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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변화가 노인 기능 저하에 미치는 영향
이영준, 신정호*
오산한국병원 가정의학과

Association between Functional Decline and Weight Change in Elderly Population
Young Joon Lee, Jeong Ho Shin*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Osan Hankook Hospital, Osan, Korea

Background: Functional decline in the elderly is a major problem contributing toward a low quality of life and increasing economic and social costs.
Several risk factors such as weight loss are associated with functional declin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how weight changes in aged people
affect functional decline.
Methods: Using the 5th–6th panel data sets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we selected the consecutive respondents who
showed no decline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in the 5th panel data. We defined functional decline as the presence of one or more deficits in the
ADL items. Data were analyzed by the t-test, Chi-square test, and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 addition, we also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weight changes and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Results: A total of 4,256 respondents (mean age, 75.35 years) were included in the study, of whom were 1,738 (42.87%) male and 2,316 (57.13%)
female. A total of 202 (4.75%) respondents showed a decline in ADL.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weight gain was irrelevant
to functional decline (all P-values >0.05). However, in cases of weight loss, there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risks of ADL and I-ADL impairment (all
P-values <0.001).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weight loss in the elderly is related to an increased risk of functional decline. Thus, when we see elderly patients
who complain of weight loss, we should determine its cause and administer an appropriate treatment before it leads to actual functional
impairment.
Keywords: Weight loss; Aged; Activities of Daily Living;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조 1,357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9.0%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10.5%

서론

증가, 개인당 진료비는 398만 7천원으로 전년(381만 1천원)대비 4.6%
한국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증가하였다.2) 이러한 노인인구에서 기능 저하의 유무는 삶의 질의

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저하 및 건강 상태의 악화와 관련되어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2018년도에는 14.3%로 증가하여, 현 추세로는 2025년도에 65세 이상

노인 건강 문제이다.4) 노인에서 이러한 기능저하를 미리 예측하여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측되고 있

개입하는 것은 안전한 삶과 독립성을 유지하고5) 의료자원 사용을

다.2) 이러한 노인인구 증가와 맞물려 의료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

감소시켜서 궁극적으로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6)

1)

세이다.3) 2017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건강보험상 진료비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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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저하와 관련된 임상요소들의 관계를 밝힌 기존 연구들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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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노인에서의 기능저하는 복합적이며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알려져 있다.7,8) 인지기능 장애, 우울, 동반질환, 체질량지
수의 변동, 하지의 기능장애, 사회적 고립, 활동량의 감소, 사회적
음주보다 낮은 수준의 음주 및 낮은 건강인지력, 흡연 및 시력장애

8,129 eligible people were enrolled
from the KLoSA 2014
7,402 eligible people were followed
up in the KLoSA 2016

등이 제시되고 있다.9,10) 또한 체중 저하도 노인 기능 저하와 관계가

1,131 people shown ADL decline
in KLoSA 2014 were excluded

있으며, 이를 밝힌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었다.11-16) 국내연구로 65세
이상 103명을 대상으로 한 K-FRAIL scale의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도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체중 저하

6,271 people were shown normal
ADL in KLoSA 2014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밝힌 바가 있다.17) 하지만, 연구대상자가 103

2,015 people were excluded age
lower than 65

명으로 비교적 적은 수를 대상으로 한 점과 이미 기능저하가 있었던
노인들이 포함되어 있어, 새로 발생한 기능저하와 체중 감소 간의

Finally, 4,256 people were included

관계를 평가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이전에 기능 저하가 없었던 65세 이상 국내 노인을 대
상으로 최근 1년간 체중 변화가 새로 발생한 기능 저하에 미치는 영

Figure 1. Flow diagram of the inclusion criteria for study participants.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하여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함” 또는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으로

방법

응답한 경우에 기능저하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에서 몸단장하기, 집안일 하기, 식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고령화연구

사준비하기,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물건사

패널 5차 및 6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기, 금전관리하기, 전화 걸고 받기, 약 챙겨 먹기의 10가지 항목 중 1

는 2006년 당시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인구

가지 이상의 항목에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함” 또는 “전적으로 도

중 일반 가구 거주지를 대상으로 표본수 약 10,000명을 목표로 표집

움이 필요함”으로 응답한 경우 도구적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저하가

하여 10,254명이 패널로 구축되었다. 2006년부터 짝수 연도에는 동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일한 조사 항목을 중심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4년에는

KLoSA의 체중변동 조사 설문인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1년 중

1962–1963년생을 중심으로 한 920명이 추가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체중은 5킬로그램 이상 늘거나 줄었습니까?”에 대한 1) 증가, 2) 감

2014년 5차 조사결과와 2016년 6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였다.

소, 3) 증가 후 감소, 4) 감소 후 증가, 5) 변화 없음에 대한 응답을 측

18)

정하였다.
2. 연구대상

현재 배우자가 생존하여 함께 거주하는 경우 배우자와 거주 중으

연구 대상자 선정은 2014년도 응답자 8,129명 가운데 2016년도에

로 정의하였고, 미혼이거나 사별/이혼/별거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도 연속 응답한 7,40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2014년도 조사

외로 정의하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4가지로 나누어 초등학교 졸업

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 설문에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도움

이하,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1,131명을 제외하였다. 남은 6,271명 가운데

분류하였다. 거주지역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대도시로 정의하

65세 이상만을 선별하여 4,256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였고 그 외 중/소도시 및 읍, 면, 군 거주자는 그 외로 정의하였다.

(Figure 1).

현재 근로 중인 경우 근로자로 정의하였다.
흡연자의 분류는 과거 흡연자 및 비흡연자는 비흡연으로 정의하

3. 변수정의

였으며 현재 흡연자만을 흡연자로 정의하였다. 음주자는 과거 음주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옷 갈아입기, 세수/양치/머리감

자 및 비음주자는 비음주로 정의하였고, 현재 주 2회 이상 음주하

기, 목욕/샤워하기, 식사하기,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이용하기,

는 경우만 음주자로 정의하였다. 주 1회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대소변 조절하기의 7가지 설문 항목에서 한 가지 이상의 항목에 대

고 응답한 경우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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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Variable
Age (y)

Functional decline (n, %)

P-valuesa

No (n=4,054)

Yes (n=202)

Total (n=4,256)

75.02±6.82

81.89±7.44

75.35±7.01

<0.001
0.183

Sex
Female

2,316 (57.13)

125 (61.88)

2,441 (57.35)

Male

1,738 (42.87)

77 (38.12)

1,815 (42.65)

Marital status
Married

1,228 (30.29)

92 (45.54)

1,320 (31.02)

Others

2,826 (69.71)

110 (54.46)

2,936 (68.98)

2,243 (55.33)

141 (69.8)

2,384 (56.20)

<0.001

Educational status
Elemetary school
Middle school

685 (16.90)

26 (12.87)

711 (16.71)

High school

837 (20.65)

27 (13.37)

864 (20.30)

College or more

289 (7.13)

8 (3.96)

297 (6.98)

<0.001

Working status
Yes

1,066 (26.3)

3 (1.49)

1,069 (25.12)

No

2,988 (79.7)

199 (98.51)

3,187 (74.88)

<0.001

Residence
Major city

1,619 (39.94)

66 (32.67)

1,685 (39.59)

Other

2,435 (60.06)

136 (67.33)

2571 (60.41)

0.039

Current smoker
Yes

352 (8.68)

6 (2.97)

358 (8.41)

No

3,702 (91.32)

196 (97.03)

3,898 (91.59)

0.004

Current drinking
Yes

1,142 (28.17)

11 (5.45)

1,153 (27.09)

No

2,912 (71.83)

191 (94.55)

3,103 (72.91)

<0.001

Exercise
Yes

1,400 (34.53)

15 (7.43)

1,415 (33.25)

No

2,654 (65.47)

187 (92.57)

2,841 (66.75)

Yes

2,136 (52.69)

130 (64.36)

2,266 (53.24)

No

1,918 (47.31)

72 (35.64)

1,990 (46.76)

<0.001

Hypertension
0.001

Diabetes/hyperglycemia
Yes

958 (23.63)

58 (28.71)

1,016 (23.87)

No

3,096 (76.37)

144 (71.29)

3,240 (76.13)

0.098

Cardiovascular disease
Yes

484 (11.94)

42 (20.79)

526 (12.36)

No

3,570 (88.06)

160 (79.21)

3,730 (87.64)

<0.001

Cerebrovascular diseaseb
Yes

282 (6.96)

43 (21.29)

325 (7.64)

No

3,770 (93.04)

159 (78.71)

3,930 (92.36)

<0.001

Chronic lung disease
Yes

164 (4.05)

13 (6.44)

177 (4.16)

No

3,890 (95.95)

189 (93.56)

4,079 (95.84)

0.097

Malignant neoplasm
Yes

288 (7.1)

19 (9.41)

307 (7.21)

No

3,766 (92.9)

183 (90.59)

3,949 (92.79)

0.21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t-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chi-square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b1 missing value in Cerebrovascular Disease.

a

과거력에서 고혈압, 당뇨 및 고혈당, 악성신생물, 만성폐질환, 심

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장질환의 경우 직접적으로 의사에게서 진단을 받은 경우 과거력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뇌혈관질환의 경우 진단을 받거나, 뇌졸
중 의증 혹은 일시적 허혈성 발작으로 판정 받은 경우 과거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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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구조 및 분석 방법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변수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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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분석을 위해 나이에 대해 T-test를 시행하였으며 성별, 배우자

를 보였으나,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 2,384명 중 141

와 거주 유무, 교육, 근로, 주거, 흡연, 음주, 운동, 고혈압, 당뇨 및

명(5.91%)에서 기능 저하를 보였다.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기능저

고혈당,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만성폐질환, 악성신생물, 체중변화

하의 발생이 유의하게 낮았다(0.3% vs 6.2%, P-value<0.001). 거주지가

와 일상생활 수행능력저하에 대해 카이제곱검정을 시행하였다.

대도시보다 중, 소도시나 읍, 면 등지에 거주할 경우 기능저하의 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2014년도와 2016년 연속 응답

생율이 높았다(3.9% vs 5.3%, P-value=0.039).

자 가운데,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가 없었던 응답자에 새로 발생한

흡연의 경우 과거 흡연자 및 비흡연자에서 기능저하 발생이 증가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와 최근 1년간 체중 변화의 상관 관계를 분

하였다(1.7% vs 5.0%, P-value=0.004). 음주자가 비음주자에 비해 기

석하였다. 체중 변화는 2016년도 6차 자료 중 최근 1년간의 체중 변

능저하의 발생율이 낮았고(1% vs 6.2%, P-value<0.001), 주 1회 이상

동 조사항목을 이용하였다. KLoSA의 체중변동 조사 설문 응답을

운동을 하는 노인의 기능저하 발생이 더 낮았다(1.01% vs 6.6%,

기반으로 Model I은 체중변화를 묻는 설문에 대하여, “변화 없음”으

P-value<0.001). 과거력에서 고혈압 및 당뇨 혹은 고혈당, 만성폐질환

로 응답한 경우와 “체중 증가 후 체중 감소”, “체중 감소 후 체중 증

과 악성신생물의 진단 여부는 기능저하의 발생과 유의한 차이가 없

가” 응답을 대조군으로 취하여 “체중 증가”를 응답한 경우 체중 증

었다(All P-values>0.05). 심혈관 질환으로 진단된 노인과 뇌혈관질환

가군으로 두었고, “체중 감소”로 응답한 경우를 체중 감소군으로 분

으로 진단받거나 의심되는 노인에서 기능저하의 발생율이 높았다

류하였다. Model II는 체중변동 조사 설문 응답에서 “체중 감소”로

(All P-values<0.001) (Table 1).

응답한 경우를 실험군으로 그 외 응답들을 대조군으로 취하였다.

Model III는 “체중 증가”로 응답한 경우를 실험군으로 나머지 응답

2. 체중 변화와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연관성

들을 대조군으로 두었다. 단변량 분석에서 P값이 0.1 미만으로 확인
된 변수를 보정변수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추가적으로 연구대상자 중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이상이
없었던 인원 3,861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체중 변화와 기능저하에 대한 다변량 분석결과, Model I, II에서
체중이 감소한 경우 체중 감소가 없는 군에 비해 유의하게 기능저하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Model I: odds ratio [OR], 2.36;

95% confidence interval [CI], 1.68–3.31; Model II: OR, 2.32; 95% CI,

통계 분석은 STATA ver. 15.0 (Stata Corp., College Station, TX,

1.66–3.25). 체중이 증가한 경우는 체중 증가가 없다고 응답한 군과

USA)를 이용하였다. P-value <0.05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

비교하였을 때 기능저하 발생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

다.

었다(Model I: OR, 1.17; 95% CI, 0.63–2.12; Model III: OR, 0.93; 95%

CI, 0.52–1.69) (Table 2).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4,256명의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75.35 (±7.01)세였으며, 여자가

Table 2. Association between functional decline and weight change
(total n=4,256)

2,441명 (57.35%)으로 약간 우세했다. 응답자 중 4.75% (202명)에서 2

Variable

년 뒤 기능저하가 관찰되었다.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저하와 나이,

ADL decline (n= 202)
OR

95% CI

P-valuesa

Model I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근로유무, 주거지역, 흡연, 음주, 운동, 심혈

No weight change

Reference

관질환, 뇌혈관질환과 체중변동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기능

Weight increase

1.17

0.63–2.12

0.617

저하가 관찰된 군의 평균 연령은 81.89세(±7.44)로 그렇지 않은 군

Weight decrease

2.36

1.68–3.31

<0.001

1.66–3.25

<0.001

0.52–1.69

0.82

Model II

( 75 . 2 세± 6 . 82 )에 비하 여 유의하게 연령이 높게 확인되었다

No weight decrease

(P-value<0.001). 성별에 따라서 기능저하 발생에 유의한 차이는 관찰

Weight decrease
No weight increase

없는 미혼과 사별, 별거로 응답한 군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
수준과 기능저하와의 관계가 유의함이 확인되었다(P-value<0.001).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응답한 297명 중 8명(2.7%)이 기능 저하
Korean J Fam Pract. 2020;10(6):436-442

2.32

Model III

되지 않았다(P-value=0.183).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보다 배우자가
의 발생이 두드러졌다(3.7% vs 7.0%, P-value<0.001). 또한 낮은 교육

Reference

Weight increase

Reference
0.93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P-values were calculated by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djusted for
age, level of education, marital state, smoking, alcohol consumption, residence,
working state, hypertension, hyperglycemia & diabetes mellitus, chronic lung
disease, cardiovascular disease, cerebrovascular diseas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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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으로 인해 근육감소의 속도가 빠르게 일어나는 만성 소모성 복합

3. 체중 변화와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연관성

같은 모델을 이용하여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과의 연관성을

증후군이며, 지방의 손실의 여부에 상관없이 골격근량의 지속적인

분석한 결과 체중의 감소를 보고한 군에서 일관된 도구적 일상생활

감소가 나타나며 이는 결국 근감소를 일으킨다.24) 또한, 악액질이 아

수행능력의 감소를 보였다(Model I: OR, 1.72; 95% CI, 1.30–2.30;

니어도 노화와 관계된 체중손실이나 어떠한 경우의 체중감소도 체

Model II: OR, 1.7; 95% CI, 1.28–2.26). 체중 증가를 응답한 군에서

지방만이 아닌 제지방체중이 함께 손실되어 근감소로 이어진다.25,26)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저하와 유의한 연관성은 보이지 않았

이러한 근감소증은 노쇠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며,27) 근감소

다(Model I: OR, 1.20; 95% CI, 0.75–1.85; Model III: OR, 1.06; 95%

의 결과 기능저하로 나타난다.

CI, 0.68–1.65) (Table 3).

따라서 노인에서 체중 감소가 관찰되었을 때, 골격근량 및 근 감
소로 인한 향후 기능저하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체중을 유
지시키고, 동반질환, 영양결핍, 신체활동 등 교정 가능한 기능저하의

고찰

위험인자들을 확인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28-30)
본 연구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인구에서 체중감소를 보고한 경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시행된 대규모 코호트를 이용한 분석으

우,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으로 평가한 기

로, 체중 감소와 기능저하 발생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확인할

능저하 발생 위험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 있었으며, 자료의 대표성을 고려하였을 때, 국내 노인인구 전체로

Ritchie 등13)은 노인의 BMI와 관계없이 비의도적 체중손실이 일상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보정변수를 이용하

생활 수행능력의 저하와 연관 있음을 확인했다. 체중감소가 노인의

여 분석하였으며,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나쁜 예후를 시사하고 수 년 전부터 선행함을 관찰한 연구가 있으

을 활용한 분석 모두에서 일관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며,19) 체중감소를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 중 하나가 아닌 임상적 개입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우선 체중 변화를 비롯하여, 실측정이

이 필요한 상태로 보았다. 국내연구에서도 체중감소와 기능저하 사

아닌 설문을 통해 얻은 자료이기에 설문 당시 응답자에 의한 회상

이에 연관성을 밝히고 있다.

바이어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KLoSA는 면접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노인에서 체중 손실이
기능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면접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설문을 개선하거나

노인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 및 기전으로 체중감소가 일어날 수 있

면접원을 감독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 바이어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

20-22)

을 것이다.

체중감소를 호소하는 많은 노인들이 총체적 영양실조를 겪

다.

23)

으며 이는 악액질과도 관련이 있다. 악액질은 영양불량과 운동 부

두번째 제한점으로 KLoSA 설문에 있어서 체중 변화에 대한 응답
지의 모호성을 들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감소” 및 “증가 후

Table 3. Association between I-ADL and weight change (total n=
3,861a)
Variable

I-ADL decline (n=361)
OR

95% CI

P-valuesb

Reference

Weight increase

1.18

0.75–1.85

0.47

Weight decrease

1.72

1.30–2.30

<0.001

Weight loss

Reference
1.70

1.28–2.26

<0.001

Weight increase

Reference
1.06

0.68–1.65

0.81

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Additional 393 observation dropped for baseline I-ADL decline.
b
P-values were calculated by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djusted for
age, level of education, marital state, smoking, alcohol consumption, residence,
working state, hypertension, hyperglycemia & diabetes mellitus, chronic lung
disease, cardiovascular disease, cerebrovascular diseas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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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CI, 1.20–2.09)의 발생이 증가하였다. 민감도 분석을 통해 일부
제한점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체중 변화에 따른 기능저하 발생 증
것이다.
결론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에서 체중 감소가 있는 경우, 추

Model III
No weight increase

서도 본 분석 결과와 일관되게,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OR, 2.18;

감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체중 측정을 이용한 종단 연구가 필요할

Model II
No weight decrease

를 대조군으로 포함시켜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민감도 분석에

95% CI, 1.56–3.06) 및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OR, 1.59;

Model I
No weight change

감소”로 응답한 대상들을 비교군(체중감소군)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후 기능저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에서 체
중 감소가 관찰된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기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Korean J Fam Pract. 2020;10(6):436-442

이영준, 신정호. 노인의 체중 저하와 기능 저하

요약
연구배경: 고령인구에서 기능 저하는 삶의 질을 낮추고 사회-경제
적 비용을 높이는 원인이다. 본 연구는 한국 고령인구에서 체중 변
화가 기능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14년도 및 2016년도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데이터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인구 중 2014년도에 기능저하가 없었던 응답자
에서 2016년 기준 최근 1년간 체중 변화가 기능저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능저하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7가
지 설문 항목 중 한 항목 이상에서 부분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
한 경우와 전적인 도움이 필요함을 응답한 경우로 정의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체중 저하
와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저하와의 상관관계도 분석하였다.

결과: 2014년과 2016년 연속응답자 4,256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
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3.35 세였으며. 남자는 1,738명
(42.87%) 여성은 2,316명(57.13%)이었다. 이들 중 202명(4.75%)에서 기
능저하가 관찰되었다.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체중 증가는
일관되게 기능저하와 상관관계가 없었다(all P>0.05). 하지만 체중이
감소한 경우,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으로
평가한 기능저하의 발생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ll P<0.001).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노인에서 체중이 감소한 경우 기능저하 발생
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체중 감소가 있는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기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
록 보다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중심단어: 체중감소; 노인; 일상생활 수행능력; 고령화연구패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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