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필

우리나라는의학기술의발달과생활수 의향상등으

로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2017년 재 65세 이상 인구

비 이 14%이상인 고령사회로 2017년에 진입하 으며,

2047년에는 인구의 도시집 화 상으로 도시지역 노인

인구의 비율은 65세 이상 고령자 비 이20%를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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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연구의목 은일개 소도시지방 65세이상 노인을 상으로건강 련삶의질과이에 향을미치는요인을

분석하여 소도시노인의삶의질향상을 한방안을마련하기 하여시도되었다. 조사 상은 2015년 9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자료를수집하 고, spss/win 23.0을 이용하여분석하 다. 연구결과 상자의일반 특성과건강 련삶의질은

성별(t=2.36, p=.019), 사회참여(t=4.10, p=.000), 주 건강상태(F=12.08, p<.001), 의료비부담 수 (F=4.39, p=.014), 주

경제상태(F=3.50, p=.032), 만성질환 수(F=7.91, p<.001)에 따라 유의한차이가있었다. 상자의건강 련삶의질의 향요

인은 사회참여, 성별, 주 건강상태, 가족지지, 의료비부담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6.3%이었다. 따라서 소도시

65세 이상노인을 상으로건강 련삶의질향상을 하여사회참여, 성별, 주 건강상태, 가족지지, 의료비부담등을

고려한 지역 특성에 맞는 실제 이고 포 이며 지속 인 건강증진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노인, 건강상태, 만성질환, 사회참여, 건강 련 삶의 질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of more than 65 

years old in a small and medium-sized city in rural area in order to prepare the measure to promote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in rural area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ep. 21 to Oct 30, 2015 and analyzed using 

spss/win 23.0. The factors influencing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f the sample are as follows: 1. social 

participation; 2. gender; 3. subjective state of health; 4. family support; 5. level of one’s own medical expense. The 

sample’s ability of explanation of those factors were 26.3%.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clusive and 

persistent programs of health promotion that consider social participation, gender, subjective state of health, family 

support, and level of one’s own medical expense for the elderly of more than 65 years old in a small and 

medium-sized city in rur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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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망하고 있다[1].

2016년 기 기 여명은 82.36세, 유병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은 64.90세로 생애기간 17.46년 동안이나 사

고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2]. 노인 89.2%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을 2개 이상 지니

고있는복합이환자가 69.7%로 노인평균 2.6개의만성질

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우리나라 노인특성 하나는 도시지역 거주자 비

이 2004년 67.9%에서 2014년 76.6%로 증가하 으며 이

러한거주지역의변화는노년기의경제활동의기회나거

주형태의 변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23%가 독거노

인이며, 44.5%가 노인부부형태로 차자녀세 와의동

거가 지속 으로 감소되고 있다[3]. 노인부부 독거노

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고립, 사회

경제 빈곤 경험,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고통과 의료비

지출이 늘어남에 따른 경제 이 고를 겪을 뿐만 아니

라가까운사람들의죽음으로인한사회등에따른사회·

심리 축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두되고 있다[3,4].

노인들은주 으로자신의건강상태가나쁘다고평

가하는 노인이 39.5∼43.7%, 노인 본인이 인지하는 만성

질환 비율이 90.4%[3,5]로 부정 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을 보유한 노년층은 의료기 을 이용하여 리

를 받음으로써 은퇴이후 소득의 감소에 따른 의료비 부

담이건강 련삶의질에 향을미치고있다[6]. 한 연

령이 증가할수록 복 으로 만성질환 보유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화 상과더불어심리 , 신체 약화등생애

주기에서경험하지못했던다양한삶의문제를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며[7], 만성질환 등으로 고통을 겪는 기간이

길어짐으로 노년기의 삶의 질이 하[6]되는 것을 측

할 수 있다.

노인부부나 독거 노인가구인 경우 경제 불안감과

건강문제가 있을 경우 가족지지 사회 계는 낮은

편이며 건강상태와 련된 삶의 만족도는 29.5%만이 만

족한다고[3]하여 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삶의 질은 각 개인이 신체 , 정신 , 사회경제 ,

인 역에서지각하는주 인안녕상태로[8], 노년기

의 건강 련 삶의 질은 개인이 삶의 목 , 기 , 기

심사와 련이 있는 건강 체계 속에서 노인들의 삶이

어떠한 가에 하여 지각하는 것으로 신체 정신 건

강인식 등 건강상태에 향을 받아 느껴지는 주 인

삶을 의미한다[9].

농 과 도시노인간의건강 련삶의질을비교연구한

선행연구에서[10]는 도시노인이 농 노인보다 고 압,

염 등 만성질환 보유수가 많으며, 사회 지지가 건

강 련 삶의 질에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았으며 도시지역은 이웃과의 계가 친 한 농 지역에

비해이웃과의교류가 은편으로농 노인보다도시노

인이건강 련삶의질이낮다고보고[11]하고있어도시

지역 노인의삶의 질이 요한 문제로 두되고 있다[12].

이에 노인을 상으로 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도시 거주 노인[5,12,13], 농 거주 노인[14,15], 여성독

거노인[16]을 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

소도시 지방 거주노인을 상으로 한 건강 련 삶의

질을 연구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우리나라 독거노인 가구와 노인부부 증가에

따른 노인의 사회로부터의 고립, 사회경제 빈곤 경험,

경제 불안감, 만성질환 보유의 증가, 노화 상으로 인

한신체 심리 약화, 낮은가족지지, 사회 지지부족,

소득감소에따른의료비부담등으로사회 인문제뿐만

아니라노인들의삶의질이심각하게 할될수있기때

문에노년기의지속 이고포 인건강 리 지지를

한 건강증진 로그램 개발과 용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소도시 노인을 상으로 인구사

회학 특성과 건강특성 건강 련 삶의 질을 악하

고,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실제 인 건강 리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에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 목적 

본 연구에서는 일 지방 소도시 노인의 건강 련 삶

의 질을 악하고 이에 미치는 향요인을 분석하기

한 것으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도시지방거주 65세 이상노인의 인구사회

학 특성, 건강특성, 건강 련 삶의 질을 악

한다.

둘째, 소도시지방거주 65세 이상노인의 인구사회

학 특성, 건강 특성에 따른 건강 련 삶의 질

정도의 차이를 악한다.

셋째, 소도시지방거주 65세 이상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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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

2.1 연  계

본연구는지방 소도시지역 65세이상노인의인구

사회학 특성과 건강특성, 건강 련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 대상  료수집

본연구의 상은C도 G시에거주하는노인을 상으

로 하 으며, 구체 인 상자 선정기 은 65세 이상 노

인, 의사소통이 가능한노인, 본 연구의 목 을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노인을 편의 표집하 다.

자료수집은 2015년 9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연구

자와연구조사원 7명에의한개별면담을통해이루어졌

으며, 자료수집의 정확성을 기하기 해 자료 수집 에

본연구자가설문내용과방법에 하여조사원훈련을시

행하 다. 연구자와훈련된조사원은 소도시마을회

을 방문하여 상자에게 연구목 , 설문내용, 익명성, 비

보장에 해 설명한 후 자율 으로 연구 참여에 원하

는 상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설문을 시행하 다. 설문

지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 일 일 면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상자에게 설문지를 읽어주고,

답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장에서 수집하

다. 설문지를 작성한 후에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 다.

설문지 응답시간은약 15여분정도소요되었으며총 239

부 설문응답이불충분한자료를제외한 220부를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G*Power 3.1.9.2 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필

요한 상자 수는 양측검정, 효과크기 .15, 유의수 .05,

검정력 95%, 측변수 10개의 조건에서 산정한 결과 최

소표본크기는 171명이요구되므로본연구의 상자수

220명은 본 연구에 필요한 표본 수를 충족하 다. 본 연

구는 K 학교 생명윤리 원회 심의 원회의 심의를 거

쳐 승인을 받았다(KNU_IRB_2015-65).

2.3 연 도

2.3.1 사회학적 특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 ,

사회참여, 동거형태, 가족지지, 주 경제상태를 조사

하 다. 연령은 65∼69세, 70∼74세, 75세 이상으로 하

고, 교육수 은 무학, 등학교, 학교이상으로 하 다.

사회참여활동은 노인회 행사활동, 종교단체활동, 취미여

가활동, 지역단체활동에 한참여여부로하 다. 동거형

태는 배우자, 자식이나 손자, 혼자로 나 었고, 가족지지

자는 배우자, 자식, 없다 로, 주 경제상태는 나쁘다,

보통이다, 좋다 로 구분하 다.

2.3.2 건강 특

상자의건강특성은주 건강상태, 의료비부담상

태, 만성질환 수로 조사하 다. 주 건강상태는 나쁘

다, 보통이다, 좋다로구분하 으며, 만성질환수는병원

에서진단받은질환으로고 압, 당뇨, 염, 심장질환,

뇌졸 , 만성호흡기질환으로 구분하 다.

2.3.3 건강 련 삶  질

본연구에서건강 련삶의질측정은 Euro Quality of

life-5 Dimensions(EQ-5D)를 사용하 다. EQ-5D는

EuroQoL Group이 개발한 도구로 운동능력(Mobility),

자기 리(Self-care), 일상활동(Usual activity), 통증/불

편감(Pain/Disability), 그리고 불안/우울(Anxiety/

Depression)의 다섯 개의 역으로 ‘ 문제 없음’, ‘약

간 문제있음’, ‘심각한문제있음’의 세개수 (Level)으

로 재본인의건강상태를가장 잘설명하는응답을 선

택하도록하고있다. EQ-5D는다섯개 역의측정값각

각에가 치를 용하여산출한EQ-5D Index 라는단일

지표로 국, 미국, 일본 등 각 나라마다 각국의 문화와

상황에 맞게 고유한 가 치를 산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인 고유의 삶의 질 가 치 측 공식

[17]을 용하 으며 환산한 수치가 높을수록 건강 련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질 가 치 용공식을 이용하여 EQ-5D index를 구하

으며값이 1 에가까울수록건강 련삶의질이좋은것

을 의미한다[18].우리나라 년과 노년 상으로 한 Lee

등[1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은

.78이 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70이었다.

3. 연 결과

3.1 대상  사회학적특 과 건강특

상자의인구사회학 특성과건강특성을분석한결

과는 Table 1과 같다. 상자의 평균연령은 73.78세이고,

연령범 는 65∼90세 으며 연령 는 ‘75세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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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여성노인’이 76.4%로 ‘남

성노인’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교육정도는 ‘ 등학교 졸

업’이 46.4%이었고, 사회참여활동은 ‘한다’ 가 75.5%이었

다. 동거형태는 ‘노인부부’가 48.2%이었고, 가족지지는

‘자녀’가 49.1%로 많았고, 주 경제상태는 ‘보통이다’

가 64.1%이었다. 주 건강상태는 ‘보통이다’가 42.7%

이었고, 의료비 부담은 ‘보통이다’가 38.2%이었으며, 만

성질환 보유수는 ‘2개 이상’이 65%이었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Range, M±SD

Gender Male 52(23.6)

Female 168(76.4)

Age(year) 65∼69 60(27.3)

65∼90, 73.78±5.9970∼74 67(30.5)

≥75 93(42.3)

Education Not 39(17.7)

Elementary school 102(46.4)

≥Middle school 79(35.9)

Social Participation Yes 166(75.5)

No 54(24.5)

Residence type Alone 70(31.8)

Spouse 106(48.2)

Children 44(20.0)

Family support Spouse 76(34.5)

Children 108(49.1)

Not 36(16.4)

Subjective economic status Poor 64(29.1)

Common 141(64.1)

Wealthy 15(6.8)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s Not 75(34.1)

Common 84(38.2)

Burden 61(27.7)

Perceived health status Poor 68(30.9)

Common 94(42.7)

Good 58(26.4)

Number of chronic diseases 1 17(7.7)

2 60(27.3)

≥3 143(65)

Table 1. Descriptions of Socio-demographic and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20)

Variables Categories M±SD n(%)

EQ-5D-3L 0.77±0.15

mobility No problem 89(40.5)

Some or moderate problem 131(59.5)

Extreme problem 0

self-care No problems 167(75.9)

Some or moderate problem 40(18.2)

Extreme problem 13(5.9)

usual activities No problems 115(52.3)

Some or moderate problem 98(44.5)

Extreme problem 7(3.2)

pain/discomfort No problems 44(20.0)

Some or moderate problem 156(70.9)

Extreme problem 20(9.1)

anxiety/depression No problems 116(52.7)

Some or moderate problem 93(42.3)

Extreme problem 11(5.0)

Table 2.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EQ-5D Domain

                                                                                                    (N=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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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  건강 련 삶  질

3.2.1 대상  건강 련 삶  질 정도

상자의 건강 련 삶의 질(EQ-5D index)은 1 에

가까울수록 건강 련 삶의 질이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 상자의 건강 련 삶의 질은 평균 0.77±0.15이었

고, 다섯 가지 역 다소 는 심각한 문제를 호소한

빈도가 가장 높은 경우는 통증/불편감이 80%이었고 그

다음은 운동능력은 59.5%, 가장 낮은 역은 자기 리

24.1%이었다(Table 2 참고).

3.2.2 대상  EQ-5D프로 정도

본 연구 상자의 EQ-5D 로 일은 Table 3과 같다.

상자들의 EQ-5D 로 표 할수있는총 243개 32개

건강상태를경험하고있었다. 이 다섯개 역 ‘운동능

력’, ‘자기 리’, ‘일상활동’, ‘통증/불편감’, ‘불안/우울’에서

모둔문제가없음을 의미하는 1로만구성된 ‘11111’의

로 일을 갖는 상자는 9.5%이며 다섯 개 역에서 모

두다소 는심각한문제가있다고응답하여 2 는 3의

조합으로 구성된 로 일을 갖는 상자는 11.8%이었

다(Table 3 참고).

3.3 대상  사회학적 특 과 건강특 에 따

건강 련 삶  질 차

본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과 건강특성에

따른건강 련삶의질차이는 Table 4와 같다. 상자의

건강 련삶의질정도는 성별, 여가활동여부, 주 건

강상태, 의료비 부담정도, 주 경제상태, 만성질환 수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성별(t=2.36, p=.019), 사

회참여활동(t=4.10, p=.000)에서통계 으로유의한차이

가있었으며, 주 건강상태는 ‘좋다’ 인경우가 ‘보통이

다’와 ‘나쁘다’ 인 경우보다 건강 련삶의 질이더높았

다(F=12.08, p=.000). 의료비부담은 ‘없다’ 인 경우가 ‘보

통이다’와 ‘부담스럽다’ 보다 건강 련 삶의 질이 높았다

(F=4.39, p=.014). 주 경제상태는 ‘잘 산다’가 ‘어렵다’

보다건강 련삶의질이높았다(F=3.50, p=.032). 만성질

환보유수는 ‘없다’가 ‘1개’, ‘2개 이상’보다건강 련삶의

질이 높았다(F=7.91, p=.000).

3.4 대상  건강 련 삶  질에 미치는 향

본 연구 상자의 건강 련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일반 특성 건강 련 삶의질과 통계

으로유의한차이를보 던변수인성별, 사회참여, 가

족지지, 주 경제상태, 주 건강상태, 의료비부담

정도, 만성질환 수를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단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두 충족하는 것으

로나타났다. Durbin-Watson을 이용하여오차의자기상

을검정한결과 1.704로 자기상 이없다고할수있다.

다음으로 공차한계와 VIF값을 이용하여 다 공선성을

검정한결과 공차한계가 .58∼.90이었고, VIF값이 1.12∼

1.74로모든변수는다 공선성의문제가없는것으로나

타났다. 잔차 분석결과 모형의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등분산성이 확인되었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Table 5와 같다. 본 연구의

EQ-5D Profile n (%) EQ-5D Profile n (%)

11111 21 (9.5) 21132 1 (0.5)

11112 10 (4.5) 21221 17 (7.7)

11121 23 (10.5) 21222 20 (9.1)

11122 14 (6.4) 21232 5 (2.3)

11123 2 (0.9) 21233 2 (0.9)

11211 2 (0.9) 22111 2 (0.9)

11221 6 (2.7) 22112 2 (0.9)

11222 4 (1.8) 22221 13 (5.9)

11312 2 (0.9) 22222 15 (6.8)

12121 2 (0.9) 22223 2 (0.9)

12221 2 (0.9) 22233 2 (0.9)

13331 2 (0.9) 23221 2 (0.9)

21032 1 (0.5) 23222 2 (0.9)

21111 5 (2.3) 23231 2 (0.9)

21121 18 (8.2) 23232 2 (0.9)

21122 14 (6.4) 23333 3 (1.4)

Table 3. EQ-5D Profile for the Study Participants
(n=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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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모형은유의하 고(F=14.03, p<.001), 모형의설명력

은 26.3% 다. 상자의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는 사회참여(β=.34), 주 건강상태(β

=-33), 성별(β=-.25), 가족지지(β=-.13), 의료비부담(β

=.13)순이었다(Table 5 참고).

4. 논

본 연구는 소도시 지방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사회

학 특성 건강특성과건강 련삶의 질의정도를

악하고 건강 련 삶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해 시행되었다.

Characteristics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M±SD t orF(p)

Gender Male 0.85±0.13 2.36(.019)

Female 0.76±0.15

Age(year) 65∼69a 0.78±0.15 1.31(.273)

70∼74b 0.80±0.14

≥75c 0.76±0.16

Education Not 0.76±0.13 0.79(.457)

Elementary school 0.77±0.12

≥Middle school 0.77±0.15

Social Participation Yes 0.80±0.12 4.10(.000)

No 0.69±0.19

Residence type Alonea 0.76±0.14 0.64(.530)

Spouseb 0.78±0.16

Childrenc 0.78±0.11

Family support Spousea 0.79±0.13 5.45(.005)

Childrenb 0.78±0.11 a,b>c

Notc 0.70±0.24

Subjective economic status Poora 0.74±0.14 3.50(.032)

Commonb 0.79±0.15 a<c

Wealthyc 0.82±0.09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s Nota 0.77±0.17 4.39(.014)

Commonb 0.81±0.10 a,b>c

Burdenc 0.74±0.16

Perceived health status Poora 0.72±0.14 12.08(.000)

Commonb 0.78±0.16 a<b<c

Goodc 0.83±0.10

Number of chronic diseases 1a 0.89±0.06 7.91(.000)

2b 0.80±0.12 a>b,c

≥3c 0.75±0.16

Table 4. Difference of EQ-5D Index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and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20)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80 0.30 30.84 <.001

Social Participation (=Yes) .12 0.02 .34 5.37 <.001

Gender(=female) -.09 0.02 -.25 -3.88 <.001

Subjective health status(=Poor) -.11 0.02 -.33 -4.53 <.001

Family support(=Not) -.05 0.02 -.13 -2.04 .043

Subjective health status(=Common) -.06 0.02 -.19 -2.51 .013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s(=Common) .04 0.02 .13 2.05 .042

R2=.283 Adj. R2 =.263, F=14.03 p<.001

Table 5. Factors Affecting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N=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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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소도시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 련 삶

의 질은 1 기 0.77±0.15 으로 간이상 높음을 알

수 있다. 골 염 노인을 상으로 한 연구[19]에서 보

고한 0.77±0.22 에서는 비슷하 고, 농 노인 상으로

한연구[14]에서 0.81±0.12, 도시거주일하는노인 상으

로한연구에서[13] 0.92±0.12 보다는다소낮음을알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골 염 노인 상으로 한 연구결

과와 본 연구결과가 유사하 으며[20], 농 노인과 도시

거주 일하는 노인 상에서는 본 연구결과보다 건강 련

삶의질이높게나왔다. 한 본연구에서건강 련삶의

질 5개 역에서다소문제가있거나심각한문제가있다

고 한 역을 살펴보면 통증/불편감(80%), 운동능력

(59.5%), 일상활동(47.7%), 불안/우울(47.3%), 자기 리

(24.1)순으로 나타났다. 역시노인을 상으로 한연구

에서[5]는 통증/불편감958.7%), 운동능력(46.1%), 불안/

우울(43.7%), 일상활동(32.9%), 자기 리(17.4%)의 순서

로빈도가높아 소도시 노인과 역시노인 간건강

련삶의질에서 ‘다소문제가있거나’ ‘심각한문제가있다’

고 한 역의 순서나 비율이 약간 차이가 있었다. 특히

본 연구 상자의 건강 련 삶의 질 역 통증/불편

감에 문제가 있다는 노인이 80%로 통증을 경험하고 있

어건강 련삶의질이 골 염노인 상으로한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소도시 지방거주 노인의 건강

련 삶의 질 수 이 골 염을 가진 여성노인의 수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

강증진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도시, 소도시, 농

등지역에따라노인의건강 련삶의질에 하여추

후연구가 필요하다

소도시 지방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사회학 특성,

건강특성과 건강 련 삶의 질의 차이를 보면 성별, 사회

참여 활동여부(t= 4.10, p<.001), 주 건강상태

(F=12.08, p<.001), 의료비부담(F=4.39, p=.014), 주

경제상태(F=3.50 p=.032), 만성질환수(F=7.91, p<.001)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건강 련 삶의 질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참여, 주 건강상태, 성별,

의료비부담, 가족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본연구에서 상자의건강 련삶의질에가장큰

향요인은사회참여활동여부로사회참여활동을하는경

우 건강 련 삶의 질이 높았다. 농 노인을 상으로 한

연구[15]에 의하면 사회참여가 신체 , 정신 건강 련

삶의 질에미치는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본연구 결

과를 지지하 다. 사람들은 역할을 통해 자신의 정체감

을 찾게되는데노년기에다양한활동에 극 으로 참

여함으로써사회와잘 통합하는 노인의삶이 질이더 높

고 사회활동에 참여한 노인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산다

[21]. 사회참여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을제공하여이를 통해노인의건강이 증진될수 있

도록 한다[15]. 따라서 사회참여활동은 노인들이 사회에

서 배제되지 않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체감을 확

인하면서 지속 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장을 제공[22]하므

로, 노년기에 사회활동을 자발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그러나우리나라노인들의사회참여활동은

주로 노인회 을 거 으로 한 여가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23]. 이에 노인의사회참여가신체 정신 건강증

진 측면에서 한 연 성[24]이 있으므로 노인 상

건강증진 련 재 제공시 사회참여활동과 연 된 정책

옹호가 뒷받침 된 포 건강증진 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상자의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은 주 건강상태로 나타났다. 주 으로 건

강상태가 ‘나쁘다’고 한경우와 ‘보통이다’라고한경우에

건강 련 삶의 질에 부정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와 농 경로당이용노인을 상으로 한

연구[10]에서도 도시와 농 에 거주하는 노인모두에서

주 건강상태가건강 련삶의질에 향을미친다고

하여본연구결과를지지하 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서도노인자신의건강상태를 정 으로평가하는노인

이 32.4% 고 부정 으로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평가하

는 노인이 43.7%로 정 으로 평가하는 노인보다 많았

으며,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한 경우 건강 련 삶

의질에부정 으로 향을미친다[25]. 따라서노년기의

노화에 따른 신체기능 하와 객 건강상태에 한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에 한 인지교육이 필요하다 생각

된다.

그 다음으로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성별이었다. 여성노인이남성노인보다건강 련삶

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상 선행연구에서

도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간의 건강 련 삶의 질이 유의

하게 차이가 있었으며, 남성노인이 건강 련 삶의 질이

높은것으로보고되어[5,13] 본 연구결과를지지하 으며

2016년기 기 여명은 82.36세, 유병기간제외한건강수

명은 64.90세로생애기간 17.46년 동안사고나 질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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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인해 병을앓고 살아가고있는 실정으로[2], 만성질환

을 보유한 노인은 89.2%이며 만성질환을 2개 이상 지니

고있는복합이환자가 69.7%이며노인평균 2.6개의만성

질환을 보유하고있으며, 특히여성노인은남성노인보다

만성질환유병률이 높아[3] 취약한건강상태에놓여있음

을알수있다. 이러한건강상태는한국여성노인의건강

특성으로는 임신과 출산, 부 한 산후 리, 과도한 가

사노동과 폐경으로 인한 불편감 등[21] 한국여성노인의

건강특성으로건강 련삶의질에 향을미쳤을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여성노인의 건강 리 간호 재 로그

램 제공시 한국여성노인의 건강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로그램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으로 상자의 의료비부담이 건강 련 삶의

질의 향요인인것으로나타났다. 배지 [6]의 연구에서

만성질환보유노인의 의료비 부담이 건강 련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보고하 고, 도시와 농

의 골 염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27] 경제

수 이 건강 련 삶의질에 향을 미친다고 하여본 연

구결과를지지하 다. 복합 인만성질환을보유한 노인

들은 의료이용의 욕구가 존재하므로 의료비부담이 과도

하더라도지속 으로의료시설을이용하기 때문에[6] 경

제 으로 의료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은 경우에 지속 인

건강 리로인하여건강 련삶의질에 정 인 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반면에 특별한 소득이 없는 만성질

환을 부분은보유하고있는노인이의료시설이용에따

른 의료비가 부담스러울 경우 제 로 질병치료 질병

에 한 리를 받지못하여건강 련삶의 질이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부분 65세 이상 노인

은 만성질환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으므로[10], 부담능

력이 취약한 노년층 소득계층별 건강상태의 차이를

악하여건강 로그램개발을 한정책 진단이필요

하겠다.

마지막으로 소도시 65세 이상 노인의 가족지지가

건강 련 삶의 질의 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

자의 가족 배우자 34.5%와 자녀49.1%에게서 받고 있

었고가족지지자없다고한노인이 16.4%로 ‘가족지지가

없는’ 경우 건강 련 삶의 질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 노인을 상으로 한 연구[15]에서

가족·친척 지지가 정신 건강 련 삶의 질에서 유의미

한 것(β=.098, p<.05)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노인인구의 격한 증가 등 다양한 사회 상으로

인하여 노인의 거주형태가 노인부부 는 독거노인으로

거주형태가 변화하고 자녀동거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3]. 이에 따라가족지지를 체할수있는사회 자원을

개발하여사회 지지를포함한건강증진 로그램개발

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도시지방일개지역노인회 경로

당에서 자료를 수집하 으며, 건강 련 삶의 질에 미치

는 향요인으로 객 건강상태와 객 경제상태,

소득수 , 의료시설 이용 등이 고려되지 않은 제한 이

있다. 그러나본연구에서 소도시지방 65세 이상노인

의 건강 련 삶의 질에 미치는 향요인을 악하여 건

강 련삶의질을향상시키기 한건강증진 로그램개

발과정책 안개발의기 자료를제공하 다는 에

서 의의가 있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지방 ·소도시 지방 거주 65세 이상 노인

을 상으로 건강 련 삶의질 정도와이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악하여 노인의 건강 리를 한 효과 인

건강증진 로그램 마련의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

되었으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건강특성과 건

강 련 삶의 질은 성별(t=2.36, p=.019), 사회참여(t=4.10,

p=.000), 주 건강상태(F=12.08, p<.001), 의료비부담

수 (F=4.39, p=.014), 주 경제상태(F=3.50, p=.032),

만성질환수(F=7.91, p<.001)에 따라유의한차이가있었

다. 상자의 건강 련 삶의 질의 향요인은 사회참여,

성별, 주 건강상태, 가족지지, 의료비부담 순으로 나

타났으며 설명력은 26.3%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소도시 65세 이

상 노인을 상으로 간호 재 로그램을 기획할 때 사

회참여활동여부, 성별, 주 건강상태, 가족지지, 의료

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노인의

건강 련삶의질향상에도움이될것으로기 된다. 추

후 소도시노인 상으로객 인경제상태와소득여

부, 의료시설 이용여부 등을 포함한 반복연구 건강

련 삶의 질과 련한 질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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