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노인의 악력과 인지기능의 연관성

: 고령화연구패널조사(2006-2016)를 이용하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학과 보건정책관리전공

이     산

[UCI]I804:11046-000000520075[UCI]I804:11046-000000520075



노인의 악력과 인지기능의 연관성

: 고령화연구패널조사(2006-2016)를 이용하여

지도 정우진 교수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학과 보건정책관리전공

이     산



이산의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정우진

심사위원   박진영

심사위원   윤진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9년   6월    일









감사의 말씀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부족한 저를 끊임없이 격려해주시고 

지도해주신 정우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교수님의 기대에 제가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도 많았으나, 연구에 

대한 한결같은 진정성과 열정을 몸소 보여주신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고 마음을 다잡아 지금까지 연구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한 교훈을 잊지 않고 

연구자로 한걸음 더 내딛을 수 있도록 성실히 더 배워가겠습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좀더 나은 연구 방향을 위해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도해주시고 배려해주셨던 정신과학교실의 박진영 

교수님과 예방의학교실의 윤진하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과학에 대해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해나갈 수 있도록 

한결같이 격려해주시고 참된 학자의 표본을 보여주신, 그래서 뵙는 

것만으로도 격려가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정신과학교실의 조현상 

교수님께,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수련 기간동안 부침이 있던 

시기에도 한결같은 애정과 조언으로 제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붙잡아주셨던 최원정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되고자 지원해 이후의 4년의 전공의 수련 기간을 



동고동락하면서 저의 모난 모습, 부족한 모습을 기꺼이 받아주고 

응원해주며 같이 자라갔던 정시건강의학과 보드동기 김동일, 김수정, 

박경미, 안재은, 이치헌, 최동렬 선생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정신보건에 대한 관심도, 

연구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도 결코 지켜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연구 기간과 보건대학원 생활 내내 항상 많은 도움을 주었던 

2017년 전기 보건정책학과 동기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간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혼자였다면 감히 할 수 없었던 

결정과 도전의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고, 일을 병행하면서도 학업과 연구에 대한 열정을 놓치지 않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저 자신에게 많은 힘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결정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믿고 묵묵히 

응원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랑하는 아내 이은혜에게, 항상 우리 

가족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아들 이현과 딸 이안에게, 그리고 아들의 

성과나 위치가 아닌 아들의 존재 자체를 자랑스러워하시는 아버지, 

어머니께, 항상 자랑스러운 나의 형과 형수 가족에게, 우리 가족의 

가장 든든하고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 

처형께, 베트남 호치민에서 화목하게 생활하는 형님 가족께 무한한 

감사와 사랑을 이 자리를 빌어 전합니다. 그리고 모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2019년 6월

이  산 올림



- i -

차   례

국문요약

Ⅰ.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5

Ⅱ. 연구방법 ··········································································· 6

1. 연구설계 ······················································································· 6

2. 연구대상 및 자료 ······································································· 9

3. 연구에 사용된 변수 ·································································· 12

4. 분석방법 ······················································································ 21

Ⅲ. 연구결과 ·········································································· 23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3

2. 인지기능의 연관 요인에 대한 단변수 분석 ························ 30

3. 노인의 악력과 인지기능의 연관성에 대한 다변수 분석 ·· 36

Ⅳ. 고찰 ·················································································· 46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 46



- ii -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 56

Ⅴ. 결론 ·················································································· 64

참고문헌 ················································································· 66

ABSTRACT ········································································· 79



- iii -

List of Tables

Table 1. Classification and definition of the study variables · 19

Table 2. Comparison of handgrip strength and K-MMSE 

between males and females at baseline KLoSA, 2006 

······································································································ 27

Table 3.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by sex at 

baseline, KLoSA, 2006 ······················································ 28

Table 4. Factors associated with cognitive function according to 

univariable analysis in males ·········································· 32

Table 5. Factors associated with cognitive function according to 

univariable analysis in females ······································· 34

Table 6. BIC for covariance structure selection in males ··················· 36

Table 7. BIC for covariance structure selection in females ················ 36

Table 8. Factors associated with cognitive function according to 

multivariable analysis in males ······································· 42

Table 9. Factors associated with cognitive function according to 

multivariable analysis in females ··································· 44



- iv -

List of Figures

Figure 1. The framework of the study ············································· 8

Figure 2. The selection process of the study population ········ 11

Figure 3. Means of K-MMSE scores of the study 

participants by sex during 6 waves of KLoSA ······· 26



- v -

국문요약

노인의 악력과 인지기능의 연관성

: 고령화연구패널조사(2006-2016)를 이용하여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는 전 세계적으로 노인에서 장애를 유발하는 

만성질환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요양기관으로 이행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국내에서도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향후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로 인한 

국가적 질병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의 신체기능 저하도 

인지기능 저하와 더불어 노인에서 중대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 중 

악력은 일상생활 능력의 제한, 주관적 건강, 허약성 및 사망률과도 연관되어 

있다. 또한 악력이 인지기능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악력과 인지기능의 연관성에 대해 진행된 국내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악력과 인지기능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1차-6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2006-2016) 자료를 이용하여, 

2회 이상 조사에 참여하고 1차 조사 당시 인지기능 저하 의심 소견이 없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1,73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구사회적 요인과, 1차 

조사에서의 기초선 악력을 포함한 건강관련 요인으로 구분해 인지기능과 

연관성이 추정되는 변수를 선정해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른 악력의 차이를 

고려해 성별에 따른 분석으로 분석하였고, 기술 분석 및 단변수 분석으로 

survey 특성을 반영한 t-검정, 분산 분석, 단순 회귀 분석과 다변수 

분석으로 선형 혼합 모형 분석을 시행하였다.

 전체 연구대상자 1,738명 중 남성은 984명, 여성은 754명이었으며,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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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보정한 모형에서, 남성에서는 기초선 악력이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β=0.03, SE=0.01, p<0.001). 인구사회적 

요인에서 조사년도가 거듭되는 경우,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와 건강관련 

요인에서 우울 증상이 있는 경우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낮은 연관성을 보였고, 

인구사회적 요인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현재 경제활동을 유지중인 

경우와 건강관련 요인에서 1주에 1회 이상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에서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여성에서는 기초선 악력이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높은 연관성을 보였고(β=0.05, SE=0.02, 

p=0.004), 인구사회적 요인에서 조사년도가 거듭되는 경우,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와 건강관련 요인에서 우울 증상이 있는 경우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낮은 

연관성을 보였으며, 인구사회적 요인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와 건강관련 

요인에서 1주에 1회 이상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인지기능 저하 소견이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관찰하여 인구사회적 요인, 건강 관련 요인을 모두 보정해 

성별에 따른 기초선 악력과 인지기능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로, 남녀 

모두에서 기초선 악력과 인지기능의 유의한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노인의 

악력은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일 뿐 아니라, 인지기능과 유의한 연관성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그 중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를 적용해 추가적인 선별 

검사와 각 시기에 맞는 치료적 개입이 조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치료 적절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도 유용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이 되는 말: 악력, 인지기능, 노인, 고령화연구패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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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는 전 세계적으로 노인에서 장애를 유발하는 

만성질환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요양기관으로 이행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Prince, Prina and Guerchet, 2013). WHO의 2015년 보고에 

따르면 2015년 치매 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4,74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며, 2030년에는 7,563만명, 그리고 2050년에는 1억 3,5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Prince, Guerchet and Prina, 2015).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치매 유병률은 2009년 World Alzheimer Report(Alzheimer 

Disease International, 2009)에서 예측한 4.98%를 넘어서는 6.99%로 

보고되어, 동아시아 지역의 치매 유병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치매 및 인지기능 저하의 유병률을 연구한 결과, 치매는 8.1%, 

경도인지장애는 24.1%로 보고되었다(Kim et al., 2011).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치매 

환자는 2024년에 100만명, 2041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향후에는 급격하게 질병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인지기능의 저하 이외에 노인의 신체기능 저하 또한 중대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근육량 및 체력의 감소는 심각한 심리적, 

임상적 문제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 특히 다양한 영역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손 기능을 좌우하는 악력은 노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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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간주되는데, 중년기의 악력이 노년기의 기능적 제한과 장애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보고가 있으며(Rantanen et al., 1999), 남성 

노인에 있어서 악력을 일상생활 능력의 제한 여부를 예측하는 변수로 보고한 

연구도 있다(Giampaoli et al., 1999). 뿐만 아니라 악력이 노인의 주관적 

건강을 예측하고(Hong et al., 2010), 오른손 악력이 약한 고령 노인의 

경우 외출 빈도가 극도로 적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칩거 양상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Choi, Park and Lee, 2012). 그리고 

악력을 노인의 허약성의 지표로도 제시하고(Syddall et al., 2003), 

사망률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Sasaki et al., 2007).

노인의 악력과 인지기능 사이에도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에서 시행된 한 선행연구에서는 7년간 추적 

관찰한 전향적 코호트 자료를 분석하여 65세 이상 노인에서 측정된 악력이 

낮을수록 이후의 인지기능도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Alfaro-Acha et al., 

2006). 미국에서 877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다른 

선행연구(Buchman et al., 2007)에서는 평균 5.7년의 종단적 자료를 

분석해 측정된 기초선 악력(baseline handgrip strength)이 1파운드(약 

0.453 kg)가 낮을수록 이후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생 가능성이 1.5%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기초선 악력이 높을수록 인지기능 검사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Praetorius Björk, Johansson 

and Hassing, 2016; Taekema et al., 2012).

국내에서 노인의 악력과 인지기능의 관계를 고찰한 한 연구(Hur, 

2015)에서는 61명의 치매노인에서 악력과 인지기능의 유의한 상관 관계를 

확인하였고, 다른 한 선행연구(Lee, 2016)에서는 악력과 주관적 인지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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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한 연구(Jeong and Kim, 

2018)에서는 6년 기간의 자료를 분석해 중년 성인 및 노인에서 정상 악력 

군에 비해 악력이 낮은 경우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점수 24점 미만의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할 위험비(hazard ratio)를 1.36으로 보고하였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K-MMSE 점수 21점 이상의 연구대상자에서 8년의 기간동안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한 연구(Kim et al., 2018)에서도 

기초선 악력이 높을수록 시간에 따라 반복 측정된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높은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최근의 한 연구(Kim et al., 2019)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5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8년의 자료를 분석해 

악력과 인지기능 사이에 양방향(bi-directional)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은 연구가 많으며(Jeong and Kim, 2018; Kim et al., 

2019; Kim, 2019), 이는 여성에서 남성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및 

알츠하이머 치매 유병률이 높다는 보고(Li and Singh, 2014) 및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도 성별에 따라 인지기능과 악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선행연구(Jeong and Kim, 2019; Kim et al., 2018)를 생각할 때 

남녀에서 다른 특성을 보일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분석일 수 있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에서는 또한 연구대상자의 연령 

기준이 각기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만 45세 이상(Jeong and Kim, 

2018), 만 50세 이상(Kim et al., 2019), 만 65세 이상(Kim et al., 

2018) 등 연령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어 실제 인지기능 저하가 두드러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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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연령에서의 악력과 인지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인지기능 저하를 의심하는 K-MMSE 

절단점도 21점(Kim et al., 2018) 혹은 24점(Jeong and Kim, 2018; Kim 

et al., 2019)으로 상이하게 적용되어, 실제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지 않는 

노인군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인지기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10년간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Kim, 

2019)에서는 기초선 악력 대신에 각 조사년도에의 조사된 악력과 

K-MMSE의 유의한 연관성을 보고하였으나, 이는 시간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악력과 인지기능의 동반 저하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적 변수로 제시된 바 있는 경제활동 여부(Kim, 2003) 혹은 

거주지역(Yang, 2018)을 통제변수로 포함해 이들을 통제한 후 악력과 

인지기능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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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이에 본 연구는 2006년 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당시 K-MMSE 24점 

이상으로 인지기능 저하 의심 소견이 없는 만 65세 이상 남녀 노인에서, 

10년간 총 6회의 반복측정 자료를 사용해 인구사회적 요인과 건강관련 

요인을 통제한 후 기초선 악력과 인지기능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 가능한 인지기능의 저하의 징후를 기초선 악력 

측정으로 조기에 예측하고 선별해 적절한 추가 검사 및 관리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예방 및 

관리에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인지기능 저하에 대해 조기에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여 국가적 질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인구사회적 요인과 

건강관련 요인으로 구분해 분석한다.

둘째, 성별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요인과 건강관련 요인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셋째, 성별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요인과 건강관련 요인을 

보정하면서 노인의 기초선 악력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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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인지기능의 저하가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선 악력과 

인지기능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 여성에서 남성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및 알츠하이머 치매 유병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으며(Li and 

Singh, 2014),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을 때에도, 

여성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다(Laws, Irvine and Gale, 2016). 또한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인지기능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Jeong and Kim, 2018), 성별에 따라 악력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Kim et al., 2018).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에서의 결과를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구분해 악력과 인지기능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분석으로 설계하였다. 그리고 원시자료의 변수들 중에서 선행연구를 참고해 

인지기능에 연관되는 요인으로 추정되는 변수들을 선정해 분석하였다. 이에 

인구사회적 요인(성별, 연령, 조사년도, 교육수준, 경제활동, 가구소득, 

혼인상태, 거주지역)과 건강관련 요인(기초선 악력, 인지기능, 음주, 흡연, 

신체활동, 만성질환, 우울 증상, 체질량지수)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선정된 모든 변수에 대하여 

기술분석을 시행하고 성별에 따라 survey 특성을 반영한 Rao-Scott 

Chi-square 검정을 시행하였으며, 노인의 기초선 악력과 인지기능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survey 특성을 반영한 t-검정, 분산 분석,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이용해 단변수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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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적 요인과 건강관련 요인을 보정하면서 노인의 기초선 악력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형 혼합 모형을 사용해 다변수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틀은 Figure 1과 같다. 본 연구의 수행은 

연세의료원 연구심의위원회의 면제심의승인(Y-2018-0138)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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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framework of the study. K-MMSE: 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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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2년 주기로 시행된 1차에서 6차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자료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 표본 선정은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조사구를 표집틀로 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국민의 모집단 중에서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기 위해 

모집단을 지역과 주거형태별로 층화하였다. 표본 추출 지역은 15개의 

광역시와 도별로, 동부와 읍면부로 층화한 후에 각 지역층 내에서 

일반주택조사구와 아파트조사구로 층화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 조사에서 

면접 방식은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법(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CAPI)을 이용하였다. 조사에 포함된 질문 문항으로는 

인구사회적 자료, 가족, 건강 상태, 고용, 소득 및 소비, 자산, 주관적 기대감 

및 삶의 질 항목이 있으며, 2006년 1차 조사에서는 10,25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선정 과정은 Figure 2와 같다. 2006년 1차 조사 

당시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점수가 24점 이상에 

해당하는 표본 중에서 뇌병변장애나 지적장애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여 2,185명이 이에 해당하였다. 이 중에서 1차 조사에서 연구에 

포함된 변수에 결측이 있는 경우를 다시 제외하여 1,972명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2006년도 1차 조사를 포함하여 2008년도 2차 조사부터 2016년도 

6차 조사까지의 기간 중에서 총 2회 이상 조사에 참여하고 K-MMSE 

점수의 추적 조사에 결측이 없는 표본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여 총 

1,738명이 연구대상자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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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1차 조사에서 변수 결측이 있는 대상자 

213명이 제외되었는데, 이 대상자들을 제외한 후인 1,972명과 비교할 때 

적지 않은 인원이 제외된 것이다. 그러므로 결측치가 있는 대상자를 제외한 

후에도 표본의 대표성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고자, 이 213명을 제외하기 

전과 후의 연구대상자 사이에 종속변수인 K-MMSE 점수 차이에 대한 

t-검정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집단 사이에 등분산성은 기각되지 

않았고(p=0.886), K-MMSE 점수의 평균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p=0.625), 결측치 제거 후에도 표본의 대표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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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selection process of the study population. 

K-MMSE: 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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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에 사용된 변수

가.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K-MMSE 점수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K-MMSE는 

다양한 인지기능의 범주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널리 사용되는 

Mini-Mental State Examination(MMSE)(Folstein, Folstein and 

McHugh, 1975)의 문항을 유지하고 한국어로 표준화한 도구이다(Kang, Na 

and Hahn, 1997). 장소와 시간에 대한 지남력, 기억 등록, 주의력 및 계산, 

기억 회상, 언어 및 시각적 구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에 대해 

오답을 0, 정답을 1로 하여 이를 더한 총점으로 인지기능을 평가한다. 

K-MMSE 이외에도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사한 도구인 

MMSE-K(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Kwon 

and Park, 1989)는 표준화 당시 무학이 많은 한국 노인의 실정을 고려해 

MMSE 문항에서 문장 읽기와 쓰기와 관련한 두 문항을 이해 및 판단을 

측정하는 다른 문항으로 대체하여 다소 변형이 된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MMSE 문항 그대로를 유지한 K-MMSE를 

사용하였다. K-MMSE 점수는 총점 30점으로, 24점 이상은 인지기능 저하 

의심 소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24점 미만인 경우 인지기능 저하를 

의심하며 점수가 감소할수록 인지기능이 저하가 진행되는 것을 

시사한다(Jeong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1차 조사에서 K-MMSE 

점수가 24점 이상으로 인지기능 저하 의심 소견이 없는 정상군을 

연구대상자으로 선정하였다. 

나. 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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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관심변수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변수 중에서 2006년 1차 조사에서의 

노인의 기초선 악력(baseline handgrip strength)을 주요관심변수로 선정해 

분석하였다. 기초선 악력은 악력계를 사용해 kg 단위로 측정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앉거나 서서 악력 측정을 하였으며, 팔꿈치를 몸통에 가볍게 

붙인 상태에서 팔꿈치를 중심으로 90도의 각도를 맞춘 후 양손에서 각각 

2회씩을 측정해, 4회 측정값 모두의 평균을 계산해 이를 기초선 악력으로 

정의하였다. 

2) 통제변수: 인구사회적 요인

인구사회적 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거주지역으로 

인구사회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과 함께 경제활동, 가구소득으로 경제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변수들도 포함하였다(Table 1).

① 성별

  본 연구와 동일하게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선택하여 수행한 

선행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인지기능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유의하게 낮은 표본 특성을 보이거나(Jeong and Kim, 2018), 

악력에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유의하게 낮은 양상을 보였다(Kim et al., 

2018). 이에 성별에 따른 분석을 시행하였다.

② 연령

선행연구(Alfaro-Acha et al., 2006; Sternang et al., 2016)에서는 연령 

구분 없이 연속형 변수로 연령을 처리하였으며,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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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선행연구에서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연령을 

연속형 변수로 분석하거나(Jeong et al., 2018; Kim et al., 2019), 만 

60세를 기준으로 구분해 범주형 변수로 분석하기도 하였다(Jeong and Kim, 

2018). 악력과 우울의 연관성을 연구한 선행연구(Brooks et al., 

2018)에서는 60세 이상의 연구대상자를 10년 단위로 3개 군으로 구분해 

분석하였고, 국내의 한 선행연구(Lee, 2014)에서는 65세 이상의 

연구대상자 연령을 10년 단위의 3개 군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5년 단위로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의 4개 군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③ 조사년도

선행연구(Kim et al., 2018)에서는 5차 조사까지 8년간의 자료를 이용해 

노인의 악력과 인지기능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조사년도를 포함하였고, 이를 

참고하여 각 조사 차수별 비교를 위해 2006년 1차 조사부터 2016년 6차 

조사까지 6개 조사년도를 변수로 구분하였다.

④ 교육수준

선행연구(Kim et al., 2019)에서 교육수준을 4개 군으로 구분한 방식을 

참고하여 ‘초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상’ 등 

4개 군으로 구분하였다.

⑤ 경제활동

 선행연구(Kim, 2003)에서 노인의 경제활동 여부가 인지기능과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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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근로자’, ‘비경제 

활동군’의 2개 군으로 구분하였다.

⑥ 가구소득

선행연구(Jeong and Kim, 2018)에서 월평균 가구균등화 소득을 4분위로 

구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구 균등화 

소득의 계산에 사용하는 정의(월평균 가구 총소득 ÷가구 구성원의 수 )를 

적용해 보정하고, 이를 1차 조사부터 6차 조사 당시의 각각의 가구 균등화 

소득을 확인해 이를 4분위수로 나누어 4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⑦ 혼인상태

선행연구(Kim, Kim and Park, 2016)에서 혼인상태를 동거 여부에 따라 

‘동거’, ‘독거’로 구분해 분석하였으며, 다른 선행연구(Jeong and Kim, 

2018)에서도 현재 배우자 유무에 따라 결혼 후 동거하는 경우와 미혼, 

이별, 사별 등 혼자 거주하는 상태로 구분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혼인상태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가 

있으며 함께 거주 중인 경우는 ‘배우자 있음’으로, 별거, 사별, 이혼 및 

미혼인 경우는 ‘배우자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⑧ 거주지역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고령화연구패널조사 표본 추출에 포함되지 않은 제주 

지역을 제외하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지역을 ‘도시’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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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구분하였다.

3) 통제변수: 건강관련 요인

건강관련 요인은 연구대상자의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는 음주, 흡연, 

신체활동, 만성질환, 우울 증상, 체질량지수(BMI)를 변수로 

포함하였다(Table 1).

① 음주

선행연구(Kim et al., 2018)에서 ‘비음주자’, ‘과거 음주자’, ‘현재 

음주자’의 3개 군으로 분류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이를 참고해 동일한 3개 

군으로 구분하였다.

② 흡연

선행연구(Kim et al., 2019)에서 담배를 평생 피워보지 않은 

‘비흡연자’,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금연중인 ‘과거 흡연자’,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현재 흡연자’의 3개 군으로 구분해 분석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이를 참고해 동일하게 3개 군으로 구분하였다.

③ 신체활동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신체활동과 관련하여 평소에 1주일에 1회 이상 

운동을 하는지를 조사해 ‘예’, ‘아니오’의 2개 군으로 구분한다. 

선행연구(Jeong et al., 2018)에서는 이를 반영해 2개의 군으로 분류해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활동군’, ‘비활동군’의 2개 

군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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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만성질환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확인하는 만성질환 중 고혈압, 당뇨,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만성 호흡기질환, 악성 종양과 인지기능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행연구(Kim et al., 2019)에서의 만성질환 구분을 참고해 

연구대상자가 해당되는 만성질환 개수에 따라 ‘없음’, ‘1개’, ‘2개 

이상’의 3개 군으로 구분하였다.

⑤ 우울 증상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한국판 역학연구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CES-D)의 단축형인 10문항의 

CES-D10 척도를 사용해 우울 증상을 평가한다(Andresen et al., 1994; 

Kohout et al., 1993). 지난 한 주 동안 우울 증상을 얼마나 경험했는지를 

묻는 각 문항의 답은 ‘잠깐 그렇다’(하루 미만), ‘가끔 

그렇다’(하루에서 이틀 정도), ‘자주 그렇다’(3일에서 4일 정도), ‘항상 

그렇다’(5일에서 7일 정도)의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잠깐 그렇다’와 

‘가끔 그렇다’를 0점으로 ‘자주 그렇다’와 ‘항상 그렇다’를 1점으로 

하여 10가지 문항의 총점 4점을 절단점으로 하였으며(Ko et al, 2012), 

절단점 이상의 CESD-10 점수에 해당하는 연구대상자를 ‘우울 증상 

있음’으로, 절단점 미만의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울 증상 

없음’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⑥ 체질량지수

  환자의 건강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체중과 신장의 관계인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의 산출 공식은 몸무게(kg)/신장(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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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에서 개정한 아시아-태평양 BMI 기준(WHO, 

2004)에서는 ‘저체중’(BMI<18.5), ‘정상체중’(18.5≤BMI＜23), 

‘과체중’(23≤BMI＜25), ‘비만’(BMI≥25)의 4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 기준을 따라 동일한 4개 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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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and definition of the study variables: 

socio-demographic factors.

Variables Definition

Sex
1. Male 
2. Female

Age

1. 65-69 
2. 70-74
3. 75-79
4. ≥ 80

Wave (year)

1. 1st: 2006 
2. 2nd: 2008  
3. 3rd: 2010  
4. 4th: 2012   
5. 5th: 2014  
6. 6th: 2016

Educational attainment

1. ≤ Elementary school 
2. Middle school
3. High school
4. ≥ College

Economic activity
1. Not Working 
2. Working

Equalized household income

1. Quartile 1: low 
2. Quartile 2
3. Quartile 3
4. Quartile 4: high

Marital status
1. Married 
2. Unmarried (single, divorced, 

widowed)

Residential area
1. Urban 
2. R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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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and definition of the study variables: 

health-related factors (continued).

Note: CES-D10: The 10-item short form of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Variables Definition
Handgrip strength (HGS) As a continuous variable 
Baseline score of 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As a continuous variable 

Alcohol consumption
1. Never 
2. Former drinker
3. Current drinker

Smoking
1. Never 
2. Former smoker
3. Current smoker

Physical activity
1. Inactive 
2. Active

Chronic diseases

1. No 
2. with one chronic disease
3. with two or more chronic 

diseases

Depressive symptoms
1. No (CES-D10 < 4)
2. Yes (CES-D10 ≥ 4)

Body mass index (BMI)

1. Underweight
2. Normal weight 
3. Overweight
4.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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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본 연구는 SAS version 9.4를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인구사회적, 

건강관련 요인에 대하여 기술 분석을 실시하여 변수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 

혹은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둘째,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사회적, 

건강관련 요인의 변수들과 인지기능에 대해 단변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45세 이상 국민의 모집단 중에서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기 위해 모집단을 지역과 주거형태별로 층화한 자료이므로, 모집단에 

대해 추정하기 위해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2006년 1차 

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횡단 가중치를 적용하여 survey 특성을 반영한 

t-검정, 분산 분석,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셋째, 노인의 기초선 악력과 인지기능의 연관성 및 인구사회적 요인, 

건강관련 요인 변수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선형 혼합 모형(linear 

mixed model, LMM) 분석을 이용하여 다변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06년에서 2016년까지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는 

각각의 연구대상자로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측정한 자료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각 측정값 사이의 독립성에 대한 가정이 기각되며, 이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 측정된 값 사이의 상관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여 

LMM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 



- 22 -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분산 팽창 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은 1.03-2.93으로 확인되었다. 노인의 기초선 악력과 인지기능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성별에 따른 각각 3개의 모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모형 1에서는 연령과 조사년도를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노인의 기초선 악력과 인지기능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모형 2에서는 모형 

1에서의 변수 및 인구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변수를 독립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 3에서는 모형 2에서의 변수 및 

건강관련 요인을 독립변수로 모형에 모두 포함하여 통제함으로써 

인지기능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인지기능을 나타내는 K-MMSE 

점수를 연속형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 중에서 

기초선 악력, 성별, 교육수준을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는 시간 가변 

공변량(time-varying covariates)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각 모형에서 베타 계수(beta coefficient)와 표준 오차(standard error)를 

산출하였으며, 각 모형의 통계적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해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BIC)값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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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06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 조사 당시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점수가 24점 이상에 해당하는 표본 중에서 뇌병변장애나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응답한 경우나, 1차 조사에서 연구에 포함된 

변수에 결측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1,972명 중에서 

2006년도 1차 조사를 포함하여 2008년도 2차 조사부터 2016년도 6차 

조사까지의 기간 중 총 2회 이상 조사에 참여하고 K-MMSE 점수의 추적 

조사에 결측이 없는 표본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최종 연구대상자는 

1,738명이었다. 

각 조사년도별로 조사된 성별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수와 K-MMSE 점수 

추이는 다음과 같다(Figure 3). 2006년 1차 조사에서는 최종 연구대상자 

수와 동일한 전체 1,738명의 K-MMSE 점수를 확인하였으며, 이후 조사를 

거듭할수록 연구대상자의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016년 6차 

조사에서는 전체 1,146명에서 K-MMSE 점수를 확인하였다. 남녀 모두에서 

조사를 거듭할수록 시간 경과에 따라서 K-MMSE 점수가 감소하였다. 

성별에 따른 각 조사년도의 K-MMSE 점수에 대해 Survey 특성을 반영한 

t-검정을 시행하여 2006년부터 2014년까지는 모두 p<0.001, 2016년도 

p=0.001로 전 조사년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남성에 비하여 

여성에서 K-MMSE 점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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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기초선 악력과 K-MMSE 점수는 다음과 같으며(Table 2), 

악력은 남성이 29.48 ± 0.19 kg 로 조사되었고, 여성의 경우 18.19 ± 

0.16 kg 이었다. K-MMSE 점수는 남성에서 27.49 ± 0.06점, 여성의 경우 

26.88 ± 0.08점으로, 이 두 변수의 경우 survey 특성을 반영한 

t-검정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3). 성별에 따른 

구분으로 인구사회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살펴보면, 전체 연구대상자 

1,738명 중 남성은 984명, 여성은 754명으로, 교육수준, 경제활동, 

혼인상태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은 남성의 경우 

초졸 이하가 431명(43.8%)이었으나, 여성에서는 560명(74.3%)으로 

조사되었다. 경제활동에서는 남성의 경우 ‘근로자’로 응답한 대상자가 

341명(34.6%)인 반면, 여성에서는 91명(12.1%)이었다. 가구소득에서는 

4분위 구분에 따라 남성에서는 4개 군마다 25% 내외의 분포를 보였으나, 

여성에서는 1분위 대상자가 252명(33.4%)으로 다른 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았다. 혼인상태에서는 남성의 경우 92%에 해당하는 905명이 

현재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으며, 미혼, 이혼, 사별, 별거 등의 이유로 현재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대상자는 79명(8.0%)이었다. 여성에서는 현재 

배우자와 동거하는 것으로 조사된 대상자 418명(55.4%)이고, 현재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한 대상자는 336명(44.6%)이었다. 

거주지역에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남성은 

619명(62.9%)이었으며, 여성에서는 513명(68.0%)이었다. 

  성별에 따른 건강관련 변수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음주, 흡연, 

신체활동, 우울 증상, 체질량지수 등 만성질환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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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음주에서는 남성에서 ‘현재 음주자’로 

응답한 대상자가 537명(54.6%)이고, 여성의 경우 88명(11.7%)이었다. 

흡연에서는 남성에서 ‘현재 흡연자’로 응답한 대상자가 

306명(31.1%)이고, 여성의 경우 26명(3.4%)이었다. 평소에 1주일에 1회 

이상 운동을 하는지를 묻는 신체활동 항목에서는 남성의 경우 ‘예’로 

응답한 경우가 438명(44.5%)이었고, 여성에서는 287명(38.1%)이었다. 

만성질환에서는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남성의 경우 

132명(13.4%), 여성에서는 133명(17.6%)이었다. 우울 증상에서는 

CES-D10 척도 총점이 4점 이상으로 ‘우울 증상 있음’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남성에서는 269명(27.3%), 여성에서는 311명 (41.2%)이었다. 

체질량지수에서는 저체중이 남성에서는 43명(4.4%), 여성에서는 

36명(4.8%)이었고, 비만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남성에서 185명(18.8%), 

여성에서 198명(26.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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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eans of K-MMSE scores of the study participants by 

sex during 6 waves of KLoSA. K-MMSE: 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P-values are analyzed by t-test (weight adjusted).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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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handgrip strength and K-MMSE between 

males and females at baseline KLoSA, 2006.

Note: K-MMSE: 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SE: Standard Error, CI: 

Confidence Interval.

Variables Male (N = 984) Female (N = 754) p
Mean SE 95% CI Mean SE 95% CI

Handgrip 
strength

29.48 0.19
29.11 – 
29.85

18.19  0.16
17.89 – 
18.50

<0.001

K-MMSE 27.49 0.06
27.37 – 
27.62

26.88  0.08
26.73 – 
27.0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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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by sex at baseline 
KLoSA, 2006: socio-demographic factors.

Note: Values are number (%). P-values are analyzed by Rao-Scott 
Chi-square test.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Variables
Male

(N = 984)
Female

(N = 754)
p

Age

65-69 
70-74
75-79
≥ 80

463 (47.1)
296 (30.1)
160 (16.3)
65 (6.6)

389 (51.6)
217 (28.8)
117 (15.5)
31 (4.1)

0.311

Educational 
attainment

≤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 College

431 (43.8)
157 (16.0)
263 (26.7)
133 (13.5)

560 (74.3)
85 (11.2)
92 (12.2)
17 (2.3)

<0.001

Economic 
activity

Not working
Working 

643 (65.4)
341 (34.6)

663 (87.9)
91 (12.1)

<0.001

Equalized 
household 

income

Quartile 1: low 
Quartile 2
Quartile 3
Quartile 4: high

273 (27.7)
233 (23.7)
233 (23.7)
245 (24.9)

252 (33.4)
168 (22.3)
147 (19.5)
189 (24.8)

0.082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single, 
divorced, widowed)

905 (92.0)
79 (8.0)

418 (55.4)
336 (44.6) <0.001

Residential 
area

Urban 
Rural

619 (62.9)
365 (37.1)

513 (68.0)
241 (32.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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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by sex at baseline 
KLoSA, 2006: health-related factors (continued). 

Note: Values are number (%). P-values are analyzed by Rao-Scott 

Chi-square test.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Variables
Male

(N = 984)
Female

(N = 754)
p

Alcohol 
consumption

Never 
Former drinker
Current drinker

284 (28.8)
163 (16.6)
537 (54.6)

649 (86.1)
17 (2.2)
88 (11.7)

<0.001

Smoking
Never 
Former smoker
Current smoker

419 (42.6)
259 (26.3)
306 (31.1)

722 (95.8)
6 (0.8)
26 (3.4)

<0.001

Physical 
activity

Inactive
Active

546 (55.5)
438 (44.5)

467 (61.9)
287 (38.1)

0.009

Chronic 
diseases

No 
with one chronic disease
with two or more chronic 
diseases

498 (50.6)
354 (36.0)
132 (13.4)

355 (47.1)
266 (35.3)
133 (17.6)

0.079

Depressive 
symptoms

No 
Yes

715 (72.7)
269 (27.3)

443 (58.8)
311 (41.2)

<0.001

Body Mass 
Index (BMI)

Underweight
Normal weight 
Overweight
Obesity

43 (4.4)
473 (48.1)
283 (28.7)
185 (18.8)

36 (4.8)
298 (39.5)
222 (29.4)
198 (26.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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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기능의 연관 요인에 대한 단변수 분석

성별에 따른 인구사회적 요인과 기초선 악력을 포함한 건강관련 요인별로 

인지기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survey 특성을 반영한 t-검정, 분산 

분석, 단순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5).

분석에 고려한 인구사회적 변수에서 남성의 경우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가구소득, 거주지역에서 인지기능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지기능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p<0.001), 

교육수준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비경제 활동군에 비해 근로자의 경우 인지기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p=0.041), 가구소득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은 

보였으나(p=0.020), 가구소득 증가에 따른 명확한 인지기능 증가 혹은 

감소의 추세를 보이지는 않았다. 거주지역에서는 도시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지방 거주 대상자에 비해 인지기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여성의 경우에는 교육수준, 거주지역에서 인지기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력이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p<0.001), 거주지역에서는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인지기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건강관련 변수에서 남성의 경우 기초선 악력이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p<0.001), 우울 증상에서는 우울 증상이 

없는 정상군에 비해 우울 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유의하게 인지기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여성에서도 악력과 우울 증상에서 인지기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외에도 신체활동 및 

체질량지수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되었다. 여성에서도 기초선 악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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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1), 우울 

증상이 없는 정상군에 비해 우울 증상이 있는 군의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1). 신체활동에서는 1주에 1회 이상 운동을 

하는 것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인지기능이 높게 

나타났으며(p=0.021), 체질량지수에서는 저체중에 비해, 정상, 과체중으로 

갈수록 인지기능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p=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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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s associated with cognitive function according to 
univariable analysis in males.

Note: Values are mean ± standard error. P-values are analyzed by 
t-test or analysis of anova(weight adjusted). K-MMSE: 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Variables K-MMSE p

Age

65-69 
70-74
75-79
≥ 80

27.71 ± 0.09
27.43 ± 0.11
27.18 ± 0.15
26.67 ± 0.24

<0.001

Educational 
attainment

≤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 College

27.02 ± 0.10
27.52 ± 0.15
27.86 ± 0.11
28.26 ± 0.15

<0.001

Economic 
activity

Not working
Working 

27.40 ± 0.08
27.66 ± 0.10

0.041

Equalized 
household 

income

Quartile 1: low 
Quartile 2
Quartile 3
Quartile 4: high

27.33 ± 0.12
27.29 ± 0.13
27.72 ± 0.13
27.65 ± 0.11

0.020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single, divorced, widowed)

27.49 ± 0.06
27.59 ± 0.22

0.657

Residential area
Urban 
Rural

27.75 ± 0.08
27.13 ± 0.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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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s associated with cognitive function according to 
univariable analysis in males (continued).

†Association between handgrip strength and K-MMSE is presented as 
beta coefficient using simple linear regression with survey weighting.
Note: Values are mean ± standard error. P-values are analyzed by 
t-test or analysis of anova(weight adjusted). K-MMSE: 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SE: Standard Error.

Variables K-MMSE p
Handgrip strength (HGS) 0.06† <0.001

Alcohol 
consumption

Never 
Former drinker
Current drinker

27.61 ± 0.12
27.25 ± 0.14
27.50 ± 0.09

0.156

Smoking
Never 
Former smoker
Current smoker

27.62 ± 0.10
27.29 ± 0.12
27.50 ± 0.11

0.079

Physical activity
Inactive
Active

27.38 ± 0.08
27.63 ± 0.09

0.051

Chronic diseases

No 
with one chronic disease
with two or more 
chronic diseases

27.56 ± 0.09
27.45 ± 0.10
27.37 ± 0.17

0.511

Depressive 
symptoms

No 
Yes

27.64 ± 0.07
27.09 ± 0.13

<0.001

Body Mass Index 
(BMI)

Underweight
Normal weight 
Overweight
Obesity

27.54 ± 0.33
27.42 ± 0.09
27.63 ± 0.12
27.46 ± 0.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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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s associated with cognitive function according to 
univariable analysis in females.

Note: Values are mean ± standard error. P-values are analyzed by 
t-test or analysis of anova(weight adjusted). K-MMSE: 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Variables K-MMSE p

Age

65-69 
70-74
75-79
≥ 80

27.04 ± 0.10
26.82 ± 0.15
26.52 ± 0.19
26.55 ± 0.33

0.064

Educational 
attainment

≤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 College

26.63 ± 0.09
27.28 ± 0.22
27.77 ± 0.20
28.51 ± 0.33

<0.001

Economic 
activity

Not working
Working 

26.92 ± 0.08
26.64 ± 0.21

0.219

Equalized 
household 

income

Quartile 1: low 
Quartile 2
Quartile 3
Quartile 4: high

26.81 ± 0.13
26.87 ± 0.16
27.08 ± 0.16
26.82 ± 0.16

0.536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single, divorced, widowed)

26.95 ± 0.10
26.79 ± 0.12

0.301

Residential area
Urban 
Rural

27.15 ± 0.09
26.46 ± 0.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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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s associated with cognitive function according to 
univariable analysis in females (continued).

†Association between handgrip strength and K-MMSE is presented as 
beta coefficient using simple linear regression with survey weighting.
Note: Values are mean ± standard error. P-values are analyzed by 
t-test or analysis of anova(weight adjusted). K-MMSE: 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SE: Standard Error.

Variables K-MMSE p
Handgrip strength (HGS) 0.06† <0.001

Alcohol 
consumption

Never 
Former drinker
Current drinker

26.93 ± 0.08
26.21 ± 0.43
26.66 ± 0.22

0.164

Smoking
Never 
Former smoker
Current smoker

26.89 ± 0.08
27.03 ± 0.81
26.69 ± 0.42

0.861

Physical activity
Inactive
Active

26.74 ± 0.09
27.11 ± 0.13

0.021

Chronic diseases

No 
with one chronic disease
with two or more chronic 
diseases

26.81 ± 0.11
26.93 ± 0.12
26.97 ± 0.18

0.646

Depressive 
symptoms

No 
Yes

27.18 ± 0.10
26.44 ± 0.11

<0.001

Body Mass Index 
(BMI)

Underweight
Normal weight 
Overweight
Obesity

25.84 ± 0.38
26.87 ± 0.12
27.03 ± 0.14
26.92 ± 0.14

0.010



- 36 -

3. 노인의 악력과 인지기능의 연관성에 대한 다변수 분석

 성별에 따른 노인의 기초선 악력과 인지기능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선형 혼합 모형 분석을 시행하였다. 나이, 조사년도를 통제한 모형 1, 

추가적으로 인구사회적 요인을 통제한 모형 2, 그리고 건강관련 요인까지를 

추가해 통제한 모형 3까지 순차적으로 살펴보고자 총 3가지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해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BIC)를 확인한 결과 가장 낮은 값을 보인 

비구조적(unstructured) 모형을 남녀 모두에서 선택하였다. 성별에 따른 각 

모형의 BIC 값은 다음과 같다(Table 6, 7).

Table 6. BIC for covariance structure selection in males.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Table 7. BIC for covariance structure selection in females.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Covariance structure
BIC

Model 1 Model 2 Model 3
Variance components 27212.7 27026.1 26736.9

Autoregressive 26303.6 26210.3 26054.5

Compound symmetry 26389.5 26299.2 26139.3

Toeplitz 26239.0 26152.5 26006.2

Unstructured 25326.3 25244.0 25194.3

Covariance structure
BIC

Model 1 Model 2 Model 3
Variance components 22667.3 22560.5 22391.7

Autoregressive 21875.5 21825.6 21728.3

Compound symmetry 21967.3 21922.9 21805.1

Toeplitz 21811.4 21766.4 21669.4

Unstructured 21107.9 21044.9 209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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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 사이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VIF 값은 1.10-2.70으로 확인되어 연구 설계 당시에 

포함하고자 하였던 모든 독립변수를 제외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른 모형 1-3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8, 9). 

모형 1은 연령과 조사년도를 독립변수로 포함해 성별에 따른 분석을 

시행하였다. 남성에서는 기초선 악력이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높았으며(β=0.06, SE=0.01, p<0.001), 기준 연령인 65-69세에 비해, 

75-79세와 80세 이상의 연령에서 유의하게 인지기능이 낮게 

나타났다(각각 β=-0.30, SE=0.14, p=0.027; β=-0.78, SE=0.19, 

p<0.001). 조사년도에서는 기준년도인 2006년 1차 조사에 비해 조사 

차수가 경과함에 따라 모든 차수의 조사에서 유의하게 인지기능이 낮을 뿐 

아니라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하였다(모두 p<0.001). 여성에서도 

기초선 악력이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높았으며(β=0.07, SE=0.02, 

p<0.001), 기준 연령인 65-69세에 비해 80세 이상의 연령에서만 유의하게 

인지기능이 낮은 연관성을 보였다(β=-1.09, SE=0.26, p<0.001). 

조사년도에서는 기준년도인 2006년 1차 조사에 비해 조사 차수가 경과함에 

따라 모든 차수의 조사에서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낮으며,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하였다(모두 p<0.001).

모형 2에서는 모형 1에서의 요인인 연령, 조사년도를 포함하고, 

인구사회적 요인인 교육수준, 경제활동, 가구소득, 혼인상태, 거주지역을 

추가로 모형에 포함시켜 성별에 따른 분석을 시행하였다. 남성에서는 모형 

1에서와 동일하게 기초선 악력이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높은 연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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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β=0.04, SE=0.01, p<0.001). 연령에서는 기준 연령인 

65-69세에 비해 80세 이상의 연령군에서만 유의하게 인지기능이 낮은 

연관성을 보였다(β=-0.60, SE=0.19, p=0.002). 조사년도에서는 모형 

1에서와 동일하게 1차 조사에 비해 이후의 모든 차수에서 유의하게 

인지기능이 낮은 연관성을 보였다(모두 p<0.001). 교육수준에서는 초졸 

이하의 기준 학력에 비해 학력이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경제활동에서는 비경제 활동군에 비해 근로자 군에서 

유의하게 인지기능이 높은 연관성을 확인하였다(β=0.50, SE=0.11, 

p<0.001). 거주지역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에 비해 지방 지역 거주자에서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낮은 연관성을 보였다(β=-0.44, SE=0.12, 

p<0.001). 여성에서도 인구사회적변수를 통제변수로 추가한 모형 2에서 

모형 1과 마찬가지로 기초선 악력이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β=0.07, SE=0.02, p<0.001). 연령에서는 모형 1에서와 동일하게 

기준 연령인 65-69세에 비해 80세 이상의 연령군에서만 유의하게 

인지기능이 낮은 연관성을 보였다(β=-0.93, SE=0.25, p<0.001). 

조사년도의 경우에도 모형 1과 동일하게 1차 조사에 비해 이후에 시행된 

모든 차수의 조사에서 유의하게 인지기능이 낮은 연관성을 보였다(모두 

p<0.001). 교육수준에서는 기준 학력인 초졸 이하의 대상자에 비해 학력이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거주지역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에 비해 지방 지역 거주자에서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낮은 

연관성이 확인되었다(β=-0.68, SE=0.14, p<0.001).

모형 3에서는 모형 2에 포함된 인구사회적 요인에 건강관련 요인인 음주, 

흡연, 신체활동, 만성질환, 우울 증상, 체질량지수까지를 모두 포함해 성별에 

따른 분석을 시행하였다. 남성에서는 건강관련 요인까지를 모두 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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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서도 이전의 모형들에서와 동일하게 기초선 악력이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β=0.03, SE=0.01, p<0.001). 

연령에서는 모형 2에서의 결과와 동일하게 기준 연령인 65-69세의 연령에 

비해 80세 이상의 연령에서만 유의하게 인지기능이 낮은 연관성을 

확인하였다(β=-0.53, SE=0.19, p=0.005). 조사년도에서도 이전의 

모형들에서와 동일하게 2006년 1차 조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이후의 

모든 차수에서 유의하게 인지기능이 낮은 연관성이 관찰되었다(모두 

p<0.001). 교육수준에서는 초졸 이하의 기준 학력에 비해 학력이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경제활동에서는 비경제 활동군에 비해 

근로자 군에서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β=0.51, 

SE=0.11, p<0.001). 가구소득에서는 모형 2에서의 결과와 동일하게 소득 

1분위에 비해 소득 3분위에서만 유의하게 인지기능이 높은 연관성을 

확인하였다(β=0.35, SE=0.13, p=0.007). 혼인상태와 인지기능의 유의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거주지역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에 비해 지방 

지역 거주자에서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낮은 연관성을 보였다(β=-0.38, 

SE=0.12, p=0.001). 건강관련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음주와 흡연은 

인지기능과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신체활동에서는 비활동군에 

비해 1주에 1회 이상 운동을 하는 활동군에서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β=0.37, SE=0.09, p<0.001). 만성질환에서는 

만성질환이 없는 대상자에 비해 1개의 만성질환을 가진 대상자에서는 

인지기능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군에서는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낮은 연관성을 보였다(β=-0.37, SE=0.15, 

p=0.014). 우울 증상에서는 우울 증상이 없는 정상군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우울 증상이 있는 군에서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 40 -

확인하였다(β=-0.57, SE=0.09, p<0.001). 체질량지수에서는 정상 체중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과체중으로 조사된 대상자에서만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높은 연관성이 나타났다(β=0.27, SE=0.11, p=0.015).

  여성에서는 이전의 모형 분석과 동일하게 모형 3에서도 기초선 악력이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β=0.05, SE=0.02, 

p=0.004). 연령에서는 이전 모형들의 결과와 동일하게 기준 연령인 

65-69세의 연령군에 비해 80세 이상의 연령에서만 유의하게 인지기능이 

낮은 연관성을 확인하였다(β=-0.80, SE=0.26, p=0.002). 

조사년도에서는 이전의 모형들에서와 동일하게 기준인 1차 조사에 비해 

이후의 모든 차수의 조사에서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낮은 연관성을 

보였다(모두 p<0.001). 교육수준에서는 초졸 이하의 기준 학력에 비해 

학력이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높은 연관성이 다시 관찰되었다. 

경제활동에서는 남성에서와는 달리 인지기능과의 유의한 연관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가구소득과 혼인상태에서는 모형 2에서의 결과와 동일하게 

인지기능과의 유의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거주지역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에 비해 지방 지역 거주자에서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낮은 연관성이 

모형 2와 동일하게 다시 관찰되었다(β=-0.56, SE=0.14, p<0.001). 

건강관련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음주와 흡연은 유의한 인지기능과의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신체활동에서는 비활동군에 비해 활동군에서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β=0.42, SE=0.12, p<0.001). 

만성질환에서는 남성에서와의 결과와는 달리 인지기능과 유의한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우울 증상에서는 우울 증상이 없는 대상자에 비해 우울 

증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대상자에서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β=-0.64, SE=0.11, p<0.001). 체질량지수에서는 정상 체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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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하였을 때 남성에서와는 다르게 저체중으로 조사된 대상자에서만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낮은 연관성이 확인되었다(β=-0.98, SE=0.2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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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Factors associated with cognitive function according to 
multivariable analysis in males.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β SE β SE β SE
Handgrip strength  0.06*** 0.01 0.04*** 0.01 0.03*** 0.01
Age
  65-69 
  70-74
  75-79
  ≥ 80

Ref.
-0.09
-0.30*

-0.78***

0.11
0.14
0.19

Ref.
-0.02
-0.16

-0.60**

0.11
0.14
0.19

Ref.
0.02
-0.11

-0.53**

0.11
0.14
0.19

Wave (year)
  1st: 2006 
  2nd: 2008  
  3rd: 2010  
  4th: 2012   
  5th: 2014  
  6th: 2016

Ref.
-1.43***

-1.89***

-2.00***

-2.71***

-3.16***

0.12
0.15
0.18
0.21
0.24

Ref.
-1.46***

-1.92***

-2.04***

-2.75***

-3.19***

0.12
0.15
0.18
0.21
0.23

Ref.
-1.32***

-1.72***

-1.81***

-2.47***

-2.90***

0.13
0.15
0.18
0.21
0.24

Educational attainment
  ≤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 College

-
-
-
-

-
-
-
-

Ref.
0.48**

0.85***

1.17***

0.16
0.14
0.18

Ref.
0.39*

0.74***

1.02***

0.16
0.14
0.18

Economic activity
  Not working
  Working 

-
-

-
-

Ref.
0.50*** 0.11

Ref.
0.51*** 0.11

Equalized household income
  Quartile 1: low 
  Quartile 2
  Quartile 3
  Quartile 4: high

-
-
-
-

-
-
-
-

Ref.
0.20

0.35**

0.10

0.12
0.13
0.13

Ref.
0.21
0.35*

0.07

0.12
0.13
0.13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single, 

divorced, widowed)

-
-

-
-

Ref.
0.08 0.18

Ref.
0.16 0.18

Residential area
  Urban 
  Rural

-
-

-
-

Ref.
-0.44*** 0.12

Ref.
-0.38**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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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Factors associated with cognitive function according to 
multivariable analysis in males (continued).

* p<0.05, ** p<0.01, *** p<0.001
Note: Values are presented as estimate (β) and standard error (SE).
†Model 1: Estimate (β) is adjusted for age and wave.
‡Model 2: Estimate (β) is adjusted for age, wave, and socio-demographic variables 
including educational attainment, economic activity, household income, marital status, 
and residential area.
§Model 3: Estimate (β) is adjusted for age, wave, socio-demographic variables 
including educational attainment, economic activity, household income, marital status, 
residential area, and health-related variables including alcohol consumption, smoking, 
physical activity, chronic diseases, depressive symptoms, and body mass index.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which is calculated under the unstructured 
covariance structure, K-MMSE: 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β SE β SE β SE
Alcohol consumption
  Never 
  Former drinker
  Current drinker

-
-
-

-
-
-

-
-
-

-
-
-

Ref.
-0.27
-0.03

0.15
0.13

Smoking
  Never 
  Former smoker
  Current smoker

-
-
-

-
-
-

-
-
-

-
-
-

Ref.
-0.15
0.08

0.13
0.13

Physical activity
  Inactive 
  Active

-
-

-
-

-
-

-
-

Ref.
0.37*** 0.09

Chronic diseases
  No 
  with one chronic disease
  with two or more chronic 
diseases

-
-
-

-
-
-

-
-
-

-
-
-

Ref.
-0.06
-0.37*

0.11
0.15

Depressive symptoms
  No 
  Yes

-
-

-
-

-
-

-
-

Ref.
-0.57*** 0.09

Body Mass Index (BMI)
  Underweight
  Normal weight 
  Overweight
  Obesity

-
-
-
-

-
-
-
-

-
-
-
-

-
-
-
-

0.16
Ref.
0.27*

-0.02

0.21

0.11
0.14

BIC 25326.3 25244.0 25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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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Factors associated with cognitive function according to 
multivariable analysis in females.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β SE β SE β SE
Handgrip strength  0.07*** 0.02 0.07*** 0.02 0.05** 0.02
Age
  65-69 
  70-74
  75-79
  ≥ 80

Ref.
0.01
-0.18

-1.09***

0.13
0.17
0.26

Ref.
0.08
-0.05

-0.93***

0.13
0.17
0.25

Ref.
0.10
0.03

-0.80**

0.13
0.17
0.26

Wave (year)
  1st: 2006 
  2nd: 2008  
  3rd: 2010  
  4th: 2012   
  5th: 2014  
  6th: 2016

Ref.
-2.15***

-2.62***

-2.61***

-3.61***

-3.67***

0.16
0.20
0.22
0.25
0.28

Ref.
-2.18***

-2.64***

-2.66***

-3.67***

-3.74***

0.16
0.20
0.22
0.25
0.28

Ref.
-2.03***

-2.44***

-2.45***

-3.49***

-3.57***

0.16
0.20
0.22
0.25
0.28

Educational attainment
  ≤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 College

-
-
-
-

-
-
-
-

Ref.
0.64**

0.99***

1.86***

0.21
0.21
0.45

Ref.
0.53*

0.77***

1.55***

0.21
0.21
0.45

Economic activity
  Not working 
  Working

-
-

-
-

Ref.
0.07 0.18

Ref.
0.18 0.18

Equalized household income
  Quartile 1: low 
  Quartile 2
  Quartile 3
  Quartile 4: high

-
-
-
-

-
-
-
-

Ref.
0.14
0.21
-0.01

0.14
0.15
0.15

Ref.
0.13
0.11
-0.11

0.14
0.15
0.15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single, 

divorced, widowed)

-
-

-
-

Ref.
-0.13 0.13

Ref.
-0.10 0.13

Residential area
  Urban 
  Rural

-
-

-
-

Ref.
-0.68*** 0.14

Ref.
-0.56***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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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Factors associated with cognitive function according to 
multivariable analysis in females (continued).

* p<0.05, ** p<0.01, *** p<0.001
Note: Values are presented as estimate (β) and standard error (SE).
†Model 1: Estimate (β) is adjusted for age and wave.
‡Model 2: Estimate (β) is adjusted for age, wave, and socio-demographic variables 
including educational attainment, economic activity, household income, marital status, 
and residential area.
§Model 3: Estimate (β) is adjusted for age, wave, socio-demographic variables 
including educational attainment, economic activity, household income, marital status, 
residential area, and health-related variables including alcohol consumption, smoking, 
physical activity, chronic diseases, depressive symptoms, and body mass index.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which is calculated under the unstructured 
covariance structure, K-MMSE: 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β SE β SE β SE
Alcohol consumption
  Never 
  Former drinker
  Current drinker

-
-
-

-
-
-

-
-
-

-
-
-

Ref.
-0.57
-0.10

0.35
0.20

Smoking
  Never 
  Former smoker
  Current smoker

-
-
-

-
-
-

-
-
-

-
-
-

Ref.
-0.38
0.36

0.58
0.36

Physical activity
  Inactive 
  Active

-
-

-
-

-
-

-
-

Ref.
0.42*** 0.12

Chronic diseases
  No 
  with one chronic disease
  with two or more chronic 
diseases

-
-
-

-
-
-

-
-
-

-
-
-

Ref.
0.06
-0.11

0.14
0.18

Depressive symptoms
  No 
  Yes

-
-

-
-

-
-

-
-

Ref.
-0.64*** 0.11

Body Mass Index (BMI)
  Underweight
  Normal weight 
  Overweight
  Obesity

-
-
-
-

-
-
-
-

-
-
-
-

-
-
-
-

-0.98***

Ref.
0.25
0.18

0.25

0.13
0.15

BIC 21107.9 21044.9 209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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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악력과 인지기능의 연관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자료원을 

이용하였다. 자료원에 따라 일정 지역의 코호트 자료를 이용하거나(Lee, 

2016), 본 연구에서와 동일하게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자료원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Jeong et al., 2018; Jeong and Kim, 2018; Kim et 

al., 2019; Kim et al., 2018; Kim, Kim and Park, 2016; Lee, 2014).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하였기에, 여러 변수들의 특성에 

대해 대표성을 가진 자료이며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연구대상자 연령에 대해서는 중년 성인부터로 설정하거나 혹은 노인 

인구로 한정해 분석하기도 하여, 45세 혹은 50세 이상을 연구대상으로 

하거나(Jeong and Kim, 2018; Kim et al., 2019; Kim, Kim and Park, 

2016), 65세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하였다(Jeong et al., 2018; Kim et 

al., 2018; Lee, 2016; Lee, 2014). 인지기능의 저하가 뚜렷하게 관찰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노인 연령이라는 점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만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도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해 진행하였다.

  인지기능의 저하와 관련해서는 인지기능 저하가 없는 정상군의 기준을 

K-MMSE 점수 21점 이상으로 정의한 연구도 있으나(Kim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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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K-MMSE 점수 24점 이상을 정상군으로 

정의하였으며(Jeong et al., 2018; Jeong and Kim, 2018; Kim et al., 

2019), 본 연구에서도 K-MMSE 점수 24점 이상의 대상자를 인지기능 

저하 의심 소견이 없는 대상자로 정의해 연구대상자의 선정에 적용하였다.

  기존 연구(Jeong et al., 2018)에서는 악력과 인지기능의 연관성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선형 회귀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고, 다른 

선행연구(Kim et al., 2019)에서는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을 사용하였다.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일반화 선형 

혼합 모형(Genearal linear mixed model)을 사용한 연구가 

있으며(Alfaro-Acha et al., 2006), 고령화연구패널자료를 이용한 한 

연구에서는 선형 혼합 모형을 사용해 분석하였다(Kim et al., 2018). 본 

연구에서도 노인의 기초선 악력과 인지기능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반복측정된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형 혼합 모형(LMM)을 사용하였다. 

이는 선형 혼합 모형이 누락되거나 불완전한 관찰치가 있더라도 가능한 모든 

관찰 정보를 분석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시간에 따라 변동되는 요인의 

특징을 모형화하여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복측정 자료의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인 일반화 추정 방정식(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 GEE)과의 차이점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GEE에서는 

고정효과(fixed effect)만을 분석에 고려하고 연구대상자 전체에서의 

평균값을 추정하여 이를 각각의 연구대상자에게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LMM에서는 임의효과(random effect)를 고려하여 각 연구대상자마다 각 

변수가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모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LMM에서의 결측치에 대한 가정이 GEE에서의 결측치 가정에 

비하여 좀더 유연한 특징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LMM을 사용한 분석을 



- 48 -

시행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주요관심변수와 독립변수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한 변수 중에서 선행연구를 참고해 

선정하였고, 인구사회적 변수와 건강관련 변수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변수는 연구 방법의 변수 정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범주화하거나 연속형 

변수로 정의해 분석하였다. 

  악력에서는 3개 혹은 4개의 범주형 변수로 악력을 구분해 사용한 국내외 

선행연구(Alfaro-Acha et al., 2006; Jeong and Kim, 2018; Jeong et 

al., 2018; Kim et al., 2019)도 있으며, 연속형 변수로 처리해 적용한 

국내외 선행연구(Auyeung et al., 2011; Kim et al., 2018)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악력을 임의적 기준으로 범주화하지 않고, 원래의 값 그대로 

연속형 변수로 처리해 인지기능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연구대상자의 대표 악력값을 정의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고령화연구패널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에 한정하더라도, 양손 각각 2회씩의 

측정값 총 4개 악력값중에서 가장 큰 악력값 하나로 악력을 

정의하거나(Kim et al., 2018), 양손에서 각각 측정한 2회씩 악력값 중 

최대값의 평균으로 정의하거나(Jeong and Kim, 2018; Jeong et al., 

2018), 총 4회 측정값의 전체 평균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Kim et al., 

2019; Kim, 2019). 본 연구에서는 각 측정값 모두를 결과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총 4회 측정값의 전체 평균을 기초선 악력으로 정의하였다.

  성별에서는 국외 선행연구(Alfaro-Acha et al., 2006)나 국내 

선행연구(Jeong and Kim, 2018; Kim et al., 2018; Kim et al., 

2019)에서는 성별에 따른 구분 없이 성별을 통제변수 중의 하나로 처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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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고, 다른 국외 선행연구(Auyeung et al., 2011)에서는 성별에 따라 

구분해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국내의 한 선행연구(Jeong et al., 

2018)에서는 여성만을 연구대상자로 설정해 분석하였다. 여성에서 남성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및 알츠하이머 치매 유병률이 높다는 보고(Li and 

Singh, 2014),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중 여성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보고(Laws, Irvine and Gale, 2016)가 

있으며,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인지기능과 악력의 유의한 차이(Jeong and Kim, 2018; Kim et al., 

2018)가 보고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을 

시행하였고, 성별에 따라 기초선 악력 및 각 조사년도의 인지기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igure 3, Table 2).

  연령은 연속형 변수로 처리한 국내외 선행연구(Alfaro-Acha et al., 

2006; Sternang et al., 2016; Jeong et al., 2018; Kim et al., 2019)가 

있으며, 범주형 변수로 구분해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Brooks et al., 

2018; Jeong and Kim, 2018; Lee, 2014)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 

구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4개 군으로 연령 구간을 구분해 

분석하였다. 

  조사년도는 연령과 별도로 조사년도를 통제변수로 포함시켜서 분석한 

선행연구(Alfaro-Acha et al., 2006; Kim et al., 2018)가 있으며, 이를 

포함하지 않은 선행연구(Auyeung et al., 2011; Kim et al., 2019)도 

있다. 조사년도는 각 차수의 조사가 시행된 당시 연구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향을 포괄하는 변수로써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해 이를 

통제변수 중 하나로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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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수준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한 연구에서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상’의 3개 군으로 구분한 선행연구(Jeong and 

Kim., 2018)도 있으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4개 군으로 

구분하였으며(Jeong et al., 2018, Kim et al., 2018; Kim et al.,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도 4개 군의 구분을 사용하였다.

  가구소득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한 선행연구(Jeong and Kim., 

2018; Jeong et al., 2018; Kim et al., 2018; Kim et al., 2019)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4분위 구분을 이용하였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도 4개 군의 

구분을 사용하였다.

  혼인상태에서는 미혼과 별거, 사별, 이혼으로 좀더 세분화해 분석할 수 

있으나, 미혼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남성 및 여성에서 각각 1명(0.1%), 

2명(0.3%)로 작은 값을 보여,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미혼, 별거, 사별, 

이혼을 모두 ‘배우자 없음’으로 통합해 분석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에서는 경제활동과 거주지역을 

독립변수로 포함해 분석하지 않았으나, 만 65세 이상인 노인에서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남성에서는 341명(34.6%), 여성에서 91명(12.1%)로 

이에 대한 분석 필요성을 고려해 독립변수에 포함시켰으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분석 필요성 또한 고려해 거주지역도 독립변수에 포함하여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음주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한 연구 중 음주 요인을 포함하지 

않은 선행연구(Jeong and Kim., 2018)도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음주 요인을 포함해 2개 범주로 구분하거나(Jeong et al., 2018; Kim et 

al., 2019), 3개 범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Kim et al., 2018).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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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는 음주량을 세분화하여 음주량이 많은 경우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거나(Kim et al., 2012), 적은 음주량은 

인지기능 저하를 막는 보호 효과가 있다고 제시(Peters et al., 2008)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음주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은 자료원을 사용한 선행연구에서의 범주 구분을 

참고하여 추가적인 범주 구분의 세분화 없이 ‘비음주자’, ‘과거 

음주자’, ‘현재 음주자’의 3개 범주 구분을 사용하였다.

  흡연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한 선행연구에서 모두 3개 범주로 

구분하였으며(Jeong and Kim, 2018; Jeong et al., 2018; Kim et al., 

2018; Kim et al., 2019), 본 연구에서도 3개 범주 구분을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신체활동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한 선행연구(Jeong and Kim, 

2018; Jeong et al., 2018; Kim et al., 2018; Kim et al., 2019)에서 

모두 2개 범주로 구분해 1주에 1회 이상 운동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활동군’, ‘비활동군’을 구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같은 기준의 

구분을 유지하였다.

  만성질환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한 연구 중에서 각각의 

만성질환을 개별적으로 통제 요인으로 처리한 선행연구(Kim et al., 2018), 

‘만성질환 없음’과 ‘1개 이상’으로 구분한 선행연구(Jeong et al., 

2018)도 있으나, 3개 범주로 보다 세분화한 선행연구(Jeong and Kim, 

2018, Kim et al., 2019)와 동일하게 본 연구에서도 3개 범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우울 증상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한 연구 중에서 우울 증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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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의 하위 범주로 처리한 선행연구(Kim et al., 2018;Kim, 2019), 

연속형 변수로 처리한 선행연구(Jeong and Kim., 2018)도 있으나, 

CES-D10 총점 4점을 절단점으로 설정해 2개 범주로 구분한 

선행연구(Jeong et al., 2018; Kim et al., 2019)도 있다. 우울 증상은 

인지기능과 유의한 연관성을 가진 변수로 추정되므로, 이를 만성 질환의 

하위 범주 중 하나가 아닌 구분된 요인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임상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우울 증상을 기준으로 구분해 분석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CES-D10 절단점 4점을 기준으로 한 2개 범주 구분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체질량지수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한 연구 중에서 체질량지수 

25 kg/m2를 기준으로 비만과 정상군의 2개 범주로 구분하거나(Jeong and 

Kim, 2018; Kim et al., 2018), 4개 범주로 좀더 세분화해 

분석하였다(Jeong et al., 2018; Kim et al., 2019). 비만 여부에 따라 

악력과 인지기능의 연관성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Kim et al., 

2018)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다 세분화된 4개 범주의 구분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연구 설계 과정에서 독립변수로 고려한 요인 중에서 연령과 조사년도 

사이에 다중공선성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VIF 값을 확인하였다. 두 범주형 

변수의 각 수준을 고려해 확인한 VIF 값은 1.66-2.93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추가적인 변수 조정 없이 두 요인 모두를 모형에 포함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자료 특성 및 본 연구의 분석 

방법과 연관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복 측정된 자료의 특성 및 자료에 포함된 결측치를 고려해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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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모형으로 분석하였으나, 기초선 악력을 주요관심변수로 설정하고 각 

차수 조사에서의 K-MMSE 총점을 종속변수로 설정해 분석하였기에 두 

변수 사이의 인과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즉 악력 

저하가 인지기능 저하에 선행하는 것인지, 반대로 인지기능 저하가 악력 

저하를 일으키는 것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선행연구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에서 측정된 기초선 악력이 낮을수록 7년의 추적 관찰 경과에 따라 

이후의 인지기능도 낮아진다는 보고(Alfaro-Acha et al., 2006)와 기초선 

악력(baseline handgrip strength)이 1파운드가 낮을수록 평균 5.7년의 

추적 관찰 자료 분석 결과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생 가능성이 1.5% 

증가한다는 보고(Buchman et al., 2007)를 토대로 악력의 저하가 인지기능 

저하에 선행한다는 추론도 가능하겠으나, 인지기능의 저하가 신체기능의 

저하를 일으킨다고 제시한 선행연구(Liu-Ambrose et al., 2013)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두 가능성을 종합해 국내의 한 선행연구에서는 

악력과 인지기능 사이에 양방향(bi-directional)의 연관성이 있다고 

제시하기도 하였다(Kim et al., 2019). 그러나 두 변수 사이의 연관성 

확인에 그친다는 본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연구패널조사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된 연구이며 본 연구에서는 

1차 조사시의 기초선 악력이 총 6회에 걸친 10년간의 자료에서의 

인지기능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인다는 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둘째, 주요관심변수로 정의한 1차 조사 당시의 기초선 악력은 양손에서 

각각 2회씩 측정한 각 측정값 전체의 평균값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연구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악력값이 측정 시기마다 다를 수 있어 재연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1차 조사 당시의 기초선 악력뿐 아니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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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의 악력도 분석에 포함시켰던 선행연구(Kim et al., 2018)에서도 

악력이 인지기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점에서, 1차 조사 당시에 

평가된 기초선 악력의 신뢰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대표 

악력값의 정의도 연구마다 다양하며, 악력 측정의 표준화 방법에 대하여 

고찰한 한 종설(Roberts et al., 2011)에서는 대표 악력값이 기존 

연구들에서 측정한 손, 측정 횟수, 최대값 혹은 평균값의 사용 등에서 각 

연구마다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한 바 있어, 본 

연구에서 전체의 평균값으로 정의한 기초선 악력이 각 대상자의 악력을 가장 

잘 대표하는 값이 아닐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없는 정상군을 정의한 

기준을 참고해 K-MMSE 점수 24점 이상을 인지기능 저하가 없는 

정상군으로 설정해 연구대상자 선정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K-MMSE 

점수는 인지기능 저하 혹은 치매를 확진하는 검사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 의심 대상자를 선별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기 위해 제작된 선별 검사이다. 그러므로 K-MMSE 

점수가 실제 치매 여부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으며, 치매의 각 

아형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넷째,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에 대한 

조사 문항에는 과거력상 의사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 

있으나, 인지기능 저하 혹은 치매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문항이 없으며,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와 관련한 투약 여부 및 세부 투약 약제에 대한 정보도 

조사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K-MMSE 점수 이외에 진단적 확실성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의학적 정보의 활용이 부족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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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인지기능 저하 혹은 치매와 관련한 투약 여부가 조사되지 못한 

점에 더해 인지기능이나 악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약이나 시술, 수술 

등의 의학적 치료 요인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이와 관련한 의학적 치료 세부 항목을 통제변수로 포함할 수 

없어, 이 요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여섯째, 지능을 포함한 유전적 요인, 인지기능 저하 혹은 치매의 가족력 

또한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 포함되지 않아 분석에 고려할 수 없었으며, 

사회적 연결, 신뢰 등 사회관계 속에 내재된 자원의 총합인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요인도 본 연구에서 통제요인으로 포함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요인들이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일곱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나타나듯 80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고, 교육수준이 비교적 낮으며, 여성에서는 

근로자의 비율이 낮다. 그러므로 80세 이상의 노인,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과, 현재 근로중인 여성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섯 인종에서 총 12,594명의 악력을 측정한 선행연구(van 

der Kooi et al., 2015)에서는 인종간에 악력이 유의하게 다르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전적으로 동질한 아시아인에서의 

악력과 인지기능의 연관성을 확인한 것이므로, 악력과 인지기능의 연관성을 

모든 인종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것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한계점을 고려해 연구 설계와 분석에 

반영한 후속 연구의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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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노인의 악력과 인지기능의 연관성에 대한 본 연구에서는 2006년 1차 

조사에서부터 2016년 6차 조사까지 총 6회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만 65세 이상 노인에서 기초선 악력과 인지기능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인구사회적 요인과 건강관련 요인을 보정한 모형 3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에서의 결과와 비교해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관심변수인 기초선 악력과 관련해 만 65세 이상 노인에서 성별에 

따른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남녀 모두에서 기초선 악력이 인지기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즉 기초선 악력이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높은 연관성을 보였으며 이는 2006년 1차 조사에서만 연관성을 보인 것이 

아니라 이후의 조사 자료에서도 인지기능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이다. 

모든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형 3의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에서는 기초선 

악력이 1kg 증가할 때 K-MMSE 점수가 0.03점 증가하며(β=0.03, 

SE=0.01, p<0.001), 여성에서는 기초선 악력이 1kg 증가할 때 K-MMSE 

점수가 0.05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5, SE=0.02, p=0.004). 

동일한 10년의 고령화연구패널자료를 분석한 선행연구(Kim, 2019)에서는 

만 45세 이상 성인남녀에서 각 조사년도마다 악력의 세기에 따라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K-MMSE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였으며, 악력이 가장 

높은 군에 비하여 악력이 가장 낮은 군에서 K-MMSE 점수가 0.12점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선행연구에서의 K-MMSE 점수 변화 

정도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의 점수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초선 악력과 각 조사년도에서의 

K-MMSE와의 연관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며, 

선행연구에서 5분위 범주형 변수로 악력을 구분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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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단위의 연속형 변수로 정의하였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K-MMSE 

점수 변화의 크기를 유의성이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덧붙여, 비록 

수치상으로 보았을 때 기초선 악력에 따라 현저한 K-MMSE 점수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나, 인구사회적 요인과 건강관련 요인을 모두 통제한 

모형에서도 기초선 악력과 10년간의 K-MMSE 점수 사이에 통계적 

유의성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악력과 인지기능이 유의한 연관성을 

보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2015년에 발표된 한 종설(Rijk et al., 2016)에서는 기초선 악력과 

인지기능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하면서, 일곱 개의 연구에서 기초선 

악력과 간이정신상태평가(MMSE) 또는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고(Alfaro-Acha et al., 2006; Auyeung et 

al., 2011; Boyle et al., 2009; Buchman et al., 2008; Buchman et al., 

2007; Gallucci et al., 2013; Taekema et al., 2012), 이 결과들이 노인의 

기초선 악력이 높을수록 알츠하이며 치매 혹은 다른 종류의 치매 발생이나 

MMSE 점수 저하에 대해 보호 효과(protective effect)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시하였다. 한국의 인구 구성과 분포를 반영한 조사로써 

대표성을 가진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본 연구에서도 

기초선 악력과 인지기능의 상관관계가 기존의 다양한 지역과 인종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유사하게 보고되어, 선행연구에서의 기초선 

악력과 인지기능의 연관성이 본 연구에서도 재연된 것으로 생각된다. 

  악력과 인지기능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두 요인의 연관성을 매개하는 요인으로서 산화적 

스트레스(oxidative stress)를 고려할 수 있는데, 산화적 스트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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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 저하와 연관성을 보인다는 선행연구(Horvat et al., 2016)와, 

산화적 스트레스가 근감소증과 연관되어 있다는 선행연구(Scicchitano et 

al., 2018)에서 산화적 스트레스가 두 요인의 연관을 매개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인지기능과 근력 모두 신경계의 

집행기능(executive function)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만성 염증과 같이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인지기능(Cunningham and Hennessy, 

2015)과 근감소증(Jo et al., 2012)으로 인한 악력의 저하 모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뇌혈관계의 손상이나 뇌실질의 퇴행성 변화가 

인지기능과 운동을 관장하는 뇌영역 모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시되며(Atkinson et al., 2010), 인지기능 저하가 신체활동 감소를 유발해 

이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육량과 근력의 감소로 이어져 악력의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Kim et al., 2019). 신체활동 

참여가 뇌 가소성(plasticity)의 향상 및 인지기능 개선과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Erickson, Weinstein and Lopez, 2012)는 신체활동과 같은 생활습관 

요인이 인지기능과 악력의 저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인구사회적 요인과 인지기능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교육수준, 조사년도, 거주지역과 인지기능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높은 연관성을 

보인 것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한 선행연구(Kim et al., 

2018)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자료원을 이용한 선행연구(Lim, 2019)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교육수준과 인지기능의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 두 요인간의 인과 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 59 -

  기준 조사년도에 비해 이후의 조사년도에서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낮고, 

조사가 진행될수록 인지기능이 낮은 정도가 더 큰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조사년도라는 요인이 당해년도의 연구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를 

종합하는 요인이며 코호트 영향을 고려한 요인인 동시에 시간의 경과라는 

의미도 포함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본 연구에서 연령 또한 시간 

가변 공변량(time-varying covariate)으로 처리해 시간의 경과를 

반영하고자 하였고, 다중공선성 측면에서 연령과 조사년도 사이에 유의한 

수준의 VIF 값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연령과 조사년도 사이의 상관관계가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모형3과 

비교하여, 조사년도를 제외하여 연령구분을 4개 범주로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혹은 연령을 65세 기준으로 1세씩 증가하는 범주형 변수로 

처리한 경우를 모형화하여 각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해 보았으나, 남녀 

모두에서 BIC값이 현재의 모형에 비해 더 큰 값을 보였으며, 연령과 

조사년도를 모두 모형에 포함한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거주지역과 관련해서는 도시 거주자에 비해 지방 거주자에서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 또한 거주지역과 인지기능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일뿐, 이를 인과 관계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한 선행연구(Yang, 

2018)에서는 노인의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 노화 요인을 거주 

형태와 빈곤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지방 지역 거주율이 높게 나타난 

빈곤 노인군에서 비빈곤 노인군에 비해 인지기능 감소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이 선행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고려한 요인들 이외에도 주관적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요인을 포함하였고, 이와 더불어 사회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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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친한 친구와의 만남 빈도, 사회활동의 빈도와 같은 요인도 포함해 

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포함하지 못하였던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친한 친구와의 만남 빈도, 사회활동의 빈도와 같은 요인이 도시와 

지방 지역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거주지역이 인지기능과 통계적 

유의성을 보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건강관련 요인에서는 신체활동, 우울 증상 요인이 남녀 모두에서 

인지기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1주에 1회 이상 운동을 하는 

활동군이 비활동군에 비해 유의하게 인지기능이 높은 연관성을 보였으며, 

역학 선행연구들(Buchman et al., 2012; Sattler et al., 2011; Yaffe et 

al., 2001)에서 일관되게 신체활동과 인지기능의 연관성이 보고되었던 것이 

본 연구에서도 재연된 것으로 생각된다.

  CES-D10 절단점 4점 이상으로 정의한 우울 증상이 있는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유의하게 인지기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치매 

발병 10년 이전에 우울증을 앓은 과거력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 

요인이라는 보고나(Green et al., 2003), 치매 환자의 병전 우울장애의 

유병률이 일반 인구에 비해 높고, 청장년기의 우울증이 이후 치매 발생의 

위험 요인이라는 보고(Jorm, 2000)에서 우울 증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의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또는 노인성 우울증에서의 주요 

증상이 불안, 신체증상, 기억력 저하 등을 먼저 보고하는 경향이 있어(Oh, 

2006) 초기 치매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기에 ‘가성 

치매(pseudo-dementia)’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점(O'Shea, Rahill and 

McCollam, 1986)에서의 연관성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남성에서는 만성질환이 없는 대상자에 비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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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만성질환이 있는 대상자에서 인지기능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에서는 만성질환과 인지기능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각각의 만성질환을 개별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각각의 

만성질환을 동등한 수준으로 고려해 질환의 개수로 구분해 분석한 

영향이거나, 만성질환의 심각도나 유병기간을 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한 

영향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를 조기에 선별하고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손쉽고 간편한 선별 검사 도구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선 악력과 인지기능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10년간 총 6회의 반복측정 조사 사료를 토대로 확인하였으며, 악력이라는 

지표가 환경적, 시간적 제약을 적게 받으면서 단시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악력의 중요성에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우울 증상과 인지기능의 연관성도 남녀 모두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가보고식 척도의 

개발과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에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지역사회 관리 시스템과 치료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는 2년마다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인지기능과 더불어 인구사회적 요인과 건강관련 요인의 지속적인 확인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실제 지역사회에서 기능하는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이 

모든 노인 인구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에는 미치지 못하고, 간헐적인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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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나 자발적인 내원자에 대한 추가 검사 및 치료 연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에 발표된 장래인구특별추계(Statistics Korea,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시점이 2025년으로 앞당겨진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에 체계적인 지역사회 관리 시스템과 치료 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라 할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활발하게 정책 수립과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7년에 발간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고(Kim, 2017)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치매가족력, 혈관질환, 비만, 당뇨 등이 있는 치매 

고위험군에게 치매선별검사를 제공하고, 영국에서는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를 통해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개별 위험 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조기검진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치매진단센터(이탈리아의 UVC, 영국의 

Memory Clinic, 미국의 알츠하이머병센터 등)와 같은 진단 인프라의 구축 

및 확대를 통해 진단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치료 연계 시스템 구축에 향후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에 대한 국가적인 인식의 제고와 홍보 

활성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노인에서의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문제가 각자 개인에게만 맡겨진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자 국가 생산성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질병 부담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치매 예방 교육, 적정 본인 부담을 통한 조기 선별 검사 및 치료적 

개입의 필요성 교육, 치매 발병 이후 지속적 치료 연계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에서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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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 제시하고 있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적용 대상확대, 

장기요양시설 확충, 치매 의료지원 강화, 치매 치료비용 인하,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이 현실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 내용을 치밀하게 

구성하고 수정해가는 작업이 부단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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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는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인지기능의 

저하와 인지기능 저하의 심화로 인해 발생하는 치매에 대해서는 증상을 

되돌리고 회복시키는 치료적 방법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제시되지 못했으며, 

이에 현재까지는 치매 발생 이후의 증상 완화 및 진행 경과 속도를 늦추기 

위한 치료적 개입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인지기능 저하가 

심화되어 치매에 이르기 이전에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치료적 개입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기초선 악력과 인지기능의 연관성을 확인해 

간단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인지기능의 선별 지표로서의 악력 측정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 중 2006년 1차 

조사에서부터 2016년 6차 조사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총 1,738명의 

인지기능 저하가 관찰되지 않은 남녀 노인을 대상자로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분석을 시행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기초선 악력이 높을수록 인지기능의 유의하게 높은 연관성을 확인하였으며, 

교육수준, 거주지역, 신체활동, 우울 증상에 따라서도 남녀 모두에서 

인지기능과 유의한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6차 조사까지 10년에 걸친 6회의 반복측정 자료의 특성을 

고려해 선형 혼합 모형(LMM)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인구사회적 

요인과 건강관련 요인을 모형에 포함해 이를 통제한 모형에서도 노인의 



- 65 -

기초선 악력이 인지기능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노인의 악력은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며, 단면적으로만 인지기능과 연관성을 보일 뿐 아니라 이후의 

인지기능과도 유의한 연관성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인지기능 저하가 없는 대상자에서도 악력이 두드러지게 

낮게 측정될 경우, 인지기능과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이후 추적 관찰 

과정에서 추가적인 선별 검사와 각 시기에 맞는 치료적 개입이 조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개인의 치료 적절성 

측면에서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도 

유용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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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ociation between handgrip strength and cognitive 

function in the elderly

: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2006-2016)

San Le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Woojin Chung, Ph.D.)

  

  Cognitive decline and dementia in the elderly are major chronic 

disorders that cause disability worldwide, while also lead to the 

transition from communities to nursing facilities. Considering the 

aging trend in Korea, the national burden of diseases due to 

cognitive decline and dementia is expected to increase greatly in the 

future. As a physical function, handgrip strength has been associated 

with limitations of everyday ability, subjective health, frailty, and 

mortality. Studies have been continuously reported that handgrip 

strength is related to cognitive function, but there is a lack of study 

on the association between handgrip strength and cognitive function 

based on data from South Korea.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association between baseline handgrip strength and cognitiv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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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elderly. 

  This study used the data from 1st to 6th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KLoSA). The study participants were 1,738 elderly 

persons aged over 65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more than once 

and did not show cognitive impairment in the 1st survey. Variables 

that are expected to be related to cognitive function were selected 

and analyzed including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health-related 

factors. Taking into account differences in handgrip strength by sex, 

the analysis was performed separately by sex. Descriptive analysis, 

univariable analysis that reflects survey characteristics including 

t-test, analysis of variance, simple regression analysis, and 

multivariable analysis using linear mixed model were performed.

  Of the 1,738 participants, 984 were male and 754 were female. In 

the model with adjustment of all covariates, handgrip strength and 

cognitive function show significant association in male (β=0.03, 

SE=0.01, p<0.001). Low cognitive function is associated with 

progress of survey year, rural residence, and depressive symptoms 

in male. High cognitive function is associated with high educational 

attainment, currently working status, and exercise at least once a 

week in male. Handgrip strength and cognitive function also show 

significant association in female (β=0.05, SE=0.02, p=0.004). Low 

cognitive function is associated with progress of survey year, rural 

residence, and depressive symptoms. High cognitive function is 

associated with high educational attainment and exercise at l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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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e a week.

  The results reveal a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baseline 

handgrip strength and cognitive function in the elderly. The handgrip 

strength is not only an easily applicable method of measurement, but 

also an indicator that reflects a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cognitive 

func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method can be used as a useful tool 

in terms of enhancing the treatment appropriateness of individual and 

reducing the national burden of diseases by promoting further 

screening tests and appropriate therapeutic interventions in a timely 

manner.

 


Keywords: handgrip strength, cognitive function, the elderly, Korean Longitud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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