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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울증은 세계적인 질병부담의 주요 원인이며, 중요한 공중보건 문

제로 제기되고 있다[1,2]. 특히 세계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노인 

인구에서 우울증 유병률이 크게 증가하여 우울증은 노인의 심각한 

건강문제가 되고 있다[3].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의 우울증 유병률이 2015년 12%에서 

2050년 22% 이상으로 2배에 가깝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3]. 우

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상 유병률이 2014년 33.1%, 2017년 21.1%이었으며

노인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자료
김봉정

청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Factors Influencing Depressive Symptoms in the Elderly: Using the 7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VII-1)
Bongjeong Kim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Korea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depressive symptoms in older adults. Methods: A cross-sectional design 

was used. Data were drawn from the 7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VII-1). The final data of 1,447 older adults 

over 65 years were analyzed using Chi-square test, Mann-Whitney U test,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The study participants of 9.2% 

reported depressive symptoms. By physical activity domains, active leisure time physical activity was 6.1%, active work-related physical activity was 

2.4%, and active transport physical activity was 26.7%. Transport (travel to and from places) physical activity was inversely associated with risk of depres-

sive symptoms. Factors associated with increased risk of depressive symptoms included marital status, household monthly income, stress, and chronic 

diseases. Conclusions: Promoting participation of transport physical activity may serve as a important intervention strategy in reducing the risk of 

developing depression in the elderly.

Key words: Elderly, Depression, Physical activity

How to cite this article:
Kim B. Factors influencing depressive symptoms in the elderly: using the 7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VII-1). J Health Info Stat 2020;45(2):165-172. Doi: https://doi.
org/10.21032/jhis.2020.45.2.165

 It is identical to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 s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2020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Original Article

pISSN 2465-8014  |  eISSN 2465-8022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Corresponding author: Bongjeong Kim
298 Daesung-ro, Cheongwon-gu, Cheongju 28503, Korea  
Tel:+82-43-229-7983, E-mail: bjkim7853@cju.ac.kr

Received: March 24, 2020 Revised: April 20, 2020 Accepted: May 9, 2020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Cheongju University (2018.9.1~2020.8.31).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4], 2018년 전국 65세 이상 노인 2,0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는 경증 및 중증 우울증 유병률이 34.8%이었다[5]. 

노인의 우울증은 인지 저하,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6],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될 경우 자살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60세 이상 노인 사망의 25%가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장애로 인한 것이다[3]. 이처럼 노년기 우울증은 삶의 전반

적인 위험과 관계되어 있으므로, 노인 인구를 가능한 건강하고 독립적

으로 기능하게 하려면 우울증 발생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노인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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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낮은 교육수준 및 사회경제적 지위, 흡연, 

과도한 음주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생활습관, 결혼상태, 만성질환 및 

심리적 스트레스 등이 보고되었다[2,6-8]. 또한 여러 선행연구[7,9,10]에

서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우울증의 예방 및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 건강행동으로 제안되었다. 구체적으로 신체활동은 건강

한 성인뿐만 아니라 당뇨병, 만성뇌졸중 또는 암이 있는 개인의 우울

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7], 신체활동이 없는 노인에 비해 신체활동이 

활발한 노인의 우울증이 적으며[7,10], 우울증 치료, 생리적 부작용 예

방 및 항우울제 사용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9]. 

그동안 신체활동과 우울증의 관련성 연구에서 신체활동 측정은 강

도를 고려한 중강도 및 고강도 신체활동 실천 혹은 총신체활동량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11,12] 신체활동 영역인 일 관련, 장소이동, 여가

시간 신체활동과 우울증의 명확한 관련성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

[13,14]. 신체활동 영역 중 여가시간 신체활동이 우울증상에 대한 예방

요인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15], 일 및 장소이동 신체활동과 우울

증의 관련성 연구는 부족하다[16,17]. 국내에서도 성인의 신체활동 영

역과 건강 관련 삶의 질과의 관련성 연구는 있었지만[18,19] 우울증과

의 관련성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노인의 우울증 영향 요인 

중에서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체활동에 대해 일 

관련, 장소이동, 여가시간 신체활동 영역에 따라 우울증에 미치는 영

향을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노인의 우울증 위험요인뿐만 

아니라 예방요인인 신체활동 영역에 초점을 두어 노인의 우울증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조사된 

대규모 노인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우울증 영향요인을 확인해 

봄으로써 노인 우울 고위험군 관리를 위한 중재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1차년도 자료를 이차분

석하여 노인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 및 신체활동 영역에 따른 노인의 우울증의 차이를 

확인한다.

(2) 노인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1차년도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단면조사 연구이다. 

자료원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산하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수행된 「국민

건강영양조사 제7기 1차년도(2016)」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민건강

영양조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국가 통계자료로 

국민의 건강과 영양상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전국 규

모의 건강 및 영양조사이며,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로 구성

된다. 표본추출방법은 조사구 및 가구를 1,2차 추출단위로 하는 2단

계 층화집락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였다[20].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기본으로 계통추출법으로 표본 조사구를 선

정하고, 표본가구를 추출하여 표본가구 내에서 적정가구원 요건을 만

족하는 만1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1차년도 건강설문조사에 

참여한 만 1세 이상 8,150명 중 65세 이상 대상자 중에서 건강설문조사

의 우울증과 신체활동 관련 문항에 무응답한 자를 제외한 1,447명이

었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면

제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IRB No. 1041107-201806-HR-011-01). 

연구도구

우울증

한글판 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HQ-9)를 

사용해 우울증 여부를 구분하였다[21]. PHQ-9는 DSM-IV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의 주요 우울장애의 진단기

준에 해당하는 9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단하게 우울증을 

선별하고, 우울증의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기

보고형 검사이다. 최근 2주 동안 무쾌감, 우울감, 수면의 변화, 피로감, 

식욕의 변화, 죄책감 또는 무가치감, 집중력 저하, 좌불안석 또는 처진 

느낌, 자살사고를 얼마나 자주 겪었는지를 묻는 것으로 ‘전혀 없음’, ‘며

칠 동안’, ‘1주일 이상’, ‘거의 매일’의 4점 척도로 평가되며 합산 점수의 

범위는 0-2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의 심각도가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 우울증 구분 절단점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PHQ-9의 총점 27점 중 10점 이상으로 하여 우울증을 규정하였다

[10,17].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3이었다.

신체활동

신체활동은 WHO에서 개발한 국제신체활동설문지(Glob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GPAQ)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

당도가 검증된 한글판 GPAQ로 측정되었다[12]. GPAQ는 일과 관련된 

활동 6문항, 장소이동 시 활동 3문항, 여가활동 6문항과 좌식활동 1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22], 본 연구에서는 WHO의 GPAQ 분석지침

에 따라 성인 및 노인의 신체활동량 권고기준에 포함되는 3가지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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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영역만을 분석하였다[23]. 대상자에게 평소 일주일 동안 최소 10

분 이상의 일(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등) 관련 고강도 신체활동

과 중강도 신체활동, 장소이동 신체활동, 여가시간 고강도 신체활동과 

중강도 신체활동을 했는지 여부, 일주일 중 며칠, 하루 중 몇 시간, 몇 

분 시행했는지에 대하여 면접 조사로 측정되었다. 신체활동 영역별 변

수 생성은 WHO에서 제시한 GPAQ 분석지침에 따라 일 관련 중고강

도 신체활동 시간(분/주), 여가시간 중고강도 신체활동 시간(분/주), 장

소이동 신체활동 시간(분/주)을 먼저 산출하였다. 그리고 명목변수는 

신체활동 권장지침 충족 여부에 따라 활동적과 비활동적으로 구분하

였다. 활동적 일 관련 신체활동은 중강도 일 관련 신체활동을 15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일 관련 신체활동을 75분 이상 실천하는 경우, 활동

적인 여가시간 신체활동은 중강도 여가 신체활동을 15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여가 신체활동을 75분 이상 실천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활동

적인 장소이동 신체활동은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장소를 이

동한 시간이 150분 이상인 경우로 정하였다[24,25]. 또한 연속변수로 일 

관련 신체활동량, 장소이동 신체활동량,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을 meta-

bolic equivalent-minutes/week로 산출하였다. 여가와 일 관련 고강도 

신체활동에 8.0 대사적 등가(metabolic equivalent value, METs), 여가와 

일 관련 중강도 신체활동에 4.0 METs, 장소이동 신체활동은 4.0 METs

를 적용하여 일주일 동안 각 영역별 신체활동량을 산출하였다[24]. 

일반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가구월수

입과 만성질환, 스트레스, 음주, 흡연을 포함하였다. 만성질환은 고혈

압, 당뇨병, 관절염, 이상지질혈증, 암을 포함한 진단받은 만성질환수로, 

스트레스는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낀다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이다는 ‘높다’, 조금 또는 거의 느끼지 않는 편이다는 

‘낮다’로 구분하였다. 음주 여부는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

주를 하는지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로, 현재 흡연은 평생 담배 100개

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지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로 구

분하였다.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25.0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신체활동 영역, 우울증의 분포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우울증의 관련성은 χ2-test, 신

체활동 영역과 우울증의 관련성은 영역별 신체활동량이 정규분포 곡

선을 나타내지 않아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였다. 노인의 우울

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독

립변수는 일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변수만 

투입하여 backward-conditional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명목변수는 가변수를 생성하여 처리하였고, 모형적합도는 Hosmer와 

Lemeshow 검정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신체활동 영역의 분포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44.4%, 여성이 55.6%이었으며, 연령 분포는 

70-79세가 51.5%로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은 72.64 ± 4.98세이었다. 결

혼상태는 유배우자가 67.8%, 이혼/별거는 32.2%이었으며,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가 59.6%로 가장 많았다. 가구월수입은 100만 원 미만이 

42.2%로 가장 많았고, 400만 원 이상은 14.8%이었다. 현재 흡연자는 

9.4%, 월간 1회 이상 음주자는 34.8%, 스트레스가 높은 대상자는 

18.3%, 만성질환 유병수는 3개 이상이 31.1%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1.91±1.37개이었다.

대상자의 활동적인 일 관련 신체활동은 2.4%, 활동적인 장소이동 신

체활동은 26.7%, 활동적인 여가시간 신체활동은 6.1%이었으며, 일 관

련, 장소이동, 여가시간 신체활동을 총합했을 때 활동적인 신체활동은 

34.3%, 비활동적인 신체활동은 65.7%이었다. 일주일 동안 영역별 신체

활동량은 일 관련 신체활동량은 평균 118.19 ±1,080.44 MET·min/week, 

장소이동 신체활동량은 평균 426.73 ±719.69 MET·min/week,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은 평균 111.44 ± 436.49 MET·min/week이었다. 우울증 선별

도구로 측정한 점수가 10점 이상의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는 9.2%이었

다(Table 1).

일반적 특성 및 신체활동 영역에 따른 우울증의 차이

일반적 특성과 신체활동 영역에 따른 노인의 우울증의 차이를 검정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노인의 우울증 여부는 성별(χ2 =22.85, 

p < 0.001), 결혼상태(χ2 =17.68, p < 0.001), 교육수준(χ2 =13.05, p = 0.005), 

가구월수입(χ2 =33.78, p < 0.001), 스트레스(χ2 =122.52, p < 0.001), 만성질

환수(χ2 = 47.48, p < 0.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연령(χ2 =1.10, p = 0.576), 흡연(χ2 =2.13, p = 0.744), 음주(χ2 =3.65, 

p = 0.056)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 영역에 따른 노인 우울증 여부는 일 관련 신체활동량(μ =  

2.83, p = 0.005)과 장소이동 신체활동량(μ = -3.18, p = 0.001)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 관련 신체활동량 평균은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120.30 ± 587.45)가 우울증이 없는 대상자(117.98±1,118.44)

에 비해 더 높았으며, 장소이동 신체활동량 평균은 우울증이 있는 대

상자(258.23 ± 431.68)가 우울증이 없는 대상자(443.90 ±740.76)에 비해 

더 낮았다. 반면에 여가시간 신체활동량(μ = -1.50, p = 0.133)에 따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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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odds ratio, OR= 0.71, 95% confidence interval, 95% CI = 0.55-0.98)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장소이동 신체활동량이 1단위 증가하면 우

울증 위험이 0.71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인 결혼상태, 가구월수입, 스트레스, 만성질환수가 우울

증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우울증 위험은 

유배우자에 비해 이혼 또는 사별인 대상자가 1.74배(OR =1.74, 95% 

CI =1.14-2.63), 가구월수입이 400만 원 이상인 대상자에 비해 100-199

만 원(OR =5.70, 95% CI =2.13-15.23), 100만 원 미만(OR =5.44, 95% 

CI =2.08-14.16)인 대상자가 높았다. 스트레스가 높은 대상자가 낮은 대

울증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노인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통해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Hosmer와 Leme-

show 모형 적합도 검정 결과 유의하지 않아(p < 0.921) 모델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Nagelkerke 검정에 의한 모델의 설명력은 

26%이었다.

노인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활동 영역은 장소이동 신체활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1,447)

Variables Category n (%) Mean±SD Range (Min-Max)

Gender Male 643 (44.4)
Female 804 (55.6)

Age (y) 65-69 484 (33.4) 72.64±4.98 65-80
70-79 745 (51.5)
≥80 218 (15.1)

Martial status Living with spouse 975 (67.8)
Divorced and bereaved 463 (32.2)

Education ≤Elementary school 860 (59.6)
Middle school 213 (14.8)
High school 232 (16.0)
≥College/University 139 (9.6)

Household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607 (42.2)
100-199 349 (24.3)
200-299 180 (12.5)
300-399  89 (6.2)
≥400 213 (14.8)

Smoking No 1,299 (90.6)
Yes  134 (9.4)

Monthly drink No 934 (65.2)
Yes 499 (34.8)

Stress Low 1,170 (81.7)
High  262 (18.3)

No. of chronic diseases 0  232 (16.0) 1.91±1.37 0-7
1  383 (26.5)
2  383 (26.5)
≥3  449 (31.1)

Work related PA Inactive 1,412 (97.6) 118.19±1,080.44 0-21,360
Active   35 (2.4) (MET· min/week) 

Transport PA Inactive 1,060 (73.3) 426.73±719.69 0-8,400
Active  387 (26.7) (MET· min/week)

Leisure-time PA Inactive 1,359 (93.9) 111.44±436.49 0-4,080
Active   88 (6.1) (MET· min/week)

Total PA Inactive  975 (65.7) 653.70±1,382.14 0-21,600
Active  469 (34.3) (MET· min/week)

Depression No 1,314 (90.8)
Yes  133 (9.2)

SD, standard deviation; PA, phys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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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in depressive symptoms by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omain of physical activity (n=1,447)

Variables Category

Depressive symptoms

χ2 or μ (p)No Yes

n (%) 

Gender Male 610 (46.4)  33 (24.8) 22.85 (<0.001)
Female 704 (53.6) 100 (75.2)

Age (y) 65-69 439 (33.4)  45 (33.8) 1.10 (0.576)
70-79 673 (51.2)  72 (54.2)
≥80 202 (15.4)  16 (12.0)

Martial status Living with spouse 907 (69.4)  68 (51.5) 17.66 (<0.001)
Divorced and bereaved 399 (30.6)  64 (48.5)

Education ≤Elementary school 763 (58.2) 97 (72.9) 13.05 (0.005)
Middle school 195 (14.9) 18 (13.5)
High school 220 (16.8) 12 (9.1)
≥College/University 133 (10.1)  6 (4.5)

Household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528 (40.5) 79 (59.4) 33.78 (<0.001)
100-199 310 (23.8) 39 (29.3)
200-299 174 (13.3)  6 (4.5)
300-399  85 (6.5)  4 (3.0)
≥400 208 (15.9)  5 (3.8)

Smoking No 1,184 (91.0) 115 (87.1) 2.13 (0.744)
Yes  117 (9.0)  17 (12.9)

Monthly drink No 838 (64.4) 96 (72.7) 3.65 (0.056)
Yes 463 (35.6) 36 (27.3)

Stress Low 1,109 (85.3) 61 (46.2) 122.52 (<0.001)
High  191 (14.7) 71 (53.8)

No. of chronic diseases 0 225 (17.1)  7 (5.3) 47.48 (<0.001)
1 362 (27.5) 21 (15.8)
2 343 (26.1) 40 (30.1)
≥3 150 (29.3) 65 (48.8)

Work related PA (MET·min/week) 117.98±1,118.44 120.30±587.45 2.83* (0.005)
Transport PA (MET·min/week) 443.90±740.76 258.23±431.68 -3.18* (0.001)
Leisure-time PA (MET·min/week) 114.78±437.19 78.50±429.78 -1.50* (0.133)

PA, physical activity.
*Mann-Whitney U test. 

Table 3. Odds ratio of factors influencing depressive symptoms

Variables Odds ratio p 95% CI

Martial status (ref.: living with spouse) Divorced or bereaved 1.74 0.010 1.14-2.63
Household monthly income (ref.: ≥400) <100 5.44 0.001 2.08-14.16

100-199 5.70 0.001 2.13-15.23
200-299 1.55 0.487 0.45-5.35
300-399 2.78 0.149 0.69-11.16

Stress (ref.: low) High 6.84 <0.001 1.23-1.62
No. of chronic diseases 1.41 <0.001 4.59-10.20
Transport PA 0.71 0.030 0.55-0.98
Constant 0.01 <0.001
Model fit -2Log likelihood=698.02, χ2 =179.68 (p<0.001)

Hosmer & Lemeshow test: χ2(8)=3.20, p<0.921, Nagelkerke R2 =0.26

ref., reference; CI, confidence interval; PA, phys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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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에 비해 우울증 위험이 6.84배(OR= 6.84, 95% CI =1.23-1.62) 높았

으며, 만성질환수가 1개 증가하면 우울증 위험이 1.41배(OR=1.41, 95% 

CI = 4.59-10.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울증 선별도구로 평가한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은 9.2%이었다.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PHQ-9 절단점(10점 이

상)을 사용한 2014년 국민건강통계에서 65세 이상 노인 우울증이 9.9%

이었던 것[26]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우울증

이 실제로 감소 추세에 있는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신체활동은 영역별 신체활동 구분이 가능한 국제신체

활동설문지로 측정되었으며, 신체활동 영역별 실천 여부에 대한 절단

점은 세 영역별 중고강도 신체활동을 주당 150분 이상 참여한 것으로 

하였다[24]. 신체활동 세 영역을 총합한 총신체활동 실천은 34.3%로 

WHO의 노인의 신체활동 권장지침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활동적인 

노인이 65.7%이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성인의 23%, 선진국 고소득 

국가에서는 남성의 26%와 여성의 35%가 신체활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된 것[25]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노인의 활동적인 신체

활동 참여가 크게 부족한 수준임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다.

본 연구에서 활동적인 여가활동을 실천하는 대상은 6.1%, 활동적인 

일 관련 신체활동 실천은 2.4%로 매우 낮았으며, 활동적인 장소이동 

신체활동 실천은 26.7%이었다. 신체활동의 감소는 부분적으로 여가시

간 동안의 활동 부족과 직장과 집에서 주로 많이 앉아있는 행동 때문

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 대상자의 영역별 신체활동 중에서 

활동적인 여가시간 신체활동 실천(6.1%)은 미국의 60세 이상 노인의 

21.2%가 여가시간 신체활동 권장지침을 충족하며[27], 중국의 65세 이

상 노인의 여가시간 신체활동 46.5% [28], 대만의 중년 및 노인의 여가

활동 실천 38.0% [7], 우리나라 읍면지역 성인의 여가시간 신체활동 

40.4% [29]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낮은 결과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활동 영역은 장소

이동 신체활동으로 확인되었다. 장소이동 신체활동은 일 관련 신체활

동을 제외하고 일하러 갈 때, 쇼핑 갈 때, 장보러 갈 때, 예배 보러 갈 때 

10분 이상 걷거나 자전거 타는 활동을 측정하는 것으로 활동적인 장

소이동 신체활동은 건강상의 이점이 크며, 전체 인구의 신체활동 수준

을 높일 수 있다[30]. 본 연구결과에서 대상 노인의 세 신체활동 영역 

중에서 장소이동 신체활동 실천이 26.7%로 가장 높았으며, 장소이동 

신체활동량이 많을수록 우울증 위험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서구 여러 나라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통근

자의 걷기와 자전거 타는 것은 우울증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

고된 결과와 일치하였다[17]. 노인의 우울증 감소를 위해 장소이동 신

체활동 증진을 위한 중재 노력이 필요하며, 장소이동 시 걷거나 자전거 

타는 활동은 개인적 요인보다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 여건에 영향

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5] 추후 신체활동과 우울증의 관계에

서 지역의 물리적 환경의 효과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일 관련 신체활동은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등과 관련된 격렬

한 신체활동과 중간 정도의 신체활동을 조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일 관련 신체활동과 우울증은 유의한 관련이 없었는데, 연령을 고려

할 때 일 관련 신체활동이 노인의 우울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난 것은 은퇴 및 노화로 인해 일 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16]. 일 관련 신체활동은 젊은 성인집단과 특히 여성

들 사이에서 높은 우울 증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31], 

추후 직장 성인을 대상으로 일 관련 신체활동과 우울증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가활동 실천은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우울증 발생을 줄인다는 것

이 확인되고 있지만[7,17,28]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여가시

간 신체활동이 우울증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수준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연구결과

를 일반화할 수 없으므로 추후 연구대상 규모를 확대하여 우울증과 

여가활동 신체활동의 관련성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결혼상태가 유배우자에 비해 이혼 또는 사별

인 대상자의 우울증 위험이 높았으며, 가구월수입이 100-199만 원, 100

만 원 미만의 낮은 소득수준인 대상의 우울증 위험이 약 5.4배 정도로 

크게 높았는데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7,8,32]. 만성질환수가 많

을수록 우울증 위험이 높았는데, 노년기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신체기

능 장애 및 기동성의 제한으로 사회참여를 못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됨으로 인해 우울증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8,33,34]. 본 연구결과에서도 스트레스가 높은 대상자의 우울증 위

험이 6.84배로 모든 변인 중에서 가장 위험도가 큰 요인이었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은 우울증과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나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흡연, 과도한 음주 등의 생활습관도 우

울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일

부 연구[7,34]에서처럼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각 영역 신체활동 실천에 대한 권장 기준이 없

으므로 선행연구에 따라 WHO의 전체 신체활동에 대한 권장지침을 

절단점으로 적용하였는데(150분/주), 반드시 각 영역에 대한 이상적인 

권장기준이 아닐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신체활동이 면접조사

로 측정되었고, 대상자의 일 관련, 장소이동, 여가시간 영역별 신체활

동 실천 수준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신체활동과 우울증의 관련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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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제한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면조사 연구로 인해 인과관계의 

방향성 해석에 제한이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자료를 사용하여 노인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신체활동 영역에 초점을 두어 확인하

였다. 

연구결과 참여 대상자의 우울증은 9.2%이었다. 신체활동 권장지침

을 충족하는 노인은 34.3%이었으며, 신체활동 영역별로는 활동적인 여

가시간 신체활동은 6.1%, 활동적인 일 관련 신체활동은 2.4%, 활동적

인 장소이동 신체활동은 26.7%이었다.

노인의 우울증의 영향을 미치는 신체활동 영역은 장소이동 신체활

동이었으며, 일 관련 및 여가 활동은 우울증과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서는 결혼상태, 가구월수입, 스트레스, 

만성질환수가 우울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장소이동 신체활동 참여 증진은 노인의 우울증 발생 위

험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건강증진 중재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가구소득이 낮고, 복합 만성질환을 가지고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우

울증 발생 위험 노인을 대상으로 장소이동 신체활동 증진을 격려하는 

중재 개발이 필요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영역과 우울증의 관

련성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대상 규모를 확대한 반복 연구 및 

전향적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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