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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은 1990년에 71.3세 였고

2000년에는 74.3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

리나라 전체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비

율은 1997년 6.6%에서 2000년에는 7%, 2022년에

는 14%정도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1,2). 농

촌의 경우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더욱 빠르게 증가

하고 있는데 196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이농현상

으로 1960년에는 28.8%이던 도시화율이 1989년에

는 73.1%로 급격히 증가하여 농촌 인구는 매년 감

소해 왔다. 또한 젊은 노동력의 대량 이농현상으로

농촌인구의 10-12%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노인

의 거주 형태도 자녀별거 노인가구의 비율은 시 지

역은 28.7%인데 반해 농촌지역은 52.7%로 훨씬 높

다1).

한 연구에 의하면 조사 대상노인들의 85.9%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군 지역 노인

이 89.2%로 시 지역 노인의 83.4%보다 높다. 반면

에 질병 치료를 받은 노인의 비율이 1/3정도로써 노

인 인구의 높은 상병률에 비하여 적절한 치료는 행

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노인의 40.4%가 급성 또는 만성 질환에 이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이 실제로 자각 못하는 건

강상의 문제가 많은 실정이다3). 정신질환의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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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의 한 보고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4.8%가 정신적 이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1991

년의 한 조사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의 37%가 1가

지 이상의 치매행동을 보였다. 따라서 우리 나라 농

촌지역사회는 도시보다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리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들의 건강상 문제가 심각함에

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위해 제공되는 제반 서비스

나 노인 보건, 의료복지 모두가 낙후되어 있다.

노인들은 흔히 여러 질병들을 갖고 있을 뿐아니

라 신체적, 사회적, 기능적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

문에 의사 또는 한 두명의 의료인이 노인 환자들의

욕구를 충족 시킬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인

환자를 접근할때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며
4) 노인환자에서 영양평가는 총체적인 평가의 일부

분으로서 포함되어야함이 강조되고 있다5). 노인에

게서 영양평가가 강조되는 이유는 첫째, 노인에서

는 지식부족, 사회적 고립, 소화기계, 호흡기계질환

뇌졸중 등의 육체적 장애, 우울,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적 장애, 치매, 인지장애, 혼자 사는 삶, 낮은

소득, 식욕 저하, 흡수기능과 저작기능의 감소, 여

러 가지 질환으로 인한 약제의 영향6) 등의 원인으

로 영양불량의 유병률이 높으며7) 둘째, 영양결핍은

질병의 이환율을 높이고, 기존의 질병의 예후를 나

쁘게 하며8-15), 병원균에의 감염율을 높이고, 창상

치유의 지연, 피로, 우울, 약물의 독성을 증가시키

며 항암치료와 같은 치료에 있어 내성을 증가시키

고16), 면역기능저하17), 욕창발생률 증가, 입원기간

연장 등을 초래하여18) 노인의 건강 악화 및 국민의

료비의 증가를 일으키게 된다. 셋째로는 이런 문제

한 지역사회 노인의 영양상태와 관련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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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들은 노인환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적절한 중

재를 통해 병원 입원기간, 수용시설의 수용기간, 재

입원율의 감소와 비용 및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

기 때문이다19-22).

미국의 경우 노인의 85%이상이 노인을 쇠약하

게 만들 수 있는 만성질환이 1개 이상 있으며 이들

질환은 영양 서비스를 통해 개선이 되며 노인의 약

반수는 임상적으로 발견될 만한 영양학상의 문제점

을 갖고 있어 전문가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한다23)

또한 병원이나 수용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뿐 아니

라 일반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도 유사한 영양상의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24). 우리나라의 경

우 노인을 대상으로한 영양에 대한 논문들은 한국

인의 영양권장량과 비교한 영양소 섭취실태에 대한

연구들25-29) 이 대부분으로 노인에서 영양불량 및

위험의 유병율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단편적인 연구가 대부분으로 노인

질환 연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다차원적인 접근

에 의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자료

를 실제 임상에 적용하고 이를 통하여 정책을 마련

하는데는 많은 제한점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인구에 대한 영양

상태를 조사하고 영양불량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밝

혀 영양불량이나 영양불량의 위험요인이 발견된 노

인들에 대한 치료, 상담, 교육, 등록사업 등 효과적

인 중재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유지 및 증진과 지역

사회 노인 건강관리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이며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광주지역 노인의 영양상태와 관련이 있는 인

구사회학적 특성, 정신질환, 신체질환, 일상생활 수

행정도, 사회적 지지망, 식습관 등을 조사한다.

2) 광주지역 노인의 영양부족의 유병률을 조사

한다.

3) 영양부족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규명한다.

4) 발견된 영양부족 노인들에 대한 건강관리 방

안을 제시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 연구 기간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 경기도 광주군에 거주하

고 있는 60세 이상의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1997년

7월 14일부터 7. 24.까지 11일간에 걸쳐 집중적으

로 이루어졌다. 광주군은 행정상 8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지역의 전체 노인 인구는 양력

생일 1937년 12월 31일 이전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8,963명이었다.

표본의 추출은 행정상 및 적용상의 편의를 고려

하여 2단계 집락표본추출(cluster sampling)을 하였

다. 1단계는 노인 정신 건강센터와 보건소를 중심

으로 노인들이 자유롭게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

정거리를 고려하여 1개 읍과 1개 면을 추출하였고

2단계로는 추출된 1개 읍과 면에 소재한 55개 리중

26개 리를 무작위 추출하여 이 지역의 노인정 및

종교단체등 노인들의 주요 활동영역을 중심으로 조

사하였다. 조사 대상지역인 광주읍, 오포면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군 노인 인구의 31.6%인

2,830명으로 조사 기간동안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

은 총 301명으로 조사원에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하

였다.

2 . 연구도구

미리 작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원에 의한

일대일 개인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

성별, 나이, 학력, 한글 판독 여부, 결혼 상태, 한

달 평균 수입 및 지출, 종교, 거주 형태, 가구형태

2) MMSE-K(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Korean Version)

12문항 총 30점 만점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지남

력(orientation), 기억등록(registration), 기억 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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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주의 집중 및 계산(attention and calcula

tion), 언어기능(language), 이해 및 판단(reasoning

and judgement) 등 6개 항목에 12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총 30점 만점이다.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time orientation, attention, language에 각

각 1점을 더하여 가중치 3점을 주게된다. MMSE에

서는 26점이상은 정상, 19-25점은 치매의심, 18점

이하는 치매로 판정하고 있으나 한국판에서는 24점

이상의 경우 정상으로 간주하고, 23점 이하의 경우

인지기능의 장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였다.

3) 간이 미시간 알코올 의존 선별검사(The Brief

MAST)

10문항 총 29점 만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6점

미만을 정상, 6점 이상을 알콜중독의심으로 판단한

다.

4) Geriatric Depression Scale(GDS)-Short form

15문항으로 되어있으며 6점 미만을 정상, 6점 이

상을 우울증의심으로 판단한다.

5) 기본적인 일상 생활 수행 정도(ADL-Activi-

ties of Daily Living)

Katz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개발된 일상생활

을 위한 활동들의 지표이다. 이 척도는 자기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일들을 수행하기 위한 개인

의 능력을 요약하는 간단한 수단을 제공한다.

6) 도구적인 일상 생활 수행정도(IADL-Instru-

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사회에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약간의 더 복잡한

일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ADL보다 높은 수준

의 기능에 대한 것이다.

7) 사회적 지원망(Social support network)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과 사회적 지원

(social support)의 복합적인 개념으로 지원을 교환

하는 사람들과 그들 속에서 주고 받는 구체적인 지

원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지원망의 기능은 분류방법에 따라 다양

하나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지지 3문항, 사회활동

적 지지 2문항, 도구적 지지 2문항으로 알아 보았으

며 각 문항에 대해 지지를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물

어 평가하였다.

8) 식생활 태도

하루에 몇번의 식사를 하는지, 식사시간의 규칙

성 여부, 음식 맛이 변하는지의 여부, 식사에 대한

만족도, 식사시 동반가족, 편식 여부 등에 대해 묻

는 내용으로 구성 하였다.

9) 간이 영양 평가(Mini-Nutritional Assessment)

간이 영양평가는 영양불량의 위험이 있는 군을

찾아내어 조기에 중재를 하고자하는 목적으로 개발

되었다. 이 도구는 특별한 기술이 없이도 실시할 수

있으며 값비싼 검사나 장비가 없이 빠른 시간내에

실시 할 수 있다. 구성 항목은 신체계측 평가, 전반

적 평가, 식이 평가, 주관적 평가 등 크게 4종류로

되어있으며 24점 이상은 영양상태가 양호한 경우

로, 17점에서 23.5점 까지는 영양불량의 위험이 있

는 군으로, 17점 미만은 영양불량으로 간주 한다.

3 . 분석 방법

영양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기존의 연구에서 밝

혀진 인구 사회학적 특성, 정신질환특성, 신체질환

특성, 사회적 지지망, 식생활 태도등과 간이 영양평

가에 의한 영향 상태와의 관계를 알아보기위해 t-검

정을 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 정신질환특성

신체질환 특성, 사회적 지지망, 식생활 태도등이 영

양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및 유의한 변수를 알

아보기 위해 간이 영양평가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

고 t-검정에서 유의한 변수 및 기존의 연구에 유의

한 변수를 독립변수로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영양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요인들에 대한

다변량 분석 모형은 간이영양평가 점수를 종속 변

수로 하고 인구 사회학적 특성, 정신질환특성, 신체

질환 특성, 사회적 지지망, 식생활 태도 등을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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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고려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으며 이 과

정에서 독립 변수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토한 후 상

관관계가 강한 변수들의 경우(상관계수 0.7이상) 종

속 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대표적 변수만을 선정

하였다.

결 과

1 . 연구 대상자들의 개인적 특성

조사대상군의 평균 나이는 평균 71세 였으며 남

자가 1/3, 여자가 2/3였다. 교육수준은 무학인 경우

가 50.8%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수준이 37.2%

로 전체의 88%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

Table 1. Varia ble s Use d in S tudy

Variable Content Measurement

Dependent Variable Mini-Nutritional Assessment 0-30 points(18 questions)

Independent Variable
Socio-demographics

Mental state

Physical state

Social support network

Dietary pattern

Age
Sex
Education
Literacy of Hangul(the Korean

alphabet)
Self-income per month
Self-expenditure per month
Marital status
Religion
Type of residence
Number of persons in the household
MMSE-K
GDS
MAST
Presence of current illness
Number of drugs in current use
Presence of stress
IADL(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

Social activity(2 items)
Instrumental(3 items)
Emotional(3 items)
Number of meals
Regularity of meal
Change of taste
Safisfaction in food
Persons at meal
Unbalanced diet

in years
1: male 2: female
1: uneducated 2: educated
1: illiterate 2: literate

in 10,000s of won
in 10,000s of won
1: married 2: else
1: not believe 2: believe
1: own house 2: lease
1:≤3 2: ≥4
0-30 points
0-15 points
0-29 points
1: no 2: yes
1: ≤2 0:≥3
1: no 0: yes
sum of 9 item′ s points(1: inde-

pendent, 2: partial dependent, 3:
total dependent)

sum of each item′s points(1: sup-
ported 0: not supported)

1: ≤2 2: ≥3
1: regular 2: irregular
1: non or a little 2: much
1: unsatisfied 2: satisfied
1: alone or spouse 2: family
1: no 2: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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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결혼 상태는 현재 배우자와 함꼐 살고 있는

경우가 56.1%였으며 노인 가구의 수입이 아닌 노

인 자신의 용돈을 포함한 수입은 평균 32만원이었

으며 그 분포는 수입이 없는 경우 부터 500만원 까

지였다. 지출은 평균 27만원 정도이었으며 그 분포

는 지출이 없는 경우 부터 300만원 까지였다. 종교

는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불교, 기독교, 가톨

릭의 순이었다. 거주 형태는 자가인 경우가 80.8%

로 대부분을 차지 하였다. 가구원수는 본인 1명으

로 독거노인인 경우는 전체의 8.3%를 차지 하였으

며 가족구성원 중 다른 1명하고만 사는 경우가

24.9%였다(Table 2).

Table 2. S ociodemogra phic Cha ra cte ris tics

Characteristics Frequency(%)

Age(years)
Sex

Education

Marrital status

Income (10,000won)
Expenditure (10,000won)
Religion

Type of residency

Number of persons in the household

mean±SD
male
female
uneducated
elementary
junior high
high
above college
no response
married
seperated by death
second marriage
others
no response
mean±SD
mean±SD
none
protestant
buddhism
catholic
others
no response
own house
lease
lease(monthly rent)
others
no response
1
2
3
4
5
≥6
no response

71.2±7.1
101(33.6)
200(66.4)
150(50.8)
113(37.2)
23( 7.6)

5( 1.6)
3( 1.0)
5( 1.6)

169(56.1)
122(40.5)

5( 1.7)
2( 0.6)
3( 1.0)

32.1±49.9
26.6±35.2

98(32.6)
71(23.6)
91(30.2)
36(12.0)
2( 0.7)
3( 1.0)

243(80.8)
38(12.6)
9( 3.0)
6( 2.0)
5( 1.7)

25( 8.3)
75(24.9)
35(11.6)
31(10.3)
58(19.3)
70(23.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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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신질환 특성

조사 대상자의 MMSE-K의 평균은 22.7±4.5점

이었으며 23점 이하로 치매를 의심할 수 있었던 경

우는 전체의 46.5%를 차지 하였으며 24점 이상으

로 정상에 해당하는 군은 전체의 40.5%였다. GDS

평균점수는 6.9±3.7이었으며 5점이하로 정상에 해

당하는 군은 34.9%였으며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

었던 경우는 56.5%였다. MAST에 의한 알콜중독

의 정도를 살펴 본 결과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가

70.1%였으며 6점 이상으로 알콜 중독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경우는 4.0%였다(Table 3).

3 . 신체질환특성

현재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지

의 여부에 대한 물음에 있다고 대답한 경우가

59.1%,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35.5%였다. 신체질

환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현재 복용중인 약물수

는 3개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78.7%였으며 3개 이

상 복용중인 군은 18.6%였다. 질병으로 인한 스트

레스를 받고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한 경

우가 21.6%,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경우가 75.4%

였다(Table 4).

4 .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능력

도구적인 일상생활 중 혼자서 할 수 없는 경우는

전화 사용이 20.6%로 가장 많았으며 집수공일이

15.6%, 외출이나 여행이 14.6% 등의 순이었다. 약

물 복용, 집안일, 식사준비 등은 각각 8.3%, 8.7%

10.3%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Table 5).

5 . 사회적 지지망

조사대상 노인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영역

은 도구적 지원으로 80%이상이 지원을 받고 있었

으며 활동적 지지는 외출이나 여행을 같이 할 수 있

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69.1%, 취미활동은 같이 할

사람이 있는 경우가 69.1% 있었다. 정서적 지지는

전반적으로 다른 지지형태보다 지지받을 수 있는

정도가 낮아 51.5%에서 64.1%의 노인이 정서적 지

지를 받고 있었다(Table 6).

6 . 식생활 태도

식사 횟수는 하루에 3끼이상을 섭취하는 경우가

전체의 82.7% 였으며 1끼 이상 걸르는 경우는

11.3%였다. 식사시간이 규칙적인 경우는 70.4% 였

으며 불규칙한 경우는 25.2% 였다. 나이가 듦에 따

라 음식 맛이 변하지 않았다고 한 경우가 34.9%인

반면 60.7%는 변한다고 응답하였다. 식사에 대

Table 3. Cha ra cte ris tics of Menta l S ta te

Mental State Frequency(%) Mean±SD

MMSE-K
≤23
≥24
no response

GDS
≤5
≥6
no response

MAST
≤5
≥6
no response

140(46.5)
122(40.5)
39(13.0)

105(34.9)
170(56.5)
26( 8.6)

78(25.9)
12( 4.0)

211(70.1)

22.7±4.5

6.9±3.7

2.7±4.2

Table 4. Chracte ris tics of P hys ica l S ta te

Physical State Frequency(%)

Presence of current illness
yes
unknown
no
no response

No. of drugs currently use
≤2
≥3
no response

Presece of stress
yes
no
no response

178(59.1)
8( 2.7)

107(35.5)
8( 2.7)

237(78.7)
56(18.6)
8( 2.7)

65(21.6)
227(75.4)

9(13.0)

125



한 만족도는 만족스럽다고 한 경우가 53.2% 불만

족스럽다고 한 경우가 6.3%였으며 그저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36.2%였다. 식사는 누구와 하느냐는

질문에 혼자 따로 하는 경우가 17.3%였으며 배우

자와 단둘이서 하는 경우는 26.9%였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경우는 39.9%였다.

편식 여부에 대해서는 안가린다는 응답이 75.1%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12.3%, 가린다고 한 경우가

Table 5. Ins trume nta l Activitie s of Da ily Living(IADL)
Fre que ncy(%)

IADL Independent Partial dependent Total dependent No response Total

Using telephone
Ability to travel
Shopping
Cooking
Cleaning
Doing housework
Doing laundry
Managing medication
Managing money

232(77.1)
248(82.4)
255(84.7)
262(87.0)
266(88.4)
246(81.7)
251(83.4)
267(88.7)
257(85.4)

26( 8.6)
34(11.3)
17( 5.6)
12( 4.0)
12( 4.0)
16( 5.3)
19( 6.3)
19( 6.3)
21( 7.0)

36(12.0)
10( 3.3)
20( 6.6)
19( 6.3)
14( 4.7)
31(10.3)
22( 7.3)
6( 2.0)

12( 4.0)

7(2.3)
9(3.0)
9(3.0)
8(2.7)
9(3.0)
8(2.7)
9(3.0)
9(3.0)

11(3.6)

301(100.0)
301(100.0)
301(100.0)
301(100.0)
301(100.0)
301(100.0)
301(100.0)
301(100.0)
301(100.0)

Table 6. S ocia l S upport Ns e twork
Fre quency (%)

Type of support Items yes no No response Total

Emotional

Social activity

Instrumental

Do you have someone listen
openly and uncritically to your
innermost feelings?

Do you have someone who un-
derstand and help you to solve
worry?

Do you have someone with whom
you feel happy?

Do you have someone with whom
going out or traveling?

Do you have someone with whom
share leisure time activities?

Do you have someone who would
go hospital with you if you
were sick?

Do you have someone who would
take care of you if you were
sick?

Do you have someone give you
financial support?

155(51.5)

165(54.8)

193(64.1)

208(69.1)

174(57.8)

244(81.1)

247(82.1)

251(83.4)

136(45.2)

126(41.9)

98(32.6)

83(27.5)

117(38.9)

47(15.6)

44(14.6)

40(13.3)

10(3.4)

10(3.4)

10(3.4)

10(3.4)

10(3.4)

10(3.4)

10(3.4)

10(3.4)

301(100.0)

301(100.0)

301(100.0)

301(100.0)

301(100.0)

301(100.0)

301(100.0)

30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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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였다(Table 7).

7 . 영양상태

간이 영양평가상 17점 미만으로 영양 불량이 의

심된 경우는 전체 노인의 3.0%였으며 17점에서

23.5점 사이로 영양불량의 위험이 있는 군은 38.5%

였으며 24점이상으로 영양상태 양호한 군에 해당하

는 경우는 50.5%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영양불

량 및 영양불량 의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Table 8).

8 .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영양상태

남자가 24.2±3.3, 여자가 23.3±3.4으로 여자가

남자 보다 MNA 평균 점수가 낮았다(p<0.05).

연령을 70세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을 때 70세이

전이 24.2±3.1, 70세 이상이 22.9±3.5으로 연령이

많은 군이 낮았다(p< 0.01). 학력은 무학과 초등학

교 이상의 유학으로 구분하였을 때 무학이 22.9±

3.4 유학이 24.4±3.2으로 무학인 경우가 낮았다

(p< 0.01).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24.0±3.4 이었으

며 없는 경우는 23.0±3.3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 낮았다(p< 0.05). 수입을 10만원을 기준으로 구

분 하였을 때 10만원 미만이 23.2±3.3, 10만원 이

상이 24.2±3.3으로 소득이 적은 군이 낮았다(p<

0.05). 지출 또한 10만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0

만원 미만이 23.5±3.4, 10만원 이상이 24.3±3.1로

지출이 적은 군이 낮았다(p< 0.05). 종교는 없는 경

우가 23.8±3.0, 있는 경우가 23.5±3.5으로 종교의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p> 0.05). 거주 형태를

자가와 임대로 구분하여 비교 하였으나 각각 23.7

±3.3 및 23.1±3.6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Table 9).

9 . 정신질환 특성에 따른 영양상태

MMSE-K가 23점 이하로 치매를 의심할 수 있었

던 경우 MNA 평균 점수는 23.4±3.5이었으며 24

점 이상으로 정상으로 간주할 수 있었던 경우는

24.1±3.0으로 치매 의심군에서 낮았으나 유의수준

0.05 하에선 유의하지 않았다(p- value 0.08).

GDS 점수가 6점 이상으로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경우 MNA 평균 점수는 22.7±3.2이었으며

5점 이하로 정상으로 간주할 수 있었던 경우는 25.5

±2.5로 우울증 의심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p=

0.0001)

MAST 점수가 6점 이상으로 알콜 중독을 의심

할 수 있었던 경우 MNA 평균 점수는 22.8±3.0이

었으며 5점 이하로 정상으로 간주할 수 있었던 경

우는 24.3±3.0로 알콜 중독의심군에서 낮았으나

Table 7. Chra cte ris tics of Die t P a tte rn

Diet Pattern Frequency(%)

Number of meal(per day)
1
2
≥3
no response

Regularity of meal
regular
irregular
no response

Change of taste
unchanged
a little
much
no response

Satisfaction in food
unsatisfied
nutral
satisfied
no response

Persons at meal
alone
spouse
children or grandchildren
family
no response

Unbalanced diet
no
neutral
yes
no response

1( 0.3)
32(11.0)

249(82.7)
19( 6.3)

212(70.4)
76(25.2)
13( 4.3)

105(34.9)
85(28.5)
97(32.2)
13( 4.3)

19( 6.3)
109(36.2)

3(53.2)
13( 4.3)

52(17.3)
81(26.9)
32(10.6)

120(39.9)
16( 5.3)

226(75.1)
37(12.3)
25( 8.3)
1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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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ini-nutritiona l As s e ss ment
Fre que ncy(%)

Malnutrition
(<17)

At risk of malnutrition
(17-23.5)

Well-nourished
(≥24)

No response Total

Age(yrs)
-69
70-79
80-
No response

Sex
Male
Female

1( 0.8)
4( 3.3)
4(11.8)
0( 0.0)

4( 4.0)
5( 2.5)

39(32.5)
61(50.0)
16(47.1)
0( 0.0)

29(28.7)
87(43.5)

80( 66.7)
57( 46.7)
14( 41.2)

1(100.0)

57( 56.4)
95( 47.5)

7( 5.5)
13( 9.6)

4(10.5)
( 0.0)

11(10.9)
13( 6.5)

127( 42.2)
135( 44.9)
38( 12.6)
1( 0.3)

101( 33.6)
200( 66.4)

Total 9( 0.0) 116(38.5) 152(50.5) 24( 8.0) 301(100.0)

Table 9. MNA S core According to S ociode mogra phic Cha ra cte ris tics

Demographics MNA Score(mean±SD) t-value p-value

Sex
male(N=90)
female(N=187)

Age
≤70(N=137)
>70(N=139)

Education
uneducated(N=145)
educated(N=129)

Marital status
married(N=155)
else(N=122)

Income(10,000 won)
≤10(N=117)
>10(N=118)

Expenditure(10,000 won)
≤10 (N=118)
>10(N=123)

Religion
not believe(N=94)
believe(N=183)

Type of residency
own(N=235)
lease(N=50)

24.2±3.3
23.3±3.4

24.2±3.1
22.9±3.5

22.9±3.4
24.4±3.2

24.0±3.4
23.0±3.3

23.2±3.3
24.2±3.3

23.5±3.4
24.3±3.1

23.8±3.0
23.5±3.5

23.7±3.3
23.1±3.6

2.01

3.37

-3.88

2.54

-1.57

-2.08

0.68

1.10

<0.05

<0.01

<0.01

<0.05

<0.05

<0.05

>0.05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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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지 않았다(Table 10).

1 0 . 신체 질환특성에 따른 영양상태

신체 질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 질병

명 및 질환을 앓고 있는 기간등이 유의한 변수가 될

것이나 설문 조사의 특성상 정확도 및 신뢰도가 떨

어져 노인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신체 질환이 있

는지의 유무 및, 복용 약물수, 지난 3개월간의 스트

레스, IADL 등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 하였다.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MNA 평균 점수는 22.9

±3.4, 질환이 없는 경우는 24.5±3.1으로 질환이

있는 경우가 유의하게 낮았다(p<0.01). 현재 복용중

인 약물이 3개 이상인 경우는 21.5±3.3이며 3개 미

만인 경우는 24.1±3.2으로 복용 약물이 많은 경우

가 유의하게 낮았다(p<0.01). IADL의 9개 항목중

전항목을 혼자 힘으로 할수 있었던 경우는 24.2±

3.2이었으며 1항목이상 도움이 필요 하였던 경우는

22.8±3.5으로 도구적인 일상생활 수행정도가 좋은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다(p<0.01)(Table 11).

1 1 . IA D L 수행정도에 따른 영양상태

도구적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인 IADL의 항목을

혼자서 할 수 있는 군과 타인의 도음이 필요한 경우

로 구분 하였을 때 전화 사용, 외출 및 여행, 장보

기, 식사 준비, 집안일, 집 수공일, 빨래, 약물 복용

복용 등은 할 수 있는 경우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Table 10. MNA S core According to Me nta l S ta te

Mental State MNA Score(mean±SD) t-value p-value

MMSE-K(N=248)
≤23 (N=133)
≥24 (N=115)

GDS(N=259)
≤ 5 (N= 99)
≥ 6 (N=160)

MAST(N=85)
≤ 5 (N= 73)
≥ 6 (N= 12)

23.4±3.5
24.1±3.0

25.5±2.5
22.7±3.2

24.3±3.0
22.8±3.0

-1.72

7.64

1.60

0.0829

0.0001

0.1317

Table 11. MNA S core According to P hys ica l S ta te

Physical State MNA Score(mean±SD) t-value p-value

Physical illness
yes(N=173)
no(N=99)

Number of drugs in current use
≥ 3(N=53)
< 3(N=224)

Has suffered stress in the past 3 months
yes(N=64)
no(N=214)

IADL
independent in all items(N=157)
dependent in at least 1 item(N=109)

22.9±3.4
24.5±3.1

21.5±3.3
24.1±3.2

21.6±3.7
24.2±3.0

24.2±3.2
22.8±3.5

3.96

-5.22

-5.47

3.39

<0.01

<0.01

<0.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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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유의하게 MNA 평균 점수가 높았으나(p<

0.01), 금전 관리의 경우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12).

1 2 . 사회적 지지망에 따른 영양상태

정서적 지지를 묻는 세가지 문항 중 3문항 모두

지지를 받는다고 한 경우 MNA 평균점수는 24.0±

3.2였으며 한 항목이라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는 23.3±3.4으로 정서적 지지가 양호한 군에서 높

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 활동적 지지를 묻는

2문항중 모두 지지를 받는다고 한 경우 MNA 평균

점수는 24.1±3.3였으며 한 항목이라도 지지를 받

지 못하는 경우는 23.1±3.4으로 사회활동적 지지

가 양호한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1). 도구적

지지를 묻는 세가지 문항 중 3문항 모두 지지를 받

는 다고 한 경우 MNA 평균점수는 24.0±3.2였으

며 한 항목이라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23.6

±3.6으로 도구적 지지가 양호한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1)(Table 13).

1 3 . 식생활 태도에 따른 영양상태

식사시간이 규칙적인 경우 MNA 평균 점수는

24.2±3.2이며 불규칙적인 경우는 21.9±3.4으로

규칙적인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다(< 0.01). 식사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는 24.5±3.0, 불만족인 경우는

22.4±3.5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다(<

0.01). 식사를 혼자 또는 배우자와만 하는 경우는

23.1±3.6,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는 24.2±3.0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다(< 0.01)

편식 여부에 따라서는 안 가리는 경우가 24.0±3.3

가리는 경우가 22.1±3.3으로 가리 않는 경우가 유

의하게 높았다(<0.01)(Table 14).

Table 12. MNA S core According to IADL

IADL
MNA Score(mean±SD)

t-value p-value
Independent Dependent

Using telephone
Ability to travel
Shopping
Cooking
Cleaning
Doing housework
Doing laundry
Managing medication
Managing money

23.9±3.3
23.8±3.3
23.8±3.3
23.8±3.3
23.8±3.2
23.9±3.2
23.9±3.2
23.9±3.2
23.6±3.4

23.9±3.3
22.1±3.6
22.1±3.4
21.5±3.3
21.1±3.5
21.9±3.6
21.9±3.6
20.6±3.9
23.4±3.4

2.66
2.76
2.77
3.30
3.88
3.73
3.42
4.49
0.57

0.008
0.006
0.005
0.001
0.000
0.000
0.000
0.000
0.569

Table 13. MNA S core According to S ocia l S upport

Social support Nunber of supported items MNA Score(mean±SD) t-value p-value

Emotional(3 items)

Social activity(2 items)

Instrumental(3 items)

3(N=166)
≥3(N=108)

2(N=129)
≥2(N=145)

3(N= 83)
≥3(N=191)

23.3±3.4
24.0±3.2
23.1±3.4
24.1±3.3
22.6±3.6
24.0±3.2

-1.60

-2.57

-3.17

0.41

<0.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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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 영양 상태와 관련된 요인

성별, 나이, 학력 등으로 구성된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독립 변수로 하고 MNA 점수를 종속 변수

로 하는 회귀분석에서 Adj-R2값은 7.5%로 인구 사

회학적 특성으로 영양상태를 7.5% 설명할수 있었

다. 사회활동적 지지,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로

구성된 사회적 지지망으로는 영양 상태를 6.7% 설

명할 수 있었다. IADL, 현재 질환 유무, 복용약물

수, 스트레스 유무로 구성된 신체질환의 특성으로

영양상태를 22.2% 설명할 수 있었다. MMSE-K

GDS, MAST로 구성된 정신 질환으로는 영양상태

를 23.7%를 설명 할 수 있었으며 식사량, 식사시간

의 규칙성 유무, 식사에 대한 만족 여부, 식사시 동

반 가족, 편식여부로 구성된 식생활 태도로는 영양

상태를 23.8% 설명할 수 있었다(Table 14).

모형1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중 t-검정에서 유의

미한 변수인 연령 및 학력과 성별을 독립 변수로 한

것으로 영양상태를 7.4% 설명할 수 있었다. 유의한

변수는 학력 및 연령으로 무학인 경우보다 유학인

경우가 영양상태가 양호하였으며, 연령이 증가할수

록 영양상태가 불량하였다. 모형2는 모형1에 포함

된 변수에 사회적 지지망중 유의미한 변수인 사회

활동적 지지 및 도구적 지지를 포함한 것으로 영양

상태를 12.2% 설명할 수 있었다. 모형2에서 유의한

변수는 학력, 연령, 사회활동적 지지, 도구적 지지

로 사회활동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가 많을수록 영

양상태가 양호하였다. 모형3은 모형2에 신체 질환

중 유의미한 변수인 IADL, 현재 앓고 있는 질환

약물 복용, 스트레스를 포함한 것으로 영양상태를

28.3% 설명할 수 있었다. 모형3에서 유의한 변수는

도구적 지지, IADL, 현재 질환, 복용 약물 수, 스트

레스 유무등으로 도구적인 일상생활 수행정도가 양

호할수록,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이 없는 경우가, 복

용 약물수가 3개 미만으로 적은 경우가, 신체질환

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는 경우가 영양상태가 양

호하였다. 모형4는 모형3에 정신질환중 유의미한

변수인 MMSE-K, GDS를 포함한 것으로 영양상태

를 37.9% 설명할 수 있었다. 모형4에서 유의한 변

수는 도구적 지지, IADL, 복용 약물 수, 스트레스

유무, GDS등으로 우울증 정도가 심할수록 영양상

태가 불량하였다. 전체 모형은 식습관의 유의미한

변수인 식사량, 식사시간, 음식 맛, 만족 여부, 동반

가족, 편식 여부을 포함 한 것으로 영향 상태를

Table 14. MNA S core According to Die t P a tte rn

Diet Pattern MNA Score(mean±SD) t-value p-value

Regularity of meal
regular(N=200)
irregular(N=70)

Change of taste
unchanged(N=180)
changed(N=90)

Satisfaction in food
satisfied(N=118)
unsatisfied(N=152)

Persons at meal alone
with a spouse(N=157)
with family(N=113)

Unbalanced diet
no(N=212)
yes(N=58)

24.2±3.2
21.9±3.4

24.1±3.2
22.0±3.5

24.5±3.0
22.4±3.5

23.1±3.6
24.2±3.0

24.0±3.3
22.1±3.3

4.77

5.75

-5.16

-2.84

3.94

<0.01

<0.01

<0.01

<0.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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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Hierarchia l Re gres s ion Mode l for Nutritiona l S ta tus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Whole model

Demographics
sex
age
education

Social support network
social activity
instrumental

Physical state
IADL
current illness
no. of drugs
stress

Mental state
MMSE-K
GDS

Diet pattern
no. of meals
regularity
change
satisfaction
persons at meal
have unbalanced diet

F-value
Adj-R2(%)

-0.6
-0.1**
1.0*

8.3**
7.4

-0.6
-0.1**
0.9*

0.4#

0.7**

8.5**
12.2

-0.1
-0.0
0.6

-0.0
0.9**

-0.2#

-0.7**
1.8*
2.2**

12.2**
28.3

0.2
-0.0
0.3

-0.1
1.0**

-0.1#

-0.5
1.7**
1.5**

0.1
-0.3**

13.0**
37.9

0.4
-0.0
1.0*

-0.2
0.7**

-0.1
-0.3
1.4**
1.4**

0.1#

-0.1*

0.9
-1.2**
-0.4
0.7#

0.3
-1.2**
10.9**
45.1

#: p<0.1, *: p<0.05, **:p<0.01
Sex : 1; male 2; female
Age : years
Education : 1; uneducated 2; educated
Social activity : sum of 2 item′s points (1; supported, 0; not supported)
Instrumental : sum of 2 item′s points (1; supported, 0; not supported)
IADL : sum of 9 item′s points

(1; independent, 2; partial dependent, 3; total dependent)
Current illness : 1; no 2; yes
Number of drugs : 1; <3 0; ≥3
Stress : 1; no 0; yes
MMSE-K : 1-30 points
GDS : 1-15 points
Number of meals : 1; ≤2 2; ≥3
Regularity (of meals) : 1; regular 2; irregular
Taste : 1; unchanged, or a little changed 2; much changed
Satisfaction (in food) : 1; unsatisfied 2; satisfied
Persons at meal : 1; alone or with a spouse 2; with family
Unbalanced diet : 1; no 2;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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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설명할 수 있었다. 전체모형에서 유의한 변

수는 학력, 도구적 지지, 복용 약물 수, 스트레스 유

무, MMSE-K, GDS, 식사시간, 식사에 대한 만족

도, 편식 여부등으로 식사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식

사가 불만족인 경우, 편식 하는 경우 영양상태가 불

량하였다(Table 15).

고 안

간이 영양평가는 영양불량의 위험군을 밝혀내기

위한 선별검사로서 제작되어 Guigoz 등에의해 타

당도 및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 이다30). 간이 영양평

가상 17점 미만으로 영양 불량으로 볼 수 있는 경

우는 전체 노인의 3.0%였으며 17점에서 23.5점 사

이로 영양불량의 위험이 있는 군은 38.5%였으며

24점이상으로 영양상태 양호한 군에 해당하는 경우

는 50.5%였다(Table 8). 영양불량에 대한 유병율은

연구대상자의 특성 및 측정방법에 따라 다양하나

외국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거동이 가능한 노인의

경우 5-8%, 요양시설이나 와병중 또는 입원중인 노

인들에서는 30-60%까지 보고하고 있다15,31,32). 본

연구에 사용된 간이영양평가는 선별 검사를 위한

것이므로 영양불량 및 영양불량이 의심이되는 노인

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중재가 필요하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영양상태는 여자가

남자보다 간이영양평가 평균 점수가 낮았으며 연령

을 70세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을 때 연령이 많은 군

이 낮았다. 학력은 무학인 경우가 낮았다. 또한 배

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낮았

다. 수입과 지출을 10만원을 기준으로 구분 하였을

때 소득 및 지출이 적은 군이 낮았다. 이는 교육 수

준은 사회적 지위 및 소득 수준과 관련이 있으며 일

상 생활에 대한 대처능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33) 여겨지며,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가 혼자 사는

경우보다 영양상태가 양호하며 소득수준이 적절한

영양섭취에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한 기존의 연구결

과와 일치하는 것이다34,35). 이러한 소견은 성별, 연

령, 학력, 결혼 형태, 경제 상태등이 영양상태와 관

련이 있는 변수이며 향후 영양관련 연구 및 환자의

영양상태를 평가하고 중재 program을 마련할 때 중

요하게 고려하여야하는 항목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향후 영양 교육 program이나 선별 검사시에 여

자, 고령, 저학력층, 빈곤층, 홀로사는 사람 등에 중

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자의 MMSE-K점수가 23

점 이하로 치매를 의심할 수 있었던 경우는 전체의

46.5%를 차지 하였으며 24점 이상으로 정상에 해

당하는 군은 전체의 40.5%였다. 이 결과는 1991년

우리나라 면지역에서 실시한 치매 유병율 조사에서

실시한 MMSE-K점수 24점 이하가 31.6%였던 것

에 비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36,37)

치매의 유병율은 조사 대상군 및 방법에 따라 외국

의 경우 2-23%, 우리나라의 경우 11.3%61)로 다양

하다. 따라서 MMSE-K가 진단용이 아니고 선별 검

사용이므로36) 선별검사에서 치매의심군에 대한 확

진 검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치매의 유병율과 기존

의 연구와의 차이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기존

의 연구에서는 인지기능과 영양상태와 밀접한 관련

이 있음을 지적 하고 있는데39,40) 본 연구에서도

MMSE-K로 측정한 인지기능과 영양상태와의 관련

성에 대해선 치매 의심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영양

상태가 불량하였으나 본 연구가 단면연구로 인과관

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즉 영양결핍으로 인해 인

지기능과 관련이 있는 folate, vitamine B12

riboflavin 등41)이 부족하여 인지기능의 저하가 왔

는지 아니면 인지 기능의 저하로 식이 섭취가 불량

하여 영양상태가 나빠졌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다

영양불량은 예방 및 치료를 할 수 있어 치매환자의

치료 및 예방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선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우울증은 식욕 감소, 음식을 장만하고 조리하는

데의 관심결여, 단조로운 메뉴의 식사, 여러 가지

약물 복용 등 사회적 고립과 관련이 있어 식생활 영

향을 준다42). 이번 연구에 사용된 GDS는 노인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진 것으로 15문항으로 구

성이 되어있으며43,44) 30개 문항으로 구성된 것과

큰 차이가 없어 빠른 시간내에 선별검사를 할 수 있

는 도구이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나라 말로 번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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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가 없으므

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GDS 점수가 5점이

하로 정상에 해당하는 군은 34.9% 였으며 우울증

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경우는 56.5% 였다. 이 수치

는 이번 조사대상 노인들이 거동 가능한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집안에 누워 거동을 하지 못하

는 노인들 까지 고려한다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

는 경우가 더 많아 질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

서 GDS 점수가 6점 이상으로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경우 MNA 평균 점수는 22.7±3.2이었으며

5점 이하로 정상으로 간주할 수 있었던 경우는 25.5

±2.5로 우울증 의심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p=

0.0001). 우울증은 영양상태 뿐 아니라, 신체질환

및 다른 정신질환, 삶의 질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지

역사회 노인들의 우울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

한 대책이 시급하다.

조사 대상자의 2/3 가량이 여자였던 관계로 음주

를 하지 않는 경우가 70.1%였으며 MAST에 의한

알콜중독의 정도를 살펴 본 결과 6점 이상으로 알

콜 중독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경우는 4.0%였다

MAST상 알콜 중독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경우 간이

영양평가 평균 점수가 낮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는

데 이는 연구대상에 음주하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

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의료에 있어 비전문인들에 의한 설문

조사였으므로 연구의 특성상 노인들이 갖고 있는

신체질환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노인들이 스스로 자신이 질

병을 앓고 있다고 한 경우는 59.1%였다. 이러한 결

과는 노인들의 85.9%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는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적은 수치이다. 이는 광

주지역 노인들이 타 지역 노인들에 비해 특별히 건

강 수준이 높아서라기 보다는 노인들이 흔히 자신

들의 질환을 과소 평가하거나 질병을 질병으로 여

기지 않고 노화현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또는 젊은

사람에게서 볼수 있는 전형적인 증상이 노인들에서

는 잘 나타나지 않으므로 쉽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

문이라고 여겨진다.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질환이

없는 경우보다 영양상태가 불량하였으며 복용중인

약물이 많은 경우 영양상태가 불량하였다. 따라서

노인에게서 흔히 문제가되는 질환 및 비전형적인

증상 등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선별검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영양상태를 평가

할 때 약물력을 조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ADL)은 영양상태

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대부분 거동 가능한 노인들로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양호하였으므로 연구 결과에

제시하지 않았다.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능력(IADL)

또한 식사준비, 금전관리, 장보기, 약 복용등으로

혼자사는 노인의 경우 직접적으로 영양상태와 관련

이 있다4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구적인 일상생

활 수행 능력인 전화사용, 외출 및 여행, 장보기, 식

사 준비, 집안일, 집 수공일, 빨래, 약물 복용복용

등을 수행할 때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영양상태가

불량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양상태의 개선을 위

해선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필요함을 뜻한다.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의 도움외에도 노인들은

젊은 성인보다 질병이 많고 노화현상이 질병의 양

상을 복잡하게 하여 병의원을 이용해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가정이나 요양 시설에서 단순한 간호나

위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반면에 꾸준

히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아야 할 환자도 많이 있

다. 또한 노인질환은 만성질환이 대부분으로 장기

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치료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치료와 간호에 따른 가족

의 부담이 커서 가계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노인들

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 가족뿐 아니

라 친척, 이웃, 친구 등으로 구성된 1차집단의 사회

지원망이 중요하며46) 이의 기능은 여러 가지로 분

류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기능중 정

서적 지지 및 사회활동적 지지, 구조적 지지를 묻는

문항을 이용하였는데 사회적 지지가 클수록 영양상

태가 양호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지원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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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본 연구에서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 영양상태

를 7.5% 설명할수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망으로는

6.7%, 신체질환 특성으로는 22.2%, 정신 질환으로

는 23.7%, 식생활 태도로는 영양상태를 23.8% 설

명할 수 있었다. 또한 전체 모형으로는 영양상태를

45.1%를 설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양상

태를 평가할 때 다차원적인 접근을 해야함을 시사

한다. 즉, 한 개인이 영양불량이 의심될 때 이 환자

가 갖고 있는 신체, 정신 질환뿐 만 아니라 환자를

둘러 싸고 있는 지지망,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이를 토대로 환자의 영양개선를 위해 다각적

인 접근을 시도해야 효과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러

나 지역사회 전체차원에서 보면 영양불량을 유발한

질병 그 자체의 특징이나 개인환자의 환경적인 사

정에 따라 개별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러한 치료과정에서 빚어지는 비효율성과 가족들

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지원망이 원활이

이용되고 영양관리 및 질병관리체계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와 가정이 그 역할을 서

로 분담, 협력할 수 있는 노인 보건관리체계가 이루

어져야 한다. 즉, 식생활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검사

및 건강검진, 주민 참가형 서비스, 건강 교육, 건강

상담, 가정간호, 가정 도우미, 낮 병원, 단기 입원

기능 훈련, 노인 방문 간호, 방문지도 등의 서비스

제공, 노인 전문병원, 요양원, 양로원 등의 노인보

건 시설, 기존의 보건 시설의 정비 및 인력 재배치

등에 대한 평가 및 계획, 관리체계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요 약

배 경 :

다차원적인 평가가 필수적인 노인환자에서 영양

평가는 총체적인 평가의 일부분으로서 포함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영양상태는 질병의 이환율 및

사망률과 관련성이 있으며 효과적인 중재에 따른

예방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

과적인 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고자 노인의

영양상태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방 법 :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서 경기도 광주군에 거주

하는 60세 이상의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1997년 7

월 14일부터 7월 24일까지 11일간 2단계 집락표본

추출(cluster sampling)에 의한 면접조사를 통해 실

시하였다. 조사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간이영양

평가, Mini Mental Status Exam(MMSE-K), Geria

tric Depression Scale(GDS), 간이 미시간 알코올

의존 선별검사(Brief MAST), 도구적인 일상 생활

수행정도(IADL), 사회적 지지망, 식생활 태도 등을

묻는 설문을 이용하였다. 분석은 t-test,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결 과 :

평균 나이는 71.2±7.1세였으며 남녀의 비는 각

각 101명(33.6%), 200명(66.4%) 이었다. 간이 영양

평가상 영양불량의 위험이 있었던 경우는 41.5%이

었다.

t-test 결과 간이영양평가의 평균점수는 성별, 연

령, 학력, 배우자 유무, 수입, 지출, MMSE-K

GDS, 사회활동적 지지, 도구적지지, 식사시간, 음

식 맛의 변화여부, 식사에 대한 만족여부, 편식여부

식사시 동반 가족수, IADL, 신체질환 유무, 복용중

인 약물수, 지난 3개월간 스트레스 유무에 따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다중회귀분석 결과 영양상태에 대한 설명력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7.47%, 정신질환이 25.3%,

사회적 지지망이 6.7%, 식생활 태도가 23.8%, 신체

적 질환이 22.2%이었다. 전체모형의 설명력은

45.1%이었으며 유의한 변수들은 복용중인 약물수,

스트레스 유무, 편식여부, 식사시간, 도구적지지, 우

울증, 학력, 인지기능, 식사에 대한 만족여부등 이

었다.

결 론 :

노인의 영양상태를 평가할때에는 정신질환 및

신체질환, 식생활 태도, 사회적 지지망,인구사회학

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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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Related to Nutritional Status of
Elderly in a Korean Rural Commuity

Hang Suk Cho, M.D., Byoung Hoon Oh, M.D.*
Hyun Soo Kim, M.D.*, Kyung Won Kim**

Ji Young Park***, Hye Ree Lee, M.D.
and Gye Joon Yoo, M.D.*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Department of
Psychiat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Nutrition, Seoul Women′s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Ewha Women′s
University *** College of Medicine

Background : Nutrition is closely related to
morbidity and mortality, and active intervention is
known to be effective in their prevention. This study
evaluates the factors related to nutritional status of
elderly, to be used as a basic reference for effective
prevention program.

Methods : The cross-sectional study evaluates
the nutritional status of community-living elderly,
aged 60 and older, in a Korean rural community.
The subject were selected from a two stage cluster
sampling. Questionnaire contained demographics, the
Mini-Nutritional Assessment(MNA), Mini-Mental
Status Exam-Korean(MMSE-K), Geriatric Depres-
sion Scale(GDS), IADL, Social support network,
and dietary patterns. T-test and hierarchical regres-
sion models were constructed to explore the factors
related to nutritional status.

Results : Mean age was 72±7.1 with 101 male
subjects and 200 female subject. The MNA score
revealed 41.5% of subjects who were at risk of
malnutrition. The mean MNA score showed signifi-
cant differences in terms of following factors: gender,
age, education, marital status, income, expenditures,
MMSE-K, GDS, social support, instrumental support,
regularity of meal, changes in taste, satisfaction in
food, unbalanced dietary habit, number of family
members sharing the meal, IADL, presence of
disease, number of medications(p<0.0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plained 7.5% of nutritional status,
social support network 6.7%, mental disease 25.3%,
dietary pattern 23.8%, and physical disease 22.2%
correspondingly. Whole model explained 45.1% of
nutritional status. The significant variables were the
number of medications, presence of stress,
unbalanced dietary habit, regularity of meal, instru-
mental support, depression, cognition, and satisfac-
tion in food(p<0.05).

Conclusion : Mental and physical state, dietary
pattern, social support network, demographic charac-
teristics were related to nutritional status.

Key Words : Mini-Nutritional Assessment, Social
support network, Functional assess-
ment, Depression, Cognitiv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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