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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골관절염 노인여성에서 우울증상에 따른 신체활동, 통증 

양상 및 수면 특성 

김효정

한국체육대학교�노인체육복지학과,�노화연구센터

서 론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의해 삶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지면서 노화성 질환으로 인한 신체적 허약과 기능 저하가 심각한 사회

적 부담이 되고 있다. 골관절염(osteoarthritis)은 가장 흔한 노화성 근

골격계 질환(musculoskeletal disease)으로서 관절 연골(cartiliage)의 퇴

화(degeneration), 골증식체 형성(osteophyte formation) 및 관절 공간이 

비대칭적으로 좁아지는 현상(asymmetric joint space narrowing) 등이 

특징적으로 발현된다[1]. 특히, 무릎 골관절염(knee osteoarthritis)은 그 

부위의 특성상 노인의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비활동(inactivity)과 관련

된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간주된다. 국민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2017년 건강통계연보[2]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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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Depression on Physical Activity, Symptoms of Chronic Pain And Sleep 
Disorders in the Female Elderly with Knee Osteoarthritis
Hyo-Jeo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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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s to speculate the influence of depression on the physical activity, symptoms of chronic pain and sleep disor-
ders in the elderly with knee osteoarthritis. 

METHODS: The subjects were collected from physical measurements and questionnaires distributed to the elderly in community cen-
ters. One hundred four female knee osteoarthritis patients, aged 67-84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depressed and not-depressed 
mood according to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 Physical activity was evaluated with 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
naire (IPAQ) and pain was characterized with the Short Form-McGill Pain Questionnaire (SF-MPQ). The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 was used to evaluate sleep quality of the subjects.

RESULTS: Of all the participants, 36.5 percent indicated depressed state according to GDS. Among the participants who has depressive 
mood showed significantly shorter duration of physical activity (309.8 vs. 201.9 min/d, p<.001), higher verbal numerical pain score 
(6.08 vs. 4.18, VNRS) than not-depressed group. The depressed group suffered from higher sleep latency (1.99 vs. 1.36, p<.01, p<.01), 
shorter sleep duration (1.88 vs. 1.48, p<.01), higher sleep disturbance (1.61 vs. 1.12, p<.05) with the difference in the Global PSQI 
(9.12 vs. 7.47, p<.01).

CONCLUSIONS: Therefore, we may conclude that depressive mood may major role in the duration of their physical activity, pain sen-
sitizing, and sleep quality in the female elders with knee osteoarthritis. It seems that optimal interventions such as treatment, environ-
ment and intervention programs are required to improve their mood not only for their health condition but also for their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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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골관절염 유병률은 28.7% (1.2)이며, 남성(10.6%)보다 여성(41.8%)에

서 발병이 현저히 높은 성별 간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여성의 무릎 골

관절염 발생 비율이 50대에는 15.9% (1.9)인 반면, 60대에는 31.2% (2.1), 

70세 이상에서는 43.6% (2.2)로 분석됨으로써 가령(aging)에 의해 노인

여성에서 발병이 현저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노화에 의한 인체의 기능 저하가 유전, 생리적 노화, 만성 질환 및 생

활 방식 등의 복합적 작용이라고 설명되고 있으나 운동은 전형적인 노

화 과정을 역행하는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노인기의 신체활

동은 기능적 능력(functional capacity)의 유지나 향상 및 심혈관질환이

나 대사성 질환의 관리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퇴행성관절염 노인에 대

한 선행연구들은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통증의 개선과 함께 기능

적 능력이 향상되는 긍정적 변화를 보고하였다. 실험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운동중재(exercise intervention) 요법은 무릎관절염의 통증과 신

체적 장애를 개선하며[3] 규칙적인 운동 수행은 관절염에 의한 기능적 

제한(physical disability)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이 확인되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골관절염이 있는 노인들은 통증, 부종, 열감, 

피로 등 다양한 신체적 증상으로 인해 신체활동 욕구가 줄어들고 운

동수행에 제한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관절염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기

전은 염증이 있는 부위의 신경말단에서 신경전달물질등의 분비에 의

해 통감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는 현상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증 지각이 관절의 퇴행도와 일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이

나 정서적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울증 상

태에서는 중추신경의 통증 확대 반응(central nervous augmentation)이 

나타나면서 비정상적인 신경 신호전달로 인해 골관절염에 의한 통증

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5]. 즉, 어떤 노인들은 중추신경의 

통감 조절이 원활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통증의 확대(central pain aug-

mentation) 현상에 의해 관절의 퇴행 정도에 비해 더욱 심하게 통증을 

느끼며 이러한 반응은 우울증에 의해 심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므

로[5,6] 노년기 우울증이 퇴행성관절염에 의한 통증을 악화시킬 가능

성이 제시된다. 만성적 통증을 나타내는 노인들에게서 우울증 발병률

이 높은 원인이 명확히 구명되진 않았으나 심리적 영향과 함께 다양한 

신경생물학적인 분비 물질(neurobiological substrates)의 조절에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제시되어 왔다[5,7]. 즉, 염증이 발생한 부위의 통각

수용체의 역치가 저하되면서 신경말단부에서 substance P, prostaglan-

din E2, tumor necrosis factor alpha 등이 과도하게 분비되거나[8] Inter-

lukin-1, Interlukin-6, Fibroblast growth factor-2 등의 과분비에 의해[9] 

통증 지각이 심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수면은 인체의 항상성

을 유지하고 다양한 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반응

이다. 노년기 우울증의 2/3 이상은 수면장애를 동반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10], 수면과 통증의 상관을 

분석한 연구들은 그 기전이 신경전달물질(neurotransmitters)에 의한

다는 명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수면장애가 우울증을 유

발하거나 통증 민감성을 높이는 현상을 일으키는 연관성을 나타낸다

고 보고하였다[11,12]. 따라서 이 연구는 우울과 무릎 골관절염이 노인

들의 생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무릎 

골관절염 노인여성에서 우울에 따른 신체활동, 통증 양상 및 수면 장

애 현상을 고찰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관절전문병원과 노인복지관 방문자 중 무릎 골관절염으

로 진단받은 만 65세부터 84세까지의 여성노인으로서 관절 수술 경험

이나 인지 및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는 104명을 대상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진행을 위해 대상 기관의 승인을 얻고 on-off line의 공지를 통해 

자발적으로 신청한 참가자들에게 연구의 내용, 목적, 자료의 익명성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였

다. 대상자들이 질문지의 활자 독해나 이해가 용이하지 않았으므로 

IRB 교육을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가진 숙련된 조사자에 의한 일관된 

설명으로 독립적인 공간에서 자료 수집이 진행되었다. 질문자가 각 질

문을 정확히 읽어 준 후 응답자가 대답한 내용을 기록하거나 답변의 

항목을 선택하는 개별문답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일 인당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2. 신체적 특성 및 신체활동 상태 분석

체중은 체성분측정기(Inbody, Biospace, Korea)로, 신장은 mm 단위

로 측정하여 Body mass index (BMI)를 산출하였다. 허리둘레는 장골 

상극과 견갑골 하극 사이에서 가장 좁은 부위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일부 노인의 신체 특성 상 가장 좁은 부위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배꼽 주위를 수평적으로 측정하였다. 1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안

정 시 심박수를 측정하였으며 신체활동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지난 7

일간의 신체활동을 기록하는 단축형 설문으로 구성된 한국판 국제 신

체활동 측정도구(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IPAQ)

를 이용하였다[13]. 

3. 우울 정도 측정

우울은 Yesavage & Sheikh [14]에 의해 개발된 우울 측정도구인 Ge-

riatric Depression Scale (GDS)을 국내 노인에게 적합하도록 표준화한 

한국판 노인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 ver-

sion, GDSSF-K)로 측정하였다[15]. 이 분석 방법은 피검자가 ‘예/아니오’

로 응답하는 양분척도로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긍정형 질문

으로 구성된 10문항을 역 환산하여 응답이 우울성향에 해당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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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1점, 우울성향이 없는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한다. 통합점수는 15

점까지 산출되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심한 것으로 판

단하고 6점 이상부터는 우울 증상이 있음을 나타낸다. 각 문항의 의미

를 충분히 살리되 대상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두 가지 문항 즉, ‘인생이 

공허하다고 느낍니까?’를 ‘사는 게 허전합니까?’로, ‘사회적인 모임을 가

능한 한 피합니까?’를 ‘모임에 가기 싫습니까?’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도구를 개발할 당시 신뢰도인 Cronbach’s α =.88이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4로 분석되었다.

4. 통증 척도와 통증 양상 분류  

통증의 다양한 성격을 묘사하는 표현은 단편형 맥길 통증 설문지

(Short Form McGill Pain Questionnaire, SF-MPQ)에서 제시한 통증 묘

사 표현 15가지 중 대상자의 증상에 해당되는 항목을 복수로 선택하도

록 하였다[16]. 통증 정도는 직선상에서 0부터 10까지 표시되는 척도를 

사용하는 방법인 숫자 통증 등급(Numeric pain scale instrument, NPSI)

을 이용하였으며 재검사 신뢰도인 r=.90으로 분석되었다. 통증 정도를 

분석하는 숫자 등급은 0 (통증이 없다)에서 10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아픈 통증)까지의 척도로 세분하였으며 통증 정도를 등급별로 분

석하는 항목에서 ‘0’은 통증이 전혀 없음(none)을, ‘1-3’은 약간(mild)의 

통증, ‘4-6’는 보통(moderate) 정도, ‘7-10’은 심한(severe) 통증을 느끼는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이 연구에서 사용된 통증에 관한 설문지에는 하

루 중 통증이 지속되는 시간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5. 수면의 질 및 수면장애 측정

수면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Buysse et al. [17]이 개발한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를 2006년 Cole et al. [18]이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

도는 .81이었다. 한국판 PSQI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Korea, 

PSQI-K) 평가지는 19가지의 평가 요소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0부터 3

까지의 비중으로 차별화한 후, 수면에 대한 7가지 영역 즉, 평소의 수면

시간, 수면 효율, 수면의 질, 수면 잠복시간, 수면제 사용, 수면 방해 정

도 및 주간 기능장애 항목으로 세분된다. 각 영역별 평가치를 합산한 

21점까지의 공용 통합 점수(global PSQI score)로 산출되며 점수가 높

을수록 수면의 질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6. 자료 분석

연구를 통해 얻은 자료는 SPSS WIN 15.0을 사용하여 빈도수, 실수 

및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통증 양상에 대한 특성들은 기술통계 방법

으로 빈도분석을 적용하였으며 수면 특성에 대한 자료는 7개의 영역

으로 나누어 측정된 점수와 총점을 평가하였다. 우울 여부에 따른 집

단별 대상자의 특성과 통증 및 수면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indepen-

dent t-test를 적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의 신체적 특성 

대상자들의 우울 여부를 평가한 결과, 우울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는 66명, 우울증상이 있는 경우는 38명으로서 이 연구의 무릎 골

관절염 노인여성에서 우울을 느끼는 경우는 36.5%로 분석된다. 대상

자들의 평균 연령은 76.8 (4.8)세, 허리둘레는 85.3 (8.3) cm이었으며 체

질량지수(BMI)는 24.2 (2.8) kg/m2, 안정 시 심박수는 69.2 (6.6) bpm으

로 분석되었다. 우울 여부에 따른 두 집단의 신체적 특성에서 집단 간

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

2. 우울 여부에 따른 강도별 신체활동 상태 

우울에 따른 신체활동 상태를 분석한 결과, 총 104명 중 비우울 집

단에 속한 6명만이 하루 평균 14.8분 동안 고강도의 활동(vigorous-in-

tensity activity)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등도의 활동(moder-

ate-intensity activity)을 수행하는 시간을 비교한 결과 우울에 따른 집

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가벼운 신체활동(mild-intensity 

activity)을 수행하는 시간에서 현저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

다. 비우울 집단이 하루 중 가벼운 신체활동을 수행하는 시간은 220.5 

(132.1)분인데 비해 우울집단은 136.1 (113.1)분으로 나타남으로써 우울

한 경우 가벼운 신체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현저히 짧은 차이를 나

타냈다(p< .001). 또한 하루 중 신체활동을 수행하는 총 시간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우울을 느끼는 집단의 경우 비우울 집단에 비해 신체활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04)

Variables
Not-depressed group 

(n=66)
Depressed group 

(n=38)
Total Range

Age (yr) 78.8 (4.6) 76.1 (4.9) 76.8 (4.8) 67-84
Abdominal obesity (cm) 85.5 (6.8) 85.2 (8 .3) 85.3 (8.3) 77-94
BMI (kg/m2) 24.2 (2.7) 24.0 (2.0) 24.2 (2.8) 19.1-28.4
HR rest (bpm) 69.2 (6.2) 71.7 (5.1) 69.2 (6.6) 60-88

Values are means and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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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하는 시간이 현저히 짧은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309.8분 vs. 

201.9분, p< .001)(Table 2). 

3. 우울과 통증 양상

1) 우울 여부에 따른 주관적 통증 강도 

대상자들의 통증 정도를 평가하는 수치의 평균은 5.17 (1.62)이었으

며. 전반적인 등급별 통증 분포를 살펴보면, 25명(24.0%)이 약한 통증

(mild pain, scale 1-3)을 느끼는 반면, 33명(31.7%)은 중간 정도의 통증

(moderate pain, scale 4-6), 46명(44.2%)은 심한 통증(severe pain, scale 

7-10)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울 여부에 따른 통증척도의 평

균을 비교했을 때, 우울을 나타내는 그룹(66명)은 평균 6.08 (1.63) 수준

의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비우울 그룹의 4.18 (1.61)에 비

해 통증을 느끼는 강도가 높았다(p< .01). 우울집단이 숫자등급에서 

4-6으로 표시되는 중간 정도의 통증범위에서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

고 있었고(4.12 vs. 4.45, p< .01), 7-10으로 표시되는 심한 통증 범위에서

도 비우울 집단에 비해 통증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6.67 vs. 7.18, p< .001). 이상의 결과는 이 연구의 대상인 무릎 골관절염 

노인여성의 경우 우울을 나타낼 때 신체적 통증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Table 3). 

2) 통증의 특성 분석

대상자가 느끼는 통증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욱신거린다’가 44명

(43%)으로 가장 많았고, ‘성가시다’ 42명(40%), ‘민감해진다’ 30명(29%), 

‘지치고 무기력함을 느낀다’ 28명(26.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하루 중 

통증이 지속되는 시간에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면, 욱신거리는 통증

은 일일 평균 150분 지속되었으며 성가신 통증 141분, 묵직한 통증 159

분, 민감한 통증 120분 등으로 통증이 지속되는 시간은 주로 2시간 내

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증의 특성이나 지속시간에서 우울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4). 

4. 우울에 따른 수면 특성 

PSQI 질문지를 이용하여 대상자들의 수면 양상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면의 질(quality), 수면 효율성, 수면 보조제 복용 및 주

간 기능장애도(daytime dysfunction)를 측정하는 척도의 평균은 비우

울 집단과 우울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면을 위

한 대기시간(latency)에서 비우울집단은 1.36 (0.14), 우울집단은 1.99 

Table 3. Analysis of pain severity according to depression  (N=104) 

Pain intensity (scale)
Not depressed group  

(n=66)
Depressed group  

(n=38)
Statistics Total n (%)

Mild pain (1-3) 2.41 (0.86) 2.64 (0.72) - 2.61 (1.07) 25 (24.0)
Moderate pain (4-6) 4.12 (1.45) 4.45 (0.77) p<.01 4.27 (1.38) 33 (31.7)
Severe pain  (7-10) 6.67 (1.51) 7.18 (1.28) p<.001 7.03 (1.44) 46 (44.2)
Total 4.18 (1.61) 6.08 (1.63) p<.01 5.17 (1.62) 104 (100)

Values are means and SD. 

Table 4. Characteristics of pain    (N=104)

Type
Mean 

grade (SD)
Number of 

subjects (%)

Mean duration 
of the pain 

(min)

1. Throbbing 1.7 (0.37) 44 (42.3) 150 (24.3)
2. Shooting 1.3 (0.21) 12 (11.5) 37 (12.2)
3. Stabbing 1.4 (0.11) 6 (0.6) 34 (10.2)
4. Sharp 1.4 (0.17) 8 (0.8) 55 (12.2)
5. Cramping 1.2 (0.40) 6 (0.6) 60 (0.0)
6. Gnawing 1.7 (0.44) 42 (40.4) 141 (22.7)
7. Hot-burning 1.3 (0.20) 6 (0.6) 30 (0.0)
8. Aching 1.3 (0.11) 7 (0.7) 34 (11.5)
9. Heavy 1.6 (0.31) 27 (26.0) 159 (22.0)

10. Tender 1.5 (0.24) 30 (29.0) 120 (22.5)
11. Splitting 1.3 (0.12) 4 (0.4) 30 (0.0)
12. Tiring-exhausting 1.4 (0.31) 28 (26.9) 66 (16.7)
13. Sickening 1.1 (0.22) 3 (0.3) 59 (10.1)
14. fearful 1.4 (0.12) 6 (0.6) 92 (17.4)
15. Punishing-cruel 1.7 (0.33) 4 (0.4) 60 (0.0)

Table 2. Analysis of daily physical activity according to depression   (N=104)

Scale
Not-depressed 
group (n=66)

Depressed group 
(n=38)

Statistics Total n (%)

Vigorous-intensity physical activity, min/wk 14.8 (44.2) 0 - 9.4 (36.0) 6 (0.06)
Moderate-intensity physical activity, min/wk 76.4 (82.1) 71.4 (70.2) - 72.4 (78.3) 58 (55.7)
Mild-intensity physical activity, min/wk 220.5 (132.1) 136.1 (113.1) p<.001 159.1 (120.4) 98 (94.2)
Total exercise, min/wk 309.8 (203.9) 201.9 (102.3) p<.001 265.4 (190.5) 104 (100)

Values are means and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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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로 평가되는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으며(p< .01), 수면 방해도(dis-

turbance)에서도 비우울집단의 평가치인 1.12 (0.73)와 우울집단의 1.61 

(0.77) 사이에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p< .01). 수면 지속시간(duration)

을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비우울 집단이 1.48 (0.87)인 반면, 우울집단

은 1.88 (0.27)로 우울을 느끼는 대상의 수면 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p< .01). 각각의 항목에 대한 평가는 항목별 산출점수를 통해 

0-3점으로 평가되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들 중 우울을 느끼는 경우, 잠

들기까지 더 오래 걸리며 수면 불편감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수면 지

속에 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합산 점수(global PSQI score)가 비우울 집단은 7.47 (2.56)인 반면, 우울

집단에서는 9.12 (2.23)로 나타남으로써 이 연구에서 우울이 있는 대상

은 비우울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된다(Table 5).

논 의 

이 연구의 특징적인 결과는 연구의 대상이 된 무릎 골관절염 노인여

성의 경우 우울증상을 나타내는 비율이 36.5%였으며 우울하지 않은 

대상과 비교할 때, 하루 중 신체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더 짧다는 것

이다. 특히, 우울한 경우 고강도나 중강도의 활동에서는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나 가벼운 신체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현저히 짧았

다(220.5 minutes vs. 136.1 minutes, p< .001). 하루 중 신체활동을 수행

하는 총 시간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우울을 느끼는 집단의 경우 비우

울 집단에 비해 총 신체활동 시간이 현저히 짧은 집단 간 차이를 보였

다(309.8 minutes vs. 201.9 minutes, p< .001). 일상적인 활동 증가가 노인

의 일생에서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생활(active independent living)이 

가능한 기간을 늘림으로써 고령화에 수반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실제로 광범위하게 수행된 8년간

의 종단적 연구를 통해서 매일의 신체활동시간이 15분 증가될 때마다

(일일 신체활동 시간 100분 증가까지) 사망률이 4%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운동 수행이 무릎관절염의 통증

과 장애 및 기능적 제한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선행

연구들[3,4]을 감안할 뿐만 아니라 골관절염 노인의 일상적인 활동량

을 늘리거나 운동요법을 적용하고자 할 때 우울증을 적극적으로 관리

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 연구를 통해 우울을 나타내는 경우 비우울 그룹에 비해 

더 강한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04명의 통증 정도를 평가

하는 수치의 평균은 5.17이었으며. 약한 통증이 24.0%, 중간 정도의 통

증이 31.7%, 심한 통증이 44.2%로 분석된다. 통증척도의 평균을 비교

했을 때 우울집단이 비우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강한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6.08 vs. 4.18) 이러한 결과는 우울이 통증 지

각을 악화시킨다는 선행연구들[5,20,21,7]이나 우울증 치료에 의해 통

증이 완화된다는 결과[22]에 부합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골관절염 노인에서 나타나는 통증의 성격이나 

지속시간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였다. 통증의 성격을 분석한 결과, 욱신

거림이 43%로 가장 많고, 성가심 40%, 민감해짐 29%, 지치고 무기력함 

26.9%로 분석되었다. 이 중 욱신거리는 통증은 하루 중 평균적으로 

150분간 지속되었으며 성가신 통증은 141분, 묵직한 통증은 159분, 민

감한 통증은 120분간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러한 통증이 

지속되는 시간은 주로 2시간 내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련 보고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결과를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러한 정보는 무릎 골관절염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에 유용

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선행연구들[11,12]은 만성통증을 지닌 노인에서 수면장애를 

나타내는 비율이 높고(67-88%) 불면증인 경우 통증이 더 심화된다고 

보고하였다. 보고들에 의하면 수면장애는 우울증 발병 요인이며[21] 

우울증의 재발률을 높인다[23]. 이러한 현상에 대해 그 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으나 수면 상태도 중추신경의 통증 조절 작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수면의 질이 저하될 경우 통증 자각도 높이기 때문으로 

설명된다[24,25]. 이 연구에서도 우울을 느끼는 경우, 잠들기까지 더 오

래 걸리며 수면 불편감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수면 지속에 더 어려움

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합산 점수

(global PSQI score)가 비우울 집단은 7.47 (2.56)인 반면, 우울집단에서

는 9.12 (2.24)로 나타남으로써 이 연구에서 우울이 있는 대상은 비우

울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증 완화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수면의 질을 높이고 신체활동

을 통해 노인의 건강 증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정서적 우울이 미치

는 영향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들은 골관절염을 나타내는 노인을 위한 운동 중재 프로

그램 구성에서 노인의 우울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신체활

Table 5. Characteristics of sleep symptoms according to depression 
 (N=104)

Sleep variables
Not depressed 

group 
(n=66)

Depressed 
group 

(n=38)
Statistics Total 

Quality 1.24 (0.66) 1.22 (0.78) - 1.22 (0.87)
Latency 1.36 (0.14) 1.99 (0.45) p<.01 1.81 (1.16)
Duration 1.48 (0.87) 1.88 (0.27) p<.01 1.66 (1.18)
Efficiency 0.78 (0.11) 1.02 (0.67) - 0.90 (1.17)
Disturbance 1.12 (0.87) 1.61 (0.77) p<.05 1.34 (0.59)
Medication 1.02 (0.56) 1.01 (0.44) - 0.18 (0.91)
Daytime dysfunction 1.12 (0.73) 1.07 (0.32) - 1.08 (0.74)
Global PSQI score 7.47 (2.56) 9.12 (2.23) p<.01 8.48 (3.27)

Values are means and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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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증가와 통증 완화 및 수면장애 개선 등 전반적인 건강관련 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생활이나 운동 프로그램 및 운동 환경 조성에서 우울증 예방 및 관리

를 위한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약물적 치

료의 필요성을 검토함과 아울러 채광, 조명, 음향, 음악선택, 소음 차단, 

수면 방해 요소 제거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인의 감정 상태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노인 건강을 증

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점적인 고려사항으로 다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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