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의 건강체력과 우울, 삶의 질 관계 : 
인지기능을 매개변수로

천명업1, 최재원2*, 강성구2, 유하나3, 이경하3

1중앙대학교 스포츠산업정보학과 박사, 2중앙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 3중앙대학교 스포츠과학부 박사과정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Related Physical Fitness,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Myung-Up Chun1, Jae-Won Choi2*, Sung-Goo Kang2, Ha-Na Yoo3, Kyung-Ha Lee3

1PH. D, Division of Department of sport industy & information, Graduate of Chung-Ang University 
2Professor, Division of Sport Science, Chung-Ang University

3Doctoral Course, Division of Sport Science, Chung-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건강체력, 우울 및 삶의 질 변인 간의 통합적 인과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자료 수집은
서울·경기 소재의 노인복지관과 노인정에서 동의를 얻은 자발적 참여자 385명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인지기
능, 삶의 질 및 우울의 설문지와 하체ㆍ상체 근력, 동적평형성 및 민첩성, 악력과 전신지구력을 측정하여 자료를 수집하
였다. 이에 일련의 절차를 걸쳐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인지기능과 건강체력, 우울 및 삶의 질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인지기능과 건강체력, 삶의 질 및 우울의 통합적 관계성
에 대한 결과 모든 변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건강 체력이 삶의 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에서는 인지기능의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주제어 : 건강체력, 우울, 삶의 질, 인지기능, 구조방적식모델, 노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related physical 
fitness,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variables of elderly people in a comprehensive 
way based on quantitative evalu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85 people who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elderly welfare center in Gyeonggi and Seoul the elderly people. As for the data 
collection methods, were measured the characteristics,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cognitive function 
questionnaires along with measures of lower and upper  body strength,  dynamic equilibrium and 
agility, total endurance and grip strength. 
As a result, the first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integrated health of the elderly, 
cognitive function, quality of life and depression. Second, the analysis of cognitive function, elderly 
integrated health, quality of life, and depression revealed statistical significance among all variables. 
Third, there was the partial intervention effect of function in the quality of life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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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은 누구나 노화를 경험하게 되며 그러한 과정 속
에서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변화를 겪게 된다.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수명은 더욱 연장되
었으며 고령화에 대한 관심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전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2018)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인구현황 
결과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은 전체인구의 14.3%를 차지
하고 총 762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었다.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2060년에는 전체
인구 수의 40%를 넘기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15세
-64세) 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으나 2060년에
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하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1].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노인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가족 나아가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건강체력에 대한 문제를 배제할 수 
없으며 순발력, 근지구력, 민첩성, 평형성, 유연성의 급격
한 감소와 체지방량의 증가, 근육량 감소는 근감소증과 
비만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노인의 신체기
능 저하는 일상생활 수행에 제약이 생기며 사회적, 정신
적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하
여 함께 나타나는 큰 특징은 인지기능의 저하이다. 노인
의 인지기능 저하는  언어, 실행기능, 지남력, 기억, 주의
력, 판단력 등의 장애가 나타나며 나아가 폐, 심장, 혈관 
기능 저하로 인하여 뇌의 혈액 공급 장애가 나타나고 이
로 인한 기억력 장애, 두통, 시력 및 운동을 관장하는 대
뇌피질의 손상은 물론 중추신경계의 심각한 장애 증상이 
나타난다[2].

또한 노인의 인지기능의 감소는 불안, 우울, 고독감, 
자아존중감, 행복감, 삶의 질, 생활만족도와 같은 여러 심
리적 변인들과 높은 관련성을 갖는다. 노인의 우울과 인
지기능의 관련성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우울감이 높
은 노인에게서 실행기능, 기억력과 같은 인지기능 장애가 
나타나며, 반대로 인지기능이 감소되면 우울 지수를 높인
다고 확인되었다[3]. 또한 노인의 인지기능과 고립감의 
관련성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도 고립감과 인지기능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확인하였다[4]. 이처럼 많은 선행
연구들이 노인의 삶의 질에서 인지기능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5].

노화로 인하여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 문제들은 향후 

우리 사회에 노후생활 부담, 노동인구 부족, 의료비 증가
로 인한 젊은 세대의 출산력 저하, 노인부양부담 증가 등
의 부정적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예측된다. 따
라서 최근에는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를 향상시키고 예방
하기 위한 비약물적 중재 방안들의 선행연구들이 주목받
고 있다.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인지행동요법
[6,7], 회상요법[8], 미술요법[9,10], 음악요법[11], 미용
요법[12] 등의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노인의 인지기능과 관련된 다양한 
중재변인들에 대한 효과와 과학적 기전을 설명하는데 매
우 가치 있는 연구라 판단된다. 또한 노인의 인지기능 저
하를 활성화시키고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중재변인으로 
신체활동을 강조하였다[13].

관련된 연구로는 61명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신체활
동 참여노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조사한 결과, 신체활동참
여기간이 길수록 높은 인지기능을 보여 신체활동의 중요
성을 결과로 나타내었고[14], 유산소 운동을 12주간 지
속한 노인의 인지기능 변화와 일상생활체력변화 간에 유
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활동이 
인지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며 긍정적인 중재 수단임을 보
고하였다[15].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노인의 인
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중재 변인들 중 건강체력 
요인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지닌 중재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건강체력 요인들을 높이기 위한 
중재 전략으로 신체활동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인지기능과 건강체력, 심리적 변인과의 관련성
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과제라 사료된다. 또한 노인
과 신체기능 상태, 건강에 따른 인지기능의 영향력과 차
이를 규명한 연구들은 소수 발견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연구에서 경도인지장애노인[16-18]과 치매노
인[19-21]을 주로 연구하여 건강체력을 유지하거나 증진
을 필요로 하는 정상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소 
부족하였다. 이어서 노인의 건강체력을 정량적으로 측정
하여 노인의 삶의 질과 인지기능, 우울과 같은 심리적 변
인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통합적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의 인지기능과 건강체력의 효과를 
규명하고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물의 축적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건강체력, 우울 및 삶의 질과 
같은 심리적 변인과의 관련성을 탐색하고 나아가 인지기
능을 매개변수로 투입하여 변인과의 인과성을 통합적으
로 규명하고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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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2018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 3달

간 서울ㆍ경기 소재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
로 선정하였으며, 채택 방법은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방법으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12곳의 
노인정과 노인복지관의 기관장 동의를 얻은 후 연구의 
취지와 목적, 연구진행과정이 설명된 대상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한  417명의 대
상자를 모집하였다. 수집하는 과정에서 중도 포기자 32
명을 제외하였으며, 총 385명이 최종 선발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C대학의 기관에서 생명
연구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No.1041078- 201801-HR-014-01)의 승인을 받은 후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Table 1의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의 결과는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인구통
계학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Factor N (%)

Gender
Male 158(41)

Female 227(59)

Age(yrs)
65’s-74‘s 118(30.6)
75’s-84‘s 206(53.5)

85's 61(15.8)

Education
level

No Education 50(13)
Elementary School 87(22.6)

Middle School 66(17.1)
High school 101(26.2)
University 81(21)

Spouse
Yes 177(46)

None 208(54)

Subjective Health 
condition

Unhealthy 110(28.6)
Normal 153(39.7)
Healthy 122(31.7)

total 385(10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2.2 측정도구
2.2.1 인구통계학적 특징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은 초기에 연령, 성별, 학력, 

배우자, 종교, 음주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흡연유무를 측
정하였으나 표본수의 큰 차이로 인해 음주유무, 종교, 흡
연유무를 제외한 연령, 성별, 학력, 주관적 건강상태, 배
우자 항목만을 선정하였다. 

2.2.2 건강체력 
노인의 건강체력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Rikli와 Jones[22]

이 개발하고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노인체력검사
(The Senior Fitness Test: SFT)와 많은 선행연구
[23-25]에서 활용되고 있는 악력을 측정하였다. 노인체
력검사 측정항목은 2분 제자리 걷기(회/1분, 전신지구
력),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회/30초, 하지 근력), 의자
에 앉아 앞으로 굽히기(cm, 하지 유연성), 덤벨 들었다 
내리기(회/30초, 상지 근력), 2.44m 왕복 걷기(초, 민첩
성 및 동적평형성), 등 뒤에서 손 맞잡기(cm, 상지 유연
성)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대한 거부감
과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다수의 대상자로 인하여 2분 
제자리 걷기를 1분으로 변경하였으며, 고관절 수술, 어깨 
수술로 인한 통증을 유발하는 대상자로 인하여 상지ㆍ하
지 유연성 측정은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2.2.3 인지기능 변인
본 연구는 노인의 인지기능 측정을 위해 우종인 등

[26]이 개발한 신경심리평가집 한국판 CERAD-K 제 2
판 중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측정하
는 MMSE-KC, 새로운 언어 정보의 학습능력을 평가하
는 언어적 기억검사인 단어목록기억검사, 언어생성의 장
애를 측정하는 언어유창성검사, 추적능력과 주의집중능
력을 평가하는 TMT-A를 측정하였다.

2.2.4 우울
본 연구에서는 노인 우울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Sheikh와 Yesavage[27]의 연구자가 개발한 노인우울척
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 총 30문항을 
15개 문항으로 단순화 하여 구성한 GDS Short Form을 
기백석[28]이 노인 우울척도 한국판으로 표준화 작업한 
단축형 노인우울척도(GDSSF-K)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간단히 응답 할 수 있
는 방식으로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우울요인
(depression factor) 과 비활력요인(anti-vitality 
factor)의 2개 하위요인으로 총점의 범위는 0~15점으로 
높은 점수일수록 우울상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대체로 
5점 미만 이면 정상, 5~9점이면 우울 가능성이 높은 것
이며, 10점 이상의 점수이면 거의 우울증으로 진단한다. 
이 척도는 노인들의 우울증 상태 측정도구로서의 신뢰도
와 타당도가 입증되었으며, 노인층의 우울증상을 측정하
고 선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척도이다. 우울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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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의 타당성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 적합도는 =175.704(df=53, p<.001), GFI=.938, 
NFI=.909, CFI=.926 RMR=.009, RMSEA=.078로 나타
났으며 모든 지수가 충족되어 최종 측정도구로 사용하였
다. 우울 척도의 질문지의 신뢰도 분석 결과, 우울 요인은 
.725, 비활력 요인은 .871로 나타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2.2.5 삶의 질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는 세계보건기구

에서 작성한 측정도구를 민성길 등[29]의 연구자에 의해 
수정·보완한 간편형 삶의 질 척도 한국판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BREF, WHOQOLBREF)
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심리적 건강영역(6문항), 신체적 건강영역
(7문항), 환경영역(8문항), 사회적 건강영역(3문항), 전반
적인 삶의 질(2문항)의 까지 총 26문항으로 구성 되어있
으며, 다음과 같이 5가지 하위구성개념을 포함하였다. 척
도는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못
하다” 1점까지로 평가되며 높은 점수일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국내 개발 당시 신뢰도값은(Cronbach's α) 
.89이었고, 한국판 WHOQOL의 영역별 점수와 상관관
계를 통하여 타당도가 검증되었다[29]. 삶의 질 척도 질
문지의 타당성 검증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적합도 =357.545(df=113, p<.001), GFI=.903, 
NFI=.914, CFI=.925 RMR=.037, RMSEA=.075로 나타
나 전체적인 적합도 지수가 충족되었으며 최종 측정도구
로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사회적 
관계 요인은 .732, 신체적 건강은 .843, 환경 요인은 
.835,심리적 건강 요인은 .732로 나타나 신뢰성이 검증
되었다.

2.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의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서울ㆍ경기에 소

재하고 있는 노인정과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연구의 취
지와 목적을 연구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상자들에 한하여 질문지
를 배포하였다. 이후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스스로 읽기가 
가능한 대상자는 직접 기입을 통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도
록 하였으며 스스로 작성이 어려운 대상자 경우  연구자
가 일대일 면담을 통하여 작성하였다. 참여과정 중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참여자는 언제라도 철회
할 수 있고 본 연구의 목적 외에는 자료를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대상자안전을 위해 체력측정시 바
닥에 매트를 설치하여 미끄럽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였
으며, 설문지 작성은 조용한 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개인 식별 정보는 부호로 변환하여 전산입력 후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였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AMOS 

23.0 Program과 SPSS 23.0 Program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사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건강체력과 인지기능, 삶의 질 및 우울에 대한 집단 간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
였다. 또한 구조방정식모형분석(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여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성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하여 매개효과 유무를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건강체력, 인지기능, 심리적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더 나아가 인지기능을 매개
변수로 설정하여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3.1 건강체력, 인지기능, 우울, 삶의 질의 상관관계
분석

건강체력, 인지기능, 우울, 삶의 질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각각의 변수들의 하위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건강체력, 인지기능, 우울, 삶의 질
은 일부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상관관계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건강체력의 상체근력 요인은 
언어유창성검사, MMSE-K, TMT-A, 비활력, 우울, 환경,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사회적 관계와 정적 상관관계
를 나타냈으며, 하체근력은 언어유창성검사, MMSE-K, 
단어목록기억검사, TMT-A, 비활력, 건강,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사회적 관계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민첩성은 MMSE-K, 단어목록기억검사, TMT-A, 비활
력, 심리적 건강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전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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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lth Related Physical Fitness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Quality of Lif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

(2) .585** 1

(3) -.309** -.477** 1

(4) .500** .643** -.518** 1

(5) .420** .470** -.384** .489** 1

(6) .210** .265** -0.067 .331** .313** 1

(7) .143** .210** -.196** .213** .222** .366** 1

(8) 0.093 .158** -.169** .170** 0.038 .199** .376** 1

(9) -.305** -.366** .330** -.427** -.397** -.409** -.452** -.304** 1

(10) -.250** -.206** .195** -.189** -.139** -.152** -.251** -.108* .189** 1

(11) -.222** -0.058 0.007 -.121* -.102* -.110* -.127* -0.064 0.085 .678** 1

(12) .205** .238** -0.097 .221** 0.084 .175** .158** .131* -.122* -.508** -.431** 1

(13) .218** .246** -0.061 .147** .119* .135** .145** .134** -.140*
* -.589** -.507** .730** 1

(14) .160** .206** -.197** .192** .141** 0.016 .137** .130* -.214*
* -.527** -.448** .726** .708** 1

(15) .116* .121* -0.056 0.041 -0.073 -0.049 0.069 .105* 0.01 -.527** -.454** .619** .678** .58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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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Upperbody Strength (2)Lowerbody Strength (3)Agility (4)Endurance Evaluation (5)Grip Etrength (6)Verbal Fluency Test (7)MMSE-K (8)Word List 
Memory (9)TMT-A (10)Anti-Vitality (11)Depression (12)Environment (13)Physical Health (14)Psychological Health (15)Social Elationships 

Table 2.. Correlation among Health Related Physical Fitness,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Quality of Life  

구력은 언어유창성검사, MMSE-K, 단어목록기억검사, 
TMT-A, 비활력, 우울,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악력은 언어유창성검사, MMSE-K, 
TMT-A, 비활력, 우울,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인지기능의 언어유창성검사 요인
은 비활력, 우울, 환경, 신체적 건강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MMSE-K는 비활력, 우울, 환경, 신체적 건
강, 심리적 건강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단어목록
기억검사는 비활력, 환경,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사
회적 관계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TMT-A는 비
활력, 환경,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우울의 비활력, 우울 요인의 모든 하
위요인은 삶의 질과 정적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 

3.2 건강체력, 인지기능, 우울, 삶의 질의 통합적 분석
3.2.1 구조모델 적합도 검증
노인의 인지기능과 건강체력, 삶의 질 및 우울의 변인 간

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분석(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였다. 구조모델 
검증은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기법으
로 가설에 대한 요인으로 이루어진 구조적 모델의 검증이 
목적이다[30]. 본 연구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해 구조모델의 적합도를 추

정하였으며 보편적인 적합성 판단 기준으로 사용되는 은 
그 수치가 낮을수록,  p값이 .05보다 클수록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RMSEA는 .05-.08 수준, RMR은 .05 이하, 
GFI, NFI, IFI, TLI, CFI는 .90 이상이면 제안된 모형이 적
합한 것으로 판단한다[31]. 본 연구의 특성상 변수들의 척도
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RMR 대신  SRMR(Standard root 
mean residual)을 사용하였으며 이 값은 .05나 .08이하의 

값이면 적합하다고 여겨진다[32]. 이에 따른 결과는 

=259.026(df=83, p<.001), GFI=.916, NFI=.903, 
IFI=.932, TLI=.914, CFI=.932, SRMR=.0492, 
RMSEA=.074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노인의 건강체력과 
인지기능, 삶의 질 및 우울 모델은 모두 통계적으로 영향성
이 있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0권 제12호392

Fig. 1. Structural Model Verification Results 

3.2.2 구조모델의 경로 검증
Fig. 1와 Table 3은 구조방정식모델의 경로 검증과 

모형 나타내고 있다. 첫째로 건강체력이 인지기능에 미치
는 영향의 경로계수는 .602(CR(t)=7.191, p<.001)로 통
계적 유의한 영향성을 확인하였으며, 건강체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계수는 -.183(CR(t)=-2.299, p<.05)
로 나타났다. 건강체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경로계수는 .209(CR(t)=2.604, p<.01)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인지기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경로
계수는 -.196(CR(t)=-2.300,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성이 확인 되었으며, 인지기능이 삶의 질에 미치
는 영향에서의 경로계수는 .172(CR(t)=2.032,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성이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델은 각 변인들 간
의 통합적 인과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모든 요
인에서 적합한 모델임이 규명되었다.

Path Standardized 
Estimates S.E. C.R. Adoption

Whether

HP → CF .602 .053 7.191*** Adoption

HP → DP -.183 .005 -2.299* Adoption

HP → QL .209 .012 2.064** Adoption

CF → DP -.196 .008 -2.300* Adoption

CF → QL .172 .019 2.032* Adoption

*p<.05, **p<.01, ***p<.001
HP :Health Related Physical Fitness, QL : Quality of Life, CF :Cognitive 
Function DP : Depression

Table 3. Hypothesis Test Results

3.2.3 인지기능의 매개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에 기초하여 건강체력과 인지

기능, 삶의 질 및 우울의 관계에서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방법을 통하여 인지기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정결과는 Table 4와 같다.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

HP → CF .381 .381 -

HP → DP -.018 -.011 -.007*

HP → QL .045 .030 .015*

CF → DP -.019 -.019 -

CF → QL .039 .039 -

*p<.05 

Table 4. Results of verification of the meditation effect 
of cognitive function

구조모델에서 간접효과는 독립변수에 대한 효과가 한
개 이상의 중간변수에 의하여 매개되어 종속변수에 영향
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하며, 직접효과는 요인과 직접적인 
인관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30]. 일반적으로 경로
모형의 직접효과에 대한 유의성은  p값이나 C.R. 값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지만 매개효과에 관한 유의성은 제시
되지 않기에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을 통하
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다. 

건강체력과 인지기능, 삶의 질 및 우울과의 관계에서 
인지기능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첫째로 건강체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성의 인지기능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래핑을 분석한 결과, p<.05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효과(total effect) β=-.018 
간접효과(indirect effect) β=-.007, 직접효과(direct 
effect) β=-.011(p<.05)로 나타나 인지기능의 부분 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건강체력이 삶의 질에 미치
는 영향에서 인지기능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래
핑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p<.05 수준
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총 효과(total 
effect) β=.045, 간접효과(indirect effect) β=.015, 직접
효과(direct effect) β=.030,(p<.05)로 나타나 인지기능의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종합해본다면 인지기능과 건강체력, 삶의 
질, 우울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 영향성이 확인
되었고 삶의 질과 우울 대하여 인지기능이 부분 매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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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노인의 건강체력, 인
지기능, 우울 및 삶의 질에서 일부 요인들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건강체력과 인지기능, 삶의질 
및 우울에서 변인 간의 통합적 관계성을 알아보고자 하
였다.

연구 결과, 건강체력이 인지기능, 삶의 질 및 우울에 
대하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성이 확인되었으며 
인지기능 또한 우울과 삶의 질에 대해 모두 통계적 유의
한 영향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모델은 
모든 요인에서 적합한 모델임이 규명되었으며, 각 변인 
간의 통합적 인과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신체기능의 저하와 함께 찾아
오는 인지기능의 저하이다. 노화가 시작되면 우리 몸의 
많은 세포들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퇴화하게 되
며, 곧 신체활동의 부족으로 인한 신체기능의 저하가 불
가피해진다. 신체기능의 저하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수행
이 어려워지며 기능저하로 인한 신체활동 부족으로 악순
환이 반복된다. 때문에 노화를 방지하고 유지시킬 수 있
는 방안으로 운동의 중요성이 많은 선행 연구를 통하여 
꾸준히 강조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운동을 통한 체력 유지는  뇌
신경전달물질과 뇌혈관 기능의 균형, 신경내분비, 긴장성 
및 대뇌 형태의 유지, 자율신경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다고 보고하였으며[33-35], 55-77세의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을 낮추고 건강체력의 전반적인 향상을 확인하였다
[36].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복합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하체근력과 상체근력, 하체유연성, 심폐지구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운동이 인지기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37]. 운동에 참여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
로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에서 노인의 운동참여와 
근력, 근육량 모두 인지기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38].

많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운동은 건강체력을 향상시키
며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결정적인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

다음으로 건강체력은 삶의 질과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
며 이는 무력감, 우울감과 같은 심리적 현상으로 이어져 
치매가 발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이 노인들의 
심리적 병리현상은 개인을 넘어 국가에도 악영향을 미친
다. 결국 노인들에게 심리적, 신체적 변화 그리고 삶의 활
력을 주기 위해서는 운동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동안의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우울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을 해
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여러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운동은 우울 증상을 치료하며 우울증 예방
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39,40]. 또한 메타분석과 
실험연구에서도 운동이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41,42], 규칙적 운동은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
게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38]. 체력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척도는 낮아진다는 선행연구[43]에서는 본 
연구 결과와 많은 부분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울을 낮추기 위한 방법
은 운동을 통하여 건강체력의 향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인지기능은 삶의 질과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체력의 저하와 함께 인지기능 저하는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이다. 노화가 시작되면서 노인들은 사고력과 
기억력, 판단력이 흐려지면 일상생활을 수행에 많은 제약
이 따르며 자존감이 하락한다. 사회생활과 개인의 생활에
서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할 경우 우울증을 앓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줄이고자 노인의 인지기능과 삶
의 질, 우울 같은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규
명하고자 선행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왔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자로 선정한 인지기능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인지기능이 감소한 집단이 정상집단보다 즉시회상, 인지
기능, 지연회상, 우울, 단어유창성, 불안점수가 유의미하
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44], 주관적 인지기능 
감소군이 정상군보다 불안, 우울점수가 6개월 후 사후조
사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인지기
능 감소가 있는 연구 대상자의 정서 기능에도 변화가 있
다고 확인되었다[45]. 또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
로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사전ㆍ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 노인들의 시공간기억, 언어기억, 실행기능, 처리속
도가 향상되었고 불안, 우울은 감소하고 생활만족도가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6]. 1251명의 60세 이상 정상 노
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인지건강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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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12주에 걸쳐 주 2회씩 실시한 결과, 인지기능과 삶
의 질 및 우울 점수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하다고 보고하여[47] 본 논문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음결과에서는 노인의 건강체력과 삶의 질, 우울의 
관계에서 인지기능의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노인의 건강체력과 우울의 관계에서
는 인지기능의 부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으며 노인의 건강체력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인지기
능의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은솔과 방요순[48]의 연구에서 뇌졸중 노인
을 대상으로 운동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인지기능을 향상
시켰으며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내어 
우울을 감소시켰다. 또한 음악치료를 중재변인으로 진행
한 연구에서는 치매노인의 기억력, 이해, 지남력 및 판단 
능력의 세부 항목의 사후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으며[49], 노인의 낙담과 우울, 불안과 탈억제, 과민
과 불안정의 항목에서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었다[50]. 미
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치매노인 대상의 연구에서는 대
상자의 인지기능향상과 우울 감소, 대인관계향상에 효과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51]. 최연희, 이춘지[52]의 
연구에서 레크리에이션병합 체조를 중재변인으로 정하여 
시행한 결과, 노인의 체력과 우울, 삶의 질 및 인지기능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중재변인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노인의 기억력, 지남력, 
언어기능, 주의집중 및 계산기능이 치료 전에 비해 유의
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53], 삶의 질, 인지기
능,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54]. 복합중재
를 진행한 연구에서는 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55], 노인의 삶의 질 증가에 
효과적이며 인지기능과 우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56]. 이와 같이 노인의 인지기능은 
삶의 질과 우울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으로 다양
한 변인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과 인지기능의 질을 높이
고 우울감을 낮출 수 있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참여가 다양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선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건강체력이 노인의 인지기능, 삶의 질과 우울에 핵심적인 
영향력을 가진 중재변수이며 인지기능 또한 삶의 질과 
우울에 영향성이 높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처럼 운동
은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변인, 인지기능에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 분들이 다
양한 운동시설 및 운동 프로그램 부족과 운동 상해에 대
한 두려움과 같은 이유로 신체활동 참여에 소극적인 것

이 현실이다. 따라서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노
인 개인이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증진 또는 유지 해나
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노인의 노화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과 
운동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보
호센터, 노인복지시설과 같은 기관에서 노인들이 꾸준하
게 이용할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한  안전한 시설과 구체
적이며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한다. 
또한 사회, 가족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노인에 대한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ㆍ경기 소재의 노인정과 노인복지
관을 대상으로 기관장에 동의를 얻은 후에 진행되었다. 
또한 연구의 취지와 목적, 연구진행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대상자 모집 공고문을 개제한 후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3.0, AMOS version 
23.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첫째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
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노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중심
으로 건강체력과 인지기능, 삶의 질 및 우울에 대한 변인
들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
시하였다. 또한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성을 확인하고자 
구조방정식모형분석(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건강체력
과 인지기능, 삶의 질 및 우울 인과적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분석(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방법을 실시하였으며, 인지기능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검증하였다. 

일련의 타당성 있는 연구절차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건강체력, 인지기능, 우울, 삶의 질 간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건강체력, 인지기능, 우울, 삶의 질과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유의하게 영향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쨰, 노인의 건강 체력이 우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
향에서 인지기능의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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