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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구의 고령화는 중요한 사회현상 중의 하나이며 한국은 65

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6.5%를 차지하고 있고 2025

년에는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노인인구의 비율 및 양적 증가와 더불어 노인의 만성

질환 유병률 또한 높게 나타났다. 2020년 전국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84%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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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는 등 수명은 연장되었으나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노인의 비율도 높았다[2].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는 

것은 노년기의 주요 과제중의 하나이고, 노년기의 삶의 질에 있

어서 건강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건강 관련 삶

의 질이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3]. 

건강 관련 삶의 질(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은 개인 및 인구집단의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그 자체

로도 중요한 변수이고, 노인의 경우 일상적 기능과 안녕상태, 

장기요양기관 입원, 사망률 등을 예측하여 건강서비스 요구를 

추정하고 관련 프로그램과 보건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의미있

는 지표이다[4].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

강과 관련된 개인의 주관적 태도와 경험을 나타내는 다차원적

인 개념으로 기능 상태와 수준에 대한 개인의 평가와 만족도를 

포함하고 있다[5].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개인적인 속성뿐

만 아니라 사회적인 속성도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평

등하게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며, 건강증진에 동기가 되는 물

리적 환경이나 제도적 지원에 의해 향상되기도 하고, 반대로 위

험한 건강상태에 이르기도 한다[6]. 즉, 환경과 같은 지역적 차

이에 의해 건강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적 특성과 함

께 지역사회 환경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건강 관련 삶의 

질은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개인수준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인식, 건강위험요인, 기능적 상태, 

사회적 지지, 사회경제적 상태와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고, 

지역사회 수준은 인구집단의 건강인식과 기능적 상태에 영향

을 미치는 지역사회 자원, 조건, 정책, 실무 등을 포함한다[4]. 

건강 관련 삶의 질과 같이 다차원적인 개념에 영향을 받는 요인

은 개인 및 지역 수준 등으로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강결정요인 모델 중 생태학적 모형은 인간과 환경이 상호

작용과 교환을 통해 영향을 미치고 적응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

며,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조건을 강조하고 개인이 가진 환경적 요소를 포함하여 다양한 

차원의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다수준 분석은 

개인과 조직수준 둘 모두의 영향을 타당한 방법으로 추정하는 

생태학적 관점의 연구에 적합한 접근 방법이다[7,8].

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는 인구학적 특

성, 생활습관, 질병 유무 등의 개인수준 요인에 대한 연구가 주

를 이루고 있고[3,9,10] 도시나 농촌 노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

유형을 단편적으로 살펴 본 연구는 있으나 노인의 건강 관련 삶

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변수인 지역유형, 인구수, 여가시

설, 의료기관의 병상수나 간호사수와 같은 의료자원 등의 지역

수준 요인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며, 건강 관련 삶의 질

에 대해 생태학적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다수준으로 분석한 연

구는 소수이다[6,11-17]. 본 연구는 생태학적 모형과 이러한 선

행연구들을 토대로 개인수준요인으로 연령과 성별, 결혼 상태, 

교육수준, 수입, 거주형태, 기초수급자 여부, 주관적 건강수준, 

사회적 연결망, 만성질환수, 우울감, 낙상경험[3,6,11-16]을, 지

역수준으로 지역규모, 근린환경, 여가복지 시설, 총인구수, 노

인인구수, 노인여가복지시설수, 공원수, 체육시설수, 지역사

회 대중교통 만족도, 노인장기요양기관수, 의료기관 병상수,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의료기관 종사 간호사수[6,14,17]를 선

정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건강조사와 지역사회 건강결과 및 건강 

결정요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

을 파악하고 개인수준 요인과 더불어 지역 및 지역특성 등의 지

역수준 요인이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중요한지를 분석하여 노인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 

및 중재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생태학적 모형에 기반하여 개인수준 요인과 지역

수준 요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다수준 분석으로 규명하

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Figure 1). 

 개인수준 요인들에 따른 노인 건강 관련 삶의 질을 확인

한다. 

 지역수준 요인들에 따른 노인 건강 관련 삶의 질을 확인

한다. 

 개인수준 요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지역수준 요인들에 따

른 노인 건강 관련 삶의 질을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해 지역

사회건강조사와 지역사회 건강결과 및 건강 결정요인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한 2차분석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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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survey) 2015년 원시자료[18]와 지역사회 건강결과 및 

건강 결정요인 데이터베이스 1.0[19]의 동일연도 자료를 활용

하였다. 낙상 경험과 같이 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포함되면서 지역사회 건강결과 및 건강 결

정요인 데이터베이스의 원시자료 공개 시기를 고려하여 조사

연도를 선정하였다. 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 및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온라인으로 원자료 이용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제출

하고 승인을 받았으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면제를 받

은 후 진행하였다(SM-201909-053-1). 지역사회건강조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 훈련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 

양식이 탑재된 노트북을 활용하여 일대일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조사대상은 총 228,558명 중 본 연구의 대상자는 

65세 이상 응답자 62,710명이다. 지역사회 건강결과 및 건강 결

정요인 데이터베이스 1.0 자료는 지역사회 건강수준과 건강격

차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적, 문화적, 사회적, 인구경제

적 특성 등 다양한 영역의 건강결정요인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와 연계할 수 있도록 수집된 데이터 라이브러리이며 전국 

254개 지역을 대상으로 구축되었다.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건

강결과 및 건강결정요인 데이터베이스 1.0 자료와 지역사회건

강조사 자료의 시 ․ 군 ․ 구 지역코드를 결합(merge)하여 분석하

였다.

3. 연구도구 

1) 건강 관련 삶의 질 

건강 관련 삶의 질은 EuroQol-5 Dimension (EQ-5D) 지표

로서 운동능력(mobility), 자기관리(self-care), 일상활동(usual 

activity), 통증/불편(pain/discomfort), 불안/우울(anxiety/ 

depression) 등 5가지 영역에서 각각 “지장이 없다” 1점, “중

간 정도 지장이 있다” 2점, “매우 지장이 있다” 3점 등으로 구분

하여 조사되었다. 질병관리청에서 제공받은 지역사회건강조

사 자료에 자동 생성되어 -0.171~1점의 총점으로 환산되어 있

으며, EQ-5D index 값이 1에 가까울수록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EQ-5D=1-h이고 h는 아래의 가중치 공

식을 이용한다[18].

 운동능력 수준: 중간 정도 지장 M2=1, 매우 지장 M3=1

 자기관리 수준: 중간 정도 지장 SC2=1, 매우 지장 SC3=1

 일상활동 수준: 중간 정도 지장 UA2=1, 매우 지장 UA3=1

 통증/불편 수준: 중간 정도 지장 PD2=1, 매우 지장 PD3=1

 불안/우울 수준: 중간 정도 지장 AD2=1, 매우 지장 AD3=1

 상호 작용: 5개 영역 중 1개라도 매우 지장 항목이 있을 경우 

N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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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수준 요인 

(1) 인구사회학적 요인

2015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데이터[18]에서 대상자의 연

령과 성별, 결혼 상태, 교육수준, 한 달 수입, 독거여부, 기초수

급자 여부, 사회적 연결망(친척, 이웃, 친구) 등을 조사하였다. 

집단별 비교분석을 할 때, 연령은 65~70세, 71~80세, 81세 이

상 등의 3집단으로, 학력은 무학/서당/한학, 초등, 중고등, 2년 

대졸 이상 등의 4집단으로, 결혼상태는 배우자 없음과 배우자 

있음의 더미변수로, 독거여부는 비독거, 독거 등의 더미변수

로, 그리고 경제적 수준은 50만원 미만, 50~100만원, 100~300

만원, 300만원 이상 등의 4개 집단변수로 만들어서 분석하였

다. 또한 기초수급자 여부는 대상자 아님, 대상자로 더미변수

Figure 1. Theore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based on ecolog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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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였다. 다만 다수준 분석에서는 연령, 학력, 경제적 수준 등

은 카테고리변수이기는 하지만, 연속변수로 투입하였고, 성별, 

결혼상태, 독거여부, 기초수급자 여부, 사회적 연결망(친척, 이

웃, 친구 각각) 등은 더미변수로 투입하였다.

(2) 건강 관련 요인

개인별 건강 관련 요인변수들도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데이터[18]에서 주관적 건강수준, 만성질환수, 우울감 경험여

부, 연간 낙상경험 여부 등을 사용하였는데, 주관적 건강수준

은 1~5점 수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수준이 나쁜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수준이 좋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도록 역코딩 하였다. 또한 우울경험여부 및 연간 낙상

경험여부도 각각 더미변수화 하였다. 만성질환수는 고혈압, 당

뇨병,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관절염, 천식, 아토피 등의 총 

7개 항목으로 조사되어 있으므로, 이들 증상에 대해 의사진단

이 있는 경우에 해당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0점

에서 최대 7점의 분포를 갖도록 하였다.

3) 지역수준 요인 

지역수준의 변수는 지역사회 건강결과 및 건강 결정요인 데

이터베이스 1.0[19]을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에서 행정 지역코

드를 활용하여, 개인수준데이터와 병합(merge)하여 다수준 

데이터를 만들었다. 사용한 지역수준의 변수로는 지역유형을 

광역시, 시도 지역, 군 지역 등으로 3집단으로 분류하였고, 나

머지 모든 변수들은 동일한 빈도분포를 갖도록 고-중-저 등의 3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별로 삶의 질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지

에 대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총인구수, 노인인구수, 

노인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인구천명당 공원수, 인구천

명당 체육시설수, 지역사회 대중교통 만족도(표준화율), 노인

장기요양기관수, 인구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표준화율),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간호사수 등의 

연속변수를 사용하였다. 다만 총인구수, 노인인구수는 단위가 

큰 관계로 자연로그변환을 하여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TATA 통계 프로그램 버전 15.1을 이용하여 

개인수준, 지역수준의 기초자료에 대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를 실시하였다. 집단별 삶의 질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독립 t

검정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개인 

및 지역수준에서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과 개인을 포함

하는 집단으로 이루어진 위계적 구조의 자료를 회귀분석 등 일

차원적으로 분석할 경우 계층별 분산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위계적 구조의 자료를 개인수준에서 일괄적으로 분석하게 되

면 관찰 단위의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수준 분석은 개인수준의 종

속변수가 개인 및 지역수준의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것을 하나의 

틀 안에서 분석하는 방법이며 본 연구의 위계적 구조에서 개인

수준 및 지역수준의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는데 적절한 방법이다[20].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에서의 건강 관

련 삶의 질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므로, 회귀계수

의 분산을 고려하지 않은 랜덤-절편 모형(random-intercept 

model)으로 분석하였다. 본 모형은 지역의 절편에 대한 랜덤

효과와 통제된 독립변인에 대한 고정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모

형이며,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같이 대규모 조사에서 다단계 집

락추출법을 사용한 경우에 오차의 과소추정을 피하고 적정하

게 얻기 위하여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첫

째, 기초모형을 통해 지역의 변동이 의미가 있는지 파악하여 

다수준 분석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둘째, 개인수준 모형을 

바탕으로 삶의 질에 대한 개인수준 변수의 효과를 확인하였으

며, 셋째, 지역수준 모형을 통해 삶의 질에 대한 지역수준 변수

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 지역 수준 모형을 적용

하여 개인수준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지역수준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최대우도 추정(maximum likeli-

hood estimate)방법을 이용하여 다수준 모형을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1. 개인수준 요인에 따른 삶의 질

개인수준의 경우, 성별은 남성(t=53.60, p<.001)이, 연령은 

65~70세(F=2,343.71, p<.001)가, 교육정도는 학력이 높을수록

(F=1,691.40, p<.001), 배우자가 있는 경우(t=47.23, p<.001), 

비독거인 경우(t=-31.75, p<.001), 소득이 높을수록(F=1,019.72, 

p<.001),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닌 경우(t=-35.53, p<.001), 사회

적 연결망은 친척, 이웃, 친구 각각 모두 주1회 이상 만나는 집단

에서(친척: t=6.27, p<.001, 이웃: t=11.68, p<.001, 친구: t= 

32.30, p<.001) 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관적 건강수준이 높을수록(F=6,437.51, 

p<.001), 우울감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t=-62.86, p<.001),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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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경험이 없는 집단(t=-55.51, p<.001), 만성질환 수가 적을수

록(F=825.57, p<.001) 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지역수준 요인에 따른 삶의 질

지역수준의 경우, 지역규모가 클수록(F=153.75, p<.001), 총

인구수가 많을수록(F=139.10, p<.001), 노인인구수가 많을수록

(F=125.69, p<.001), 노인여가복지시설수가 적을수록(F=160.49, 

p<.001), 인구천명당 공원수가 적을수록(F=27.93, p<.001), 인

구천명당 체육시설수가 적을수록(F=84.72, p<.001), 지역사회 

대중교통 만족도가 높을수록(F=114.22, p<.001) 삶의 질이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가 많을수록(F=24.74, p<.001), 의료기관 종사 간호사

수가 많을수록(F=44.70, p<.001), 노인장기요양기관수가 많

을수록(F=110.34, p<.001), 의료기관 병상수가 적을수록(F=3.66, 

Table 1.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Level Factors and QOL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Female

25,726
36,984

(41.0)
(59.0)

0.89±0.17
0.81±0.19

53.60
(＜.001)

Age (year) 65~70a

71~80b

≥81c

21,346
31,464
9,900

(34.0)
(50.2)
(15.8)

0.89±0.14
0.83±0.18
0.75±0.21

2,343.71
(＜.001)

c＜b＜a

Education Never attended schoola

Elementary schoolb

Middle schoolc

≥Colleged

14,908
26,433
17,284
4,032

(23.8)
(42.2)
(27.6)
(6.4)

0.77±0.20
0.83±0.18
0.89±0.16
0.93±0.13

1,691.40
(＜.001)

a＜b＜c＜d

Marital state No spouse
With spouse

23,565
39,113

(37.6)
(62.4)

0.80±0.19
0.87±0.17

47.23
(＜.001)

Solitary No
Yes

47,072
15,638

(75.1)
(24.9)

0.85±0.18
0.80±0.18

-31.75
(＜.001)

Household income
(10,000 won)

50a

50~100b

100~300c

≥300d

14,772
19,438
20,287
8,213

(23.6)
(31.0)
(32.4)
(13.1)

0.78±0.20
0.83±0.18
0.87±0.16
0.88±0.16

1,019.72
(＜.001)

a＜b＜c＜d

Basic living security No
Yes

57,815
4,895

(92.2)
(7.8)

0.85±0.18
0.75±0.22

-35.53
(＜.001)

Social network
(relatives)

Below 1 per week
Above 1 per week

25,051
37,659

(39.9)
(60.1)

0.83±0.19
0.84±0.18

6.27
(＜.001)

Social network
neighbors)

Below 1 per week
Above 1 per week

13,585
49,125

(21.7)
(78.3)

0.82±0.23
0.84±0.17

11.68
(＜.001)

Social network
(friends)

Below 1 per week
Above 1 per week

34,281
28,429

(54.7)
(45.3)

0.82±0.20
0.87±0.15

32.30
(＜.001)

Subjective health Very poora

Poorb

Not badc

Goodd

Very goode

8,625
20,496
21,647
10,566
1,376

(13.8)
(32.7)
(34.5)
(16.8)
(2.2)

0.64±0.26
0.80±0.16
0.90±0.12
0.94±0.10
0.96±0.09

6,437.51
(＜.001)

a＜b＜c
＜d＜e

Depressive symptom Yes
No

4,712
57,998

(7.5)
(92.5)

0.68±0.26
0.85±0.17

-62.86
(＜.001)

Fall experience Yes
No

12,391
50,319

(19.8)
(80.2)

0.76±0.21
0.86±0.17

-55.51
(＜.001)

Number of chronic 
diseases

0a

1~2b 

3~4c 

5~7d 

15,319
37,330
9,638

423

(24.4)
(59.6)
(15.3)
(0.7)

0.89±0.16
0.84±0.18
0.78±0.20
0.72±0.21

825.57
(＜.001)

d＜c＜b＜a

QOL=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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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연간 보건의료기관이용률이 낮을수록(F=168.00, p<.001) 

노인의 삶의 질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개인 및 지역수준 요인의 

효과 

본 연구는 기초모형(null model), 개인수준 모형(individual 

model), 개인- 지역 수준 모형(individual-community model)

을 순차적으로 검증하였다(Table 3). 기초모형인 모형1에서 설

명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지역 간 

분산을 추정하여 삶의 질이 지역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

다. 기초모형의 랜덤효과를 살펴보면, 삶의 질의 차이를 나타

내는 2수준(지역수준)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x2=961.54, p<.001) 지역수준의 변량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집

단 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를 

보면 전체 분산의 2.16%가 지역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고 있었

다. 즉, 삶의 질은 지역 간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지역효과가 

존재하므로 지역수준의 변수들의 효과를 다수준 분석을 통해 

Table 2.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Level Factors and QOL

Characteristics Categories M SD F (p) Scheffe ́́
Location Metropolitana

City (Province)b

Countyc

0.86
0.84
0.83

0.18
0.18
0.18

153.75
(＜.001)

c＜b＜a

Total population Low groupa

Medium groupb

High groupc

0.83
0.84
0.86

0.19
0.18
0.18

139.10
(＜.001)

a＜b＜c

Number of the elderly Low groupa

Medium groupb

High groupc

0.83
0.83
0.86

0.18
0.19
0.18

125.69
(＜.001)

a,b＜c

Number of leisur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per 1,000 senior 
citizens)

Low groupa

Medium groupb

High groupc

0.86
0.84
0.83

0.18
0.18
0.19

160.49
(＜.001)

c＜b＜a

Number of parks (per 1,000 
population)

Low groupa

Medium groupb

High groupc

0.85
0.84
0.83

0.18
0.18
0.19

27.93
(＜.001)

c＜b＜a

Number of sports facilities (per 1,000 
population)

Low groupa

Medium groupb

High groupc

0.85
0.84
0.83

0.18
0.18
0.18

84.72
(＜.001)

c＜b＜a

Satisfaction with public 
transportation

Low groupa

Medium groupb

High groupc

0.83
0.83
0.86

0.19
0.18
0.18

114.22
(＜.001)

a, b＜c

Number of doctors in medical 
institutions (per 1,000 population)

Low groupa

Medium groupb

High groupc

0.84
0.84
0.85

0.18
0.18
0.18

24.74
(＜.001)

a, b＜c

Number of nurses in medical 
institutions (per 1,000 population)

Low groupa

Medium groupb

High groupc

0.84
0.83
0.85

0.18
0.19
0.18

44.70
(＜.001)

a, b＜c

Number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Low groupa

Medium groupb

High groupc

0.83
0.84
0.86

0.18
0.18
0.18

110.34
(＜.001)

a＜b＜c

Number of hospital beds (per 1,000 
population)

Low groupa

Medium groupb

High groupc

0.84† 
0.84‡

0.84§

0.18
0.19
0.18

3.66
(.026)

b＜a

Annual medical institution utilization 
rate (standardization rate)

Low groupa

Medium groupb

High groupc

0.86
0.84
0.82

0.18
0.18
0.18

168.00
(＜.001)

c＜b＜a

QOL=quality of life; †M=0.842, ‡M=0.838, § M=0.840(†, ‡, §Results rounded up to the third digit after the decimal point); Low group, medium 
group, and high group were classified by the number of equally distributed cas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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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할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 1수준(개인수준)의 설명변수인 성별, 연령, 결

혼상태, 교육수준, 독거여부, 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주관적 건강수준, 친척 사회적 연결망, 이웃 사회적 연결망, 친

구 사회적 연결망, 만성질환수, 우울경험 여부, 연간 낙상경험 

여부 등의 변수를 투입하였고, 2수준(지역수준)의 설명변수로

는 광역시 지역 더미, 시 지역 더미, 노인인구수, 노인여가복지

시설, 공원수, 지역사회 대중교통 만족도, 의료기관 종사 간호

사수, 노인장기요양기관수, 의료기관 병상수, 연간보건기관 이

용률 등을 투입하였다. 노인인구수와 높은 상관성을 보인 총 인

구수와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높은 상관성을 보인 체육시설 수

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의 경우 

의료기관 병상수 및 간호사 수와 각각 높은 상관성을 보여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모형 2를 통해 삶의 질에 대한 고정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특성 변인 중에서 여자는 남자에 비해 

삶의 질이 낮았으며(β=-0.03, p<.001), 연령(β=-0.00, p<.001)

은 젊을수록, 교육수준(β=0.00, p<.001)은 높을수록, 결혼상태

(β=0.01, p<.001)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의 삶의 질이 더 높았

다. 그리고 소득수준(β=0.00, p<.001)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의 질이 비수급자보다 유의하게 낮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β=-0.03, p<.001). 또 사회적 연결망은 

친척(β=-0.00, p<.001), 이웃(β=0.03, p<.001), 친구(β=0.02, 

p<.001) 등으로, 친척과의 사회적 연결망은 적을수록, 이웃과 

Table 3. Multilevel Model Analysis in QOL Factors of the Elderly

Parameter Categories

Model 1 Model 2 Model 3

Null 
model

Individual 
model

Individual-
community 

model

β p β p β p

Fixed 
effect

Level 1 Intercept
Female (ref: man)
Age
Education
Married (ref: not married)
Solitary (ref: not solitariy)
Household income
Basic living security (ref: not)
Subjective health
Social network_relatives (ref: below 1 per week)
Social network_neighbors (ref: below 1 per week)
Social network_friends (ref: below 1 per week)
Number of chronic diseases
Depressive symptom (ref: no)
Fall experience (ref: no)

0.84 ＜.001 1.03
-0.03
-0.00
0.00
0.01
0.02
0.00

-0.03
0.07

-0.00
0.03
0.02

-0.01
-0.10
-0.05

＜.001
＜.001
＜.001
＜.001
＜.001

.094
＜.001
＜.001

.733
＜.001
＜.001
＜.001
＜.001
＜.001
＜.001

1.02
-0.03
-0.00
0.00
0.01
0.02
0.00

-0.03
0.07

-0.00
0.03
0.02

-0.01
-0.01
-0.05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Level 2 Region metro (ref: gun)
Region_city (ref: gun)
Number of the elderly
Number of leisur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Number of parks
Satisfaction with public transportation
Number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Number of hospital beds
Annual medical institution utilization rate
Number of nurses in medical institutions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61

.766

.842

.546

.474

.770

.936

.028

.243

.151

Random 
effect

Level 1, δ2

Level 2, δ2
0.03
0.00‡

0.02
0.00§

0.02
0.00‖

x2 (p) 961.54 (＜.001) 875.09 (＜.001) 722.30 (＜.001)

ICC (%) 2.16 1.95 1.69

QOL=quality of life; †β=.0004, ‡δ2=.0007, §δ2=.0004, ‖δ2=.0004 (†, ‡, §, ‖Results rounded up to the forth digit after the decimal point);  
ICC=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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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의 사회적 연결망은 많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다. 만성질환

수(β=-0.01, p<.001)는 적을수록, 우울경험(β=-0.10, p<.001)이 

없는 경우, 낙상경험이 없는 경우(β=-0.05, p<.001)에 삶의 질이 

유의하게 더 높게 나왔다.

결과적으로 개인수준의 변수들이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모형2에서 개인수

준에서의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삶의 질을 설명하고 난 후 개인

수준의 분산이 모형1에 비해 0.03에서 0.02로 감소하였으며, 지

역수준의 분산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x2=875.09, p<.001). 

ICC를 보면, 개인수준의 특성들을 통제한 후에도 결국 설명되

지 못한 지역수준의 분산이 1.9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설

명하기 위해 지역수준의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형을 고

려하게 되었다. 

세 번째로 개인수준 변수와 지역수준 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모형3에서 개인수준의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유의한 지역적 

특성변수를 보면, 의료기관 병상수(β=0.00, p=.028) 변수가 유

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병상수는 많을수록 노인의 건

강 관련 삶의 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에서 개인적 수

준변수와 지역적 수준 변수를 투입한 후의 ICC는 1.69%로 설

명되지 못한 지역적 특성은 모형2에 비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논 의

개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집단의 특성에 영향을 받

고 있으므로, 개인의 건강 또한 개인적 특성 외에도 사회적 환

경인 거주 지역의 특성을 포함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

구는 급속한 노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건강증진과 보건정책 수

립에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인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해 생태

학적 접근을 적용하여 개인수준 요인과 지역사회수준 요인이 

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다수준으로 분석하

였다.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 변인 중에서 

여자노인의 삶의 질이 낮았으며, 연령은 젊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삶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소득수준은 높을수록,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비수급

자의 삶의 질이 높았다. 즉,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았다. 이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과 영향요인 추이를 분석한 연

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21]. 그러나 연령과 교육정도는 유의

하였으나 성별과 결혼상태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

이다[3]. 남녀의 차이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수명이 길어 유배

우자율이 낮고, 경제수준과 교육수준이 취약하며, 복합만성질

환 유병률이 높고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고 생각된다[22].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 기능이 감소되

고 허약해져 나이가 노인의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23]. 최근 조사에서 

노인의 학력 수준은 크게 향상되어 저학력 노인의 비율은 감소

하고, 고학력 노인의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2]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결과는 향후 노인의 삶

의 질 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 결과로 생각된다. 

사회적 연결망의 경우 친척과는 만나는 횟수가 적을수록, 이

웃과 친구와는 많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다. 노인에게 친구 및 

이웃은 주거하는 곳이 가깝고 이동이 용이하여 왕래와 연락이 

가장 빈번한 중요한 사회적 연결망이며 본 연구의 결과도 이것

을 반영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 

중 0.7%가 거의 매일 친인척과 왕래하고, 2.0%가 매일 연락하

고 있는 반면에 24.5%는 친구 및 이웃 등과 거의 매일 왕래하고 

있으며, 19.9%가 거의 매일 연락을 하고 있었다[2]. 노인은 기

존의 인간관계가 축소되면서 지역사회 내 기관이나 센터 등의 

지지적 자원에 더 의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년기의 사회적 

연결망 강화를 위해 국가, 지역사회, 개인의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과 노

인복지관 등과 같은 시설을 확충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하며, 개인은 이들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동호회, 친목

단체, 종교단체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와 농촌 경로당 이용 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 비교연

구에서 만성질환의 수는 도시와 농촌 노인 모두에서 삶의 질의 

주요 영향요인이었는데[24], 본 연구에서도 만성질환수가 적

을수록 삶의 질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낙상경험은 없는 경우가 

삶의 질이 높았으며 이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등록된 노인 중 

연령과 성별로 낙상경험자와 무경험자를 짝짓기해서 분석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24]. 반면에 경로당과 주민센

터 이용 노인을 편의 표출하여 연령이나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한 연구에서 낙상경험유무가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는 연구와는 다른 결과였다[26]. 낙상유무와 건

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해서는 연령과 성별을 고려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 수록, 우울경험이 없는 경

우가 삶의 질이 높았고,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3]. 노인의 13.5%가 우울증상을 가지고 있고, 여자노인과 연

령이 높아질수록 우울증상이 심해진다는 보고에서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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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2] 노인의 건강관리에서 우울을 예방하는 것은 필수적인 

중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수준 요인에 따르면 지역규모가 클수록, 총인구수가 

많을수록, 노인인구수가 많은 집단과 지역사회 대중교통 만족

도가 높은 집단이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았다. 이는 노인이 외

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 수단은 버스, 지하철, 택시의 대중

교통이 70.9%인데[2], 지역의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은 지역

에서 대중교통이 더 잘 갖추어져 있고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는 노인을 위한 교통 편의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

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농촌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도시노인의 삶의 질보다 높게 나타난 연구도 있지만

[23], 본 연구에서 지역규모, 총노인인구수, 노인인구수 등을 

살펴보면 도시노인의 삶의 질이 더 높다는 지역특성결과와 일

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수가 적을수록, 공원수가 

적을수록, 체육시설수가 적을수록 삶의 질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들은 대도시일수록 상대적으로 노

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인구천명당 공원수, 인구천명

당 체육시설수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되

며, 사회경제적 역량이 높은 지역이 그렇지 않는 지역에 비해 

공원비율이 적었고, 공원비율이 높을수록 도시의 규모와 사회

경제적 역량이 낮아지기 때문이라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

다[6]. 공공 정책 측면에서 지방조직의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

와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 주민의 건강수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는 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6],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통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자

원을 형평성 있게 제공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역의료와 관련된 항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건강 관

련 공공서비스로 의료 접근성의 측면에서 인구천명당 의료기

관 종사 의사수, 간호사수, 노인장기요양기관수가 많을수록 건

강 관련 삶의 질은 유의하게 높았다. 의료기관 병상수가 중집단

보다 저집단에서, 연간 보건의료기관이용률이 낮을수록 노인

의 삶의 질은 유의하게 높았다. 

최종적으로 개인수준의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삶의 질에 

유의한 지역수준 변수는 인구 천 명당 병상수였다. 이는 지역사

회 단위분석에서 병상수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27]. 도

시와 농촌의 의료자원과 건강불평등 조사에 의하면 10년간 도

시와 농촌간에 병상수 비율 격차는 줄어들었으나, 병상수 개수 

격차는 약 1.5 배 커진 것으로 나타났고, 병상수 비율 격차 또한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에서는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27]. 만성질환이 있는 농촌 주민은 도시 

주민과 비슷하게 주로 관내 의료기관을 통해 치료 및 관리를 하

고 있었으나, 농촌 주민이 도시 주민보다 더 자주 의료기관을 

이용하였고, 암과 같은 중증질환 자인 경우 농촌 주민은 관내보

다는 관외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고, 의료 기관 이용횟수는 

도시 주민과 비슷하였다[28]. 즉 본 연구의 결과는 만성질환의 

경우 농촌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증질환의 경우 농

촌 의료기관보다는 의료의 질이 높은 도시 의료기관을 이용하

고 있었다는 결과와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지역수준의 변수는 개인수준의 변수에 비해 삶

에 질에 미치는 영향은 작았다. 지역간 변이는 개인 수준의 특

성에 기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지역간 변이가 작더라도 지

역별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즉 지역간 변이가 작

더라도, 지역수준 공변량의 기여도를 무시해서는 안된다[29]. 

본 연구의 결과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이 속한 환경적 요소와 더불어 다양한 차원의 영

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생태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노

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수준과 지

역수준으로 분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련 정책수립과 중재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생태학적 모델에 의하면 환경이 건

강 행위의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30]. 건강 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의료자원인 인구 천명당 병상수 

같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

구의 제한점으로는 단일 연도 자료만을 사용한 단면조사로 결

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

의 확인을 위해서는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선행연구와 상

이한 결과를 보인 변수들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결 론

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변인으

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

자 유무, 사회적 연결망, 만성질환수,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경

험 여부, 연간 낙상경험 여부가 있었다. 지역수준 변인 중에서

는 지역규모, 총인구수, 노인인구수, 노인여가복지시설수, 체

육시설수,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간호사수, 노인장기요양기관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인수준 요인과 지역수준 

요인을 모두 고려한 다수준 분석에서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

상수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

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 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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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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