사회에서는 크게 약화되었다. 이러

한 제반 여건들이 노인의 삶의 질과 건강에 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나라의 노인인구의 증가 속도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노인인구의 비율이 

7%(고령화 사회)에서 14%(고령 사회)로 증가하는 기간이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5년, 서독․ 국은 45년, 일본은 26년이 소요된 데 비해 우리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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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밖에 걸리지 않아 이런 추세라면 2022년부터는 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보건복지백서, 2000).

표 1. 연령별 인구 추계 

 연령 \ 년도 1990 1995 2000 2010 2020

  0 ∼ 14 (%)     25.8     23.2     21.2     19.9     16.0

 15 ∼ 64 (%)     69.2     71.1     72.0     71.5     71.5

 65세이상 (%)      5.0      5.7      6.8      9.4     12.5

    계 (%)    100.0    100.0    100.0    100.0    100.0

 인구 (천명당)   42,869   44,851   46,789   49,689   50,578

   총부양비     41.5     40.6     38.8     39.9     39.9

  노년부양비      7.2      8.0      9.4     13.2     17.5

   자료 :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 1995

이러한 현상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 비

교해 우리 나라의 노인정책이 아직도 미흡한 단계에 있으며, 고령 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함을 보여 준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노인의 평균수명은 연장되었지만 그들은 각종 고

통과 질병관련 건강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모든 암

의 60%가 60세 이후에 발생하며 대부분의 노인은 사망하기 전 평균 12년

동안 만성질환을 앓으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보고되며,  노인 인구의 86.5%

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노인의 40%가 우울성향을 나타낸다고 한다(이

귀행, 1990).

최근 만성질환노인의 건강관리 비용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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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행위증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양관리와 건강행위증진으로 건

강관리비용의 1/3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증진된 건강행위는 노인의 

삶의 질에 잠재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을 제공할 것이다(박은숙등, 1998). 노

인의 건강행위실천의 생활습관화를 위해 지속적인 건강행위로의 태도변화

가 필수적이나 노인들은 건강행위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거나 그 방법을 알

지 못해서 건강한 생활양식 습득 및 태도변화가 어렵다. 이러한 노인들의 

건강행위를 증진시키고 건강과 관련된 행위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동기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적용이 요구된다.

노년기는 육체적 정신적 기능의 퇴화와 적응력의 감퇴가 사회적 역할 

변화를 일으키는 시기로 신체기관의 활동력 감퇴, 학습능력의 저하로 인한 

심리적인 변화가 오게 되고 그로 인한 일상생활의 장애가 생긴다. 이중 특

히 건강과 우울 문제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노인들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하는 측면에서 해결해야할 우선

적인 과제로 부각되었다.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전반적인 육체

적 건강상태의 악화나 유병율의 증가와 같은 생물학적인 변화와 우울증 

경향의 증가와 같은 심리적인 측면의 변화를 겪게된다.  이 중 우울증은 

미국의 경우 1980년도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인구의 11.3%를 차지하

고 있으며, 정신과 초진환자의 1/4, 정신과 병동환자의 1/3을 점유하고 

있다고 발표되었다(이정균, 1988).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근래에 이르러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현대

사회에서 급증하는 질병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건강에 효과적

이라는 과학적 연구활동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중들의 운동참

여에 커다란 자극제가 되고있다(Cox, 1991). 실제로, 신체활동은 심폐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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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향상, 혈압의 감소, 비만의 방지, 근육기능의 향상 등과 같은 많은 이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화의 방지 및 노화에 따른 부정

적인 체력의 소유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게 된다(Saltin & Gollnick, 1983 

; Haskell, 1986 ; Astrand, 1987). 또한 신체활동은 정신건강 향상에도 긍

정적인 향을 미쳐 심리적인 안정과 정신적 행복감을 가지게 하고 

(Dishman, 1986 ; Morgan & Goldston, 1987), 불안수준의 감소와 우울증

상의 약화에 기여함으로써 부정적 정서를 안정된 정서상태로 전환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이 알려졌다(유진, 1993; 김귀봉과 윤기운, 1993; 육 숙, 

1994). 특히, 임상적으로 운동이 우울 증세를 감소시키는데 치료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울과 운동과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

구가 시도되었는데 우울증 감소에는 정신분석적 치료보다 운동요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임상적 결과가 보고되었다. McCullah 등(1988)은 운동과 우

울증세에 관련된 261개의 연구둘을 분석한 결과 운동이 우울증을 상당히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에 있어 초기증상의 우울증이나 약한 정

도의 우울증 대상자에게 모두 효과적인 치료법임을 제시하 다. 

지금까지의 연구 경향은 신체활동과 정신질환자를 중심으로 임상적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자발적인 건강행위실천의 일환으

로 운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동참여 여부에 따른 인지와 우울

에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건강한 생활양식으로의 태도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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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서울지역에 3군데의 시설(지역사회 복지관, 경로당, 구민회

관)을 이용하는 노인에 있어서 운동 여부에 따른 인지능력 및 우울의 관련

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인지장애와 우울장애에 다른 요인들을 구명하

고 이를 건강행위실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노인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

자 한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우리나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지능

력과 우울정도의 평균값을 분석한다. 

둘째,  운동여부에 따른 인지장애 평균점수의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운동여부에 따른 우울장애 평균점수의 차이를 분석한다.  

넷째, 운동여부별 점수로 구분한 인지능력 그리고 점수로 구분한 우울수

준을 파악한다.    

다섯째, 운동여부와 인지장애, 그리고 우울장애 여부의 위험율을 각각 분

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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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노 화 이 론 (Aging theories)

    노화의 이론은 크게 유전학적 이론, 손상 이론, 소모 이론, 점진적 불

균형 이론 등의 4가지 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유전학적 이론

    유전학적인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노화의 전 과정(출생부터 죽음)

이 유전인자들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라고 제안한다. 노화와 관계된 사항들 

즉, 사춘기와 폐경기는 각 세포의 계획된 생물학적 시계의 표시임을 말한

다. 이들 이론에서는 다른 노화에 관계된 사건들과 같이 인간 수명이 하나 

혹은 둘 이상의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유전인자(장수를 위한 유전인자)들에 

의해서 조절된다고 보고있다. 초기의 유전학적인 이론은 세포들이 만약 몸

체의 돌연변이, 염색체의 재정렬, 혹은 유전물질의 복제와 같은 것이 발생

될 때 실수가 있으면, 노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이 이론을 ‘실수-대변

동’이라고 한다. 이 이론이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Lints(1983)가 

말한 바와 같이, 그 실수-대변동 그리고 이에 관계 있는 이론들이 실험적

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다. 그렇지만, 이 이론의 다른 견해가 최

근에 제안되었다. 세포의 힘을 만들어 내는 미토콘드리아의 DNA 돌연변

이는 개개인의 생애를 통하여 생기고 그리하여 이것이 노화를 일으킨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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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다. 하나의 잘 알려진 유전학적인 이론에 근거를 둔 것은 Hayflick

(1977)에 의해서 공식화되어졌다. Hayflick limit 이라고 알려진 이것은 세

포들이 제한된 숫자에서 분열하고 재생산한다는 것과, 이 숫자는 유전학적

으로 이미 계획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그 세포의 생리적인 노

화는 세포의 핵내에 있는 유전학적인 물질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사춘

기가 지나면 반드시 중년기쯤에서 노화 과정이 온다. 그러나 이 이론에 대

한 논쟁은 이미 오래되었고, 점차적인 노화의 과정은 젊은이에게서 관찰된 

성장발달 과정과도 동일하지 않다. 비록 성장 발달은 유전인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환경적 요소도 작용하므로 유전학적 이론

에 극단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손상 이론

    손상 이론은 인체 내에서 발생된 화학적인 반응이 분자에서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개념에 근거를 둔다. 덧붙여서, 적지만 매

일의 화학적 손상은 숨쉬는 것에서부터 섭취한 음식이나 물질, 흡연, 혹은 

신체 스스로의 대사의 산물에서 발생된다. 이 손상 이론 지지자들의 주장

은 만약 화학적 손상을 적게 받는다면, 노화 과정은 늦추어지고 사람들은 

오래 살 것이라는 이론이다. Johnson(1985)은 “출생에서 시작하여 아주 미

세한 손상은 피할 수 없으며, 보편적이고 사방에 널려 있다” 라고 말했다. 

반복된 작은 손상은 결과적으로 복구되거나 반대로 기능 손실의 결과로 되

는 심각한 장애로 유도된다. 인체의 자연적인 복구과정(치유능력)은 노화와 

함께 압도되거나 혹은 비효과적으로 될 것이다. 만약, 그 복구과정이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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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복구하지 못하면 이는 결국 노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또한 기능의 

손상은 전 생애를 통해서 발생한다. 그러나 생리적인 체계에 있어서 충분

한 여유 때문에 지나친 정도로 기능이 손상되지 않는다면 이 체계의 손상

은 잘 발생되지 않는다. Johnson은 만약에 질병을 작은 손상이 축적되어 

형성된 불완전한 손상이라고 정의한다면, 원래 노화는 질병으로써 알려져 

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써 유리기(활성산소, free radical)라는 것이 있다. 유리기

(활성산소, free radical)는 신진대사 동안에 양산되는 화학적인 원소로서 

세포를 붕괴하거나 크게 움직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Free radical은 대사

과정 동안에 생산되는 화학적 요소들로 그것들은 세포질 사이에서 강한 반

작용을 일으키고, 매우 분열적이다. 비록 그것들이 생물체 내에 편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의 농축액은 mitochondria 속에서 모여 있다. 이는 에너

지(ATP)와 DNA를 함유하고 있고, 외부의 노출에 의해 산소 및 과산화수

소 등과 같은 화학적인 물질들과 결합되어 생성된다. 과도한 유리기는 세

포막과 DNA 막에 손상을 입힌다. DNA에 손상을 입힌다는 것은 효소를 

원활하게 하거나 효소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단백질을 합성하

는 세포의 능력을 변경할 수도 있다. 특히 신경속에서의 노화색소의 생산

과 심장의 근육, 조직, 연관 조직, 피부, 심장기능, 세포, 골격 등에서 쇠퇴

하는 변화들은 유리기에 의해서 향받은 DNA 변화나 혹은 세포내에서 

형성되는 radical 물질들에 의해 변화되는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유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화방지 혼합물을 인위적으로 이용

한다. 이런 산화방지 효소는 보통(Superoxide Dismutase)라 부른다. 이것은 

우리 인체내의 세포나 DNA를 보호하는 것으로 우리 몸에서 생성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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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이를 포함하고 있는 비타민 A, C 그리고 무기질, 아연, Selemium 등

은 음식물을 통하여 섭취된다.

    3) 소모 이론

   이 이론은 노화 과정을 기관(Organ)의 낡아짐으로 설명하고, 생물, 유기

체들은 기계(기관)가 계속 작동되다가는 낡아지게 되고 마침내 기능이 멈

춘다는 가정에 기초를 둔 이론이다.

   모든 이론은 신경이나 세포의 소멸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를 재생하

는 능력 상실은 기능적이거나 화학적인 소모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Alex. 1979). 예를 들면 피부, 위의 내피나 적혈구 등은 새로운 세포들이 

끊임없이 노화된 세포들에 대치되어 형성되고 있다.

   한편 수명 이론가(Rate of living)에 의하면 쥐나 생쥐와 같은 작은 동

물들은 말이나 사람에 비하여 단명하고, 높은 대사율을 가지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긴 수명과 낮은 대사율로 연결되는데, 그

러나 이것만으로는 노화과정을 설명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다.

    4) 점진적인 불균형의 이론

    점진적인 불균형의 이론은 뇌, 내분비선, 혹은 면역체계가 점차적으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노화가 초래된다고 설명한다. 그것들은 제기능을 다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 체계 내에서의 비효율성이 체계들 간에 불균형

을 이루면서, 각기 다른 정도(율)로 노화될 것이다. 중추신경과 신경내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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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체계는 세포의 기능과 기관체계의 조절자 혹은 통합자로서의 기능을 한

다. 면역체계의 기능이 떨어짐은 이 통제체계에 위협을 주고, 노인들을 많

은 형태의 질병에 잘 걸리도록 한다. 복잡한 협응력과 체계의 통합이 제기

능을 필요로 할 때 노화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많은 연구자들은 

노화방지를 위해 이들 통제체계를 잘 이해하면 이들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노화의 초기 이론은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조절(통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죽음이 발생한다고 진술했다. 통제 과정은 특

히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약화된다는 것이 많은 증거로 증명되고 있다. 

   다른 형태의 점차적 불균형 이론은 자가면역이론’ 이다. 이 이론을 지

지하는 사람들은 변화된 면역체계가 노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나타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정상적인 세포들과 함께 반응하고 그들을 파괴하고 혹은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작은 해로운 돌연변이를 구분하고 파괴할 수 없는 

항체들이 형성된다. 이것을 자가면역증이라고 하며, 이는 이중으로 치명적

이다. 왜냐하면 그 면역체계는 이 물질에 대하여 덜 보호적일 뿐만 아니라 

그의 주인도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이론에 따르면, 자가면역증은 

노화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 이런 이론들의 몇몇 양상은 다른 이론을 배제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상호 보완적이다. 즉, 면역체계에 관계된 하나의 유전인자는 아마도 결점을 

보일 것이다. 이는 유리기를 더욱 약하게 만들고 차례로 신경내분비선의 

면역 균형을 방해한다. 그리하여, 노화는 유전학, 손상, 소모 그리고 체계에 

관한 이론들 사이의 상호작용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이규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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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인과 우울 

  노화와 건강에 관한 연구에서 나타나는 여러 변수가 있는데 그 중 노

인의 질환과 관련된 주요변수 중 하나가 우울이다(Yong, 1997). 노인은 정

서적인 환경 조건 속에 살아가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신체적, 생리적, 행

동적 측면에서 변화를 보이며, 이로 인한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 등

에 따라 인간의 심리적 변화 중, 우울증은 인생의 후반기에 잘 일어나며

(이병준 등,1984), 노년기 전반에 나타나는 우울증은 노령에 따른 스트레스

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나타난 우울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보면 배우자부재, 종교

부재, 낮은 교육수준, 가족간의 낮은 애착정도이며 대화부재의 노인에서 우

울이 높고(이 란 등, 1998),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보다 우울이 더 심하다

고 하 으며 우울과 관련된 정서로는 희망없음, 개인의 평가절하, 불만족허

무함 등의 정서를 들었다(이종범, 1984).

신체적 질병, 배우자의 죽음, 경제 사정의 악화, 가족 및 사회적 고립은 

자가 간호 능력의 저하, 지난날의 회한 등을 초래하여 우울증 경향이 증가

하고, 불면증, 체중 감소, 무감각, 강박관념, 증오심 등의 구체적인 우울 증

세를 나타낸다(윤 진, 1997).

 그러나 노인들의 우울증은 다른 연령층의 우울 증상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평가 및 진단에 어려움이 따른다. 노인 우울환자가 주

관적으로 호소하는 기억력 감퇴와 인지장애는 젊은 환자군에서는 드문 현

상으로(Kahn 등, 1975) 노년기 우울증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우울증은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으나 우울증을 치매로 오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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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합병증으로 나타내는 우울증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정인과, 1984).

    3. 노인의 정서상태와 신체적 노화의 관계

  

    신체활동이 현대사회에서 급증하는 질병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소

시켜 건강에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연구활동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

며, 대중들의 운동참여에 커다란 자극제가 되고있다(이규문 등 1998; Cox, 

1991). 실제로, 운동은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신체적인 건강측면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이규문 등(1998)은 규칙적인 유산소성 운동이 심장병, 비만에 효

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력 및 심폐능력을 향상시키고, 피로회복, 수면에 

도움을 주며, 신체의 병이나 질환의 치료 또는 회복을 빠르게 한다고 하

다. 그리고 규칙적인 스포츠 참여는 고혈압과 당 대사의 이상을 조절하며

(옥정석, 1994), 수 프로그램 실시 후 노인여성과 중년여성의 혈청지질 반

응향상을 분석한 결과 규칙적인 운동이 심장질환과 관련있는L-cholesterol, 

LDL- cholesterol 그리고 tri-glycerides의 감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최은택, 고 환, 1995), 노인을 대상으로 한 Kahn 등(1990)의 연구

에서도 혈중콜레스테롤 감소, 혈중 중성지질농도의 감소 등에 의해서 심장

질환 발생률의 억제효과, 고혈압 방지 등과 같은 건강과 관련된 유사한 효

과를 보고하 다. 또한 57∼77세의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유산소성 운동

을 시킨 결과 심폐능력, 유연성, 신체민첩성, 근력, 근지구력, 균형감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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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향상되었고(Hopkin 등, 1990), 61∼81세 노인들의 걷기 운동이 안정시 

심박수, 혈압, 중성지방 등에서 대조군보다 실험군이 향상되었다(White-Hurst 

& Menendez, 1991). 이렇듯 신체활동은 심폐기능의 향상, 혈압의 감소, 비

만의 방지, 근육기능의 향상 등과 같은 많은 잇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화의 방지 및 노화에 따른 부정적인 체력의 약화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게 된다(Saltin & Gollnick, 1983; Haskell, 1986; Astrand, 

1987). 

게다가, 신체활동은 이러한 신체적․생리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향상에도 긍정적인 향을 미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행복감을 가지게 하

고(최종환 등, 1999; Morgan & Goldston, 1987), 불안수준의 감소와 우울증상

의 약화에 기여함으로써 부정적 정서를 안정된 정서상태로 전환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이 알려졌으며(육 숙, 1994; 유진, 1993; 김귀봉 등, 1993), 신체활

동이 성인들의 자긍심과 활력감 및 상쾌감을 증진시키고 불안, 노여움, 의

기소침, 긴강 등을 감소시키며(Sonstroem, 1984),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임상적 연구들은 유산소성 운동이 심리치료와 마찬가지로 우울증을 

경감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North 등, 1990). 이 가운데 우울

증은 가장 많은 자살의 원인이 되며, 회피, 비활동성, 무력감과 조절력 상

실 등으로 특징지워 지는데, 우울증에 빠지면 식욕부진, 심한 피로감, 불면

증, 신체적인 고통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정년퇴직, 배우자 사망과 같은 스

트레스 향과 신체적인 질병이나 죄의식 등에 의해 주로 발생되는 노년기

의 우울증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Morgan 등(1970)은 6주간의 운동을 실시한 결과 우울증 환자의 집단에

서 우울증이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보고했고, 40대 이상의 주부들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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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Farmer 등(1988)은 신체활동에 참여한 여성들이 신체활동에 거의 참

여하지 않은 때보다 약 2배정도의 우울증 감소 현상을 보인 것으로 보고하

으며, McCann과 Holmes(1984)가 우울증 여성을 대상으로 10주 동안 유

산소성 운동을 실시한 결과 참여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보다 현저하게 

우울증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래학춤이 우울감과 피로를 

감소시켰다(박인숙, 1995)고 보고되었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신윤희

(1997)의 연구결과 걷기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실험군이 불안-우울

요인, 활력요인에서 대조군과 유의한 차를 나타냈고, 9달 동안 1주일에 2회

의 운동프로그램에 참가한 60∼80세 노인들 중 70%가 프로그램 전보다 우울

증이 훨씬 줄어들었다고(Uson & Larrosa, 1982) 하 다. 참고적으로 노인

들의 경우 사회적인 일에 참여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우울증 비

교에서 사회적인 일에 참여하는 집단이 우울증이 적게 나타났고(McNeil, 

LeBlanc, & Joyner, 1991).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신체적 활동과 감정기능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가설인 운동에 의한 대뇌의 혈류, 신경호르몬, 엔

돌핀, 그리고 체온변화에 관계된 생리적 가설들과 기분전환, 환경 통제, 자

아개념의 변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인정 등과 관계된 사회심리학적 가설들

이 뒷받침하고 있다. Kalan(1977)은 이웃과 고립된 사람들이나 가족, 단체, 

친구 등 접한 사회집단이 없는 사람들의 질병 발생 빈도가  친 한 사회

집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높다고 하 고, 거동이 장애가 심할수

록 자신을 불쌍히 생각하는 정도가  심하다고 했으며, 질병과 쇠약은 심리

적 위측의 원인이 된다고 하 다(Carter, 1976).

   Reiter는 노인이 연령이 증가에 따른  신체적 쇠퇴가 정신적 감정적 상

태에 가져오는 변화를 알기 위하여 73세  이상의 여자노인을 대상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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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불안, 긴장, 우울, 행복감에 향을 미치는 향에 대해 조사하 다. 

6주간의 중증도의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운동 프로그램에 참석한 

노인이  참석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불안도가 훨씬  낮았으며 행복감이 

증진되었다. 따라서 중증도의  운동프로그램은 노인들의  정서상태에 있어 

서 유익한 것으로 나타났다.

    Hogan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5주간의 여름 수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참가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서 자기 효능성, 여가 만족도 등

을 밝혀낼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 노인의 신체활동과 정서상태는 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설향,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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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양천, 서초, 서대문 지역 구민회관, 은

평 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264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우리나라 일 군지역 대상의 방

문보건 재가복지 통합사업 (안양희, 장세진, 최균, 2000)에 사용된 도구를 

저자의 허락을 받고 일부문항을 추가한 것으로 인구 사회학적 특성 12 문

항, 노인의 정신건강상태 26 문항, 사회․심리적 특성 6 문항, 노인의 신체

적 건강 상태에 대한 12 문항, 운동참여 여부에 대한 14 문항으로 총 70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02년 10월 12일부터 2002년 10월 30일까지 18일 동안

이었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훈련된 3명의 조사원이 일대일 개인

면접으로 조사하 다. 방법을 이용하여 총 300명에게서 자료를 수집하 으

나 설문지를 검토한 후 성의 없는 응답을 보인 이유로 36 건을 제외하여 

최종 264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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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인지능력(정상, 인지장애)과  우울정도(정상, 우울

증)이다. 종속변수는 2개의 명목형 범주로 분류하여 측정하 다. 

  1) 인지기능 장애 평가도구 (MMSE-K)

  Marshal F.Folstein(1975)이 인지기능의 장애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권용철, 박종한(1989)이 한국실정에 맞게 표준화시킨 MMSE-K를 

사용하 다. MMSE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지기능장애 선

별검사도구로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간단하여 짧은 훈

련만으로 비전문가도 이용할 수 있다. 교육 유무에 따라 점수를 교정하

여 무학인 경우 4점을 추가하고 초등학교 중퇴인 경우는 2점을 추가하

다. 박종한, 고효진(1990)은 치매 유무를 이분법으로 판단할 때MMSE-K

의 절단점을 23/24로 잡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23점 이하를 치매의심집단으로 하고 24점 이상을  정상집단으로 규정하

다. Cronbach alpha값은 0.9237이다.

  

  2) 우울 장애 평가도구 (SGDS)

  Sheikh와 Yesavege(1983)가 기존의 GDS에 대한 진단적 타당도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GDS의 문항중에서 우울증상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문항 

을 15문항 선택해서 축소 제작하 다. 본 연구에서는 배재남에 의해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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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된 한국어판 SGDS를 이용하 고 만점은 15점 이며 절단점은 8점 이다. 

  3)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는 성별, 나이, 교육, 배우자 유무,  종교

여부 및 종류, 용돈의 액수, 의료 이용여부, 직업의 유무 등을 조사하 다. 

사회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적지지 정도, 사회적 지지의 요

구도를 조사하 고, 운동에 대해서는 운동여부, 운동횟수, 운동이 규칙적인

지, 운동장소와 시간과 비용을 조사하고 운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서는 개방형으로 응답하도록 하 다.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로 자신

이 평가하는 건강에 대한 염려도와 건강수준을 조사하 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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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에 사용된 변수 및 내용 

변      수 세 부 내 용 측 정 수 준

일반적 특성

 

성별 1. 남 2. 여

연령 1. 70세 미만 2. 70세 이상

학력 1. 무학 2. 국졸 3. 중졸 4. 고졸이상

배우자 1.유 2. 무

종교 1. 무교 2. 불교 3. 기독교

종교활동
1. 참여하지 않는다 2. 열심히 참여한다 
3. 형식적으로 참여한다

의료보장형태 1. 의료보험 2. 의료보호

가족 및 친척사항
1. 형제  2. 자녀  3. 손자, 손녀 4. 며느리
5. 사위  

용돈
1. 10만원 이하  2. 11만원-20만원 
3. 21만원-40만원  4. 40만원 

용돈의 출처
1. 자녀  2. 본인의 재산소득 
3.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  4. 연금  

정신적

건강상태

인지검사
  MMSE-K

  (총 30점)

1. 24점 이상 ( 정상 )

2. 23점 이하( 인지장애 )

우울검사
  SGDS

  (총15점) 

1. 1점-7점 ( 정상 )

2. 8점이상 ( 우울 )

사회적지지

만족도

지역사회 단체 / 공공기관 1.만족  2.보통  3. 불만족

친척 / 가족 1.만족  2.보통  3. 불만족

이웃 1.만족  2.보통  3. 불만족

필요로할 때 도움을 청할 

대상
1.자녀,손자,손녀  2. 남편  3. 이웃

위로받고 싶은 사람 1.자녀,손자,손녀  2. 남편  3. 이웃

가장 필요로한 도움 3가지 

1. 집안일 돌보기  2. 병간호  3. 옷/음식/물건

4. 생활비,용돈  5. 물건,돈 빌리기  6. 긴급도움

7.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의논상대 

8. 편안한 말상대, 위로가 되는사람 

   * MMSE-K : 인지기능 장애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

   * SGDS : 우울장애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                                 표 계속



- 20 -

                                                                 

표 2. 분석에 사용된 변수 및 내용 

변      수 세 부 내 용 측 정 수 준

건강행위

음주

음주여부

평균음주횟수

음주기간

0. 마신다  1. 안마신다

  주     번

  약     년

흡연

흡연여부

흡연횟수

흡연기간

금연 

0. 피운다  1. 안피운다

  약   개피/일

  약     년

1. 예      2. 아니오

체중의 변화

(3개월전과 비교)
1. 변화가 없다  2. 체중 감소  3. 체중 증가

평균 수면시간 1. 5시간 이하   2. 6시간 이상 

운동참여도

 운동여부
1. 규칙적으로 한다  2. 불규칙적으로 한다 

3.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운동의 종류 1.등산  2.조깅  3. 수 ,헬스,에어로빅

 운동시 이용장소
1.구민회관  2.스포츠쎈타  3. 공원,학교 운동장

4. 산

 운동 빈도            주     회 

 운동 시간            시간    분

 운동을 한  기간            년     개월

 운동시 드는 비용                        만원

건강상태인지

주관적 건강상태

1. 다른 노인에 비해 건강하지 못하다

2. 다른 노인과 비슷하다

3. 다른 노인보다 건강하다

건강염려정도

1. 걱정하는 편이다

2. 보통이다

3. 걱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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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운동여부의 재분류

   주관적인 운동참가의 여부를 객관화하기 위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노인들만을 선별하 다. 1시간당 소비되는 칼로리 kcal/h는 등산이 600 

~1080, 산보는 120~300, 빨리 걷기는  360~420, 수 (자유형)은  360~500가 

소모되는데, 연구 대상자가 등산은 2시간 이상 주 1회 실시할 경우 규칙적

으로 운동을 한다라고 보고 수 , 헬스, 에어로빅, 조깅은 30분 이상 주 3

회 실시하여 1주일에 1,200kcal를 사용할 경우에 노인을 규칙적인 운동군으

로 보았다(표 3). 

  표 3. 운동여부의 재분류(Ⅰ)

  

운동종목 불규칙적으로 한다 규칙적으로 한다 수 (%)

수

조깅

헬스

에어로빅

횟수

/

시간

 주1-2회 주3회  이상

     (%)

  10-20분  30분 이상

등산

횟수

/

시간

한달에 4번 미만 주 1회이상
     (%)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수 (%)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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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구 및 분석의 틀

본 연구의 틀은 다음과 같다(그림 1).

독립변수
                

운동참가 여부일반적 특성

분산
분석

t-test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종교, 용돈

직업유무

의료이용

사회심리적특성

신체적건강상태

규칙적 운동

참여그룹

운동

비 참여그룹

 chi-square

t-test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종속변수

인지능력

우울정도

그림 1. 연구 및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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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석 방법

교육수준 등의 계수형 자료와 연령 등의 계량형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

하 으며, 입력된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로 분석하 다.

첫 번째 단계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인지 지각력, 우울의 

역별 변수들에 대하여 각각 기술통계량을 계산하 다.

두 번째 단계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지장애과 우울장애의 평균값에  

유의한 차이에 대하여는 t 검정과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세 번째 단계로, 운동여부에 따른 인지장애의 평균값에 차이에 대하여 t 

검정과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네 번째 단계로, 운동여부에 따른 우울장애의 평균값에 차이에 대하여 t 

검정과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마지막 단계로, 인지와 우울장애 요인에 대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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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의 유무, 종

교, 용돈수준을 조사하 다(표 4).

대상자는 모두 256명으로 연령별 분포를 보면 평균연령은 70.5세이며 

최저는 65세, 최고는 89세이었다.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가 126명으로 배우자

가 있는 대상자 130명과 비슷하 다. 교육수준은 53명(20.7%)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종교는 기독교가 132명(51.56%)로 가장 

많았다. 월 평균 용돈은 평균 320,000원으로 최저 1만원에서 최고 150만

원까지의 분포를 보 다. 면접장소로는 구민회관이 73명(41.71%)이 가장 많

은 설문에 참가하 다. 직업은 239명(93.36%)이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

며 용돈은 152명(59.38%)이 자녀로부터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형제, 자녀,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의 수를 알아보았다. 형

제가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19명으로 약 7%를 차지하 다. 자녀는 202명

이 1명 이상 있다고 응답하 으며, 이 중 61%가 2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손자 손녀는 총 170명이 있다고 응답하 고 며느리는 101명, 그리

고 사위는 69명이 있다고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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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수         %

           

성별

 남자           42 16.4

 여자          214         83.6

 연령

65부터70세미만 123 48.1

70세 이상 133 51.9

교육수준

무학 53 20.7

초등졸 81 31.6

중졸 65 25.4

고졸 이상 57 22.3

배우자 

 유 130 50.8

   무 126 49.2

종교활동

없음 56 21.9

불교 68 26.6

기독교,천주교 132 51.6

의료보장형태

 의료보험 236 92.2

 의료보호(1,2종) 20 7.9

용돈

10만원 이하 65 25.4

11-20만원 66 25.8

21-40만원미만 63 24.61

40만원 이상 62 24.2

용돈의 출처

자녀 152 59.4

본인의재산소득 73 28.5

생활보호지원금 17 6.6

연금 14 5.5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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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대상자의 사회적지지

연구의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의 대상자와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고 싶

어하는 사람으로서 자녀가 68%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 라는 대답이 68%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표 5).

표 5.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만족도  

사회적 지지          수         %

 사회적만족도

 지역사회단체
 /공공기관

 만족    174  68.0

 보통     63 24.6

 불만족   19 7.4

 친척/가족

 만족    190 74.2

 보통     49 19.1

 불만족   17 6.7

 이웃

 만족    142 55.4

 보통     97 37.9

 불만족   17 6.6

 필요할 때 도움
 
 을 청한 대상

자녀/손자/손녀 174 68.0

남편 42 16.4

이웃 40 15.6

위로받고싶은사람

자녀/손자/손녀 175 68.4

남편 37 14.5

이웃 44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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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대상자의 건강관련행위와 운동 실태

  노인들의 건강관련행위(health-related behavior)는 건강 수준 및 삶의 질

에 적지 않은 향을 준다. 우선 음주의 경우 전체 149명(58.2%)이 술을 마

신다고 응답하 고 전혀 마시지 않는 경우는 107명으로 41.8%이 다. 

  현재 흡연자는 66명으로 하루 평균 흡연량은 9.4(표준편차 4.6)개피 으

며 20개피 이상인 경우도 1명 있었다. 3개월 전 비교 체중변화 여부에 대

해선 171명이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하 으며, 61명이 체중이 감소하 다고 

응답하 고 24명은 반대로 체중이 늘었다고 하 다. 평균 수면시간은 6.1시

간(표준편차 1.4)이었고, 시간별 분포는 5시간 미만이 83명으로 32.4%가량

이 수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 대상자의 건강관련 행위의 분포      

  운동여부를 살펴보면, 규칙적으로 한다라고 대답한 노인이 132명으로 

51.7% 고 운동을 하지 않는 노인은 80명으로 31.3%를 나타냈다. 실시중인 

   구  분             내  용 수*       %

 음주상태 음주 149 58.2

비음주 107 41.8

 흡연상태 흡연 66 25.8

비흡연 190 74.2

 체중변화 변화없음 171 66.8

체중감소 61 23.8

체중증가 24  9.4

 수면 5시간 미만 83 32.4

5시간 이상 173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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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종류는 등산은 21.1%, 조깅은 26.3%로 이용하는 장소는 주로 학교 

운동장과 공원이 28%, 산이 20.6%를 보 다.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노인이 

73%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조사 대상자의 설정에서부터 비롯된 결과라 본

다. 운동시 드는 비용은 평균 2만원이고 최고 비용은 16만원 이 다. 운동

을 참여한 기간에는 최소 1개월이고 최대는 41년이었다. 운동에 관한 질문 

중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몸이 불편하다라는 대답(22명)이 가장 많았

고 평소에 활동이 운동이다(16명), 귀찮아서(14명) 할만한게 없다(5명), 시

간이 없어서(3명)라고 응답하 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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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대상자의  운동 변수의 분포 

 

변 수      구 분          수         %

           

운동실시여부

규칙적으로 한다          132  51.6

불규칙적으로 한다           44         17.2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80         31.3

실시중인

운동종류 등산    37 21.1

조깅    46 26.3

 수 , ,헬스 , 에어로빅    92 52.6

일주일동안 

운동횟수      주1회    15  8.6

     주2회    15  8.6

        주3회           65         37.1

     주4회    31 17.7

       주5회    14  8.0

       주6회           16          9.1

     매일    19 10.9

운동시이용장소

    구민회관           73        41.7

   스포츠센터           17         9.7

  공원,학교운동장           49        28.0

        산           36        20.6

1회운동지속시간 

     10-20분     14 9.6

     30-50분          108        61.4

     1시간 이상           18        10.2

     2시간 이상           30        17.0

     3시간 이상            6         3.4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몸이 불편하다           22        36.7

평소활동이운동           16        26.7

귀찮아서           14        23.3

할만한게없다            5         8.3

시간이 없다            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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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구대상자의 인지와 우울장애

  정신적 건강상태는 인지점수와 우울점수로 평가하 는데, 인지상태는 24

점 이상이면 정상, 23점 이하는 인지장애 상태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상

태가 양호함을 의미하며, 우울은 0-7점은 정상, 8점 이상은 우울 상태로 점

수가 낮을수록 정서상태가 양호함을 의미한다(표 8). 

  표 8. 인지와 우울의 정상군과 장애군의 분포 

       구  분 수 %

 인지상태 

    정상(24-) 135 52.7

     인지장애(-23) 121 47.3

 인지상태점수(평균:표준편차) 22.8 5.1

 우울수준

    정상(0-7)  203 79.3

     우울(8-) 53 20.7

 우울수준점수(평균:표준편차) 5.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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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상자의 주요변수에 대한 동질성

  1) 일반적 특성과 MMSE-K 와 SGDS 점수 

일반적 특성이 MMSE-K 점수 변화에 관계하는지 알아본 결과 연령, 배

우자 유무, 의료보장형태, 교육, 종교, 용돈, 직업, 사회적 지지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t 검정과 ANOVA를 이용하여 어느 군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 본 결과,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70세 미만보다 

점수가 높았다(p=0.0001).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있을 때 높은 점수를 보

고, 의료보장형태에서도 의료보험가입자가 높은 점수를 보 다. 교육수준

은 교육을 받은 경우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대상노

인의 용돈 지출에 있어서는 월 평균 용돈이 10만원 이상에서 20만원이하의 

경우 가장 점수가 높았고 소득에 있어서 연금을 받는 경우 높은 점수를 보

으며 매우 유의했다(p=0.0001). 사회적 지지에서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한 

대상에는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높은 점수를 보 다(표 9). 

일반적 특성이 SGDS 점수 변화에 관계하는지 알아본 결과 배우자 유

무, 의료보장형태, 교육, 용돈, 사회적 만족도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 다. t 검정과 ANOVA를 이용하여 어느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는지 비교를 해 본 결과, 사별한 경우 높은 점수를 보 고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했으며(p=0.0001), 의료보장형태에서도 의료보호대상자가 높은 점수를 

보 다. 교육수준은 낮은군이 높은군에 비해 우울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했다(p=0.0001). 용돈 지출에 있어서는 월 평균 용돈이 10만원 이하

가 가장 높았으며 소득에 있어서 생활보호 대상자 군이 높은 점수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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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교에서는 무교나 불교보다 기독교 또는 천주교인이 우울점수가 낮았

으며 유의했다(p=0.02). 사회적 만족도에서는 불만족 할 수록 높은 점수를 

보 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대상에서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높은 

점수를 보 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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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일반변수에 따른 인지지표점수의 평균값과 우울지표점수 평균값의 차이 

                                                         

                                                                    표 계속

변  수 구 분
인원 인지점수

p값
우울점수

p값
수(%)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연    령 65∼69 123(48.1) 21.1±5.1 0.0001 5.5±2.9 0.3015

70∼89 133(52.0) 24.4±4.5 5.1±2.8

성   별 남자  42(16.4) 21.9±5.6 0.2048 5.7±2.7 0.3677

여자 214(83.6) 23.0±5.0 5.2±2.9

배우자의 유 130(50.8) 24.8±4.3 0.001 4.6±2.8 0.0001

유무 무 126(49.2)  20.7±5.0   6.0±2.7

의료보장형태 의료보험 236(92.2) 23.2±4.8 0.001 5.0±2.7 0.0001

의료보호   20(7.8) 17.6±6.0 8.5±2.8

교육수준 무학-국졸 134(52.3) 20.5±5.2 0.0001 6.0±2.8 0.0001

중졸이상 122(47.7) 25.3±3.6 4.5±2.8

 종   교 없음 56(21.9) 22.4±5.3 0.0003 5.2±2.8 0.0249

불교 68(26.6) 21.0±5.6 6.1±2.4

기독교,천주교 132(51.6) 24.0±4.4 5.0±3.0

종교참여도 참여하지않는다 84(32.8) 22.4±5.4 0.3076 5.6±2.8 0.1197

열심히참여한다 84(32.8) 22.5±5.4 4.8±3.0

형식적참여한다 88(34.4) 23.5±4.5 5.5±2.7

용   돈 20만원 이하 131(51.2) 21.2±5.3 0.0001 6.1±3.1 0.0001

21만원 이상 125(48.8) 24.4±4.4 4.5±2.4

용돈의출처 자녀 152(59.4)  21.6±5.1 0.0001  5.8±2.7 0.0001

본인재산소득  73(28.5)  25.9±3.0  3.8±2.3

 생활보호지원금 17(6.6) 17.4±5.0 8.3±3.1

       연금 14(5.5) 26.1±2.8 4.5±2.7

직    업 있다  17(6.6) 18.5±4.4 0.0003 5.3±3.4 0.0003

없다 239(93.4) 23.1±5.0 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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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일반변수에 따른 인지지표점수의 평균값과 우울지표점수 평균값의 차이 

  

변  수 구 분
인원 인지점수

p값
우울점수

p값
수(%)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흡   연 피운다  66(25.8) 22.7±5.3 0.9034 6.0±2.8 0.9034

전혀안피운다 190(74.2) 22.8±5.0 5.1±2.8

음   주 한다 149(58.2) 22.5±4.8 0.2950 5.1±2.9 0.2950

안한다 107(41.8)   23.2±5.5   5.6±2.7

위로받고 자녀/손자/손녀  174(68.6) 22.1±5.2 0.0001 5.4±2.5 0.0001

싶은사람 남편 37(14.5) 26.2±3.0 3.6±2.8

이웃  44(17.2) 22.8±5.2 6.5±3.4

지역사회/
공공기관 
만족도

만족 174(68.0) 22.5±5.0 0.4413 5.3±2.9 0.4413

보통  63(24.6) 23.2±5.8 4.9±2.7

불만족 19(7.4) 23.9±4.3 6.6±2.3

친척/가족
에 대한 
만족도

만족 190(74.2) 23.1±5.1 0.2152 4.7±2.5 0.2152

보통  49(19.1) 21.9±5.0 6.3±2.8

불만족 17(6.6) 21.7±5.2 9.1±3.1

이웃에대한
만족도

만족  142(55.5) 22.7±5.0 0.6499 4.7±2.8 0.6499

보통  97(37.9) 22.7±5.0 5.7±2.6

불만족 17(6.6) 23.1±5.0 7.7±2.8

 필요로할  
 때도움을  
 청한대상

남편  42(16.4) 26.7±2.6 0.0001 3.6±2.4 0.0001

기타 214(83.6) 22.0±5.1 5.6±2.8

건강상태   건강하지 못하다  64(25.0) 23.8±4.7 0.1627 5.2±2.9 0.8256

다른노인과비슷하다  61(23.8) 22.4±5.3 5.2±2.6

     건강하다 131(51.2) 22.4±5.2 5.4±3.0

건강염려 걱정하는 편이다  103(40.2) 23.9±4.8 0.0149 4.9±2.5 0.1056

    보통이다  74(28.9) 21.8±5.4 3.6±2.8

걱정하지 않는다  79(30.9) 22.3±5.1 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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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동여부의 재분류

  대상자의 규칙적인 운동참가 여부는 운동을 하는 인원은 61명으로 23.8%

고 운동을 하지않는 인원은 195명으로 76.2% 다. 노인들의 운동프로 그

램 작성시 하루 칼로리 섭취량의 10%에 해당하는 열량소모량을 기준으로 

하 을 때 노인이 인지하는 운동에 보다 실질적인 운동참여는 낮았다.

  표 10. 운동여부의 재분류(Ⅱ)

  

운동종목 불규칙적으로 한다 규칙적으로 한다 수 (%)

수

조깅

헬스

에어로빅

횟수

/

시간

 주1-2회 주3회  이상

  138 (78.9%)

  10-20분  30분 이상

등산

횟수

/

시간

한달에 4번 미만 주 1회이상
   37 (21.1%)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195(76.2) 61(23.8)

   3) 운동에 따른 MMSE-K 와 SGDS 점수의 차이 

운동 여부가 MMSE-K 점수 변화에 관계하는지 알아본 결과 표 11에서

와 같이 운동 참여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인지장애 평균점수가 높

으며 수준에서 유의했다(p=0.0416). 우울장애 평균점수에서는 운동 참여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우울장애 평균점수가 낮고 매우 유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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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 다(p=0.0002). 운동의 종류에서는 조깅을 하는 노인이 인지점수가 

가장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275)(표 11). 

   

표 11. 운동실시의 규칙성 ,종류, 장소에 따른 인지와 우울점수의 차이

변  수 구 분
인원

수(%)

인지점수
p값

우울점수
p값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운동여부      안한다 195(76.2) 22.4±5.2 0.0416 5.6±3.0 0.0002
      한다 61(23.8) 24.0±4.5 4.3±2.2

운동종류      등산 37(21.1) 21.4±5.2 0.0275 5.4±3.1 0.8968

     조깅 46(26.3) 24.0±4.7 5.3±3.1

   수 ,헬스

   에어로빅
92(52.6) 21.7±5.4 5.2±2.6

운동장소     구민회관 73(41.7) 21.5±5.6 0.1079 5.2±2.5 0.9887

   스포츠센타 17(9.7) 20.6±4.8 5.3±3.3

  공원/운동장 49(28.0) 23.7±5.0 5.3±3.0

      산 36(20.6) 21.6±4.9 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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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운동참여 그룹별 일반적 특성의 관련성

 

   1) 운동참여 그룹별 일반적 특성 변수의 관련성 

일반적인 변수와 운동참여 여부에 따른 2개의 그룹별 관련성을 알아보

고자 일반적 특성 가운데 상관성이 유의한 변수와 2개의 그룹을Chi-Square

로 분석 하 다(표 12).

유의한 변수로는 교육(p=0.0449)과 종교의 종류, 종교 참여도에서 유의

한 결과를 보 다(p=0.0.97, p=0.0239).

표 12. 운동 참여 그룹별 일반적 특성 변수의 관련성

 

변  수 구 분
비참여 참여

 χ2 값 p값
수(%)       수(%)

연    령 65∼70미만  91(46.7) 32(52.5) 0.6 0.4294
71이상∼89 104(53.3) 29(47.5)

성   별 남자  31(15.9) 11(18.1) 0.2 0.6943

여자 164(84.1) 50(819)

배우자의유무 유 97(49.7) 33(54.1)  0.4 0.5527

무 98(50.3)  28(45.9)

교육수준 무학 47(24.1)  6(9.8)  8.1 0.0449

국졸 63(32.3) 18(29.5)

중졸 47(24.1)  18(29.5)

고졸이상 38(19.5)  34(31.2)

  종   교      없음 49(25.1)   7(11.5)  6.5 0.0397

     불교 53(27.2)   15(24.6)

기독교,천주교 93(47.7)  39(64.0)

종교참여도 참여하지않는다 71(36.4) 13(21.3) 7.5 0.0239

열심히참여한다 56(28.7) 28(45.9)

형식적참여한다 68(34.9) 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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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동참여 그룹별 주관적 건강상태의 관련성

 운동여부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와 건강염려의 정도에 관하여는 주관

적 건강인식이 운동참여 군이 비참여 군보다 건강에 대해 긍정적이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p=0.0148)(표 13).

표 13. 운동참여 그룹별 주관적 건강상태의 관련성

변  수 구 분
비참여 참여

 χ
2 값 p값

수(%)       수(%)

건강상태 건강하지못하다 57(29.2) 7(11.5)   8.4 0.0148

비슷하다 46(23.6) 15(24.6)

건강하다 92(47.2) 39(63.9)

  건강염려      걱정한다  81(41.6) 22(36.1)   0.7 0.7096

보통이다  56(28.7) 18(29.5)

걱정하지않는다  58(29.7)   21(34.4)

  3)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인지와 우울의 관련요인

인지와 우울의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자 인지장애와 우울 장애를 종속

변수로 하고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운동참가여부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으

로는 연령은 OR이 0.21(0.108-0.423, 95% CI), 배우자의 유무는 OR이

3.26(1.634-6.506, 95% CI), 용돈은 OR이 0.3(0.154-0.566, 95% CI), 교육수준

은 OR이 0.29(0.147-0.577, 95% CI), 주관적 건강상태는 OR이 0.35(0.157- 

0.759, 95% CI) 으며, 모두 유의했다. 70세 이상이,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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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긍정적일수록 인지장애 위험도가 

낮았다(표 14). 

표 14.  인지장애 유무와 관계 있는 변수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CI : Confidence Interval

변수             OR 95% *CI

운동 참가 0.66 0.189-2.266

비참가    1

성별 여성 1.06 0.447-2.526

      남성         1

연령 65-69세 1

70세이상 0.21 0.108-0.423

배우자  유 1

 무 3.26 1.634-6.506

용돈 21만원 미만 1

21만원 이상 0.30 0.154-0.566

교육
국졸이하 1

중학교 이상 0.29 0.147-0.577

종교
무교 1

불교 2.40 0.951-6.0754

   기독교 0.78 0.340-1.804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하지못하다 1

건강하다 0.35 0.157-0.759

  건강염려정도
걱정한다 1

걱정하지않는다 0.56 0.244-1.284

 

 필요를 청한 대상 남편,가족 1

이웃 2.22 0.760-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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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장애는 운동을 하지 않는 노인이 OR이  3.7(0.07-0.989, 95% CI), 

용돈이 적을수록 OR이 2.95(0.117-0.979, 95% CI)로, 우울 장애 위험요인이 

높았다(표 15). 사회적 지지에서는 “만족한다”에는 2점, “보통이다”에는 1

점, “불만족이다”에는 0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낮은 우울 장애 위험도를 

보 다(OR=0.46; 0.311-0.681, 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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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우울장애 유무와 관계있는 변수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OR          95% *CI

운동 참가 1

     비참가 3.70 0.070-0.989

성별 여성 1

      남성 0.79 0.344-4.703

연령 65-69세 1.37 0.264-2.014

70세이상 1

배우자  유 0.49 0.663-6.179

 무 1

용돈 21만원 미만 2.95 0.117-0.979

21만원 이상 1

교육 국졸이하 2.93 0.103-1.130

중학교 이상 1

종교
무교 1

불교 0.561 0.144-2.194

   기독교 0.771 0.217-2.741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하지못하다 1

건강하다 0.415 0.131-1.315

  건강염려정도 걱정한다 1

걱정하지않는다 0.519 0.161-1.675

 필요로한 도움 남편,가족

이웃 2.918        0.271-31.461

사회적 지지점수 높을수록 0.460 0.311-0.681

    * CI : Confidence Interval 

     변수설명 : 사회적 지지점수 만족=2점, 보통=1점, 불만족=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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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본 연구는 65세 이상의 노인 256명을 대상으로 운동의 참여와 인지능력 

및 우울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운동 참여군과 비참여군으로 나누어 집단

간에 MMSE-K 점수와 SGDS점수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양천, 서초, 서대문 지역 구민회

관, 은평 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264명을 대상으로 

하 고, 조사도구는 강원도 횡성군 보건소에서 실시된 방문보건ㆍ재가복지 

통합시범사업(2000년 7월 - 2002년 12월)에서 사용된 평가도구를 운동관련 

질문사항을 추가하여 사용 다. 인지장애 점수는 권용철, 박종한(1989)이 

한국실정에 맞게 표준화시킨 MMSE-K를 사용하 고 우울장애 점수는 배

재남에 의해 표준화된 한국어판 SGDS를 이용하여 주관적 우울정도를 평

가하 다. 자료수집기간은 2002년 10월 12일부터 2002년 10월 30일까지 18

일 동안이었으며,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로 분석하 다.

 그동안 인지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여러 가지 인지

상태 검사법이 개발되어 왔다(Aron 등, 1986). MMSE-K는 점수의 단일합산

(single summed score)으로 평가되는 도구로 민감도가 낮고,(63%)(Alon, 

1986), 위음성 양성반응률이 각 53.0%와 43.0%이었다(Pfeffer E, 1986). 또한 

인지기능의 이상유무는 알 수 있으나 인지기능 가운데 단일항목에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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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 다른 항목에서 보상될 수 있으므로 비정상적인 인지항목이 있

음에도 정상적으로 판정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Alon, 1986). SGDS는 

간편하고 신뢰롭게 우울증환자를 선별하는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

학적 변인의 분석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아 전체 노인의 특성을 민감하게  

반 하지 못하 다. 후속 연구에서는 남,녀 비율을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

겠다. 

 운동이란 심혈관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신체적 활동으로 1회 20-60분

의 유산소성 운동을, 최고 심박수의 60-90% 강도로, 일주일에 3-5일씩 규칙

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1990). 운동은 준비운동, 본 운동, 정리운동 순으로 실시된다(Blake, 1992). 

  노인들을 위한 적절한 운동강도․시간․빈도는 개인의 유산소성 능력 

및 개인의 의학적 건강상태를 진단한 후에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첫째, 체력과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강도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운동

강도를 정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목표심박수, 운동자각도, MET(운동부하

검사 이용) 등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목표심박수 이

용법이다. 또한 운동시간은 1일 보통 30∼60분 정도를 권장하고 있다. 참고

적으로 노인들의 운동 Program 작성시 이들의 하루 칼로리 섭취량의 10%

에 해당하는 열량소모량을 기준으로 한다. 운동빈도는 주 3∼4회 정도가 

효과적이다. 이는 경우에 따라 주 1회 혹은 4회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인지하는 운동에 관한 의미가 매우 주

관적이기 때문에 객관화 하기 위한 구분이 추가로 필요하여 등산은 주1회 

이상 2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수  및 기타 운동프로그램은 주3회 30분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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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대상의 연령 분포는 70세-89세가 51.9%로 가장 높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강혜 과 김수미(1996)의 연구에서 나타난 80세 이상  연령군

이  도시노인의 경우 16.7%로 나타난 결과와 비슷하며, 성별분포는 본 연

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4배 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의 전

국 노인생활 실태조사에서 여자노인이 63.1%, 남자노인이 36.9%로 나타난 

결과보다 여성의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에 있어서는 무학

이 20.7%로 김정아와 정승교(1997)의 연구결과 문맹률 43%와 김문환과 남

철현(1997)의 문맹률 16.5%보다 낮았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의 

조사에서 나타난 전국노인의 문맹률 29.2%와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 다. 

결혼상태에 있어서 유배우자가 50.8%로 선행연구들(김춘강, 1997;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998)의 유배우자 과반수 이상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

었다. 용돈액수는 한달용돈이 11만원에서 20만원인 경우가 25.8%로 가장 

많았고, 없거나 10만원 이하인 경우 25.4%로 나타나 서인선(2000)의 연구결

과에서 도시노인의 용돈 10만원 이하 27.1%보다는 낮으므로  경제적으로 

양호하 다.

 본 연구에서 운동참여자와 비 참여자간의 주관적인 상태가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냄으로써(p=0.0148) 운동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

를 보여준다. 특정 개인이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지정도는 

생활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중에 하나라는 사실은 많은 연구를 통해 입

증되었다(Spreitzer & Snyder, 1974; Mancini & Orthner, 1980; Zautra & 

Hempel, 1984). 노인이 지각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건강행위가 더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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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 이유는 건강상태에 대한 자기평가가 좋을수록 자기결정과  내적 

동기가 강화되며 결과적으로 건강문제에 대한 능력감이 증가하고 이는 건

강행위에 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김 희, 전정자 1996).

한편, 운동 참여가 인지장애와 우울 성향에 매우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노인을 대상으로 걷기운동 프로

그램을 실시한 결과, 실험군이 불안-우울요인, 활력요인에서 대조군과 유의

한 차를 보 고(신윤희, 1997), 신체활동을 실시한 노인들이 신체화, 강박

증, 우울, 공포불안에서 실시하지 않은 노인들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김설

향, 1987), 9개월 동안 1주일에 2회의 운동프로그램에 참가한 60∼80세 노

인들 중 70%가 프로그램 전보다 우울증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보고된 연구내

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스포츠활동 참여유

무에 따른 우울 증상에 대한 연구(김송희, 1996)에서 스포츠에 참여한 집단

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보다 우울 증상이 낮은 수준을 보인 결과와 일치하

으며, 장기간의 운동이 우울(의기소침)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Greist 

등(197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 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최종환, 1999)

의 여가스포츠활동 참여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증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여가스포츠활동 참여자와 비참여자간의 우울증에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

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 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가정은 우울증을 측

정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간이나 연구대상자의 운동능력수준을 어떻게 정의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운동참여는 우울 성향에 매우 긍정적이며 유

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신체적 활동과 정서기능

의 관계는 운동에 의한 대뇌의 혈류, 신경호르몬, 엔돌핀, 그리고 체온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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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계된 생리학적 가설들과 기분전환, 환경 통제, 자아개념의 변화, 사회

적 상호작용과 인정 등과 관계된 사회심리학적 가설들과 관련이 있다(최종

환 등, 1999). 또한 배경변인에 있어서 배우자, 교육수준이 좋을수록, 주관

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인들의 인지기능 및 우울증에 매우 중요한 요인

임을 밝히고 싶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성향이 

낮다고 나타난 결과는 Gallo(1994)의 연구와 일치하 으며, 수입에 따라 우

울 성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도 구성수 등(1995)이 용돈

이 적을수록 우울의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고 보고한 내용과 일치하

는 것이었다. 또한 직업유무에 따라 우울증에 차이가 있다고 나타난 본 연

구결과는 내용은 직업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우울군 비율이 

낮다고 보고한 구성수 등(1995)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운

동의 수준, 즉 운동의 강도나 빈도, 그리고 운동의 유형에 따라 노인들의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에 각각 다른 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최종환 등, 1999). 따라서 이와 같은 요인들과 관련지어 계속적인 연구

는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운동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분석해 본 바와 같이, 운동참여가 노인들의 우울 

성향을 감소시키며,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고 또한 신체적인 건강

과 우울 성향이 매우 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무엇보다도 노

인들의 적극적인 운동활동 참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노인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의 개발과 노인들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운동을 하므로 정서상태가 향

상되었는지, 정서적으로 건강한 노인이 운동을 주로 참여하는지에 대한 선,

후를 명확히 구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단면적인 연구설계에



- 47 -

서 나온 것으로 연구결과 해석시 주의가 요구되며, 앞으로 체계적인 운동 프로

그램의 개발 및 효과에 대한 전향적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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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노인들의 규칙적인 운동참여 여부에 따른 인지와 우울에 상관

관계를 알기 위한 단면연구이다. 서울지역에 3군데의 시설(지역사회 복지

관, 경로당,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남녀 노인을 모집단으로 설

정하여 편이 표집한 256명(남:42명,여:214명)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자료수집기간은 2002년 10월 12일에서 30일까지 으며, 자료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분율과 산술평균, t-test, 분산분석, 상관분석,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이 높을

수록, 배우자가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평균 인지장애점수는 높고 우울점

수는 낮았다.

둘째,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다라고 생각할수록 건강에 대한 태도가 적

극적이고 규칙적인 운동참가를 하 다.

셋째,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지장

애의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4).

넷째,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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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p=0.0002).

다섯번째, 배우자의 유무,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와 규칙적인 운동에 

따른 인지장애 평균점수의 차이가 유의하 다(p<0.05).

여섯번째, 인지장애를 정상군과 장애군으로 구분하 을 때 규칙적인 운

동을 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비차비(OR)가 0.66이 으나 유의

하지는 않았다(0.189-2.266, 95% CI).

일곱번째, 우울장애를 정상군과 장애군으로 구분하 을 때 규칙적인 운

동을 하지않는 사람이 운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 비차비(OR)가 2.95이고 매

우 유의하 다(0.07-0.989, 95% CI).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규칙적인 운동은 인지장애와 우울장애에 

유의한 요인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는 운동과 노인의 인지, 우울과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운동의 

신체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인지․정서적 측면에서의 접근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운동이 노인들의 인지․정서적 기능을 

유지․향상하기 위한 운동프로그램이 개발 및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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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    문   지 

운동 여부에 따른 노인의 인지능력과 우울의 상관관계 

  ◎ 일반적 사항

  출 생 년 도   

   성   별  □ 남자 □ 여자 

  직업 유무  □ 있다 □ 없다 

  수 입 (월)     (       ) 만원           

  결혼 상태 
 □ 미혼 □ 기혼  □ 별거  □ 이혼  □ 사별  □ 기타 

  교육 정도
 □ 무학 □ 국졸  □ 중졸  □ 고졸  □ 대졸  □ 기타

  종    교
 □ 없다 □ 불교  □ 기독교  □ 천주교  □ 기타

  종교활동

 □ 참여하지 않는다 □ 열심히 참여한다 □ 예배나 의식만 형식

적으로 참여한다

  

 의료보장형태  □ 의료보험 □ 의료보호(제1종)  

  가족 및 

  친척사항

 □ 형제(  명) □ 자녀(  명)  □ 손자,손녀(  명)  □ 며느리(  

명) □ 사위(  명) □ 기타(누구  ,   명)

 본인이 쓰는

 용돈
 한달 용돈 액수  (          만원)

 

 용돈의 출처
 □ 자녀  □ 본인의 재산소득, 저축  □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   

 □ 연금   □ 기타 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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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를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르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조사하십시오.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 : MMSE- K)

※ 준비물 : 볼펜. 시계 “눈을 감으세요” 카드, 쓸 준비, 그림그리기 준비 

                                  내     용 배점 

 1. 오늘은 (  )년, (  )월, (  )일, (  )요일이고, 요즘은 (  )계절이다.: 5

 2. 지금 사시는 주소는 ( )시/도 ( )구 ( )동 ( )번지 ( )아파트 ( )동 ( )호이고,
    우리 나라 이름은 (  )이다.

5

 3. 자, 저를 따라서 사과, 연필, 의자라고 소리내 보시요.
   다시 한번 방금 소리낸 것들을 기억해 보세요
   (기억력을 조사한다고 피검자에게 이야기하고 서로 관계없는 3개의 단어를 1초 간격으로
     정확하게 불러 주고 이것을 반복하게 한다) 

3

 4. 100에서 7을 빼면 ( ), 또 7빼면 ( ), 또 7빼면 ( ), 또 7빼면 ( ),
    또 7빼면 ( ) 혹은 “삼천리강산”을 거꾸로 해 보세요

5

 5. 조금 전에 소리내서 따라한 3가지 물건을 다시 기억나는 대로 말해 보세요 3

 6. 물체 보여주고 이름대기 : 볼펜, 시계 2

 7. 반복하기 : 창밖에 비가 옵니다. 1

 8. 3단계 명령 수행하기 : 오른손으로 종이를 집어서, 반으로 접고, 바닥에 내려
                         놓으세요.

3

 9. 눈으로 읽고 따라하기 : 눈을 감으세요 1

 10. 문장쓰기 : 오늘은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1

 11. 복사하기 : (오각형이나 별모양 겹쳐서 2개 그리기)

1

                                                           계 = _____/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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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자에게 지난 1주일 동안의 느낌을 생각하시면서 대답하도록 하십시오. 

                                    Geriatric Depression Scale - short form(한국형)

                        항목           응답
 

평가기준

 1. 근본적으로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아니오

 2. 활동이나 흥미가 떨어졌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예

 3.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예

 4. 자주 지루하다고 느끼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예

 5. 대부분의 생활이 활기에 차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아니오

 6. 무엇인가 나쁜 일이 일어날까 봐 불안하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예

 7. 대부분의 생활이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아니오

 8. 자주 무력감을 느끼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예

 9. 밖에 나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것이 좋습니까  ?   □ 1) 예  □ 2) 아니오 예

 10. 다른사람에 비해 기억력이 더 떨어졌다고 느끼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예

 11. 지금 살아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느끼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예

 12. 현재의 생활방식이 매우 가치없다고 느끼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예

 13. 기력이나 정력이 가득 차 있다고 느끼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아니오

 14.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느끼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예

 15.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보다 더 잘 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아니오

                                                           계 = _____/15점

 

  구      분   만족도 내용

지역사회단체  
 공공 기관

①매우만족

    ( )

②약간만족

     ( )

③보통

  ( ) 

④약간불만족

     ( )

⑤매우불만족

     ( )

 친척, 가족
①매우만족

    ( )

②약간만족

     ( )

③보통

  ( ) 

④약간불만족

     ( )

⑤매우불만족

     ( )

    이웃
①매우만족

    ( )

②약간만족

     ( )

③보통

  ( ) 

④약간불만족

     ( )

⑤매우불만족

     ( )

  ◎ 귀하에게 가장 많은 도움이나 힘이 되어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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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녀 (   ) 2) 형제 (    )  3) 손자, 손녀 (    )  4) 기타 친척 (    )  

   5) 이웃, 친구 (   )    6) 기타 (누구입니까 ?         ) 

  ◎ 가장 많은 도움이나 위로를 받고 싶은 분은 누구입니까 ? 

   1) 자녀 (   ) 2) 형제 (    )  3) 손자, 손녀 (    )  4) 기타 친척 (    )  

   5) 이웃, 친구 (   )    6) 기타 (누구입니까 ?         )

  ◎ 다음 중 귀하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무엇입니까 ? ( 3가지만 )

      (   ,   ,   )

  

 1. 집안일 돌보기      2. 병간호          3. 옷/음식/물건   

 4. 생활비, 용돈     5. 물건, 돈 빌리기    6. 긴급 도움

 7. 중요한일이 생겼을 때 의논상대    8. 편한 말상대, 위로가 되는 사람

  

 ◎ 다음은 대상자의 건강행위(Health Behavior) 중 음주, 흡연, 운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평소에 술을 드십니까?  

   □ 1) 자주 마신다(주 1회 이상)     □ 2) 가끔 마신다    □ 3) 거의 안 마신다

   □ 4) 과거에는 마셨으나 현재는 마시지 않는다           □ 5) 전혀 안마신다

  ※ 주 1회 이상 드시는 분만 대답하세요(2, 3, 4번).

 2. 1주일에 평균 며칠 술을 드십니까?   
       ( 주         

   번)

 3. 지난 한달 동안 술을 드실 때 대개 한번에 어느 정도의 술을 드셨습니까?

   □ 1) 소주 1-2잔(맥주 1병 이하) 정도□ 2) 2홉 소주 1/2병(맥주 2병, 양주 3잔) 정도

  

   □ 3) 2홉 소주 1병(맥주 4병, 양주 6잔) 정도 □ 4) 2홉 소주 2병(맥주 8병, 양주  

        12잔) 정도  

   □ 5) 2홉 소주 3병(맥주 12병, 양주 18잔) 이상

 4. 술을 마신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약         

  년)

 5. 현재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까? 

 □ 1) 현재 매일 피우고 있다    □ 2) 가끔 피우고 있다    □ 3) 거의 안 피운다

 □ 4)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는다               □ 5) 피운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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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 피우시는 분만 대답하세요(7, 8번)

 6. 하루에 얼마나 피우십니까?   (약     개피/일)

 7. 담배를 피운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약         년)

 8. 금연을 원하십니까?      □ 1)예□ 2) 아니오

 9. 지난 3개월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체중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 1) 변화가 없었다  □ 2) 체중이 감소했다 (     )kg 

    □ 3) 체중이 증가했다(     )kg

 10. 하루평균 수면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약     시간) 

 11. 현재 운동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1 ) 규 칙 적 이다   

□2)불규칙적이다 . 

□3) 하지 않는다

 11-1. 현재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운동을 하시는 분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현재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1) 등산  □ 2) 조깅  □ 3) 수 , 헬스, 에어로빅

 13. 운동을 하실 때 자주 이용하는 곳은 ? 

  

 14. 평균적으로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일/주,달)

 15. 운동하는 날 평균 운동시간은?    (      시간      분)

 16. 운동하신 기간은?    (     년       개월)

 17. 운동에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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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현재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 1) 한   □ 3) 노래교실  

 

 13. 참여하실 때 이용하는 곳은 ? (기관명 :             ) 

 14. 평균적으로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일/주,달)

 15. 참여시간은?  
  (  시간    분)

 16. 참여하신 기간은?   
  ( 년    개월)

 17. 참여에 드는 비용  

 ◎ 다음은 대상자의 건강상태 인지에 대한 조사입니다.

 1. 같은 연세의 다른 노인과 비교하여 건강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1) 다른 노인보다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 2) 비슷하다

   □ 3) 다른 노인보다 건강한 편이다  

 2. 자신의 건강에 대해 얼마나 자주 걱정하십니까?

  

   □ 1) 걱정하는 편이다          □ 2) 보통이다

   □ 3)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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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relational study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depression and cognitive function among elderly people  

                                                    Kim, Bum-Kyung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cognitive function and depression of the aged in relationship to their 

exercising regulary or not. I want my results to help the aged live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healthly.  I selected a random sample of 

people aged more than 65 who use three facilities (The Community 

Welfare Center, The Aged Center, and The Community Hall) and 

collected data from 256people ( male 42 female 214 )

   The tool I used for this study was "MMSE-K", which was designed 

by Marshal Fo Folstein (1975) to estimate the obstacle of cognitive 

function, and was standardized for Koreans by Young Chul Kwon and 

Jang-Han Park(1988).

    I will analyze the cognitive function and depression in rela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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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using the Korean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SGDS), 

standardized by Jae Nam Bae, and investigate other causes that affect 

the cognitive performance and depression. Finally offering my 

interpretations as basic guidelines for  practising healthy living for the 

aged.

    The data was collected from 12 Oct. to 30 Oct. 2002 and analyzed 

by percentage, arithmetic mean, analysis of dispersion, analysis of 

correlation,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using SA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males rather than the females, the more aged, and the group 

with spouses alive got higher score in cognitive function test, and lower 

score in depression evaluation test. 

   2. Those who thought they were healthy were more positive on their 

health aptitude and participated in the physical exercises more 

positively and regularly.

   3. The aged who did the exercises regularly got the higher average 

score in the cognitive function test than the aged who did not do the 

exercises regularly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p=0.04).

   4. The elderly who did the exercises regularly got much lower 

average score in the depression evaluation test (p=0.0008).

   5. The difference in the average score of cognitive function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05) in connection with whether their sp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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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alive or not, how much they were educated, how healthy they 

were, and whether they did the exercises regularly or not.

   6. When the cognitive function was differentiated with respect to the 

normal group and abnormal group, odds ratio(OR hereinafter) of the 

elderly who did the exercises regularly was 0.66 in comparison with the 

elderly who did not do the exercises regularly,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95% CI 0.189-2.266). 

   7. The average score of the depression evaluation was statistically 

highly significant according to whether their spouses were alive or not, 

whether they worked or not, how much they were educated, how much 

they could spend money, and whether they did the exercises regularly 

(P<0.001).

   8. When the depression function was evaluated between the normal  

and the abnormal group, the risk ratio of the elderly who did the 

exercises regularly was 0.27 with respect to the elderly who did not  

exercise regularly and it was statistically highly signifcant (95% CI 

0.070-0.989).

   The main cause of cognitive performance obstacles and depression 

was the persons sex (i.e. male/female), whether a person has a living 

spouse or not, the persons degree of education and attitude towards 

own's own health.  Among these, regular exercise did not influence 

cognitive function obstacles substaintually, but I confirmed it influenced 

depression and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mental health of the 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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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beneficial in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cognitive function, and physical activity  and 

depression of the aged. My study showed that physical activity  not 

only has a positive physical effect but also positively affects mental 

attitude. Moreover, exercise  routines must be improved, in the from of 

a good leisure program to dissolve the loneliness of the aged and 

recover the role of elderly in their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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