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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관련 요인의 영향력을 성별에 따
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제5기 2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 1,598명의 
자료를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남자노인의 경우 교육수준과 월 소득, 활동제한, 주관
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수가 영향요인이었고,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연령, 활동제한,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스트레스
가 영향요인이었다. 남녀노인 모두에서 활동제한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관련 삶의 질의 강력한 영향요인이었고, 

특히 남자노인과 달리 여자노인에서는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 건강특성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향후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이러한 노인의 성별 특
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노인, 건강, 삶의 질, 성별 차이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ocio-demographic and health factors affecting on the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in elderly by gender. Methods: Data of the study were derived from the 
fifth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V-2, 2011). The subjects were 
older adults aged 65 years or more (673 male and 925 female) and the number of the sample was 1,598. The 
authors analyzed the data with the SPSS/WIN 21.0 program. Results: For male, the affecting factors on the 
HRQoL were education level, monthly income, and number of chronic disease. For female, affecting factors on 
the HRQoL were depression, stress, and age. The activity limitation and subjective health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HRQoL for both male and female. Conclusion: Health care providers should 
consider the gender difference when they plan to design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HRQoL for elderly in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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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2년 재 체 인

구의 11.8%를 넘었으며,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망이다[1].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평균 수

명 한 81.2세로 크게 늘어나[2] 단순한 수명 연장보다

는 삶의 질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삶의 질은 개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와 가치체계 안에

서 그들의 목 , 기 , 표 , 심과 련하여 자신의 삶

의 치에 한 개인의 지각으로[3] 혹은 각 개인이 신체

, 정신 , 사회경제 , 인 면에서 지각하는 주

인 안녕상태로[4] 정의되고 있다. 노년기는 역할상실에 

따른 자존감 하와 소외감, 빈곤, 질병 등 부정 인 변화

를 겪는 시기로 이런 문제들은 노년의 삶을 하는 요

인이 된다. 그 에서도 신체 ․정신  기능 하와 질

병으로 인한 건강의 쇠퇴는 행복해야 할 노년기의 반

인 삶의 질을 하시킨다[5]. 삶의 질은 건강 련 삶의 

질과 비건강 련 삶의 질로 나 어질 수 있는데[6] 건강

련 삶의 질은 특히 건강에 직 으로 연 되어 개인

이 느끼는 삶의 질로[7], 신체 ․정신 ․사회  건강에 

한 주 인 태도와 경험을 토 로 하는 다차원 인 

개념이며[6,8] 노인의 일상  기능과 안녕, 만성질환의 

리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9]. 

2012년 재 우리나라 남녀의 기 수명은 남성이 78

세, 여성이 84.6세이며, 65세 이상 인구 성비가 68.1로 여

성인구가 남성의 약 1.5배를 차지하고 있다[10]. 여성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령의 여성화 상은 노인의 성별 

특성에 한 건강  보건의료 정책의 주요 심사가 되

고 있다.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은 유배우율이 낮으

며, 낮은 교육수 , 빈곤 등으로 인구․사회․경제 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으며[11], 복합 만성질환 유병율과 주

 불건강 수 이 높고[12], 우울, 치매 등 정신건강면에

서도 열악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노인건강에 있어 

이러한 남여 차이는 생물학  차이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경험하는 사회문화  역할 수행과도 련이 깊다

고 알려져 있다[13]. 통  가부장  규범 속에서 다

수의 남성노인이 가족부양의 책임자로 인식되어 학업의 

기회를 우선 으로 부여 받고 직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해 온 동안 여성노인은 교육의 소외자로 일생동안 가사

노동에 종사하며 남편과 자녀를 돌보며 일방 으로 순종

하며 살아 왔다[11]. 남성노인이 은퇴를 경험하면서 사회

와 가족 내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면, 여성노인은 남

성에 비해 긴 노후를 혼자 지내야 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극심한 경제  어려움과 건강 악화에 노출될 험이 있

다[14]. 재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겪어 온 우리 사회의 

이러한 성 역할과 삶의 경험  차이는 남성과 여성의 노

년기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도 반

되었을 것으로 상된다. 

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을 다룬 국내 기존연구에서 

여성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이 남성노인에 비해 유의하

게 낮았고[6,15], 삶의 질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알려진 우울 역시 여성노인에게서 높은 것으로 보

고되었지만[16] 건강 련 삶의 질 향요인의 남녀 차이

를 탐색한 기존연구는 제한 이었다. 삶의 질 련요인

인 배우자 유무나 일상생활수행능력, 주  건강, 만성

질환 양상에 성별 차이가 있듯이[16,17] 남성노인과 여성

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도 성

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에 한 국외 선행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은 여성이 남성에 비

해 자신의 건강 련 삶의 질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

다고 보고하고 있으며[15,18,19,20,21,22], 향요인에도 

성별 차이가 있다고 하여 남성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

은 교육수 , 직업유무, 소득수 과 연 되어 있는 반면, 

여성노인은 연령, 흡연과 련되어 있었다[22]. 즉 남성노

인은 학 이상의 교육수  혹은 직업을 갖고 있거나 소

득수 이 높을수록 건강 련 삶의 질이 높았고, 여성노

인은 연령이 높거나 흡연을 하는 경우 건강 련 삶의 질

이 낮았다[22]. 한 남녀 모두 주  건강수 이 낮을

수록, 만성질환 수가 많을수록 건강 련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2].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여년간 건강 련 삶의 질을 

다룬 많은 연구[6,15,23,24,25]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들 

연구들은 주로 소득계층, 일상생활수행능력, 주  건강

인식, 우울, 건강행태 등과 건강 련 삶의 질과의 련성

을 다루고 있고 부분의 연구들은 남녀를 구분하여 따

로 분석하지 않고 노인이라는 같은 범주로 남성과 여성

을 동일시하여 분석하 다. 이들 국내 선행연구에 따르

면 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은 연령, 성별, 교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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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결혼상태[6], 소득 수 [15,26], 거주지역[27], 직업

유무[15], 만성질환[15], 주  건강[6], 일상생활수행능

력[6,28], 스트 스[26], 우울[27,28], 건강행 [15,26] 등이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 련 삶의 질은 연

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으며[15], 특히 일상생활에서

의 활동제한과 부정 인 주  건강, 우울이 노인의 건

강 련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7,28]. 

건강증진행 의 실천 부족은 질병이환의 가능성을 높

으며[26], 문제음주와 비만이 건강 련 삶의 질을 감소시

켰다[15,26]. 하지만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분석한 

이들 기존연구들은 우리 사회의 노인들이 겪어 온 성에 

따른 생활경험의 차이를 반 하지 못하고 있어 건강 련 

삶의 질 향요인이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간

과했다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 건강과 련하여 남녀의 차이를 다룬 연구

에는 주  건강 련 요인[29], 인지 기능 련 요인

[30], 우울 험 요인[16], 신체활동[31], 낙상 련 요인의 

성별 차이를 분석한 연구[32] 등이 있으나 건강 련 삶의 

질 향요인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

다. 한 지 까지 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에 한 국내 

선행연구는 부분 일개 지역에 국한되거나 일부 농 지

역의 여성노인들을 상으로 분석하여[6,26], 국을 

표하는 단  표본에서 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에 

한 성별의 차이를 고려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그동안의 국내연구들은 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주는 요인을 성별 구분 없이 확인한 것이었으므

로 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성별에 따라 같은지 는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각각의 성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 규

명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남녀 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 정

도를 악하고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별로 비교, 

분석하기 한 것으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성별에 따른 건강 련 삶의 질과 인구사

회학  특성, 신체 , 정신  건강특성, 건강행태 특

성을 비교한다.

2)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과 신체 , 정신  건

강특성, 건강행태 특성이 건강 련 삶의 질에 미치

는 향력의 차이를 성별에 따라 비교, 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제 5기 2차년도(2011년)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노인의 성별에 따른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서술  상

계 연구이다. 

2.2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제5기 2

차년도 국민건강 양조사”의 원시자료  일부를 이차 

분석하 다. 국민건강 양조사는 한국인의 건강수 과 

건강 련 의식  행태 등에 해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

료를 산출하기 해 3년 주기로 실시되는 범국가 인 조

사로 건강설문조사, 양조사  검진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설문조사와 양조사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가구방문 일 일 면  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되었다[33]. 

국민건강 양조사의 목표모집단은 우리나라에 거주

하는 한민국 국민이며, 표본 조사구는 국을 시도별

(서울, 6  역시, 경기, 경상․강원, 충청, 라․제주)

로 1차 층화하고, 일반지역은 성별, 연령 별 인구비율 

기  26개 층으로, 아 트지역은 단지별 평당가격․평균

평수 등 기  24개 층으로 2차 층화한 후 추출하 다[33]. 

이러한 방법으로 192개의 조사구에서 조사구당 20개의 

최종 조사 상 가구를 추출하여 3,840가구, 10,589명을 

상으로 조사하 으며, 참여자 수는 8,518명이었다(조사 

참여율: 80.4%). 본 연구에서는 조사 참여자 8,518명  

65세 이상의 노인 1,598명을 연구 상으로 하 다. 국민

건강 양조사의 원시자료는「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

하여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자료로 

본 연구는 해당기 에 공식 으로 자료를 요청하여 다운

받은 자료를 이용한 이차 자료분석 연구이므로 상자의 

기 성이 보장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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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chart showing selection of the study
population

2.3 연구도구

2.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은 상자의 연령, 결혼상

태, 교육수 , 월평균 가구소득, 거주지역(도시/농 ), 직

업유무를 포함하 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하  25%를 1

사분 로 하여 하, 하, 상, 상의 4개로 구분하 다. 

2.3.2 건강 특성

건강 특성은 상자의 신체 , 정신  건강특성과 건

강행태 특성으로 구분하 다. 상자의 신체  건강 특

성은 만성질환의 수, 주  건강상태, 활동 제한으로 구

성하 다. 만성질환의 수는 고 압, 뇌졸 , 당뇨, 심장질

환, 염, 천식, 페결핵을 의사로부터 진단받고 재 앓

고 있는지를 질문하여 상자의 만성질환 수를 계산하

다. 주  건강상태는 ‘평소에 OOO님의 건강은 어떻다

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좋음(5 )’, ‘좋음(4

)’, ‘보통(3 )’, ‘나쁨(2 )’, ‘매우 나쁨(1 )’으로 응답하

게 하여 수가 높을수록 주  건강상태가 좋음을 의

미한다. 활동제한은 ‘ 재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

신  장애로 일상생활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계십

니까’라는 질문에 ‘ ’라고 응답한 상자와 ‘아니오’라고 

응답한 상자로 나 었다. 

상자의 정신  특성은 우울과 스트 스로 구성하

다. 우울은 ‘최근 1년 동안 연속 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

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 거나 망감 등을 느낀 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 ’라고 응답한 상자와 ‘아니오’

라고 응답한 상자로 구분하 다. 스트 스는 ‘평소 일

상생활 에 스트 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라

는 질문에 ‘ 단히 많이 느낀다(4 )’, ‘많이 느끼는 편이

다(3 )’, ‘조  느끼는 편이다(2 )’, ‘거의 느끼지 않는다

(1 )’로 응답하게 하여 수가 높을수록 스트 스 인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건강행태 특성으로는 흡연, 음주, 결식, 등도 신체활

동, 체질량지수, 체 감소 노력을 포함하 다. 재 흡연 

여부는 ‘ 재 담배를 피우고 있다’ 는 ‘과거에 흡연한 

은 있지만 지  피우지 않는다’/‘평생 흡연한 이 없

다’로 측정하 다. 음주는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10

개 항목의 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한국형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척도(AUDIT-K, Alcohol use disorders 

indentification test)의 총  변수를 이용하 다.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K) 10개 문항은 1년간 음주

빈도, 한 번에 마시는 음주량, 고 험음주 빈도, 음주 자

제 안 된 경우의 빈도, 음주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 빈도, 

음주 다음날 아침 해장술 빈도, 음주 후 후회 빈도, 음주 

후 취 일 망각 빈도, 음주로 인한 상해여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수범 는 0-40 으로 수가 높을수록 

고 험 음주로 본다[34]. 결식은 지난 2일간 아침, 심, 

녁 식사  섭취한 끼니  2회 이상 식사를 결식한 경

우를 결식으로 측정하 다. 등도 신체활동은 ‘최근 1주

일 동안 평소보다 몸이 매우 힘들거나 숨이 많이 가쁜 

등도 신체활동을 1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라는 질

문에 ‘1-7일’라고 응답한 상자와 ‘  하지 않음’이라

고 응답한 상자로 나 었다. 체 감소 노력은 ‘최근 1

년 동안 본인의 의지로 몸무게를 이려고 노력한 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 ’라고 응답한 상자와 ‘아니오’

라고 응답한 상자로 구분하 다.  

2.3.3 건강관련 삶의 질

건강 련 삶의 질은 EuroQoL Group[35]이 개발한 

EQ-5D (EuroQol-5Dimension)로 측정한 EQ-5D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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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를 이용하 다. EQ-5D는 총 5문항으로 운동 능력, 

자기 리, 일상활동, 통증/불편감, 불안/우울의 각 항목

에 해 ‘지장이 없다’, ‘다소 지장이 있다’, ‘지장이 있다’

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총 은 한국인을 상으로 한 

질병 리본부에서 실시한 질 가 치 연구(Nam, H. S., 

2007)에서 도출된 보정식을 이용하여 0(죽음)～1(완 한 

건강)범 의 단일 수인 ‘EQ-5D 지표(index)’로 환산되

며 수가 높을수록 건강 련 삶의 질이 좋음을 의미한

다. 선행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77 

[10] 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

은 .951이었다.

2.4 자료 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SPSS WIN 21.0 program을 이용하 고 

유의수 은 .05를 기 으로 하 다. 상자의 건강 련 

삶의 질과 인구사회학  특성, 건강 특성을 성별로 확

인․비교하기 해 t-test와 x2-test를 이용하 다. 상

자의 성별에 따른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을 비교분석하기 해 인구사회학  특성과 건강 특성

(신체 ․정신  건강, 건강행태)을 두 가지 차원으로 구

분하여 회귀모형에 순차 으로 투입하는 계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3. 연구결과 

3.1 노인의 성별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에 따른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비교는 

Table 1과 같다. 체 1,598명의 노인 에 남자가 673명

(42.1%)이었고 여자가 925명(57.9%)이었다. 성별 비교에

서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연령(t 

=3.707, p<.001), 결혼상태(χ2 =308.598, p<.001), 교육수

(χ2 =246.475, p<.001), 월평균 가구소득(χ2 =8.229, 

p=.042), 취업유무(χ2 =34.869, p<.001)로 나타났다. 여자

노인(73.57세)이 남자노인(72.51세)보다 평균연령이 유의

하게 높았으며, 남자노인의 90.8%가 배우자가 있는 반면 

여자노인은 48.7%만 배우자가 있었다. 교육수 은 남자

노인의 경우 등학교 졸업이하가 45.9%인 반면, 여자노

인의 경우 82.8%로 가장 많아 성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에서는 소득 하  25%인 1사분

에 속하는 비율이 남자노인(48.0%)보다 여자노인

(55.2%)에서 더 많았다. 직업유무에서는 남자노인

(44.5%)이 여자노인(29.5%)보다 더 많이 직업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도시 거주 비율은 남, 여 각각  65.5%, 

66.6%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χ2 =0.198, p=.656). 

3.2 노인의 성별에 따른 건강 특성

성별에 따른 상자의 신체 , 정신  건강과 건강행

태 특성 비교는 Table 1과 같다. 신체  건강에 한 성

별 비교에서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만성질환의 수(t
 =4.906, p<.001), 주  건강상태(t 

=6.228, p<.001)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수는 여자노인이 

평균 1.32개로 남자노인의 1.02개 보다 많았고, 주  건

강상태는 남자가 3.05 , 여자가 2.72 으로 남자가 더 좋

게 인식하 다. 활동에 제한을 느끼는 비율은 남, 여 각각 

22.2%, 25.7%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χ2 =2.517, 

p=.113). 

정신  건강에 한 성별 비교에서 통계학 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우울(χ2 =18.780, p<.001)과 스

트 스(t =5.225, p<.001)로 나타났다. 여자노인(18.7%)이 

남자노인(10.5%)보다 우울 경험 비율이 높았고, 스트

스도 여자노인(2.05±0.85)이 남자노인(1.83±0.72)보다 더 

많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행태에 한 성별 비교에서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흡연(χ2 =141.735, p<.001), 음주(t 

=7.458, p=.006), 체질량지수(t =5.714, p<.001) 다. 재 

흡연율은 남자노인이 26.1%로 여자노인의 4.5%보다 유

의하게 높았으며, 음주 수(AUDIT-K)도 남자노인

(6.16±6.38)이 여자노인(1.62±2.70)보다 높았다. 체질량지

수는 여자노인(24.12±3.42)이 남자노인(23.18±2.9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자

노인(24.5%)과 여자노인(22.5%)이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χ2 =0.934, p=.334). 결식비

율은 남자노인 4.9%, 여자노인 8.6%로 차이가 없었으며

(χ2 =0.898, p=.343) 체 감소 노력에서도 남자노인 

22.4%, 여자노인 20.4%로 차이가 없었다(χ2 =0.934, 

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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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Men

(n=673)

Women

(n=925)
t or χ2

(p)
M±SD/n(%) M±SD/n(%)

Age(in years) 72.51±5.38 73.57±6.00 3.707(<.001)

Marital status 308.598(<.001)

Married 610(90.8) 449(48.7)

Others 62(9.2) 473(51.3)

Education 246.475(<.001)

≤Elementary 286(45.9) 701(82.8)

Middle school 99(15.9) 70(8.3)

High school 156(25.0) 68(8.0)

College or above 82(13.2) 8(0.9)

Monthly household 

income
8.229(.042)

1quartile(lowest) 319(48.0) 502(55.2)

2quartile 184(27.7) 208(22.9)

3quartile 93(14.0) 115(12.6)

4quartile 68(10.2) 85(9.3)

Place of residence 0.198(.656)

Rural 232(34.5) 309(33.4)

Urban 441(65.5) 616(66.6)

Employed 34.869(<.001)

No 346(55.5) 597(70.5)

Yes 277(44.5) 250(29.5)

Number of 

chronic disease
1.07±1.00 1.32±1.07 4.906(<.001)

Self-rated health 3.05±0.99 2.72±1.01 6.228(<.001)

Daily activity 2.517(.113)

No limit 485(77.8) 629(74.3)

Limit 138(22.2) 218(25.7)

Perceived stress 1.83±0.72 2.05±0.85 5.225(<.001)

Depression 18.780(<.001)

No 555(89.5) 686(81.3)

Yes 65(10.5) 158(18.7)

Current smoking 141.735(<.001)

No 458(73.9) 806(95.5)

Yes 162(26.1) 38(4.5)

Drinking 6.16±6.38 1.62±2.70 7.458(.006)

Without a meal 0.898(.343)

No 598(95.1) 787(91.4)

Yes 31(4.9) 74(8.6)

Moderate-intensity 

physical activity
0.934(.334)

No 508(75.5) 717(77.5)

Yes 165(24.5) 208(22.5)

Body Mass 

Index(㎏/㎡)
23.18±2.99 24.12±3.42 5.714(<.001)

Effort to lose weight 0.934(.334)

No 522(77.6) 736(79.6)

Yes 151(22.4) 189(20.4)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0.89±0.15 0.82±0.21 7.831(<.001)

<Table 1>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N=1,598)

3.3 노인의 성별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건강 련 삶의 질 수는 남성노인(0.89±0.15)이 여성

노인(0.82±0.21)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
 =7.831, 

p<.001)<Table 1>. 상자의 성별에 따라 건강 련 삶의 

질에 한 인구사회학  특성과 건강 특성(신체 ․정신

 건강, 건강행태)의 설명력을 검증하고, 어떤 변인이 더 

강력한 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를 통해 남, 여 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개별변수들의 향력은 

물론 각 단계별 모형의 유의미성  설명력의 증가를 통

해 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 향요인에 한 추가 인 

의미를 찾고자 하 다. 먼 ,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에 

독립변수들 사이의 다 공선성을 살펴보았다. 투입된 독

립변수들간의 상 계는 .000에서 .499 사이로 나타났

다. 모든 변수에서 공차한계는 .10보다 높은 수 이었으

며, 분산팽창요인의 최 치는 1.474로 나타나 독립변수간

의 상 계로 인한 연구모형 추정의 왜곡 가능성은 낮

다고 단되었다. 잔차분석에서 Durbin Watson 검정결

과는 남, 여노인 각각의 모형에서 1.939와 2.088로 2에 가

까워 모형의 오차항간 자기상 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정규분포성과 잔차의 등분산성 가정을 만족한다고 사료

되었다.  

노인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통해 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의 향요인을 살펴본 1단계 모형은 남, 여 노인 

모두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남자

노인 F=9.00, p<.001; 여자노인 F=5.92, p<.001), 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 변량  각각 9.0%와 7.0%를 설명하

다. 1단계 모형에 투입된 남자노인의 인구사회학  특성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교육

수 (β=0.14, p=.003), 월평균 가구소득(β=0.19, p<.001)

이었으며, 여자노인은 연령(β=-0.15, p=.005), 교육수 (β

=0.14, p=.005), 직업유무(β=0.11, p<.039) 다. 

1단계 모형에 노인의 건강 특성을 추가 으로 투입한 

2단계 모형도 남, 여 노인 모두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남자노인 F=19.91, p<.001; 여자노인 

F=18.27, p<.001), 남, 여 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 체변

량의 39.0%와 41.0%를 설명하 다. 2단계 모형에 추가

으로 투입한 노인의 건강 특성이 1단계 모형에 투입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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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odel 1 Model 2

β t p β t p

Socio

-demo

-graphics

Age(in years) -.03 -0.74 .460 -.05 -1.29 .196

Marital status .02 0.40 .693 .01 0.40 .686

Education .14 3.04 .003 .11 2.76 .006

Monthly income .19 4.16 <.001 .10 2.68 .008

Place of 

residence
.02 0.43 .671 -.01 -0.33 .743

Employed .09 1.88 .061 .02 0.44 .660

Health

Number of 

chronic disease
-.14 -3.56 <.001

Self-rated health .22 5.27 <.001

Daily activity 

limitation
-.37 -9.09 <.001

Perceived stress -.05 -1.43 .154

Depression .00 0.10 .924

Current smoking -.00 -1.27 .904

Drinking -.05 -0.12 .204

Without a meal -.01 -0.30 .766

Physical activity -.01 -0.33 .740

Body Mass Index .03 0.82 .414

Effort to lose 
weight .01 0.13 .900

R2 .10 .41

Adjusted R2 .09 .39

F(p) 9.00(<.001) 19.91(<.001)

<Table 2> Factors Influencing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Elderly Men

Variables
Model 1 Model 2

β t p β t p

Socio-

-demo

-graphics

Age(in years) -.15 -2.83 .005 -.22 -4.75 <.001

Marital status -.05 -0.90 .369 -.03 -.70 .482

Education .14 2.83 .005 .07 1.63 .104

Monthly income .09 1.87 .062 .06 1.50 .133

Place of 

residence
.03 0.61 .545 -.02 -0.36 .716

Employed .11 2.07 .039 .02 0.40 .689

Health 

variables

Number of 

chronic disease
-.04 -1.00 .319

Self-rated health .25 5.63 <.001

Daily activity 

limitation
-.34 -7.77 <.001

Perceived stress -.09 -2.09 .037

Depression -.15 -3.66 <.001

Current smoking .04 1.03 .304

Drinking -.01 -0.15 .878

Without a meal .01 0.27 .789

Physical activity -.04 -0.91 .365

Body Mass Index 

(㎏/㎡)
-.07 -1.67 .096

Effort to lose 
weight .01 0.16 .875

R
2

.08 .43

Adjusted R
2

.07 .41

F(p) 5.92(<.001) 18.27(<.001)

<Table 3> Factors Influencing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Elderly Women

구사회학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건강 련 삶의 질 변

량  약 30.0%(남자노인)와 34.0%(여자노인)를 추가

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노인의 

경우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은 활

동제한(β=-.37, p<.001), 주  건강상태(β=.22, p<.001), 

만성질환의 수(β=-.14, p<.001), 교육수 (β=.11, p=.006), 

월평균 가구소득(β=.10, p=.008)순이었다. 여자노인의 경

우는 활동제한(β=-.34, p<.001), 주  건강상태(β=.25, 

p<.001), 연령(β=-.22, p<.001), 우울(β=-.15, p<.001), 스

트 스(β=-.09, p=.037)순이었다<Table 2, 3>.

4. 논의 

본 연구는 제5기 2차년도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성별에 따른 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 정도를 

악하고 인구사회학  특성과 건강특성(신체 , 정신  

건강, 건강행태)이 건강 련 삶의 질에 미치는 향력을 

성별로 비교, 분석하기 해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남성

노인이 여성노인보다 건강 련 삶의 질 수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강 련 삶의 질에 성별이 주요

변인이며 여성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이 남자노인에 비

해 낮다고 보고한 선행연구[[6,9,18,19,20,21,22]를 재확인

할 수 있는 결과 다. 

상자의 성별에 따른 인구사회학  특성을 비교해 

보았을 때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평균연령이 더 높았

으며,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더 높았다. 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교육수 이 더 낮았고 무직 비율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을 상으로 성별 차이를 연구한 많

은 기존연구[16,17,37] 결과와 일치하 다. 성별에 따른 

신체 , 정신  건강을 비교한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만성질환 수가 더 많았고, 자

신의 건강상태를 더 나쁘게 인지하고 우울과 스트 스를 

더 많이 경험하 다. 이 게 여성노인의 주  건강상

태가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은 일반 으로 여성이 남성보

다 통증을 더 민감하게 인식하고[38] 질병에 더 민감하게 



노인의 성별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

530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 Dec; 11(12): 523-535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9]. 이러한 성별 

차이는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시 

일부 노인을 상으로 우울을 연구한 [37]와 일 도시 지

역 소득층 노인을 상으로 우울 유병율과 련요인을 

조사한 [16], 성별에 따른 노인의 건강상태 향요인을 

조사한 [17]의 연구에서도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자

신의 건강상태를 더 좋지 않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보유

한 만성질환의 수가 많았고, 지각한 우울과 스트 스가 

높았다. 

기존 연구[6,15,26,27,28]에서 건강 련 삶의 질의 주요 

향요인이었던 배우자 유무나 연령, 학력, 소득수 , 주

 건강상태, 만성질환 수, 우울, 스트 스 등이 본 연

구에서 유의한 성별 차이를 보인 만큼 건강 련 삶의 질

에 향을 미치는 요인도 성별로 악해 볼 필요가 충분

히 있다고 사료되었다. 분석 결과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모두에서 활동제한과 주  건강상태가 건강 련 삶의 

질에 강력한 향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남성

노인과 달리 여성노인은 우울, 스트 스와 같은 정신  

건강특성이 건강 련 삶의 질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 련 삶의 질 향요인에 성별 차이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녀노인 모두에서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

는 변인들  가장 큰 효과를 갖는 변인은 활동제한이었

는데 이는 일상생활수행능력과 활동수 이 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의 주요변인이었다는 선행 연구[6,28,40]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은 기

본 인 삶을 하는데 필수 인 것으로 노인의 자립을 

유지하는데 요하기 때문에 성별에 계없이 건강 련 

삶의 질의 주된 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29]도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성별에 계없이 노인이 주

 건강평가에 주된 련요인이었다고 하 으며, [41]

도 일상생활 활동능력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

았다고 하면서 일상 인 활동에 제한이 없는 노인이 정

상 인 일상생활을 꾸려가기 쉬울 것이고 이런 상황  

조건이 노인에게 삶의 만족을 높여  것이라고 하 다. 

따라서 남녀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에 부정  향을 

미치고 있는 활동제한을 감소시키기 해 노인의 신체

인 기능 상태를 지속 으로 확인하고, 신체  기능 향상

을 한 로그램 개발에 극 인 지원과 심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주  건강상태는 남녀노인 모두에서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주요인이었으며,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게 인식할수록 건강 련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국내 연구결과[6,42]와 일치하

다. 노인을 상으로 건강 련 삶의 질 향요인의 성

별 차이를 연구한 국외 연구[22]에서도 성별에 계없이 

주  건강상태가 낮을수록 건강 련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건강상태는 자신의 건강에 

해 신체 , 정신 , 사회심리  측면으로 포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국내외 연구에서 우울, 사망률, 신체활동

과도 련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1,43,44]. 

따라서 본 연구와 기존연구들의 일 된 결과를 통해 주

 건강상태가 남녀 모두에서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수 과 월평균 가구소득은 남성노인에서만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

녀노인의 학력과 소득분포의 차이와도 련이 있는 것으

로 여겨지는데, 남성은 여성에 비해 ‘ 등 이하’, ‘ 등’, 

‘고등’, ‘ 학 이상’ 그리고 소득수 이 비교  고르게 분

포되어 있는 반면, 여성은 ‘ 등 이하’의 학력이 약 83%, 

소득수  ‘하’가 과반수 이상을 구성하여 교육과 소득수

 자체가 히 낮게 분포하여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

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와

도 유사한 것으로 주  건강 련요인에 한 성별 차

이를 분석한 [29]에서도 다수의 여성노인의 학력이 매

우 낮아 학력과 주  건강이 유의미한 계를 보 던 

남성노인과 달리 여성노인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

났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수 은 신분상승의 수단으로 

사회경제  수 과 건강을 좌우하는 요한 요인으로 작

용하여 왔다. 재 여성노인은 남성노인과 다른 연령

에 비해 교육수 이 히 낮다. 이들의 건강 련 삶의 

질을 높이기 해서는 이들의 교육수 과 욕구에 맞는 

다양한 건강교육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에 한 

교육과 홍보가 요구된다고 본다. 한 교육수 이 낮은 

남성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방안도 

극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노인에서만 연령이 유의한 향을 보여 고연령일

수록 건강 련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의한 연령효과가 없었던 남성노인과 달리 70세 

이상의 여성노인이 70세 미만보다 건강 련 삶의 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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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한 [2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29]에서 남성노인과 달리 여성노인에서만 주  건강 

련요인에 한 연령 효과가 나타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결과는 여성이 남성

에 비해 연령의 증가로 인한 건강 련 삶의 질 감소가 더 

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기 수명의 

남녀차이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 여성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에 한 심을 구한다고 보여진다.  

만성질환의 수는 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에 유의한 

향을 미친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남성노인에서 만성

질환의 수가 많을수록 건강 련 삶의 질이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성질환의 유무와 만성질환의 수

가 건강 련 삶의 질과 련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들[15,43]과 일 된 결과라 하겠다. 여성노인에서도 만성

질환의 수와 건강 련 삶의 질의 부정  계가 보 지

만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것은 여성노인의 경우 

건강 련 삶의 질에 한 활동제한이나 주  건강상태

의 향력이 만성질환 수의 향력을 상쇄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 련 삶의 질에 

한 향요인으로 만성질환의 종류보다는 질환의 수로 분

석하 다. 하지만 고 압이나 뇌졸 을 가진 노인과 달

리 당뇨병이나 염을 가진 노인이 자신의 건강수 을 

유의하게 낮게 인식했다는 [29]의 결과에서도 보듯이 향

후 연구에서는 만성질환의 수 이외에도 질환의 종류나 

투병기간, 증도 등에 따른 건강 련 삶의 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울과 스트 스의 건강 련 삶의 질에 한 향력

에서 성별 차이를 보 는데, 여성노인의 경우에만 우울

과 스트 스가 유의한 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자신을 부정 으로 인지하는 정서  장애이자 노

인의 요한 건강문제로 특히 여자노인에서 유병율이 높

으며[17,36] 신체  질환과도 유의한 연 성을 가져 일상

생활수행능력 장애, 만성질환, 통증이 있는 노인이 우울

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한다[17,36,45]. 우울과 스트 스

는 건강 련 삶의 질에 부정  향을 미치는 주요변인

으로 선행연구[27,28,36]에서도 보고되고 있으며, 농  여

성노인을 상으로 한 [26]의 연구에서도 우울이 여성노

인의 건강 련 삶의 질을 감소시킨다고 하 다. [36]의 

연구에서는 남녀노인 모두에서 우울이 건강 련 삶의 질

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노인에

서 그 향력이 더 컸다고 보고하 다. 여성은 남성보다 

우울을 많이 경험하는 경향이 있으며, 우울이 여성의 건

강 련 삶의 질에 유의한 경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향후 

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로그램 

운  시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특히 유의하여 우울 정도

를 확인하고 우울을 감소시키기 한 재를 실시하는 

등 성 차이를 고려한 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의 건강행태가 건

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노인의 활동수 이 높고, 연, 주 등 건강증

진행 를 많이 하는 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이 높았다

는 기존의 연구[15,22,26]와는 다른 결과 다. 본 연구결

과처럼 운동이나 흡연이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

치지 않았다는 연구[46]와 더불어 노인의 건강행 가 직

으로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신체 인 건강상태를 매개로 하는 간 인 향력을 가

진다는 연구[47]도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추

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주

는 요인을 인구사회학  특성과 건강 련 특성으로 구분

하고 이를 순차 으로 투입하는 계  회귀분석을 실

시함으로써 각 단계별 모형의 설명력을 추가 으로 분석

하 다. 그 결과 인구사회학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건강 련 특성이 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에 유의한 

향력과 설명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노인의 

신체  기능을 유지, 증진시키는 건강 로그램의 활성화

가 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 방안

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여성노인의 경우 건

강 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우울, 스트 스

와 같은 정신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진시키는 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 결과를 통해 여성

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건강 련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다는 것을 확인하 고, 남녀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

에 향을 미치는 요인 에는 공통 으로 혹은 남성에

게만, 혹은 여성에게만 향을 미치는 요인도 있다는 것

을 악함으로서 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방안을 마련할 때 남녀를 차별화하여 이해하여야 

함을 확인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제

한 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이므로 련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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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 간의 인과 계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변인들 간의 인과 계를 확증하기 해서는 장기

간에 걸친 종단연구가 요구된다. 한 향요인간의 

계를 악하기 해 추후 구조모형분석도 필요하다. 둘

째, 국민건강 양조사라는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 기 때문에 사회 지지, 사회참여, 자기효능감 등 

심리사회  요인을 변인으로 포함하지 못하여 건강 련 

삶의 질에 미치는 범 한 변인의 향을 포 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 에도 불

구하고 본 연구는 국가단 의 규모 자료를 이용해 다

양한 인구사회학 , 신체 , 정신  건강 특성과 건강행

태 특성들을 포함하여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

는 요인에 해 성별 차이를 확인하 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 정도

를 악하고 인구사회학  특성과 건강특성(신체 , 정

신  건강, 건강행태)이 건강 련 삶의 질에 미치는 향

력을 성별로 비교, 분석하기 해 실시되었으며, 주요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해 건강 련 삶의 질이 유

의하게 낮았고, 노인의 성별에 따라 건강 련 삶의 질의 

향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남자노인의 경우 교육수 과 

월 소득, 활동제한, 주  건강상태, 만성질환 수가 향

요인이었고,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연령, 활동제한, 주

 건강상태, 우울, 스트 스가 향요인이었다. 남녀노

인 모두에서 활동제한과 주  건강상태가 건강 련 삶

의 질의 강력한 향요인이었고, 특히 남자노인과 달리 

여자노인에서는 우울, 스트 스와 같은 정신 건강특성이 

건강 련 삶의 질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본 연구는 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 향요인의 성별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

써 노인을 한 건강 련 삶의 질 향상 로그램을 기획

할 때 성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도출한 에서 

의미가 있다. 즉 교육과 소득수 이 낮으며 만성질환 수

가 많은 남성노인일수록, 우울과 스트 스 정도가 높은 

고연령 여성노인일수록 건강 련 삶의 질이 감소하 으

므로 이들 노인을 차별화하여 교육과 소득수 이 낮으며 

만성질환 수가 많은 남성노인에게는 신체  건강의 향상

을 한 건강 로그램을, 우울과 스트 스 정도가 높은 

고연령 여성노인에게는 신체 , 정신  건강을 함께 향

상시키기 한 로그램을 기획하고 담인력을 배치하

여 정기 으로 방문하는 등 건강 리체계를 구축하는 다

각 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노인 건강

련 삶의 질 향요인의 성별 차이를 보다 포 으로 확

인하기 해 본 연구에서 변인으로 포함하지 못했던 심

리사회  요인과 문화  규범이나 성역할 변인을 포함하

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며, 련변인들이 어떠한 경로로 

서로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해 추후 련변인간

의 구조모형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남녀노인 모두에서 

건강 련 삶의 질의 가장 강력한 향요인이었던 활동제

한의 효과를 차단하는 재 로그램의 개발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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