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체 인구의 14.3%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체

인구의 20.8%로 고령화 사회에 도달한것으로 망되

고 있다[1].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노년기에 경험

하는 신체 , 심리 , 사회 변화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

니라 사회가 직면하는 문제로 두되고 있다. 노년기에

경험하는 신체 능력의 하, 은퇴로 인한 수입의 감소,

자녀의 분가 사별 등은 노인의 정서 인 안정감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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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다. 본 연구는 2015년도 국민건강 양조사결과를 기 자료로 한 이차자료 분석연구이며,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의

노인 1,484명을 상으로 하 다. 자료분석은 IBM 23 ver. SPSS를 이용하 다. 본 연구 결과 기노인은 정신건강변수의

세부항목 에서 우울감과 스트 스 인지가 높았으며. 후기노인은 자살생각이 높았다. 식생활형편은 기노인보다 후기노인

에서 ‘음식섭취 부족’ 이 높았다. 회귀분석 결과 노인의 식생활 형편, 강도 신체활동이 노인의 정신건강과 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연구결과를 토 로 세분화된 연령 에 합한 차별화된 간호 재 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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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2].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노

년기에 경험하는 정신건강의 문제가 지속 으로 늘어나

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노인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21%가 우울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6.7% 가 자

살을 생각한 이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3]. 자살률은 보

통 그 나라 국민의 정신건강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요하다[4]. 특히, 질병 부담이 큰 정신건강문제 하나

인 우울은 세계 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병율

도 증가하면서 노인의 삶의 질을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5]. 스트 스의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의

18.5%가 ‘평소 일상생활 에 스트 스를 ’ 단히 많이‘

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발표되었다[6]. 이러한 정신건

강 문제는 다른 신체 치료경과를 해할 뿐만 아니라.

자가 리 사회 기능 하, 나아가 사회.경제 부담

까지 가 시킨다[7]. 노인의 정신건강문제에 한 심이

커지면서, 정신건강문제의 련요인을 악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

면, 노인의 정신건강문제와 련이 있는 요인에는 만성

질환 수, 주 건강상태, 음주여부, 직업상태, 월 가구

소득, 가구형태, 성별, 사회 지지, 환경, 신체활동, 식생

활 상태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4, 8-11]. 의학

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식생활 개선, 운동량 증

가 등으로 건강한 노인들이 늘어나면서성공 인 노화를

해 규칙 인 신체활동의 요성을 강조되고 있다[12].

한 Lee와 Lee[13]는 노년기에 규칙 인 식사와 운동을

할 경우에 노인의 정신건강은 우월하다고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규칙 인 식사패턴과 신체활동이 노인의 정신건

강에 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연구는 미

비한 편이다. 한 수행된 연구 부분은시설 지역사

회 일부 노인을 상으로 한 연구이어서, 연구결과를 우

리나라 체 노인에게 일반화하기 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사회가 고령화되고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노인

연령구조의 두드러진 변화 하나는 75세 이상 노인인

구의 증가이다.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 히 65세 이상의 노인을 하나의 동질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14], 노인 기와 후기노인의 사회경

제 상태, 건강 련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선행 연구들이 수행되었다[7-10]. 따라서

65세 이상의 노인을 하나의 동질집단으로 보기 보다는

노인의 생애주기별로 기노인과 후기 노인으로 나 어

연구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15]. 본 연구는 국 으

로 조사된 규모 노인인구자료를 활용하여 노인 상자

를 노인 기와 후기로 나 어 우리나라 노인의 신체활동

식생활과 정신건강 련성을 확인해 보고자 수행되었

다. 연구결과가 식생활 형편과 신체활동을 통해 노인의

정신건강문제를 감소시켜 국가의 사회비용을 감시키

고 노인의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로그램 개발에 기

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 은 제 6기 국민

건강 양조사 자료를 이차 분석하여 우리나라 노인의 신

체활동 식생활과 정신건강의 련성을 악하기 함

이다.

2. 연 방법

2.1 연 계 

본 연구는 제6기 2015년도 국민건강 양조사 결과를

기 자료로 하여 우리나라 노인들의 식생활 신체활동

과 정신건강의 련성을 악한 이차자료 분석 연구이다.

2.2 연 대상 및 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질병 리본부가 시행한 제 6기 국민건강

양조사의가장최근자료인2015년원시자료를활용하 다.

표본추출은 순환표본설계방법(Rolling Survey Sampling)

으로, 표본 추출 틀은 표본설계 시 에서 가장 최근 자

료인 인구주택 총 조사(2010) 고, 층화변수는 시, 도, 동

읍면, 주택유형이며, 내재 층화 기 은 성별, 연령, 주

거면 , 가구주 학력이었다. 본 연구는 2015년 국민건강

양조사 상자 만 1만 65세 이상의 남녀노인 1,484

명을 상으로 수행하 다. 본 연구는 KS 학교 생명윤

리 원회의 심의면제를 받아 실시하 으며(승인번호

KSU-17-08-006), 국민건강 양조사 홈페이지에서 자료

활용을 승인 받은 후 원시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수행하

다.

2.3 연 변수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상자의 일반 특성, 식생

활, 신체활동, 정신건강 변수이다. 상자의 일반 특성

은 성별, 연령, 거주 지역, 교육수 , 배우자와의 동거여

부, 직업여부, 수입으로 하 다. 식생활은 양조사에서

의 식생활 형편을 변수로 하 다. 신체활동은 고강도,

강도 신체활동과 걷기실천 여부를 사용하 다. 걷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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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은‘하루에 최근 1주일 동안 한번에 어도 10분 이상

걸은 날 수’로 측정하 다. 식생활은 양조사 결과를 토

로‘충분하고 다양한 음식섭취’,‘충분한 양의 음식섭취’,

‘음식섭취 부족’으로 분류하 다.

정신건강 변수는 선행연구에서 정신건강요인으로 분

류된 스트 스인지, 우울감, 자살생각 여부로 하 으며,

제6기 국민건강 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 다. 스트

스 인지는 ‘평소 일상생활 에 스트 스를 어느정도 느

끼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4 척도로 조사한 자료이

며, 우울감은‘최근 1년 동안 연속 으로 2주 이상 일상생

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 거나 망감 등을 느낀

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와‘아니오’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 다. 자살생각 여부는‘최근 1년 동안 진지하게 자

살을 생각한 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 ’와 ‘아니오’

로 조사한 자료를 이용 하 다. 본 연구는 제6기 2015년

도 국민건강 양조사 결과를 기 자료로 하여 우리나라

노인들의 식생활 신체활동과 정신건강의 련성을

악한 이차자료 분석 연구이다.

2.4 료 방법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는 단순임의표본설계(simple

random sampling)가 아닌 2단계 층화집락표본설계

(two-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를 이용하여 추출

되었으므로, 자료 분석 시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ing) 내용을 반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가 치, 층화변수, 집락변수를 복합표본분석

을 한 요소로 이용하 다. 연구의 분석결과의 모든 통

계값은 복합표본 분석 결과로 산출되었으며, 통계분석은

IBM SPSS ver.23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노

인 상의 신체활동, 식생활 형편, 정신건강 차이를 확인

하기 해 복합표본 교차분석을 시행하 으며, 정신건강

과의 련요인을 분석하기 해 복합표본 로지스틱회귀

분석을 시행하 다.

3. 연 결과

3.1 연 대상  반적 특

연구 상자 남자는 43.5%, 여자는 56.5% 이었다.

연령집단은 노인 기가 58.0%로 노인후기 인 42.0% 보

다 많았다. 거주지는 상자의 73.4%가동에 거주하 고,

나머지는 읍,면에 거주하고 있었다. 교육수 은 등학교

졸업이 63.5%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학교

졸업, 학교 졸업 이상 순이었다. 상자의 62.0%가

재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으며, 재 직업을 가지고 있

는 상자가 30.7% 이었다. 경제 수 은‘상’25.9%,

‘하’25.8%로 비슷하 으며, ‘ 하’24.3%, ‘ 상’ 24.0% 순

이었다.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645(43.5)

Female 839(56.5)

Age group
Young-old 908(58.0)

Old-old 576(42.0)

region
Urban 1,075(73.4)

Rural 409(26.6)

Education

Elementary school
or less

804(63.5)

Middle school 174(11.8)

High school 228(16.8)

University or more 109(7.8)

Cohabitation with
spouse

Yes 930(62.0)

No 544(38.0)

Occupation
Yes 436(30.7)

No 885(69.3)

Income

Low 369(25.8)

Mid-low 368(24.3)

Mid-high 364(24.0)

High 367(25.9)

Calculated by an analysis of the complex sample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N=1,484)

3.2 전기. 후기 노 별 정신건강, 식생활형편, 신

체활동 특

기, 후기노인의 정신건강, 식생활 형편, 신체활동 특

성은 Table 2와 같다. 정신건강 특성의 항목을 구체 으

로 살펴보면, 스트 스 인지정도는 기노인은 ‘조 느

낀다’가 55.1%로 가장 많았으며, 후기노인의 40.8% 보다

높았다. 후기노인은 ‘조 느낀다’(40.8%), ‘거의 느끼지

않는다’(40.6%)에 비슷하게 응답하 다.

우울감은(2주 이상 연속)은 기노인의 경우 16.2%,후

기노인의 경우 15.5%로 기노인의 경우 더 우울감을 경

험하 다. 자살생각(1년간)은 후기노인이 8.2%로 기노

인(6.1%) 보다 더 높게 보고되었다. 식생활 형편은‘충분

하고 다양한 음식 섭취’가 기, 후기노인에서 가장 높게

보고되었다. ‘음식섭취 부족’은 후기노인이 9.7%로 기

노인(6.3%) 보다 높았다. 신체활동은고강도 활동은 기

노인이 0.8%, 후기노인이 0.6% 이었으며, 강도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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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노인이 5.9%, 후기노인이 6.2%로 큰 차이가 없었다.

걷기실천은 ‘하루에 최근 1주일 동안 한 번에 어도 10

분 이상 걸은 날’이 3일 이상인 경우가 기노인 65.7%,

후기노인 54.0% 이었으며, ‘ ’인 경우가 기노인은

20.8%, 후기노인은 33.2% 이었다. 연구결과 정신건강변

수와 걷기 실천은 기노인과 후기노인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식생활 형편과 신체활동은

기. 후기노인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3 신체활동 및 식생활, 정신건강과  련

노인의 정신건강과 식생활형편, 신체활동과의 련성

을 악하기 해 복합표본 로지스틱회기분석을 실시하

다. 일반 특성인 성별, 거주 지역, 교육수 , 배우자

동거, 경제활동, 경제 수 을 통제한 후 식생활 형편,

신체활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에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정신건강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스트

스는 ‘충분하고 다양한 음식 섭취’를 하는 경우에 비해

‘충분한 양의 음식섭취’가 1.46배, ‘음식섭취 부족’인 경우

가 2.12배 스트 스를 더 경험하 다.

신체활동의 경우 강도의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에

비해 안하는 경우, 스트 스를 2.3배 더 경험하 으나 고

강도 신체활동과 걷기 실천은 통계 으로 유의한 향요

인은 아니었다. 우울감은 ‘충분하고 다양한 음식 섭취’를

하는 경우보다 ‘충분한 양의 음식섭취’가 1.43배, ‘음식섭

취 부족’인 경우가 2.94 배 우울감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신체활동의 경우 강도의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에 비해 안하는 경우우울감을 1.8 배 더 경험하 으

나 고강도 신체활동과 걷기 실천은 통계 으로 유의한

Variables Categories
Total

Age Group

χ2(p)Young-old Old-old

n(%) n(%) n(%)

Stress

Too much 55(3.9) 35(3.8) 20(4.1)

28.48
(<.000)

much 203(14.6) 131(14.7) 72(14.5)

a little 695(49.3) 480(55.1) 215(40.8)

none 430(32.2) 224(26.4) 206(40.6

Depression
Yes 231(16.2) 153(16.7) 78(15.5) 22.46

(<.000)No 1,154(83.8) 717(83.3) 437(84.5)

suicidal ideation
Yes 97(7.0) 58(6.1) 39(8.2) 4.78

(<.05)No 1,286(93.0) 811(93.9) 475(91.8)

Diet

Sufficient and varied 662(49.3) 405(49.2) 257(49.6)
6.08
(=065)

Sufficient 622(43.0) 389(44.5) 233(40.8)

Poor 113(7.7) 60(6.3) 53(9.7)

Exercise

High Intensity
Yes 12(0.7) 9(0.8) 3(0.6) .07

(=.760)No 1,307(99.3) 843(99.2) 473(99.4)

Mild Intensity
Yes 83(6.0) 54(5.9) 29(6.2) 3.96

(=.089)No 1,239(94.0) 789(941) 450(93.8)

Walking
(1week)

None 333(25.3) 175(20.8) 158(33.2)
21.23
(<.05)

1 –2 days 174(13.2) 113(13.5) 61(12.8)

over 3 days 809(61.5) 552(65.7) 257(54.0)

Table 2. Mental health, Diet pattern and Physical activity by age group                          (N=1,484)

Valuables Characteristics (Ref.) Categories
Stress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OR (95% CI)

Diet Diet condition (Good)
Usual 1.46(1.15-1.85)*** 1.43(1.13-1.81)*** 1.54(1.11-2.13)***

Bad 2.12(1.15-3.93)*** 2.94(1.91-4.52)*** 4.34(2.63-7.17)***

Physical
Activity

High Intensity (Yes) No 1.61(.48-5.36) .84(.38-1.86) .91(.37-2.25)

Mild Intensity (Yes) No 2.36(1.16-4.78)** 1.81(1.30-2.51)*** 1.45(.86-2.46)

weekly Walking (Yes) No .97(.93-1.03) .96(.92-.99) 1.01(.96-1.05)

w Logistic regression was done on the complex sample.
w * .01≤p<.05, ** .001≤p< .01, *** p< .001
w Model : analysed mental health after adjusting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such as gender, residence, education, cohabitation with
spouse, Job.

Table 3. Factors Influencing Mental health                                                        (N=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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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요인은아니었다. 자살생각은 ‘충분하고 다양한 음식

섭취’를 하는 경우보다 ‘충분한 양의 음식섭취’가 1.54배,

‘음식섭취부족’인 경우가 4.34 배 자살생각을 더 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신체활동의 경우 강도의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에 비해 안하는 경우 자살생각을 1.45 배 더 하

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고강도 신체활동과걷기 실천은

통계 으로 유의한 향요인은 아니었다.

4. 논

본 연구는 제6기 2015년도 국민건강 양조사결과를

기 자료로 하여 우리나라 노인들의 식생활 신체활동

과 정신건강과의 련성을 악하 으며, 상자를 기

노인과 후기노인으로 구분하여 정신건강, 식생활 형편,

신체활동 특성을 연구하 다. 교차분석 결과 정신건강요

인에서 스트 스와 우울감은 기노인이, 자살생각(1년

간)은 후기노인이 더 높았다. Paik{14}의 연구에서도

기노인이 우울감이 더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

하 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기노인은 노인기를 시

작하는 기단계이며, 직장에서의 퇴직, 노후에 한 불

확실성으로 인해 후기노인에 비해 스트 스나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노인의 연령계

층별 자살생각 련요인을 분석한 Kim[16]의 연구에서

는 스트 스, 자살생각, 걷기운동에서 기노인과 후기노

인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노년기를 세분

화하고 동일한 변수를 고려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복합표본 회귀분석 결과 노인의 식생활 형편, 강도

신체활동이 노인의 정신건강과 련성이 있었다. 본 연

구결과에서 식생활 형편이 나쁠수록 스트 스, 우울감,

자살생각을 더 많이 경험하 다. 여성노인의 양상태

평가와 련요인 분석한 Kim과 Choi[18]의 연구에서 우

울이 없는 경우에 음식 섭취량의 결핍 혹은 과다가 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다. 한 인지기능과

양상태를 연구한 Sin과 Hwang[19]의연구에서도 남성

과 여성 노인 모두 인지기능과 양상태가 유의한 상

계를 보 으며, 양상태가 좋을수록 인지기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의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에 비

해 안하는 경우스트 스, 우울감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신체활동이 우울 증세를 감소시키는 효과 인

방안이라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으며[20], 신체활동 여부

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도 스트

스 인지정도 ,우울이 비신체활동 그룹과 신체활동 그

룹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 다[21].

노인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해 규칙 인 신체활동으로

신체 기능을 높여 노년기의 삶의 질에 정 인 향

을 주는 것이 효과 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격렬하거

나 등도의 신체활동과 걷기 근력운동 시행에 있어

서는 우울 여부에 따른 통계 인 차이를 보이지 않은 선

행연구 결과도 있었다[22]. 본 연구에서도 고강도 신체활

동과 걷기운동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자살의 경우는 강도 신체활동이

향요인이 아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정신건강과 신체활

동 련에 해 일 된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아

여 히 논란의여지가 남아있다[23-25]. 따라서 신체활동

의 범주와 측정범 를 표 화하여 연구결과를 비교해 보

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에서 최근 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노

인의 정신건강문제는 국가의 사회경제 부담과 연결된

다. 따라서 노인의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연령 에 합한 차별화된 간호 재

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 상의 지역사회

양 신체활동 로그램 개발뿐 아니라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착형 개인 집단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식생활 신체활동, 정

신건강과의 련성을 악하기 해 수행되었다. 식생

활 형편은 정신건강의 세부항목인 스트 스, 우울, 자살

의 향요인 이었다. 신체활동의 경우, 강도의 신체활

동이 스트 스, 우울의 향요인 이었으나 자살의 향

요인은 아니었다. 최근 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

상자의 신체 , 정신 건강한 삶 보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회가 발달할수

록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효율 으로

처하기 해 향요인을 악하고 이를 재하기 한

구체 인 지역사회 로그램 개발이 시 하다. 효율 인

로그램 개발의 근거를 해 지역사회 기반의 노인의

정신건강 련요인에 한 후속 연구가 지속 으로 되어

야 한며, 노인들의 인식 환을 한 교육 로그램 개발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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