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une 2020), 22(3), 1159-1172.
https://doi.org/10.37727/jkdas.2020.22.3.1159

남성 독거노인의 영양장애 예측요인*

장혜영1, 김지혜21)

요 약

남성 독거노인은 성별과 독거라는 거주 형태에서 야기된 영양장애의 위험요인을 동시에 보유

한 취약 집단이다. 본 연구는 남성 독거노인의 영양장애 예측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이차분석연구이며, 65세 이상 남성 독거노인 455명

의 자료를 빈도분석, 카이제곱 검정, t 검정,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남성

독거노인의 영양 상태 평균점수는 21점 만점 중 5.37±3.44점이었고, 영양장애 위험군은 78.9%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영양 상태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교육수준(t=8.97, p=.011),

경제 상태(t=16.85, p=.002), 과음(x2=6.88, p=.009), 만성질환 수(t=-5.98, p<.001), 복용약물 수

(t=-4.82, p<.001), 지각된 건강상태(x2=28.33, p<.001), 우울(x2=16.59, p<.001), 인지기능(t=4.46,

p<.001), 사회활동참여(t=4.22, p<.001), IADL 제한(x2=4.39, p=.036)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영

양장애 예측요인으로는 과음 여부(OR 3.799, 95% CI:1.852-7.792), 지각된 건강상태(OR 2.441,

95% CI:1.158-5.145), 만성질환 수(OR 1.361, 95% CI:1.105-1.677), 인지기능(OR 0.880, 95%

CI:0.801-0.967), 사회활동참여(OR 0.862, 95% CI:0.793-0.937)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남성 독거노인

의 영양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 시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뿐만

아니라 인지기능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 독거, 노인, 남성, 영양 상태.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의 인구는 의학 발달, 기대 수명의 연장으로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다(Kontis et al.,

2017).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 증가 속도가 빠른데,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33.8%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9). 이와 함께 한국 사회

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의 약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핵가족화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

로 인해 독거노인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통계에 의하면 65세 이

상 독거노인 가구의 비율은 34.2%로 가장 높았고, 가족 유형과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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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Statistics Korea, 2019).

독거노인은 경제적 상황이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의 건강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Jung et al., 2017; Moon, Kang, 2016). 독거노인은 배우자나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에 비해 교육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Jung et al., 2017). 또한 만성질환 유병률, 복합만성 유병률,

우울 증상, 인지기능 저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미충족 의료 경험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독거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의 악화가 우려된다(Jung et al., 2017; Jang, Lee, 2017; Kang,

2016). 또한 안전사고와 낙상, 학대 경험의 비율이 다른 거주형태의 노인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Jung et al., 2017). 이와 같이 독거노인은 노화로 인한 생리적 취약성과 함께 신체적, 심리

사회적 측면에서 취약한 대상이므로 이들이 일상적인 기능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측면의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된다(Jung et al., 2017; Moon, Kang, 2016). 특히 남성 독거노인

은 여성노인에 비해 외로움, 우울증상, 자살사고 및 시도 정도가 높았고, 부적절한 음식섭취의 위

험성이 높으므로 남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관리서비스가 요구된다(Ko et al., 2019,

Hanna, Collins, 2015).

노년기의 영양 상태는 낙상, 감염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 상처 치유, 장기요양기관 입소, 입원

기간 등의 문제와 질병의 이환율과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므로 최적의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Haines et al., 2020).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치아불량, 시력감퇴, 타액 분비 및 위장 흡

수력의 감소와 같은 생리적인 노화와 사회적 상호관계를 이끄는 지지체계의 약화, 우울증으로 인

한 식욕저하, 만성질환 등의 열악한 건강상태와 낮은 경제적 수준으로 인해 대부분의 영양소를 부

족하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Im et al., 2020). 이는 전체 노인 중 영양관리 주의가 요구되는

노인이 39.5%,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한 노인이 19.5%로 나타난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통

해 재확인할 수 있다(Jung et al., 2017). 특히 독거노인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경제적으로 열

악하여 좋은 식재료 구입이 제한적이다(Yates, Warde, 2017). 또한 식사 준비가 어려우며, 섭취에 대

한 동기가 결여되어 결식빈도가 높음에 따라 영양부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Tani et al., 2015) 남성 독거노인의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영양 상태는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United nations, 2013). 구체적으로 노인의 연령, 교육수

준, 경제상태, 신체적 건강 측면에서 과음, 흡연, 운동, 체질량지수, 만성질환, 다약물복용, 지각된

건강상태, 인지, 심리적 측면에서 우울과 인지기능,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활동 참여, IADL제한, 지

역사회시설 접근성 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Hur, 2019; Wei et al., 2018; Wei et al.,

2017; Hyun, Lee, 2014; Kim et al., 2020; Poda et al., 2019). 그러나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지역사회

의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Wei et al., 2018; Wei et al., 2017; Kim et al., 2020; Poda et al.,

2019)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독거노인의 영양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의 영양 상태는 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기능 유지를 통한 독립적

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시키는데 있어 주요한 요인으

로 노인의 영양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이용한 예방적 개입을 위한 노력은

인간의 전인적 측면을 다루는 간호학 영역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독거노인을 위한 영양관리 중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독거노인이 활용 가능한 맞춤형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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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독거노인의 영양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노인의 영양 상태에 대한 대부분의 국내외 선행연

구는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Wei et al., 2018; Wei et al., 2017; Kim et

al., 2020). 특히 남성 독거노인은 과거 가부장적인 사회문화로 인한 성역할 태도로 식사 준비와 같

은 가사업무 처리능력이 부족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아 지지자원 이용도

가 낮아 영양장애의 위험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양상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Jung et al., 2014). 남성 독거노인은 여성 독거노인보다 양적으로 적지만 남성 독거노인의 증

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Statistics Korea, 2019)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성별에 따른 취약성과 독거라

는 거주형태 측면에서 영양장애의 위험요인을 동시에 보유한 다중적 취약 집단인 남성 독거노인의

영양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남성 독거노인의 영양 상태를 확인하고, 영양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성 독거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차별화된

간호전략 수립에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성 독거노인의 영양장애 예측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영양 상태를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영양 상태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 요인, 정신·인지관련 요인, 사회

적 요인의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영양장애 예측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남성 독거노인의 영양장애 예측요인을 탐

색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자 이차분석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원시자료 공개 및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2017년도 노인실

태조사 원시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하였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전국 17개 시, 도

의 일반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총 10,299명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전체 대상자 10,299명 중 남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노인 영양 상태와 관

련된 문항의 결측치가 있는 17부를 제외하고 최종 45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남성 독거노인의 영양장애 예측요인을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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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적 요인, 건강관련 요인, 정신·인지관련 요인, 사회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구성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교육수준, 경제상태로 구성하였다. 연령은 전기노인(65~74

세)과 후기노인(75세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교육수준은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이상으

로 재구분하였다. 경제상태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 전체 대상자의 소득을 5분위로 구분한 것으로

제1분위(754만원 이하), 제2분위(755~1,208만원), 제3분위(1,209~1,946만원), 제4분위(1,947~3,426만원),

제5분위(3,427만원 이상)로 하였다(Table 1).

2) 건강 관련 요인

건강관련 요인으로는 과음, 흡연, 운동 여부,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만성질환 개수,

복용약물 개수, 지각된 건강상태를 포함하였다. 과음 여부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

는 적정 음주와 과음주의 경계인 7잔/주를 기준으로 7잔/주 미만인 경우 ‘무’, 이상인 경우 ‘유’로

구분하였다. 흡연 여부는 현재 흡연 여부로 구분하였고, 운동 여부 역시 현재 운동 여부로 구분하

였다. 체질량지수는 세계보건기구 아시아태평양지부 기준(WHO expert consultation, 2004)을 토대로

저체중(BMI<18.5), 정상(18.5≤BMI<22.9), 과체중(23≤BMI<24.9), 비만(25≤BMI)으로 분류하였다. 만

성질환 개수는 의사에게 진단받은 질환의 총 개수를 의미하고, 복용약물 개수는 3개월 이상 하루

에 복용하는 의사 처방약의 총 개수를 의미한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귀하의 평소 건강상태가 어떻

다고 생각하십니까?’ 1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대상자가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 ‘좋음’으로, ‘그저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 ‘보통’으로, ‘건강이 나쁜 편이다’, ‘건강이 매우 나

쁘다’로 응답한 경우 ‘나쁨’으로 분류하였다(Table 1).

3) 정신·인지 관련 요인

정신·인지 관련 요인으로는 우울과 인지기능을 포함하였다. 우울은 Yesavage와 Sheikh(1986)이 개

발하고, Cho 등(1999)이 번안한 한국판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 version, GDSSF-K)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15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0~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ho 등(1999)의 연구결과에 따라

8점을 우울 절단점으로 하여 우울 있음(8점 이상), 우울 없음(7점 이하)으로 구분하였다. 인지기능

은 치매 선별용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 검사(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for

Dementia Screening, MMSE-DS)로 측정하였다. 총 30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0~30점이며, 점수

가 낮을수록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한다(Table 1).

4)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는 사회활동참여,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제한 여부, 지역사회 시설 접근성을 포함하였다. 사회활동참여는 6가지 활동(학습활

동, 동호회(클럽활동), 친목단체활동, 정치사회단체활동, 자원봉사활동, 종교활동)의 참여여부와 빈

도를 곱하여 측정하였다. 즉, 참여여부(비참여=0, 참여=1)와 각 사회활동의 참여빈도(안함=0, 월1회

미만=1, 월 1회=2, 2주 1회=3, 주1회 이상=4)를 곱하여 값을 산출하였다. 총점은 2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활동 참여가 활발함을 의미한다. IADL 제한 여부는 Lawton과 Brody (1969)가 개발하

고 Won 등(2002)이 번안한 10문항의 한국형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Korean Instru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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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of Daily Living, K-IADL)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Lee, Hong, 2017)에

따라 10개 항목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제한 없음’으로, 10개 항목 중 한 가지라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한 있음’으로 구분하였다. 지역사회 시설 접근성은 6개의 시설(시장, 병원, 주민센

터, 노인복지관, 종합 복지관, 버스정류장/지하철역)을 이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걸어서 5분 미

만은 4점, 5분 이상 10분 미만은 3점, 10분 이상 30분 미만은 2점, 30분 이상은 1점으로, 점수범위

는 6~2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시설 접근성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Table 1).

5) 영양 상태

영양 상태는 Nutrition screening initiative(1991)가 개발하고, Son(2000)이 번안한 영양관리 체크리

스트(determine your nutritional health checklist)로 측정한 점수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난 1개월

동안 질병으로 인한 음식 제한, 하루 2번 이하 식사, 과일, 채소, 유제품 섭취 부족, 식비 부족, 혼

자서 식사, 체중 변화, 식사 준비의 어려움 등이 있는지를 측정하며,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가중치에 따라 1~4점의 점수가 부여되어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0~21점이며, 점수가 높

을수록 영양 상태가 나쁨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영양장애 진단을 위한 척도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영양 상태를 예측하고, 영양 섭취 권장량을 충족시키기 못하는 대상자를 선별하기에 유용한 선별

도구로 평가되고 있다(Kim et al., 2020). 영양 상태는 양호(0~2점), 영양장애 위험군(3~5점), 영양장

애 고위험군(6점 이상)으로 분류되며(Nutrition screening initiative, 1991), 본 연구에서는 양호(0~2점),

영양장애 위험군(3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Table 1).

2.4.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WIN 22.0 프로그램(SPSS, Chicago, Illinois, USA)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과 영양 상태는 서술적 통계 분석을 하였고, 영양 상태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차이는 x2

test, t-test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양장애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시행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Homers-Lemeshow 적합도 검정을 통해 평가하였

다(Lemeshow, Hosmer, 1982).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Table 1. Concepts and variables of this study
Concepts Variables Number of item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year) 1

Educational level 1
Economic status 1

Health-related factors

Heavy drinking 1
Smoking 1
Exercise 1

BMI (kg/m2) 1
Number of chronic diseases 1

Number of medications 1
Subjective health status 1

Mental and cognitive factors Depressive symptoms 15
Cognitive function 30

Social factors
Social activity 6

Limitation in IADL 10
Accessibility to neighborhood facilities 6

Nutritional status Malnutrition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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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영양 상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은 65-74세가 58.9%였고, 교육수준은 무학이

16.0%를 차지하였다. 경제상태는 제1분위가 29.7%, 제2분위가 33.9%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22.4%가

과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을 하는 대상자는 29.7%, 운동을 하는 대상자는 71.7%로 나

타났다. 체질량지수가 정상인 대상자가 44.8%였다. 대상자들은 평균 2.55±1.77개의 만성질환을 가

지고 있었으며, 하루 평균 복용약물 개수는 4.01±3.60개였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37.6%가 좋다고

인식하였으며, 나쁘다고 인식한 대상자도 37.8%로 나타나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대상자의 30.5%

가 우울 증상이 있으며, 인지기능은 30점 만점 중 평균 25.75±3.44점이었다. 사회활동참여 점수는

24점 만점 중 평균 2.25±2.88점이었고, IADL 제한이 있는 대상자가 20.9%를 차지하였으며, 지역사

회 시설 접근성은 24점 만점 중 14.12±3.53점이었다(Table 2). 연구 대상자의 영양 상태를 확인한

결과 영양 상태 평균점수는 21점 만점 중 5.37±3.44점이었고, 78.9%(359명)이 영양장애 위험군으로

나타났다(Table 2).

3.2. 대상자의 영양 상태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대상자의 영양 상태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 요인, 정신·인지관련 요인, 사회적 요

인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대상자는 영양 상태에 따라 교육수준(t=8.97,

p=.011), 경제 상태(t=16.85, p=.002), 과음 여부(x2=6.88, p=.009), 만성질환 수(t=-5.98, p<.001), 복용약

물 개수(t=-4.82, p<.001), 지각된 건강상태(x2=28.33, p<.001), 우울(x2=16.59, p<.001), 인지기능(t=4.46,

p<.001), 사회활동참여(t=4.22, p<.001), IADL 제한(x2=4.39, p=.036)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2. Differences in the variables according to the nutritional status (N = 455)

Variables Categories
Total Normal

(n=96)
Malnutrition

(n=359) x2 (p)n (%) or
Mean ± SD

n (%) or
Mean ± SD

n (%) or
Mean ± SD

Age (year)
65 - 74 268(58.9) 64(66.7) 204(56.8)

2.99(.082)
≥75 187(41.1) 32(33.3) 155(43.2)

Educational level
No education 73(16.0) 8(8.3) 65(18.1)

8.97(.011)Elementary school 131(28.8) 23(24.0) 108(30.1)
≥ Middle school 251(55.2) 65(67.7) 186(51.8)

Economic status

1st quintile 135(29.7) 29(30.5) 106(29.5)

16.85(.002)
2nd quintile 154(33.9) 19(20.0) 135(37.6)
3rd quintile 89(19.6) 2121.1) 69(19.2)
4th quintile 56(12.3) 20(21.1) 36(10.0)
5th quintile 20(4.4) 7(7.4) 13(3.6)

Heavy drinking
Yes 102(22.4) 12(12.5) 90(25.1)

6.88(.009)
No 353(77.6) 84(87.5) 269(74.9)

Smoking
Yes 135(29.7) 28(29.2) 107(29.8)

0.02(.903)
No 320(70.3) 68(70.8) 25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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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in the variables according to the nutritional status (N = 455) (continued)

Variables Categories
Total Normal

(n=96)
Malnutrition

(n=359)
x2 (p)n (%) or

Mean ± SD
n (%) or

Mean ± SD
n (%) or

Mean ± SD

Exercise
Yes 327(71.7) 73(76.0) 254(70.6)

1.12(.289)
No 129(28.3) 23(24.0) 106(29.4)

BMI (kg/m2)

Underweight 29(6.2) 7(7.4) 22(6.1)

0.48(.923)
Normal weight 204(44.8) 44(46.3) 160(44.4)

Overweight 142(31.2) 29(30.5) 113(31.4)

Obesity 81(17.8) 15(15.8) 65(18.1)

Number of chronic diseases 2.55 ± 1.77 1.76 ± 1.34 2.76 ± 1.81 -5.98(<.001)

Number of medications 4.01 ± 3.60 2.78 ± 2.50 4.34 ± 3.78 -4.82(<.001)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171(37.6) 56(58.3) 115(32.0)

28.33(<.001)Fair 112(24.6) 24(25.0) 88(24.5)

Poor 172(37.8) 16(16.7) 156(43.5)

Depressive symptoms
Yes 139(30.5) 13(13.5) 126(35.1)

16.59(<.001)
No 316(69.5) 83(86.5) 233(64.9)

Cognitive function 25.75 ± 3.44 26.94 ± 2.76 25.43 ± 3.53 4.46(<.001)

Social activity 2.25 ± 2.88 3.48 ± 3.35 1.93 ± 2.65 4.22(<.001)

Limitation in IADL
Yes 97(20.9) 13(13.5) 84(23.4)

4.39(.036)
No 358(78.7) 83(86.5) 275(76.6)

Accessibility to neighborhood
facilities 14.12 ± 3.53 13.84 ± 3.54 14.19 ± 3.52 -0.87(.386)

Nutritional status 5.37 ± 3.44 1.45 ± 0.60 6.42 ± 3.11 -28.40(.<001)

BMI, body mass index; 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SD, standard deviation.

3.3. 대상자의 영양장애 예측요인

영양장애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진(forward: LR)방식의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변수 투입은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변수로 확인된 모든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남성 독거노인의 영양장애를 예측하는 요인은 과음 여부, 지각된 건강상태, 만성질환 수, 인지기

능, 사회활동참여 순으로 나타났다. 과음을 하는 대상자가 과음을 하지 않는 대상자에 비해 영양장

애 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3.799배(95% CI: 1.852-7.792) 증가하고, 자신의 건강을 나쁘다고 인식하

는 대상자가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대상자에 비해 2.441배(95% CI: 1.158-5.145), 만성질환수가 1개

증가할수록 1.361배(95% CI: 1.105-1.67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기능 수준이 1점 증가할수

록 영양장애 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0.880배(95% CI: 0.801-0.967) 감소하고, 사회활동참여를 1회

많이 할수록 0.862배(95% CI: 0.793-0.93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회귀모형의

Homers-Lemeshow 적합도 검증 결과 p값이 .05 이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회귀모형이 적

합하였다. Nagelkerke R2은 .270로, 본 회귀식은 27.0%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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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s influencing malnutrition (N=455)
Variables Categories OR(95% CI) P

Economic status

1st quintile 0.690(0.236-2.018) .498
2nd quintile 1.609(0.552-4.696) .384
3rd quintile 0.904(0.304-2.690) .856
4th quintile 0.440(0.144-1.350) .151

5th quintile (ref.)

Heavy drinking
Yes 3.799(1.852-7.792) <.001

No (ref.)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ref.)

Fair 1.108(0.577-2.129) .758
Poor 2.441(1.158-5.145) .019

Number of chronic diseases 1.361(1.105-1.677) .004
Cognitive function 0.880(0.801-0.967) .008

Social activity 0.862(0.793-0.937) .001
Constant 53.411 .006

Correct prediction (%) 80.3
Hosmer-Lemeshow test x2=10.97, df=8, p=.203

Nagelkerke R2 .270

4. 논의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 추세와 함께 남성 독거노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남

성 독거노인의 영양장애를 예방하고 최적의 건강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중재 방안의 마

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남성 독거노인의 영양장애 예측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2017년 노인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Nutrition screening initiative(1991)의 영양관리 체크리스트로 평가한 남성 독거노인의

영양 상태는 정상군이 21.1%, 영양장애 위험군은 78.9%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노인 중 59%가 영

양장애 위험군으로 나타난 국내 연구결과와 싱가포르의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

과 30.9%와 비교하여 높은 수치로(Jung et al., 2017; Wei et al., 2017) 한국노인 특히, 독거 남성노

인의 영양 상태가 취약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남성 독거노인은 영양 측면에서 노인으로서

의 취약성뿐만 아니라 독거로 인한 취약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영양관리 중재가 필요한 주요

대상임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남성 독거노인의 영양장애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과음 여부, 지각된 건강상태, 만성

질환 수, 인지기능, 사회활동참여가 나타났다.

과음을 하는 노인이 과음을 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영양장애 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3.799배

(95% CI: 1.852-7.792)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Kim, Hur, 2019). 남

성 독거노인과 남성 비독거노인의 건강행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Kim, 2009) 흡연, 과음주,

운동시간은 노인의 영양장애 위험, 근감소증과 관련이 있다(Cho, Bae, Kim, 2019; Kim, Hur, 2019;

Kim et al., 2020). 건강위험행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상호 연계성을 바탕으로 상승

효과를 일으키므로(Lee et al., 2017) 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남성 독거노인의 영양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위험행위에서 증진행위로 변화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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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화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중재가 제공되어야 할 것

이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인식하는 노인은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노인과 비교하여 영양장애

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2.441배(95% CI: 1.158-5.145)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 결과

를 지지한다(Wei et al., 2018; Hyun, Lee, 2014).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는 노인의 사망률, 유

병률, 의료서비스 이용 등 건강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현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건강상

태를 반영하는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지표이다(Chen et al., 2015). 따라서 독거노인이 다른

가구형태의 노인보다 자신의 건강을 부정적으로 평가는 한다는 연구결과(Jung et al., 2017)는 실제

적으로 다측면에서 독거노인의 건강상태가 열악함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남성 독거노인의 영양

장애 예방을 위해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만성질환 수가 1개 증가할 때마다 영양장애 위험군에 속할 확률이 1.361배(95% CI:

1.105-1.67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Wei et al., 2017)의 결과와 일치한다. 2017

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거가구 노인은 의사에게 진단받은 만성질환 개수가 평균 3.2개

로 다른 가구형태의 노인에 비해 복합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복용처방약

수도 평균 4.4개로 가장 많았다(Jung et al., 2017). 노인은 생리적 노화에 따른 약력학적, 약동학적

변화로 약물 간 반응이나 약물-질병 간 상호작용 또한 변화하고, 이에 따라 약물 부작용이 자주,

심각하게 나타나므로 영양 상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Gnjidic, Johnell, 2013; Rieckert

et al., 2018). 특히 당뇨, 빈혈, 심장질환, 만성 신장질환은 노인의 영양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

질환이므로(Wei et al., 2017) 남성 독거노인이 주요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지원과 함께 만성질환 및 복용약물을 고려한 개별적 영양 교육이 필요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인지기능 수준이 1점 증가할수록 영양장애 위험군에 속할 확률이 0.880배(95% CI:

0.801-0.96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Kim et al., 2020; Wei et al., 2017)의 결과와 일

치한다. 치매와 같은 인지기능 저하는 식욕 저하나 미각 기능 소실로 음식섭취나 씹기 속도가 저

하되고, 이로 인해 체중저하와 함께 영양장애가 올 수 있다(Ahmed, Haboubi, 2010). 또한 엽산과

비타민 B12의 낮은 혈중 농도는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Ahmed,

Haboubi, 2010). 남성 독거노인은 사회적 격리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성이 높고(McEwen,

Gianaros, 2010) 이것은 영양장애로 전개될 수 있으므로 독거노인의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기 위

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활동참여 점수가 1회 증가할수록 영양장애 위험군에 속할 확률이 0.862배(95%

CI: 0.793-0.93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Kim, Hur, 2019)의 결과와 같다. 다양한 사

회활동을 통한 경제적, 신체적 원조, 정보 조언 등의 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영양 상태를 유지 및

증진시킨다(Kim, Hur, 2019). 또한 노인의 사회적 활동은 신체적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교류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이 해소됨에 따라 우울, 자살사고와 같은 정신적 문제를 예방할 뿐만 아니

라 허약의 진행을 연기시킨다(Gale et al., 2018; Kim, Tak, 2018). 이와 같이 활발한 사회적 활동이

노인의 건강에 주요한 보호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독거노인은 노인복지센터, 종교모임, 노인센

터, 문화센터 방문이 활발한 것과 다르게 남성 독거노인의 51.1%는 아무런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Ko et al., 2019). 노인들이 이용하는 지역사회서비스의 대부분이 여성 지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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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 있어 남성 노인들의 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며, 이러한 사회관계망 부족은 남성 독거노인

들의 외로움, 불안, 우울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남성노인의 사회활동참여를 유

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역사회서비스 개발이 요구된다(Chan et al., 2011; Ko et al., 2019). 또한

노인의 영양 상태에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사회적 활동 외에 사회적 지

지, 외로움,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성요소로 한 사회적 허약(Freer, Wallington, 2019)과 영양 상태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노인의 영양 상태는 노인의 기능 상태뿐만 아니라 허약의 진행 및 역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Hirani et al., 2017; Lorenzo-Lopez et al., 2017).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남성 독거노인의 높은 영양장애 위험률과 다양한 영역의 예측요인들은 남성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과 이들의 영양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남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영양 상태를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한

건강관리 중재를 개발할 때 다측면의 요인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성

독거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들의 취약성에 대해 간호, 보건, 복지 측면에

서 포괄적인 다학제적 접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만을 분석한 횡단적 조사

연구로 언급된 예측요인들과 영양 상태 간의 인과관계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영양

상태가 열악한 노인은 이로 인해 만성질환 수가 증가하거나 사회적 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

한 제한점은 추후 연구에서 종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예측요인과 영양 상태 간의 인과적 관계를 규

명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자가보고식 문항을 통해 영양 상태를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영양 상태

평가의 타당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자가보고식의 영양평가

척도 외에도 개인의 식습관과 근육량, 헤모글로빈, 단백질, 알부민, 지질, 림프구와 같은 생화학적

지표를 포함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남성 독거노인의 영양장애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남성 독거노인

을 대상으로 한 영양관리 간호중재 개발에 활용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남성 독거노인의 건

강한 삶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남성 독거노인의 영양장애 예측요인을 파악하고자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 독거노인의 78.9%는 영양장애 위험군이며, 과음을 하는 경

우, 자신의 건강을 나쁘다고 인식하는 경우, 만성질환 수가 증가할수록 영양장애 발생이 증가하였

으며, 인지기능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활동참여를 많이 할수록 영양장애 발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통해 남성 독거노인의 영양장애 발생에는 신체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지적 요인과 사

회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영양장애 예방을 위한 중재 프로그

램 제공 시 건강행태 개선과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 등의 중재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

하고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확대를 통한 사회활동 참여 증진 전략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

추후에는 종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영양장애 위험군의 예측요인과 영양장애 간의 인과적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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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영양장애 예방 관

리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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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Influencing Malnutrition in Elderly Men Living Alone*

Hye-Young Jang1, Ji-Hye Kim22)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malnutrition in the
elderly men living alone in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of 455 elderly men living
alone using the 2017 National Survey of the Living Conditions of Korean Elderly.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average score of the nutritional status was 5.37±3.44 out of 21, and
the risk group of malnutrition was 78.9%. Education level, economic status, heavy drinking,
number of chronic diseases, number of medications, subjective health status, depressive
symptoms, cognitive function, social activity, and IADL limita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nutritional status of the subjects. Malnutrition was influenced by
heavy drinking (OR 3.799, 95% CI:1.852-7.792), subjective health status (OR 2.441, 95%
CI:1.158-5.145), number of chronic diseases (OR 1.361, 95 % CI: 1.105-1.677), cognitive
function (OR 0.880, 95% CI: 0.801-0.967), and social activity (OR 0.862, 95% CI:
0.793-0.937). Therefore, to develop malnutrition prevention program for the elderly men
living alone, it would be considered to improve health behaviors, manage chronic diseases as
well as promote cognitive function and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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