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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depending on 
time sitting by elders living alone. Methods: This was a secondary data analysis study of the 7th Korea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6~2018).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1,499 elderly people living alone 
who were 65 years of age or older. Results: The average time sitting for elders living alone was 8.93 hours. If they 
had more than eight hours of sedentary time, their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conditions and quality of life 
were lower than those in the group that had less than 8 hours. The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were age, 
household income, central obesity,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for elders with sitting-time within 8 hours (R2=.28, 
p<.001), and household income, economic activity,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in elders with sitting-time over 8 
hours (R2=.33, p<.001). Conclusion: There were differences in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depending on 
the length of sitting-time for elders living alone. Depending on the length of sitting-tim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ursing interventions to promote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elders living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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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명 진  외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수는 전체 가구수의 21.8%이

고, 이 중 독거노인 가구 비율은 34.2%로 고령자 가구 유형 중 

가장 많다[1]. 2045년에는 고령자 가구 비율이 47.9%까지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되는데[1], 핵가족화, 노인 부양 의식의 변화, 평

균 기대수명의 증가 그리고 남녀 간 기대수명 격차로 인한 배우

자 사별 등의 이유로 독거노인의 증가 속도 또한 가속화될 것이

다[2]. 독거노인의 증가 속도는 일반 고령자 가구 증가에 비해 

더 빠르므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2]. 

좌식행동은 깨어 있는 동안에 1.5 MET 이하의 에너지를 소

모하는 비활동적 행동이며, 텔레비전 시청이나 컴퓨터 사용 등

의 스크린 타임이나 보드게임, 앉거나 누워있기, 기대기 등이 

대표적인 비활동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좌식행동에 소요

되는 시간의 합을 좌식시간이라고 한다[3]. 비독거노인에 비해 

독거노인은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4] 사회적 교류가 

위축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5]. 사회적 교류의 저하는 생산적 

여가활동의 감소 등 활동성의 감소를 유도하여 좌식행동을 증

가시키기도 한다[6]. 좌식시간의 증가는 신체기능의 감소와 비

만,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발생과[7], 

불안과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 및 인지기능 저하를 일으키며

[8], 신체활동의 수준과는 독립적으로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부

정적인 경향이 있다[6]. 특히 하루 8시간 이상의 좌식시간은 만

성질환 및 사망률 증가와 관련된다[9].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 좌식시간은 7.9시간으로 보고되었

다[10]. 독거노인의 여가시간 좌식활동은 비독거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11], 비독거노인에 비해 사회적 교류가 적고 

건강증진행위와 신체적, 인지적 건강 수준이 비독거노인에 비

해 좋지 못하여 만성질환이 대체로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3]. 2019년도 65세 이상 건강검진수검 노인의 90.8%에서 대

사증후군 위험요인을 1개 이상 가지고 있었고, 약 37.7%에서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12] 좌식시간의 증가로 

인한 건강에의 취약성이 비독거노인에 비해 독거노인에서 더 

클 것으로 여겨진다.

질병상태와 별도로 노인에게서의 삶의 질은 주관적 안녕상

태와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건강 수준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

가 되는데, 건강 수준의 향상과 기대 여명의 증가로 삶의 질은 

더욱 중요해졌다[13]. 선행연구에서 성별이나 연령, 교육과 경

제적 수준을 비롯하여[4] 수면상태, 신체활동, 고혈압, 당뇨 등

의 만성질환 등의 신체적 요인과[14,15] 체형에 대한 인식이나 

주관적 건강상태 그리고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요인[15,16]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인 것은 익히 알려져 온 사실이다.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비독거노인에 비해 신체적, 인지적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할 뿐 아니라 우울이나 자살사고 등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정신적 건강상태 또한 좋지 못하기 때문에[11] 삶

의 질에 더 큰 위협을 받고 있다[17]. 대사증후군을 진단받았거

나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 삶의 질과 부정적 관계

성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는데[18], 좌식시간이 길어질수록 만

성질환이 증가하고[7] 삶의 질이 감소함을 고려할 때[9,10] 좌

식행동이 더 많을 것으로 여겨지는 독거노인의 삶의 질 또한 우

려가 된다.

독거노인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이미 유럽에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및 개인주의적 문화 속에서 독거노인을 위

한 공공 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제도적으로 관리를 해왔다. 하지

만, 가족 결속력이 강한 문화에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개입이 

덜 중요할 수도 있어 나라마다 환경마다 정책은 다를 수밖에 없

다[19]. 우리나라에서는 지지기반이 취약한 독거노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에서는 노인복지법이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20]. 

그럼에도 여전히 독거노인은 비독거노인에 비해 신체적, 심리

적 건강 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취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11] 이들의 삶의 질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하

지만,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동거인 여부에 상관없이 전

체 노인의 범위에서 삶의 질을 탐색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9,10,13-16],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독거노인과 비

독거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 및 삶의 질의 비교[17], 독거

노인에서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의 관계의 분석[5] 또는 신체 

활동의 수준과 삶의 질과의 관련성 파악[14] 등이 일부 이루어

져 왔다. 독거노인이 비독거노인에 비해 좌식행동 여가시간이 

길다는 점과[11] 건강 수준이나 삶의 질이 좋지 못하다는 점에

서[17] 삶의 질을 설명하는데 일반 노인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

다. 좌식시간의 길이 뿐 아니라 동거인 여부에 따라 삶의 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므로[10] 독거노인의 특수

성을 반영하여 건강 관련 삶의 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좌식시간에 따라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적 

대표성을 갖는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6~2018) 통계 원

시자료[21]를 이용하여 좌식시간에 따라 우리나라 독거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요인이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영향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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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들을 위한 건강관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이나 관련 정책 개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실무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일반화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독거노인의 좌식시간에 따른 건강 관련 삶

의 질에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

과 같다.

 독거노인의 좌식시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다.

 독거노인의 좌식시간에 따른 신체적 요인, 심리적 요인과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비교한다.

 독거노인의 좌식시간에 따라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영

향요인을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제7기 국민

건강영양조사(2016~2018년)의 원시자료[21]를 이용하여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좌식시간에 따른 삶의 질 영향요인을 규

명하고 비교하기 위한 이차자료분석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만 65세 이상 활동이 가능한 독거노인을 대상

으로 하였다.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는 2단계 층화집락 표본

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대상자 추출은 2016년에서 2018년에 

걸쳐 시행한 제7차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 총 32,419명 중에

서 연령이 만 65세 이상, 가구원 수 1명 그리고 하루 좌식시간에 

응답한 조건을 만족하는 1,49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하

루 좌식시간이 8시간 미만인 대상자는 506명, 8시간 이상인 대

상자는 993명이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변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신체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원자료를 

기반으로 구분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요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가구소득, 교육수준, 

경제활동유무, 흡연상태, 음주상태, 수면시간이다. 연령은 만 

65~74세와 만 7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가구소득은 상, 중, 

하,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와 중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수면

시간은 우리나라 주중, 주말 평균수면에 대한 선행연구에 근거

하여[10] 6시간 미만, 6~8시간, 8시간 초과로 구분하였다.

2) 좌식시간

좌식시간은 평소 하루 평균 앉아서 보내는 시간 문항에 시간

을 개방식으로 답한 것을 범주화하였다. 8시간 이상의 좌식시

간이 만성질환과 사망률을 증가시키고[9], 우리나라 노인의 평

균 좌식시간이 7.9시간으로 보고한[10]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

여 좌식시간을 8시간 미만군과 8시간 이상군으로 구분하였다. 

3) 신체적 요인

대상자의 신체적 요인은 1년간 체중 변화 유무, 유산소 신체

활동 실천률,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와 대사증

후군 위험요인인 복부비만, 고혈당, 고중성지방혈증, 저고 도

콜레스테롤혈증, 고혈압이다.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22]은 원

시자료의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시행,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시행 또는 중강도와 고강

도 신체활동이 혼합되어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시행하는

지 여부로 분류하였다. BMI [23]는 ‘체중(kg)÷신장(m)2’으로 

산출한 값을 이용하였으며 ‘23 kg/m2 미만’은 정상, ‘23~24.9 

kg/m2’은 과체중, ‘25 kg/m2 이상’은 비만으로 재분류하였

다.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은 대사증후군 진단기준[24]에 따라 

고혈당은 공복혈당이 100 mg/dL 이상, 당뇨 진단 또는 혈당

하강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로, 고중성지방혈증은 중성지방

이 150 mg/dL 이상으로, 저고 도콜레스테롤혈증은 남자노

인에서 고 도콜레스테롤이 40 mg/dL 이하, 여자노인에서 

50 mg/dl 이하, 고혈압은 수축기혈압이 130 mmHg 이상 또

는 이완기혈압이 85 mmHg 이상 또는 고혈압약을 투약중인 

경우로 하였고, 복부비만은 남자노인은 90 cm 이상, 여자노인

은 85 cm 이상으로 하였다[25].

4) 심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은 스트레스 인지, 주관적 체형인식, 주관적 건강

상태이다. 원자료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인지는 대단히 많이 느

낌과 많이 느낌을 ‘많이 느낌’으로, 조금 느낌을 ‘조금 느낌’으

로, 거의 느끼지 않음을 ‘거의 느끼지 않음’으로 구분하였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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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체형 인식은 매우 마른 편과 약간 마른 편을 ‘마름’으로, 보

통을 ‘보통’으로, 약간 비만과 매우 비만을 ‘비만’으로 구분하였

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좋음과 좋음을 ‘좋음’으로, 보통

을 ‘보통’으로, 나쁨과 매우 나쁨을 ‘나쁨’으로 구분하였다.

5) 삶의 질

삶의 질은 EQ-5D (EuroQol-5Dimension)[26]를 이용하였

다. EQ-5D는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이나 불편감, 

불안과 우울감의 5가지 영역의 level 1~3의 3점 척도이다. 측정

된 점수를 일반 인구집단을 바탕으로 정해진 가중치를 반영한 

가치평가 세트를 이용하여 최악의 건강상태 -1점부터 최상의 

건강상태인 +1점까지 범위의 점수로 측정된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소속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면제승인(IRB 

No.: 201907-SB-098-01)을 획득하였고, 질병관리본부의 국민

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에 따라 통계자료 이용자 준

수 사항 이행 서약서와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 사용 승인을 받

아 진행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식별이 불가능한 고

유번호로 수집되어 대상자 개인정보가 없고, 익명성 및 기 성

이 보장된 자료이다. 

5. 자료분석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복합표본설계의 방법으로 수집되었기 

때문에 IBM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구가중

치와 개인가중치(기본가중치와 연관성분석 가중치)를 부여한 

분석계획 파일을 생성한 후 분석하였다. 가중치 부여 시 표본설

계 시점과 조사 시점 간 가구수 및 인구수 차이에 따른 포함 오

차, 불균등 추출률, 조사 미참여자의 무응답 오차 등이 보정되

어 목표 모집단인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행태, 만성질환 유병 등 

관련 추정치의 대표성 및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독거노인의 

좌식시간에 따른 특성과 신체적, 심리적 건강 관련 요인의 정도

는 복합표본분석 중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빈도와 

가중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고, 그룹 간의 비교

는 복합표본 교차분석과 복합표본 t-test를 이용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p<.050으로 하였다. 독거노인의 좌식시간에 따라 삶

의 질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건강 관련 요인의 영향은 복합표

본 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본 연구에 포함된 독거노인의 하루 평균 좌식시간은 8.93시

간이었다. 좌식시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흡연을 제외하고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좌식시간 8시간 이상인 

그룹이 8시간 미만인 그룹에 비해 여성노인과(79.9%), 75세 이

상 고령 노인이 더 많았고(63.1%), 가구소득 중 ‘하’가 더 많았다

(82.5%). 또한 교육수준도 더 낮았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

자가 더 많았다(76.8%). 수면에서는 6~8시간의 적정 수면을 취

하는 대상자 수가 더 적었고(53.7%) 음주 비율도 적었다(25.0%) 

(Table 1). 

2. 독거노인의 좌식시간에 따른 신체적 ‧ 심리적 요인 및 

건강 관련 삶의 질

신체적 요인 중 유산소 신체활동(x2=41.73, p<.001), 복부

비만(x2=13.21, p<.001)에서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좌식시간이 8시간 이상인 그룹이 유산소 신체활동을 하는 대상

자의 수가 적었고(21.3%), 복부비만인 경우가 더 많았다(50.4%). 

심리적 요인 중에서는 좌식시간이 8시간 이상인 그룹이 8시간 

미만인 그룹에 비해 건강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대상자의 비율

이 높았다(46.0%). 건강 관련 삶의 질은 8시간 이상의 좌식시간

을 갖는 그룹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t=7.77, p<.001)(Table 2).

3. 독거노인의 좌식시간에 따른 건강 관련 삶의 질 영향 

요인

건강 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 관련 삶

의 질을 종속변수로 두 그룹 간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난 요인들

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는 성별, 연령, 가

구소득, 교육수준, 경제활동, 수면시간, 음주, 신체적 요인에서

는 유산소 신체활동과 복부비만, 심리적 요인에서는 주관적 건

강상태가 투입되었다. 

1) 8시간 미만 좌식시간 독거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 영향 요인

다중회귀분석 결과 좌식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그룹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준 요인은 일반적 특성에서는 나이, 

가구소득이었고, 신체적 요인에서는 복부비만이었으며 심리

적 요인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이었다. 이들의 설명력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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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Elders Living Alone according to Sitting-time (N=1,499)

Characteristics Categories
Sitting time 

＜8 hours (n=506)
Sitting time 

≥8 hours (n=993) x2 p
n (weight %) n (weight %)

Gender Male
Female

162 (33.1)
344 (66.9)

212 (20.1)
781 (79.9)

29.29 ＜.001

Age (year) 65~74
≥75

292 (54.2)
214 (45.8)

396 (36.9)
597 (63.1)

40.28 ＜.001

Household income Low
Medium
High

359 (72.1)
138 (26.6)
 8 (1.3)

804 (82.5)
156 (15.0)
21 (2.4)

28.87 ＜.001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336 (63.5)
169 (36.5)

671 (75.0)
215 (25.0)

20.02 ＜.001

Economic activity Yes
No

171 (34.7)
334 (65.3)

197 (23.2)
689 (76.8)

20.59 ＜.001

Sleep time (hour) ＜6
6~8
＞8

 66 (13.6)
344 (65.2)
 95 (21.2)

186 (19.5)
512 (53.7)
268 (26.7)

 7.47 .001

 Smoking Yes
No

 52 (11.1)
452 (88.9)

77 (8.1)
872 (91.9)

 3.51 .063

 Alcohol consumption Yes
No

168 (33.6)
336 (66.4)

233 (25.0)
721 (75.0)

11.81 ＜.001

27.5%로(F=10.09, p<.001) 75세 이상의 연령에 비해 65~74세 

사이의 연령인 경우(β=.03), 복부비만이 있는 대상자에 비해 

없는 대상자가(β=.03),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나쁨에 비해 좋음

(β=.19)과 보통(β=.14)이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았으며, 가구

소득이 높음에 비해 낮음(β=-.04)과 보통(β=-.04)이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낮았다(Table 3). 

2) 8시간 이상 좌식시간 독거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 영향 요인

좌식시간이 8시간 이상인 그룹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

을 준 요인은 일반적 특성에서는 가구소득과 경제활동이었고, 

심리적 요인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유의한 영향요인이었

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32.7%였다(F=53.35, p<.001). 경제활

동을 하는 경우에 비해 안 하는 경우(β=.03), 주관적 건강상태

에서 나쁨에 비해 좋음(β=.21)과 보통(β=.18)이 건강 관련 삶

의 질이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높음에 비해 낮은 경우에(β= 

-.05)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났다(Table 3). 

논 의

본 연구는 제7차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2016~2018)를 활

용하여 독거노인의 좌식시간에 따른 건강 관련 삶의 질에의 영

향요인을 확인하여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

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좌식시간이 긴 독거노인

의 삶의 질이 더 낮았다. 가구소득과 주관적 건강상태는 좌식시

간에 상관없이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좌식시간별로 비교해 볼 때 좌식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

는 연령과 복부비만이, 좌식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경

제활동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추가적인 예측 변수로 확인되

었다. 본 결과를 바탕으로 독거노인의 좌식시간에 따라 삶의 질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8시간 이상의 좌식시간을 보내는 독거노

인의 삶의 질은 유의하게 더 낮았다. 4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

로 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신체활동의 정도와 독립적으로 좌식

시간 증가는 삶의 질 저하와 관련된다[9]. 본 연구에서 8시간 이

내의 좌식시간을 갖는 독거노인의 삶의 질은 0.89점으로, 일반 

노인과 같은 수준이었으나[14] 좌식시간이 8시간 이상으로 긴 

독거노인의 삶의 질은 0.82점으로 유의하게 낮아 좌식시간이 

긴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위험성은 일반노인이나 좌식시간이 

짧은 독거노인에 비해 더 높았다. 이는 좌식시간이 1시간 길어

질 때마다 건강 관련 삶의 질의 모든 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준

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여겨진다[10]. 

경제적 어려움은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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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Physical, Psychological Factors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Sitting-time (N=1,499)

Characteristics Categories

Sitting-time 
＜8 hours 

(n=506)

Sitting-time 
≥8 hours

(n=993) x2 or t p
N (weight %) or 

M±SE
N (weight %) or 

M±SE

Physical factors Change of weight
No change 
Loss
Gain

362 (71.2)
 89 (18.9)
51 (9.8)

672 (69.3)
150 (15.7)
132 (15.0)

 8.93 .052

Aerobic physical activity
Yes
No

188 (37.7)
312 (62.3)

187 (21.3)
699 (78.7)

41.73 ＜.001

BMI (kg/m2)
＜23
23~24.9
≥25

185 (37.4)
120 (24.8)
190 (37.8)

321 (33.1)
210 (22.4)
426 (44.5)

 6.02  .068

Central obesity
Yes
No

205 (40.4)
301 (59.6)

502 (50.4)
491 (49.6)

13.21 ＜.001

Hyperglycemia
Yes
No

298 (59.3)
208 (40.7)

559 (55.4)
434 (44.6)

 0.37 .547

Hypertriglyceridemia
Yes
No

227 (47.1)
279 (52.9)

490 (48.8)
503 (51.2)

 3.55 .094

Low HDL cholesterol
Yes
No

155 (32.3)
351 (67.7)

353 (37.2)
640 (62.8)

 2.04 .193

Hypertension
Yes
No

363 (72.3)
143 (27.7)

753 (75.5)
240 (24.5)

 1.79 .137

Psychological 
factors

Stress
Feel a lot of stress
Feel a little stress
Almost no stress

 93 (18.2)
236 (44.5)
173 (37.3)

194 (19.7)
372 (38.6)
382 (41.7)

 4.76 .114

Subjective body awareness
Thin
Normal
Overweight

111 (20.9)
232 (47.1)
161 (32.0)

215 (23.3)
398 (40.7)
344 (36.0)

 5.48 .085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Normal
Poor

 97 (18.2)
265 (53.7)
144 (28.1)

136 (15.2)
355 (38.9)
418 (46.0)

44.61 ＜.001

 HRQOL 0.89±0.01  0.82±0.01  7.77 ＜.001

BMI=body mass index; HDL=high-density lipoprotein; HRQOL=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SE=standard error.

나로 독거노인의 경제상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

행연구에서 경제상태가 가장 낮은 집단의 삶의 질이 가장 낮았

다[4]. 본 연구에서도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가구수입의 수준

이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저소득은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좌식시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은 

8시간 이내의 좌식시간을 갖는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가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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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edictors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for Elders Living Alone according to Sitting-time (N=1,499)

Variables
Sitting-time ＜8 hours (n=506) Sitting-time ≥8 hours (n=993)

β t p β t p

Gender
Male (Ref.=Female) .00 0.33 .736 .02 1.25 .212

Age (year)
65~74 (Ref.≥75) .03 2.96 .003 -.01 -0.64 .524

Household income 
Low (Ref.=High)
Medium (Ref.=High)

-.04
-.04

-3.19
-2.47

.002

.014
-.05
-.00

-2.28
-0.14

.023

.887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Ref.≥Middle school) -.01 -1.57 .117 -.02 -1.88 .060

Economic activity
No (Ref.=Yes) -.02 -1.51 .131 .03 2.16 .031

Sleep time
＜6 hours (Ref.＞8 hours)
6~8 hours (Ref.＞8 hours)

.02
-.01

0.79
-0.47

.425

.638
-.04
-.02

-1.86
-1.03

.063

.301

Alcohol consumption
No (Ref.=Yes) .01 0.58 .561 .02 1.52 .129

Aerobic physical activity
No (Ref.=Yes) -.01 -1.07 .282 -.02 -1.95 .052

Central obesity
No (Ref.=Yes) .03 2.43 .016 .02 1.88 .060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Ref.=Bad)
Normal (Ref.=Bad)

.19

.14
10.31
7.25

＜.001
＜.001

.21

.18
18.24
16.84

＜.001
＜.001

 R2=.28, F=10.09, p＜.001  R2=.33, F=53.35, p＜.001

ref.=reference.

이 중간 정도라 하더라도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준 반면, 8시

간 이상의 좌식시간을 갖는 경우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다. 8시간 이상의 좌식시간을 갖는 독거노인에서는 경제적 활

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데, 긴 

좌식시간은 신체적 건강 영역이나 사회적 관계, 그리고 작업 능

력과도 접한 부정적 관계를 갖지만[6] 독거노인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적어 경제적 

활동이 요구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으므로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좌식시간과 상관없이 두 군 모두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

통이거나 좋다고 인지하는 경우에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일반적으로 노인에서 우울이나 삶

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사회적 교류가 있다면 신

체적, 정신적으로 서로 지지가 되어 고통을 잊고 스스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지할 수 있게 된다[27]. 사회적 교류의 저

하는 흡연이나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못지않게 사망

률에 영향을 주는 예측 변수이기도 하다[7]. 독거노인은 건강 

수준이나 건강행태가 일반 노인에 비해 좋지 못하고 비독거노

인에 비해 사회적 교류가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11] 건강상태

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의 마련은 지역사회 독거노인의 건

강 증진에 도움을 될 수 있을 것이다.

8시간 미만의 좌식시간군의 경우 복부비만이 있는 경우에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2019년도 건강검진수검 결과

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90.1% 이상이 대사증후

군 위험요인을 1개 이상 갖고 있다[12]. 대사증후군이 있거나 

관련 위험요소를 갖고 있을 때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질병 상태를 보정한 상태에서도 과체중 또는 비만은 신

체기능을 제한하기 때문에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었다

[14].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좌식시간이 8시간 이내라 하더라

도 독거노인의 좌식시간을 줄이고 활동량을 증가하는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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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는 것이 복부비만 감소를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

여준다.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고혈압 유

병률이 64.3%, 당뇨병 유병률이 25.1%으로 보고되었다[12]. 

1992년부터 20년 이상 55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노화의 궤적을 

종단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대사증후군 이환에 영향을 주는 잠

재적 요인 중 하나가 독거가구였다[28]. 본 연구에 포함된 독

거노인의 72.3~75.5%에서 혈압 조절에 문제가 있었고, 55.4~ 

59.6%에서 혈당조절에 문제가 있어 비독거노인에 비해 건강

상태에 위험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좌식시간이 길어질수록 

만성질환 발생률이 증가하게 되는데[9] 본 연구에서의 독거노

인의 평균 좌식시간은 8.9시간으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

인의 평균 좌식시간 7.9시간보다[10] 더 길었다. 이는 독거노인

에서 건강문제 발생의 취약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특히 여성 

독거노인의 8시간 이상 좌식시간 비율이 더 높았는데, 활동적

인 노인에서는 성별에 따라 활동수준에 차이가 없었지만 비활

동적인 노인에서는 여성노인의 활동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보

고되어[29] 좌식시간이 긴 독거노인의 좌식시간 감소를 위한 

전략수립시 성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75세 이

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긴 좌식시간을 갖는 비율 또한 더 높

아졌다. 노인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가시간이 많아지지만 대

부분 텔레비전 시청 등의 비활동성 행위를 하고 활동이 감소하

게 되면 근력 또한 감소하게 되어 보행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

을 줄 수 있기 때문에[9] 활동 증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8시간 이내의 좌식시간을 갖는 경우에도 유산소 신

체활동을 하는 비율이 62.3%에 불과하였다. 

적절한 신체활동은 심혈관질환이나 당뇨 등의 만성질환의 

예방과 신체적 건강과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화를 이

끌 뿐 아니라[8]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삶

의 질을 향상하여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중요하다

[2]. 신체활동량을 의도적으로 늘리지 못한다고 하면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거나 중간에 차단하는 전략도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좌식시간을 줄이기 위해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을 앉

아서 보내는 경우, 2시간은 가볍게 걷기, 3시간 동안은 서 있기

로 대체하거나 또는 30분마다 좌식시간을 중단시키는 것만으

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30]. 그러므로 독거노인의 좌식시간을 

줄이고 활동 정도를 늘리기 위해 사회적 지지를 도모할 수 있는 

경로당,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문간

호사의 방문간호를 통해 좌식시간 줄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단계적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전자정보통신기

술을 활용하여 독거노인의 좌식시간을 중단할 수 있도록 알람

을 울리는 등의 전략을 수립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75세를 기준으로 젊은 

노인과 고령 노인으로 구분하여 좌식행동과 건강 관련 삶의 질

의 관련성을 확인한 선행연구에서는[10] 만성질환 증가, 경제

적 상황의 악화,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적 기능의 저하 및 가족

과의 소외감 등이 활동제한과 삶의 질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

기 때문에 동거인 가족의 유무를 고려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가족 등의 동거인

의 지지가 취약한 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건강 관

련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독거노인의 특

수성을 고려한 지역사회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

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표본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우리나

라 독거노인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독거노인의 좌식시간에 따라 신체적, 심리적 건강 관련 요인들

을 포함하여 이들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폭

넓게 규명하고자 한 데에 의의가 있다. 다만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가 단면적 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이므로 변수들 간

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한계와 노인에게서 보고되

는 만성질환 유병률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또한 노화에 따라 초

고령 노인에 대한 삶의 질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구결

과의 적용에 제한이 있다. 또한 좌식시간의 단계가 세분화되지 

못하였다는데 제한이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6~2018)에 참여한 

만 65세 이상 활동이 가능한 독거노인 1,499명을 대상으로 좌

식시간에 따른 건강 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좌식시

간 감소와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중재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좌식시간의 길이에 상관없

이 가구수입과 주관적 건강상태는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었고 좌식시간 8시간 미만 독거노인 그룹에서는 연령, 복부

비만이, 8시간 이상 좌식시간을 갖는 독거노인에서는 경제활

동이 추가적으로 설명력을 갖는 변수였다. 독거노인의 좌식시

간을 감소하고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성별 및 경제적 상태

를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좌식시간의 길이에 

따라 활동증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

어, 사회적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관을 중심으로 

교류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과, 좌식시간을 줄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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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좌식시간을 중단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수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

서 독거노인의 좌식시간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

의 평균 좌식시간인 7.9시간을 활용하였는데, 좌식시간의 단

계를 좀 더 세분화하여 비교해 볼 것과 노인의 연령에 따른 좌

식시간과 건강상태 및 삶의 질을 비교해보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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