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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노쇠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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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Frailty is a syndrome that involves decreased reserve capacity and loss of physiological function caused 
by aging. This study was done to develop a frailty index for the Korean elderly.
Methods: The Korean frailty index 8-item questionnaire was established by a panel of experts from the Korean Geriatrics
Societ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cardiovascular health study (CHS) frailty index and the Korean frailty index were
completed for 240 men and women over 65 years visiting three selected community senior’s welfare centers from June 
2009 to August 2009. Reliability was tested by internal consistency (Cronbach's alpha) and the test-retest reliability at a
2-week interval. Validity was tested by a criterion validity comparison between the CHS frailty index and the validity index
estimated by the reliability index.
Results: Cronbach's alpha was 0.65. The range of Kappa value for each item was 0.27-0.65. The Kappa value of the 
criterion validity comparison with the CHS index for the Korean frailty index was 0.5. The validity indexes for the items 
estimated by the reliability index ranged from 0.27-0.52 to 0.65-0.81.
Conclusion: The Korean frailty index is a valid and reliable instrument. However, fine-tuning such as item-revision is needed
prior to use in the practical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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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건의료

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노인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선진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분율이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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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인구증가는 출산율 감소로 점점 낮아지고, 출생률과 사망률

이 극도로 낮아짐에 따라 전체 인구에 한 노인 인구의 

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1). 이에 따라 노쇠는 향후 증가 할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노쇠는 작은 스트레스

에도 적절한 통합된 반응을 하지 못하여 낙상, 입원, 요양원 

입소, 장애 및 사망에 이르기 쉬운 상태를 가리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기능상태의 저하와 좋지 않은 예후만으로 

노쇠를 정의하는 것은 부족하여 학자들마다 다르게 말하고 

있고, 노쇠의 정의와 측정도구 등에 해서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Braun 등2)은 “일상생활에서 실제적

으로 중요한 수행 능력과 사회적 활동 능력의 감소가 있을 

때”를 노쇠로 정의하였다. Rockwood 등3)은 “노쇠의 근본 양상

은 불안정성으로 인한 위험성이다.”라고 정의하였으며, activi- 

ties of daily living (ADL)을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사람이나 

타인에게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상으로 실질적인 

정의를 제안한 바 있다. Strawbridge 등4)은 신체, 영양 인지, 

감각의 기능 영역에 두 분야 혹은 그 이상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를 노쇠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노쇠는 노인의 의존성을 

증가시키고 낙상, 입원, 요양시설의 입소 등을 증가시켜 환자

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큰 사회적 문제로 두될 

수 있다5). 그러나 노쇠는 초기에 발견하여 중재를 가하면 

피할 수도, 연기시킬 수도 있다고 알려져 노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타당성 높은 노쇠측정도구의 개발이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6). 최근 Cardiovascular Health Study (CHS)를 

통하여 Fried 등7)은 체중 감소, 극도의 피로감, 허약, 보행 

속도 감소, 신체활동 감소 등 5가지 객관적 측정 기준을 

제시하여 3가지 이상 기준에 합당한 경우를 노쇠라고 정의하

였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노쇠의 평가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적용하였

을 때 전체 노인의 약 7%가 노쇠의 기준에 해당하였고 여자가 

더 많았다. 그리고 80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약 30%가 해당되

었으며,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1가지 이상의 ADL장애를 

가진 65세 이상의 노인에서는 28%가 노쇠에 해당되었다. 

또한, 이들은 개념상 질병 이환은 넓은 의미에서 노쇠의 

원인 인자이고, 장애는 노쇠에 따른 결과라고 노쇠와 구분을 

지었다. 노쇠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되

고 있다. 노쇠는 생물학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다차원적인 

증후군으로 알려져 있다8). 그래서 노인의학적인 임상문제나 

기능 장애 등의 여러 항목들을 합산하는 방법이나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에 근거한 알고리즘을 통하여 측정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기도 하였다9-11).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다양한 

임상 자료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측정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환자를 직접 하는 일차의료 현장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구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CHS 노쇠지표는 신체활동 측정으로 Minnesota Leisure-Time 

Physical Activities Questionnaire12)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 항목으로 잔디 깎기, 정원 손질하기 등 우리나라 노인의 

신체활동의 종류와 다른 면이 있고, 보행속도 측정과 악력 

측정 등도 우리나라 노인과 그 점수가 달라서 실제 임상에서 

적용하고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자

를 고려하면서 간단하고 짧은 시간에 측정이 가능하며, 서구

인이 아닌 우리 나라의 삶의 방식이나 체형, 운동 능력 등에 

부합되는 노쇠측정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그 동안 국내의 

노쇠에 한 연구 현황은 국내 노인을 상으로 외국의 노쇠 

평가 도구를 측정한 몇몇 연구13,14)가 있었으나, 한국형의 

노쇠측정도구는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는 한국 노쇠의 특성을 확인하며, 향후 한국 노쇠 예방 및 

관리지침 수립을 위한 기본 자료로서 활용되게 하기 위하여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한국형 노쇠측정도구를 개

발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한국형 노쇠평가 도구의 개발

한노인병학회 산하 노인기능평가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노인병전문가 회의에서 국내외에서 시행되었던 노쇠측

정 설문 문항에 한 종합적인 검토와 기존의 문헌 고찰을 

통하여 가장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8항목을 선정하였다. 

1) 항목 구성

한국형 노쇠측정도구의 항목은 임상적인 사용의 용이성

을 위해서 전반적인 건강상태(입원 횟수 및 주관적 건강상

태), 약물사용, 영양상태(체중감소), 감정상태(우울), 실금 

여부, 보행능력, 의사소통(시청력)의 장애 등의 8개 항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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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였다.

2) 항목 반응

각 항목의 척도는 임상적인 편의성과 간결성을 위하여 

‘0’점과 ‘1’점의 이분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항목별 가중치는 

두지 않았다.

3) 항목 어휘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력이 없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어휘를 사용하고 일반 용어를 사용하려고 노력

하였다.

2.   상

서울시 소재 성동구, 관악구, 중구 등3곳의 복지관에 등록

된 65세 이상 한국인으로 본 연구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265명(신림복지관 138명, 성동복지관 53

명, 중구유락복지관 74명)을 상으로 하였다. 2009년 6월부

터 8월까지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설문 검사의 상

자는 개개의 설문을 듣고 이해하고, 본인의 의사 로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국한하였다. 제3자의 도움이나 

다른 증상(가령 숨이 차거나 어지러움, 시각장애 등의 기동성

을 제한하는 제 증상)이 있어 독립적 기립 및 보행이 10 m 

이내인 노인은 제외하였다. 그러나 시력 혹은 학력 등의 이유로 

글을 읽고 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제삼자의 도움 즉, 질문 

문항을 신 읽어주고, 답안에 신 표시해 줄 수 있는 경우는 

설문지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상으로 인정하였다. 파킨슨병 

환자, 뇌졸중의 과거력, Korean Mini-mental Status Examina- 

tion (K-MMSE) 점수 18점 이하의 치매 환자, 치매약물이나 

항우울제 복용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총 265명 중 연령이 65세 미만인 9명과 뇌졸중의 과거력이 

있는 16명(남자 9명, 여자 7명)을 제외한 240명을 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전 과정을 한양 학교병원 임상시

험심사위원회(IRB)의 허락을 득하여 시행하였다.

3. 연구 시행

한국형 노쇠측정도구 및 일반적인 특성과 함께 다음의 

도구들을 평가하였으며, 1차 조사 2주 후 재측정하였다.

1) CHS 노쇠지표

Fried가 제안한 로 체중 감소, 활력의 감소, 신체활동 

감소, 보행속도 감소, 악력 감소 5가지 항목 중 3가지 이상의 

소견이 양성일 경우 노쇠(frail)로 정의하였고, 1-2가지 소견

이 양성일 경우는 노쇠 전단계(pre-frail) 그리고 위의 소견이 

모두 보이지 않을 경우 건강단계(robust)로 분류하였다.

(1) 체중감소: 지난 1년간 의도하지 않은 4.5 kg (혹은 체중

의 5%) 이상의 감소로 정의하였다.

(2) 활력감소: “모든 일들에 해 힘든 느낌이 들었습니

까?” 혹은 “도무지 해나갈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까?”라

는 질문에 한가지라도 일주일에 3일 이상인 경우를 1점, 

그 미만인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하여 평가하였다.

(3) 신체활동 감소: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국제적으로도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받은 단문형 International Physical 

Acitivity Questionnare15)를 바탕으로 일주일간의 소비 칼로

리를 계산하여, 남자군과 여자군으로 분리하여 각각 하위 

20%에게 1점을 주었다.

(4) 보행속도 감소: 4.5 m 걷는 속도를 측정하고 성별과 

키를 보정하여 하위 20%에게 1점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6 m를 상자 스스로 선택한 편안한 보행속도로 걷게하여 

처음과 끝의 1.5m를 제외한 4.5m를 걷는 시간을 2회 측정하

여 기록한 수치 중 빠른 값을 선택하였다.

(5) 악력 감소: 성별과 체질량지수를 보정하여 측정치의 

하위 20%에게 1점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악력계(JAMAR 

hydraulic hand dynamometer; Sammons Preston, Boling- 

brook, IL, USA)를 이용하여 악력계 손잡이를 잡고 팔을 곧게 

펴서 아래로 떨어뜨린 후 악력계가 몸에 닿지 않도록하고 

양측을 각 2회씩 측정하여 각각의 평균을 내어 가장 높은 

값으로 하였다. 단위는 kg으로 하였다. 

2) 기능상태 평가

기능 상태의 평가는 노인기능평가를 위해 한국 실정에 

맞게 개발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한 바 있는 한국형 

일상생활활동지표(Korean Activities of Daily Living)와 한국

형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지표(Korean Instrument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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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Daily Living)를 활용하였다16,17).

3) 정서 및 인지기능 상태 평가

인지기능 평가는 K-MMSE를 이용하였다18). K-MMSE는 

11문항으로 시간에 한 지남력 5점, 장소에 한 지남력 

5점, 기억등록 3점과 주의집중 및 계산능력 5점, 회상력 

3점, 언어력 8점 및 시공간 구성력 1점으로 이루어지며, 

총점은 3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낙상

원인과 상관없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넘어져 신체가 

땅에 닿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낙상의 횟수는 지난 6개월 

간 경험한 횟수로 하였다.

5) Timed Up and Go test

Timed Up and Go test는 기능적인 운동능력의 측정에 

있어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되어 있는 검사로서, 검사방법

은 높이 46 cm의 표준형 의자를 준비하고 그 의자의 3 m 

전방에 반환점을 바닥에 설치하였다. 피검자는 표준형 의자

에 앉아 있다가 검사자의 출발신호와 함께 일어선 후 최 한 

빨리 걸어가서 반환점을 180° 돌아선 다음 최 한 빨리 다시 

걸어와 의자에 앉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다19).

4. 자료 리  통계 분석

한국형 노쇠측정도구의 신뢰도는 검사-재검사법과 내적 

일치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타당도 검정은 CHS 노쇠지

표를 황금기준으로 삼아 평가하였으며, 또한 검사-재검사법

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계수를 이용하여 타당도 계수를 추정

하였다. 첫 번째 측정과 두 번째 측정(X1, X2)에서 상자들에

서 파악된 측정치들의 오차의 분산이 동일하고 참값(T)과 

상자 측정오차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으며, 두 측정에 한 

상자 측정오차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면, 참값에 

한 검사-재검사법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계수를 이용하여 

타당도 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재검사시 

측정도구에 한 환자의 이해도 차이, 측정환경 차이 등으로 

인하여, 두 차례의 측정에서 무작위로 발생하는 상자의 

측정오차를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재검사법

의 다른 가정은 만족시키지만, 상자 측정 오차의 분산이 

동일하지 않을 때(σ2
E1≠σ2

E2) 사용되는 아래 식을 이용하

여 타당도 계수의 범위를 구하였다20). 

X1X2TXXX ρρρ pp 121

(ρTX1, ρTX2: 측정도구의 타당도 계수, ρX1X2: 두 측정도

구의 측정-재측정 신뢰도 계수)

결   과

1. 연구 상자들의 일반  특성

연구 상자의 평균 연령은 남자 75.5±5.4세, 여자 73.5 

±6.2세였다. 신장은 남자가 더 크고 체중도 남자가 더 무거웠

으나,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여자에서 더 

높았다. 혈압과 ADL은 남녀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K-MMSE

와 교육수준은 남자에서 점수가 더 높았고 음주와 흡연의 

비율도 남자에서 높았다. CHS 노쇠지표에 따라 분류한 노쇠

노인은 전체 노인 중 11.7%, 노쇠 전 단계는 38.8%, 정상 

노인은 49.6%였다(Table 1).

2. 타당도

1)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곡선을 통한 

평가

한국형 노쇠측정도구의 점수는 남자 2.4±1.7점, 여자 

3.3±1.8점으로서 총 3.0±1.8점이었다. CHS 노쇠지표와 한

국형 노쇠측정도구의 ROC 곡선을 통하여 한국형 노쇠측정도

구의 노쇠와 노쇠 전단계의 cut-off점을 정하였다(Fig. 1). 노쇠

의 cut-off점은 4.5점에서 민감도 82.1%, 특이도 86.8%이었

고, 노쇠 전단계의 cut-off점은 2.5점에서 민감도 74.2%, 특이

도 63.9%이었다. 그리하여 노쇠는 남자 5명(7.5%), 여자 46명

(26.6%)으로서 총 51명(21.3%)이었고, 노쇠 전 단계는 남자 

27명(40.3%), 여자 62명(35.8%)으로서 총 89명(37.1%)이 

해당되었다(Table 2).

2) 황금 기준을 이용한 타당도 검정

CHS 노쇠지표를 황금기준으로 하여 한국형 노쇠측정도 

구의 타당도를 환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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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stribution of frailty by Korean frailty indicator

Total
(n=240)

Female
(n=177)

Male
(n=68) p-value

Frail  51 (21.3) 46 (26.6)  5 (7.5)
<0.01Prefrail  89 (37.1) 62 (35.8) 27 (40.3)

Robust 100 (41.7) 65 (37.6) 35 (52.2)
Total score   3.06±1.88  3.30±1.88  2.45±1.76 <0.0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SD.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Total (n=240) Female (n=173) Male (n=67) p-value*

Age (yr)  74.0±6.0  73.5±6.2  75.5±5.4 0.02
Height (cm) 154.3±.9 150.9±5.8 163.0±5.3 <0.01
Weight (kg)  57.9±9.2  56.4±9.2  61.9±7.9 <0.01
BMI  24.3±3.2  24.7±3.4  23.2±2.5 <0.01
Blood pressure (mmHg) Systolic 132.5±19.7 133.3±20.1 131.3±19.9 0.58

Diastolic  77.2±10.2  77.2±10.2  77.9±10.5 0.72

K‐MMSE  26.0±3.4 25.73±3.8 26.56±2.6 0.03
ADL  19.5±1.4 19.62±1.2 19.50±1.7 0.54
Alcohol No 198 (83.5) 163 (95.3)  35 (53) <0.01

Yes  39 (16.5)   8 (4.7)  31 (47)
Smoking No 222 (92.5) 167 (96.6)  55 (82.1) <0.01

Yes  18 (7.5)   6 (3.5)  12 (17.9)
Family member (Housemates) Alone  91 (37.9)  72 (41.6)  19 (28.4) <0.01

Spouse  75 (31.3)  37 (21.4)  38 (56.7)
Offspring  70 (29.2)  61 (35.3)   9 (13.4)
Etc.   4 (1.7)   3 (1.7)   1 (1.5)

Education level (Graduation) Uneducated  50 (20.9)  43 (25)   7 (10.5) <0.01
Primary school  96 (40.2)  78 (45.4)  18 (26.9)
Middle school  43 (18.0)  25 (14.5)  18 (26.9)
High school  35 (14.6)  22 (12.8)  13 (19.4)
University  15 (6.3)   4 (2.3)  11 (16.4)

CHS 
Frailty index

Robust 119 (49.6)  83 (48)  36 (53.7) 0.61
Prefrail  93 (38.8)  68 (39.3)  25 (37.3)
Frail  28 (11.7)  22 (12.7)   6 (9)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SD.
K‐MMSE, Korean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CHS, Cardiovascular Health Study; BMI, body mass index.
*p-value by t‐test, chi-square test.

(1) 노쇠 여부의 타당도

CHS 노쇠지표와 한국형 노쇠측정도구의 지표 사이의 

노쇠 여부에 한 일치도를 나타내는 Kappa 값은 0.50이었다

(Table 3). 민감도는 82.1%, 특이도는 86.8%이었으며, 양성

예측도 45.1%, 음성예측도 97.4%이었다.

(2) 노쇠 전단계 여부의 타당도

CHS 노쇠지표와 한국형 노쇠측정도구의 지표 사이의 

노쇠 전단계 여부에 한 일치도를 나타내는 Kappa 값은 

0.32이었다. 민감도는 66.2%, 특이도 67.3%이었으며, 양성

예측도 56%, 음성예측도 76%이었다(Table 4).

3) 검사-재검사를 통한 각 문항별 타당도 계수

검사-재검사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를 이용하여 타당도 

계수를 추정하였다. 타당도 계수의 범위는 각 문항별로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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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curve for the Korean 
frailty indicator as a predictor of frail and prefrail according to Car-
diovascular Health Study criteria in the Korean elderly.

 

Table 3. Comparison of Korean frailty indicator with CHS frailty index on “frail”

CHS frailty index
Kappa

Frail Not frail Total

Korean frailty indicator Frail 23 (45.1)  28 (54.9)  51 (100)
0.50Not frail 5 (2.6) 184 (97.4) 189 (100)

Total 28 (11.7) 212 (88.3) 240 (1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Not frail, pre‐frail and robust; CHS, Cardiovascular Health Study.

0.52에서 0.65-0.81까지 나타났다(Table 5). “현재 본인의 

건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의 타당도 계수는 

0.27-0.52, “최근 옷이 헐렁할 정도로 체중이 감소했습니

까?” 항목의 타당도 계수는 0.26-0.51 로 높지 않게 나타났다. 

3. 신뢰도 검정

연구 상자를 상으로 1차 조사 시행 후 2주 후에 동일한 

한국형 노쇠측정도구 설문지를 다시 작성하게 하여 얻은 

검사-재검사법의 문항별 Kappa값은 0.27-0.65이었고(Table 

5), 도구 전체의 Kappa 값은 0.42이었다(Table 6). 그리고 

한국형 노쇠측정도구 8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alpha값이 0.65이었다.

고   찰

한국형 노쇠측정도구의 항목의 선정은 한노인병학회 

산하 노인기능평가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노인병전문가 회

의를 통하여 개발하였다. 노쇠측정도구는 신체적인 측정과 

설문을 통하여 측정하는 Physical phenotype과 복합적인 여

러 영역에 한 설문과 측정을 통하여 측정하는 Multi-do-

main phenotype의 노쇠측정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도구는 측정시간이 비교적 짧고 측정하기 용이한 점 등 

임상적인 편의성이 높은 Multi-domain phenotype의 형태로 

개발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노쇠측정도구로

서 인지상태, 감정상태, 동기부여, 의사소통, 운동과 균형능

력, 실금 여부, ADL, 영양, 사회적 자원, 동반질환 등을 통하여 

노쇠를 측정하는 Rockwood 등이 개발한 Frailty Index21), 

Mitnitski 등22)이 포괄적 노인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개발한 

20항목으로 구성된 노쇠측정도구, Jones 등23)이 포괄적 노인

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Frailty Index 

based upon the Comprehensive Geriatrics Assessment, Rolf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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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Korean frailty indicator with CHS frailty index on “pre‐frail”

CHS frailty index
Kappa

Pre‐frail Robust Total

Korean frailty indicator Pre‐frail 47 (56.0)  37 (44.0)  84 (100)

0.32 Robust 24 (24.0)  76 (76.0) 100 (100)

 Total 71 (38.6) 113 (61.4) 184 (1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CHS, Cardiovascular Health Study.

Table 5. Validity index and test-retest reliability of Korean frailty indicator by category

Categories
Kappa

Validity index*

Total Male Female

1. Hospital admission 0.65 0.53 0.70 0.65‐0.80
2. Self assessment of health status 0.27 0.42 0.22 0.27‐0.52
3. Polypharmacy 0.61 0.55 0.63 0.61‐0.78
4. Weight loss 0.26 0.51 0.19 0.26‐0.51
5. Depressive mood 0.48 0.71 0.41 0.48‐0.69
6. Incontinence 0.43 0.53 0.41 0.43‐0.66
7. Timed Up & Go test 0.65 0.52 0.70 0.65‐0.81
8. Visual or auditory problem 0.54 0.57 0.53 0.54‐0.73
*Validity index is presented as lower limil-upper limit

Table 6. Reliability of Korean frailty indicator by test‐retest method

Re‐test
Kappa

Frail Prefrail Robust Total

Test  Frail 21 (48.8) 16 (37.2)  6 (14.0)  43 (100)
0.42Prefrail 9 (12.7) 30 (42.3)  32 (45.1)  71 (100)

 Robust     0 8 (9.9)  73 (90.1)  81 (100)
 Total    30 (15.4) 54 (27.7) 111 (56.9) 240 (1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등24)이 개발한 8항목으로 구성된 Edmonton Frail Scale, 그리

고 Steverink 등25)이 육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신적 영역의 

15항목으로 구성한 Groningen Frailty Indicator 등의 노쇠측

정 설문 문항에 한 종합적인 검토와 기존의 문헌고찰을 

통하여 가장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전반적인 건강상태(입원 

횟수 및 주관적 건강상태), 약물사용, 영양상태(체중감소), 

감정상태(우울), 실금 여부, 보행능력, 의사소통 (시청력)의 

장애 등의 8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한국형 노쇠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두 가지 방법으로 평가

하였다. 첫째 방법은 내적 일치도법으로서 Cronbach’s alpha

값이 0.65로서 내적 일치도가 낮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방법은 2주의 간격을 둔 검사-재검사법을 이용하였

다. 문항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0.42로 중등도의 신뢰도를 

보였고, 각 문항별 신뢰도 계수는 0.27-0.65로 중등도의 내적 

일관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설문항목 중 “현재 본인의 

건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와 “최근 옷이 헐렁할 정도

로 체중이 감소했습니까?”의 신뢰도계수가 0.4 이하로 나타

났으며, 남녀의 신뢰도 계수를 비교하였을 때 두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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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의 신뢰도 계수는 모두 0.4 이상이었으나, 여성의 

신뢰도계수는 0.4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문항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문항이 의도하는 바가 상자에게, 특히 

여성노인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상자들이 검사와 재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에 본인의 건강상태나 체중감소에 한 설문에 하여 

질문 받은 바로 그 시점의 상태를 연구자에게 즉흥적으로 

전달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남성에 비하여 

건강상태가 나쁘고 변화가 많은 여성에서 ‘본인의 건강’이나 

‘옷이 헐렁할 정도’와 같이 시점에 따라 변화가 있거나, 모호

한 표현에 의해 신뢰도가 낮게 나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뢰도가 낮은 설문 문항이 포함된 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생각되며, “현재 본인의 건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은 질문의 시점과 기간을 보다 구체적

으로 최근 한 달간과 같이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최근 옷이 헐렁할 정도로 체중이 감소했습니까?” 

문항도 “최근 1년간 5 kg 이상의 체중 감소가 있습니까?”와 

같이 기간과 구체적인 체중 감소의 정도를 제공하는 것이 

신뢰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된다. 이는 

논의와 고찰 과정을 거쳐 문항을 수정하여 재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설문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항목의 신뢰도 계수는 0.4 이상으

로 나타나 신뢰도가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제안된 표준화된 기준치가 없는 상황

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노쇠측정도구의 타당도

를 CHS 노쇠지표를 황금기준으로 하여 검증하는 방법과 

검사-재검사법을 이용하여 타당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

하였다. CHS 노쇠지표를 황금기준으로 하여 한국형 노쇠측

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정하였을 때 노쇠 여부에 한 Kappa 

값은 0.50 이었고, 특히 음성예측도는 97.4%로 나타나 한국

형 노쇠측정도구에서 노쇠가 아니라고 판정하면 CHS 노쇠

지표의 기준에 의해서도 노쇠가 아닐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노쇠 전단계 여부의 타당도 평가에서는 Kappa 

값은 0.32로 타당도가 높지 않았다. 검사-재검사법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계수를 이용하여 타당도 계수를 추정하였다. 

타당도계수는 신뢰도계수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므로 신뢰

도계수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한국형 노쇠측정도구

를 통하여 측정한 노쇠는 전체 노인 중 21.3%, 남자 상자의 

7.5%, 여자 상자의 26.6%로서 여자에서 상 적으로 노쇠

가 많이 관찰되었다. CHS 노쇠지표에 따라 분류한 노쇠노인

은 전체 노인 중 11.7%, 남자 상자의 9%, 여자 상자의 

12.7%인 것에 비교하여도 특히 여성에서 노쇠가 많이 관찰

되었다. CHS에서도 여성에서 노쇠가 더 호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쇠 뿐만 아니라, 낙상도 노인 인구에서 

여성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6,27).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근육량, 근력 등이 더 적은 것, 근육감

소(sarcopenia)가 잘 오는 것 등 여성노인이 남성노인 보다 더 

허약한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유럽, 캐나다, 미국의 Geriatric Advisory Panel에서는 노쇠

는 장애의 이전 단계이며, 장애는 노쇠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결과이므로 노쇠측정도구에 포함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

다8).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쇠 측정 항목에 장애를 평가

하는 도구는 사용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한국형 노쇠측정도구는 

신뢰할 만하고 타당성이 있는 도구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

로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았던 항목인 건강상태 

인식과 체중감소에 해서는 수정과 보완과정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한국형 노쇠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한노인병학회 산하 노인기능평가연구

회를 중심으로 설문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 상 지역이 서울지역으로 국한되어 전국적인 노인을 

표할 수 없다는 점이 있다. 이는 전국적인 지역을 포함하는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노인들을 상으로 노쇠 위험도를 예측하게 

하여 향후 노쇠 예방에 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나아가 

진단과 치료 방법 개발에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노쇠를 다루기 위해서는 노쇠 관련 요인들의 복잡성과 각 

요인들에 한 중재를 통하여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한국형 노쇠측정도구를 이용하

여 한국 노인들에서 노쇠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이를 교정함으로써 노쇠로 인한 와병, 기능 소실 등의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여 노인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독립

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 한다.

요   약

연구배경: 노쇠는 노인의 의존성을 증가시키고 낙상, 입원, 

요양시설의 입소 등을 증가시켜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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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큰 사회적 문제로 두될 수 있다. 한국 노인을 

상으로 노쇠의 특성을 확인하며,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한국판 노쇠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방법: 노인병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한국형 노쇠측정도구 

8항목을 선정하였다. 서울시 소재 3곳의 복지관에 등록된 

65세 이상의 노인을 상으로 2009년 6월부터 8월까지 현지를 

방문하여 한국형 노쇠측정도구, CHS 노쇠지표, 한국형 일상생

활활동 지표, 한국형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지표, K-MMSE, 

Timed Up and Go test를 측정하였다. 1차 조사 2주 후 재측정하

였다.

결과: 연구 상자의 평균 연령은 남자 75.5±5.4세, 여자 

73.5±6.2세였다. CHS 노쇠지표에 따라 분류한 노쇠 노인은 

전체 노인 중 11.7%, 노쇠 전 단계는 38.8%, 정상 노인은 

49.6%였다. 한국형 노쇠측정도구의 점수는 남자 2.4±1.7점, 

여자 3.3±1.8점으로서 총 3.0±1.8점이었다. CHS 노쇠지표

와 한국형 노쇠측정도구의 ROC곡선을 통하여 한국형 노쇠측

정도구의 노쇠 cut-off점은 4.5점, 노쇠 전단계의 cut-off점은 

2.5점이었다. CHS 노쇠지표와 한국형 노쇠측정도구의 지표 

사이의 노쇠 여부에 한 Kappa값은 0.50 노쇠 전단계 여부에 

한 Kappa값은 0.32이었다. 검사-재검사에 의해 산출된 신뢰

도계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타당도계수는 각 문항별로 0.27- 

0.52에서 0.65-0.81까지 나타났다. 검사-재검사법을 이용한 

신뢰도 검정에서 문항별 Kappa값은 0.27-0.65이었고, 도구 

전체의 Kappa값은 0.42이었다. 그리고 한국형 노쇠측정도구 

8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alpha값이 0.65이었다.

결론: 한국형 노쇠측정도구는 신뢰할 만하고 타당성이 

있는 도구이다 그러나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은 

건강상태 인식과 체중감소에 한 항목은 추가적인 수정과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Population projections for Korea. Daejeon: 
Statistics Korea; 2006. 

 2. Braun JV, Wykle MH, Cowling WR 3rd. Failure to thrive 
in older persons: a concept derived. Gerontologist 1988; 
28:809-12.

 3. Rockwood K, Fox RA, Stolee P, Robertson D, Beattie 
BL. Frailty in elderly people: an evolving concept. CMAJ 
1994;150:489-95.

 4. Strawbridge WJ, Shema SJ, Balfour JL, Higby HR, Kaplan 
GA. Antecedents of frailty over three decades in an older 
cohort. J Gerontol B Psychol Sci Soc Sci 1998;53:S9-16.

 5. Fried LP, Ferrucci L, Darer J, Williamson JD, Anderson 
G. Untangling the concepts of disability, frailty, and co-
morbidity: implications for improved targeting and care. 
J Gerontol A Biol Sci Med Sci 2004;59:255-63. 

 6. Hardy SE, Dubin JA, Holford TR, Gill TM. Transitions 
between states of disability and independence among older 
persons. Am J Epidemiol 2005;161:575-84.

 7. Fried LP, Tangen CM, Walston J, Newman AB, Hirsch 
C, Gottdiener J, et al. Frailty in older adults: evidence 
for a phenotype. J Gerontol A Biol Sci Med Sci 2001;56: 
M146-56.

 8. Abellan van Kan G, Rolland Y, Bergman H, Morley JE, 
Kritchevsky SB, Vellas B. The I.A.N.A Task Force on 
frailty assessment of older people in clinical practice. J 
Nutr Health Aging 2008;12:29-37.

 9. Rockwood K, Song X, MacKnight C, Bergman H, Hogan 
DB, McDowell I, et al. A global clinical measure of fitness 
and frailty in elderly people. CMAJ 2005;173:489-95.

10. Stuck AE, Siu AL, Wieland GD, Adams J, Rubenstein 
LZ. Com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 a meta-analysis 
of controlled trials. Lancet 1993;342:1032-6.

11. Charlson ME, Pompei P, Ales KL, MacKenzie CR. A 
new method of classifying prognostic comorbidity in longi-
tudinal studies: development and validation. J Chron Dis 
1987;40:373-83.

12. Taylor HL, Jacobs DR Jr, Schucker B, Knudsen J, Leon 
AS, Debacker G. A questionnaire for the assessment of 
leisure time physical activities. J Chronic Dis 1978;31:741-55.

13. Ma SH, Jeung KY, Hong SH, Shim EY, Yoo SH, Kim 
MY, et al. Correlation between frailty level and disability 
of the elderly and frailty related factors. Korean J Fam 
Med 2009;30:588-97.

14. Kim WS, Shin HI. Usefulness of the frailty and modified 
barthel indexes in the assessment of care grades in geriatric 
long-term care service. J Korean Geriatr Soc 2008;12:207-14.

15. Oh JY, Yang YJ, Kim BS, Kang JH. Validity and reliability 
of Korean version of 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 
tionnaire (IPAQ) short form. J Korean Acad Fam Med 
2007;28:532-41.

16. Won CW, Yang KY, Rho YG, Kim SY, Lee EJ, Yoon 
JL, et al. The development of Korean Activities of Daily 
Living (K-ADL) and Korea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K-IADL) scale. J Korean Geriatr Soc 2002;6:107- 
20.



Hwan Sik Hwang, et al: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Korean Frailty Index

200  J Korean Geriatr Soc 14(4) December 2010

17. Won CW, Rho YG, SunWoo D, Lee YS.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Korea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K-IADL) scale. J Korean Geriatr Soc 2002;6:273- 
80.

18. Kang Y, Na DL, Hahn S. A validity study on the 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in dementia 
patients. J Korean Neurol Assoc 1997;15:300-8.

19. Podsiadlo D, Richardson S. The timed "Up & Go": a 
test of basic functional mobility for frail elderly persons. 
J Am Geriatr Soc 1991;39:142-8.

20. Armstrong BK, White E, Saracci R. Principles of exposure 
measurement in epidemi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 78-114.

21. Rockwood K, Stadnyk K, MacKnight C, McDowell I, 
Hébert R, Hogan DB. A brief clinical instrument to classify 
frailty in elderly people. Lancet 1999;353:205-6.

22. Mitnitski AB, Graham JE, Mogilner AJ, Rockwood K. 

Frailty, fitness and late-life mortality in relation to chrono-
logical and biological age. BMC Geriatr 2002;2:1.

23. Jones DM, Song X, Rockwood K. Operationalizing a 
frailty index from a standardized com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 J Am Geriatr Soc 2004;52:1929-33.

24. Rolfson DB, Majumdar SR, Tsuyuki RT, Tahir A, Rock- 
wood K.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Edmonton Frail 
Scale. Age Ageing 2006;35:526-9.

25. Steverink N, Slaets JPJ, Schuurmans H, Lis van M. Measu- 
ring Frailty. Development and testing of the Groningen 
Frailty Indicator (GFI) Gerontologist 2001;41:236-7.

26. Berg WP, Alessio HM, Mills EM, Tong C. Circumstances 
and consequences of falls in independent community- 
dwelling older adults. Age Ageing 1997;26:261-8.

27. Dyer CA, Watkins CL, Gould C, Rowe J. Risk-factor 
assessment for falls: from a written checklist to the penless 
clinic. Age Ageing 1998;27:569-72.



황환식 외: 한국형 노쇠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도 조사

J Korean Geriatr Soc 14(4) December 2010  201

별첨 1. 한국형 노쇠측정도구

번호 항목 0점 1점

1 최근 1년간 병원에 입원한 횟수는? 없다 1회 이상

2 현재 본인의 건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좋다 나쁘다

3 정기적으로 4가지 이상의 약을 계속 드십니까?* 아니오 예

4 최근 1년간 옷이 헐렁할 정도로 체중이 감소했습니까? 아니오 예

5 최근 한 달동안 우울하거나 슬퍼진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가끔 이상

6 최근 한 달동안 소변이나 변이 저절로 나올 때가(지릴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오 가끔 이상

7 Timed Up & Go test 10초 이하 10초 초과

8 일상생활 중에 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거나,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정상 이상

*한약 포함

별첨 2. 단문형 International Physical Acitivity Questionnare

다음 설문은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신체활동에 해 알아보고자 만들어 졌습니다. 설문은 지난 7일간 귀하가 신체활동에 

소모한 시간에 해 물을 것입니다. 귀하 스스로 활동적이지 않다고 생각되시더라도 각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집에서 하는 활동,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하는 활동, 여가 시간에 시행하는 활동, 운동 또는 스포츠 모두를 

포함하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지난 7일간 하신 모든 격렬한 활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격렬한 신체활동이란 힘들게 움직이는 활동으로서 

평소보다 숨이 훨씬 더 차게 만드는 활동입니다. 한 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지속한 활동만을 생각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난 7일간 무거운 물건 나르기, 달리기, 에어로빅, 빠른 속도로 자전거 타기 등과 같은 격렬한 신체 활동을 며칠간 

하였습니까?

  일주일에 ___________ 일

  □ 격렬한 신체활동 없었음 ☞ 3번으로 가세요

2. 그런 날 중 하루에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면서 보낸 시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_______________ 시간 _______________ 분

   □ 모르겠다/확실하지 않다

   귀하가 지난 7일간 하신 모든 중간 정도 신체활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 정도 신체활동이란 중간 정도 힘들게 

움직이는 활동으로서 평소보다 숨이 조금 더 차게 만드는 활동입니다. 한 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지속한 활동만을 

생각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3. 지난 7일간, 가벼운 물건 나르기, 보통 속도로 자전거 타기, 복식 테니스 등과 같은 중간 정도 신체 활동을 며칠간 

하였습니까? 걷기는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_________ 일

   □ 중간 정도 신체활동 없었음 ☞ 5번으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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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런 날 중 하루에 중간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며 보낸 시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_______________ 시간 _______________ 분

   □ 모르겠다/확실하지 않다

   지난 7일간 걸은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이나 집에서, 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걸은 것 뿐만 아니라, 오락 

활동, 스포츠, 운동, 여가 시간에 걸은 것도 포함됩니다.

5. 지난 7일간, 한 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걸은 날이 며칠입니까?

   일주일에 _________일

   □ 걷지 않았음. ☞ 7번으로 가세요.

6. 그런 날 중 하루에 걸으면서 보낸 시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_______________ 시간 _______________ 분

   □ 모르겠다/확실하지 않다.

   다음 질문은 지난 7일간 주중에 앉아서 보낸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직장과 집에서 학업이나 여가 시간에 

앉아서 보낸 시간이 포함됩니다. 또한 책상에 앉아 있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독서할 때 앉거나, 텔레비전을 앉아서 

또는 누워서 시청한 시간이 포함됩니다.

7. 지난 7일간, 주중에 앉아서 보낸 시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_______________ 시간 _______________ 분

   □ 모르겠다/확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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