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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서울‧경기에 위치하고 있는 노인복지관과 노인정에서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65세 이상노인 514명을 

대상으로 노인의 근력, 인지기능,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우울의 통합적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은 근력은 상‧하지근

력, 악력(좌,우), 인지기능은 간이 정신상태검사, 선로잇기검사, 숫자외우기검사, 스트룹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일상생활수행능

력 및 우울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첫째, 노인의 근력과 인지기능,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우울간에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근력과 인지기능,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우울의 통합적 관계성에 대한 분석에 

모든 변인 간에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인의 근력, 인지기능,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우울의 관계성을 확인하여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와 자립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노인, 근력,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기능, 우울

Abstrac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14 people aged 65 and older who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senior welfare center in Seoul and Gyeongg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muscular strength, cognitive functi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depression variables of elderly 

people in a comprehensive evaluation. As for the data collection methods, were measured the upper and 

lower body strength, grip strength(left, right), cognitive function(mini-mental state examination, trail 

marking test, digit span test, stroop test),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depression was measured using a 

questionnai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elderly's muscular strength, cognitive function, daily living ability, and depression. Secon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found among all the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elderly's integrated 

muscular strength, cognitive functi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depression. This study can provide basic 

data for successful aging and independent retirement life of the elderly by confirm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derly's muscular strength, cognitive functi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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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2019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14.9%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향후 고령

화 속도는 가속화되어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

고 2045년에는 세계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

노인은 일반적으로 노화로 인해 건강상 어려움을 겪

게 되며 대표적으로 체력 저하와 근감소가 나타나게 된

다. 이러한 현상은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 유연성 등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수요인인 체력 수준의 저하로 이

어지게 된다[2]. 특히 Buchner, de Lateur[3]은 노인

의 일상적인 가사노동, 일과 관련된 업무, 그리고 여가

활동의 수행은 골격근의 힘 생성능력, 즉 근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근력의 저하는 낙상, 이동

성 감소, 보행속도 그리고 기능적 의존 및 장애와 관련

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Skelton 등[4]도 근력은 나이

가 많아질수록 감소하여 일상생활에서 장바구니를 들

어올리거나, 의자에서 일어서기 같은 활동을 자립적으

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Snih 등[5]은 7년간 미국인 2493명을 대상으로 코호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악력은 ADL 장애를 독립적으로 예

측하는 요인이며, 장애 위험이 있는 노인을 식별하기 

위한 간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별 검사 방법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노인의 근력과 그에 따른 일상생활 

수행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 수행

을 자립적으로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노인 생활의 삶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

요한 요인이 된다[6]. 

더불어 노인의 근력의 저하는 일상생활수행능력 뿐

만 아니라 인지기능과 심리적 변인과도 관련이 있다.  

Taekema 등[7]은 85세 이상 노인 599명의 악력과 일

상생활수행능력, 인지기능 그리고 우울등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낮은 악력은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의존성

과 인지기능의 저하 그리고 우울요인을 예측한다고 하

였다. 또한 Alfaro-Acha 등[8]은 65세 이상의 멕시코

계 미국인 2160명의 악력과 인지기능을 7년간 연구한 

결과, 악력이 낮은 노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지 능

력의 저하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Sternäng 

등[9]도 40세에서 86세 사이의 연령을 가진 대상자 

708명의 악력과 인지기능을 연구한 결과 약 65세부터 

악력과 인지기능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노인의 근력, 인지기능,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우울은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들 요인들 간에도 서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별요인에 대

한 연구는 많으나 체력적, 인지적, 심리적 요인들을 통

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

된다. 또한 최근 노인의 큰 관심사 중 하나가 건강과 관

련된 문제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노인들의 체력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

강하게 오래 사는 것과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의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변인들

과 관련된 연구물의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독립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효과적인 중재전략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65세 이

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근력,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

기능 그리고 심리적 변인인 우울간의 통합적 인과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약 11

개월간 서울·경기에 위치하고 있는 노인 복지관 및 노

인정을 방문한 노인 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기

관장의 동의를 취득한 후 연구의 목적과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연구대상자를 모집하였다. 1차적으로 표집 된 

노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문맹, 과거와 현재 

질병상태, 대화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최종 연구대상자

를 표집하였으며, 실험 전 연구대상자들에게 실험 동의

서를 작성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F

requency Analysis) 결과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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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Factor N(%)

Gender

Male 184(35.8)

Female 330(64.2)

total 514(100)

Age(yrs)

65‘s-70‘s 78(15.2)

71‘s-75‘s 166(22.6)

76‘s-80‘s 154(30.0)

81‘s 166(32.3)

Education

level

No Education 79(15.4)

Elementary School 118(23.0)

Middle School 94(18.3)

High school 138(26.8)

University 85(16.5)

Subjective 

Health 

condition

Very unhealthy 30(5.8)

unhealthy 123(23.9)

Normal 187(36.4)

healthy 140(27.2)

Very healthy 34(6.6)

total 514(100)

2.2 측정도구

2.2.1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은 성별, 연령, 학력, 주관적 

건강상태를 측정하였다. 

2.2.2 근력 

노인의 근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Rikli와 Jones[13]

의 노인체력검사(The Senior Fitness Test : SFT)중 

상지근력, 하지근력과 선행연구[7, 8]에서 노인의 인지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 악력(좌, 우)을 측

정하였다. 상체 근력은 덤벨들기(30초), 하체 근력은 의

자에 앉았다 일어서기(30초)로 횟수를 측정하였으며, 악

력은 전자악력계(TKK 5101, Japan)를 사용하여 양손 

각 2회씩 측정 후 높은 기록을 kg단위로 입력하였다. 

2.2.3 인지기능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인지기능을 세부적으로 전반적

인 인지기능(간이 정신상태 검사-한국형, MMSE-K), 작업 

기억기능(숫자 외우기 검사, Digit Span Test), 주의집중 

기능(선로잇기 검사, Trail Marking Test : TMT), 실행기

능(스트룹 검사, Stroop Test)의 4가지로 측정하였다. 

MMSE-K는 30점 만점이며, 숫자외우기검사는 바로

외우기와 거꾸로외우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각 만점은 16점이다. TMT는 1-25까지 숫자를 순서대

로 연결하는 검사로 총 소요시간(초)을 측정하며, 스트

룹검사는 단어 페이지, 색깔 페이지, 색깔-단어 페이지

의 3개의 자극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페이지당 주

어진 자극100개 중 45초 동안 읽은 개수를 측정한다. 

2.2.4 일상생활수행능력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형 일상생활수행능력과 도구적 일상생활수

행능력을 측정하였다 

한국형 일상생활수행능력(Korean Activities of 

Daily Living ; ADL)은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로 Katz 등[14]이 개발한 도구를 원장원 등[15]이 

우리나라 문화적 배경에 맞게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목욕하기, 옷 입기, 화장실 사용하기, 이동하

기, 대소변조절하기, 식사하기, 세수하기의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점 척도로서 최저 7점에서 최고 21

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존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신뢰도는 Cronbach‘α 

=.920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Korean Instrum

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 IADL)은 Lawton

과 Brody[16]가 개발한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측정도구

를 원장원 등[15]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합하도록 

번안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는 몸단장 하기, 집안일 

하기, 식사준비 하기,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하기, 교통

수단 이용하기, 물건 사기, 금전 관리, 전화사용, 약 챙

겨 먹기의 총 10문항으로, 최저 10점에서 최고 30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존 정도가 높아 신체적 건강 상

태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신뢰도는 Cronbach‘α=.788으로 나타났다.

2.2.5 우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노인 우울 척도는 기백석[17]의 

노인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

rm-Korea : GDSSF-K)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

기보고식 척도로서 ‘예’와 ‘아니오’의 응답 방식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비활력 요인(anti-vitality factor)과 우

울요인(depression factor)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점수는 0점에서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상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우울 척도의 신뢰도는 

비활력 요인 Cronbach‘α = .884, 우울 요인 Cronbac

h‘α = .64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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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연구자가 서울·경기에 소재한 노인복지관

과 노인정을 직접 방문하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

로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동의한 연

구참여자에게 질문지를 배포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작성

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자가 일대일 면담을 통해 작성

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조용한 강의실에서 진행되었으

며, 근력의 측정은 연구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실시하였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6.0 Program과 AMOS 26.0 Program을 사용하였

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노인의 근력과 인지기

능,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우울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

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

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셋째,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성을 알아보고자 구조방정식모형분석(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실시하였다.

2.5 윤리적고려

전체 연구과정은 C대학의 생명연구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No.1041078- 

201807-BRHR-150-01)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진

행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연구참여를 위한 연구목적과 

절차, 그리고 언제든 연구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구

두설명을 듣고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또한 측정

결과의 비밀 유지와 연구 종료시 모든 자료는 파기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근력, 인지기능,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우울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일련의 

연구절차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노인의 근력, 인지기능, 일상생활수행능력, 우울

의 상관관계분석

노인의 근력, 인지기능, 일상생활수행능력, 우울의 각

각의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Table 2. Correlation among muscular strength, cognitive functi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depression

Muscular Strength Cognitive Functi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Depressio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 　 　 　 　 　 　 　 　 　 　 　 　 　 　

(2) .570** 1 　 　 　 　 　 　 　 　 　 　 　 　 　

(3) .429** .428** 1 　 　 　 　 　 　 　 　 　 　 　 　

(4) .397** .358** .911** 1 　 　 　 　 　 　 　 　 　 　 　

(5) .134** .201** .195** .206** 1 　 　 　 　 　 　 　 　 　 　

(6) -.294** -.355** -.370** -.350** -.421** 1 　 　 　 　 　 　 　 　 　

(7) 0.048 .186** 0.016 0.032 .209** -.207** 1 　 　 　 　 　 　 　 　

(8) 0.029 .131** 0.065 0.054 .170** -.154** .334** 1 　 　 　 　 　 　 　

(9) .181** .165** .157** .144** .345** -.310** .300** .165** 1 　 　 　 　 　 　

(10) .189** .121** .185** .180** .339** -.258** .222** .121** .849** 1 　 　 　 　 　

(11) .143** 0.082 .197** .174** .244** -.168** .172** 0.071 .507** .648** 1 　 　 　 　

(12) -.095* -0.074 -.090* -0.049 -0.031 0.051 0.027 -0.005 0.018 -0.008 -0.010 1 　 　 　

(13) -.291** -.307** -.245** -.252** -.311** .351** -.156** -.104* -.186** -.160** -.103* .386** 1 　 　

(14) -.237** -.191** -.111* -.116** -.218** .163** -0.065 -0.040 -.110* -0.079 -0.025 .137** .255** 1 　

(15) -.216** 0.026 -.189** -.194** -.186** .087* .174** 0.053 -0.064 -.136** -.108* .093* .201** .3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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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upper body strength, (2)lower body strength, (3)grip strength(right), (4)grip strength(left), (5)MMSE-K, (6)TMT, (7)digit span forward, (8)digit span 

backward, (9)stroop test(word), (10)stroop test(color), (11)stroop test(color-word), (12)ADL, (13)IADL (14)anti-vitality factor

(15)depression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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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살펴보면 근력에서 상지근력 요인은 인지기능

의 숫자 외우기를 제외한 모든 요인과 상관관계가 나타났

으며, 하지근력은 스트룹 검사의 색깔-단어와 ADL, 우울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과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다음으

로 악력(오른손)은 숫자외우기를 제외한 모든 요인과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악력(오른손)은 인지기능의 숫자 외우기

를 제외한 모든 요인과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악력(왼

손)은 숫자 외우기와 ADL을 제외한 모든 요인과 상관관계

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지기능과 일상생활수행능력, 우울의 상관관

계분석결과 MMSE-K와 TMT는 IADL과 비활력 요인, 우

울 요인과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숫자 바로외우기는 우

울과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숫자거꾸로 외우기는 

IADL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스트룹검사의 단어요인

은 IADL과 비활력 요인과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스투룹

검사의 색깔요인과 단어-색깔요인은 IADL과 비활력요인, 

우울요인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우울의 모든 요인과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3.2 노인의 근력, 인지기능, 일상생활수행능력, 우울의 

통합적 분석

3.2.1 구조모델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최

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해 

구조모델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 =273.574(df=75, 

p<.001), RMSEA=.072, GFI=.929, NFI=.912, IFI=.935, 

TLI=.908, CFI=.934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양

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노인

의 근력과 인지기능,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우울의 모델은 

모두 영향성이 있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Table 3.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results to the elderly's muscular strength and cognitive functi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depression

Path
Standardized 

Estimates 
S.E. C.R.

Adoption

Whether

Muscular Strength → Cognitive function .031 .008 4.006*** Adoption

Muscular Strength → Depression -.066 .013 -5.188*** Adoption

Muscular Strength → Activities of Daily Living -.272 .088 -3.090** Adoption

Cognitive function → Depression -.009 .003 -2.775** Adoption

Cognitive function → Activities of Daily Living -.035 .016 -2.124* Adopti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 Depression -.080 .040 -2.000* Adoption

*p<.05, **p<.01, ***p<.001

Fig. 1. Structural Model Verification Results 



융합정보논문지 제11권 제5호247

3.2.2 구조모델의 경로 검증

노인의 근력과 인지기능,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우울

간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분석(Ana

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 Fig. 1과 같다.

근력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로계수는 .03

1(CR(t)=4.006, p<.001), 근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에서 경로계수는 -.066(CR(t)=-5.188, p<.001), 근력

이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로계수는 -.

272(CR(t)=-3.090, p<.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성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지기능이 우울에 미치는 영

향에서 경로계수는 -.009(CR(t)=-2.775, p<.01), 인지

기능이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로계

수는 -.035(CR(t)=2.124,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성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우

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로계수는 -.080(CR(t)=2.000, 

p<.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본 연구의 연구모델은 

모든 요인에서 적합하며, 각 변인 간의 통합적 인과관

계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4. 논의 

노인에게 노화는 필연적이며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체력 저하와 근력의 감소가 나타난다. 이러한 신체변화

로 인해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과 사회활

동의 감소, 경제적 어려움 등 각종 문제에 직면하게 되

며 나아가  부정적인 심리상태로 연결되어 노인생활에 

복합적인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

어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근력, 인지기능, 일상생활수

행능력, 우울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알아보고 노인의 건

강한 노후를 위해 수행되었다. 그 결과 모든 요인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성이 확인되었으며,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의 낮은 악력은 인지능력 저하와 알츠하이

머병의 위험을 예측하며, 일상생활수행능력(ADL)에 대

한 의존성을 가속화한다[7]. 인지기능의 점수가 낮은 노

인은 악력이 빠르게 감소하고, 근력은 인지능력 저하와

ADL 장애 간의 매개 효과도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다

[18]. 또한 노인이 지각하는 일상생활수행능력, 자기효

능감, 신체활동 및 인지기능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결과

에서 모든 변수간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높으면 자기효능감과 신체활동 

및 인지기능 모두 좋다고 보고하였다[19].

천명업[20]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건강체력은 인지기

능과 삶의 질 및 우울에 핵심적인 영향력을 가진 중재

변수이며 인지기능도 삶의 질과 우울에 영향성이 높다

고 하였다. 최유임[21]도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인지기

능, 일상생활활동의 참여는 삶의 질과 유의한 상관이 

있을 뿐 아니라 요인들 간에도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최원재[11]는 한국 노인의 상지근력과 인

지기능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인지 장애가 나타난 노

인에게 적절한 근력운동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러한 선행연구들은 노인의 근력, 인지기능, 일상생활수

행능력 그리고 심리적변인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

는 요인임을 뒷받침해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

고 있다. 

이에 노인의 노화를 늦추고 신체기능 및 근력을 유

지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건강한 노년기

를 맞이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근력과 더불어 신

체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체활동과 운동에 관련된 

중재방안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관련 된 연구

들이 소수 진행되고 있다. 

박현영과 신소희[22]는 허약노인의 복합운동 참여는 

상지근력(악력)과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유의미하게 향상

시켰으며, MMSE-K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

다. 또한 운동에 참여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운동참

여와 근육량, 근력 모두 인지기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나타냈다[10]. 최연희와 김나영[23]도 

65세 이상 경로당노인을 대상으로 12주간의 지역주민 

건강리더를 활용한 노인 자조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운동에 참여한 노인이 체력, 인지기능, 우울수준, 

삶의 질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

하였다. 

국외연구에서도 인지 및 신체 운동을 결합한 훈련이 

경도인지장애(MCI) 또는 치매가 있는 노인의 전반적인 

인지기능,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기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24], Clifford, Bandelow와 

Hogervors[25]도 신체 운동이 인지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알츠하이머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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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리고 Antunes[26]는 노인의 에르고미터를 

사용한 지구력 기반 신체운동 프로그램이 우울증과 불

안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은 향상시켰다고 보고하면서, 

이는 규칙적인 신체 운동이 기분 상태를 개선하는 비약

물 수단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앞선 국‧내외선행연구들로 미루어 보아 신체활동과 

운동은 노인의 체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인지기능 및 

일상생활수행능력 그리고 심리적요인을 향상시키는데 

결정적인 요인임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볼만한 의미 있는 결과는 

상관관계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은 인지기능과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

력(IADL)은 인지기능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는 것이다. 도구적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은 일상

생활수행능력(ADL)보다 복잡하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활동이며, 금전 관리, 장보기, 근거리 이동, 식

사준비하기, 집안관리하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27].

최근 Guo와 Sapra[28]은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IADL)은 개인이 지역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며 IADL을 수행하는 능력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IADL 수행에 장애가 있는 

경도인지장애(MCI) 환자는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으며 알츠하이머가 있는 환자는 IADL이 가장 먼저 

감소하는 반면, 기본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ADL은 급격

히 감소하지 않아 ADL과 IADL의 평가는 노인 인구의 

치매에 대한 유용한 선별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하

여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노인에게 중요한 요인

임을 밝혔다.

또한 강현욱[29]의 연구에서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 

집단의 인지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고령, 저학력, 적은 친구만남 횟수와 도구적일상생

활수행능력(IADL)에 제한이 있는 경우라고 보고하였

고,  박현경과 송현종[30]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인지

기능이 정상인 노인 중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IADL)이 저하되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의존적 노인은 

3년 후에 인지기능 저하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

여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주었다. 이처럼 노인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은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요인과 

관련성이 높으므로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

하여 노인이 자립적으로 생활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인 운동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와 더불어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본 

결과 노인의 근력과 인지기능,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우

울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꾸준히 관리하고, 증

진시켜야 할 영향력 있는 변수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가 노인이 자립적인 노후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계적인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를 포괄하는 연구모형이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복지관과 노인정을 방문하신 노인분

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가노인, 시설노인, 노쇠노인 및 

사회적지지와 가족지지와 관련된 부분을 구분하지 못

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ㆍ경기에 위치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과 노인정의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근력,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기능 그리고 우울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노인의 근력, 일상생

활수행능력, 인지기능 및 우울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근력,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 및 우울의 통합적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와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반드

시 규칙적인 운동참여가 강조되어야 하며, 체육활동을 

일상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노인공공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 체

육시설 건립과 더불어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개

발 및 운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함으로써 초고령화 사

회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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