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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ging is associated with decreased energy expenditure, thermogenesis and energy requirements. Maintenance of physical 
fitness of the elderly has been reported to reduce the rate at which the basal metabolic rate, muscle strength, skeletal muscle 
mass and bone density deteriorate. Skeletal muscle disease is known to increase the risk of physical disability and 
psychological problem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changes in disability, emotional problems, body compositions,
obesity indices and nutrient intake levels according to physical fitness with the elderly in rural areas. According to the results, 
physical fitness was negatively related with Activities of Daily Living(ADL, p<0.05),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IADL, p<0.001), Body Mass Index(BMI, p<0.001) and abdominal obesity(p<0.05), while it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General Self Efficacy Scale(GSES)(p<0.001) and nutrient intake(p<0.05). When changes in these factors 
were compared according to the range of quartile of the Fullerton Advanced Balance Scale(FAB Scale), GSES(Q1=35.3, 
Q2=43.5, Q3=53.2, Q4=51.9, p<0.001), BMI(Q1=36.1%, Q2=34.7%, Q3=33.2%, Q4=28.6%, p<0.01), abdominal obesity(Q1= 
1.02, Q2=0.99, Q3=0.97, Q4=0.94, p<0.001) and nutrient intake(Q1=71.1%, Q2=75.4%, Q3=80.6%, Q4=80.2%, p<0.05) 
differed significantly.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better physical fitness would lead to a reduction in negative 
factors including physical disability and obesity indices, but to an increase in positive factors such as GSES and nutrient 
intak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promote the 
health of the elderly in a lo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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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다른 국가들에서 찾아보기 어

려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 노인 

인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  체 인구의 10.3%이었으

며, 2018년에는 14.3%, 2026년에는 20.8%에 이를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통계청 2008).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국민 

체 의료비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하고 있으

며, 2007년도에는 28.2%에 이른 것으로 보고되었다(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08). 한 우리나라 노인의 74%는 2가지 이상

의 만성퇴행성 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염, 좌골통, 
신경통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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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노인기에 수반되는 근골격계 질환은 근육량 감소, 체지

방량 증가와 같은 체성분 조성의 격한 변화에 기인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으며(건강증진사업지원단 2005;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8), 노인성 질환과 신체 기능 하로 인해 일상 활

동에 제한을 받을 뿐 아니라 우울증과 같은 정서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한 한 리와 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보건복지부 2005). 
노화는 생리  노화, 심리  노화, 사회  노화로 구분되

며, 이  생리  노화는 유  특성은 물론 생활양식과 같

은 환경  소인에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규칙 인 

운동과 한 양 리는 노화로 인한 질환 발생이나 생리 

기능의 감소 속도를 늦추어 심 계  근골격계 기능을 유

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었다(Evans & Cyr-Campbell 
1997). 한 노화가 진행되면 에 지 소모량과 열 발생 기

이 하되고, 이에 따라 에 지 필요량이 감소되나, 노인기에 

규칙 인 운동을 실시하는 경우 기  에 지 사량이 증가

하고, 근육량의 감소 속도는 떨어지며, 근력과 골 도가 증가

되는 정 인 효과들이 보고되었다(Kendrick 등 1994). 생애

주기별로 생리 기능의 감소 정도를 비교하면, 운동 기능은 20
세 후에 최고 수 에 도달한 후 지속 으로 감소되는 반면

에, 양 사 기능은 생후 완만하게 감소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체 이 감소되고, 체성분 조성에 있

어서는 체지방량은 증가되는 반면에 근육량과 근골격량은 

감소되며(Lee & Kim 2001; Hsu 등 2006), 활동량이 부족한 

고령자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의 험성을 가 시키는 원인으

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outkooper 등 1995; Choi 등 

2006).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에 따르

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17.8%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도구  일상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46.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활

동 제한의 주요 원인으로 염이나 류머티즘과 같은 근골

격계 질환을 들고 있다(보건복지부 2006a). 활동량이 낮은 사

람들에 비해 신체  기능이 활발한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걱

정과 같은 심리  문제의 발생 험도가 훨씬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Akande A & Osagie 2000).
신체 인 기능 하와 함께 노인의 건강 험을 가 시키

는 요인들로는 경제  어려움, 우울증을 비롯한 정서 인 문

제, 과도한 약물 복용, 부 한 양 섭취 등이 지 되고 있

으며(White 등 1991; Yoon HJ 2004), 만성질환은 질환 자체로 

인한 신체  불편뿐 아니라 우울증, 불안 장애, 수면 장애 등

과 같은 정서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김성윤 2006). 노인기에 규칙 인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의 건강 인식도와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반

면에 우울증이나 불안감과 같은 부정 인 정신 건강 문제는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Kim MY 1998b), 활동 제한도가 

감소되고 인지 기능은 향상되며(Kang & Lee 2000), 체지방율

은 감소되는 반면에 근력, 유연성, 민첩성, 평형성 등은 개선

되는 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 Chun 
1999; Lee 등 2003; Lee 등 2004). 건강한 노년을 해서는 신

체 기능 유지와 함께 한 양 상태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년층의 양 섭취 상태는 다른 연령군의 

섭취 수 에 비해 가장 부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칼슘, 
칼륨, 리보 라빈의 섭취량은 양 섭취 기 의 50～60% 내
외에 불과했으며, 체 노인  양 섭취 기  미만을 섭취

한 인구비율은 칼슘의 경우 70.5%, 칼륨 95.3%, 비타민 A 
53.7%, 티아민 65.1%, 리보 라빈 79.9%, 비타민 C 64.4% 등
으로 조사되어 반 인 양소 섭취 상태가 부 한 것으

로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 2006b). 한 소득과 학력 수 이 

낮고,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에서 평균 양소 정비(MAR)가 

낮고 질 양지수(INQ)가 1 미만에 해당되는 양소의 수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보건복지부, 2007), 만성질환을 

보유한 경우, 우울, 치매, 혼자 사는 경우에는 양 문제가 더

욱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Choi 등 2007). 
우리나라 노인들의 열악한 건강  양 문제를 해결하기 

한 다각 인 근이 시도되고 있다. 지역 사회 노인을 상

으로 여러 건강 증진 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며, 비록 제한

이기는 하지만 로그램을 용한 후 상 노인들의 건강 

 양 상태는 물론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사업지원단 & 연세 학교 2005; Lee BS 2007). 
재 정부에서는 노인 건강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특화 

건강 행태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력 강화 운동과 

양 개선 사업에 가장 을 두어 운 하고 있다(건강증진

사업지원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하지만 지역 사회 

노인을 한 양 재 로그램의 운  황은 아직까지는 

기 단계로 더 많은 로그램 개발이 실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  지역 노인을 상으로 신체 기능 정도에 따

른 활동 제한도, 우울 정도, 체성분 조성  비만 련 지표, 
양소 섭취 수 의 변화 양상을 비교하고자 했으며, 연구결

과가 지역 사회 노인을 한 건강 증진 정책  로그램 개

발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한다. 

연구 내용  방법

1. 조사 상  기간

본 연구는 라남도 곡성군 소재 4개 마을회 을 이용하

는 노인 119명 즉, 남자 노인 34명과 여자 노인 85명을 조사 

상으로 하 으며, 조사 기간은 2007년 1월 29일부터 2월 2
일까지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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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 조사

설문 조사는 일반 환경 요인, 건강 행태 요인, 활동 제한도 

 인지 능력 요인, 신체 기능 검사에 한 내용으로 구성되

었다. 일반 환경 요인과 련된 조사 항목에는 가족 형태, 동
거 가족 수, 수입, 교육 수  등 사회경제 인 변수들이 조사

되었으며, 건강 행태 요인과 련해서는 음주, 흡연, 운동, 건
강인식도에 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활동 제한도의 평가는 

일상 생활 수행 능력(Activity of Daily Living; ADL)과 도구  

일상 생활 수행 능력(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 IADL)
을 각각 조사하 으며(Mahoney & Barthel 1986, Kim 1998a), 
인지 능력의 평가는 심리  건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우울 

정도와 자아존 감을 조사하 다. 우울 정도는 Center for Epi-
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 Scale)(Sawyer-Radloff L 
1977; Shin 등 1991)를, 자아존 감의 평가는 General Self Efficacy 
Scale(GSES)를 각각 용했다(Sheerer & Maddux 1982; Kim JI 
1994). 신체 균형도와 운동 능력을 평가하기 한 신체 기능

검사는 Fullerton 상 균형검사(Fullerton Advanced Balance Scale; 
FAB Scale)를 용했으며(이경옥 등 2005; 장경태 등 2006), 
조사 목 과 내용에 해 사 에 충분히 교육받은 체육학과 

재학생을 조사원으로 활용하 으며, 10개 평가항목에 한 

수행 정도에 따라 능력이 매우 부족한 경우는 0 , 하게 

잘 수행하는 경우 4 으로 용하 다.  

3. 신체계측  체성분 조사

신체계측은 신장, 체 , 체성분 조성(체단백질량, 체무기질

량, 골격근량, 제지방량, 체지방량, 체수분량, 기 사량, 체
지방율, 복부지방율, 체질량지수, 이상체 비 등)을 측정하

다. 신장은 수동식 신장기를, 체 과 체성분은 InBody 720(Bio 
electrical Impedance Analyzer, Biospace, Korea)을 각각 이용했

으며,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해 기기 사용원칙에 따라 측

정했다.

4. 식품 섭취량 조사

식품 섭취량 조사는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여 조사 일 

하루 동안의 섭취량을 조사했다. 조사는 식품 양학을 공

한 4학년 학생들을 선발하여 사  교육과 실습을 통해 훈련

을 거친 후 조사원으로 활용했으며, 조사 자료의 정확도를 높

이기 해 식품모형과 보조도구를 활용했다. 양소 섭취량

은 양 평가 로그램인 CAN-PRO 3.0(Computer Aided Nutri-
tional Analysis Program, 한국 양학회)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양소 섭취량의 성 평가는 한국인 양섭취기 (Koreans 
Dietary Reference Intakes; KDRIs)의 권장섭취량(Recommended 
Intake, RI)을 기 으로 했으며, 다만, 에 지에 해서는 필요

추정량(Estimated Energy Requirements; EER)을, 식이섬유와 나

트륨은 충분섭취량(Adequate Intakes; AI)을 각각 기 으로 

용했다(한국 양학회 2005). 

5. 자료 분석

조사된 자료는 SPSS 12.1(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PC package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 다. 조사 항목

별로 빈도, 평균 등의 기본 통계량 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했

으며, 활동 제한 요인(ADL, IADL), 정서  요인(CES-D Scale, GSES), 
신체 활동 수, 체성분 조성  비만 련 지표, 양소 섭취

량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하여 t 검정을 각각 

실시하 다. 신체 활동 수에 따른 다른 요인들의 변화양상

을 비교하기 해, 신체 활동 수에 한 활동 제한도, 정서

 요인, 체성분 조성  비만 련 지표, 양소 섭취량과의 

상호 련성은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를 용했다. 한 

상 성이 확인된 변수들을 심으로 신체 활동 수 합의 4
분  구간별로 활동 제한도, 정서 요인, 비만 련 지표, 
양소 섭취 수 의 변화 양상을 비교했으며, 이에 한 유의성 

검증은 Anova test를 용했다. 

연구 결과  고찰

1. 조사 상자의 일반 사항

조사 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평균 연령은 남

자 68.8세, 여자 70.0세 으며, 평균 신장은 남자 노인 163.1
㎝, 여자 노인 148.7 ㎝, 평균 체 은 남자 노인 63.1 ㎏, 여자 

노인 54.4 ㎏으로 나타났다. 활동 제한 정도를 평가하는 일상

생활 수행 능력(Activity of Daily Living; ADL)과 도구  일상생

활 수행 능력(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 IADL)의 평

균 수는 7.2 과 10.7 이었으며, 정서  심리  건강 상태

를 평가하는 우울 정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
ssion Scale; CES-D Scale)와 자아존 감(General Self Efficacy 
Scale; GSES)의 평균은 10.2 과 45.9 으로 각각 나타났다. 
건강 행태 요인들과 련해서 재 흡연율은 19.3% 으며, 
재 음주율은 69.7%, 규칙 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비율은 42.4%
로 나타났으며, 상기 3개 항목에 한 성별에 따른 분포를 비

교한 결과 여자 노인에 비해 남자 노인에서 유의 으로 높은 

경향을 보 다(p<0.05). 건강 상태에 한 스스로의 인식 정

도에 해서는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25.2%로 보통이

다 12.6%, 좋지 못하다는 62.2%로 각각 나타났다. 

2. 조사 상자의 신체 기능 정도

Fullerton Advanced Balance Scale(FAB Scale)을 용하여 

조사 상자의 신체 기능 정도를 평가한 수 분포는 Table 
2와 같다. 신체 기능 평가는 민첩성과 균형성에 련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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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Total

(N=119)
Male

(N=34)
Female
(N=85)

t or χ2

Age(years)  69.7± 9.1  68.8± 8.9  70.0± 9.2  0.180

Height(㎝) 152.9± 9.1 163.1± 8.2 148.7± 5.3  6.982***

Weight(㎏)  56.9±10.6  63.1±10.0  54.4± 9.8  5.042**

Activity of Daily Living(ADL)   7.2± 0.8   7.1± 0.3   7.1± 0.9  2.145

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IADL)  10.7± 2.2  10.7± 1.6  10.6± 2.3  0.272

Center for Epidemiolo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  10.2±11.1   9.7±13.0  10.4±10.4  0.716

General Self Efficacy Subscale(GSES)  45.9±17.5  51.9±17.8  43.6±16.8  0.016

Smoking

Current smoking 23(19.3) 13(38.2) 10(11.8)

38.430***None 78(65.5)  8(23.5) 70(82.4)

Ex-smoking 18(15.2) 13(38.2)  5( 5.9)

Drinking

Current drinking 83(69.7) 25(73.5) 58(68.2)

11.381**None 33(27.7)  8(23.5) 25(29.4)

Ex-drinking  3( 2.6)  1( 3.0)  2( 2.4)

Exercise
Regularly exercise 50(42.4) 21(61.8) 29(34.5) 

 7.536*
Irregularly exercise 68(57.6) 13(38.2) 55(65.5)

Self-rated health

Good 30(25.2)  9(26.5) 21(24.7)

 1.808Fair 15(12.6)  6(17.6)  9(10.6)

Poor 74(62.2) 19(55.9) 55(64.7)

*p<0.05, **p<0.01, ***p<0.001.

Table 2. Physical fitness of subjects with the Fullerton Advanced Balance Scale(FAB Scale)

Fullerton Advanced Balance Scale
Total

(N=119)
Male

(N=34)
Female
(N=85)

t

Standing with feet together and eyes closed  3.86±0.63  3.91±0.52  3.84±0.67  1.242

Reaching forward to retrieve an object held at shoulder height  3.47±1.07  3.61±1.02  3.41±1.09  2.456

Turn 360 degree in a right and left direction  2.29±0.81  2.33±0.64  2.27±0.86  0.612

Step up and over a 6 inch bench  3.69±1.03  3.97±0.17  3.58±1.19 17.641***

Tandem walk  3.53±1.04  3.85±0.71  3.40±1.12 12.493***

Standing on one leg  2.28±1.39  2.88±1.24  2.06±1.38  0.220

Standing on foam with eyes closed  3.90±0.51  3.97±0.17  3.87±0.59  3.710*

Two-footed jump for distance  3.08±1.31  3.61±0.79  2.87±1.41 16.612***

Walk with head turns  2.34±1.15  2.85±0.83  2.14±1.19  9.967***

Reactive postural control  2.41±1.34  2.88±1.32  2.22±1.36  0.273

Total score 30.28±8.16 32.76±7.62 29.29±8.20  1.452

*p<0.05, ***p<0.001.

항목에 한 평균 수로 산출되었다. “발 모으고  감은 채 

서 있기”에 한 평균 수는 3.86 , “몸 앞으로 기울여 팔 

뻗어 물건 잡기”는 3.47 , “오른쪽, 왼쪽으로 360° 돌기”는 

2.29 , “15 ㎝ 높이의 디딤  로 올라가서 넘기”는 3.69 , 

“양발 일렬로 걷기”는 3.53 , “한발로 서기”는 2.28 , “  감

고 폼 지면 에 서기”는 3.90 , “양발 멀리뛰기”는 3.08 , 
“머리 돌리며 걷기”는 2.34 , “반응자세 제어”는 2.41 으로 

각각 평가되었다. 체 항목에 한 수의 합은 30.28 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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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남자 노인은 32.76 , 여자 노인은 29.29 이었고, 평가

항목별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 체 10개 항목 

 “15 ㎝ 높이의 디딤  로 올라가서 넘기”를 포함한 5개 

항목에서 남자 노인의 평균 수가 유의 인 수 에서 높게 

평가되었다(p<0.05～p<0.001). 

3. 조사 상자의 체성분 조성  비만 련 지표

조사 상자의 체성분 조성  비만 련 지표에 한 분

포는 Table 3과 같다. 체성분 조성을 성별에 따라 비교한 결

과, 체단백질량은 남자 노인에서 8.9 ㎏이었으며 여자 노인에

서는 6.8 ㎏으로 남자 노인에서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p<0.01), 체무기질량(p<0.001), 근골격근량(p<0.001), 제지방량

(p<0.001), 체수분량(p<0.001), 기 사량(p<0.01)의 평균도 남

자 노인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났다. 반면에 체지방량 분포에 

있어서는 남자 노인에서 17.4 ㎏이었으나, 여자 노인에서는 19.7 
㎏으로 다른 체성분 조성들과 달리 여자 노인에서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비만 련 지표의 분포를 비교한 결과, 체지방

율은 남자 노인 27.2%, 여자 노인 35.0% 으며, 체질량지수

는 남자 노인에서 23.7, 여자 노인에서 24.7로 체지방율과 체

질량지수 모두 여자 노인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 복부비만

율(0.95 vs. 0.98, p<0.01)과 이상체 비(107.8 vs. 117.7, p<0.05) 
역시 여자 노인에서 유의 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비만 련 

지표의 분포가 여자 노인에서 높게 나타난 이유는 체성분 조

성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으며, 상 으로 체 이 은 여자 

노인에서 제지방량은 낮고 체지방량은 높아 남자 노인에 비

해 여자 노인의 비만 련 지표 값들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었다.

Table 3. Body composition data and obesity related indices

Variables
Total

(N=119)
Male

(N=34)
Female
(N=85)

t

Body 
compositions

Body protein(㎏) 7.5±  1.4 8.9±  1.3 6.8± 0.9  9.746**

Body mineral(㎏) 2.6±  0.4 3.0±  0.5 2.4± 0.3 14.186***

Body skeletal mass(㎏) 20.5±  4.2 25.0±  4.0 18.6± 2.6 10.176***

Lean body mass(㎏) 38.1±  7.0 45.7±  6.7 35.0± 4.3 10.767***

Body fat(㎏) 19.1±  7.1 17.4±  6.9 19.7± 7.1  0.962

Total body water(ℓ) 28.1±  5.2 33.7±  4.9 25.8± 3.1 10.775***

Basal metabolic rate 1,193.7±151.2 1,356.5±144.7 1,126.9±91.8 10.862**

Obesity 
related 
indices

Fat percent(%) 32.7±  8.4 27.2±  7.6 35.0± 7.7  0.034

Abdominal obesity       0.98± 0.06       0.95± 0.04        0.98±0.67  7.882**

Body mass index(BMI) 24.4±  3.7 23.7±  3.1 24.7± 3.8  3.010

Percent of ideal body weight(%) 114.8± 17.7 107.8± 14.1 117.7±18.2  4.172*

*p<0.05, **p<0.01, ***p<0.001.

4. 조사 상자의 양소 섭취량

조사 상자의 양소 섭취량을 성별에 따라 비교한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에 지 섭취량은 남자 노인에서 1,601 kcal, 
여자 노인에서는 1,261 kcal로, 한국인 양섭취기 과 비

교했을 때 76.7%와 76.5%로 비슷한 수 이었으나, 단백질을 

비롯한 다른 양소 섭취량은 남자 노인에서 높은 경향을 나

타냈다. 특히 지방(p<0.001), 콜 스테롤(p<0.01), 아연(p<0.001), 
비타민 E(p<0.001), 나이아신(p<0.05)은 남자 노인에서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녀 모두 칼슘, 칼륨, 아연, 비타민 A, 
리보 라빈, 나이아신 등의 섭취량은 섭취 기 의 60% 미만

으로 나타나 반 인 양소 섭취량이 크게 부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 상자들의 양소 섭취량을 다른 연구결

과들과 비교했을 때, 서울 잠실 지역 상가 지역에 모인 50세 

이상 노인을 상으로 한 Park 등(1992)의 연구에서는 에 지 

86.8%, 단백질 101.9%, 칼슘 98.9%이었으며, 서울 지역 3차 

의료기 에 건강검진을 해 방문한 65세 이상 노인을 상

으로 한 Kim 등(2002)의 연구에서는 에 지 95.9%, 단백질 

82%, 칼슘 59% 으며, 경상도 기장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상으로 한 Yoon HJ(2004)의 연구에서는 에 지 

71.0%, 단백질 75.4%, 칼슘 66.0%로 각각 보고된 바 있다. 본 

조사 결과는 이들 연구에서 제시된 수 에 비해서는 훨씬 낮

았으나, 경기도 부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을 상으로 한 Kim MJ(1998a)의 연구에서 보고된 에 지 

66.9%, 단백질 53.0%, 칼슘 52.5%)의 결과와는 비슷한 수 이

었으며, Chu 등 (2007)이 성남시에 거주하는 생활 보호 상

자로 등록된 노인에서 조사된 에 지 평균 섭취량 1,040 kcal
에 비해서는 높은 수 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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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Nutrient intake of subjects

Nutrient
Total(119) Male(N=34) Female(N=85)

t
Intake % DRI Intake % DRI Intake % DRI

Energy(kcal) 1,358.5 ±467.7  76.6 1,601.9 ± 368.1  76.7 1,261.1 ±469.5  76.5  1.903
Carbohydrate(g) 269.4 ± 91.7 -  306.4 ±  70.4 - 254.5 ± 95.3 -  3.290
Protein(g) 37.4 ± 15.2  84.3   47.4 ±  15.8  94.1 33.5 ± 13.1  74.4  1.615
Fat(g) 12.5 ±  8.8 -   18.5 ±  10.3 - 10.1 ±  6.9 - 12.091***
Cholesterol(㎎) 79.2 ± 84.2 -  126.6 ± 110.7 - 60.3 ± 62.3 -  9.548**
Dietary fiber(g) 5.1 ±  2.4  21.9    5.8 ±   2.4  22.4 4.7 ±  2.4  21.3  0.000
Calcium(㎎) 287.1 ±183.4  41.0  341.7 ± 196.3  48.8 265.2 ±174.5  33.2  0.003
Phosphorus(㎎) 637.7 ±249.4  97.2  779.6 ± 235.5 111.4 580.9 ±232.8  83.0  0.150
Iron(㎎) 6.6 ±  3.1  73.6    8.1 ±   3.1  81.3 5.9 ±  2.9  65.9  0.150
Sodium(㎎) 2,085.0 ±946.2 185.2 2,604.8 ±1,116.3 213.7 1,877.2 ±784.2 156.7  1.309
Potassium(㎎) 1,593.3 ±823.9  36.4 1,981.6 ± 872.93  42.2 1,437.9 ±754.1  30.6  2.554
Zinc(㎎) 5.1 ±  1.9  60.3    6.4 ±   1.9  72.7 4.6 ±  1.7  47.8  5.142***
Vitamin A(RE) 276.9 ±206.9  46.1  362.9 ± 254.1  51.7 242.5 ±174.8  40.4  2.107
Vitamin E(㎎) 4.6 ±  2.8  49.9    5.9 ±   3.2  60.0 4.0 ±  2.4  39.8  3.743***
Thiamin(㎎)       0.70±  0.31  64.2    0.85±   0.28  70.8       0.63±  0.29  57.5  0.005
Riboflavin(㎎)       0.52±  0.27  41.6    0.67±   0.29  44.5       0.46±  0.24  38.7  1.033
Niacin(㎎) 8.8 ±  3.7  62.9   11.0 ±   4.2  69.0 7.9 ±  3.1  56.7  4.688*
Vitamin B6(㎎) 1.1 ±  0.5  80.1    1.3 ±   0.5  88.6 1.0 ±  0.4  71.5  0.576
Vitamin C(㎎) 101.8 ± 78.3 106.3  117.3 ±  77.7 117.3 95.2 ± 78.1  95.2  0.000
Folate(㎍) 149.6 ± 84.1  39.5  177.0 ±  82.1  44.3 138.6 ± 82.8  34.7  0.079

*p<0.05, **p<0.01, ***p<0.001.

5. 신체 기능 정도에 따른 활동 제한도와 정서  요인 비교

신체 기능 정도를 평가한 10개 항목에 한 수의 합과 

활동 제한도 변수인 일상생활능력(ADL)과 도구  일상생활 

수행 능력(IADL), 정서  요인인 우울 정도(CES-D)와 자아존

감(GSES)간의 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신
체 기능 수와 ADL(p<0.05)과 IADL(p<0.001)간에는 음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 기능이 양호할수록 일

상생활의 활동 제한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체 기능

Table 5.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physical
fitness and ADL, IADL, CES-D, GRES

Self living ability and cognitive ability
Sum of FAB 
scale score

Activity of Daily Living(ADL) －0.188*
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IADL) －0.424***
Center for Epidemiolo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

－0.121

General Self Efficacy Subscale(GSES)   0.431***
*p<0.05, ***p<0.001.

수와 CES-D와는 음의 련성이 나타난 반면에 GSES(p<0.001)
와는 양의 련성이 나타나, 신체 기능이 양호할수록 우울 정

도는 낮아지고 자아존 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상자의 신체 기능 수 분포를 4분 로 구분하여 

구간별로 ADL, IADL, CES-D, GSES 평균값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일상생활능력의 평균값은 신체 기능 

수 1분 구간에서 7.3이었으며, 2분 에서는 7.1, 3분 에

서는 7.3, 4분 에서는 7.0으로 구간별 일 된 변화 패턴을 찾

기 어려웠으나, 도구  일상생활 수행 능력(Q1=11.6, Q2=10.5, 
Q3=10.6, Q4=10.2)과 우울 정도(Q1=14.0, Q2=9.1, Q3=8.1, Q4=9.7)
는 신체 기능 수가 높아질수록 감소되는 경향을 보 다. 반
면에 자아존 감의 평균은 1분 에서 35.3, 2분  43.5, 3분  

53.2, 4분  51.9로 유의 인 수 에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01).
이상의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 상자에서 신체 기

능이 양호할수록 일상생활 수행 능력, 도구  일상 수행 능

력, 우울 정도 등 부정 인 요소는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반면에 자아존 감과 같은 정 인 요소는 강화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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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ADL, IADL, CES-D and GRES by physical fitness

Self living ability and cognitive ability
Sum of FAB Scale score

f
Q1 Q2 Q3 Q4

Activity of Daily Living(ADL)  7.3± 1.5  7.1± 0.4  7.3± 0.5  7.0± 0.0 0.989
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IADL) 11.6± 3.9 10.5± 1.2 10.6± 1.2 10.2± 1.0 2.477
Center for Epidemiolo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 14.0±10.9  9.1±10.0  8.1±10.1  9.7±12.6 1.481
General Self Efficacy Subscale(GSES) 35.3±16.8a 43.5±17.6ab 53.2±13.5b 51.9±15.9b 7.626***

ab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same row at ***p<0.001 by LCD's multiple range test.

6. 신체 기능 정도에 따른 비만 련 지표 비교

신체 기능 수와 체지방율, 복부비만율, 체질량지수, 이상

체 비와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신체 

기능 수와 체지방율(p<0.001), 복부비만율(p<0.05), 체질량

지수, 이상체 비 간에는 음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신체 기능 수 분포를 4분 로 구분하여 구간별로 체지

방율, 복부비만율, 체질량지수, 이상체 비 평균값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체지방율은 신체 기능 수 

1분  구간에서 36.1%, 2분 에서는 34.7%, 3분 에서는 33.2%, 
4분 에서는 28.6%로 유의 으로 감소되었으며(p<0.01), 복
부비만율은 1분 에서 1.02, 2분  0.99, 3분  0.97, 4분 에서 

0.94로 감소되었다(p<0.001). 체질량지수(Q1=24.7, Q2=24.8, Q3= 
25.0, Q4=23.6)와 이상체 비(Q1=117.2, Q2=117.0, Q3=116.8, 
Q4=110.1)의 평균값 분포 역시 감소되는 경향을 보 다. 이
상의 결과로부터 신체 기능 정도가 양호할수록 비만 련 지

Table 7.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physical
fitness and obesity related indices

Obesity related indices Sum of FAB scale score
Fat percent(%) －0.248***
Abdominal obesity －0.411*
Body mass index(BMI) －0.021
Percent of ideal body weight(%) －0.039

*p<0.05, ***p<0.001.

Table 8. Comparison of the obesity related indices by physical fitness

Obesity related indices
Sum of FAB scale score

f
Q1 Q2 Q3 Q4

Fat percent(%)  36.1 ± 7.9a  34.7 ± 8.5a  33.2 ± 8.0a  28.6 ± 7.5b  5.533**
Abdominal obesity   1.02± 0.06a   0.99± 0.06b   0.97± 0.06bc   0.94± 0.05c 10.293***
Body mass index(BMI)  24.7 ± 3.9  24.8 ± 3.9  25.0 ± 4.1  23.6 ± 2.9  0.960
Percent of ideal body weight(%) 117.2 ±18.4 117.0 ±18.8 116.8 ±19.6 110.1 ±14.6  1.279

ab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same row at **p<0.01, ***p<0.001 by LCD's multiple range test.

표들의 평균값들이 감소되어 건강 상태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인기에 가벼운 신체운동

을 규칙 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체 과 체지방량은 감소

되는 반면에 근육량, 제지방량, 골 도는 증가되는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su 등 2006; Choi 등 2006). 

7. 신체 기능 정도에 따른 양소 섭취 수  비교

신체 기능 수와 양소별 섭취량과의 상 계를 분석

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신체 기능 수와 에 지를 비롯

한 모든 양소 섭취량과는 양의 상 성을 보 으며, 특히 단

Table 9.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physical
fitness and nutrient intakes

Nutrient
Sum of FAB 
scale score

Nutrient
Sum of FAB 
scale score

Energy 0.269* Vitamin A 0.108
Protein 0.224* Vitamin E 0.183*
Dietary fiber 0.186* Thiamin 0.222*
Calcium 0.235* Riboflavin 0.240**
Phosphorus 0.256** Niacin 0.198*
Iron 0.207* Vitamin B6 0.206*
Sodium 0.198* Vitamin C 0.136
Potassium 0.195* Folate 0.186*
Zinc 0.358***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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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질, 식이섬유소, 칼슘, 철, 나트륨, 칼륨, 비타민 E, 티아민, 
나이아신, 비타민 B6, 엽산(이상 p<0.05), 인, 리보 라빈(이상 

p<0.01), 아연(p<0.001)의 섭취량과는 유의 인 수 에서 상

성이 확인되었다. 
신체 기능 수 분포를 4분 로 구분하여 구간별로 양소

별 섭취량 변화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양소 섭

취 수 은 한국인 양섭취기 에 한 백분율로 제시되었

으며, 신체 기능 수가 1분 에서 4분 로 변화될 때 에 지

를 비롯한 모든 양소의 섭취량이 함께 증가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에 지 섭취량은 신체 기능 수 1분 에서 71.1%, 
2분 에서는 75.4%, 3분 에서 80.6%, 4분 에서는 80.2%로 

증가되었으며(p<0.05), 단백질 섭취 수 도 1분 에서 69.6%, 
2분 에서 77.3%, 3분 에서 85.1%, 4분 에서는 87.6%로 유

의 으로 증가되었다(p<0.05). 특히 칼슘(Q1=28.2, Q2=32.5, Q3= 
48.4, Q4=42.9), 아연(Q1=37.7, Q2=52.5, Q3=62.1, Q4=66.4, 이
상 p<0.01), 인, 칼륨, 비타민 E, 티아민, 리보 라빈, 비타민 

B6, 비타민 C, 엽산(이상 p<0.05)의 섭취량은 유의 인 수

에서 증가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신체 기능이 양호할수

록 양소 섭취량은 함께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

으로 양 섭취 상태가 불량한 우리나라 노인에서는 

한 양 상태와 건강 증진을 해서는 양호한 신체 기능이 

유지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0. Comparison of nutrient intakes by physical fitness                                    (Unit: % DRI)

Nutrient
Sum of FAB scale score

f
Q1 Q2 Q3 Q4

Energy  71.1±21.2a  75.4±22.2ab  80.6±32.9b  80.2±26.1b 2.913*
Protein  69.6±25.7a  77.3±26.6ab  85.1±37.2b  87.6±32.6b 2.863*
Dietary fiber  19.5±11.0  19.0± 6.9  23.6±13.6  24.1± 9.8 2.054
Calcium  28.2±17.0a  32.5±18.5ac  48.4±34.3b  42.9±24.2bc 4.180**
Phosphorus  77.4±30.7a  84.5±28.2ab 101.9±43.5b 100.9±35.9b 3.617*
Iron  62.5±32.2a  64.1±26.4ab  75.7±41.1ab  78.6±30.4b 1.961
Sodium 158.4±75.1 155.6±64.2 187.4±97.9 190.5±65.7 1.867
Potassium  28.9±17.9a  29.5±13.5a  37.7±21.4ab  39.3±16.0b 3.108*
Zinc  37.7±39.8a  52.5±31.9ab  62.1±33.3b  66.4±25.7b 4.618**
Vitamin A  38.6±29.0  33.7±21.2  51.9±43.7  50.9±30.1 2.525
Vitamin E  36.8±23.5a  39.0±23.2a  50.8±34.6ab  55.0±27.6b 3.335*
Thiamin  55.1±26.0a  54.7±23.1a  63.7±31.8ab  70.6±24.0b 2.819*
Riboflavin  32.6±15.0a  37.8±18.3ab  46.1±26.2b  45.2±18.6b 3.140*
Niacin  53.5±21.8  56.4±19.6  62.9±29.4  67.3±24.2 2.248
Vitamin B6  67.0±29.0a  68.1±23.4a  80.0±41.1ab  88.8±32.7b 3.521*
Vitamin C  87.0±85.4a  76.9±56.5a 115.8±95.9ab 125.3±70.0b 2.839*
Folate  32.0±17.7a  31.7±13.6a  39.7±25.9ab  45.2±23.3b 3.324*

a～c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same row at *p<0.05, **p<0.01 by LCD's multiple range test.

요약  결론

지역 사회 노인을 한 건강  양 상태 개선 로그램

의 활성화 일환으로 농  지역 노인을 상으로 신체 기능 

정도에 따른 활동 제한도  정서  문제, 우울 정도, 체성분 

조성  비만 련 지표, 양소 섭취 수 의 변화 양상을 비

교하고자 했다. 마을회 을 이용하는 농  지역 노인 119명
을 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 기능 정도와 활동 제한도  정서  요인간의 

련성을 비교한 결과, 신체 기능 수는 일상생활 능력(ADL, p< 
0.05), 도구  일상생활 수행 능력(IADL, p<0.001), 우울 정도

(CES-D) 간에는 음의 상 성을 보인 반면에, 자아존 감(GSES, 
p<0.001)과는 양의 상 성을 나타냈다. 한 신체 기능 수 

합의 4분  구간별로 활동 제한도와 정서  요인간의 변화 

양상을 비교한 결과, 자아존 감의 경우 1분 구간에서 35.3
, 2분  43.5 , 3분  53.2 , 4분  51.9 으로 유의 으로 

증가되었다(p<0.001), 즉, 신체  기능 수가 높을수록 활동 

제한이나 우울증과 같은 부정  요소는 감소되는 반면에 자

아존 감과 같은 정  요소는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체 기능 정도와 비만 련 지표간의 련성을 비교

한 결과, 신체 기능 수는 체지방율(p<0.001), 복부비만율(p<0.05), 
체질량지수, 이상체 비 간에는 음의 상 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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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체 기능 수 합의 4분  구간별로 체지방율, 복부비

만율, 체질량지수, 이상체 비 평균값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체지방율(Q1=36.1%, Q2=34.7%, Q3=33.2%, Q4=28.6%, p<0.01)
과 복부비만율(Q1=1.02, Q2=0.99, Q3=0.97, Q4=0.94, p<0.001)
이 유의 으로 감소되었다. 이는 신체 기능 정도가 양호할수

록 비만 련 지표들이 감소되어 건강 상태에는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체 기능 정도와 양소 섭취 수 과의 련성을 비

교한 결과, 신체 기능 수는 에 지를 비롯한 모든 양소 

섭취량과 양의 상 성을 보 으며, 특히 단백질, 식이섬유소, 
칼슘, 철, 나트륨, 칼륨, 비타민 E, 티아민, 나이아신, 비타민 B6, 
엽산(이상 p<0.05), 인, 리보 라빈(이상 p<0.01), 아연(p<0.001)
의 섭취량과는 양의 상 성이 확인되었다. 한 신체 기능 

수 합의 4분  구간별로 양소별 섭취량 변화를 비교한 결

과, 에 지(Q1=71.1%, Q2=75.4%, Q3=80.6%, Q4=80.2%, p<0.05)
를 비롯한 모든 양소의 섭취 수 이 증가하는 경향이었으

며, 특히 칼슘, 아연(이상 p<0.01), 칼륨, 비타민 E, 티아민, 리
보 라빈, 비타민 B6, 비타민 C, 엽산(이상 p<0.05)의 섭취량

은 유의 으로 증가되었다. 이는 신체 기능 정도가 양호할수

록 양소 섭취량이 함께 증가되는 것으로 반 인 양 섭

취량이 부족된 우리나라 노인에서는 한 신체 기능을 유

지하는 일이 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노인기에 한 신체 기능을 유지하

는 경우에는 활동 제한  정서  문제, 비만 련 지표, 양

소 섭취 수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가 지역 사회 노인을 한 건강 증진 정책  

로그램 개발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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