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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중 노인의 추정 심폐체력과 모든 원인 사망과의 연관성
이인환1 PhD, 김병로2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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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between Estimated Cardiorespiratory Fitness and All-cause Mortality in
Underweight Older Adults
Inhwan Lee1 PhD, Byungroh Kim2 PhD
1

College of Sports Science, Sungkyunkwan University, Suwon; 2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Korea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estimated cardiorespiratory fitness (eCRF) and all-cause mortality in underweight older adults.
METHODS: Data from the 2006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involving 348 study participants aged 60 years and older
(58.0% women) was analyzed in this study. CRF was estimated with sex- and age-specific algorithms developed by the fitness registry
and the importance of exercise national database (FRIEND).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into lowest 25% (Q1), lower 25% (Q2), middle 25% (Q3), and highest 25% (Q4) on the basis of individual eCRF distributions. 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was used to
calculate hazard ratio (HR) and 95% confidence interval (CI) according to eCRF levels.
RESULTS: During 7.8±3.2-year follow-up period, a total of 175 deaths occurred from all causes. Cox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HR of all-cause mortality was 0.686 (95% CI, 0.474-0.991, p=.045) for Q2, 0.382 (95% CI, 0.253-0.575, p<.001) for Q3, and 0.248
(95% CI, 0.155-0.397, p<.001) for Q4 compared to Q1 as reference (HR=1). The HR of Q4 for all-cause mortality remained significant even after adjustments for covariates, including age and marital status.
CONCLUSIONS: The current findings suggest that high eCRF is associated with a decreased risk of all-cause mortality in underweight
older adults.
Key words: Cardiorespiratory fitness, Mortality, Older adults, Underweight

서론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

며, 최근 국내 대단위 역학조사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사망
위험요인 1위가 저체중인 것으로 보고되어 이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2].

라는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율이 14.9%에 해당

저체중(underweight)은 신장 및 체중에 근거한 체질량지수가 18.5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추세라면 2030년에는 25.0%까지

kg/m2 미만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며[3], 과거 건강문제에 대한 체중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건강한 노화를

의 악영향을 비만에만 국한했던 반면, 최근 연구에서 저체중 노인은

위해 노년기 사망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

과체중 및 비만 노인에 비해 근감소증, 골다공증, 인지기능 저하 등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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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기 질병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조기사망 위험 또한 유의하게 높

어 비운동성 추정 심폐체력의 역할을 검증하는 것은 노년기 체질량지

은 것으로 보고되어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4-7].

수와 관련된 건강문제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이에 저체중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로는 성별, 교육수준, 소득 등 사회경

생각된다.

제적 요인과 결식 및 영양불균형, 저작 능력 저하, 신체활동 부족 등 생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건강상의 위험이 과체중 및 비만에 비

활습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8,9], 국외 대단위 역학조사

해 저체중 집단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 착안하여, 우리나라 성인의

에서 심폐체력은 노년기 저체중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가 보

대표성을 반영하여 조사된 국가기반자료를 통해 저체중 노인의 모든

고되면서 노년기 심폐체력 증진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0,11].

원인 사망 위험에 있어 비운동성 추정 심폐체력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심폐체력(cardiorespiratory fitness, CRF)은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지 검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며[12], 호흡 · 순환계의 산소
운반 능력과 근 · 골격계 기능적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13]. 심폐체력을
증진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유산소 운동 및 신체활동으로
알려져 있으며[14], 노년기 높은 심폐체력은 저체중을 예방할 뿐만 아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니라 사망 위험 감소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본 연구의 대상자는 우리나라 45세 이상 중 · 고령자를 대상으로 행

다[15,16]. 이와 관련하여 MaAuley et al. [17]은 미국 중 ·고령자를 대상

동양식 및 습관에 대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2년마다 추적 조사

으로 체질량지수에 따른 심폐체력을 조사한 결과, 저체중 집단의 심폐

의 형식으로 실시되고 있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체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Greening et al. [18]은

study of ageing, KLoSA)의 1차 조사인 2006년 전체 대상자 10,254명 중

영국 폐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에 따른 왕복 걷기 지구력을

60세 이상 노인 5,549명을 최초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신장 및 체

조사한 결과, 저체중 및 비만 집단의 심폐지구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

중 설문 누락으로 인해 체질량지수 계산 불가 250명, 저 체중에 해당하

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심폐체력과 사망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한

지 않는 대상자(정상, 과체중 및 비만) 4,951명을 포함하여 총 5,201명을

Jensen et al. [19]의 연구와 Gupta et al. [20]의 연구에서 심폐체력이 낮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48명(남성: 146명, 여성: 202명)에 대해 자료

아질수록 모든 원인, 암,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유의하게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한 바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미루어 보

같다.

면, 노년기 심폐체력은 저체중 및 조기사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뿐
만 아니라 저체중 노인의 사망 위험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2. 측정 항목 및 방법

판단되지만, 저체중 노인의 사망 위험에 있어 심폐체력의 역할을 검증

1) 저체중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저체중 집단을 선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체질량지수를 산출하였

한편, 국외 대단위 역학조사에서는 비용 및 인력 문제 등 심폐체력

으며,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자기 보고형 설문을 통해

측정의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비운동성 심폐체력 추정 공식(non-exer-

조사된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체중(kg)/신장(m2) 공식을 이용하여

cise cardiorespiratory fitness equation)이 개발되고 있다. 비운동성 추정

산출하였다. 이후 체질량지수 18.5 kg/m2 미만에 해당할 경우 대한비

심폐체력은 운동을 하지 않고 연령, 성별, 체질량지수, 안정 시 심박수,

만학회의 기준에 근거하여 저체중으로 정의하였다[25].

신체활동 등과 같은 변인을 이용하여 최대 산소섭취량을 추정하는 방
법이며[21], 집단 분류에 대한 오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 국외

2) 비운동성 추정 심폐체력

대단위 역학 조사에서 노년기 사망 위험에 대한 추정 심폐체력의 역할

비운동성 추정 심폐체력(estimated cardiorespiratory fitness, eCRF)

검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22,23]. 이와 관련하여 영국 중 ·고

은 국외 fitness registry and the importance of exercise national database

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Stamatakis et al. [24]의 연구와 미국 성인을

(FRIEND) 연구에서 제시한 추정식에 근거하여 나이, 성별, 체중을 추

대상으로 실시한 Imboden et al. [16]의 연구에서 추정 심폐체력 수준

정 변수로 포함하여 산출하였으며[26], 본 연구에 사용된 추정식은 다

이 낮아질수록 모든 원인, 암,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유의

음과 같다.

하게 높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 직접적으로 측
정한 심폐체력 혹은 추정 심폐체력은 조기사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과체중 및 비만 노인에 비해 저체중 노인의

VO2max (mL/kg/min) =79.9-0.39×age (years)–13.7×sex
(male = 0, female =1)-0.127× weight (lbs)

사망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저체중 노인의 조기사망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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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Variables
Age (yr)
Weight (kg)
BMI (kg/m2)
eCRF (METs)
Socio-economic status
Income (10,000 won/month)
Education, n (%)
Low than elementary
Middle/high
Over than college
Marital status, n (%)
Married
Widow/divorced
Unmarried
Region, n (%)
Urban
Rural
Type of housing, n (%)
Apartment
General house
Health behavior factors
Smoking, n (%)
Heavy alcohol, n (%)
Regular exercise, n (%)
Health condition factors
Co-morbidity, n (%)
0
1
2≤
Cognitive impaired, n (%)
Depressive symptoms, n (%)
ADL impaired, n (%)
Fall experience, n (%)

Total (n=348)
74.5±8.6
44.8±6.2
17.2±1.2
8.1±1.9

Men (n = 146)
73.0 ± 8.0
48.9 ± 4.6
17.3 ± 1.2
10.0 ± 0.9

Women (n = 202)

p value

75.5 ± 8.9
41.9 ± 5.4
17.2 ± 1.2
6.6± 0.9

.007
< .001
.852
< .001
.055
< .001

104.0±137.0

86.5 ± 121.4

117.0 ± 146.7

288 (82.8)
48 (13.8)
12 (3.4)

98 (67.1)
36 (24.7)
12 (8.2)

190 (94.1)
12 (5.9)
0 (0.0)

203 (58.3)
143 (41.1)
2 (0.6)

129 (88.3)
16 (11.0)
1 (0.7)

74 (36.6)
127 (62.9)
1 (0.5)

234 (67.2)
114 (32.8)

99 (67.8)
47 (32.2)

135 (66.8)
67 (33.2)

112 (32.2)
236 (67.8)

44 (30.1)
102 (69.9)

68 (33.7)
134 (66.3)

122 (35.1)
24 (6.9)
82 (23.6)

100 (68.5)
17 (11.6)
47 (32.2)

22 (10.9)
7 (3.5)
35 (17.3)

< .001
.003
.001

148 (42.5)
136 (39.1)
64 (18.4)
188 (54.0)
176 (50.6)
61 (17.5)
26 (7.5)

65 (44.5)
53 (36.3)
28 (19.2)
50 (34.2)
75 (51.4)
24 (16.4)
3 (2.1)

83 (41.1)
83 (41.1)
36 (17.8)
138 (68.3)
101 (50.0)
37 (18.3)
23 (11.4)

.665
< .001
.801
.649
.001

< .001

.848

.487

BMI, body mass index; eCRF, estimated cardiorespiratory fitness; MET, metabolic equivalents;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또한 대상자의 추정 심폐체력에 근거하여 성별 사분위수(quartile)
로 집단을 분류하였으며, 이에 하위 25% (Q1), 중하위 25% (Q2), 중상위
25% (Q3), 상위 25% (Q4)로 집단을 분류하였다.

4) 공변량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가구 월 소득(income), 교육수준(education),
결혼상태(marital status), 거주지역(region), 주택 형태(type of house)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건강행태 요인으로 흡연(smoking)은

3) 사망 정의 및 추적 기간

현재 흡연 중이거나 과거 100개비 이상 흡연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정

모든 원인 사망(all-cause mortality)은 만성질환, 자살, 자연사, 사고

의하였으며[27], 과도한 음주(heavy alcohol)는 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사, 기타 사망 등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사망에 대한 정보는 가족 및 친

양주에 대해 종류에 무관하게 남성은 주당 15잔 이상, 여성은 8잔 이

인척을 통해 조사된 사망자 자료에 근거하여 2006년 1차 조사부터

상 마시는 경우로 정의하였다[28]. 또한 규칙적 운동(regular exercise)은

2016년 6차 조사 사이에 발생한 사망자로 한정하였다. 또한 사망에 대

운동 형태 및 시간에 무관하게 최소 3개월 주당 1회 이상 규칙적 운동

한 추적 기간(follow-up period)은 [사망 시기-2006년 조사 시기] 공식

을 실시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건강상태 요인으로 만성질환(co-mor-

을 사용하여 월 단위로 산출하였으며, 사망하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

bidity)은 고혈압, 당뇨, 암, 폐질환, 간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관절

최대 추적 기간은 120개월로 정의하였다.

염, 정신질환에 대해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수를 조사하였다. 인지기능
저하(cognitive impaired)는 Korean version of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점수 23점 이하로 정의하였으며[29], 우울증상(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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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ive symptoms)은 center of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의 선형 대 결합(linear by linear) 방

(CES-D) 점수 10점 이상으로 정의하였다[30].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

법을 이용하였으며, 연속형 변인은 집단 간 연령 차이를 보정한 선 경

(activities of daily living impaired, ADL impaired)는 설문지를 통해 7문

향 유무를 검증하기 위해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

항 중 어느 하나의 질문에 ‘부분 도움 이상’이 필요한 경우로 정의하였

VA)의 대비 다항식(contrasts polynomial)을 이용하였다. 또한 모든 원

다[31]. 또한 낙상(fall experience)은 최근 2년, 입원(hospitalization)은 최

인 사망에 대한 추정 심폐 체력의 역할을 검증하기 위해 콕스비례위험

근 1년간 경험 여부로 정의하였다.

회귀모델(Cox’s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95%
신뢰수준(confidence interval, CI)에서 심폐체력 수준별 모든 원인 사

3. 자료처리방법

망 위험도(hazard ratio, HR)를 산출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PC

연속형 변인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mean ± SD)로 표기하였으
며, 범주형 변인에 대해서는 집단 별 비율(%)로 표기하였다. 추정 심폐

version 23.0을 이용하였으며, 가설검정을 위한 유의 수준은 α= 0.05로
설정하였다.

체력 수준에 따른 집단 간 범주형 변인의 비율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d parameters according to eCRF levels
eCRF levels
Variables

Lowest
Q1 (n=87)

Low
Q2 (n = 86)

Middle
Q3 (n = 89)

Highest
Q4 (n = 86)

eCRF (METs)
Age (yr)
Weight (kg)
BMI (kg/m2)
Women, n (%)
Socio-economic status
Income (10,000 won/month)
Education, n (%)
Low than elementary
Middle/high
Over than college
Marital status, n (%)
Married
Widow/divorced
Unmarried
Region, n (%)
Urban
Rural
Type of housing, n (%)
Apartment
General house
Health behavior factors
Smoking, n (%)
Heavy alcohol, n (%)
Regular exercise, n (%)
Health condition factors
Co-morbidity, n (%)
0
1
2≤
Cognitive impaired, n (%)
Depressive symptoms, n (%)
ADL impaired, n (%)
Fall experience, n (%)
Hospitalization, n (%)
Death, n (%)

6.9±1.9
84.7±5.7
46.0±7.1
17.5±1.0
50 (57.5)

7.8± 1.7
77.2 ± 4.4
44.5 ± 6.2
17.1 ± 1.3
51 (59.3)

8.4± 1.7
71.1 ± 4.1
44.9 ± 5.9
17.1 ± 1.2
51 (57.3)

9.1± 1.7
64.8 ± 3.6
43.8 ± 5.3
17.3 ± 1.3
50 (58.1)

112.8±140.3

108.1 ± 146.3

89.9 ± 136.0

104.5 ± 127.2

75 (86.2)
10 (11.5)
2 (2.3)

72 (83.7)
11 (12.8)
3 (3.5)

75 (84.3)
13 (14.6)
1 (1.1)

66 (76.7)
14 (16.3)
6 (7.0)

35 (40.2)
52 (59.8)
0 (0.0)

49 (57.0)
37 (43.0)
0 (0.0)

62 (69.7)
26 (29.2)
1 (1.1)

57 (66.3)
28 (32.5)
1 (1.2)

54 (62.1)
33 (37.9)

60 (69.8)
26 (30.2)

62 (69.7)
27 (30.3)

58 (67.4)
28 (32.6)

25 (28.7)
62 (71.3)

35 (40.7)
51 (59.3)

28 (31.5)
61 (68.5)

24 (27.9)
62 (72.1)

30 (34.5)
5 (5.7)
16 (18.4)

29 (33.7)
4 (4.7)
19 (22.1)

33 (37.1)
9 (10.1)
23 (25.8)

30 (34.9)
6 (7.0)
24 (27.9)

43 (49.4)
28 (32.2)
16 (18.4)
59 (67.8)
48 (55.2)
30 (34.5)
6 (6.9)
12 (13.8)
64 (73.6)

34 (39.5)
32 (37.2)
20 (23.3)
48 (55.8)
41 (47.7)
18 (20.9)
7 (8.1)
21 (24.4)
51 (59.3)

27 (30.3)
44 (49.4)
18 (20.3)
42 (47.2)
43 (48.3)
10 (11.2)
5 (5.6)
16 (18.0)
36 (40.4)

44 (51.2)
32 (37.2)
10 (11.6)
39 (45.3)
44 (51.2)
3 (3.5)
8 (9.3)
13 (15.1)
24 (27.9)

p for
linear trend
.012
< .001
< .001
.007
.993
.906
.091

< .001

.474

.608

.841
.449
.113
.605

.001
.631
< .001
.715
.900
< .001

eCRF, estimated cardiorespiratory fitness; MET, metabolic equivalents; BMI, body mass index;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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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대

1. 추정 심폐체력 수준에 따른 측정 변인 비교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들의 성별 추정 심폐체력에 근거하여

상자들의 평균 추적 기간은 7.8± 3.2년이었으며, 사망률은 50.3% (n=175)

Table 2는 추정 심폐체력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측정 변인을 비교한

하위 25%, 중하위 25%, 중상위 25%, 상위 25%로 집단을 분류한 뒤, 모

결과이다. 그 결과, 심폐체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나이(p <.001), 체중

든 원인 사망 위험도를 산출한 결과, 심폐체력이 높을수록 사망 위험

(p <.001), 체질량지수(p =.007), 사별 및 이혼(p <.001), 인지기능 저하

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 =.001), 일상생활수행능력 저하(p <.001)가 유의하게 낮아지는 선 경

급격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심폐체력은 노년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기 질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조기사망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으로 보고되어 노년기 심폐체력 증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제기

2. 추정 심폐체력 수준에 따른 모든 원인 사망 위험도
Log-rank test P< .001

1.0

Table 3은 추정 심폐체력 수준에 따른 모든 원인 사망 위험도를 산
출한 결과이다. 그 결과, 모델 1에서 하위 25% 집단(ref)에 비해 중하위
25% 집단(HR= 0.686, 95% CI = 0.474-0.991, p =.045), 중상위 25% 집단
(HR= 0.382, 95% CI = 0.253-0.575, p <.001), 상위 25% 집단(HR= 0.248,

0.8

타났으며(Figure 1), 모델 2에서 나이를 보정한 뒤 사망 위험도를 산출
한 결과, 하위 25% 집단(ref)에 비해 상위 25% 집단(HR = 0.462, 95%
CI = 0.247-0.863, p =.016)의 사망 위험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모델 3에서 모델 2에 추가적으로 결혼상태를 보정한 뒤 사망

Survival probability

95% CI = 0.155-0.397, p <.001)의 사망 위험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

위험도를 산출한 결과, 하위 25% 집단(ref)에 비해 상위 25% 집단

0.6

0.4

(HR= 0.463, 95% CI = 0.248-0.865, p =.016)의 사망 위험이 유의하게 낮

Q1
Q2
Q3
Q4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 4에서 모델 3에 추가적으로 인지기능 및
일상생활수행능력 저하를 보정한 뒤 사망 위험도를 산출한 결과, 집단
0.2

간 사망위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0

(Lowest)
(Low)
(Middle)
(Highest)
20

40

60

80

100

120

Follow-up period (month)

논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60세 이상 저체중 노인
348명을 대상으로 모든 원인 사망에 있어 비운동성 추정 심폐체력이

Fig. 1. Kaplan-Maier survival curve according to eCRF levels in underweight older adults. Shown are curves for the Lowest quartile (Q1), Low
quartile (Q2), Middle quartile (Q3), and Highest quartile (Q4) groups, with
the red, orange, green, and blue colors, respectively.

Table 3. Relative risk of all-cause mortality according to eCRF levels
Model 1
eCRF categories
Lowest
Q1
Low
Q2
Middle
Highest

Q3
Q4

Model 2

Model 3

Model 4

HR (95% CI)

p-value

HR (95% CI)

p-value

HR (95% CI)

p-value

HR (95% CI)

p-value

1 (ref)
0.686 (0.474-0.991)

.045

1 (ref)
0.795 (0.546-1.158)

.231

1 (ref)
0.792 (0.544-1.153)

.224

1 (ref)
0.840 (0.575-1.228)

.368

0.382 (0.253-0.575) <.001
0.248 (0.155-0.397) <.001

0.628 (0.377-1.048)
0.462 (0.247-0.863)

.075
.016

0.626 (0.376-1.044)
0.463 (0.248-0.865)

.072
.016

0.693 (0.414-1.162)
0.540 (0.286-1.019)

.164
.057

Model 1: unadjusted.
Model 2: adjusted for age.
Model 3: adjusted for Model 2 plus marital status.
Model 4: adjusted for Model 3 plus cognitive impaired and ADL impaired.
eCRF, estimated cardiorespiratory fitness; HR, hazard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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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32,16]. 또한 최근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심폐체력 측정의 제

든 원인 사망 위험이 3.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Woo

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운동성 심폐체력 추정식이 제시되고 있으며

et al. [3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규칙적인

[26], 이에 본 연구에서도 국외 선행연구의 추정 공식에 근거하여 비운

신체활동 및 운동을 통한 심폐체력 증진은 저체중 및 허약 노인의 사

동성 심폐체력을 산출한 결과, 대상자의 심폐체력은 남성 10.0 ± 0.9

망 위험 감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유도한다고 보고한 연구들과 유사한

MET, 여성 6.6 ± 0.9 MET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심폐체

맥락에서 해석되며[10], 노년기 인지 및 신체기능 저하는 사망위험에

력 수준은 국외 선행 연구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결과이며, 이러한 결과

있어 심폐체력과 함께 고려해야 할 요인임을 시사한다[40].

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추정식이 국외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는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추정

점과 본 연구의 대상자가 정상 체중 노인이 아닌 저체중 노인이었다는

심폐체력을 국외 연구의 추정식에 근거하였기에 추후 국내 성인 및 노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33].

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추정식을 통해 보다 객관화된 연구가 이루어져

최근 국내·외 대단위 역학조사에서 노인의 경우 과체중 및 비만에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사망의 정의를 모든 원인으로 국한하였

비해 저체중에 노출될 경우 주요 질환 및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

기에 추후 보다 대단위 조사의 자료를 통해 모든 원인 및 원인 별 사망

고되고 있으며[7,34], 저체중의 주요 위험인자로는 사회경제적 요인 및

위험에 대한 심폐체력의 역할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활습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9]. 이에 최근 연구에서 유

셋째, 사망 위험에 대한 심폐체력의 역할을 단편적으로 검증하였기에

산소 운동 및 신체활동을 통해 증진된 심폐체력은 노년기 조기사망

추후 영양상태, 기저질환 및 약물복용 등 저체중 및 조기사망과 밀접

뿐만 아니라 저체중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 연관성이 있는 위험인자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세밀한 검증

[15]. 그러나 노년기 높은 심폐체력은 저체중 및 사망 위험에 대해 각각

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정의한

의 독립예측인자로 작용한다는 점과 저체중과 조기사망이 밀접한 연

저체중은 체질량지수에 근거한 단순 저체중이므로 추후 근감소증 및

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저체중 노인의 사망 위험에 대

근감소성 비만과 관련된 신체조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진행

한 심폐체력의 보호적 역할이 예견되지만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전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정 심폐체력을 성별 사분위수로
분류한 뒤 모든 원인 사망률을 비교한 결과, 심폐체력 수준이 높아질
수록 사망률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 론

결과는 미국 노인에서 저체중과 낮은 심폐체력은 모든 원인 사망 위험

본 연구는 노년기 과체중 및 비만에 비해 저체중에 기인한 건강문제

증가에 있어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McAuley et al. [35]의 연

가 크다는 점에 근거하여 저체중 노인의 조기사망에 있어 심폐체력의

구와 영국 중 · 고령자에서 기능 체력이 낮고 저체중 집단에 해당할 경

역할을 검증한 결과, 저체중 노인의 심폐체력은 모든 원인 사망에 대

우 기대여명이 가장 낮았다고 보고한 Zaccardi et al. [36]의 연구와 유

한 주요 독립예측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규칙적인 유산소 운

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노년기 심폐체력을 포함한 체

동 및 신체활동을 통한 심폐체력의 증진은 노년기 저체중으로 인한 조

력 요인은 저체중 및 체중감소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노인의 체질량지

기사망을 지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수와 관련된 사망 위험에 대해 매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

된다.

들과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18,37].
또한 세분화한 추정 심폐체력 집단에 근거하여 모든 원인 사망 위험

CONFLICT OF INTEREST

을 산출한 결과, 심폐체력이 높아질수록 사망 위험은 유의하게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이, 결혼상태를 보정한 후에도 심폐체력

이 논문 작성에 있어서 어떠한 조직으로부터 재정을 포함한 일체의

증가에 따른 사망 위험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관계도 없

기능 및 일상생활수행능력 저하를 보정한 뒤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음을 밝힌다.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미국 중·고령자의 체질량지
수와 심폐체력 변화 수준에 따른 사망 위험을 11.4년간 추적 조사한

AUTHOR CONTRIBUTION

결과, 체질량지수 및 심폐체력 감소는 모든 원인 사망 위험 증가에 대
해 유의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는 Lee et al. [38]의 연구와 홍콩 노인

Conceptualization: I Lee, Data curation: I Lee, Formal analysis: I Lee,

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 및 체력수준에 따른 사망 위험을 7년간 추적

Methodology: I Lee. Project administration: B Kim, Writing - original

조사한 결과, 저체중 및 하위 체력은 정상 체중 및 상위 체력에 비해 모

draft: I Lee, B Kim, Writing - review & editing: I Lee, B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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