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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추정 심폐체력과 정신건강과의 연관성 분석

송문구, 김정현, 강현식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서 론

저출산과 함께 베이비부머 세대(baby boomer generation)의 은퇴 그

리고 의료기술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1]. 고령

화는 생산 가능한 인구의 감소를 의미하고 고령 복지비용을 증가시키

며, 인구절벽으로 인한 소비인구의 감소는 경기침체의 원인으로도 작

용할 수 있기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2]. 하지만 생물학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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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estimated cardiorespiratory fitness (eCRF) and mental health in Korean 
older adults. The present study was carried out using data from the 2008 Living Profiles of Older People Survey. 

METHODS: A total of 13,333 participants aged 60 years and older (57% women) completed the assessments (i.e., socioeconomic sta-
tus, health behaviors and conditions, and mental health status) and were included for the final analyses. eCRF was assessed with sex-
specific algorithms and classified as lower (lowest 25%), middle (middle 50%), and upper (highest 25%) categories.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e and short-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 were used to assess depressive symptoms and impaired cogni-
tion, respectively.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estimate the odds ratio (OR) and 95% confidence interval (CI) for 
depressive symptoms and impaired cognition according to eCRF categories. 

RESULTS: In the total study samples, the risk of having depressive symptoms was 24% lower for the middle eCRF group (OR, 0.76; 
CI, 0.69-0.84) and 49% lower for the upper eCRF group (OR, 0.51; CI, 0.45-0.59) compared with the lower eCRF group (reference, 
OR=1) and remain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ven after adjustments for all the covariates included in this study. The risk of having 
impaired cognition was 18% lower for the middle eCRF group (OR, 0.82; CI, 0.74-0.91) and 26% lower for the upper eCRF group 
(OR, 0.74; CI, 0.66-0.84) compared with the lower eCRF group (OR=1) and remained statistically even after adjustments for all the 
covariates. 

CONCLUSIONS: The current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eCRF may have an independent predictor of both depressive symp-
toms and impaired cognition in this Korean older adults,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promoting physical fitness via regular exercise 
to maintain good mental health later in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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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경험하는 노인이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고혈압(hyperten-

sion), 당뇨병(diabetes), 관절염(arthritis) 등과 같은 만성질환(chronic 

disease)으로 인한 건강의 악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건강악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 격리, 배우자 사별에 따른 상실감, 독거로 인한 외로움, 좋

지 않은 생활습관, 빈곤 등은 노인에게서 특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으로 우울증(depression)과 치매(dementia)와 같은 정신건강(mental 

health)과 관련된 문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노년기 우울증은 자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5], 종종 장기간 신체

적 질환에 노출되어 이차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

를 초래함으로써[6] 노인의 조기 사망 위험을 높이는 직간접적인 원인

으로도 작용한다. 치매 또한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노인이 임상적으로 

겪게 되는 가장 흔한 정신과적 문제로 사망위험을 높이며[7], 다른 질

병에 비해 이환 후 사망까지의 기간이 길어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까지도 피폐하게 만드는 파괴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8]. 최근 발

표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약 21%가 우울증상(depressive 

symptoms)을 가지고 있으며[9], 치매 유병률은 약 10%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는 등[10] 노인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위험한 수준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며, 특히 7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우울과 치매는 노인 중에서도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

문에 향후 우울증과 치매로 이환될 노인의 수와 그로 인한 사망률 또

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많은 종류의 

항우울제(antidepressant)와 항치매성(antidementia) 약물이 개발되었지

만, 여전히 완치가 어렵고 효용성과 안전성에 대한 논란도 있다[11]. 따

라서 노인의 우울증과 치매의 경우 조기 선별검사를 통해 위험군을 

사전에 발견하여 치료하거나 이환을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건강

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이

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역학조사 및 임상에서 치매 선별용 간이

정신상태 검사와 노인우울척도 등을 이용하여 치매 및 우울증을 조기

에 선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12,13],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습관 위험인자들을 밝히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생활습관 요인 중 신체활동은 우울과 치매를 예방하고 임상증

상을 완화 혹은 치료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14-

19] 우울과 치매를 독립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다[20,21]. 

생리학적으로 신체활동은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를 자극하고 우

울과 연관된 염증성 싸이토카인의 분비를 낮추며[22-24], 뉴런의 세포 

사멸을 억제하고 기억형성에 도움이 되는 뇌유래신경영양인자(BDNF)

의 생성을 유도하는[25,26] 기전 등을 통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운동부하검사 중 분당 최대산소섭취량(VO2max)

으로 측정되는 심폐체력 또한 신체활동과 더불어 우울과 치매를 포함

한 여러 가지 정신건강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Sui et al. [27]은 심폐체력 수준이 높을수록 다른 위

험 예측인자와 무관하게 우울증상의 위험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고, 

Kurl et al. [28]은 심폐체력 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나이

와 추적 기간에 상관없이 치매의 발생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이러한 사실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심폐체력을 높은 수준으

로 유지하는 것은 노인의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 효과

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심폐체력과 정신건

강과의 연관성을 검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그 대상자가 성인

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우울과 치매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취약한 노

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심폐체력과 정신건강의 연관성을 밝

힌 연구가 미흡했던 이유는 심폐체력 측정의 한계 때문일 것으로 생각

된다. 즉, 건강이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운동부하검사를 통해 심폐

체력을 측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노인인구를 대표하는 대규모 

조사에서 운동검사방법으로 심폐체력을 측정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29]. 따라서 국외 선행연

구에서는 이러한 측정의 제한점을 우회하기 위해 운동을 하지 않고도 

심폐체력을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회귀식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

며[30,31], 최근에는 국가차원의 대규모 역학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

정 심폐체력과 건강관련 변인과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

다[29,32].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건강상태를 관찰하기 위한 다양한 형

태의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노인실태조사’는 우리나라 노인

들의 생활환경과 건강상태 변화 추이를 관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대

규모 역학조사로서, 조사의 표본은 우리나라 노인 전체를 대표하는 특

성을 갖고 있다[9]. 이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들의 심폐체력을 추정하고 

우울증상 및 인지기능저하와의 연관성을 분석한다면 우리나라 노인

의 심폐체력 수준과 정신건강과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에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연구 방법 

1. 자료 및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2008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

였다. 노인실태조사는 우리나라 노인의 생활환경과 건강 및 복지상태

의 변화 추이를 관찰하기 위해 3년마다 시행되는 대규모 역학조사이

다. 2008년 노인실태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전국 16개 시도의 일반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층화 2단 집락추출법을 통해 

표본을 선정하였다. 먼저 7개 특별 ·광역시와 9개 도지역으로 1차 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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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9개 도지역에 대해서는 동부와 읍면부로 2차 층화하여 총 25개 

층으로 표본수를 배정하였다. 또한, 조사구 내 남녀의 성비, 평균 연령 

등을 보조 층화지표로 이용하여 우리나라 노인의 대표성을 갖는 표본

을 추출하였다[33].

현장조사는 2008년 8월 11일부터 2009년 1월 10일까지 진행되었으

며, 조사방법은 면접원에 의해 방문 면접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전체 12,257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15,146명에 대해 현장조사가 완

료되었다. 이후 우울증상(176명)과 인지기능(705명) 자료 누락자를 먼

저 제외하였고, 심폐체력 추정에 필요한 자료 누락자(859명)를 추가로 

제외하였다. 이에 총 1,740명을 제외한 13,406명을 대상으로 개인 표준

가중치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13,333명(남자 5,780명, 여자 7,55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

view Board, IRB)의 승인(IRB File No. SKKU 2018-06-010)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2. 측정 변인

1)  비운동적 추정 심폐체력(non-exercise estimated cardiorespiratory 

fitness)

비운동적 추정 심폐체력은 나이(age), 성별(sex), 심박수(heart rate),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신체활동량(physical activity)과 같이 임

상에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심폐체력을 추정

하는 방법이다[34]. 회귀식을 이용한 추정 심폐체력은 운동부하검사

를 통해 측정한 실측값과 비교해 10-20% 정도의 추정오차는 있지만

[35], 운동검사가 불가능한 대상 및 대단위 역학 연구에서 질병과 사망

을 예측하고 초기 임상적 위험을 선별하는 목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0,31]. 본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체질량지

수, 신체활동량(physical activity rating, PAR)을 이용하여 최고산소섭

취량(VO2peak)을 산출하는 Jackson et al. [36]의 회귀식을 사용하였다. 

회귀식의 결정계수(R2)는 .61, 표준오차(standard error)는 5.6 mL/kg/

min이었다.

추정 회귀식(남자): 67.350+1.921(PAR점수)-0.381(연령)-0.754(체질량지수)

추정 회귀식(여자): 56.363+1.921(PAR점수)-0.381(연령)-0.754(체질량지수)

위의 추정 회귀식을 이용하여 심폐체력을 추정한 다음 남녀 각각 

심폐체력 수준에 따라 사분위수(quartiles)로 분류하였고, 최종적으로 

심폐체력 수준의 양극단 값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자 1사분위를 하위

집단(lowest 25%, Lower), 2-3사분위를 중간집단(middle 50%, Middle), 

4사분위를 상위집단(highest 25%, Upper)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노인실태조사에서 한국어판 단축형 국제신체활동설문지(IPAQ 

short form)를 통해 조사된 신체활동량은 대상자가 일주일간 참여하

는 신체활동의 종류와 강도, 시간에 따라 0점에서 7점까지 부여되는 

PAR 점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고, 체질량지수는 조사원에 의해 측정

된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신장의 제곱(m2)을 체중(kg)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2) 정신건강(mental health)

본 연구에서는 노인이 임상적으로 흔히 겪게 되는 정신과적 문제인 

우울과 치매를 정신건강 변인으로 국한하였으며, 우울증상과 인지기

능저하를 측정 변인으로 하였다. 

(1) 우울증상(depressive symptoms)

대상자의 우울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어판 단축형 노인우울척

도(Short-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가 사용되었다. S-GDS

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도 높은 것을 

의미한다. 총 15점 중 8점 이상에 해당할 경우 우울증상이 있는 것으

로 정의하였다[13].

(2) 인지기능저하(impaired cognition)

대상자의 인지기능저하를 평가하기 위해서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

검사(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in the Korea version of CERAD 

assessment packet, MMSE-KC)가 사용되었다. MMSE-KC는 시간지남

력, 장소지남력, 기억등록, 주의집중력, 언어능력, 시공간구성력, 판단 

및 추상적 사고력 등의 내용을 평가하며,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인지기능 기준

에 따라 정상과 인지기능저하로 분류하였다[12]. 

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2008년 노인실태조사’의 표본은 우리나라 전

체 노인을 대표하는 표본으로, 분석에 앞서 개인 표준가중치를 반영하

였다. 모든 연속형 자료는 평균과 표준편차(M ± SD)로 표기하였고 범

주형 자료에 대해서는 집단별 비율(%)로 표기하였다. 남녀 각각 추정 

심폐체력 수준에 따른 모든 종속변인의 비교는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의 대비다항식(contrasts polynomial) 및 카이제곱 검정의 선

형 대 결합(linear by linear)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추정 심폐체력 수

준에 따라 우울증상 및 인지기능저하에 노출될 수 있는 상대적 위험

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산출하

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고, 

추가적으로 사회경제적 요인(교육수준, 가구 월 소득, 독거 유무), 건강

행태 요인(영양관리위험, 흡연, 알코올 섭취), 건강상태 요인(고혈압, 당

뇨, 관상동맥질환, 뇌졸중의 의사진단 유무 및 일상생활수행능력 저

하)을 공변량(covariates)으로 하는 다변량(multivariate) 분석을 실시하

였다. 한편, 연령과 체질량지수는 심폐체력 추정식에 포함되어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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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복하여 보정하지 않았다. 모든 통계처리는 SPSS-PC (version 23.0)

를 사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α =.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1. 남성 노인의 추정 심폐체력 수준에 따른 종속 변인 비교

Table 1은 남성 노인의 추정 심폐체력 수준에 따른 측정 변인을 비교

한 결과이다. 노인실태조사에 참여한 남성 노인의 추정 심폐체력은 평

균값이 27.9 ± 5.3 mL/min/kg 수준이고, 집단별로 세분화한 결과 하위

집단 21.9 ± 2.3 mL/min/kg, 중간집단 27.3 ±1.8 mL/min/kg, 상위집단 

35.2 ± 3.0 mL/min/kg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폐체력 수준별 종속

변인을 비교한 결과, 평균 연령(p< .001)과 체질량지수(p< .001)는 심폐

체력 수준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감소하는 선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수준(p<.001)과 가구 월 소득(p<.001), 흡연(p<.001)과 

음주(p< .001) 비율은 심폐체력 수준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증가하

는 선 경향이 있고, 반면 독거(p< .001), 영양관리위험(p< .001), 일상생

활수행능력 저하(p< .001), 고혈압(p< .001), 당뇨(p< .001), 관상동맥질

환(p=.001), 뇌졸중(p< .001)의 비율은 심폐체력 수준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감소하는 선 경향이 나타났다. 우울증상(p< .001)과 인지기

능저하(p< .001)를 포함한 정신건강 지표는 심폐체력 수준이 증가할수

록 유의하게 감소하는 선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여성 노인의 추정 심폐체력 수준에 따른 종속 변인 비교

Table 2는 여성 노인의 추정 심폐체력 수준에 따른 측정 변인을 비

교한 결과이다. 노인실태조사에 참여한 여성 노인의 추정 심폐체력은 

평균값이 14.3 ± 4.8 mL/min/kg 수준이고, 집단별로 세분화한 결과 하

위집단 8.5 ± 2.1 mL/min/kg, 중간집단 14.1 ±1.6 mL/min/kg, 상위집단 

20.5 ± 3.2 mL/min/kg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폐체력 수준에 따라 

종속 변인을 비교한 결과 평균 연령(p< .001)과 체질량지수(p< .001)는 

심폐체력 수준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감소하는 선 경향이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교육수준(p< .001)과 가구 월 소득(p< .001)은 심폐체력 

수준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증가하는 선 경향이 있고, 반면 흡연율

(p< .001), 독거(p< .001), 영양관리위험(p< .001), 일상생활수행능력 저

하(p< .001), 고혈압(p< .001), 당뇨(p< .001), 관상동맥질환(p< .001), 뇌

졸중(p= 0.019)의 비율은 심폐체력 수준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감소

하는 선 경향이 나타났다. 우울증상(p< .001)과 인지기능저하(p=.041)

를 포함한 정신건강 지표는 심폐체력 수준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감

소하는 선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주율과 심폐체력 수

준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351).

3. 추정 심폐체력 수준과 우울증상

Table 3은 노인의 추정 심폐체력 수준에 따라 우울증상에 노출될 

상대적 위험도를 산출한 결과이다. 전체 노인에서 추정 심폐체력 수준 

하위집단을 기준(reference, OR=1)으로 했을 때, 중간집단(OR= 0.530,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participants according to eCRF categories in men      

Total (N=5,780)
eCRF categories

p for linear trends
Low (n=1,430) Middle (n=2,899) Upper (n=1,451)

Age (yr) 68.6±6.5 74.8±6.8 67.0±5.0 65.4±4.5 <.001
BMI (kg/m2) 23.3±2.9 24.8±3.1 23.0±2.6 22.7±2.9 <.001
PAR (score) 2.23±2.09 0.88±0.54 1.47±1.01 5.09±1.98 <.001
EstimatedVO2 (mL/min/kg) 27.9±5.3 21.9±2.3 27.3±1.8 35.2±3.0 <.001
Socioeconomic status
   Education (yr)
   Income (1,000 won)
   Solitary (%)

  
8.7±4.6

1,833.0±2,119.9
330 (5.7)

  
7.6±5.0

1,541.7±2,337.6
123 (8.5)

  
8.8±4.4

1,813.2±1,791.8
146 (5.1)

  
9.5±4.3

2,163.4±2,521.6
61 (4.2)

  
< .001
<.001
<.001

Health behaviors
   Nutritional risk (%)
   Smoking (%)
   Alcohol intake (%)

  
2,255 (39.0)
4,184 (72.4)
1,947 (33.7)

  
726 (50.2)
970 (67.1)
388 (26.9)

  
1,103 (38.2)
2,155 (74.6)
1,027 (35.5)

  
426 (29.5)

1,059 (73.2)
532 (36.8)

  
< .001
<.001
<.001

Health conditions
   Impaired ADL (%)
   Hypertension (%)
   Diabetes (%)
   CAD (%)
   Stroke (%)

  
339 (5.9)

2,260 (39.1)
817 (14.1)
403 (7.0)
358 (6.2)

  
171 (11.8)
728 (50.4)
247 (17.1)
127 (8.8)
155 (10.7)

  
135 (4.7)

1,068 (37.0)
429 (14.8)
194 (6.7)
170 (5.9)

  
33 (2.3)

464 (32.1)
141 (9.8)

82 (5.7)
33 (2.3)

  
< .001
<.001
<.001

.001
<.001

Mental health
   Depressive symptoms (%)
   Impaired cognition (%)

  
1,127 (19.5)
1,452 (25.1)

  
440 (30.4)
476 (32.9)

  
552 (19.1)
692 (24.0)

  
135 (9.3)
284 (19.6)

  
< .001
<.001

eCRF, estimated cardiorespiratory fitness; PAR, physical activity rating;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CAD, coronary artery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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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participants according to eCRF categories in women      

Total (N=7,553)
eCRF categories

p for linear trends
Lower (n=1,890) Middle (n=3,763) Upper (n=1,900)

Age (yr) 70.1±7.4 77.2.±7.1 69.3±5.9 64.9±4.4 <.001
BMI (kg/m2) 24.1±3.4 26.2±3.7 24.0±2.9 22.3±2.9 <.001
PAR (score) 1.47±1.45 0.69±0.51 1.11±0.72 2.97±2.00 <.001
EstimatedVO2 (mL/min/kg) 14.3±4.8 8.5±2.1 14.1±1.6 20.5±3.2 <.001
Socioeconomic status
   Education (yr)
   Income (1,000won)
   Solitary (%)

  
4.8±4.4

1,433.4±1729.5
1,871 (24.8)

  
2.9±3.8

1,316.0±2144.2
674 (35.7)

  
4.8±4.3

1,390.8±1511.6
913 (24.2)

  
6.6±4.6

1,635.8±1656.1
284 (15.0)

  
< .001
<.001
<.001

Health behaviors
   Nutritional risk (%)
   Smoking (%)
   Alcohol intake (%)

  
3,689 (48.8)

495 (6.6)
347 (4.6)

  
1,156 (61.2)

190 (10.1)
87 (4.6)

  
1,794 (47.5)

215 (5.7)
161 (4.3)

  
739 (39.1)

90 (4.8)
99 (5.2)

  
< .001
<.001

.351
Health conditions
   Impaired ADL (%)
   Hypertension (%)
   Diabetes (%)
   CAD (%)
   Stroke (%)

  
602 (8.0)

3,631 (48.1)
1,194 (15.8)

601 (8.0)
342 (4.5)

  
271 (14.3)

1,171 (62.0)
362 (19.2)
208 (11.0)
102 (5.4)

  
276 (7.3)

1,734 (45.9)
596 (15.8)
272 (7.2)
168 (4.4)

  
55 (2.9)

726 (38.4)
236 (12.5)
121 (6.4)

72 (3.8)

  
< .001
<.001
<.001
<.001

.019
Mental Health
   Depressive symptoms (%)
   Impaired cognition (%)

  
2,178 (28.8)
1,501 (19.9)

  
800 (42.4)
405 (21.4)

  
1,039 (27.5)

741 (19.6)

  
339 (17.9)
355 (18.8)

  
< .001

.041

eCRF, estimated cardiorespiratory fitness; PAR, physical activity rating;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CAD, coronary artery disease.

Table 3. Odds ratios of depressive symptoms according to eCRF categories      

Group
Model 1 

OR (95% CI)
p

Model 2 
OR (95% CI)

p

Total         
   eCRF categories         
      Lower 1 (reference)   1 (reference)   
      Middle 0.530 (0.484-0.580) <.001 0.758 (0.685-0.839) <.001
      Upper 0.280 (0.248-0.316) <.001 0.513 (0.449-0.586) <.001
Men         
   eCRF categories         
      Lower 1 (reference)   1 (reference)   
      Middle 0.540 (0.467-0.625) <.001 0.791 (0.670-0.934) .006
      Upper 0.236 (0.191-0.291) <.001 0.427 (0.339-0.539) <.001
Women         
   eCRF categories         
      Lower 1 (reference)   1 (reference)   
      Middle 0.517 (0.460-0.581) <.001 0.717 (0.629-0.816) <.001
      Upper 0.298 (0.257-0.346) <.001 0.524 (0.442-0.621) <.001

eCRF, estimated cardiorespiratory fitness.
Model 1: Unadjusted; Model 2: Adjusted for socioeconomic status (i.e., education, income, and solitary), health behaviors (i.e., nutritional risk, smoking, and 
alcohol consumption) and conditions (i.e., impaired cognition, impaired ADL, hypertension, diabetes, CAD, and stroke).

95% CI = 0.484-0.580, p< .001)과 상위집단(OR= 0.280, 95% CI = 0.248-

0.316, p< .001)의 승산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중간집단과 상위집단의 승산비는 교육수준, 소득, 독거, 영양, 흡연, 

음주, 만성질환 등과 같은 공변량을 통계적으로 보정하고도 통계적 유

의도가 유지되었다. 남성 노인에서 하위집단을 기준(OR=1)으로 했을 

때, 중간집단(OR = 0.540, 95% CI = 0.467-0.625, p< .001)과 상위집단

(OR= 0.236, 95% CI = 0.191-0.291, p<.001)의 승산비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집단과 상위집단의 승산비는 교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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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소득, 독거, 영양, 흡연, 음주, 만성질환 등과 같은 공변량을 통계적으

로 보정하고도 통계적 유의도가 유지되었다. 여성 노인에서 하위집단을 

기준(OR =1)으로 했을 때, 중간집단(OR = 0.517, 95% CI = 0.460-0.581, 

p<.001)과 상위집단(OR= 0.298, 95% CI= 0.257-0.346, p<.001)의 승산비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집단과 상위집단

의 승산비는 교육수준, 소득, 독거, 영양, 흡연, 음주, 만성질환 등과 같은 

공변량을 통계적으로 보정하고도 통계적 유의도가 유지되었다.

4. 추정 심폐체력 수준과 인지기능저하

Table 4는 노인의 추정 심폐체력 수준에 따라 인지기능저하에 노출

될 상대적 위험도를 산출한 결과이다. 전체 노인에서 추정 심폐체력 수

준 하위집단을 기준(reference, OR=1)으로 했을 때, 중간집단(OR=0.763, 

95% CI = 0.692-0.840, p< .001)과 상위집단(OR= 0.660, 95% CI = 0.588-

0.741, p< .001)의 승산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중간집단과 상위집단의 승산비는 교육수준, 소득, 독거, 영양, 흡연, 

음주, 만성질환 등과 같은 공변량을 통계적으로 보정하고도 통계적 유

의도가 유지되었다. 남성 노인에서 하위집단을 기준(OR=1)으로 했을 

때, 중간집단(OR = 0.641, 95% CI = 0.558-0.737, p< .001)과 상위집단

(OR= 0.498, 95% CI = 0.420-0.590, p< .001)의 승산비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집단과 상위집단의 승산비는 교육

수준, 소득, 독거, 영양, 흡연, 음주, 만성질환 등과 같은 공변량을 통계

적으로 보정하고도 통계적 유의도가 유지되었다. 여성 노인에서 하위

집단을 기준(OR=1)으로 했을 때, 상위집단(OR= 0.849, 95% CI = 0.723-

0.995, p=.043)의 승산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러한 통계적 유의성은 교육수준, 소득, 독거, 영양, 흡연, 음주, 

만성질환 등과 같은 공변량을 통계적으로 보정하고도 유지되었지만, 

중간집단의 통계적 유의성은 유지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2008년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노인의 

심폐체력 수준과 정신건강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검

증하기 위해 개인 표준가중치가 반영된 노인 13,333명(남자 5,780명, 여

자 7,553명)을 대상으로 비운동적 회귀식을 사용하여 심폐체력을 추

정한 다음, 추정 심폐체력 수준과 우울증상 및 인지기능저하의 연관

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녀 노인 모두 심폐체력 수준이 낮은 

집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간집단과 상위집단은 잘 알려진 위험요인

(교육수준, 가구 월 소득, 독거, 영양관리상태, 흡연, 알코올 섭취, 일상

생활수행능력 저하, 당뇨,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뇌졸중)에 상관없이 

우울증상과 인지기능저하에 노출될 위험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심폐체력과 우울 및 

치매와 같은 정신건강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여러 선행연구와 일치하

는 결과이다.

구체적인 예로, 미국 ACLS의 자료를 이용하여 20-81세의 성인 14,343

명(여자 3,085명)을 대상으로 평균 12년간 추적한 Sui et al. [27]에 따르

면, 다른 위험요인(연령, 흡연, 알코올 섭취, 체질량지수, 고혈압, 당뇨 

등)과 무관하게 심폐체력 수준이 낮은 남성 집단(OR, 1)에 비해 중간집

단은 44% (OR, 0.56; 95% CI, 0.40-0.80), 상위집단은 54% (OR, 0.46; 95% 

Table 4. Odds ratios of impaired cognition according to eCRF categories

Group
Model 1 

OR (95% CI)
p

Model 2
OR (95% CI)

p

Total 
   eCRF categories 
      Lower 1 (reference) 1 (reference)
      Middle 0.763 (0.692-0.840) <.001 0.816 (0.736-0.905) <.001
      Upper 0.660 (0.588-0.741) <.001 0.744 (0.656-0.844) <.001
Men 
   eCRF categories 
      Lower 1 (reference) 1 (reference)
      Middle 0.641 (0.558-0.737) <.001 0.774 (0.667-0.899) <.001
      Upper 0.498 (0.420-0.590) <.001 0.701 (0.583-0.843) <.001
Women 
   eCRF categories
      Lower      1 (reference) 1 (reference)
      Middle      0.895 (0.781-1.025) .109 0.872 (0.753-1.009) .066
      Upper 0.849 (0.723-0.995) .043 0.788 (0.660-0.942) .009

eCRF, estimated cardiorespiratory fitness.
Model 1: Unadjusted; Model 2: Adjusted for socioeconomic status (i.e., education, income, and solitary), health behaviors (i.e., nutritional risk, smoking, and 
alcohol consumption) and conditions (i.e., depressive symptoms, impaired ADL, hypertension, diabetes, CAD, and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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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0.32-0.65) 정도 우울증상을 보고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에 상응하는 여성 집단의 경우 각각 40%, 49% 정도 우울증

상을 보고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igdel et al. [32]은 노

르웨이의 대규모 건강조사인 HUNT Study 자료들(HUNT 2, 1995-

1997; HUNT 3, 2006-2008)을 활용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추정 심폐체

력과 우울증상과의 연관성에 대해 횡단적 및 종단적인 방법으로 분석

한 결과, 나이, 성별, 결혼상태, 흡연, 음주, 교육수준, 당뇨, 고혈압, 불안 

등을 모두 통제하고도 추정 심폐체력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중간

집단은 21% (OR, 0.79; 95% CI, 0.71-0.89), 상위집단은 26% (OR, 0.74; 

95% CI, 0.66-0.83) 정도 우울증상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HUNT 2와 HUNT 3에 모두 참여한 14,020명(평균 연령 52.2세)을 대

상으로 한 종단적 연구에서도 모든 공변량을 보정하고도 추정 심폐체

력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중간집단과 상위집단은 우울증상을 보고

할 확률이 각각, 22% (OR,0.78; 95% CI, 0.64-0.96), 19% (OR, 0.81; 95% 

CI, 0.66-0.99) 정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국의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심폐

체력과 우울증상과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한 본 연구에서도, 측정된 

모든 공변량을 보정한 후에도 추정 심폐체력 수준이 낮은 전체 노인 

집단에 비해 중간집단과 상위집단은 우울증상에 노출될 위험이 각각 

24%, 49%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상관없

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부 선행연구들과 일치

하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외 선행연구에서도 노인을 대

상으로 하여 심폐체력과 우울증상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

한 실정이기에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된 상태에서 추가

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신체활동 수준이 우울증상을 독립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20]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심폐체력 수준 또한 노인의 우울

증상에 대한 주요 예측 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지기능과 관련하여 Farrell et al. [37]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미

국 Cooper Center Longitudinal Study에 참여한 노인 4,931명(평균 연령 

61.0세, 남성 3,557명)을 대상으로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Score

를 이용하여 인지기능을 측정하고 심폐체력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

다. 그 결과, 성별, 연령, 교육기간, 흡연, 알코올 섭취, 체질량지수, 공복 

혈당, 콜레스테롤, 수축기 혈압을 통계적으로 보정하고도 심폐체력 수

준이 1-MET 증가할 때마다 인지기능저하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은 

7% (OR, 0.93; 95% CI, 0.88-0.97)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심

폐체력 수준에 따라 5분위수로 분류했을 때 최상위 집단은 최하위 집

단에 비해 인지기능저하에 노출될 위험이 4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Kurl et al. [28]은 1989년부터 1989년까지 핀란드의 Kuopio Isch-

aemic Heart Disease Risk Factor Study에 참여한 42-61세의 남성 2,031

명을 대상으로 심폐체력과 치매 발생위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심폐체

력 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수 그룹에 비해 가장 낮은 그룹은 치매 발

생위험이 2배(OR, 1.95; 95% CI, 1.24-3.0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이 밖에도 1999-2002년 미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

하여 2,451명의 노인(평균 연령 69.8세)의 심폐체력을 추정하여 인지기

능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좌식행동을 줄이고 높은 수준의 심폐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인지기능을 높게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38]. 본 연구에서도 측정한 모든 공변량을 보정한 후

에도 추정 심폐체력 수준이 낮은 전체 노인 집단에 비해 중간집단과 

상위집단은 인지기능저하에 노출될 위험이 각각 18%, 26%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상관없이 비슷한 경향을 보

여 빅데이터를 분석한 최근의 연구들을 지지하였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심폐체력은 노인에게서

도 우울증상과 인지기능저하와 같은 정신건강 상태를 독립적으로 예

측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심폐체력이 노인의 정신건강

과 관련된 임상적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의미

하며, 중년에서 노년 시기에 심폐체력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정신건강을 위한 중재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유산소성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심폐체력이 우울증상과 인지기능저하를 예

측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신체활동이 인체에 미치는 생리학적 기

전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즉, 신체활동은 뇌에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를 자극하고[22,23] 우울과 

연관된 인터류킨-6, TNF-α 등과 같은 염증성 싸이토카인의 분비를 낮

추며[24], 뉴런의 세포 사멸을 억제하고 기억형성에 도움이 되는 뇌유

래신경영양인자(BDNF)의 생성을 유도하는[25,26] 메커니즘 등을 통

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2008년 노인실태조

사에서 수집된 자료만으로는 연령과 체질량지수 외에 심박수, 허리둘

레, 흡연 등을 포함하는 최신의 신뢰도 높은 추정식을 이용할 수가 없

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추정식은 사회경제적으로 중상위 계

층에 있는 미국 성인들로부터 추정된 회귀식으로 우리나라 노인을 대

상으로 적용했을 때 연령과 체질량지수 등의 차이로 인한 오차가 크게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추정된 여성노인의 추정 심

폐체력 값이 과소평가된 것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오차는 연령이 많

은 여성노인일수록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횡단적 연구로 심폐

체력 수준과 우울 및 인지기능저하와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었

다. 즉, 대상자가 겪고 있는 우울증상과 인지기능저하로 인해 심폐체력 

수준이 낮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는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인구를 대표

하는 표본조사인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비운동적인 방법으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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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체력을 추정하고, 추정 심폐체력과 정신건강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우울증상과 인지기능저하에 대한 추정 

심폐체력의 진단적 가치를 고려해 볼 때, 먼저 우리나라 노인을 대상으

로 하는 심폐체력 추정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국민건강과 관련된 국가 차원의 대규모 역학조사에서 운동검사 방법

으로 심폐체력을 측정할 수 없다면 적어도 추정에 필요한 변인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 전체를 대표하는 표본을 이용하여 우

리나라 노인의 추정 심폐체력 수준과 우울증상 및 인지기능저하를 포

함하는 정신건강과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외 선행연

구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노인에게서도 성별과 다른 위험요인에 상

관없이 추정 심폐체력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증상과 인지기능저하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심폐체력이 노인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임상적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의미하며, 신체활동과 운동을 통해 심폐체력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노인의 정신과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중재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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