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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인지기능, 우울, 불안의 관계를 파악하고, 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자료수집은 2014년 6월 1일 부터 8월 30일까지였고, 연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363명이었으
며 연구도구는 MMSE-DS, 우울, 불안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면
시간(β=-.249, p<.001), 우울(β=.218, p<.001), 인지기능(β=-.209, p<.001), 직업(β=-.133, p=.006) 순이었다. 결론적으
로, 적절한 수면유지와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우울수준을 낮출 수 있는 융복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노인, 인지기능, 우울, 불안, 융복합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the relation of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and anxiety in elderly 
people above 65 years of age, an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anxie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1 
to August 30 2014.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 from 363 elderly people. The instruments for this 
study were MMSE-DS, depression, anxiet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with the SPSS/WIN 18.0 program. According to 
results, th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anxiety were sleeping time(β=-.249, p<.001), depression(β=.218, 
p<.001), cognitive function(β=-.209, p<.001), occupation(β=-.133, p=.006). The study reveals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onvergent program that maintain adequate sleep, prevents of cognitive impairment and 
decreases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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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과학과 의학기술의 발 , 양 증진 등의 향으로 평

균수명이 연장되고 노인 인구의 비율이 속도로 증가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 은 2015년 13.1%로 

1960년(2.9%)에 비해 4.5배 증가하 고, 2030년에는 

24.3%가 되어 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60

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 은 40.1%로  세계의 

17.6%보다 2.2배 이상 높아 2  수 에 이를 망이다[1]. 

노년기에는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상 으로 질병에 

이환될 확률이 높고, 여러 가지 질병을 복합 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신체 , 정신 , 

사회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측된다[2]. 노년기가 되

면서 신체기능 하, 만성질환에 한 두려움, 경제  빈

곤, 배우자나 친구의 사망에 따른 상실감, 우울, 역할상실

로 인한 고독감과 자존감 하에 처하게 되는 등 스트

스를 가져오는 삶의 사건들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

에 처할 수 있는 자원은 감소하여 정서  불안정을 경

험하고, 그런 상황은 결과 으로 불안감을 야기하여 삶

의 질을 하시키는 요인이 되며, 극단 인 경우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3,4,5]. 

노인에게서 불안장애는 흔히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 

 하나이다[6]. 그러나 부분 우울이나 다른 신체  질

환과 동반되어 나타나 순수하게 불안장애를 진단 받거나 

치료 받는데 어려움이 있고, 치매나 우울에 한 심보

다 불안에 한 심은 상 으로 어 소외되어 있다

[7,8]. 불안이 노인의 삶의 질을 하시키는 결정 인 역

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화의 과정에서 흔히 경

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하며 수롭지 않

게 인식되고 있다[5]. 

격한 고령화와 더불어 치매 환자가 증하고 있고,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까지 향을 미치며 이에 한 

리 비용이 증가하여 사회, 경제  부담이 가 되고 있다

[9]. 이러한 인지기능 장애는 우울과 불안을 래하고

[8,10,11,12,13], 인지기능, 우울, 불안은 서로 높은 련성

을 가진다[9,14,15,16]. 

이처럼 사회가 변화하면서 노인의 삶의 질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이 경험하는 정신건강에 한 

심과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17]. 고령사회로 진입하

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노인의 정신건강을 한 서

비스는 부족한 실이다.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해 체계 인 연구를 통해 효율 인 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앙뿐만 아닌 지역사회에 

이르기 까지 지식, 정책 융합의 국가차원 책 마련이 시

하다[18].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인지기능, 우울, 불안의 정도

를 악하고, 불안에 미치는 향 요인을 규명하여 노년

기 정신건강과 삶의 질 증진을 한 재 개발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인지기능, 우울, 불안의 

정도를 악하고, 불안에 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K시 6개 동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을 상

으로 2014년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자료수집이 이루

어졌다. 응답이 가능하고 연구의 목 을 이해하며, 자발

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상자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훈련된 조사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 조사 하 고,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20분 정도

다. 총 372부가 배포되었으며 그  답변이 불성실한 9부

를 제외하고 363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 다. 본 연구에

서의 표본 수는 G-Power 3.1.9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

회귀분석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효과크기 .15, 유의수  

.05, 검정력 95%의 수 을 고려하여 최소 표본수가 189

명으로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의 상자 363명은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 다.

2.3 연구도구

2.3.1 인지기능

인지기능을 확인하기 하여  Mini Mental Status 

Examination for Dementia Screen(MMSE-DS)를 이용

하 다. 본 도구는 Kim 등[19]이 Mini Mental Status 

Examination(MMSE)을 수정, 보완한 19문항의 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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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범 는 0-30 이며 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좋

은 것을 의미한다. Kim 등[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2.3.2 우울

본 도구는 Sheikh & Yesavage[20]가 개발한 15문항

의 이분형 도구를 Lee[21]가 사용한 도구이다. 단 은 

8 이며 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

다. Lee[21]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2.3.3 불안

본 연구에서는 Symptom Check List-90-Revision 

(SCL-90-R)  불안에 한 10문항을 사용하 다. 본 도

구는 Derogatis 등[22]이 개발하고 Kim 등[23]이 수정, 

보완한 것을 Hyun & Kim[17]이 사용한 도구이다. 각 항

목은 ‘  없다’, ‘약간 있다’, ‘웬만큼 있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의 5  척도로 구성되어 수가 높을수록 

불안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Hyun & 

Kim[17]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2 고, 본 연구

에서는 .90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일반  특성, 인지기능, 우울, 불안의 정도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로 

산출하 다. 일반  특성과 련한 불안의 차이는 t-test

와 one-way ANOVA를 이용하 고 사후검정은 Scheffe

로 분석하 다. 인지기능, 우울, 불안과의 계는 

Pearson's correlation 상 분석을 실시하 고 상자의 

불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불안의 차이

남성은 149명(41.0%), 여성은 214명(59.0%) 이었고, 

평균연령은 75.5세 으며 70 가 182명(50.1%)으로 과반

수 이상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200명(55.1%)으로 과

반수 이상이었고, 사별은 152명(41.9%)이었으며, 학력은 

무학이 125명(34.4%)으로 가장 많았고, 등학교 졸업이 

117명(32.2%)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종교는 무 142명

(39.1%), 불교 100명(27.5%), 기독교 88명(24.2%), 천주교 

24명(6.6%) 순이었으며, 직업은 303명(83.5%)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은 234명(64.5%)이 하지 않고 있

었고, 332명(91.5%)이 연하고 있었으며, 266명(73.3%)

이 술을 마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 이상

인 197명(54.3%)이 운동을 하고 있었고, 평균 수면시간은 

6.4시간이었으며 4-8시간 수면하는 경우가 249명(68.6%)

으로 과반수 이상이었다.

일반  특성과 련한 불안의 차이에서는 성별

(t=-3.84, p<.001), 결혼상태(F=4.45, p=.012), 학력

(F=5.14, p<.001), 직업(t=-4.16, p<.001), 여가활동

(t=-3.16, p=.002), 운동(t=-2.19, p=.029), 수면시간

(F=19.54, p<.001)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즉, 남성보다 여성이, 사별한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직업이 없는 경우, 여가활동이나 운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수면시간이 4시간 이하인 경우 불안의 정도는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인지기능, 우울, 불안에 대한 정도

인지기능의 평균 수는 24.95  이었고, 우울은 6.10

 이었으며 우울수 으로 평가할 수 있는 8  이상이 

135명(37.2%) 이었다. 불안의 평균 수는 14.17 이었다

<Table 2>. 

3.3 인지기능, 우울, 불안과의 상관관계

인지기능은 우울(r=-.140, p=.008), 불안(r=-.321, 

p<.001)과 부 인 상 계를, 우울은 불안(r=.268, 

p<.001)과 정 인 상 계를 보 다<Table 3>.

3.4 인지기능과 우울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불안에 미치는 향 요인을 확인하기 하여 

일반  특성과 련한 차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성별(남성 1, 여성 0), 결혼상태(기타 1, 사별 0), 학력(기

타 1, 무학 0), 직업(유 1, 무 0), 여가활동(유 1, 무 0), 운

동(유 1, 무 0), 수면시간(기타 1, 4시간 미만 0)을 더미변

수로 환하고, 인지기능, 우울과 함께 독립변인으로 하

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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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ivision
n(%) or

M±SD

Anxiety
t or F(p)

M±SD

Gender
Male

Female

149(41.0)

214(59.0)

12.93±4.27

15.04±6.20
-3.84(<.001)

Age

(year)

65-69

70-79

80-89

≥90

Average

101(27.8)

182(50.1)

70(19.3)

10(2.8)

75.50±6.78

13.53±5.18

14.03±5.56

15.19±6.24

16.00±4.29

1.61(.186)

Marital status

Marrieda

Separation by deathb

Others(Unmarried, Divorced)c

200(55.1)

152(41.9)

11(3.0)

13.43±5.28

15.19±5.87

13.55±5.07

4.45(.012)

(a<b)

Education

Nonea

Elementary schoolb

Middle schoolc

High schoold

College or abovee

125(34.4)

117(32.2)

41(11.3)

40(11.0)

40(11.0)

15.54±6.71

14.45±5.11

13.07±5.18

12.20±3.31

12.15±3.79

5.14(<.001)

(a,b>d,e)

Religion

None

Christian

Buddhist

Catholic

Others

142(39.1)

88(24.2)

100(27.5)

24(6.6)

9(2.5)

14.40±6.27

13.57±5.40

14.32±4.81

15.38±5.45

11.56±3.24

1.11(.352)

Occupation
Yes 

No

60(16.5)

303(83.5)

12.22±3.50

14.56±5.84
-4.16(<.001)

Leisure
Yes 

No

129(35.5)

234(64.5)

13.05±4.35

14.79±6.08
-3.16(.002)

Smoking
Yes 

No

31(8.5)

332(91.5)

14.52±6.01

14.14±5.56
0.36(.719)

Drinking
Yes 

No

97(26.7)

266(73.3)

13.45±5.17

14.42±5.72
-1.42(.158)

Exercise
Yes  

No

197(54.3)

166(45.7)

13.57±4.94

14.88±6.20
-2.19(.029)

Sleeping time

(hour)

≥8
a

4-8
b

≤4
c

Average

96(26.4)

249(68.6)

18(5.0)

6.37±1.68

13.34±3.53

13.94±5.37

21.72±10.43

19.54(<.001)

(a,b<c)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with respect to the Anxiety                                   (N=363)

Variable Division
n(%) or

M±SD
Range

Cognitive function 24.95±4.55 6.00-30.00

Depression 

1-7

≥8

Average

228(62.8)

135(37.2)

6.10±4.74

0.00-15.00

Anxiety 14.17±5.58 10.00-44.00

<Table 2> Degree of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and anxiety                        (N=363)

Variable
Depression

r(p)

Anxiety

r(p)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140(.008)

1

-.321(<.001)

.268(<.001)

<Table 3> Correlation among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and anxiety (N=363) 

회귀식은 유의미하 으며(F=12.725, p<.001) 설명력

은 22.6% 다. Durbin-Watson 값은 1.769로 잔차들 간

에 상 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차한계는 

0.679-0.962,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26-1.472로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수면시간(β=-.249, p<.001)이 가장 큰 향력을 보이

는 변수로 나타났고, 우울(β=.218, p<.001), 인지기능(β

=-.209, p<.001), 직업(β=-.133, p=.006) 순으로 불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확인되었다. 즉, 수면시간이 4시간 

이하인 경우일수록, 우울정도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낮

을수록,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불안의 정도는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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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B SE β t(p)

Constant

Gender

Marital status

Education

Occupation

Leisure

Exercise

Sleeping time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25.985

-0.841

0.278

0.106

-2.001

-0.691

-0.380

-6.400

-0.257

0.257

1.858

0.614

0.614

0.654

0.728

0.622

0.572

1.211

0.069

0.055

-0.074

0.025

0.009

-0.133

-0.059

-0.034

-0.249

-0.209

0.218

13.986(<.001)

-1.370(.171)

0.452(.651)

0.162(.871)

-2.750(.006)

-1.110(.268)

-0.665(.506)

-5.284(<.001)

-3.731(<.001)

4.665(<.001)

Adjusted R²=0.226, F=12.725, p<.00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in anxiety of subjects
(N=363)

4. 논의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인지기능, 우울, 불안의 

정도를 악하고, 불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

기 해 시도되었다. 

불안의 평균 수는 14.17 으로 선행연구[3,24]의 결

과보다 낮았고, 간보다 낮아 심각한 수 은 아닌 것으

로 나타났다. 일반  특성과 련한 불안 수 의 차이에 

한 결과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사별한 경우, 학력이 낮

을수록, 직업이 없는 경우, 여가활동이나 운동을 하지 않

고 있는 경우, 수면시간이 4시간 이하인 경우 불안의 정

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회귀분석 결과 직업

과 수면시간은 인지기능, 우울과 더불어 불안에 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Cho[25]의 연구에서 여성 노인이 남성의 2배 이상 불

안 정도가 높다고 하 고, Yi & Kim[26]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교육 수 이 낮을수록, 인지

기능이 하될수록 노인의 불안은 더 높다고 설명하 으

며 본 연구는 이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 다. 

여가활동이나 운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불안의 정

도가 높아졌는데 이는 여가활동을 많이 할수록 불안이 

감소되고[17], 규칙 인 신체활동은 우울과 불안을 낮춘

다[27]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 다. 운동은 

청 칼슘농도를 증가시키고 도 민 합성을 증가시켜 뇌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며[28], 도 민 합성의 증가는 우

울 감소에도 향을 미친다[2]. 노인은 신체기능이 하

되고, 사회 으로 축되어 활동에 제약이 있으나 당

한 활동이나 운동은 자신감과 인 계를 증진시켜 우울

이나 불안의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직업이 없는 경우 불안의 수 은 높아졌는데, 이는 노

년기에 직업을 갖는 것은 생계유지의 기본  욕구를 충

족시키는 것은 물론 신체 , 심리  만족감을 유지시켜 

으로써 요한 의미를 갖는다[2]는 것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됨으로써 노

인들의 경제활동에 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

들을 한 일자리를 마련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등 제

도 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수면시간이 4시간 이하인 경우 불안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Mallon 등[29]은 불안과 수면이 유의

미한 련이 있다고 하 고,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불안

의 정도가 심해진다는 선행연구[30,31]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 다. 한 수면은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

인데 노년기가 되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잠에서 자주 깨

어 수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면시간도 어들게 된

다. 노년기 수면주기의 변화는 생체리듬을 교란시켜 인

체의 평형을 하고, 식욕 상실, 피로, 집 력 감소, 불

안정한 행동 등의 신체 , 정신  문제를 래한다[2]. 효

율 인 수면을 유지하여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인

의 수면양상의 특성에 맞는 한 재가 필요할 것이

다.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MMSE-DS의 평균 수는 

24.95 으로 선행연구[32]의 결과보다 높았다. 격한 고

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가 증하고 있고, 치매 치료  

리 비용 증가로 사회, 경제  부담이 가 되고 있다[9]. 

이에 한 책 마련이 시 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인

지기능은 불안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인지

기능 하가 우울, 불안에 향을 다[9,14,16]는 선행연

구를 뒷받침하는 결과 다. 

우울은 우울수 으로 평가할 수 있는 8  이상이 

37.2%로 나타났고 평균 수는 6.10  이었다. Lee[21]의 

40.6%, 6.51 보다 낮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32]의 

29.2%, 4.9  보다는 높았다. 노인의 우울은 인지기능의 

악화요인[33,34,35]이고, 2011년 분당서울 병원[9]의 연

구에서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치매 

험이 3.48배 높다고 하 다. 노년기에는 직업이나 역할

상실, 사별, 외로움 등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증가하고, 

사회 으로 축되며 이는 우울증을 가 시킨다[36]. 노

인의 우울은 자아존 감, 삶의 만족 등에도 부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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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고[21], 자살 험을 증가시키는 요인[8,37]이 

된다. 한 노인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불안은 일반 으

로 우울과 연 되어 나타난다[6]. 따라서 부정 인 향 

요인을 감소시키고, 조기에 우울 수 을 평가하여 그에 

따른 재 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 로 의료  측면만이 아닌 사회 , 

경제  등 다양한 측면을 포 하는 융복합  로그램을 

개발하고 용하여 노인의 불안수 을 낮추기 한 극

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상은 일부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으로 하

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체 노인들에게 일반화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의학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고 노인 인구가 

격히 증가하면서 노인의 신체 , 정신  문제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인지기

능, 우울, 불안의 정도를 악하고 불안에 미치는 향 요

인을 규명하여 노년기 건강과 삶의 질 증진을 한 재 

개발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일반  특성에서 불안은 성별, 결혼상태, 학력, 직업, 

여가활동, 운동, 수면시간과 련이 있었고, 노인의 불안

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수면시간, 우울, 인지기능, 직업

이었다. 인지기능의 하를 방하며 우울 수 을 낮출 

수 있는 융복합 인 로그램을 개발하여 용해야 할 

것이다. 노인이 낮동안 극 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재는 한 수면시간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고 불안 수 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개발된 로그램을 용하고 이의 효과성을 검

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 불안이 성별에서 유

의미한 차이를 보 는데, 이와 더불어 불안에 향을 미

칠 수 있는 건강문제나 거주유형 등의 다양한 변수들을 

반 한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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