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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우리나라는 지속 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치지하는 비 이 증가하여 활기찬 노년기에 한 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건강한 노화는 질병 등의 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신체기능과 인

지기능이 높은 수 으로 유지되고, 삶에 극 으로 참여하는 요인 등이 

주요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건강한 노화를 달성하기 해서는 이미 일상생활동작의 기능장애가 

발생된 노인보다는 건강한 노인, 는 허약한 노인을 상으로 건강수

을 유지  향상시키는 것이 효과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신체  건강수 을 분류하고, 집단 간 비교

분석을 통하여 건강한 노화를 한 효과 인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

고자 하 다. 특히 본 연구는 2011년도 연구의 후속 작업으로 추진된 것

으로 2개 년도에 걸친 특정지역 고령자의 건강‧기능상태의 변화를 추 ‧

분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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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pects of healthy aging and policy implications 

in the era of centenarians: Based on the 

longitudinal study of M city(Ⅱ) 

Researchers have suggested various predictors of healthy aging 

such as staying away from the risk of diseases, maintaining high 

levels of physical and cognitive function, and participating in one's 

life actively. 

 In order to attain healthy aging, it is more effective to maintain 

or enhance the health levels of healthy or frail elders than those 

who already experience malfunctions in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This study used the methods of literature review and case 

analyses. Based on the existing literature, we examined the 

construct of healthy aging. A survey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also conducted for the older residents of a small-and-medium 

city in the rural region on the state of their health care. 

 We designed a comprehensive questionnaire to examine the 

health conditions of the elders in the community and analyzed the 

case results. These results were used to categorize the physical 

health levels of elders. This study aimed to develop indicator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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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frail elders via group comparison analysis and to develop 

effective service programs for healthy aging.

 We developed variables that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relevant variables into the indicators of the pre-frail 

elders based on the case analysis results of the 2012 survey. 

 Nineteen variables were selected as the indicators of the 

pre-frail elders. Physical health functions included 9 variables: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depressive symptoms, grasping power, 

standing with one leg, EQ-5D, vision, hearing, chewing capability, 

and fear of falling. Health practices included 6 variables: exercises 

or not, 2-km walking, sleeping hours, sound sleep, and nutritive 

conditions (MNA). Social relationships included 4 variables: having 

intimate friends and neighbors or not, going out in a week or not, 

telephone contact with relatives/friends/neighbors, and participation 

to organizations.

 Further, we categorized the health levels of restricted physical 

functions by reanalyzing the 2011 National Survey of Korean 

Elders. Healthy elders were 40.4%, pre-frail elders 33.3%, frail 

elders 12.3%, and disabled elders 14%. 

 We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that communities need to 

utilize the indicators of the pre-frail elders, develop health care 

and health promotion programs that primarily target pre-frail 

elders, facilitate social relationships centering around local 

communities, and develop healthy aging strategies according to 

elders' health levels. 



요약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건강한 노화는 질병 등의 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이 높은 수 으로 유지되고, 삶에 극 으로 참여하는 요인 등이 주요 

요소로 제시되고 있음. 

○ 건강한 노화는 단순한 수명연장 뿐 아니라 독립 인 생활의 와 

활발한 사회활동도 요하므로 신체 ‧정신 ‧사회  기능의 유지가 

필요함. 

⧠ 건강한 노화를 달성하기 해서는 이미 일상생활동작의 기능장애가 발생

된 노인보다는 건강한 노인, 는 허약한 노인을 상으로 건강수 을 

유지  향상시키는 것이 효과 임.

○ 허약한 상태에 진입되어 있는 노인에 한 사업은 그 효과성이 낮기 

때문에, 허약 이  단계에 놓여 있는 노인(the pre-frail elderly, 일명 

‘(가칭)허약의심노인’으로 지칭)이 우선 인 사업 상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신체  건강수 을 분류하고, 집단간 비교

분석을 통하여 (가칭)허약의심노인을 사 으로 측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며, 건강노화를 한 효과 인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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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연구결과  

⧠ 건강노화의 개념을 보면, WHO에서는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와 연

지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활기찬 노후’가 노화과정에서 삶의 질

(QOL)을 향상시키기 해서 건강, 참여  안 을 한 기회를 최 화

하는 과정으로 정의함.

○ EC에서 건강노화 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정의한 개념을 보면, 고령자

로 하여  자립 이고 양호한 삶의 질을 리고, 차별없이 능동 인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육체 , 사회   정신  건

강의 기회를 최 화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음.

⧠ 본 연구를 한 (가칭)허약의심노인(the pre-frail elderly)의 조작  정의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일상생활동작(ADL, IADL) 기능에는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지만, 상‧하지의 신체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를 용하여 건강노

인과 (가칭)허약의심노인으로 구분하 음. 

⧠ 특정지역 사례연구에서 두 집단 비교분석을 통해서 허약의심노인 집단에 

포함될 험인자(risk factor)를 선별하고, 험인자 에서 가장 향력

이 높다고 단되는 요인을 측지표로 결정하고자 하 음.

○ 한 총 측지표 에서 일정개수 이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단되는 

노인을 (가칭)허약의심노인으로 지칭하고자 하 음.

⧠ (가칭)허약의심노인 측지표 개발 

○ 사례조사 자료분석에서 신체  기능상태 역에서 건강수 과 유의미

한 계가 있는 것으로 도출된 측 변수는 만성질환 수, 우울증상, 

악력, 한쪽다리 들고서기, EQ-5D, 시력, 청력, 씹기 능력, 낙상 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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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등 9개이고, 건강실천행 에서는 운동실천, 2km걷기, 수면시간, 

숙면의 어려움, 수면의 충분정도, 양상태(MNA) 등 6개이며, 사회

 계에서는 가까운 친구‧이웃 유무, 일주일간 외출 유무, 친척‧친

구‧이웃 화연락, 단체‧모임 가입 유무 등 4개 변수임. 

－ 19개의 (가칭)허약의심노인 측 지표  8개 이상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허약의심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됨. 

⧠ 신체  건강수 별 노인집단의 황 분석

○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신체기능 제한상태에 

한 6개 문항으로 신체  건강수 을 분류함.

○ 건강노인이 40.4%, (가칭)허약의심노인 33.3%, (가칭)허약노인 12.3%, 

장애노인 14.0% 등 4개의 집단으로 분류 

－성별로는 남자의 건강수 이 여자보다 더 좋았음.

－연령별로는 건강노인의 경우 65∼69세는 58.5%, 70∼74세 44.3%, 

75∼79세 29.8% 등으로 연령계층별 약 15%p 차이를 보임.

－ 75세 이상에서는 기능제한노인 비율이 격히 증가하여 75∼79세 

15.7%, 80∼84세는 25.7%, 85세 이상은 43.7% 등임.

○ 주  건강상태는 건강노인의 경우 ‘건강한 편’이라는 응답이 

62.7%인데 비하여 허약의심노인은 28.5%, 허약노인 18.3%, 기능제

한노인 14.6%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 음. 

○ 건강노인의 경우 3개 이상의 복합만성질환 비율이 26.2%인데 반하

여, 허약의심노인은 54.7%, 허약노인 60.3%, 기능제한노인 68.3% 

등으로 건강수 이 낮을수록 복합만성질환율이 매우 높았음. 

○ 지난 2주간 병원, 의원, 보건(지)소, 한의원 등 의료기 을 1회 이상 

찾은 비율을 비교하면, 건강노인은 43.9%인데 비하여 허약의심노인

은 64.7%, 허약노인 69.6%, 기능제한노인 58.8% 등으로 건강노인

과 약 15%p 이상의 차이를 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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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노인의 경우 재 흡연율이 17.3%이고, 정음주 비율이 25.4%, 

과음주 22.4% 등으로 허약노인에 비하여 흡연과 음주는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났음. 이는 건강한 노인에 한 주  연에 한 홍보

교육 등이 필요함을 시사함.  

○ 양 리 주의요구의 비율은 건강노인은 15.1%인데 비하여, 허약의

심노인은 31.8%, 허약노인 43.9%, 기능제한노인 46.2% 등으로 건

강수 이 나쁠수록 건강 리 주의요구  양 리 개선이 필요함.

○ 운동실천율이 건강노인은 64.5%인데 비하여, 허약의심노인은 49.2%, 

허약노인 32.5%, 기능제한노인 28.0% 등으로 더 낮았음.

○ 건강노인의 경우 낙상경험률이 12.8%인데 비하여, 허약의심노인은 

21.6%, 허약노인 31.7%, 기능제한노인 33.6% 등으로 건강수 이 

나쁠수록 낙상경험이 더 높았음.

○ 평소 낙상에 한 두려움을 보면, 건강노인의 경우 54.9%가 낙상 두

려움을 갖고 있는데 비하여, 허약의심노인은 87.0%, 허약노인 

93.9%, 기능제한노인 93.2% 등으로 건강수 이 나쁠수록 낙상에 

한 두려움이 매우 높았음.

○ 우울 증상 비율은 건강노인 12.0%, 허약의심노인 31.6%, 허약노인 

47.1%, 기능제한노인 57.3% 등으로 건강수 별 우울증상 비율은 약 

15%p의 차이를 보 음.

○ 인지기능 하 비율은 건강노인 18.0%, 허약의심노인 18.9%, 허약

노인 18.4%, 기능제한노인 36.9% 등으로 건강노인과 허약의심노인, 

허약노인은 비슷한 수 이고, 기능제한노인의 경우 상 으로 인지

기능 하율이 2배 정도 더 높았음. 

○ 친목단체활동 참여율을 비교하면, 건강노인은 53.1%, 허약의심노인 

34.3%, 허약노인 21.1%, 기능제한노인 13.5% 등으로 건강수 에 

따라 친목단체 참여율에도 차이를 보 음.  

○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이용률을 비교하면, 건강노인은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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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약의심노인은 40.2%, 허약노인 39.7%, 기능제한노인 29.3% 등으

로 건강노인 보다 허약의심노인 는 허약노인의 이용률이 더 높음.

Ⅲ. 결론 및 시사점  

⧠ 지역사회에서 (가칭)허약의심노인 측 지표의 용  

○ (가칭)허약의심노인 계층을 지역사회에 방치하면 신체  기능상태가 

나빠져 건강한 노화를 측할 수 없는 허약 비집단에 속하기 때문

에 (가칭)허약의심노인의 기능 하를 선별할 수 있는 일차 인 도구

를 이용하여 각 지자체의 보건기 에서 (가칭)허약의심노인을 리

⧠ (가칭)허약의심노인에 특화된 건강 리  건강증진 로그램의 개발

○ 건강수 의 하는 사  방이 요하기 때문에 (가칭)허약의심노인에

게 특화된 건강 리  신체활동 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됨. 

⧠ 지역사회 심의 사회  계 활성화 

○ 여가문화활동, 평생교육활동, 자원 사활동 등도 노인의 건강 유지 차

원에서 요하고, 극 인 사회  계 유지도 건강한 노화에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회  계 유지가 은 노인을 상으로 한 사

회   유도형의 서비스모형 개발이 필요함.

⧠ 노인의 건강수 별 건강노화 략 

○ 일정 연령에 도달한 노인을 상으로 주기 으로 생활 기능상태의 검

진 등으로 건강수 에 알맞은 건강 리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

*주요용어: 건강노화, 건강수준, 허약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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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보건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 의 향상으로 평균 수명은 연장되고 

있으나 건강수명의 증가는 평균수명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장기간

의 노년기는 질병과 장애로 인한 노인의료비  장기요양서비스 등의 

부담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 즉, 통계청의 2010년도 생명표 작성 결과

에 의하면 2010년 출생아의 기 수명은 80.8세(남성 77.2세, 여성 84.1

세)이고, 2010년 재 65세 남성은 앞으로 17.2년, 65세 여성은 21.6년

을 더 살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WHO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건강수명1)은 2007년 71.0세로 추정되고 있다. 한 65세 이상 노인진

료비는 1990년에 2,403억원에서 2011년에 15.4조원으로 증하 고, 

체진료비  노인진료비 비율이 1990년에 8.2% 으나 2011년에는 

33.3%를 유하고 있어, 2011년 노인인구 비율이 총인구의 11.3%인데 

비하면 높은 수 이다(통계청, 2012). 

건강한 노화는 질병 등의 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신체기능과 인지기

능이 높은 수 으로 유지되며, 삶에 극 으로 참여하는 요인 등이 주

1) 건강수명(Healthy Life Expectancy)은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

간을 뺀 기간으로,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는가’에 을 둔 지표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

하게 오래 사는가’에 을 두고 산출한 지표임(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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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즉, 건강한 노화는 단순한 수명연장 뿐 아니

라 독립 인 생활의 와 활발한 사회활동도 요하므로 신체 ‧정신

‧사회  기능의 유지가 필요하다. 

성공  노화의 개념에 한 많은 연구에서 인간의 기본 인 욕구 

의 하나가 건강한 삶이고,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건강은 요

한 향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건강은 행복하고 바람직한 삶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 이고 필수 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도 건강한 삶의 연장, 건강의 불평등 해소  삶의 질 개선

을 목표로 각종 질병 방  건강증진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즉, 자

립생활이 가능한 노인들에 해 질병 방과 리, 합병증의 방, 기능

감퇴의 억제를 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건강한 노화를 달성하기 해서는 이미 일상생활동작의 기능장애가 

발생된 노인보다는 건강한 노인, 는 허약한 노인을 상으로 건강수

을 유지  향상시키는 것이 효과 이기 때문에 노인건강서비스사업의 

우선순 는 허약한 노인에 두어야 한다. 한 허약한 상태에 진입되어 

있는 노인(the frail elderly, ‘(가칭)허약노인’으로 지칭)에 한 사업은 

그 효과성이 낮기 때문에, 허약 이  단계에 놓여 있는 노인(the 

pre-frail elderly, 일명 ‘(가칭)허약의심노인’으로 지칭)2)에 우선 인 사

업 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신체  건강수 을 분류하고, (가칭)허

약의심노인을 사 으로 측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며, 건강노화를 

한 효과 인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본 연구보고서에 기술하는 ‘허약노인’, ‘허약의심노인’은 (가칭)허약노인, (가칭)허약의심노인

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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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신체  건강노화에 한 개념을 정의하고, 지역사회 거주노

인의 통합  건강수 을 악할 수 있는 조사표를 설계하여, 사례지역 

노인의 건강상태를 악하고, 노인 건강수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

아내고자 하 다. 한 그 분석 결과에 기 한 (가칭)허약의심노인 측 

지표를 도출하고, 그들의 건강수 을 제고시키는데 효과 인 서비스 제

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  목 , 연구 내용  방법을 제시하 다. 

제2장 이론  배경에서는 건강 노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각국의 노인

보건복지 정책을 개 하여 서술하고자 하 다.

제3장 지역사회거주노인의 건강실태 조사분석에서는 특정 농 지역 

노인의 건강수 별 건강상태를 악하고, (가칭)허약의심노인을 상으로 

건강실천 방식 등에 한 집 분석을 통해서 (가칭)허약의심노인 측 

지표를 도출하고자 하 다.

제4장에서는 신체  건강수 별 노인집단의 황을 악하기 하여 

국조사인 ｢2011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건강수 별 노인

의 일반특성, 건강행태, 사회참여 활동 실태 등을 비교‧분석하 다.

제5장 결론  정책  제언에서는 건강한 노화를 한 효과 인 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크게 문헌연구방법과 사례연구방법이 사용되었다. 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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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연구를 통해 건강한 노화의 개념 정의와 국내외 노인보건사업 황

을 살펴보았다. 

사례연구방법으로 사회환경  변화가 비교  은 소도시인 M시 

농 지역(읍‧면지역 체)에서 지역사회 거주노인 상으로 구조화된 설

문지에 의한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면 조사로 실시되었고, 조사 상자는 60~84

세 고령자이며, M시 농 지역 2개 읍과 7개 면의 13개 보건진료소 소

재지에서 각각 노인 40명에 한 면 조사를 실시하 으며, 총 532명에 

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그림 1-1〕 연구의 진행 절차

문헌연구 사례연구 기존 연구분석

 건강노화의 개념

 건강노화의 정책 

⇨

 조사표 설계

 면접조사 실시

  - 지역사회 거주노인 상

 조사자료 분석

  - 건강실태 및 영향요인 분석

⇦  각국의 지역사회 

   노인 보건복지서비스

   내용 분석

정책 안 도출 및 정책 제언

건강한 노화를 위한 

서비스 전략

  3. 조사내용 
  
지역사회 거주노인의 건강 리실태 조사내용은 크게 노인의 신체기능상

태, 건강실천행 , 건강상태, 사회  계, 보건복지서비스 이용  욕구, 

그리고 응답자 일반사항에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2 참조).

지역노인 건강실태조사 결과분석에서는 인구사회학  요인, 생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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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객  건강상태의 역별 요인과 건강수 의 단순한 연 성 악

을 하여 교차분석  Chi-square test를 실시하 다. 한 노인의 건

강수 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독립변수와의 인과 계를 분석하

기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es)을 

활용하 다. 

〈표 1-1〉 2012년 M시 농촌지역 사례조사 결과(집계 현황) 

(단위: 명)

구분
60∼84세 조사완료수(2012.5) 60∼84세 인구수(2011.3)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GP보건진료소  8 35 43 194 123 317
SG보건진료소 20 22 42 102 146 248
OL보건진료소 17 24 41 133 167 300
UK보건진료소 17 22 39  93 125 218
HC보건진료소 16 26 42  62  72 134
GC보건진료소 19 25 44 103 151 254
CG보건진료소 17 23 40 119 148 267
GN보건진료소 15 22 37  48  62 110
SH보건진료소 10 26 36  26  35  61
MJ보건진료소 17 22 39  45  50  95
HN보건진료소  8 35 43  74 137 211
KG보건진료소 19 22 41  86 142 228
JD보건진료소 17 28 45  71 107 178

전체 200 332 532 1,156 1,465 2,621

본 연구의 제한 은 노인 건강수 을 분석 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으

로 조사표를 개발하 으나, 소도시 1개 지역의 사례조사에 의한 자료 

분석으로는 사례수가 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요인을 찾아내는데 제한 

이다. 한 (가칭)허약의심노인 측 지표를 개발하 으나, 후속 연구

를 통해 지표의 신뢰성‧타당성에 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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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2012년도 지역사회 노인건강관리실태 조사 내용

  구분 내용

신체기능상태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옷갈아입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이동하기, 화장실이용하기 및 소변가리기 등 7개 항목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몸 단장하기, 집안일 청소하기, 식사준비하기, 
  세탁하기, 외출하기(가까운 거리), 교통수단 이용하기, 물건사기, 
  금전관리하기, 전화걸기, 약 복용하기 등 10개 항목

 사회활동 능력: 취미 활동 여부

 악력 검사(전신근력검사)         
 한쪽 다리 들고 서기(정적 균형도 측정)
 30초 동안 의자에 일어나 앉기(하체 근력 측정)
 신체계측: 신장, 체중, 체중감소, 팔뚝 및 종아리 둘레

 신체기능적 제한 상태: 운동장 한바퀴 돌기, 10계단 오르기, 구부리기, 
  손뻗기, 손내밀기, 손가락 쓰기, 물건 옮기기 등 7개 항목

 전반적 건강상태(EQ-5D Index):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

건강실천행위
 흡연 및 음주 경력, 음주빈도 및 음주량

 신체활동 및 운동: 정기적 운동 여부, 종류, 장소, 미실시 이유, 
  2㎞ 보행 빈도 및 이유, 평소 보행 속도

 독감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여부

 수면시간, 수면 불편 여부 및 충분성

 영양상태(MNA): 식사량 감소, 체중감소, 혼자 외출 가능 여부, 
  스트레스, 신경정신과적 문제, 체질량지수, 지역거주 여부, 처방약 복용 여부

  및 개수, 욕창 여부, 식사횟수, 식생활습관(단백질, 과일‧채소, 수분섭취 등), 
  혼자 식사 여부, 본인인지 영양상태, 동년배와 비교한 건강상태 

건강상태
 시력, 청력, 씹기 상태 

 본인인지 구강건강상태, 음식 씹는 방향, 틀니 사용 여부 

 노인구강건강평가: 13개 문항

 낙상 경험, 낙상 두려움 

 만성질병 종류별 여부, 치료 여부 

 노인 우울 척도(GDS): 15개 문항 

 간이 정신상태 검사(MMSE-DS)
사회적 관계  친척, 친구‧이웃: 수, 접촉 및 연락 횟수, 타인과의 관계 정도 

  경로당 이용 횟수, 단체가입 수 및 활동의 적극성 여부, 일상생활 장소

보건복지서비스

이용 및 욕구

 건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 여부, 미참여 이유

 향후 건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 의향

응답자 일반사항  결혼상태, 학력, 가구형태, 의료보장 가입상태, 월평균 가구소득

주: 부록 [조사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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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건강노화의 개념 및 정책

  1. 건강노화의 개념

이미 선진국가들은 출산율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의 

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비록 선진국가 그룹에 속해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간소득 국가들도 인구의 고령화 

상은 차 으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행과 같은 추세

라면 향후 20~30년 후에는 노인인구 비율도 30% 이상의 수 으로 늘어

날 것으로 상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차 으로 고령자의 건강문제에 심을 

갖게 하 다고 보여지는데, 유럽국가에서는 건강노화(healthy ageing)에 

한 지식 교환을 증진시키고 확 시키려는 요구가 하나의 과제로 설정

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EC에서는 EU국가의 공 보건 로그램에서 

건강노화의 문제를 이슈로 다루고 있고, 2002년도에는 3년간 다국가간 

건강노화 로젝트에 한 지원을 인정한 바 있다.  

건강노화의 개념을 보면, WHO에서는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와 

연 지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활기찬 노후’가 노화과정에서 삶의 질

(QOL)을 향상시키기 해서 건강, 참여  안 을 한 기회를 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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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WHO의 건강도시 로그램의 제4차 시

기(2003~2007년)에 건강노화에 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EC

에서 건강노화 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정의한 개념을 보면, 고령자로 하

여  자립 이고 양호한 삶의 질을 리고, 차별없이 능동 인 사회참여

를 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육체 , 사회   정신  건강의 기회를 

최 화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건강노화의 개념은 자율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자기결정

권이 인간의 존엄과 통합성에 있어서 필수 인 요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고령자의 자율권은 지역사회나 자신에 의해 가해진 많은 제약을 

방지함으로써 증진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원래 노화란, 정의상 개인 , 육체 , 인지   사회  자원

의 궁극 인 쇠퇴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보를 습득하고 처리하는 

능력에 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  자원은 바람직한 목

에 한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실 하기 한 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만족도는 개개인이 지닌 

능력과 추구하려는 목  간에 균형이 이루어질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균형이 노화 과정에서의 건강 개념을 발 시키는 시발

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  자원의 하락은 생활습 을 바꾸거나, 의료  

 재활  치료를 통해서 방되고 축소될 수 있으며, 그 반 로 그러한 

치료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은 가용자원을 최 화

하고 보완  조치를 취하거나, 가장 요한 개인  장 에 집 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 으로 균형은 물리  장애물을 축소시

키고, 사회  지지를 개선시킴으로써 제고될 수 있다. 개개인의 능력, 목

  환경이 상호 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인들이 건강노화

를 증진시키는데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기능하락(functional decline)과 장애(disability)는 노화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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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형 이고 불편한 특성이라는 것으로 보고 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그로 인하여 노인수가 늘어나는 것은 장애를 지닌 노인도 늘

어난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여기에서 장애는 자신의 집에서 자립

으로 생활하거나 필수 인 사회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일상 인 

기본  신체활동을 수행하는데 의존 이거나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장애는 삶의 질을 감소시키고 병원입원이나 요양시설입

소, 조기사망의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있다. 

략 으로 70세 이상 노인의 약 20%, 는 85세 이상 노인의 50%는 

기본  일상생활동작에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그 이외에도 이

동, 근력, 균형성  인지력 등의 하락도 노인에게서는 보편 이라는 것이

다(Burden of Disease Network Project, 2004). 이러한 장애에 한 보

편 인 개념을 보면, 병리상태(pathology)에서 시작하여 신체조직체계의 

손상(impairments)으로 진행되고, 다시 더 진행되면 기능  제한

(functional limitation)을 래하며 궁극 으로는 장애로 귀결된다는 것이

다(Nagi, 1976; Verbrugge, 1994). 결국, 건강노화는 노년기의 일상생활

동작의 장애를 방하기 해 필요한 개념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하겠다. 

  2. 건강노화의 정책

건강에 향을 주는 인자들은 서로 연 되어 있으며, 상당히 많이 존

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먼 , 성인과 아동과의 계처럼 

한 가족 계가 존재하고, 사회  네트워크, 친구나 이웃 등으로부터의 

사회  지지 등이 존재한다. 그 다음으로는 식습 , 신체활동, 수면습 , 

음주와 흡연 등 생활습 요인이 향을 주고 있다. 그 다음의 요소는 인

간이 생활하고 일하는 물리   사회  환경이 한 건강에 향을 끼

치고 있는데, 이는 주거, 교육, 사회서비스, 교통, 작업환경, 보건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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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환경   사회경제  략을 포함하는 

사회구조  결정인자에 의해 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Dahlgren 

& Whitehead, 1991). 

따라서, 건강노화 정책은 다양한 형태의 건강 결정인자들에 집 할 필요

가 있으며, 이들 인자들은 술한 바와 같이 사회  정치  정책집단에 

의해 결정되거나 개개인의 속성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것들이다. 특히, 노인

에게 많은 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는 농

지역거주 노인, 개인  자산, 기술과 건강, 인터넷 근, 가정에서의 보

조장치, 보건의료서비스의 근성, 문화활동  구강건강 등이 포함된다. 

유럽지역에서는 건강노화정책을 개발하는 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있어

서 10개의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이를 열거하면, 은퇴  은퇴 , 사회

자본, 정신건강, 환경, 양, 신체활동, 부상방지, 약물남용(음주  흡연 

포함), 약물복용  련된 문제, 방  보건의료 등이다(표 2-1 참조). 

〈표 2-1〉 EU의 건강한 노화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전략

정책과제 주요 전략 내용

- 은퇴 및 은퇴 전

- 근로자의 노동능력 향상 및 연장 책 수립

 ･건강증진 책의 수립 및 개개인의 생활습관에 한 책임의식 제고

 ･산업보건에서의 질병예방 투자

 ･질병에 의한 노동영향도의 감소

 ･잔존하는 노동력의 최 한 활용

 ･직업병의 위험인자의 감소 및 예방

 ･신체적 기능능력의 개발 및 지원

 ･평생교육기회의 확  제공 등 

- 사회자본
- 고령자 건강수준 유지와 관련 높은 내용

 ･자원봉사, 사회지지, 사회적 고립예방

- 정신건강

- 고령자 정신건강 유지와 관련 높은 내용

 ･연령차별의 제거, 의미있는 사회활동의 참여, 타인과의 인적관계의 강화, 
신체적 건강, 빈곤제거

- 고령자에 영향을 끼치는 정신건강 문제

 ･우울증, 고뇌, 치매, 정신분열, 알코올 및 약물남용

- 고령자 정신건강 개선 방법

 ･정신요법 및 정신사회적 치료: 인지행동요법, 회상요법, 사이코드라마접근법, 
안정요법, 지지요법, 통제력 강화요법, 정신교육, 인지기술 훈련 

 ･우울증 예방이나 감소, 가족수발자의 지원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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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계속

정책과제 주요 전략 내용

- 환경

- 환경의 개선은 고령자의 삶의 질 측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줌 

 ･외부활동시간의 제고 및 녹지공원 접근성 제고

 ･환경기술의 개발, 기후변화, 기오염

 ･낙상부상 및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주택개선(실내환경 개선, 실내디자인의 

변경 및 가구재배치 등) 

- 영양

- 고령자의 영양상태 및 식습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질병 및 치료의 결과로 인한 심리적 변화, 약물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장애 

및 시각손상으로 인한 식욕의 감소, 미각의 손상, 치아손상이나 구강질환으

로 인한 저작기능의 저하, 연하기능의 저하, 운동부족, 치매나 우울증 등 

- 영양관련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비타민D와 칼슘: 여성노인에게 권고, 허약한 고령자의 골절 예방

 ･비타민K: 고관절 위험 감소

- 신체활동

- 고령자의 건강과 효과적인 기능유지

 ･심장질환 및 혈압감소에 효과적, 낙상 및 골절 예방 등 

- 신체활동 활성화 방안

 ･집단적으로 수행하는 중강도수준의 신체활동 제고, 자가 모니터링, 특정교

육을 배제한 순수한 운동에 목표, 근력강화, 유연성 및 균형성 강화 등의 

저항성 훈련

- 부상방지

- 낙상에 한 위험인자

 ･과거의 낙상경험, 4종류 이상의 복약상태, 뇌졸중 또는 파킨슨병 진단, 균

형성 부족, 낮은 기력 

- 낙상예방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

 ･낙상의 다차원적 위험요인 사정 및 관리, 예방 프로그램, 환경개선 및 교

육, 약물복용 금지, 골절방지용 보호  착용 등 

- 폭력 및 학 예방 전략

 ･고령자의 사회적 기여자로의 인식제고, 고령자 자신의 권리의식에 한 교

육제고,.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 축소를 위한 세 간 관계 제고, 고령자의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전문가 훈련, 고령자의 자기결정력 제고, 고령자에 

한 부정적 이미지 쇄신, 고령자 복지제도의 개선, 고령자 학  및 폭력사

고에 한 조사 

- 약물남용

 (음주 및 흡연 포함)

- 흡연: 암, COPD, 폐질환, 소화기계진환 등 각종 질병 발생

- 음주: 비건전한 음주습관으로 건강에 부정적 영향 

- 비건강적 실천행위의 개선 및 실천행위의 방법 전략 모색

- 약물복용 및 관련 문제

- 투약실수 및 투약거부, 부적절한 처방, 약물 상호작용, 부작용, 위험을 동반

하는 약물사용, 약물용기의 사용방법, 한방약과의 혼합사용의 문제 제기

- 개선 방안

 ･투약의 질적 지표(Quality indicators)개발: 처방해서는 안되는 약물, 
  약물‧질병간 상호작용, 약물과 약물간 상호작용, 약물중복 및 모니터링

- 예방적 보건의료 
- 장기요양상태를 야기시키는 질병이나 의존성 발생 지연에 필요

 ･정기적 재택방문서비스, 건강지식도(health literacy)의 확 , 독감예방접종

자료: 선우덕 외(2009).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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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각국의 고령자 보건복지서비스

  1. 우리나라의 노인보건 정책

재 정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건강보장 련 정

책은 노인 건강진단사업, 치매 검진사업  치매 치료 리비 지원사업, 

노인 실명 방사업 등이 있고(표 2-1 참조), 제2차 출산‧고령사회 기

본계획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는 사  방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건강한 노후생활 정책 등이다. 우선 사  방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한 사업으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건강검진 사

후 리 강화  수검률 향상, 보건소 심 통합건강 리체계 구축, 건강

리서비스 제도화, 만성질환 리 로그램 도입, U-Health 서비스 기

반 확충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건강한 노후생활 정책으로는 노년기 주

요질환 리체계 구축, 치매노인 리체계 구축,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노령기 기 건강 증진을 한 운동사업 활성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한

민국정부, 2012). 

한 국민을 상으로한 건강정책 에서 노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는 보건소 건강생활 통합서비스, 일반검진  생애 환기 

건강진단서비스, 만성질환자 리 로그램, 구강보건,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서비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재가 암환자 

리사업, 연  알콜 상담, 정신건강상담 등이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노인건강 운동사업, 국민생활체

육 의회의 노인생활체육 로그램 등이 있고, 지역사회 거주노인을 

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로는 노인돌 서비스, 경로당  노인복지 에서 

제공하는 건강생활증진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 서비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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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우리나라 지역사회 거주노인을 위한 보건서비스  

구분 상자 기준 서비스 내용

노인건강진단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희망자  

･1차 및 2차 건강진단, 
･검진후 유질환자 사후관리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및 세 주인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및 세 원(40세 이상)
･일반검진 

･암검진: 암종별 상연령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만 66세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1차, 2차 건강검진(노인신체기능,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기능장애, 
 노인청력검사등 추가)
･만66세 여성은 골밀도검사 추가

･주요 5  암검진

암조기검진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보험료부과 기준

･주요 5  암검진(위암, 간암, 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치매조기검진
60세 이상 모든 노인 상, 
저소득층에 우선권 부여

･치매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치매 환자 등에 한 사후관리

･70세와 74세의 경우 건강보험 일반

 건강검진시 치매선별검사 실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건강위험군 및 질환군

･만성질환위험요인관리

･군별 care-plan에 따라 서비스 제공

･만성질환, 운동, 영양, 비만, 금연상담 등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의

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정밀 안검진의 실시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60세 이상 치매환자,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치매치료관리를 위해 발생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실제 본인부담금

 (연간 36만원 상한)

노인 의치보철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구강검진

･무료 틀니 시술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65세 이상 노인 상, 
저소득층 우선권 부여 

･불소도포

･스케일링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65세 이상 장

애인, 독거노인, 노인부부 등

･만성질환자 관리

･허약노인 건강관리(등급외자)

자료: 오영희 외(2011).

우리나라의 노인건강정책은 노년기 건강 리에 한 목표가 부족하고, 

재의 달체계를 통한 방  건강 리의 제공이 어려움을 갖고 있으

며, 특정 노인성질환에 한 강도 높고, 구체 인 방  리 로그램

이 비흡한 실정이다. 한 건강증진정책은 운동 로그램에 을 두고 

있어 건강수 에 향을  수 있는 생활습  에서 양 리 로그램

이나 수면, 연, 주 등에 한 내용은 미흡한 수 이다(100세 시  

비 출산‧고령사회포럼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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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는 2011년도에 치매 리법을 제정하 고, 2012년에는 제2

차 국가치매 리 종합계획(2013∼2015), 독거노인을 한 종합지원 책 

등을 수립하여 노인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체계 으로 제공하려고 노력하

고 있다. 치매 리법은 치매의 방  치매 리 정책을 종합 으로 수

립‧시행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  고통과 피해, 사회  부담을 경감시키

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 으로 제정되었고, 독거노인 종

합지원 책은 소득‧건강‧사회  계 등 모든 분야에서 다른 노인가구

보다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한 지원 정책이다. 

한 2012년 8월에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고 하 는데, 이는 보

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 심으로 개편하고 지자체 건강정책 수립‧실행

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즉,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 

건강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건강 리에 한 요구 증가에 응하고, 진료‧

보건사업 수행 등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에 치 하기보다는 지역사회

의 건강문제를 악하고 행정기   민간의 각종 자원을 조정‧연계하여 

건강정책을 기획하는 총 리기 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 

핵심기능을 지역 보건의료정책의 기획, 보건의료자원 리  지역사회 

련기 과의 력체계 구축, 건강친화 인 사회 ‧물리  환경의 조성, 

주민의 건강증진, 질병 방‧ 리를 한 지역보건서비스의 제공으로 규

정하 다. 이에 따라 2013년도부터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도

입되어 연, 주, 신체활동, 양, 비만, 구강, 심뇌 질환 방, 한의

학, 아토피‧천식 방, 모자보건, 치매, 재활, 방문건강 리 등 13개 사업 

분야 범  내에서 해당 지자체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거나 통합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자율 으로 내용  방법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제시 

하 다(표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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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201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사업분야

사업분야명 사업유형

 금연
▪흡연예방       

▪흡연자 금연 촉진

▪간접흡연 없는 환경조성 

 절주 ▪절주 교육 및 정보제공 ▪음주폐해예방 

 신체활동
▪환경개선 및 홍보

▪생애주기별 교육 및 프로그램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

▪동아리 등 자조모임 지원  

 영양
▪환경조성 및 교육홍보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만성질환예방 및 영양관리 

▪영양플러스

 비만
▪정보제공 및 홍보 캠페인

▪만성질환예방 및 비만관리

▪생애주기별 주민교육

▪취약계층 비만예방 프로그램

 구강보건
▪구강건강예방

▪구강보건인프라구축

▪수돗물불소농도조정

 심뇌혈관질환예방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홍보 ▪만성질환예방관리 

 한의약건강증진 ▪한의약건강증진허브보건소사업 ▪한의약지역보건사업(한방진료실)

 아토피천식예방
▪아토피천식안심학교운영

▪저소득층 알레르기질환 환자지원

▪아토피천식교육

▪아토피천식홍보

 여성어린이 특화
▪철분제지원

▪엽산제지원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여성어린이 건강지원 

 치매예방관리 ▪치매노인사례관리 ▪치매검진

 지역사회중심재활  
▪장애인재활 

▪장애인 사회참여 

▪2차 장애발생예방 

▪장애인권익지원

 방문건강관리

▪저소득층건강행태개선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 

▪생애 및 영유아관리

▪노인허약예방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관리

▪기초재활서비스

자료: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재단, 2013년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설명회 자료, 2012.7.

 2. 외국의 고령자 복지서비스  

미국 고령화국(Administration on Aging)의 로그램  장기요양  노

인권리 보호 련 로그램을 제외하고 가정‧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핵심 

로그램에는 가정‧지역사회 기반 지원 서비스(home and community-based 

supportive services), 양서비스(nutrition services), 가족수발지원서비

스(family caregiving support service) 등이 있다(표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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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외국의 지역사회 거주노인을 위한 보건서비스  

구분 프로그램 서비스 내용

미국 –가정‧지역사회 기반 지원 서비스
･교통, 사례관리, 정보‧지원 
･개인 돌봄, 가사 지원
･법률서비스, 정신보건서비스, 성인주간보호

–영양서비스
･집단 영양서비스
･가정배달 영양서비스

–기족돌봄지원서비스

･수발자에게 이용 가능 정보 제공
･수발자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
･개별상담, 지원 집단의 구성, 수발자 훈련
･일시 위탁(respite care)
･제한적 추가서비스

호주
–가정 및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HACC)

･가사도우미, 집 수리 및 개조, 간병인 휴식 
지원, 정원관리 및 잔디깎기, 지역사회 차량지
원, 음식 배달 및 제공, 방문간호, 일신상의 
수발, 사회생활 지원, 자원봉사자 방문, 데이케
어 센터, 발치료와 언어치료 관련 보건서비스

–지역사회 노인복지 팩키지 
  (CACP)

･개인수발: 목욕 및 옷 갈아입기, 식사보조 
･식사준비, 가사보조(집안일, 빨래, 장보기)
･정원손질, 중교통 이용보조
･사회생활 지원

–광범위 노인재가복지 팩키지
  (EACH)

･간호 및 건강관련 서비스
･개인수발: 목욕 및 옷 갈아입기, 식사보조 
･가사보조: 집안일, 빨래, 장보기
･ 중교통 이용보조
･사회적 지원

–광범위 치매노인재가복지 팩키지
  (EACH D)

･공인 간호사 방문서비스, 개인간병
･보건서비스, 진료시 교통편 제공
･사회활동 지원, 산소 호흡 및 식사보조
･가사 도움, 배변 조절

프랑스 –정보 및 조정 지역 센터 

･각종 정보 제공 및 상담
･노인의 욕구 파악 및 지원계획
･지원 결과의 평가 및 건강, 주거 개선 등 
 노인문제 총괄

–고령자 주택
･방문 의료서비스
･문화 프로그램 활동

자료: 정기혜 외(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구성.

한편 미국 보건정책 마스터 랜(Healthy People 2020)의 노인건강 

과제는 크게 ‘ 방’과 ‘장기요양’의 두 축으로 이루어졌고, 방차원에서 

7개 주제에 한 목표와 장기요양 내의 5개 목표로 구성 되어 있다. 특히 

방차원의 목표에는 의료  방서비스에 한 최신정보 획득, 만성질환 

리, 신체활동의 수행 등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표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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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미국 보건정책 마스터플랜(Healthy People 2020)의 노인건강 중점과제 

목표 2008년 2020년

예

방

- 노인의 메디케어 수혜 비중을 증가 7.3% 8.0%

- 의료적 예방서비스에 한 최신정보 획득력 향상
남성: 46.3%
여성: 47.9%

남성: 50.9%
여성: 52.7%

- 한 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에게 만성질환 관리에 

  한 확신을 가진 노인 비율 증가
- -

- 당뇨질환에 한 self-management benefit을 받은 노인 

  비율 증가
2.2% 2.4%

- 중등도 또는 고도 기능제한을 가진 고령자 비율 감소 28.3% 25.5%
-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들 중 경도, 중등도, 
  고난도 여가 신체활동을 수행하는 노인 비율 증가

33.7% 37.1%

- 노년학 자격증을 소지한 건강관리 인력 비율 증가

 ‧노인전문 의사 2.7%(2009) 3.0%
 ‧노인전문 정신상담사 4.3%(2009) 4.7%
 ‧노인전문 간호사 1.4%(2004) 1.5%
 ‧노인전문 치과의사 0.20%(2007) 0.22%
 ‧노인전문 물리치료사 0.6%(2009) 0.7%
 ‧노인전문 영양사 0.3%(2009) 0.33%

장

기

요

양

- 신체적 장애가 있으나 장기요양 서비스나 지원이 충족되지 

  않은 노인 비율 감소
- -

-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무급 요양사의 비율 감소 - -
- 입원 고령자중 욕창 발생 비율 감소(65세 이상 100,000명당) 985.8명 887.3명

- 낙상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 노인비율 감소(65세 이상 100,000명당) 5,235.1명 4,711.6명

- 노인학 , 무시, 착취의 경우 및 이로 인한 희생자에 한 

  공공정보를 발표하는 주, 부의 숫자 증가
3개(2004년) 주 4개 주

자료: 박영란 외(2011), 베이비부머 은퇴 후 생활지원을 위한 신복지모형 개발 연구, 재구성 

호주의 경우 가정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Home and Community 

Care: HACC), 지역사회 노인복지 팩키지(Community Aged Care 

Packages: CACP), 범  노인재가복지 팩키지(Extended Aged Care 

at Home Packages: EACH), 그리고 범  치매노인재가복지 팩키지

(Extended Aged Care at Home Package Dementia: EACH D) 등이 

제공되고 있다. HACC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약자나 장애인이 

가정에 머무르면서 독립 인 생활을 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

는 로그램이며, CACP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

는 연로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자신의 주거환경에서 계속 으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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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정경희 외, 2011).

랑스는 일반 고령자들을 한 정보 제공  상담을 목 으로 한 정

보  조정 지역 센터(Center Locaux d'information et coordination: 

CLIC)가 있고, 고령자 주택(Logements-foyers)은 자율  생활이 가능

한 노인을 상으로 한 아 트 형태의 사회  시설로 공동사용공간으로 

식사공간과 세탁공간을 두고 있으며, 방문 의료서비스와 문화 로그램 

활동이 제공된다. 

일본은 2000년부터 ｢건강일본 21｣을 심으로 한 국민의 건강향상‧

질병 방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활기가 넘치는 사회의 

실 , 조기사망을 방하고 치매와 같은 병상상태의 생활에서 벗어나 건

강수명의 연장을 목 으로 하 다. 건강상의 과제를 해결하기 하여 

으로 추진해야 할 략으로 생활습 의 개선, 건강의 증진, 질병의 

방 등 세가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9가지 우선분야는 생활습 개선분야

로 양  식생활, 신체활동  운동, 휴양  정신건강, 흡연, 음주, 

구강보건 등이며, 질병의 방분야로 당뇨병, 순환기계질환, 암 등이 있

다(그림 2-1 참조). 

〔그림 2-1〕 ｢건강일본 21｣ 과제 선정의 틀

｢건강일본21｣은 생활습관병 개선 등 9개 영역에 70개의 목표를 설정

(치매와 와상의 가장 큰 원인은 생활습관병)
⇩

<생활습관병 개선> <위험인자 감소> <질병감소>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 등

∘영양 

∘운동 

∘휴양 

∘음주

∘흡연

∘치아보건

∘비만

∘고혈압

∘고지혈

∘고혈압

∘암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합병증

∘자살

∘치아손실

⇨ ⇨ ⇨
<검진 등 충실>

∘검진수검자 증가

∘사후지도 철저 등

자료: 이상영 외(2009),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총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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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7년 4월에 공표된 ｢건강일본 21｣의 간평가 결과를 토 로 

‘ 한 운동’, ‘ 한 식생활’, ‘ 연’에 을 맞춘 새로운 국민운동

으로 ‘건강한 생활습  국민운동’을 개 하는 등 생활습 책을 더욱 

철 히 추진하고 있다. 한 건강한 고령기를 보내기 해서는 장년기부

터 종합 인 건강증진을 한 노력이 요하기 때문에 시정 이 건강증

진법에 입각하여 실시하고 있는 건강교육, 건강심사, 기능훈련, 방문지도 

등의 건강증진사업을 더욱 추진해 나가고, 식생활교육 추진기본계획에 

입각하여 식생활 교육 실천 등을 진하기 한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일본의 경우 지역지원사업으로 요지원  요개호상태가 되기 이 부

터 개호 방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에서의 특정고령자로 선정되었을 경

우 통원형 개호 방사업으로 운동기능 향상 로그램, 양개선 로그램, 

구강기능 향상 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가정방문형 개호 방사업으로는 

운동기능향상 로그램, 양개선 로그램, 구강기능향상 로그램, 집안칩

거생활 방지원 로그램, 치매 방지원 로그램, 우울증 방지원 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실시된다(표 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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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일본 지역지원사업에서의 특정고령자 상 개호예방 내용 

구분 프로그램 서비스 내용

특정

고령자

상

특정고령자(허약노인) 파악사업 허약노인을 파악하는 사업

통원형

개호예방

사업

운동기능향상프로그램

운동기능이 저하된 노인에게 물리치료사 

등을 중심으로 간호사, 케어인력 등과 협

력하여 운동기능향상을 위한 개별계획을 

작성하고, ①유산소운동, ②스트레칭, ③
간이도구를 활용한 운동 등을 실시

영양개선프로그램

저영양상태에 있는 노인에게 영양사 등이 

간호사, 케어인력 등과 협력하여 영양상태

를 개선시키기 위한 개별계획을 작성하고, 
①개별영양상담, ②집단영양교육 등을 실시

구강기능향상프로그램

구강기능이 저하된 노인에게 치과위생사 

등이 간호사, 케어인력 등과 협력하여 구

강기능향상을 위한 개별계획을 작성하고, 
①식이, 연하기능훈련, ②구강청결, ③자립

지원 등을 실시

기타

가정방문형

개호예방

사업

운동기능향상프로그램

 심신의 상태에 따라 통원형태의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보건사 등이 

방문하여 생활기능에 관한 자문을 종합적

으로 파악, 평가하고 필요한 상담 및 지

도를 실시

영양개선프로그램

구강기능향상프로그램

집안칩거생활예방지원프로그램

치매예방지원프로그램

우울증예방지원프로그램

기타

개호예방 허약노인 시책평가사업 사업평가

자료: 日本厚生勞動省, 綜合的介護豫防システムに関するマニュアル, 2006.12에서 발췌, 선우덕(2009)에서 재구성.

제3절 노인영양 정책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년기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방안에 

한 심이 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을 하는 양문제요인

에 한 연구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노인의 식품섭취는 사회경제  

요인, 건강실천행 , 심리  상태  건강상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향을 받으며, 건강을 손상시킬 수 있는 양 험요인은 노령화가 진행

될수록 그 발생빈도가 늘어난다. 특히 노년기는 은퇴에 따라 경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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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가 되고,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는 등 

사회  고립이 빈번해짐에 따라 섭취 식품의 종류가 제한되고 이에 따

라 양섭취가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고령자에서 많은 

양과 련된 병태와 환경이 무수하게 존재하며, 이러한 험의 존재

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에서는 정기

인 양 평가에 의한 리가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이에 따라 노인의 식생활 개선에 한 실천 략이 필요한 시 에서 

노인의 특성에 맞는 합리 인 양 상태 평가 도구의 개발이 요구되며

(부록 1 참조), 이 과정을 통하여 선별된 노인 상자에 해 각 단계에 

합한 한 양개선 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  

  1. 노인영양의 개념

양(Nutrition)이란 사람이 음식물을 섭취하여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흡수하여 양소

(Nutrients)가 체내에서 이용되는데 련되는 과정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소(Nutrients)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해서 

식품을 통해 외부로부터 섭취하여 우리 몸에서 이용되는 모든 성분들을 

말한다. 양소는 체내에서 몸을 구성하는 물질을 공 하고, 몸에 에 지

를 공 하고, 신체 내에서 생리 인 기능을 조 한다(김소연 외, 2002). 

양과 노화는 한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화와 련

된 퇴행성 질환의 진 에는 식습 이 크게 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고

(Jun & Lee 2000), 노화는 미각과 식욕의 감퇴, 작기능과 소화기능

의 약화 등 신체 , 생리  기능의 약화와 면역능력의 하를 래하여 

노인들의 건강유지를 더욱 어렵게 한다(Yoo, 1994). 국내외의 여러 연

구에서 상당수의 노인들이 식이섭취 부족, 빈곤, 신체  고립, 제한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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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치아손실, 우울증, 질병, 약물복용 는 다른 많은 요인 때문에 양

상태가 한계수 에 있다고 보고되어 왔다(Kang, 1994; Son 외, 1996; 

Munro & Schlief, 1992). 한 노년기의 양섭취 리는 노인의 건강

유지  생활능력을 유지하기 한 요한 수단으로 노인 보건에서 

요한 부분이지만 노인은 노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 , 심리   생리

인 변화로 인해서 식욕이 떨어지고 식사량도 감소하며, 식사량 감소와 

함께 필수 양소의 결핍으로 건강문제를 래하기도 하며, 양소의 부

족 는 과잉은 심  질환, 고 압, 암, 골다공증, 우울, 정신건강문제,  

폐경기 증상 등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노인의 양불량 는 불균형 상

태는 노인의 건강유지 측면에서 볼 때 커다란 문제 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노후의 삶과 질병 방을 한 차원에서 지속 인 양 리가 필요

하다. 

2009년 국민건강 양조사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에서 단백질, 인, 나트륨, 철을 제외한 모든 양섭취 기 에 비해 낮았

으며, 칼슘 외에도 리보 라빈의 섭취수 이 매우 낮았다. 반면, 나트륨

의 섭취수 은 다른 연령층의 성인과 마찬가지로 충분섭취량의 3배 이

상을 섭취하고 있었다. 즉, 노인들의 반 인 양상태는 다른 연령층

에 비하여 매우 조하고, 나트륨의 섭취가 많아 고 압 등의 심뇌  

질환의 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균 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

의 가족형태와 경제  능력이 그들의 양상태에 주된 향을 주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배우자와 생활하는 노인이 독거 생활을 하는 

노인보다 양상태  건강상태가 더 양호하고, 독거 생활을 하는 노인

의 양상태는 반 으로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Yoon 외, 2007). 

소득층 노인의 양상태 한 조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Lee 외, 

2007), 생활비를 독립 으로 해결하거나 자녀의 도움을 받는 노인보다 

정부의 보조를 받는 노인의 양상태가 더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장 이론적 배경∙35

  2. 우리나라 노인 영양정책

우리나라 노인 양 련 정책을 구분할 때 정책 상에 따라 시설 입소

노인과 지역사회 재가노인으로 나 어 설명할 수 있다.

(1) 시설 입소노인을 위한 영양정책

시설 입소노인을 한 양정책은 65세 이상의 신체 ‧정신 ‧경제  

는 환경상의 이유로 집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에 입소한 노인들을 한 식과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

애가 발생하여 항상 보호가 필요하여 집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하여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을 한 식서비스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노인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10년 12월 재 

4,249개소가 운 되고 있으며 약 12만명의 노인이 입소하여 보호받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일반 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건강한 노인, 노인의료 복지시설에

는 노인성 질환을 보유한 노인들이 입소하므로 상자 맞춤형 식 

로그램이 요구된다. 복지시설의 식서비스는 양공  뿐 아니라 노인

들 간의 친교를 통한 소외감의 해소에도 정 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

어 노인의 건강증진을 한 시설의 계획된 식제공은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양 험군에 속하는 노인의 경우, 식사에 식품군을 다양하

게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양상태가 개선되며, 식사의 다양성은 곧 양

인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

로 노인 식 리를 효과 으로 실시하고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증진시키기 해서 다양한 식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

다. 한 식단계획과 표  시피를 통해 질 좋은 음식의 생산이 가능하



36∙ 100세 시대 건강한 노화의 양상과 정책과제

고, 계 별 주기식단을 사용하여 다양한 메뉴로 노인들의 식욕을 돋우면

서 좋은 양을 공 해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

서는 노인 식서비스의 요성이 리 인식되고는 있으나 아직 시설입

소 노인들을 한 식 로그램이 노인들의 건강에 향을 미치는 여

러 가지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

을 고려해 보았을 때 시설입소 노인 상의 식 로그램이 성공 으로 

실시되기 해서는 단순하게 식량을 지원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상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노인 양 원리에 근거한 조직 이고 효율 인 

식 리, 즉 노인의 건강과 양  요구와 기호도를 히 반 한 

식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2) 재가노인을 위한 영양정책

재가노인이란 시설에 입소된 노인을 제외한 지역사회의 모든 노인을 

의미한다. 재가노인복지의 목표는 노인의 신체 ‧정신  기능을 유지‧발

시켜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 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재가노인을 한 식 로그램은 노인들의 기본  욕구인 식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혜 상 노인의 확인과 고독감의 완화, 서비스에 한 정

보교환 등 사회  교류와 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재가노인을 상으

로 하는 양정책에는 크게 회합 식제도와 가정배달 식제도가 있다.

회합 식제도는 거동이 가능하고 건강하여 지역시설로 근할 수 있

는 노인들을 일정장소에 모이게 하여 심을 제공하는 경로식당 식과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낮 동안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에게 심을 제공하는 주간보호시설 식 로그램의 두 가지가 있

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 지침에 의하면 경로식당 식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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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무료 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함으로서 노인복지 증진  더불어 사

는 사회분 기를 조성하기 해 행해지고 있는 제도이다.

가정배달 식제도는 노인들의 생존과 건강유지를 해 필요한 양

을 공 하여 노인들이 시설에 수용되는 것을 막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으며 시설 입소에 따른 비용을 감소

한다는 측면에서 요한 보호의 형태이다. 재 거동불편 소득 재가노

인 식사배달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

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조리된 음식을 배달해 주는 식사서비

스로서 시‧군‧구의 지원이나 후원 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

우 각 노인의 가정에 일주일에 2회씩 반찬을 배달해 주는 로그램의 

형태로 행해지고 있으며 소요경비 액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비로 

100% 충당하여 형편이 어려운 많은 노인들에게 양질의 반찬을 지원하

고 재가노인에 한 실질 인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

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지역보건법”에서는 

양업무를 보건소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산

하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권장하는 노인을 한 양 로그램으로는 

양상담이나 양교육을 심으로 만성퇴행성 질환  기타 질환 식사지

도, 노인의 건강  양 리 로그램 등이 있다. 이 로그램들은 주

로 양교육과 식품지원( 소득층의 경우)을 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보건소에 따라 아직도 양사 인력이 배치되지 않거나 필요한 

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노인 상의 양 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어려

움이 있다. 

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로그램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 리

사업이 있으며, 이 에 노인의 양 련 방문 양 리 사업은 다음의 

네 가지로서 양사가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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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약노인 리: 맞춤형 방문 양 리를 통하여 양불량군의 비율을 

40% 미만으로 낮추며, 집단 양 리로는 맞춤형 경로당 건강교실을 

운 한다.

∙만성질환자 양 리: 조 되지 않는 고 압‧당뇨환자를 상으로 

집  방문 양 리를 수행하며, 만성질환사업 교육교실과 연계하여 

만성질환자 집단 양 리도 수행한다.

∙맞춤형 경로당 건강교실 양 리: 종합 인 경로당 상 건강교실 

운  시 양 리교실을 운 한다. 당뇨‧고 압 등 만성질환 식사요

법, 노인기 양 리, 치매‧뇌졸  방을 한 양 리, 양상식 

 정보 등을 교육한다.

∙암환자  치매환자 양 리: 방문 양 리를 시행하며 양불량 

험이 없는 군은 1회 방문으로 끝내고 양불량군과 험군은 6개

월과 12개월에 재방문한다. 재가 암환자 교육  치매환자 교육 교

실과 연계하여 집단 양 리를 실시한다.

  3.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양개선 매뉴얼

일본은 2000년 개호보험제도의 창설 이래 증가 일로를 걷고 있는 경

도 요개호 상태 고령자에 응하기 해 2006년도에 개호보험법을 개정

하여 개호 방사업을 포함한 지역지원사업을 창설하여 개호 방을 한층 

강화하 다. 여기서 ‘개호 방’이라는 것은 요개호상태의 경감이나 악화

방지 뿐만 아니라 고령자가 지역에서 다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 으로, 요지원자에 해 개호 방 서비스의 효과 인 제공

과 함께, 요지원‧요개호 상태 등이 될 험이 있는 고령자를 조기에 

악하여 조기에 방하는 것으로써 개호 방사업이 시되고 있다.

이후 개호 방사업은 2007년도에 특정고령자 결정방법을 검토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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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에는 기본건강검진과 함께 특정 건강검진  특정 보건지도를 

포함시켰으며, 2010년도에는 생활기능평가검토 등 몇 가지 개정을 반복

해가면서 재에 이르고 있다.

한 2011년 개호보험법 개정에 의해 2012년도부터 새로운 개호 방‧

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이 도입되어, 시 의 변화와 함께 더욱 효과 인 

개호 방의 형태가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검토에 응하기 해 개호

방 매뉴얼을 개정하게 되었다.

양개선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먹는 것’을 지원하여, 양불량 상태 

방이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가 항상 ‘음식’을 즐기고, 자립한 생활을 

하며, 삶의 질(QOL)이 높은 사회 실 을 목표로 하는데 있다.

고령자의 양 방이나 개선과제는 여러 방면에 걸쳐 있다. 일차

방( 고령자 상)에서는 ‘먹는 것’을 요하게 생각하고, 지원하는 지역

활동을 육성하여, 건강‧ 양교육이나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차

방(요개호상태가 될 험이 있는 고령자 상)에서는 리 양사가 기타 

련 서비스나 상자와 가까운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양 어 매니지

먼트를 한다. 특히, 방문형 개호 방사업에서는 방문보건사 등과 리

양사와의 연계가 요하다. 양개선서비스는 식사 내용 뿐만이 아니라 

맛있게 먹는 것이나 식사 비 등을 포함한 고령자의 ‘먹는 것’을 종합

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일차 방사업은 지역의 특성이나 자원을 살려 고령자의 ‘먹는 것’을 

지원하는 ‘건강가꾸기’의 일환으로 주민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호

방사업이다. 시정 은 계 문직 단체, 사회복지 의회, 식생활개선추

진 원, 민생 원, 재택 양사단체, 노인클럽 등의 지역고령자단체, 식품 

생산‧유통, 제조 등에 련된 민간기업, 기타 련주체를 구성원으로 한 

추진 원회 등을 설치한다. 추진 원회는 개호 방의 보 ‧계발 활동에 

한 조언과 사업참가 등을 통하여 개호 방의 추진에 기여한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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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잡지, 유선방송, 시민강좌, 식육추진활동 등을 통해 리 개호 방, 

양개선의 필요성을 홍보한다. 일차 방에서 양개선사업 실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호예방보급계발

개호 방을 한 ‘먹는 것’의 의의, 기본 체크리스트 양 련항목이

나 사  평가항목과 그 의의, 체 측정 의의와 방법, 양 상태와 

련된 과제와 그 해결, 무엇을 어떻게 ‘먹을까’(식사 밸런스 가이드 등을 

사용한 보기 쉬운 제시), 지역개호 방활동지원 사업에의 참여 권유 등

이 보 계발 내용으로 꼽힌다.

(2) 지역개호예방활동지원

자원 사원 양성‧육성 등을 통해 지역의 양개선활동을 지원하는 인

자원의 개발과 그 질 향상을 꾀한다. 상은 식생활 개선 추진원, 민

생 원, 사회복지 의회 등과 연계된 련 자원 사 단체, 노인클럽 참

가자, 지역 일반고령자 등이다.

(3) ‘먹는 것’을 지원하는 지역 네트워크 조성

지역고령자에게 ‘먹는 것’을 지원하기 해서는 지역의 보건‧복지‧의

료기 에서 일하는 리 양사‧ 양사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며, 서비스 

제공이나 정보제공, 개호 방보 계발이나 인재육성을 추진하는 체제의 

조성이 필요하다. 일차 방은 지역포 지원 센터를 필요로 하는 각 문

직 네트워크나 자원 사단체 등의 ‘먹는 것’에 한 지원활동과 연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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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여러 직종이나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네트워크 조성을 목표

로 한다. 더불어 일차 방사업 뿐만 아니라 통원  방문형의 이차 방

사업에서의 효과 인 개가 가능하게 되어 지역 모두에게 지속 인 개

호 방이 가능하게 된다.

이차 방사업은 기본 체크리스트에 따른 이차 방사업의 상자로 결

정된 사람  양 상태인 사람 는 시정 의 단에서 양 상태

의 험이 있다고 단된 사람을 상으로 한다. 이차 방 상자는 사

 평가표(부표 12 참조)를 통하여 양 정을 하고 사 평가 결과와 이

용자의 의향에 따라 개별 서비스 계획을 세우게 된다. 개별 서비스 계획

은 먼  로그램 목표를 설정하되 지역자원이 활용 가능한 상태에서 

구체 인 목표와 행동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한 리 양사는 상

자  가족이 일상생활이나 환경에서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하고, 본인이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배려한다. 서비스의 형태는 통원형 개호

방사업과 방문형 개호 방사업이 있다.

가) 통원형 개호 방사업

리 양사가 간호직원, 개호직원 등과 동하여 양상태를 개선하기 

해 개별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개별 인 양상담이나 집단

인 양교육 등을 실시한다. 집단 인 로그램에 해서는 복합  로

그램의 일환으로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 방문형 개호 방사업

보건사 등이 주택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방문형 개호 방사업에서는 

양상태에 있거나 그 험이 있는 자에 응하기 하여 리 양사

에 의한 방문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혹은, 담당 보건사 등이 

리 양사와 연계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어 지원을 한다). 이 때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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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와 보건사 등과의 연계가 요하며, 지역포 지원센터가 작성한 과

제분석, 목표설정 등을 한 뒤 방문 양상담을 실시하여 필요에 따라 지

역포 지원센터를 통해 의사와 상담을 한다. 양상태를 개선하기 

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배식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사업개시 3~6개월 후에 사후 평가를 한다. 사 ‧사후 상황을 비교하

여 결과 지표를 심으로 평가를 하고(부표 13 참조), 이런 평가결과는 

지역포 지원센터에 보고한다. 그리고 지역포 지원센터의 단에 기

하여, 양 상태가 개선된 경우에는 사업을 종료하고 상자에게는 일

차 방사업에 따른 로그램의 참가를 권한다. 반면, 아직 양상태이

거나 그런 험이 있다고 단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 서비스를 실시

한다. 한 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개선‧유지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나 참가자의 상태가 크게 변한 경우 등은 지역포 지원센터와 상담

하여 필요에 따라 지역포 지원센터를 통하여 의사와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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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특정 소도시 농 지역 거주노인의 건강실태조사 자료

를 이용하여 우선 노인의 성  연령별 건강실태를 분석하 고, 두 번째

는 일상생활수행에 제한이 없는 노인을 상으로 건강한 노인과 (가칭)

허약의심노인으로 분류하여 건강실태를 비교분석 하 으며, 세 번째는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칭)허약의심노인 측 지표를 개발하 고, 

마지막으로 2년 연속 조사응답자를 상으로 기능 정상유지 집단과 기

능 장애발생 집단으로 구분하여 건강실태를 비교분석 하 다.  

제1절 특정 농촌지역 노인의 건강실태(2012년도 조사)

 

  1. 응답노인의 일반적 특성

<표 3-1>은 응답노인의 성  연령별 일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체 응답노인은 남자가 200명, 여자가 332명이고, 연령 로는 60∼64

세 노인이 48명, 65∼74세 노인이 269명, 75∼84세 노인이 215명으로 

모두 532명이 분석 상이 되었다. 

노인의 결혼상태는 남자의 경우 유배우율이 88.0%로 여자 유배우율  

51.8%에 비하여 36.2%p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60∼64세 노인의 유배

우율이 79.2%, 65∼74세 71.4%, 75∼84세 54.9% 등으로 연령 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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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유배우율이 더 높았다. 교육수 에서는 무학노인이 체의 

38.2%, 등학교 졸업이 47.6%로 나타났으며, 남자의 경우와 연령 가 

낮은 경우에 교육수 이 높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응답노인의 성 및 연령별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성 연령

전체 (명)
남자 여자 60∼64세 65∼74세 75∼84세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00) (332) ( 48) (269) (215) (532)
결혼상태 

  유배우  88.0 51.8 79.2 71.4 54.9 65.4 (348)
  사별 10.5 48.2 18.8 27.9 45.1 34.0 (181)
  이혼  1.5 -  2.1  0.7 -  0.6 (  3)
교육수준 

  무학 14.5 52.4 10.4 32.0 52.1 38.2 (203)
  초등학교 54.5 43.4 60.4 52.0 39.1 47.6 (253)
  중학교 20.5  3.3 20.8 11.2  5.6 9.8 ( 52)
  고등학교  7.5  0.9 6.3  3.3   2.8 3.4 ( 18)
  (전문) 학 이상   3.0  - 2.1 1.5  0.5 1.1 (  6)
가구유형 

  1인 가구 10.0 38.9 14.6 21.9 38.6 28.0 (149)
  노인부부가구 76.0 42.5 64.6 57.2 50.2 55.1 (293)
  부/모+미혼자녀  4.0  4.5  2.1  5.6  3.3  4.3 ( 23)
  확 가족  5.0  8.1   6.3  8.6  5.1  7.0 ( 37)
  조손가족  1.5  3.0  4.2   2.2  2.3  2.4 ( 13)
  노인+노인부모  2.0  2.4  6.3  3.3 -  2.3 ( 12)
  기타  1.5  0.6  2.1  1.1  0.5  0.9 (  5)
의료보장 

  의료급여  2.0  6.3  4.2  3.0  7.0  4.7 ( 25)
  건강보험 82.5 81.9 58.3 81.0 88.8 82.1 (437)
  건강보험+민간보험 15.0 11.7 35.4 16.0  4.2 13.0 ( 69)
  미가입  0.5 -  2.1 - -  0.2 (  1)
월평균 가구소득 

   40만 원 미만 25.0 48.8 27.1 31.2 53.5 39.8 (212)
   40～80만 원 미만 40.0 39.2 39.6 43.1 34.9 39.5 (210)
   80～120만 원 미만 28.5  9.9 20.8 21.6 10.2 16.9 ( 90)
   120만 원 이상  6.5  2.1 12.5  4.1  1.4  3.8 ( 20)

주: 1) 2011년 조사 당시 만 84세인 2명이 포함(현재 85세임)            2)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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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으로는 노인 독거형태가 28.0%, 노인부부가구가 55.1%로 노인

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이 83.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의료보장 

황은 조사 상 노인의 부분이 의료 여,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 추가로 민간보험에 가입한 노인이 13.0%정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을 보면 40만원 미만이 39.8%, 40∼80만원 

미만이 39.5%로 체의 약 80%가 월평균 8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으로 

생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에는 여성노인이고, 75∼84세의 고령

자일수록 소득수 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2. 응답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표 3-2>는 조사 상 노인의 성  연령별 기본  일상생활 수행능

력(ADL)의 완 자립률을 나타낸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옷갈아입기, 세

수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이동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소변가리기 

등의 7개 항목으로 기본 인 일상생활동작 지표를 구성‧측정하 다. 

조사결과를 보면, 타인의 도움없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가 가

장 높은 항목은 화장실 이용하기(100.0%)로 조사되었고, 반면 완 자립

률이 가장 낮은 항목은 소변 가리기(92.9%)로 나타났다. 소변 가리

기의 경우, 남자보다는 여자의 경우 완 자립률이 더 낮게 나타났다. 

한 소변 가리기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  10.5%가 거의 매일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반에 가까운 44.7%는 1개월에 1∼3회 정도 문제

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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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노인의 성 및 연령별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완전자립률)

                    (단위: %, 명)

      구분
성 연령

전체
남자 여자 60∼64세 65∼74세 75∼84세

  옷갈아입기 100.0  99.4 100.0  99.6  99.5  99.6  
  세수하기 100.0   99.7  97.9 100.0 100.0  99.8 
  목욕하기  99.5  97.9 100.0  99.3  97.2  98.5 
  식사하기  99.5  99.7 100.0  99.6  99.5  99.6 
  이동하기  99.5  99.7 97.9  99.6 100.0  99.6 
  화장실이용하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변가리기  98.0  89.8  91.7  94.4  91.2  9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00)  (332) (48)  (269)  (215)  (532)

소변 문제횟수1)

  거의매일  - 11.8  25.0  20.0 - 10.5 
  이틀에 한 번 정도  -  2.9 - -   5.3  2.6 
  1주일에 1∼2회 정도 25.0 20.6  25.0  26.7  15.8 21.1 
  1개월에 1∼3회 정도 50.0 44.1 -  26.7  68.4 44.7 
  1년에 몇 차례 정도 25.0 20.6  50.0  26.7  10.5 2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 (34) (4) (15) (19) (38)

주: 1) 소변 가리기에 도움이 필요한 상자임.

한편 <표 3-3>은 일상 인 활동의 수행능력을 측정하는 수단  일상

생활수행능력(IADL)지표를 사용하 고, 이는 몸단장하기, 집안일 청소

하기, 식사 비하기, 세탁하기, 외출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물건사기, 

리하기, 화걸기, 약복용하기 등의 10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지표에 한 조사결과를 보면, 완 자립도가 낮은 항목으로 

리하기(83.3%), 화걸기(83.6%), 물건사기(87.4%), 세탁하기(89.1%), 

교통수단 이용하기(89.3%)로 조사되었다. 응답노인의 특성별로는 청소 

등의 집안일하기, 식사 비하기, 세탁하기 등 여자가 주로 수행하는 

역에서는 남자의 수행능력이 낮게 나타났고, 교통수단 이용, 물건사기, 

리하기, 화걸기 등의 역에서는 여자의 수행능력이 히 떨

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집안일, 식사 비, 세탁, 외출하기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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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는 연령이 높을수록 수행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노인의 성 및 연령별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완전자립률)

                  (단위: %, 명)

      구분
성 연령

전체
남자 여자 60∼64세 65∼74세 75∼84세

  몸 단장하기 99.5 99.7 100.0  99.6  99.5 99.6 
  집안일 청소하기 93.0 96.7  95.8  94.1  96.7 95.3 
  식사준비하기 83.5 98.2  95.8  90.3  94.9 92.7 
  세탁하기 80.5 94.3  93.8  88.1  89.3 89.1 
  외출하기 99.0 97.9 100.0  97.8  98.6 98.3 
  교통수단 이용하기 95.5 85.5  91.7  92.9  84.2 89.3 
  물건사기 95.5 82.5  95.8  91.1  80.9 87.4 
  금전관리하기 94.0 76.8  93.8  87.7  75.3 83.3 
  전화걸기 95.5 76.5  89.6  88.8  75.8 83.6 
  약 복용하기 98.5 99.4 100.0  99.6  98.1 99.1 
  ( 상자수) (200) (332) ( 48)  (269)  (215) (532)

응답노인의 여가생활에 하여 조사한 결과, 꾸 히 하고 있는 취미생

활 여부에 자주하는 취미생활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이 29.7%이고, 때때

로 한다(30.8%) 는 거의 하지 않는다(39.5%)고 응답한 노인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표 3-4 참조). 성별로는 여자(36.4%)가 남자(18.5%) 

보다 2배 정도 더 많이 취미생활을 자주 한다고 응답하 고, 연령별로는 

65∼74세(34.6%)의 취미활동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3-4〉 노인의 성 및 연령별 취미생활
        (단위: %, 명)

      구분
성 연령

전체
남자 여자 60∼64세 65∼74세 75∼84세

취미생활 여부

  자주 한다 18.5 36.4 20.8 34.6 25.6 29.7 
  때때로 한다 25.5 34.0 25.0 31.6 31.2 30.8 
  거의 하지 않는다 56.0 29.5 54.2 33.8 43.3 3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00)  (332) (48)  (269)  (215)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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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응답노인의 신체기능상태 

<표 3-5>는 응답노인의 성  연령별 신체기능상태를 확인하기 해 

기 체력을 측정한 결과이다. 기 체력은 신근력을 측정하기 한 악

력, 정  균형도 측정을 한 한쪽다리 들고서기, 하체 근력을 측정하기 

한 30  동안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 BMI 

측정을 하여 신장  체 을 측정하는 신체계측이 이루어졌다.  

우선 악력 측정에 앞서, 조사의 안 을 하여 최근 동통, 염 여

부, 손, 손목의 수술 여부를 확인하여 측정 수행가능 여부를 체크 하

다. 총 532명의 조사자  496명이 악력 측정에 참여하 고, 오른손 2

회와 왼손 2회를 각각 수행한 결과에서 최고치를 선정하 다. 조사결과, 

가장 많은 비율이 분포한 집단은 20~25kg 미만(30.2%)이고, 그 다음은  

30kg 이상(26.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20~25kg 미만이 

43.9%로 많이 분포하고, 남성은 30kg 이상의 비율이 65.8%로 가장 많

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 두 집단에서는 연령 가 낮을수

록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쪽다리 들고서기의 경우도 2회 수행 후 최고치를 선정한 결과를 제

시하 다. 분석결과, 20  이상 오래 수행한 비율은 남자(46.0%)가 여

자(31.8%)보다 더 높고, 연령이 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  동안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는 10~14회 수행한 비율이 체의 

51.4%로 확인되었고, 20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남성과 연령 가 낮을수

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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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노인의 성 및 연령별 신체기능상태
                 (단위: %, 명)

      구분
성 연령

전체
남자 여자 60∼64세 65∼74세 75∼84세

최근 동통, 관절염 여부  4.5 23.5 10.4 16.7 17.2 16.4 
최근 손, 손목 수술여부  1.0  4.8  2.1  2.6  4.7  3.4 
( 상자수) (200) (332) ( 48) (269) (215) (532)
악력1)

  10㎏ 미만   -  1.3  -  0.4  1.5  0.8 
  10～15㎏ 미만   - 10.6  2.1  6.3  7.7  6.5 
  15～20㎏ 미만  3.1 28.1 10.6 14.5 25.3 18.3 
  20～25㎏ 미만  8.8 43.9 34.0 31.4 27.8 30.2 
  25～30㎏ 미만 22.3 14.2 14.9 17.6 17.5 17.3 
  30㎏ 이상 65.8  2.0 38.3 29.8 20.1 26.8 
( 상자수) (193) (303) ( 47) (255) (194) (496)
한쪽 다리 들고 서기2)

  2초 미만  0.6 -　 -　 -  0.7  -
  2～4초 미만  7.9 15.3  4.4  8.2 21.3 12.3 
  4～7초 미만 12.4 14.9 - 14.3 17.3 13.9 
  7～10초 미만  8.4 13.8  8.9 11.5 12.7 11.6 
  10～20초 미만 24.7 24.1 13.3 26.6 24.0 24.4 
  20～40초 미만 21.3 17.6 31.1 19.3 15.3 19.1 
  40초 이상 24.7 14.2 42.2 20.1  8.7 18.5 
( 상자수) (178) (261) ( 45) (244) (150) (439)
30초 동안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5회 미만  2.2  3.4  2.3  2.1  4.3  3.0
  5～9회 28.3 26.1 18.2 27.1 28.9 27.0
  10～14회 51.7 51.2 59.1 50.8 50.3 51.4
  15～19회 13.3 15.5 11.4 15.8 13.9 14.6
  20회 이상  4.4 3.8  9.1  4.2  2.7  4.0
( 상자수) (180) (291) ( 44) (240) (187) (471)

주: 1) 오른손 2회, 왼손 2회 수행한 결과에서 최고치를 선정하였음.    2) 2회 수행한 결과에서 최고치를 선정하였음. 

<표 3-6>은 노인의 성  연령별 신체계측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체

질량지수(BMI) 18.5 미만의 체  비율은 여자노인(3.0%)이 남자노인

(1.5%)보다 약간 높았으며,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의 과체  는  

비만으로 분류되는 비율도 여자노인이 더 높았다. 반면 체 상태가 정상

군에 속하는 비율은 남자노인에서 높았다. 연령이 높은 노인에서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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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비율이 다소 높았고, 비만군의 비율은 아주 낮았다. 

팔뚝 가운데 둘 (MAC)와 종아리 가운데 둘 (CC)는 연령이 증가할

수록 기 치 이하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
  

〈표 3-6〉 노인의 성 및 연령별 신체계측

   (단위: %, 명)

구분
성 연령

전체
남자 여자 60∼64세 65∼74세 75∼84세

BMI(체질량 지수)

  저체중(18.5 미만)   1.5   3.0   2.1   1.1   4.2   2.4
  정상(18.5~25 미만)  69.0  50.0  58.3  54.6  42.4  57.1
  과체중(25~30 미만)  28.5  40.1  31.3  37.9  34.0  35.7
  비만(30 이상)   1.0   6.9   8.3   6.3   1.9   4.7
팔뚝 가운데 둘레(MAC)

  21cm 미만   0.0   2.4   0.0   1.1   2.3   1.5
  21cm~22cm 미만   0.5   4.5   0.0   2.2   4.7   3.0
  22cm 이상  99.5  93.1 100.0  96.7  93.0  95.5
종아리 가운데 둘레(CC)

  31cm 미만  27.0  56.0  33.3  43.1  50.2  45.1
  31cm 이상  73.0  44.0  66.7  56.9  49.8  54.9
계

(명)

100.0
(200)

100.0
(332)

100.0
( 48)

100.0
(269)

100.0
(215)

100.0
(532)

<표 3-7>은 노인의 성  연령별 신체 기능  제한상태를 나타낸 결

과이다. 본 지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보조기 없이 혼자서 운동장 한

바퀴(400m)정도 걷기, 쉬지 않고 10계단 오르기, 몸을 구부리거나 쭈그

리거나 무릎 꿇기, 머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손으로 뻗쳐서 닿게 

하기, 악수를 할 때처럼 손을 앞으로 내어 뻗기, 손가락으로 물건을 움

켜쥐거나 손가락을 마음 로 쓰기,  1말(8kg)정도의 물건을 들어 올리

거나 옮기기 등의 7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악수를 할 때처럼 손을 앞으로 내어 뻗기(94.2%)와 손가

락으로 물건을 움켜쥐거나 손가락을 마음 로 쓰기(88.0%), 머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손으로 뻗쳐서 닿게 하기(81.4%)와 같은 상지기능

과 련된 항목에서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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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성 연령

전체
남자 여자 60∼64세 65∼74세 75∼84세

운동장 한바퀴(400m) 정도 걷기 

  전혀 어렵지 않다 60.5 35.5 60.4 52.8 31.6 44.9 
  약간 어렵다 22.5 32.2 20.8 26.4 33.0 28.6 
  매우 어렵다 15.5 27.7 18.8 17.8 30.7 23.1 
  전혀 할 수 없다  1.5  4.2 -　  3.0  4.2  3.2 
  모르겠다 -  0.3 -　 -　  0.5  0.2 
계단을 쉬지 않고 10계단 오르기

  전혀 어렵지 않다 66.5 40.1 68.8 59.5 34.0 50.0 
  약간 어렵다 20.5 28.9 22.9 19.3 34.4 25.8 
  매우 어렵다 11.0 26.2  8.3 17.1 27.4 20.5 
  전혀 할 수 없다  2.0  4.2 -　 4.1  3.3  3.4 
  모르겠다 -  0.6 -　 -　  0.9  0.4 
몸을 구부리거나, 쭈그리거나, 무릎 꿇기

  전혀 어렵지 않다 60.0 36.7 60.4 52.0 34.0 45.5 
  약간 어렵다 25.5 28.6 22.9 23.8 33.0 27.4 
  매우 어렵다 10.5 26.2 12.5 18.6 24.2 20.3 
  전혀 할 수 없다  4.0  8.1  4.2  5.6  8.4  6.6 
  모르겠다 -  0.3 - -　  0.5  0.2 
머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손을 뻗쳐서 닿게 하기

  전혀 어렵지 않다 89.0 76.8 91.7 87.0 72.1 81.4 
  약간 어렵다  7.5 15.7  4.2  7.1 21.4 12.6 
  매우 어렵다  3.0  6.0  4.2  4.5  5.6  4.9 
  전혀 할 수 없다  0.5  1.2 -　  1.5  0.5  0.9 
  모르겠다 -  0.3 -　 -　  0.5  0.2 
악수를 할 때처럼 손을 앞으로 내어 뻗기 

  전혀 어렵지 않다 97.5 92.2 95.8 95.5 92.1 94.2 
  약간 어렵다  2.0  6.3  2.1  3.3  7.0  4.7 
  매우 어렵다  0.5  1.2  2.1  0.7  0.9  0.9 
  전혀 할 수 없다 -  0.3 -　  0.4 　-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00) (332) ( 48) (268) (215) (532)

일반  특성별로는 부분의 문항에서 남성일 경우에, 연령 가 낮을수

록,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 다. 

〈표 3-7〉 노인의 성 및 연령별 신체기능적 제한상태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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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계속)
             (단위: %, 명)

      구분
성 연령

전체
남자 여자 60∼64세 65∼74세 75∼84세

손가락으로 물건 움켜쥐거나 사용하기 

  전혀 어렵지 않다 95.0 83.7 91.7 89.2 85.6 88.0 
  약간 어렵다  3.5 13.6  4.2  8.9 12.1  9.8 
  매우 어렵다  1.5  2.4  4.2  1.5  2.3  2.1 
  전혀 할 수 없다 -  0.3 -　  0.4 -　  0.2 
쌀 1말(8kg)정도의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기 

  전혀 어렵지 않다 84.5 37.7 72.9 63.6 40.9 55.3 
  약간 어렵다  9.0 23.2  6.3 17.5 20.9 17.9 
  매우 어렵다  4.5 21.4 12.5 10.4 21.4 15.0 
  전혀 할 수 없다  2.0 17.8  8.3  8.6 16.7 1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00) (332) ( 48) (268) (215) (532)

주: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표 3-8>은 응답노인의 성  연령별 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지

표로 EQ-5D에 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는 걷기와 같은 운동능력, 

목욕  옷입기와 같은 자기 리능력, 일‧공부‧가사일 등을 하는 일상활동

능력, 통증이나 불편감, 불안이나 우울 등에 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분석 결과에서 자기 리에 한 지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1.2%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불안이나 우울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80.5%

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음을 나타내는 비율이 

53.8%로 높게 나왔는데, 이는 여성(63.2%)이거나 연령 가 높을수록 

문제를 호소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운동능력에 지장이 있

다는 비율 한 51.9%로 반 이상이 문제를 제기 하 고, 일상활동에 

있어서도 39.1%가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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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노인의 성 및 연령별 전반적 건강상태(EQ-5D) 

             (단위: %, 명)

      구분
성 연령

전체
남자 여자 60∼64세 65∼74세 75∼84세

운동능력(걷기)

  지장이 없음  66.5  37.0 72.9 54.6 34.4 48.1 
  다소 지장이 있음  33.5  63.0 27.1 45.4 65.6 51.9 
  종일 누워있어야 함 - - - - - -
자기관리(목욕 및 옷입기)

  지장이 없음  94.0  89.5 93.8 90.7 91.2 91.2 
  다소 지장이 있음   6.0  10.5  6.3  9.3  8.8  8.8 
  혼자 할 수 없음 - - - - - -
일상활동(일, 공부, 가사일 등)

  지장이 없음  79.0  50.0 81.3 65.1 51.2 60.9 
  다소 지장이 있음  20.5  49.7 18.8 34.2 48.8 38.7 
  일상활동을 할 수 없음   0.5   0.3 -　  0.7 -　  0.4 
통증이나 불편감

  없음  62.0  36.7 58.3 52.4 35.8 46.2 
  다소 있음  37.0  60.5 37.5 45.7 62.3 51.7 
  매우 심하게 있음   1.0   2.7  4.2 1.9  1.9  2.1 
불안이나 우울 

  없음  91.0  74.1 87.5 81.0 78.1 80.5 
  다소 있음   9.0  24.4 12.5 17.8 20.9 18.6 
  매우 심하게 있음 -   1.5 -  1.1  0.9  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00) (332) ( 48) (268) (215) (532)

  4. 응답노인의 건강실천행위

<표 3-9>는 응답노인의 건강실천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는 노인의 흡연  음주상태, 운동실천, 걷기 등의 신체 

활동, 독감 방 종과 건강검진 실시, 수면과 련한 질문이 포함된다. 

먼 , 응답노인  체의 28%는 흡연 경험이 있고, 이  재 흡

연자 비율은 11.1%이며, 16.9%는 과거에 흡연을 하 으나 재는 비흡

연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남성의 흡연율이 여성보다 히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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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고, 연령 가 낮을수록 흡연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음주의 경우 응답노인의 39.7%가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재에도 계속 마시는 비율이 30.1%이고, 9.6%는 과거 음주경험

이 있으나 재는 음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 다. 재 음주를 하는 

경우, 일주일에 2~3회 마시는 경우는 28.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고, 한 달에 2~4번이 20.6%, 매일 마시는 비율도 18.1%로 비교  

높게 나타났다. 1회 음주 시 음주량은 1~2잔이 54.1%로 반 이상을 

차지하 고, 3~4잔이 27.0%로 나타났다. 

<표 3-10>은 응답노인의 운동실천에 련된 조사 분석결과이다. 먼 , 

1회 20분 이상 지속되는 운동  체조를 주 3회 이상 정기 으로 실시

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의 비율이 29.5%로, 약 30%정도는 1년 내내 

는 농한기에 정기  운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머지 약 70%

가 운동을 하지 않고, 그 이유로는 힘들어서(35.1%), 바빠서(33.8%), 아

서(26.0%)로 나타났다. 

정기 으로 운동을 하는 노인의 경우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의 종류는 

걷기로 66.2% 고, 체조  스트 칭이 18.5%, 그 외 게이트볼, 등산, 

에어로빅  스스포츠 등의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걷기 

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운동장소로는 집주변이 6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공공체육시설(7.0%), 노인복지 (4.5%), 경로당(3.8%)을 

이용하는 비율도 일부 보고 되었다. 



제3장 노인건강실태조사의 결과분석: 특정 농촌지역 사례∙57

〈표 3-9〉 노인의 성 및 연령별 흡연 및 음주상태 

                             (단위: %, 명)

      구분
성 연령

전체
남자 여자 60∼64세 65∼74세 75∼84세

흡연상태

  현재 계속 피움  24.5   2.1 12.5 11.5  8.8 10.5 
  현재 피움(과거 중단 경험)   1.5  -  2.1 -　  0.9 0.6 
  현재 비흡연(과거 경험)  44.0   0.6 14.6 14.9 20.0 16.9 
  피운적 없음  30.0  97.3 70.8 73.6 70.2 7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00) (332) ( 48) (268) (215) (532)
현재 계속 음주  48.0  19.0 27.1 33.5 26.0 29.9 
금주 후 다시 마심   0.5 - -　 -　  0.5 0.2 
과거 음주 경험  24.5   0.6 10.4 10.0  8.8 9.6 
마신 적 없음  27.0  80.4 62.5 56.5 64.7 6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5.4
  (명)  (200) (332) ( 48) (268) (215) (532)
현재 음주하는 경우

  음주빈도

    매일 마신다  25.8   6.3 -　 17.8 22.8 18.1 
    일주일 4∼6번  15.5   3.2 - 13.3  8.8 10.6 
    일주일 2∼3번  25.8  31.7 15.4 25.6 35.1 28.1 
    한달에 2∼4번  20.6  20.6 30.8 22.2 15.8 20.6 
    한달에 한번 정도   7.2  28.6 23.1 17.8 10.5 15.6 
    한달에 한번 미만   5.2   9.5 30.8  3.3  7.0 6.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 97) ( 63) ( 13) ( 90) ( 56) (160)
  음주량

    1∼2잔  40.6  74.6 61.5 45.6 66.1 54.1 
    3∼4잔  32.3  19.0  7.7 31.1 25.0 27.0 
    5∼6잔   6.3   4.8  7.7  5.6  5.4  5.7 
    7∼9잔   9.4   1.6  7.7  8.9  1.8  6.3 
    10잔 이상  11.5  - 15.4  8.9  1.8  6.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 96) ( 63) ( 13) ( 90) ( 56) (159)

주: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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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성 연령

전체
남자 여자 60∼64세 65∼74세 75∼84세

정기적 운동 실천

  1년 내내 계속하고 있다  26.5  21.4 14.6 27.1 20.5  23.3 
  농한기에만 한다   3.0   8.1 10.4  4.5  7.4   6.2 
  하지 않는다  70.5   70.5 75.0 68.4 72.1  7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00) (332) ( 48) (268) (215) (532)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바빠서    50.4  23.7 54.3 43.2 18.1  33.8 
  힘들어서      31.2  37.5 20.0 31.1 43.2  35.1 
  아파서  12.1  34.5 20.0 21.9 32.3  26.0 
  기타   6.4   4.3  5.7  3.8  6.5   5.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41) (232) ( 35) (183) (155) (373)
주운동 종류

  걷기  59.3  70.4 66.7 64.7 68.3  66.2 
  등산‧하이킹  11.9 - -  7.1  1.7   4.5 
  게이트볼  11.9   6.1 -  4.7 15.0   8.3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6.8   3.1  8.3  5.9  1.7   4.5 
  요가 -   2.0 -  1.2  1.7   1.3 
  체조, 스트레칭  15.3  20.4 25.0 22.4 11.7  18.5 
  테니스, 배트민턴, 탁구 - - - - - -
  수영 -   0.1 -   1.2 -   0.6
  기타   1.7 - - -  1.7   0.6 
자주 이용하는 장소

  경로당 -   6.1 -  1.2  8.3   3.8 
  보건소   5.1 - -  1.2  3.3   1.9 
  노인복지관   3.4   5.1 8.3  4.7  3.3   4.5 
  기타 공공기관 -   3.1 -  3.5 -   1.9 
  공공체육시설   8.5   6.1 -  4.7 11.7   7.0 
  집주변  64.4  65.3 83.3 63.5 63.3  65.0 
  집안  10.2  10.2  8.3 15.3  3.3  10.2 
  기타   6.8   1.0 -  3.5  3.3   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 59) ( 98) ( 12) ( 85) ( 60) (157)

〈표 3-10〉 노인의 성 및 연령별 운동실천 

                     (단위: %, 명)

주: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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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2km(5리)정도 걷기를 하는 횟수를 조사한 결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0.8%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여자의 경우, 

높은 연령 일수록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 외 걷기운동을 하는 노인

(59.2%)의 경우 걷기 이유로는 논밭을 가기 하여가 49.5%로 가장 많

았고, 건강을 하여 하는 비율도 44.8%를 차지했다. 이들의 보행속도

를 동년배와 비교하 을 때, 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3.5%, 빠른 편

으로 인식하는 노인이 29.0%, 느린 편이 27.4%로 나타났다. 

〈표 3-11〉 노인의 성 및 연령별 기타 신체 활동
                       (단위: %, 명)

     구분
성 연령

전체
남자 여자 60∼64세 65∼74세 75∼84세

1주일에 2㎞ 걷기

  전혀 없다  26.5  49.4  27.1  34.2  52.1  40.8 
  한번 미만   5.0   3.0   2.1   3.7   4.2   3.8 
  한번  12.0  17.2   6.3  14.5  18.1  15.2 
  2∼3번 정도  16.5  16.3  35.4  16.0  12.6  16.4 
  4∼5번 정도   8.0   3.9   8.3   6.7   3.3   5.5 
  매일  32.0  10.2  20.8  24.9   9.8  18.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00) (332) ( 48) (268) (215) (532)
2㎞ 걷기 하는 이유1)

  건강을 위하여  40.8  48.2  45.7  44.6  44.7  44.8 
  논밭을 가기 위하여  55.8  44.0  54.3  52.0  43.7  49.5 
  경로당 등 복지기관 이용   1.4   5.4  -　   1.7   7.8   3.5 
  기타   2.0   2.4  -   1.7   3.9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47) (168) ( 35) (177) (103) (315)
동년배와 비교했을 때 보행속도

  빠른 편이다  35.2  23.6  40.0  30.9  22.0  29.0 
  비슷하다  42.8  44.2  40.0  44.6  43.0  43.5 
  느린 편이다  22.1  32.1  20.0  24.6  35.0  27.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45) (165) ( 35) (175) (100) (310)

주: 1) 1주일에 2㎞ 걷기를 한다고 응답한 상자를 분석함.  
   2)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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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는 응답노인의 독감 방 종  건강검진 실태를 조사한 

결과이다. 지난 3년 동안 매년 독감 방 종을 한 노인은 92.1% 고, 

지난 2년 동안 건강을 해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이 91.2%로 조사되었

다. 이  독감 방 종을 하는 경우 연령 가 높을수록 매년 종의 비

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12〉 노인의 성 및 연령별 독감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 연령

전체
남자 여자 60∼64세 65∼74세 75∼84세

독감 예방접종

  매년 접종  92.0  92.2  77.1  91.8  95.8  92.1 
  2년에 1회 접종   4.0   4.2  12.5   4.5   1.9   4.1 

  3년에 1회 접종   0.5   0.9   6.3  -　   0.5   0.8 
  전혀 접종 안함   3.5   2.7   4.2   3.7   1.9   3.0 
건강검진

  예  91.0  91.3  91.7  92.2  89.8  91.2 
  아니오   9.0   8.7   8.3   7.8  10.2   8.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00) (332) ( 48) (268) (215) (532)

주: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표 3-13>은 응답노인의 성  연령별 수면습 에 한 결과를 나타

낸 표이다. 사례조사 상 노인의 경우, 하루 6~7시간 수면을 취하는 노

인이 35.7%, 4~5시간이 29.1%, 8시간 이상이 26.1%로 나타났다. 한 

3시간 이하로 잠을 자는 경우도 9.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습 으로 낮잠을 자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0%이다. 밤에 잠

들기가 어렵거나 자다가 깨어서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1.9%로 비

교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한 하루에 취하고 있는 수면이 피로회복

에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28.6%가 불충분한 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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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노인의 성 및 연령별 수면 습관

(단위: %, 명)

     구분
성 연령

전체
남자 여자 60∼64세 65∼74세 75∼84세

하루 수면 시간

  3시간 이하   4.0  12.0   6.3   9.7   8.8   9.0 
  4∼5시간  20.0  34.6  20.8  28.3  32.1  29.1 
  6∼7시간  39.0  33.7  45.8  36.8  32.1  35.7 
  8시간 이상  37.0  19.6  27.1  25.3  27.0  26.1 
습관적 낮잠  
  예  15.0   5.4   8.3  10.0   7.9   9.0 
  아니오  85.0  94.6  91.7  90.0  92.1  91.0 
숙면의 어려움  
  예(불편하다)  27.5  50.6  33.3  40.1  46.0  41.9 
  아니오(불편하지 않다)  72.5  49.4  66.7  59.9  54.0  58.1 
수면이 피로 회복의 충분성

  매우 충분한 편이다  17.0   5.4  10.4  10.4   8.8   9.8 
  충분한 편이다  66.0  59.0  68.8  62.8  58.6  61.7 
  불충분한 편이다  16.5  31.0  18.8  23.8  29.3  25.6 
  단히 불충분한 편이다   0.5   4.5   2.1   3.0   3.3   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00) (332) ( 48) (268) (215) (532)

주: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5. 응답노인의 영양상태 평가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양상태를 살펴보기 해 간이 양평가(Mini 

nutritional assessment, MNA) 도구를 이용하 다(부표 5 참조). MNA

는 노인의 양상태 평가에 활용되는 도구로 노인의 양불량을 선별하

기 해 신체계측과 식생활  생활습 과 건강상태를 기 로 해서 개

발되었다.

<표 3-14>에서는 MNA 문항  노인의 양과 식생활 행태와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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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항목 즉, ‘하루 식사 끼니 수’, ‘식사량 감소 여부’, ‘식품군별 섭취 

빈도’, ‘수분 섭취’, ‘식사시 도움 여부’, ‘주  양상태’ 등에 해 

살펴보았다. 

하루 식사 끼니를 보면 세끼 식사를 하는 노인이 다수 으나 여자노

인들은 3끼니 식사를 하는 경우가 남자노인에 비해 더 낮았고, 노인 연

령이 증가함에 따라 3끼니를 한다는 노인의 비율이 조  낮아지는 경향

을 보 다. 지난 3개월간 식욕감퇴, 소화불량, 씹기 어려움으로 식사량이 

감소한 노인은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이 더 많았다.

〈표 3-14〉 노인의 성 및 연령별 영양관련 행태

(단위: %, 명)

구분
성 연령

전체
남자 여자 60∼64세 65∼74세 75∼84세

하루 식사 끼니 수

  1끼  0.5  -  -  0.4  -  0.2
  2끼  0.5  4.2  -  2.6  3.7  2.8
  3끼 99.0 95.8 100.0 97.0 96.3 97.0
식사량 감소

  감소 10.5 14.8 12.5 11.2 15.8 13.2
  감소하지 않음 89.5 85.2 87.5 88.8 84.2 86.8
생선‧육류 섭취율(매일)  9.0  3.3  8.3  5.9  4.2  5.5
유제품 섭취율(매일) 14.5 16.9 16.7 17.5 14.0 16.0
과일채소 섭취율(매일) 52.0 48.2 58.3 56.1 39.5 49.6
콩‧계란류 섭취율(주 2회) 43.5 29.5 56.3 40.1 23.3 34.8
하루수분섭취

  2컵 이하  5.5  7.8  8.3  5.2  8.8   7.0 
  3~5컵 53.0 63.9 64.6 52.8 67.4  59.8 
  6컵 이상 41.5 28.3 27.1 42.0 23.7  33.3 
식사도움

  도움 필요  2.5  1.2  4.2  1.4  1.4  1.7
  도움 불필요 97.5 98.8 95.8 98.5 98.6 98.3
주관적 영양상태

  영양상태 불량  16.0  25.0  8.3 20.8 25.6  21.6 
  모르겠음  12.0  29.2 20.8 16.4 31.2  22.7 
  영양상태 양호  72.0  45.8 70.8 62.8 43.3  55.6 
계

(명)

100.0
(200)

100.0
(332)

100.0
( 48)

100.0
(269)

100.0
(215)

100.0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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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종류별로 섭취상태를 보면 반 으로 생선과 육류의 섭취가 매

우 낮았으며, 특히 여자노인은 남자노인에 비하여 생선과 육류의 섭취 

뿐 아니라 과일채소의 섭취, 콩‧계란류의 섭취율이 낮았다. 단, 유제품의 

섭취율은 여자노인에서 높았다. 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식품의 

섭취율은 감소하 다.

주 으로 본인이 인식하는 양상태는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해 

불량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량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간이 양상태(MNA)를 구성하는 기타 변수에 한 성  연령별 교

차분석 결과는 <표 3-15>와 같다. 

체 감소에 있어 남성은 90.5%가 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나, 여성의 

경우 84.5%가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다소 체 감소가 많았

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 밖으로 외출하기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외출할 수 있음의 비율이 약

간 낮았으며, 연령 가 높아질수록 비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지난 3개월간 스트 스 여부로는 로 응답한 비율이 여성일 때, 연

령 가 높아질수록 많아짐을 알 수 있었다. 

주  건강상태에 해서는 여성이고, 연령 가 높을수록 좋지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매일 복용하는 처방약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있다고 응답한 노인이 

여성이고, 연령 가 높을수록 많은 비율을 차지하 다. 복용 약의 개수로

는 5개 이상 먹고 있다는 노인이 체의 30.7%로 가장 많았고, 그 비율

은 여자일 때, 연령 가 높을 때 조  더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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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노인의 성 및 연령별 간이영양상태(MNA) 관련 변수

                     (단위: %, 명)

      구분
성 연령

전체
남자 여자 60∼64세 65∼74세 75∼84세

체중감소

  3kg 이상의 체중감소  2.0  1.2 -　  1.1  2.3  1.5 
  모르겠다  3.0  9.0  4.2  4.5 10.2  6.8 
  1kg~3kg의 체중감소  4.5  5.4 10.4  6.3  2.3  5.1 
  줄지 않았다 90.5 84.3 85.4 88.1 85.1 86.7 
집 밖으로 외출하기 

  불가능 -  0.6 -　 -　  0.9  0.4 
  불가능하나 집에서 활동  1.0  1.2 -　  1.1  1.4  1.1 
  외출할 수 있음 99.0 98.2 100.0 98.9 97.7 98.5 
지난 3개월 정신적 스트레스

  예 10.5 15.7  6.3 12.6 16.7 13.7 
  아니오 89.5 84.3 93.8 87.4 83.3 86.3 
주관적 건강상태  
  좋지 않음  19.5  35.5  16.7  29.0  33.0  29.5 
  모르겠음   5.5  13.6   6.3   8.9  13.5  10.5 
  동일한 수준임  20.0  23.8  20.8  19.3  26.5  22.4 
  좋음  55.0  27.1  56.3  42.8  27.0  37.6 
집에서 생활

  아니오   1.0   1.2 -   0.4   2.3   1.1 
  예  99.0  98.8 100.0  99.6  97.7  98.9 
매일 복용하는 처방약  

  있다  65.0  80.7  58.3  71.7  82.3  74.8 
  없다  35.0   19.3  41.7  28.3  17.7  2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00) (332) ( 48) (268) (215) (532)
복용약의 개수1)

  1개  26.9  23.1  35.7  28.0  18.6  24.4 
  2개  12.3  17.2  14.3  12.4  19.2  15.6 
  3개  16.2  14.2  21.4  16.6  11.9  14.8 
  4개  14.6  14.6   3.6  13.5  17.5  14.6 
  5개 이상  30.0  31.0  25.0  29.5  32.8  3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30) (268) ( 28) (193) (177) (398)
욕창‧궤양 유병률   0.5 - -　   0.4 -　   0.2 
  ( 상자수) (200) (332) ( 48) (268) (215) (532)

 주: 1) 매일 복용하는 처방약이 있다고 응답한 상자를 분석함 

    2)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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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양상태를 간이 양평가(MNA) 도구를 이용하여 정한 결

과는 <표 3-16>과 같다. 양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정된 노인은 

50.6%이었고, 양불량 는 양불량 험으로 정된 노인은 49.4% 

이었다. 여자노인이 양불량 험군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연령이 

증가하면서 양불량 험군이 뚜렷하게 증가하 다.

〈표 3-16〉 노인의 성 및 연령별 간이영양평가(MNA) 판정 결과

 (단위: %, 명)

구분
성 연령

전체
남자 여자 60∼64세 65∼74세 75∼84세

간이영양평가(MNA_R)

  영양상태 양호 64.0 42.5 70.8 56.9 38.1 50.6
  영양불량+위험 36.0 57.5 29.2 43.1 61.9 49.4
계

(명)

100.0
(200)

100.0
(332)

100.0
( 48)

100.0
(269)

100.0
(215)

100.0
(532)

간이영양평가 점수(MNASC)

  평균 25.2 23.3 25.3 24.7 23.0 24.0
  표준오차  0.2  0.9  0.4  0.2  0.3  0.2
  t or F     6.226**     18.947**

주: * p<.05, ** p<.01, *** p<.001

<표 3-17>은 응답노인의 시력, 청력, 씹기 상태에 한 것이다. 응답

노인의 약 26%가 시력이 나쁜 것으로 응답하 고, 청력의 경우 약 

23%가 좋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 다. 씹기 상태로는 나쁘다 는 거의 

못 씹는다고 응답한 노인이 약 47%정도로 나타났다. 성  연령별 시

력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력의 경우 연령태가 높아질 수

록 나빠지는 경향을 보 고, 씹기 능력에 있어서도 연령 가 높아질수록 

좋지 않은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구강상태로는 앞서 씹기 능력에 응답한 바와 유사한 결과로 

좋지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7.2%로 나타났다. 응답 노인  틀니를 사

용하는 비율은 체의 63.0%로 확인되었고, 이  아래  모두 사용하

는 비율이 체의 48.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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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성 연령

전체
남자 여자 60∼64세 65∼74세 75∼84세

주관적 구강상태

  매우 좋다   1.0   2.4   6.3   2.2   0.5   1.9 
  좋은 편이다  29.5  21.1  31.3  30.1  15.3  24.2 
  보통이다  22.5  29.2  27.1  29.7  22.8  26.7 
  좋지 않다  38.5  40.1  29.2  32.7  50.2  39.5 
  매우 좋지 않다   8.5   7.2   6.3   5.2  11.2   7.7 
씹는 방향

  오른쪽  25.1  30.1  29.8  29.4  26.5  28.2 
  왼쪽  17.1  21.4  23.4  20.8  17.7  19.8 
  양쪽  57.8  48.5  46.8  49.8  55.8  52.0 
틀니 사용여부

  사용하지 않음  41.5  33.1  45.8  42.4  26.5  36.3 
  윗니만 사용   8.5   7.5   6.3   9.7   6.0   7.9 
  아랫니만 사용   9.0   5.7   8.3   7.4   6.0   7.0 
  아래, 위 모두 사용  41.0  52.4  39.6  39.8  60.5  48.1 
  틀니는 있지만 사용하지 않음 -   1.2 -　   0.7   0.9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00) (332) ( 48) (268) (215) (532)

〈표 3-17〉 노인의 성 및 연령별 시력‧청력‧씹기 상태
                  (단위: %, 명)

      구분
성 연령

전체
남자 여자 60∼64세 65∼74세 75∼84세

시력

  좋다  77.0  72.3  70.8  75.1  73.5  74.1 
  나쁘다  23.0  27.4  29.2  24.9  26.0  25.8 
  거의 안 보인다 -   0.3 -　 -　   0.5   0.2 
청력

  좋다  75.0  76.8  87.5  82.2  66.0  76.1 
  나쁘다  22.5  22.6  12.5  17.5  31.2  22.6 
  거의 안들린다   2.5   0.6 -　   0.4   2.8   1.3 
씹기    

  좋다  54.5  53.9  60.4  63.2  41.4  54.1 
  나쁘다  38.0  39.5  35.4  32.3  47.9  38.9 
  거의 못 씹는다   7.5   6.6   4.2   4.5  10.7   7.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00) (332) ( 48) (268) (215) (532)

〈표 3-18〉 노인의 성 및 연령별 구강건강상태(1)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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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는 구강건강 련 삶의 질을 평가하기 하여 노인구강건강

평가지수(Geriatric Oral Health Assessment Index, GOHAI)문항3)에 

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12개의 문항은 3개의 정 인 문항과 9개의 

부정 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  척도로 조사 후, ‘항상’(1 ), 

‘자주’(2 ), ‘가끔’(3 ), ‘아주 가끔’(4 ), ‘  없음’(5 )으로 산출하

다. 3개의 정 인 문항은 수를 역으로 환산하여 계산하 다. 

<표 3-19>에서 GOHAI 수는 60 을 만 으로 수가 높을수록 

정 인 구강 건강 련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

의 평균을 기 으로 평균 이상을 ‘구강상태 양호군’, 평균 미만을 ‘구강

상태 불량군’으로 구분하여 성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GOHAI 체 평균은 53.32 이었고, 연령 가 낮을수록 유의미한 수

에서 수가 높게 나타나, 구강건강상태가 좋은 것이 확인되었다. 한

편 <표 3-20>은 각 세부 문항별 평균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3-19〉 노인의 성 및 연령별 구강건강상태(GOHAI) 
 (단위: 점, 명)

구분
성 연령

전체
남자 여자 60∼64세 65∼74세 75∼84세

GOHAI점수

  평균 53.90 52.97 54.88 54.58 51.39 53.32

  표준오차  0.50  0.39  0.93  0.40  0.50  0.31

  t or F    2.154    14.004***

  ( 상자수) (200) (332) ( 48) (268) (215) (532)

주: * p<.05, ** p<.01, *** p<.001

 

3) GOHAI는 노년층의 구강질환에 미치는 향요인을 씹기, 말하기 등의 구강기능 요인과 통

증과 불편함, 그리고 정신사회  요인 등 건강결정요인을 포 할 수 있는 12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효과 인 노인구강건강평가지수로 평가되고 있다(신선정‧정세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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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노인의 성 및 연령별 구강건강상태(GOHAI) 세부 문항
                    (단위: 점, 명)

      구분
성 연령

전체
남자 여자 60∼64세 65∼74세 75∼84세

치아나 틀니 문제로 음식 종류나 양 제한
  평균 4.51 4.33 4.69 4.54 4.17 4.40
  (SD) 0.91 1.01 0.75 0.93 1.03 0.97

질긴고기나 사과등의 음식 씹기의 어려움
  평균 4.07 3.92 4.29 4.25 3.56 3.97

   (SD) 1.20 1.22 1.05 1.10 1.27 1.22

편안하게 삼킴
  평균 4.55 4.64 4.67 4.59 4.61 4.61

 (SD) 0.83 0.68 0.72 0.77 0.71 0.74

치아나 틀니의 문제로 말하는 것 방해
  평균 4.78 4.78 4.96 4.82 4.69 4.78

 (SD) 0.62 0.63 0.20 0.58 0.72 0.63

불편함 없이 여러 음식을 먹음
  평균 3.90 3.93 4.13 4.06 3.70 3.92

 (SD) 1.35 1.21 1.38 1.22 1.26 1.26

치아나 틀니의 문제로 인 기피
  평균 4.87 4.84 4.88 4.86 4.82 4.85

 (SD) 0.57 0.56 0.44 0.57 0.59 0.57

치아나 잇몸, 틀니의 외관으로 행복감 느낌
  평균 3.69 3.64 3.81 3.89 3.33 3.66

 (SD) 1.23 1.28 1.28 1.14 1.33 1.26

치아나 잇몸, 틀니의 불편함 때문에 약 사용
  평균 4.84 4.83 4.88 4.86 4.79 4.83

 (SD) 0.63 0.51 0.39 0.46 0.69 0.56

치아나 잇몸, 틀니의 문제로 걱정 및  

  신경 씀

  평균 4.64 4.40 4.54 4.62 4.31 4.49
 (SD) 0.83 1.07 1.09 0.82 1.14 0.99

치아나 잇몸, 틀니의 문제로 당황 및

  창피 당함

  평균 4.87 4.90 4.96 4.93 4.82 4.89
 (SD) 0.50 0.32 0.20 0.28 0.54 0.40

치아나 틀니의 문제로 사람들 앞에서

  식사 불편

  평균 4.62 4.43 4.58 4.65 4.30 4.50
 (SD) 0.87 1.00 1.01 0.82 1.06 0.95

치아나 잇몸이 뜨겁거나 찬 것, 

  단것에 민감하게 느낌

  평균 4.59 4.33 4.50 4.52 4.28 4.42
   (SD) 0.83 1.05 0.90 0.90 1.08 0.98

  ( 상자수) (200) (332) ( 48) (268) (215) (532)
주: 5점 척도의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상태임.

  6. 응답노인의 낙상 경험

<표 3-21>는 응답노인의 낙상 경험에 한 조사 결과이다. 응답 노인 

 18.2%(97명)는 지난 1년 간 기억에 남는 낙상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이  치료가 필요한 낙상 경험은 67.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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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보다 여자의 낙상 경험이 더 높게 나왔고, 연령 가 높을수록 치료

가 필요한 낙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 장소로는 남자의 경우, 

논, 밭, 과수원이 많이 나타나는 으로 보아 사고가 많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여자의 경우 집밖 길이나 마당에서 낙상을 당한 비율이 높았다. 

〈표 3-21〉 노인의 성 및 연령별 낙상 경험

                                     (단위: %, 명)

      구분
성 연령

전체
남자 여자 60∼64세 65∼74세 75∼84세

지난 1년간 낙상 경험

  예 13.5 21.1  25.0   16.7  18.6  18.2 
  아니오 86.5 78.9  75.0  83.3  81.4  8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00) (332) ( 48) (268) (215) (532)
치료가 필요한 낙상 경험

  예 66.7 67.1  58.3  66.7  70.0  67.0 
  아니오 33.3 32.9  41.7  33.3  30.0  3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7) (70) (12) (45)   (40) (97)
낙상 장소1)

  논, 밭, 과수원, 들, 우사, 하우스, 산 44.4 14.9  28.6  26.7  17.9  23.1 
  집밖 길에서 33.3 31.9  42.9  36.7  25.0  32.3 
  방에서 - 14.9  14.3   6.7  14.3  10.8 
  마당에서 5.6 27.7  14.3  20.0  25.0  21.5 
  욕실 및 화장실에서 11.1 2.1 -　   6.7   3.6   4.6 
  부엌에서 - 2.1 -　 -　   3.6   1.5 
  계단에서 - 6.4 -　   3.3   7.1   4.6 
  기타  5.6 - -　 -　   3.6   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8) (47) ( 7) (30) (28) (65)

주: 1) 치료가 필요한 낙상 경험에 ‘예’로 응답한 사람에 하여 분석

   2)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낙상으로 인한 골 여부에 있어 56.9%가 ‘그 다’고 응답하 다. 특

히 여성의 경우, 치료가 필요한 낙상에 있어 골 을 당한 경험이 63.8%

로, 남성 38.9%에 비하여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한 연령 가 



70∙ 100세 시대 건강한 노화의 양상과 정책과제

높을수록 골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골 부 로는 허리나 가슴 등 상체 

부 가 가장 많았고, 손목, 손등, 손가락과 같은 손 부 가 24.3%로 나

타났다. 그 외 어깨에서 손목, 즉 팔이 부러진 경우도 16.2%를 차지하

는데, 상체 골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조사의 경

우 보건진료소까지 걸어올 수 있는 노인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하

지 골  경험 노인의 경우 조사 상자에서 배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표 3-22〉 노인의 성 및 연령별 낙상으로 인한 골절경험
                                     (단위: %, 명)

      구분
성 연령

전체
남자 여자 60∼64세 65∼74세 75∼84세

골절 여부

  예 38.9 63.8  14.3  63.3  60.7  56.9 
  아니오 61.1 36.2  85.7  36.7  39.3  4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8) (47) ( 7) (30) (28) (65)
골절부위별 비율(복수 응답)1)

  허리나 가슴(상체부위) 28.6 43.3 -　  36.8  47.1  40.5 
  어깨에서 손목까지 14.3 16.7 -　  21.1  11.8  16.2 
  손목, 손등, 손가락 등(손부위) 42.9 20.0 -　  21.1  29.4  24.3 
  발목, 발등, 발가락 등(발부위) 14.3  6.7 -　   5.3  11.8   8.1 
  고관절(엉덩이 뼈 부위) 14.3  6.7 -　  15.8 -　   8.1 
  기타 - 10.0 100.0   5.3   5.9   8.1 
 ( 상자수) ( 7) (30) ( 1) (19) (17) (37)

주: 1) 치료가 필요한 낙상 경험에 ‘예’로 응답한 사람에 하여 분석

   2)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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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은 낙상에 한 두려움에 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낙상과 

련하여 주  낙상 두려움이 노인의 건강과 유의미한 계가 있음은 

여러 연구에서 밝힌바 있다(오 희 외, 2011). 낙상 두려움에서 ‘두렵지 

않다’고 응답한 노인이 체의 45.9% 고, ‘약간 두렵다’ 40.6%. ‘매우 

두렵다’고 응답한 노인이 13.5%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두렵다

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았으며, 연령 가 높을수록 낙상 두려

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낙상 두려움을 느끼는 노인 , 낙상 두려움에 따른 외출 감소 경향

에 하여 ‘항상 그 다’가 10.1%, ‘때때로 그 다’ 53.1%, 그 지 않

은 비율이 36.8%로 나타났다. 외출감소에 있어서도 여성이 더 높은 비

율을 나타내었다. 

〈표 3-23〉 노인의 성 및 연령별 낙상 두려움 및 외출 감소

                        (단위: %, 명)

      구분
성 연령

전체
남자 여자 60∼64세 65∼74세 75∼84세

낙상 두려움

  매우 두렵다   6.5  17.8   4.2  11.5  18.1  13.5 
  약간 두렵다  32.0  45.8  33.3  38.7  44.7  40.6 
  두렵지 않다  61.5  36.4  62.5  49.8  37.2  4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00) (332) ( 48) (268) (215) (532)
낙상이 두려워서 외출 감소

  항상 그렇다   9.1  10.4   5.6  11.9   8.9  10.1 
  때때로 그렇다    51.9  53.6  55.6  47.4  58.5  53.1 
  그렇지 않다  39.0  36.0  38.9  40.7  32.6  36.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 77) (211) ( 18) (135) (135) (288)

주: 1) 낙상에 두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 하여 분석

   2)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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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성 연령

전체
남자 여자 60∼64세 65∼74세 75∼84세

  없다  32.0  19.0  35.4  27.1  17.2  23.9 
  1개  35.5  34.3  39.6  34.6  34.0  34.8 
  2개  22.5  24.7  16.7  21.9  27.9  23.9 
  3개   6.5  12.3   6.3   9.3  12.1  10.2 
  4개   2.5   5.7 -　   4.8   5.1   4.5 
  5개   1.0   3.3   2.1   1.9   3.3   2.4 
  6개 이상 -   0.6 -　   0.4   0.5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00) (332) ( 48) (268) (215) (532)

  7. 응답노인의 만성질병 상태

다음은 응답노인의 만성질병 상태에 한 분석결과이다. <표 3-24>는 

만성질병수를 조사한 것으로, 조사 상 노인  23.9%는 만성질병이  

없다고 응답하 고, 76.1%는 만성질병을 한가지 이상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성질환 1개 유병률이 34.8%, 2개 23.9%, 3개 이상 복합

만성질환 유병율이 17.5%로 나타났다. 

응답노인의 만성질환별 성, 연령별 유병률   치료율은 <표 3-25>

와 같다.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질환으로는 고 압이 45.3%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 고, 염(19.9%), 골다공증(15.0%), 요통‧좌골통‧디스크‧

신경통(8.5%)등의 심근골격계 질환도 비교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 

외 소화성궤양(11.8%), 당뇨병(10.9%)도 비교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고 압, 심근골격계 질환에서는 여성의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고, 연령이 많을수록 더 높은 유병률을 보 다. 

〈표 3-24〉 노인의 성 및 연령별 만성질병수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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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노인의 성 및 연령별 만성질환 유병률 및 현 치료율

                                            (단위: %, 명)

    구분

성
전체

남자 여자

유병률 현 치료율 유병률 현 치료율 유병률 현 치료율

악성신생물(암) 1.5 100.0 1.2 100.0 1.3 100.0
관절염 11.5 95.7 25.0 89.2 19.9 90.6
요통, 좌골통, 디스크, 신경통 6.5 69.2 9.6 87.5 8.5 82.2
골다공증 1.5 100.0 23.2 79.2 15.0 80.0
소화성궤양 11.0 100.0 12.3 97.6 11.8 98.4
만성간염‧간경변 0.5 100.0 0.3 100.0 0.4 100.0
당뇨병 11.0 95.5 10.8 97.2 10.9 96.6
갑상선 질환 - - 1.2 100.0 0.8 100.0
고혈압 38.5 98.7 49.4 99.4 45.3 99.2
중풍‧뇌혈관 질환 5.5 90.9 3.9 100.0 4.5 95.8
협심증, 심근경색증 4.5 100.0 6.6 95.5 5.8 96.8
폐결핵‧결핵 1.0 100.0 0.3 - 0.6 66.7
만성기관지염, 천식 5.0 100.0 1.2 100.0 2.6 100.0
백내장 1.5 100.0 2.7 77.8 2.3 83.3
만성중이염 - - 0.3 100.0 0.2 100.0
만성신장질환 - - 0.6 100.0 0.4 100.0
빈혈 0.5 100.0 0.9 100.0 0.8 100.0
피부병 2.0 75.0 0.9 100.0 1.3 85.7
골절, 후유증 1.0 50.0 0.3 100.0 0.6 66.7

주: 1) 현 치료율은 해당 만성질환이 있는 응답자를 상으로 분석함      

   2)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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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계속)

    구분

연령
전체

60∼64세 65∼74세 75∼84세

유병률 현 
치료율 유병률 현 

치료율 유병률 현 
치료율 유병률 현 

치료율

악성신생물(암)  - -  1.9 100.0  0.9 100.0  1.3 100.0
관절염  8.3 100.0 19.3  86.5 23.3  94.0 19.9  90.6
요통‧좌골통‧디스크‧ 신경통  2.1 100.0  9.3  80.0  8.8  89.5  8.5  82.2
골다공증 10.4  60.0 15.2  82.9 15.8  79.4 15.0  80.0
소화성궤양  8.3 100.0 12.3  97.0 12.1 100.0 11.8  98.4
만성간염‧간경변  2.1 100.0  0.4 100.0  -  -  0.4 100.0
당뇨병 14.0 100.0 10.0  96.3 11.2  95.8 10.9  96.6
갑상선 질환  2.1 100.0  0.7 100.0  0.5 100.0  0.8 100.0
고혈압 27.1 100.0 39.4  99.1 56.7  99.2 45.3  99.2
중풍‧뇌혈관 질환  4.2 100.0  4.5  92.3  4.2 100.0  4.5  95.8
협심증, 심근경색증  6.6 100.0  5.2 100.0  6.5  92.9  5.8  96.8
폐결핵‧결핵  - -  0.4 100.0  0.9  50.0  0.6  66.7
만성기관지염, 천식  4.2 100.0  1.5 100.0  3.7 100.0  2.6 100.0
백내장  - -  1.5  75.0  3.7  87.5  2.3  83.3
만성중이염  - -  0.4 100.0  -  -  0.2 100.0
만성신장질환  - -  0.4 100.0  0.5 100.0  0.4 100.0
빈혈  - -  0.4 100.0  1.4 100.0  0.8 100.0
피부병  - -  1.1 100.0  1.9  75.0  1.3  85.7
골절, 후유증  - -  -  -  1.4  66.7  0.6  66.7

주: 1) 현 치료율은 해당 만성질환이 있는 응답자를 상으로 분석함.      
   2)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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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응답노인의 우울증상 및 인지기능(치매) 상태

응답노인의 성  연령별 우울증상과 치매증상에 한 조사결과는 

<표 3-26>과 같다. 체 응답노인의 90.6%는 우울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울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9.4%의 노인 , 심한 우

울증으로 간주되는 노인이 체노인의 4.9% 비율로 나타났다. 우울증상

이 의심되는 비율은 여성(12.9%)이 남성(3.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간이정신상태(MMSE-DS)설문지로 노인의 인지기능 상태를 조사한 

결과, 치매로 의심되는 비율은 12.4% 고, 75세 이상 연령층이 74세 

이하 연령층보다 인지기능 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3-26〉 노인의 성 및 연령별 우울증상과 인지기능
  (단위: %, 명)

     구분
성 연령

전체
남자 여자 60∼64세 65∼74세 75∼84세

우울증상 정도

  심한 우울증   2.0   6.6   6.3   3.7   6.0   4.9 
  가벼운 우울증상   1.5   6.3   2.1   3.7   6.0   4.5 
  정상  96.5  87.0  91.7  92.6  87.9  90.6 
간이정신상태

  치매 의심  13.0  12.0  14.6  10.0  14.9  12.4
  정상  87.0  88.0  85.4  90.0  85.1  87.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00) (332) ( 48) (268) (215) (532)

주: 1) 우울증 판정(GDS): 정상 8점 이상, 우울증 6∼7점, 심한 우울증상 5점 이하 
  2)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 연령, 성별, 교육 연수에 의하여 보정하였음(MMSE-DS 진단검사 의뢰 

점수 기준임, 2012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p.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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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성 연령

전체
남자 여자 60∼64세 65∼74세 75∼84세

자주 왕래하는 친척 

  있다  74.0  73.2  72.9  75.5  71.2  73.5 
  없다  26.0  26.8  27.1  24.5  28.8  26.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00) (332) ( 48) (268) (215) (532)
자주 왕래하는 친척수

  1~2명  44.6  63.0  45.7  51.2  64.7  56.0 
  3~4명  33.8  28.4  40.0  34.5  22.9  30.4 
  5명 이상  21.6   8.6  14.3  14.3  12.4  1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48) (243) ( 35) (203) (153) (391)
가까운 친구‧이웃

  있다  60.5  53.6  58.3  60.2  50.7  56.2 
  없다  39.5  46.4  41.7  39.8  49.3  4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00) (332) ( 48) (268) (215) (532)
친구‧이웃 수

  1~2명  61.2  66.9  60.7  61.7  69.7  64.5 
  3~4명  23.1  24.2  17.9  27.8  19.3  23.7 
  5명 이상  15.7   9.0  21.4  10.5  11.0  1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21) (178) ( 28) (162) (109) (299)

  9. 응답노인의 사회적 관계

<표 3-27>은 응답노인의 성  연령별 사회  계에 한 분석결과 

이다. 체 노인의 73.5%가 자주 왕래하는 친척(가족, 자녀)이 있다고 

응답하 으며, 친인척 수는 1명에서 4명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86%이

상으로 나타났다.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문제 이나 걱정거리를 이야기 

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나 이웃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2%이며, 

친구‧이웃 수는 1~2명이 64.5%, 3~4명이 23.7%로 나타났다.  

〈표 3-27〉 노인의 성 및 연령별 사회적 관계(1)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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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에서 일주일간 외출유무에 하여 73.7%가 외출을 한다고 

응답하 고, 외출 횟수로는 주 1회 이하가 45.7%, 주 2~3회가 38.8%

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일수록 외출하는 비율과 외출 횟수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연령 가 높을수록 외출이 어드는 경향을 보 다. 이와는 

반 로, 친구나 이웃이 응답자의 집으로 방문하는 횟수는 ‘  없다’가 

52.1%, 주 2∼3회가 22.9%, 주 1회 정도가 14.8%로 확인되었다. 지난 

한달간 친척‧친구‧이웃과 화연락을 한 횟수로는 주 2∼3회가 29.5%

로 가장 많았고, 주 1회 정도가 26.7%로 나타났다.  없음으로 응답

한 비율도 12.8%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낸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사이좋

게 지낸다고 응답한 경우가 92.7%로 나왔고, 사이가 좋지않다고 인식하

는 비율은  없었다. 

경로당(마을회 )등을 이용하는 빈도는 거의 매일로 응답한 비율이 

37.0%, 주 2∼3회 정도가 22.9%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는 여성이 경로

당을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종교단체, 문화활동단체, 운동단체, 사교단체, 정치단체, 직능단체 등 

단체나 모임에 가입하고 있는지에 한 질문에는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

한 비율이 34.4%로 나타났다. 가입한 단체 는 모임의 수는 1개가 

54.6%, 2~3개가 32.2%, 4개 이상이 13.1% 다. 이  단체, 모임에 

극 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95%의 비율로 나타났다.

낮시간을 보내는 장소로는 집이 36.3%로 응답노인의 3분의 1이상이 

평소 혼자 지내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그 외, 경로당(36.5%), 논, 

밭이 20.9%로 높은 비율을 보 다. 특히 남성의 경우 논, 밭에서 보내

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성의 경우 경로당에서 보내는 비율이 높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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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노인의 성 및 연령별 사회적 관계

                                     (단위: %, 명)

      구분
성 연령

전체
남자 여자 60∼64세 65∼74세 75∼84세

일주일간 외출 유무  

  있다  81.0  69.3  75.0  79.9  65.6  73.7 
  없다  19.0  30.7  25.0  20.1  34.4  26.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00) (332) ( 48) (268) (215) (532)
일주일간 외출 횟수1)

  거의 매일     12.3   3.5 　 -  10.2   4.3   7.1 

  주 4~5회 정도   9.9   7.4   5.6  11.2   5.0   8.4 
  주 2~3회 정도  41.4  37.0  55.6  36.3  38.3  38.8 
  주 1회 이하  36.4  52.2  38.9  42.3  52.5  4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62) (230) ( 36) (215) (141) (392)
일주일에 친구, 이웃이 찾아옴

  거의 매일      4.5   8.1   6.3   6.3   7.4   6.8 

  주 4~5회 정도   4.5   2.7   8.3   3.0   2.8   3.4 
  주 2~3회 정도  29.0  19.3  25.0  24.9  20.0  22.9 
  주 1회 정도  14.5  15.1  12.5  14.5  15.8  14.8 

  전혀 없다  47.5  54.8  47.9  51.3  54.0  52.1 
지난 한달간 친척, 친구, 이웃과 전화연락

  거의 매일    23.5 15.7 29.2 20.8 13.5 18.6 

  주 2∼3회 정도 33.0 27.4 31.3 31.6 26.5 29.5 
  주 1회 정도 21.5 29.8 22.9 30.1 23.3 26.7 
  2∼3회 정도  3.5  3.6  4.2  3.0  4.2  3.6 

  1회 정도  7.0   9.9 12.5  6.7 10.7  8.8 
  전혀 없음 11.5 13.6 　-  7.8 21.9 12.8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사이좋게 지낸다   91.0 93.7 95.8 94.4 89.8 92.7 
  보통이다  9.0  6.3  4.2  5.6 10.2  7.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00) (332) ( 48) (268) (215)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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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계속)
                                   (단위: %, 명)

      구분
성 연령

전체
남자 여자 60∼64세 65∼74세 75∼84세

경로당(마을회관) 이용빈도

  거의 매일 33.0 39.5 29.2 39.8 35.3 37.0 
  주 2-3회 정도 20.0 24.7 12.5 21.9 26.5 22.9 
  주 1회 정도 11.5  8.4 12.5  8.9  9.8  9.6 
  2-3회 정도  3.0  1.5  4.2  1.5  2.3  2.1 
  1회 정도  5.5  3.3  4.2  3.7  4.7  4.1 
  전혀 없음 27.0 22.6 37.5 24.2 21.4 24.2 
단체‧모임 가입 여부

  있다 40.0 31.0 31.3 42.0 25.6 34.4 
  없다 60.0 69.0 68.8 58.0 74.4 65.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00) (332) ( 48) (268) (215) (532)
단체‧모임 가입수2)

  1개 50.0 58.3 66.7 51.3 58.2 54.6
  2~3개 30.0 34.0 20.0 32.7 34.5 32.2
  4개 이상 20.0  7.8 13.3 15.9  7.3 1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 80) (103) ( 15) (113) ( 55) (183)
단체‧모임에서의 적극적 활동2)

  매우 적극적이다(거의 모두 참석) 18.2  9.3 38.5 12.7  7.8 13.2
  적극적이다(자주 참석) 79.2 83.5 61.5 80.9 88.2 81.6
  적극적이지 않다  2.6  7.2  0.0  6.4  3.9  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 77) (97) ( 13) (110) ( 51) (174)
낮시간을 보내는 장소

  집 35.0 37.0 35.4 32.7 40.9 36.3 
  이웃집  1.5  5.1  2.1  3.3  4.7  3.8 
  경로당(마을회관) 26.5 42.5 18.8 34.2 43.3 36.5 
  논, 밭 32.0 14.2 41.7 26.8  8.8 20.9 
  기타  5.0  1.2  2.1  3.0  2.3  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00) (332) ( 48) (268) (215) (532)

주: 1) 외출한다고 응답한 상자를 분석함.
   2) 단체‧모임 가입이 있다고 응답한 상자를 분석함.
   3)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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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응답노인의 보건복지서비스 이용 및 욕구 

응답노인의 보건복지서비스 이용 실태는, 지난 1년간 건강유지를 해 

보건소(지소, 진료소)나 복지 에서 실시하는 로그램에 한번이라도 참

여한 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표 3-29>의 이용률은 노인건강교실 

이 12.2%로 가장 높고, 노인 운동교실 9.8%, 고 압교실 6.0%, 당뇨교

실 3.6%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향후 참여 의향을 물어보았을 때, 노인

건강교실 34.5%, 노인 운동교실 31.1%, 고 압교실 19.0%, 당뇨교실 

17.1% 등의 순으로 높은 이용 의사를 보이고 있어, 향후 해당 보건복지

서비스에 한 제공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건강 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한 

응답으로 그 장소에 갈 수 없어서 이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노인이 

44.2%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보건복지서비스가 보다 손쉽게 근할 수 

있도록 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 

〈표 3-29〉 노인의 성 및 연령별 보건복지서비스 이용 및 욕구

                                                                   (단위: %, 명)

    구분

성
전체

남자 여자

이용률
향후 

참여 의향
이용률

향후 

참여 의향
이용률

향후 

참여 의향

노인건강교실 12.0 39.2 12.3 31.7 12.2 34.5 
노인운동교실‧만성질환‧운동교실 10.0 38.5  9.6 26.5  9.8 31.1 
고혈압교실  6.5 24.2  5.7 15.7  6.0 19.0 
당뇨교실  4.0 21.7  3.3 14.2  3.6 17.1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  4.5 17.8  3.9 14.6  4.1 15.8 
성인병 예방 교육  2.0 14.2  2.1 10.6  2.1 11.9 
치매 예방 교육  2.0 13.7  3.3 11.2  2.8 12.2 
금연 교육  3.0 12.7  1.2  7.2  1.9  9.3 
절주 교육  1.0 10.7  1.2  6.5  1.1  8.1 
기타  1.0 -  2.1 -  1.7 -
( 상자수) (200) (200) (332) (332) (532)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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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계속)

                                                                   (단위: %, 명)

    구분

연령
전체

60∼64세 65∼74세 75∼84세

이용률

향후 

참여 

의향

이용률

향후 

참여 

의향

이용률

향후 

참여 

의향

이용률

향후 

참여 

의향

노인건강교실  8.3 35.4 13.0 41.2 12.1 26.0 12.2 34.5 
노인운동교실‧만성질환‧운동교실  6.3 40.0 10.0 37.7 10.2 20.9  9.8 31.1 
고혈압교실  4.2 20.5  7.4 24.2  4.7 12.2  6.0 19.0 
당뇨교실  2.1 18.2  4.8 21.6  2.3 11.3  3.6 17.1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  2.1 14.0  4.1 22.1  4.7  8.5  4.1 15.8 
성인병 예방 교육  - 14.0  3.0 15.9  1.4  6.6  2.1 11.9 
치매 예방 교육  - 14.0  3.7 16.3  2.3  6.6  2.8 12.2 
금연 교육  - 11.6  3.3 11.8  0.5  5.7  1.9  9.3 
절주 교육  - 11.6  1.9  9.9  0.5  5.2  1.1  8.1 
기타  2.1 -  1.9 -  1.4 -  1.7 -
( 상자수) ( 48) ( 48) (269) (269) (215) (215) (532) (532)

주: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표 3-30〉 노인의 성 및 연령별 보건복지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성 연령

전체
남자 여자 60∼64세 65∼74세 75∼84세

모두 참여해본 적 없는 비율 81.5 81.0 85.4 78.4  83.7 81.2
  ( 상자수) (200) (332) ( 48) (268) (215) (532)
모두 참여해본 적 없는 경우 그 이유

  귀찮아서  20.4  17.2  19.5  17.1  19.7  18.4 
  필요하지 않아서  24.1  22.8  22.0  20.9  26.4  23.3 
  그 장소에 갈 수가 없어서  38.3  47.8  46.3  44.5  43.3  44.2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8.0   3.7   4.9   5.2   5.6   5.3 
  기타   9.3   8.6   7.3  12.3   5.1   8.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62) (268) ( 41) (211) (178) (430)

주: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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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특정 농촌지역 노인의 건강수준별 건강상태   

 본 분석에서는 노인의 건강수 을 상지  하지 기능제한상태의 수

을 이용하여 (가칭)허약의심노인과 건강노인으로 구분하 고, 두 그룹

간의 일반특성  건강상태, 사회  계 실태 등을 악하고자 하 다.  

 

  1. 본 분석상의 상‧하지의 신체기능 제한 지표

<표 3-31>는 ‘상‧하지의 신체기능 제한상태’에 한 7개 문항을 신뢰

도 분석한 결과로, 7개 문항 체의 신뢰도 계수는 0.826으로 신뢰도 

면에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세부 항목의 Cronbach 

알  값을 보면 ‘악수를 할 때처럼 손을 앞으로 내어 뻗기’문항과 ‘손가

락으로 물건을 움켜쥐거나 사용하기 문항은 항목이 삭제된 경우 신뢰도 

계수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2개 항목을 삭제하 다. 

〈표 3-31〉 신체적 기능제한 상태 항목의 신뢰도 통계량 

전체 

Cronbach 알파
 세부항목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알파

0.826

 운동장 한바퀴(400m)  정도 걷기 0.781
 계단을 쉬지  않고 10계단 오르기 0.767
 몸을  구부리거나, 쭈그리거나, 무릎 꿇기 0.785
 머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손을 뻗쳐서 닿게 하기 0.808
 악수를 할 때처럼 손을 앞으로 내어 뻗기 0.832
 손가락으로 물건을 움켜쥐거나 사용하기 0.827 
 쌀1말(8kg) 정도의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옮기기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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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총 7개 지표 에서 항목 합성(Cronbach's α 용)을 검토결과

에 따라 보다 유의성 높은 문항 활용을 하여 다음의 5개 문항으로 신

체기능제한 지표를 확정하 다. 

  ➀ 쉬지 않고 400m 정도 걸어갈 수 있는가?

  ➁ 쉬지 않고 10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가? 

  ➂ 몸을 구부리거나, 쭈그리거나, 무릎을 꿇을 수 있는가?

  ➃ 머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손으로 뻗어서 닿을 수 있는가?

  ➄ 8kg정도의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는가?

본 의 분석을 한 (가칭)허약의심노인(the pre-frail elderly)의 조

작  정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상생활동작(ADL, IADL) 기능에는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지만, 상‧하지의 신체  기능을 나타내는 

5개 지표를 용하여 17  이하인 노인을 (가칭)허약의심노인, 18  이

상은 건강노인으로 설정하여 분석 하 다. 상‧하지 신체  기능이 상당

히 떨어져 있는 노인 집단 내에는 만성질환이나, 치매 는 우울증을 지

니고 있는 노인이 포함될 가능성 존재한다. 이러한 양 집단 비교분석을 

통해서 (가칭)허약의심노인 집단에 포함될 험인자(risk factor)를 선별

하고, 험인자 에서 가장 향력이 높다고 단되는 지표를 15개 내

외로 축약하여 측 지표로 결정하고자 한다. 한 총 측 지표 에서 

일정 개수 이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단되는 노인을 (가칭)허약의심노인

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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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노인의 신체기능제한 점수 분포

 

〈표 3-32〉 (가칭)허약의심노인 절단점 빈도표

점수 빈도(명) 비율(%) 누적퍼센트
 5.0   1 0.3   0.3 
 8.0   2 0.6   0.9
 9.0   8 2.4   3.2
10.0   9 2.7   5.9
11.0   5 1.5   7.4
12.0  11 3.2  10.6
13.0  18 5.3  15.9
14.0  15 4.4  20.4
15.0  23 6.8  27.1
16.0  22 6.5  33.6
17.0  27 8.0  41.6
18.0  46 13.6  55.2
19.0  35 10.3  65.5
20.0 117 34.5 100.0
전체 339 100.0 100.0　

 

주: 1) 전혀 어려움이 없다 4점, 약간 어려움이 있다 3점, 매우 어려움이 있다 2점, 전혀 할 수 없다 1점으로 점수화함.
   2) 일상생활동작(ADL, IADL) 기능에는 전혀 어려움 없이 수행하는 339명을 상으로 함(전체응답자의 63.7%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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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정 농촌지역 노인의 건강수준별 건강실태 분석결과 

특정 농 지역 노인의 건강수 별 건강실태 분석을 하여 교차분석

을 실시하고, Chi-square test를 통하여 집단 간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

하 다. 

교차분석의 상은 일상생활 동작(ADL, IADL) 수행에 있어  어

려움이 없는 노인 339명을 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  신체기능제한 

지표 20  총 의 지표에서 17 을 단 으로 고려하여, 18  이상은 

건강노인, 17  이하는 (가칭)허약의심노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념을 

설정하 다. 

먼  일반특성별 건강수  분석 결과, 남자일 때, 연령 가 낮을수록, 

유배우 상태일때, 교육수 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유의미한 

수 에서 건강수 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 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73.4%)가 여자(47.4%)보다 18

 이상의 건강노인 비율이 많이 나타났고, 상 으로 여성이 허약의심

노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 건강수  차이는 통계 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별로는 연령 가 낮아질수록 18  이상 건강한 집단의 비율이 높

아지고, 반 로 연령 가 높을수록 17  이하 허약의심노인 비율이 유의

한 수 에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01).

결혼상태로는 유배우노인(62.8%)의 경우 무배우노인(49.1%)보다 18

 이상 건강노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8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건강노인 비율이 73.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건강노인 비

율이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 다. 

가구유형에 따라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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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노인의 일반적 특성별 건강수준 

 (단위: %, 명)

      구분
18점 이상

(건강)

17점 이하

(허약의심)
전체 (명) χ2-test

전체 58.4 41.6 100.0 (339)
성 22.967***
  남자 73.4 26.6 100.0 (143)
  여자 47.4 52.6 100.0 (196)
연령 21.961***
  60∼64세 73.0 27.0 100.0 ( 37)
  65∼74세 66.5 33.5 100.0 (182)
  75∼84세 41.7 58.3 100.0 (120)
결혼상태 5.683*
  유배우 62.8 37.2 100.0 (231)
  무배우1) 49.1 50.9 100.0 (108)
교육수준 47.314***
  무학 33.7 66.3 100.0 (104)
  초등학교 63.4 36.6 100.0 (172)
  중학교 이상 85.7 14.3 100.0 ( 63)
가구유형 0.121
  노인가구2) 58.1 41.9 100.0 (454)
  기타유형3) 61.1 38.9 100.0 ( 78)
가구소득 12.404**
  40만원 미만 47.9 52.1 100.0 (212)
  40∼80만원 미만 59.4 40.6 100.0 (210)
  80만원 이상 73.3 26.7 100.0 (110)

주: 1) 미혼, 사별, 이혼, 별거 및 기타 사유

   2) 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노인+노인부모 가족형태

   3) 부/모+미혼자녀, 확 가족(기혼자녀와 동거), 방계가족(형제‧자매와 동거) 등 기타 가족형태

   4)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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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는 만성질환, 우울증상, 인지기능상태(치매증상)별 건강수

을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 만성질환이 2개 이하인 집단에서 18  이상 건강한 노인의 비율

이 61.2%로 3개 이상 있는 집단의 37.5%보다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p<0.01). 우울증상의 경우 정상일 때 18  이상 건강노인 비율이 

60.2%로 나타나, 우울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집단 23.5%에 비해 

훨씬 건강한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지기능상태별로는 건강수  차이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

출되지 않았다. 이는 1차 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IADL)에 1개

라도 장애가 있는 경우는 본 분석에서 제외하 기 때문에, 치매증상이 의

심되는 집단은 오히려 분석에서 제외된 집단에 많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

성이 높아 본 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3-34〉 만성질환, 우울증상, 인지기능 상태별 건강수준  

 (단위: %, 명)

      구분
18점 이상

(건강)

17점 이하

(허약의심)
전체 (명)

χ2-test

(t-test)

전체 58.4 41.6 100.0 (339)
만성질환 수 8.160**
  2개 이하 61.2 38.8 100.0 (299)
  3개 이상 37.5 62.5 100.0 ( 40)
  (평균) (0.98) (1.60)      (1.24) (5.369***)
우울증상 8.962**
  정상 60.2 39.8 100.0 (322)
  우울증상 있음 23.5 76.5 100.0 ( 17)
  (평균) (13.81) (12.24)     (13.16) (-6.180***)
인지기능상태 0.324
  정상 58.9 41.1 100.0 (302)
  치매증상 있음 54.1 45.9 100.0 ( 37)
  (평균) (26.44) (24.22)     (25.52) (-5.479***)

주: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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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신체기능 상태별 건강수 을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신체기능상

태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악력, 한쪽다리 들고서기, 30  동안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EQ-5D, 시력, 청력, 씹기상태, 낙상경험이 포함된다.

먼  악력은 25kg이상일 때 18  이상 건강노인 비율이 75.9%로 

25kg미만의 43.7%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악력이 높을수록 건강할 가

능성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쪽다리 들고서기 역시 13  이상 

수행할 수 있는 집단이 13  미만 집단에 비해 18  이상 건강노인 비

율이 유의미한 수 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30  동안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의 경우 건강수 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35〉 신체기능상태별 건강수준

 (단위: %, 명)

      구분
18점 이상

(건강)

17점 이하

(허약의심)
전체 (명)

χ2-test

(t-test)

전체 58.4 41.6 100.0 (339)
악력 35.432***
  25kg 미만 43.7 56.3 100.0 (167)
  25kg 이상 75.9 24.1 100.0 (162)
  (평균) (27.80) (22.28)   (25.57) (-7.253***)
한쪽다리 들고서기 19.556***
  13초 미만 51.8 48.2 100.0 (137)
  13초 이상 76.2 23.8 100.0 (164)
  (평균) (27.05) (16.68)    (23.43) (-4.373***)
30초 동안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1.301
  10회 이하 55.9 44.1 100.0 (143)
  11회 이상 62.4 37.6 100.0 (157)
  (평균) (11.56) (11.18)     (11.41) (-0.748)

주: 1) 악력 및 한쪽다리 들고서기는 수행가능 여부 체크 후 2회씩 실시하였고, 이 중 최고치를 활용하였음. 30초 동안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는 수행가능 여부 체크  후, 1회 실시하였음.  
   2) BMI 지수: 체질량지수로 몸무게(kg)/ [신장(cm)]²
   3)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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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5D에 포함되는 운동능력, 자기 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

울 등 5개 문항에 모두 문제가 없이 정상이라고 응답한 집단은 18  이

상 건강한 집단에 포함되는 비율이 93.1%로 단히 높게 나타났다. 반

면 1개 이상 지장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67.2%가 17  이하 허약의

심노인으로 나타나 건강수 이 떨어지는 결과가 매우 유의미한 수 에서 

확인되었다.

〈표 3-36〉 전반적 건강상태(EQ-5D)별 건강수준

 (단위: %, 명)

      구분
18점 이상

(건강)

17점 이하

(허약의심)
전체 (명)

χ2-test

(t-test)

전체 58.4 41.6 100.0 (339)
EQ-5D 123.712***
  모두 정상 93.1  6.8 100.0 (144)
  1개 이상 문제 있음 32.8 67.2 100.0 (195)
  (평균) (0.57) (2.59)    (1.41) (17.048***)

주: * p<.05, ** p<.01, *** p<.001

신체기능상태로써 시력, 청력, 씹기 상태에 따른 건강수 의 차이를 

나타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건강수 에 있어 시력, 청력, 씹기상태의 좋고‧나쁨은 모두 유

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시력이 좋음으로 응답한 집단의 경우 18  이상 건강한 집단에 포함

된 비율이 65.9%로 나쁜 집단 35.7%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청력의 경우 좋음으로 응답한 집단이 62.2%, 씹기상태가 좋은 집단이 

65.4%로 나쁘다고 응답한 집단에 비하여 18  이상 건강집단 속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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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7〉 시력‧ 청력‧씹기 상태별 건강수준

 (단위: %, 명)

      구분
18점 이상

(건강)

17점 이하

(허약의심)
전체 (명) χ2-test

전체 58.4 41.6 100.0 (339)
시력 23.672***
  좋음 65.9 34.1 100.0 (255)
  나쁨 35.7 64.3 100.0 ( 84)
청력 7.948**
  좋음 62.2 37.8 100.0 (270)
  나쁨 43.5 56.5 100.0 ( 69)
씹기 11.751***
  좋음 65.4 34.6 100.0 (214)
  나쁨 46.4 53.6 100.0 (125)

주: * p<.05, ** p<.01, *** p<.001

신체  기능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로 낙상 경험에 따른 건강수 의 차

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38>과 같다. 지난 1년간 낙상 경험, 치

료가 필요한 낙상 경험, 낙상으로 인한 골  여부, 낙상 두려움에 한 

질문 , 건강수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낙상 두려움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조사의 건강수  분류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

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낙상 두려움에 있어 두렵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이 18  이상 건강노

인으로 나타난 비율은 74.5%로, 두렵다고 느끼는 집단 38.4%에 비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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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8〉 낙상경험에 따른 건강수준

 (단위: %, 명)

      구분
18점 이상

(건강)

17점 이하

(허약의심)
전체 (명) χ2-test

전체 58.4 41.6 100.0 (339)
지난 1년간 낙상 경험1) 2.345
  예(있음) 49.1 50.9 100.0 ( 55)
  아니오(없음) 60.2 39.8 100.0 (284)
치료가 필요한 낙상 경험2) 0.146
  예(있음) 47.2 52.8 100.0 ( 36)
  아니오(없음) 52.6 47.4 100.0 ( 19)
낙상으로 인한 골절 여부3) 1.003
  예(있음) 38.9 61.1 100.0 ( 18)
  아니오(없음) 55.6 44.4 100.0 ( 18)
낙상 두려움 44.817***
  두려움 38.4 61.6 100.0 (151)
  두렵지 않음 74.5 25.5 100.0 (188)

주: 1) 노인의 기억에 의존하여 응답을 이끌어 내었으므로, 비교적 기억에 남는 낙상만 보고되었을 가능성 있음.
   2) 지난 1년간 낙상경험에 ‘예’로 응답한 상자를 분석함.
   3) 치료가 필요한 낙상 경험에 ‘예’로 응답한 상자를 분석함.
   4) * p<.05, ** p<.01, *** p<.001

다음은 건강실천행  련 변수와 건강수 분류에 따른 교차분석 결

과이다. 건강실천행 에는 흡연, 음주, 정기  운동, 2km걷기, 독감 방

종  건강검진, 수면, 양 등에 한 내용이 포함된다. 

먼 , 흡연  음주경험에 따른 건강수 의 교차분석 결과는 <표 

3-39>와 같다. 흡연과 음주에 있어서는 ‘경험’집단이 ‘비경험’집단에 비

해 18  이상의 건강한 집단에 포함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

별차이에 따른 생활습  때문으로 단되며, 2011년 조사와도 유사한 결

과로 나타나고 있다. 

정기  운동  2km 걷기운동을 하는 집단이 18  이상 건강에 포함

되는 경우가 많아, 운동을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수 에서 건

강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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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독감 방 종  건강검진에 있어서는 부분의 상이 방

종과 검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계를 확인하는 데 요한 분류기 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3-39〉 건강실천행위에 따른 건강수준  
(단위: %, 명)

      구분
18점 이상

(건강)

17점 이하

(허약의심)
전체 (명) χ2-test

전체 58.4 41.6 100.0 (339)
흡연 5.897*
  경험 68.8 31.3 100.0 ( 96)
  비경험 54.3 45.7 100.0 (243)
음주 15.564***
  경험 70.9 29.1 100.0 (141)
  비경험 49.5 50.5 100.0 (198)
음주빈도1) 0.873
  주2회 이상 75.4 24.6 100.0 ( 61)
  주1회 이하 67.3 32.7 100.0 ( 49)
음주량1) 1.406
  1회 1∼2잔 66.7 33.3 100.0 ( 57)
  1회 3잔 이상 76.9 23.1 100.0 ( 52)
운동 15.573***
  함 74.5 25.5 100.0 (102)
  안함 51.5 48.5 100.0 (237)
2km걷기 44.450***
  함 71.1 28.9 100.0 (225)
  안함 33.3 66.7 100.0 (114)
지난 3년간 독감 예방접종 0.056
  함 58.3 41.7 100.0 (331)
  안함 62.5 37.5 100.0 (  8)
지난 2년간 건강검진 2.003
  함 59.7 40.3 100.0 (305)
  안함 47.1 52.9 100.0 ( 34)

주: 1) 음주한다고 응답한 상자를 분석함.
   2)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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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0>은 건강실천행  변수  수면과 련하여, 수면시간, 습

 낮잠 유무, 숙면, 수면의 충분정도에 따른 건강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수면시간은 정수 (6~8시간)으로 나타났을 때, 숙면에 불편

함이 없을 때, 수면이 충분하다고 인식될 때 건강수 이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표 3-40〉 수면 습관별 건강수준

 (단위: %, 명)

      구분
18점 이상

(건강)

17점 이하

(허약의심)
전체 (명) χ2-test

전체 58.4 41.6 100.0 (339)
수면시간 8.545**
  적정(6~8시간) 64.9 35.1 100.0 (137)
  적정하지 않음 48.9 51.1 100.0 (202)
습관적 낮잠 0.068
  예 56.3 43.8 100.0 ( 32)
  아니오 58.6 41.4 100.0 (307)
숙면 13.563***
  불편 45.7 54.3 100.0 (127)
  불편하지 않음 66.0 34.0 100.0 (212)
수면의 충분정도 16.655***
  충분 64.5 35.5 100.0 (259)
  충분하지 않음 38.8 61.3 100.0 ( 80)

주: * p<.05, ** p<.01, *** p<.001

간이 양평가에 따른 건강수 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상태 양호인 경우 18  이상 건강 집단이 72.8%로 양불량  

양불량 험 집단(37.2%) 보다 2배 가까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구강상태별 건강수 으로는 GOHAI 수를 평균 이상과 평균 미만으로 

구분하 을 때, 평균 이상인 집단에 18  이상으로 높은 집단에 포함되

는 비율이 67.0%로 평균 미만 39.6%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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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영양상태별 건강수준

 (단위: %, 명)

      구분
18점 이상

(건강)

17점 이하

(허약의심)
전체 (명) χ2-test

전체 58.4 41.6 100.0 (339)
간이영양평가 42.459***
  영양상태 양호 72.8 27.2 100.0 (202)
  영양불량+영양불량 위험 37.2 62.8 100.0 (137)
  (평균) (25.68) (23.21)   (24.65) (-7.411***)

주: * p<.05, ** p<.01, *** p<.001

〈표 3-42〉 구강상태별 건강수준

 (단위: %, 명)

      구분
18점 이상

(건강)

17점 이하

(허약의심)
전체 (명) χ2-test

전체 58.4 41.6 100.0 (339)
구강상태평가(GOHAI) 22.401***
  평균이상 67.0 33.0 100.0 (233)
  평균미만 39.6 60.4 100.0 (106)
  (평균) (56.06) (52.61)   (54.63) (-5.277***)

주: * p<.05, ** p<.01, *** p<.001

<표 3-43>은 사회  계별 건강수 에 한 분석결과이다. 가까운 

친구‧이웃이 있는 경우(63.4%), 일주일간 외출을 하는 경우(62.5%), 친

척‧친구‧이웃과 화 연락을 주 1회 이상 하는 경우(59.9%), 단체 모임

에 가입하고 있으면서(69.9%), 극 으로 활동하는 경우(74.5%) 유의

미한 수 에서 18  이상의 건강집단에 포함되어 건강수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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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 사회적 관계별 건강수준

 (단위: %, 명)

      구분
18점 이상

(건강)

17점 이하

(허약의심)
전체 (명) χ2-test

전체 58.4 41.6 100.0 (339)
자주 왕래하는 친척 2.339
  있음 60.9 39.1 100.0 (248)
  없음 51.6 48.4 100.0 ( 91)
가까운 친구, 이웃 5.353*
  있음 63.4 36.6 100.0 (205)
  없음 50.7 49.3 100.0 (134)
일주일간 외출 유무 8.229**
  있음 62.5 37.5 100.0 (264)
  없음 44.0 56.0 100.0 ( 75)
일주일간 외출 횟수 0.872
  주1회 미만 60.1 39.9 100.0 (153)
  주1회 이상 65.8 34.2 100.0 (111)
친구‧이웃이 찾아온 횟수 0.826
  주1회 미만 60.8 39.2 100.0 (171)
  주1회 이상 56.0 44.0 100.0 (168)
친척‧친구‧이웃 전화연락 4.706*
  주1회 미만 59.9 40.1 100.0 (317)
  주1회 이상 36.4 63.6 100.0 ( 22)
경로당(마을회관 등)이용 0.011
  주1회 이상 58.6 41.4 100.0 (263)
  전혀없음 57.9 42.1 100.0 ( 76)
단체모임가입 10.530***
  있음 69.9 30.1 100.0 (123)
  없음 51.9 48.1 100.0 (216)
단체모임 적극성 15.769***
  적극적 74.5 25.5 100.0 (110)
  적극적이지 않음 51.8 48.2 100.0 (222)
낮시간을 보내는 장소 0.206
  집 (혼자 지냄)  56.6 43.4 100.0 (106)
  그 외1) 59.2 40.8 100.0 (233)

주: 1) 그 외 장소로는 이웃집, 경로당(마을회관), 논, 밭 등의 일터 등이 포함됨.
   2)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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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인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노인의 건강수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 다. 본 분석의 종속변수는 건

강수 으로, 앞서 분석에서 사용된 신체기능상태 제한에서 18  이상(건

강노인)과 17  이하(허약의심노인) 집단을 구분하 다. 

독립변수로는 신체  기능상태 역에서 건강수 과 유의미한 계가 

있는 것으로 도출된 만성질환수, 우울증상, 악력, 한쪽다리들고서기, 

EQ-5D, 시력‧청력‧씹기능력, 낙상두려움이 포함된다. 건강실천행 에서

는 운동, 2km걷기, 수면시간, 숙면의 어려움, 수면의 충분정도, 양상

태(MNA) 변수가 포함되고, 사회  계에서는 가까운 친구‧이웃 유무, 

일주일간 외출 유무, 친척‧친구‧이웃 화연락, 단체‧모임 가입 유무 등

이다. 그 외 인구사회학  요인을 분석에 포함시켰으며, 연구의 분석틀

은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노인의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틀

신체적 기능상태
∙만성질환 수   ∙우울증상

∙악력         ∙한쪽다리 들고서기 

∙eq5d        ∙시력‧청력‧씹기 

∙낙상두려움

노인의 건강수준

⇕

신체기능제한 지표(점수)
∙건강 노인: 18점 이상

∙허약의심 노인: 17점 이하 

건강실천행위
∙운동           ∙2km걷기

∙수면시간        ∙숙면의 어려움 

∙수면의 충분정도  ∙영양(MNA)  

⇨

사회적 관계
∙가까운 친구‧이웃 유무

∙일주일간 외출 유무

∙친척‧친구‧이웃 전화연락

∙단체‧모임 가입 유무

인구사회학적 배경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가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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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 건강수준과 관련변수간의 관계에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구분

    18점 이상 건강(1) (對)

    17점 이하 (가칭)허약의심(0)

ModelⅠ ModelⅡ

￮ 종속변수: 건강수준 O O
￮ 독립변수

신체기능상태
  만성질환수 (2개 이하, 3개 이상) O O
  우울증상 (정상, 우울증상 있음) O O
  악력 (25kg 미만, 25kg 이상) O O
  한쪽다리 들고서기 (13초 미만, 13초 이상) O O
  EQ-5D (정상, 1개 이상 문제 있음) O O
  시력 (좋음, 나쁨) O O
  청력 (좋음, 나쁨) O O
  씹기능력 (좋음, 나쁨) O O
  낙상두려움 (두려움, 두렵지 않음) O O
건강실천행위
  운동 (함, 안함) O O
  2km걷기 (함, 안함) O O
  수면시간 (적정, 비적정) O O
  숙면 (불편, 불편하지 않음) O O
  수면의 충분정도 (충분, 충분하지 않음) O O
  영양상태(영양상태 양호, 영양 불량+위험) O O
사회적 관계
  가까운 친구‧이웃 유무 (있음, 없음) O O
  일주일간 외출 유무 (있음, 없음) O O
  친척‧친구‧이웃 전화연락 (주 1회 이상, 주 1회 미만) O O
  단체모임가입 (있음, 없음) O O
인구사회학적 배경
  성별 (남자, 여자) O
  연령 (60~85세) O
  결혼상태 (유배우, 무배우) O
  교육수준 (무, 초, 중졸 이상) O
  가구소득 (40만원, 40∼80만원 미만, 80만원 이상) O

주) “만성질환=3개 이상, 우울증상=있음, 악력=25kg 미만, 한쪽다리들고서기=13초 미만, EQ-5D=1개 이상 문제 있음, 
시력=나쁨, 청력=나쁨, 씹기=나쁨, 낙상 두려움=두려움, 운동=안함, 2km걷기=안함, 수면시간=비적정(5시간 이하, 
9시간 이상), 숙면=불편함, 수면의 충분정도=충분하지 않음, 영양상태=영양상태 불량+위험, 가까운 친구이웃유무=
없음, 일주일간 외출유무=없음, 친척친구이웃 전화 연락=주1회 미만, 단체모임 가입=없음, 성=여자, 결혼상태=무배

우, 교육수준=무학, 가구소득=40만원 이하”가 기준 집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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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Ⅰ]에서는 인구사회학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를 제시하고, 

[모델Ⅱ]에서는 인구사회학  요인을 추가하여 조정된 계를 악하고

자 하 다. 

<표 3-45>는 건강수 과 련변수간의 로지스틱회귀분석의 결과이다. 

먼  [모델Ⅰ]에서는 악력, EQ-5D, 시력, 운동, 양상태, 가까운 친구‧

이웃 유무가 건강수 과 유의미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악력이 25kg 이상인 경우 25kg 미만인 경우에 비하여 2.4

배정도 18  이상의 건강한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Q-5D에 아무 문제가 없이 정상인 경우에는 약 12.2배로 건강할 것

으로 측되었고, 시력이 좋은 경우 2.4배, 정기  운동을 할 때 약 2.5

배, 양상태가 양호한 경우 약 2배, 가까운 친구이웃이 있는 경우 2.1

배 정도 건강수 이 좋을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Ⅱ]에서는 악력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모델Ⅰ]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즉, EQ-5D, 시력, 운동, 양상태, 가까운 친구‧이웃 유무가 

건강수 과 유의미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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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5〉 건강수준과 관련 변수간의 관계에 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구분 18점 이상 건강(1) / 17점 이하 허약의심(0)

변수
ModelⅠ

Exp(B)

ModelⅡ

Exp(B)

신체기능상태

  만성질환수 2개 이하 0.809 0.788
  우울증상 정상 0.383 0.366
  악력 25kg 이상  2.409* 1.689
  한쪽다리 들고서기 13초 이상 1.656 1.357
  EQ-5D 정상   12.167***   13.154***
  시력 좋음  2.422*  2.528*
  청력 좋음 0.965 0.952
  씹기능력 좋음 1.246 1.156
  낙상두려움 두렵지 않음 1.564 1.551
건강실천행위

  운동 함  2.495*  2.491*
  2km걷기 함 1.564 1.388
  수면시간 적정 1.371 1.330
  숙면 불편하지 않음 1.139 1.195
  수면의 충분정도 충분 1.706 1.713
  영양상태 영양상태 양호  1.976†  1.976*
사회적 관계

  가까운 친구‧이웃 유무 있음  2.135*  2.267*
  일주일간 외출 유무 있음 1.697 1.617
  친척‧친구‧이웃 전화연락 주1회 이상 2.850 2.283
  단체모임가입 있음 0.929 0.819
인구사회학적 배경

  성별 남자 1.280
  연령 (60∼84세) 0.933
  결혼상태 유배우 0.759
  학력 초등학교졸업 1.353

중학교졸업 이상 2.878
  가구소득 40-80만원 미만 1.072

80만원 이상 1.016
N
df
X²

-2LL
 Nagelkerke R²

339
19

156.946***
224.323
0.568

339
26

163.590***
217.680
0.586

주) “만성질환=3개 이상, 우울증상=있음, 악력=25kg 미만, 한쪽다리 들고서기=13초 미만, EQ-5D=1개 이상 문제 있

음, 시력=나쁨, 청력=나쁨, 씹기=나쁨, 낙상 두려움=두려움, 운동=안함, 2km걷기=안함, 수면시간=비적정(5시간 이

하, 9시간 이상), 숙면=불편함, 수면의 충분정도=충분하지 않음, 영양상태=영양상태 불량+위험, 가까운 친구이웃 유

무=없음, 일주일간 외출 유무=없음, 친척친구이웃 전화 연락=주 1회 미만, 단체모임 가입=없음, 성=여자, 결혼상태

=무배우, 교육수준=무학, 가구소득=40만원 이하”가 기준 집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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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경우 성별에 따라 독특한 건강의 양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앞서 실시한 로지스틱 분석을 남녀를 구분하여 재분석을 실시하 다(표

3-46참조). 

분석결과, 남자의 경우 악력, EQ-5D, 운동, 2km걷기, 인구사회학  변

수에서는 연령, 학력이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 다. 세부 으로 악력이 

25kg 이상일 때 50~95배까지 건강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EQ-5D의 경우 모두 정상일 때, 13~88배까지 건강한 집단에 있을 확률로 

나타났다. 운동을 하는 노인이 안하는 노인에 비해 43~554배, 2km걷기를 

하면 약 13배 정도 건강한 집단에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EQ-5D, 씹기능력, 숙면, 양상태, 가까운 친구‧이웃 유

무가 유의미한 계를 가지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EQ-5D의 경우 정상

인 경우 약 16배, 씹기능력이 좋은 상태일 때 2.7~3배, 숙면을 취하는 

경우 3.2배, 양상태가 좋은 경우 2.3~2.5배, 가까운 친구‧이웃이 있는 

경우 4.5~4.6배 건강한 집단에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에 따라 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확연한 차

이를 보이며, 이에 따라 노인 건강 로그램 제안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

른 차이를 감안한 로그램 개발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남자노인의 경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하여 근력강화운동, 정기  운동 등의 신체활동 주의 로그램이 제

공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여자노인의 경우 정서  유   심리 인 

역을 강화할 수 있는 로그램이 필요하며, 균형잡힌 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양 련 로그램  구강건강을 유지를 한 로그램이 제공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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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6〉 성별 건강수준과 관련 변수간의 관계에 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구분
남자 여자

18점 이상(1) / 17점 이하(0) 18점 이상(1) / 17점 이하(0)

변수
Model1

Exp(B)

Model2

Exp(B)

Model1

Exp(B)

Model2

Exp(B)

신체기능상태

  만성질환수 2개 이하 5.533 2.161 0.897 0.871
  우울증상 정상 0.027 0.001 0.164 0.140
  악력 25kg 이상  50.202** 94.958* 1.321 0.955
  한쪽다리들고서기 13초 이상 3.235 1.575 1.923 1.790
  EQ-5D 정상  13.901**  88.372**   16.452***   16.800***
  시력 좋음 1.792   10.695 2.435 2.043
  청력 좋음 0.406 0.152 1.151 1.135
  씹기능력 좋음 0.221   0.056†   2.706†  3.006*
  낙상두려움 두렵지 않음 1.462 1.089 1.253 1.230
건강실천행위

  운동 함  42.987*  554.806* 2.090 1.983
  2km걷기 함  13.521† 9.047 1.991 2.025
  수면시간 적정 1.864 0.819 0.538 0.553
  수면불편 불편하지 않음 0.424 0.234   3.216† 2.935
  수면의 충분정도 충분 4.434 7.005 1.268 1.400
  영양상태 영양상태 양호 1.508 2.535   2.280†   2.479†
사회적 관계

  가까운 친구‧이웃 유무 있음 0.657 0.173   4.535**   4.610**
  일주일간 외출 유무 있음 4.375 3.030 0.767 0.781
  친척‧친구‧이웃 전화연락 주1회 이상 1.817 13.267 4.144 3.104
  단체모임가입 있음 2.104 1.706 0.901 0.736
인구사회학적 배경

  연령 (60∼84세)  0.646* 1.009
  결혼상태 유배우 0.876 0.973
  학력 초졸 2.598 2.013

중졸 이상  16.071† 1.757
  가구소득 40-80만원 미만 0.266 1.164

80만원 이상 0.869 1.068
N
df
X²

-2LL
 Nagelkerke R²

143
 19

    77.982***
 61.021
  0.685

143
 25

   93.173***
45.829
 0.778

196
 19

    91.275***
134.098
  0.571

196
 25

    93.230***
132.143
  0.580

주) “만성질환=3개 이상, 우울증상=있음, 악력=25kg 미만, 한쪽다리 들고서기=13초 미만, 시력=나쁨, 청력=나쁨, 씹기

=나쁨, 낙상 두려움=두려움, 운동=안함, 2km걷기=안함, 수면시간=비적정(5시간 이하, 9시간 이상), 숙면=불편함, 
수면의 충분정도=충분하지 않음, 영양상태=영양상태 불량+위험, 가까운 친구이웃 유무=없음, 일주일간 외출 유무=
없음, 친척친구이웃 전화 연락=주1회 미만, 단체모임 가입=없음, 성=여자, 결혼상태=무배우, 교육수준=무학, 가구소

득=40만원 이하”가 기준집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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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노인 건강수준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

본 에서는 상지  하지의 기능제한 수 에 따라 허약의심노인(17

 이하)과 건강한 노인(18  이상)으로 건강수 을 구분하고 2개 그룹

에 하여 응답노인의 특성에 따라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 응답노인의 일반  특성에 있어서는 성별, 연령별, 결혼상태, 교

육수 , 가구소득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구체 으로 여자노

인이, 연령 가 높을수록, 무배우상태일 때,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허약의

심노인일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신체기능상태 역에서는 만성질환 수, 우울증상 유무, 악력, 한

쪽다리 들고서기, EQ-5D, 시력, 청력, 씹기 능력, 낙상두려움의 9개 변

수에 따라 건강수 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세부 으로 만

성질병수가 3개 이상으로 많을수록, 우울증상이 있을 때, 악력( 신근력) 

 한쪽다리 들고서기(하지 근력  균형)수행 능력이 낮을 때, EQ-5D 

질문 문항(운동능력, 자기 리, 일상활동, 통증  불편, 불안  우울)에

서 1개라도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력, 청력, 씹기 능력이 나쁠 때, 낙상

두려움을 느낄 때 허약의심노인일 확률이 히 높았다. 특히 로지스틱 

분석에서는 EQ-5D 수 에 따른 건강수  구별이 뚜렷이 나타나, 재

도 많이 활용되는 지표인 EQ-5D를 향후에도 건강 측을 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단되어진다. 한 로지스틱 분석결과들에

서 시력과 씹기 능력에 한 유의성이 확인되어, 감각기능에 한 지속

인 리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다. 

셋째, 건강실천행 에 있어서는 운동, 2km걷기, 수면시간, 숙면, 수면

의 충분정도, 양상태의 6개 변수에 따라 건강수 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특히, 남녀 구분에 따른 로지스틱 분석결과에 나타나듯이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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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는 운동과 걷기 등의 신체활동이 매우 요한 변수로 나타났으

며, 여성노인에게는 양상태가 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노년기 운동 로그램이나, 양 리 로그램의 운 이 필요한 상

황이며, 서비스 제공시 노인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사회  계에서는 가까운 친구‧이웃 유무, 일주일간 외출 유무, 

친척‧친구‧이웃과 화연락, 단체 모임 가입의 4가지 변수가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까운 친구나 이웃이 없거나, 외출을 통

해 외부 을 하지 않거나, 화 연락, 단체나 모임에 가입이 없는 노

인들은 사회 으로 고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노인은 허약의

심노인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까운 친구나 이웃 유무에 

따른 건강수  차이는 여성노인에게서 더 유의미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로지스틱 분석 결과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노인에게는 정서  유 감이

나 심리 인 역을 강화할 수 있는 로그램의 제공이 건강증진에 더

욱 효과 일 것으로 상할 수 있었다. 

제3절 (가칭)허약의심노인 예측 지표의 개발 

(가칭)허약의심노인(the pre-frail elderly)의 조작  정의에 따라 일상

생활동작(ADL, IADL) 기능에는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지만, 

상‧하지의 신체  기능의 정도에 따라 건강노인과 (가칭)허약의심노인의 

구분하여 련 변수들과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를 (가

칭)허약의심 측지표로 개발하고자 하 다. 

먼  교차분석에서 신체  기능상태, 건강실천행 , 사회  계 역

등에서 건강수 과 유의미한 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변수는 19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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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즉, 신체기능상태에서는 만성질병수, 우울증상, 악력, 한쪽다리 

들고서기, EQ-5D, 시력, 청력, 씹기능력, 낙상 두려움 등 9개 변수이고, 

건강실천행 에서는 운동실천 여부, 2km걷기, 수면시간, 숙면, 수면의 충

분정도, 양상태(MNA) 등 6개 변수, 사회  계는 가까운 친구‧이웃 

유무, 일주일간 외출 유무, 친척‧친구‧이웃 화연락, 단체모임가입 등 4

개 변수를 선정하 다.

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계로 도출된 19개 변수와 상하지 기능상

태 제한 정도에 따라 구분한 건강수 과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5개 

변수에 하여 유의미한 결과로 밝 졌다. 련 변수는 신체기능상태에서 

2개 항목(EQ-5D, 시력), 건강실천행 에서 2개 항목(운동과 양상태), 

사회  계 역에서 1개 항목(가까운 친구‧이웃 유무) 등이다. 

이러한 교차분석을 통해 선정된 19개 항목은 (가칭)허약의심노인 측 

지표(안)의 표 형(Normal Form)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선정된 5개 

항목은 단축형(Short Form)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표 3-47 참조). 

한편 측 지표로 선정된 19개의 개별 변수에 하여 일반 으로 건

강하다고 표 되거나 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0으로, 그 반 의 경우, 

즉 건강하지 않거나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1 으로 수를 

재부호화 하 다. 따라서 19개 변수에 모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총  

19 이 되며, 모두 이상이 없는 정 인 상태의 경우 0 인 수 체계

를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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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7〉 (가칭)허약의심노인 예측 지표(안) 

2012년도 특정 농촌지역 사례조사 분석결과

표준형(Normal Form, 19개 항목) 단축형(Short Form, 5개 항목)
 신체기능상태(9개 항목) 신체기능상태(2개 항목)

   만성질환수  -
   우울증상  -
   악력  -
   한쪽다리 들고서기  -
   EQ-5D EQ-5D
   시력 시력

   청력  -
   씹기능력  -
   낙상 두려움  -
 건강실천행위(6개 항목) 건강실천행위(2개 항목)

   운동 운동

   2km걷기  -
   수면시간  -
   숙면  - 
   수면의 충분정도  -
   영양상태(주관적 영양‧건강 상태 포함) 영양상태(주관적 영양‧건강 상태 포함)
 사회적 관계(4개 항목) 사회적 관계(1개 항목)

   가까운 친구‧이웃 유무 가까운 친구‧이웃 유무

   일주일간 외출 유무 -
   친척‧친구‧이웃 전화연락 -
   단체모임 가입 -

본 분석데이터를 통하여 19개 지표를 수화한 결과, 19개 지표에 모

두 해당하는 사례는 없었고, 0 에서 14 까지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앞

서 분석에 사용한 건강수 (신체기능제한 수에 따라 건강은 18  이

상, 허약의심은 17  이하)별 빈도분석 결과는 <표 5-2>  [그림 5-1]

과 같다.

 [그림 5-1]에 의하면, 허약의심(17  이하)과 건강(18  이상)의 꺽

은 선이 교차하는 지 인 8 까지의 수가 단 포인트로 할 것으

로 단된다. 따라서 19개의 지표  8개 이상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가칭)허약의심노인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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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8〉 19개 지표의 점수화에 따른 절단점 빈도표
(단위 : 명, %) 

점수
건강수준 분류

전체
(가칭)허약의심노인(17점 이하) 건강노인(18점 이상)

 0 0 (  0.0) 3 (  1.5) 3 (  1.0) 
 1 0 (  0.0) 7 (  3.6) 7 (  2.4)
 2 0 (  0.0) 21 ( 10.8) 21 (  7.1)
 3 4 (  3.9) 30 ( 15.5) 34 ( 11.5)
 4 1 (  1.0) 32 ( 16.5) 33 ( 11.1)
 5 5 (  4.9) 26 ( 13.4) 31 ( 10.5)
 6 9 (  8.8) 25 ( 12.9) 34 ( 11.5)
 7 11 ( 10.8) 20 ( 10.3) 31 ( 10.5)
 8 18 ( 17.6) 10 (  5.2) 28 (  9.5)
 9 15 ( 14.7) 13 (  6.7) 28 (  9.5)
10 13 ( 12.7) 3 (  1.5) 16 (  5.4)
11 10 (  9.8) 1 (  0.5) 11 (  3.7)
12 8 (  7.8) 2 (  1.0) 10 (  3.4)
13 3 (  2.9) 0 (  0.0) 3 (  1.0)
14 5 (  4.9) 1 (  0.5) 6 (  2.0)

전체 102 (100.0) 194 (100.0) 296　(100.0)

 

주: 1) 일상생활동작(ADL, IADL) 기능에는 전혀 어려움 없이 수행하는 296명을 상으로 분석.

〔그림 3-3〕 19개 지표의 점수화에 따른 건강수준별 점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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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방법으로 단축형(Short Form)에 한 수 분포를 확인하면 

<표 3-49>  [그림 3-4]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3-4]에 의하면, 허약

의심(17  이하)과 건강(18  이상)의 꺽은 선이 교차하는 지 인 3 이 

단 포인트로 할 것으로 단되며, 단축형(Short Form) 5개의 지

표  3개 이상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가칭)허약의심으로 정할 수 있

을 것으로 단된다.  

〈표 3-49〉 5개 지표의 점수화에 따른 절단점 빈도표
(단위 : 명, %) 

점수
건강수준 분류

전체
(가칭)허약의심노인(17점 이하) 건강노인(18점 이상)

 0 0 (  0.0) 27 ( 13.6) 27 (  8.0) 
 1 5 (  3.5) 70 ( 35.4) 75 ( 22.1)
 2 31 ( 22.0) 52 ( 26.3) 83 ( 24.5)
 3 49 ( 34.8) 37 ( 18.7) 86 ( 25.4)
 4 42 ( 29.8) 10 (  5.1) 52 ( 15.3)
 5 14 (  9.9) 2 (  1.0) 16 (  4.7)

전체 141 (100.0) 198 (100.0) 339 (100.0)
 주: 1) 일상생활동작(ADL, IADL) 기능에는 전혀 어려움 없이 수행하는 339명을 상으로 분석.

〔그림 3-4〕 5개 지표의 점수화에 따른 건강수준별 점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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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특정 농촌지역 노인의 기능상태 변화  

  1. 특정 농촌지역 노인의 기능상태 

본 연구에서는 특정 농 지역 노인의 건강실태를 악하기 하여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동일 상을 심으로 건강실태를 조사하

다. 2011년 조사완료자 278명  2012년에 연속 으로 조사완료한 상

자는 224명이고, 미응답자는 54명이다.4)

2012년도 응답자의 신체  기능상태는 ADL과 IADL에 모두 제한이 

없는 비율이 63.7%이고, ADL 는 IADL에 장애가 있는 비율은 

31.7%이며, ADL과 IADL에 모두 제한을 받는 비율이 4.5%이다. 

2011년과 비교하면 ADL과 IADL에 모두 제한이 없는 비율이 7.5%p 

더 낮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50〉 특정 농촌지역 조사응답자의 신체적 기능상태(2011년 및 2012년)

(단위: %, 명)

신체적 기능상태

   2012년 2011년

(1차 응답자)전체 1차 응답자 2차 응답자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전체 100.0(532) 100.0(227) 100.0(305) 100.0(278)

  ADL 정상 + IADL 정상 63.7(339) 62.1(141) 64.9(198) 71.2(198)

  ADL 장애 또는 IADL 장애 31.7(169) 33.0( 75) 30.8( 94) 27.0( 75)

  ADL 장애 + IADL 장애  4.5( 24)  4.8( 11)  4.3( 13)  1.8(  5)

4) 2012년도 조사 미응답 이유로는 조사 당일 외부 출타  31명, 거동불편(수술로 인한 거

동불편 1인 포함) 9명,  85세 이상으로 2차 조사 상에서 제외 7명,  사망 4명, 시설입

소  병원 입원 2명, 거주지 이동 1명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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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과 2012년에 연속 으로 조사에 응답한 224명에 한 신체  

기능상태의 변화를 보면 <표 3-51>과 같다. 2011년도에 ADL과 IADL

에 제한이 없는 71.5% 에서 46.0%는 계속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

나, 25.5%는 ADL 는 IADL에 제한이 있거나, 둘 다 제한을 받고 있

었다. 반면, 2011년도에 ADL 는 IADL에 제한이 있었으나 2012년

에는 건강한 노인은 15.6%로 나타났다. 

   

〈표 3-51〉 2011년과 2012년 연속 응답자의 신체적 기능상태 변화 

(단위: %, 명)

  2011년 신체적 기능상태   2012년 신체적 기능상태 비율 빈도

전체  100.0 224

ADL 정상 + IADL 정상 ADL 정상 + IADL 정상 46.0 103

ADL 장애 또는 IADL 장애 25.5  57

   소계 71.5 160

ADL 장애 또는  IADL 장애 ADL 정상 + IADL 정상 15.6  35

ADL 장애 또는 IADL 장애 12.9  29

   소계 28.5  64

  2. 2011년과 2012년 연속응답자의 기능상태 변화 

2011년과 2012년 연속 으로 조사에 응답한 224명  2011년 분석

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IADL)에 제한이 없었던 160명(71.5%)

를 상으로 2012년에도 계속 기능상태를 정상으로 유지한 그룹과 기능 

장애가 발생한 그룹을 구분하여 Chi-square test를 실시하여 집단 간 차

이의 유의성을 검증하 다.  

노인 일반특성별 신체  기능상태 변화 분석 결과, 남자일 때, 교육수

이 높을수록, 노인만 사는 가구일 때, 기능상태를 정상으로 유지한 집

단의 비율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에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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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72.6%)가 여자(59.2%)보다 정상

유지 집단의 비율이 더 높았고, 교육수 별로는 무학(52.6%)보다는 

졸(66.7%)이, 졸보다는 졸 이상(86.4%)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 정

상유지 비율이 더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다(p<0.05). 가구유형별로는 노

인가구(67.6%)의 경우가 다른 가족과 함께 사는 기타유형(42.9%)에 비

해 정상유지를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 연령 , 결혼상태,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3-52〉 노인의 일반특성별 신체적 기능상태 변화

(단위: %, 명)
      구분 정상유지 기능장애발생 전체 (명) χ2-test

전체 64.4 35.6 100.0 (160)
성 2.972†
  남자 72.6 27.4 100.0 ( 62)
  여자 59.2 40.8 100.0 ( 98)
연령 0.222
  60∼64세 70.0 30.0 100.0 ( 10)
  65∼74세 65.0 35.0 100.0 ( 80)
  75∼84세 62.9 37.1 100.0 ( 70)
결혼상태 1.163
  유배우 67.7 32.3 100.0 ( 96)
  무배우1) 59.4 40.6 100.0 ( 64)
교육수준 8.251*
  무학 52.6 47.4 100.0 ( 57)
  초등학교 66.7 33.3 100.0 ( 81)
  중학교 이상 86.4 13.6 100.0 ( 22)
가구유형 4.880*
  노인가구2) 67.6 32.4 100.0 (139)
  기타유형3) 42.9 57.1 100.0 ( 21)
가구소득 0.100
  40만원 미만 62.9 37.1 100.0 ( 62)
  40∼80만원 미만 65.1 34.9 100.0 ( 63)
  80이상 65.7 34.3 100.0 ( 35)

주: 1) 미혼, 사별, 이혼, 별거 및 기타 사유

   2) 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노인+노인부모 가족형태

   3) 부/모+미혼자녀, 확 가족(기혼자녀와 동거), 방계가족(형제‧자매와 동거) 등 기타 가족형태

   4) †p<.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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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3-53>은 만성질환, 우울증상, 인지기능상태별 신체  기능

변화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만성질환이 2개 이하인 집단(67.2%)이  

3개 이상(50.0%)보다 정상 유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0.1), 

우울증상의 경우 정상인 집단(67.4%)이 우울증상이 있는 집단(42.1%)

보다 정상유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지기능상태별로는 집

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3-53〉 만성질환, 우울증상, 인지기능 상태별 기능상태 변화

(단위: %, 명)

      구분 정상유지 기능장애발생 전체 (명) χ2-test

전체 64.4 35.6 100.0 (160)
만성질환 수 2.797†
  2개 이하 67.2 32.8 100.0 (134)
  3개 이상 50.0 50.0 100.0 ( 26)
우울증상 4.662*
  정상 67.4 32.6 100.0 (141)
  우울증상 있음 42.1 57.9 100.0 ( 19)
인지기능상태 0.145
  정상 63.9 36.1 100.0 (147)
  치매증상 있음 69.2 30.8 100.0 ( 13)

주: †p<.1, * p<.05, ** p<.01, *** p<.001

다음은 신체기능 상태별 기능상태변화에 하여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신체기능 상태를 확인하기 해 악력과 한쪽다리 들고서기, 30  동안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를 실시한 결과, 정상을 유지한 집단과 기능장애가 

발생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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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4〉 신체기능상태별 기능상태 변화

(단위: %, 명)

      구분 정상유지 기능장애발생 전체 (명) χ2-test

전체 64.4 35.6 100.0 (160)
악력 0.126
  25kg 미만 65.4 34.6 100.0 ( 78)
  25kg 이상 68.2 31.8 100.0 ( 66)
한쪽다리 들고서기 1.453
  13초 미만 62.9 37.1 100.0 ( 62)
  13초 이상 72.6 27.4 100.0 ( 73)
30초 동안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0.863
  10회 이하 61.6 38.4 100.0 ( 73)
  11회 이상 69.0 31.0 100.0 ( 71)

주: 1) 악력 및 한쪽다리 들고서기는 수행가능 여부 체크 후 2회씩 실시하였고, 이 중 최고치를 활용하였음. 30초 동안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는 수행가능 여부 체크 후 1회 실시하였음.  
   2) BMI 지수: 체질량지수로 몸무게(kg)/ [신장(cm)]²
   3) * p<.05, ** p<.01, *** p<.001

반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EQ-5D의 5개 문항에 모두 정상이라고 

응답한 집단과 1개 문항 이상에서 문제 있음을 호소한 집단 간에는 기

능상태 변화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p<0.05). 

EQ-5D에 있어 모두 정상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74.6%로, 1개 이상 

문제 있다(57.7%)로 응답한 집단보다 정상유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5〉 전반적 건강상태(EQ-5D)별 기능상태 변화

(단위: %, 명)

      구분 정상유지 기능장애발생 전체 (명) χ2-test

전체 64.4 35.6 100.0 (160)
EQ-5D 4.740*
  모두 정상 74.6 25.4 100.0 ( 63)
  1개 이상 문제 있음 57.7 42.3 100.0 ( 97)

주: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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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능상태로써 시력, 청력, 씹기 상태에 따른 기능상태 변화 집단간 

차이에서는 청력과 씹기 상태에 따라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정상유지 집단의 비율을 비교하면 청력이 좋은 노인은 67.7%, 나쁜 

노인 50.0%로 나타났고, 씹기 상태가 좋은 경우 75.3%, 나쁜 경우 

53.2%로 나타나서, 청력이 좋을수록, 씹기상태가 좋을수록 기능상태를 

정상 유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56〉 시력‧청력‧씹기 상태별 기능상태 변화

(단위: %, 명)
      구분 정상유지 기능장애발생 전체 (명) χ2-test

전체 64.4 35.6 100.0 (160)
시력 1.218
  좋음 66.7 33.3 100.0 (123)
  나쁨 56.8 43.2 100.0 ( 37)
청력 3.327†
  좋음 67.7 32.3 100.0 (130)
  나쁨 50.0 50.0 100.0 ( 30)
씹기상태 8.551**
  좋음 75.3 24.7 100.0 ( 81)
  나쁨 53.2 46.8 100.0 ( 79)

주: * p<.05, ** p<.01, *** p<.001

신체  기능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로 낙상 경험에 따른 건강수 의 차

이를 분석한 결과, 기능상태 변화와 련 있는 변수는 낙상 두려움으로 

나타났다. 

낙상 두려움에 하여 두렵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의 정상유지 비율은  

73.0%로, 두렵다고 느끼는 집단 57.0%에 비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었

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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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7〉 낙상 경험에 따른 기능상태 변화

(단위: %, 명)
      구분 정상유지 기능장애발생 전체 (명) χ2-test

전체 64.4 35.6 100.0 (160)
 지난 1년간 낙상경험1) 0.774
  예(있음) 57.1 42.9 100.0 ( 28)
  아니오(없음) 65.9 34.1 100.0 (132)
치료가 필요한 낙상 경험2) 0.050
  예(있음) 58.8 41.2 100.0 ( 17)
  아니오(없음) 54.5 45.5 100.0 ( 11)
낙상으로 인한 골절여부3) 0.084
  예(있음) 55.6 44.4 100.0 (  9)
  아니오(없음) 62.5 37.5 100.0 (  8)
낙상 두려움 4.438*
  두려움 57.0 43.0 100.0 ( 86)
  두렵지 않음 73.0 27.0 100.0 ( 74)

주: 1) 노인의 기억에 의존하여 응답을 이끌어 내었으므로, 비교적 기억에 남는 낙상만 보고되었을 가능성 있음.
   2) 지난 1년간 낙상경험에 ‘예’로 응답한 사람에 하여 분석

   3) 치료가 필요한 낙상 경험에 ‘예’로 응답한 사람에 하여 분석

   4) * p<.05, ** p<.01, *** p<.001

다음은 건강실천행  련 변수(흡연, 음주, 정기  운동, 2km걷기, 독

감 방 종  건강검진, 수면, 양)와 기능상태변화 집단간 교차분석 결

과이다. 

<표 3-58>에서는 지난 3년간 독감 방 종 변수만이 유의미한 수

에서 기능상태 변화 차이를 보 는데, 방 종을 한 집단이 66.0%로, 

안한 집단 28.6%보다 정상유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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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8〉 건강실천행위에 따른 기능상태 변화

(단위: %, 명)
      구분 정상유지 기능장애발생 전체 (명) χ2-test

전체 64.4 35.6 100.0 (160)
흡연 0.435
  경험 67.9 32.1 100.0 ( 53)
  비경험 62.6 37.4 100.0 (107)
음주 0.238
  경험 66.7 33.3 100.0 ( 63)
  비경험 62.9 37.1 100.0 ( 97)
음주빈도 0.450
  주2회 이상 60.7 39.3 100.0 ( 28)
  주1회 이하 70.6 29.4 100.0 ( 17)
운동 0.792
  함 69.2 30.8 100.0 ( 52)
  안함 62.0 38.0 100.0 (108)
2km걷기 1.669
  함 68.4 31.6 100.0 ( 95)
  안함 58.5 41.5 100.0 ( 65)
지난 3년간 독감 예방접종 4.092*
  함 66.0 34.0 100.0 (153)
  안함 28.6 71.4 100.0 (  7)
지난 2년간 건강검진 0.688
  함 65.5 34.5 100.0 (142)
  안함 55.6 44.4 100.0 ( 18)

주: * p<.05, ** p<.01, *** p<.001

다음 <표 3-59>는 건강실천행  변수  수면과 련하여, 수면시간, 

습  낮잠유무, 숙면, 수면의 충분정도에 따른 기능상태변화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숙면에 불편함이 없을 때(72.4%)와 

수면이 충분하다고 인식한 집단(71.1%)이 정상유지 비율이 높게 나타났

다. 1년간 양질의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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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9〉 수면 습관별 기능상태 변화

(단위: %, 명)

      구분 정상유지 기능장애발생 전체 (명) χ2-test

전체 64.4 35.6 100.0 (160)
수면시간 2.265
  적정(6~8시간) 57.6 42.4 100.0 ( 66)
  비적정 69.1 30.9 100.0 ( 94)
습관적 낮잠 0.003
  예 63.6 36.4 100.0 ( 11)
  아니오 64.4 35.6 100.0 (149)
숙면 7.189**
  불편 51.6 48.4 100.0 ( 62)
  불편하지 않음 72.4 27.6 100.0 ( 98)
수면의 충분 정도 9.715**
  충분 71.1 28.9 100.0 (121)
  충분하지 않음 43.6 56.4 100.0 ( 39)

주: * p<.05, ** p<.01, *** p<.001

양상태과 구강상태에 따른 기능상태 변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정상유지한 집단에서 양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비율이 71.4%로 

양불량  양불량 험 집단(56.6%)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구강상태에 있어서도 GOHAI 수 평균 이상인 집단에서 기능상태 정상을 

유지한 비율이 71.9%로 평균 미만 53.1%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60〉 영양상태 및 구강상태별 기능상태 변화

(단위: %, 명)
      구분 정상유지 기능장애발생 전체 (명) χ2-test

전체 64.4 35.6 100.0 (160)
간이영양평가 3.836*
  영양상태 양호 71.4 28.6 100.0 ( 84)
  영양불량+영양불량 위험 56.6 43.4 100.0 ( 76)
구강상태평가(GOHAI) 5.887*
  평균 이상 71.9 28.1 100.0 ( 96)
  평균 미만 53.1 46.9 100.0 ( 64)

주: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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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은 사회  계별 기능상태 변화에 한 분석결과이다. 친

구‧이웃이 찾아온 횟수가 주 1회 이상일 때(70.6%), 화연락을 주 1회 

이상 하는 경우(66.9%), 낮시간을 이웃집, 경로당 등에서 교류를 하며 

보내는 사람(69.3%)이 기능상태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비율이 각각 기능

장애 발생집단에 비하여 높은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표 3-61〉 사회적 관계별 기능상태 변화

(단위: %, 명)
      구분 정상유지 기능장애발생 전체 (명) χ2-test

전체 64.4 35.6 100.0 (160)
자주 왕래하는 친척 0.384
  있음 62.9 37.1 100.0 (116)
  없음 68.2 31.8 100.0 ( 44)
가까운 친구‧이웃 2.084
  있음 69.3 30.7 100.0 ( 88)
  없음 58.3 41.7 100.0 ( 72)
일주일간 외출 유무 1.647
  있음 67.2 32.8 100.0 (119)
  없음 56.1 43.9 100.0 ( 41)
일주일간 외출 횟수 0.290
  주1회 이하 69.8 30.2 100.0 ( 53)
  주2회 이상 65.2 34.8 100.0 ( 66)
친구‧이웃이 찾아온 횟수 3.052†
  주1회 미만 57.3 42.7 100.0 ( 85)
  주1회 이상 70.6 29.4 100.0 ( 75)
친척‧친구‧이웃 전화연락 3.513†
  주1회 미만 44.4 55.6 100.0 ( 18)
  주1회 이상 66.9 33.1 100.0 (142)
경로당(마을회관 등) 이용 0.004
  주1회 이상 64.5 35.5 100.0 (110)
  전혀 없음 64.0 36.0 100.0 ( 50)
단체모임 가입 0.132
  있음 62.5 37.5 100.0 ( 56)
  없음 65.4 34.6 100.0 (104)
단체‧모임 적극성 0.035
  적극적 63.3 36.7 100.0 ( 49)
  적극적이지 않음 64.8 35.2 100.0 (108)
낮시간을 보내는 장소 2.905†
  집(혼자 지냄)  55.9 44.1 100.0 ( 59)
  그 외1) 69.3 30.7 100.0 (101)

주: 1) 그 외는 이웃집, 경로당, 논, 밭 등의 일터 등이 포함됨.  
   2) †p<.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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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신체적 건강수준별 노인집단의 
현황 분석: 

본 장에서는 국조사인 ｢2011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신

체기능 제한상태’에 따라 노인의 건강수 을 분류하고, 건강수 별 노인

일반사항, 건강생활행태, 건강상태  사회참여 실태를 분석하 다. 

제1절 신체적 건강수준별 노인집단 구분 

2011년 국 노인실태조사 자료에서 사용한 ‘신체기능 제한상태’에 

한 지표로 6개의 문항이 사용되었다(표 4-1 참조). 사용된 변수의 신뢰도

를 분석한 결과, 6개 문항 체의 신뢰도 계수는 0.880으로 신뢰성이 높

고, 각 세부 항목의 항목 합성(Cronbach's α 용)은 각 항목이 삭제된 

경우 신뢰도 계수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6개 지표를 모두 선택하여 노

인의 건강수 을 분류하 다.

〈표 4-1〉 신체기능 제한 상태 관련 변수의 신뢰도 통계량(2011년 노인실태조사)  

 전체 

Cronbach's 알파값
 세부 항목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알파값

0.880

운동장 한바퀴(400m) 정도 뛰기 0.879
운동장 한바퀴(400m) 정도 걷기 0.845
쉬지 않고 10계단 오르기 0.837
몸을 구부리거나, 쭈그리거나, 무릎 꿇기 0.856
머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손을 뻗쳐서 닿게 하기 0.878
쌀1말(8kg) 정도의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옮기기 0.858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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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능 제한 노인 및 허약노인(16점 이하) ――――――→ ← 허약의심노인(17～21점) →  ← 건강 노인 →

노인건강수  분류를 한 단 은 6개 항목의 총 (24 ) 분포에서 

우선 ADL 는 IADL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기능제한노인으로 분류하

고,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제한은 없으나 16  이하는 허약노인, 17~21

은 허약의심노인, 22  이상은 건강노인으로 분류하 다. 이 분류에 의하

면 기능제한노인  허약노인의 퍼센트는 21.6%이고, 허약의심노인

은 37.0%, 건강노인은 41.4%의 분포를 보 다(그림 4-1, 표 4-2 참조). 

〔그림 4-1〕 2011년 노인실태조사 자료의 신체기능제한 점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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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표 4-2 참조>

〈표 4-2〉 (가칭)허약노인 절단점 빈도표(2011년 전국조사) 

(단위: 명, %)
점수 빈도 비율 누적퍼센트 점수 빈도 비율 누적퍼센트

6    53   0.5   0.5 16   439   4.2  21.6
7    47   0.4   0.9 17   656   6.2  27.8
8    67   0.6   1.6 18   666   6.3  34.1
9    61   0.6   2.2 19   835   7.9  42.1
10   116   1.1   3.3 20   838   8.0  50.1
11   167   1.6   4.8 21   894   8.5  58.6
12   234   2.2   7.1 22 1,396  13.3  71.8
13   250   2.4   9.5 23 1,618  15.4  87.2
14   390   3.7  13.2 24 1,342  12.8 100.0
15   443   4.2  17.4 전체 10,511 100.0 100.0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을 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무응답자 33명을 제외함. 
     2) 6개 동작에 한 어려움 정도를 1점(전혀 할수 없다)~4점(전혀 어렵지 않다)으로 재부호화 하여 계산한 점수임.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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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노인의 일반특성별 건강수준

  

앞 의 신체  건강수  분류에 의하여 ｢2011년 노인실태조사｣ 응답

노인의 건강수 을 살펴보면 <표 4-3>과 같다. 체 노인  건강노인이 

40.4%, (가칭)허약의심노인 33.3%, (가칭)허약노인 12.3%, 장애노인 

14.0% 등 4개의 집단으로 분류된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건강노인이 

59.2%, 허약의심노인 25.1%, 허약노인 5.2%, 기능제한노인 10.4% 고, 

여자는 건강노인이 26.2%, 허약의심노인 39.5%, 허약노인 17.6%, 기능

제한노인 16.7% 등으로 남자의 건강수 이 여자보다 더 좋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을수록 건강한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연령이 

많을수록 허약노인과 기능제한 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80세 미만에서는 

건강노인의 비율이 65∼69세는 58.5%, 70∼74세 44.3%, 75∼79세 

29.8% 등으로 연령계층간 약 15%p 차이를 보 고, 75세 이상에서는 기

능제한노인 비율이 격히 증가하여 75∼79세 15.7%에서 80∼84세는 

25.7%, 85세 이상은 43.7%등으로 연령계층간 10∼20%p 차이를 보 다. 

허약의심노인의 비율은 70세 이상에서 비슷한 수 이었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건강한 노인의 비율 49.0%로 무

배우노인(22.6%) 보다 상 으로 높은 수 이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허약의심, 허약, 기능제한 노인의 비율 각각 상 으로 더 높았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건강노인이, 독거노인의 경우 허

약의심노인  허약노인, 자녀동거의 경우 기능제한 노인의 비율이 각각 

상 으로 더 높았고,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이었다.   

교육수 별로는 교육수 이 높을수록 건강노인의 비율이 더 높고, 허약

의심, 허약노인  기능제한노인의 비율이 낮은 일정한 경향성을 보 다. 

재 취업여부별로는 취업 인 노인의 경우 건강한 노인의 비율 

54.1%로 미취업노인(33.4%) 보다 상 으로 높은 수 이었고, 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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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경우 허약의심, 허약, 기능제한 노인의 비율 각각 상 으로 더 

높았다.  

〈표 4-3〉 노인의 일반적 특성별 신체적 건강수준(2011년 전국조사) 

                      (단위: %, 명)
      구분 건강 허약의심 허약 기능제한   계 (명) χ2-test

성별 

  남자 59.2 25.1  5.2 10.4 100.0 ( 4,540) 1252.1***
  여자   26.2 39.5 17.6 16.7 100.0 ( 5,975)

연령 

  65~69세 58.5 27.4  7.5  6.6 100.0 ( 3,143) 1473.6***
  70~74세 44.3 34.2 11.4 10.1 100.0 ( 3,219)

  75~79세 29.8 39.1 15.4 15.7 100.0 ( 2,382)

  80~84세 19.3 36.6 18.4 25.7 100.0 ( 1,157)

  85세 이상 8.5 30.2 17.6 43.7 100.0 (  613)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49.0 31.1  9.1 10.8 100.0 ( 7,104) 770.5***
  배우자 없음  22.6 37.9 19.0 20.5 100.0 ( 3,410)

가구형태

  노인독거 23.8 38.8 20.6 16.8 100.0 ( 2,076) 511.5***
  노인부부 48.3 31.9  9.4 10.3 100.0 ( 5,106)

  자녀동거 37.3 32.6 11.8 18.3 100.0 ( 2,845)

  기타 46.6 28.7  9.9 14.8 100.0 (  485)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3.1 35.6 20.4 30.9 100.0 ( 1,143) 1629.8***
  무학(글자해독) 21.9 40.3 19.9 18.0 100.0 ( 2,176)

  초등학교 39.5 37.2 10.9 12.4 100.0 ( 3,735)

  중‧고등학교 58.9 25.7  7.3  8.1 100.0 ( 2,727)

  전문 학 이상  73.9 17.9  2.9  5.3 100.0 (  733)

현 취업

  취업중 54.1 32.3  8.9  4.7 100.0 ( 3,557) 633.5***
  미취업 33.4 33.8 14.0 18.7 100.0 ( 6,957)

계 40.4 33.3 12.3 14.0 100.0 (10,514)

(명) (4,251) (3,504) (1,291) (1,469)      -    -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건강수준분류가 가능한 10,514명을 분석 상으로 하였고,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 

     2) * p<0.05, ** p<0.01, *** p<0.00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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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건강수준별 건강상태

 <표 4-4>는 건강수 별 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동년배와 비교

한 주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건강노인의 경우 ‘건강한 편’이라는 응

답이 62.7%인데 비하여 허약의심노인은 28.5%, 허약노인 18.3%, 기능

제한노인 14.6%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한편 ‘건강이 나쁜 편’이라

는 응답은 건강노인은 12.8%인데 비하여 허약의심노인은 40.8%, 허약

노인 59.8%, 기능제한노인 65.2% 등으로 건강수 이 나쁠수록 주  

건강상태도 일정하게 더 나쁘게 평가하 다. 

본인이 인지한 만성질병수를 살펴보면, 건강노인의 경우 만성질병이 없

다는 응답이 21.0%, 1개가 27.5%, 2개 25.3%, 3개 이상 26.2% 등으로 

3개 이상의 복합 만성질환 비율이 약 1/4정도인데 반하여, 허약의심노인

은 54.7%, 허약노인 60.3%, 기능제한노인 68.3% 등으로 건강하지 않은 

세집단의 경우 3개 이상 복합만성질환율이 매우 높은 수 이었다.  

한편 만성질병 종류별 유병률을 비교하면, 고 압의 경우 건강노인의 

유병률은 46.7%인데 비하여 건강하지 못한 3개 집단의 경우 유병률이 

약 60% 고, 뇌졸  유병률의 경우 허약노인은 6.7%인데 반하여 기능제

한노인의 경우 19.3%로 약 3배 정도 더 높았다.

건강노인의 경우 당뇨병(16.1%), 골다공증(7.6%), 요통‧좌골신경통

(10.9%) 등의 유병률이 각각 20% 미만인 반면, 건강하지 않은 3개 집

단의 경우 그 유병률이 각각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 골 염‧류마티즘 염 유병률은 건강노인은 20.6%인데 비

하여 허약의심노인은 51.2%, 허약노인 61.4%, 기능제한노인 53.7% 등

으로 신체  건강수 이 나쁠수록 그 유병률이 50%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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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신체적 건강수준별 건강상태(2011년 전국조사)

                      (단위: %, 명)
      구분 건강 허약의심 허약 기능제한 전체 χ2-test

주관적 건강상태(동년배 비교) 

  (매우) 건강한 편이다   62.7 28.5 18.3 14.6 39.1 2378.6***
  그저 그렇다 24.6 31.2 21.9 20.2 25.8

  건강이 (매우) 나쁜 편이다 12.8 40.3 59.8 65.2 35.1

만성질병 수

  없음 21.0  4.3  2.6  3.7 10.8 1632.5***
  1개 27.5 15.6 13.1  9.3 19.2

  2개 25.3 25.4 24.0 18.8 24.3

  3개 이상  26.2 54.7 60.3 68.3 45.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251) (3,504) (1,291) (1,469) (10,514)

만성질병 종류별 유병률  

  고혈압 46.7 59.0 61.1 63.2 54.9 201.3***
  뇌졸중(중풍)  3.3  7.4  6.7 19.3  7.3 408.9***
  고지혈증 12.3 14.9 15.7 14.7 13.9  16.2**
  협심증, 심근경색증  7.7 13.2 13.2 15.9 11.4 104.3***
  당뇨병 16.1 22.2 22.0 28.0 20.5 108.9***

  골관절염, 류마티즘 관절염 20.6 51.2 61.4 53.7 40.4
1207.0**

*
  골다공증  7.6 21.5 30.3 24.3 17.4 521.0***
  요통, 좌골신경통 10.9 24.1 29.6 27.6 19.9 386.8***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1.2  2.4  2.1  4.0  2.1 44.5***
  악성신생물(암)  3.2  3.5  3.3  4.6  3.5 6.1

  위 십이지장 궤양, 위염  9.1 12.3 13.5 11.7 11.1 30.3***
  ( 상자수) (4,251) (3,504) (1,291) (1,469) (10,514)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건강수준분류가 가능한 10,514명을 분석 상으로 하였고,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 

     2) * p<0.05, ** p<0.01, *** p<0.00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표 4-5>는 건강수 별 의료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건강노인의 

경우 의사처방 복용약의 개수가 1개인 경우 30.7%, 2개 24.7%, 3개 이

상 17.8%이고, 허약의심노인의 경우 1개인 경우 21.6%, 2개 29.8%, 3

개 이상 38.9% 등으로 건강수 이 나쁠수록 처방약을 복용하는 개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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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았다.

한편 지난 2주간 병원, 의원, 보건(지)소, 한의원 등 의료기 을 1회 

이상 찾은 비율을 비교하면, 건강노인은 약 44.0%인데 비하여 허약의심

노인은 64.7%, 허약노인 69.6%, 기능제한노인 58.9% 등으로 건강노인

과 각각 약 15%p 이상의 차이를 보 다.  

지난 한해 월평균 보건의료비용은 5만원 이상 지출 비율이 건강노인

은 29.1%인데 비하여 허약의심노인은 46.1%, 허약노인 52.8%, 기능제

한노인 51.8% 등으로 건강노인과 약 15%p 이상의 큰 차이를 보 다.  

〈표 4-5〉 신체적 건강수준별 의료이용실태(2011년 전국조사) 

                      (단위: %, 명)
      구분 건강 허약의심 허약 기능제한 전체 χ2-test

의사 처방 복용 약 수 

  없음  26.7  9.7  7.1  7.8 16.0 1202.0***
  1개 30.7 21.6 20.7 15.9 24.4

  2개 24.7 29.8 28.9 25.3 27.0

  3개 이상  17.8 38.9 43.3 51.1 32.6

지난 2주간 의료기관 방문 

  없음  56.0 35.3 30.4 41.1 43.9 679.1***
  1회 28.9 31.5 27.2 28.7 29.5

  2회  6.9 15.4 16.5 12.9 11.8

  3회 이상   8.1 17.8 25.9 17.2 14.8

월평균 보건의료비  

  없음 18.9  8.9  8.8 12.7 13.5 594.5***
  1~2만원 34.1 24.6 20.5 19.5 27.2

  3~4만원 17.9 20.5 17.8 16.0 18.5

  5~8만원 13.9 22.4 25.0 20.6 19.0

  8만원 이상 15.2 23.7 27.8 31.2 2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251) (3,504) (1,291) (1,469) (10,514)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건강수준분류가 가능한 10,514명을 분석 상으로 하였고,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 

     2) * p<0.05, ** p<0.01, *** p<0.00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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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은 건강수 별 건강행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흡연상태를 보

면, 건강노인의 경우 재 흡연율이 17.3%, 과거흡연이 34.2% 등으로 

건강하지 않은 노인 보다 더 높았다. 그리고 음주상태에서도 건강노인의 

경우 정음주 비율이 25.4%, 과음주 22.4% 등으로 건강수 이 좋을수

록 흡연과 음주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한 노인에 한 

주  연에 한 홍보교육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건강수 별 양상태를 보면, 양상태가 양호한 비율이 건강노인은 

84.5%인데 비하여, 허약의심노인은 66.9%, 허약노인 51.5%, 기능제한

노인 49.8% 등이고, 양 리 주의요구의 비율은 건강노인은 15.1%, 

허약의심노인은 31.8%, 허약노인 43.9%, 기능제한노인 46.2% 등으로 

건강이 좋을수록 양이 양호한 비율은 높고, 건강 리 주의요구  

양 리 개선 필요의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건강수 별 운동상태를 보면, 운동실천율이 건강노인은 64.5%인데 비

하여, 허약의심노인은 49.2%, 허약노인 32.5%, 기능제한노인 28.0% 등

으로 건강이 좋을수록 운동실천율이 높았다.      

건강수 별 수면시간을 보면, 하루 정수면시간인 6~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비율이 건강노인은 75.2%인데 비하여, 허약의심노인은 69.1%, 

허약노인 62.6%, 기능제한노인 57.9% 등으로 건강수 이 좋을수록 

정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수 별 건강검진율을 보면, 건강노인은 87.3%인데 비하여, 허약

의심노인은 83.5%, 허약노인 78.6%, 기능제한노인 65.3% 등으로 건강

수 이 좋을수록 건강검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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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신체적 건강수준별 건강행태(2011년 전국조사)

                      (단위: %, 명)
      구분 건강 허약의심 허약 기능제한 전체 χ2-test

흡연상태 

  현재 흡연  17.3  9.6  7.2 10.3 12.5 562.3***
  과거 흡연     34.2 21.4 15.6 22.2 26.0

  비흡연 48.3 69.1 77.2 67.5 61.5

음주상태 

  비음주 52.3 72.5 78.4 80.9 66.2 764.9***

  적정음주 25.4 18.4 17.0 13.3 20.4

  과음주 22.4  9.1 4.6 5.7 13.4

영양상태

  양호(0~2점) 84.5 66.9 51.5 49.8 69.7 988.4***
  영양관리주의요구(3~5점) 15.1 31.8 43.9 46.2 28.6

  영양관리개선필요(6점 이상) 0.4  1.3  4.6  4.0 1.7

운동실천

  실천 64.5 49.2 32.5 28.0 50.4 800.6***
  비실천 35.5 50.8 67.5 72.0 49.6

수면시간

  5시간 이하 16.6 21.8 28.4 24.9 21.0 235.0***
  6~8시간 75.2 69.1 62.6 57.9 69.2

  9시간 이상  8.2  9.1  9.1 17.2  9.9

건강검진

  검진 87.3 83.5 78.6 65.3 81.9 372.2***
  비검진 12.7 16.5 21.4 34.7 18.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251) (3,504) (1,291) (1,469) (10,514)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건강수준분류가 가능한 10,514명을 분석 상으로 하였고,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 

     2) * p<0.05, ** p<0.01, *** p<0.00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표 4-7>은 건강수 별 낙상  하지근력 상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지

난 1년간 낙상(넘어짐, 미끄러짐 는 주 앉음) 경험율을 보면, 건강노인

의 경우 낙상률이 12.8%인데 비하여, 허약의심노인은 21.6%, 허약노인 

31.7%, 기능제한노인 33.6% 등으로 건강이 나쁠수록 낙상 경험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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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평소 낙상에 한 두려움을 비교하면, 건강노인의 경우 많이 두

려움 12.2%, 약간 두려움 42.7%,  두렵지 않음 45.1% 등으로 

반정도가 낙상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반하여, 허약의심노인은 87.0%, 

허약노인 93.9%, 기능제한노인 93.2% 등으로 건강이 나쁠수록 낙상에 

한 두려움이 매우 높은 것을 알수 있다.  

의자 는 침 에 앉았다가 일어나기 5회를 반복한 하지 근력상태를 비

교하면, 건강노인의 경우 98.6%가 수행한 것에 비하여, 허약의심노인은 

80.1%, 허약노인 41.8%, 기능제한노인 36.3% 등으로 건강수 이 나쁠수

록 하지 근력이 약하여 의자에 일어났다 앉기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4-7〉 신체적 건강수준별 낙상 경험 및 하지 근력 상태(2011년  전국조사)

                      (단위: %, 명)
      구분 건강 허약의심 허약 기능제한 전체 χ2-test

지난 1년간 낙상 경험 

  있음  12.8 21.6 31.7 33.6 21.0 401.4***
  없음     87.2 78.4 68.3 66.4 79.0

낙상에 한 두려움 

  많이 두려움 12.2 36.5 57.9 58.8 32.4 2507.0***
  약간 두려움 42.7 50.5 36.0 34.4 43.3

  전혀 두렵지 않음 45.1 13.1  6.1 6.8 24.3

하지 근력상태 

  수행 98.6 80.1 41.8 36.3 76.8 3395.9***
  수행하지 못함  1.4 19.9 58.2 63.7 2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251) (3,504) (1,291) (1,469) (10,514)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건강수준분류가 가능한 10,514명을 분석 상으로 하였고,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 

     2) * p<0.05, ** p<0.01, *** p<0.00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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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은 건강수 별 정신  건강상태를 상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  노인들의 우울 증상이 있는 비율을 비교하면, 건강노인은 12.0%, 허

약의심노인은 31.6%, 허약노인 47.1%, 기능제한노인 57.3% 등으로 건강

수 간 우울증상 비율은 약 15%p의 차이를 보이는 등 건강이 나쁠수록 

우울증상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인지기능 하 비율을 비교하면, 건강노인은 18.0%, 허약의심노인

은 18.9%, 허약노인 18.4%, 기능제한노인 36.9% 등으로 기능제한노인의 

경우 타집단에 비하여 상 으로 인지기능 하율이 2배 정도 높고, 건

강노인과 허약의심노인, 허약노인은 비슷한 수 으로 나타났다. 즉, 인지기

능이 하될 경우 일상생활수행기능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표 4-8〉 신체적 건강수준별 정신적 건강상태(2011년 전국조사)

                      (단위: %, 명)
      구분 건강 허약의심 허약 기능제한 전체 χ2-test

우울증상 

  없음(7점 이하)  88.0 68.4 52.9 42.7 70.8 1380.9***
  있음(8~15점)     12.0 31.6 47.1 57.3 29.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1) (4,243) (3,494) (1,288) (1,463) (10,488)

인지기능(MMSE-KC) 

  정상 82.0 81.1 81.6 63.1 79.2 209.8***
  인지기능 저하 18.0 18.9 18.4 36.9 2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741) (2,889) (1,040) (1,155) (8,825)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건강수준분류가 가능한 10,514명을 분석 상으로 하였고,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 

     2) * p<0.05, ** p<0.01, *** p<0.00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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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건강수준별 사회참여활동

<표 4-9>는 건강수 별 사회참여활동 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기 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가의 평생교육참여율

을 비교하면, 건강노인은 8.8%, 허약의심노인은 6.7%, 허약노인 4.6%, 

기능제한노인 2.2% 등으로 체노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6.7%로 매우 

낮은 수 이지만 건강수 이 좋을수록 평생교육 로그램에 조  더 참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노인의 컴퓨터  인터넷 사용률은 12.8%로 낮은 수 이고, 건강수

별로 보면 건강노인은 22.8%, 허약의심노인은 7.7%, 허약노인 4.6%, 기

능제한노인 3.5% 등으로 건강수 에 따라 인터넷 이용률 차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체 노인의 자원 사활동 참여율은 3.9%로 매우 낮은 수 이고, 건강

수 별로 보면 건강노인의 경우 재 참여율이 6.7%, 허약의심노인은 

2.7%, 허약노인 1.3%, 기능제한노인 0.5% 등으로 건강수 에 따라 자원

사활동 참여율이 차이를 보 다.  

친목단체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을 비교하면, 건강노인의 경우 재 참여

율이 53.1%로 반 이상이 참여하는데 비하여, 허약의심노인은 34.3%, 

허약노인 21.1%, 기능제한노인 13.5% 등으로 건강수 에 따라 친목단체 

참여율에도 차이를 보 다.  

TV시청, 여행, 인터넷, 배우기, 운동 이외의 여가문화활동 참여율은 

체 노인의 27.3%이고, 건강수 별로 보면 건강노인은 34.0%, 허약의심노

인은 26.0%, 허약노인 22.2%, 기능제한노인 15.3% 등으로 건강할수록 

여가문화활동 참여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이용률을 비교하면, 건강노인은 29.1%, 허

약의심노인은 40.2%, 허약노인 39.7%, 기능제한노인 29.3% 등으로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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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인보다 허약한 노인의 경우 상 으로 근성이 높은 경로당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체노인의 노인복지  이용률은 8.8%이고, 건강수 별로 보면 

건강노인은 10.1%, 허약의심노인은 8.9%, 허약노인 7.8%, 기능제한노인 

5.2% 등으로 건강한 노인이 노인복지 을 조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9〉 신체적 건강수준별 사회참여활동(2011년 전국조사)
                      (단위: %, 명)

      구분 건강 허약의심 허약 기능제한 전체 χ2-test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8.8  6.7  4.6  2.2  6.7 85.7***
  비참여     91.2 93.3 95.4 97.8 93.3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사용 22.8  7.7  4.6  3.5 12.8 652.7***
  비사용  77.2 92.3 95.4 96.5 87.2

자원봉사활동

  현재 참여   6.7  2.7  1.3  0.5  3.9 224.8***
  과거 참여 11.3  8.3  8.5  6.1  9.2

  비참여     82.0 89.0 90.2 93.3 86.9

친목단체활동

  참여  53.1 34.3 21.1 13.5 37.4 964.3***
  비참여     46.9 65.7 78.9 86.5 62.6

여가문화활동 

  참여  34.0 26.0 22.2 15.3 27.3 221.8***
  비참여     66.0 74.0 77.8 84.7 72.7

경로당 이용

  이용  29.1 40.2 39.7 29.3 34.1 138.5***
  비이용     70.9 59.8 60.3 70.7 65.9

노인복지관

  이용  10.1  8.9  7.8  5.2  8.8 35.2***
  비이용     89.9 91.1 92.2 94.8 9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251) (3,504) (1,291) (1,469) (10,514)

  주: 1) 본인응답자 10,544명중 건강수준분류가 가능한 10,514명을 분석 상으로 하였고, 각 항목별 무응답자는 제외 

     2) * p<0.05, ** p<0.01, *** p<0.00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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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기본방향

우리나라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에서는 국민 모두

가 활기찬 건강과 장수를 리는 사회의 구축을 향해서 건강수명의 연

장과 건강형평성의 제고를 목표로 추구하고 있고, 국민 소득의 상승과 

함께 건강에 한 욕구도 증가하여 방  건강 리로 패러다임이 변

화하고 있다. HP 2020에서 노인건강 과제의 목 은 노인에게 합

한 건강증진, 건강검진 등 방사업을 통해 노년기 신체  인지건강‧기

능상태를 유지  향상에 두고 있으며, 구체  과제로는 노인의 신체기

능 장애율을 유지, 치매유병률 증가율 경감, 독감 방 종률을 증가, 건

강검진 수진율 증가, 노인의 낙상률 감소 등이 있다. 

한 2011년도에 보건의료미래 원회에서 2020 한국 의료의 비

으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으로 설정하 다. 

이러한 패러다임 환에 따른 4  정책 방향은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질 ‧소비자 심 정책 지향, 정 부담‧ 정 여‧ 정 보상, 이용의 

정화  공정한 Rule 정립 등이다. 구체  10  정책 제안 에서 국

민 건강수  향상을 해 방  건강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이 있고, 

이를 실 하기 한 토 로 3  건강 험요인(흡연, 음주, 비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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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리를 강화하고, 만성질환 리체계 구축을 하여 만성질환자에 

해 1차 의료기  심의 체계  리체계 구축과 건강 리서비스를 제

도화하며, 보건기  기능 개편을 통해 보건기 의 진료기능을 최소화하

고 건강증진‧질병 방 등 방기능 심으로 환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제2차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사회 분야의 비 은 함

께 비하는 활기찬 고령사회로 설정하고, 건강정책의 추진목표는 기

수명 연장에 따른 건강수명 연장을 해 ‘스스로 미리 지키는 건강증진

체계 구축, 지역사회 심의 건강지킴이 체계 마련, 노인건강정책 인

라 확충  효율화’ 등을 세부 추진목표로 과제를 구성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정부 건강정책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노화의 

기본 방향으로 신체 ‧정신 ‧사회  건강을 유지하기 하여 연  

주, 신체활동의 유지, 식습 의 개선 등 건강생활습 에 한 인식  

실천 유도를 강화하고, 노인의 신체  건강수 에 따른 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자원을 이용한 건강 리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제2절 정책과제

  1. 지역사회에서 (가칭)허약의심노인 예측 지표의 적용  

노인 건강수 별 건강상태의 비교분석에서 (가칭)허약의심노인 는 

(가칭)허약노인의 경우, 건강노인에 비하여 만성질환 유병률  낙상 경

험률이 더 높고, 우울증상이 더 높았다. 한 건강상태가 불안정하여 약

복용  병의원을 자주 방문하고, 사회참여 활동도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 노인 건강정책에서 이들을 상으로 한 건강 리

는 질병치료 이외에는 방 인 책이 거의 부재한 상태이다. 

(가칭)허약의심노인 계층을 지역사회에 방치하면 신체  기능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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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어 건강한 노화를 측할 수 없는 허약 비집단에 속하기 때문

에 이들 계층을 사 에 측하고, 이들을 목표로 한 특정건강증진 로

그램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들 계층을 상으로 한 건강지원체계를 구축하기 해서는 무엇보

다도 지역사회 내에 (가칭)허약의심노인이 어느 정도로 존재하고 있는지

를 악하여야 하는데, 재 우리나라에는 (가칭)허약의심노인을 선별하

는데 필요한 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허약노인의 선별과 련하여서는 Fried 등(2001)이 개발한 선별도구

가 있는가 하면5),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공 개호보험제도의 재정안정

화차원에서 개호 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책의 일환으로 장기

요양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는 허약고령자를 선별하여 집 으로 리한

다는 방침아래 일차 인 선별도구를 개발하여, 각 지자체에 보 ‧실시하

도록 유도하고 있다(선우 덕 외, 2009). 

방  차원에서 건강한 노화를 달성하기 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칭)허약의심노인의 기능 하를 선별할 수 있는 

일차 인 도구를 이용하여 각 지자체의 보건기 에서 (가칭)허약의심노

인을 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가칭)허약의심노인 측 지표 

용(표 3-47 참조) → 지역사회 심의 (가칭)허약의심노인 악 → 특화

된 건강 리 로그램의 개발  용 → 사업모니터링  평가라는 일

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신체  기능제한 정도를 기 으로 (가칭)허약의심

노인 측 지표를 제시하 으나, 향후 본 지표를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용하여 지표의 신뢰성  타당성에 한 검증 등 연속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Fried 등이 제시한 노쇠평가 방안은 체 감소, 정서  고갈, 신체활동, 보행속도, 악력의 5
가지 기 을 용하여 한 가지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비허약, 1∼2개의 허약 기 에 해당

할 경우는 허약, 그리고 3개 이상 해당 시는 허약으로 정함(Fried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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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칭)허약의심노인에 특화된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노인의 건강을 양호하게 유지시키기 해서는 사 으로 방하는 

것이 요하기 때문에 (가칭)허약의심노인에게 특화된 건강 리  신체

활동 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건강수 별 건강상태 비교 분석에서 건강수 이 낮을수록 3개 이상의 

복합만성질환 유병율이 매우 높았다. 특히 고 압, 골 염‧류마티즘 

염, 골다공증, 요통‧좌골신경통 등의 유병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노년기 주요질환 리체계 구축으로 특정 노인성 질환에 한 

강도 높고 구체 인 방  리 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가칭)허약의심노인의 경우 운동 비실천율과 양 리주의요구군

의 비율은 높았으며, 정수면시간의 비율도 건강노인에 비하여 낮은 수

으로 바람직한 건강생활 실천행 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

한 노화를 해서는 운동(exercise)을 포함한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과 양개선, 정한 수면 유지, 연  주 등 지역사회 노인건강증

진사업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한 건강수 에 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결과에서 남자노인의 경우

는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하여 근력강화운동 등 신체활동 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한데 비하여, 여성노인의 경우 정서  유  등 사회  계 

강화, 양  구강 련 로그램의 제공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체활동 권장지침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

인에서 신체활동은 여가시간을 활용한 운동, 걷기나 사이클처럼 이동하

면서 하는 활동, 일을 하는 경우는 직장일 집안일, 놀이, 게임, 스포츠 

는 계획된 운동 등이 포함된다. 한편 심폐체력  근력, 와 기능성 

건강을 개선하고, 우울증  인지 하 험을 감소시키기 하여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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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권장하고 있다(한국건강증진재단, 2012)6).

한편 일부 지자체 보건소 는 경로당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인 상 근

력강화운동 등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노인의 건강수 을 고려

한 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7) 고령자의 신체활동은 건강상태에 따라

서 그 유형을 달리할 수 있는데, 건강수  자체가 양호한 고령자에게는 

강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권장하여야 하고, 허약한 건강수 을 지니고 

있는 고령자에게는 강도의 신체활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력강

화운동을 심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근력강화운동은 지구력, 균형성  

유연성을 양성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근력강화를 해서는 양

호한 에 지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균형있는 양섭취가 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선우 덕 외, 2009). 

6) ▪ 65세 이상의 노인은 일주일에 어도 합계 150분 이상의 등도 유산소 활동 는 일

주일에 어도 75분 이상의 격렬한 유산소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동등량의 등도 내

지 격렬한 활동을 함께 실시하도록 한다

   ▪ 유산소 운동은 어도 10분 이상 지속되도록 실시한다

   ▪ 건강 유익을 더하기 해서, 성인은 등도의 유산소 활동을 일주일에 300분, 는 격

렬한 활동을 일주일에 150분으로 늘리거나, 아니면 동등량의 등도 내지 격렬한 활동

을 섞어서 해야 한다

   ▪ 기동성이 낮은 이 연령 의 노인은 균형감각을 강화하고 낙상을 방지하는 신체활동을 

1주일에 3회 이상 해야 한다

   ▪ 근육 강화활동은 주요 근육을 포함하여 일주일에 2일 이상 해야 한다

   ▪ 이 연령그룹의 노인이 건강상태로 인해 권장량만큼의 신체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자
기 컨디션에 맞게 신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7) “건강백세 하나, 둘, 셋” 체조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비체조, 근력운동, 정리운동 등

으로 구성되어 있음. 비체조는 심호흡, 어깨와 구리 펴는 운동, 앉아서 제자리 걷기, 
무릅 운동 등 4종류이며, 근력운동은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리는 운동, 팔을 으로 들어 

올리는 운동, 의자에서 일어나는 운동, 무릅을 앞으로 펴는 운동, 다리를 으로 들어 올리

는 운동 등 5가지, 정리체조는 손목‧팔 스트 칭, 넓 다리 뒤쪽 스트 칭, 목운동 등 3종
임(허약고령자 건강운동 매뉴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지원단‧보건복지부). 2009년 

생활체육에서 노인건강증진 로그램으로 비운동, 신체상해 방(낙상 방운동), 운동재활

(오십견운동, 요통운동, 퇴행성 염운동), 체력향상(근력운동, 유산소운동), 피로회복(부
별 마사지) 등으로 구성함(국민생활체육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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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 관계 활성화 

건강한 노화의 유지는 보건의료  근 이외에도 사회  근에 의해

서도 가능하다8). 건강한 노인이 (가칭)허약의심노인에 비하여 사회참여 

활동이 높을 뿐 아니라, 가구형태에서도 노인부부가구 는 자녀동거가

구 등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노인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가칭)허약의심노인의 경우 건강한 노인에 비하여 우울증상 비율

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여가문화활동, 평생교육활동, 자

원 사활동 등도 노인의 건강 유지 차원에서 요하고, 극 인 사회  

계 유지도 건강한 노화에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회  계 유지

가 은 노인을 상으로 한 사회   유도형의 서비스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즉,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  등 노인여가복지 이용시설도 

노인의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사례조사 결과에서 건강 련 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하여 ‘그 장소에 갈 수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노인이 매우 많은 것으

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역사회 노인에게는 지리  근성을 고려한 보건

복지서비스 제공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8) 성공  노화에 한 Rowe & Kahn(1998)의 연구는 미국노인들을 상으로 건강상태, 사회

계, 심리  특성, 신체 ‧인지  기능, 생산  활동 등의 5가지 역을 측정하여 이를 기

로 질병과 장애의 험수 이 낮고, 높은 수 의 신체 ‧인지  기능을 유지하며 타인과의 

활기찬 인간 계  생산  활동 등의 극 인 삶의 참여를 유지하는 것을 성공  노화로 

정의하 음. 특히 세 가지 요소는 질병과 장애의 험요소가 없으면 신체 ‧인지  기능을 

쉽게 유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삶에 보다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계 인 계를 

갖는다고 보았으며, 기본 으로 성공  노화는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있다는 입장임. 즉, 
한 식습 , 운동 등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한 노력과 심, 인지  기능을 유지하기 

한 학습과 자기개발, 활발한 사회  참여와 사회에 한 기여 등이 성공  노화를 가져오

는 생활유형이라고 생각함(정경희 외, 2006). Rowe & Kahn의 성공  노화 모델은 기능의 

쇠퇴에 응하기 이 에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축소된 사회 계에 응하기 보다

는 극 으로 사회  계를 형성하고 생산  역할에 참여할 것을 강조함(성혜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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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의 건강수준별 건강노화 전략 

일정연령에 도달한 노인을 상으로 주기 으로 생활 기능상태의 검

진, (가칭)허약의심노인 측 지표 등을 활용하여 건강수 에 알맞은 건

강노화 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칭)허약의심노인 는 (가칭)허

약노인의 경우에는 보건소가 심이 되어 지역 내 보건복지자원을 동원

하여 기능 하 방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노인의 경우에는 건강생

활습  형성  극 인 사회활동을 통해서 신체 ‧정신 ‧사회  건강

상태가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림 5-1〕 노인의 신체적 건강수준별 건강노화 전략

지역사회 거주노인

(65세 이상)

⇙ ⇘

신체적 및 인지적 기능은 

문제가 없으나 신체활동이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노인

신체적 및 인지적 기능이 

현저하게 하락되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

⇓ ⇓

(가칭)허약의심노인 선별도구
장기요양노인 선별도구

(등급평가 판정표)

⇙ ⇘ ⇙ ⇘

건강한 노인 (가칭)허약의심노인
허약노인

(등급외: 요양 예방)

장애노인

(장기요양인정자)

․중강도 유산소 운동 ․근력강화 운동 ․신체적 케어 ․재가급여 

․금연 및 절주 ․낙상예방 훈련 ․근력강화 운동 ․시설급여

․만성질병 예방 ․복합만성질병 관리 ․낙상예방 훈련

․평생교육활동  ․영양‧구강기능 개선 ․치매조기(검진)예방

․일자리 지원 ․우울증 조기예방 ․영양‧구강 기능 개선

․자원봉사활동 ․독거생활 조기예방 ․독거생활 조기예방

․여가‧문화활동 ․여가‧문화활동 ․가사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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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우리나라 영양 관련 정책 및 영양 평가

1. 우리나라 영양 정책의 현황 

양정책은 식품‧보건‧사회 로그램 등 다양한 부문에서 벌어지는 

총체 인 정부활동들을 의미한다. 양정책의 존재여부는 국가의 질병패

턴에 향을 미칠 정도로 국민의 보건에 주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 인  

자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발 의 원동력이 된다. 양정책은 농업정

책, 보건의료정책, 사회경제정책, 교육정책, 환경정책과 여러 정책의 집

합체 으로 구성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하겠다. 한 마디로 양정책은 

국가발 을 유지시키기 해 국민의 기본 인 양요구량, 식량공 을 

충족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기 한 농업, 교육, 보건, 경제 등 각 

분야를 총 , 조정하는 계획을 총칭한다. 

국가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양정책과 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시되

고 있다. 여러 가지 양정책에서 사용되는 양 로그램은 몇 가지 핵

심 내용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부분이 한 가지가 아닌 여러가지 

로그램을 조합하여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정책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각 양 로그램의 장단 을 잘 알고 장에 용해야 한다. 한 모든 

양정책의 사업은 양교육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양교육을 통하여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때로는 양교육 로그램이 바로 양

정책이 되기도 한다(최혜미 외, 2011).

우리나라는 식품과 양이 국민 보건에 미치는 요성에 한 인식 

수 이 낮아서 이 다 할 국가 양정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내에 국민의 양업무를 주도 으로 집행하는 부서가 없고 지역의 보건

업무 에 양개선과 식품 생업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양사가 고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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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보건소에서만 일부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우

리나라에서 실시되었던 국민 양 련 사업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영양정책의 개관

자료: Sims L. S.(1993), Public Policy In Nutrition: A Framework For Action, Nutrition Today, 28(2), p.14

  (1) 국민건강영양조사 실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양감시로 식품수 표와 국민건강 양조사를 실

시하고 있다. 최근 사회‧경제  발 에 따라 잘못된 식생활 습 , 운동

부족, 흡연, 음주 등의 이유로 암, 뇌 질환, 당뇨병 등의 만성 생활습

병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양불량과 질병의 발생을 

최 한 조기에 발견하여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함으로써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를 최소화하는 종합 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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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리체계의 요구가 특히 높아지고 있어 국민의 식품섭취와 양상태의 

악이 더 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 상으로 조사된 건강과 양에 한 자료로는 

1969년부터 매년 실시된 국민 양조사와 1989년부터 매년 실시된 국민

건강조사가 있었다. 그러나 이 두 조사는 각각 독립 으로 조사 수행되

어 그 결과를 서로 연계하여 분석할 수 없어 국민의 질병과 련한 

양문제를 해석하여 정책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 체를 상으로 질병 유형과 이에 향을 미치는 식생활 요인을 

악하여 보건정책과 양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자료가 실히 요구되었으며 이에 1998년도부터 새롭게 시

행된 것이 국민건강 양조사이다. 

국민건강 양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총 하에 질병 리본부에서 한

양사회와 각 시‧도와 보건소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를 받아 수행

하고 있고, 그동안 매년 실시해 오던 국민 양조사를 “국민건강증진법”

에 의거해 매 3년마다 국민건강 양조사로 실시하고 있다.

  (2)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제정

“한국인 양권장량”은 1962년에 최 로 책정된 이래 1989년에 개정

된 제5차 개정부터 주  부처가 한국 양학회로 이 되어 2000년 제7

차 개정까지 제정되었다. 2005년부터는 양소 부족 뿐만 아니라 과잉

으로 인한 험도 방할 수 있도록,  만성질환 발생의 험요임을 경

감시킬 수 있도록 “한국인 양섭취기 ”으로 변경하여 제정하고 있다. 

양섭취기 은 식량수 정책, 국민건강증진방안, 양결핍증  과잉증 

방, 각종 양 련 질환의 방 책 마련 등 단  식품 양정책을 수

립할 때 기 이 되며, 각종 양교육 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도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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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은 1995년에 공포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양조사와 양개선 등의 양정책을 본격 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사항

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법령에 근거하여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 으로 

보건교육, 국민 양개선사업 등의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4) 국민 식생활지침 제정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과 식생활에 한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는 1984

년 발표된 “국민 건강 생활지침”과 1990년에 발표된 “국민 식생활지침”

이 있다.

2003년 과학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인을 한 식생활지침을 제

정하고 생애주기별로 ‧유아, 어린이, 청소년, 임신‧수유부, 성인, 어르

신 등 여섯 가지 실천지침을 만들 이해 변화된 식생활과 건강 상태를 

반 하기 하여 매 5년을 주기로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

라 2008년에 성인을 한 식생활 지침이 새로 개정되었다.

  (5) 영양사제도

우리나라 양사제도는 1962년 “식품 생법”제정과 더불어 양사면

허제도가 명시됨으로써 시작되었다. 1991년에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

정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양개선사업의 실시가 의무화되면

서 지역 보건소에서 양사들의 역할이 요하게 두되고 있으며, 2006

년부터는 학교 식 양사가 양교사로 환되어 학교에서의 양교육사업

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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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응용영양사업의 실시

우리나라는 1967년부터 UNICEF, FAO, WHO가 공동으로 한국의 

응용 양사업 추진에 한 약을 맺어 기술 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

  (7) 영양표시제도의 시행

우리나라에서 양표시제도는 199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특수용도식

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양정보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외의 식

품에 해서는 제조업자가 자사제품에 표시하고자 할 경우 규정을 따르

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양강조 표시를 한 제품이면 모두 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양표시제도는 첫째, 소비자 보호수단으로 경쟁상품과 비교하여 소비

자가 알 권리를 제공하고, 둘째, 소비자에 한 양교육으로 양  

건강에 미치는 정보를 올바르게 달하는 것이다. 셋째, 건 한 식품의 

생산을 유도하기 한 수단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제조업자가 건

한 식품을 생산하기 한 것이며 넷째, 식품산업의 국제화에 처하기 

한 것이다.

  (8)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종합대책

“어린이 먹을거리 안 리 종합 책”은 2007년에 식품의약품안 청

에서 수립한 정책으로 안 한 식품, 바른 양, 건강한 어린이라는 비

하에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 식의 유통‧소비 환경을 개선하여 유해성

분, 식 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표를 가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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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영양플러스 사업

양 러스 사업은 양 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수유부  만 6세 미

만의 ‧유아에게 건강증진을 한 양교육과 양 섭취 상태의 개선을 

해 특정 식품들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여 스스로의 식생활 리능

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국민의 건강을 태아에서부터 리하여  

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양지원제도이다.

  (10) 식품보조정책

사회의 소외계층에 한 포 인 건강증진 략의 일환으로 양개선

을 한 식품보조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식품보조정책은 본래 노인, ‧

유아 등 고 험군을 상으로 하여 결핍되기 쉬운 양소를 충족시키

는 한도 내에서 식을 실시하거나 식품으로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우

리나라에서는 생활보호 상자를 선정하여 생계 보호 품을 지 하고 있

고, 소득층 아동의 학교 식비 지원이나 방학  결식아동을 한 지

원정책 등이 운 되고 있으며, 국에 걸쳐 푸드뱅크(food bank)가 조

직되어 남은 음식을 기탁받아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는 사

회복지체제로 이용되고 있다.

2. 노인 영양 평가

  가. 노인의 영양 판정

노인 양 정의 목 은 노인의 질환을 사  방 는 조기 발견하 

질환 상태에 따른 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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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활안정을 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데 있다. 나아가 한 

식사 섭취를 통해 남은 삶을 활기있게 보내고 노인들이 독립 으로 일

상생활을 유지하는 기간을 연장해 주면 건강 리 비용을 감해 다.

노년기 삶의 질과 양 상태에 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건강문제, 식

사조 , 식사 비  조리, 치아 건강, 가족 계, 빈곤, 약물 복용, 운동

과 여가활동, 심리  변화, 치매 등 양 인 요인 이외에도 사회 인 

요인이나 심리 인 요인과 같은 양 외 인 요인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다. 따라서 노인의 양상태 평가를 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

여 노인들의 반 인 상태를 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신체계측조사

체 , 신장, 무릎높이, 신장 비 체 , BMI, 상완 둘  측정, 복부

지방, 삼두근피부두겹두께, 체지방 측정 등으로 노인의 양불량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노인의 체  변화는 건강에 향을 주며 격한 

체  감소는 심각한 양불량을 의미한다. 

(2) 생화학적 검사

만성질환의 양  험도, 양소의 장 상태  양 상태의 기능

 조사를 하여 콜 스테롤, 단백질, 헤모 로빈, 철분  엽산의 수치 

등을 조사한다. 노인의 경우 단백질-열량불량, 고지 증, 엽산과 철결핍

성빈 은 흔히 나타나는 양문제이다. 



158∙ 100세 시대 건강한 노화의 양상과 정책과제

(3) 임상조사

노인에서 나타나는 임상  증후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체  감소가 

나타나는 외모, 부종, 창백한 피부색, 무기력, 피부 손상, 입 주의의 염

증, 반 인 허약증 등 일반 인 임상  징후와 증상들이다. 이러한 증

상은 양 외 인 원인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외 기능 상태, 인지능력, 구강 건강 상태  약물복용 상태 등을 조사

한다.

〈부표 1〉 노인들의 영양문제와 관련된 지표들

주요 지표 보조 지표
‧5kg(10lb) 이하의 체중 감소  ‧알코올중독증    ‧인지능력의 손상

‧지체중이나 과체중 혹은 비만증  ‧만성신부전      ‧여러 종류의 약물 복용

‧혈청알부민 농도 : 305g/dl 미만일 때  ‧흡수불량증

‧상완위둘레 : 10th percentile 미만일 때  ‧식욕부진, 구토, 연하곤란, 배변습관 변화

‧삼두근 피부두겹두께(TSF) : 10th percentile 
  미만 혹은 95th percentile 이상일 때

 ‧피로, 무기력이나 기억력 저하

 ‧구강, 치아 상태 불량      

‧영양과 관련된 질환이 있을 때  ‧탈수증          ‧상처 치유 지연

‧골다공증이나 골연화증이 있을 때  ‧피하지방이나 근육량 손실

‧엽산 결핍증  ‧수분 보유로 인한 부종

‧비타민 B12 결핍증  ‧Fe, 비타민C 및 아연 저하

(4) 식사섭취조사

노인의 식사섭취조사는 기억력의 하와 낮은 교육 수 , 식용 감소 

등으로 인해 조사의 어려움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식사섭취조사 결과는 

식사지침이나 식사구성안을 기 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일반 으로 24

시간 회상법, 식품섭취빈도조사법, 식사기록법, 평량법 등의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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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노인 영양 평가도구

양 상태를 표 하는 지표가 일정수  이하의 경우를 양불량( 양)

이라 하는데, 그 수 은 통상 후악화나 합병증 등의 발생률이 높게 되

는 포인트에 따라 설정된다. 양불량의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신체계측, 그 변동, 액데이터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평가해야 한다.

 <부표 2>에 일반 으로 리 사용되는 양장애의 지표를 제시하

다. 양상태 평가의 기본은 신체계측이다. 그 에서도 체 은 가장 세

하며, 양평가의 기본 의 기본이다. 그러나 일상생활동작(ADL)의 

하가 있는 고령자에게서는 특별한 기기가 없으면 체 측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한편 체격지표(BMI)의 계측에 필수인 신장 측정도 요개호 

고령자에게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신장측정의 기본은 서서 측정해야 하지만, 와병상태 등에서는 운 자

세에서 측정해야만 한다. 이외에 의 수축, 극도로 등이 굽었을 경우 

신장 측정 자체가 곤란하여 종아리의 길이를 측정함으로써 신장을 측

하는 공식도 있지만, 별로 일반 이지는 않다. 이외의 신체계측에서는 

상완둘 , 상완삼두근 피하지방두께, 상완근면  등이 사용된다. 일반

으로는 한국인의 연령별 기 치가 보고되어 있어, 이와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상완의 신체계측치를 생명 후 측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양

지표로서는 이 수치에 따라 시계열  변화가 더욱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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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영양 불량 지표

□ 신체계측
A. body mass index(BMI) = 체중(㎏)÷[신장(m)]2
   18.5미만         마름           25~30미만     비만

   18.5~25 미만     표준           30 이상       고도비만

B. % usual body weight(%UBW) = 측정시 체중÷평상시체중×100(%)
   75% 미만         고도영양장애

   75~85% 미만      중등도영양장애

   85~95% 미만      경도영양장애

C. % loss of body weight = (평상시체중-현재의 체중)÷평상시체중×100(%)
   6개월 이내의 체중감소가 10% 이상          중등도이상의 영양장애

   하루의 체중감소율이 0.2% 이상             중등도이상의 영양장애

  상완삼두근 피부지방층(TSF)
  상완둘레(AC)
  상완삼두근둘레(AMC)=AC-π×TSF
  상완금면적(AMA)=AMC2÷4π

  OO인 연령별 표준치를 기준으로 한다.
  표준치의 60% 미만    고도영양장애

  60~80% 미만         중등도

  80~90% 미만         경도

  90% 이상            정상

□ 혈액자료
  혈청알부민(반감기:17~23일) : 3.5g/dl 미만을 PEM1)

  pre-albumin(반감기 : 19.일) : 10mg/dl 미만을 PEM
  트렌스페린(반감기 : 7~10일) : 200mg/dl 미만을 PEM
  혈청총콜레스테롤 : 150mg/dl 미만을 PEM

  주: 1) protein-energy malnutrition
자료: 高齡者の生活機能の綜合的評価, 2010.

양 불량이 있는 상을 선별하기 한  다른 방법으로는 NSI 

(Nutritional Screening Iniriative), SGA(subjective global assessment)

나 MNA(Mini Nutritional Assessment), NRI(Nutritional Risk Index)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간이 양조사 도구로 개발되어 양불량 상들의 

선별에 활용되고 있다.

NSI는 지역사회에서 노인 양 리에 을 맞춰 개발된 양 상태 

평가도구로 노인 양선별의 표 인 형태이며 노인의 빈약한 양 상

태 지표들, 그리고 이에 향을 미치는 험요인들을 밝 낸다. 노인의 

양상태에 향을 미치는 험요인을 보면 신체건강 문제 뿐 아니라 

사회경제 인 요인  생활방식 등도 있다. NSI 양선별을 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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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0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자가 정 검표인 DETERMINE 검표가 

개발되었다(부표 3 참조). 

〈부표 3〉 노인의 영양‧건강상태 판정에 사용되는 DETERMINE1) 점검표

  다음에 써 있는 문장을 잘 읽고 당신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예” 칸에 써 있는 숫자 위에 

  ○표 하시오. 다 끝난 후에는 총점을 계산해 보시오.

문항 예

나에게는 현재 평소에 내가 먹어오던 식사의 종류나 양을 바꾸어야 할 만한 질병이 있다 2
나는 하루에 한끼 먹는다 3
나는 야채, 과일, 우유 및 유제품을 거의 먹지 않는다 2
나는 맥주나 소주, 혹은 막걸리 등의 술을 3 잔 이상 거의 매일 마신다 2
나는 치아가 좋지 않거나 입안이 헐어서 음식 먹기가 힘들다 2
나는 필요한 식품을 사기에는 언제나 돈이 모자란다 4
나는 거의 부분 혼자 식사한다 1
나는 매일 3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약을 먹는다 1
나는 원하지 않았으나 지난 6 개월간 체중이 5kg 이상 줄거나 늘었다 2
나는 장보고 음식 만들고 식사하는 일이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2

총점 ( )

 당신의 총점은 어느 정도입니까?
 0~2점: 아주 좋습니다. 6 개월 후에 다시 점검하십시오.
 3~5점: 당신은 중간정도 영양위험 상태입니다. 식습관과 생활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보건소의 영양사가 도와줄 것입니다. 
        3개월 후에 이 영양점검표로 다시 점검하십시오.
 6점 이상: 당신은 고도 영양위험 상태입니다. 이 점검표를 의사나 영양사에게 보이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주: DETERMINE은 다음 단어들의 첫 자를 따서 만든 용어이다. 질병(Disease), 빈약한 식사(Eating poorly), 치

아손실/구강통증(Tooth loss/mouth pain), 경제적 어려움(Economic hardship), 사회접촉감소(Reduced social 
contact), 복합적 약 복용(Multiple medicines), 무의식적인 체중감소/증가(Involuntary weight lose/gain), 자

기관리 보조 필요성(Needs assistance in self-care), 및 80세 이상의 노인(Elder years above age 80)
자료: Boyle MA, Morris DH. Community Nutrition in Action: An Entrepreneurial Approach, 2nd ed, 

West/Wadsworth, 1999, p.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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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표는 질병 여부, 식습 , 치아손실이나 구강통증 여부, 경제

인 곤란여부, 사회  고립정도, 약 복용, 체 변화, 자립할 수 있는지의 

여부, 80세 이상 노인인지 등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검표에 DETERMINE이란 자는 각 험요소들을 연상할 수 있도록 

험요소 문자들의 첫머리를 따서 만들었다. 그러나 NSI는 식생활, 건

강상태, 체  변화 여부 등에 하여 간단한 질문을 통하여 양상태 

정에 이용되고 있으나, 체 나 생화학 인 지표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양 상태와 련하여 객 인 건강상태를 악하기 어렵다는 한계 이 

있다.

노인은 신체계측뿐만 아니라, 섭식상태, 사성스트 스 상태의 악, 

게다가 고령자의 양장애의 원인으로서 요한 인지기능장애, 우울의 

유무 등의 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 의미에서는 포 인 양

평가법인 SGA(subjective global assessment)나 MNA(mini-nutritional 

assessment) 등이 사용하기에 유용하다(부표 4～부표 5 참조).  

MNA(mini-nutritional assessment)는 표 인 양평가도구로 양

불량의 험이 있는 노인들을 가려내어 그들에게 양 재를 실시하기 

한 목 으로 만들어졌다. 측정내용은 신체계측(신장, 체 , 최근 체  

감소 여부, 일반 인 생활습 , 치료약 복용, 활동정도), 식행동 평가, 건

강과 양에 한 자각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이 양평가(MNA)

는 선별검사를 한 6개의 항목과 평가를 한 1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선별검사에서 12  이상이 나오면 험요인이 없는 군으로 

분류되어져서 평가를 단하고, 11  이하이면 평가를 계속하게 된다. 

평가 결과 선별검사와 평가를 합한 수가 30  만 에 17  미만이면 

양불량군으로, 17∼23.5 이면 험군, 그 이상이면 정상군으로 분류된

다. MNA는 생화학지표와의 상 성 연구를 통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후 

양상태 정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청 알부민, BMI,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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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와 상 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MNA의 short form(MNA-SF)이 개발되어 더욱 간편하게 노인들

의 양 상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부표 6 참조). 

〈부표 4〉 Subjective Global Assessment(SGA)

A. 병력5

  1. 체중변화

      과거 6개월간 체중감소:       ㎏, 감소율:       %
      과거 2주간의 체중변화: □증가       □무변화        □감소

  2. 식물섭취변화(평상시와의 비교)

      □변화없음

      □변화있음: (기간)       (월, 주, 일)
      식사내용: □고형식    □완전액체식  □저칼로리 액체식    □굶음

  3. 소화기증상(과거 2주간 지속하고 있음)

      □없음   □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4. 기능성

      □기능장애 없음

      □기능장애 있음: (기간)       (월, 주, 일)
      형태: □제한있는 노동     □보행가능   □와병

  5. 질환과 영양필요량

      진단명:                                                      
      사성스트레스 : □없음     □경도      □중등도      □고도

B. 신체(점수 : 0=정상;  1=경도;  2=중등도;   3=고도)

  피하지방의 상실(삼두근, 흉부) :             

  근육상실(사두근, 삼각근) :               

  복사뼈 부종:       , 엉덩이뼈부종:        , 복수:                 

C. 주관적 포괄평가

  □ 영양상태 양호

  □ 중등도의 영양불량

  □ 고도의 영양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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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Mini Nutritional Assessment(MNA)

항 목

A. 지난 3개월 동안에 밥맛이 없거나, 소화가 잘 안되거나, 

   씹고 삼키는 것이 어려워서 식사량이 줄었습니까?
    0=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1=예전보다 조금 줄었다.
    2=변화없다.
B. 지난 3개월 동안 몸무게가 줄어들었습니까?
    0=3kg이상의 체중감소

    1=모르겠다

    2=1kg에서 3kg사이의 체중감소

    3=줄지 않았다.
C. 집 밖으로 외출할 수 있습니까?
    0=외출할 수 없고, 집안에서도 주로 앉거나 누워서 생활한다

    1=외출할 수는 없지만 집에서는 활동을 할 수 있다

    2=외출할 수 있다.
D. 지난 3개월 동안 많이 괴로운 일이 있었거나, 심하게 

   편찮으셨던 적이 있습니까?
    0=예                 1=아니요

E. 신경 정신과적 문제
    0=중증 치매나 우울증

    1=경증 치매

    2=특별한 증상 없음

F. 체질량지수(BMI)={몸무게(kg)/신장(m)2}
    0=BMI≤19         2=21≤BMI<23 
    1=19≤BMI<21      3=BMI≥23

K. 단백질 식품의 섭취량
  ‧우유나 떠먹는 요구르트, 유산균 요구르트 중에서 

   매일 한 개 드시는 것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콩으로 만든 음식(두부포함)이나 달걀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십니까?
       □ 예         □ 아니요

  ‧생선이나 육고기를 매일 드십니까?
       □ 예         □ 아니요

     * 0.0=0 또는 1개 ‘예’
       0.5=2개 ‘예’
       1.0=3개 ‘예’
L. 매일 3번 이상 과일이나 채소를 드십니까?
    0=아니요               1=예

M. 하루에 몇 컵의 물이나 음료수, 차를 드십니까?
    0.0=3컵 이하

    0.5=3컵에서 5컵 사이

    1.0=5컵 이상

N. 혼자서 실사할 수 있습니까?
    0=다른 사람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다.
    1=혼자 먹을 수 있으나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2=도움 없이 식사할 수 있다.
O. 어르신의 영양 상태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좋지 않은 편이다.
    1=모르겠다.
    2=좋은 편이다.
P. 비슷한 연세의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어떻습니까?

Q. 상완위 둘레(MAC)(cm)
    0.0=MAC < 21
    0.5=21 ≤ MAC < 22
    1.0=MAC ≥ 22
R. 장단지 둘레(CC)(cm)
    0=CC < 31
    1=CC ≥ 31

중간점수(A~F) 합계 

  12점 이상 : 보통, 위험도 없음, 평가 불필요

  11점 이하 : 영량불량 위험군, 평가 필수

G. 평소에 어르신 에서 생활 하십니까?

    0=아니오           1=예

H. 매일 3종류 이상의 약을 드십니까?
    0=예              1=아니요

I. 피부에 욕창이나 궤양이 있습니까? 
    0=예              1=아니요

J. 하루에 몇 끼의 식사를 하십니까?
    0=1끼

    1=2끼

    2=3끼

총점(최   30점)

    24점 이상: 정상

    17~23.5: 영양불량위험

    16.6점 이하: 영양불량

자료 : 高齡者の栄養スクリーニングツールMNA GUIDE BOOK.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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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 Mini Nutritional Assessment-Short Form(MNA-SF)

성명:                            

성별:         연령:         체중:       ㎏   신장:      ㎝   조사일:                 

이하의 □란에 적절한 숫자를 기입하여, 이들을 합산해서 스크리닝치를 산출한다.

A. 과거 3개월간에 식욕부진, 소화기계의 문제, 저작‧연하곤란 등으로 식사량이 감소하셨습니까?
0= 현저하게 식사량 감소

1= 중등도의 식사량의 감소

2= 식사량 감소없음

B. 과거 3개월간에 체중의 감소가 있었습니까?
    0= 3㎏이상 감소

    1= 모르겠다

    2= 1~3㎏ 감소

    3= 체중감소 없음

C. 혼자서 걸을 수 있습니까?

    0= 와병상태 또는 휠체어 상시사용

    1= 침 나 휠체어를 벗어날 수 있지만, 걸어서 외출 불가능

    2= 자유롭게 걸어서 외출 가능

D. 과거 3개월간 정신적 스트레스나 급성질환을 경험했습니까?

    0= 예           1= 아니오

E. 신경‧정신적 문제의 유무

    0= 강도 인지증 또는 우울상태

    1= 중등도의 인지증

    2= 정신적 문제없음

F1. BMI(㎏/㎡) : 체중(㎏)÷신장(m)2

    0= BMI가 19 미만

    1= BMI가 19 이상, 21 미만

    2= BMI가 21 이상, 23 미만

    3= BMI가 23 이상

BMI가 측정할 수 없는 분은 F1 신에 F2에 답변해 주세요.
BMI가 측정가능한 분은 F1만 답변하여, F2에는 기입하지 말아주세요.
F2. 종아리의 둘레(cm) : CC

    0= 31cm 미만

    3= 31cm 이상

총점 (최  : 14점)

    12-14점 : 영양상태 양호

     8-11점 : 저영양의 위험 있음(At risk)

     0- 7점 : 저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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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험지표(Nutritional Risk Index, NRI)는 원래 수술 후 양상

태를 정하기 해 개발된 지표로서 알부민과 체 감소정도를 이용하여 

양불량의 정도를 정하는데 이용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양

인 험을 정하기 해서 수정보완되어 사용되고 있다(부표 7 참조). 

〈부표 7〉 영양 위험 지표(Nutritional Risk Index, NRI)

문항 예 아니오

 1. 의자를 끼고 있습니까? □ □

 2. 지난달에 의사가 처방한 약을 복용하셨습니까? □ □

 3. 복부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4. 지난달에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은 약을 복용하셨습니까? □ □

 5. 변비와 설사와 같은 장 증상이 있습니까? □ □

 6. 싫어하거나 맞지 않아서 먹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까? □ □

 7. 어떤 음식을 먹거나 씹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 □

 8. 지금 현재 식사를 어렵게 하는 병이나 증상이 있습니까? □ □

 9.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 □

10. 특별한 형태의 식사를 하십니까? □ □

11. 의사로부터 빈혈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 □

12. 지난달에 위나 복부의 통증이나 불편함이 3일 이상 계속된 적이 있습니까? □ □

13. 입맛이 저하되는 질병을 앓고 계십니까? □ □

14. 지난달에 최소한 3일 동안 무엇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 □

15. 지난달에 최소한 3일간 구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 □

16. 지난 30일간 체중이 5kg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했습니까? □ □

 <평가>
･각 문항에 하여 ‘예’에 해당하면 1점을 준다.
･7점 이상인 경우 영양불량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보다 정밀한 영양조사를 필요로 한다.

자료 : 한영양사협회, www.dietitian.co.kr

NRI 조사 방법은 노인 양 재의 필요성의 단이나 보다 심화된 

양 상태 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선별하는 데 효과 인 방법이며, 

MNA나 NSI의 타당도 검증을 한 비교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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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 양 후지표(Prognostic Inflammatory and Nutritional Index, 

PINI)는 염증반응과 양상태를 이용하여 수화한 지표로서 액 분석

을 통한 객 인 분석결과에 의하여 양상태를 정하는 방법이나 식

이섭취에 의한 양상태를 반 하지 않아 양 정 후 양개선 로그

램 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른다.

양 정은 재의 양 상태를 악하고 양문제를 식별하고 양

 험에 처한 사람을 분류해 내고, 양문제를 해결하기 한 정보를 

얻는데 필요하다. 한 양 재의 시행 효과를 평가하거나 사후 리와 

양서비스 는 건강 리 체계의 효율성을 증 시켜 비용을 감하는 

데 필요하다.

  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건강조사에서의 영양관련 설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체를 상으로 질병 유형과 이에 향을 미치

는 식생활 요인을 악하여 보건정책과 양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기 

하여 국민건강 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 양조사에서 시행되

는 양조사 내용은 <부표 8>과 같다. 양과 련된 여러 가지 건강지

표조사를 통해 각 연령층별 양문제를 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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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8〉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영양조사 내용

  영역 조사항목 주요산출지표

식품 및 
영양소
섭취현황

‧조사 1일전 하루 동안 섭취한 음식의
  종류 및 섭취량
‧가정에서 조리한 음식 레시피
‧식사조절 여부 및 일상적인 물섭취량

‧식품군별 섭취량
‧에너지 및 영양소별(14종)섭취량
‧급원영양소별 에너지섭취분율
‧영양섭취기준 비 섭취비율
‧영양섭취부족자 분을
‧에너지 및 지방 과잉 섭취자 분율

식생활행태
‧최근 2일간 끼니별 식사 여부
‧외식 빈도
‧끼니별 가족동반식사 여부

‧결식률
‧가족동반식사율

식이보충제

‧식이보충제 복용 경험 여부
  (최근 1년 이내, 최근 1개월 이내)
‧식이보충제 복용 현황
  (제품명, 섭취량 등)

‧식이보충제 복용경험률
‧식이보충제 복용빈도

영양지식
‧영양교육 및 상담 수혜 여부
‧영양표시 인지 및 이용현황

‧영양교육 및 상담 수혜율
‧영양표시 인지율, 이용률, 영향률

식품안정성
‧영양지원 프로그램 수혜 여부
‧식생활 형편에 한 주관적 인식

‧식품안정성 확보가구분율

수유현황
‧모유 수유 여부, 수유 기간
‧조제분유 수유 여부, 수유 기간

‧월령별 모유수유율, 조제분유수유율
‧완전모유수유율
‧수유기간

이유보충식 ‧이유보충식 시작 시기 ‧이유보충식 시작 시기

식품섭취
빈도

‧식품별 섭취빈도 ‧식품별, 식품군별 섭취빈도 분포 
  및 주당 평균 섭취 횟수

2008년부터 국의 모든 기 자치단체(보건소)에서 만 19세 성인을 

상으로 건강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년 주민의 

건강수 과 건강생활습 , 의료이용 등에 한 정보를 제공해 다. 그 

 일부 양 련 항목도 조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양조

사 항목은 <부표 9>와 같이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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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9〉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영양조사 항목

항목 응답

1. 최근  1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한  날은       
  며칠입니까?

  □       일

2. 최근 1달  동안  과일(과일‧ 주스  제외)     

  을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

  ①  한  달  동안  과일을  먹지  않았다

  ②  하루에  1번  미만   ③  하루  1번

  ④  하루  2번         ⑤  하루  3번  이상

3. 최근  1달  동안  생으로  먹는  채소(쌈,  샐러드, 

   생채소  무침)를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

  ① 한  달  동안  생으로  먹는  채소를  먹지  않았다

  ②  하루에  1번  미만   ③  하루  1번

  ④  하루  2번         ⑤  하루  3번  이상

4.  평상시  음식을  먹을  때,  다음  중  본인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아주  짜게  먹는다   ②  약간  짜게  먹는다

  ③  보통으로  먹는다    ④  약간  싱겁게  먹는다

  ⑤  아주  싱겁게  먹는다

5. 식탁이나  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을  때,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어 먹습니까?

  ①  항상  더  넣는다     ② 자주  더 넣는다

  ③ 거의 더 넣지 않는다  ④ 전혀 더  넣지 않는다

6. 전,  부침,  튀김을  먹을  때,  간장에  찍어 

   먹습니까?

  ①  항상 찍어 먹는다    ②  가끔  찍어  먹는다

  ③ 찍어  먹지  않는다

7. 가공식품을  사거나  고를 때,  ‘영양표’를  
   읽습니까?

  ①  항상 읽는다   ② 가끔 읽는다

  ③ 읽지  않는다   ④ 영양표시가  무엇인지  모른다

  ⑤  가공식품을 먹지  않는다

8. 최근 1년 동안 보건소, 구청, 동사무소,     

  복지시설, 학교, 병원 등에서 실시된  

  영양교육 및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9. 다음 중 최근 1년 동안 귀 의 식생활     

  형편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① 우리 식구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② 우리 식구 모두가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지 못했다

  ③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끔 먹을 것이 부족했다

  ④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노인 상 양평가 도구로는 생애 환기 

건강진단사업에서 사용되는 양생활습  평가 도구와 노인의 식생활 설

문지가 이용되고 있다(부표 10~부표 13 참조).



170∙ 100세 시대 건강한 노화의 양상과 정책과제

〈부표 10〉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에서 사용되는 영양 생활습관 평가 도구

수검자 성명   □ 본인은 해당 생활습관 평가를 원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찾아 √표를 하십시오.

 1. 우유나 칼슘강화두유, 기타 유제품(요구르트 등)을 매일 1컵(200ml) 이상 마신다.

    □ 항상 그런 편이다(5점)    □ 보통이다(3점)    □ 아닌 편이다(1점)

 2. 육류, 생선, 달걀, 콩, 두부 등으로 된 음식을 매일 3회 이상 먹는다.

    □ 항상 그런 편이다(5점)    □ 보통이다(3점)    □ 아닌 편이다(1점)

 3. 김치 이외의 채소를 식사할 때마다 먹는다.

    □ 항상 그런 편이다(5점)    □ 보통이다(3점)    □ 아닌 편이다(1점)

 4. 과일(1개)이나 과일주스(1잔)를 매일 먹는다.

    □ 항상 그런 편이다(5점)    □ 보통이다(3점)    □ 아닌 편이다(1점)

 5.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얼마나 자주 먹습니까?

    □ 주 4회 이상(1점)       □ 주 2-3회(3점)    □ 주 1회 이하(5점)

 6.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삼겹살, 달걀노른자, 오징어 등)을 얼마나 자주 먹습니까?

    □ 주 4회 이상(1점)       □ 주 2-3회(3점)    □ 주 1회 이하(5점)

 7. 아이스크림, 케이크, 과자, 음료수(커피, 콜라, 식혜 등) 중 1가지를 매일 먹는다.

    □ 항상 그런 편이다(1점)    □ 보통이다(3점)    □ 아닌 편이다(5점)

 8. 젓갈, 장아찌, 자반 등을 매일 먹는다.

    □ 항상 그런 편이다(1점)    □ 보통이다(3점)    □ 아닌 편이다(5점)

 9. 식사를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한다

    □ 항상 그런 편이다(5점)    □ 보통이다(3점)    □ 아닌 편이다(1점)

 10. 곡류(밥, 빵류), 고기‧생선‧달걀‧콩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류 등 총 5종류 식품

     중에서 하루에 보통 몇 종류의 식품을 드십니까?

    □ 5종류(5점)             □ 4종류(3점)       □ 아닌 편이다(1점)

 11. 외식(직장에서 제공되는 식사 제외)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주 5회 이상(1점)        □ 주 2-4회(3점)    □ 주 1회 이하(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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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1〉 건강검진 결과 상담을 위한 노인 상 식생활 설문지

식생활 실천 조사표(어르신용)

등록 번호

성  명 성별 □ 남자   □ 여자

상담일       년    월    일 연령 만        세

  □ 지난 1주일 동안 다음 식생활 항목을 실천하셨는지 √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5회 이상 실천했을 경우 “예” 체크, 주4회 이하일 경우 “아니오” 체크하세요.
어르신용 식생활 실천지침

문항 실천지침 항목 예
(1점)

아니오
(0점)

1  나는 매끼 김치를 제외한 다양한 채소반찬을 2가지 이상 먹습니다.

2  나는 고기나 생선, 계란, 콩 제품 반찬을 매끼 먹습니다.

3  나는 우유, 요구르트나 치즈를 매일 먹습니다.

4  나는 다양한 제철 과일을 매일 먹습니다.

5  나는 장아찌, 젓갈과 같은 짠 음식을 적게 먹습니다.

6  나는 짠 음식, 짠 국물을 적게 먹습니다.

7  나는 음식을 먹을 때 소금, 간장을 더 넣지 않습니다.

8  나는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9  나는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합니다.

10  나는 과식하지 않습니다.

11  나는 기름진 음식은 되도록 적게 먹습니다.

  총점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재단. “건강검진결과상담 매뉴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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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2〉 이차예방 상자 사전 평가표(일본)

성명 :                                         기입일          년     월    일

A. 개별상담이나 의사의 상담 필요성
1 최근 3개월 이내 수술이나 식사요법이 필요한 입원을 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2 호흡기질환, 소화기질환, 당뇨병, 신장병 등의 만성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 설사나 변비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B. 체중

1 정기적으로 체중을 측정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측정한 신장         cm, 체중          kg 예 아니오

2 최근 3개월간 체중이 감소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3 최근 3개월간 체중이 증가하셨습니까? 예 아니오

C. 식사 내용
1 하루에 몇 번 식사를 하십니까?        회

2 고기, 생선, 두류, 계란 등을 하루에 몇 번 먹습니까? 하루에     회

또는 주에    회

3 야채나 과일을 하루에 몇 번 정도 먹습니까? 하루에    접시

또는 주에    접시

4 우유나 요구르트, 치즈 등 유제품, 두유를 하루에 몇 번 정도 먹습니까? 하루에     회

또는 주에    회

5 물, 차, 주스, 커피 등 음료수를 하루에 몇 잔정도 마십니까? 하루에      잔

6 건강을 위해 의식해서 먹고 있는 식품, 보조식품, 영양제 등은 있습니까? 예 아니오

D. 식사 준비상황

1 자신(요리담당자:          )이 음식물 장보기에 불편을 느끼십니까? 예 아니오

2 자신(요리담당자:          )이 식사준비를 하는데 불편을 느끼십니까? 예 아니오

E. 식사 상황

1 식욕은 있습니까? 예 아니오

2 식사를 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예 아니오

3 하루에 1회 이상,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예 아니오

4 매일, 거의 정해진 시간에 식사나 수면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F. 특별한 배려의 필요성

1 음식물에 알레르기 증상(먹으면 설사나 두드러기가 생김)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2 하루에 5종류 이상의 약을 먹고 계십니까? 예 아니오

3 의사가 식사요법을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G. 구강‧연하

1 잘게 하거나 다지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식품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2 삼키기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H. 주관적인 의식

1 자신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좋음)   2    3    4    5(나쁨)

2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 식사 조정이 가능하십니까? 1(가능)   2   3   4(불가능)

자료 : 厚生労動省. 介護予防マニュアル改訂版, http://www.mhlw.go.jp/topics/2009/05/tp050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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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3〉 영양개선 프로그램 보고서 및 사후 평가표(일본)

번호 성명 성별   남‧여

전화번호 (       )          -  생년월일

     년  월   일   세주소

[영양상담] 집단지도(강의        회, 그룹워크    회, 실습        회,   회)
실시형태와 횟수 통원형개별상담       회 방문형     회

담당자 관리영양사  영양사  의사  치과의사  보건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식생활개선추진원  자원봉사자

목표설정내용

목표의 변경(    월    일)

[평가항목] 첫회(   월   일) 중간(   월   일) 종료시(   월  일)

신장        cm       cm       cm
체중        kg        kg        kg
수술이나 식사요법이 필요한 입원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만성적인 질병 유무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설사나 변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정기적인 체중측정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3개월내 체중감소 유무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3개월내 체중증가 유무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1일 식사횟수      회/일       회/일       회/일
육류,어류,콩,계란 섭취횟수     회/일     회/주    회/일      회/주    회/일      회/주
야채, 과일 섭취량   접시/일     회/주    회/일      회/주    회/일      회/주
유제품‧두유 섭취횟수     회/일     회/주    회/일      회/주    회/일      회/주
음료수 섭취량        잔/일        잔/일         잔/일
보조식품 등 섭취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장보기가 부자유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식사준비가 부자유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식욕의 유무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식사가 즐겁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누군가와 함께 식사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정해진 시간에 식사‧수면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음식물에의 알레르기 증상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5종류 이상의 약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식사요법의 필요성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잘게 잘라 먹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삼키기 힘듬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주관적 건강상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자기효능감** 1    2    3    4  1    2    3    4  1    2    3    4  
*‘당신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좋다   2. 괜찮은 편   3. 보통   4.별로 좋지 않음   5. 좋지 않음

*‘당신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 자신이 식사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할 수 있다. 2. 둘 중의 하나라면 할 수 있다   3. 둘 중의 하나라면 할 수 없다  4. 할 수 없다

[최종평가]

자각적 변화***

최종경과
개선(일차예방사업으로)                  유지‧계속(이차예방사업)

악화(입원‧입소‧개호인정(요개호      )   기타(주소이전   불명    거부)

***‘이번 ○○사업에 참가하여, 당신의 생활습관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자료 : 厚生労動省. 介護予防マニュアル改訂版, http://www.mhlw.go.jp/topics/2009/05/tp0501-1.html



2012년도 지역사회 노인건강 리실태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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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100세 시  건강한 노화의 양상과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일

환으로 문경시에 거주하는 60~84세 어르신을 상으로 건강상태  건강행태에 한 실태를 악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 의 보호)에 의거

하여 비 이 철 히 보장됩니다. 한 응답하여 주신 내용은 향후 우리나라 노인 건강  복지 향상을 한 

정책 자료로 활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원의 질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주   소   경상북도  문경시               읍․면               리               번지

성   명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연   령   세는 나이:       세           
    만 세 

생년월일   19     년      월      일(        띠)  (□양력,  □음력)
  양력 년 월

조사일시

       월     일

       시     분 ～

       시     분

조사결과

 □① 완료

 □② 부분 완료   

 □③ 응답거   

 □④ 기타(         )

응답자 

화번호

핸드폰 

  054)      - 

     )      - 

조사원 

성명
               (인) 검토결과 

 □ 양호

 □ 약간 수정

답례품 

수령 
                    (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 경 시 보 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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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조사표



〔신체기능 조사표〕

 1. 어르신의 기본  일상생활수행능력(ADL)에 한 질문입니다.

1-1. 어르신께서는 옷을 챙겨 입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1) 도움없이 혼자서 옷을 옷장에서 꺼내어 입을 수 있다

2) 부분 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옷을 입을 수 있다(단추 채우기, 허리띠 착용시)

3)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다

1-2. 어르신께서는 세수나 양치질을 하고, 머리를 감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1) 세가지 모두 도움없이 혼자 할 수 있다

2) 세수와 양치질은 혼자 할 수 있지만 머리감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할 수 있다

3)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머리감기 뿐 아니라 세수나 양치질을 할 수 없다

1-3. 어르신께서는 목욕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1) 도움없이 혼자서 때 기와 샤워를 할 수 있다

2) 샤워는 혼자 할 수 있으나 때는 혼자 지 못한다/ 는 몸(등 제외)의 일부 부 만 닦을 수 있다 

3)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샤워‧목욕을  할 수 없다

1-4. 어르신께서는 음식을 차려주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1) 도움없이 식사(생선을 발라먹거나 음식을 잘라먹는 것 포함)를 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생선을 발라먹거나 음식을 잘라먹을 수 있다

3)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식사를  할 수 없거나 튜 나 경정맥수액을 통해 부분 으로 혹은

   으로 양분을 공  받는다

1-5. 어르신께서는 이부자리에 웠다가 일어나 방문 밖으로 나올 때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1) 도움없이 혼자서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부축을 받으면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다(지팡이 등 물건 사용시)

3)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 밖으로 나올 수 없다(들것에 실리거나 업 야만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다) 

1-6. 어르신께서는 소변을 보기 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화장실을 출입할 수 있습니까?

1) 도움없이 혼자서 화장실에 가고 소변 후에 닦고 옷을 입을 수 있다

2) 부분 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화장실에 가거나 변기 에 앉는 일, 소변 후에 닦는 일이나 

   옷을 입는 일 혹은 실내용 변기(혹은 요강)를 사용하고 비울 수 있다

3)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화장실 출입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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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어르신께서는 변이나 소변을 지리거나 흘리지 않고 잘 볼 수 있습니까?

1) 변과 소변을 본인 스스로 조 할 수 있다 ⇨ 질문 2로

2) 변이나 소변 조 을 가끔 실패할 때가 있다(속옷 갈아입을 필요가 있다) ⇨ 질문 1-7-(1)로

3) 변이나 소변을  조 할 수 없다 ⇨ 질문 1-7-(1)로

1-7-(1). 소변을 지리거나 흘리는 횟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1) 거의 매일 2) 이틀에 한 번꼴 3) 1주일에 1~2번꼴

4) 1개월에 1~3회꼴 5) 1년에 몇 차례 정도

 2. 어르신의 수단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에 한 질문입니다.

2-1. 어르신께서는 머리 빗질이나 손발톱 깎는 것, 화장(여자), 면도(남자)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1) (기구만 비되어 있으면) 도움없이 혼자서 빗질, 손/발톱 깎기, 면도 혹은 화장 등을 할 수 있다

2) (기구가 비되어 있더라도) 빗질, 손/발톱 깎기, 면도 혹은 화장  한두 가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

면 할 수 있다

3) (기구가 비되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빗질, 손/발톱 깎기, 면도 혹은 화장 모두 할 수 없다

2-2. 어르신께서는 집안의 일상 인 청소나 정리정돈, 침구정리, 설거지 등을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1) 도움없이 혼자서 집안일을 할 수 있다

2) 부분 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집안일을 할 수 있다

3)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집안일을  할 수 없다

2-3. 어르신께서는 식사 비(음식재료를 비하고 요리를 하고 밥상을 차리는 일)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1) 도움없이 혼자서 식사 비를 할 수 있다

2) 부분 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식사 비를 할 수 있다

3)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식사 비를  할 수 없다

2-4. 어르신께서는 빨래(손으로 빨든 세탁기를 이용하든 상 없이)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1) 도움없이 혼자서 빨래를 할 수 있다

2) 부분 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빨래할 수 있다

3)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빨래를  할 수 없다 

2-5. 어르신께서는 걸어서 갔다올 수 있는 상 이나 이웃, 병원, 공서 같은 가까운 곳의 외출을 다른 사람

의 도움없이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1) 도움없이 혼자서 외출을 할 수 있다

2) 부분 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외출할 수 있다

3)  외출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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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어르신께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버스나 철, 택시 등을 타고 외출할 수 있습니까? 는

     직  운 을 하고 다니십니까?

1) 도움없이 혼자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거나 직  차를 운 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버스나 지하철은 이용할 수 있다

3)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택시나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다

4)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다

2-7. 어르신께서는 사고싶은 물건을 사려고 상 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1) 도움없이 혼자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2) 한 두 가지 물건은 혼자서 구입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물건을 살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3) 다른 사람이 항상 동행해 주어야만 물건구입이 가능하다

4) 혼자서 물건구입을  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신 사다주어야 한다

2-8. 어르신께서는 용돈이나 통장, 재산 리 같은 리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1) 도움없이 혼자서 모든  리를 할 수 있다

2) 용돈 정도의  리는 할 수 있으나 큰 돈 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3)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리를  할 수 없다

2-9. 어르신께서는 화를 걸고 받는 일을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1) 혼자서 화번호를 찾고 화를 걸 수 있다

2) 알고 있는 화번호 몇 개만 걸 수 있다

3) 화는 받을 수는 있지만 걸지는 못한다

4) 화를 걸지도 받지도 못한다

2-10. 어르신께서는 약을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먹을 수 있습니까?

1) 도움없이 혼자서 제 시간에 필요한 용량을 챙겨 먹을 수 있다

2) 필요한 양의 약이 먹을 수 있게 비되어 있다면 제시간에 혼자 먹을 수 있다

3) 약을 먹을 때마다 다른 사람이 항상 챙겨주어야 한다

 3. 어르신의 사회활동 능력(여가활동)에 한 질문입니다.

3-1. (꾸 히 하고 있는) 장기나 바둑, 화투 치기 등과 같은 취미가 있습니까?

1) 자주 한다

2) 때때로 한다

3) 거의 하지 않는다 ⇨ 질문 3-1-(1)로

3-1-(1). 최근에 여태껏 하던 취미를 그만 두었습니까?

1) 그 다 2) 아니다(취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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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체력 측정방법〉
 

1. 악력 측정 ( 신근력 측정)

1) 피검자가 앉거나 선 상태에서 한쪽 손을 검사 후, 다른 쪽 손을 검사한다 

2) 서서 팔을 차려 자세로 한 후 검사기구의 이 팔의 안쪽을 향하도록 기구를 손에 쥐고 힘껏 당기도록 

설명해 다(이 때 팔을 구부리지 않는다)

3) 검사자는 피검자가 손에 편히 쥘 수 있도록 기구의 조 기를 조 해 다 

4) 평소 자주 사용하는 쪽 손을 먼  검사한다

5) “ 비 - 시작” 과 동시에 시작단추를 른다. 검사자는 “조  더, 조  더” 를 반복하여 구령하면서 피검자

로 하여  할 수 있는 힘껏 검사기구를 쥐도록 격려한다

6) 반복하여 시행하는 동안 피검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즉시 검사를 지한다

7) 측정은 두 번에 걸쳐 하되 한쪽 손을 2회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다른 쪽 손을 번갈아가며 시행한다 

8) 각 시행 회마다 기구의 을 ‘0’ 상태에서 시행한다 

2. 한쪽 다리 들고 서기(정  균형도 측정)

1) 검사자가 먼  동작을 보여 다(양쪽 팔을 붙이고 한쪽 발을 든다) 

2) 검사자는 피검자의 앞에 서서 검사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피검자의 균형을 해 검사자가 피검자의 팔을 

잡아주거나 피검자가 검사자의 팔을 잡을 수 있도록 한다 - 시작할 비가 되면 검사자의 팔을 붙잡지 않도록 한다

3) “ 비 - 시작” 이라고 말한 후 stop watch를 켠다

4) 1분 이상이면 stop watch를 끈 후 - “그만” 이라고 말한다 

5) 지탱하고 있는 발(버  발)이 움직여서 이동하 을 경우 그 시 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한다 

6) 한 발을 들었다가 곧바로 내려놓는 경우(1  미만)에는 정  균형도를 1 로 기입한다

3. 30  동안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하체 근력 측정)

1) 검사자가 먼  동작을 보여 다. 두 손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팔짱을 끼고 비교  

   빠른 속도로 실시하도록 설명한다. 

2) 피검자가 의자에 앉게 한다.

3) “ 비 - 시작”이라고 말한 후 stop watch를 른다.

4) 검사자는 피검자의 에서 걸으면서 피검자를 보호한다. 

5) 30  후 “그만” 이라고 말한 후 stop watch를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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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력 검사( 신근력 측정)

※ 조사원: 측정지침에 따라서 아래 동작을 수행하게 하고 그 내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수행불능인  

 경우에는 수행불가 항목에 기입‧체크(√)하여 주십시오

1-1. 최근에 손에 동통이나 염을 앓은 이 있나요?  1)           2) 아니오

1-2. 최근 3개월 동안 손이나 손목에 수술을 받은 이 있나요?     1)           2) 아니오

 1-3. 오른 손잡이인가요? 왼 손잡이인가요?   1) 오른손잡이  2) 왼손잡이

1-4. 오른손 측정 결과
① 측정 ⇨ 1차, 2차 1차  .  kg

② 수행불가 2차  .  kg

1-6. 왼손 측정 결과
① 측정 ⇨ 1차, 2차 1차  .  kg

② 수행불가 2차  .  kg

2. 한쪽 다리 들고 서기(정  균형도 측정)

※ 조사원: 1차의 경우 한번 연습한다 생각하고 수행하게 하고, 2차 실시 에는 “다시 힘 잘 주시고” 라고 

주지시켜 실시하도록 한다. 

 2-1. 한쪽 다리 들고 서기 

측정결과

① 측정 ⇨ 1차, 2차 1차      .  

② 수행불가 2차      .  

3. 30  동안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하체 근력 측정)

※ 조사원: 두 손을 사용하지 않기 하여 팔짱을 끼고, 비교  빠른 속도로 실시하도록 한다. 

1) 수행 →  횟수                회 2) 수행 불가 

4. 신체 계측

1) 신장 : .  cm  2) 체  : . ㎏

  

4-1. 지난 3개월간 체  감소가 있었습니까?

1)  → (       )㎏ 감소 2) 아니오(체  감소 없음)

5. 팔뚝 가운데 둘 (MAC)  종아리 가운데 둘 (CC)

 (※ 조사원: 오른손잡이→왼쪽 팔뚝 측정, 왼손잡이→오른쪽 팔뚝 측정)

1) 팔뚝 둘  : .  cm 2) 종아리 둘  : .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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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동능력

1) 나는 걷는데 지장이 없다 2) 나는 걷는데 다소 지장이 있다 3) 나는 종일 워있어야 한다

2. 자기 리 

  1) 나는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는데 지장이 없다

2) 나는 혼자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는데 다소 지장이 있다

3) 나는 혼자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을 수가 없다

3. 일상 활동( , 일, 공부, 가사일, 가족 는 여가활동) 

1) 나는 일상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2) 나는 일상 활동을 하는데 다소

   지장이 있다      

3) 나는 일상 활동을 할 수가 없다

4. 통증/불편

1) 나는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다 2) 나는 다소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3) 나는 매우 심한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5. 불안/우울

1) 나는 불안하거나 우울하지 않다 2) 나는 다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3) 나는 매우 심하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 어르신의 신체  제한상태에 한 질문입니다.

 1. 어르신께서는 다음의 동작을 하실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보조기없이 혼자서 하시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다

약간

어렵다

매우

어렵다

 

할 수 

없다

모르겠다

1) 운동장 한바퀴(400m)정도 걷기 ① ② ③ ④ ⑤

2) 계단을 쉬지 않고 10계단 오르기 ① ② ③ ④ ⑤

3) 몸을 구부리거나, 쭈그리거나, 무릎을 꿇기 ① ② ③ ④ ⑤

4) 머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손을 뻗쳐서 닿게 하기 ① ② ③ ④ ⑤

5) 악수를 할 때처럼 손을 앞으로 내어 뻗기 ① ② ③ ④ ⑤

6) 손가락으로 물건을 움켜쥐거나 손가락을 마음 로 쓰기 ① ② ③ ④ ⑤

7)  1말(8kg)정도의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기 ① ② ③ ④ ⑤

※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입니다.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하나의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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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실천행   건강상태 조사표〕

1. 어르신께서는 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1) 과거 담배를 피운 후 계속 피우고 있다

2) 과거 담배를 끊은 경험이 있으나 재 다시 피우고 있다

3) 과거에는 피웠으나 재는 피우지 않는다 

4)  피우지 않는다
 

2. 어르신께서는 재 술을 드십니까?

1) 과거부터 계속 마신다 

2) 일시 으로 주한 경험이 있으나 재 다시 마신다 

3) 과거에는 마셨으나 재는 마시지 않는다 ⇨ 질문 3으로

4)  마시지 않는다 ⇨ 질문 3으로
 

2-1. 어르신께서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1) 매일 마신다 2) 일주일에 4-6번 정도

3) 일주일에 2-3번 정도 4) 한달에 2-4번 

5) 한달에 한번 정도 6) 한달에 한번 미만

2-2. 어르신께서는 한 번에 술을 어느 정도 마십니까?

   ※ 소주, 양주 구분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생각함(단 캔맥주 1개(355cc)는 맥주 1.6잔과 같음).

1) 1-2잔  2) 3-4잔  3) 5-6잔

4) 7-9잔  5) 10잔 이상 

3. 어르신께서는 지난 1년간 정기 으로 운동, 스포츠, 체조 등을 하시고 계십니까?

   ※ 1회 20분 이상 지속되는 운동을 주 3회 이상 실시 

1) 1년 내내 계속하고 있다 ⇨ 질문 3-2로

2) 농한기에만 한다 ⇨ 질문 3-2로

3) 하지 않는다 ⇨ 질문 3-1로 

3-1. 운동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바빠서 2) 힘들어서 3) 아 서 4) 기타(무엇:               )

3-2. 주로 어떠한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논‧밭 일을 하기 해서 걷는 것은 제외함)

1) 걷기 2) 달리기 3) 등산, 하이킹

4) 게이트볼 5) 에어로빅, 스스포츠 6) 고 무용, 우리춤체조

7) 요가 8) 체조, 스트 칭 9)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10) 수 11) 헬스 12) 기타(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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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장 자주 이용하시는 운동 장소는 어디입니까?

1) 경로당 로그램 2) 보건소(지소, 진료소) 로그램 3) 노인복지  로그램

4) 기타 공공기  로그램 5) 공공체육시설 6) 학교 체육시설

7) 집주변 8) 집안 9) 기타(무엇:                )

4. 어르신께서는 1주일에 2km(5리) 정도를 몇 번 걷고 있습니까? 

1)  없다 ⇨ 질문 5로 2) 한번 미만(1개월 3번 이하) 3) 한번

4) 2～3번 정도 5) 4～5번 정도 6) 매일

4-1. 어르신께서는 2km(5리) 정도 걷기를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건강을 하여

3) 경로당 등 복지기 을 이용하기 하여

2) 논밭을 가기 하여

4) 기타(무엇:                             )

4-2. 비슷한 연세의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르신의 평소 걷는 속도는 어떻습니까?

1) 빠른 편이다 2) 비슷하다 3) 느린 편이다

5. 어르신께서는 지난 3년 동안 매년 독감(인 루엔자) 방 종을 받으셨습니까?  

1) 매년 종 2) 2년에 1회 종

3) 3년에 1회 종 4)  종 안함

6. 어르신께서는 지난 2년 동안 건강을 하여 건강검진을 받은 이 입니까?

1) 2) 아니오

7. 어르신께서는 하룻밤동안 보통 몇 시간 주무십니까?(실제로 잠을 잔 시간)

 하루:          시간  

7-1. 습 으로 낮잠을 주무시는 편입니까?

1) 2) 아니오 

7-2. 밤에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깨어서 불편하십니까?

1) (불편하다) 2) 아니오(불편하지 않다) 

7-3. 하루에 취하고 있는 수면이 피로회복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충분한 편이다 2) 충분한 편이다                        

3) 불충분한 편이다 4) 단히 불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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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3개월 동안에 밥맛이 없거나, 소화가 잘 안되거나, 씹고 삼키는 것이 어려워서 식사량이 었습니까? 

0) 보다 많이 었다           1) 보다 조  었다 2) 변화 없다

2. 지난 3개월 동안 몸무게가 어들었습니까?

0) 3kg 이상의 체 감소 1) 모르겠다

2) 1kg에서 3kg사이의 체 감소 3) 지 않았다

3. 집 밖으로 외출할 수 있습니까?

0) 외출할 수도 없고, 집안에서 주로 앉거나 워서 생활한다

1) 외출할 수는 없지만 집에서는 활동을 할 수 있다

2) 외출할 수 있다

4. 지난 3개월 동안 많이 괴로운 일이 있었거나, 심하게 편찮으셨던 이 있습니까? 

0) 1) 아니오

 

5. 신경정신과  문제

0) 증 치매나 우울증 1) 경증 치매 2) 특별한 증상 없음

6. 체질량지수(BMI) = [몸무게(kg)/신장(m)²] 

0) BMI <19 1) 19 ≤ BMI < 21 2) 21 ≤ BMI < 23 3) BMI ≥ 23

 간 수 I. (1~6) : .    

 *  0  이상~ 8  미만 : 양불량 

 *  8  이상~12  미만 : 양불량 험군

 * 12  이상~14  미만 : 보통, 험도 없음, 평가 불필요 

7. 평소에 어르신 에서 생활하십니까?

0) 아니오 1) 

8. 지난 한달간 매일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처방한 약을 드시고 있습니까?( 양제 제외) 

0) (있다)  → 1일           개   1) 아니오(없다)

   (※ 조사원: 약의 개수는 약의 치료성분 기 임)

9. 피부에 욕창이나 궤양이 있습니까? 

0) 1) 아니오

10. 하루에 몇 끼의 식사를 하십니까? 

0) 1끼 1) 2끼 2) 3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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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단백질 식품의 섭취량  

11-1. 우유나 떠먹는 요구르트, 유산균 요구르트 에서 매일 한 개 드시는 것이 있습니까?  □   □ 아니오

11-2. 콩으로 만든 음식(두부, 콩자반, 콩비지 등)이나 달걀(메추리알, 오리알 등)을 일주일

에 2번 이상 드십니까?
 □   □ 아니오

11-3. 생선(고등어, 갈치, 꽁치, 삼치, 동태 등)이나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를 

매일 드십니까?
 □   □ 아니오

   수                

* 11번 수산정방법:  0.0  = 0개 는 1개 ‘ ’,  0.5  = 2개 ‘ ’,  1.0  = 3개 ‘ ’

12. 매일 2번 이상 과일(사과, 배, 귤, 딸기, 수박, 참외, 포도 등)이나 채소(상추, 고추, 오이, 가지, 무 등)를 

드십니까?

0) 아니오 1) 

13. 하루동안 몇 컵의 물이나 음료수, 차를 드십니까?

0) 2컵 이하 0.5) 3컵 이상 ~ 5컵 이하 1.0) 6컵 이상

14. 혼자서 식사할 수 있습니까?

0)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항상 필요

1) 혼자서 먹을 수 있으나 약간의 도움 필요

2) 도움없이 식사할 수 있음

15. 어르신의 양상태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양상태가 낮은 편이다 1) 모르겠다 2) 양상태가 괜찮은 편이다

16. 비슷한 연세의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어떻습니까?

0.0) 좋지 않다 0.5) 모르겠다 1.0) 동일한 수 이다 2.0) 좋다

 

17. 팔뚝 가운데 둘 (MAC)  

□ 0.0 = 21cm미만 □ 0.5 = 21cm이상 22cm미만 □ 1.0 = 22cm이상

18. 종아리 가운데 둘 (CC) 

□ 0.0 = 31cm미만 □ 1.0 = 31cm이상

* 간 수 II.  (7~18번) :  .    

* 총 수 합계 ( 간 수 I+ 간 수 II)  

        :  .  

* 1= 24  이상(정상) 

* 2= 17  이상 ~ 24  미만( 양불량 험) 

* 3= 16.5  이하( 양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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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       문
없었다

아주

가끔

있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항상

있었다

1)
지난 3개월 동안 어르신께서는 치아나 틀니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자주 음식의 종류나 양을 제한하 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지난 3개월 동안 어르신께서는 얼마나 자주 질긴 고기나 사과와 같

은 종류의 음식을 깨물거나 씹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지난 3개월 동안 어르신께서는 얼마나 자주 편안하게 삼킬수 있었

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지난 3개월 동안 어르신께서는 얼마나 자주 치아나 틀니가 원하는 

로 말하는 것을 방해하 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지난 3개월 동안 어르신께서는 얼마나 자주 불편함이 없이 여러 음

식을 드실 수 있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지난 3개월 동안 어르신께서는 치아나 틀니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자주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7)
지난 3개월 동안 어르신께서는 얼마나 자주 치아나 잇몸 혹은 틀니

의 외 으로 인해 즐겁거나 행복하다고 느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8)
지난 3개월 동안 어르신께서는 얼마나 자주 입안과 주 의 아픔이

나 불편함을 덜기 하여 약을 사용하 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9)
지난 3개월 동안 어르신께서는 얼마나 자주 치아나 잇몸 혹은 틀니

의 문제에 하여 걱정하거나 신경을 쓰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 어르신의 시력, 청력  작상태(씹기)에 한 질문입니다. (보조기 사용에 계없이 상태 여부 체크)

질문내용 상태 여부

  1-1. 시력 상태 (TV시청, 신문보기 등) 1) 좋다 2) 나쁘다 3) 거의 안 보인다

  1-2. 청력 상태 ( 화통화, 사람과의 화) 1) 좋다  2) 나쁘다 3) 거의 안 들린다

  1-3. 씹기 상태 (고기나 딱딱한 것 씹기) 1) 좋다 2) 나쁘다 3) 거의 못 씹는다

1. 재 본인의 구강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좋다 2) 좋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좋지 않다   5) 매우 좋지 않다

2. 음식은 주로 어떤 부 로 씹으십니까?

1) 오른쪽으로 씹는다   2) 왼쪽으로 씹는다   3) 양쪽으로 씹는다 

3. 재 틀니를 사용하십니까?

1) 사용하지 않는다  2) 윗니만 사용한다 3) 아랫니만 사용한다

4) 아래․  모두 사용한다 5) 틀니는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 

4. 다음은 어르신의 구강상태에 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상태에 체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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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난 3개월 동안 어르신께서는 얼마나 자주 치아나 잇몸 혹은 틀니

의 문제 때문에 당황하거나 창피한 이 있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1)
지난 3개월 동안 어르신께서는 얼마나 자주 치아나 틀니 문제 때문

에 사람들 앞에서 음식을 먹기가 불편하다고 느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2)
지난 3개월 동안 어르신께서는 얼마나 자주 치아나 잇몸이 뜨겁거

나 찬 것 혹은 단 것에 민감하게 느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3) 다음 음식을 씹는데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13-1) 땅콩 ① ② ③ ④ ⑤

 13-2) 갈비 ① ② ③ ④ ⑤

(pathology; injury)

1. 어르신께서는 지난 1년 동안 넘어진 이 있습니까? 

    ( : 미끄러져서, 발을 헛디뎌서, 사물에 손발이 걸려서, 갑자기 주 앉게 되어서)

1) (있다) 2) 아니오(없다)  ⇨ 질문 2로  

   1-1. 그러면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넘어진 이 있습니까?  

1) (있다) 2) 아니오(없다)  ⇨ 질문 2로

   1-2. 그 때 어디에서 넘어지셨습니까? 

1) 논,밭, 과수원, 들, 우사, 하우스, 산 2) 집밖 길에서 

3) 방에서 4) 마당에서 

5) 욕실  화장실에서 6) 부엌에서 

7) 계단에서 8) 기타(무엇:                           )

   1-3. 그 때 골 을 당하 습니까? 

1) (있다) 2) 아니오(없다)  ⇨ 질문 2로 

   1-4. 그 때 골 을 당하 을 때 신체의 어느 부 습니까?(복수응답)

1) 허리나 가슴(상체부 ) 2) 어깨에서 손목까지

3) 손목, 손등, 손가락 등(손 부 ) 4) 발목, 발등, 발가락 등(발 부 )

5) 고 (엉덩이 ) 부 6) 기타(무엇:                           )

2. 어르신께서는 재 넘어지는 것이 두렵다고 느끼십니까?

1) 매우 두렵다 ⇨ 질문 2-1로  2) 약간 두렵다 ⇨ 질문 2-1로  3) 두렵지 않다

  

 2-1.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외출을 하지 않거나 인 이 있습니까?

1) 항상 그 다 2) 때때로 그 다 3) 그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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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ology: disease)

 1. 어르신의 재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에 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 응답 번호 기입)

    질병명  1-1. 질병 여부  1-2. 치료 여부

 질병 각각에 해 질문하시오.

재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질환이 있습니까?

ⓞ 없다    ① 있다  

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 아니오    ①   

1) 암

2) 근골격계

  질환

(1) 염(퇴행성 는 류마치스성 염)

(2) 요통, 좌골통, 디스크(추간  탈출증), 신경통

(3) 골다공증

3) 소화기계

  질환

(1) 소화성궤양( 염, 궤양, 십이지장궤양)

(2) 만성간염, 간경변증

4) 내분비,

  사성

(1) 당뇨병 

(2) 갑상선 질환

5) 순환기계

  질환

(1) 고 압

(2) 풍, 뇌  질환

(3) 심증, 심근경색증, 심장병

6) 호흡기계

질환

(1) 폐결핵, 결핵

(2) 만성기 지염(심한 기침, 가래) 폐기종, 천식

7) , 귀질환
(1) 백내장

(2) 만성 이염

8) 만성신장질환(만성신부 )

9) 빈

10) 피부병

11) 골 , 탈골  사고로 인한 휴유증

* 에서 말 드린 질환 외에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질환이 있습니까? 있다면 아래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12) 질병명:                           

13) 질병명:                           

 
 ※ 조사원: 응답 어르신이 갖고 있는 총 만성질병수를 확인하여 기록하시오. 총만성질병 수:           개   

  

 

부 록∙187



3. 어르신께서 지난 1주 동안의 자신의 기분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면 < >, 그 지 않다고 생각되면 <아니오>로 

답하여 주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의 느낌 아니오

1) 재의 생활에 체 으로 만족하십니까? 1 0

2) 요즈음 들어 활동량이나 의욕이 많이 떨어지셨습니까? 0 1

3) 자신이 헛되이 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0 1

4)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까? 0 1

5) 평소에 기분은 상쾌한 편이십니까? 1 0

6) 자신에게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0 1

7) 체로 마음이 즐거운 편이십니까? 1 0

8) 망 이라는 느낌이 자주 드십니까? 0 1

9) 바깥에 나가기가 싫고 집에만 있고 싶습니까? 0 1

10) 비슷한 나이의 다른 노인들보다 기억력이 더 나쁘다고 느끼십니까? 0 1

11) 재 살아 있다는 것이 즐겁게 생각되십니까? 1 0

12) 지 의 내 자신이 아무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0 1

13) 기력이 좋은 편이십니까? 1 0

14) 지  자신의 처지가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0 1

15)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처지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 1

 수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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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어르신의 사회  계에 한 질문입니다.

1. 어르신 의 근처에서 자주 왕래하는 친척(가족, 자녀 등)이 있습니까? 

1) 있다 →  (친인척:        명) 2) 없다

2. 어르신께서는 마음을 털어놓고 자신의 문제 이나 걱정거리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이웃이 있습니까?

1) 있다 →  (친구·이웃:        명) 2) 없다

3. 어르신께서는 일주일에 보통 외출을 몇 번 하십니까?

1) 있다 →  (주:        일) 2) 없다

4. 일주일에 보통 친구나 이웃 분께서 어르신 으로 몇 번 정도 찾아옵니까? 

1) 거의 매일(6~7회) 2) 주 4~5회 정도 3) 주 2~3회 정도

4) 주 1회 정도 5)  없음

5. 지난 한달 동안 어르신께서는 친척, 친구, 이웃과 얼마나 자주 화연락을 하 습니까?

1) 거의 매일 2) 주 2∼3회 정도 3) 주 1회 정도

4) 2∼3회 정도 5) 1회 정도 6)  없음

6. 일반 으로 어르신께서는 최근에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낸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이좋게 지낸다 2) 보통이다 3) 사이가 좋지 않다

7. 지난 한달 동안 어르신께서는 경로당(마을회  등)에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1) 거의 매일 2) 주 2∼3회 정도 3) 주 1회 정도

4) 2∼3회 정도 5) 1회 정도 6)  없음

8. 어르신께서는 몇 개의 단체·모임에 가입하고 있습니까?(종교단체, 문화활동단체, 운동단체, 사교단체, 

   정치단체, 직능단체 등)

1) 있다 →  (단체 는 모임수:         개) 2) 없다

9. 어르신께서는 가입하고 있는 단체·모임에서 얼마나 극 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1) 매우 극 이다(거의 모두 참석) 2) 극 이다(자주 참석)

3) 극 이지 않음 (가입하고 있으나 참석하지 않음) 4) 가입한 단체 모임이 없음

10. 어르신께서는 낮 시간동안 주로 어디에서 보내십니까?

1) 집에서 2) 이웃집에서

3) 경로당(마을회  등)에서 4) 논‧밭에서

5) 기타 → (어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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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년간 건강을 유지하기 해 보건소(지소, 진료소)나 복지  등에서 실시하는 로그램에 한번이라도

   참여하신 이 있습니까? (복수응답)

1) 노인건강교실 1) 있다 2) 없다

2) 노인운동교실·만성질환·운동교실 1) 있다 2) 없다

3) 고 압교실 1) 있다 2) 없다

4) 당뇨교실 1) 있다 2) 없다

5) 경로당 방문 건강 리 1) 있다 2) 없다

6) 성인병 방 교육 1) 있다 2) 없다

7) 치매 방 교육 1) 있다 2) 없다

8) 연 교육 1) 있다 2) 없다

9) 주교육 1) 있다 2) 없다

10) 기타(                           )  1) 있다 2) 없다

11) 모두 참여해본  없다  ⇨ 질문 1-1로  

 1-1. (모두 참여해 본 이 없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귀찮아서 2) 필요하지 않아서

3) 그 장소에 갈 수가 없어서 4)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5) 기타(                      )

2. 향후 건강을 유지하기 해 보건소(지소, 진료소)나 복지  등에서 실시하는 다음과 같은 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 노인건강교실 1) 있다 2) 없다

2) 노인운동교실·만성질환·운동교실 1) 있다 2) 없다

3) 고 압교실 1) 있다 2) 없다

4) 당뇨교실 1) 있다 2) 없다

5) 경로당 방문 건강 리 1) 있다 2) 없다

6) 성인병 방 교육 1) 있다 2) 없다

7) 치매 방 교육 1) 있다 2) 없다

8) 연 교육 1) 있다 2) 없다

9) 주교육 1) 있다 2) 없다

10) 기타(                        ) 1) 있다 2)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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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조사표〕

1. 어르신의 결혼상태는 어떠하십니까?

1) 미혼 2) 유배우(동거) 3) 사별

4) 이혼 5) 별거 6) 기타(무엇:                  )   

2. 어르신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1) 무학 2) 등학교(      년) 3) 학교(      년)

4) 고등학교(      년) 5) 문 학(      년) 6) 학/ 학원(      년)  

※ <질문 3>은 할아버지(할머니)의 가족  재 동거하고 있는 가족에 한 질문입니다. 주민등록상의 동거인

이 아닌 실제 동거인에 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3. 재 어르신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모두 말 하여 주십시오(복수응답).

1) 없다 2) 배우자 3) 자녀

4)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 ) 5) 손자녀 6) 손자녀의 배우자

7) 친인척 8) 친인척의 배우자 9) 기타(무엇:                 )  

   3-1. (조사원 기입 사항)  가족구성에 의한 가구형태는 무엇입니까?  

1) 노인1인가구 2) 노인부부가구 3) 핵가족(미혼자녀와 동거)

4) 확 가족(기혼자녀와 동거) 5) 방계가족(형제‧자매와 동거) 6) 조손가족

7) 노인+노인부모가족 8) 기타(무엇:                    )

4. 어르신의 의료보장 가입상태는 어떠하십니까?

1) 의료 여 (국민기 생활보장 수 권자) 2) 의료 여 + 민간보험

3) 건강보험 (피보험자, 피부양자로 가입한 경우 모두 해당) 4) 건강보험 + 민간보험

5) 민간보험만 6) 미가입(보험료부담 못함)
 

5. 재 어르신 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어디에 속하십니까?(가구원의 근로소득, 재산소득, 기 노령연  

등 모두 포함)

1) 소득 없음 2) 20만원 미만 3) 20∼40만원 미만

4) 40∼60만원 미만 5) 60∼80만원 미만 6) 80∼100만원 미만

7) 100∼120만원 미만 8) 120∼140만원 미만 9) 140∼160만원 미만

10) 160∼180만원 미만 11) 180∼200만원 미만 12) 200∼250만원 미만

13) 250∼300만원 미만 14) 300만원 이상
 

부 록∙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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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회원제 안내 

 ▶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 회비

   •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 가입방법 

   •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 회비납부

   •   • 신용카드 결재

   •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문의처

   •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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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01 u-Health 현황과 정책과제 송태민

연구 2011-02 보건의료분야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출 및 수입구조 분석 조재국

연구 2011-03 천서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활성화 방안 이상영

연구 2011-04 약제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고비용 의약품 관리방안 박실비아

연구 2011-05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정기혜

연구 2011-06 소비자 중심의 유기식품의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유기가공식품 표시제 중심으로- 곽노성

연구 2011-07 저소득층 아동비만 및 저체중 문제의 진단과 응방안 김혜련

연구 2011-08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건강증진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진

연구 2011-09 인구집단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해 김동진

연구 2011-10 통일 비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보건복지 응방안 황나미

연구 2011-11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 신영석

연구 2011-12 노후준비 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윤석명

연구 2011-13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최성은

연구 2011-14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연구 2011-15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장애‧장해‧장애인 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신화연

연구 2011-16-1 선진국의 아동사례관리체계비교연구: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16-2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여유진

연구 2011-17-1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고경환

연구 2011-17-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와 복지경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경환

연구 2011-17-3 2011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연구 2011-17-4 2011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1-17-5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연구 2011-17-6 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 원종욱

연구 2011-17-7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정영호

연구 2011-18 공정사회를 위한 친서민정책 개선방안 이태진

연구 2011-1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 명

연구 2011-20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여유진

연구 2011-2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조사- 최현수

연구 2011-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연구 20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 -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이현주

연구 20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1-25 사회복지제도 운영체계 국제비교 연구: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강혜규

연구 20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1-27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연구 2011-28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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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29 장애노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및 운영 구조 연구 강혜규

연구 20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이삼식

연구 20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연구 20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연구 20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연구 2011-37-1 출산율예측모형개발 이삼식

연구 2011-37-2 저출산에 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외부)
연구 20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연구 2011-37-4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연구 20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외부)
연구 20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연구 2011-37-7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연구 2011-37-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외부)
연구 20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연구 2011-37-10 저출산고령화 시 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 모색: 연금제도와 고령자 
경제활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소정

연구 20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연구 20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연구 20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 
-M시 종적연구기반(I) 오영희

연구 2011-37-14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봉

연구 2011-37-15 저출산‧고령사회 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연구 2011-37-16 저출산 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편- 이삼식

연구 20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응정책 동향 정경희

연구 2011-37-18 저출산고령사회 응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각지  분석- 이소정

연구 2011-37-19 출산행동의 동향분석을 위한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연구 20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김기홍(외부)
연구 20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정영철(외부)
연구 2011-37-22 저출산 시  아동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방안 이미정(외부)

연구 20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 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연구 20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지원 김동진

연구 20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와 정책동향 최은진

연구 2011-39-4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김동진

연구 20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 책에 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연구 20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 응방안 연구 김정선

연구 20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연구 20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홍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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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4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2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1-4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아동분야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44-1 2011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남상호

연구 20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욱

연구 20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연구 20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01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12권) 정기혜

연구 2012-02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응방안 연구 -한미FTA중심으로 김 중

연구 2012-03 초‧중‧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김정선

연구 2012-04 식품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곽노성

연구 2012-05 근거중심보건의료에 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김남순

연구 2012-06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박실비아

연구 2012-07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윤강재

연구 2012-08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연구 2012-09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2-10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2-11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조직화 방안 김동진

연구 2012-12 정신건강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진욱

연구 2012-13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방안 정기혜

연구 2012-14 건강보장체계의 New Paradigm 전환에 따른 기반 구축 연구 신영석

연구 2012-15 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김진수

연구 2012-16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 윤석명

연구 2012-17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2-18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신화연

연구 2012-19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방향 유근춘

연구 2012-20 사회환경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원종욱

연구 2012-21 복지지출 수준에 따른 사회현상과 정책과제 고경환

연구 2012-22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최성은

연구 2012-23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욕구의 응성 분석 고경환

연구 2012-24 2012년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연구 2012-25 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2-26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군인연금과 노르딕 
모델을 중심으로 윤석명‧신화연

연구 2012-27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원종욱

연구 2012-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욱

연구 2012-29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김태완

연구 2012-30 중고령자의 소득·자산 분포와 노후빈곤 가능성 분석 남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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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2-31 현세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 김미곤

연구 2012-32 빈곤에 한 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한 분석 이현주

연구 2012-33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염주희

연구 2012-34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 (터키) 이현주

연구 2012-35 인구구조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한 연구 김문길

연구 2012-36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2-37 2012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2-38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강혜규

연구 2012-39 아동복지지출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 규모 추계 김미숙

연구 2012-40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심층분석 김성희

연구 2012-41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응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2-42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 박수지

연구 2012-43 보건복지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및 정책과제 정영철

연구 2012-44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2 장영식

연구 2012-45 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도세록

연구 2012-46 보건복지분야 조사통계 선진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2-47-1 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 이삼식

연구 2012-47-2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저출산정책연계방안 이상림

연구 2012-47-4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 김현식

연구 2012-47-5 친가족기업 지표개발과 적용방안: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점검과 향후과제 이철선

연구 2012-47-6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염주희

연구 2012-47-7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이삼식

연구 2012-47-8 임신 및 출산을 위한 난임 시술비 지불보상 현황과 정책방향 황나미

연구 2012-47-9 신생아기 저출생체중아 사망영향요인과 관리방안 최정수

연구 2012-47-10 둘째자녀 출산제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 정은희

연구 2012-47-1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김현식

연구 2012-47-12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이헌창)
연구 2012-47-13 남북한 통합시 인구이동 전망과 응과제 이상림

연구 2012-47-14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정경희

연구 2012-47-15 100세 시  건강한 노화의 양상과 정책과제 - M시 종적연구(II) 오영희

연구 2012-47-16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17 노인장기요양욕구필요도측정방식개발 이윤경

연구 2012-47-18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정경희

연구 2012-47-19 복지용구사업시장규모추계와활성화방안 김 중

연구 2012-47-20 저출산현상의동태적분석을위한지역사례조사 박종서

연구 2012-47-21 백세시  응 고령화 지역 연구 이윤경

연구 2012-47-22 저출산 책 관련 국제동향분석: 미국‧영국 편 이삼식

연구 2012-47-23 선진국의 고령사회정책: 유럽국가의 활기찬고령화(active ageing)정책을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24 저출산‧고령사회 응 국민인식 연구(II) 오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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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2-47-25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정경희

연구 2012-47-26 출산력시계열자료 구축 및 분석 신창우‧이삼식

연구 2012-47-27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공적 전달체계 개편 방안: 공적전달체계의 
수직적편제와 수평적배열의 재구조화 정홍원

연구 2012-47-28 부모에 한 경제적 의존과 자녀의 만혼화 (이만우)
연구 2012-47-29 저출산에 응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0 농업인의 노후준비실태와 정책 안 (최경환)
연구 2012-47-31 저출산 고령화 응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 연구 박종서 

연구 2012-4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 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06년 및 2011년 결과 보고서 - 오영호

연구 2012-49-1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한 건강영향평가 이상영

연구 2012-49-2 지방자치단체환경보건정책에 한 건강영향평가 김동진

연구 2012-49-3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의 건강영향평가 동향 및 정책과제 최은진

연구 2012-49-4 건강증진서비스이용에 한 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영향 연구 최은진

연구 2012-50-1 지역사회 기후변화 관련 건강적응 책 발전방안 김남순

연구 2012-50-2 기후변화 응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개선 방안 김정선

연구 2012-51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빈곤정책 홍석표

연구 2012-52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3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2-5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확충 전략Ⅱ: 영유아돌봄 및 초등 
방과후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2-54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ㆍ복지실태조사 김승권

연구 2012-55-1 2012년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한국의복지실태 최현수

연구 2012-55-2 2012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인구집단별생활실태와복지욕구의동태분석 남상호

연구 2012-56-1 201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 정영호

연구 2012-56-2 2012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의료이용 심층연구 김 중

연구 2012-57 2012년 인터넷 건강정보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2-58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4년차) 이연희

연구 2012-59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책 이상영

연구 2012-60 북한주민의 생활과 보건복지실태 황나미

연구 2012-61 사회보장 재정추계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원종욱

연구 2012-62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신영석

연구 2012-63 보건의료 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윤강재

연구 2012-64 우리나라의 자살급증 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영

연구 2012-65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정립 방향 
- 스웨덴, 프랑스, 영국을 중삼으로 - 고경환

연구 2012-66 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함의 김혜련

연구 2012-67 보건복지 지표ㆍ지수 연구 남상호

연구 2012-68 2012년 지역복지개발평가센터 운영보고서 김승권

협동 2012-1 2012년 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 신호성

협동 2012-2 2012년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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