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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도시지역 노인의 삶의 질 정도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
행하였다. 2012년 10월 2일부터 10월 25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4개의 노인대학에 다니는 65세 이상의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수집하였으며 최종 245부를 분석하였다. 노인의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였고, 삶의 질 영
역간의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노인의 삶의 질 평균평점은 3.17(5점척도)로 중간정도의 결과를 나타냈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삶의 질 하
위영역별간에는 우울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 간에서 유의미한 양의관계를 보였다. 셋째, 삶의 질에 가장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는 심리적 건강, 사회적 관계, 신체적 관계 순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였다(p<0.001).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삶의 질에 심리적 건강인 우울증상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난 만큼 우울증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와 프로그램
의 적용방안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xpected factors on the quality of life and its degree 
of elders in urban regions. Survey was conducted among 300 elders age of over 65, who attended four schools 
for elders at Busan metropolitan city in the month of October 2 to October 25, 2012 and data were collected 
245 samples. Data analysed by using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regression analysis to recognize the degree 
of the quality of life of elders and the result showed the expected factors on the quality of life and its major 
were as follows:
First, average score of the quality of life of urban elders was 3.17 (5 scores of scale) and it indicated the 
medium result; Second, between sub-areas of the quality of life of subjects,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was 
shown among every area excluding depression area;Third, the factors mostly influencing on the quality of life 
are mental health, social relation, and physical relation in order and it showed a significant level (p<0.001). 
The study revealed the  symptoms of depression which reltaed to mental health, it indicated as a major factor 
to the quality of life, this study suggest there is requirement of nursing intervention and the application of 
health program to reduce the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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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세계 으로 노인인구가 증하면서 허약과 질병, 

사회  역할상실과 고립, 경제  취약으로 노인 삶의 질

은 을 받고 있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증가는 그 자체

로서 삶의 질을 연구해야 할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후반 이후 도시화, 산업화

와 물질  성장 속에서 간과되었던 사회 문제들의 축

에 한 기의식이 고조되면서 삶의 질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재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은 체 인구  11%를 넘어섰으며, 지난 50년 동안 

평균수명은 18세 정도 증가하여 2011년 재 79세에 달

하고 있어[2] 개인이 노인으로 살아가야 할 기간은 상당

히 연장되었다. 삶의 질이란 신체 , 정신 , 사회  경험

들이 독립되어 형성되는 내  개념으로 개인이 지각하는 

주 인 안녕상태로, 지각된 건강산태, 자아존 감, 사회

지지, 우울, 스트 스, 경제 상태등의 향요인이 있다[3].

노년기는 생의 마지막 단계로서 신체 으로나 사회

으로는 취약한 특성을 보이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의 건강상태에 한 평가가 정 일수록

[3][4][5][6]경제  수 이 높을수록[6][7] 가족지지가 높

고 생활환경이 만족스러울수록[6][8][9] 독거노인보다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10], 가정환경[6]이나 물리  

환경[9]이 만족스러울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선행

연구들에서 보고하 다. 이들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은 그들의  생애에 걸쳐 경험하거나 형성된 개

인  요소들과 재 상활의 상호 조합의 결과에 의한 통

합 인 것이므로 건강과 심리상태는 물론 노인이 속한 

사회와 사회경제  상태 그리고 환경까지도 고려되어야 

함[11]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삶의 질은 인생에 한 행복 

 생의 목표 달성과도 직  연결되기 때문에 한 개인의 

성공 인 삶을 악하는데 있어서 매우 요하다12].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연구 에서는 다양한 문화권에

서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국제 인 삶의 

질 측정도구(WHOQOL)를 개발하 다. WHOQOL은 선

행연구에서 언 된 역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질에 한 여러 측면을 상세하게 악할 수 있는 잇

이 있는 반면에 10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규모 조사

에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이러한 문제 을 보

완하기 해 세계보건기구는 역을 축소하고 문항수도 

인 삶의 질 척도 단축형 (WOHQOL-BRIEF)을 개발하

고 각각의 문화권에서 WHOQOL을 표 화할 경우 일정

한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지침

에 따라 민성길 등[13]이 한국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를 개발하 다. 최근까지 이 척도를 활용하여 보건, 

의약분야를 심으로 삶의 질 연구가 시행되어져왔다

[14-20].

이들 연구들은 치매 방 로그램, 한지를 이용한 집단

미술치료, 단 호흡 등의 로그램의 효과[7][3][19]를 측

정하기 해 활용되어 연구되어져 왔다. 우리나라 노인

의 삶에서 가족의 지지나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노

인 삶의 질과 련이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나 도

시와 농 의 노인 삶의 질에 한 비교 연구는 극히 드물

다. 도시노인의 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실에서 

농 거주 노인에 비해 도시 노인의 삶의 질은 높은 편이

라는 막연한 측에 의존하기보다 도시 노인의 반 인 

삶의 질을 살펴보아 이들을 돕기 한 범 한 정신사

회  간호 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시 노인의 삶의 질 연구는 신체  사회  취약계층

으로 락할 가능성이 큰 노인층의 경제 , 심리 인 측

면을 개선하기 한 간호 재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  간호 재 로그램 모색에 구체 이고 실

질 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부산 역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이 어떤 수 이며, 이들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

인들은 무엇인가를 악하고,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

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한 구체 이고 실제 인 간

호 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상자의 개인 , 건강 련, 사회/환  경 

련 특성을 악한다. 

둘째, 노인 상자의 신체  건강, 심리  건강, 사회

 계, 생활환경의 삶의 질 정도를 악한다.

셋째, 노인 상자의 노인차별, 우울, 신체  건강, 심

리  건강, 환경과의 상 계를 악한다.

넷째, 노인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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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일 도시지역 노인의 삶의 질정도를 악하

고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  특성, 건강 련특성, 

사회/환경  특성)을 규명하기 한 서술  상 계 연

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 상은 부산 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4

개의 노인 학에 다니는 65세 이상의 노인 300명을 상

으로 2012년 10월 2일부터 10월 2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

시하 다. 회수된 273부  불성실한 응답을 한 38부를 제

외한 245부를 실제 연구 자료로 사용하 다. 조사자의 직

방문을 통한 개인별 면담으로 조사되었으며 설문지 응

답이 힘이 든다고 단 될 때는 연구자가 직  설문을 읽

어주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부연 설명하여 응답하도

록 하 다.

2.3 연구도구

2.3.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노인 삶의 질 내용과 정도를 측정하기 

한 도구는 WHO지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WHOQOL- 

BREF를 민성길 외[13]에 번안된 한국  삶의 질 간편형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반  역, 신체  건강

역, 심리  건강 역, 사회  계 역  생활환경 

역의 5개 하 차원으로 구분하여 총 26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구체 으로 ‘신체  건강’은 신체  통증, 치료에의 의

존, 일상에 필요한 에 지, 이동능력, 수면상태, 일상의 

활동성,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하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되

며, ‘심리  건강’은 인생을 즐기는 정도, 삶의 의미, 집

력, 신체상과 외모, 자신에 한 만족, 부정 인 감정을 

측정하는 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  계’는 

인 계, 성생활, 친구의 사회  지지를 측정하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환경 역’에서는 신체  안 , 건강

에 좋은 주거환경, 재정능력, 새로운 정보습득 기회, 여가

활동 기회, 거주 장소의 물리  환경, 의료서비스, 교통수

단에 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를 측정하 다. 그리고 

‘ 반  역’은 삶의 질에 한 반  평가와 건강상태

에 한 만족의 2문항으로 측정하 다. 

이들 각 문항들은 5  Likert 척도(①  나쁨 ② 나

쁨 ③ 보통 ④ 좋음 ⑤ 매우 좋음) 로 측정되었으며, 수

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

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α 계수는 0.90이었고, 본 연구

에서는 0.89로 나타났다.

2.3.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측하기 해 개인  

특성 변수군과 건강 련 변수군, 그리고 사회, 환경  변

수군을 사용하 다. 개인  특성 변수 군에서는 성별, 연

령, 학력, 결혼상태, 종교, 수입, 경제  상태를 조사하

다. 성별의 경우 남성은 0, 여성은 1로 부호화하 으며, 

연령은 만 나이를 조사하 다. 학력은 무학부터 문

졸이상까지를 조사하 고, 결혼상태의 경우 유배우자는 

1, 무배우자는 0로 부호하 다. 종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없음를 조사하 고, 경제  상태는 낮음, 보통, 높

음으로 조사하 다. 

건강 련 특성 변수군은 인지된 건강상태와 우울을 

조사하 다. 인지된 건강상태는 5  리커드형 척도를 사

용하 으며, 1-아주 나쁨에서 5-아주 좋음까지의 범 를 

갖는다. 노인의 우울내용과 정도를 측정하기 한 도구

는 Sheik와 Yesavage(1968)가 개발하고 Kee(1996)가 번

안하여 표 화한 Geriatric Depression Scale Form 

Korea(GDSSF-K) 척도를 사용하 다. GDSSF-K는 총 

15문항으로 10개의 부정  문항과 정  문항 5개(역척

도: 1,5,7,11,13)로 구성되었으며, 우울성향이 낮으면 0 , 

우울성향이 높으면 1 을 배 하는 2  척도를 사용하

다. 총 수범 는 0～15 이며 수가 높을수록 우울정

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단 은 5 으로 5  이상은 

우울증이 의심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0.8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69로 

나타났다.

사회/환경  변수 군에서는 동거형태와 노인차별을 

고려하 다. 동거형태는 독거는 0, 동거자 있음 1로 부호

화 하여 분석하 다. 노인차별은 노인이 우리 사회에서 

취약계층으로 인식됨에 따라 사회  편견이나 차별을 받

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 해 어

떤 생각과 태도를 보이느냐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노인차별의 내용과 정도를 측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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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Palmore(2001)가 개발하고 김욱(2003)이 번안한 

The Ageism survey를 사용하 다. 이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며, 이들 각 문항들은 1 -그런 이 없다. 2 -한

번 정도 있다. 3 -두 번 이상 있다로 3  척도로 측정하

으며, 총 20 에서 60 까지로 수가 높을수록 노인

에 한 차별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

도는 김욱(2003)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0.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74로 나타났다.

2.4 자료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에는  SPSS/WIN 20.0 Program을 사용하

으며, 본 연구의 구체 인 자료처리  분석 방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연구 상자인 노인의 삶의 질 황을 살펴보기 

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 다.

둘째, 노인의 삶의 질의 하  역별 평균과 표 편차

를 산출하 다.

셋째, 주요 연구변수인 삶의 질의 5가지 역간의 상

호 련성을 검증하기 해 Correlation Analysis

를 산출하 다.

넷째, 노인의 삶의 질에 향을 주는 요인은 다 회귀

분석을 산출하 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83.3%로 부분을 차지하

고, 연령은 최  65세부터 최고 96세까지 분포되어 평균 

77.83세 이었으며, 교육수 은 등학교 졸업이 37.6%로 

가장 많았다. 결혼 상태는 60.8%에서 배우자가 없었고 

38%만이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68.6%가 천주교 신자이었고, 기독교 13.5%, 불교 6.1%, 

무교도 10.6%를 차지하 는데 이는 자료수집 과정에서 2

개의 노인 학이 성당에서 운 하고 있었던 것과 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수 은 53.9%에서 낮은 편으

로 인지하 고 42.9%는 간정도라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의 노인이 자신의 경제수 이 간이하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을 한 활동은 하는 경

우보다  하지 않는 경우가 87.8%로 많았다.

연구 상 노인들의 건강 련 특성요인을 살펴보면 

86.9%가 우울증이 의심되는 정도로 확인되었다. 우울증

상을 측정한 결과 최  2 에서 최고 14 까지 분포되었

으며, 평균 8.028±2.261로 단 인 5 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상태에 한 주 인 평가는 33.9%

가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인 상자들의 사회/환경  특성 요인을 살펴보면 가족

과 함께 사는 경우보다 혼자 사는 경우가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타인에게 노인이라서 차별을 받았던 경

험을 측정한 결과 최  1 에서 최고 2.25 으로 평균 

1.43±0.25 (1-3 )으로 나타나서 상자들의 노인차별

정도는 간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2 삶의 질 현황

노인 상자의 역별 삶의 질 황을 살펴보기 해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다. 사회  계가 

2.98 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는 신체  건강(3.13

), 심리  건강(3.14 ), 반  역(3.16 )순이었고 

생활환경 역(3.31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역별 삶

의 질 수 모두 5  만 의 3 로 응답자들이 인지하

는 삶의 질 수 은 보통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상 노인의 항목별 삶의 질 수 평균은 최  

2.46 에서 최고 3.64 으로 분포하 다. 

3.3 삶의 질 영역간의 상관관계

노인 상자의 삶의 질의 하 역간의 계를 악하

기 해 상 계를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

다. 노인차별은 신체  건강(r=.131, p=.041)과 정 상

을 나타내었으며, 우울은 반  삶의 질(r=.135, p=.035)

과 부 상 을 나타내었다. 신체  건강은 심리  건강

(r=.411, p=.000), 사회  계(r=.243, p=.000), 환경 역

(r=.508, p=.000), 반  삶의 질(r=.438, p=.000)과 정  

상 계를 보 고, 심리  건강은 사회  계(r=.353, 

p=.000), 환경 역(r=.473, p=.000), 반  삶의 질

(r=.321, p=.000)과 정  상 을 나타내었으나 우울

(r=-.207, p=.001)은 부 상 을 보 다. 사회  계는 

환경 역(r=.609, p=.000)  반  삶의 질(r=.282, 

p=.000)과 정 상 계를 보 고, 환경 역은 반  삶

의 질(r=.530, p=.000)과 정  상 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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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Variables N

General

Characteristic

Sex male 41 16.7

female 204 83.3

Age(year) 65～74yr. 82 33.5

75～84yr. 123 50.2

over 85yr. 40 16.3

Educatiom none 50 20.4

elementary 92 37.6

middle school 37 15.1

high school 45 18.4

over college 21 8.6

Spouse yes 93 38.0

no 149 60.8

single 3 1.2

Religion protestant 33 13.5

catholic 168 68.6

buddhism 15 6.1

none 26 10.6

others 3 1.2

Subjective high 8 3.3

Economic State middle 105 42.9

low 132 53.9

Having a Job yes 30 12.2

no 215 87.8

Health

Characteristic 

Subjective very poor 8 2.4

Health State poor 18 5.4

moderate 57 17.1

good 113 33.9

very good 49 14.7

Depression normal 31 12.7

depressed 213 86.9

Mean(S.D) 8.028(2.261)

Social &

Environmental

Characteristic

Living Arrangement living alone 94 38.4

living with spouse 83 33.9

living with married offspring 40 16.3

living with unmarried offspring 28 11.4

Ageism Mean(S.D) 1.43(0.25)

total 245 100.0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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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Standard Deviation

Physical health Domain(7) 3.13 0.49

Pain and discomfort 3.26 0.96

Dependence on medicinal substances and medical aids 3.17 0.89

Energy and fatigue 2.99 0.90

Mobility 3.20 1.16

Sleep and rest 3.27 1.23

Activities of daily living 3.02 0.89

Work Capacity 3.04 1.21

Psychological Domain(6) 3.14 0.40

Thinking, learning, memory and concentration 3.32 0.82

Spirituality / Religion / Personal beliefs 3.32 0.78

Self-esteem 3.23 0.97

Bodily image and appearance 2.91 0.82

Positive feelings 3.12 0.84

Negative feelings 2.95 0.92

Social relationships Domain(3) 2.98 0.84

Personal relationships 2.46 1.29

Sexual activity 3.17 1.01

Social support 2.98 0.85

Environment(8) 3.31 0.46

Freedom, physical safety and security 3.06 0.87

Physical environment (pollution / noise / traffic / climate) 3.24 0.83

Financial resources 3.28 0.92

Opportunities for acquiring new information and skills 3.03 0.83

Participation in and opportunities for recreation / leisure activities 3.23 0.96

Home environment 3.52 0.89

Health and social care: accessibility and quality 3.64 0.96

Transport 3.51 0.91

Global item Domain(2) 3.16 0.66

Overall quality of life 3.31 0.79

General health 3.00 0.89

      Total 3.17(0.39) 2.23-4.19

<Table 2> Mean of Facets incorporated within Domain in Korean version of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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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ism
Physical 

health
Psychological

Social 

relationship
Environment

Global 

item 

Physical health
 .131*

(.041)

Psychological
 .089

(.165)

  .411**

 (.000)

Social 

relationship

-.049

(.449)

  .243**

 (.000)

 .353**

(.000)

Environment
 .083

(.195)

  .508**

 (.000)

 .473**

(.000)

 .609**

(.000)

Global item
-.027

(.674)

  .438**

 (.000)

 .321**

(,000)

 .282**

(.000)

 .530**

(.000)

Depression
-.122

(.057)

-.045

(.482)

-.207**

(.001)

-.057

(.372)

 .063

(.325)

-.135*

(.035)

*p<0.05. **p< 0.001

<Table 3> Correlation among five domains to Quality of life in elderly 

3.4 삶의 질 영향 요인 분석

노인을 상으로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5회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매 회귀분석 실시 에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간의 

다공선성(nulticollinearity)여부를 악하기 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에 사용된 각 회귀모델의 VIF 값은 1.024-1.389 사이의 

값을 가져 다공선성의 험은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체  건강 역의 삶의 질의 향을 알아보기 한 

선행변수들의 설명정도(R2)는 체분산의 14.2%로 나타

났다. 이 모델에서는 성별(β=0.129,  p<0.05), 연령(β

=-0.100, p<0.01), 종교(β=0.256,  p<0.001)와 주  건강

상태(β=0.138, p<0.05), 그리고 노인차별(β=-0.131, 

p<0.05)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노인들

은 여성이고 연령이 을수록 주 으로 건강상태를 높

게 평가할수록, 노인차별이 을수록 신체  건강을 좋

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  건강 역의 삶의 

질의 향을 알아보기 한 선행변수들의 설명정도(R2)

는 체분산의 20.6%로 나타났다. 이 모델에서는 학력(β

=0.240, p<0.01), 종교(β=0.272, p<0.001)와 우울(β

=-0.142, p<0.01)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심리  건

강이 높고 우울증상이 을수록 심리  건강 역의 삶

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계 역의 삶의 

질의 향을 알아보기 한 선행변수들의 설명정도(R
2)

는 체분산의 12.7%로 나타났다. 이 모델에서는 연령(β

=0.254, p<0.001), 학력(β=0.328, p<0.001과 우울(β

=-0.169, p<0.05)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우울이 을수록 사회

 계 역의 삶의 질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환경 역의 

삶의 질의 향을 알아보기 한 선행변수들의 설명정도

(R2)는 체분산의 20.5%로 나타났다. 이 모델에서는 학

력(β=0.221, p<0.01), 종교(β=0.219, p<0.01)와 우울(β

=-0.225,  p<0.01), 그리고 거주형태(β=0.686, p<0.01)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을수록 결혼한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에서 

환경 역의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결혼

한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는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환

경 역 삶의 질이 0.68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으로, 반 인 삶의 질 향 요인의 선행변수들이 이 모

델을 설명하는 정도는 체분산의 12.7%로 나타났다. 이 

모델에서는 종교(β=0.241, p<0.001)가 통계 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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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Korean version of WHOQOL-BREF  

physical health psychological social relationship environment Global item

β t β t β t β t β t

General

Sex 0.129   2.102* 0.061  1.031 0.102  1.459 -0.041 -0.644 0.113  1.768

Age -0.100  -1.471** -0.036 -0.557 0.254  3.789*** 0.058  0.877 0.080  1.171

Education 0.125   1.683 0.240  3.348** 0.328  4.322*** 0.221  3.047** 0.003  0.043

Religion 0.256  4.038*** 0.272  4.473*** 0.063  0.946 0.219  3.470** 0.241  3.739***

Subjective 

Economic State
0.111   1.745 -0.013 -0.210 0.113  1.596 -0.046 -0.663 0.115  1.808

Health

Subjective 

Health State
0.138   2.043* 0.090  1.407 0.002  0.038 -0.059 -0.987 -0.077 -1.245

Depression 0.222   0.345 0.142  2.321** 0.169  2.173* 0.225  3.087** 0.118  1.533

 

Social &

Environmental

Living 

Arrangement
-0.085  -1.136 0.068  1.140 0.390  1.375 0.686  3.012** 1.080  1.659

Ageism 0.131   2.057* 0.890  1.387 -0.056 -0.868 0.053  0.870 -0.059 -0.9115

R 0.378 0.454 0.356 0.452 0.357

R
2

0.143 0.206 0.127 0.205 0.127

F(p)   4.904(0.000) 7.621(0.000) 2.792(0.001) 4.952(0.000) 3.939(0.000)

<Table 4> Influencing Factors associated with Quality of life in Elderly

4. 논의

본 연구는 도시노인의 삶의 질 정도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한 구체 이고 실제 인 간호 재 방안을 한 기 자

료로 제공하고자 하 다.

주요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논의 하 다.

본 연구에서 상자의 평균 연령은 77.83세를 보 고, 

경제수 은  53.9%에서 낮은편으로 인지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민성길 외[13]에 번역된 한국  삶의 질 측정도구

인 WHOQOL-BREF를 사용하 다. 삶의 질과 련된 

항목으로 반  , 신체  건강, 심리 , 사회  계  

생활환경 역의 5개 하 항목으로 측정하 다. 한국  

WHOQOL-BREF를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의 삶의 질 평

균치가 3.17(5 척도) 으로 ‘보통’ 수 을 보여 김희경외

[4] 연구에서는 삶의질 평균치가 2.83(5 척도)로 본연구

가 평균치가 높은 결과를 나타낸 반면 , 안미향외[21] 연

구에서는 130  만 에 평균85.82(±16.35) 본 연구가 평

균치가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하부 역 26항목에서 평

균보다 낮게 나타난 항목이 11개 으며, 사회  계

역인 인 계에서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상자의 삶의 질 역간의 상 계를 살펴보

면, 사회 계와 환경 역과의 련성이 가장 높아

(r=.609) 이는 김귀분[8]의 연구에서 삶의 질과 사회  

계가 유의한 순 상 계를 보인 결과와 일치한다. 노인

차별과 신체건강 역과의 련성이 가장 낮았다

(r=.131). 노인을 상으로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기 해 하 차원인 신체  건강, 심리  건강, 

사회  계, 환경 역, 반 인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회귀분석한 결과 각각의 설명력은 신체  건강 14.3%, 

심리  건강 20.6%, 사회  계 12.7%, 환경 20.5%, 

반  삶의 질 12.7%로 나타났으며, 신체  건강 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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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성일수록(β=0.129, p<0.05), 연령이 을수록(β

=-0.100, 사회  계 역에서는 연령과(β=0.254, 

p<0.001), 학력이 높을수록(β=0.328, p<0.001과 우울증상

이 을수록(β=-0.169, p<0.05)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손신 [22]의 연구에서 사회 계인 사회  지지

가 높을수록 , 우울정도가 낮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

난 결과와 동일하다. 삶의 환경 역에서는 학력이 높을

수록(β=0.221, p<0.01), 우울증상이 을수록(β=-0.225, 

p<0.01), 그리고 동거하는 가족이 있을수록(β=0.686, 

p<0.01)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독거노인보다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난 

Bowlling[11]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가족지지가 높을

수록 김귀분외[8] 반 인 삶의 질에서는 종교를 가지

고 있을수록 (β=0.241, p<0.001)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노인의 삶의 질에 가장 큰 향을 주는 

변수는 우울증상과 종교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에서 종교가 많은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자료수집 과

정에서 2개의 노인 학이 성당에서 운 하고 있던 것으

로 보고 삶의 질 요인으로 확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노인의 삶의 질 요인을 분석하는 결과의 일반화를 해

서 추후 상자 선정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본

다. 삶의 질에 향을 주는  가장 강력하게 기여한 요인

은 우울 증상이었다. 이는 상자의 우울과 삶의 질은 유

의한 부  상 계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이승희, 양순옥[23]의 결과와 유사하 다. 노인의 우울증

상은 심리  건강측면에서 삶의 질 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우울증상 완화로 삶의 질 하를 방하기 

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연

구 상자의 선정에 있어 일반화 되지 못한 제한으로 변

수간의 계가 과  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노인의 삶의 질 향 

요인을 세분화된 분석을 제시함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 요인에 따른 연구결과에 의미를 둘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 지역 도시 노인들이 지각하는 삶의 질 

정도를 악하고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삶의 질 하 역간의 계를 탐색하기 한 서술  상

계연구이다. 연구 상은 부산 역시에 거주하고 있

는 4개의 노인 학에 다니는 65세 이상의 노인 300명을 

상으로 2012년 10월부터 11월 까지 자료수집을 하 다. 

측정도구는 WHO 지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WHOQOL-BREF를 민성길 외[8]에 번안된 한국  삶의 

질 간편형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반  역, 신

체  건강 역, 심리  건강 역, 사회  계 역   생

활환경 역의 5개 하 차원으로 구분하여 총 26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WIN 20.0 Program을 사용하 으

며 분석목 에 따라 기술통계와 추론통계를 함께 사용하

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노인의 삶의 질 수와 련된 항목은 평균

평 은 3.17(5 척도)로 간정도를 나타냈으며 

생활환경 역(3.31)이 높았고, 반 인 삶의 

질 역(3.16), 심리  건강 역(3.14), 신체  건

강 역(3.13)은 간정도를 보 으며, 사회  

계 역(2.98)은 낮은 수 을 보 다.

둘째, 연구 상자의 삶의 질의 하 역별 상 계

를 보면 우울 역을 제외한 모든 역간에서 유

의미한 양의 계를 보 다.

셋째, 연구 상자의 삶의 질에 가장 향을 주는 요인

은 심리  건강, 사회  계, 신체  계 순으

로 나타났으며 각각 20.6%, 12.7%, 14.3%의 설

명력을 보 다.

상기의 연구결과를 토 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상을 확 하여 도시유형별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노인들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를 추가 설정하여 삶의 질에 련요인을 분석하

는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삶의 질에 우울증상이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

인으로 나타난 만큼, 우울증상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간호 재와 로그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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