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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의 신체활동 관련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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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Affecting the Physical Activity of Older Adults in the Community

Kim, Young Mi · Suh, Soon Rim

College of Nursing,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Purpose: The aim of this paper was to determinate the factors that affect physical activity of community-dwelling 
elders. Methods: A cross-sectional approach was used to explore factors promoting physical activity. Participants 
were 203 individuals aged 65 years and over living in either the C or D cities. Each participant completed a ques-
tionnaire which included the Korean Version of Physical Activity Scale for the Elderly (K-PASE), geriatric depres-
sion, fear of falling and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20 to August, 30, 2015 and 
statistical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participant characteristics, physical activity differenc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correlation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research variables, and factors affecting the physical 
activity. Results: The mean score for K-PASE was 106.00±67.49. K-PASE showed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
tions with depression (r=-.16, p=.026) and fear of falling (r=-.31, p<.001) an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ognitive 
function (r=.37, p<.001). In regression analysis, factors influencing the physical activity were age, educational 
level and cognitive function. Explanatory rate of these factors for K-PASE was 21.0%. Conclusion: Findings from 
the study indicate that the physical activity programs should include intervention strategies to enhance cognitive 
function while considering age and educa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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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남자 78.5세, 여자 85.1세이며[1], 건

강수명은 남자 68.8세 여자 72.5세로 생존기간 동안 10년 이상

을 독립적이지 않은 상태로 지내게 된다[2]. 또한 65세 이상 노

인의 대부분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3], 노

인의 질환관리와 독립적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건강증

진행위가 적극 필요하다. 건강증진행위 중에서 신체활동은 건

강수명을 연장하여 건강한 노후 및 독립적인 삶을 위한 유용

한 방법이다. 즉, 신체활동은 노화과정에서 오는 신체적 기능

변화를 줄일 수 있고[4]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고[5] 독립성

을 증대시키며[4], 우울을 완화시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 준

다[4,6]. 이러한 신체활동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노인 중 41.9%는 신체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연령

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활동 참여가 점점 더 감소되고 있다[3]. 

세계보건기구[6]에서도 신체활동 부족이 전 세계적으로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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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사망 요인임을 제시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신체활동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한 적

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노인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성별, 연

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신체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4,7]가 있었다. 그 외 관련요인

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우울, 낙상 두려움 및 인지기능 저하

는 노인의 신체활동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건강문제이다[7,8]. 

그 중 우울은 안녕감과 신체적 기능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9,10]. 선행연구에서 아프리카계와 백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11]에서 우울은 신체활동에 유의한 영향요

인이었으나, 국내 소도시의 노인정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8]에서는 우울은 신체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연

구대상자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랐다. 또한 낙상 두려움은 노

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12]중 하나로서 낙상 

두려움이 있으면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활동을 제

한하게 된다[13]. 낙상 두려움이 높으면 일이나 여가활동과 같

은 사회적 생활에 참여하는 신체활동이 감소된다는 연구[14]

가 있었다. 그러나 낙상 두려움이 신체활동과 관련이 없다는 

상반된 연구[15]도 있었다. 인지기능은 판단력, 지남력 등과 

같은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에 필요한 요인[16]으로 인지기

능과 신체활동 간에 정적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5]와 인지기

능이 신체활동의 예측요인이라는 연구결과[7,16]가 있었으나, 

인지기능이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연구[17]도 있었

다. 이와 같이 기존연구에서 노인의 우울, 낙상 두려움 및 인지

기능 저하는 신체활동과의 관련성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아, 그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 

노인의 신체활동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당뇨병 등 만성질환 노

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18]가 이루어졌으나 지역사회의 건강

한 노인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우울, 낙

상 두려움 및 인지기능을 모두 고려하여 영향요인을 조사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재가노인의 신체활동 정도를 파악하고 신

체활동과 우울, 낙상 두려움 및 인지기능 간의 관련성을 분석

하여 재가노인의 건강한 노후, 독립적인 삶을 위한 방안 인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재가노인의 신체활동, 우울, 낙상 두려움 및 인지

기능 정도를 파악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우울, 낙상 두려움 

및 인지기능과 신체활동 간의 관련성을 확인 하는 것이다. 구

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재가노인의 신체활동과 우울, 낙상 두려움 및 인지기능 

정도를 파악한다.

 재가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활동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재가노인의 신체활동과 우울, 낙상 두려움 및 인지기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재가노인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재가노인의 신체활동 정도와 신체활동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서술적 조 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C와 D도시의 재가노인을 근접모집단

으로 하여 아래 제시된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편의표집 하

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

의수준 .05, 검정력 .95, 중간정도의 효과크기인 .15, 예측요인 

15개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최소 199명의 대상자가 필요

할 것으로 추정하였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206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답하였거나 응답 도중 중단을 

요구하여 자료가 불충분하게 기입된 7명을 제외하고 총 199

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은 65

세 이상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치매 및 정신과적 진단을 받지 

않은 자,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 수행에 제한이 없는 노인으

로서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신체활동

본 연구에서 Washburn 등[19]이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신체활동 평가 척도(Physical Activity Scale for the Elderly, 

PASE)를 Cheo 등[20]이 번안한 한국어판 노인신체활동 측정

도구(Korean Version of Physical Activity Scale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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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derly, K-PASE)를 사용하였다. K-PASE는 총10문항으로 

여가시간 신체활동, 가사시간 신체활동, 직업 또는 봉사활동

과 관련된 신체활동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는 세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신체활동 정도는 PASE 가중치

(weight)×활동 빈도(activity frequency)로 산출하며 활동 빈

도는 여가활동은 ‘하루 당 시간’ 환산표에 따라, 가사활동은 지

난주간에 참여한 정도를 ‘예’ 와 ‘아니오’ 로 나타내어 백분율로 

산출하고 참여한 직업 또는 봉사활동 관련 신체활동은 하루당 

시간으로 산출한다. 총점은 각 문항별 점수의 합이며, 점수가 높

을수록 신체활동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19] 검

사-재검사 신뢰도는 .75였고, Cheo 등[20]이 보고한 검사-재검

사 신뢰도는 .75였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는 .69이다. 

2) 우울

Sheikh와 Yesavage [21]가 개발한 단축형 노인우울척도

(Short 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 SFGDS)를 Kee 

[22]가 우리나라에 맞게 수정한 한국형 단축 노인우울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15문항으로 ‘예’가 0점, ‘아니오’가 1점

으로 이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범위는 0점에서 15점까

지이고, 5점 이상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5-9점은 경증우울, 10~15점은 중증우울로 구분하였

다. 부정적인 5문항은 역으로 채점하였다. Kee의 연구[22]에서

는 Cronbach’s ⍺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
는 .87이다.

3) 낙상 두려움

Tinetti 등[13]이 개발한 낙상 효능감척도(Fall Efficacy 

Scale, FES)를 Kim [23]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낙상 두

려움 측정도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10가지 행동을 수행하는

데 따르는 두려움을 1부터 10까지의 숫자로 나타내는 것으로 

측정점수의 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100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낙상 두려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23]의 연구

에서 Cronbach’s ⍺는 .75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
는 .97이다.

4) 인지기능

Folstein 등[24]이 개발한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MMSE)을 Kwon과 Park [25]이 한국노인의 특성에 맞게 번

안한 한국형 간이 정신 상태검사를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에 따라 0~1점, 0~2점, 0~3점, 0~5점

의 점수를 부여하며, 무학의 경우 지남력에 1점, 주의집중 및 

계산에 2점, 언어기능에 1점을 가산하였다. 측정점수의 범위

는 최저 0점에서 최고 3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기

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19점 이하는 확정적 치매, 20~23점 사

이는 치매의심, 24점 이상인 경우는 정상으로 구분한다. 도구

개발당시의 Cronbach’s ⍺는 .86, Kwon과 Park [25]의 연구

에서는 Cronbach’s ⍺는 .79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는 .97이다. 

4. 자료수집 

2015년 7월20일에서 8월 3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사전에 각 시설의 기관장이나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

하였다. 연구자가 C와 D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가정방문, 

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 연구자가 노인을 직접 만나 본 연구

의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서 설

문지를 배부하고 설문지 작성을 스스로하기 어려워 도움을 요

청한 노인은 훈련된 연구보조원이 설문지를 직접 읽어주고 응

답을 그대로 기록 하였고, 스스로 읽고 응답할 수 있는 대상자

는 직접 기입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K대학

교 윤리위원회에서 연구목적, 방법, 대상자 권리보호에 대한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 수행하였다(IRB No. 2015-0071). 설

문지를 제시하기 전에 연구목적과 연구참여 및 거부에 대한 

자유의사를 존중한다는 내용과 비밀보장에 관해서 충분히 설

명하고 연구동의서를 받았다.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이 포함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연구종료 후에는 모두 폐기 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들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

공하였다. 

6.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20.0 통계 프로그램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신체활동 빈도, 신체활동 정도, 우

울, 낙상 두려움 및 인지기능에 대해서는 기술통계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신체활동의 차이를 분

석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로 분석 

하였으며 사후 검증은 Scheffé test를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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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9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Age (year)
65~74
≥75

73.69±6.05
112 (56.3)
 87 (43.7)

Gender Male
Female

 67 (33.7)
132 (66.3)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77 (38.7)
122 (61.3)

Religion Yes
No

139 (69.8)
 60 (30.2)

Living 
arrangement

With spouse
With offspring
With spouse, offspring
Alone

 89 (44.7)
 22 (11.1)
 20 (10.1)
 68 (34.1)

Perceived 
economic level

High
Middle
Low

12 (6.1)
138 (69.3)
 49 (24.6)

Alcohol 
consumption 

Yes
No

 40 (20.1)
159 (79.9)

Smoking Yes
No

15 (7.5)
184 (92.5)

Disease Yes
No

153 (76.9)
 46 (23.1)

Taking 
mediation

Yes
No

146 (73.4)
 53 (26.6)

Pain
No 
Mild
Moderate
Severe

 2.07±1.09
 82 (41.2)
 51 (25.6)
 36 (18.1)
 30 (15.1)

Perceived 
health status Very good

Good
Fair
Poor
Very poor

 3.00±1.15
 25 (12.6)
 34 (17.1)
 77 (38.7)
 42 (21.1)
 21 (10.5)

신체활동과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신체활동에 대한 영향 요

인은 위계적 다중선형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73.69±6.05이며, 여성이 66.3%를 차

지하였다. 대상자의 61.3%가 중학교 졸업 이상이었고, 종교가 

있는 대상자는 69.8%였으며, 동거유형은 부부가 함께 생활하

는 대상자가 44.7%로 가장 많았다. 경제수준은 중간정도라고 

69.3%의 대상자가 말하였으며, 79.9%의 대상자가 음주를 하

지 않았고, 비 흡연대상자는 92.5%였다. 만성질환을 갖고 있

는 대상자가 76.9%,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가 73.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통증 없는 대상자가 41.2%였고 

통증의 평균은 2.07±1.09점으로 나타났다. 68.4%의 대상자

가 현재 자신의 건강이 보통 이상이라고 인지하였으며 지각된 

건강상태의 평균은 3.00±1.15점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신체활동, 우울, 낙상 두려움 및 인지기능

대상자의 신체활동 평균점수는 106.00±67.49점으로 나타

났으며, 3가지 신체활동 하부영역을 살펴보면, 여가활동 평균

점수는 36.41±34.77점, 가사활동 평균점수는 57.43±36.25점, 

직업과 관련된 활동의 평균점수는 12.17±41.78점으로 나타났

다. 우울은 평균 4.48±4.00점, 낙상 두려움은 평균 27.58±23.36

점, 인지기능 평균은 28.23±2.22점이었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활동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신체활동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t=4.82, p<.001), 65~74세노인 군이 신체활동 정

도가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른 신체활동 정도도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6.19, p<.001), 초등학교 졸

업 이하 노인 군보다 중학교 졸업 이상 노인 군의 신체활동 정

도가 더 높았다. 동거유형에 따른 신체활동 정도는 사후 검증

을 실시한 결과 부부 동거유형이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유형

보다 유의하게 신체활동 정도가 더 높았다(F=4.40, p=.005). 

통증정도에 따른 신체활동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3.78, p=.011),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증

을 약간 느끼는 군이 심각하게 느끼는 군보다 유의하게 신체

활동 정도가 더 높았다(Table 3).

4. 대상자의 신체활동 정도와 우울, 낙상 두려움 및 인지

기능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신체활동 정도와 우울, 낙상 두려움 및 인지기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신체활동 정도와 우울, 낙상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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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ysical Activity, Depression, Fear of Falling, and Cognitive Function of the Participants (N=199)

Variables Categories  M±SD  Min Max

Physical activity Total score
Leisure-time activity
Household activity
Job related activity

106.00±67.49
36.41±34.77 
57.43±36.25
12.17±41.78

 0.00
 0.00
 0.00
 0.00

325.34
277.90
171.00
240.00

Depression 4.48±4.00  0.00  15.00

Fear of falling 27.58±23.36 10.00  96.00

Cognitive function 28.23±2.22 21.00  30.00

Leisure-time activity=Walking outside home, light sports, moderate sports, strenuous sports, muscle strength/endurance; Household 
activity=Light homework, heavy homework, home repair, lawn work, outdoor gardening, caring for another person; Job related activity= Pay 
or volunteer work.

Table 3. Physical Activi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9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Physical activity t or F (p)

Scheffé́́ M±SD

Age (year) 65~74
≥75

112 (56.3)
 87 (43.7)

124.65±71.64
 81.99±53.17

4.82 (＜.001)

Gender Male
Female

 67 (33.7)
132 (66.3)

108.84±78.56
104.56±61.39

0.42 (.674)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77 (38.7)
122 (61.3)

 75.04±41.52
125.54±73.32

-6.19 (＜.001)

Religion Yes
No

139 (69.8)
 60 (30.2)

105.43±67.68
107.33±67.59

0.18 (.856)

Living arrangement With spousea

With offspringb

With spouse, offspringc

Aloned

 89 (44.7)
 22 (11.1)
 20 (10.1)
 68 (34.1)

123.16±77.24
 73.27±53.03
 97.35±73.51 
 96.68±48.57

4.40 (.005)
a＞b

Perceived 
economic level

High
Middle
Low

12 (6.1)
138 (69.3)
 49 (24.6)

108.47±91.15
107.66±66.38
100.74±65.35

0.20 (.822)

Alcohol consumption Yes
No

 40 (20.1)
159 (79.9)

113.59±72.52
104.09±66.27

-0.79 (.428)

Smoking Yes
No

15 (7.5)
184 (92.5)

100.27±88.35
106.47±65.79

0.34 (.733)

Disease Yes
No

153 (76.9)
 46 (23.1)

102.44±67.79
117.86±65.81

1.36 (.175)

Taking medication Yes
No

146 (73.4)
 53 (26.6)

102.96±68.64
114.37±64.10

1.06 (.293)

Pain Noa

Mildb

Moderatec

Severed

 82 (41.2)
 51 (25.6)
 36 (18.1)
 30 (15.1)

108.77±75.66
126.34±61.53
 93.62±54.05
 78.72±57.85

3.78 (.011)
b＞d

Perceived 
health status

Very good
Good
Fair
Poor
Very poor

25 (12.6)
 34 (17.1)
 77 (38.7)
 42 (21.1)
 21 (10.5)

122.76±99.59
119.98±65.85
108.24±53.23
 91.27±60.68
 84.69±78.01

1.83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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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Depression, Fear of Falling and Cognitive Function (N=199)

Variables
Depression Fear of falling Cognitive function Physical activity 

 r (p) r (p)  r (p)  r (p)

Depression  1    

Fear of falling .39 (＜.001)  1   

Cognitive function -.16 (.023)  -.36 (＜.001)  1  

Physical activity -.16 (.026)  -.31 (＜.001)  .37 (＜.001)  1

려움 및 인지기능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활동 정도와 우

울(r=-.16, p=.026), 신체활동 정도와 낙상 두려움(r=-.31, p< 

.001)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반면, 신체활동 정

도와 인지기능(r=.37, p<.001)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

었다(Table 4).

5. 대상자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공차한계(tolerance)는 .36에

서 .90으로 0.1 이상이고,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최대 2.83으로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의 문제는 없었다. 잔차의 독립성은 Durbin-Watson값이 

1.64로 오차항의 독립성 및 자기상관에 문제가 없었고, 오차

의 정규분포와 등분산성의 가정도 만족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령, 교육수준, 동거유형, 통증에서만 신체활

동 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선행연구에서 성별, 종교, 

경제수준, 음주, 흡연, 질환, 약물복용, 지각된 건강상태도 신

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어 모델 1단계에서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모두 투입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중 범주형 변수인 성별, 교육수준, 종교 여부, 

동거유형, 경제수준, 음주 여부, 흡연 여부, 질환 유무, 약물복

용 여부는 더미변수로 투입하였다. 일반적 특성을 투입한 결

과, 연령(β=-.24, p=.002)과 교육수준(β=.26, p=.001)이 신체

활동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활

동에 대한 설명력은 18.0%였다. 모델 2단계에서는 우울, 낙상 

두려움 및 인지기능을 회귀모형에 추가로 투입했을 때, 21.0% 

(F=4.12, p<.001)로 3.0% 설명력이 높아졌다. 우울, 낙상 두

려움 및 인지기능 중 인지기능(β=.17, p=.036)만이 신체활동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일반적 특성 중 연령(β=-.19, p=.016), 교

육수준(β=.18, p=.035)은 모델 2단계에서도 유의한 영향요인으

로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체활동이 더 높

았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재가노인의 신체활동 정도와 관련요인을 파악하

여 노인의 건강을 위한 신체활동을 유지 및 증진시키는 신체

활동 프로그램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신체활동(K-PASE) 평균점수는 106.0점

(범위 0~325)으로 점수범위로 비추어 볼 때 낮은 수준이었다. 

이 결과는 국내에서 본 연구도구의 타당도 조사를 한 연구[20]

의 96.5점보다는 약간 높았고, 도구개발 당시 측정한 102.9점

[19]과는 유사하였다. 우리나라 지역사회 재가노인을 대상으

로 K-PASE로 측정한 신체활동 연구가 거의 없어, 추후 연구

를 통해 신체활동의 정도를 좀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신체

활동 항목 중에서는 여가활동보다는 가사활동과 같은 저 강도 

신체활동을 더 많이 하였는데, 선행연구[3,4,8,17-20]에서도 

노인은 TV시청과 같은 좌식생활 및 집 주위를 산책 하거나 집

안 일 위주의 저 강도 운동을 주로 하고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하

였다. 신체활동이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가져 

오려면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이 필요하므로[6], 이에 관한 

교육과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방안 모색이 요구

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우울 점수는 평균 4.5점으로 노인실태조

사[3]에서 나타난 평균 우울점수 5.4점보다 약간 낮았고 노인

정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8]의 우울 점수 6.0점보다도 낮았

다. 본 연구대상자는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

려움이 없는 노인이나, 노인실태조사[3]에서는 신체기능 장애

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까지 포함되어 

있다. 신체장애가 있는 노인의 우울점수가 장애가 없는 노인

보다 두 배 이상 높아서 이들을 포함한 평균 우울점수가 더 높

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Lee와 Choi 연구[8]에서는 노인

정이란 특정 장소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점이 우울점수

에 영향을 주어 본 연구의 우울점수와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낙상 두려움(만점 100점)은 평균 27.6점으로 낮은 점수

이었는데, 65세 이상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Kim의 연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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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s Influencing Physical Activity of Participants (N=199)

Variables
Model 1 Model 2

B β t (p) B β t (p)

Age -2.63 -.24 -3.12 (.002) -2.08 -.19 -2.44 (.016)

Gender 5.64 .04  0.49 (.625) 5.39 .04 0.47 (.636)

Education level* 35.78 .26 3.30 (.001) 24.13 .18 2.13 (.035)

Religion 1.50 .01 0.15 (.882) 0.47 .00 0.05 (.963)

Living with spouse† 12.73 .09 1.21 (.228) 10.87 .08 1.05 (.296)

Living with offspring† -22.18 -.10 -1.44 (.153) -20.66 -.09 -1.32 (.188)

Living with offspring and spouse† -12.68 -.06 -0.76 (.448) -15.74 -.07 -0.96 (.340)

Perceived economy level -5.68 -.04 -0.63 (.529) -7.02 -.05 -0.78 (.436)

Alcohol consumption 6.58 .04 0.57 (.571) 6.16 .04 0.54 (.592)

Smoking -10.85  -.04  -0.62 (.539) -12.69 -.05 -0.72 (.474)

Disease  -1.50  -.01  -0.08 (.937) 1.46 .01 0.08 (.938)

Taking medication  11.55  .08  0.64 (.524) 11.80 .08 0.66 (.509)

Pain  0.85  .01  0.16 (.872) 3.06 .05 0.58 (.563)

Perceived health status  6.71  .11  1.32 (.189) 5.24 .09 1.00 (.321)

Depression  -0.76  -.05 -0.57 (.570)

Fear of falling  -0.33  -.12 -1.41 (.160)

Cognitive function  5.05  .17 2.12 (.036)

R2=.24, Adjusted R2=.18, F=4.16, p＜.001 R2=.28, Adjusted R2=.21, F=4.12, p＜.001

*Elementary school or less group is a reference value; †Living alone group is a reference value.

에서도 평균 28.8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인지기능은 평균 28.0점으로 노인실태조사[3]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 인지기능점수 23.7점보다 높았

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는 인지기능점수가 21점 이상의 노

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복지관을 다니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

이 없이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의 특성이 지역사회 노

인 전체를 대상으로 인지기능을 조사한 노인실태조사와는 달

라 이 점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본다.

신체활동 정도는 75세 미만 군보다 75세 이상 군의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선행연구[4,19,20]에서도 본 연구와 같이 75

세 이상 노인의 신체활동이 저조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신체

활동이 감소되는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75세 이상의 노

인들은 부상의 두려움 및 신체적 자신감의 저하로 일상생활 

수행 시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4,17], 여가시간 

동안 좌식생활이나 걷기와 같은 저 강도 운동을 주로 하게 된

다[3]. 또한 75세 이상 노인은 일선에서 물러나거나 은퇴로 인

해 가사활동 뿐만 아니라 일과 관련된 활동에도 참여할 기회

가 줄어들어 75세 미만 노인 보다 신체활동이 낮았을 것으로 

본다[17]. 따라서 75세 이상 노인도 지속적으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강상태에 적합하고 사회적 참여를 도울 수 있는 

동호회 활동이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격려 할 필요가 있다. 교육수준별 신체활동은 중

학교 졸업 이상 군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 군보다 신체활동 정

도가 높았다. 이 결과는 규칙적인 신체활동 군이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군보다 교육기간이 유의하게 더 길었다는 연구[26]

와 유사하였고, 교육수준과 신체활동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연구[5]와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노인이 신체적 기능이 좋고[10] 자신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

리하고자 한다[4]는 점에서 신체활동 참여를 더 잘 한 것과 연

관성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동거유형 별로는 부부가 함께 동

거하는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신체활동 정도가 더 높았

다. 선행연구에서도[11] 본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배우자로부터의 지지와 격려가 신체활동을 더 잘 하게하는 동

기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본다. 통증 정도가 약한 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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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군보다 신체활동 정도가 높았다. 통증을 호소하는 만성

질환자가 신체활동을 회피하였다는 연구[27]로 볼 때, 본 연구

대상자의 76.8%가 만성질환이 있고, 59.1%가 통증을 호소하

여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이 통증을 경험하고 그로인해 신체활

동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통증을 유발하는 만성질환을 먼저 사정하고 관리 할 필요가 

있다.

상관관계에서 신체활동은 우울과 약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

여 선행연구[11]와 일치하였으나 상관정도가 .20 이하로 낮아 

반복 연구를 통해 그 관련성을 좀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낙

상 두려움과는 중정도의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낙상 두려움이 

크면 신체활동이 감소하였다. 이는 낙상 두려움이 높은 군에

서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사회적 참여가 14개월 후에 더 많이 

제한을 받았다는 연구[14]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남성노인에

서 낙상 두려움과 신체활동 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는 

연구[12]가 있어 신체활동과 낙상 두려움 간의 연관성 역시 추

후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인지기능과는 중정도의 정적 상

관관계로 인지기능이 높으면 신체활동도 높았다. Seo 등의 연

구[5]에서도 신체활동 총 참여시간과 인지기능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와 같았다.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 관련요인들이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

향을 위계적 회귀모델로 분석한 결과, 모델1에서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의 신체활동에 대한 설명력은 18%였고, 모델 2에서 

우울, 낙상 두려움 및 인지기능이 투입되면서 설명력은 21%

로 증가하였다. 신체활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교육수준, 인지기능이었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

활동이 낮았는데 이는 선행연구[4,7,8,11,15,17]와 일치하였

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노인이 많아짐에 따라 75세 이

후의 후기노인이 전기노인보다 일상생활 활동에 의존성이 증

대되고 신체적 건강상태 악화로 인해 신체활동 정도가 낮았다

[28]. 따라서 신체활동의 취약계층인 후기노인의 독립적 일상

생활 활동과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적합한 신

체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교육수준에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 군보다 중학교 졸업 이상 군의 신체활동정도가 더 높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체활동이 높았다. 교육수준이 높으면 

건강정보 이해력이 높아[29] 신체활동에 대한 효과를 더 잘 인

지하여 적극적으로 신체활동을 하게 되었을 것으로 본다. 

우울, 낙상 두려움, 인지기능의 세 변수 중 인지기능만이 유

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인지기능이 높을수록 신체활동 정

도가 높았다. 이 결과로 볼 때 인지기능 저하 예방 전략이 신체

활동을 증진할 수 있다고 본다.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

는 주기적인 인지장애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를 조기

에 발견하고 인지기능 유지 증진 방법을 포함한 신체활동 프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우울점수가 낮을수록 신체활동량이 유의하게 높다[11]는 

연구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신체활동에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니었다. 우울은 노인의 신체적 기능감소와 관련

이 있고[10], 우울과 좌식생활 간의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지만 

우울 군이 우울하지 않는 군보다 좌식생활을 더 많이 하는 것

으로 나타난 연구[30]가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우울이란 신

체활동에 직접적인 예측인자이기보다는 우울하면 좌식생활

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는 신체적 기능감소와 연결되며 나아

가 신체활동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자들은 우울점수가 정상범위에 있고 신체적 기능에 

제한이 없는 노인들이 대부분이어서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

다. 그러나 추후 연구를 통해 이러한 맥락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낙상 두려움 역시 본 연구에서는 신체활동에 유의한 영

향요인이 아니었다. Lim과 Taylor의 신체활동 관련요인에 관

한 연구[15]에서도 낙상두려움이 신체활동에 유의한 영향요인

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Lee와 

Choi의 연구[8]에서는 낙상 두려움이 신체활동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달랐

다. 따라서 낙상 두려움과 신체활동 간의 일관되지 않은 연구

결과로 인해 신체활동 감소의 결정인자가 되는지에 관해서는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

움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정도와 우울, 낙상 두려

움 및 인지기능이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자는 일 지역사회 거주노인을 편의 표집 

한 자료이므로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로 일반화하기 어렵

다. 또한 횡단적 연구설계로 인해 신체활동과 관련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

구하고 노인의 연령, 교육수준, 인지기능이 신체활동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노인의 신체활동 중재 프로그램

을 개발 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재가노인의 신체활동과 우울, 낙상 두려움 및 인

지기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규명함으로써 재가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신체활동 

중재 프로그램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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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 재가노인의 신체활동 정도는 낮았고, 연령, 교

육수준, 동거유형, 통증에서 신체활동 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재가노인의 신체활동은 연령, 교육수준, 인지기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가노인의 신체활동을 정서적, 인지적 요인을 

포함하여 복합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함으로써 재가노인 신체

활동의 지식기반 확대에 공헌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재가노인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간호실무나 정

책수립에 있어 연령별 특성과 교육수준을 고려하고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전략이 포함된 신체활동 중재 프로그램이 효

과적인 방안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대상자 대부분은 인지 및 정서적으로 건강한 도시 지역 

노인들이어서 추후 연구에서는 경도인지장애노인 및 치매노

인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대상자를 포함하여 신체활동 관련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반영

한 신체활동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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