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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gnitive disorder in elderly can cause various malfunctions, so it requires steady caring. Daycare
centers for elderly are proper as a facility to take care of the elderly with cognitive disorders that are able to lead
a normal life and that need relatively low level of caring.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 with the frail of the elderly
who have cognitive disorders among those who use adult daycare centers in order to provide basic resources of nutrition
management to manage and improve their frail.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88 persons whose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K) is less than 19 among the elderly at three adult daycare centers in
Jeollabuk-do. The questionnaire items were gender, age, number of chronic diseases, BMI, hand grip, nutritional status
(mini nutritional assessment, MNA) and health status (activity of daily living (K-ADL), pressure ulcer (Braden scale),
fall (Huhn scale), appetite assessment (simplified nutritional appetite questionnaire, SNAQ), and K-FRAIL is used
for frail assessment.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for the analysis of relation between frail
and nutritional condition. The result of analyzing the odds ratio of pre-frail by revising gender, age and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according to MNA scores for analysis of frail by nutritional condition was 0.788 (95% confidence
interval (CI): 0.643∼0.965, P=0.021), and the odds ratio of frail was 0.654 (95% CI: 0.477∼0.879, P=0.008). This
indicates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ctive nutrition management plan to improve health condition of the
elderly with cognitive disorders in elderly car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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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있으나(Petersen, 2003), 개인의 관리에 따라 인지력 저하
속도에 차이를 보여(Koo와 Seok, 2012) 인지장애를 동반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 이 중 치매는 노화와 후천적 세포 손상으로 인한

하나 일상생활이 가능한 노인의 지속 가능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질환으로, 주된 증상 중 하나로 인지력 저하가 나타난다. 노

국내에서는 노인 건강과 관련한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지

인에게 있어 치매는 질환 자체보다 일상생활의 부적응이 더

속적인 관리를 위해 장기요양제도를 실시하고 있다(Hyun과

욱 문제가 된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 돌봄 비용 증가,

Oh, 2017). 이 중 일상생활이 가능하나 일부 보호관찰이

환자 및 부양가족의 노동력 손실 등을 수반한다. 인지장애가

필요한 노인이 이용 가능한 주간보호센터(senior day care

나타난 경우 약 80%가 치매로 진행된 것으로 보고한 바도

service facility)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인지장애

Received 11 Sep 2020; Revised 18 Dec 2020; Accepted 21 Dec 2020
Corresponding author: Dai-Ja Jang, Research Group of Healthcare,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245, Nong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nbuk 55365, Korea,
E-mail: djjang@kfri.re.kr
Author information: Woori Na (Professor), Jiyu Kim (Graduate student), Hyeji Kim (Graduate student), Yeji Lee (Graduate student),
Cheongmin Sohn (Professor)

및 노쇠 관련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재활 프로그램 등을 함
께 진행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하루 일정 시간 동안 노인
들이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식사, 여가 및 재활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곳이다. 이에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급진적
인 변화가 크지 않은 인지장애가 있는 노인이 이용하기 적합

인지장애 노인의 노쇠와 영양상태와의 관련성

한 시설이라 할 수 있다.

89

호센터를 각 1개소, 총 3개를 선정하여 이에 입소한 만 65세

노인의 인지기능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성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신체계측이 가능하고

별, 학력, 소득수준(Ji 등, 2015; Murata 등, 2017; Ren 등,

연구 참여에 동의한 108명 중 인지기능평가 Korean ver-

2018) 등의 사회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

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MMSE-K) 점수

고 있으며, 개인 건강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체질량지수, 신

가 19점 이하인 88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Kwon과 Park,

체활동, 치아상태, 수면상태, 우울, 질환 개수, 일상생활수행

1989). MMSE-K의 평가항목은 시간지남력(5개), 장소지남

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영양상태(Gabelle

력(5개), 기억등록(3개), 주의집중 및 계산(5개), 기억회상(3

등, 2017; Kamiya 등, 2018; Kato 등, 2019; Kim 등, 2016;

개), 언어 및 시공간 구성(6개)으로 27개 문항이며, 점수는

Zhao 등, 2018) 및 노쇠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사용지침에 따라 성별, 연령, 교육수준을 고려하여 산출하였

있다(Ramachandran 등, 2018; Yin 등, 2017).

다. MMSE-K 평가는 총 점수 30점으로 0~19점은 확정적

노쇠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생물학적 증상으

치매, 20~23점은 치매 의심, 24~30점은 확정적 정상으로

로 외부자극에 대응하는 기능적 항상성의 손실이 나타난다

판정한다. 본 연구는 원광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윤

(Fried 등, 2001; Won, 2017). 노쇠 상태가 심할수록 노인

리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WKIRB-201902-SB-009).

의 낙상, 입원 여부 및 사망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Fried 등, 2001; Walston 등, 2006), 신체활동 저하

조사내용

와 더딘 회복으로 장기요양 및 돌봄 수준이 더 증가할 수

일반사항 및 신체계측: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

있다. 노쇠는 인지장애를 포함한 전반적인 신체활동 기능

령, 흡연 및 음주여부, BMI, 혈압 및 질병상태를 조사하였다.

저하를 보이는 상태이다(Feng 등, 2017). 일부 선행연구에

대상자의 질병상태는 소화기계 질환(위염, 위궤양, 변비, 만

따르면 인지장애 노인에서 노쇠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성간염), 심혈관계 질환(고혈압, 만성심부전, 뇌졸중), 호흡

나타났고(Robertson 등, 2013), 노쇠할수록 mini-mental

기계 질환(천식, 만성기관지염), 내분비계 질환(당뇨), 신경

state examination(MMSE) 점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

계 질환(치매, 파킨슨), 순환기계 질환(빈혈), 근골격계 질환

(Alencar 등, 2013; Macuco 등, 2012) 상호 의존적 관계를

(골다공증, 관절염)의 유무를 조사하였다. 신체계측은 신장,

보인다. 따라서 인지장애 노인에서 노쇠 정도가 높아지는

체중, 상완위둘레, 종아리둘레를 측정하였다. Body mass

것은 인지기능 및 신체적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속도를 더

2
index(BMI)는 체중(kg)을 신장의 제곱(m )으로 나누어 계

촉진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노쇠를 촉진하는 요인을 저해하

산하였다. 상완위둘레는 팔을 90°로 유지한 상태에서 어깨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봉우리뼈부터 팔꿈치 사이 중간 부분의 둘레를 줄자로 측정

노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노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 만성질환 개수, 낙상, 우울, 일상생활능력

하였고, 종아리둘레는 다리를 90°로 유지한 상태에서 무릎
부터 발목 사이 가장 돌출된 부분을 줄자로 측정하였다.

및 영양상태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영양상태평가: 영양상태는 간이영양상태조사지(Mini Nutri-

(Carneiro 등, 2017; Thompson 등, 2018; Valentini 등,

tional Assessment; MNA)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Vellas

2018). 이 중 영양상태는 노쇠상태가 심할수록 저하되는 것

등, 1999). MNA 평가항목은 신체계측(4개), 전반적인 신

으로 보고되었다(Otsuka 등, 2019; Soysal 등, 2019). 노인

체･정신적 평가(6개), 식이사정(6개), 건강과 영양에 대한

의 경우 건강상태에 따라 재가, 요양시설, 요양병원 및 호스

자아인식(2개)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점수 30점

피스 등 돌봄 정도에 큰 차이가 있어,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으로 17점 미만은 영양불량, 17~23.5점은 영양불량위험,

입원 노인(Hong 등, 2019), 재가 노인(Chang, 2015)을 대

24점 이상은 영양양호로 판정하였다.

상으로 노쇠와 영양상태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바 있다. 그러

건강상태평가: 신체기능은 Korean activities of daily

나 실질적으로 노쇠의 주요한 증상을 보이는 대상인 인지장

living(K-ADL)으로 평가하였다(Won 등, 2002). K-ADL의

애가 있는 노인에서 영양상태와 노쇠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평가항목은 옷입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움직이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기, 화장실사용, 대소변조절이며, 7개 문항에 대하여 완전독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노인 중

립(1점), 부분의존(2점), 완전의존(3점)으로 평가한 후 점수

인지장애 노인의 영양상태와 노쇠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를 합산하였다. 총 점수는 21점이며 점수가 클수록 의존도

주간보호센터의 인지기능 저하 노인의 노쇠 관리 및 개선을

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욕창발생위험도는 Braden scale

위한 영양관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을 활용하였고(Bergstrom 등, 1987), 움직임 정도, 영양상
태, 습기여부, 마찰 및 미끄러짐, 감각인지 정도, 활동상태의

재료 및 방법

6개 문항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총 점수는 23점이며, 0~9점
은 위험이 매우 높음, 10~12점은 위험이 높음, 13~14점은

연구기간 및 대상
본 연구는 전라북도 3개 지역(전주, 익산, 부안) 내 주간보

중간 정도의 위험 있음, 15~18점은 약간의 위험 있음, 19~
23점은 위험 없음으로 판정하였다. 낙상위험도 평가는 Huhn

나우리 ․ 김지유 ․ 김혜지 ․ 이예지 ․ 손정민 ․ 장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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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을 사용하였고, 평가항목은 연령, 정신상태, 배변, 낙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여, MNA가 1점 증가할 때 전

상경험, 활동력, 걸음걸이 및 균형, 약물복용 여부로 7개 문

노쇠 및 노쇠의 odds ratio(95% confidence interval)를 나

항이다(Huhn, 2000). 총 점수는 28점이며, 0~4점은 낙상위

타내었다. 모든 분석은 SPSS Statistics(ver. 24.0, IBM

험 낮음, 5~10점은 낙상위험 높음, 11~28점은 낙상위험 아

Corporation, Armonk, NY, USA)를 사용했으며, 유의수준

주 높음으로 판정하였다. 식욕부진 여부는 Simplified Nutri-

은 P<0.05로 설정하였다.

tional Appetite Questionnaire(SNAQ)로 평가하였고, 평
가항목은 식욕, 포만도, 음식의 맛, 하루에 섭취하는 끼니

결

과

수로 4개 문항이다. 총 점수는 20점이며, 0~14점은 식욕부
진, 15~20점은 정상으로 판정하였다(Lee, 2012). 노쇠 여

대상자의 노쇠상태에 따른 일반적 특성

부는 the Korean version of the FRAIL scale(K-FRAIL)

대상자의 노쇠상태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

로 평가하였다(Jung 등, 2016b). 평가항목은 피로, 저항, 이

다. 전체 대상자 중 정상 18명(20.5%), 전노쇠 58명(65.9%),

동, 지병, 체중감소로 5가지 문항이며, 총 점수 5점으로 0점

노쇠 12명(13.6%)으로 나타났다. 노쇠상태일수록 연령이

은 정상, 1~2점은 전노쇠, 3~5점은 노쇠로 판정하였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5). 낙상위험도 점수는 유의하

통계분석

0.005) 점수는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 증가했으며(P=0.009), SNAQ(P=0.022)와 MNA(P=
통계분석은 노쇠에 따른 영양상태 및 일반적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 chi-square 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노쇠

노쇠상태에 대한 영향 요인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노쇠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

실시하였다. 영양상태와 노쇠 정도와의 관련성 분석을 위해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F=3.399, P=0.002로 나타났다(Table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frailty status
Variable
Normal (N=18)
Pre-frail (N=58)
10 (62.5)
4 (25.0)1)
Sex (men)
83.1±5.9
Age (year)
78.4±7.02)
23.2±3.5
BMI (kg/m2)
24.2±2.9
27.2±3.5
Arm circumference (cm)
29.4±3.0
31.9±3.6
Calf circumference (cm)
33.9±3.5
124.0±16.7
SBP (mmHg)
125.8±18.9
71.5±12.6
DBP (mmHg)
77.9±10.9
2.7±1.1
Medication, n
2.4±1.3
58 (100.0)
Smoking (n (%))
17 (94.4)
53 (91.4)
Drinking (n (%))
17 (94.4)
20.2±2.8
Pressure ulcer
21.6±2.1
43 (74.1)
Risk
15 (83.3)
12 (20.7)
Moderated risk
3 (16.7)
3 (5.2)
Mild risk
0 (0.0)
14.7±4.8
Falls, total score
11.6±4.8
14 (24.1)
Risk
9 (50.0)
44 (75.9)
The highest risk
9 (50.0)
13.0±4.1
MMSE-K score
14.1±3.5
10.3±2.7
ADL score
9.7±2.5
14.2±2.2
SNAQ score
15.9±1.9
40 (69.0)
Non-risk
16 (88.9)
18 (31.0)
Risk
2 (11.1)
Living status
11 (19.0)
5 (27.8)
Living alone
47 (81.0)
13 (72.2)
Non living alone
20.2±3.8
22.5±2.7
MNA score
12 (20.7)
Malnutrition
1 (5.6)
36 (62.1)
10 (55.6)
Risk of malnutrition
10 (17.2)
Well nourished
7 (38.9)

Frail (N=12)
2 (12.5)
84.1±6.3
21.9±3.5
27.4±2.0
31.1±3.0
138.4±16.6
80.4±10.0
3.0±1.6
12 (100.0)
11 (91.7)
19.3±3.4
7 (58.3)
4 (33.3)
1 (8.3)
17.1±5.2
2 (16.7)
10 (83.3)
12.6±3.7
11.2±2.8
14.2±2.8
9 (75.0)
3 (25.0)

P
0.882
0.015
0.181
0.052
0.048
0.033
0.022
0.406
0.140
0.914
0.067
0.584
0.009
0.065
0.479
0.339
0.022
0.242
0.696

3 (25.0)
9 (75.0)
18.2±3.7
5 (41.7)
7 (58.3)
0 (0.0)

0.005
0.030

1)
N (%). 2)Mean±SD.
Abbreviations: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MMS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SNAQ, simplified nutritional assessment questionnaire; MNA, mini nutritional assessment.
The lower the score for pressure ulcer, SNAQ, MMSE, MNA, the higher the risk.
The higher the score for ADL, falls, the lower the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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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ssociation between frail status and related factors
Variable
Sex
Age
SNAQ
MNA
ADL
Pressure ulcer
Falls
Comorbidity, n

B
0.124
0.025
−0.036
−0.038
0.001
−0.013
0.017
−0.026

Std. error
Beta (β)
0.153
0.082
0.009
0.273
0.028
−0.143
0.019
−0.244
0.028
0.006
0.031
−0.060
0.020
0.144
−0.041
0.067
R=0.506, R2=0.256, F=3.399**
Abbreviations: SNAQ, simplified nutritional assessment questionnaire; MNA, mini nutritional
living.
The lower the score for pressure ulcer, SNAQ, MNA, the higher the risk.
The higher the score for ADL, falls, the lower the risk.

T
0.811
2.745
−1.295
−2.019
0.050
−0.404
−0.824
−0.385

P
0.420
0.007
0.199
0.047
0.960
0.687
0.412
0.701

assessment; ADL, activities of daily

2). 연령(β=0.273, P<0.01)은 노쇠상태에 정(+)의 영향을

의 경우 노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과 영양상태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NA(β=-0.244, P<0.05) 점수

나타났으며, MNA 점수가 증가할수록 전노쇠, 노쇠의 위험

는 노쇠상태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도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 연령이 노쇠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은

본 연구에서는 노쇠 진단을 위해 한국인 대상의 타당도

MNA가 노쇠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검증이 완료된 K-FRAIL을 활용하여 노쇠상태를 분석한 결

한 변수들이 종속변수 노쇠상태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25.6%

과, 정상군 20.5%, 전노쇠군 65.9%, 노쇠군 13.6%로 나타

로 나타났다.

나(평균 연령 82.6세) 전노쇠로 진단된 자가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국내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선행연구의 보고

MNA 점수에 따른 노쇠 교차비

에 따르면 외래 진료를 받는 103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쇠

MNA 점수에 따른 노쇠 교차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진단을 했을 때 정상군 24.3%, 전노쇠군 58.3%, 노쇠군

3과 같다. 성별과 연령을 보정한 Model 1의 경우 MNA 점수

17.5%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Jung

가 1점 증가했을 때 정상보다 전노쇠로 진행될 교차비가

등, 2016b)(평균 연령 76.8세), 지역사회기반 노쇠코호트

0.802배(95% CI: 0.670~0.961, P=0.017), 노쇠로 진행될

(Aging Study of Pyeongchang Rural Area)를 분석한 연구

교차비가 0.644배(95% CI: 0.471~0.881, P=0.006)로 나

에서는 정상군 29.3%, 전노쇠군 43.2%, 노쇠군 27.5%로

타났다. Model 1에 만성질환 개수를 추가로 보정한 Model

나타나(평균 연령74.4세)(Jung 등. 2016a) 노쇠상태에 따

2의 경우 MNA 점수가 1점 증가했을 때 정상보다 전노쇠로

른 분포가 연구마다 차이를 보였다. 이는 국내 노인을 대상

진행될 교차비가 0.788배(95% CI: 0.643~0.965, P=0.021),

으로 한 진단일지라도 노인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른 경향을

노쇠로 진행될 교차비가 0.654배(95% CI: 0.477~0.897,

보임을 확인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가 선행연구보다

P=0.008)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노쇠군이 낮았던 것은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재가가 가능한 상태에서

고

찰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
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 있어

본 연구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인지장애 노인을 대

연령이 높은 노인을 수용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상으로 영양상태에 따른 노쇠상태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

의 노쇠상태를 지연시키기 위해 현재보다 적극적인 관리 방

과 두 가지 주요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 집단의 노인

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Table 3. Logistic regression of MNA levels for odds ratio of pre-frail/frail
1)
Pre-frail
P
Variable
OR
95% CI
Crude
0.829
(0.702∼0.979)
0.027
Model 1
0.802
(0.670∼0.961)
0.017
Model 2
0.788
(0.643∼0.965)
0.021
Model 3
0.809
(0.651∼1.005)
0.055

Frail
OR
0.671
0.644
0.654
0.665

95% CI
(0.505∼0.892)
(0.471∼0.881)
(0.477∼0.897)
(0.467∼0.946)

P
0.006
0.006
0.008
0.023

Model 1 was adjusted for sex, age. Model 2 was adjusted for variables in Model 1 plus medication. Model 3 was adjusted for
variables in Model 2 plus BMI.
1)
The data was analyzed that continuous value of MNA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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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대상의 노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령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과 영양상태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ried 노쇠 진단을 이용하여 노쇠와 MNA와의 관련성 연구

이 중 영양상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조절 가능한 요인이

를 분석한 결과 영양불량 위험은 정상에서 2.2%, 전노쇠에

라 볼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노인 집단에

서 12.2%, 노쇠에서 46.9%로 나타났는데(Bollwein 등,

따라 노쇠 관련 요인들을 밝혀왔으며, 대체로 주요 결과들은

2013), 본 연구에서는 영양불량 위험이 각각 55.6%, 62.1%,

노쇠의 경우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58.3%로 나타나 노쇠 정도에 따라 영양불량 위험의 비율은

있다. 70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노쇠에 미

유사하였으나, 영양불량의 경우 각각 5.6%, 20.7%, 41.7%

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질환, BMI,

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사회 거

영양상태, 인지상태, 일상생활능력, 시력, 청력, 씹기 능력

주 노인의 경우 노쇠상태에 따라 영양불량 위험 단계에서

및 치아 개수 중 노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영양상태 외

큰 차이를 보였으나, 인지장애 노인의 경우 노쇠상태에 따라

에도 성별, 인지상태, 일상생활능력, 청력, 씹기 능력 및 치

영양불량군의 비율에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선행연

아 개수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구 결과와의 차이를 통해 본 연구 결과를 두 가지 의미로

이 중 일상생활능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해석할 수 있는데, 본 연구 대상자가 인지장애를 가진 노인

다(Kim과 Yoon, 2017). 65세 이상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으로 인지장애 자체가 영양상태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노쇠와 연령, BMI, 약물 복용, 악력 및

영양불량 위험군에서 노쇠상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영양상태 등이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의미는 인지장애 노인에게

(Hong 등, 2019). 이처럼 노인의 경우 건강상태에 따라 일

영양불량 상태는 노쇠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영역이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노인

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의 경우 노쇠 예방 및 관리를

집단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쇠에

위해 영양불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영양관리 방안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차이를 보이므로 집단의 특성에 따라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노쇠 관리 방안을 달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본 연구는 지역사회 내 주간보호센터의 인지장애 노인을

연구 대상자의 경우 인지기능 장애가 있음에도 급성질환이

대상으로 노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영양상태

없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의 적절한 관리는 노쇠로 인

가 노쇠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본 연

한 중증 질환으로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구가 일부 지역에서 수행되어 편의 추출을 통해 모집된 대상

다. 이에 본 연구 결과에서 영양상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

자이므로 국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인지장애 노인에

는 요인으로 나타나 다른 집단의 노인보다 적극적인 영양관

대하여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또한 본 연구가 노쇠에 영향을

리가 요구된다. 다만 본 연구 결과 신체기능평가, 영양상태,

미치는 요인을 신체의 기능적인 부분을 측정하는 요인을 중

욕창위험도, 낙상위험도, 식욕평가 등이 노쇠에 대한 설명력

심으로 하였으나 노쇠는 복합적인 요인이 적용되어 나타나

은 25.6%로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노쇠가 단순

므로 추후 인구･사회학적 요인, 생활습관 요인 등의 기타

히 개인의 신체적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요인

요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 사료된다.

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간보호센터 내 인지장애 노인에게

본 연구가 개인의 신체적 건강상태 지표만을 활용하여 노쇠

있어 영양상태가 노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출되었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실제 노쇠에 영향을 미치는

으나 이에 대한 평가도구가 전반적인 노인의 영양상태를 반

전반적인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영한 지표이므로 실질적으로 활용할 만한 구체적 방안을 제

신체적 건강상태 지표를 포함한 정신적･사회적 요인 등 복

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합적인 요인이 노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
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상대
적으로 낮은 수준의 돌봄을 요구하는 주간보호센터 내 인지

본 연구 결과 노쇠에 따른 영양상태 평가 결과 노쇠상태가

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노쇠상태에 영양상태 개선이 주요한

심할수록 영양불량 위험 또는 영양불량인 자의 비율이 유의

요인임을 밝힌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MNA가 전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적인 영양상태를 반영한 지표이므로 향후 연구에서 주간보

노쇠 관련 지표인 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호센터 내 인지장애 노인 대상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구체

(SPPB), Timed Up and Go test(TUGT), 악력 및 Knee

적 방안 마련 연구의 기초자료를 도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tension에 따른 노쇠 진단과 영양상태와의 관련성 분석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노쇠에 해당하는 자의 분포가 많았는

을 실시한 선행연구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TUGT, hand

데, 이는 건강상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으

grips 및 Knee extension에 의해 노쇠로 진단한 그룹에서

며, 영양상태 개선을 통해 노쇠 예방 및 관리에 긍정적 기여

유의하게 영양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Choi, 2018).

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잠재적인 결과를 보였음에 의

또한 65세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노쇠상태에 따라 영양상태

미가 있다고 하겠다.

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노쇠할수록 영양상태 불량 위험 진단

인지장애 노인의 노쇠와 영양상태와의 관련성

요

약

본 연구는 주간보호센터의 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노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노쇠와 관련된 요인을 도출하고 영양상
태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노쇠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요인을 성별, 연령, 일상생활
능력, 욕창위험도(Braden scale), 낙상위험도(Huhn scale),
식욕부진(SNAQ), 영양상태(MNA)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쇠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β=
0.273, P=0.007), MNA(β=-0.244, P=0.047)로 나타났다.
영양상태에 따른 노쇠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MNA
점수에 따라 성별, 연령, 만성질환 개수를 보정하여 전노쇠
의 교차비를 분석한 결과 0.788배(95% confidence interval(CI): 0.643-0.965, P=0.021)로 나타났으며, 노쇠의 교
차비는 0.654배(95% CI: 0.477-0.879, P=0.008)로 나타
났다. 본 연구를 통해 노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영양상태임을 보였고, 이는 노쇠 정도에도 관련을 보였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돌봄 수준을 가진 주간보호
센터의 인지장애 노인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영
양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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