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18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 20.3%로 초고

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그 중 부산광역시는 

2015년 14.3%, 2022년 20.9%로 다른 광역시에 비해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1].

노인인구는 단순한 수명연장의 삶이 아닌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

다[2]. 이러한 측면에서 건강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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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연구에 활용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345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적 통계, Mann-Whitney U 

test, Kruskal-Wallis test 및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우울, 스트레스, 교육수준, 기초생활수급, 수면시간, BMI, 결혼상태, 고혈압이

었고 건강관련 삶의 질을 28.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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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Elderly in Busan. Then this study would like to present basic data that can be used in research into 

specific measures to improv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Elderly in Busa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a total of 3452 elders aged 65 or higher in 2016 Community Health Survey.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Mann-Whitney U test, Kruskal-Wallis test and multiple linear. The 

results showed that subjective health status perception, depression, stress,  education level,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leep duration, BMI, Marital status, hypertension were found to be the 

influencing factors of subjective happiness and explained 28.8%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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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는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건강관련 

삶의 질이 중요해졌다. 그리고 건강관련 삶의 질은 우울, 

스트레스 같은 정서적 상태가 고려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평가로서 개인의 건강상태 이상의 삶의 대한 전반적인 

평가이다[3,4].

노인은 정서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저하와 더불어 질병을 경험하게 

될 뿐 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은퇴하는 시기로 직업역할 

상실, 경제적 능력 상실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죽음과 

배우자의 죽음에 대비해야 하는 때로 이미 배우자의 상

실을 경험한 경우도 있다[5]. 그래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됨으로써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우울한 감정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우울은 노

년기의 가장 흔한 정서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6]. 그리고 

스트레스와 우울의 경험이 많은 노인일수록 건강관련 삶

의 질은 낮게 나타난다[2].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 차이는 거주지역 노인인구의 비율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7]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지역에 거

주하는 노인에 대한 건강관련 삶의 질을 분석하는 연구

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8]. 하지만 광역시 등 대도시의 

노인인구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지역에서 취약계층에 해

당되는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관련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을 뿐이다[9].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

두고 농촌지역 노인과 일부 취약계층에만 국한 할 것이 

아니라 각 시도 단위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련 삶

의 질의 파악이 필요하다.

광역시 중 노인인구가 많은 부산지역 전체 노인을 대

상으로 한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을 확인하고 이들의 스트레스,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을 

확인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지역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학적 특성(성별, 기초생활수

급여부, 가구소득, 결혼여부,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수면시간, 비만정도, 고혈압 유무, 당뇨병 유무)과 

정신건강(스트레스, 우울)을 중심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근거로 

부산지역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지역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

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정신건강, 건강관련 삶의 질 

정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정신건강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정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부산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및 

정신건강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이용 6단계 절

차에 따라 원시자료를 획득하였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 

14,530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이중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3,45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기초생활수급 여부, 가구소득, 결

혼여부,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수면시간, 

BMI, 고혈압 유무, 당뇨병 유무를 선정하였다. 성별은 

‘남자’와 ‘여자’, 기초생활수급 여부는 ‘아니다’, ‘현재’, ‘과

거’로 구분하였으며 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만

원 이상’으로 재구성하였다. 결혼상태는 ‘배우자 있음’, 

‘이혼’, ‘사별’, ‘별거’, ‘미혼’으로 구분하였고,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은 ‘나쁨’과 ‘매우 나쁨’은 ‘나쁨’으로, ‘보통’은 그대

로, ‘좋음’과 ‘매우 좋음’은 ‘좋음’으로 재구성하였다. 수면

시간은 ‘6시간미만’, ‘6~8시간’, ‘8시간 이상’으로, BMI는 

‘18.5kg/m2 미만’, ‘18.5~25kg/m2’, ‘25kg/m2 이상’으

로 재구성하였다. 고혈압과 당뇨는 진단 '유무'로 구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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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정신건강

정신건강은 스트레스 정도, 우울 경험을 선정하였다. 

스트레스는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는지에 대한 것으로 “대단히 많이 느낀다”와 “많이 

느낀다”는 ‘많음’으로 “조금 느끼는 편이다”와 “거의 느끼

지 않는다”는 ‘적음’으로 재구성하였다. 우울은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

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의 질문에 

‘예’, ‘아니오’로 구분하였다.

2.3.3 건강관련 삶의 질

건강관련 삶의 질은 EQ-5D(Euro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5-Dimensional Classification) 도구

를 활용하였다. EQ-5D에는 운동능력 3문항, 자기관리 3

문항, 일상활동 3문항, 통증/불편 3문항, 불안/우울 3문

항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5개 영역의 응답을 

조합하여 EQ-5D index가 산출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EQ-5D

는 EuroQoL Group에서 개발한 도구로써 한국어판 

EQ-5D는 류마티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신

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10]. 

2.4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WIN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정신건강, 건강관련 삶의 질은 빈

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확인하였다. 일반적 특성

과 정신건강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의 차이에서 정규

성이 만족되지 않아 비모수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두 

그룹 간 비교는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고, 

세 그룹 이상에서 그룹 간 비교는 Kruskal-Wallis test

로 분석하였다.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stepwise 방법으로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정신건강, 건강관련 삶의 질

3.1.1 정신건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 1459명(42.3%), 여자 

1993명(57.7%)이었고 기초생활수급 여부에서는 ‘아니

오’ 3085명(89.4%)가 가장 많았고 ‘현재’336명(9.7%), 

‘과거’ 30명(0.9%) 순이었다. 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

이 1742명(50.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00-200

만원’이 834명(24.2%)로 많았으며 결혼상태는 ‘배우자 

있음’이 2164명(62.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사

별’1088명(31.5%)이었다.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가 

1885명(54.6%)로 가장 많았으며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은 ‘나쁨’ 1474명(42.7%), ‘보통’ 1358명(39.3%), ‘좋음’ 

620명(18%) 순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은 ‘6시간 미만’ 1868

명(54.1%), ‘6-8시간’ 1404명(40.7%), ‘8시간 이상’ 180명

(5.2%) 순으로 나타났다. 체질량지수는 ‘18.5-25.0kg/m2’ 

2286명(66.2%), ‘25.0kg/m2 이상’ 886명(25.7%), 

‘18.5kg/m2 미만’ 280명(8.1%) 순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유무에서는 ‘예’ 1819명(52.7%), ‘아니오’ 1632명

(47.3%)이었고 당뇨병 유무에서는 ‘아니오’ 2625명

(76.0), ‘예’ 826명(23.9%)로 나타났다.Table 2. 

3.1.2 대상자의 정신건강

대상자의 정신건강에서 스트레스 정도는 ‘적음’ 2775

명(80.4%), ‘많음’ 677명(19.6%)이었고, 우울 경험 유무

는 ‘아니오’ 3162명(91.6%), ‘예’ 290명(8.4%)로 나타났

다.Table 2

3.1.3 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서 운동능력은 ‘지장 없

음’ 2107명(61%), ‘다소 있음’ 1279명(37.1%), ‘아주 심

함’ 66명(1.9%) 이었고 자기관리는 ‘지장 없음’ 2899명

(84%), ‘다소 있음’ 486명(14.1%), ‘아주 심함’ 67명

(1.9%)이었으며 일상활동은 ‘지장 없음’ 2433명(70.5%), 

‘다소 있음’ 924명(26.8%), ‘아주 심함’ 95명(2.8%)으로 

나타났다. 통증/불편은 ‘지장 없음’ 1763명(51.1%), ‘다

소 있음’ 1466명(42.5%), ‘아주 심함’ 223명(6.5%)이었

고 불안/우울은 ‘지장 없음’ 2606명(75.5%), ‘다소 있음’ 

749명(21.7%), ‘아주 심함’ 97명(2.8%)로 나타났

다.Table 1

(N=3452)

EQ-5D
NO Some Serious

n(%) n(%) n(%)

Mobility 2107(61) 1279(37.1) 66(1.9)

Self-Care 2899(84) 486(14.1) 67(1.9)

Usual Activities 2433(70.5) 924(26.8) 95(2.8)

Pain/Discomfort 1763(51.1) 1466(42.5) 223(6.5)

Anxiety/Depression 2606(75.5) 749(21.7) 97(2.8)

Table 1.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the participants.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5호272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정신건강에 따른 건강관

    련 삶의 질

3.2.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성별(Z=-12.99, 

p<.001), 기초생활수급 여부(χ2=97.05, p<.001), 가구소

득(χ2=86.03, p<.001), 결혼상태(χ2=146.74, p<.001), 

교육수준(χ2=199.21, p<.001),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χ
2=-946.65, p<.001), 수면시간(χ2=50.64, p<.001), BMI

(χ2=45.69, p<.001), 고혈압 유무(Z=-4.90, p<.001), 당

뇨병 유무(Z=-3.85,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건강관련 삶의 질은 남자 보다 여자가 낮게 나

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 때가 현재 기초생활수급

(N=3452)

Variable Categories n(%)
EQ-5D Index

M±SD Z or χ2(p)

Total 0.83±0.17

Gender
Male 1459(42.3) 0.87±0.15

-12.99(<.001)
Female 1993(57.7) 0.81±0.18

Welfare Recipients

Nowa 336(9.7) 0.76±0.21

97.05(<.001)
a<c

Pastb 30(0.9) 0.80±0.15

NOc 3085(89.4) 0.84±0.16

Household Income

<100a 1742(50.5) 0.81±0.18

86.03(<.001)

a<b,c,d,e

≥100, <200b 834(24.2) 0.86±0.15

≥200, <300c 394(11.4) 0.85±0.16

≥300, <400d 215(6.2) 0.85±0.16

≥400e 267(7.7) 0.86±0.15

Marital status

Having spousea 2164(62.7) 0.85±0.16

146.74(<.001)
a>c

a>b

Divorceb 123(3.6) 0.81±0.19

Widowc 1088(31.5) 0.80±0.18

Separationd 53(1.5) 0.82±0.21

Unmarriede 24(0.7) 0.80±0.19

Education Level

<Elementarya 1885(54.6) 0.81±0.18

199.21(<.001)
a<b,c,d

b<d

Middle schoolb 636(18.4) 0.86±0.14

High schoolc 687(19.9) 0.87±0.15

≥Colleged 241(7.0) 0.89±0.13

Subjective Health Status 
Perception

Lowa 1474(42.7) 0.75±0.21

946.65(<.001)
a<b<c

Middleb 1358(39.3) 0.90±0.09

Highc 620(18) 0.92±0.07

Sleep Duration

<6a 1868(54.1) 0.82±0.18
50.64(<.001)

a<b
c<b

≥6, <8b 1404(40.7) 0.86±0.15

≥8c 180(5.2) 0.79±0.24

BMI

<18.5a 280(8.1) 0.78±0.21

45.69(<.001)

a<c<b
≥18.5, <25.0b 2286(66.2) 0.84±0.16

≥25.0c 886(25.7) 0.83±0.17

Hypertension
Yes 1819(52.7) 0.82±0.18

-4.90(<.001)
No 1632(47.3) 0.85±0.15

Diabetes
Yes 826(23.9) 0.81±0.20

-3.85(<.001)
No 2625(76.0) 0.84±0.16

Stress
A little 2775(80.4) 0.86±0.14

-16.38(<.001)
Much 677(19.6) 0.73±0.24

Depression
Yes 290(8.4) 0.67±0.26

-14.90(<.001)
No 3162(91.6) 0.85±0.15

Table 2.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by General Characteristics, Men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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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보다 높게 나타났고 가구소득은 ‘100만원 이상’일 때 

‘100만원 미만’일 때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와 함께 살

고 있을 때 이혼 혹은 사별했을 때 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졸 이상’일 때 ‘초졸 이하’일 때 보다 건강관련 삶의 질

이 높았고 ‘대졸 이상’일 때 ‘중졸’보다 건강관련 삶의 질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을 ‘나쁨’으로 생각할 때 보다 ‘보통’일 때 그리고 ‘보통’보

다 ‘좋음’으로 생각할 때 건강관련 삶의 질은 높게 나타났

다. 수면시간이 ‘6-8시간’일 때 ‘6시간 미만’과 ‘8시간 이

상’보다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체질량지수

가 ‘18.5kg/m2 미만’일 때 보다 ‘25.0kg/m2’일 때 그리

고 ‘25.0kg/m2’일 때보다 ‘18.5-25.0kg/m2’ 일 때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병

이 있을 때 건강관련 삶의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2 

3.2.2 대상자의 정신건강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스트레스 정도가 많을 때(Z=-16.38, p<.001) 우울 경

험이 있을 때(Z=-14.90, p<.001) 건강관련 삶의 질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이었고 그 다음은 우울 

경험, 스트레스 정도, 교육수준, 기초생활수급 여부, 수면

시간, BMI, 결혼상태, 고혈압 유무 순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서는‘보통’(β=0.323, 

p<.001)과‘좋음’(β=0.301, p<.001), 우울경험은 ‘예’(β

=-0.160, p<.001), 스트레스 정도는 ‘많음’(β=-0.153, 

p<.001), 교육수준에서는 ‘중졸’(β=0.061, p<.001), ‘고

졸’(β=0.047, p=.003), ‘대졸 이상’(β=0.034, p=.026), 

기초생활수급 여부에서는 ‘현재’(β=-0.057, p<.001), 수

면시간은 ‘6-8시간’(β=0.027, p=.068), ‘8시간 이상’(β

=-0.034, p=.021), BMI는 ‘18.5kg/m2 미만’(β=-0.039, 

p=.016), 결혼상태에서는 ‘사별’(β=-0.059, p<.001), 고

혈압 유무는 ‘예’(β=-0.042, p=.004) 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요인들은 건강관련 

삶의 질을 28.8%(p<.00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3>.

(N=3452)

Variable Categories B BE  VIF t p
Coefficient of 

Partial 
Determination

상수 0.790 0.008 98.916 .000

Subjective Health 
Status Perception

Middle 0.112 0.006 0.323
1.152

19.781 <.001
0.1294

High 0.133 0.007 0.301 18.485 <.001

Depression Yes -0.098 0.009 -0.160 1.116 -10.561 <.001 0.0312

Stress Much -0.065 0.007 -0.153 1.142 -9.976 <.001 0.0276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0.027 0.007 0.061

1.130

3.976 <.001

0.0048High school 0.020 0.007 0.047 3.010 .003

≥College 0.022 0.010 0.034 2.230 .026

Welfare 
Recipients

Now -0.032 0.009 -0.057
1.117

-3.751 <.001
0.0047

Past -0.006 0.026 -0.003 -0.229 .819

Sleep Duration
≥6, <8b 0.009 0.005 0.027

1.042
1.826 .068

0.0032
≥8c -0.026 0.011 -0.034 -2.312 .021

BMI
<18.5a -0.024 0.010 -0.039

1.055
-2.414 .016

0.0031
≥18.5, <25.0b 0.005 0.006 0.015 0.955 .340

Marital status

Divorce 0.005 0.013 0.005

1.203

0.364 .716

0.0029
Widow -0.021 0.006 -0.059 -3.811 <.001

Separation -0.011 0.020 -0.008 -0.541 .589

Unmarried -0.008 0.030 -0.004 -0.279 .780

Hypertension Yes -0.014 0.005 -0.042 1.046 -2.905 .004 0.0024

 =0.292, Adj.  =0.288, F=78.558, p=<.001

Table 3. Influencing factors on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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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

여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

하여 시도하였다. 

부산지역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전체 0.83점 그

리고 남자 0.87점, 여자 0.81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

구를 사용한 2012년 남녀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연구

에서 남자 0.91점, 여자 0.90점 보다는 낮게 나타났고[3] 

농촌지역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자 

0.87점과는 유사한 결과였으며 여자 0.80점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8]. 이는 연차에 따라 건강관련 삶의 질 점수가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과[11]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

이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가 많아서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날 수 있는[12]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부산

지역 노인이 생각하는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부산지역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타 지역 및 남녀 

차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원인분석을 위한 반복

연구를 통해 건강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산지역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가장 영향을 많

이 미치는 요인은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이었고 그다음으

로 우울, 스트레스, 교육수준, 기초생활수급 여부, 수면시

간, BMI, 결혼상태, 고혈압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서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보통 

혹은 좋다고 생각할 때 건강관련 삶의 질도 좋게 인지하

고 있었다.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노인의 연령

계층에 따라 분석한 연구에서도 모두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을 좋게 할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난 것

과 같은 결과였다[2,13]. 그리고 건강관련 삶의 질에 주

관적 건강상태 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

의 객관적 건강상태 즉 질병의 유무 보다 자신의 건강상

태를 어떻게 느끼는지가 건강관련 삶의 질에 중요한 요

인이기 때문이다[4].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은 생각의 개

선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상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정신건

강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

하다. 

우울 경험이 있을 때 건강관련 삶의 질을 낮게 인지하

고 있었고 이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였다[4]. 우울 경

험은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 지표인 EQ-5D의 모든 영역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14] 특히 여성 노인

에게 있어서는 건강관련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15]. 그리고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치료 및 적절

한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결국 신체기능 및 인

지기능의 저하까지도 동반될 수 있다[16].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우울의 정도를 확인하고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지원 조직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스트레스 정도는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건강관련 삶의 질을 낮게 인지하고 있었고 선행연구

에서 남녀 노인 모두 스트레스가 많을 때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난 것과 동일한 결과였다[3]. 이는 스트레

스가 많을수록 이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의욕을 상

실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점차 쇠약해지는 등 정서적인 

불안정 상태를 경험하기 때문이다[17]. 그리고 노인의 경

우 스트레스 상황에 더 많이 노출되는데 반해 스트레스

에 대한 대처능력과 자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18]. 그

러므로 노인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대

처능력 강화 프로그램 및 사회적 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교육수준에서는 중졸이상일 때 건강관련 삶의 질을 높

게 인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건

강관련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난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4]. 초등학교 졸업이하 학력과 같이 교육수준이 낮을 경

우 경제활동 및 건강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만족스럽

지 못한 결과로 인해 삶의 질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

게 된다[13]. 그러므로 초등학교 이하 노인인구의 건강관

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그에 

따른 적절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기초생활수급 여부에서는 현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일 때 건강관련 삶의 질을 낮게 인지하고 있었다. 선행연

구에서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0.75점 이었다[19].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그렇지 않을 때 보다 건강관리 부재, 부정적 정서경험, 생

활 곤란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20]. 전체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에 반해 노인 수

급자가 계속 증가 하고 있다는 것은[21]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써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의 어려움

을 파악하고 원인에 따른 지원을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면시간이 8시간 이상일 때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다

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수면시간이 수면부족 혹은 수

면과다일 경우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난 연구와

는 유사한 결과였고[22] 여성 노인에게 있어서는 과다수

면일 때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난 것과는 같은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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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노년기 연령증가에 따라 신체기능 저하, 기동성 저

하 등이 심해지면서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면시

간이 증가하게 되어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22]. 노인의 신체기능 및 기동성을 파악하여 적절

한 건강관리를 하고 수면양상 파악을 통한 양질의 수면을 

취할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BMI에서는 저체중일 때 건강관련 삶의 질을 낮게 인

지하고 있었다. 이는 저체중 그룹이 건강관련 삶의 질 하

위 영역에서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과 동일한 결과

였다[23]. 저체중은 건강문제 발생의 초기 지표가 될 수 

있으며[24]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을 낮게 하게 되는 원인

이 되어[25] 건강관련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노인인구에 대한 적정 체중유지 및 저체중 

노인 선별을 통한 체중관리를 위한 전략개발이 필요하다.

결혼상태에서는 사별한 경우 건강관련 삶의 질을 낮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기혼일 때 이혼과 사별했을 때 보

다 건강관련 삶의 질을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였

다[26]. 노인의 경우 배우자, 자녀 등 사회적 지지가 노년

의 안정된 삶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으로[27] 사별

로 인하여 자신의 삶의 대한 만족도가 낮은 노인을 대상

으로 한 사회관계망 형성을 통해 혼자 있음으로 인한 외

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고혈압이 있을 때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났으

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고혈압은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치지만 당뇨병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였다[28]. 고혈압은 심뇌혈관질환, 뇌졸중 발생에 관

여하며[29]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노인에게서 고혈압 환

자가 많았다[30]. 고로 고혈압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주어 결국엔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

이 된다. 정상 혈압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고혈압을 예방하고 조기발견 및 관리를 해

야 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보통 이상으로 생각할 때 높았고, 우

울 경험이 있을 때, 스트레스가 많을 때 낮았으며, 중학교 

졸업 이상일 때 높았다. 기초생활수급자일 때, 수면시간

이 길 때, 저체중일 때, 사별했을 때, 고혈압이 있을 때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았다.

부산지역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방안 및 우울과 스트레스를 조

기에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수준과 경제적인 요인 등은 지역사회에서 예

측이 가능한 범주로써 경제사회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복지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인

의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

인의 건강한 삶에 대해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함께 고민

한다면 노년기에 겪게 되는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벗어

나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행

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부산지역 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지

역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관리방안에 필요한 기초자료

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건

강조사 설문지를 이용한 단면조사로 표본의 대표성은 있

지만 횡단적 연구로써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에 한계가 

있다. 후속으로 지역별 차이, 남녀의 차이, 취약계층에 대

한 반복연구와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및 우울과 스트레

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확인, 건강관련 삶의 질 개선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효과검증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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