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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elderly winter wearing habits and self-identified thermal tolerance in order to com-

pare differences between older males and older females. We surveyed 269 participants: 119 males (age 76.9

±5.9 yr) and 150 females (age 76.1±5.7 yr). Thirty one questionnaires were used: Self-identified cold and

heat tolerance, clothing behavior, lifestyles related to the cold and health care, etc. High percentage of res-

pondents (both males and females) felt vulnerable to the cold. The total number of outdoor clothes were 9.6

±1.6 and 10.6±1.6 in males and females, respectively (p<.05). Wearing frequencies for thermal underwear

were 84.0% and 82.4% in males and females, respectively. The using percentage of auxiliary heating devi-

ces was higher in females compared to males (p<.01). Males felt more cold in the head and face compared

to females (p<.01). Self-identified cold tolerance had negative relationships with the total number of winter

outdoor clothes for both males (r=−0.260) and females (r=−0.222) (p<.01). The perceived old age for both

males and females was 72.4 yr. Sex differences should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guidelines for win-

ter clothing behavior for the elderly and educating them on how to improve health and cold tolerance.

Key words: The elderly, Self-identified cold tolerance, Clothing habit, Sex difference, Perceived old age;

고령자, 자각적 내한성, 착의 행동, 성차, 노인 시작 연령

I. 서 론

기후는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Mercer, 2003). 최

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기후는 온열 스트레스를 양극

화시키고 있다(Kim et al., 2016). 폭염 및 한파는 직 ·간

접적으로 건강 피해를 유발하고, 장기간 노출 시 체온조

절 능력 저하에 따른 온열 및 한랭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2016년 우리나라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

한 온열 질환자는 2,125명(사망 17명)으로, 이는 2015년

온열 질환자 수의 약 두 배에 이르는 수치이며, 65세 이

상이 26.7%를 차지하였다. 한파로 인한 사망자는 26명으

로, 이는 2014년 사망자 수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결과

였으며, 60대 이상이 총 483명의 한랭 질환자들 중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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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하였다(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

MA], 2017). 이처럼 고령자는 폭염과 한파와 같은 온열

및 한랭 스트레스에 대표적인 취약계층이다.

겨울철 고령자의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근거

하여, 추위 노출 시 고령자들의 생리적 체온조절 능력

에 대한 관심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다(Collins, 1987;

Young & Lee, 1997). 고령자는 피부감수성, 혈관수축력,

산열 능력이 저하되어 추위 스트레스에 취약하고(Harju,

2002; Kenney & Munce, 2003; Smolander, 2002; Stap-

leton et al., 2015; Waalen & Buxbaum, 2011; Wagner &

Horvath, 1985), 추위 노출 시 심부온 저하로 인해 저체온

증에 걸리기도 쉽다(Castellani & Young, 2016; Kenney

& Munce, 2003). 이외에도 노화는 조직탄력성 및 근육

량 감소, 반사 신경 민감도 저하 등 인체 시스템에 상당

한 영향을 끼친다(Groeller, 2008). 평상시 평균 체온을

조사한 코호트 연구결과(Waalen & Buxbaum, 2011)에

서 60세 이상 남녀 고령자는 20~40대 청장년에 비해 평

균 체온이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노화가 진행될수록 활

동량 및 운동량이 감소하는데 이러한 신체활동의 부족

은 생리 기능 저하와 함께 노화 현상을 가속시키는 원인

이 되며 일상생활의 활동 능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Choe et al., 2004) 등 악순환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여자보다 골격근이 발달하여 있다.

신체활동에 사용되는 골격근은 산열 기능이 있어 추위

노출 시 체온유지에 도움이 된다. 반면, 여자는 남자보다

단열효과가 있는 체지방률이 높기는 하나 운동횟수와

운동량이 적고, 적은 골격근량으로 인해 산열 능력이 떨

어지는 등 추위 대응력이 낮다(Jeong, 2014). 인체가 추위

에 노출되었을 때 추위를 느끼는 정도는 추위를 지각하

는 능력 및 추위에 적응하는 능력에 성별 간 차이가 있

을 뿐 아니라(Harju, 2002) 추위 대응 착의 행동에도 차

이가 있다(Jeong, 2001; Zhang et al., 2015). Zhang et al.

(2015)에 따르면 20대 남자는, 20대 여자보다 추위를 덜

느끼고 추위 대처 능력이 우수해 의복 의존도가 낮고 여

자와 달리 발의 보온이 전신의 착의 행동과 상관이 없

다고 하였다. 이처럼 남녀의 생리적, 행동적 체온조절에

차이가 있다. 고령 남녀에서도 추위 노출 시의 생리 반

응에 차이가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추운 환경에서 고

령 남자는 직장온을 낮게, 고령 여자는 직장온을 높게

유지하고, 고령 여자는 고령 남자에 비해 추위 노출 초

기에 산열량을 높이는 방법으로 추위에 대응한다(Wag-

ner & Horvath, 1985). 이는 체지방의 차이뿐만 아니라

폐경 등 남녀 노화 과정의 차이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추위 노출 시 고령자의 생리적 체온조절 방법에

성차가 존재하는 것(Wagner & Horvath, 1985)처럼, 고령

자의 행동적 체온조절 즉, 착의 행동과 같은 추위 대응

방법에 있어서도 남녀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행동적 체온조절에 있어 고령 남녀의 차이를 살

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자각적 내한내열성이란 자신의 자아에 형성, 각인되어

스스로 추위 및 더위에 견디는 능력의 강약 정도를 판정

하는 것으로 측정하는데, 온도에 대한 지각과 인지가 행

동성 체온조절의 방아쇠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

각되고 있다(Kim et al., 2016). 최근 자각적 내한내열성

과 착의 행동 및 행동성 체온조절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가 일부 보고되고 있으나 대부분 젊은 남자만을 대

상으로 하거나(Hyun et al., 2018; Kim et al., 2016), 20대

(Chung et al., 2013) 및 20~50대의 남녀(Baek et al., 2014),

다양한 연령대의 여자(Choi et al., 2006) 혹은 고령 여자

(Lee et al., 2015; Shim et al., 2017)만을 대상으로 진행되

어, 고령 남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부족할 뿐 아니라 고

령 남녀의 자각적 내한내열성과 착의 행동을 비교한 연

구는 드물다. Shim et al.(2017)은 고령자들이 의복 착용

과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긍정적이나 의

생활 관련 지식 및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음

을 보고하면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한 의생활 교

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관련 기초 연구들이 선행 혹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현대인들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100세 시

대를 살고 있다(Lee, 2015). 노인 시작 연령(Perceived old

age)이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노년기가 시작되는 시점

의 연령을 의미하는데(Lim & Park, 2015), 고령자를 판정

하는 제도적 기준인 65세와 실제 당사자들이 인식하는

노인 시작 연령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기준

이 남녀별 자각적 내한내열성 및 착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녀 고령자를 대상으로 자각

적 내한성, 자각적 내열성, 착의 행동, 추위 대응 및 건

강 관련 생활습관을 조사함으로써 성차에 따른 주관적

내한내열성의 수준 및 행동적 체온조절과 관련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고령 남녀의 자각적 내한내열성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고령 남녀의 겨울철 착의 행

동과 추위 대응 및 건강 관련 습관에 차이가 있을 것이

다. 셋째, 고령자가 인식하는 노인 시작 나이는 법적 노

인 기준인 65세보다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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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설문조사는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

상 269명(남: 119명, 여: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남자 76.9±5.9세, 여자

76.1±5.7세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남자의 경우, 65세

이상 75세 미만이 37명(31.1%, 평균 70.5±2.7세), 75세 이

상 85세 미만이 72명(60.5%, 평균 78.6±2.6세), 85세 이

상이 10명(8.4%, 평균 88.6±5.7세)이었고, 여자의 경우,

65세 이상 75세 미만이 57명(38.0%, 평균 70.7±2.5세),

75세 이상 85세 미만이 80명(53.3%, 평균 78.1±2.8세),

85세 이상이 13명(8.7%, 평균 87.6±2.9세)이었다. 95세

이상은 남녀 각 한 명씩으로 각각 85세 이상 그룹에 포

함시켰다. 남녀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각각 다

음과 같다: 남자(키 1.67±0.10m, 체중 64.6±8.4kg, 체표면

적 1.72±0.14m
2
, BMI 23±3kg/m

2
), 여자(키 1.54±0.06m,

체중 57.5±8.1kg, 체표면적 1.55±0.11m
2
, BMI 24±3kg/m

2
).

남자는 여자에 비해 유의하게 키와 체표면적이 컸고, 체

중이 더 높았다(p<.01). 평균 BMI는 남녀 모두 정상 범위

안에 있었으나,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5).

체중당 체표면적은 남자 269±22cm
2
/kg, 여자 272±21cm

2
/kg

로,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최종 학력의 경우, 남

녀 모두 고졸이 가장 많았다. 남자의 경우, 고졸(32.8%),

대졸 이상(23.5%), 중졸(22.7%), 초졸(14.3%), 무학(4.2%)

의 순이었고, 무응답자(2.5%)도 있었다. 여자의 경우, 고

졸(32.7%), 초졸(25.3%), 중졸(24.0%), 무학(10.7%), 대졸

이상(7.3%)의 순이었다. 현재 동거 가족 수로는 두 명(본

인 포함)이 남녀 각각 46.2%, 41.3%로 가장 높았고 그 다

음은 혼자 거주하는 경우(남: 26.9%, 여: 34.7%)였다. 본

조사연구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IRB. No. 1704/003-007).

2. 설문지 구성

선행연구(Jeong, 2014; Kim et al., 2016; Lim & Park,

2015; Zhang et al., 2015)를 기초로 총 31개의 설문 문항

을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자각적 내한성 및 내열성

(2문항, Q1, Q2), 착의 행동(8문항, Q3~Q10), 추위 대응

생활습관(5문항, Q11~Q15), 건강 관련 생활습관(8문항,

Q16~Q23), 노인 시작 연령 및 기타(2문항, Q24~Q25), 인

구통계학적 문항(6문항, 출생년도, 키, 성, 체중, 최종 학

력, 동거인 수)의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었고, 구체적인 내

용은 <Table 1>−<Table 3>, <Fig. 1>−<Fig. 2> 및 본문에

제시하였다. 전체 문항 중 세 개 문항(Q13, Q17, Q19)

은 5점 리커트 척도 선택지로 구성되었다.

3. 조사방법

설문조사는 2017년 2월 16일과 2월 27일에 서울 및 경

기 지역의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사일의 평

균 기온은 4.1±2.1
o
C였고, 평균 최저기온은 −2.8±1.2

o
C

(KMA, 2018)로, 조사 양일의 기온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일대일 면접 조사방법을 주로 이용하였다. 외출 시 총착

의매수의 경우 연구자가 조사대상자와 함께 직접 측정

하고, 집에 있을 때 총착의매수의 경우 착용 의복을 모

두 회상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자에게 질문하여 답변을

얻었다. 외출 시 총착의매수는, 겨울철 옷차림의 특성상

말초 부위 보온효과가 높은 머플러, 장갑, 신발 등의 소

품류도 모두 포함시켜 측정하였고, 보온과 상관이 낮은

소품인 허리띠는 제외하였다. 집에 있을 때 총착의매수

는 슬리퍼와 허리띠를 제외하고 측정하였다. 조사된 270부

중 답변이 미흡한 1부를 제외한 총 269부가 연구자료로

이용되었다.

4.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5를 이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기술통계, 빈도분석, 다중응답분석, χ
2
 검

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별 유의차 검정을 위해 독립표

본 t-test를 사용하였다. 외출 시 및 집 안에서의 총착의매

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분석을 이용하였고,

자각적 내한내열성과 착의 행동, 추위 대응 및 건강 관련

생활습관,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같이 서열척도 혹은 명

목척도를 이용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Spearman 서열

상관분석을 이용하였다. 노인 시작 연령 등 연령대별 차

이를 검토하기 위한 문항은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룹 간 비교는 Tukey의 방법을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하였

다. 통계적 유의성은 p<.05 수준에서 검토되었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자각적 내한성과 자각적 내열성

스스로 추위에 약하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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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남: 41.2%, 여: 47.4%)였고, 보통(약하지도 강하지

도 않다)이라는 응답이 34.6%(남: 36.1%, 여: 33.3%), 강

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0.8%(남: 22.7%, 여: 19.3%)였다

(Q1)(Fig. 1(a)). 스스로 더위에 약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41.9%(남: 34.7%, 여: 47.7%), 보통이 38.2%(남:

39.9%, 여: 36.9%), 강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9.9%(남:

25.4%, 여: 15.4%)였고(Q2)<Fig. 1(b)>, 남녀 모두 모르

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한 명씩 있었다. 자각적 내

한성은 고령 남녀 모두 약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자각적 내열성의 경우 고령 남자는 보통이, 고령 여자는

약한 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p<.05)(Fig. 1). 남녀

모두 연령대에 따른 자각적 내한성 및 내열성에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자각적 내한성과 자각적 내열성의 두 요소를 복합적

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내한성 및 내열성 두 항목 모두

에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61명을 제외하고, 208명(남:

91명, 여: 117명)의 응답자 결과를 분석한 결과, 스스로

추위와 더위에 모두 강하다고 생각하는 조사대상자는

전체 8.7%(남: 11.0%, 여: 6.8%)였고, 추위에만 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18.8%(남: 18.7%, 여: 18.8%), 더위에만

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16.8%(남: 22%, 여: 12.8%),

추위와 더위에 모두 약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55.8%

(남: 48.4%, 여: 61.5%)로, 고령의 남녀 모두 스스로 추위

와 더위 모두에 약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남녀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도시 거주 20대 남자를 대상

으로 조사한 선행연구(Kim et al., 2016)에서도 추위와 더

위에 모두 강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이 전체 응답자의 3%

였고, 추위와 더위 모두 약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이 32%

였다. 이처럼 현대인은 성별 및 연령에 관계없이 추위와

더위 모두에 약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자각적 내

한성 및 내열성에 있어 이러한 비대칭적인 인구분포는,

도시화로 인한 냉난방 설비의 발달과 쾌적한 실내에서

의 지속적인 생활이 추위와 더위에 대한 적응력 약화를

초래한 결과로 보인다(Kim et al., 2016).

2. 겨울철 총착의매수와 착의 행동

겨울철 외출 시 총착의매수는 남자 9.6±1.6매(범위 6~

13매), 여자 10.6±1.6매(범위 7~14매)였고(Q3), 겨울철 집

에 있을 때 총착의매수는 남자 5.4±1.4매(범위 3~9매), 여

자 6.3±1.5매(범위 3~11매)였다(Q4). 실외 및 실내 모두

에서 고령 남자는 고령 여자보다 유의하게 적은 매수의

의복을 착용하고 생활하고 있었다(p<.001)(Table 1). 이

처럼 남자는 외출 시와 집에서 모두 여자보다 약 1매 적

은 매수의 의복을 착용하고 생활하였는데, 이러한 차이

는 여자의 기본 착용 의류 중 하나이면서 보온보다는 보

정의 기능이 우선인 브래지어 착용에 따른 결과일 가능

성도 있다. 그러나 남자는 외출 시 적은 매수(6~7매)를 착

용하는 사람(30.8%)이 많은 매수(12~13매)를 착용한 사

람(15.4%)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았던 반면 여자는 외출

시 적은 매수(7매)를 착용하는 사람(9.0%)이 많은 매수

(12~14매)를 착용하는 사람(44.0%)에 비해 네 배 이상 적

었다(χ
2
=21.866, p<.001). 이에, 고령 남자는 고령 여자보

다 겨울철에 착의매수가 적은 의생활을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남녀 모두 연령대에 따른 착의매수에 있

어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최소 및 최대 착의매수에 남녀 간 차이가 있었고, 고령

남녀 모두에서 겨울철 외출 시 착용한 의복 총매수는 겨

Fig. 1. Self-identified thermal tolerance in the elderly. (a) Self-identified cold tolerance (Q1), (b) Self-identified heat

tolerance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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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철 집 안에서 착용한 의복 총매수보다 약 4매 많았다.

외출 시 및 집에서의 착의매수 간의 상관분석에서도 외

출 시 착의매수가 많은 사람이 집에서도 더 많은 매수의

의복을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남: r=0.409, 여: r=0.348,

p<.01). 이러한 결과는, 겨울철 외출 시 착의매수가 많은

사람이 집에서도 약 5매 더 많은 매수의 의복을 착용하

는 것으로 보고한, 다양한 연령대의 여자만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Choi et al., 2006)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

에서는 고령 여자뿐만 아니라 고령 남자 또한 외출 시

착의매수가 많은 사람이 집에서도 의복을 많이 착용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2>는 고령 남녀의 겨울철 착의 행동 결과이다.

겨울철 내복 착용 여부 및 내복 착용 부위를 조사한 결과

(Q5, Q6), 내복을 착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83.1%

(남: 84.0%, 여: 82.4%)였고, 내복을 착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16.9%(남: 16.0%, 여: 17.6%)였다. 내복

착용자 중, 항상 착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61.4%(남:

58.8%, 여: 63.5%)였고, 추운 날에만 가끔 착용(12.4%),

외출할 때만 착용(9.0%), 집에서만 착용(0.4%)의 순이었

다. 남녀 간 내복 착용률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

나, 상하 한 벌 내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81.5%(남: 81.0%,

여: 82.0%), 상의 내복만 착용하는 경우가 2.7%(남: 4.0%,

여: 1.6%), 하의 내복만 착용하는 경우 15.8%(남: 15.0%,

여: 16.4%)로, 상하 한 벌의 내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가

장 많았고, 단독으로는 상의 내복보다 하의 내복을 착용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조사대상자가 11명에 불과하여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10여 년 전에 조사한 고령 여성(60~93세)의 내복 착용률

을 조사한 선행연구(Choi et al., 2006)에서는 외출 시 한

벌의 내복을 착용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5.5%에 불과하

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 벌 내복을 착용하는 여성이

82.0%에 달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최근 한파 일수 증가

와 같이 극한 추위 정도가 심해진 점(Jeon & Cho, 2015),

고령자들의 젊은 시절보다 현재가 더 춥다고 생각하는

점(Lee et al., 2015), 혹은 내복의 경량성, 보온성, 우수한

착용감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의복이나 냉

난방 기기의 기술 발달이 급변하는 점과 의복에 대한 의

존도가 클수록 체온조절 기능이 퇴화 가능함을 고려하면

(Chung et al., 2013), 과거 고령자들에 비해 현재 고령자

들의 내한성이 약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또한 내복 착

용률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더불어 날씨 확인 관

련 정보 수단(TV 등의 매체, 긴급 문자 알림 서비스 등)

확대, 한랭 질환 대비 교육, 한랭 질환자 발생에 관한 미

디어의 지속적 보도 등으로 인해 고령자 스스로 습관화

된, 추위 관련 착의 행동적 대응으로도 보인다.

겨울철 외출 시 선호하는 착용 의복의 보온력 수준(Q

7)에 대해서는 주관적으로 따뜻하게 입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75.4%(남: 76.5%, 여: 74.5%)로 다수를 차지하였

고, 다소 서늘하게 입는 것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7.1%(남:

5.9%, 여: 8.1%)였으나 남녀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

편, 집에 있을 때 착용하는 의복의 보온력(Q8)에 대해서

는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따뜻하게 입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45.9%(남: 42.9%, 여: 48.3%), 보통으로

입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39.5%(남: 40.3%, 여: 38.8%),

서늘하게 입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14.7% (남: 16.8%,

여: 12.9%)로 나타나 외출 시와 집에 있을 때 착용하는 의

복의 선호 보온력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χ
2
=104.522, p<

.001). 한파 예보가 있을 때, 의복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

해 묻는 문항(Q9)에서는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으며(p<.05), 73.1%(남: 64.7%, 여: 79.9%)가 기존의 주관

적 경험에 기초하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의복 중에서

따뜻한 의복을 선택한다고 대답하였다. 한파에 상관없이

평소 입는 옷을 선택한다는 경우도 24.3%(남: 32.8%, 여:

17.4%)였다. 겨울철 옷차림의 따뜻한 정도가 과거에 비

해 달라졌는가에 대한 질문(Q10)에는 가장 많은 52.0%

(남: 58.0%, 여: 47.3%)가 과거보다 요즘 겨울에 따뜻하

게 입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과거에 비해 적게 입는다

고 응답한 경우는 8.6%(남: 8.4%, 여: 8.7%)였고, 차이 없

Table 1. Total number of clothes outside and at home

Questions
Older male (N=119) Older female (N=150)

t
Range Mean (S.D.) Range Mean (S.D.)

Q3
How many clothes did you wear today when you went out

(in winter)?
6-13 9.6 (1.6) 7-4 10.6 (1.6) −5.046***

Q4 How many clothes do you usually wear at home in winter? 2-9 5.4 (1.4) 3-11 06.3 (1.5) −4.949***

**p<.001

All accessories except for a belt were included in the total number of clot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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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응답은 34.6%(남: 27.7%, 여: 40.0%)였으며, 모르겠

다는 응답도 4.8%(남: 5.9%, 여: 4.0%)였다. 남녀 간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3. 추위 대응 및 건강 관련 생활습관 실태

추위에 대응하는 생활습관 및 건강 관련 생활습관에 관

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92.6%

(남: 89.9%, 여: 94.7%)가 독감, 폐렴 등의 예방접종을 반

드시 한다고 응답하였고(Q11), 남녀 간 차이는 없었다.

전기장판 등의 개인 보조 난방기구를 사용한다고 응답

한 사람은 77.7%(남: 73.9%, 여: 80.7%)였고, 사용하지 않

는 경우는 22.3%(남: 26.0%, 여: 19.3%)였다. 보조 난방

기구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 밤에 잘 때만 사용하

는 경우가 43.9%(남: 39.5%, 여: 47.4%)로 가장 많았고,

항상 사용한다가 20.4%(남: 14.3%, 여: 25.3%), 추운 날

에만 가끔 사용한다가 13.4%(남: 20.2%, 여: 8.0%)의 순

이었다. 남자의 경우 가끔 추운 날에만 사용하거나 사용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6.2%였던 반면, 여자의 경우 이

응답은 27.3%에 불과하여, 성별 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Table 2. Wearing habits in winter between older males and females

Questions Variable

Gender

χ
2 Total

N (%)Older male

N (%)

Older female

N (%)

Q5
Do you wear thermal

underwear in winter?

Yes, always. 070 (058.8) 094 (063.5)

2.925*

164 (061.4)

Yes, sometimes such as only cold days. 018 (015.1) 015 (010.1) 033 (012.4)

Yes, only when I go out. 011 (009.2) 013 (008.8) 024 (009.0)

Yes, only at home. 001 (000.8) 000 (000.0) 001 (000.4)

No. 019 (016.0) 026 (017.6) 045 (016.9)

Total 119 (100.0) 148 (100.0) 267 (100.0)

Q7
I prefer to wear ( )

clothes outside in winter.

Light 007 (005.9) 012 (008.1)

0.476*

019 (007.1)

Normal 021 (017.6) 026 (017.4) 047 (017.5)

Heavy 091 (076.5) 111 (074.5) 202 (075.4)

Total 119 (100.0) 149 (100.0) 268 (100.0)

Q8
I prefer to wear ( )

clothes at home in winter.

Light 020 (016.8) 019 (012.9)

1.141*

039 (014.7)

Normal 048 (040.3) 057 (038.8) 105 (039.5)

Heavy 051 (042.9) 071 (048.3) 122 (045.9)

Total 119 (100.0) 147 (100.0) 266 (100.0)

Q9

Do you have special

criteria to select clothes

when weather forecasters

predict a cold spell?

Yes, I used to select and wear heavy clothes

that I can feel warm through my experience.
077 (064.7) 119 (079.9)

8.684*

196 (073.1)

No, I don't care about it and wear clothes as

usual.
039 (032.8) 026 (017.4) 065 (024.3)

I don't know. 003 (002.5) 004 (002.6) 007 (002.6)

Total 119 (100.0) 149 (100.0) 268 (100.0)

Q10

Is there any difference

in your wearing habits in

the past winter season

from the present time?

I used to wear warm clothing in winter when

compared to the past.
069 (058.0) 071 (047.3)

4.827*

140 (052.0)

I used to wear light clothing in winter when

compared to the past.
010 (008.4) 013 (008.7) 023 (008.6)

No difference. 033 (027.7) 060 (040.0) 093 (034.6)

I don't know. 007 (005.9) 006 (004.0) 013 (004.8)

Total 119 (100.0) 150 (100.0) 269 (100.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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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ifestyles related to the cold and health care between older males and females

Variable

Gender

χ
2 Total

N (%)Older male

N (%)

Older female

N (%)

Q11

Do you usually vaccinate

against the flu or

pneumonia in winter?

Yes, always. 107 (089.9) 142 (094.7)

03.781**

249 (092.6)

Yes, sometimes. 8 (006.7) 3 (002.0) 11 (004.1)

No. 4 (003.4) 5 (003.3) 9 (003.3)

Total 119 (100.0) 150 (100.0) 269 (100.0)

Q12

Do you use auxiliary

heating devices such as

electronic blankets and

a water-perfused mattress

in winter?

Yes, always. 17 (014.3) 38 (025.3)

13.574**

55 (020.4)

Yes, only at night. 47 (039.5) 71 (047.4) 118 (043.9)

Yes, only cold days. 24 (020.2) 12 (008.0) 36 (013.4)

No. 31 (026.0) 29 (019.3) 60 (022.3)

Total 119 (100.0) 150 (100.0) 269 (100.0)

Q13

I prefer to main a ( )

room temperature

at home in winter.

Very cool 5 (004.3) 6 (004.0)

04.204**

11 (004.1)

Cool 21 (017.9) 38 (025.7) 59 (022.3)

Neutral 38 (032.5) 49 (033.1) 87 (032.8)

Warm 43 (036.8) 46 (031.1) 89 (033.6)

Very warm 10 (008.5) 9 (006.1) 19 (007.2)

Total 117 (100.0) 148 (100.0) 265 (100.0)

Q14

Do you usually check

the weather report such as

air temperature, snow

forecast, etc.?

Yes, I always check it. 99 (084.6) 112 (075.2)

05.350**

211 (079.3)

Yes, but I check it only when I go out. 10 (008.5) 22 (014.8) 32 (012.0)

No. 8 (006.9) 15 (010.0) 23 (008.6)

Total 117 (100.0) 149 (100.0) 266 (100.0)

Q15

Which body area are you

intolerable to cold?

(multiple response)

Head/Face 34 (022.2) 23 (011.9)

-

57 (016.5)

Neck/Shoulder 10 (006.5) 26 (013.5) 36 (010.4)

Chest/Back/Abdomen 11 (007.2) 11 (005.7) 22 (006.4)

Arms 6 (003.9) 5 (002.6) 11 (003.2)

Hands/Wrists 29 (019.0) 33 (017.1) 62 (017.9)

Legs/Knees 10 (006.5) 16 (008.3) 26 (007.5)

Feet/Ankles 29 (019.1) 25 (013.0) 54 (015.6)

Whole body 9 (005.9) 17 (008.8) 26 (007.5)

None 15 (009.8) 37 (019.2) 52 (015.0)

Total 153 (100.0) 193 (100.0) 346 (100.0)

Q16

Have you caught a cold,

flu or pneumonia within

the last 6 month?

Yes. 38 (031.9) 59 (039.3)

01.576**

97 (036.1)

No. 81 (068.1) 91 (060.7) 172 (063.9)

Total 119 (100.0) 150 (100.0) 269 (100.0)

Q17
I often catch a cold

in winter.

Not at all 30 (025.2) 37 (024.8)

00.557**

67 (025.0)

Not really 43 (036.2) 56 (037.6) 99 (036.9)

Neutral 28 (023.5) 35 (023.5) 63 (023.5)

Somewhat agree 13 (010.9) 13 (008.7) 26 (009.7)

Very much 5 (004.2) 8 (005.4) 13 (004.9)

Total 119 (100.0) 149 (100.0) 268 (100.0)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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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앞서 살펴본 착의 행동뿐만 아니라 전기장판과

같은 보조 난방기기 사용률도 여자에게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령 여자는 겨울철에 더 많은 매수의 의

복을 착용하면서 동시에 보조 난방기기까지 사용한다.

따뜻한 의복 기후와 실내환경 하에서의 생활습관은 내

한성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Kim et al., 2016). 따뜻하

게 생활하는 즉, 겨울철에 많은 매수의 의복을 입고 보

조 난방기기까지 사용하는 여자에게서 자각적 내한성이

약하다는 응답이 많다는 사실<Fig. 1>은 착의 행동 및 생

활습관이 내한성 및 방위체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재확

인시켜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겨울철 집 안의 실내온도는 남자의 경우 약간 따뜻하

게 유지한다는 응답자가 36.8%로, 여자의 경우 보통으

로 유지한다가 33.1%로 가장 많았다(Q13). 겨울철 외출

전 일기예보 확인 여부에 관해서는, 항상 확인한다고 응

답한 경우가 79.3%(남: 84.6%, 여: 75.2%)였고, 확인하지

않는 경우는 8.6%에 불과하였다(Q14). 겨울철 집 안에

서 선호하는 실내온도와 외출 전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Table 3. Continued

Variable

Gender

χ
2 Total

N (%)Older male

N (%)

Older female

N (%)

Q18
I have suffered from

frostbite in winter.

Never 101 (084.9) 131 (087.3)

03.186***

232 (086.2)

≤ twice 14 (011.8) 13 (008.7) 27 (010.0)

3 ≤ < 5 times 1 (000.8) 0 (000.0) 1 (000.4)

> 5 times 2 (001.7) 2 (001.3) 4 (001.5)

I don't know. 1 (000.8) 4 (002.7) 5 (001.9)

Total 119 (100.0) 150 (100.0) 269 (100.0)

Q19
My hands and feet are

cold in winter.

Not at all 24 (020.2) 36 (024.5)

06.075***

60 (022.6)

Not really 20 (016.8) 21 (014.3) 41 (015.4)

Neutral 27 (022.7) 37 (025.2) 64 (024.1)

Somewhat agree 40 (033.6) 34 (023.1) 74 (027.8)

Very much 8 (006.7) 19 (012.9) 27 (010.2)

Total 119 (100.0) 147 (100.0) 266 (100.0)

Q20
Drinking frequency

per week

None 80 (069.0) 134 (093.1)

26.145***

214 (082.3)

≤ twice 31 (026.7) 8 (005.6) 39 (015.0)

3 ≤ < 5 times 4 (003.4) 2 (001.4) 6 (002.3)

≥ 6 times 1 (000.9) 0 (000.0) 1 (000.4)

Total 116 (100.0) 144 (100.0) 260 (100.0)

Q21
Smoking amount

per day

None 103 (088.0) 144 (099.3)

16.333***

247 (094.3)

< 10 cigarettes 10 (008.6) 0 (000.0) 10 (003.8)

10 ≤ < 20 cigarettes 2 (001.7) 1 (000.7) 3 (001.1)

≥ 20 cigarettes 2 (001.7) 0 (000.0) 2 (000.8)

Total 117 (100.0) 145 (100.0) 262 (100.0)

Q22
Exercise frequency

per week

None 17 (014.7) 20 (013.5)

03.321***

37 (014.0)

≤ twice 29 (025.0) 32 (021.6) 61 (023.1)

3 ≤ < 5 times 37 (031.9) 63 (042.6) 100 (037.9)

≥ 6 times 33 (028.4) 33 (022.3) 66 (025.0)

Total 116 (100.0) 148 (100.0) 264 (100.0)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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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관한 문항에서는 남녀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추위를 많이 타는 인체 부위는 손/손목(17.9%), 머리/

얼굴(16.5%), 발/발목(15.6%)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아, 의

복으로 피복되는 구간부보다 외기에의 노출이 많은 머리

와 얼굴 그리고 말초부인 손과 발에서 추위를 많이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Q15). 머리/얼굴 부위에서만 성별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어 남자(28.6%)가 여자(15.3%)보

다 머리/얼굴 부위에서 추위를 더 많이 타는 것으로 나타

났다(χ
2
=6.964, p<.01). 본 결과는 고령 남자의 탈모 및 대

머리 상태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조사

중 관찰결과, 모자를 착용한 다수의 남자 참여자를 볼 수

있었는데, 이는 머리/얼굴 부위에서 추위를 느끼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정확한 인과관계는 고

령 남자의 모자 착용 현황 조사와 같은 추후 연구를 통

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추위를 타는 부위가 없

다는 응답 또한 19.3%였으며(남: 12.6%, 여: 24.7%), 남

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χ
2
=6.191, p<.05).

최근 6개월 이내에 독감, 감기, 폐렴 등에 걸린 적이 있

는 경우(Q16)가 36.1%(남: 31.9%, 여: 39.3%), 없다고 응

답한 경우가 63.9%(남: 68.1%, 여: 60.7%)였고, 남녀 차

이는 없었다. 감기 이환률에 대한 자각적 평가문항(Q17)

에서는, 남자 2.33±1.10, 여자 2.32±1.10로 성별 차이는 없

었다. 감기에 자주 걸리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는 14.6%였고,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61.9%였다. 86.2%의 응답자가 동상에 걸려 본 경

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Q18), 남녀 간 차이도 없었다.

평소 손발이 찬 편인가에 관한 문항(Q19)에서는, 남자

2.90±1.26, 여자 2.86±1.37로, 성별 간 유의한 차이는 없

었으나 남자의 경우 그렇다(33.6%)와 보통이다(22.7%)

라는 응답이, 여자의 경우 보통이다(25.2%)와 전혀 그렇

지 않다(24.5%)라는 응답이 많았다.

평소 음주 여부를 묻는 질문(Q20)에는 남자의 69.0%,

여자의 93.1%가 음주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주에 1~

2회 한다는 응답이 남녀 각각 26.7%, 5.6%였으며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p<.01). 흡연 여부를 묻는

질문(Q21)에서는 남자의 88.0%, 여자의 99.3%가 비흡

연자라고 응답하였고, 남자의 경우 하루 10개피 이하의

흡연을 하는 경우가 8.6%를 차지하였다(p<.05). 운동횟

수(Q22)는 남녀 모두 3~5회/주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남: 31.9%, 여: 42.6%). 평소 운동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

(85.9%) 중 걷기 운동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남: 69.7%,

여: 52.0%)가 가장 많았고, 이외에 노인복지관이나 경로

당에서의 체조, 자전거 타기 등을 주요 운동 종목으로

꼽았다(Q23).

4. 자각적 내한성 및 내열성, 착의 행동, 추위 대응

및 건강 관련 생활습관 간의 상관관계

남자의 경우 자각적 내한성과 자각적 내열성 간에는 유

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자의 경우 자각

적 내한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각적 내열성도 강한 것

으로 나타났다(r=.215, p<.01)(Table 4). 자각적 내한성이

약한 남자 중에서 자각적 내열성이 약한 비율은 46.3%,

자각적 내열성이 강한 비율은 56.7%였으며, 자각적 내한

성이 강한 남자 중에서 자각적 내열성 약한 비율은 24.4%,

자각적 내열성이 강한 비율은 33.3%였다(χ
2
=20.972, p<

.001)(Fig. 2(a))−(Fig. 2(b)). 자각적 내한성이 약한 여자 중

에서 자각적 내열성이 약한 비율은 63.4%, 자각적 내열

성이 강한 비율은 34.8%였으며, 자각적 내한성이 강한

여자 중에서 자각적 내열성이 약한 비율은 22.5%, 자각

적 내열성이 강한 비율은 34.8%였다(χ
2
=20.972, p<.001)

(Fig. 2(a))−(Fig. 2(b)).

남자와 여자 모두, 겨울철 총착의매수와 자각적 내한

성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p<.01)<Table 4>,

자각적 내열성의 강약 여부는 겨울철 총착의매수에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각적 내한성의 강약과 외출 시

총착의매수의 다소(多少) 정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

과, 남녀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자각적 내한

성이 강하다고 응답한 남자의 경우, 외출 시 총착의매수

가 6~7매인 경우(5.9%)가 12~13매인 경우(2.5%)의 약

2배에 불과하였던 반면, 자각적 내한성이 약하다고 응답

한 남자는 외출 시 총착의매수가 6~7매인 경우가 0.0%

였고 12~13매인 경우가 7.6%로 나타나(p<.01)<Fig. 2(c)>

−<Fig. 2(d)>, 자각적 내한성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남자

의 외출 시 총착의매수가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러나 여자의 경우, 비슷한 경향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Fig. 2(c)>−<Fig. 2(d)>, 자각적 내한성 수준에 따른 외

출 시 총착의매수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즉, 자각적

내한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경우, 남자

의 경우에만 추위에 강한 사람일수록 겨울철에 착의매

수가 적은 의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남

녀 차이도 고령자의 건강 관련 의생활 교육 시 반영되어

야 할 것이다.

자각적 내한성은, 남자의 경우 겨울철 외출 시 선호하

는 의복의 보온력 수준, 겨울철 유지하는 집 안 실내온도,

감기 이환율, 내복 착용 유무, 평소 손발이 차다의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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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여자의 경우, 겨울철 외출 시 및 집에서 선호하는 의

복의 보온력 수준, 겨울철 유지하는 집 안 실내온도, 감

기 이환율, 내복 착용 유무에 관한 문항과 부적 상관관

계를 나타내었다(p<.05)(Table 4). 반면, 자각적 내열성

은 남자의 경우, 겨울철 외출 시 선호하는 의복의 보온

력 수준과 음의 상관을 나타내었고(r=−.206, p<.05), 다

른 문항과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여자의 경우,

자각적 내열성은 위의 어느 문항과도 상관성을 나타내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self-identified cold tolerance and other variables

Variable
Self-identified cold tolerance

Older male (N=119) Older female (N=150)

Self-identified heat tolerance - r=−.215**

Total number of clothes outside r=−.260** r=−.222**

Total number of clothes at home - r=−.236**

Preference of winter clothing insulation for outdoor r=−.205** r=−.367**

Room temperature at home in winter r=−.275** r=−.221**

Cold morbidity r=−.198** r=−.182**

Cold hands and feet r=−.292** -

Wearing thermal underwear r=−.201** r=−.313**

Using of auxiliary heating devices - -

*p<.05, **p<.01

Fig. 2. Relationships between self-identified cold tolerance, self-identified heat tolerance, and total number of clo-

thes. NS means no significant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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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Table 4). 남녀 모두에서 자각적 내한성과 인

구통계학적 변수인 연령, 키, BMI, 체중당 체표면적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남자의 경우, 겨울철 내복 착용 여부와 외출 시 옷차림

의 따뜻한 정도 및 집 안에서 유지하는 실내온도의 따뜻

한 정도는 무관하였으나, 집 안에서 따뜻하게 입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내복 착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r=.218, p<.05). 반면, 여자의 경우, 겨울철에 내복을

착용하는 사람일수록 외출 시(r=.459) 및 집에 있을 때

(r=.303) 따뜻하게 입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p<.01), 집안 실내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하는 편으로 나

타났다(r=−.181, p<.05). 남자(r=−.201, p<.05)와 여자(r=

−.313, p<.01) 모두에서 내복을 착용하는 사람일수록 자

각성 내한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복 착용률과 자

각적 내한성 간의 부적 상관성을 고려하면, 내복을 입는

사람들은 겨울철에 따뜻하게 입는 것을 선호하지만, 집

안 실내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하는 편이라는 사실을 도

출할 수 있다. 이는 난방비 절약 목적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소득이 적은 고령자들이 난방비 절

약을 위해 집 안 실내온도는 낮추는 대신 내복을 착용함

으로써 따뜻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남녀 모

두 집 안에서 따뜻하게 입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자각적 내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내한성과

내복 착용률 간의 부적 상관성<Table 4>을 지지해주는

결과로 보인다. 한편, 남녀 모두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내

복을 더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 r=.203, 여: r=

.172, p<.05).

생리적 내한성은 체온조절 피드백 과정을 통한 여러

효과기 반응으로 평가되는 반면, 개인별로 인지된 자각

적 내한성 수준은 피드포워드 작용을 통해 다양한 체온

조절성 행동을 유도한다(Kim et al., 2016). 본 연구결과

에서 고령의 남녀는 자각적 내한성과 총착의매수 및 관

련 생활습관에서 일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행

연구(Wagner & Horvath, 1985)를 통해 추운 환경 노출

시 고령 남녀의 생리적 체온조절 반응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 바 있으나, 생리적 내한성의 강약 수준을 살펴

본 연구는 많지 않고 또 일부 생리적 지표를 통해서 강

약 수준을 판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손가락을 찬물에

담그는 국소 내한성 평가와 자각적 내한성 간의 관련성

이 보고된 바는 있으나(Park & Lee, 2016), 전신 내한성

결과와 자각적 내한성 간의 관련성이 검토된 바는 아직

없다. 자각적 내한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측정 및 평가

가 쉬운 장점이 있다. 이에 생리적 전신 내한성 및 자각

성 내한성의 관련성을 검토해보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노인 시작 연령 및 기후 변화에 관한 인식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시작 연령에 대해 묻는 질문(Q

24)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 노인은 평균 72.4세부터로 인

식하여(남: 72.4±4.7세, 여: 72.4±5.5세), 남녀 차이는 없

었다(t=.013, p=.989). 우리나라에서는 만 65세를 고령자,

즉 노인의 기준으로 본다.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만

65세이며 통계청에서 매년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고령자 통계를 발표하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Choi, 2008). 대부분의 선진국과 국제연합(United Nat-

ions)에서도 65세를 노인의 기준으로 사용해왔다(United

Nations [UN], 1982). 그러나 최근 UN에서는 길어진 평

균 수명을 반영한 새로운 연령 기준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르면 0~17세는 미성년자(Underage), 18~65세는 청년

(Youth), 66~79세는 중년(Middle), 80~99세는 노년(Eld-

erly), 100세 이후는 장수 노인(Longlived elderly)으로 분

류된다(Lee, 2015). 이처럼 고령자 나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흥미롭게도 본 연구결과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평균 72.4세를 노인 시작 연령으로 인

식하고 있었고, 이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 규범이 노인으

로 인정하는 65세라는 기준과 약 7세 정도 차이가 난다.

노인 시작 연령에 있어 일부 연령대 및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였다(Fig. 3). 65~74세 그룹의 경우 노인

시작 연령에 대해 남자는 71.5±3.8세, 여자는 71.1±5.4세

부터라고 응답하였고, 75~84세 그룹의 경우, 남자는 72.5

±0.5세, 여자는 73.9±4.9세라고 응답하였으며, 85세 이상

그룹에서는 남자는 75.6±4.6세, 여자는 68.6±6.2세라고

응답하였다. 각 연령대에서 응답한 고령자 나이는, 남자

의 경우 연령대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F=2.730, p=

.069), 여자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8.508, p<.001). 또한 남자의 경우 현재 연령이 높을수

록 고령자로 인식하는 연령 또한 높아진 반면(r=.279, p<

.01), 여자의 경우 나이와 노인 시작 연령 간에 유의한 상

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특히, 85세 이상의 여자 그

룹에서는 고령자로 인식하는 연령이 오히려 68.6세로 낮

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흥미롭게도 이는 모든 연령대

중에서 고령자로 생각하는 나이가 가장 어린 결과였다.

해당 그룹의 응답자 수가 적은 점이 고려 요소이긴 하지

만, 남자의 경우 현재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연령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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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식하는 반면, 여자의 경우 본인의 현재 연령과 노

인으로 인식하는 연령 간에 관련성이 없었다는 점 또한

흥미롭다. 연령대별 남녀 비교 결과, 65~74세 그룹에서

는 남녀 차이가 없었고, 75~84세 그룹에서는 여자가 1.4세

높은 나이를 노인 시작 나이로 인지하는 경향이었으며(p

=.073), 85세 이상 그룹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약 7.0세

높은 나이를 노인 시작 나이로 인지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Fig. 3). 남녀 모두에서 노인 시작 나이

와 최종 학력 간에 상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72세를 기준으로 분류한 연령대(65~72세)(남: 27명, 여:

39명) vs. 73세 이상(남: 93명, 여: 111명)에 따른 자각적

내한성, 총착의매수는 남녀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

견되지 않았다. 다만, 남자는 72세를 기준으로 전후 연령

으로 분류한 그룹에 따른 내복 착용률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χ
2
=7.851, p<.01), 연령이 높을수록 내복 착용률

이 높았으나, 여자는 72세 전후 연령에 따른 내복 착용

률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회 전반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인간의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초고

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고령자

나이 기준에 대한 재고와 점진적 관심이 필요함은 분명

해 보인다. 특히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젊은

마인드와 경제력을 보유한 고령자들의 여가활동과 사회

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관련 의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

고 있어(Kim, 2016), 의류 산업에서도 타겟 수요자 설정,

제품 개발 및 마케팅 등에 이러한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일상생활 중 한파와 폭염 같은 기후 변화 인식에

관한 문항(Q25)에서는 75.1%(남: 70.6%, 여: 78.7%)가 최

근 나타나고 있는 폭염 및 한파의 이상기후 변화를 실제

로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남녀 고령자를 대상으로 자각적 내한성 및

내열성, 착의 행동, 추위 대응 및 건강 관련 생활습관을

조사함으로써 성차에 따른 주관적 내한내열성의 수준 및

행동적 체온조절과 관련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기존 선행연구들이 주로 여자 혹

은 남자만을 다룬 점과 달리 고령 남녀를 비교했다는 점

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주요 결과는, 첫째, 고령 남

녀 모두 자각적 내한성이 약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둘째, 자각적 내한성이 높은 고령 남녀는, 자각적 내한

성이 낮은 응답자들에 비해 겨울에 상대적으로 적은 매

수의 의복을 착용하고 생활하였다. 반면, 자각적 내열성

은 겨울철 총착의매수와 상관성이 없었다. 셋째, 고령 남

자는 고령 여자에 비해 겨울철에 적은 매수의 의복을 착

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덜 따뜻한 의생활을 영위하고 있

었다. 넷째, 고령 남자는 자각적 내한성과 내열성 간에 상

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고령 여자의 경우 자각적 내

한성이 강한 사람이 자각적 내열성도 강한 것으로 나타

나 남녀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고령 남녀

모두 72.4세를 노인 시작 연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상의 결과를 통해 고령자를 위한 겨울철 착의 행동 지침

개발 및 내한성 증진을 위한 의생활 교육 시 성차와 노인

Fig. 3. Comparison of self-perception old age between sex and current age (Q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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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령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고령 응

답자들의 체지방률 실측과 함께 상의/하의, 내의/외의, 소

품류 등으로 분류된 착의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한

다면 국내 고령자들의 한랭 질환 예방대책 수립에 보다

타당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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