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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지역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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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the aged who have been living in one urban community. The number of participants was 167

of people who were 60 and over.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was measured by EQ-5D in Korean

Version. The order of frequency of 5 domain in EQ-5D were pain/discomfort, mobility,

anxiety/depression, usual activity, self care. 32 of profiles were found from the study participants, and

'11111' among them was 28.7%. Mean of EQ-5D index was 0.82±0.1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explained 31% of variance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using EQ-5D. In

this analysis, age, regular exercise, spouse were found to be predictors to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measured by EQ-5D. The finding of this study will be the basis of well organized model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for the 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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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노인인구의 비중이 커지고 만성질환 유병

률이 급증하여 의료비가 상승되면서 경제, 환경,

문화, 가치, 영성 등 다양한 영역의 삶을 총체적으

로 평가하는 삶의 질 개념에서 건강 결과에 초점

을 둔 건강관련 삶의 질(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개념이 발달되었다[1]. 건강관련 삶

의 질은 질병이나 치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삶

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개인이 주관적

으로 평가하는 건강상태이다[2]. EuroQol

5-Dimesion은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 도구이다[2].

이 도구는 건강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영역별 건강

상태를 일련의 숫자를 나열하는 방식의 체계적 기

술을 할 수 있고, 건강수준의 통합적 평가 지표인 

EQ-5D index를 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삶의 질 측정도구와는 차별화되고 그 가치가 인정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3].

EQ-5D를 이용한 건강결과 측정의 의의가 확대

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민건강영양조사[4]에서 

EQ-5D로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고 있다. 이 

도구를 사용하여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한 국민

건강영양조사에서는 19세 이상 성인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의 EQ-5D index가 낮다고 했고, 지역사

회 건강조사 자료를 분석한 조동기[5]는 EQ-5D

index의 특성으로 시군구별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EQ-5D index의 차이에 가장 크게 기여하

는 것은 노령인구비율이라고 하였다.

국외에서도 거주지역 간 문화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6],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지역과 

사회환경에 따라 동질적인 집단에 대해 차별화된 

관리가 필요하다[2]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가나 행정구역별 조사 뿐 아니라 노인병원,

senior center의 소수 단위 노인을 대상으로 이들

의 건강상태를 모니터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

로 EQ-5D를 이용한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고 

보고[7][8]하였다. 이러한 동향을 감안할 때, 우리나

라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전국 노인의 수준

에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더 나아

가 동질적 사회경험을 하는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파악하여 이들의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기초자료로 

이용함으로서 건강관련 삶의 질의 측정결과의 활

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일 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

들 중 사회적 경험을 공유하는 노인집단으로 노인

건강교실에 참여한 노인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본 연구 대상자의 EQ-5D를 이용한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는 전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 관련

성을 확인하고자 했던 연령, 성별, 교육수준

[9][10][11], 배우자[10]를 선택했고, 두 번째로는 서

울시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던 운동여부[11]를 선택하

였다. 세번째로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

관련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노인을 대상으로 아직 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음주, 흡연과 비만[12]을 선택하였다. 이중 비만에 

있어서는 젊은 성인의 경우와는 달리,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복부비만률이 BMI에 의한 비만률 보

다 높다는 결과[4]에 근거하여 복부비만과 건강관

련 삶의 질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

구의 결과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보건소의 건

강교육에 참여하는 노인의 건강수준과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이에 맞춘 간호를 계획할 수 있는 근거

가 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일 지역 보건소 노인건강교실에 참여하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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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요인과 건강요

인을 파악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파악한

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B 광역시의 일개 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노인건강교실에 참여한 60세 이상 주민

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에 참여한 대상

자 수는 총 182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에 결측치를 포함하는 15명을 제외한 

167명(조사참여자의 91.8%)의 자료를 최종 분석대

상으로 하였다. G*Power 3.1.3으로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 α=.05, 검정력=.80, 효과크기 0.15일 때 

적절한 표본크기는 예측변수 9개의 조건에서 114

명으로 본 연구의 167명은 다중회귀분석을 하기에 

충분하였다.

2. 연구도구 

1) 건강관련 삶의 질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EuroQol

Group[2]이 개발한 Euro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5-Dimesional Classification 3L(이하 

EQ-5D라 함)을 김태협[14]이 우리나라 일반 인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고한 한국어판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판 EQ-5D로 측

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EQ-5D 프로파일과 EQ-5D

index을 산출하였다.

(1) EQ-5D 프로파일 

이 도구는 '운동능력(mobility:M)', '자기관리(self

care:SC)', '일상활동(usual activity:UA)', '통증/불

편감(pain/discomfort:PD)', '불안/우울

(anxiety/depression:AD)’의 총 5개 영역으로 구분

된다. 각 영역은 '문제없음(no problem) 1', ‘다소 

문제있음(some/moderate problem) 2', '심각한 문

제있음(extreme problem) 3'으로 평가한다. EQ-5D

의 5개 영역에서 대상자가 표기하는 세가지 수준

의 응답을 '12312'와 같은 묶음형식으로 기술할 때 

운동능력은 1(문제없음), 자기관리는 2(다소 문제있

음), 일상활동은 3(심각한 문제있음), 통증/불편감

은 1(문제없음), 불안/우울은 2(다소 문제있음)의 

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법으

로 총 243(=3⁵)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프

로파일'이라고 한다(EuroQol Group, 2011).

(2) EQ-5D index

EQ-5D index는 다섯 개 영역 각각의 수준에 가

중치를 부여하여 243개의 건강상태를 정량적 단일

값으로 구한 지표이다[2]. 본 연구에서는 질병관리

본부의 질 가중치[3]를 이용하였으며 공식은 아래

와 같다.

EQ-5D index=1-(0.05+0.096×M2+0.418×M3+

0.046×SC2+0.136×SC3+0.051×UA2+0.208×UA3+0.03

7×PD2+0.151×PD3+0.043×AD2+0.158×AD3+0.050×

N3)

위의 식에서 M은 운동능력, SC는 자기관리,

UA는 일상활동, PD는 통증/불편감, AD는 불안/

우울이며, 각 문자 뒤의 숫자 2, 또는 3은 영역별 

수준으로 2, 또는 3일 때 수식에 1을 대입하고, 수

준이 1일 때에는 0을 대입한다. N3는 영역들에서 

하나라도 수준 3으로 응답한 영역이 있으면 1을 

대입하고 아니면 0을 대입함을 의미한다.

2)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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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사회적 요인

본 연구에서 인구사회적 요인으로는 성별 이외

에 연령은 ‘60-69세/70-79세/80세 이상으로 교육수

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중학교 입학 이상'으로,

배우자는 ‘유/무’로, 용돈은 ‘10만원 이하/11-20만

원/2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2) 건강행위

․ 복부비만

복부비만은 대한비만학회[13]의 한국인의 비만

진료 지침에 따라 남자는 '허리둘레 90cm이상, 여

자는 85cm이상'을 복부비만으로 구분하였다.

․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어르신은 일주일에 최소한 3

회, 매 회마다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십

니까? 의 질문에 대한 응답에 따라 '네/아니오'로 

구분하였다.

․ 현재 흡연 

현재 흡연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 1차년도 

보고서[4]의 현재흡연 조사 항목을 근거로 ’평생 

담배를 다섯갑 이상 피웠습니까?"와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의 두가지 질문에 모두 '네'로 응답한 

경우 현재 흡연을 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 고위험 음주 

고위험 음주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정의

[4]에 따라 '한 번의 술자리에서 여성노인의 경우 

다섯 잔 이상(또는 맥주 세캔), 남성노인의 경우 

일곱 잔 이상(또는 맥주 다섯캔) 술을 드십니까?'

의 질문에 '네'로 응답한 경우 고위험 음주를 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3.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해당 보건소의 노인건강교실 참여자

들 가운데 60세 이상인 주민을 대상으로 연구자로

부터 훈련받은 간호학과 학생 2명이 구조화된 질

문지를 이용한 면담의 방식으로 수행 하였다.자료

수집 기간은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10주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1회의 자료수집에 소요된 시간은 30

분에서 50분 정도였다.

대상자들의 윤리적인 고려 및 보호를 위하여 잠

정적인 대상자들 중 의사소통의 장애가 없고 사전

에 연구목적, 연구진행절차, 참여에 대한 보상, 개

인정보의 보호, 자료이용 범위 등을 설명을 통해 

충분히 전달한 후, 설명과 동일한 내용의 연구 참

여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직접 서명을 한 대상자에 

한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9.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요인과 건강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 편차

를 구하였다.

․건강관련 삶의 질의 EQ-5D 영역별 수준과 프

로파일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인구사회적 

요인과 건강요인에 따른 EQ-5D index와 EQ-5D

VAS의 평균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검정과 일원

분산분석을, 그리고 사후검정을 위하여 Scheffé 검

정을 이용하였다.

․인구사회적 요인(연령, 성별, 배우자, 교육수

준, 용돈)과 건강행위(복부비만, 규칙적인 운동, 흡

연, 고위험 음주)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건강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적 요인과 건강요인

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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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연령은 73.8±6.6세이며 여성노인이 62.3%이었다.

대상자들의 교육수준에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대상자가 80.8%이며, 중학교 입학 이상인 대상자는 

19.2%이었다. 본 연구 대상자 중 절반정도가 배우

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며 70%이상이 월 20만

원 이하의 용돈을 사용하고 있었다. 복부비만 상태

인 대상자가 54.5%였으며,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

는 대상자가 절반 이상이었다. 현재 흡연중인 대상

자는 16.2%, 고위험 음주를 하는 대상자는 12.0%

이었다.

2. 연구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1) 연구대상자의 EQ-5D 영역별 수준

EQ-5D를 이용하여 측정한 연구 대상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 영역별 수준은 <Table 2>와 같다.

다섯 가지 영역 가운데 다소 문제가 있거나 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호소한 빈도를 합했을 때 

가장 빈도가 높은 영역은 ‘통증/불편감’으로 58.7%

이며, 그 다음은 ‘운동능력’으로 46.1%이었다. 다소 

또는 심각한 문제 ‘문제 있음’의 빈도가 가장 낮은 

영역은 ‘자기관리’로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한 빈도

가 17.4%이며, 심각한 문제를 호소한 사람은 아무

도 없었다.

<Table 1> Socio-demographics and health factors of the study sample (N=167)

Variables n  % M±SD 
Age(years)

60-69 44 26.3
73.8±6.670-79 92 55.1

≥80 31 18.6
Gender F 104 62.3

M 63 37.7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35 80.8

≥Middle school 32 19.2
Spouse Yes 76 45.5

No 91 54.5
Pocket money*

≤10 74 44.3
20.5±16.911-20 45 26.9

≥21 48 28.7

Waist circumference
F ≥85cm
M ≥90cm 91 54.5 F  89.8±8.8

M  86.7±7.5
F <85cm
M <90cm 76 45.5

Regular exercise Yes 88 52.7
No 79 47.3

Current smoking Yes 27 16.2
No 140 83.8

High risk alcoholic drinking Yes 20 12.0
No 147 88.0

*10,000 Korea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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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EQ-5D domain (N=167)

Domain No problem
n(%)

Problem
Some or moderate

n(%)
Extreme
n(%)

Mobility 90(53.9) 73(43.7) 4(2.4)
Self care 138(82.6) 29(17.4) 0(0)
Usual activity 112(67.1) 53(31.7) 2(1.2)
Pain/Discomfort 69(41.3) 88(52.7) 10(6.0)
Anxiety/Depression 94(56.3) 71(42.5) 2(1.2)

2) 연구대상자의 EQ-5D 프로파일 

연구대상자들의 EQ-5D 프로파일은 <Table 3>

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EQ-5D 점수로 표현

할 수 있는 총 243개 가운데 32개 건강상태를 경

험하고 있었다. 이 중 다섯 개 영역에서 모두 

‘11111'로 완전한 건강상태를 가진 대상자는 28.7%

이었으며 모든 영역에서 다소 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8.6%이었다.

3) 대상자의 인구사회적 요인과 건강요인에 따
른 건강관련 삶의 질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적 요인과 건강요인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의 평균차이 검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본 연구 대상자 전체의 EQ-5D

index는 0.82±0.14이었다. EQ-5D index를 이용하여 

측정한 건강관련 삶의 질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배우자 동거여부, 복부비만, 규칙적 운동 실천여부

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Table 3>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EQ-5D profile (N=167)

Profile n % Profile n %
11111 48 28.7 22121 1 0.6
11112 12 7.2 12222 1 0.6
11121 11 6.6 21132 1 0.6
21111 2 1.2 21222 11 0.6
11122 11 6.6 22221 6 3.6
11221 2 1.2 31221 1 0.6
21112 2 1.2 12232 1 0.6
21121 14 8.4 21232 1 0.9
21211 3 1.8 22222 11 6.6
11113 1 0.6 22231 1 0.6
11132 2 1.2 32221 1 0.6
11222 2 1.2 21233 1 0.6
21122 7 4.2 22232 2 1.2
21212 1 0.6 22322 1 0.6
21221 6 3.6 32222 1 0.6
22112 1 0.6 32322 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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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using EQ-5D index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and health related
factors (N=167)

Variables
EQ-5D index

M±SD t or F (p)
Post-hoc test

Total 0.82±0.14
Age(year) 60-69a 0.85±0.15 5.20(.006)

c<a,b70-79b 0.83±0.13
≥80c 0.75±0.15

Gender F 0.79±0.15 -4.04(<.001)
M 0.87±0.11

Education ≤Elementary school 0.79±0.14 -2.36(.020)≥Middle school 0.86±0.11
Spouse With 0.87±0.13 -4.60(<.001)

Without 0.78±0.13
Pocket money* ≤10 0.80±0.14 1.23(.360)

11-20 0.83±0.14
≥21 0.84±0.14

Waist circumference F ≥85cm  M≥90cm 0.78±0.15 3.81(<.001)
F <85cm   M<90cm 0.86±0.11

Regular exercise Yes 0.85±0.10 -3.40(.001)
No 0.78±0.17

Current smoking Yes 0.83±0.14 0.46(.646)
No 0.82±0.14

High risk alcoholic drinking Yes 0.87±0.12 -1.85(.066)
No 0.81±0.14

*10,000 Korean Won

3. 연구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인구사회적 요인과 

건강요인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EQ-5D index를 결과변수로 하

고, 본 연구에서 선택한 9개의 인구사회적 요인과 

건강요인 모두를 설명변수로 적용했을 때 이들 설

명변수들은 EQ-5D index로 측정한 건강관련 삶의 

질을 31% 설명하였다. 변수들 중 결과변수를 설명

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변수는 연령이며, 두 번

째로 기여한 변수는 규칙적인 운동실천이었다. 그 

외에도 배우자 동거 여부가 결과변수를 설명하는

데 기여하였다.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affecting
factors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using
EQ-5D index (N=167)

Variables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EQ-5D index
B β t p

Age(year) -0.01 -0.24 -2.57 .011
Gender 0.07 0.18 1.50 .136
Education 0.01 0.01 0.13 .895
Spouse 0.07 0.19 1.94 .045
Pocket money* 0.01 0.01 0.02 .984
Waist circumference -0.05 -0.12 -1.21 .229
Regular exercise 0.08 0.23 2.43 .013
Current smoking -0.03 -0.07 -0.71 .479
High risk alcoholic 
drinking -0.01 -0.01 -0.13 .897
R² 0.36
Adjusted R² 0.31
F 7.67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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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본 연구에서는 B 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보건소

의 노인건강교실에 참여한 노인을 대상으로 

EQ-5D를 이용하여 건강영역별 수준과 프로파일,

EQ-5D index 및 EQ-5D -VAS로 측정한 건강관련 

삶의 질을 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EQ-5D를 영역별로 살

펴보면 다소 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호소는 

통증/불편감(58.7%), 운동능력(46.1%), 불안/우울

(43.7%), 일상활동(32.9%), 자기관리(17.4%)의 순서

로 빈도가 높았다.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를 이용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

구[10]도 다소 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영역별 빈

도를 통증/불편감(67.9%), 운동능력(45.6%), 불안/

우울(35.6%), 일상활동(32.6%), 자기관리(15.7%)의 

순서로 보고하여 본 연구 대상자와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영역별 수준에서는 차이가 없

었다. 싱가포르의 70세 이상 노인들의 EQ-5D로 측

정한 연구[15]에서 건강문제 호소를 통증/불편감,

운동능력, 불안/우울, 일상활동, 자기관리의 순서

로 보고하여 본 연구 대상자들의 건강문제 호소와 

일치하였으나, 이 연구에서 60-69세 연령의 노인들

은 통증/불편감 다음으로 운동능력이 아닌 불안/

우울의 호소 빈도가 높아 본 연구 대상자들과 차

이가 있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 들의 결과를 통

해 노인 인구의 건강문제 호소를 연령 구간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EQ-5D 프로파일에서는 영역별로 서로 다른 건강

문제의 조합으로 구성된 32개의 건강상태가 보고

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문

제가 없어 '11111'로 보고한 대상자는 28.7%로, 전

국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 대상으

로 보고한 23.5%[10]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그

런가하면 전국 성인의 표본을 이용한 19세 이상 

인구의 65.7%[9]와 53.3%[16], 81.7%[17]가 모든 건

강영역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한 것과 비교하

면 성인 인구에 비해 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

음을 프로파일 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EQ-5D index는 0.82±0.14로 

본 연구와 동일한 질 가중치를 적용한 국민건강영

양조사 제 5기 1차년도의 65세 이상 인구의 

0.84±0.007[4]이나, 역시 같은 공식에 의해 노인을 

대상으로 산출한 0.82±0.19[16], 0.81±0.20[9],

0.83±0.189[18]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EQ-5D index는 호주 일 지역의 

60-71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19]에서 EQ-5D

index는 0.804(±0.141)로 보고한 것과도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Meta 분석을 통해 국가나 인종간의 EQ-5D index

의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에서 실시한 평균차이 검정에서 대상자의 EQ-5D

index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복부

비만 유무, 규칙적인 운동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

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 가운데 복부비만으로 판정된 

노인에 비해 복부비만이 없는 노인에서 EQ-5D

index로 측정한 건강관련 삶의 질이 더 높았다. 본 

연구와 같이 허리둘레로 측정한 복부비만과 건강

관련 삶의 질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가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아 비교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

구 결과와의 비교에 있어서 신중함을 요하긴 하지

만, 비만도의 다른 형태인 BMI로 측정한 비만도와 

EQ-5D index로 측정한 건강관련 삶의 질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소수의 예외는 있으나 관계가 있다

는 많은 보고들[12][20][21][22]이 있었다. 한편 국

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 1차년도 보고[4]에 따르면 

복부비만 유병률은 19-64세 성인에서 18.3%, 65세 

이상에서 46.1%인데, BMI로 측정한 비만 유병률은 

19-64세 성인에서 24.1%, 65세 이상에서 37.8%이었

다. 이 결과를 통해 노인에서는 복부비만 유병률이 

BMI에 의한 비만 유병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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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인 건강에서 복부비만은 비중 있는 문제로 

본 연구 대상자의 복부비만 유무에 따른 EQ-5D

index의 차이를 확인 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를 근거로 향후 노인에서 복부비만과 건강

관련 삶의 질의 관련성을 다양한 특성을 가진 노

인들을 대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일주일에 최소한 3회, 매 회마다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노인이 이러한 

운동을 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EQ-5D index의 평

균이 높아 노인에서 규칙적인 운동 여부는 건강관

련 삶의 질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분석한 

연구[11]에서 중등도 운동을 주 3회 이상 수행하는 

노인이 주 2회 이하로 수행하는 노인에 비해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12][23]에서는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운

동여부는 EQ-5D index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노인과 성인에서 규칙적인 운동효과의 차이

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노인의 건

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이나 활

동의 조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 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설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EQ-5D index를 결과변

수로 하고, 다섯 개의 인구학적 특성과 네 개의 건

강요인을 모두 투입한 했을 때 건강관련 삶의 질

을 변량을 31% 설명하였다. 이 회귀분석에서 결과

변수인 EQ-5D index를 설명하는데 가장 큰 기여

를 한 요인은 연령이었고, 두 번째로 기여한 요인

은 규칙적인 운동실천, 그 다음은 배우자 유무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고령이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고 배

우자 없이 생활하는 노인들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서 취약한 대상자라고 예측할 수 있으며, 이들을 

우선순위로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와 같이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다는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들

[9][10][11][15][20][24]과 일관성이 있는 결과이다.

무배우자에 비해 유배우자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

이 높다는 결과는 한 연구[10][25]에서 제시한 경로

모형의 결과와는 일관성이 있는 한편 이와는 차이

가 있는 보고[11]도 있었다.

그 외에 규칙적인 운동여부는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EQ-5D로 측정한 건강

관련 삶의 질 모형에 의해 확인되지 못했던 변수

들로서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 의해 EQ-5D index

에 의한 건강관련 삶의 질 변량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일 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보건소

에서 실시한 노인건강교실에 참여한 노인을 대상

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대상자들의 EQ-5D 영역별 건강문제 호소 

빈도는 통증/불편감, 운동능력, 불안/우울, 일상활

동, 자기관리의 순서이었다. 둘째, 본 연구 대상자

들이 EQ-5D 프로파일 상 건강상태는 총 32개로 

구분할 수 있었고, 이중 '11111'로 보고한 대상자는 

28.7%%이었다. 셋째, 본 연구 대상자의 EQ-5D

index의 평균은 0.82±0.14이며 연령, 성별, 교육수

준, 배우자 유무, 복부비만, 규칙적인 운동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선택한 인

구사회적 요인과 건강요인의 총 9개 요인들은 

EQ-5D index를 결과변수로 하였을 때 31%를 설명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들에서 EQ-5D index로 측

정한 건강관련 삶의 질을 설명하는데 연령, 규칙적

인 운동, 배우자 유무 의 순서로 기여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에 근거하여 다음 두 가지 사항

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EQ-5D는 건강관련 삶의 질 평가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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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노인관련 기관에서 확대 사용할 것을 제언하고

자 한다. 노인들의 건강이나 복지를 관리하는 지역

사회 복지관, 보건소, 노인학교 등에서 등록된 노

인들을 대상으로 이 도구를 이용한 모니터링을 주

기적으로 실시한다면 EQ-5D index와 EQ-5D 프로

파일을 활용하여, 노인 개인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

사회 차원에서는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관리를 

위한 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노인건강상태를 파악

하기 위한 정보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 대상자들에서 EQ-5D index로 측

정한 건강관련 삶의 질을 설명하는데 기여하는 연

령, 규칙적인 운동, 배우자 유무와 같은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건강관련 삶의 질

에 기여하는 변인들은 향후 건강관련 삶의 질의 

고위험인구를 선별하여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가이

드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서 

확인한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기여하는 요인

들을 다양한 노인들에게 반복 확인함으로서 지역

사회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강관련 삶의 질 모형의 구축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러한 모형에 근거한 장기적 연구결과에 의해서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확인될 때 명확한 근거에 기반하

여 고위험인구를 선별하고 집중관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노인들로서 우리나라 지역사회에 거주

하는 노인들 가운데 건강관리와 질적인 삶을 운영

하는데 적극적인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들에서 얻은 결과를 우리나라 지역

사회 노인에게 일반화할 수 없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는 일 지역 복지관 노인들의 자료를 횡단적으

로 수집하여 분석한 것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건

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복

지관 노인을 대상으로 코호트를 구성하여 장기적 

반복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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