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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As the world population ages, it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to understand how various factors 
interact to contribute to older adults’ quality of lif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that influence 
quality of life among women aged 75 years and above. Methods: The data were generated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Ⅷ Year 1, 2019). This secondary analysis included 417 women 
aged 75 or older.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everal survey variables (socio-economic status, health habits, 
EuroQol-5D, etc.). The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a general linear regression based on a complex sample 
design, and a decision tree analysis.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ocio-economic status, 
health status and habits between participants who live in urban areas and those in rural areas. Data analysis 
determined that participants in rural areas had a significantly better quality of life (p=.034) than those in urban areas. 
The complex characteristics differed between residents in the different areas. Conclusion: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area in which older women live is an essential factor in accounting for health disparities, providing evidence 
for developing strategies to improve quality of life considering residenti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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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고령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1]. 우리나

라도 200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된 이후, 2020년에는 노인인구

의 비율이 15%를 넘어섰고, 2030년에는 25%까지 증가할 것

으로 예측하고 있다[2]. 고령화는 인구의 구조적 변화뿐 아니

라[3] 기대수명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보건의료요구를 증가

시키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4]. 이에 세계보

건기구에서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 고령화를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다[5,6]. 노인은 노화과정에서 질병의 

수가 증가할 뿐 만 아니라 고유한 특성을 가지며 다양한 기능

적 감소를 보인다[7]. 그 중에서도 후기 노인은 배우자 및 주변 

사람들의 사망, 경제력 저하, 생활환경 축소 및 건강상태의 저

하로 전기 노인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8].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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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jian-Tilaki 등의 연구[5]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기대수명이 

길고 비슷한 연령의 남성보다 기능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고, Bilgili와 Arpaci [1]는 여성의 삶의 질이 여러 측면에

서의 남성에 비해 취약하다고 하 다. 따라서 성별 및 생애주

기 단계에 따른 적절한 건강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후기 

여성노인의 건강한 삶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삶의 질은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다루어지는 주요 관심사

로 노화의 핵심요소이다[9]. Ferreira 등의 연구[10]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여성은 남성보다 신체적, 정신적 역의 건강 관

련 삶의 질이 더 낮다. 건강 관련 삶의 질은 기능과 웰빙의 신체

적, 심리적, 사회적 역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개

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중요한 결과이며[11], 

건강과 질병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에서 의료 지표만큼 중요

한 구성요소이다[6]. 또한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정책에 대한 

불평등을 확인하고 우선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어서[12] 국가의 의료 발전을 위해 평가되어야 할 필수 사

항이 되고 있다[13]. 이러한 이유로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

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주로 취약 인구집단을 대상으

로[6,14] 삶의 질과 개인의 건강행위(신체활동, 흡연, 음주 

등)[9,10], 건강상태[1,9,10], 사회경제적 상태[1,10], 거주환경

[1,15], 사회적 지지 및 관계[10], 우울한 감정[16], 자아존중감

[16], 자기효능감[1] 등과의 관련을 보고하거나 중재 프로그램 

적용 후 효과를 확인하 다[14]. 

한국의 Health Plan 2030[17]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보편적인 건강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성, 계층, 지역 간 건강 형평성 제고를 총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성별 분리지표를 설정하고, 소득 및 지

역 등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따른 격차 감소를 고려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단계에 따른 건강 정책이 투입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년기는 특히 누적되어 온 기

회와 자원, 그리고 경험의 차이로 건강불평등이 극대화되므로 

후기 여성노인의 심리적 측면과 건강상태를 포함하는 포괄적

이고 고차원적 개념인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

은 의미가 있다[17]. 

한편, 노인의 삶의 질은 도시와 농촌과 같은 거주환경에 따

라 관련된 특성이 다르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 

제공 및 간호중재 개발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 다[16]. 노인들의 삶의 질은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만 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10] 사람 중심의 개

별적 맞춤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

들과 함께 관련 요인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구체

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득계층 간 또

는 지역 간 건강격차는 적절한 개입이 없다면 심화될 전망이어

서 건강불평등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양상과 

원인 파악은 미흡한 실정이다[15]. 따라서 후기 여성노인의 삶

의 질에서 지역 간 격차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18], 거주 지

역별로 삶의 질 점수가 특히 낮은 취약군의 특성을 확인함으

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접근 전략의 근거를 마련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 관련 요

인을 파악하고, 두개 이상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사용하여 거주 지역별로 삶의 질이 

특히 낮은 취약군의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한국 후기 여성노인

의 삶의 질 향상전략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한국 후기 여성노인의 거주 지역별 사회경제적 특성, 건

강행태, 질병특성 및 삶의 질을 파악한다.

 한국 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 관련 요인을 확인한다.

 한국 후기 여성노인의 거주 지역별 삶의 질 취약군 특성

을 규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 관련 요인과 거주 지역별 취약군의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한 이차자료분석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후기 여성노인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Sung 등의 연구[19]를 근거로 75세 이상을 후기 노인으

로 정의하고, 국민건강 양조사 8기 1차년도(2019)에 참여한 

75세 이상 여성노인 417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 다. 국

민건강 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 및 통계법 제17조

에 근거하여 국민의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 식품 및 양섭취실

태, 만성질환 유병현황 등을 확인하는 법정조사로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며(2018-01-03-C-A),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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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강수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강증진과 질병예방뿐만 아

니라 새로운 건강정책 개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

양한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한국에 거

주하는 만 1세 이상이고, 표본은 조사구 및 가구를 1 ․ 2차로 추

출하는 2단계 층화집락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여 추출한다. 

국민건강 양조사의 원시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을 준수하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는 자료로 제공되며, 국민

건강 양조사 홈페이지[20]에서 자료활용의 목적을 밝히고 

승인을 받은 후 제공받을 수 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 양조사의 건강설문조사, 검진조

사, 양조사 항목의 문항들을 활용하 으며, 각 문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국민건강 양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주 지역은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 으며, 국민건강 양

조사 원시자료의 분류에 따라 ‘동’을 도시 지역, ‘읍 ․ 면’을 농

촌 지역으로 정의하 다. 사회경제적 특성은 교육수준, 경제

활동, 개인 소득분위, 배우자 유무, 동거가족, 식생활 형편, 주

택형태, 가구 소득분위 문항을 포함하 다. 교육수준은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 다. 경제활동은 최근 일주

일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18시간 이상 

무급가족 종사자로 일한 적이 없는 경우 ‘무’와 있는 경우 ‘유’

로 구분하 다. 개인 및 가구의 소득분위는 원시자료의 4분위 

기준을 사용하여 하, 중하, 중상, 상으로 구분하 다. 배우자

는 결혼상태 문항을 활용하여 배우자 없는 경우(사별, 이혼) 

‘무’와 있는 경우 ‘유’로 구분하 다. 동거가족은 동일세대에 

동거하고 있는 사람의 수를 조사한 문항을 활용하여 동거가

족 없는 경우 ‘무’와 있는 경우 ‘유’로 구분하 다. 식생활 형

편은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 ‘불충분’과 먹는 

경우 ‘충분’으로 구분하 다. 주택형태는 현재 살고 있는 집

의 형태를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 주택, 기타로 

구분하 다.

건강행태 및 질병특성은 흡연, 음주, 유산소신체활동, 주중 

및 주말 수면시간, 고혈압, 당뇨병, 비만, 관절염, 활동제한, 우

울감, 주관적 건강감, 의료경험, 건강검진 수진여부 문항을 포

함하 다. 흡연은 현재 담배를 피우는 않는 경우 ‘무’와 피우는 

경우 ‘유’로 구분하 다. 음주는 평생 동안 술을 마셔본 적이 

없는 경우 ‘무’와 있는 경우 ‘유’로 구분하 다. 유산소신체활

동은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

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

동을 섞어서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 

‘무’와 실천하는 경우 ‘유’로 구분하 다. 주중 및 주말 수면시

간은 미국수면재단[21]의 노인 수면지침을 기준으로 7~8시간

(권장), 5~6시간 또는 9시간 이하(적당), 5시간 미만 또는 9시

간 초과(부적당)로 구분하 다. 

고혈압은 정상(고혈압과 고혈압 전 단계가 아니고, 수축기 

혈압이 120 mmHg 미만이고, 이완기 혈압이 80 mmHg 미만

인 경우), 고혈압 전 단계(고혈압이 아니고, 수축기 혈압이 120 

mmHg 이상, 140 mmHg 미만이고, 이완기 혈압이 80 mmHg 

이상, 90 mmHg 미만인 경우),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0 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 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한 경우)으로 구분하 다. 당뇨병은 정상(당뇨병과 당뇨

병 전 단계가 아니고, 공복혈당이 100 mg/dL 미만, 또는 당화

혈색소가 5.7% 미만인 경우), 당뇨병 전 단계(당뇨병이 아니

고, 공복혈당이 100~125 mg/dL, 또는 당화혈색소가 5.7% 이

상 6.4% 이하인 경우), 당뇨병(공복혈당이 126 mg/dL 이상,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거나, 당화혈색소 6.5% 이상인 경우)으로 구분하 다. 

비만은 저체중(체질량지수 18.5 kg/m2 미만), 정상(체질량지

수 18.5 kg/m2 이상, 23 kg/m2 미만), 비만 전 단계(체질량지

수 23 kg/m2 이상, 25 kg/m2 미만인 사람), 비만(체질량지수 

25 kg/m2 이상)으로 구분하 다. 관절염은 의사로부터 관절

염(골관절염 또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진단받지 않은 경우 

‘무’와 받은 경우 ‘유’로 구분하 다. 활동제한은 현재 건강상

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무’와 받고 있는 경우 ‘유’로 구분

하 다. 우울감은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

활에 지장이 있는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없

는 경우 ‘무’와 있는 경우 ‘유’로 구분하 다. 주관적 건강감은 

자신의 건강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쁨(나쁨, 매우 

나쁨), 보통, 좋음(매우 좋음, 좋음)으로 구분하 다.

의료경험은 만족과 불만족으로 구분하 으며, 최근 1년 동

안 본인이 치과를 제외한 병/의원에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 을 때 미충족 의료경험이 없는 경우를 ‘만족’, 미충족 

의료경험이 있는 경우를 ‘불만족’으로 하 다. 건강검진 수진

여부는 최근 2년 동안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무’와 있는 경우 ‘유’로 구분하 다. 

삶의 질은 EuroQOL-5D index를 사용하여 운동능력, 자기

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 5개 역의 건강상태

를 조사한 문항을 포함하 다. 국민건강 양조사의 EQ-5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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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by Residential Area (N=417)

Variables Categories
Urban (n=279) Rural (n=138)

Fa (p)
n (%) n (%)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or over

172 (71.8)
 28 (12.6)
 22 (12.1)
 9 (3.5)

107 (93.7)
 1 (0.8)
 4 (3.9)
 2 (1.6)

 7.25 (＜.001)

Employment No
Yes

182 (77.0)
 49 (23.0)

 88 (73.6)
 26 (26.4)

 0.21 (.651)

Income quintile
(personal)

Low
Middle low
Middle high
High

 48 (17.5)
 65 (21.0)
 79 (27.6)
 82 (33.9)

 52 (38.0)
 37 (28.5)
 27 (20.8)
 17 (12.8)

 6.86 (＜.001)

Spouse No
Yes

188 (66.1)
 85 (33.9)

 87 (63.5)
 48 (36.5)

 0.22 (.641)

Living with family No
Yes

116 (33.6)
160 (66.4)

 67 (44.4)
 70 (55.6)

 3.05 (.083)

Eating Not enough
Enough

 32 (11.4)
228 (88.6)

 5 (3.8)
121 (96.2)

 5.78 (.018)

House type House
Apartment
Detached house/tenement house
Others

107 (39.5)
124 (44.3)
 45 (16.2)
 0 (0.0)

123 (89.2)
 6 (3.4)
 7 (6.3)
 1 (1.1)

18.79 (＜.001)

Income quintile
(house)

Low
Middle low
Middle high
High

164 (56.4)
 66 (25.7)
 26 (12.2)
18 (5.7)

105 (77.8)
 17 (13.5)
 9 (7.0)
 2 (1.7)

 4.51 (.009)

N:unweighted; %: weighted; Fa: Adjusted F; Fa=a difference between older women in urban and rural.

EuroQOL Group의 승인을 받아 조사되었으며[20], 5개 문항

에 모두 전혀 지장 없음(1점)으로 응답한 1점은 삶의 질이 높

음을 의미한다[22]. 삶의 질 점수의 가중치 계산 공식은 다음

과 같다. 

h=0.05+0.096(M2)+0.418(M3)+0.046(SC2)+0.136(SC3) 

+0.051(UA2)+0.208(UA3)+0.037(PD2)+0.151(PD3) 

+0.043(AD2)+0.158(AD3)+0.05(N3)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복합표본방법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가중치변수, 층화변수, 집락변수를 고려한 복합표본 

통계분석을 하 다. 분석 프로그램은 SPSS/WIN 25.0 프로

그램을 사용하 으며,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5로 하 다. 

대상자의 거주 지역별 사회경제적 특성과 건강행태 및 건강수

준, 그리고 삶의 질은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오차를 구

하 고, 삶의 질에 대한 관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선형회귀

분석을 시행하 다. 도시 지역 거주자와 농촌 지역 거주자 각

각의 삶의 질 취약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중치를 적용하여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하고, 노드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

다. 나무의 성장방법은 CRT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를 적용하여 노드 내 동질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

다[23].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의 최소 크기는 각각 2%와 1%

로 하 고, 모형의 최대 분할 수준은 5로 하 다. 10-fold 교차

타당성 평가를 통해 모형의 안정성을 확인하 으며, 각각의 

위험추정치 값이 0.02로 나타나 모형의 안정성이 보장되었다. 

연 구 결 과

1. 후기 여성노인의 거주 지역별 사회경제적 특성

후기 여성노인의 거주 지역별 사회경제적 특성과 이를 비

교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도시 지역 거주자의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가 71.8% 고, 77.0%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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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의 소득분위는 61.5%가 중상 이상이었고, 66.1%가 현

재 배우자가 없었다. 66.4%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고, 88.6%

가 지난 1년간 식생활 섭취에 대한 형편이 충분하 다고 응답

하 다. 44.3%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82.1%가 가구의 소득

분위가 중하 이하 다. 농촌 지역 거주자의 교육수준은 초졸 이

하가 93.7% 고, 73.6%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다. 개인

의 소득분위는 66.5%가 중하 이하 고, 63.5%가 현재 배우자

가 없었다. 55.6%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고, 96.2%가 지난 

1년간 식생활 섭취에 대한 형편이 충분하 다고 응답하 다. 

89.2%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고, 91.3%가 가구의 소득분위

가 중하 이하 다.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거주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교육수준(p<.001)과 소득분위(개인; p<.001, 가구; p=.009)

는 도시 지역 거주자가 더 높았고, 음식을 충분하게 섭취하

다고 응답한 비율은 농촌 지역 거주자가 더 많았다(p=.018). 

도시 지역 거주자의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가장 많았고, 농촌 

지역 거주자의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이 가장 많았다(p<.001).

2. 후기 여성노인의 거주 지역별 건강행태, 질병특성 및 

삶의 질

후기 여성노인의 거주 지역별 건강행태, 질병특성 및 삶의 

질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도시 지역 거주자는 2.1%

가 현재 흡연을 하고 있었고, 51.8%가 음주 경험이 있었다. 

30.5%가 유산소 신체활동을 하고 있었고, 86.0%가 주중 그리

고 87.1%가 주말에 권장 또는 적정 수준의 수면을 하고 있었

다. 75.7%가 고혈압이었고, 45.9%가 당뇨 전 단계 다. 59.9%

가 비만 전 단계 또는 비만이었고, 57.4%가 관절염 진단을 받

았으며, 13.6%가 활동제한이 있었다. 15.9%가 우울감이 있었

고, 54.6%가 주관적 건강감이 보통이라고 응답하 다. 12.0%

가 불만족한 의료경험이 있었고, 62.3%가 건강검진을 하 다

고 응답하 으며, 삶의 질은 0.84±0.01점이었다. 농촌 지역 거

주자는 1.1%가 현재 흡연을 하고 있었고, 47.2%가 음주 경험

이 있었다. 9.5%가 유산소 신체활동을 하고 있었고, 75.4%가 

주중 그리고 77.2%가 주말에 권장 또는 적정 수준의 수면을 

하고 있었다. 70.2%가 고혈압이었고, 56.1%가 당뇨 전 단계

다. 62.0%가 비만 전 단계 또는 비만이었고, 43.1%가 관절염 

진단을 받았으며, 25.3%가 활동제한이 있었다. 18.5%가 우울

감이 있었고, 55.1%가 주관적 건강감이 보통이라고 응답하

다. 11.7%가 불만족한 의료경험이 있었고, 61.1%가 건강검진

을 하 다고 응답하 으며, 삶의 질은 0.84±0.01점이었다. 

대상자의 건강행태 및 건강수준, 삶의 질을 거주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유산소 신체활동(p<.001), 권장 또는 적정한 수

면(주중; p=.005, 주말; p=.008), 관절염 진단(p=.022)은 도시 

지역 거주자가 더 많았고, 활동제한은 농촌 지역 거주자가 더 

많았으며(p=.021), 삶의 질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 관련 요인

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 관련 요인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 결과, 혈압이 정상인 경우에 비해 고혈압인 경

우 삶의 질이 더 낮았고(β=-.04, p=.048), 혈당이 정상인 경우

에 비해 당뇨 전 단계인 경우(β=-.05, p=.019), 그리고 당뇨인 

경우 삶의 질이 더 낮았다(β=-.06, p=.015). 활동제한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 삶의 질이 더 낮았고(β=-.10, p<.001), 

주관적 건강감이 좋은 경우에 비해 나쁜 경우 삶의 질이 더 낮

았다(β=-.15, p<.001). 거주 지역은 농촌 지역 거주자보다 도

시 지역 거주자의 삶의 질이 더 낮았다(β=-.04, p=.034).

4. 후기 여성노인의 거주 지역별 삶의 질 관련요인과 

취약군 특성

후기 여성노인의 거주 지역별 삶의 질 관련요인과 특히 삶

의 질 점수가 낮은 취약군의 특성을 확인한 결과는 Figure 1과 

같다. 도시 지역 거주자의 삶의 질은 주관적 건강감, 활동제한, 

의료경험, 당뇨병, 교육수준, 고혈압, 경제활동과 상호작용하

며 관련성을 보 고(all p<.050),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주관적 건강감을 100%로 할 때, 각 요인들의 중요도는 

활동제한 88.8%, 의료경험 35.4%, 당뇨병 16.3%, 교육수준 

9.8%, 고혈압 7.7%, 경제활동 6.4% 다(Figure 1-A). 농촌 지

역 거주자의 삶의 질은 주관적 건강감, 주말 수면시간, 활동제

한, 의료경험과 상호작용하며 관련성을 보 고(all p<.050),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주관적 건강감을 100%로 

할 때, 각 요인들의 중요도는 주말 수면시간 27.0%, 활동제한 

21.7%, 의료경험 15.3% 다(Figure 1-B).

각 거주 지역별로 삶의 질 점수가 특히 낮은 취약군의 특성

을 확인한 결과, 도시 지역 거주자의 삶의 질은 주관적 건강감

이 나쁘고, 활동제한이 있으며, 불만족한 의료경험이 있는 3가

지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Node 8, M=0.39점; p<.050). 두 번째는 주관적 건강감이 나

쁘고, 활동제한이 없지만,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고, 교육수준

이 초졸인 5가지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가 낮은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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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Health Habits, Illness, and Quality of Life by Residential Area (N=417)

Variables Categories
Urban (n=279) Rural (n=138)

Fa (p)
n (%) or M±SD n (%) or M±SD

Smoking No
Yes

261 (97.9)
 6 (2.1)

129 (98.9)
 2 (1.1)

 0.62 (.434)

Drinking No
Yes

129 (48.2)
141 (51.8)

 70 (52.8)
 61 (47.2)

 0.73 (.442)

Aerobic physical activity No
Yes

167 (69.5)
 64 (30.5)

100 (90.5)
12 (9.5)

18.24 (＜.001)

Sleep duration (weekday, hours) 7~8 
5~6, or 9
＜5, or＞10

 76 (25.9)
150 (60.1)
 47 (14.0)

 44 (34.4)
 60 (41.0)
 32 (24.5)

 5.47 (.005)

Sleep duration (weekend, hours) 7~8
5~6, or 9
＜5, or＞10

 74 (25.4)
155 (61.7)
 44 (13.0)

 44 (34.1)
 62 (43.1)
 30 (22.8)

 5.02 (.008)

Hypertension None
Pre-HTN
HTN

24 (8.3)
 44 (15.9)
208 (75.7)

 12 (10.0)
 25 (19.8)
100 (70.2)

 0.58 (.557)

Diabetes mellitus None
Pre-DM
DM

 49 (19.8)
119 (45.9)
 81 (34.3)

 20 (18.0)
 58 (56.1)
 26 (25.8)

 1.47 (.233)

Obesity Underweight 
Normal
Overweight
Obesity

10 (4.6)
 93 (35.5)
 62 (21.4)
102 (38.5)

 7 (4.1)
 48 (33.9)
 39 (31.1)
 42 (30.9)

 1.33 (.266)

Arthritis No
Yes

106 (42.6)
127 (57.4)

 66 (56.9)
 49 (43.1)

 5.44 (.022)

Limited daily activities No
Yes

191 (86.4)
 41 (13.6)

 81 (74.7)
 33 (25.3)

 5.52 (.021)

Depressive symptom No
Yes

219 (84.1)
 49 (15.9)

107 (81.5)
 24 (18.5)

 0.34 (.560)

Perceived health Poor
Moderate
Good

 69 (27.2)
120 (54.6)
 44 (18.2)

 41 (32.3)
 60 (55.1)
 15 (12.6)

 0.96 (.385)

Medical service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200 (88.0)
 32 (12.0)

 98 (88.3)
 15 (11.7)

 0.00 (.951)

Regular check-up No
Yes

 91 (37.7)
141 (62.3)

 47 (38.9)
 67 (61.1)

 0.03 (.867)

Quality of life  0.84±0.01  0.84±0.01  0.12 (.735)

DM=Diabetes mellitus; HTN=Hypertension; M=Mean; SD=Standard deviation; N: unweighted; %: weighted; Fa: Adjusted; Fa=a difference 
between older women in urban and rural.

타났다(Node 13, M=0.57점; p<.050). 농촌 지역 거주자의 삶

의 질은 주관적 건강감이 나쁘고, 주말에 권장 또는 적정수준

의 수면을 취하지만, 불만족한 의료경험이 있는 3가지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Node 8, 

M=0.58점; p<.050). 두 번째는 주관적 건강감이 나쁘고, 주말

에 부적당한 수면을 취하는 2가지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Node 3, M=0.61점; p<.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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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s related to Quality of Life (N=417)

Variables Categories β p Variables Categories β p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or over

-.01
-.01
-.02
Ref

.699

.831

.572

Sleep duration
(weekend, hours)

7~8
5~6, or 9
＜5, or＞10

Ref
-.02
-.07

.429

.345

Employment No
Yes

-.01
Ref

.557 Hypertension None
Pre-HTN
HTN

Ref
-.03
-.04

.266

.048

Income quintile
(personal)

Low
Middle low
Middle high
High

-.03
.01
.02
Ref

.173

.784

.653

Diabetes mellitus None
Pre-DM
DM

Ref
-.05
-.06

.019

.015

Spouse No
Yes

-.01
Ref

.675 Obesity Underweight 
Normal
Overweight
Obesity

.01
Ref
-.01
-.03

.870

.625

.132

Living with family No
Yes

-.03
Ref

.176 Arthritis No
Yes

Ref
-.01 .463

Eating Not enough
Enough

.02
Ref

.542 Limited daily 
activities

No
Yes

Ref
-.10 ＜.001

House type House
Apartment
Detached house 

/tenement house
Others

.00
Ref
.05

-.01

.972

.074

.920

Depressive 
symptom

No
Yes

Ref
-.01 .828

Income quintile
(family)

Low
Middle low
Middle high
High

-.03
-.00
.03
Ref

.717

.970

.664

Perceived health Poor
Moderate
Good

-.15
-.01
Ref

＜.001
.465

Smoking No
Yes

Ref
-.09 .123

Medical service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Ref
-.06 .096

Drinking No
Yes

.03
Ref

.094 Regular check-up No
Yes

-.00
Ref

.753

Aerobic physical 
activity

No
Yes

-.03
Ref

.205 Town Urban
Rural

-.04
Ref

.034

Sleep duration
(weekday, hours)

7~8
5~6, or 9
＜5, or＞10

Ref
.03
.07

.344

.265

R2=43.0, p＜.001

HTN=Hypertension; DM=Diabetes mellitus.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의 후기 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 관

련요인을 분석하고 거주 지역별로 삶의 질이 낮은 취약군의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전략방안 마련에 기여하고

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한국 후기 여성노인들의 교육수준, 소득분위, 식

생활 형편, 주거형태, 유산소 신체활동, 수면, 관절염, 활동제

한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4,16]의 결과를 지지하 다. Fan 등[24]의 연구에 의하면, 노

인의 건강은 경제, 의료 및 교육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이 

있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개인의 부족한 능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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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N=Hypertension; DM=Diabetes mellitus.

 

Variables
Importance level

(%)

Perceived health Ref: 100

Limited daily 
activities 88.8

Medical service 35.4

Diabetes mellitus 16.3

Education 9.8

Hypertension 7.7

Employment 6.4

A. Urban

Figure 1. Decision tree and importance level on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participants.

로 건강자원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 다[15]. 또한 거주 

지역의 환경(물리적, 사회적, 제도적)차이는 건강악화의 시기

를 앞당길 수 있다[15]. 따라서 한국의 후기 여성노인들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도시 지역 거주자와 농촌 지역 

거주자 각각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각 특성을 기반

으로 하는 적절한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한국 후기 여성노인들의 삶의 질은 고혈압, 당

뇨병, 활동제한, 주관적 건강감, 거주 지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 다[25,26]. 고혈압 및 당뇨

병과 같은 만성질환은 복합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26], 불

안 및 우울과 연관되어 자기 관리 및 일상활동을 방해함으로

써 삶의 질에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27]. 예를 들어, 고혈압

이 있는 사람은 뇌졸중이나 협심증과 같은 합병증을 흔히 경

험하고,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혈당증가, 식이요법, 운동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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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Importance level

(%)

Perceived health Ref: 100

Sleep duration
(weekend) 27.0

Limited daily 
activities

21.7

Medical service 15.3

B. Rural

Figure 1. Decision tree and importance level on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participants (Continued).

및 다양한 기능장애를 경험하게 되면서 삶의 질 또는 삶의 질

에 대한 인식이 낮아진다[10]. 이 결과는 또한 만성질환에 대

한 부담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미국 여성의 혈압 증가 속도

가 남성에 비해 3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를 근거

로[26,28] 후기 여성노인의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지

지한다.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이 활동제한이 없는 경우에 더 높

은 것은 기능적 장애나 제한이 이동성 또는 사회적 관계를 통

한 즐거움과 자율성을 방해함으로써 삶의 질에 향을 미친다

는 선행연구[10]를 근거로 해석될 수 있으며, 활동제한이 없고 

건강한 기능적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삶의 행동에서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앞서 언급된 내용들과 같은 맥락으로 이들의 

신체, 심리, 사회적 요인들이 주관적 건강상태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감과 긍정적인 감정상태로 노인의 삶 전반에 반 되

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29]. 

본 연구에서 도시 지역 거주자와 농촌 지역 거주자의 삶의 

질은 단변량 분석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삶

의 질의 정의를 개인이 경험한 주관적인 만족 및 안녕상태라

는 측면으로 보았을 때,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거 지

역과 상관없이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 속에서 도시 지역 

거주자와 농촌 지역 거주자가 비슷한 생활만족도를 보이기 때

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16]. 하지만 사회경제적 요인, 건강행

태, 질병특성을 보정하여 거주 지역과 삶의 질의 관련성을 확

인한 결과, 거주 지역은 여전히 삶의 질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서 거주 

지역의 향과 지역 간 차이, 그리고 도시 지역 거주자와 농촌 

지역 거주자의 삶의 질 관련요인과 취약군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4,13,16,30]들의 결과를 지지하 다. 

본 연구에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낮은 것은 65세 이상 노

인의 삶의 만족도가 도농복합 지역, 군, 시, 광역시 순으로 높

다고 한 결과[30]와 같은 맥락이다. 이 결과는 도시에 거주하

고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우울증 또는 불안을 경험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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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더 높고 이로 인해 건강 관련 삶의 질이 감소할 수 있다

고 한 선행연구[13]를 근거로 설명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도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더 많은 고학력자를 포함하

고 있어서 같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이유로는 

농촌 노인이 도시 노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받아 정서적으로 친 하고 긍정적인 네트워크를 맺고 

있어서 삶의 질을 높이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4]. 하지만, 이 

결과는 농촌에 거주하는 것이 삶의 질의 위험요인이고[26], 도

시노인의 삶의 질이 더 높다고 보고한 연구[16]들과 상반되므

로 향후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도시 지역 거주자와 농촌 지역 거주자의 생활수준은 경제

적 불평등과 사회 배제 등 전반에서 차이가 있었고[15] 한국은 

건강격차를 소득 및 지역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17]. 이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정책(흡연, 비만과 같

은 건강위해 요인에 대한 규제 강화,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 관
리 강화 등)과 관련 인프라(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대하 다. 

하지만, 흡연, 고위험음주, 건강식생활실천, 일반검진 수검, 

고혈압, 당뇨병, 비만, 노인 일상생활수행능력 장애율의 지역

간 건강격차는 2008년에 비해 2018년에 유지 또는 악화되었

다[17]. 이러한 측면에서 각 지역사회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보건정책과 맞춤형 전략은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 관련요

인과 삶의 질이 낮은 취약군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결정

나무분석을 시행한 결과, 도시 지역 거주자와 농촌 지역 거주

자의 삶의 질은 공통적으로 주관적 건강감, 활동제한, 의료경

험과 관련이 있었다. 그 외의 요인으로 도시 지역 거주자는 당

뇨병, 교육수준, 고혈압, 경제활동이, 그리고 농촌 지역 거주자

는 수면시간이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

과는 두개 이상의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선적으로 관

리되어야 할 삶의 질 취약군의 특성을 보여주며 후기 여성노

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적 접근 전략의 근거

를 제공하 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집단 중심의 접근을 

확대하여 두개 이상 특성의 조합과 상호작용을 고려한 우선관

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특성과 조합을 기반으로 한 사

람 중심의 구체적인 접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하 다. 예를 들어, 도시 지역 거주자는 주관적 건강감이 나쁘

고, 활동제한이 있으며, 불만족한 의료경험이 있는 3가지 특성

이 조합되었을 때 삶의 질이 가장 낮았다. 따라서 도시 지역에

서는 이 3가지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후기 여성노인들을 삶

의 질에 대한 우선적인 관리 대상군으로 다루고, 이 대상자들

이 보여준 요인들을 토대로 주관적 건강감을 높이고, 활동제

한을 낮추며, 의료서비스에 충족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지역

사회 맞춤형 접근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원시자료는 자기기입식 설문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응답에 대

한 주관적 편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에 조사된 이차자료를 활용하 으므로 관련성을 확인하

기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 셋째, 

본 연구는 단면분석을 하 으므로 건강 관련 삶의 질의 관련

요인을 인과관계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넷째, 본 연

구의 분석은 1개년도만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건강 관련 삶의 

질의 변화에 대한 차이를 평가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한국 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

에서 거주 지역이 여전히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고, 향후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 모색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근

거를 제공하 다. 둘째, 한국 후기 여성노인의 거주 지역별 삶

의 질 취약군의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노인간호 실무 및 교육

분야에서 사람 중심의 접근 필요성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구체적인 대상자와 간호중재 전략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한국의 후기 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 관

련요인을 분석하고 거주 지역별로 삶의 질 취약군의 특성을 

확인하 다. 연구결과, 도시 지역 거주자와 농촌 지역 거주자

의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행태, 질병특성은 차이가 있었다. 또

한 거주 지역은 한국 후기 여성노인들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

었고, 도시 지역 거주자와 농촌 지역 거주자의 삶의 질 관련요

인과 취약군의 특성은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

으로 다음의 실천적 함의를 제언한다. 첫째, 한국 후기 여성노

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간호 실무 및 교육분야에서 거

주 지역 및 취약한 대상자의 특성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

다. 둘째, 한국 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취약군의 

특성과 상호작용 조합을 파악하고, 개선가능한 요인을 중심으

로 한 맞춤형 중재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시 지역 거

주자와 농촌 지역 거주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차이를 본 연

구의 결과와 상반되게 보고한 연구도 있으므로 후기 여성노인

의 삶의 질 비교에 대한 반복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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