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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전, 의료서비스 접

근성 확대 등으로 기대수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 중 인구 고령화 진행속도가 가장 빠른 것

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2017년에 이미 65세 이상 고령자가 14%를 넘

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20.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

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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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고령화는 사회 · 경제 · 의료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

기한다. 특히 노인인구에서 복합만성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비

의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부양비의 증가로 

사회보장제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2,3]. 이로 인해 많은 국가에

서는 노인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하

고 있다. 이는 건강이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으

로, 객관적인 임상지표만으로 건강수준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과거 건강상태를 기대수명이나 유병률

과 같은 객관적 지표로 측정하던 것에서 최근에는 개인이 느끼는 신

체적, 정신적 상태를 반영한 주관적 건강상태 측정을 통해 건강수준

을 파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4].

주관적 건강상태는 신체적 · 생리적 · 심리적 · 사회적 측면을 포괄

하여 개인의 건강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측정이 용이하고 객관적 임상

지표와도 양의 상관성을 갖는다[5]. 또한 삶 전반에 대한 개인의 인식

을 반영할 뿐 아니라[6], 객관적 건강상태, 질병, 의료이용 상태 등 생

활상의 여러 영역으로부터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

망률에 대한 위험도를 강력하게 예측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과 신뢰

성을 주목받고 있다[7].

OECD 보건통계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

은 82.7세(평균 80.7세)로 상위국에 속한 반면,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본인의 건강상태를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29.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노인층에서 자신의 주

관적 건강상태를 낮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4], 이

는 노인층이 고령화됨에 따라 신체적, 생리적 기능이 저하되면서 다

른 연령층에 비해 질병에 이환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이유

와 더불어 국가 차원에서의 노인건강관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했

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삶의 질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2]. 노인이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낮게 판단하는 문제는 그들

의 신체적 기능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야기

되는 다양한 노인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다. 따라서 노인의 안녕과 삶의 질, 그리고 노인층의 건강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해가기 위해서라도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된 요인들을 파

악하여, 그들의 주관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개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된 요인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들은 일부 지역 또는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8,9] 또는 소수

의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들로 대표성에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10]. 이번 연구에서는 대표성 있는 자료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원

시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노인들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주관적 건강상태 관련 요인을 3가지 측면(인구사회학적 요인, 인지된 

질병요인, 건강행태 및 정신건강요인)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건강관리정책에 대한 향후 방향설정

과 노인의 건강관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  법

1. 연구자료 및 대상

이번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2016–2017

년)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

된 요인을 살펴본 단면연구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의 건강수

준, 건강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실태에 대한 국가 및 시도 단위의 대표

성 있는 통계치를 산출함으로써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1].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표본 추출 

틀은 표본설계 시점에서 가용한 가장 최근 시점의 인구주택총조사 자

료를 기본 추출 틀로 사용하였고, 공동주택공시가격 자료를 추가하

여 기본 추출 틀을 보완하고 모집단 포함률을 향상시켰다[11]. 매년 

192개의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여, 4,416개의 표본가구를 1–12월까지 

조사하고 있으며, 이동검진차량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검진 및 건

강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11]. 대상자의 동의 후 자료수집이 되었

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통계법에 근거하여 조사자료에서 개인을 추

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된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다[11].

이번 연구의 대상자는 질병관리본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을 받아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제7기 1차연도(2016년) 8,150명

과 2차연도(2017년) 8,127명을 합한 총 16,277명 중 만 65세 이상 인구 

3,30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주관적 건강상태(271

명), 경제활동상태(45명), 교육수준(3명), 가구소득(17명), 흡연(16

명),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26명), 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6명), 

주중 하루 평균 수면시간(15명) 등 주요 변수 결측 사례(399명)를 제

외한 2,904명으로 선정하였다.

2. 주요 변수

1) 종속변수: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subjective health status)는 “평소에 귀하의 건강



58 https://kshpa.jams.or.kr/co/main/jmMain.kci

Han SH, et al ∙ A Study of Factors Related to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Elderly Population in Korea

Health Policy Manag 2021;31(1):56-64

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한 내용을 점수화

하여 측정하였다(5점 척도: 매우 좋음=5점, 좋음=4점, 보통=3점, 나

쁨=2점, 매우 나쁨=1점). 모든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1-5

점 사이의 값으로 측정되었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점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2) 독립변수

(1)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socio-demographic factors)은 성별, 연령, 거주

지역, 경제활동상태, 교육수준, 가구소득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성별

은 남녀로, 연령은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으로 구분하

였다. 거주지역은 동(洞)이라고 응답 시 ‘도시’지역 거주로, 읍(邑) · 면

(面)으로 응답 시 ‘농촌’지역 거주로 간주하였다. 경제활동상태 문항

에서 예(취업자)는 ‘유직(有職)’으로, 아니오(실업자, 비경제활동인

구)는 ‘무직(無職)’으로 간주하였고, 교육수준은 졸업 여부를 기준으

로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가구소득은 월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계산한 월평균 가구균등

화소득을 산출하여 하, 중하, 중상, 상의 4분위로 구분하였다.

(2) 인지된 질병요인

인지된 질병요인(perceived disease factors)은 고혈압, 당뇨병, 관절

염 등의 경증 만성질환과 뇌졸중,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

부암, 폐암, 갑상선암, 기타암1, 기타암2 등의 중증 만성질환의 현재 

유병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때 암은 9개의 변수를 하나로 합하여 ‘암’

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였다. 이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뇌졸중, 암 등의 5개 질환을 변수로 포함시켰다. 이때 현재 질병이 있

으면 ‘있음’으로, 없으면 ‘없음’으로 간주하였고, 비해당(의사 진단 받

지 않음)과 그 외 결측값은 모두 ‘없음’으로 간주하였다.

(3) 건강행태 및 정신건강요인

건강행태 및 정신건강 요인(health behavior and mental health 

factors)은 흡연, 음주, 유산소 신체활동, 우울증, 스트레스, 수면시간

을 살펴보았다. 흡연 여부는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하여 매일 피움, 가끔 피움,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에 

응답한 경우 ‘흡연’으로 포함시키고, 비해당(피운 적 없음)에 응답한 

경우 ‘비흡연’으로 간주하였다. 음주 여부는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비해당(술을 마셔 본 적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비음주’로, 

월 1회 미만, 월 1회 정도, 월 2–4회, 주 2–3회 정도, 주 4회 이상의 경우

를 ‘음주’로 간주하였다.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 여부는 일주일에 중강

도 신체활동(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1시간 15분 이

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

간을 실시하는 경우(고강도 1분=중강도 2분)를 ‘실천’으로 그 반대의 

경우를 ‘미실천’으로 구분하였다.

우울증 여부는 의사로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경우는 ‘있음’으로, 

없는 경우는 ‘없음’으로 간주하였으며, 그 외 결측값은 모두 ‘없음’으

로 간주하였다. 스트레스 여부는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

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낌, 많이 느낌, 대단히 많이 느낌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

다. 수면시간은 주중 하루 평균 수면시간을 사용하였다. 연구에 따라 

바람직한 수면시간 기준을 7시간, 7–8시간, 6–8시간 등 다양하게 정의

하고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수면시간을 Jeon과 Song [12]

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수면시간에 따라 6시간 미만(저수면군), 6–8

시간(적정수면군), 9시간 이상(고수면군)으로 구분하였다.

3. 분석방법

이번 연구의 분석자료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표본설계는 단순임

의표본설계가 아닌 2단계 층화집락표본설계를 이용하여 추출되었기 

때문에,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ing design) 정보를 반영하여 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표본 자료로부터 산출된 결과가 추정치의 대

표성 및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층화변수, 집락변수, 가중치를 복합

표본 설계요소로 지정하였다. 또한 제7기 내 1, 2차연도 자료를 통합

하여 분석하기 위해 기존 가중치에 연도별 조사구 수 분율을 곱한 기

수 내 통합 가중치를 산출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1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인지된 질병, 건강행태 및 정신건강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인구사회학적, 인지

된 질병, 건강행태 및 정신건강 특성별 주관적 건강수준의 차이를 살

펴보기 위해 T-test와 analysis of variance를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IBM SPSS ver. 25.0 (IBM Corp., Armonk, 

NY, USA)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Table 1), 남성에 비해 여성

(57.2%)의 분율이 높았고, 연령은 65–69세 33.7%, 70–74세 26.0%, 75–
79세 24.2%, 80세 이상 16.2%로 분포하고 있었다. 거주지역은 도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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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거주(76.2%)의 분율이 높았고, 경제활동상태는 무직(68.4%)의 분

율이 높았다.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58.4%)의 분율이 가장 높았고 고

졸, 중졸, 대졸 순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가구소득은 소득수준 하

(46.8%)가 가장 높은 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53.2%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고, 당뇨병 22.0%, 관절염 29.7%, 뇌졸중 4.6%, 

암 3.7%가 해당 질병을 앓고 있었다. 비흡연(62.7%)과 음주(50.2%) 그

리고 유산소 신체활동 미실천(67.5%)의 분율이 높았으며, 우울증 없

음(93.1%)과 스트레스 조금 느낌(49.4%) 그리고 6–8시간 수면

(67.4%)에서 가장 높은 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2.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주관적 건강수준의 차이

전체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균 2.83점으로 보통 수준

인 3점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Table 2). 연구대상자 특

성별로 주관적 건강수준을 비교해 보면, 여성(2.67±0.03)보다 남성

(3.05±0.03)의 주관적 건강수준이 높았다(p<0.001). 거주지역에 따른 

주관적 건강수준을 살펴보면, 농촌지역 거주자(2.71±0.04)보다 도시

지역 거주자(2.87±0.03)의 주관적 건강수준이 높았고(p=0.002) 경제

활동상태에서는 무직자(2.77±0.03)보다 유직자(2.97±0.04)의 주관적 

건강수준이 높았다(p<0.001). 교육과 가구소득의 수준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이 높았다(p<0.001). 모든 만성질환에서 질병이 있

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의 주관적 건강수준이 높았다(p<0.001). 비흡

연자(2.76±0.03)보다 흡연자(2.95±0.03)의 주관적 건강수준이 높았

고(p<0.001), 비음주자(2.70±0.03)보다 음주자(2.96±0.03)의 주관적 

건강수준이 높았으며(p<0.001), 유산소 신체활동 미실천자

(2.74±0.03)보다 실천자(3.02±0.03)의 주관적 건강수준이 높았다

(p<0.001). 우울증이 있는 사람(2.30±0.06)보다 없는 사람(2.87±0.02)

의 주관적 건강수준이 높았고, 스트레스를 적게 느낄수록 주관적 건강

수준이 높았다(p<0.001). 수면시간은 6–8시간(2.87±0.02) 수면을 취하

는 사람의 주관적 건강수준이 가장 높았고, 9시간 이상(2.72±0.05) 수

면을 취하는 사람의 주관적 건강수준이 가장 낮았다(p=0.026).

3.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관련 요인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사회

학적 요인, 인지된 질병요인, 건강행태 및 정신건강요인을 독립변수

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3).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β=0.144, p=0.011)

이 ‘농촌지역 거주자’에 비해 ‘도시지역 거주자’(β=0.107, p=0.015)가 

그리고 ‘무직자’에 비해 ‘유직자’(β=0.139, p=0.001)의 주관적 건강상

태가 높았다.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에 비해 ‘중졸’(β=0.109, 

p=0.041), ‘고졸’(β=0.191, p<0.001), ‘대졸 이상’(β=0.322, p<0.001)으

로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았고, 가구소득은 소득수

준 ‘하’에 비해 ‘중하’(β=0.098, p=0.037), ‘중상’(β=0.235, p<0.001), 

Characteristic Category Value
Total 2,904 (100.0)
Sex Male 1,276 (42.8)

Female 1,628 (57.2)
Age (yr) 65–69 967 (33.7)

70–74 796 (26.0)
75–79 675 (24.2)
≥80 466 (16.2)

Residence Urban 2,101 (76.2)
Rural 803 (23.8)

Economic activity status Employed 952 (31.6)
Unemployed 1,952 (68.4)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723 (58.4)
Middle school 411 (14.5)
High school 478 (16.1)
≥College 292 (10.9)

Household income Low 1,382 (46.8)
Middle–low 809 (27.1)
Middle–high 417 (14.9)
High 296 (11.2)

Hypertension No 1,355 (46.8)
Yes 1,549 (53.2)

Diabetes No 2,263 (78.0)
Yes 641 (22.0)

Arthritis No 2,045 (70.3)
Yes 859 (29.7)

Stroke No 2,774 (95.4)
Yes 130 (4.6)

Cancer No 2,796 (96.3)
Yes 108 (3.7)

Smoking No 1,791 (62.7)
Yes 1,113 (37.3)

Drinking No 1,449 (49.8)
Yes 1,455 (50.2)

Aerobic physical activity No 1,986 (67.5)
Yes 918 (32.5)

Depression No 2,702 (93.1)
Yes 202 (6.9)

Stress Rarely 884 (31.0)
A little 1,443 (49.4)
Much 451 (15.4)
Extremely 126 (4.3)

Sleep duration (hr) <6 437 (15.8)
6–8 1,974 (67.4)
≥9 493 (16.8)

Values are presented as unweighted number (weighted %).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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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β=0.226, p<0.001)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

았다. 인지된 질병요인에서는 5가지 주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뇌졸중, 암) 모두에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았다. 건강행태요인에서는 

‘흡연자’에 비해 ‘비흡연자’(β=0.146, p=0.009)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았고, ‘비음주자’에 비해 ‘음주자’(β=0.111, p=0.003) 그리고 유산소 

Characteristic Category No. of subjects* Mean±SD† t-value or F p-value

Total 2,904 2.83±0.02
Sex Male 1,276 3.05±0.03 9.684 <0.001

Female 1,628 2.67±0.03
Age (yr) 65–69 967 2.89±0.04 1.579 0.194

70–74 796 2.82±0.04
75–79 675 2.77±0.04
≥80 466 2.81±0.05

Residence Urban 2,101 2.87±0.03 3.108 0.002
Rural 803 2.71±0.04

Economic activity status Employed 952 2.97±0.04 4.352 <0.001
Unemployed 1,952 2.77±0.03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723 2.67±0.03 45.763 <0.001
Middle school 411 2.88±0.06
High school 478 3.07±0.04
≥College 292 3.30±0.06

Household income Low 1,382 2.65±0.03 41.520 <0.001
Middle-low 809 2.89±0.04
Middle-high 417 3.05±0.05
High 296 3.18±0.05

Hypertension No 1,355 2.94±0.03 4.677 <0.001
Yes 1,549 2.74±0.03

Diabetes No 2,263 2.91±0.02 7.136 <0.001
Yes 641 2.57±0.04

Arthritis No 2,045 2.98±0.03 11.511 <0.001
Yes 859 2.47±0.04

Stroke No 2,774 2.85±0.02 5.483 <0.001
Yes 130 2.37±0.08

Cancer No 2,796 2.85±0.02 4.230 <0.001
Yes 108 2.39±0.11

Smoking No 1,791 2.76±0.03 -4.632 <0.001
Yes 1,113 2.95±0.03

Drinking No 1,449 2.70±0.03 -6.044 <0.001
Yes 1,455 2.96±0.03

Aerobic physical activity No 1,986 2.74±0.03 -7.568 <0.001
Yes 918 3.02±0.03

Depression No 2,702 2.87±0.02 8.390 <0.001
Yes 202 2.30±0.06

Stress Rarely 884 3.11±0.04 58.930 <0.001
A little 1,443 2.85±0.03
Much 451 2.42±0.05
Extremely 126 2.11±0.10

Sleep duration (hr) <6 437 2.81±0.06 3.689 0.026
6–8 1,974 2.87±0.02
≥9 493 2.72±0.05

SD, standard deviation.
*Unweighted value. †Weighted value.

Table 2. Differences in subjective health statu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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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미실천자’에 비해 ‘실천자’(β=0.150, p<0.001)의 주관적 건

강상태가 높았다. 정신건강요인에서는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 비해 

‘없는 사람’(β=0.286, p<0.001)이 그리고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

끼는 사람’에 비해 ‘거의 느끼지 않는 사람’(β=0.837, p<0.001), ‘조금 

느끼는 사람’(β=0.508, p<0.001), ‘많이 느끼는 사람’(β=0.226, 

p=0.019)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았다.

Characteristic Category β t-value p-value
Socio-demographic factors

Sex Female
Male 0.144 2.569 0.011

Age (yr) 65–69
70–74 0.062 1.207 0.228
75–79 0.068 1.260 0.208
≥80 0.066 1.120 0.264

Residence Rural
Urban 0.107 2.447 0.015

Economic activity status Unemployed
Employed 0.139 3.220 0.001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0.109 2.055 0.041
High school 0.191 3.724 <0.001
≥College 0.322 4.695 <0.001

Household income Low
Middle-low 0.098 2.092 0.037
Middle-high 0.235 4.164 <0.001
High 0.226 4.116 <0.001

Perceived disease factors
Hypertension Yes

No 0.128 3.466 0.001
Diabetes Yes

No 0.242 5.587 <0.001
Arthritis Yes

No 0.339 8.052 <0.001
Stroke Yes

No 0.320 3.972 <0.001
Cancer Yes

No 0.476 4.837 <0.001
Health behavior and mental health factors

Smoking Yes
No 0.146 2.631 0.009

Drinking No
Yes 0.111 2.968 0.003

Aerobic physical activity No
Yes 0.150 4.395 <0.001

Depression Yes
No 0.286 3.819 <0.001

Stress Extremely
Rarely 0.837 9.004 <0.001
A little 0.508 5.517 <0.001
Much 0.226 2.363 0.019

Sleep duration (hr) ≥9
<6 0.101 1.577 0.116
6–8 0.070 1.493 0.136

R2=0.236.

Table 3. Factors related to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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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국제기구에서는 국가 간 건강수준을 비교하는 지표로 기대수명과 

주관적 건강상태를 함께 살펴보고 있다[13]. 우리나라의 건강수준은 

기대수명 측면에서 OECD 선진국과 견주어 상위국에 속하지만, 실제 

자신의 건강상태는 낮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이는 우리나

라보다 기대수명이 4년 낮지만 3배 가까이 높은 주관적 건강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으로[13], 우리나

라의 주관적 건강수준이 객관적 건강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인층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제는 지난 10여 년간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4,14].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층에서 높은 기대수명에

도 불구하고 주관적 건강상태를 낮게 판단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기초연구로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

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제7기, 2016–2017년)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

련된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거주지역, 경제활동상태, 교육

수준, 가구소득), 인지된 질병요인(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뇌졸중, 

암), 건강행태요인(흡연, 음주, 유산소 신체활동) 및 정신건강요인(우

울증, 스트레스)임을 알 수 있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성별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의 주관적 건강

상태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내용

으로[15-18], 우리나라는 남녀 간 주관적 건강상태의 성차가 특히 크

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 국내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를 다음

의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남녀가 처한 사회적 여건이 다른 

탓에 건강에 대해서 남녀가 달리 반응한다는 점이다[16]. 우리나라 노

인세대의 경우, 지금의 젊은 세대와는 다르게 성 역할의 구분이 뚜렷

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다. 여성은 대부분 자녀양육 

등의 가사 일을 담당하였고, 남성은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졌는데, 이

러한 역할상의 차이는 성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에 차이를 

가져왔을 것이다. 또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

육 및 소득 등 사회경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어, 결과적으

로 남녀에게 주어진 사회적 여건의 차이가 남녀 간 자신의 건강을 다

르게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16]. 외국의 경우에도 

헝가리,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대부분 가부장적인 문화가 우세한 국

가에서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호주, 뉴질랜드, 핀란드 등 세계

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국가에서는 여성의 주관적 건강상

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 둘째는 여성이 남성에 비

해 사회심리적인 측면에서 노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며

[17], 셋째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신체증상을 가지고 있어 질병

이나 손상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점이다[18].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여성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이유

는 여성 고유의 특성 때문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포

함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역의 경우, 농촌지역 거주자보다 도시지역 거주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보고되고 있다[14,19]. 이는 도시가 농촌에 비해 의료서비스를 이용

하기 쉽고,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언제든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안정감을 주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Ahn 등[20]의 선행연

구에서는 농촌의 경우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한으로 인한 유병률과 사

망률이 높고 의료서비스의 객관적인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치료 가능 

사망률 또한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며, Kim [21]은 이러한 

의료서비스 이용 면에서의 차이가 도농 간 주관적 건강상태의 불평등

을 심화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경제활동상태의 경우, 무직자에 비해 유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3,14], 노인들에게 있어 직

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노인임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안정감과 

아직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되어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했기 때문으

로 추측된다. 선행논문에서도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경제적 

능력, 사회적 교류, 자아 정체성의 확립과 관련되어 건강에 긍정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4]. 그러나 노인들의 자발적

인 경제활동 참여와 경제적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을 해

야만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 유무가 노인의 주

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후 

경제적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적인 연구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았다. 일

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 관련 지식의 정보력이 높고 건강 문

해력(health literacy)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반대의 경우보다 자신의 

건강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크다[22]. 한편, Andersson 등

[23]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건강문맹률이 높아 

건강행위 실천이 낮다고 한다. 따라서 대다수가 저학년에 분포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있어 교육수준은 그들의 주관적 건강상

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았

다. 일정 수준의 소득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자

원이 풍부하다는 것으로 질병에 걸렸을 때는 물론이고 예방적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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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 가능하게 한다. 또한 소득은 건강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양질의 식품, 운동, 의료서비스 이용 등 

건강에 유익한 구매와 연관되어 자신의 건강을 판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24].

인지된 질병요인의 경우, 고혈압 · 당뇨병 · 관절염 · 뇌졸중 · 암이 

없는 사람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았다. 이는 질병 중에서도 주요 만

성질환은 신체적 기능제한을 초래해 자신의 건강을 부정적으로 인식

하게 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25]. 각종 선행연

구에 따르면, 만성질환은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요구되며, 적절한 

치료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한 만성질환은 평소 생활습관과 연관되어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노인들에게 있어 생활습관은 오랫동안 체

화되어 쉽게 바꾸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그 원인을 개인 차원에서

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해야 한다[15]. 이와 같은 이유에서 평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

는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건강행태요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고 있는 사

람이 주관적 건강상태 또한 높은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흡연은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상대적

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낮게 판단했으나[26], 음주는 반대로 비음주

자에 비해 가벼운 음주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건강상태를 양

호하게 생각하고 있었다[27]. 이는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음주가 오히려 음주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여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게 판단하도록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건강위험인식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는 흡연과 달리 음주의 위험

인식은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유산소 신체

활동의 경우, 미실천자보다 실천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았다. 선

행연구에 따르면, 신체활동을 하는 노인이 자기 평가적 차원의 주관

적 건강상태를 좋게 생각한다고 보고되고 있다[2]. 이는 급격한 노화

현상으로 신체상의 장애 및 급격한 생활상의 변화를 겪는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능 여부가 자신의 건강을 판단하는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

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노인들에게 있어 신체능력의 쇠퇴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노인들의 신체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기능 향상을 위한 중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요인의 경우, 우울증이 없고 스트레스를 적게 느낄수록 주

관적 건강상태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노년기에 겪는 상실감이

나 소외감이 노인의 정서에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우울증을 초래하여 

자기 평가적 차원의 건강상태를 좋지 않게 인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8]. 선행연구에서도 노인의 정신건강이 주관적 건강인식과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8].

이번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된 모든 

요인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는 것과 중 · 장기적으로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노

년기에 고립되지 않고 타인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사회적 통합성

을 유지하는 것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되고 있는 

점에서, 추후 모임 혹은 단체활동 유무 그리고 가족지지, 자녀세대와

의 관계와 같은 변수를 분석에 포함시킨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 또한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중 ·

장기적인 자료를 이용한 추가 분석도 요구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대표성 있는 자료인 국민건

강영양조사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주관적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그들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된 요인을 

다양한 측면(인구사회학적 요인, 인지된 질병요인, 건강행태 및 정신

건강요인)에서 살펴본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다양한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었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무직자, 저학력자, 저소득

자) 노인, 만성질환이나 우울증이 있는 노인, 흡연과 신체활동 부족과 

같은 안 좋은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는 노인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아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낮은 사회경제

적 수준이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

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측면의 접근성 향상

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 고용기회의 확대나 

복지정책의 강화 등의 노력이 함께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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