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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redictive factors on quality of life 
(QOL) in the urban residents by age. Method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design was used. 
A total of 592 urban residents, ages of 20 to 
59, completed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including WHO QOL Scale-Brief (WHOQOL 
-BREF), Health Promoting Life Style Profile II 
(HPLP), Personal Competence of Health Care 
Scale (PCHC), and self-efficacy scal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s by SPSS 18.0. Results: 
The mean scores were 53.71 in QOL, and 
subscales were 14.41 in physical health, 13.31 
in psychological, 13.87 in social relationship, 
and 12.12 in environmen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age groups, gender, 

education, family income, job, and present 
illness in QOL. QOL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PLP, PCHC, and self-efficacy.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indicated that 
HPLP, PCHC, marital state, and self-efficacy 
in the 20s, HPLP, self-efficacy, age, marital 
state, religion, and PCHC in the 30s, HPLP, 
PCHC, self-efficacy, and family income in the 
40s, and HPLP, PCHC, self-efficacy, and 
gender in the 50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predicting QOL.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develop distinct programs by age for 
improving of quality of life fo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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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과학과 첨단의학의 발전은 평균수명의 증가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으며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한 삶

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삶의 질

에 대한 관심 또한 크게 증가되었다. 보건의료 측면에

서도 만성질환 유병률의 증가, 보건의료전달체계의 변

화, 의료서비스의 효과에 대한 정량화를 위한 지표개발

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삶의 질이 중요시 되었다(Min, 

Kim, Suh, & Kim, 2000).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로는 신체적인 증상과 생리적인 기능 외에 심리적

인 기능(Kim, Hong, Lee, & Park, 2005), 연령과 성

(Kim & Park, 2004), 교육 수준과 경제적 상태(Lee, 

2002), 건강증진행위(Oh, 2000),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

능감 및 인간관계(Jang, Park, & Kim, 2008; Kim et al., 

2005), 질병관리(Kim et al.), 우울과 스트레스 및 건강

지각(Shin & Yang, 2003) 등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은 개인 차원 뿐 아

니라 복지국가 지향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 또한 이

루어지고 있다(Yoon & Kim, 2010).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보여 주는 지표 중 하나로 행복지수를 이용하

여 국가 간 삶의 질을 비교할 수 있는데, OECD 회원

국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행복수준이 30개 회원국 중 25위로 하위권

에 위치하였으며, 주관적 만족도, 형평성과 사회적 연

대부분에서 순위가 아주 낮았다(Kang, 2010; Yoon & 

Kim, 2010).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은 어떠한

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

건강영양조사를 1998년부터 실시하여 왔는데, 세 번

째 조사가 이루어진 2005년부터는 Euro-Quality of 

Life-5 Dimension (EQ-5D)를 이용하여 국민의 건강관

련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

면 19세 이상 성인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이 증

가할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읍면지역에서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MOHW & KCDC], 2010;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MOHWFA & 

KCDC], 200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MOHW 

& KIHASA], 2006).

한편 삶의 질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함으로써 

삶의 질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삶의 질

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Min et al, 2002; Skevington, 

Lofty, & O'Connell, 2004), 이를 위해 WHO에서는 삶

의 질 측정도구인 WHO Quality of Life Scale 

(WHOQOL)과, WHO Quality of Life Scale-Brief 

(WHOQOL-BREF)를 개발하였다. Min, Lee, Kim, Suh

와 Kim (2000)은 한국어판 WHOQOL-BREF를 개발하

였고, Kang과 Lee (2004)는 WHOQOL-BREF를 이용하

여 농촌 지역 성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였을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나 영역별 삶의 질에서 다른 양

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성별, 직업, 소득, 학력에 

따라 삶의 질에 차이가 있으며, 각 영역별로 일정하지 

않은 양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삶의 질은 여러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

는데,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나 농

촌지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모두에서 연령이 증

가할수록 삶의 질이 낮게 보고되었는데, 연령이 많을수

록 신체적 건강의 만족도는 낮고 심리적 건강과 사회

적 관계가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다(Kang & 

Lee, 2004).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 대한 도시지역 성인 

대상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아 과연 도시지역 성인의 

삶의 질은 연령과 어떠한 관계를 가질 것인지를 규명

할 필요가 있다. 즉, 도시지역 성인의 삶의 질은 연령

에 따라 농촌지역과 동일한 변화를 보일 것인가, 또한 

삶의 질에는 어떠한 특성이 나타날 것인가, 어떠한 요

인이 도시지역 성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연령

에 따라 영향요인이 다를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요구

된다. 

국내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대상이 청소년과 대

학생, 성인, 중년기 남성, 중년기 여성, 환자 등 대부분 

특정연령집단 또는 환자집단을 연구해왔으며, 집단특

성에 따라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보고되었지만, 연령별 삶의 질 정도와 연령별 삶

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에 대한 연구는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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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지 못하였다. 특히 삶의 질의 신체적 건강, 심리

적, 사회적 관계, 환경 영역별 특성을 보고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도시 지역 성인의 삶

의 질을 연령 그룹에 따라서 다차원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삶의 질에 영향하는 

요인을 연령 그룹별로 분석해보면 대상자의 연령별 삶

의 질 증진 전략 수립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요인 중 일반적 특성과 자

기효능감, 건강증진행위, 및 건강관리역량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중

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를 위하여 본 연구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20대-50대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Lee, Lee, Choi와 So 

(2012)의 자료를 기초로 이차분석을 통하여 연령별 삶

의 질과 이에 영향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도시 지역 성인의 삶의 질이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도시 지역 성인의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한다.

• 도시 지역 성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을 

파악한다.

• 연령에 따른 도시 지역 성인의 삶의 질을 파악한다.

• 연령에 따른 도시 지역 성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도시지역 성인의 삶의 질 정도를 연령대

별로 파악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을 규명

하는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도시지역 성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이

므로 대도시인 S시와 중소도시인 W시 두 도시에 거주

하는 20세에서 59세까지의 성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

다. 이와 같이 대도시와 중소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대도시, 중소도시로 이루

어졌기 때문이고 이렇게 하여 도시를 대표하고자 하였

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가보고 설문지를 스스로 응답

할 수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20-50대로 

연령을 제한하였다. 

연구보조원은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이에 동의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서면동의서에 동의

한다는 사인을 받은 후 대상자 스스로 설문지에 응답

하게 하였고, 남자 299명, 여자 293명 총 592명으로부

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Lee 등(2012)의 이차

분석 자료이지만 본 연구에서 중요한 개념인 삶의 질

을 모두 응답한 대상자를 모두 포함하였으므로 Lee 등

(2012) 연구와 최종 분석 대상자 수에 차이가 있다. 자

료수집 기간은 2010년 1월에서 4월까지이었다. 

연구 도구

 삶의 질 측정도구

삶의 질 측정도구는 Min과 Lee 등(2000)이 개발한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한국어판 

WHOQOL-BREF)를 사용하였다. 한국어판 WHOQOL-BREF

는 신체적 건강영역 7문항, 심리적 영역 6문항, 사회적 

관계 영역 3문항, 환경 영역 8문항의 4개 영역 24문항

에 전반적 삶의 질 1문항, 일반적인 건강인식 1문항을 

포함하여 총 26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각 영역점수는 영역 내에 

포함된 모든 항목 점수의 평균에 4를 곱한 값이므로 

영역점수는 4-20의 범위를 가진다. 또한 삶의 질 총점

은 네 영역점수의 합으로 나타내어 점수 범위는 16-80

점이다. 네 영역과 총점은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전체 문항은 

Min과 Lee 등(2000)에서 Cronbach's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92이었으며, 하부척도별 신

뢰도는 Min과 Lee 등(2000)에서 Cronbach's ⍺=.58-.7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64-.84로 각각은 

신체적 건강 영역 .73, 심리적 영역 .81, 사회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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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59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Female

299 (50.5)
293 (49.5)

Age groups

20-29
30-39
40-49
50-59

159 (26.9)
136 (23.0)
143 (24.1)
154 (26.0)

Education

≤Middle school
>Middle school-<High 
school
University student
>University
Missing

57 (9.6)
144 (24.3)

82 (13.9)
306 (51.7)

3 (0.5)

Family income 
(10,000 
won/month)

<100
100-<300
300-<500
≥500
Missing

26 (4.4)
240 (40.5)
177 (29.9)
139 (23.5)

10 (0.7)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Others
Missing

190 (32.2)
375 (63.3)

22 (3.7)
5 (0.8)

Religion
No
Yes
Missing

278 (47.0)
309 (52.2)

5 (0.8)

Job
No
Yes
Missing

99 (16.7)
486 (82.1)

7 (1.2)

Current illness
No
Yes
Missing

469 (79.2)
115 (19.4)

8 (1.4)

Current illness of 
family

No
Yes
Missing

427 (72.2)
160 (27.0)

5 (0.8)

영역 .64, 환경 영역 .84 이었다.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Sherer 등(1982)이 개발하고 

Oh (1993)가 번역한  일반적 자기효능척도를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17문항으로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자기효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Oh (1993)에서 Cronbach's ⍺=.80이었고, 본 연구에서

는 Cronbach's ⍺=.87이었다.

 건강증진생활양식 도구

Walker와 Hill-Polerecky (1996)의 Health Promotion 

Lifestyles Profile (HPLP) II를 이용하여 Lee, Lee, So

와 Smith-Stoner (2010)가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를 이

용하였다. 이 도구는 52항목,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가 높음을 의미

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Walker와 Hill-Polerecky (1996)

에서 Cronbach's ⍺=.94, Lee 등(2010)에서 Cronbach's 

⍺=.94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또한 Cronbach's 

⍺=.94이었다.

 건강관리역량 도구

건강관리역량 도구는 Lee 등(2010)의 개인의 건강관

리능력 측정 도구인 Personal Power of Health Care 

(PPHC) 척도를 수정, 보완한 Lee 등(2012)의 Personal 

Competence of Health Care (PCHC) 척도를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25항목,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

강관리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 

등 (2010)에서는 Cronbach's ⍺=.74 이었고 본 연구에서

의 신뢰도는 Cronbach's ⍺=.82이었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8.0프로그램을 이

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

으며,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도구의 신

뢰도는 Cronbach's ⍺계수를 구하였고, 삶의 질과 자기

효능감, 건강증진생활양식, 건강관리역량간의 상관관계

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였다. 연령

에 따른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탐색을 위해 일반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삶의 질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

체 592명의 대상자중 남성이 50.5%, 여성이 49.5% 이

었고, 연령별 분포는 20대 26.9%, 30대 23.0%,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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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592)

Characteristics Categories

Domains of QOL (Mean±SD)

Physical 

health
Psychological

Social 

relationships
Environment Total QOL

Total 14.40±2.26 13.29±2.68 13.86±2.41 12.10±2.60 53.65±8.28

Gender
Male
Female

14.65±2.31
14.15±2.18

13.92±2.61
12.63±2.59

13.87±2.50
13.85±2.32

12.56±2.63
11.63±2.48

55.00±8.43
52.27±7.90

t (p) 2.70 (.007) 6.03 (<.001) 0.08 (.934) 4.40 (<.001) 4.06 (<.001) 
Education ≤Middle school a

>Middle -<High school b

College student c

University< d

13.41±1.95
14.03±2.37
15.00±2.04
14.62±2.23

11.67±2.65
12.54±2.54
14.05±2.65
13.75±2.56

12.91±2.66
13.58±2.49
14.20±2.32
14.07±2.30

10.63±2.32
11.16±2.54
12.75±2.67
12.65±2.43

48.63±7.48
51.32±8.35
56.01±7.78
55.09±7.91

F (p)
Scheffe test

8.15 (<.001)
a<c,d, b<c

17.13 (<.001)
a,b<c,d

5.01 (.002)
a<c,d

20.50 (<.001)
a,b<c,d

17.42 (<.001)
a,b<c,d

Family
income
(10,000 
won/month)

<100 a

100-<300 b

300-<500 c

≥500 d

13.19±3.09
14.08±2.12
14.58±2.13
14.95±2.33

11.87±3.21
12.84±2.77
13.29±2.37
14.33±2.41

13.18±3.29
13.64±2.35
13.81±2.28
14.48±2.32

10.73±3.01
11.44±2.50
12.23±2.28
13.36±2.53

48.97±10.40
52.00±7.90
53.91±7.63
57.13±8.13

F (p)
Scheffe test

7.47 (<.001)
a<c,d, b<d

12.45 (<.001)
a<b,c,d

4.60 (.003)
a<d

20.74 (<.001)
a<c,d. b<d

15.19 (<.001)
a<c,d, b<d

Marital status

Single a

Married b

Others c

14.55±2.21
14.37±2.28
13.74±2.41

13.64±2.61
13.21±2.67
12.36±2.63

13.9±2.17
13.9±2.49
13.5±3.00

12.4±2.45
12.0±2.61
11.5±3.39

54.50±7.69
53.46±8.47
51.11±9.26

F (p)
Scheffe test

1.40 (.246) 3.17 (.043)
a>c

0.33 (.719) 1.71 (.182) 2.12 (.121)

Religion
No
Yes

14.55±2.19
14.29±2.31

13.30±2.59
13.34±2.71

13.99±2.32
13.76±2.46

12.10±2.65
12.15±2.54

53.93±8.21
53.53±8.27

t (p) 1.94 (.165) 0.03 (.856) 1.40 (.237) 0.06 (.805) 0.59 (.557)

Job
No
Yes

14.03±2.21
14.47±2.26

12.34±2.95
13.48±2.58

13.32±2.55
13.95±2.33.

11.49±2.57
12.22±2.56

51.18±8.98
54.11±8.03

t (p) -1.75 (.081) -3.87 (<.001) -2.41 (.016) -2.58 (.010) -3.24 (.001)

Current
illness

No
Yes

14.63±2.17
13.52±2.42

13.43±2.66
12.74±2.73

13.98±2.36
13.32±2.48

12.21±2.57
11.67±2.74

54.26±8.12
51.25±8.71

t (p) 4.81 (<.001) 2.48 (.013) 2.66 (.008) 1.98 (.048) 3.50 (<.001)

Current illness 
of family

No
Yes

14.54±2.25
13.99±2.24

13.38±2.61
13.00±2.83

13.91±2.36
13.69±2.53

12.10±2.66
12.08±2.46

53.93±8.26
52.77±8.32

t (p) 2.61 (.009) 1.53 (.126) 0.98 (.326) 0.07 (.946) 1.51 (.132)
QOL=Quality of life.

24.2% 및 50대 26%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51.7%, 가족의 월수입은 44.9%가 300만원 

이하였다. 대상자의 63.3%가 기혼상태였고, 52.2%가 

종교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82.1%가 직업이 있었고, 본

인이 현재 질병이 있는 대상자가 19.4%이었으며, 가족 

중에 현재 질병이 있는 대상자는 27.0% 이었다.

한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역별 삶의 질

은 Table 2와 같다. 삶의 질 총점은 53.65 (±8.28)이

고, 영역별로는 신체적 건강 영역 14.40 (±2.26), 심리

적 영역 13.29 (±2.68), 사회적 관계 영역 13.86 

(±2.41), 환경 영역 12.10 (±2.60) 이었다.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성별

(t=4.06, p<.001), 교육수준(F=17.42, p<.001), 가족의 

월수입(F=15.19, p<.001), 직업(t=-3.24, p<.001), 현재 

질병(t=3.50, p<.001) 이었다. 

성별에 따른 삶의 질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p<.001), 사회적 관계 영역을 제외한 신체적 건강영역

(p=.007), 심리적영역(p<.001), 환경영역(p<.001)에서 남

성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에서

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삶의 질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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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QOL

Domains of QOL
Physical 

health
Psychological

Social 

relationships
Environment

Overall 

QOL

General 

health
Total QOL

Correlation coefficient (p)
Age -.10 (.011) -.16 (<.001) -.13 (.001) -.11 (.006) -.13 (.002) -.08 (.057) -.15 (<.001)

Mean±SD

Age 
groups

 20-29 a

30-39
40-49
 50-59 d

Total

14.79±2.13
14.30±2.33
14.38±2.28
14.11±2.26
14.40±2.26

13.88±2.54 
13.40±2.62
13.31±2.48
12.55±2.87
13.29±2.68

14.19±2.19
14.03±2.24
13.98±2.57
13.26±2.53
13.86±2.41

12.47±2.51
12.13±2.48
12.21±2.43
11.58±2.87
12.10±2.60

3.72±0.73
3.60±0.69
3.58±0.70
3.45±0.78
3.59±0.73

3.38±0.89
3.18±0.84
3.24±0.82
3.16±0.83
3.24±0.85

55.33±7.52
53.86±7.96
53.87±8.15
51.51±9.01
53.65±8.28

F (p)
Scheffe test

2.54 (.056) 6.69 (<.001)
a>d

4.55 (.004)
a>d

3.31 (.020)
a>d

3.43 (.017)
a>d

2.15 (.093) 5.82 (.001)
a>d

QOL=Quality of life.

점, 심리적 영역, 환경 영역은 대학생과 대졸이상 군이 

고졸이하 군과 중졸이하 군보다 높았으며(p<.001), 신

체적 건강 영역은 대학생과 대졸이상 군이 중졸이하 

군보다 높고, 대학생이 고졸이하 군보다 높았다

(p<.001). 또한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는 중졸이하 군이 

대학생과 대졸이상 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

(p=.002). 가족의 월수입에서는 삶의 질 총점, 신체적 

건강 영역과 환경 영역에서 500만원 이상군과 300-500

만원 미만군이 100만원 미만군보다 높았고, 500만원 

이상군이 100-300만원 미만군보다 높았다(p<.001). 심

리적 영역은 100만원 미만군이 다른군보다 유의하게 

낮았고(p<.001),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는 500만원 이상

군이 100만원 미만군 보다 높았다(p=.003). 직업이 있

는 군이 직업이 없는 군보다 삶의 질 총점(p=.001), 심

리적 영역(p<.001), 사회적 관계 영역(p=.016), 환경 영

역(p=.010)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질병이 없는 군

이 질병이 있는 군보다 삶의 질 총점과 신체적 건강 영

역(p<.001), 심리적 영역(p=.013), 사회적 관계 영역

(p=.008), 환경영역(p=.048)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이외 결혼상태, 종교, 가족질병에 따라서는 삶의 질 

총점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5), 결혼상태에서

는 심리적 영역에서만 미혼이 기타보다 높고(p=.043), 

가족질병에 있어서는 신체적 건강 영역에서만 가족질

병이 없는 군이 있는 군보다 삶의 질이 높았다

(p=.009).

연령에 따른 삶의 질

 연령과 삶의 질 관계

연령과 삶의 질과의 관계는 Table 3과 같다. 연령과 

삶의 질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삶의 질 총점

(p<.001), 신체적 건강 영역(p=.011), 심리적 영역

(p<.001), 사회적 관계 영역(p=.001), 환경 영역(p=.006) 

모두와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어 연령이 증가 할수록 삶의 질은 유의하게 감소

하였다. 한 문항씩으로 이루어진 전반적 삶의 질과 일

반적 건강인식도 연령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전

반적 삶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p=.002) 일반

적 건강인식은 유의하지 않았다(p=.057).

또한 연령을 20대, 30대, 40대, 50대 그룹으로 구분

하였을 때 연령그룹 간 삶의 질 총점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냈다(F=5.82, p=.001). 즉, 연령에 따

른 삶의 질은 20대가 55.33 (±7.52), 30대가 53.86 

(±7.96), 40대가 53.87 (±8.15), 50대가 51.50 (±9.01)이

었으며, Scheffe 사후분석결과 20대가 50대보다 높았다

(p=.001). 연령에 따른 영역별 삶의 질을 살펴보면 심

리적 영역(F=6.69, p<.001), 사회적 관계 영역(F=4.55, 

p=.004), 환경영역 (F=3.31. p=.020)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세 영역 모두 20대가 50대 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신체적 건강은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6). 그리고 전반적 삶의 질

은 연령그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F=3.43, 

p=.017), 일반적 건강인식은 차이가 없었다(p=.093). 

심리적 영역과 사회적 관계 영역, 전반적 삶의 질은 

20대, 30대, 40대, 50대 순이었으며, 삶의 질 총점과 신

체적 건강 영역, 환경영역, 및 일반적 건강인식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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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Quality of Life by Age Groups 

Age Group Variables B SE β t p

20s Constant 3.010 5.112 .589 .557
HPLP 10.417 1.660 .483 6.277 <.001
PCHC 6.572 1.842 .262 3.568 <.001
Marital status 3.147 1.346 .132 2.338 .021
Self-efficacy 1.987  .917 .137 2.167 .032

Adj. R2=.570,  F=22.911,  p<.001
30s Constant 18.432 9.153 2.014 .046

HPLP 8.998 1.699 .425 5.296 <.001
Self-efficacy 3.027 1.052 .199 2.877 .005
Age -.400 .186 -.146 -2.150 .034
Marital status 2.382 1.145 .143 2.080 .040
Religion 2.003 .995 .126 2.012 .046
PCHC 5.364 2.670 .163 2.009 .047

Adj. R2=.514,  F=16.155,  p<.001
40s Constant -2.048 10.576 -.194 .847

HPLP 7.598 1.832 .351 4.147 <.001
PCHC 7.829 2.980 .250 2.627 .010
Self-efficacy 3.122 1.018 .224 3.068 .003
Family income 2.549 1.144 .153 2.229 .028

Adj. R2=.447,  F=12.768,  p<.001
50s Constant 2.254 11.070 .231 .818

PCHC 13.198 2.610 .408 5.056 <.001
HPLP 5.552 1.577 .267 3.521 .001
Self-efficacy 3.067 1.123 .187 2.732 .007
Gender -2.544 1.107 -.144 -2.298 .023

Adj. R2=.604,  F=23.711,  p<.001
Total Constant 5.831 2.840 2.053 .041

HPLP 7.852 .814 .368 9.645 <.001
PCHC 8.216 1.187 .273 6.920 <.001
Self-efficacy 3.030 .493 .200 6.144 <.001
Marital status 2.596 .671 .154 3.870 <.001
Age -.178 .031 -.249 -5.715 <.001
Religion 1.374 .487 .085 2.821 .005
Family income 1.256 .494 .077 2.544 .011
Gender -1.116 .494 -.069 -2.261 .024

Adj. R2=.547,  F=74.378,  p<.001
HPLP II=Health promotion lifestyles profile II; PCHC=Personal competence of health care.

20대, 40대, 30대, 50대 순을 나타내었으나 모든 영역

에서 30대와 40대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삶의 질 예측요인

연령대별 삶의 질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

선형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일반

적 특성과 건강증진생활양식, 건강관리역량, 자기효능

감을 투입하여 분석하였을 때 전체 대상자의 삶의 질 

예측요인으로는 건강증진생활양식, 건강관리역량, 자기

효능감, 연령, 결혼상태, 종교, 가족월수입, 성별이 유의

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총 변량의 54.7%를 설

명하였다. 연령그룹별 삶의 질 예측요인 분석에서 20대

는 건강증진생활양식, 건강관리역량, 결혼상태, 자기효

능감이 유의한 예측인자였고, 이들은 57%를 설명하였

다. 30대는 건강증진생활양식, 자기효능감, 연령, 결혼

상태, 종교, 건강관리역량이 삶의 질의 예측 인자로 

51.4%를 설명하였으며, 특히 30대는 다른 연령그룹과 

다르게 연령이 유의한 예측인자로 나타났다. 40대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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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증진생활양식, 건강관리역량, 자기효능감 및 가족 월

수입이 삶의 질 변량의 44.7%를 설명하였고, 50대는 

건강증진생활양식, 건강관리역량, 자기효능감 및 성별

이 삶의 질 변량의 60.4%를 설명하여, 연령대별 삶의 

질 예측요인이 차이가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연령에 따른 도시지역 성인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연령이 증가 

할수록 삶의 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Kang & Lee, 

2004; MOHW & KCDC, 2010; MOHWFA & KCDC, 

2009; MOHW & KIHASA, 2006).  본 연구 결과 신체

적 건강 영역을 제외하고 심리적 영역, 사회적 관계 영

역, 환경영역에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

으며, 특히 20대가 50대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위의 

네 영역 모두 20대가 가장 높고 50대가 가장 낮으며, 

30대는 심리적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 40대보다 

약간 높고, 신체적 건강 영역, 환경 영역, 삶의 질 총점

에서는 40대가 조금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20대가 가장 높고 50대가 낮았다고 보

고한 결과(Min, 2010)와 일치하였지만, 30대부터 60대

의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조사한 Kang과 Lee (2004)

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Kang과 Lee는 연령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는 세 영역인 신체적 건강은 나이가 증

가할수록 감소하지만, 심리적 영역, 사회적 관계, 및 환

경영역에서는 6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도시지역 성인의 삶의 질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네 영역 모두에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 Kang과 Lee

의 농촌 지역 성인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와 

Kang과 Lee (2004)의 두 연구에서 모두 50대는 비교적 

낮은 삶의 질 점수를 나타내, 본 연구는 모든 영역에서 

가장 낮았고, Kang과 Lee (2004)는 50대가 사회적 관계

에서만 60대에 이어 높은 연령층이었고, 신체적 건강 

영역은 30대, 40대에 이어, 심리적 영역과 환경영역에

서는 60대, 40대에 이어 세 번째를 나타내 도시, 농촌 

모두에서 50대의 삶의 질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발달주기와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즉, 50대는 자녀독립으로 인한 상실

감, 자녀교육과 노부모부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 

직장에서의 퇴직 연령, 노후준비로 인한 불안감, 갱년

기 변화 등이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Kim & Kim, 2008).  

본 연구결과 삶의 질의 예측요인 또한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난 예측인자로

는 건강증진생활양식, 건강관리역량, 자기효능감이며, 

이러한 결과는 삶의 질에 중요한 변수로 자기효능감

(Chung, 2011; Jang et al., 2008), 건강증진행위(Lee, 

2002), 건강관리역량(Lee et al., 2012)이라고 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향후 삶의 질 증진 프로그램 개발 

시 건강증진생활양식, 건강관리역량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을 포함하여야겠다. 또한 본 연

구결과 연령에 따라서 삶의 질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

타나 20대는 독신에서, 30대는 독신, 연령이 낮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40대는 수입이 높을수록, 50대는 남

성에서 삶의 질이 높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에 의

하여 삶의 질 증진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자 선정 시 가

능하면 연령이 높은 대상자를, 또한 각 연령대에서는 

20대는 기혼자를, 30대는 기혼자이며 30대 중,후반이고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 40대는 수입이 많지 않은 사람, 

50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할 것을 제언한다. 한편 삶의 

질 향상 효과가 프로그램 적용 3개월 후에 보였다는 

결과(Min, 2011)에 비추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한 삶의 질 향

상으로 우리사회의 우울증 증가 및 자살율 증가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한편 20대와 30

대에서 결혼여부가 유의한 예측인자로 나타났고, 특히 

독신의 삶의 질이 높은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증가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삶의 질은 80점 만점 중 53.65로 

나타나 비교적 높았으며, 이는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Kang & Lee, 2004)의 49.44 보다 높다. 이러

한 결과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동지역이 읍면지역보

다 삶의 질이 높았다는 결과(MOHW & KCDC, 2010)

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20-59세의 성인(평균 

연령 39.44세)을 대상으로 하였고, 반면에 Kang과 Lee 

(2004)는 30-60세 이상의 성인(평균 연령 45.72세)을 대

상으로 하였다는 차이가 있고, 또한 본 연구는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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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사결과이고 Kang과 Lee는 2003년에 조사한 결과

이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점수만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

로 추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제한 후 지

역별 삶의 질의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가 수행되면 좀 

더 명확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한편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 영역별 순위에서도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도시 지역 

성인의 영역별 삶의 질은 신체적 건강 영역이 가장 높

고, 사회적 관계 영역, 심리적 영역, 환경 영역 순으로 

나타나 Kang과 Lee (2004)의 농촌 주민에서 사회적 관

계 영역, 신체적 건강 영역, 심리적 영역, 환경 영역 순

과는 다르다. 또한 영역별 삶의 질 점수에서 사회적 관

계 영역은 농촌 주민이 높고, 다른 세 영역은 도시지역

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농촌주민이 도시지역 

주민보다 사회적 관계에서 더 만족한 생활을 하며 농

촌지역의 유대감이 큼을 나타내는데 실제로 농촌 주민

은 한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관계가 잘 형성되어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Kang & Lee). 이에 비하여 도시지역 성인

은 개인 위주의 생활을 하게 되는 성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연령 이외에 성별, 교육수준, 가족의 월수입, 직업, 질

병이었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대학생이상

으로 높을수록, 가족 월수입이 많을수록, 남성일수록, 

직업이 있을수록, 질병이 없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다. 

이는 농촌주민 연구(Kang & Lee, 2004)에서 남성일수

록, 월 소득이 많을수록, 질병이 없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온 것과 일치하였다. 남성이 삶의 질 모든 영역

에서 여성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여성은 신체

적,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측면에서 취약하며, 사회적 

연결망이 좁고 가족중심적인 좁은 생활환경에 국한되

어 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Kim, Lee, & Park, 2010).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 영역, 

심리적 건강 영역, 환경영역 모두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삶의 질에 차이가 없었

으며(Kim & Park, 2004), 여성이 남성보다 삶의 질이 

높게 나왔다(Kim & Lee, 2001)는 결과와는 다른 결과

로, 이와 같이 다른 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본 연구에서 

다양한 연령대별로 조사한데 반해, 이전의 연구들이 특

정연령 집단과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

한다. 교육수준에 따라서 삶의 질은 차이가 나타났으

며, 이는 Chung (2011), Lee (2002), Yeo (2004)와 같은 

결과이다. 가족 월수입이 높을수록, 직업이 있는 군이 

직업이 없는 군보다 삶의 질이 높았는데, 이는 성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신체적 건강 외에 경제적 요

인이 포함된다고 한 연구(Kim & Park, 2004)와 중년기

의 여성과 중년기 남성도 소득이 높고 전문직종인 경

우 삶의 질이 높다고 한 결과(Chung, 2011; Lee, 2002; 

Yeo, 2004)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질병에서는 질병이 

없는 군이 질병이 있는 군보다 삶의 질 총점과 신체적 

건강 영역, 심리적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 환경영역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만성폐쇄성폐질환자의 삶의 

질 연구(Jung & Lee, 2011)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 증상이 있는 환자들의 부정적인 

기능으로 인해 삶의 질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연령에 따른 도시지역 성인의 삶의 질 정

도를 삶의 질 총점, 신체적 건강 영역, 심리적 영역, 사

회적 관계 영역, 환경영역으로 확인하고,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

는 20세에서 59세까지의 성인으로 남자 299명, 여자 

293명 총 59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삶의 질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족의 월수입, 직업, 질병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 교육수준이 높은 사

람, 가족의 월수입이 많을수록, 직업이 있으며, 현재 질

병이 없는 사람에서 삶의 질이 높았다. 연령그룹별 삶

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는 건강증진생활양식, 

건강관리역량, 자기효능감은 공통적이었고, 20대는 결

혼상태, 30대는 연령, 결혼상태, 종교, 40대는 가족의 

월수입, 50대는 성별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시지역 성인의 삶의 질 향상 프로

그램은 건강증진생활양식, 건강관리역량,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을 포함하는 간호중재 개발 연

구를 제언한다. 특히 젊은 층 보다는 연령이 높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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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중심으로 하는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운영이 더 

필요하며, 삶의 질 향상 간호학적 중재는 가능한 연령에 

따른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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