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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노인의 허약수준 및 사회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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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alence and Social Correlates of Frailty Among Rural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Gyeong-Suk Jeon, PhD, Sook Hee Cho,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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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Frailty, a multidimensional geriatric syndrome, confers a high risk of falls, disability, hospitalization, and 
mortality. The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frailty in older people dwelling in rural communities are unknown.
Methods: We examined frailty, as defined by the Korean Geriatric Society, and social correlates among rural community-
dwelling older adults (n=419) aged 65 or older.
Results: The prevalence of frailty and prefrailty was 11.5% and 38.7%, respectively. Among eight frailty criteria, the 
prevalence of multiple medications was highest (57.3%), while self-rated health as “unhealthy” was the second highest 
(45.1%). In contrast, the prevalence of exhaustion was the lowest (10%) among the eight frailty criteria. The prevalence 
of frailty was 12.6% among women and 6.3% among men (p=0.02). Uneducated older adults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prevalence of frailty (13.1%) than any other educational groups (6.3-9.2%). In addition, older adults with high 
social support showed lower frailty than the other groups. After adjustment for other factors; however, a lack of social 
support (odds ratio for frailty, 1.98; 95% confidence interval, 1.14-3.44)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odds of frailty.
Conclusion: Frailty is not uncommon among rural community-dwelling old men and women in Korea. In the rural 
community, females with a lack of social support might be at a higher risk of frailty, as those were two of the stron-
gest risk factors discovered in this study. This study calls for more interest and concern for the frail older adults with 
a lack of social support in rur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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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허약은 노화와 함께 동반되는 다면적인 노인성 증후로1) 생

리적 보유력의 감소, 다양한 기관의 기능 약화 및 항상성 유지 

능력의 제한 등으로 인해 취약성이 증가한 상태라고 정의한다2). 

이러한 허약은 낙상 및 장애의 주요 위험 요인이며 결국 입원 

및 장기요양과 같은 부정적 건강 결과를 초래하며3,4), 지역사

회 거주 노인의 주요 사망 원인이기도 하다5). 따라서 고령화

로 인한 허약 노인의 증가는 임상적 관점에서 중요하며, 허약

으로 인한 장기요양 필요 및 보건의료 비용의 증가 등 사회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6). 급부상하고 있는 허약 노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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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예방 전략과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

해서는 정확한 허약 인구 규모를 파악하고 허약 인구집단이 

갖는 특성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및 유럽국가들을 포함한 21개의 서구사회 국가들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허약 유병률은 신체적 표현형의 허약의 개념

에 근거한 경우에는 평균 9.9% (95% CI, 9.6-10.2)였으며, 포

괄적 허약의 개념에 기초한 연구의 경우 평균 13.6% (95% CI, 

13.2-14.0)였다7). 우리나라 노인의 허약 유병률의 경우 Fried

의 표현형 허약판정기준을 사용했을 때 8.3-11.7%였으며6,8), 

대한노인병학회의 한국형 포괄적 허약측정도구를 사용한 연

구에서는 4.5-7.7%였다9,10).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허약 노

인의 규모를 파악한 연구들이 드물며, 이 조차도 측정방법이 

상이하고 연구 대상자는 도시 노인 또는 병원 외래 방문자들

에 국한되어 있어 농촌 등 다양한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허약 

유병률 수준에 대한 정보가 여전히 미흡하다.

국내·외의 기존 연구들을 통해, 허약은 복합만성질환, 일상

생활 기능 제한, 인지기능 제한 등의 질환과 관련이 있으며11,12), 

고령, 여성, 미혼 및 사별인 경우, 낮은 교육 수준 및 소득 

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3,6-12).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 대상자들은 도시 노인에 

국한하여 이루어졌기에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허약 관련 특성

들이 농촌지역 노인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이는지 확인 작업이 

요구된다. 한편 최근의 국외 연구들은 신체적, 기능적 영역에 

국한되었던 초기의 허약 개념에서 벗어나 정신적, 사회적 영역

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허약의 개념의 중요성을 제시하였

다13,14). Woo 등13)은 허약 노인에서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적 

네트워크가 취약함을 확인한 바 있으며, Whitson14)은 노인에

게 사회정서적 지지가 저하될 경우 허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국내의 경우 도시 노인을 대상으로 한 Jeon 등10)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낮은 노인에서 허약 위험이 높음이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요인들과 허약에의 관

련성 및 그 기전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지역 및 

환경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허약 노인에 관련된 사회적 요

인에 관한 지속적 연구를 통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도 특히 농촌지역은 노인 인구의 양적인 증가 및 노인 인구의 

구성 변화가 도시에 비해 크다.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

르면, 전국 읍·면 지역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지역이 2010년 기준으로 81.7%이며, 노인 중에

서도 초고령 노인, 여성 노인, 독거 노인의 비율이 도시에 비해 

높다. 농촌 노인의 건강 수준 역시 도시 노인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감지된다. 농촌 노인은 도시 노인에 비해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낮았으며, 규칙적 운동 실천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게다가 이러한 도·농간의 노인 건강 격차는 2005-2010

년 사이에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14).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허약 정도

와 허약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

으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비교가 가능하고 지역사회에서 

사용 가능한 대한노인병학회의 포괄적 허약측정도구를 사용

하여 첫째, 농촌 노인의 허약 유병률 및 허약의 8가지 항목별 

유병률을 확인하고,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인구사회학적 특성

에 사회적 지지 특성을 추가하여 허약과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탐색을 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상

조사 대상 표본 수는 전라남도 일개 군에 거주하는 65세 이

상 노인(2012년 현재 14,482명) 중 약 3%인 약 440명을 선정

하였다. 조사 대상 선정은 조사의 용이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편의 추출하였지만 지역의 읍·면 단위에 거주하는 노인의 분

포를 고려하였다. 따라서 읍에 소재한 보건소의 보건소 방문자 

및 읍 지역 거주노인과 면 단위 보건진료소 3개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단, 본 연구는 기존 연구

에서 지역사회 거주노인의 허약 유병 수준을 측정할 때 사용했

던 대상자 제외기준을 적용하였다. 즉 (1)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

애로 인해 악력 및 장애로 인해 악력 및 민첩성(time up and 

go test) 등의 운동 능력 측정이 불가능한 노인, (2)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만큼 심한 감각 손실이 있거나, (3) 뇌졸중 등으로 

인해 심한 인지 및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노인, (4) 말기질환이 

있는 노인은 처음부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자는 조사 대상자 438명 중 65세 미만 조사자(8명), 교육 

수준, 우울 등 일부 문항에서의 결측 응답자(11명)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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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19명(남성 79명, 여성 340명)이다. 본 연구 조사는 목포대

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과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받

아 이루어졌다.

2. 방법

1) 허약의 측정 및 판정 기준

허약의 측정은 대한노인병학회(2010)에서 개발한 ‘한국형 

허약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한국형 허약측정도구는 다면표

현형(multidomain phenotype) 측정도구로 입원횟수, 주관적 

건강 상태, 약물다중복용, 영양 상태, 정서적 고갈, 실금 여부, 

보행능력, 감각기능 장애의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15). 단,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고갈’ 문항인 ‘최근 한 달 동안 우울하거

나 슬퍼진 적이 있습니까?’ 대신 단축형 노인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 short form)를 활용하였으며, 우울

의 기준점인 GDS score 10 이상을16) ‘정서적 고갈’이 있는 것

으로 하였다. 허약 및 전허약의 판정은 총 8개 항목 각각을 

‘0’점과 ‘1’점으로 평가한 후 총합이 5점 이상에 해당하는 경

우를 ‘허약’으로 3-4점인 경우를 ‘전허약’으로 하였다15).

2) 사회경제적 변수

경제적 변수는 경제적 수준, 교육 수준, 건강보험 가입 상태

를 포함하였다. 경제적 수준은 차상위 초과 그룹과 차상위 이

하(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교육 수준은 무학, 초졸, 중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건

강보험 가입 상태는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

보험 상태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변수에는 결혼 상태, 독거 여부 및 사회적 지지 정도

를 측정하였다. 결혼 상태는 유배우와 무배우 상태로 구분하였

다. 사회적 지지는 미국 등에서 노인의 건강과 은퇴 관련 역학

적 연구 조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Enhancing Recovery in 

Coronary Heart Disease (ENRICHD), ENRICHD Social Su- 

pport Instrument (ESSI)를17) Jeon 등10)의 연구에서 번안하여 

내용 타당도가 확인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를 포함한 6개의 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에 ‘예’로 응답한 경우 1점을 부여하여 

총점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좋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는 총점이 3점 이하이면 ‘부족’, 4-5점이면 ‘보통’, 

6점 이상이면 ‘양호’라고 판정 분류하였으며, 기존 연구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10).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0.9였다.

건강행태 변수는 흡연 및 음주를 포함하였으며, 흡연 여부

는 현재 흡연, 과거흡연자, 평생 비흡연자로 구분하였으며, 음

주 여부는 현재 음주와 과거음주/비음주로 구분하였다.

3) 분석 방법

농촌 노인의 전허약 및 허약 노인 유병률은 2010 인구센서

스 자료를 기준으로 한 성·연령 직접표준화 유병률을 산출하

였다. 표준화 유병률은 조사 대상자의 연령대와 성별에 따른 

조사 비율의 불균형을 표준 인구를 기준으로 보정하여 산출한 

값이기 때문에 인구 구조의 편중으로 인한 유병률의 과소·과다 

추정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본 연구에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변수들과 허약 간의 관련성 

확인을 위해 일차적으로 교차분석(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

다. 또한 다른 요인을 통제한 후 허약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각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허약을 건강, 전허약, 

허약의 3개 범주로 하여 다변량 순서 로짓 회귀분석(ord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순서 

로짓 회귀분석 결과에서 얻은 회귀계수(coefficient)를 지수화

(exponentiated)하여 산출한 비례오즈비(proportional odds 

ratio)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으로 제시하

였다. 변수 간 공선성 진단 결과 모든 변수의 분산팽창계수(vari- 

ance inflation factor)의 범위가 1.053-3.093로 나타나 변수 

간 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통계적 

검정은 유의 수준(α) 0.05에서 양측 검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ver. 18.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1. 남녀 노인의 사회인구학  특성

전체 분석 대상자 419명 중 남성 79명(19%), 여성 340명

(81%)으로 여성 노인이 많았으며, 노인의 11.7%가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이었다. 전체 노인의 18.1%가 차상위 이하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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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상태에 있었고, 성별로는 여성 노인(20.6%)이 남성 노인

(7.6%)에 비해 차상위 이하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p<0.01). 

농촌 노인의 12.9% 및 20.3%가 각각 ‘의료급여’ 및 ‘무보험’ 

상태였으며, 여성 노인(34.1%)은 남성 노인(29.1%)에 비해 

‘의료급여’ 및 ‘무보험’ 상태에 더 많이 분포하였다(p<0.05). 

무학 및 초등학교를 졸업한 노인이 92.3%(남 70.9%, 여 97.3%)

로 저학력 노인의 분포가 매우 높았으며, 학력 분포에 있어 

성별 차이가 있었으며(p<0.01), 저학력 분포가 여성에서 높았

다. 여성 노인의 76.5%가 사별상태인 반면, 남성 노인의 

25.3%만이 사별에 해당하였으며, 여성 노인의 65.0% 및 남성 

노인의 21.5%가 독거상태였다(p<0.01). 남성 노인의 21.5%

가 여전히 흡연 상태에 있었다. 한편 남성 노인의 44.3%가 현

재 음주자였으며, 여성 노인의 경우도 15.3%가 현재 음주자에 

해당하였으며, 남녀 차이가 유의하였다(p<0.01).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를 묻는 6개의 문항

으로 측정한 사회적 지지 정도가 낮은 노인(6개 항목 중 3개 

이하)은 전체 노인의 17.7%에 해당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진 않았지만 사회적 지지가 낮은 여성 노인(18.2%)이 남성 

노인(15.2%)보다 많았다. ESSI의 각 항목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노인의 17.7%가 대화를 나누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19.8%의 노인은 힘들 때 좋은 조언과 도움을 줄 사람이 

없으며, 15.8%의 노인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없

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노인의 18.6%는 소소한 일 또는 집안

일 부탁할 사람이, 17.7%는 중요한 일 결정 시 도와 줄 사람

이, 12.4%는 신뢰하고 필요할 때마다 연락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사회적 지지 각 항목별 성별 분포

에는 차이가 없었다(Table 1).

2. 허약의 유병률  허약 구성 항목별 유병률

2010 인구센서스를 기준으로 산출한 농촌 노인의 성 및 연

령 표준화 허약 유병률(한국형 허약측정도구에 의한 점수가 

5점 이상)은 11.5%였으며, ‘전허약(한국형 허약측정도구의 점

수가 3-4점)’ 유병률은 38.7%였다. 성별 분포의 경우 여성의 

‘허약’ 유병률은 12.6%, 남성은 6.3%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

다(p<0.05). 허약의 8가지 구성 항목별 분율을 확인해 본 결과, 

다중복약(57.3%), 주관적 불건강 호소(45.1%), 및 감각상실

(43.2%)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호소(10.0%)가 가장 낮

았다. 성별로는 허약 측정 8개 문항 중 주관적 불건강 호소(남 

31.6%, 여 48.2%), 다중복약(남 43.0%, 여 60.6%), 체중감소

(남 7.6%, 여 16.8%), 요변실금(남 13.9%, 여 33.8%) 항목에

서 여성 노인은 남성 노인보다 분포가 높았으며, 이러한 성별 

차이는 유의하였다(Table 2).

3. 허약의 인구사회학  요인

연령대별 허약의 분율을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75-84세 노인의 허약 분율(9.3%)이 65-74세 노인(12.3%)

보다 적었으나, 75-84세 노인의 전허약 분율(45.9%)은 65-74 

(32.1%) 및 85세 이상(36.7%)보다 높았다. 결혼 상태에 있는 

노인(7.9%)은 사별, 이혼 등의 무배우 상태의 노인(13.2%)에 

비해 허약의 분율이 크게 낮았으며,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역

시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보다 허약의 분율이 높았으나, 둘 다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무학노인은(13.1%) 초졸(9.2%) 및 

중졸 이상(6.3%)의 노인보다 허약의 분율이 높았으며, 이러한 

학력 수준에 따른 허약의 분율 차이는 유의하였다(p<0.05). 

또한 사회적 지지가 중간(16.1%) 및 낮은(8.2%) 수준에 있는 

노인은 사회적 지지가 높은 노인(6.6%)에 비해 허약의 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한 수준이었다(p<0.05). 

건강행태에 따른 허약의 분율을 살펴본 결과, 현재 흡연자 및 

현재 음주자는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허약의 분율이 낮았

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로 인한 혼란 효과를 통제

한 후, 각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허약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기 위해 순서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에 제시된 비례오즈비와 95% 신뢰구간은 순서 로짓 회귀분

석을 통해 얻은 각 변수들에 대한 회귀계수(coefficient)를 지

수화(exponentiated)하여 계산된 것이다. 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는 여전히 허약 위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중간 수준(사회적 지지 총첨 6점 

중 4-5점)인 노인은 사회적 지지가 높은 노인에 비해 ‘전허약’ 

및 ‘허약’의 위험이 1.98 (95% CI, 1.14-3.44)배 높게 나타났

다. 반면 사회적 지지가 아주 낮은 노인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높은 그룹에 비해 ‘전허약’ 및 ‘허약’의 위험이 1.31 (95% CI, 

0.79-2.17)배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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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Korean elderly men and women in rural community
Characteristic Men (n=79) Women (n=340) p-value* Total (n=419)
Age (yr)  0.440
  65–74 36 (45.6) 151 (44.4) 187 (44.6)
  75–84 37 (46.8) 146 (42.9) 183 (43.7)
  ≥85 6 (7.6)  43 (12.6)  49 (11.7)
Income  0.007
  Above lower income 73 (92.4) 270 (79.4) 343 (81.9)
  The lowest/lower income 6 (7.6)  70 (20.6)  76 (18.1)
Health insurance  0.021
  National health insurance 56 (70.9) 224 (65.9) 280 (66.8)
  Medicaid 3 (3.8)  51 (15.0)  54 (12.9)
  Uninsured/etc. 20 (25.3)  65 (19.1)  85 (20.3)
Education <0.001
  Uneducated 19 (24.1) 248 (72.9) 267 (63.7)
  Elementary school 37 (46.8)  83 (24.4) 120 (28.6)
  Middle school or over 23 (29.1)  9 (2.6) 32 (7.6)
Marital state <0.001
  Married 59 (74.7)  80 (23.5) 139 (33.2)
  Widowed/divorced/etc. 20 (25.3) 260 (76.5) 280 (66.8)
Living arrangement <0.001
  Living with others 62 (78.5) 119 (35.0) 181 (43.2)
  Alone 17 (21.5) 221 (65.0) 238 (56.8)
Smoking status <0.001
  Never smoker 28 (35.4) 325 (95.6) 353 (84.2)
  Past smoker 34 (43.0)  7 (2.1) 41 (9.8)
  Current smoker 17 (21.5)  8 (2.4) 25 (6.0)
Drinking status <0.001
  Never drinker/past drinker 44 (55.7) 288 (84.7) 332 (79.2)
  Current drinker 35 (44.3)  52 (15.3)  87 (20.8)
Social support†  0.631
  High (6) 54 (68.4) 234 (68.8) 288 (68.7)
  Medium (4–5) 13 (16.5)  44 (12.9)  57 (13.6)
  Low (≤3) 12 (15.2)  62 (18.2)  74 (17.7)
Someone to count on to listen 13 (16.5)  62 (18.2)  0.871  75 (17.9)
Someone to turn to for advice 17 (21.5)  66 (19.4)  0.642  83 (19.8)
Someone to may you feel loved and cared for  9 (11.4)  57 (16.8)  0.304  66 (15.8)
Someone to count on for help around the house 12 (15.2)  66 (19.4)  0.427  78 (18.6)
Someone to count on for advise in personal decisions 14 (17.7)  60 (17.7)  1.000  74 (17.7)
Someone to count on for help in crisis  9 (11.4)  43 (12.6)  0.852  52 (12.4)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p-value obtained by chi-square test for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Social support was constructed using the sum of scores 

of 6 social support items and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low (≤3), medium (4-5), high (6). Each respondents was assigned a score 
of 0 if social support was absent and 1 if it was present for all six social support items.

고   찰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촌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대한노인병

학회의 포괄적 표현형의 한국형 허약판정기준에 의한 허약 유

병률 및 허약의 8가지 구성 항목별 유병률을 살펴보고 허약에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위험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농촌지역 노인의 허약 및 전 허약 수준은 각각 

11.5% 및 38.7%였다. 즉 농촌지역 전체 노인 10명 중 약 5명

은 허약 또는 전허약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서구

사회의 허약 유병률에 관한 체계적 고찰 연구와 비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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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ge standardized prevalence of frailty and distribution of each frailty criterion among Korean elderly men and women in 
rural community
Variable Men (n=79) Women (n=340) p-value* Total (n=419)
Age adjusted prevalence of frailty† (%)
  Robust (0–2 score of 8 frailty criteria) 64.6 46.5 0.013 49.9
  Prefrailty (3–4 score of 8 frailty criteria) 29.1 40.9 38.7
  Frailty (≥5 score of 8 frailty criteria)  6.3 12.6 11.5
Frailty criterion (%)
  Multiple (four or more) medication a day 43.0 60.6 0.005 57.3
  Unhealthy self-rated health 31.6 48.2 0.008 45.1
  Sensory loss (“yes” to either of hearing or vision loss) 40.5 43.8 0.592 43.2
  Incontinence (“yes” to either of urinary or fecal incontinence) 13.9 33.8 0.001 30.1
  Slowness (Time up go test ≥10 sec) 20.3 28.5 0.135 27.0
  Any hospitalization in last year 25.3 25.3 1.000 25.3
  Weight loss  7.6 16.8 0.040 15.0
  Exhaustion (≥10 score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15 items)  5.1 11.2 0.103 10.0
*p-value obtained by chi-square test for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The age-standardized prevalence (%) was calculated after adjusting for 5-year age groups by the direct method using the 2010 National 
Population Census data.

신체적 기능에 기초한 허약도구를 사용해 측정한 허약 유병률 

9.9%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포괄적 허약 측정도구를 이용한 

연구의 허약 유병률(13.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7).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노인병학회의 포괄적 허약측정도구를 이용

하여 우리나라 도시 노인을 대상한 연구에서 확인된 허약 유

병률 7.7%10) 및 4.5%9)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농

촌 노인의 경우 여전히 고된 농사일로 인한 관절염, 디스크 

등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이 전국 평균 노인에 비해 높으며, 

적절한 진료에 대한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18). 또한 

농촌 노인의 경우 허약 상태라 해도 도시 노인에 비해 요양병

원 및 요양원에 입소하기를 싫어하는 경향이다19). 게다가 앞

서 비교한 국내의 기존 연구가 대상자를 목적적으로 선택한 

점을 고려하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노인 사이의 허약 유병

률 차이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즉 기존 국내 연구 대상자

는 의료급여 및 방문보건 대상자의 분포가 높거나10) 병원을 

내원한 노인을 대상으로9) 했기 때문에 두 연구 결과는 모두 

도시 지역사회 거주 일반 노인 인구의 허약 유병률보다 높게 

추정되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동일한 측

정도구를 사용하여 도시와 농촌 지역사회 거주노인을 대상으

로 허약 유병률의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형 허약측정도구의 각 항목별 분포에서 다중복약

(57.3%) 및 주관적 불건강(45.1%)의 분포가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 고갈의 분포는 10.0%로 8개의 허약구성항목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도시 노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허약측정

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 다중복약(47.2%) 및 주관적 불건강

(38.7%)이 허약 유병률에 가장 크게 기여하며 정서적 고갈

(13.0%)의 기여가 가장 낮았던 것과 일치한다20). 그러나, 정

서적 고갈을 제외한 7가지 항목의 분포에서 모두 농촌 노인이 

도시 노인보다 높았던 반면, 정서적 고갈의 분포는 도시 노인

(13.0%)에 비해 농촌 노인(10.0%)이 낮은 점은 주목할 만하

다. 추후 도·농간의 비교 연구를 통해 이러한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해야겠지만, 농촌 노인에서 정서적 고갈

의 분포가 낮음은 농촌 노인은 도시지역 노인에 비해 주변 노

인들과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적기 때문에 

주관적 스트레스 및 우울이 더 낮을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21).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통제하고도 사회적 지지는 허약 

위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

회적 지지가 높은 노인에 비해 중간 정도의 사회적 지지가 있

는 노인 그룹만이 ‘전허약’ 및 ‘허약’의 위험이 1.98배 높았다. 

반면, 사회적 지지가 아주 낮은 노인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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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stribution of frailty and prefrailty according to each level of socio-demographic factors among Korean elderly in rural 
community

Variable
Distribution of frailty (%)

p-value*

Robust Prefrailty Frailty
Age 0.067
  65–74 55.6 32.1 12.3
  75–84 44.8 45.9  9.3
  ≥85 46.9 36.7 16.3
Income 0.300
  Above lower income 51.3 38.2 10.5
  The lowest/lower income 43.4 40.8 15.8
Marital state 0.059
  Married 57.6 34.5  7.9
  Widowed/divorced/separated/single 46.1 40.7 13.2
Living arrangement 0.473
  Living with others 53.0 37.0  9.9
  Alone 47.5 39.9 12.6
Education 0.026
  Middle school or over 62.5 31.3  6.3
  Elementary school 60.0 30.8  9.2
  Uneducated 43.8 43.1 13.1
Health insurance 0.512
  National health insurance 47.8 40.8 11.5
  Medicaid 56.1 35.0  8.9
  Uninsured/etc. 46.8 39.6 13.7
Smoking status
  Never smoker 49.9 38.2 11.9 0.564
  Past smoker 53.7 34.1 12.2
  Current smoker 44.0 52.0  4.0
Drinking status 0.053
  Never drinker/past drinker 47.0 40.4 12.7
  Current drinker 60.9 32.2  6.9
Social support† 0.023
  High (6) 57.5 35.9  6.6
  Medium (4–5) 50.0 33.9 16.1
  Low (3) 52.1 39.7  8.2
*p-value obtained by chi-square test for difference in distribution of frailty among different levels of each socio-demographic factor.

은 그룹에 비해 ‘전허약’ 및 ‘허약’의 위험이 1.31배로 나타났

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농촌 노인을 대상으

로 한 본 연구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낮아질수록 단계적으로 

허약의 위험이 증가함을 나타낸 도시 노인 대상의 연구10) 및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허약 위험이 낮음을 나타낸 캐나다의 

중국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13)와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허약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련성의 

강도 및 방향성에 대한 확증을 위해서는 추후 종단 연구를 통

한 확인이 요구된다. 최근 미국의 종단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및 참여는 노인에게 있어서 장애 발생을 지연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22). 하지만 허약이 사회적 참여 및 사회적 지지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허약으로 인해 낮아진 

사회적 네트워크 및 사회적 지지가 다시 허약을 악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10).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 또는 사회적 지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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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oportional OR (95% CI)* for prefrailty and frailty of Korean elderly in rural community
Variable OR (95% CI) p-value
Gender
  Men Reference
  Women 2.15 (0.97–4.75) 0.058
Age
  65–74 Reference
  75–84 1.22 (0.80–1.85) 0.672
  ≥85 1.15 (0.60–2.20) 0.350
Income
  Above lower income Reference
  The lowest/lower income 0.91 (0.53–1.56) 0.742
Marital state
  Married Reference
  Widowed/divorced/separated/single 1.55 (0.79–3.07) 0.205
Living arrangement
  Living with others Reference
  Alone 1.47 (0.80–2.70) 0.217
Education
  Middle school or over Reference
  Elementary school 1.12 (0.48–2.65) 0.788
  Uneducated 1.61 (0.69–3.78) 0.273
Health insur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Reference
  Medicaid 0.84 (0.50–1.42) 0.514
  Uninsured/etc. 1.06 (0.66–1.70) 0.807
Smoking status
  Never smoker Reference
  Past smoker 1.92 (0.83–4.46) 0.128
  Current smoker 1.72 (0.68–4.34) 0.251
Drinking status
  Never drinker/past drinker Reference
  Current drinker 0.63 (0.38–1.05) 0.075
Social support†

  High (6) Reference
  Medium (4–5) 1.98 (1.14–3.44) 0.015
  Poor (≤3) 1.31 (0.79–2.17) 0.300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Proportional ORs (95% CI) were the exponentiated coefficient calculated using multiple ord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and adjusted 
for other covariates. †Social support was constructed using the sum of scores of 6 social support items and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low (≤3), medium (4-5), high (6). Each respondents was assigned a score of 0 if social support was absent and 1 if it was 
present for all six social support items.

허약과의 상호적 관계의 가능성은 노인의 허약을 예방하는 차

원에서 뿐만 아니라, 허약의 악화를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네

트워크 및 지지망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농촌 노

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를 통해 농촌 노인은 도시 노인에 

비해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살고, 배우자 사별 및 독거노인 비율이 높은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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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 체계 마련은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농촌 노인에게서 정서적 지지

보다는 정보적 및 도구적 지지의 부족이 더 많이 확인된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할 때, 젊은 성인 인구의 분포가 낮은 농촌지

역사회의 거주 노인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에 있어서는 

정서적 지지보다는 농사일, 의료기관 및 은행 등의 방문 등의 

일상생활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가능한 정보적 및 도구적 지지

체계에 대한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른 요인을 통제한 경우 각 사회적 특성의 유의성이 사라

졌지만 각각의 사회적 특성에 따른 허약의 분포를 살펴본 결

과에서 여성 노인은 남성 노인에 비해 ‘허약’의 분포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체근육량 

및 근력이 낮기 때문에3,23) 예상된 결과이기도 하다. 허약과 

근육감소증(sacopenia)의 관련성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 확인

되었다5,23). 게다가 여성은 남성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허약의 

기회에 더 오랜 시간 노출되므로 여성 노인에서 허약의 분포

가 높을 수 있을 것이다24).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확인된 바

와 같이 저학력 노인일수록 낮은 소득 수준에 해당하는 노인

일수록 높은 허약 분포를 나타냈다. 이는 학력 및 경제 수준이 

낮은 경우 유용한 건강자원이 상대적 부족하고 건강관리 능력

이 저하되어 결국 건강 수준이 낮아지는 것과 같은 사회경제

적 건강불평등 현상과 맥을 같이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

다3,9-12). 하지만 본 연구 대상자의 저학력 노인그룹에 고령 노

인의 분포가 높은 점, 즉 연령 효과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연령 등 다른 변수를 통제한 이후엔 저학력의 허약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흡연 여부에 따른 허약의 분포 차이가 유의하진 않은 것으

로 확인되었지만, 현재 흡연 노인에서 허약의 유병 수준이 낮

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흡연과 질병과의 강한 관련성을 고려

할 때 다소 기대치 않은 결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연구 

대상자가 노인 그룹인 점을 고려할 때 생존 효과가 반영된 결

과로 해석된다. 즉, 흡연자는 일찍이 흡연으로 인한 질환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본 연구 대상자는 남은 생존 노인만으로 이

루어졌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흔히 음주와 사망률과의 관

계는 U자형 패턴을 보이는데25), 본 연구 결과에서도 유의하지 

않았지만, 현재 음주자가 비음주자 및 과거음주자에 비해 허

약 분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허약과 같은 불건강 

상태에 있으면 음주를 중단하는 가능성이 일부 반영된 결과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대상자가 일개 군

에 한정되었기에 전국 농촌 노인으로 확대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단면 연구이기에 사회적 요인과 허약과의 인

과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다. 셋째, 노인의 경우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행태 특성 및 사회적 지지 등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여러 연구에서 흔히 발견되는데, 본 연구의 남성 노인 표본 수

가 적기 때문에 남녀 노인을 비교할 수 없었다. 넷째, 본 연구

는 지역사회 거주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거동제한 노인 

또는 허약측정이 불가한 노인 등의 제외기준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허약유병 수준이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처음으로 한국형 허약측정도구를 이용하여 농촌 노인의 허약

의 특성을 파악하고 허약에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탐색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결론적으로 농촌지역의 허약 및 전허약 노인 규모는 10명 

중 5명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며, 사회적 지

지가 낮은 노인은 허약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일차 의료 및 보건분야 전문가들에게 농촌지

역의 허약 노인에 대한 관심과 허약의 인구사회적 관련 요인

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촉구한다.

요   약

연구배경: 고령화사회에서 허약은 주요 보건문제로 지목되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인구의 양적 증가 및 노인 

인구 구성의 변화가 급격한 농촌지역의 허약인구 규모 및 이

에 관련된 요인에 대한 이해는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농촌 노인을 대상으로 허약 유병률 및 관련 사회적 요인을 탐

색하고자 하였다.

방법: 허약의 측정은 대한노인병학회의 포괄적 허약측정도

구를 활용하였으며, 관련 요인은 인구학적, 경제적, 건강생활

양식 및 사회적 지지 요인을 포함하였다. 허약 규모 파악을 

위해 연령표준화 유병률을 산출하였으며, 허약에 관련된 인구

사회학적 요인 탐색을 위해서는 허약 수준을 허약, 전허약, 

건강의 3개 범주하여 순서 로짓 회귀분석(ordinal logistic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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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ssion model)을 사용하였다.

결과: 농촌지역 노인의 허약 및 전허약의 성·연령표준화 

유병률은 각각 11.5% 및 38.7%로 나타났다. 8개의 허약 구성 

요인의 분포에 있어서는 다중복약(57.3%), 주관적 불건강호

소(45.1%) 및 감각상실(43.2%) 순으로 높았으며, 우울호소

(10.0%)가 가장 낮았다. 허약에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요인 탐색 

결과 사회적 지지가 중간 정도의 낮은 노인은 사회적 지지가 

높은 노인에 비해 허약 위험의 교차비가 1.98배 높게 나타났다.

결론: 농촌지역의 허약 및 전허약 노인의 규모는 10명 중 

5명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며, 여성 노인 및 

사회적 지지가 낮은 노인은 허약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향후에도 농촌지역의 허약의 규모에 대한 지속적으로 모

니터링과 허약에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위험 요인에 대한 추후 

연구가 반복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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