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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거 노인에서의 건강 행태 및 생활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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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Behaviors and Lifestyle Patterns of Elderly Living Alone in Korea
Chae Lin Joo, Jin Ju Park, Areum Kim, Na Lee Park, Jisun Lim, Hye Soon Park*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Korea's population is aging rapidly. Aged people who lead a solitary life are in a state of social isolation and face a greater risk of lower
quality of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health behaviors and lifestyle patterns of aged people who lead a solitary life in Korea.
Methods: We analyzed 4,471 subjects (1,933 men and 2,538 women)–aged people aged 65 or above–based on data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VI (2013–2015). The odds ratios (O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s) were analyzed using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djusted with age, household income level, occupational status, and geographical region.
Results: Socioeconomic status was lower in aged people who lead a solitary life than in those living with family. The ORs for frequent eating out alone
(OR=2.93; 95% CI 1.83–4.38), daily eating out alone (OR=2.40; 95% CI 1.25–4.60), smoking (OR=1.57; 95% CI 1.06–2.32), feeling sick or
uncomfortable (OR=1.59; 95% CI 1.08–2.36), feeling depressed (OR=4.10; 95% CI 2.53–6.65), and suicide ideation (OR=2.06; 95% CI 1.21–3.51)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male subjects who lead a solitary life. The ORs for frequent eating out alone (OR=1.57; 95% CI 1.10–2.24) and inadequate sleep
duration (OR=1.29; 95% CI 1.03–1.61)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female subjects who lead a solitary life.
Conclusion: Aged people who lead a solitary life exhibited unhealthy behaviors and poor mental health. The elderly men who lead a solitary life faced
higher risk of poor health than the women. Integrated management of lifestyle behaviors is required to improve the quality of health in aged people
who lead a solitar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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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회적으로 고립되고 정신적 지지가 부족하여 더욱 취약한 건강 상태
에 놓인다.3)

2017년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 한국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

세계보건기구는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요소를 흡

의 13.8%이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45년 65세 이상 인구는 47.7%

연, 비활동, 식습관, 음주로 규정하였으며,4) 이는 신체 건강 증진을 위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1) 2016년 고령자 1인 가구, 즉 독거 노인은

해 교정되어야 할 행태이다. 건강 행태는 생활 습관을 바꾸고 유지하

전체 고령자 가구 중 33.5%를 차지하였으며 독거 노인의 비율은 매년

여야 하므로 독거 노인에서 관리가 더욱 어렵다. 한편, 삶의 질은 신

약 7%씩 증가하고 있다. 이는 평균 수명 연장 및 핵가족화, 부양 의

체 건강 외에도 사회적 기능, 정서 상태를 포함하며, 우울과 스트레

1)

2)

식의 변화로 설명될 수 있다. 노년기에는 신체 약화 및 사별 등 상실

스 등 심리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5) 독거 노인은 다인 가구에 비해 신

경험으로 정신 건강의 점진적 악화를 경험하게 된다. 독거 노인은 사

체 및 정신적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결과가 이전에 보고된 바 있다.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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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된 신체 기능은 활동성 감소로 이어져 대인관계의 협소화, 생활

며, 제6기(2013–2015년) 표본추출틀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의 단순화 및 우울감을 야기할 수 있다. 정신 건강의 질이 낮은 경우

를 이용하였다.12)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검진 및 건강설문, 영양조사

에도 결식 및 운동 부족으로 이어져 신체 건강의 저하를 초래한다.10)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설문 조사는 조사대상자가 검

독거 노인은 의료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건강 상태에 대해

진센터를 방문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면접조사(computer aided tele-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적어 의료 이용의 필요성 및 응급 상황에 대

phone interview)로 이루어지며 영양조사는 전문조사 수행팀이 가구

한 인지율이 낮으며, 신체 기능의 저하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다. 이

를 방문하여 실시한다. 본 연구는 65세 이상 성인 총 4,471명(남성

렇듯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도움이 필요하나 충족되지 못하

1,933명, 여성 2,538명)을 대상으로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특성에 대

11)

고 있다. 노인 인구의 높은 의료 기관 이용률을 고려할 때, 예방적

해 비교분석을 시행하였다.

관리를 통해 건강 상태가 호전된다면 의료비의 현저한 감소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취약층인 독거 노인의 건강 상태가 증진된다

2. 인구 사회학적 변수

면 질병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건강설문 조사에서 가구원 수 및 교육 및 경제활동을 포함한 인

2013–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독거 노인의 건강

구 사회학적 변수에 대해 면접 조사하였다. 가구원 수 항목에서 “귀

행태 및 생활 양상에 분석하였다.

하의 세대에 동거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에 대하여 “1인”이라
대답한 경우를 1인 가구로 정의하였다. 교육 수준은 교육 기간에 따
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와 대학교 입학 이상으로 2분위 하였고, 직업

방법

은 사무직, 비사무직, 무직으로 구분하였으며, 가구 소득은 월평균
가구균등화 소득에 따라 4분위수로 구분하였다.

1. 연구 자료

본 연구는 제6기 1–3차(2013–2015년)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
시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목표집단은 대한민국에

3. 건강 행태 및 정신 건강 상태

거주하는 국민으로 양로원, 군대, 교도소 등에 입소한 자와 외국인

영양 섭취는 24시간 회상법으로 시행한 식품섭취조사 자료를 이

등은 제외되었다. 조사 대상은 매년 전국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192

용하였으며, 식사 빈도 및 양상, 일정 목록의 음식에 대한 섭취 빈도

개 조사구, 3,840가구의 만 1세 이상 가구원 약 10,000명이다. 표본추

와 양을 조사하여 조사 전일 결식 여부, 외식 빈도, 열량 섭취량과 탄

출은 행정구역(특·광역시, 도), 지역(동, 읍면), 주거유형(일반주택, 아

수화물, 단백질, 지방 섭취 분율에 대해 정보를 얻었다. 건강 행태 및

파트) 분포를 고려하여 조사지역을 할당하여 대표성을 유지하였으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건강설문 조사의 자기기입 설문지를 이용하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Variable

Men (n=1,933)
Living with family

Living alone

Women (n=2,538)
P-value

Living with family

Living alone

P-value

0.046

1,149 (64.3)

353 (47.0)

<0.001

639 (35.7)

397 (53.0)

Age (y)
65–74
≥75

1,130 (64.9)

109 (57.1)

613 (35.1)

81 (42.9)

Education (y)
>12

219 (14.9)

≤12

1,254 (85.1)

13 (7.7)

0.010

155 (92.3)

61 (4.0)
1,446 (96.0)

10 (1.5)

0.002

644 (98.5)

Occupation
Non-manual

96 (6.5)

4 (2.4)

Manual

525 (35.6)

52 (31.0)

0.031

354 (23.4)

17 (1.1)

162 (31.4)

2 (10.5)

Unemployed

853 (57.9)

112 (66.7)

1,139 (75.4)

492 (30.2)

1st quartile

207 (12.0)

10 (5.3)

205 (11.6)

10 (1.3)

2nd quartile

305 (17.6)

11 (5.8)

305 (17.3)

28 (3.8)

3rd quartile

539 (31.2)

34 (17.9)

509 (28.8)

119 (16.0)

4th quartile

678 (39.2)

135 (71.1)

749 (42.4)

586 (78.9)

0.829

Household income level
<0.001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P-values were analyzed by using Rao-Scott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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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보를 얻었다. ‘신체활동 부족군’은 다음 세 개의 문항 “격렬한 신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영양 섭취, 건강 행태 및 정신 건강을 비

체활동을 1회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한다,”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교하기 위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교차비와 95%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한다,” “걷기 1회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한다.”

신뢰구간을 구하였고, 연령, 직업 유무, 거주 지역, 소득 수준에 대해

에 모두 “아니오”로 기재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현재 흡연자’는 평생

보정을 시행하였다. 모든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24.0 (IBM,

흡연량이 100개비 이상이며 현재 흡연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폭음’

Armonk, NY, USA)를 이용하였으며, P-value<0.05인 경우 통계적으로

은 한 번의 술자리에서 소주, 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7잔

유의하였다.

(남성) 혹은 5잔(여성) 이상 마시는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폭음 빈도
를 조사하여, 한 달에 1번 이상 마시는 경우 ‘폭음 음주자’에 해당하

결과

였다. ‘불충분한 수면’은 1일 평균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정신 건강 중 ‘우울감’은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비교

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독거 노인은 다인 가구에 비해 7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유의하게

느낀 적이 있습니까?”에 “예”로 답한 경우로 하였고, ‘자살 사고’는 “최

높고,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이하로 저학력인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

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에 “예”로 답

으며, 소득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남성 독거 노인은 다인 가구에

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비해 무직인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여성 독거 노인에서는 직업
의 유무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4. 통계 분석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복합표본 설계를 고려하여 집락변수, 가중

2.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영양 섭취 및 건강 행태

치, 층화변수를 지정하였으며 복합표본모델로 분석하였다. 노년 남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독거 노인의 평균 연령이 다인 가구에 비해

성과 여성 각각에서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하

유의하게 높았다(남성 독거 노인: 73.46±0.4세, 다인 가구: 72.18±0.1세,

기 위해 명목변수는 Rao-Scott chi-square test로, 연속변수는 t-test를

P=0.001; 여성 독거 노인: 74.6±0.2세, 다인 가구: 72.3±0.1세, P<0.001).

Table 2. Nutritional status and prevalence of poor health behaviors, and mental illness according to living status in elderly men and women
Variable

Men
Living with family

Age (y)
Energy intake (kcal)

Living alone

Women
P-value

72.18±0.1

73.46±0.4

0.001

1,943.5±18.8

1,983.2±58.9

0.512

Living with family
72.3±0.1
1,502.0±14.6

Living alone
74.6±0.2
1,392.6±21.1

P-value
<0.001
<0.001
<0.001

Carbohydrate (%)

72.2±0.2

73.1±0.9

0.377

74.9±0.2

76.5±0.4

Protein (%)

13.7±0.1

13.1±0.3

0.121

12.6±0.1

12.2±0.1

0.031

Fat (%)

14.1±0.2

13.8±0.7

0.696

12.5±0.2

11.3±0.3

<0.001

66 (3.8)

20 (10.6)

0.002

113 (6.3)

63 (8.4)

0.15

Skipped lunch

Skipped breakfast

122 (7.0)

18 (9.5)

0.252

127 (7.1)

88 (11.7)

0.001

Frequent eating out alonea

409 (23.5)

67 (35.4)

0.002

193 (10.8)

88 (11.7)

0.57

Daily eating out alonea

127 (7.3)

24 (12.6)

<0.001

39 (2.2)

16 (2.1)

0.95

Physical inactivity

648 (37.2)

60 (31.9)

0.179

876 (49.0)

404 (53.8)

0.06

Current smoking

354 (20.3)

55 (28.7)

0.02

46 (2.6)

38 (5.0)

0.011

Binge drinkingb

706 (40.5)

88 (46.5)

0.299

164 (9.2)

89 (11.9)

0.319

Inadequate sleep durationc

762 (43.7)

102 (53.5)

0.034

957 (53.5)

452 (60.2)

0.006

Nonparticipation in health examination

507 (29.1)

70 (37.1)

0.063

219 (35.0)

321 (42.8)

0.004

Nonparticipation in cancer screening

668 (38.3)

74 (38.8)

0.905

688 (38.5)

335 (44.6)

0.02

Feeling sick or uncomfortable

389 (22.3)

65 (34.1)

0.002

747 (41.8)

316 (42.1)

0.907

Poor self-rated health status

427 (24.5)

64 (33.5)

0.02

633 (35.4)

318 (42.4)

0.004

Depressive mood

105 (6.0)

37 (19.7)

<0.001

272 (15.2)

137 (18.2)

0.125

Suicidal ideation

91 (5.2)

27 (14.4)

<0.001

188 (10.5)

121 (16.1)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or number (%).
a
Eating out alone included delivered meals or free meals from community centers. bMore than one times a month of binge drinking defined as seven or more glasses at
one time for men, five or more glasses at one time for women. cInadequate sleep duration time defined as sleeping time less than 7 hours a day.
P-values were analyzed by linear regression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Rao-Scott chi-square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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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 섭취량 및 영양소 섭취 비율은 남성에서는 두 군간에 비슷한

낮았다. 남성 독거 노인은 최근 2주간 급성 및 만성 사고로 몸이 아프

양상을 보였으나, 여성에서는 독거 노인의 열량 섭취량이 유의하게

거나 불편을 느낀 적 있는 비율이 다인 가구에 비해 높았으며 남성과

낮았고, 탄수화물 섭취 비율은 높았으며 단백질 및 지방 섭취 비율

여성 모두에서, 독거 노인은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 상태를 다인 가구

은 낮았다. 여성 독거 노인은 외식 빈도가 다인 가구와 비슷한 양상

에 비해 나쁘게 인식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우울한 기분을

을 보였으나, 남성 독거 노인은 유의하게 외식 빈도가 높았다. 건강 행

느끼는 비율은 남성 독거 노인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독거 노인:

태에 대해 분석하였을 때, 독거 노인은 현재 흡연자 비율이 유의하게

19.7%, 다인 가구: 6.0%, P<0.001), 자살 사고는 남성과 여성 모두 독거

높았으며, 충분한 수면 시간을 취하지 못하는 비율이 다인 가구에

노인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남성 독거 노인: 14.4%, 다인 가구: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Table 2).

5.2%, P<0.001; 여성 독거 노인: 16.1%, 다인 가구: 10.5, P=0.001) (Table 2).

연령, 직업 유무, 거주 지역, 소득 수준에 대해 보정하여 다변량 로

연령, 직업 유무, 거주 지역, 소득 수준에 대해 보정하여 다변량 로

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주 3–4회 이상 외식을 하는 경우

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남성 독거 노인에서 최근 2주간

의 교차비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독거 노인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급성 및 만성 사고로 몸이 아프거나 불편을 느낀 적이 있는 경우의

(남성: odds ratio [OR]=2.93, 95% confidence interval [CI] 1.83–4.38; 여

교차비가 유의하게 높았다(OR=1.59, 95% CI 1.08–2.36). 남성 독거 노

성: OR=1.57, 95% CI 1.10–2.24). 특히 남성 독거 노인은 매일 외식을 하

인은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경우의 교차비가 높으며(OR=4.10, 95%

는 경우의 교차비가 다인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OR=2.40, 95%

CI 2.53–6.65) 자살 사고 역시 높게 나타나(OR=2.06, 95% CI 1.21–3.51),

CI 1.25–4.60). 남성 독거 노인은 다인 가구에 비해 현재 흡연자의 교

다인 가구에 비해 정신 건강의 질이 낮았다(Table 3).

차비가 높았고(OR=1.57, 95% CI 1.06–2.32), 여성 독거 노인은 다인 가
구에 비해 부족한 수면시간을 가지는 경우의 교차비가 높았다

고찰

(OR=1.29, 95% CI 1.03–1.61) (Table 3).
본 연구는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독거
3.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정신 건강, 건강 검진 및 주관적

노인의 건강 행태 및 생활 양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독거 노인은 다

건강 상태

인 가구에 비해 사회경제적 상태가 낮았고 남성 독거 노인은 다인

건강 검진 및 암 선별검사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는 비율은 남성에

가구에 비해 무직인 비율이 높았다. 여성 독거 노인은 다인 가구에

서는 독거 노인과 다인 가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 독거

비해 열량 섭취량이 적으며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높았다. 남성과 여

노인은 다인 가구에 비해 건강 검진 및 암 검진 참여율이 유의하게

성 모두 독거 노인에서 잦은 외식의 교차비가 다인 가구에 비해 높았

Table 3. Adjusted odds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for poor health behaviors, mental illness according to living status in elderly men and
women
Men
Variable

Living with family
Reference

Living alone
OR (95% CI)

Frequent eating out alonea

1

2.93 (1.83–4.38)

Daily eating out alonea

1

2.40 (1.25–4.60)

Physical inactivity

1

Current smoking

Women
Living with family
Reference

Living alone
OR (95% CI)

P-value

<0.001

1

1.57 (1.10–2.24)

0.013

0.008

1

1.49 (0.67–3.32)

0.332

1.08 (0.73–1.61)

0.691

1

0.95 (0.76–1.19)

0.662

1

1.57 (1.06–2.32)

0.026

1

1.64 (0.75–3.60)

0.218

Binge drinkingb

1

1.43 (0.85–2.39)

0.176

1

1.42 (0.78–2.57)

0.249

Inadequate sleep durationc

1

1.44 (0.97–2.14)

0.068

1

1.29 (1.03–1.61)

0.029

Nonparticipation in health examination

1

1.35 (0.90–2.03)

0.15

1

1.04 (0.81–1.34)

0.771

Nonparticipation in cancer screening

1

0.93 (0.62–1.38)

0.705

1

0.93 (0.73–1.20)

0.583

Feeling sick or uncomfortable

1

1.59 (1.08–2.36)

0.019

1

0.93 (0.74–1.17)

0.548

Poor self-rated health status

1

1.24 (0.84–1.84)

0.278

1

1.19 (0.96–1.49)

0.119

Depressive mood

1

4.10 (2.53–6.65)

<0.001

1

1.03 (0.76–1.40)

0.854

Suicidal ideation

1

2.06 (1.21–3.51)

0.008

1

1.38 (0.99–1.94)

0.059

P-value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after adjusting for age, households income level, occupational status and geographical region.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a
Eating out alone included delivered meals or free meals from community centers. bMore than one times a month of binge drinking defined as seven or more glasses at
one time for men, five or more glasses at one time for women. cInadequate sleep duration time defined as sleeping time less than 7 hours a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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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특히 남성 독거 노인에서는 매일 외식 및 현재 흡연자, 우울한

게 나타나 노인 인구의 자살 문제에 대해 예방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

기분 및 자살 사고의 교차비가 다인 가구에 비해 높았다.

다.26) 기존 연구에서 자살 사고의 관련 요인으로 우울, 절망감, 자아

이전 연구에서도 독거 노인의 사회 경제적 상태는 낮은 것으로 보

존중감, 질병 수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3,27) 사회적으로 고립된 독거

고되었다.13) 2014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독거 노인의 53.6%가 최

노인에서는 심화된 우울, 낮은 자아 존중감이 나타나고 있고, 낮은

14)

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낮은 사회 경제적 상
태는 생활 습관의 질 저하 및 비용 부담으로 인한 의료 이용 감소로
이어져 건강 상태 악화에 영향을 줄 것이다.

신체 건강 상태가 자살 사고에 영향을 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건강 행태와 생활
양상에 대해 독거 노인과 다인 가구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독거 노인

이전 연구에서 독거 노인은 결식률이 높으며, 잦은 결식의 이유로
15)

을 대상으로 한 이전의 연구들에 비해 흡연, 음주, 신체 활동, 영양 상

식욕저하, 우울감을 호소하였던 바 있다. 결식은 영양 결핍으로 이

태, 건강 검진 시행 여부를 포함한 건강 행태의 포괄적인 항목에 대

어져 신체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혼자 식사를 하는 남성

해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열량 섭취량 및 영양소의 섭취 비율, 외식

노인들은 같이 식사를 하는 노인에 비해 결식 및 비만율이 높게 보

빈도에 대해 조사하여 영양 상태에 대한 정량적 및 정성적인 비교를

고된 바 있다.16) 다인 가구의 경우 동거인이 결식에 대해 관리가 가능

시행하였다. 한편, 논문의 제한점으로는 단면 연구를 시행하여 독거

하나, 독거 노인은 이러한 관리가 미흡하고 신체 기능 저하로 조리가

노인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파

어려운 경우 동거인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신체 노화와 정신적 우

악이 어렵다는 점이 있다. 또한, 건강 행태 및 식품 섭취에 대하여 자

울감은 독거 노인의 영양 상태를 불량하게 만드는 원인으로,17,18) 본

가 보고하였으며,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인지기능 저하

논문에서도 독거 노인은 영양 결핍의 위험군으로 확인되었으며 맞

가 동반되었을 확률이 높아 회상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춤형 영양 관리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여 영양 상태를 호전시키도록

것이다.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독거 노인은 다인 가구에 비해 건강하지 못한 생활

본 연구의 여성 독거 노인에서 건강 검진율은 낮게 나타났으며, 이

양상을 보였고 정신 건강의 질이 낮았으며, 특히 남성 독거 노인에서

전 연구에서도 독거 노인은 검진 및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강 행태 관리가 더욱 취약하였다. 또한, 건강의 질에 영향을 주는

19)

비율이 낮았다. 독거 노인은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으므로 경제적

요인들이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통합적으로 관리가 필

인 장애 요인이 검진율을 낮출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사회 경제적

요하다. 소셜 네트워크나 방문 진료 등을 통해 독거 노인의 건강 행

상태를 보정한 이후에도 다인 가구에 비해 검진율이 낮았으며, 이는

태를 증진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으며,28) 정책을 통한 독

독거 노인은 동거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속적 관찰과 건강 감시를

거 노인의 건강 증진에 실제적인 호전이 있는지에 대해 향후 추가적

받을 수 없어 주기적 관리에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인 연구들이 이루어진다면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독거

본 연구에서 독거 노인은 다인 가구에 비해 본인의 주관적 건강

노인의 건강의 질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태를 나쁘게 인식하였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
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이며,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CONFLICT OF INTEREST

20)

영향을 받는다. 이전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인식할
경우 우울감의 호전을 보고한 바 있다.21,22) 따라서 독거 노인의 낮은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정신 건강 상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건강 상태의 인식을 증진시키

요약

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전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독거 노인의 높은 우울 및 자살 사고
가 보고된 바 있다.23,24) 우울증은 자살의 주요 위험 요인이므로 이는

연구배경: 한국은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로 독거 노

반드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 및

인의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고립 상태에 처한 독거 노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한 경우 자아 존중감과 우울증이 호전되

들은 건강의 취약 계층이며, 이러한 한국 독거 노인에서의 건강 행태

었음을 보고한 결과가 있어 사회적 지지를 통해 우울증에 영향을

및 생활 양상에 대해 파악하고자 다인 가구와의 비교 분석을 시행

25)

주는 요인들을 호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질병관리

하였다.

본부에서 시행한 응급실손상환자 표본심층조사에 의하면 65세 이

방법: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성

상 노인의 자살 실행률은 31.8%로 65세 미만(8.0%)에 비해 약 4배 높

인 4,471명(남성 1,933명, 여성 2,538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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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노인과 다인 가구의 건강 행태 및 생활 양상에 대해 연령, 소득
수준, 직업, 거주 지역에 대해 보정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남성 독거 노인에서 주 3–4회 이상 매식(OR=2.93, 95% CI 1.83–
4.38) 및 매일 매식(OR=2.40, 95% CI 1.25–4.60)을 하는 경우, 현재 흡연
자(OR=1.57, 95% CI 1.06–2.32), 몸이 아프거나 불편을 느낀 적 있는 경
우(OR=1.59, 95% CI 1.08–2.36), 우울감(OR=4.10, 95% CI 2.53–6.65), 자
살 사고(OR=2.06, 95% CI 1.21–3.51)의 교차비가 다인 가구 노인에 비
해 유의하게 높았다. 여성 독거 노인에서는 주 3–4회 이상 매식을 하
는 경우(OR=1.57, 95% CI 1.10–2.24), 수면 부족인 경우(OR=1.29, 95%
CI 1.03–1.61)의 교차비가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 독거 노인은 다인 가구에 비해 건강하지 못한 생활 양상을 보
였고 정신 건강의 질이 낮았으며, 남성 독거 노인에서 더욱 취약하였
다. 독거 노인의 건강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해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
하다.

중심단어: 노인; 독거; 건강 행태; 영양 상태; 정신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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