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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에서 스포츠나 정형화된 노
인 건강관련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은 노화로
인한 신체적 제한과 대부분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부상위험이 적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신체활동이 적절하며 특히 상대적 제
약이 많은 취약계층 노인이나 이들의 성별을 고려한 노인 건강관련 프로
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자 중 65세 이상 노인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자의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취
약계층 노인의 성별 걷기실천과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기 위한 이차자료 분석연구이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 Duncan test, 다중 회귀
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취약계층 노인의 성별 평균 걷기일수는 남자노인 5.5±2.5일
/주, 여자노인 5.1±2.5일/주이었다. 5일 이상 걷기 실천율은 여자노인
(56.3%)에 비해 남자노인(62.7%) 이 높았고 걷기 실천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독거, 만성질환이 없고 비흡연, 구강건강과 주관적 건강
감이 좋은 경우, 과체중인 경우 남녀노인 모두 걷기 실천율이 높았다.
그리고 건강관련 삶의 질은 여자노인(0.83±0.14)보다 남자노인
(0.86±0.16)이 높았고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연령
이 낮을수록, 독거, 비흡연, 만성질환이 없고, 구강건강과 주관적 건강
감이 좋고, 과체중인 경우 남녀노인 모두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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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걷기 실천일수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연관성은 남녀노인 모두
걷기 실천일수가 많을수록 유의하게 높았으며 특히 걷기 실천일수가 주
2일에서 주 3일로 증가할 때 삶의 질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러한 결
과로 취약계층 노인의 걷기 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연령, 동
거 유형, 음주, 흡연, 만성질환, 비만도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약계
층 노인의 걷기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자노인의 걷기 실천율이 낮
았으므로 여자노인의 걷기 실천을 증진시키기 위해 방문건강관리교육 시
관절염 관리에 대한 교육을 통해 통증이나 불편감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
절염이 있을 때 걷기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한다면 취약계층 노인
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취약계층 노인, 걷기 실천, 건강관련 삶의 질
학 번 : 2005-20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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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Ⅰ

. 서론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정착되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인인구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다(김효진, 2009). 노인인구의 증가는 단순
한 특정 연령층의 증가를 의미할 뿐 아니라(남윤신, 2012) 노인성 질환
의 증가를 의미하며, 노인성 질환은 대체로 장기적인 치료와 돌봄을 필
요로 하기 때문에(김효진, 2009)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국
가 복지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이다(남윤신, 2012). 노년기
만성질환 유병율 증가는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
(262,159원)가 국민 1인당 월평균 진료비(85,214원)에 비해 약 3배
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
기 위한 전략으로 노인의 건강행위를 유지하여 건강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중요한 국가과제가 되었다(서기순, 2008; Pahor et all.,
2014).
노인의 건강증진활동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중요하다(Acree et
al., 2006).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운동능력이 저하되는데 삶의 질을
유지하기위해 신체활동이 중요하다(이상현, 2013). 그런데 2011년도
국내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50.3%가 현재 신체활동을 실천하
고 있으나, 권장수준(1주일에 150분 이상)에 미치는 경우는 39.1%로
낮았다. 또한 성별 신체활동 실천율은 여자노인(44.5%)이 남자노인
(58.0%)에 비해 낮았다(정경희 외, 2012). 미국(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2005~2006)의 경우도 60 ~ 69세 노인은
8.5%가, 70세 이상은 6.3%만이 권장수준의 신체활동을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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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되었다(Tucker, Welk, & Beyler, 2011). 이처럼 노인은 신체적
기능의 유지를 위해서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필요하지만 권장수준(1주일
에 150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저조하다(Gothe et al, 2015).
또한 노인은 성별(gender)에 따라 신체활동 실천율의 차이를 보이는데
(김정석, 2003), 특히 노년기 건강에 나타나는 차이는 생애주기에 걸쳐
성별차이가 오랫동안 축적되어온 결과이므로 신체조건의 차이 외에도 서
로 다른 환경과 경험을 한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은 신체활동도 다를 수밖
에 없다(유수영, 2010). 그러나 신체활동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성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국내 대단위 노인실태조사(정경희 외, 2012)에 의하면 가구소득에 따
라 신체활동 실천율의 차이가 있었다. 가구소득 제 1 오분위는 신체활
동 실천율이 43.9%인 것에 비해, 제 5 오분위는 61.5%였다. 다른 선
행 연구(박연환 외, 2002)에서도 경제 상태가 비교적 좋은 노인은 스포
츠 센터나 체육관 등 유료 시설에 참여할 수 있고, 운동기구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소득이 낮
은 취약계층은 이러한 여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들은 관절염 등 만성질환에 따른 제한이나 부상에 대한 공포로 신
체활동 참여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으며, 젊은 층에 비해 근육의 손상이
나 염증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지만(구자은, 2006) 노인의 신체활동 증
진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젊은 층 보다 더 크기 때문에(조
광옥 외, 2013)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필요하며(Nelson et al., 2007)
걷기는 부상위험은 낮으나 건강에는 유익해서 노인이 쉽게 따라할 수 있
고 많이 하는 신체활동이다(Powell, Heath, & Kresnow, 1998). 노
인에게는 고강도의 신체활동을 권장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노인은 활
기차게 걷는 것만으로도 유산소 신체활동의 효과를 충분하게 얻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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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Haber, 2003). 특히 걷기는 전신 운동의 한 형태로 건강한 노인의
80%에서 적절하고 중요한 일상생활활동의 수행을 개선한다(송미순 외,
2006). ACSM(the 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에서
2007년에 발표한 노인에게 추천된 신체활동으로 유산소 운동, 근력강
화, 유연성 및 평형유지가 포함된 중강도 및 격렬한 신체활동이나 적당
한 강도의 걷기나 빠르게 걷기를 권장하였다(Nelson et al., 2007).
또한 노인의 경우, 노화에 따른 신체기능의 저하로 성인과 다르게 가벼
운 걷기도 중강도 활동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 체력저하로 한 번에 장
시간의 신체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짧더라도 자주하는 형태를 권장하고
있다(박명화 외, 2013).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연구는 1990년 이후 꾸준히
진행되었으나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이 아닌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중재하
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박지연 외, 2013).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노인 건강관련 프로그램의 수행이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박장훈, 2006; 심정민, 2007; 변영희,
2007; 장유정, 2008; 주애란, 2013 등)와 노인의 신체활동 수준에 따
른 건강관련 삶의 질 차이 및 성별에 따른 요인 분석 등이 있었다(박승
한 외, 2005; 배상열 외, 2010; 오두남 외, 2012; 조강옥 외, 2013;
이상현, 2013; 조광옥, 2014 등).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서는 스포츠나 정형화된 노인 건강관련 프로그램
을 운영하면서 남녀 노인의 성별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신체활동도 일
상생활에서의 신체활동이 아닌 대부분 중등도 및 격렬한 신체활동이 포
함된 중강도 이상의 신체활동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 검증하는 연구였다. 그러나 노화로 인한 신체적 제한과 좌식생활로
인해(Drewnowski & Evans, 2001) 노인이 중등도 및 격렬한 신체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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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일반 노인의 성별에 따른 신체활동 수준과 영
향요인,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신체활동에 제한이 많은 취약계층 노인, 그리고 이들의 성별에 따른 신
체활동 특히 걷기 실천에 대한 대단위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2007년 4월부터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
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실제소득이 최저생
계비 120%이하이거나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의 65세 이상 노인
을 대상으로 성별 건강행태, 걷기 수준과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취약계층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전국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등록되
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취약계층 노인의 자료를 이용하여
성별 걷기 실천과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취약계층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으며 구
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 노인의 성별 걷기 실천 수준을 비교한다.
둘째 취약계층 노인의 성별 건강관련 삶의 질 양상을 비교한다.
셋째 취약계층 노인의 성별 일반적 특성 및 건강행태에 따른 걷기 실천
수준과 건강관련 삶의 질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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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취약계층 노인의 성별 걷기 실천 일수가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
한다.

3. 용어의 정의
1) 취약계층 노인
본 연구에서 취약계층 노인은 2013년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등록되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또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이거나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걷기실천
본 연구에서 걷기 실천은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사용하는 건강면접조
사표의 “최근 1주일 동안 한 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걸은 날은 며칠입
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근거하였다. 따라서 걷기 실천이란 최근
1주일 동안 1일 10분 이상, 5일 이상 실천한 경우를 의미하며 다른 신
체활동(중등도 신체활동, 격렬한 신체활동)은 하지 않고 걷기만 실천한
경우를 의미한다. 걷기 미실천은 걷기를 전혀 하지 않거나 1-4일간 1일
1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한 경우를 의미한다. 걷기 실천과 미실천을 이렇
게 구분한 근거는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걷기 실천을 ‘최근 1주
일동안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경우’로
정의한 것을 근거로 하고자 했으나 본 연구 자료에 1일 총 걷기시간은
원자료에서 모두 결측되어 이용하지 못하고 하루 10분 이상 걷기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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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회수를 기본으로 구분하였다.
3) 건강관련 삶의 질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EuroQol group에 의해 개
발된 EQ-5D의 설문에 대한 응답과 이를 EQ-5D index 값으로 계산
된 결과 값으로 EQ-5D 5개의 각 문항은 ‘문제 없음’, ‘다소 문제 있음’,
‘심각한 문제 있음’의 3단계로 응답할 수 있다. EQ-5D 점수 범위는
-0.17~1.00으로 점수가 증가할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좋음을 의미
한다(장영희 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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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문헌 고찰

1. 노인과 취약계층
노화(aging)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기체의 세포, 조직, 기관조직 또
는 유기체 전체에 일어나는 점진적인 변화(Beaver, 1983)라고 일반적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노화란 출생 후 시간의 경
과에 따라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변화의 총체로 출생과 동시에 시작
되지만, 주로 노년기에 일어나는 변화를 지칭한다(박명화 외, 2013).
그리고 노화가 신체적인 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 및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므로 이러한 측면을 감안한다면 노인(the aged, the elderly)은
생리적 및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
의 자기유지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이다(최성재,
2007). 따라서 노인은 몸의 여러 기관과 기능이 퇴행성 변화를 겪고 있
어 일반 성인과 달리 다양한 증상과 여러 질병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거
나,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노인은 여러 감각기관의 기
능 약화에 일상생활에서 쉽게 다칠 수가 있고, 여러 사회·문화적인 여건
에 따라 고립되거나 빈곤 속에 살고 있어 질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
고 있는 경우가 많다(대한노인병학회, 2005).
그리고 취약함(vulnerable)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상처받기 쉬운,
공격받거나 손상되기 쉬운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취약집단(vulnerable
population)은 불량한 건강상태와 제한적인 보건의료접근성으로 인하
여 신체적 혹은 정신적 건강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Shi,
2005)으로 정의 한다. 특히 취약계층은 빈곤 계층 및 차상위 계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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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위해한 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위험요인에 노출된 후 이
에 대한 대처능력이 약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쉽게 약화되기 쉬운 집
단이다(김종임, 2013). 또한 취약집단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
적인 건강수준을 위협받기 쉬워 상병과 사망 위험율이 높으며, 예방 및
치료, 사회적 안정의 요구가 크다(Shi, 2005).

2. 신체활동과 걷기
노화에 따라 저하되는 가장 두드러진 기능은 신체기능이며, 이러한 신
체기능의 저하는 일상 생활의 질은 물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조비룡, 2003).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들면 심폐기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등 건강체력이 저하되고 운
동관련 체력이 둔화되며, 면역기능이 떨어져 쉽게 병에 걸리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감소된다. 이와 같은 체력 저하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
으로 볼 수 있으나 계속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미사용으로 인한 노화의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대한노인병학회, 2005).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인간의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며 좌식생활과
같은 생활습관과 관련 있는 사망의 다양한 위험인자들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Lollgen et al., 2009), 심폐기능을 향상시켜 심혈
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심혈관계 위험요소를 개선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며(Thompson et al., 2007), 건강에 해
로운 체중증가를 예방할 수 있으며(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05), 어떠한 처방약보다도 뛰어나지만 부작용은 없다(김연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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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따라서 노인에게 신체활동은 성인처럼 질병 예방이나 만족감의
차원이 아니라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게 하
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이수정, 2010)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중재로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권장되고 있다(Jones et al., 2005;
Nelson et al., 2007; Gothe et al., 2015).
또한 신체활동 능력은 가치 있는 삶을 위한 필수요소 중 하연령다. 신
체활동은 신체적인 향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
위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적절한 수준의 신체활동은 유연성, 근
력, 심폐지구력, 평형 유지 등 체력요소를 향상시키고 뼈를 강화해 준다
(박명화 외, 2013). 또한 노인의 신체활동 저하는 관상동맥질환, 고혈
압, 당뇨병, 비만, 변비, 골다공증, 우울을 포함한 만성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데, 이러한 만성질환의 발생은 노화보다는 오히려 신체활동의
저하로 인하여 근력과 근육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일어난다(Waneen et
al., 2006; Nelson et al., 2007). 연구에 의하면(Pahor et al.,
2014) 노인에게 중등도의 신체활동이 효과적이지만, 노인에게 신체활동
의 효과는 격렬한 신체활동 외에도 걷기나 정원 가꾸기 등 매일하는 일
상생활도 신체활동으로서 긍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신체활동에 대한 정의
를 광범위하게 확대해야하며( Sjögren & Stjernberg, 2010) 일상생
활을 하는 중에 어떤 형태의 신체활동이라도 20-30분의 중정도의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Brach et al., 2004).
그런데 걷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보편적이면서 인기가 많은 여가시
간 신체활동 중 하나로 남녀노소 모두가 장비, 장소, 시설, 비용의 제약
을 받지 않고 수행 할 수 있다. 또한 걷기를 위한 특별한 연습이나 훈련
이 요구되지 않고, 운동 상해 등의 부상 위험도가 다른 신체활동에 비해
낮고(Hootman et al., 2002), 특히 심폐근육을 단련시키고 관절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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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이 적기 때문에 노인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자아존중감과 생
활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며 생리적 지수와
체력을 향상시켜 삶의 질은 높이는데 필요한 운동이다(손조욱 외,
2006). 해외 연구(Bijnen et al., 1998)에서 남자노인의 신체활동 시
간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활동시간은 매
일 28분 감소하였으나 걷기시간은 계속 유지되었고 ACSM(the
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의 권장사항(2007)에 의하
면 노인에게는 유산소 운동, 근력강화, 유연성 및 평형유지가 포함된 중
강도 및 격렬한 신체활동이나 적당한 강도의 걷기나 빠르게 걷기가 적절
하다고 하였는데(Nelson et al., 2007) 이를 통해 걷기가 노인에게 일
차적으로 중요한 신체활동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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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활동의 성별차이
성별 차이는 거의 모든 건강, 질병 현상에 관련되어 있고, 성별에 따라
각종 행태적 차이가 관찰되기 때문에 모든 연구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
는 기본 변수이다(대한예방의학회, 2013). 이는 질병 자체가 남녀 간
다른 생물학적 기전을 가지고 있거나(호르몬 차이, 해부학적 보유 장기
차이 등) 사회적 역할 차이에 의한 흡연, 음주, 사고와 같은 위험요인에
의 노출 기회의 차이, 해당 질병을 인지하고 보고하는 과정 등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대한예방의학회, 2013).
또한 남자와 여자의 성별 차이에 따라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
와 제약이 다르다(Kim et al., 2009, Sjögren & Stjernberg,
2010). 여자의 경우 직장 생활과 주부 역할의 병행으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나쁜 것이 신체활동을 실천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
므로 여자의 신체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역할을 감소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Kim et al., 2009). 성별 신체활동 차이는 남자
노인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여자노인보다 유의하게 높은데 이러한 남녀
노인의 신체활동 실천율의 차이는 첫째, 어렸을 때의 신체활동 습관의
차이가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둘째, 남녀
노인의 신체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차이도 신체활동 실천에 영향을 미
쳤을 것이다. 여자 노인의 경우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습관을 당연시하
였기 때문이다(김혜경, 2002).
따라서 노인에게는 매일하는 일상생활도 신체활동으로서 긍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신체활동에 대한 정의를 광범위하게 확대하여, 남녀 노인이 자
신에게 맞게 신체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도
록 해야 한다(Sjögren & Stjernberg,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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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관련 삶의 질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변화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면서 건강에 대한 개념은 단순히 신체적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신체, 정
신, 사회적으로 질병이 없는 상태로 광범위하게 이해되고 있다(주성순,
2011). 결국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문제는 물론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영역으로 건강을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러한 여러 요인이
약화된 경우에는 주관적인 안녕을 저해하게 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Singh & Fiatarone Singh, 2000). 삶의 질이란 보
건의료분야에서는 각 개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건강상태로 정의하고 있
으며, 가능하다고 혹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교한, 현재기능정
도에 대한 환자의 혹은 각개인의 만족정도를 삶의 질이라고 정의하며 협
의로는 건강관련 삶의 질(Health-related quality of life)로 정의한다
(남해성 외, 2007).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 구조적 변화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삶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노인의 건강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노년기에
맞이하게 될 다양한 위험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강한 삶의 질에 대해
제고할 필요가 있다(전병주, 2013). 일반적으로 노인에게 있어 건강은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큰 의미를 가지는 변수로 노
인의 신체적 건강이란 단순히 진단받은 질병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중강도 정도의 신체적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을 일컫는다
(Spirduso, Fracis, & MacRae, 2005). 특히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증가 또는 유지시키기 위해서 실행 가능한 방법은 신체활동을 증가
시키는 것이며(Rejeski & Mihalko, 2001) 노인이 적당한 강도의 신
체활동을 하면 심혈관계 질환, 당뇨, 고혈압, 암 등과 관련된 요인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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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킨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 또한 건강관련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 중등도 강도의 신체활동을 실천한 노
인은 그렇지 못한 노인보다 신체적, 정신적 영역에서 삶의 질이 높았다
(Acree et al., 2006).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지금까지 노인에 대한 신체활동이나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전국규모의 일반노인이나 일부 지역
의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성별에 따른 신체활
동 수준과 영향요인 등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접근
의 연구에서 신체활동에 제약이 많은 취약계층 노인의 성별에 따른 신체
활동이나 걷기 실천에 대한 연구가 적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취약계층 노인이 주로 실천할 수 있는 걷기라는 신
체활동과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서술적 연구를 통해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행태 및 성별에 의한 특히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전국규모의
연구 및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으로 걷기 실천과 건
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취약계층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신
체활동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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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록자 중 65세 이상 노인으로 특히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자의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취약계층 노인의 성별 걷기실천과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기 위한 이차자료 분석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전국 254개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된 취약
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이
거나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으로 전문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이 대상자를 직접 방문(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1회 이상 제공하였고, 조사표(가구 및 가구
원 조사표, 19세 이상 건강면접조사표, 삶의 질 등)를 작성한 65세 이
상 노인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가구조사표, 19세 건강면접조사표, 건강관련 삶의 질 조사표
에 모두 응답한 대상자 중에서 추출하였으며 대상자 중 중복 조사된 경
우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하였다. 대상자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구조사표에 응답한 65세 이상자의 자료 중 중복을 제거하고 건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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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조사표(65세 이상)에 응답한 대상자 수는 74,852명이었다. 이
중 3개의 조사표에 모두 응답하고 적어도 하나 이상 답을 하지 않은 문
항을 모두 제거한 결과 35,498명의 자료가 최종 선정되어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표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사용하는
가구조사표와 19세 이상 건강면접조사표, 건강관련 삶의 질을 근거로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의 나이는 만 나이로 65세~69세, 70
세~74세, 75세~79세, 80세~84세, 8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동거
유형은 독거와 비독거로 구분하였다. 경제유형은 국민기초생활수급과 건
강보험하위 20%(차상위 120% 포함)로 구분하였다.
2) 건강 행태
건강행태에서의 흡연은 현재 흡연 여부에 따라 흡연, 비흡연(과거 흡연
했으나 현재 비흡연 포함)으로 구분하였다. 음주는 현재 상태(최근 1년
이내 음주)를 조사하여 음주(한 달에 1회 이상), 비음주로 구분하였다.
3) 건강 상태
건강상태에서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암, 관절염을 의사
에게 진단받은 유무로 구분하였다. 구강건강은 현재 치아나 틀니, 잇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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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입안의 문제로 음식을 씹는데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로 좋음(그저 그
렇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과 나쁨(매우 불편하다,
불편하다)으로 구분하였다. 주관적 건강감은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생
각으로 좋음(매우 좋다, 좋다)과 나쁨(보통, 나쁘다, 매우 나쁘다, 모른
다)로 구분하였다. 비만도에서는 체질량지수(kg/㎡)에 따라 저체중
(<18.5), 정상체중(18.5~22.9), 과체중(23~24.9), 비만(25~29.9),
고도비만(≥30)으로 구분하였다.
4) 걷기 실천
걷기 실천은 최근 1주일 동안 한 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걸은 날이
얼마인지에 대해 실천(5일 이상 실천)과 미실천(걷기를 전혀 하지 않거
나 1-4일간 실천)으로 구분하였다. 걷기 실천과 미실천을 구분하는 걷
기실천일수를 5일로 정한 것은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걷기실천
을 ‘최근 1주일 동안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경우’로 정의한 것에 근거했다.
5) 건강관련 삶의 질
건강관련 삶의 질 조사표는 EQ-5D(Euro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5-Dimensional Classification)를 이용하였고, 국민
건강영양조사에서 이용하고 있는 남해성 등(2007)의 정수 가중치 방법
을 사용하였다.
EQ-5D 지수(index)는 5개의 EQ-5D문항에 적용하여 산출된 하나의
지표 점수로서 건강관련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지표이다. 이
도구는 자가보고형 척도로 운동능력(mobility), 자기관리(self-care),
일상활동(usual activity), 통증/불편(pain/discomfort), 불안/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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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xiety/depression)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3
점 척도(문제 없음, 다소 문제 있음, 심각한 문제 있음)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는 이론상 0(죽음)부터 1(완전한 건강상태)사이에서 하나의 가중 지
표값으로 나타나게 되나, 점수 체계의 특성상 실제로는 음의 값도 얻어질
수 있다(장영희 외, 2013). 또한 EQ-5D의 타당도는 선행연구(이상일,
2011)에서 이미 검증되어 별도의 검증절차는 실시하지 않았다.
EQ-5D index = 1 - (0.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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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0 × N3)
M=Mobility, SC=Self-Care, UA=Usual Activity, PD=Pain,
Discomfort, AD=Anxiety, Depression

4. 자료 수집 방법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07년 4
월부터 시작된 국가사업으로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년 건강관련 조사표를 작성하고 있다. 조사표
작성은 전문 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이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취지,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대상자에게 설명하
며 등록 후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리고 서명을 받은 후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된 전체 문항 중 일반적 특성(연령, 성,
동거 유형, 경제수준), 건강행태(흡연, 음주, 구강건강, 주관적 건강감,
비만도), 건강상태(만성질환)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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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IRB심의(승인번호 IRB No.1409/002-011)를
거친 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 공식적인 자료요청을 하여 개인 식별
이 가능한 정보를 모두 제거한 원시자료로 제공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9.2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자료 분석을 위
한 구체적인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특성 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2)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행태 및 건강 상태에 따른 건강관
련 삶의 질을 비교하기 위해 t-test, ANOVA를 시행하였고, 사후
검정은 Duncan방법을 이용하였다.
3)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에 따른 걷기 실천을 비교
하기 위해 교차 분석을 수행하였다.
4) 마지막으로 걷기 실천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고, 걷기 실천일 수가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5) 모든 통계 분석의 유의수준(α)은 p<0.05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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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연구 결과

1. 취약계층 노인의 일반적 특성
취약계층 남녀노인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남자노인은 총 8,865명으로 전체 대상자 35,498명 중 25.0%를 차지
하여 여자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연령은 73.9±6.1세로 연령별 분
포는 65-69세 26.2%, 70-74세 32.8%, 75-79세 23.4%, 80-84세
11.6%, 85세 이상 5.9%이었다. 특히 75세 미만이 59.0%를 차지했
다. 동거 유형에서 독거가 50.1%이었고 경제수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는 59.3%로 건강보험하위 20%보다 많았다. 만성질환 보유자 비율은
고혈압(58.1%), 당뇨병(24.6%), 관절염(23.6%), 뇌졸중(11.7%),
암(9.2%) 순으로 고혈압이 가장 많았다. 흡연자는 60.8%이었고 음주
자는 34.1%로 흡연자와 비음주자가 많았다. 구강건강은 ‘나쁨’이
56.9%이었고, 주관적 건강감은 ‘나쁨’이 80.8%이었다. 비만도는 저체
중 7.2%, 정상체중 45.8%, 과체중 26.0%, 비만 19.8%, 고도비만
1.2%로 전체 대상자 중 과체중 이상이 47.1%를 차지하였고, 과체중,
비만, 고도비만 순이었다. 걷기 실천일수는 평균 5.5±2.5일로 걷기를
‘전혀 하지 않음’이 16.1%를 차지하였다. 걷기 실천은 실천자가 62.7%
를 차지하였고 걷기 실천일은 1일(1.0%)이 가장 적었고, 7일(33.6%)
이 가장 많았으며 5일 이상 실천이 62.7%이었다.
여자노인은 총 26,633명으로 전체노인 35,498명 중 75.0%를 차지
하였다. 평균연령은 76.1±6.6세로 연령별 분포는 65-69세 16.8%,
70-74세 27.6%, 75-79세 26.2%, 80-84세 18.2%, 8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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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이었다. 특히 70대가 54.0%를 차지했다. 동거 유형에서 독거가
61.3%로 60%를 넘었으며 경제수준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51.6%이었
다. 만성질환 보유자 비율은 고혈압(68.1%), 관절염(60.2%), 당뇨병
(25.0%), 뇌졸중(7.6%), 암(6.3%) 순이었으며 고혈압과 관절염이 각
각 60%이상을 차지하였다. 흡연자는 4.5%이었고 음주자는 6.2%이었
다. 구강건강은 ‘나쁨’은 58.6%이었고, 주관적 건강감은 ‘나쁨’이
84.6%이었다. 비만도는 저체중 6.1%, 정상체중 39.3%, 과체중
23.3%, 비만 27.4%, 고도비만 3.9%로 전체 대상자 중 과체중 이상
이 54.6%를 차지하였고, 비만, 과체중, 고도비만 순이었다. 걷기 실천
은 실천자가 56.3%를 차지하였고 걷기 실천일수는 평균 5.1±2.5일로
걷기를 ‘전혀 하지 않음’이 19.1%를 차지하였다. 걷기 실천일은 1일
(1.4%)이 가장 적었고, 7일(726.3%)이 가장 많았으며 5일 이상 실천
이 57.8%이었다.
남녀노인을 비교하면 평균 연령(남자 73.9±6.1세, 여자 76.1±6.6세)
은 남자노인이 낮았으며 남자노인은 75세 미만이 전체 대상자의
59.0%, 여자노인은 70대가 54.0%를 차지하였고 동거 유형에서 독거
는 여자노인(61.3%)이 남자노인(50.1%)보다 많았고 경제수준은 남녀
노인 모두 기초생활수급자가 50%이상이었고 남자노인이 기초생활수급
자(59.3%)가 많았다. 만성질환 보유자 비율에서 남자노인은 고혈압만
58.1%인 것에 비해 여자노인은 고혈압(68.1%), 관절염(60.2%)이었
고, 흡연율은 남자노인(60.8%)이 높았고 음주율도 남자노인(34.1%)
이 높았으며 구강건강과 주관적 건강감은 남녀노인 모두 ‘나쁨’이 ‘좋음’
에 비해 다소 높았다. 비만도에서 남녀노인 모두 과체중 이상이 각각
47.1%, 54.6%를 차지하였으며 남자노인은 과체중(26.0%)이 많은 것
에 비해 여자노인은 비만(27.4%)이 많았다. 걷기 실천여부는 남녀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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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걷기 실천이 높았으며 남자노인은 62.7%가 여자노인은 56.3%가
걷기 실천을 하였다. 걷기 실천일수에서 평균 실천일수는 여자노인
(5.1±2.5일)보다 남자노인(5.5±2.5일)이 높았으며 ‘전혀 안함’은 남자
노인이 16.1%로 여자노인(19.1%)보다 낮았고 5일 이상 걷기 실천도
여자노인(57.8%)보다 남자노인(62.7%)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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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by
gender
(N=35,498)
Characteristics

Age(yrs)

Living
arrangement

Classification

Male (N,%)
8,865(25.0)

M±SD

Female (N,%)
26,633(75.0)

M±SD

x²(p)

65 ~ 69

2,327(26.2)

4,473(16.8)

70 ~ 74

2,911(32.8)

75 ~ 79

2,070(23.4)

80 ~ 84

1,030(11.6)

85≤

527(5.9)

2,992(11.2)

With family

4,420(49.9)

10,296(38.7)

193.64
(<.001)

73.9±
6.1

7,353(27.6)
6,977(26.2)
4,838(18.2)

76.1±

754.54

6.6

(<.001)

Alone

4,445(50.1)

16,337(61.3)

National
basic
livelihood
act
recipients

5,254(59.3)

13,741(51.6)

Health
insurance
20%

3,611(40.7)

12,892(48.4)

Hypertension

5,151(58.1)

18,133(68.1)

293.51
(<.001)

Diabetes

2,180(24.6)

6,662(25.0)

0.63
(.425)

Stroke

1,036(11.7)

1,658(6.2)

282.83
(<.001)

Cancer

814(9.2)

1,412(5.3)

170.40
(<.001)

Arthritis

2,093(23.6)

16,028(60.2)

3559.80
(<.001)

No

3,476(39.2)

25,440(95.5)

Yes

5,389(60.8)

1,193(4.5)

No

5,840(65.9)

24,985(93.8)

Yes

3,025(34.1)

1,648(6.2)

Bad

5,045(56.9)

15,620(58.6)

Good

3,820(43.1)

11,013(41.4)

Self-related

Bad

7,166(80.8)

22,542(84.6)

health

Good

1,699(19.2)

4,091(15.4)

Economic
status

Chronic
Diseases

Smoking
Drinking

Oral Health

157.14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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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7
(<.001)
303.99
(<.001)
8.27
(.004)
70.53
(<.001)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Under
weight(<18.5)
Normal weight

Body Mass
Index
(kg/m²)

(18.5 ~ 22.9)
Over-weight
(23 ~ 24.9)
Obesity(25 ~
29.9)
Seriously
obesity(≥30)
No

Walking

Walking

Male (N,%)
8,865(25.0) M±SD

Female (N,%)
26,633(75.0) M±SD

x²(p)

639(7.2)

1,621(6.1)

4,058(45.8)

10,455(39.3)

2,301(26.0)

6,216(23.3)

1,756(19.8)

7,309(27.4)

111(1.2)

1,032(3.9)

3,308(37.3)

11,644(43.7)

112.30
(<.001)

395.20
(<.001)

Yes

5,557(62.7)

14,989(56.3)

None

1,423(16.1)

5,100(19.1)

1day

88(1.0)

379(1.4)

2day

351(4.0)

1,387(5.2)

3day

982(11.1)

5.5±

3,347(12.6)

5.1±

204.17

4day

464(5.2)

2.5

1,431(5.4)

2.5

(<.001)

5day

1,836(20.7)

5,732(21.5)

6day

744(8.4)

2,246(8.4)

7day

2,977(33.6)

7,011(26.3)

Day/per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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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약계층 남녀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걷기 실천
취약계층 남녀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걷기 실천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남자노인은 8,865명 중 걷기 실천자가 62.7%를 차지하였다. 연령별
걷기 실천율은 65~69세 65.2%, 70~74세 63.6%, 75~79세
62.4%, 80~84세 61.0%, 85세 이상 51.4%이었다. 연령이 증가할수
록 걷기 실천율은 낮아졌으며 85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은 51.4%이었
다. 동거 유형에서는 독거의 걷기 실천율은 65.5%이었고 경제수준에서
기초생활수급자(63.0%)와 건강보험하위 20%(62.2%)간에 약간의 차
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02). 만성질환에서
고혈압과 당뇨병은 질환자와 비질환자의 걷기 실천율이 1%p 안팎의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혈압 p=0.238, 당뇨병
p=0.295). 그러나 뇌졸중에서 걷기 실천율은 질환자가 53.2%로 비질
환자(63.9%)와 차이가 있었으며 암에서 질환자는 57.4%, 비 질환자
는 63.2%이었고 관절염에서 질환자는 60.6%, 비 질환자는 63.3%이
었다. 흡연자(63.6%)가 비흡연자(62.7%)보다 걷기 실천율이 높았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464). 음주자(68.3%)의 걷기 실
천율이 비음주자(60.1%)의 걷기 실천율보다 높았으며 구강건강에서
‘좋음’이 66.5%이었고 주관적 건강감에서 ‘좋음’이 73.4%로 ‘나쁨’보다
걷기 실천율이 높았다. 비만도에 따른 걷기 실천율은 과체중(65.2%)에
서 가장 높았고, 고도비만(51.4%)에서 걷기 실천율이 가장 낮았다.
여자노인은 26,633명 중 걷기 실천자가 56.3%를 차지하였다. 연령별
걷기 실천율은 65~69세 58.7%, 70~74세 59.5%, 75~7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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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80~84세 53.9%, 85세 이상 47.4%이었다. 70~74세에서
걷기 실천율이 가장 높았으며 85세 이상은 걷기 실천율이 가장 낮았다.
동거 유형에서는 독거의 경우걷기 실천율은 57.1%이었고 경제수준에서
건강보험하위 20%(59.0%)의 걷기 실천율이 기초생활수급자(53.7%0
보다 높았다. 만성질환에서 고혈압은 질환자와 비질환자의 걷기 실천율
이 근소한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315). 당
뇨병, 뇌졸중, 암, 관절염도 질환자가 비질환자에 비해 걷기 실천율이
낮았으며 특히 암은 질환자(48.9%)와 비질환자(56.7%)의 차이가 가
장 많았다. 흡연은 흡연자(53.6%)가 비흡연자(51.9%)보다 걷기 실천
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416). 음주자
(66.9%)의 걷기 실천율이 비음주자(56.1%)의 걷기 실천율보다 높았
으며 구강건강이 ‘좋음’(59.6%)과 주관적 건강감이 ‘좋음’(66.2%)의 걷
기 실천율이 높았다. 비만도에 따른 걷기 실천율은 과체중(58.3%)에서
가장 높았고, 저체중(49.2%)에서 걷기 실천율이 가장 낮았다.
남녀노인을 비교하면 남자노인의 걷기 실천율은 62.7%, 여자노인은
56.3%으로 남자노인의 걷기 실천율이 높았다. 남녀노인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걷기 실천율이 낮아졌으며 여자 노인은 85세 이상에서 걷기
실천율이 50%에 못미쳤다. 남녀노인 모두 독거인 경우 걷기 실천율이
높았으며 여자노인은 건강보험하위 20%에서 걷기 실천율이 높았다. 음
주는 남녀노인 모두 음주자의 걷기 실천율이 높았으며 만성질환에서 남
자노인은 고혈압과 관절염이 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걷기 실천율이 60%
를 넘었으며 걷기 실천율이 가장 낮은 질환은 남자노인은 뇌졸중으로
53.2%이고 여자노인은 암으로 49.3%이었다. 특히 여자노인은 당뇨병
질환자(54.9%)가 비질환자(56.7%)에 비해 걷기를 하는 비율이 유의
하게 낮았으나(p=0.011) 남자노인은 당뇨병 환자가 걷기를 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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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이 더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295). 비만도에서
남녀노인 모두 과체중의 걷기 실천율(남자 65.2%, 여자 58.3%)이 가
장 높았으며 남자노인은 고도비만(51.4%), 여자노인은 저체중
(49.2%)에서 걷기 실천율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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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walking practi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by gender
Characteristics

gen
der

male

810(34.8)
1,061(36.4)
779(37.6)
402(39.0)
256(48.6)
1,846(41.3)
2,981(40.5)
3,010(43.1)
2,232(46.1)
1,575(52.6)
1,806(40.8)
1,502(33.7)
4,755(46.2)
6,889(42.1)

1,517(65.2)
1,850(63.6)
1,291(62.4)
628(61.0)
271(51.4)
2,627(58.7)
4,372(59.5)
3,967(56.9)
2,606(53.9)
1,417(47.4)
2,614(59.2)
2,943(66.3)
5,541(53.8)
9,448(57.9)

1,944(37.0)

3,310(63.0)

Male

National basic
livelihood act
recipients
Health insurance 20%

1,364(37.8)

2,247(62.2)

6,364(46.3)

7,377(53.7)

5,280(41.0)
1,949(37.8)
1,359(36.6)
834(38.3)
2,474(37.0)
485(46.8)
2,823(36.1)
347(42.6)
2,961(36.8)
824(39.4)
2,484(36.7)
7,963(43.9)
3,681(43.3)
3,002(45.1)
8,642(43.3)
840(50.7)
10,804(43.3)
721(51.1)
10,923(43.3)
7,255(45.3)
4,389(41.4)

7,612(59.0)
3,202(62.2)
2,355(63.4)
1,346(61.7)
4,211(63.0)
551(53.2)
5,006(63.9)
467(57.4)
5,090(63.2)
1,269(60.6)
4,288(63.3)
10,170(56.1)
4,819(56.7)
3,660(54.9)
11,329(56.7)
818(49.3)
14,171(56.7)
691(48.9)
14,298(56.7)
8,773(54.7)
6,216(58.6)

Age(yrs)
Fe
male

arrangement

Walking
No (N,%)
Yes (N,%)

65 ~ 69
70 ~ 74
75 ~ 79
80 ~ 84
85≤
65 ~ 69
70 ~ 74
75 ~ 79
80 ~ 84
85≤
With family
Alone
With family
Alone

Male

Living

Classification

Male
Fe

Economic
status
Fe
male

Male

Chronic
Diseases

Fe
male

National basic
livelihood act
recipients
Health insurance 20%
Yes
Hypertension
No
Yes
Diabetes
No
Yes
Stroke
No
Yes
Cancer
No
Yes
Arthritis
No
Yes
Hypertension
No
Yes
Diabetes
No
Yes
Stroke
No
Yes
Cancer
No
Yes
Arthriti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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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²

pvalue

37.14

<.001

150.2
8

<.001

32.72

<.001

33.44

<.001

0.45

0.502

79.26

<.001

1.43

0.238

1.09

0.295

45.25

<.001

10.86

0.001

4.94

0.026

0.87

0.351

6.49

0.011

34.64

<.001

32.66

<.001

31.01

<.001

Walking
Characteristics

Gender

Male
Smoking
Female
Male
Drinking
Female
Male
Oral Health
Female

Self-related

Male

health
Female

Classification

No (N,%)

Yes (N,%)

No

1,322(38.0)

2,154(62.0)

Yes

1,986(36.8)

3,403(63.2)

No

11,091(47.9)

12,053(52.1)

Yes

553(46.4)

640(53.6)

No

2,338(40.1)

3,502(59.9)

Yes

970(32.1)

2,055(67.9)

No

11,038(44.1)

13,947(55.9)

Yes

606(36.7)

1,042(63.3)

Bad

1,620(42.4)

2,200(57.6)

Good

1,688(33.5)

3,357(66.5)

Bad

5,336(48.5)

5,677(51.5)

Good

6,308(40.4)

9,312(59.6)

Bad

2,856(39.9)

4,310(60.1)

Good

452(26.6)

1,247(73.4)

Bad

10,261(45.5)

12,281(54.5)

Good

1,383(33.8)

2,708(66.2)

287(44.9)

352(55.1)

1,509(37.2)

2,549(62.8)

800(34.8)

1,501(65.2)

658(37.5)

1,098(62.5)

54(48.6)

57(51.4)

Under weight

823(50.8)

798(49.2)

Normal weight

4,510(43.1)

5,945(56.9)

Over-weight

2,590(41.7)

3,626(58.3)

Obesity

3,202(43.8)

4,107(56.2)

Seriously obesity

519(50.3)

513(49.7)

Under
weight(<18.5)
Normal weight
Male

(18.5 ~ 22.9)
Over-weight
(23 ~ 24.9)

Body Mass

Obesity(25 ~ 29.9)

Index

Seriously

(kg/m²)

obesity(≥30)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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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²

p-value

0.53

0.464

0.66

0.416

44.74

<.001

54.42

<.001

74.43

<.001

170.85

<.001

103.09

<.001

193.08

<.001

28.30

<.001

62.98

<.001

3. 취약계층 남녀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1) 취약계층 남녀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취약계층 남녀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남자노인은 건강관련 삶의 질이 0.86±0.16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65-69
세는 0.86±0.15, 70-74세는 0.87±0.14, 75-79세는 0.86±0.16,
80-84세는 0.84±0.18, 85세 이상은 0.80±0.19이었으며 70-74세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이 가장 높았다. 동거 유형에서 비 독거(0.84±0.18)보다
독거(0.86±0.14)가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았으며 경제수준에서 건강보험
하위 20%(0.87±0.17)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았다. 만성질환에서 건
강관련 삶의 질은 고혈압(0.85±0.16), 당뇨병(0.84±0.17), 뇌졸중
(0.76±0.21), 암(0.83±0.16), 관절염(0.82±0.16)으로 질환자의 건강관
련 삶의 질이 비질환자에 비해 낮았다. 특히 뇌졸중에서 질환자가 비 질환
자(0.87±0.14)의 차이가 가장 컸다. 흡연은 흡연자(0.84±0.17)가 비흡
연자(0.87±0.13)보다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았으며 음주는 음주자
(0.89±0.12)가 비음주자(0.84±0.17)보다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았다.
구강건강과 주관적 건강감은 ‘좋음’(구강건강 0.88±0.13, 주관적 건강감
0.93±0.11)이 ‘나쁨’(구강건강 0.82±0.18, 주관적 건강감 0.81±0.15)보
다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았다. 비만도은 과체중(0.87±0.15)에서 건강관
련 삶의 질이 가장 높았으며 고도비만(0.81±0.18)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
이 가장 낮았다. 걷기 실천자(0.89±0.11)보다 걷기 미실천자
(0.80±0.20)가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았으며 걷기 실천일수는 ‘전혀 안
함’(0.73±0.25)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이 가장 낮았으며, 실천일수가 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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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건강관련 삶이 질이 높아졌으며 사후분석 결과 걷기 실천일수가 7일
(0.89±0.11)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이 가장 높았다.
여자노인은 건강관련 삶의 질이 0.83±0.14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65-69
세는 0.85±0.13, 70-74세는 0.85±0.13, 75-79세는 0.83±0.13,
80-84세는 0.81±0.15, 85세 이상은 0.76±0.18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아졌다. 동거 유형에서 비 독거(0.81±0.17)보다 독
거(0.82±0.13)가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았으며 경제수준에서 건강보험하
위 20%(0.84±0.14)가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았다. 만성질환에서 건강관
련 삶의 질은 고혈압(0.82±0.14), 당뇨병(0.81±0.15), 뇌졸중
(0.76±0.18), 암(0.80±0.16), 관절염(0.81±0.14)으로 질환자의 건강관
련 삶의 질이 비질환자에 비해 낮았다. 특히 뇌졸중에서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았다. 흡연은 흡연자(0.80±0.17)가 비흡연자
(0.81±0.17)보다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았으며 음주는 음주자
(0.86±0.12)가 비음주자(0.83±0.14)보다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았다.
구강건강과 주관적 건강감은 ‘좋음’(구강건강 0.85±0.13, 주관적 건강감
0.90±0.11)이 ‘나쁨’(구강건강 0.79±0.16, 주관적 건강감 0.84±0.16)보
다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았다. 비만도는 과체중(0.84±0.13)에서 건강관
련 삶의 질이 가장 높았으며 고도비만(0.79±0.16)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
이 가장 낮았다. 걷기 실천자(0.85±0.11)보다 걷기 미실천자
(0.79±0.17)가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았으며 걷기 실천일수는 ‘전혀 안
함’(0.74±0.21)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이 가장 낮았으며, 실천일수가 많을
수록 건강관련 삶이 질이 높아졌으며 사후분석 결과 걷기 실천일수가 7일
(0.86±0.11)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이 가장 높았다.
남녀노인을 비교하면 건강관련 삶의 질은 남자노인(0.86±0.16)이 여자
노인(0.83±0.14)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1).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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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노인 모두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은 순은 걷기 실천을 ‘전혀 안함’(남자
0.73±0.25, 여자 0.74±0.21)과 만성질환 중 뇌졸중(남자 0.76±0.21,
여자 0.76±0.18)이었다. 남녀노인 모두 독거, 비 흡연, 음주, 만성질환이
없고, 과체중, 걷기 실천을 할 때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았으며 걷기 실천
일수는 7일인 경우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았다.

- 31 -

Table 3. Comparison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by
gender
Characteristics
gender

Male
Age(yrs)
Female

Living
arrangement

Male
Female
Male

Economic
status
Female

Male

Chronic
Diseases

Female

Classification
Male
Female
65 ~ 69 (a)
70 ~ 74 (b)
75 ~ 79 (c)
80 ~ 84 (d)
85≤ (e)
65 ~ 69 (a)
70 ~ 74 (b)
75 ~ 79 (c)
80 ~ 84 (d)
85≤ (e)
With family
Alone
With family
Alone
National basic livelihood act
recipients
Health insurance 20%
National basic livelihood act
recipients
Health insurance 20%
Yes
Hypertension
No
Yes
Diabetes
No
Yes
Stroke
No
Yes
Cancer
No
Yes
Arthritis
No
Yes
Hypertension
No
Yes
Diabetes
No
Yes
Stroke
No
Yes
Cancer
No
Yes
Arthriti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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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0.86±0.16
0.83±0.14
0.86±0.15
0.87±0.14
0.86±0.16
0.84±0.18
0.80±0.19
0.85±0.13
0.85±0.13
0.83±0.13
0.81±0.15
0.76±0.18
0.84±0.18
0.86±0.14
0.81±0.17
0.82±0.13
0.85±0.14

t/F (p)
17.53(<.001)

27.49(<.001)
a,b,c>d,e
(Duncan 검증)

234.62(<.001)
a,b>c,d,e
(Duncan 검증)
-3.84(<.001)
-4.65(<.001)
-4.19(<.001)

0.87±0.17
0.81±0.14
0.84±0.14
0.85±0.16
0.87±0.15
0.84±0.17
0.86±0.15
0.76±0.21
0.87±0.14
0.83±0.16
0.86±0.16
0.82±0.16
0.87±0.15
0.82±0.14
0.84±0.14
0.81±0.15
0.83±0.14
0.76±0.18
0.83±0.14
0.80±0.16
0.83±0.14
0.81±0.14
0.86±0.15

-15.97(<.001)
-7.70(<.001)
-5.30(<.001)
-22.90(<.001)
-4.83(<.001)
-14.38(<.001)
-9.15(<.001)
-7.06(<.001)
-18.60(<.001)
-5.77(<.001)
-28.04(<.001)

Characteristics

gender
Male

Smoking
Female
Male
Drinking
Female
Male
Oral Health
Female
Self-related
health

Male
Female

Male
Body Mass
Index
(kg/m²)
Female

Male
Walking
Female

Male

Walking
Day/per week

Female

Classification
No
Yes
No
Yes
No
Yes
No
Yes
Bad
Good
Bad
Good
Bad
Good
Bad
Good
Under weight(<18.5, a)
Normal weight
(18.5 ~ 22.9, b)
Over-weight
(23 ~ 24.9, c)
Obesity(25 ~ 29.9, d)
Seriously obesity(≥30, e)
Under weight(<18.5, a)
Normal weight
(18.5 ~ 22.9, b)
Over-weight
(23 ~ 24.9, c)
Obesity(25 ~ 29.9, d)
Seriously obesity(≥30, e)
No
Yes
No
Yes
None (a)
1day (b)
2day (c)
3day (d)
4day (e)
5day (f)
6day (g)
7day (h)
None (a)
1day (b)
2day (c)
3day (d)
4day (e)
5day (f)
6day (g)
7day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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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0.87±0.13
0.84±0.17
0.81±0.15
0.80±0.17
0.84±0.17
0.89±0.12
0.83±0.14
0.86±0.12
0.82±0.18
0.88±0.13
0.79±0.16
0.85±0.13
0.84±0.16
0.93±0.11
0.81±0.15
0.90±0.11
0.81±0.20
0.86±0.16
0.87±0.15

t/F (p)
6.36(<.001)
2.36(.018)
-15.13(<.001)
-6.83(<.001)
-18.19(<.001)
-30.28(<.001)
-22.19(<.001)
-35.28(<.001)

22.92(<.001)
a<b,c,d,e
(Duncan 검증)

0.86±0.14
0.81±0.18
0.80±0.18
0.82±0.15
0.84±0.13
0.83±0.13
0.79±0.16
0.80±0.20
0.89±0.11
0.79±0.17
0.85±0.11
0.73±0.25
0.81±0.13
0.83±0.14
0.86±0.12
0.87±0.11
0.88±0.11
0.89±0.11
0.89±0.11
0.74±0.21
0.78±0.14
0.81±0.12
0.84±0.11
0.84±0.12
0.85±0.11
0.85±0.11
0.86±0.11

44.50(<.001)
a<b,c,d,e
(Duncan 검증)

-26.66(<.001)
-3715(<.001)

203.89(<.001)
a<b,c,d,e,f,g,h
(Duncan 검증)

382.97(<.001)
a<b,c,d,e,f,g,h
(Duncan 검증)

2) 취약계층 남녀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영역별 비교
취약계층 남녀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영역별로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남자노인은 운동능력(69.7%), 자기관리(85.5%), 일상활동(66.3%),
불안/우울(58.9%)은 ‘문제 없음’이 가장 높았으나 통증/불편감
(58.6%)은 ‘다소 문제 있음’이 가장 높았다.
여자노인은 운동능력(53.9%), 자기관리(82.8%), 일상활동(58.5%),
불안/우울(57.2%)은 ‘문제 없음’이 가장 높았으나 통증/불편감
(74.1%)은 ‘다소 문제 있음’이 가장 높았다.
남녀노인을 비교하면 남녀노인 모두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불
안/우울에서는 ‘문제 없음’이 가장 높았고, 통증/불편감에서는 ‘다소 문제
있음’이 가장 높았다. 특히 통증/불편감에서 ‘다소 문제 있음’이 남자노인
(58.6%)보다 여자노인(74.1%)이 높았으며 여자노인의 운동능력
(45.0%), 일상활동(40.0%)에서 ‘다소 문제 있음’이 남자노인의 운동능
력(28.9%), 일상활동(31.7%)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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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the aspects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subjects by gender
Characteristics

Male (N,%)

Female (N,%)

8,865(25.0)

26,633(75.0)

0.86±0.16

0.83±0.14

No problem

6,180(69.7)

14,354(53.9)

Moderate problem

2,559(28.9)

11,997(45.0)

Aspects

x²(p)

Quality of Life total score

Mobility

Self-Care

Quality of
Life

Usual
Activity

Pain/
Discomfort
Anxiety/
Depression

Extreme problem

126(1.4)

282(1.1)

No problem

7,580(85.5)

22,048(82.8)

Moderate problem

1,138(12.8)

4,274(16.0)

Extreme problem

147(1.7)

311(1.2)

No problem

5,877(66.3)

15,573(58.5)

Moderate problem

2,809(31.7)

10,644(40.0)

Extreme problem

179(2.0)

416(1.5)

No problem

3,508(39.6)

6,264(23.5)

Extreme problem

5,198(58.6)

19,738(74.1)

Extreme problem

159(1.8)

631(2.4)

No problem

5,225(58.9)

15,214(57.2)

Moderate problem

3,539(39.9)

11,088(41.6)

Extreme problem

101(1.2)

3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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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001)

725.28(<.001)

64.65(<.001)

196.22(<.001)

860.03(<.001)

8.59(.014)

4. 취약계층 남녀노인의 걷기 실천일수와 건강관련 삶
의 질 연관성
취약계층 남녀노인의 걷기 실천일수와 건강관련 삶의 질 연관성 알아보
기 위하여 서술적 통계분석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
한 변수였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상태, 건강관련 행태에서 남녀별로
연령, 경제수준, 동거 유형, 고혈압 여부, 당뇨병 여부, 뇌졸중 여부, 암
여부, 관절염 여부, 비만도, 흡연 여부, 월간 음주, 구강건강, 주관적 건
강감을 변수로 통제하고 건강관련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
중회귀분석을 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남자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걷기 실천일수가 많을수록 건강관련 삶
의 질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졌다. 특히 걷기 실천 3일부터 눈에 띄게
높아졌고, 걷기 실천 6, 7일에서 가장 유의했고(p<0.001) 설명력은
25.0%였다.
여자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걷기 실천일수가 많을수록 건강관련 삶
의 질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졌다. 특히 걷기 실천 3일부터 눈에 띄게
높아졌고, 걷기 실천 5, 6, 7일에서 가장 유의했고(p<0.001) 설명력은
19.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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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relationship between walking practice day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Classification

Walking
Day/per
week

Male
β

t

Female
p-value

β

t

p-value

None

ref

ref

1day

0.08

5.78

<.001

0.04

5.14

<.001

2day

0.08

10.31

<.001

0.06

15.6

<.001

3day

0.12

20.83

<.001

0.08

27.85

<.001

4day

0.12

16.62

<.001

0.08

19.99

<.001

5day

0.13

26.93

<.001

0.09

35.09

<.001

6day

0.14

23.03

<.001

0.09

28.19

<.001

7day

0.14

30.78

<.001

0.09

39.26

<.001

R²

0.25

0.19

Adj. R²

0.25

0.19

F

114.90

252.19

Note. Controlled variables : age, gender, economic condition, living
arrangement, chronic diseases, smoking, drinking, oral health, self-related
health, BMI

남녀노인을 비교하면 남녀노인 모두 걷기 실천일수가 많을수록 건강관
련 삶의 질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 그리고 걷기 실천일수 간 건강관
련 삶의 질 차이에 대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남녀노인 모두 주 2일에
서 주 3일로 증가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1,
Table 6). 남자노인은 6일, 7일에서 여자노인은 7일에서 건강관련 삶
의 질이 가장 높았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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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t-test of Walking practice day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Classification

walking
day

M±SD

walking
day

M±SD

t (p)

Male

None

0.73±0.25

1day

0.81±0.13

-3.03(.002)

1day

0.81±0.13

2day

0.83±0.14

-0.84(.404)

2day

0.83±0.14

3day

0.86±0.12

-4.89(<.001)

3day

0.86±0.12

4day

0.87±0.11

-1.24(.214)

4day

0.87±0.11

5day

0.88±0.11

-1.56(.118)

5day

0.88±0.11

6day

0.89±0.11

-2.34(.020)

6day

0.89±0.11

7day

0.89±0.11

-0.40(.690)

None

0.74±0.21

1day

0.78±0.14

-3.43(<.001)

1day

0.78±0.14

2day

0.81±0.12

-3.82(<.001)

2day

0.81±0.12

3day

0.84±0.11

-7.68(<.001)

3day

0.84±0.11

4day

0.84±0.12

-1.06(.288)

4day

0.84±0.12

5day

0.85±0.11

-2.54(.011)

5day

0.85±0.11

6day

0.85±0.11

-1.88(.060)

6day

0.85±0.11

7day

0.86±0.11

-2.46(.014)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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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score by walking
pract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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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논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취약계층 노인의 성별 걷기 실천과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취약계층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걷기관련 본 연구 결과 취약계층 노인의 성별에 따른 걷기 실천 수준을
비교하면 걷기 실천율은 남자노인은 62.7%, 여자노인은 56.3%로 남
자노인의 걷기 실천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재가 노인의
신체활동 수준이 낮았으며 특히 여성노인의 46.4%가 비활동군에 속하
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오두남 외, 2012)와 여자노인의 운동실천율
이 저조하다는 연구(남윤신, 2012)와도 일치하였다. 이는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해 고령 비율이 높았고 남자노인보다 만성질환이 많았으
며 특히 신체활동 제약이 많은 관절염(남자 23.6%, 여자 60.2%)이
많았고 가사활동 위주의 일상생활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
리고 남녀노인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걷기 실천율은 낮아졌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노화로 인한 신체적 제한(Drewnowski & Evans,
2001)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적절한 신체활동을 하다가 다칠 수 있다
는 염려 때문에 신체활동 참여율이 감소하였다는(박승미 외, 2010) 결
과와 일치하였다. 그런데 독거인 경우 가족들과 사는 경우보다 걷기 실
천율(남자 65.5%, 여자 57.1%)이 높았다. 이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이 규칙적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였다는(박연환 외, 2002)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독거노인의 경우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노인에 비해 신체
적, 심리적, 경제적인 요소 모두 열악한 상태로 인해 신체활동 참여율이
저조하게 되었다는(정영미 외, 2004; 오두남 외, 2012) 연구와는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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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결과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취약계층 노인의 독거 비율(58.5%)이
높은 영향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자녀와
의 동거가 점차 줄어들고 여자노인은 평균 수명이 남자노인보다 긴 것도
한 요인일수 있으며 독거는 매일의 일상 활동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향후 ADL과 IADL, 자발적 독거 등
독거 이유를 포함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암, 관절염에서 남녀노인 모두 질
환자의 걷기 실천율이 비질환자의 걷기 실천율보다 낮았는데 이는 만성
질환이 있을수록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아졌다는 연구(배상열 외, 2010;
오두남 외, 2012; 이상현, 2013; 조강옥 외, 2013 등)와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많은 것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상의 제약이
었다(박연환 외, 2002)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런데 남녀노인 모
두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암, 관절염에서 질환자의 걷기 실천율이 낮
았지만 특히 남자노인은 뇌졸중, 여자노인은 암에서 걷기 실천율이 낮았
다. 뇌졸중과 암은 대상자가 무리하게 신체활동을 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뇌졸중의 진행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상생활에서 쉽
게 실천이 가능한 걷기를 중재방법으로 권장하면 효과적일 것이며 추후
만성질환별 중재연구에 중요한 제언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취약계층 노인의 성별 건강관련 삶의 질 양상을 비교한 결과 남
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으며 선행연구
(김미령, 2012; 김종임, 2013; 이상현, 2013 등)에서 남자노인의 건
강관련 삶의 질이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남자노인이 여자노
인보다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만성질환, 연령, 걷기
실천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건강관련 삶의 질을
연령별로 보면 남자노인은 70-74세가 여자노인은 65-69세, 70-7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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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은 낮아졌다. 이
는 연령별 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에서 70대가 60대보다 약간 높게 나
타났으며, 80대와 90대 노인들의 삶의 질 수준은 낮았던 선행연구(김종
임, 2013)와 일치하였는데 노인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동반하는 허약 및
신체기능 저하와 만성질환 등이 노인의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는 남녀노인 모두 독거일 때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았는데 소규모 연구이기는 하나 본 연구와는 대조
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에서 삶의 질 점수가 낮았다는 선행연구(박승한
외, 2005; 김종임, 2013)도 있었다. 또한 걷기 실천을 한 남녀노인이
모두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았고 이는 선행연구(Acree, 2006; 배상열
외 2010; 오두남 외, 2012; 이상현, 2013 등)와 유사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비흡연자, 구강건강이 좋고, 주관적 건강감이 좋은 경우 건
강관련 삶의 질이 높았는데 건강에 대한 주관적 건강감에 대한 평가가
양호할수록(Low et al., 2013; 한숙원 외, 2014)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이 높았고(김종임, 2013) 연령이 높고,
만성질환 수가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인식이 나쁠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
이 낮았고(배상열 외, 2010; 오두남 외, 2012; 이상현, 2013 등) 질
병이 있으면 남녀노인 모두 삶의 질이 낮았다(김미령, 2012)는 선행연
구와 일치하였다. 그런데 남녀노인 모두 건강관련 삶의 질이 가장 낮은
질환은 뇌졸중이었는데 남자노인은 뇌졸중 비율이 높았고 이들의 걷기
실천율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장애자체로 걷기가 불가능한 것인지 가능
한데도 걷지 않은것이지는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존 연구(Burström et al., 2001; Atlantis
et al., 2004; 박승한 외, 2005; 배상열 외, 2010; 오두남 외,
2012; 조강옥 외, 2013; 이상현, 2013; 조광옥, 2014 등)에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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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소득, 교육수준, 결혼 상태, 직업, 만성질환, 비만 및 주관적 건강
상태 등 이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취약계층 노인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
도 이러한 여러 요인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관련 삶의 질
을 영역별로 보면 남녀노인 모두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불안/
우울에서는 ‘문제 없음’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통증/불편감에서는 ‘다
소 문제 있음’이 가장 높았다. 이는 남녀노인 모두 일상생활에서 통증이
나 불편감을 느낀다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신체활동을 기피할 수도 있
을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여자노인은 운동능력, 일상활동, 통증/불편감
에서 남자노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다소 문제 있음’이 높았다. 운동능
력과 일상활동, 통증/불편감은 여자노인의 걷기 실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만성질환 중 관절염이 남자노인에 비해 많은 것도 원인이
될 것이라 판단되며 따라서 여자노인에게는 관절염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강도가 낮으면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쉬운 걷기를 권장할만
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취약계층 노인의 성별 걷기 실천일수와 건강관련 삶
의 질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남녀노인 모두 주 2일에서 주 3일로 증가
할 때 건강관련 삶의 질 점수 증가폭이 가장 컸고 걷기 실천일수와 건강
관련 삶의 질과의 연관성은 걷기 미실천에 해당하는 걷기를 전혀 안함과
주 4일 이하인 경우와 비교하여 남자노인은 주 6, 7일에서, 여자노인은
주 5, 6, 7일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는 선행연구(박승한 외, 2005)
에서 신체활동 변인에 있어서 노인들의 신체활동 참여빈도가 주 5회 이
상인 노인들의 삶의 질 점수가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김연
수(2012)의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에 의하면 노인에 대해 걷기
를 포함한 중강도 유산소 신체활동을 1주일에 2시간 30분 이상 실천하
고 가능하면 여러 날에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였는데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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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에 의해서도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취약계층 노인은 신체적,
경제적, 환경적 제약이 일반노인에 비해 열악하여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
활동을 우선으로 시행하기가 어렵다. 취약계층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
한 적극적인 환경 조성도 중요하지만 먼저 특별한 경제적 환경적 지원이
필요 없는 걷기를 실천하도록 한다면 신체활동 실천율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여자노인은 남자노인에 비해 고령자가 많고
만성질환으로 관절염이 많고 운동능력과 일상활동, 통증/불편감에서 지
장이 있으므로 주 3일 정도 걷기 실천을 하도록 권장할만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취약계층 노인들의 성별 걷기 실천과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연령, 경제 상태, 만성질환, 비만도, 걷기 실천 등 여러
요인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 노인들의 건강관
련 삶의 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걷기 실천과 관련 요인을 몇 가지 변
수들의 인과관계로 보기 보다는 각 요인들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
하다. 그리고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간호중
재전략도 취약계층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
법을 개발하고 특히 대다수의 노인들이 노화와 만성질환 등 제약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노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건강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본 연구는 단면조사 연구로 조사시점에서
걷기 실천과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여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관련성은 발견되었지만 시간적 선후관계 및 인과
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없다. 이러한 제한점은 향후 단면적 연구가 아닌
코호트 연구 등을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전국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나 취약계층 노인이 대상이므로 이 결
과를 일반 노인으로 일반화 시켜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만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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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의 일반적 특성 및 걷기 수준을 비교할 수는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하루 총 걷기시간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빠져서 바람직한
걷기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하
루 걷기 시간에 대한 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방문간호사가 걷기교육
을 할 때 걷기 자세 및 강도에 대한 정확한 예시가 필요할 것이다. 넷
째,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노인의 자기효능감이나 사회적 지지 및 관
계, 우울 등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요인의 분석은
자료부족으로 포함되지 못하였다. 추후에는 이러한 요인을 포함한 연구
를 통해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통합적 접
근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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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취약계층 남녀노인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특성과 걷기 실천,
걷기실천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향
후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시행된 이차자료 분석연구이다.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자 중 65세 이상 노인으로 특히 2012년 1
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자로 총
35,498명의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는 빈
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 Duncan
test, 다중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 노인의 성별 평균 걷기일수는 남자노인은 5.5±2.5일/
주, 여자노인은 5.1±2.5일/주이었다. 5일 이상 걷기 실천율은 여자노인
(56.3%)에 비해 남자노인(62.7%) 이 높았다. 걷기 실천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독거, 만성질환이 없고 비흡연, 구강건강과 주관적 건강
감이 좋은 경우, 과체중인 경우 남녀노인 모두 걷기 실천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취약계층 노인의 성별 건강관련 삶의 질은 여자노인
(0.83±0.14)보다 남자노인(0.86±0.16)이 높았다.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연령이 낮을수록, 독거, 비흡연, 만성질환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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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강과 주관적 건강감이 좋고, 과체중인 경우 남녀노인 모두 건강관
련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걷기 실천일수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연관성은 남녀노인 모두
걷기 실천일수가 많을수록 유의하게 높았으며 특히 걷기 실천일수가 주
2일에서 주 3일로 증가할 때 삶의 질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취약계층 노인의 걷기 실천에 영향을 주는 연령, 동거 유형, 경
제수준, 음주, 흡연, 만성질환, 비만도 등 관련요인 외에도 취약계층 노
인의 자기효능감이나 사회적 지지 및 관계, 우울 등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취약계층 노인의 걷기 실천율을 높이려면 특히 성별 걷기 실천율
에서 여자노인의 걷기 실천율이 낮았으므로 여자노인의 걷기 활동을 증
진시킬 수 있도록 방문건강관리교육 시 관절염 관리에 대한 교육을 통해
통증이나 불편감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절염이 있을 때 걷기를 하는 구체
적인 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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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위험요인과 건강문제
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자가건강관리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상태에 따라

∼

1년에 2회

24회

내외의 방문이 이뤄질 것입니다. 간

단한 건강검사 후 맞춤형 교육 및 상담이 이뤄지고 필요한 경우 지역 내 보건 복지 서비스 연
계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게 되면 금전적인 대가는 없으며 도중에 그만두고 싶다면 언제든지 중단하실 수 있
습니다. 이에 관한 문의사항은 담당 방문간호사나

○○○보건소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본 서비스를 통하여 수집된 귀하의 건강 정보는 서비스 제공 및 국가 통계자료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인은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에 동의하고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개
인정보 처리(수집․이용, 제공 등)를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필수입력)

성별
이메일

- 서비스 참여 동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건강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동의

20 년
성 명:

월

○○ 시장 군수 구청장 보건소장
(

)

일
(인)

귀하

※ 개인정보처리자는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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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동의획득 상세

>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보건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가.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상자관리, 건강상담 및 교육, 건강검진 결과
상담,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등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나. 사업 효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의 통계자료로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나. 건강정보 : 가구조사표, 연령별 면접조사표, 삶의 질, 노인 우울검사, 치매선별검사, 구강건강, 임
산부 건강면접조사표, 산후우울 측정도구, 재가암 대상자 기초조사표, 재가 장애인 기초조사표, 구
강관리 기초조사표, 요구도 조사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기록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
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다만,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
우에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가.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소에서는 지역 내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소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

1.
2.

3.
4.

정보의 제공 범위 : 이름, 전화번호,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정보의 제공 대상 :
주민복지회관,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서비스 연계 해당 기관(보건
소에서 수정하여 쓰도록 함)
정보의 이용목적 : 타 기관의 보건 복지 서비스 연계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등록관리 기간

○○○

나.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효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의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는 한국건강증진재단에 아래의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 연구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
2. 정보의 이용목적 : 사업의 효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3.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 연구의 진행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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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의 수집동의

○○○보건소는 수집한 개인의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로서 아래의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질 관리

-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

방문건강관리사업 효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통계 생성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4. 고유식별정보의 수집동의
○○○보건소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를 수
(

)

집하고 있습니다.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사업의 효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통계 생성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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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방문건강관리사업 가구조사표
방문건강관리사업
- 가 구 조 사 표 -

※ 대상：등록 가구, 조사주기：1년
신규방문
주소

년

월

시·도
(

일

구·시·군
아파트

가구 등록번호
동·읍·면

동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① 1

□② 2순위

□③ 3순위

□④ 4순위

□① 가구방문

□② 지역아동센터

□③ 경로당

□④ 미인가 시설

□⑤ 소규모사업장

□⑥ 기타

가족
□① 1세대
가족 구성
형태

호

대상자 성명

성명

기관형태

번지

호)

가구주

사업대상

통·리

구성 □①다문화가족
요인 □④독거노인

방문간호사

□② 2세대
□②조손가족

□③ 3세대
□③한부모가족

□⑤기타
(서명)

성명
tip
○ 가족구성
- 1세대 : 독거 또는 부부

- 2세대 : 부부와 자녀가 같이 사는 가족(일반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만19세 미만아동(취학 중인 경우 22
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경우
- 3세대 : 노부모를 모시고 부부와 자녀가 같이 사는 가족
○ 구성요인 : 해당가구만 표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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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방문건강관리사업 건강면접조사표(만 19세 이상)
방문건강관리사업
-

(만19세 이상) -

※ 대상 : 만19세 이상 성인, 조사주기： 1년
방문일

년

월

가구주 성명

체중

㎏

대상자 성명
□① 남자

성별

BMI

가구
등록번호

일

허리
둘레

혈압

㎝

㎜Hg

□ ② 여자

방문간호사
혈당

공복

식후

㎎/㎗

㎎/㎗

(서명)

HbA1C Chol TG HDL LDL
%

㎎/㎗

㎎/㎗

㎎/㎗

㎎/㎗

Tip
1.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 체중(㎏)/키(㎡)
2. 비만도 :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고도비만 중 하나로 표시
․저체중 : 체질량지수 18.5 미만
․정상체중 : 18.5이상 23미만
․과체중(또는 전비만) : 23이상 25미만 ․비만(또는 1형 비만) : 25이상 30미만
․고도비만(또는 2형 비만) : 30이상
3. 표준체중 : 신장 150㎝ 미만 : (신장-100)
신장 150㎝ 이상 160㎝ 미만：{(신장-150)×0.5}+50
신장 160㎝ 이상 : (신장-100)×0.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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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행태

1.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피운 담배의 양은 총 얼마나 됩니까?

□① 5갑(100개비) 미만
□② 5갑(100개비) 이상
□③ 피운 적 없음 ☞ 문항으로
※ 일반검진 생애전환기검진 번과 동일 항목
4

,

4-1

2.

처음으로 담배 한 대를 다 피운 시기는 언제입니까? 만______세

3.

현재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까?

□① 현재 매일 피움 ☞ 하루 평균 흡연량 __________ 개비
☞ 지난 1년간 담배를 끊고자 하루(24시간) 이상
금연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②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 일반검진 생애전환기검진 번과 동일 항목
,

4-3

음주
흡연
4.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제사, 차
례 때

몇 모금 마셔 본 것은 제외합니다)

□① 술을 마셔 본 적이 없음 ☞ 9번 문항으로
□② 있음☞처음으로 술1잔을 모두 마셔본 적은 언제입니까? 만____세
(제사, 차례 때 몇 모금 마셔 본 것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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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①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 9번 문항으로
□② 한 달에 1번 미만

□③ 한 달에 1번 정도

□④ 한 달에 2～4번

□⑤ 일주일에 2～3번 정도

□⑥ 일주일에 4번 이상

6. 한 번에 보통 술을 얼마나 마십니까?
[술의 종류에 상관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계산. 단, 캔맥주 1개(355cc)
= 맥주 1.6잔]
□① 1～2잔

□② 3～4잔

□③ 5～6잔

□④ 7～9잔

□⑤ 10잔 이상

※

,

생애전환기검진 6번과 동일 항목

7. (
)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
(또는 맥주5캔 정도) 이상을 마시
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전혀 없다
□② 한 달에 1번 미만
□③ 한 달에 1번 정도
□④ 일주일에 1번 정도
□⑤ 거의 매일

8. (여성만) 한 번의 술자리에서 5잔(또는
맥주 3캔 정도) 이상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전혀 없다
□② 한 달에 1번 미만
□③ 한 달에 1번 정도
□④ 일주일에 1번 정도
□⑤ 거의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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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운동
9. 지난 일주일동안 평소보다 몸이 매우 힘들거나 숨이 많이 가쁜 격렬한 신체
활동을 1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
□① 전혀 하지 않음

□② 1일

□③ 2일

□④ 3일

□⑤ 4일

□⑥ 5일

□⑦ 6일

□⑧ 7일(매일)

※ 격렬한 신체활동：달리기(조깅), 등산, 빠른 속도로 자전거 타기,
빠른 수영, 축구, 농구, 줄넘기, 스쿼시, 단식테
니스, 무거운 물건 나르기 등의 직업활동 및 체
육활동
※ 일반검진, 생애전환기검진 6-1번과 동일 항목
9-1. 이러한 격렬한 신체활동을 한 날, 보통 하루에 몇 분간 했습니
까?
하루에 □□ 시간 □□분
※ 일반검진, 생애전환기검진 6-1번과 동일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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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난 일주일동안 평소보다 숨, 심장박동이 조금 증가하는 중등도 신체활동
을 1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
□① 전혀 하지 않음

□② 1일

□③ 2일

□④ 3일

□⑤ 4일

□⑥ 5일

□⑦ 6일

□⑧ 7일(매일)

※ 중등도 신체활동：천천히 하는 수영, 복식테니스, 배구, 배드민턴, 탁
구, 가벼운 물건 나르기 등의 직업활동 및 체육활
동. 단, 걷기는 제외
※ 일반검진, 생애전환기검진 6-2번과 동일 항목
10-1. 이러한 중등도 신체활동을 한 날 보통 하루에 몇 분간 했습니
까?
하루에 □□ 시간 □□분
※ 일반검진, 생애전환기검진 6-2번과 동일 항목
11. 최근 1주일 동안 한 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걸은 날은 며칠입니까?
□① 전혀 하지 않음

□② 1일

□③ 2일

□④ 3일

□⑤ 4일

□⑥ 5일

□⑦ 6일

□⑧ 7일(매일)

※ 출퇴근 또는 학교, 이동 및 운동을 위해 걸은 것을 모두 포함
※ 일반검진, 생애전환기검진 6-3번과 동일 항목
11-1. 이러한 날 중 하루 동안 걷는 시간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 시간 □□분
※ 일반검진, 생애전환기검진 6-3번과 동일 항목
12. 최근 1주일 동안 스트레칭, 맨손체조 등의 유연성 운동을 한 날은 며칠입
니까?
□① 전혀 하지 않음

□② 1일

□③ 2일

□④ 3일

□⑤ 4일

□⑥ 5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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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최근 1주일동안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아령, 역기, 철봉 등의 근력 운
동을 한 날은 며칠입니까?
□① 전혀 하지 않음

□② 1일

□③ 2일

□④ 3일

□⑤ 4일

□⑥ 5일 이상

건강감

14. 본인의 건강은 대체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음

□② 좋음

□③ 보통

□④ 나쁨

□⑤ 매우 나쁨

□⑥ 모름

흡연 구강건강
15. 현재 치아나 틀니, 잇몸 등 입안의 문제로 음식을 씹는 데에 불편감을
느끼십니까?(틀니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틀니를 낀 상태에서 느끼시는
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① 매우 불편하다

□② 불편하다

□④ 별로 불편하지 않다

□⑤ 전혀 불편하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16. 어제 귀하께서 잇솔질 한 시기를 모두 말씀해주십시오
□① 아침식사 전

□② 아침식사 직후

□③ 점심식사 전

□④ 점심식사 후

□⑤ 저녁식사 전

□⑤ 저녁식사 직후

□⑦ 간식 후

□⑧ 잠자기 전

□⑨ 잇솔질 하지 않음

※틀니를 씻은 경우도 잇솔질에 포함
17. 지난

1년 동안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치아와 입안에 통증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까?
□① 자주 있었음

□② 가끔 있었음

□④ 전혀 없었음

□⑤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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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거의 없었음

18. 최근 1년 동안,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진료를 받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인 이유로
□② 치과병의원(보건소, 지소)이 너무 멀어서
□③ 직장이나 학교를 비울 수 없어서
□④ 거동이 불편해서 혹은 건강 문제 때문에
□⑤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⑥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덜 중요하다고 느껴서
□⑦ 치과진료를 받기가 무서워서
□⑧ 기타(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② 아니오
19. 지난 2일간 매끼 식사를 하셨습니까?(모두 표시해주십시오)
□① 그저께 아침

□② 그저께 점심

□③ 그저께 저녁

□④ 어제 아침

□⑤ 어제 점심

□⑥ 어제 저녁

건강검진

20. 다음은 암검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각에 대해 가장 마지막으로
암검사를 받은 때를 답해 주십시오.
20-1. (만 40세 이상) 위암검사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술)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2년 이상
□④ 한 번도 검사받은 적 없음
20-2. (만 50세 이상) 대장암검사 (대장내시경검사, 분변잠혈반응검
사, 이중조영바륨검사, 에스결장경검사)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③ 10년 이상
□④ 한번도 검사받은 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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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만 40세 이상) A형, B형, C형 간염 또는 간경화 등의 간질
환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18-5번 문항으로
20-4. (만 40세 이상) 간암검사 (복부초음파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
검사)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③ 1년 이상
□④ 한 번도 검사받은 적 없음
20-5. (만 40세 이상 여성) 유방암검사 (유방촬영, 초음파 포함)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2년 이상
□④ 한 번도 검사받은 적 없음
20-6. (만 3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검사 (자궁질경부도말세포검사)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2년 이상
□④ 한 번도 검사받은 적 없음
만성질병 이환조사

21. 고혈압을 의사에게 진단받으셨습니까?
□① 아니다 □② 그렇다
☞ 고혈압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① 완치되어 치료받지 않고 있음
□② 완치되지 않았지만 치료받지 않고 있음
□③ 현재 치료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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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당뇨병을 의사에게 진단받으셨습니까?
□① 아니다 □② 그렇다
☞ 당뇨병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① 완치되어 치료받지 않고 있음
□② 완치되지 않았지만 치료받지 않고 있음
□③ 현재 치료받고 있음
23. 뇌졸중을 의사에게 진단받으셨습니까?
□① 아니다 □② 그렇다
☞ 뇌졸중 발병연도 ________년
☞ 뇌졸중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① 완치되어 치료받지 않고 있음
□② 완치되지 않았지만 치료받지 않고 있음
□③ 현재 치료받고 있음
24. 암을 의사에게 진단받으셨습니까?
□① 아니다 □② 그렇다
☞ 암의 종류 ________암
☞ 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① 완치되어 치료받지 않고 있음
□② 완치되지 않았지만 치료받지 않고 있음
□③ 현재 치료받고 있음
25. 관절염을 의사에게 진단받으셨습니까?
□① 아니다 □② 그렇다
☞ 관절염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① 완치되어 치료받지 않고 있음
□② 완치되지 않았지만 치료받지 않고 있음
□③ 현재 치료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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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요실금을 의사에게 진단받으셨습니까?
□① 아니다 □② 그렇다
☞ 요실금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① 완치되어 치료받지 않고 있음
□② 완치되지 않았지만 치료받지 않고 있음
□③ 현재 치료받고 있음
27. 알코올 중독을 의사에게 진단받으셨습니까?
□① 아니다 □② 그렇다
□③ 의사에게 진단받지 않았지만 알코올 중독 의심
☟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① 완치되어 치료받지 않고 있음
□② 완치되지 않았지만 치료받지 않고 있음
□③ 현재 치료받고 있음

- 70 -

부록 4. 방문건강관리사업 삶의 질
방문건강관리사업
- 삶의 질 -

※ 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조사주기：1년
■ 오늘 귀하의 건강상태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하나의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영역

1. 운동능력

2. 자기관리

3. 일상 활동
(일, 공부, 가사일,
가족 또는 여가활동)

4. 통증/불편감

5. 불안/우울

구

분

① 나는 걷는데 지장이 없다
② 나는 걷는데 다소 지장이 있다
③ 나는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

☐
☐

① 나는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는데 지장이 없다
② 나는 혼자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는 데 다소 지장이 있다
③ 나는 혼자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을 수 없다

☐

① 나는 일상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
② 나는 일상 활동을 하는 데 다소 지장이 있다
③ 나는 일상 활동을 할 수 없다

☐

① 나는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다
② 나는 다소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③ 나는 매우 심한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

① 나는 불안하거나 우울하지 않다
② 나는 다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③ 나는 매우 심하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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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Tip

○ 삶의 질 수준(EQ-5D) 산출식 :

y = 1 - (0.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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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0*N3)
※ 삶의 질 점수계산방식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질 가중치연구(남해성, 2007, 질병관리
본부)에서 도출된 보정식을 이용하여 전산에서 자동으로 계산됨

※ 점수가 클수록 삶의 질이 높음
※ 변수정의
변수 명

M2
M3
SC2
SC3
UA2
UA3
PD2
PD3
AD2
AD3
N3

정 의
운동능력이 ‘수준

2’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운동능력이 ‘수준 3’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자기관리가 ‘수준 2’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자기관리가 ‘수준 3’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일상 활동이 ‘수준 2’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일상 활동이 ‘수준 3’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통증/불편감이 ‘수준 2’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통증/불편감이 ‘수준 3’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불안/우울이 ‘수준 2’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불안/우울이 ‘수준 3’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수준3’이 하나라도 있을 때 1, 나머지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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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보건복지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로부터 원시자료를
제공받음
- 73 -

부록 6.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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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ender Comparisons of
Vulnerable Older Adults’Walking
Practice and EQ-5D
SENGEUN YI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ing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Due to the aging society in Korea, there has been a surge
in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physical activity to
enhance the health of older adults. As a result, a variety of
sports or standardized older adult health programs have been
conducted in public health centers and seniors’ welfare
centers. However, since older adults suffer from a variety of
chronic diseases and have limited physical activity due to
their age, physical activity that are overall easy to carry out
throughout their daily lives and those that are less likely to
cause injury is ideal. More specifically, health programs for
the older adults of the vulnerable population, especially one
that takes into account the gender difference, is necessary.
This study is a secondary data analysis study to figure out
what factors have an effect on the gender difference in older
adults of the vulnerable older adults’walking exercise and
EQ-5D.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as collected from 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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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ults 65 years old or above that were registered to the
customized home visiting health service offered by one of 254
public health centers and was collected for 1 year between
January 1, 2012 to December 31, 2012.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t-test, one-way ANOVA, Duncan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average walking
days for male older adults were 5.5±2.5 days per week, and
5.1±2.5 days per week for female older adults. The walking
practice rate for more than 5 days was higher for male older
adults (62.7%) than for female older adults (56.3%) and
both male and female older adults that lived alone, had no
chronic diseases, did not smoke, healthy oral health and a
higher subjective sense of health showed to have a higher
rate of walking on a daily basis. Also, EQ-5D for male older
adults (0.86±0.16) was higher than that of female older
adults (0.83±0.14) and both male and female older adults
that were younger, lived alone, did not smoke, had no
chronic diseases, healthy oral health, a higher subjective
sense of health, and were overweight showed to have a
higher EQ-5D. Also, the EQ-5D based on the number of days
of walking showed that regardless of gender, older adults
who tended to walk more number of days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EQ-5D and the increase in EQ-5D was
most significant between walking 2-days a week and 3-days
a week.
Based on these results, the factors that influence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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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for vulnerable older adults were gender, age, living
style, drinking and smoking patterns, chronic diseases, and
obesity. Also, to increase the walking practice rate for
vulnerable older adults must be done to increase the walking
rate for female older adults, since they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male older adults. The overall walking
rate for female older adults must be enhanced through
educating how to take care of arthritis, pain and discomfort
that may arise from it, and specific instructions on how to
walk with arthritis when conducting customized home visit
health services. By offering older adults specific information
and help, we can expect an enhancement in quality of health
related services for vulnerable older adults.
keywords : vulnerable older adult, walking practice, EQ-5D
Student Number : 2005-20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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