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2586-5013
eISSN 2636-0926
Vol. 25, No. 1, 10-18, February 2020

https://doi.org/10.33527/nhi2020.25.1.10

노인의 주관적 기억력감퇴, 우울,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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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Depress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on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the E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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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depress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on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the elder. Methods: A convenience sample of 183 registered elderly was obtained
from a city.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during march 2019. Data were analyzed through the SPSS/WIN
21.0 program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factors of depression(=−.35, p＜.001),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28, p＜.001) had the influence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the older. The total explanatory power was 48%.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depress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were
influencing factors in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the elder. Therefore, to improve their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t is
necessary to develop strategies to manage the depression and to strengthen and develop activities of daily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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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되며[3], 이는 곧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4].
삶의 질은 각 개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영적인

1. 연구의 필요성

다차원적인 측면에서의 주관적으로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비율은 2015년에 12.8%, 2018년에

며, 노년기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개인이 삶의 목적, 기대, 기

는 14.3%를 차지하였고, 2020년에는 15.6%로 전망되고 있

준 및 관심사와 관련이 있는 건강 체계 속에서 노인들의 삶이

다[1]. 의학의 발달과 사회경제적 여건의 향상으로 평균수명

어떠한가에 대하여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5]. 건강관련 삶의

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생리적 노화의

질은 경제 및 교육수준, 일상생활수행능력, 주관적 건강상태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은 신체적 건강의 약화로 인하여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노인의 삶의 질에

독립적 일상생활을 위협받게 된다[2]. 노인 인구의 독립적인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삶의 질을 측정하고[5], 삶의 질에

일상생활의 제한은 타인에게 점차적으로 의존을 필요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 및 추이[6]를 살펴보는 등, 건강행위,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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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및 일상생활수행 능력과 우울 및 인지기능의 변수와 삶
의 질과의 관계[7,8]를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2. 연구목적

기억력과 인지기능 감퇴를 보이는 노인성 질환은 비가역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주관적 기억력감퇴, 우울, 일상생활

적이고 치료가 힘들기 때문에[9] 노인의 기억력 및 인지기능

수행능력, 건강관련 삶의 질 정도를 확인하고, 주관적인 기억

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10]. 기억은 학습한 것을 유

력감퇴, 우울,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지하여 회상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객관적 기억은 반복적

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노년기를 보다 건강하고 만족

으로 정보를 제시하고 회상되는 정보의 양으로 확인하고, 주

스럽게 보낼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

관적 기억이란 개인이 느끼는 자신의 기억 정도라고 할 수 있

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구체적인

다[11]. 노인 인구에서 스스로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호소

목적은 다음과 같다.

하는 주관적 기억력감퇴가 정상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 및 치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매의 발병 위험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주관적 기억력감퇴의

둘째, 대상자의 주관적 기억력감퇴, 우울, 일상생활수행능

정도가 주목받고 있다[12,13]. 따라서 노인의 주관적 기억력
은 노인이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유
지하고, 위엄 있게 본인의 삶을 정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14].
노인은 자신의 인지능력이나 기억장애가 있음을 알아차리
게 되면 우울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15]. 노년기
에 나타나는 가장 흔한 정신질환으로 우울증이 약 20∼50%

력, 건강관련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
이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주관적 기억력감퇴, 우울, 일상생활수행능
력, 건강관련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의 유병률[16]을 보였고, 우리나라 노인의 33.1%가 우울 증
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7]. 노인의 우울은 삶의 다양

연구 방법

한 측면에서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기분 변화뿐만
아니라 기능적·인지적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삶의 질

1. 연구 설계

을 떨어뜨리게 된다[18]. 노인은 우울 증상을 직접적으로 호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기억력감퇴,

소하기보다는 우울 증상에 수반된 불안, 신체증상, 건강염려

우울, 일상생활수행능력, 건강관련 삶의 질 정도와 이들 간의

증, 집중력 장애, 기억력 장애 등을 먼저 호소하는 경향이 있

관계를 분석하고,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으므로 노인의 우울증 문제는 민감하게 다루어야 할 중요한

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문제이다.
독립적인 삶에 있어 꼭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2. 연구대상

을 일상생활수행능력이라고 하며,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성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강원도 C시에 위치한 노인복지관

공적 노화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지만[19], 노화로 인해서

의 기관장과 종합병원 외래 의사 및 간호부의 동의와 협조를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지고 시간이 지남에

받아 시행하였으며, 복지관과 외래진료를 이용하고 의사소

따라 타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Kang과 Yang

통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

[20]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노인의 일상

구 참여에 동의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편의 표출하였

생활수행능력 정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2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노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

기준으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중간크기), 검정력

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이 적절하게 유지되

.95, 예측변수 11개로 산출하였을 때 최소 표본의 크기는

어야 하고, 기억력 및 인지기능이 좋을수록 스스로 일상생활

178명이였다.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214명을 스크리닝

활동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21].

했고, 이 중 서면동의한 213명이 연구에 최종 참여하였다. 설
문지 응답이 불충분한 경우 28명과 중도철외한 2명의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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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탈락하여 총 183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되어 최소표분수를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충족하였다.

Cronbach’s 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는 .77으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병원과 복지관에서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K대학병원 생명

3) 일상생활수행능력

의학 연구윤리심의 위원회의 승인(IRB No. KNUH-2019-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측정도

01-002-002)을 받은 후, 구조화된 자가 보고형 설문지를 이

구는 Katz 등[24]이 개발한 도구를 바탕으로 Won 등[25]이

용하여 2019년 3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 시행하였다. 연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합하도록 번안한 도구인 한국형 일

시작 전에 노인복지관과 병원장 및 간호부의 허락을 받았으

상생활수행능력 측정도구(K-ADL)이다. 본 도구는 7문항(옷

며, 대상자에게 연구목적, 방법, 참여의 자발성, 철회의 자율

입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이동하기, 화장실 사용

성 및 정보의 비밀유지 등을 알리고, 설문지 작성 중간에 언제

하기, 대소변 조절하기), 3점 척도(완전 자립 3점, 약간 도움

든지 참여의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 연구 참여 중지와 불참으

2점, 전적 도움 1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범위는 7∼21

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 설문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독립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

용되고 참여자의 익명과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을 대상자에

발 당시 Cronbach’s 는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한

분석 결과 Cronbach’s 는 .97으로 나타났다.

적한 대기실이나 면담실을 이용하여 대상자가 편안하게 느
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자 및 보조 자료수집자(간호사)

4) 건강관련 삶의 질

가 설문지를 읽어주고, 대상자가 응답하면 표기하는 방식으

건강관련 삶의 질은 EuroQOL Group이 건강상태를 나타

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내고 평가하기 위해 Herdman 등[26]이 개발한 도구(EuroQol-5Dimension, EQ-5D)를 Nam 등[27]이 한국어로 번안

4. 연구도구

하여 한국인 가중치를 부여한 값으로 측정하였다. EQ-5D는

1) 주관적 기억력감퇴

5개 영역 운동능력(Mobility, M), 자가 간호인 목욕과 옷 입기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기억에 대한 자기 평가를 위하여

(Self Care, SC), 일상활동(Usual Activity, UA), 통증과 불편

Youn 등[22]이 개발한 주관적 기억력감퇴 설문도구(Subjec-

감(Pain and Discomfort, PD) 및 불안과 우울(Anxiety and

tive Memory Complaints Questionnaire, SMCQ)를 사용하

Depression, AD)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문제없음

였다. SMCQ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들은

(1), 다소 문제 있음(2), 심각한 문제 있음(3)의 3가지 수준 중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응답 방식을 취함으로써 개인이 주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며, 대상자의 반응에 아래의 공식을 적

관적으로 경험하는 기억의 심각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각 문

용하여 한국형 가중치가 부여되도록 계산하며, 점수 범위는

항에는 0점과 1점이 부여되며 점수 범위는 0∼14점으로 점

−1∼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음을

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기억에 문제를 호소하는 것을 의미한

의미한다. Lee 등[5]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70이었으

다. 개발 당시의 Cronbach’s 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는 .72으

Cronbach’s 는 .86이었다.

로 나타났다.

2) 노인우울

5. 자료분석

Gi [23]의 한국판 노인 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Scale Short form Korea, GDSSF-K)로 표준화한 도구를 사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관적 기억력

하였다. 본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

감퇴, 우울, 일상생활수행능력, 건강관련 삶의 질 정도는 기

은 ‘예=1’, ‘아니오=0’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고, 내용이 반대

술통계를 적용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되는 것은 역 환산하였다. 점수 범위는 0∼15점으로 점수가

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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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기억력감퇴, 우울, 일상생활수행능력,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건강관련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

Gender

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Age (yr)

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확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의 유
의수준은 .05를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
78.7% (144명), 남성 21.3% (39명)로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Family living
together

연령은 71세 이상 80세 이하가 47.5%로 가장 많았으며, 65세
이상 70세 이하 25.8%, 81세 이상 90세 이하 25.1%, 91세 이
상 1.6% 순으로, 평균연령은 75.71±7.21세로 나타났다. 결
혼 상태는 기혼 67.2%, 미혼 1.1%, 사별 31.7%였으며, 교육수
준은 초등학교 졸업이 40.9%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졸업

Subjective health
condition
Religion

19.7%, 무학 18.0%, 고등학교 졸업 14.8%, 대학교 이상 6.6%

Categories
Female
Male
65∼70
71∼80
81∼90
≥91
Unmarried
Married
Bereavement
Lack of schooling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Alone
Spouse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Married sons
and daughters
Good
Normal
Bad
Yes
No

n (%)

M±SD

144 (78.7)
39 (21.3)
47 (25.8)
87 (47.5)
46 (25.1)
3 (1.6)
2 (1.1)
123 (67.2)
58 (31.7)
33 (18.0)
75 (40.9)
36 (19.7)
27 (14.8)
12 (6.6)
65 (35.5)
85 (46.4)
15 (8.2)

75.71±7.21

18 (9.8)
32 (17.5)
109 (59.6)
42 (22.9)
117 (63.9)
66 (36.1)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동거가족은 배우자와 함께 지내고 있
는 경우가 46.4%, 혼자 지내는 경우 35.5%, 기혼자녀와 함께

Table 2. Levels of SMCQ, Depression, ADL and EQ-5D

지내는 경우 9.8%, 미혼자녀와 지내는 경우 8.2%로 나타났

Variables

Range

다. 대상자들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수준이 59.6%로 가

SMCQ
Depression
ADL
EQ-5D

0∼14
0∼15
1∼3
−1∼1

장 많았으며,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22.9%, 좋다고 생각
하는 경우가 17.5%로 나타났다. 종교의 유무는 63.9%가 종
교를 갖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종교가 없는 경우는 36.1%이
었다(Table 1).
2. 주관적 기억력감퇴, 우울, 일상생활수행능력, 건강관련 삶
의 질 정도

M±SD
3.86±3.52
4.74±3.28
2.93±0.30
0.73±0.26

SMCQ=subjective memory complaints questionnaire;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EQ-5D=euroqol-5dimension.

상 90세 이하가 65세 이상 70세 이하, 71세 이상 80세 이하보
다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았다. 주관적 건강상태(F=27.28, p

대상자의 주관적 기억력감퇴, 우울, 일상생활수행능력, 건

＜.001)에 따라 건강관련 삶의 질에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

강관련 삶의 질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주관적 기억력감퇴

정결과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끼는 경우가 그렇지

는 3.86점, 우울은 4.74점, 일상생활수행능력은 2.93점, 건강

않은 경우보다 높았다.

관련 삶의 질은 0.73점으로 나타났다.
4. 주관적 기억력감퇴, 우울, 일상생활수행능력, 건강관련 삶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

의 질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는

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주관적 기억력감퇴(r=−.26,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연령(F=5.02,

p＜.001), 우울(r=−.49, p＜.001)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

p=.002)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정결과 81세 이

었고, 일상생활수행능력(r=.40, p＜.001)은 유의한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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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주관적 기억력감퇴와 우울감
5.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이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고, 일상생활수행능력
이 좋을수록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

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

났다.

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중 건강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연령과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를 더미변
수로 처리하여 주관적 기억력감퇴, 우울, 일상생활수행능력

Table 3. Differences in EQ-5D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Categories

M±SD

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회귀분석을 위한 모형검증을 진단한 결과 공

t or F
(p)

차한계의 범위가 0.01∼0.40로 0∼1사이였고, VIF는 1.04
∼1.48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았다. 또한, 잔차 분석을 한

−0.14
(.890)

Gender

Female
Male

0.72±0.24
0.73±0.32

Age (yr)

65∼70
71∼80
81∼90
≥91

0.84±0.16
5.02
0.69±0.27
(.002)
0.66±0.30
b＜a＜c, d
0.78±0.01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정규성 분포가정

Unmarried
Married
Bereavement

0.79±0.01
0.72±0.29
0.74±0.20

력(=.28, p＜.001), 71세 이상 80세 이하의 연령(=−.22,

Lack of schooling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0.68±0.24
0.71±0.27
0.77±0.24
0.80±0.28
0.68±0.24

Alone
Spouse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Married sons
and daughters

0.76±0.19
0.73±0.30
0.71±0.11

Subjective health
condition

Good
Normal
Bad

Religion

Yes
No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Family living
together

결과 Dubin Watson 검정결과는 1.995로 모형의 오차항간에
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으로는 우울(=−.35, p＜.001), 일상생활수행능

0.22
(.802)

p=.002), 81세 이상 90세 이하의 연령(=−.21, p=.003), 주
관적 건강상태가 보통(=−.15, p=.048), 나쁨(=−.40, p＜
.001)요인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47.5%로 나타

1.22
(.303)

났다(F=19.49, p＜.001). 즉, 우울감이 낮고, 일상생활수행
능력이 높을수록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았으며, 71세
이상 90세 이하의 대상자에 대해 연령이 낮을수록, 주관적인

1.39
(.248)

건강상태가 보통이거나 나쁘다고 생각할수록 건강관련 삶의

0.90±0.14
0.77±0.18
0.48±0.32

27.28
(＜.001)
c＜b＜a

논 의

0.71±0.28
0.75±0.22

−0.96
(.337)

질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0.62±0.31

본 연구는 노인의 주관적 기억력감퇴, 우울, 일상생활수행
능력, 건강관련 삶의 질 정도와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EQ-5D=euroqol-5dimension.

Table 4. Correlations among SMCQ, Depression, ADL and EQ-5D

SMCQ
Depression
ADL

SMCQ
r (p)

Depression
r (p)

ADL
r (p)

EQ-5D
r (p)

1

.57
(＜.001)

−.18
(.018)

−.26
(＜.001)

1

−.18
(.018)

−.49
(＜.001)

1

.40
(＜.001)

SMCQ=subjective memory complaints questionnaire;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EQ-5D=euroqol-5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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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redictors of Variance in EQ-5D
B
Constant
SMCQ
Depression
ADL
Age (yr)1

Subjective health condition2

SE



1.29
0.06
0.01
0.01
.09
−0.03
0.01
−.35
0.24
0.05
.28
(Ref.: 71∼80)
−0.11
0.04
−.22
(Ref.: 81∼90)
0.04
−0.12
−.21
0.12
(Ref.: ≥91)
−0.19
−.09
(Ref.: normal)
−0.08
0.04
−.15
(Ref.: bad)
0.05
−0.24
−.40
Adj. R2= 0.48 (p＜.001), F=30.33, Durbin-Watson=1.84

p

t
20.09
1.30
−4.81
5.00
−3.18
−3.03
−1.64
−1.99
−4.69

＜.001
.197
＜.001
＜.001
.002
.003
.102
.048
＜.001

SMCQ=subjective memory complaints questionnaire;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EQ-5D=euroqol-5dimension; Ref.=references.
1
Dummy variable: age; 2Dummy variable: subjective health condition.

본 연구결과 노인의 주관적 기억력감퇴는 3.86점으로

의 0.82점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건강관련 삶의 질에서 차원

Song [28]의 4.89점보다 낮고, Kim [29]의 3.28점보다 약간

별 수준은 통증/불편감 차원이 가장 관련이 높았고 운동능

높게 나타났다. Youn 등[22]이 제시한 최적 절단점인 5점을

력, 불안/우울, 일상생활, 자기관리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용할 경우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기억력 저하 집단에 속하

통증/불편감 관련이 가장 높고 자기관리 차원이 가장 낮은 관

지 않는 정상 집단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우울은

련이 있다고 나타난 선행연구[5,7]의 결과와 일치한다. 노인

4.74점으로 Lee와 Park [3]의 5.30점, Song [28]의 5.88점보

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은 연령과 주관적

다 낮게 나타났다. 노인의 경우 우울 검사에서 낮게 평가되었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

더라도 우울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은폐되어 잘 드러나지 않

행연구[6]와 같은 결과이다.

을 수 있으므로[8], 우울 정도가 높게 나타난 대상자뿐만 아니

노인의 주관적 기억력감퇴, 우울, 일상생활수행능력, 건강

라 우울 정도가 낮은 대상자군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노인의

관련 삶의 질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건강관련 삶의 질은 주

정서 상태 및 정신건강 관리대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상

관적 기억력감퇴(r=−.26, p＜.001), 우울(r=−.49, p＜.001)

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정도는 2.93점이었고 가장 점수가

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일상생활수행능력

높았던 항목은 ‘대소변 조절하기’였고, ‘화장실 사용하기’,

(r=.40, p＜.0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식사하기’, ‘옷 입기’, ‘세수하기’, ‘이동하기’, ‘목욕하기’ 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기억력감퇴와 우울감이 높

이었다. Kim과 Jung [21]의 연구에서 노인의 일상생활수행

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고,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높을

능력이 2.89점으로 ‘용변 보기’, ‘식사하기’, ‘이동하기’, ‘옷

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아지는 관계를 보여주는 결과이

입기’, ‘목욕하기’ 순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일상

다. 이는 주관적 기억력감퇴와 우울[8,29], 일상생활수행능

생활수행능력은 점수가 높을수록 활동 정도가 좋음을 의미

력[7]이 건강관련 삶의 질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하므로 일반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노인의 일상생

맥락이다.

활수행능력정도가 높은 편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

의 대상자들이 주관적 기억력감퇴와 우울감 정도가 낮고, 일

여 일반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였던 대상자의 연령, 주관적 건

상생활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질환 및 상해 등으로

강상태를 포함하여, 주관적 기억력감퇴, 우울, 일상생활수행

병원이나 시설 등에 입원해 있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능력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71세 이상 90세 이하의 연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대상자가 아니라, 통원이 가능한 외래

령,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 혹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및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했

우울,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의 건강관련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특성들은 우울감이

삶의 질에 정도는 0.73점으로 Lee 등[5]의 0.77점, Kim 등[7]

낮고,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높은 경우로 나타났고, 71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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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세 이하의 대상자에 대해 연령이 낮고, 주관적인 건강상태
가 보통이거나 나쁘다고 생각할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 및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긍

을 시사하는 바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
고자 한다.

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우울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

첫째,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노인의 건

그램과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개발

강관련 삶의 질과 관계가 있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하는 교육 중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 우울증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및 일상생활 활동의 손상은 노인의 삶이 질을 떨어뜨리게 되
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Lee 등[30]의 연구는 본 연구의 결
과를 지지해주는 것이다. 주관적 기억력감퇴(=.06, p=.402)
는 건강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둘째,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주관적 기억력감퇴의 특
성을 확인하고, 요인 간 관계성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우울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것을 제언한다.

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경우 변별력이 있을

넷째,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상생활수

정도로 주관적 기억력감퇴수준에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

행능력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 및 프로그램을 개

일 수 있을 것이다. 주관적 기억력감퇴란 스스로 자신의 기억

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것을 제언한다.

력 및 인지기능 저하를 인식하고 이에 대해서 불편감의 정도
를 측정하는 것인데, 주관적 기억력감퇴가 대상자의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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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제한을 받는다[30]. 또한, 심각한 기억력 장애가 있는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대상자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고, 본인이 삶에 대하여 인식
하고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지

References

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
램에 스스로 참여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대상자 간에 주관적 기억력감퇴의 정도가

1. Statistics Korea. Population projections for Korea. Daejeon:
Statistics Korea, 2015.

변수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

2.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Health Insurance

다. 반면, 삶의 질이 낮을수록 주관적 기억력감퇴 정도가 높

Review & Assessment Service in Korea. Wonju: Statistical

고[28], 노인기에 발생되는 인지기능 장애, 노인 우울 등의 문

Data of Health Insurance in Korea (2010∼2013), 2017.

제가 생활 만족도를 저하시킨다[8]는 연구결과도 있으므로

3. Lee KJ, Park HS. A study on the perceived health status,

삶의 질과 기억력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

depress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for the elderly in
urban areas. Korean Journal Women Health Nursing.

각된다.

2006;12(3):221-230.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기억력감퇴,
우울,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건강관련 삶의 질의 정도와 이들

https://doi.org/10.4069/kjwhn.2006.12.3.221
4. Kim DJ, Kim MK. A study on policy for dementia i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The
Journal of Korea Aging Friendly Industry Association.
2011;3(1):33-43.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

5. Lee HK, Lee GC, Kim KS. Health related quality of the eld-

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노인의 우울

erly in a small and medium-sized city in rural area. Journal

과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of Digital Convergence. 2018;16(6):343-352.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

https://doi.org/10.14400/JDC.2018.16.6.343

시키기 위하여 노인의 우울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과 일상생

6. An J, Choi HY. Trend of influencing factors on health-re-

활수행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것

lated quality of life in Korean elderly. Journal of Korean

남혜리, 허하송: 노인의 주관적 기억력감퇴, 우울,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17

Public Health Nursing. 2018;32(2):275-287.
https://doi.org/10.5932/JKPHN.2018.32.2.275

sis]. Kyonggi: Kyonggi University; 2016.
16. Lee HJ, Kahng SK, Lee JY.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7. Kim JY, Lee SG, Lee SK.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position and health behavior on geriatric depressive

behaviors, health status,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symptom. Journal of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08;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Journal of the

28(4):1129-1145.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10;30(2):471-484.
8. Hwang MG, Kim EJ.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17. Oh YH.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and policy issue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5;5:29-39.

cognitive function,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the

18. Lee CT, Yeh CJ, Lee MC, Lin HS, Chen VC, Hsieh MH, et al.

elderl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uicide

Social support and mobility limitation as modifiable pre-

ideation.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dictors of improvement in depressive symptoms in the eld-

2008;(41):385-404.

erly: results of a national longitudinal study. Archives of

https://doi.org/10.21194/kjgsw..41.200809.385

Gerontology and Geriatrics. 2012;55(3):530-538.

9. Jeong HK. The effects of group art psychotherapy based

https://doi.org/10.1016/j.archger.2012.03.002

on printmaking on the anxiety, self-esteem and self-ex-

19. Rubio E, Lázaro A, Sánchez-Sánchez A. Social partic-

pression of older adults with mild dementia in day care

ipation and independence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a

centers [master's thesis]. Seoul: Seoul Women's Universi-

cross sectional study. BMC Geriatr. 2009;9:26.

ty; 2016.

https://doi.org/10.1186/1471-2318-9-26

10. Levy R. Aging-associated cognitive decline. International

20. Kang KS, Yang J. A study on the fear of falling, activity of

Psychogeriatrics. 1994;6(1):63-68.

daily living and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Journal of the

https://doi.org/10.1017/S1041610294001626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7;

11. Lee JH. Early detection and treatment of memory disorders
in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Clinical Geriatrics. 2001;
2(3):59-67.
12. Lee JH, Lee KU, Lee DY, Jhoo JH, Kim KW, Woo JI. Korean
version of the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18(7):193-199.
https://doi.org/10.5762/KAIS.2017.18.7.193
21. Kim JH, Jung YM. A study on the health age, activity daily
of living and cognitive func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2001;3(1):22-31.

Alzheimer's disease assessment packet (CERAD-K): clin-

22. Youn JC, Kim KW, Lee DY, Jhoo JH, Lee SB, Park JH, et al.

ical and neuropsychological assessment batteries.

Development of the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ques-

Neurobiology of Aging. 2000;21:32.

tionnaire. Dementia and Geriatric Cognitive Disorders.

https://doi.org/10.1016/S0197-4580(00)82818-3

2009;27(4):310-317. https://doi.org/10.1159/000205512

13. Turvey CL, Schultz S, Arndt S, Wallace RB, Herzog R.

23. Gi BS. A preliminary study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ri-

Memory complaint in a community sample aged 70 and

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 version. Journal

older.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2000;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1996;35(2):

48(11):1435-1441.

298-307.

https://doi.org/10.1111/j.1532-5415.2000.tb02634.x

24. Katz S, Ford AB, Moskowitz RW, Jackson BA, Jaffe MW.

14. Gauthier S, Reisberg B, Zaudig M, Petersen RC, Ritchie K,

Studies of illness in the aged: the index of ADL: a stand-

Broich K, et al. Mild cognitive impairment. The Lancet.

ardized measure of biological and psychosocial function.

2006;367(9518):1262-1270.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963;

https://doi.org/10.1016/S0140-6736(06)68542-5

185(12):914-919.

15. Kim HS. The effects of reminiscence-centered integrative

https://doi.org/10.1001/jama.1963.03060120024016

arts therapy on cognitive function, life satisfaction, de-

25. Won CW, Rho YG, Sunwoo D, Lee YS. The validity and reli-

pression, anxiety of elderly with dementia [master's the-

ability of Korea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18 Nursing and Health Issues Vol. 25, No. 1, 2020
(K-IADL) scale. Journal of the Korean Geriatrics Society.
2002;6(4):273-280.
26. Herdman M, Gudex C, Lloyd A, Janssen M, Kind P, Parkin
D, et al. Development and preliminary testing of the new
five-level version of EQ-5D (EQ-5D-5L). Quality of Life

28. Song YC. Relationship among depression, perceived
health status, and subjective memory impairment in urban low-income old adults. Health & Nursing. 2018;30(2):
11-20. https://doi.org/10.29402/HN30.2.2
29. Kim YE. The relationship of subjective memory, depres-

Research. 2011;20(10):1727-1736.

sion and cognitive functions in middle & elderly women

https://doi.org/10.1007/s11136-011-9903-x

[master's thesis]. Deagu: Deagu Unuversity; 2016.

27. Nam HS, Kim KY, Kwon SS, Ko KW, Kind P. Research re-

30. Lee MS, Kwak DI, Jung IK. Impairment of self-main-

port for estimated weight for quality of life survey (EQ-5D).

tenance skills and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fe in

Cheongju: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

geriatric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Geriatric Psychiatry.

tion, 2007.

2000;4(1):9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