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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sociodemographic factors, health-related habits, chronic diseases, dietary habits, and 

nutrient intake according to the self-rated health status in a group aged over 65 years by analyzing the na-

tionally representative Korean survey data. A total of 1,510 subjects were analyzed among the participants of 

the 2016 Korean National Health and Examination Survey (KNHANES). Statistical analyses for complex sam-

ple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software package (version 19.0) The study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healthy group vs. unhealthy group) based on their self-rated health status. The percentage of the 

healthy group was 66.5%. Gender, age, education level, household income, job (P<0.001, respectively), marital 

status, and basic living allowance (P<0.05, respectively) were significant sociodemographic variables of the 

self-rated health status. Alcohol consumption (P<0.01), aerobic physical activity, stress, quality of life, not 

feeling very well, depression and activity restriction (P<0.001, respectively) were also significant health-related 

variables of the self-rated health status. Blood glucose, anemia (P<0.05, respectively), and chewing problems 

(P<0.001) were significant chronic disease-related variables of the self-rated health status. Adequate intakes of 

protein, dietary fiber, phosphorus, thiamin, niacin, vitamin C (P<0.001, respectively), calcium, sodium, potas-

sium (P<0.01, respectively), iron, vitamin A, and riboflavin (P<0.05, respectively) were also significant varia-

bles of the self-rated health status. In complex samples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self-rated 

health status was influenced significantly by the aerobic physical activity (P<0.01), stress level (P<0.05), de-

pression (P<0.001), quality of life (P<0.001), not feeling very well (P<0.001), activity restriction (P<0.001), 

chewing problem (P<0.05), and adequate intake of iron (P<0.05). These results suggest that activity restriction, 

mental health, adequate iron intake, and physical activity may be associated with the self-rated health status 

in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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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주관적 건강상태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웰빙, 삶의 질의 예측변수 및 실제 건강과의 관련성

이 높아 사망률을 예측하는데 좋은 변수로 보고되

어져왔기 때문에(Sugisawa & Sugisawa 1995; DeSalvo 

등 2006), 주관적 건강상태는 전반적인 건강의 타당

한 측정도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건강 관련 연

구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Menec & Chipperfield 2001; 

Lee & Lee 2013). 주관적 건강상태는 자신의 건강상

태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정의되며(Schmidt 

2012), 신체적, 기능적, 정신적 및 사회적인 건강상

태를 평가하기 위한 단순하고 유용한 건강지표로

(Murray 등 1982), 특히 노인 관련 연구에서는 자신

의 건강상태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고 지각하는 주

관적 건강상태 측정은 중요하다. 노인의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므로

(Yeom & Jung 2014; Moon 2017), 노인의 주관적인 

건강상태의 파악은 중요하다.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출생 시 한국인 

남성의 기대여명은 79.3세, 여성의 기대여명은 85.4세

였다(Statistics Korea 2017a).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가 2017년 11월 기준 7,115,000명으로 집계됐고 이는 

전체 인구의 14.2%로 UN(United Nations)이 정의하는 

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으며, 앞으로도 증가하여 7

∼8년 이내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

다(Statistics Korea 2017b).

노인기에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노화를 이

루면서 다른 어떤 인생시기보다 많은 상실을 경험

하기 때문에 개인의 적응능력이 어느 때보다도 더

욱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고령의 노인들이 겪는 

인생사건으로는 주로 건강 악화, 경제적 손실, 배우

자 및 가족 구성원의 죽음 등을 들 수 있다. 노인들

은 노화로 인해 신체적, 생리적 기능이 약화되고 이

로 인해 건강상실의 경험을 하게 된다(Jung & Lee 

2011; Lee & Lee 2015).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정신

심리적, 그리고 영양 요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습관과 건강행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이므로(Kim 2004), 인구사회학적 특

성, 신체건강상태, 건강 관련 특성, 심리적 요인 및 

식생활 요인 등 여러 관련 요인들이 주관적인 건강

상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노인에서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및 경제

상태 등 인구학적 특성이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보고되어져 왔다(Yeom 등 2012; 

Yeun 등 2015). Oh 등(2006)의 노인 대상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

는 경향이 있어서 높은 연령일수록 주관적 건강상

태를 좋게 평가했던 반면, Yeom 등(2012)의 연구에

서는 높은 연령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게 

평가했다. Kim 등(2014)과 Bae & Kim(2015)의 노인 

대상 연구에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반면, Lee 등(2016)

의 노인 대상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주관적 건강

상태에 차이가 없었다. Kim 등(2014)과 Bae & 

Kim(2015)의 노인 대상 연구에서 노인의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

로 평가했던 반면, Yeom 등(2012)의 노인 대상 연구

중 여성노인에서는 교육수준이 주관적 건강상태 인

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남성노인에서는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연령, 성별, 교육수준 및 

경제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

았다.

노인에서 신체건강상태의 대표적 변수인 질병 이

환은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어져왔다. 노인에서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관

절염 등의 만성질환 보유나 보유한 만성질환의 수

가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ong 2008; Yeom 등 

2012; Yeun 등 2015).

노인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영향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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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운동 여부, 음주 및 흡연 여부 등 건강 관

련 특성이 보고되어져 왔다. 노인에서 현재 흡연은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았

고(Yeom 등 2012), 현재 음주(Lee & Kim 2013; Kim 

등 2014)와 규칙적인 운동(Lee & Kim 2013; Lee 등 

2016)은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우울, 삶의 질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보고되어져 왔다. 노인에서 스트레스 

정도가 낮을수록(Kim 등 2014; Bae & Kim 2015), 

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나타내는 EQ-5D(EuroQol 

5 Dimension) 점수가 높을수록(Moon 2017), 우울 수

준이 낮을수록(Lee & Kim 2013; Lee 2018)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게 인식할수록 우울할수록 

영양위험도가 높아 노인의 심리상태가 영양이나 건

강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Park & Suh 2007). 

따라서 노인에서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우울과 

같은 안정적인 심리상태는 영양과 건강에 영향을 

미쳐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노인에서 식사의 다양성이 주관적 건강상태

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보고되어(Ahn & Joung 2006) 

주관적 건강상태는 식사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가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한 중년여성 대상 연구에서(Lee & Lee 2013) 주

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영양섭취기준 

대비 단백질, 지방, 철, 인, 칼륨,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의 섭취량이 유의하게 높았고, 

농촌 노인 대상 연구에서(Choi 등 2006) 주관적 건

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비타민 A, 비타민 C, 

티아민, 엽산 및 인의 적정섭취비율이 유의하게 높

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주관적 건강상태 관련 연구는 주로 노인

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인식과 관련된 일부 변수

만을 살펴보는 단편적인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방면의 관련 요인을 직접적 그리고 포괄

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1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관련 습

관, 만성질환 요인, 식습관 및 영양소 섭취량의 차

이를 비교하고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관련된 요

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1차 년도 원시

자료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분석한 횡단적 서술

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제7기 1차 년

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사용하였다. 2016년 

조사 참여자 8,150명 중 본 연구의 대상인 만 65세 

이상 남녀 노인은 각각 695명, 883명이었으며, 주관

적인 건강상태에 응답한 경우는 남녀 노인 각각 667명, 

843명으로 1,510명이 본 연구의 대상이었다. 

3. 분석변수

1)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좋음” 5점, “좋음” 4점, 

“보통” 3점, “나쁨” 2점, “매우 나쁨” 1점으로 구성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나쁨”과 “좋음”으로 분류하

였으며, “나쁨”과 “매우 나쁨”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쁨”으로 분류하고, “보통”, 

“좋음”, “매우 좋음”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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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가 “좋음”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교육

수준, 경제적 상태, 직업 유무 및 기초생활수급 여

부를 분석하였다. 연령은 75세 이상과 75세 미만의 

2단계(전기노인, 후기노인)(Rhie 등 2006; Kim 등 

2014)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결혼 상태는 유배우

자 동거, 유배우자 별거, 사별, 이혼 및 미혼으로 조

사하였으며, 교육 수준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

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경제적 상태는 가구소득으

로 조사하였고, 가구소득 사분위수 구분 기준금액을 

참조하여 하, 중하, 중상, 상으로 구분하였고, 직업

은 직업이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3) 건강 관련 특성

건강 관련 특성은 흡연, 음주, 유산소 신체활동, 

수면시간, 최근 2주간 몸이 불편했던 경험 유무, 스

트레스 수준, 우울, 건강 관련 삶의 질 및 활동 제

한 여부를 포함하였다. 

흡연은 평생 흡연 여부의 질문에 “피운 적 없음”

으로 응답한 경우 “비흡연자”로, 현재 흡연 여부의 

질문에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음”으

로 응답한 경우 “흡연 유경험자”로, “피움”, “가끔 

피움”으로 응답한 경우 “흡연자”로 구분하여 분석하

였다.

음주는 평생 음주 경험의 질문에 “술을 마셔본 

적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 “비음주자”로, 1년간 음

주빈도의 질문에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로 응답한 경우 “음주 유경험자”로, “월 1회 미만”, 

“월 1회 정도”, “월 2∼4회”, “주 2∼3회”, “주 4회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 “음주자”로 구분하여 분석하

였다.

유산소 신체활동은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의 질

문에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

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

강도 2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의 실천 여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스트레스는 “평소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느끼는 

경우”, “많이 느끼는 경우”, “조금 느끼는 경우”, “느

끼지 않는 경우”로 구성하였다. “평소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느끼는 경우”, “많이 느끼는 경우”로 응

답한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느낌”으로, “조금 느끼

는 경우”, “느끼지 않는 경우”로 응답한 경우 스트

레스를 “적게 느낌”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우울은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PHQ-9) 한국어 

버전(Han 등 2008)으로 측정한 점수를 이용하여 총 

27점 중 5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우울을 경험하

는 것으로 구분하였다(Han 등 2008; Lee 2018). 국민

건강영양조사에서 PHQ-9를 제시했던 Han 등(2008)

은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5점이 우울증의 절단점으

로 적당하다고 하였다. PHQ-9는 우울을 선별하기 

위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

음”, “가라앉은 느낌, 우울감 혹은 절망감”,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어남 혹은 너무 많이 잠”, “피곤감, 

기력이 저하됨”, “식욕저하 혹은 과식”, “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 혹은 내 자신이 실패자라고 

느끼거나, 나 때문에 나 자신이나 제 가족이 불행하

게 되었다는 느낌”,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집

중하기 어려움”, “남들이 알아챌 정도로 거동이나 

말이 느림 또는 반대로 너무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

해서 평소보다 많이 돌아다니고 서성거림”,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생각 혹은 어떤 

식이로든 스스로를 자해하는 생각들”의 9문항으로 

“전혀 아니다” 0점, “여러 날 동안” 1점, “일주일 이

상” 2점, “거의 매일” 3점으로 구성되었다. 

EQ-5D(European Quality of Life 5 Dimensions)는 

단순하면서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Euroqol Group이 개발한 건강 관련 삶의 질 측정지

표로써 광범위한 건강 상태와 치료의 평가에 이용

할 수 있고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조사나 

보건의료의 임상과 경제성 평가에도 이용할 수 있

다(Jo 등 2010). EQ-5D는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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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의 5개 영역에서 “문제가 

없다” 1점, “다소 문제가 있다” 2점, “매우 문제가 

있다” 3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EQ-5D 점수는 점수 

범위가 0∼1점이며, 1점에 가까울수록 삶의 질이 높

음을 의미하며, 건강 관련 삶의 질의 평균값인 0.97 

이상을 “좋음”으로 0.97 미만을 “나쁨”으로 구분하

여(Lee 등 2015; Lee 2018) 분석하였다.

4) 만성질환 요인

만성질환 요인은 저작불편 호소, 비만, 고혈압, 당

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및 빈혈을 

조사하였다.

비만은 체질량지수가 25 kg/m2 이상인 사람, 정상

은 체질량지수가 18.5 kg/m2 이상∼25 kg/m2 미만인 

사람, 저체중은 체질량지수가 18.5 kg/m2 미만인 사

람으로 정의하였다. 

고혈압은 수축기혈압이 140 mmHg 이상 또는 이

완기혈압이 90 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

용한 사람으로, 고혈압 전단계는 수축기 혈압이 

120 mmHg 이상, 140 mmHg 미만이고, 이완기 혈압

이 80 mmHg 이상, 90 mmHg 미만인 사람으로, 정

상은 수축기혈압이 120 mmHg 미만이고 이완기혈압

이 80 mmHg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당뇨병은 공복혈당이 126 mg/dL 이상이거나 의사

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를 복용하거나 인슐린 

주사를 투여받고 있는 사람, 공복혈당장애는 공복혈

당이 100 mg/dL 이상이고 126 mg/dL 미만인 사람, 

정상은 공복혈당이 100 mg/dL 미만인 사람으로 정

의하였다.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총콜레스테롤이 240 mg/dL 

이상이거나 콜레스테롤 강하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

람으로, 고중성지방혈증은 중성지방이 200 mg/dL 이

상인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빈혈은 헤모글로빈 농도가 남성 13 g/dL 미만, 여

성 12 g/dL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5) 식생활조사

식생활조사는 식품조사 1일 전 아침, 점심, 저녁 

결식 여부와 외식횟수 및 식이보충제 복용 여부를 

조사하였다. 외식횟수는 “하루 2회 이상”, “하루 

1회”, “주 5∼6회”, “주 3∼4회”, “주 1∼2회”, “월 1∼

3회”, “거의 안한다(월 1회 미만)”로 조사하여 분석

하였다.

6) 식이섭취조사

식이섭취조사는 개인별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

여 조사 바로 전 하루 동안의 섭취 음식의 종류와 

양을 응답하도록 하여, 조사대상자의 에너지와 영양

소 섭취량을 평가하였다.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5)에서 제시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대비 영양소 부족 섭취자

의 비율을 산출하였다. 집단의 식사섭취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영양소의 영양소 섭취기준 중 평균

필요량을 사용하였다(Park & Park 2010; Kim 등 

2016; Lee 2018). 성별, 연령별 영양소 섭취기준을 고

려하여 단백질, 칼슘, 인, 철, 비타민 A, 티아민, 리보

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C는 평균필요량을 기준으로 

섭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족 섭취자의 비율을 

산출하였다. 평균필요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에

너지 섭취량은 평균필요량에 해당하는 필요추정량

의 75%를 기준으로, 식이섬유, 나트륨, 칼륨은 충분

섭취량을 기준으로 부족 섭취자의 비율을 산출하였

다(Kim 등 2016; Lee 2018). 

4. 자료수집

제7기 1차 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생명윤리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가가 직접 공공복리를 위해 수행하는 연구

에 해당하여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홈페

이지를 통해 2016년도 원시자료와 자료분석 지침서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Center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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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by the 
self-rated health status.

Variables
Unhealthy
(N=495)

Healthy
(N=1,015)

P-value1)

Overall 33.5% 66.5%

Gender 0.000***

  Male 34.1 (2.4)2)  51.0 (1.6)

  Female 65.9 (2.4)  49.0 (1.6)

Age 0.000***

  ＜74 years 56.8 (2.6)  62.1 (2.1)

  ≥75 years 43.2 (2.6)  37.9 (2.1)

Marital status 0.016*

  Married and cohabitation 58.5 (3.2)  68.8 (1.9)

  Separated  1.2 (0.8)   0.5 (0.2)

  Widowed 34.8 (3.3)  26.6 (1.8)

  Divorced  4.4 (1.3)   3.8 (0.8)

  Never married  1.1 (0.5)   0.3 (0.2)

Education level 0.000***

  No school or elementary school 68.4 (2.7)  53.4 (2.5)

  Middle school 14.5 (1.8)  14.5 (1.3)

  High school 12.8 (2.0)  18.5 (1.6)

  ≥College school  4.3 (1.3)  13.6 (1.6)

Household income 0.000***

  Low 57.8 (2.9)  43.9 (2.5)

  Lower-middle 25.5 (2.5)  23.2 (1.7)

  Upper-middle  9.9 (1.7)  18.3 (1.8)

  High  6.8 (1.6)  14.6 (2.2)

Job 0.000***

  Yes 77.3 (2.3)  66.0 (2.2)

  No 22.7 (2.3)  34.0 (2.2)

Basic living allowance 0.010*

  Yes 15.4 (2.2)   9.6 (1.8)

  No 84.6 (2.2)  90.4 (1.8)
1) P-values by complex samples cross analysis
2) % (SE): percentage of weighted population (standard error of 

percentage)
*P<0.05, ***P<0.001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8)를 다운로드하였

다.

5. 통계분석

자료의 통계처리와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18.0(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복합층화집락

계통추출에 의한 자료이므로 집락추출변수와 분산

추정층을 활용한 각 개인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복

합표본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8).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인구사회학

적 특성, 건강 관련 습관, 만성질환 요인, 식습관 및 

영양소 섭취량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복합표본 교차분석 또는 복합표본 일반선형모형을 

실시하였고,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주관적 건강상태를 종속변

수로 하는 복합표본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8)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따른 인구

학적 특성은 Table 1에 나타냈다.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은 2단계로 했을 때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

으로 응답한 경우가 66.5%, “나쁨”으로 응답한 경우

가 33.5%였다.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따라 성별

(P＜0.001), 연령(P＜0.001), 결혼 상태(P＜0.05), 교육 

수준(P＜0.001), 가구소득 수준(P＜0.001), 직업 유무

(P＜0.001) 및 기초생활수급 여부(P＜0.05)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나이가 적을수록, 유배우자 동거일

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

수록, 직업이 없을수록,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않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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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ealth-related habits of subjects by the self-rated health status. 

Variables
Unhealthy
(N=495)

Healthy
(N=1,015)

P-value1)

Smoking 0.137

  Non-smoking   63.3 (2.6)2) 60.6 (1.9)

  Ex-smoking   24.6 (2.3) 30.1 (1.7)

  Current-smoking   12.1 (2.3) 9.3 (1.3)

Drinking   0.001***

  Non-drinking   28.3 (2.4) 25.6 (1.7)

  Ex-drinking   30.2 (2.7) 21.5 (1.8)

  Current-drinking   41.6 (2.9) 52.9 (2.2)

Aerobic physical activity3)   0.000***

  No   76.2 (2.3) 59.5 (2.2)

  Yes   23.8 (2.3) 40.5 (2.2)

Sleep times (minutes)

  sleep times during day (minutes) 416.5 (3.5)4) 421.1 (1.5) 0.680

  Sleep times during week (minutes) 449.1 (4.3) 469.9 (1.6) 0.878

Stress level   0.000***

  Low   68.8 (2.6) 89.0 (1.2)

  High   31.2 (2.6) 11.0 (1.2)

Depression   0.000***

  Low (PHQ-95) score＜5)   53.4 (3.2) 89.4 (1.2)

  High (PHQ-9 score≥5)   46.6 (3.2) 10.6 (1.2)

Quality of life   0.000***

  Good (EQ-5D6)≥0.97)   21.0 (2.4) 62.3 (2.0)

  Bad (EQ-5D＜0.97)   79.0 (2.4) 37.7 (2.0)

Not feeling very well for the last two weeks   0.000***

  Yes   59.2 (2.5) 21.6 (1.6)

  No   40.8 (2.5) 78.4 (1.6)

Activity restriction   0.000***

  Yes   41.3 (2.7) 9.5 (1.0)

  No   58.7 (2.7) 90.5 (1.0)
1) P-values by complex samples cross analysis or complex samples general linear model
2) % (SE): percentage of weighted population (standard error of percentage)
3) Aerobic physical activity: ≥ 75 min/week with vigorous phycial activity or ≥150 min/week with moderate physical activity
4) Mean(SE): mean, standard error are estimated values reflecting complex sample weight
5)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6) EQ-5D: EuroQol 5 Dimensi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P＜0.01, ***P＜0.001

2. 건강 관련 습관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따른 건강 

관련 습관은 Table 2에 나타냈다.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따라 흡연과 수면시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음주(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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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ronic disease status of subjects by the self-rated 
health status.

Variables
Unhealthy
(N=495)

Healthy
(N=1,105)

P-value1)

Chewing problem 0.000***

  Yes 58.7 (2.6)2) 38.1 (2.0)

  No 41.3 (2.6) 61.9 (2.0)

Body mass index status 0.210

  Underweight  5.0 (1.2)  2.7 (0.7)

  Normal 58.2 (2.8) 59.2 (2.0)

  Overweight/obese 36.8 (2.7) 38.1 (2.0)

Blood pressure status 0.054

  Normal 11.1 (1.8) 16.1 (1.4)

  Pre-hypertension 19.7 (2.3) 22.9 (1.7)

  Hypertension 68.5 (2.7) 61.1 (1.7)

Blood glucose status 0.018*

  Normal 42.5 (2.9) 49.6 (2.2)

  Fasting blood glucose disorder 26.3 (2.9) 27.8 (1.9)

  Diabetes mellitus 31.2 (2.6) 22.6 (1.5)

Hypercholesterolemia status 0.078

  Normal 66.8 (2.6) 72.3 (1.9)

  Abnormal 33.2 (2.6) 27.7 (1.9)

Hypertriglyceridemia status 0.203

  Normal 82.0 (2.7) 85.8 (1.6)

  Abnormal 18.0 (2.7) 14.2 (1.6)

Anemia status 0.013*

  Normal 81.9 (2.2) 87.5 (1.3)

  Abnormal 18.1 (2.2) 12.5 (1.3)
1) P-values by complex samples cross analysis
2) % (SE): percentage of weighted population (standard error of 

percentage)
*P＜0.05, ***P＜0.001

유산소 신체활동(P<0.001), 스트레스 수준(P<0.001), 우

울(P<0.001), 건강 관련 삶의 질(P<0.001), 최근 2주간 

몸이 불편했던 경험 유무(P<0.001) 및 활동 제한

(P<0.001)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현재 음주자일수

록, 유산소 신체운동을 실천할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하지 않을수록, 건강 관련 삶의 질 점

수가 높을수록, 최근 2주간 몸이 불편했던 경험이 

없을수록, 활동 제한이 없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3. 만성질환 요인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따른 만성

질환 요인은 Table 3에 나타냈다.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따라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

성지방혈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관적

인 건강상태가 “좋음”으로 인식하는 군은 “나쁨”으

로 인식한 군에 비해 저작불편을 호소하지 않았고(P

＜0.001), 혈당이 정상인 경우가 많았으며(P＜0.05), 

빈혈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P＜0.05).

4. 식습관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따른 식습

관은 Table 4에 나타냈다. 주관적인 건강상태 인식

에 따라 식품섭취조사 1일 전 아침, 점심 및 저녁 

결식 여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식이보

충제 복용 여부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

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따라 외식횟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01),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

으로 인식하는 군은 “나쁨”으로 인식한 군에 비해 

외식횟수가 많았다.

5. 영양소 섭취량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따른 영양

소 섭취량은 Table 5에 나타냈다. 주관적인 건강상

태 인식에 따라 영양소 섭취량의 부족 비율은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으로 인

식하는 군은 “나쁨”으로 인식한 군에 비해 에너지의 

75% 이상을 섭취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고(P＜0.01), 

단백질(P＜0.001), 칼슘(P＜0.01), 인(p＜0.001), 철(P

＜0.05), 비타민 A(P＜0.05), 티아민(P＜0.001), 리보플라

빈(P＜0.05), 니아신(P＜0.001), 비타민 C(P＜0.001)의 평

균필요량 이상을 섭취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식이섬유(P＜0.001), 나트륨(P＜0.01), 칼륨(P＜0.00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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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etary habits of subjects by the self-rated health status.

Variables
    Unhealthy
    (N=495)

  Healthy
  (N=1,015)

P-value1)

Skipping breakfast 0.080

  Yes   9.4 (1.7)2)  6.0 (1.1)

  No  90.6 (1.7) 94.0 (1.1)

Skipping lunch 0.165

  Yes   8.6 (1.5)  6.1 (1.1)

  No  91.4 (1.5) 93.9 (1.1)

Skipping dinner 0.861

  Yes   5.7 (1.3)  5.9 (1.0)

  No  94.3 (1.3) 94.1 (1.0)

Frequency of breakfast 0.543

  5∼7/week  91.0 (1.6) 93.0 (1.2)

  3∼4/week   3.3 (1.1)  2.2 (0.6)

  1∼2/week   1.0 (0.5)  1.3 (0.5)

  Never   4.7 (1.2)  3.5 (1.0)

Frequency of lunch 0.582

  5∼7/week  89.9 (2.2) 92.5 (1.2)

  3∼4/week   4.8 (1.1)  3.2 (0.7)

  1∼2/week   1.8 (0.8)  1.4 (0.5)

  Never   3.5 (1.4)  2.8 (0.9)

Frequency of dinner 0.419

  5∼7/week  95.2 (1.3) 95.5 (1.0)

  3∼4/week   4.1 (1.2)  2.8 (0.7)

  1∼2/week   0.7 (0.5)  1.3 (0.6)

  Never   0.0 (0.0)  0.4 (0.2)

Eating out  0.000***

  ≥2/day   1.4 (0.7)  1.6 (0.5)

  1/day   1.5 (0.5)  4.6 (1.0)

  5∼6/week   5.5 (1.3)  5.4 (0.8)

  3∼4/week   5.6 (1.4)  7.6 (1.2)

  1∼2/week  18.7 (2.0) 26.0 (1.8)

  3∼4/momth  30.7 (2.6) 32.0 (1.9)

  Rarely  36.6 (2.9) 22.8 (2.2)

Use of dietary supplements 0.552

  Yes  49.4 (2.7) 47.5 (2.1)

  No  50.6 (2.7) 52.5 (2.1)
1) P-values by complex samples cross analysis
2) % (SE): percentage of weighted population (standard error of percentage)
***P＜0.001

충분섭취량 이상을 섭취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에너지 섭취를 보정한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1,000kcal 섭취당 영양소 섭취량은 Table 6에 

나타냈다. 1,000kcal 섭취당 섭취량의 유의한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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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Nutrient intakes of subjects by the self-rated health status.

Variables
Unhealthy
(N=495)

Healthy
(N=1,015)

P-value1)

Energy (%) 0.001**

  ＜75% EER2) 42.6 (2.8)3) 31.6 (2.1)

  ≥75% EER 57.4 (2.8) 68.4 (2.1)

Protein 0.000***

  ＜EAR4) 49.2 (3.1) 35.6 (2.0)

  ≥EAR 50.8 (3.1) 64.4 (2.0)

Dietary fiber 0.000***

  ＜AI5) 66.5 (2.7) 53.4 (2.0)

  ≥AI 33.5 (2.7) 46.6 (2.0)

Calcium 0.001**

  ＜EAR 88.1 (1.8) 79.3 (1.4)

  ≥EAR 11.9 (1.8) 20.7 (1.4)

Phosphorus 0.000***

  ＜EAR 37.7 (2.9) 21.9 (1.8)

  ≥EAR 62.3 (2.9) 78.1 (1.8)

Iron 0.045*

  ＜EAR 13.5 (1.9) 5.4 (0.7)

  ≥EAR 86.5 (1.9) 94.6 (0.7)

Sodium 0.001**

  ＜AI 18.6 (2.1) 10.9 (1.3)

  ≥AI 81.4 (2.1) 89.1 (1.3)

Potassium 0.001**

  ＜AI 84.3 (2.1) 74.9 (1.9)

  ≥AI 15.7 (2.1) 25.1 (1.9)

Vitamin A 0.010*

  ＜EAR 86.6 (1.8) 79.8 (1.8)

  ≥EAR 13.4 (1.8) 20.2 (1.8)

Thiamin 0.000***

  ＜EAR 23.0 (2.2) 13.4 (1.5)

  ≥EAR 77.0 (2.2) 86.6 (1.5)

보인 영양소는 인(P＜0.05), 칼륨(P＜0.05), 니아신(P

＜0.01), 비타민 C(P＜0.01)로 나타났다.

6.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복합표본 다중로지스틱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에 나타냈다. 다중로지

스틱회귀분석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유산소 신체활동(P＜0.01), 스트레스 수준(P＜ 

0.05), 우울(P＜0.001), 건강 관련 삶의 질(P＜0.001), 

최근 2주간 몸이 불편했던 경험 유무(P＜0.001), 활동 제

한(P＜0.001), 저작불편 호소(P＜0.05) 및 평균섭취량 

대비 철 섭취량의 부족비율(P＜0.05)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으로 인식한 군은 “나쁨”으로 인

식한 군에 비해 유산소 신체활동을 실천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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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tinued.

Variables
Unhealthy
(N=495)

Healthy
(N=1,015)

P-value1)

Riboflavin 0.019*

  ＜EAR 74.4 (2.6) 60.6 (2.0)

  ≥EAR 25.6 (2.6) 39.4 (2.0)

Niacin 0.000***

  ＜EAR 67.0 (2.6) 51.4 (2.0)

  ≥EAR 33.0 (2.6) 48.6 (2.0)

Vitamin C 0.000***

  ＜EAR 61.4 (3.2) 47.2 (2.7)

  ≥EAR 38.6 (3.2) 52.8 (2.7)
1) P-values by complex samples cross analysis
2) EER: estimated energy requirement
3) % (SE): percentage of weighted population (standard error of percentage)
4) EAR: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5) AI: adequate intake
*P＜0.05, **P＜0.01, ***P＜0.001

경우의 교차비가 1.731배,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경

우의 교차비가 1.874배 높았으며, 우울한 경우의 교

차비가 3.171배 높았고,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낮은 

경우의 교차비가 2.962배 높았다. 최근 2주간 몸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의 교차비가 2.585배 높

았고, 활동 제한이 있는 경우의 교차비가 3.667배 높

았고, 저작불편이 있는 경우의 교차비가 1.502배 높

았으며 철 섭취량이 평균필요량 미만인 경우의 교

차비가 2.383배 높았다. 

고 찰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1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관련 습관, 만성질환 요인, 식습관 및 영양소 섭취량과 

주관적 건강상태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노인의 건강을 대표하는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평

가하기 위한 단순하고 유용한 건강지표인(Murray 등 

1982)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으로 인식한 군이 

66.5%로, 선행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한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음”으로 인식한 70∼75세 노인은 62.2%, 

80세 이상 노인은 66.1%(Kim 등 2014), 남성노인은 

66.3%, 여성노인은 54.3%(Bae & Kim 2015)였다. 고

령화연구패널 자료를 이용한 연구(Oh & Ko 2015)에

서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음”으로 인식한 65∼74세 

노인은 69.8%, 75∼84세 노인은 52.7%, 85세 이상 

노인은 40.9%였고, 일부 도시지역 노인 대상 연구

(Lee 등 2016)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으로 

인식한 노인은 67.2%로 나타나 노인에서 주관적 건

강상태 인식비율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보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관련 습관, 

만성질환 요인, 식습관 및 영양소 섭취량을 파악하

였고,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복합표본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산소 신체활동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경우, 우울한 경

우,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낮은 경우, 최근 2주간 몸

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 활동 제한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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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lex samples regression analysis model for the 
self-rated health status in the subjects.

Variables OR1) 95% CI2) P-value3)

Aerobic physical activity 
(Yes/No)

1.731 1.174∼2.552  0.006**

Stress level 
(High/Low)

1.874 1.121∼3.133  0.017*

Depression 
(High/Low)

3.171 2.143∼4.694  0.000***

Quality of life 
(Bad/Good)

2.962 1.940∼4.523  0.000***

Not feeling very well for the 
last two weeks 
(Yes/No)

2.585 1.733∼3.856  0.000***

Activity restriction 
(Yes/No)

3.667 2.339∼5.748  0.000***

Chewing problem 
(Yes/No)

1.502 1.077∼2.095 0.017*

Iron intake level 
(<EAR/≥EAR)4) 2.383 1.225∼4.637 0.011*

1) OR: odds ratio 
2) CI: confidence interval
3) P-values by complex samples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4) EAR: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P＜0.05, **P＜0.01, ***P＜0.001

Table 6. Nutrient intakes per 1,000kcal of subjects by the 
self-rated health status.

Variables Unhealthy Healthy P-value1)

Protein (g)   31.33 ( 0.60)2)   32.11 ( 0.35) 0.257

Dietary fiber (g)   13.48 ( 0.39)   14.09 ( 0.25) 0.149

Calcium (mg)  236.99 ( 6.94)  244.75 ( 5.18) 0.361

Phosphorus (mg)  506.47 ( 8.56)  528.21 ( 6.22) 0.035*

Iron (mg)    9.27 ( 0.30)    9.28 ( 0.16) 0.969

Sodium (mg) 1856.25 (57.55) 1899.30 (38.87) 0.504

Potassium (mg) 1579.93 (39.26) 1669.52 (34.31) 0.045*

Vitamin A (μg RAE)3)  344.88 (23.87)  368.04 (16.69) 0.374

Thiamin (mg)    1.00 ( 0.02)    1.00 ( 0.01) 0.636

Riboflavin (mg)    0.60 ( 0.02)    0.64 ( 0.02) 0.161

Niacin (mg NE)4)    6.94 ( 0.13)    7.45 ( 0.10) 0.001**

Vitamin C (mg)   56.50 ( 3.77)   69.10 ( 3.24) 0.002**
1) P-values by complex samples general linear model
2) Mean (SE): mean, standard error are estimated values reflecting 

complex sample weight
3) RAE: Retinol Activity Equivalent 
4) NE: Niacin Equivalent
*P＜0.05, **P＜0.01

경우, 저작불편이 있는 경우, 철 섭취량이 평균필요

량 미만인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노인

의 성별, 연령, 결혼 상태 및 교육 수준, 가구소득 

수준, 직업 유무,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인구사회학

적 특성이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고, 스트레스, 음주빈도, 2주 이상 우울감 및 

운동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Nam & Nam(2011)

의 제4기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이용한 노인 대

상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노인의 건강상태와 인구사

회학적 특성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지만 노인의 

건강상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

었음을 알 수 있었다.

노인 대상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선행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성별, 직업, 배우자, 스트레스, 우

울, 주관적 구강상태, 흡연, 음주, 걷기 실천이 유의

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한 Kim 등(2014)과 노인에

서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교육, 직업, 활동 제한, 

스트레스, 음주가 주요한 요인이었다는 Bae & 

Kim(2015)의 국민건강조사자료를 이용한 연구결과와

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제외한 일부의 건강 관련 

특성 일부 요인들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

한 노인에서 음주를 할수록, 운동을 규칙적으로 할

수록, 통증이 적을수록, 여성일수록, 우울이 적을수

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수행기

능이 좋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

했다고 보고한 2008년 제 2차 고령화연구패널 조사

자료(Lee & Kim 2013)와 노인에서 사회활동을 적극

적으로 하는 경우, 만성질환의 수가 적을수록, 우울

증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감정적 문제로 정신적 장

애를 경험하는 일수가 적을수록, 과일 섭취가 증가

할수록, 위장관질환, 관절염, 근골격계 질환이 없을

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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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한 농촌노인 대상 연구결과(Choi 등 2006)

에서 유의한 건강 관련 특성 일부 요인들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처럼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다중로지스

틱회귀분석 결과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연구 대

상 노인의 연령과 관련 요인들의 차이가 있었고 또

한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

수들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추론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영향을 미

치는 건강 관련 특성 중 한 가지는 유산소 신체활

동 실천 여부였다. 이 결과는 규칙적인 운동을 한 

노인들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았다는 결과들(Ko & 

Lee 2009; Kim 등 2014; Lee 등 2016)과 일치하였다. 

노인이 건강 관련 행동인 운동을 실천함으로써 신

체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좋은 건강상태

를 유지할 수 있고, 적당한 운동은 노인의 신체적인 

건강을 되찾아주고 체력 유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

에 이러한 바람직한 운동습관이 노인의 건강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Lee 등 

2016). 또한 운동을 하는 노인은 건강검진을 받거나 

좋은 질의 식사를 함으로써 건강상태 수준이 높았

다는 연구결과(Lee & Lee 2005)와 맥락을 같이 하여 

유산소 신체운동을 실천할수록 건강증진 행위를 하

여 건강상태를 좋게 함으로써 건강상태 인식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스트레스, 우울 및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조사대상

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노인에서 스트레스(Choi 

등 2006; Kim 등 2014; Bae & Kim 2015)와 우울

(Choi 등 2006; Nam 등 2008; Ko & Lee 2009; Lee 

& Kim 2013; Kim 등 2014; Lee 2018) 정도가 높을

수록, 삶의 질이 낮을수록(Yu 등 2015; Moon 2017)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지 않게 인식했다는 결과와 

일치했다. 노인이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게 인식할

수록, 우울할수록 영양위험도가 높았으므로(Park & 

Suh 2007), 노인의 심리상태가 영양섭취와 영양상태

에 영향을 주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에서 낮은 스트레스와 우울 수

준, 높은 삶의 질과 같은 안정적인 정신심리적 상태

는 영양과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어 주관적 건강상

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최근 2주간 몸이 불편했던 경험 유

무와 활동 제한이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상생활에서 활

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를 부정적

으로 평가했다는 노인 대상 연구결과들(Ko & Lee 

2009; Yeom 등 2012; Bae & Kim 2015; Lee 등 

2016)과 일치하여, 일상생활에서 활동 제한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이

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인에서 

활동 제한은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Yeom 등 2012). 또한 

노인에서 일상생활 수행 정도가 제한되면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을 악화시킨다는 결과(Oh 등 2006; Ko 

& Lee 2009; Lee 등 2016)와 맥락을 같이 하여 일상

생활 수행 정도가 저하되면 활동 제한을 초래하므

로 이러한 활동 제한이 사회활동 위축을 가져와 노

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저작불편이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

과는 노인에서 음식물을 씹기가 어려웠던 경우(Lee 

등 2016)와 주관적으로 구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한 

경우(Kim 등 2014)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게 인

식했다는 결과와 일치하여 주관적 구강상태는 주관

적 건강상태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에서 저작문제가 있는 경우 음식물 섭취 제

한이 생겨 영양소 섭취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 영양, 

건강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영양섭취기준 대비 에너지, 

단백질, 칼슘, 인, 철,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C의 섭취량의 부족비율과 1,000 k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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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당 인, 칼륨, 니아신 및 비타민 C섭취량이 주관

적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었고, 이중 영양섭취기준 

대비 철 섭취량의 부족비율이 주관적 건강상태 인

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 결과는 

농촌노인 대상 연구에서(Choi 등 2006) 영양섭취기

준 대비 비타민 C의 섭취량 %와 인, 칼륨, 니아신, 

비타민 C의 적정섭취 비율이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고, 다중회귀분석결과 주관

적 건강상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는 없었

다는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한국 중년 여성 

대상 연구에서(Lee & Lee 2013)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영양섭취기준 대비 단백질, 칼슘, 철, 비타

민 A, 리보플라빈 및 니아신의 섭취율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결과와 본 연구결과 일부는 일치하지만 

단백질, 철, 티아민, 니아신의 영양질적지수(Index of 

Nutrient Quality, INQ)가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과 유

의한 관련성을 보였던 결과와 본 연구결과는 차이

를 보였다. 바람직한 식생활을 통한 적절한 영양소 

섭취는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적절한 영양소 섭취로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함

을 알 수 있었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영양소 섭취량

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고, 그 결과에도 

차이가 있지만 적절한 영양소의 섭취가 주관적 건

강상태 인식에 바람직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좋은 영양상태는 건강상태의 주요 결정요

소로(Choi 등 2004) 평균필요량 미만의 영양소 섭취

량이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유

의한 요인이었으므로, 영양소 중 특히 철 섭취를 강

조하는 균형잡힌 식사에 대한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노인기의 영양상태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노인기

의 적절한 영양관리는 노화와 질병의 진행 정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Kang 등 2008) 노인 영양상태

를 개선시키기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로지스틱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건강 관련 특성들이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기 때문에 건강 관련 요인들을 향상시킬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노인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을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신적으

로 안정감을 유지하고 유산소 신체활동을 실천하고, 

활동 제한과 저작불편이 없도록 신체와 치아의 건

강관리를 하며, 철 섭취량을 높일 수 있는 식습관 

개선 등을 통해 영양, 건강 상태를 향상시켜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후속연구에서는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최

대한 반영하여 가장 영향력있는 요인을 찾아내어 

주관적 건강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

발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1차 년도 자

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인 건강상태 인식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관련 습관, 만성질환 요인, 식습관 및 영양소 섭취

량 차이를 비교하였다.

1.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은 2단계로 했을 때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으로 응답한 경우가 66.5%, “나

쁨”으로 응답한 경우가 33.5%였다. 

2.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따라 성별(P＜0.001), 연령(P

＜0.001), 결혼 상태(P＜0.05), 교육 수준(P＜0.001), 

가구소득 수준(P＜0.001), 직업 유무(P＜0.001) 및 기

초생활수급 여부(P＜0.05)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3.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음주(P＜0.01), 유산소 신

체활동(p＜0.001), 스트레스 수준(P＜0.001), 우울

(P＜0.001), 건강 관련 삶의 질(P＜0.001), 최근 2주간 

몸이 불편했던 경험 유무(P＜0.001), 활동 제한(P

＜0.001)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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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음”으로 인식하는 군은 “나

쁨”으로 인식한 군에 비해 저작불편을 호소하지 않

았고(P＜0.001), 혈당이 정상이 경우가 많았으며(P

＜0.05), 빈혈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P＜0.05).

5.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따라 외식 횟수는 유의

한 차이를 보여(P＜0.001)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

음”으로 인식하는 군은 “나쁨”으로 인식한 군에 

비해 외식횟수가 많았다(P＜0.001).

6.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으로 인식하는 군은 

“나쁨”으로 인식한 군에 비해 에너지의 75% 이

상 섭취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고(P＜0.01), 단

백질(P＜0.001), 칼슘(P＜0.01), 인(P＜0.001), 철(P

＜0.05), 비타민 A(P＜0.05), 티아민(P＜0.001), 리

보플라빈(P＜0.05), 니아신(P＜0.001), 비타민 C(P

＜0.001)의 평균필요량 이상 섭취한 비율이 유의

하게 높았으며, 식이섬유(P＜0.001), 나트륨(P＜0.01), 

칼륨(P＜0.001)의 충분섭취량 이상 섭취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7.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알아보기 위해 복합표본 다중로지스틱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유

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

율(P<0.01), 스트레스 수준(P<0.05), 우울(P<0.001), 

건강 관련 삶의 질(P<0.001), 최근 2주간 몸이 불

편했던 경험 유무(P<0.001), 활동 제한(P<0.001), 

저작불편 호소(P<0.05) 및 평균섭취량 대비 철 섭

취량의 부족비율(P<0.05)이었다.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에서 유산소 신체활동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경우, 

우울한 경우,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낮은 경우, 최근 

2주간 몸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 활동 제한

이 있는 경우, 저작불편이 있는 경우, 철 섭취량이 

평균필요량 미만인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에 부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서 활동 제

한, 스트레스, 우울, 삶의 질과 같은 심리정신적인 

요인과 유산소 신체활동과 같은 건강 관련 요인 및 

저작불편 및 철 섭취량이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노인의 주관

적 건강상태 향상을 위해서 본 연구결과에서의 주

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요인들

을 충분히 고려한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 유지

와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

며, 건강 프로그램 시행은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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