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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비만과 우울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가 제시한 중요한 건강문제이다[1-3]. 먼저 비만은 심혈관 질환, 당

뇨, 고혈압, 뇌졸중, 특정 암과 같은 많은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요인 

및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되며,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에 의해 매개되

는 신체적 고통과 식이장애가 동반되는 경우 우울증의 위험을 증가

시킨다[4,5]. 

또한 비만 정도가 높아질수록 삶의 질이 낮아지므로[6] 개인뿐 

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에서도 제3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2차 자료를 이용하여 만 19세 이

상 성인의 비만과 삶의 질을 분석한 결과, 비만은 여성에게서 운동, 

통증/불편감 영역에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7]. 일 연구결과 비만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높게 나타나 

남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8], 이는 전 국민을 표본 추출하

여 제4기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한 2차 자료 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7]. 이 결과에서 한국 여성노인의 비만, 복부비만, 대사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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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유병률은 각각 46.9%, 56.3%, 46.7%로 나타나 한국 남성 노인의 

23.1%, 26.6%, 21.7%보다 높게 나타났다[9]. 또한 비만은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비만 여성군의 평균 연령이 정상 여성군의 평균 연

령보다 높았고, 복부비만 여성군도 정상군보다 평균 연령이 높았으

며 나이가 들수록 복부비만이 증가하였다[10]. 

노년기 우울증은 신체적 건강 및 사회적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료비용 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11]. 신체활동의 저하

는 신체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신적 징후를 유발

하여 우울과 소외감 등의 사회적 고립을 가져올 수 있다[12]. 

비만과 우울 간의 상관성을 살펴 본 결과, 캐나다 다섯 지역의 성

인 59,652명을 대상으로 비만과 우울의 상관성을 본 연구에서 우울

증의 유병률은 다섯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의 5.3%였고, 남성보다 여

성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과체중인 사람들은 우울증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13]. 또한, 중년과 노인여성의 우울증과 비

만 사이의 양방향 상관성연구 결과 우울증은 모든 여성의 추적 관

찰 기간에서 비만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8]. 국내 연구 결과

에서도 우울증을 가진 여성이 정상여성보다 대사증후군이 유의하

게 높았고 대사증후군 지표점수가 증가할수록 우울 증상이 증가하

였다[14]. 또한 여러 연구에서 남성보다 여성에서 우울의 유병률이 

높고, 정상 체중보다는 비만 여성에서 우울 발생률이 높아 비만이 

우울의 병인이 됨을 밝혔다[8,12-14].

노화가 되면 여성에서는 허리둘레와 종아리 둘레가 증가하고, 남

성에서는 둔부 둘레가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 동안 60세 이상 

한국 노인에서 가장 적절한 비만지표로 허리둘레와 체질량지수가 

사용되어 왔다[15]. Carpenter 등[16]은 비만과 주요 우울 장애, 자살 

충동 및 자살 시도 간의 관계 연구에서 체질량지수(body mass in-

dex, BMI)를 이용하였다. 

우리 몸은 지방 혹은 지질의 화학물질 전체를 포함하는 체지방

과 지방이 없는 나머지 부분인 무지방조직인 제지방으로 구성되며 

체지방은 체중과 신장으로 측정될 수 있으나 지방함유량이 남성의 

경우 체중의 5-50%, 여성의 10-61%까지 변동이 있어 두 곳 혹은 세 

곳의 피부두겹 두께를 측정하는 것이 제안되었다[17].

피부두겹 두께는 피하지방의 두께를 말하는데 여성의 경우 에스

트로겐의 영향으로 50세까지는 증가하다가 이후에 감소한다[18]. 피

부두겹 두께는 체질량지수와는 달리 특정부위 지방의 증가와 감소

를 반영하여 상대적인 비만의 유용한 지표로 제안되었으며, 수행방

법이 간단하고 소요비용이 낮아 임상이나 지역 현장에서 체지방률 

사정 척도로 사용할 수 있다[19]. 이는 (체중÷표준체중)× 100으로 나

누어 120% 이상일 때 비만으로 평가하는 Broca법이나 키가 작은 경

우 비만으로 나올 수 있는 신장/체중비율보다 더 직접적인 비만도의 

측정방법이 된다. 그러므로 다양한 비만 지표 가운데 현장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간편하고 경제적인 방법의 제안은 비만 관련 사정과 간

호활동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간호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부두겹 두께를 이용한 비만의 평가 시 남성은 가슴, 복부, 허벅지

를 측정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상완의 삼두근, 대퇴, 상장골의 세 곳

에서 측정하고 합산하여 계산한다[20]. 세 곳에서 측정한 값의 합은 

다중피부두겹 두께로서 여성노인의 비만율을 검토하여 보고된 비

만율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만 여성군 중 우울 여성에서 복부 비만 비율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던 선행 연구 결과[10,14,21]를 근거로 병원

에 입원한 사람과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피

부두겹두께를 측정하여 우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여성노인에서 피부두겹두께 측정의 활용 가능성을 밝히고 여성노인 

우울의 한 요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여성노인에서 다중피부두겹 두께가 비만을 평가하는 

요소로서의 적합성 및 우울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며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노인의 다중피부두겹 두께에 따라 우울 정도에 차이

가 있는지를 평가한다.

둘째, 여성노인의 연령, 다중피부두겹 두께, 우울의 상관성을 평가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 설계는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와 생리적 변

수 측정을 수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연구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병원과 복지관의 관리자에게 연구

목적이 포함된 설명문과 함께 협조문을 보낸 후 사전 회의를 하였

다. 입원환자의 선정기준은 일반외과 대상자는 수술 및 단기 입원

이 많아 내과병동에 입원 후 3-7일 이내의 대상자 가운데 수간호사

가 우울 및 비만도 검사를 해도 좋다는 환자와 접촉하여 설명을 한 

후에 참여를 희망하는 환자로 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선정

기준은 우울 및 비만도를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여성노인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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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선정의 제외기준은 수간호사의 추천이 있었을지라도 당시 검

사를 받으러 가야 하거나 본인의 참여의사가 없는 경우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노인복지관 25명, 종합병원 내과 입원환자 27명이 선정

되어 총 52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우울 대상자를 선별하고 우울점수를 알기 위해 한국판 단축형 

노인우울측정도구(Geriatric Depression Scale-short form, GDS-SF)

[22]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지난 일주일간을 돌아보면서 각 문항

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긍정문항인 5문항은 역코딩을 하였으

며,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으로 계산하여 6점 이상인 경우를 우울

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 .94였고

[22], 본 연구에서 내적신뢰도는 Cronbach’s α = .806이었다. 

4. 피부두겹 두께 측정

피부두겹 두께를 측정할 때마다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이고 

또 한 사람에게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노인들의 불편감이 적도록 

미리 준비를 해두기 위해 3일간 연구책임자로부터 훈련을 하였다. 

Jackson등[20]의 측정방법에 근거한 다중 피부두겹 두께 측정은 상

완의 삼두근(triceps), 몸통의 상장골(suprailiac), 다리의 대퇴부

(midthigh)를 피부두겹 caliper로 소수점 한자리까지 측정하였고 연

속으로 3번 측정하여 중간값을 기록하였다.

5. 자료 수집 

피부두겹 두께는 계절의 영향을 받으므로[23] 조사기간은 2011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기온의 차가 거의 없는 동일한 계절에 이뤄졌

으며, 설문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참여하겠다는 서명을 한 노인을 대

상으로 하였다. 연구보조원은 총 6명으로 먼저 2명씩 2개조가 대상

자의 개인적인 특성과 우울을 평가하는 조사를 한 후 피부두겹 두

께를 측정하는 2명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졌다. 조사 및 검사에 동의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렸다. 

6. 자료 분석

연구목적에 따른 분석은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

의 연령, 피부두겹 두께, 우울 정도는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전체 대상자는 52명이었으나 피부두겹 두께의 차이를 검토 할 때는 

대퇴와 상완에서 측정이 어려웠던 8명을 제외한 44명의 자료를 분석

하였다. 여성노인의 연령, 피부두겹 두께, 우울 정도를 입원노인과 복

지관노인 사이의 기술적 평균 표준편차를 살펴보았고 피부두겹 두

께에 따른 우울점수 차이를 ANOVA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피부

두겹 두께, 우울의 상관성은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조사한 총 대상자 수는 병원 27명, 복지관 25명이었고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76.4 ± 4.45세였다. 6점 이상의 우울점수를 가진 대상자

는 52명 중 19명으로 발생률은 36.5%였고, 세 부위의 피부두겹 두께

의 합인 다중피부두겹 두께가 62 mm를 넘었던 대상자는 44명 중 

10명으로 본 조사 대상자의 비만율은 22.7%였다(Table 1). 

2. 피부두겹 두께에 따른 우울점수의 차이

세 부위에서 측정한 다중피부두겹 두께에 따른 우울점수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고(F = 6.00, p= .315) 상장골의 두께만 우울점수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 =7.25, p< .05)(Table 2).

3. 피부두겹 두께와 우울의 상관성 평가

피부두겹 두께와 우울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세 부위의 피

부두겹 두께 및 다중피부두겹 두께 모두 우울과 유의한 상관을 보

이지 않았다. 세 부위의 피부두겹 두께는 서로 유의한 상관성을 나

타내었으며, 상장골과 삼두근 (r = .560, p < .001), 상장골과 대퇴

Table 2. Differences of Depression by Skinfold Thickness      (N = 44)

Site (mm) Mean SD F
95% confidence interval

p
Lower Upper

Suprailiac 16.1 4.77 7.25 14.74 17.51 .010
Triceps 18.5 4.32 1.34 17.22 19.73 .242
Thigh 18.1 5.65 1.51 16.29 19.81 .426
Sum of 3 skinfolds  52.0 12.37 6.00 43.85 51.73 .315

Table 1. Characteristics of Variables   (N = 52)

Variables Facility Mean (SD) Total Mean (SD)/%

Age Welfare center
Hospital

76.6 (4.24)
74.6 (5.65)

76.4 (4.45)

Supra-iliac (n = 48) Welfare center
Hospital

16.1 (4.20)
16.5 (4.93)

16.1 (4.77)

Triceps (n = 48) Welfare center
Hospital

18.8 (4.21)
16.5 (4.93)

18.5 (4.32)

Thigh (n = 44) Welfare center
Hospital

17.7 (5.14)
20.5 (8.98)

18.1 (5.65)

Sum of 3 skinfolds Welfare center
Hospital

51.9 (11.8)
53.5 (17.6)

22.7%*

Depression Welfare center
Hospital

3.91 ( 3.23)
5.57 ( 4.32)

36.5%†

*(mm ≥ 62);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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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328, p< .05), 대퇴와 삼두근(r= .502, p< .01)로 정적 상관을 보였

으며 다중피부두겹 두께와 각각의 피부두겹 두께도 모두 유의수

준 .001 수준에서 r= .6 이상의 강한 상관을 나타내었다(Table 3).

논  의

본 연구는 임상 현장에서 입원환자의 절반 정도는 노인이기 때문

에 여러 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진 비만과 우울의 문제를 노인을 대

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연

구 배경에서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내과병동에 입원 3-7일인 

여성노인과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피부두

겹 두께를 이용한 비만도를 측정하고 단축형 노인우울척도를 이용

하여 우울 발생률을 검토한 후 피부두겹 두께와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다중피부두겹 두께를 이용하여 비만도를 평가한 결과 비만

율은 22.7%로 나타났다. 또 단축형 노인우울척도 6점 이상을 기준

으로 하였을 때 본 연구대상자의 우울 유병률은 36.5%로 미국의 60

세 이상 노인의 31%보다 높게 나타났다[3]. 우울 유병률은 우울 판

정 기준 점수와 도구가 연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

렵지만 홍콩 노인의 경우, 8점 이상을 기준으로 한 유병률은 남녀 

노인 전체에서 9.3% [24], 캐나다인의 연구에서는 여성 6.7%, 남성 

3.9% [13]로 나타나 우리나라나 미국의 결과와는 매우 큰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인에서 우울은 과체중, 비만일 경우 발생

가능성이 높았으나 두 변수 간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어[8, 

21]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다음 단계로 우울점수가 다중피부두겹 두께에 따라 차이가 있

는지를 평가한 결과, 우울점수는 다중피부두겹 두께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없었고 상장골의 피부두겹 두께에서만 우울점수가 유의

한 차이를 보여 상장골 피부두겹 두께가 여성노인의 비만지표로 활

용될 가능성을 보였다. 상장골 피부두겹 두께는 직접적인 복부비

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허리둘레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국 

여성에서 대사증후군의 연구에서 복부비만의 지표로 허리둘레를 

이용한 것[14]과 연관이 있다는 점이 있었다. 또 아시아 성인 2,604명

의 조사에서 우울은 복부비만과 정적 상관이 있어 복부비만을 측

정하는 것이 유익함을 밝힌 보고 내용을[25] 볼 때 복부비만에 관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많은 선행 연구에서는 비만의 척도로 BMI, 체지방률, 

허리둘레가 이용되어왔다. 그 가운데서도 BMI가 많이 이용되어 왔

다. 예를 들어 주요 우울 장애, 자살 충동 및 자살 시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BMI가 이용되었고[8,16], 우울에 대한 독립예측변인

으로 체지방률과 근력이 이용되었으며[26], 유럽 성인 3,922명을 대

상으로 수행한 우울지수와 BMI, 허리둘레, 복부비만율의 상관성연

구에서도 BMI가 유효한 척도임을 보고하였다[27]. 그러나 비만도를 

측정함에 있어 BMI보다는 피부두겹 두께의 유용성이 제안된 바 

있으므로[17] 추후 연구에서는 허리둘레와 허리둔부비, BMI와 함

께 다중피부두겹 두께를 측정하여 이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가 된 이후 노인이 이용하는 의료

비가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울증과 비만과 관

련된 의료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조기발견과 생활습관과 관련된 

행동수정이 중요하다[16]. 이러한 행동수정관련 중재에서도 우울과 

비만 정도를 주의 깊게 추적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비만도의 평가는 

피부두겹 두께 측정기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입원 후 3-7일 이내의 내과 환자를 대상으로 1회 

측정을 하였고 입원기간에 따른 변화는 살피지 않았다. Choe [28]는 

삼두근의 피부두겹 두께가 입원 3, 7, 14일째 유의하게 저하했고 대퇴

의 피부두겹 두께는 입원 14일째 유의하게 저하했으며 비복근의 피

부두겹 두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결과를 보면 입원기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세 부위에서 측정한 피부두겹 두께의 합인 다중

피부두겹 두께를 62 mm 이상을 기준으로 비만 발생률이 22.7%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의 연구에서 62.4 mm 이상을 여성노인의 비

만기준으로 했을 때 비만 발생률인 27.4% [29]보다 낮았는데 그 이유

로는 본 연구 대상자의 50%가 입원환자였기 때문에 입원으로 인한 

변화가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복부비만 정도가 BMI보다 심혈관계질환 및 대사성질환의 

예후를 평가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보고[27]에 비춰볼 때 복부

비만도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시도해 볼 필요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피부두겹두께의 측정을 통해 비만도를 결정

하는 방법으로 네 부위를 측정하는 방법과 세 부위를 측정하는 방

법이 보고되었으나[19-21], 추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여성노인을 대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kinfold Thickness (N= 44)

(r/p) Depression Suprailiac Triceps Thigh Sum of 3 skinfolds

Depression 1
Suprailiac -.210 1

.152
Triceps .111 .56 1

.451 < .001
Thigh -.118 .328 .502 1

.457 .034 .001
Sum of -.110 .770 .839 .782 1
   3 skinfolds .496 < .001 < .001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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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여러 부위의 피부두겹 두께를 측정하여 복부비만을 대표

할 수 있는 부위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우울과 피부두겹두께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지금까지 거의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되었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일부 연구에서 우울과 비만의 다른 척도와의 

관계연구[27]나 전체 비만도의 평가척도로 BMI와 복부 비만의 척

도로 허리둘레를 이용하여 쥐는 힘인 근력과의 관계를 보는 연구

[30]가 이루어졌지만, 향후 생리학적 변수와 사회심리학적 변수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와 더불어 여성노인의 복부비만을 측정하는 

적합한 변수를 밝혀줄 연구가 활발해질 것을 기대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입원한 여성노인과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

거주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피부두겹 두께와 우울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다중피부두겹두께를 이용하여 비만

도를 평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비만도를 활용하였을 때 비

만율은 22.7%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성 우울 도구로 평가하여 6점 

이상이었던 대상자는 36.5%로 나타났다.

한편 세 부위에서 측정한 피부두겹 두께 중 상장골의 측정값에 

따라서만 우울점수의 차이를 보여 상장골의 피부두겹 두께가 우울

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므로 여성노인의 

비만도를 측정할 때에 세 부위를 측정하는 다중피부두겹 두께도 

의미가 있으나 스크리닝의 1단계로 상장골의 피부두겹 두께를 측

정하는 것도 임상에서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세 부위 피부두겹 두께의 합인 다중피부두겹 두께는 각 부위의 

피부두겹 두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냈으나 우울과

의 상관성은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중피부두겹 두께 중 상장골의 피

부두겹 두께가 복부비만의 척도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향후 복부둘레와 BMI와의 상관성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장

기 입원한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점수의 변화 및 상장골의 피

부두겹 두께의 변화를 추적조사하여 상장골의 피부두겹 두께 값

이 우울의 예측요인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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