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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7기 3차 년도(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대사증후군 노인과 골다공증을 동반한 

대사증후군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2차 자료 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대사증후군 노인 639명, 

골다공증을 동반한 대사증후군 노인 161명이 참여하였다. 자료분석은 복합표본 Rao-Scott χ²검정, 일반선형 모형 t-검정 

및 회귀모형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사증후군 노인의 삶의 질 저하 요인은 연령, 배우자 동거, 근력운동, 주관적 건강

상태, 활동제한, 체질량지수 및 우울이었으며 설명력은 50.4%였다(F=515.96, p<.001). 골다공증을 동반한 대사증후군 노

인에서는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활동제한 및 스트레스가 삶의 질 저하 요인이었으며 설명력은 48.6%였다(F=10.42, 

p<.001). 이 결과를 토대로 골다공증 동반 대사증후군 노인에게는 건강상태에 대한 긍정적 수용, 도구적‧사회적지지 및 

돌봄 지원을 통한 활동제한 문제 해결 및 스트레스 감소 관리를 위한 집중적이고 공격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이 필요

하다.

주제어 : 노인, 대사증후군, 골다공증, 동반질병, 건강관련 삶의 질

Abstract This study is a secondary data study that analyzes the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with metabolic syndrome and the elderly with metabolic syndrome with osteoporosis using data 

from the 7th year of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2018).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639 

patients with metabolic syndrome and 161 patients with metabolic syndrome with osteoporosis. For data 

analysis, the composite sample Rao-Scott χ² test, general linear model t-test, and regression model were 

us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actors that lowered the quality of life of metabolic syndrome were 

age, cohabitation, strength training, subjective health status, activity restriction, body mass index and 

depression,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50.4% (F=515.96, p<.001). In metabolic syndrome with 

osteoporosis, age, subjective health status, activity restriction, and stress were the factors that lowered the 

quality of life,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48.6% (F=10.42, p<.001).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provide an intensive multidisciplinary program for the elderly with metabolic syndrome 

accompanied by osteoporosis to solve the problem of activity restrictions and manage stress reduction 

through positive acceptance of health status, instrumental and social support, and caring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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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인슐린 저항성으로도 불리는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

만,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및 인슐린 저항성을 특징으로 

하는 병리학적 상태로서[1], 복부비만, 고혈압, 당뇨, 중

성지방,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 5가지 중 3가지 이상

이 정상 수준에서 벗어나 있으면 대사증후군으로 정의

된다[2]. 국외 유병률은 최근 5년 사이에 32.5%에서 

36.9%로 증가하였고[3], 국내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서는 40.9%에서 46.2%로 증가하였다[4]. 대사증후군

은 제 2형 당뇨병, 관상동맥 질환 및 뇌혈관 질환의 주

요한 위험인자로서 질병의 확산에 영향을 주고[5] 당뇨

병보다도 약 3배 더 흔하기 때문에[1]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증후군이다[6].

골다공증은 골절과 그에 따른 장애를 유발하는 만성 

질환으로 50세 이상의 성인에게 많이 이환되고 사망을 

유발하는 대사 질환 중 여섯 번째로 높다[7]. 하지만 골

다공증은 적절하게 관리를 받게 되면 사망률을 감소시

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

대사증후군의 구성 요소인 복부 비만은 안드로겐에

서 에스트로겐을 합성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방조직의 

증가로 에스트로겐 증가에 크게 기여하여 골밀도를 증

가시킬 수 있으나[9] 대사증후군이 진행된 제 2형 당뇨

병은 골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조절되지 않

으면 골절의 위험은 증가하게 된다[10]. 최근 아시아에

서도 생활습관과 관련된 대사장애와 골다공증 유병률

이 증가하고 있는데 당뇨병이 있는 경우 골절 위험이 

1.26배∼4.73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1]. 골다공

증성 고관절 골절환자를 17년간 추적하여 생존분석 한 

결과에서도 골절 직후, 남성 및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높은 사망률과 관련성이 있었다[12].

대사증후군의 성별 요인을 살펴보면, 여성에서 재래

식 흡연과 재래식 및 전자담배 흡연군은 대사증후군 확

률이 증가했고, 남성은 기존 흡연력에서 25pack 이상

인 경우 대사증후군과 관련이 있었다[13]. 현재 흡연자

는 대사증후군의 고지단백콜레스테롤 저하, 복부둘레 

및 중성지방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14]. 생활습관과 

관련된 요인에서 알코올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사람은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이 높아, 알코올 섭취의 증가는 허

리둘레, 공복시 혈당, 혈압 및 중성지방 상승에 기여하

였다[15]. 알코올 섭취량과 빈도는 남성의 고혈압 및 이

상지질혈증 감소와 선형적으로 관련이 있었고, 알코올 

섭취량은 여성의 고혈압과 관련이 있었지만 알코올 섭

취 빈도는 여성 고혈압과 관련이 없었다[16]. 

신체활동은 중등 활동인 경우 하루 30분 이상, 주당 

5일 이상  또는 격렬한 활동인 경우 하루 20분 이상 주

당 3일 이상 충족하는 사람들은 대사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39∼46% 낮아진다고 하였다[17]. 신체활동이 

없으면 과체중이나 비만군에서 대사증후군 발생에 기여

하는데, 당뇨병 전단계에서도 권고 신체활동을 충족하

였을 때 대사증후군 확률이 감소되었다[18]. 저강도 걷

기에서부터 좀 더 활력적인 스포츠와 저항 운동을 정기

적으로 완료하였을 때 심혈관계 질환, 대사질환 및 골다

공증을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다[19]. 이처럼 대사증후

군은 향후 심혈관질환 및 당뇨병을 예측하는데 유용하

다고 보고되고 있다[20]. 만성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는 

대사증후군 발병의 위험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체중

증가, 제 2형 당뇨병 및 혈압과는 긴 기간에 걸쳐서 종

단적으로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하였다[21]. 대륙별로 차

이가 있었지만 대사증후군과 우울증에 대한 체계적 문

헌고찰과 메타분석 결과 대사증후군과 우울증은 유의미

한 관계가 있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22]. 

대사증후군은 골다공증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

향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으며 성별, 나이, 인종, 생활방

식 및 식습관의 영향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하였다[23]. 

골다공증은 노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었다[24-27]. 하지만 대사

증후군과 골다공증이 동반 이환되었을 경우 삶의 질 변

화와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노인 인구에서 다빈도로 나타나는 대사증후군 노인의 

삶의 질과 골다공증이 대사증후군에 동반 이환되었을 

때 건강관련 삶의 질의 변화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인 국

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대사증

후군 노인과 골다공증 동반 대사증후군 노인의 건강관

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사증후군 노인과 골다공증 동반 대사증

후군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파악하고, 삶의 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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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연구의 구체

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사증후군과 골다공증 동반 대사증후군의 유

병률을 파악한다. 

둘째, 대사증후군 노인과 골다공증 동반 대사증후군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삶

의 질 정도와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사증후군 노인과 골다공증 동반 대사증후군

노인의 삶의 질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사증후군 노인과 골다공증을 동반한 대

사증후군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하기 위하여 제 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3년차(7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2018) 자료를 이용한 2차 자료 분

석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연구대상자는 제 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3차 년도인 

2018년 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에 

따라 자료를 추출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 총 576 조사

구 중에서 192 조사구에서 수집된 복합표본 설계자료

로서 총 대상자는 7,992명이었으며, 전체 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1,653명이었다. 노인 인구 중 대사

증후군 구성 요소인 허리둘레, 혈압, 중성지방, 고밀도

지단백질 및 공복시 혈당을 기준으로 3가지 이상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 대사증후군으로 분류한 결과 836명

이 포함되었고, 삶의 질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36명을 

제외한 8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65세 이상 노인에서 

골다공증은 건강설문 이환의 골다공증 현재 유병 여부

에 ‘있음’으로 응답한 391명 중 대사증후군에 동반된 

대상자를 골다공증 동반 대사증후군으로 분류하였으며 

161명이었다. 대상자 선정과정은 Figure 1과 같다.

자료는 2018년 1월에서 12월까지 192개 지역구에

서 검진, 측정 및 건강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2단계 층화집락확률 추

출법과 계통추출법을 이용하였고, 자료조사는 조사수행

능력을 검증받은 전문조사 수행팀에 의해 수집되었다.

Fig. 1. Flow chart of participants’ including criteria 

based on the KNHANES 2018

2.3 연구 도구

대사증후군 노인과 골다공증 동반 대사증후군 노인

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이용지침서에서 구분하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인 건강행위, 건강상태 및 정신건강 관련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2.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65∼74세’와 ‘75세 이상’으로, 교

육수준은 ‘초졸 이하’와 ‘중졸 이상’으로, 가구소득 수준

은 사분위수 중 25%에 해당하는 ‘하’와 ‘중하 이상’으로, 

결혼상태는 현재 배우자와 동거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

자 동거’와 ‘비동거’로 분류하였다. 

2.3.2 건강관련 특성

건강행위, 건강상태 및 정신건강을 의미하는 건강관

련 특성은 현재 흡연율, 월간 음주율, 걷기운동, 근력운

동,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주관적 건강상태, 활동제한, 

체질량지수,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우울을 포함하였다. 

현재 흡연율은 과거 흡연 및 비흡연은 ‘비흡연’으로,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

는 사람은 ‘흡연’으로 분류하였다. 월간 음주율은 평생 

비음주 및 최근 1년간 월 1잔 미만 음주한 경우 ‘비음

주’, 최근 1년간 월 1잔 이상 음주는 ‘음주’로 분류하였

다. 걷기운동은 최근 1주일 동안 한 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걸은 날이 몇일인지에 대한 질문과 걷기를 1회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경우는 ‘실천’, 아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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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비실천’으로[28] 분류하였다. 근력운동은 최근 1

주일 동안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아령‧역기‧철봉 

등의 근력운동을 2일 이상 실천한 경우는 ‘실천’, 아닌 

경우는 ‘비실천’으로 분류하였다. 유산소 신체활동은 일

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

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

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한 경우 ‘실천’, 아닌 경우 ‘비

실천’으로 분류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좋음과 좋음에 응답한 경우

는 ‘좋음’, 보통에 응답한 경우는 ‘보통’, 나쁨과 매우 나

쁨에 응답한 경우는 ‘나쁨’으로 분류하였다. 활동제한 

여부는 ‘예’와 ‘아니오’로 분류하였고, 체질량지수는 몸

무게(㎏)를 키의 제곱(m)으로 나눈 값으로 ‘저체

중’(18.5㎏/m² 미만), ‘정상’(18.5∼25㎏/m² 미만), ‘비

만’(25㎏/m²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정신건강을 나타내는 스트레스는 ‘대단히 많이 느낀

다’와 ‘많이 느끼는 편이다’에 응답한 경우는 ‘많이 느

낌’, ‘조금 느끼는 편이다’와 ‘거의 느끼지 않는다’에 응

답한 경우는 ‘적게 느낌’으로 분류하였다. 우울은 최근 2주 

동안 이런 증상들을 얼마나 자주 겪었는지에 대하여 묻는 우

울증 선별도구 9문항(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으로 측정한 점수로 총점은 27점이며, 0∼9점

은 ‘우울 아님’, 10∼27점까지는 ‘우울’로 분류하였다

[29]. 

2.3.3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은 허리둘레, 혈압, 중성지방, 고밀도콜레

스테롤 및 혈당 수치와 약물 복용을 포함하여 대사증후

군 진단기준으로 정의한 미국 국립콜레스테롤교육위원

회(NCEP-ATP III)[30]의 정의로 분류하고, 허리둘레

는 대한비만학회에서 제시한 기준[31]을 적용하여 남자

≥90, 여자≥85를 기준으로 ‘비만’, ‘비만 아님’으로, 혈

압은 수축기혈압≥130mmHg 또는 이완기혈압≥

85mmHg 또는 혈압강하제를 복용하는 경우는 ‘고혈

압’으로 분류하였으며, 혈압은 3회 측정 중 2, 3차 측정

치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중성지방은 ≥150㎎/㎗ 또

는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는 경우 ‘고중성지방혈증’으로,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 남자<40㎎/㎗, 여자<50㎎/

㎗ 또는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는 경우 ‘고밀도지단백콜

레스테롤 부족’으로 분류하였다. 공복시 혈당≥100㎎/

㎗이거나 혈당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

는 경우는 ‘당뇨병’으로 분류하였다. 5가지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구성요소 중 3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대

사증후군’으로 2개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대사증후군 

아님’으로 분류하였다. 

2.3.4 건강관련 삶의 질

건강관련 삶의 질은 EuroQol(EQ) group에서 개발

한 EuroQol-5 Dimension (EQ5D) index를 이용하

였으며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생활에 대하여 ‘지장이 

없음’에서 ‘심하게 지장이 있음’. 통증과 불편감, 불안과 

우울에 대하여 ‘없음’에서 ‘심하게 있음’까지 3점으로 배

점이 되어 있다. EQ5D 지수는 세부항목 점수에 시간

교환법(time trade-off)으로 질 가중치를 적용하여 원

시자료에 자동 생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035

∼1점으로 환산되어 있다. 값이 1에 가까울수록 건강관

련 삶의 질이 높은 것이며 0은 죽음을 의미하고, 0보다 

낮은 값은 죽음보다 못한 건강상태를 의미한다[32]. 

2.4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IBM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원시자료 분석지침서에 따라 층화집락추출 및 가

중치를 적용한 복합표본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인

구사회학적 및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대사증후군과 골

다공증 동반 이환 대상자의 분포는 복합표본 

Rao-Scott χ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은 평균과 표준오차 및 복합표본 일반선형

모형의 t-test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대사증후군과 

골다공증 동반 대사증후군의 삶의 질 영향 요인은 복합

표본 일반선형모형의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국민건강증진법과 통계법 및 개인정보보호

법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한 정부지정통계(승인

번호 제 117002호)로서, 개인을 추정할 수 없는 비식별 

자료로 제공되어 대상자의 익명성 및 기밀성이 보장되었

다. 본 자료는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승인

번호 2018-01-03-P-A)을 받은 후 조사된 자료이다. 질

병관리청에 요청한 후 인증절차를 거쳐 국민건강영양조사 

홈페이지에서 원시자료를 제공받았으며, 원시자료 이용지

침서 및 분석지침서를 숙지한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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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대사증후군 노인과 골다공증 동반 대사증후군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관련 특성 비교

대사증후군 노인과 골다공증 동반 대사증후군 노인

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Table 1

과 같다. 골다공증 동반 여부에 따라 성별(χ=111.45 

p<.001), 연령(χ=8.01 p=.007), 교육수준(χ=54.46, 

p<.001), 가구소득(χ=11.25 p=.002), 배우자 동거여

부(χ=30.68,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서는 여성, 연령은 75세 이상, 교육수준

에서는 초졸 이하의 학력이,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배

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골다공증 동반 대사증후군 

노인에 유의하게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건강관련 특성에서는 현재 흡연율(χ=5.53, 

p=.036),  월간 음주율(χ=36.42, p<.001), 유산소 신

체활동 실천(χ=6.65, p=.02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흡연과 음주는 다른 특성과는 달리 골

다공증을 동반하지 않은 대사증후군 노인에 더 많이 분

포하였고, 유산소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골다공증 

동반 대사증후군 노인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χ=41.85, p<.001), 활동제한(χ

=32.80,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관적 건

강상태는 ‘나쁨’이, 활동제한이 있는 경우 골다공증 동

반 대사증후군 노인에 유의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다. 정신건강 관련 특성은 스트레스 인지(χ=26.04, 

p<.001), 우울(χ=8.96, p=.010)과 우울점수(t=-3.62, 

p<.001), 삶의 질 점수(t=5.43, p<.001)에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대상자

와 우울이 있는 대상자가 골다공증 동반 대사증후군 노

인에 더 많이 분포하였고, 골다공증 동반 대사증후군 

노인의 우울 점수는 더 높았고 삶의 질 점수는 더 낮았

다. 삶의 질 하위영역은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및 불안/우울 5개 영역에 대하여 문제를 가

지고 있는 경우 골다공증 동반 대사증후군 노인이 의미

있게 더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3.2 대사증후군 노인과 골다공증 동반 대사증후군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차이

대사증후군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다음 Table 

2와 같다. 성별(t=3.04, p=.003), 연령(t=5.15, 

p<.001), 교육수준(t=-4.85, p<.001), 가구소득

(t=-2.51, p=.013), 배우자 동거(t=3.66,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은 남성, 연령은 

75세 이상에 비해 65∼74세인 경우, 교육수준은 중등

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가구소득은 ‘중하 이상’, 배우자

와 동거하는 경우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관련 

특성은 음주(t=-3.49, p=.001), 걷기운동(t=-5.05, 

p<.001), 근력운동(t=-6.87, p<.001), 유산소 신체활동

(t=-3.02, p=.00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음주하

는 경우, 걷기 운동과 근력운동, 유산소 신체활동을 실

천하는 경우에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

적 건강상태(t=10.17, p<.001 ; t=7.73, p<.001), 활동

제한(t=-8.38, p<.001), 체질량지수(t=-21.68,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의 ‘좋

음’과 ‘보통’은 ‘나쁨’에 비해 삶의 질이 높았으며 활동제

한이 없는 경우 삶의 질이 높았고, 체질량지수는 정상

에 비하여 저체중에서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다. 정

신건강 특성은 스트레스 인지(t=2.84, p=.005), 우울

(t=5.88,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스트레

스를 적게 느끼거나 우울이 없는 경우에 삶의 질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골다공증 동반 대사증후군 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은 다음 Table 2와 같다. 연령(t=3.45, p=.001), 교

육수준(t=-2.55, p=.012), 가구소득(t=-2.44, p=.016), 

배우자 동거(t=2.09, p=.03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은 65∼74세, 교육수준은 중등학

교 졸업 이상, 가구소득은 중하 이상, 배우자와 동거할 

때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관련 특성은 걷기 운

동(t=-3.39, p=.001), 근력운동(t=-2.59, p=.011), 유

산소 신체활동(t=-2.54, p=.01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 걷기 운동과 근력운동, 유산소 신체활동을 실천

하는 경우에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t=4.91, p<.001 ;t=5.86, p<.001), 활동제한

(t=-3.71,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음’과 ‘보통’은 ‘나쁨’에 비해 삶의 질이 

높았으며 활동 제한이 없는 경우 높았다. 정신건강 특

성은 스트레스 인지(t=3.24, p=.001), 우울(t=2.62, 

p=.01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거나 우울이 없는 경우에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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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by Comorbidity of Metabolic Syndrome         (N = 8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Metabolic 
Syndrome
(n=639)

Metabolic 
Syndrome with 
Osteoporosis

(n=161) RC χ² or t p

n (%) or M±SE n (%) or M±SE n (%) or M±SE

Gender Male 305 (37.6) 301 (47.0) 4 (2.8)
111.45 <.001

Female 495 (62.4) 338 (53.0) 157 (97.2)

Age (years) 65∼74 465 (54.5) 382 (57.0) 83 (44.9)
8.01 .007

≥75 335 (45.5) 257 (43.0) 78 (55.1)

Education level ≤Elementary 456 (57.6) 328 (50.9) 128 (82.6)
54.46 <.001

≥Middle school 337 (42.4) 307 (49.1) 30 (17.4)

Household income Low 378 (47.8) 285 (44.7) 93 (59.1)
11.25 .002

≥Middle-lower 417 (52.2) 349 (55.3) 68 (40.9)

Spouse cohabit Yes 507 (60.8) 436 (65.8) 71 (42.3)
30.68 <.001

No 285 (39.2) 197 (34.2) 88 (57.7)

Current smoking No 732 (91.7) 580 (90.5) 152 (96.1) 
5.53 .036

Yes 65 (8.3) 58 (9.5) 7 (3.9)

Drink/month No 543 (68.8) 406 (63.7) 137 (87.9) 
36.42 <.001

Yes 254 (31.2) 231 (36.3) 23 (12.1)

Walking Exercise No 486 (63.3) 381 (61.5) 105 (69.8)
3.87 .093

Yes 305 (36.7) 251 (38.5) 54 (30.2)

Muscle strength exercise No 663 (83.9) 520 (82.4) 143 (89.4)
4.75 .073

Yes 132 (16.1) 115 (17.6) 17 (10.6)

Aerobic exercise No 584 (75.9) 453 (73.9) 131 (83.4)
6.65 .028

Yes 209 (24.1) 180 (26.1) 29 (16.6)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150 (19.2) 138 (22.2) 12 (7.9)

41.85 <.001Moderate 385 (49.6) 318 (51.7) 67 (41.9)

Poor 265 (31.2) 183 (26.1) 82 (50.2)

Activity limit Yes 144 (17.4) 96 (13.4) 48 (32.1)
32.80 <.001

No 656 (82.6) 543 (86.6) 113 (67.9)

Body mass index (kg/m²) <18.5 2 (0.2) 2 (0.2) 0 (0.0)

1.29 .61918.5∼24.9 444 (56.4) 368 (57.2) 76 (53.2)

≥25 339 (43.4) 258 (42.5) 81 (46.8)

BMI 25.51±0.12 25.58±0.14 25.28±0.26 1.03 .304

Cognitive stress Little 662 (82.7) 547 (86.3) 115 (69.5)
26.04 <.001

Much 135 (17.3) 91 (13.7) 44 (30.5)

Depression No 739 (95.1) 601 (96.3) 138 (90.6)
8.96 .010

Yes 42 (4.9) 29 (3.7) 13 (9.4)

PHQ-9 2.25±0.17 1.93±0.17 3.49±0.41 -3.62 <.001

EQ-5D 0.88±0.01 0.90±0.01 0.80±0.02 5.43 <.001

Mobility No problem 470 (58.8) 402 (63.8) 68 (40.1)
31.24 <.001

Problem 330 (41.2) 237 (36.2) 93 (59.9)

Self-care No problem 709 (88.3) 581 (90.9) 128 (78.6)
19.61 <.001

Problem 91 (11.7) 58 (9.1) 33 (21.4)

Usual activity No problem 637 (80.2) 530 (84.2) 107 (65.2)
30.37 <.001

Problem 163 (19.8) 109 (15.8) 54 (34.8)

Pain/Discomfort No problem 489 (62.3) 413 (66.5) 76 (46.8)
22.21 <.001

Problem 311 (37.7) 226 (33.5) 85 (53.2)

Anxiety/Depression No problem 703 (88.1) 573 (91.1) 130 (77.3)
24.27 <.001

Problem 97 (11.9) 66 (8.9) 31 (22.7)

EQ-5D=EuroQol-5dimension; PHQ-9=Patient Health Queationnaire-9; M=mean; n=unweighted sample size; RC=Rao-Scott; SE: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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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by Comorbidity of Metabolic Syndrome     (N = 8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tabolic Syndrome
(n=639)

Metabolic Syndrome with Osteoporosis
(n=161)

EQ-5D index(M±SE=0.91±0.01) EQ-5D index(M±SE=0.84±0.01)

M±SE† t or F　 p M±SE† t or F　 p

Gender Men 0.92±0.01 3.04 .003 0.76±0.14 -0.30 .762

Women 0.88±0.01 0.80±0.02

Age (years) 65∼74 0.93±0.01 5.15 
　

<.001
　

0.87±0.02 3.45 .001

≥75 0.86±0.01 0.74±0.03

Education level ≤Elementary 0.86±0.01 -4.85
　

<.001
　

0.79±0.02 -2.55 .012

≥Middle school 0.93±0.01 0.88±0.03

Household income Low 0.88±0.01 -2.51 .013 0.76±0.03 -2.44 .016

≥Middle-lower 0.91±0.01 0.86±0.02

Spouse cohabit Yes 0.92±0.01 3.66 
　

<.001
　

0.85±0.02 2.09 .039

No 0.85±0.02 0.76±0.03

Current smoking No 0.90±0.01 -1.48 .141 0.80±0.02 0.02 .988

Yes 0.92±0.02 0.80±0.11

Drink/month No 0.88±0.01 -3.49
　

.001
　

0.79±0.02 -1.38 .170

Yes 0.93±0.01 0.84±0.03

Walking Exercise No 0.87±0.01 -5.05
　

<.001
　

0.78±0.02 -3.39 .001

Yes 0.93±0.01 0.88±0.02

Muscle strength 
exercise

No 0.88±0.01 -6.87
　

<.001
　

0.79±0.02 -2.59 .011

Yes 0.96±0.01 0.89±0.03

Aerobic exercise No 0.89±0.01 -3.02
　

.003
　

0.78±0.02 -2.54 .012

Yes 0.93±0.01 0.89±0.03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0.97±0.01 10.17 <.001 0.92±0.04 4.91 <.001

Moderate 0.93±0.01 7.73 <.001 0.90±0.02 5.86 <.001

Poor 0.78±0.02 0.69±0.03

Activity limit Yes 0.71±0.02 -8.38
　

<.001
　

0.68±0.04 -3.71 <.001

No 0.93±0.01 0.86±0.02

Body mass index 
(kg/m²)

<18.5 0.61±0.01 -21.68 <.001

18.5∼24.9 0.91±0.01 0.83±0.03

≥25 0.89±0.01 -1.47 .143 0.78±0.03 -1.17 .245

Cognitive stress Little 0.91±0.01 2.84 .005 0.85±0.02 3.24 .001

Much 0.83±0.03 0.69±0.04

Depression No 0.91±0.01 5.88 
　

<.001
　

0.84±0.02 2.62 .010

Yes 0.58±0.06 0.62±0.08

EQ-5D index <25% 0.66±0.02 -14.72 
　

<.001
　

0.62±0.03 -10.03 <.001

≥25% 0.95±0.00 0.93±0.01

EQ-5D=EuroQol-5 Dimension; M=mean; SE=standard error; †Weighted mean±standard error.

3.3 대사증후군 노인과 골다공증 동반 대사증후군 

노인의 삶의 질 영향 요인

대사증후군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다음 Table 3과 같다. 연령(B=.03, p<.001), 

배우자 동거 여부(B=.03, p=.006), 근력운동(B=-.03, 

p=.002), 주관적 건강상태(B=.09, p<.001 ; B=.07, 

p<.001), 활동제한(B=-.12, p<.001), 체질량지수

(B=-.14, p<.001 ; B=-.02, p=.014), 우울(B=.23, 

p<.001)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

은 50.4%였다(R=50.4, F=515.96, p<.001). 골다공증 

동반 대사증후군 노인은 연령(B=.06, p=.027), 주관적 

건강상태(B=.14, p<.001 ; B=.06, p<.001), 활동제한

(B=-.10, p=.015), 스트레스 인지(B=.09, p=.013)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8.4%였

다(R=48.4, F=10.4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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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fluencing Factors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by Comorbidity of Metabolic Syndrome   

(N = 8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tabolic Syndrome
(n=639)

Metabolic Syndrome with Osteoporosis
(n=161)

B SE p B SE p

Gender Men -.01 0.01 .293

Women

Age (years) 65~74 .03 0.01 <.001 .06 0.03 .027

≥75

Education level ≤Elementary -.02 0.01 .088 -.03 0.02 .225

≥Middle school

Household
income

Low .01 0.01 .223 .01 0.03 .754

≥Middle -lower

Spouse cohabit Yes .03 0.01 .006 .02 0.03 .510

No

Drink/month No -.00 0.01 .833 　 　 　

Yes 　 　

Walking Exercise No -.02 0.01 .064 -.03 0.02 .149

Yes 　 　

Muscle strength 
exercise

No -.03 0.01 .002 -.01 0.02 .504

Yes 　 　

Aerobic exercise No 　-.00 0.01 .739 -.02 0.05 .658

Yes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09 0.01 <.001 .14 0.03 <.001

Moderate .07 0.01 <.001 .06 0.03 <.001

Poor 　

Activity limit Yes -.12 0.02 <.001 -.10 0.04 .015

No 　 　

Body mass index 
(kg/m²)

<18.5 -.14 0.02 <.001

18.5∼24.9

≥25 -.02 0.01 .014

Cognitive stress Little 　.01 0.01 .285 .09 0.04 .013

Much 　

Depression No .23 0.05 <.001 .09 0.07 .220

Yes 　 　

R

=50.4, F=515.96, P<.001 R


=48.4, F=10.42, P<.001 

4. 논의

본 연구는 대사증후군 노인과 골다공증이 동반된 대

사증후군 노인의 삶의 질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대사증후군은 노인 인구 1,653명 중 836명으로 나

타나 약 50.5%의 유병률을 보였다. 대사증후군 노인과 

골다공증 동반 대사증후군 노인으로 분류하였을 때 여

성, 75세 이상, 낮은 교육수준과 가구소득, 배우자와 동

거하지 않는 경우 상대적으로 골다공증 동반 대사증후

군 노인의 유병률이 높았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9

세 이상 성인에서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남성이 더 높

다는 보고[33]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여성은 대개 폐경된 연령이고 폐경 여성

에서의 골다공증 빈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로 보

인다. 골다공증 여성의 95%가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동반하고 65.7%에서는 세 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동반

하였다는 보고와[34] 우리나라 여성 기대수명이 남성보

다 더 긴 것과도 관련된 결과이며, 골다공증 동반 대사

증후군 유병률은 인구사회학적으로 좀더 취약한 대상

자가 더 많이 분포하였다. 

건강관련 특성으로는 흡연자와 음주자는 대사증후군 

노인에 많이 분포하였는데 이는 골다공증 동반 대사증

후군 노인에 여성이 더 많이 분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

다. 또한 유산소 신체활동이 적거나, 주관적 건강상태가 

’안 좋음‘이거나, 활동제한, 스트레스 및 우울이 있는 경

우 골다공증 동반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높았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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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결과는 고위험 음주자, 신체활동 미실천자, 스트레

스가 높은 경우 대사증후군이 없는 대상자에 비해 대사

증후군 대상자에 월등히 많이 분포한 결과[33]와 주관

적 건강상태가 ‘안 좋음’이라고 한 경우와 비흡연자가 

골다공증 여성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인 결과[25,27], 

여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골다공증이 1.13배 증가한 

반면 남성은 체질량지수가 낮을 때만 규칙적인 활동에 

따라 유병률이 감소(0.36배)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

병률이 1.05배 증가한 결과[7]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별을 고려하여 

신체활동을 증가시키거나[6] 자신의 만성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 스트레스 및 우울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신체적 정신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중재 제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골다공증 동반 대사증후군 노인(0.80±0.02)은 대사

증후군 노인(0.90±0.01)에 비해 삶의 질 지수가 유의

하게 낮게 나타났다. 골다공증 여성 노인에서 대사증후

군 정상(0.88±0.02), 대사증후군 위험집단

(0.82±0.01), 대사증후군 집단(0.83±0.01)에 비해

[25] 본 연구의 대사증후군에서의 삶의 질 지수는 골다

공증만 있는 경우(0.88±0.02)보다 높았고, 대사증후군 

집단(0.83±0.0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는 남성 여성이 다 포함되어 있음으로 인해 나타난 

차이라고 생각되며 단일 만성질환보다는 질환이 복합

되었을 때 삶의 질은 더 저하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골다공증이 우울증과 동반되었을 때 우울증 단독 ‧ 

골다공증 단독 ‧ 골다공증 및 우울증이 없는 군보다 삶

의 질이 더 낮은 것[27]으로 보아 단일 질환보다는 복

합질환에서 삶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골다공증 환자에서 가장 흔한 동반 질환이 고

혈압 ‧ 고콜레스테롤혈증 ‧ 관상동맥질환 ‧ 당뇨병이었

으므로[34] 대사증후군이 있을 때는 골다공증의 동반 

여부 혹은 골다공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요인을 함께 

파악하고, 요구되는 중재를 빨리 제공하여 골다공증으

로의 진행을 예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삶의 질 하위영역인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 및 불편감, 불안 및 우울 영역에서 ‘문제가 있다’는 

응답군이 골다공증 동반 대사증후군 노인에 유의하게 

많이 분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사증후군 한 가

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성은 통증 및 불편감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영역에서, 여성은 5가지 하위 영

역에서 모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 결과[33]와 단순 비

교는 어렵지만 질환이 동반되었을 때와 여성은 삶의 질 

저하에 더 취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성별은 대사증후군 노인에서만 여성이 남성보다 삶

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고 낮은 교

육수준과 가구소득,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두 군 

모두 삶의 질이 더 낮았으며 같은 군 내에서 특성 간 삶

의 질 차이는 대사증후군 노인에서 더 높은 차이를 보였

다. 월간 음주율은 대사증후군 노인에서만 삶의 질 차이

가 있었고, 걷기 활동, 근육운동, 유산소 신체활동은 두 

군 모두 삶의 질 차이가 있었다. 지속적으로 가벼운 음

주를 하는 사람에 비해 알코올섭취를 과도하게 증가시

킨 사람은 허리둘레, 공복혈당, 혈압 및 중성지방의 상

승과 관련이 있으므로[15]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중재

가 필요하다. 또한 골다공증과 우울증이 동반될 경우는 

신체활동을 못하거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날이 더 많

아 삶의 질이 현저히 낮았다[27]. 규칙적인 운동은 특히 

체중이 적은 남성의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으며[7], 

노년층, 특히 덜 풍요로운 계층에서 신체활동 참여는 훨

씬 낮기 때문에[19] 지역사회에서 그룹기반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함으로써 대사증후군, 골다공

증으로의 이행을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상태를 ‘나쁨’으로 지각하는 

경우와 활동제한이 있을 때 두 군 모두에서 삶의 질이 

현저하게 낮았고 복합군에서 전반적으로 더 낮았다. 이

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쁨’이라는 응답자는 노인 여성

[25], 성인 남성[26]에서 삶의 질이 낮았다는 결과와 유

사한 결과이며,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지각을 향상시

킬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활동제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체적, 도구적, 재정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

한다. 체질량지수는 대사증후군 노인에서만 정상 체중 

‧ 비만인 경우에 비해 저체중일 때 삶의 질이 현저하게 

낮았으며 이는 대사증후군 노인에서 정상 체중 유지의 

중요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골다공증 동반 대사

증후군 노인에서는 체질량지수에 대한 삶의 질 차이가 

없었다. 이는 복부비만이 골밀도를 높이는 순기능이 있

지만, 혈당 조절이 부적절하게 된다면 뼈의 미세 균열

을 촉진하고 피질 다공성으로 인해 골절 위험을 증가시

키게 되어 질병 시기에 따라 당뇨병은 골밀도가 높음에

도 불구하고 골절 위험은 증가한다[35]. 또한 대사증후

군 관련 생리기능 변수를 기반으로 2010∼2011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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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년의 종단 연구에서 남성, 낮은 교육수준에

서 삶의 질이 더 낮았고, 체질량지수는 저체중군 ‧ 정상

체중 ‧ 과체중 ‧ 비만의 순으로 낮아졌으며, 체지방, 중성

지방, 당화혈색소, 혈압이 높거나, 세계보건기구(WHO)

의 지침에 따른 신체활동을 충분히 하지 않는 경우 삶의 

질이 낮았다[36]. 체질량지수는 본 연구 결과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질병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궁극적으로는 적정 체중유지

와 혈당 조절 및 신체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대사증후군

과 골다공증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높은 스트레스와 우울이 있을 때 두 군 모두에서 삶

의 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사증후군 노인

에서는 우울이 있을 때(0.58±0.06), 골다공증 동반 대

사증후군 노인에서는 스트레스가 높을 때(0.62±0.08)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스트레스는 골다공증 여성 노

인(0.76±0.02)[25]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질환의 

동반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우울은 골다공증 남

성(0.55±0.02)[26]에 비해 대사증후군 노인에서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가장 낮은 점수로 볼 

수 있다. 만성질환에 대한 중재를 계획할 때는 스트레

스와 우울을 낮출 수 있는 정신건강 측면의 중재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대사증후군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배우자 동거, 근력 운동, 주관적 건강상태, 활동제

한, 체질량지수, 스트레스 인지 및 우울로 나타났다. 대

사증후군과 삶의 질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30개의 

연구를 고찰한 결과 29개의 연구에서 대사증후군과 삶

의 질이 상당한 관련이 있으며 여성, 우울증 및 체질량

지수와 관련되어 있었다[24]. 대사증후군 관련 생리기

능 변수의 종단 연구에서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 삶의 

질 하위요인인 전체 건강‧신체적 기능 및 활력 정도가 

–3.47∼-7.18배까지 낮아졌고, 신체활동이 충분히 활

동적일 때 삶의 질은 전체 건강‧신체적 기능‧통증‧활력

정도 및 정신건강의 5가지 전체 영역에서 4.00∼7.50

배까지 삶의 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36] 본 연구 결

과와 같은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체활동은 대사증

후군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할 요인이다. 체질량지수는 저체중일 때 삶의 질이 매

우 낮았으며, 정상체중 이상일 때 골밀도에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37] 저체중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

다. 12개의 문헌을 검토한 결과 60세 이상 노인의 대사

증후군과 우울은 인과성은 분명치 않지만 유의한 관련

성이 있었으며 복부비만은 우울증과 더 강력하고 지속

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는[38] 본 연구 결과와 유

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추후 당뇨병이

나 심뇌혈관 질환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대사증후

군을 관리함에 있어 연령을 고려하고 신체활동 증가, 

체질량지수의 정상 유지, 스트레스와 우울과 같은 정신

건강 영역까지 포괄하는 다학제적 프로그램이 요구됨

을 의미한다.

반면에 골다공증 동반 대사증후군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활동제한 

및 스트레스로 수렴되었다. 대사증후군은 남성의 골다

공증에 의미있는 예측인자이지만 여성의 골다공증에는 

예측인자가 아니라고 한 결과[39]와 본 연구에서는 성

별이 영향 요인이 아닌 것과 차이가 있었다. 이전의 나

쁜 삶의 질은 고관절 골절 후 더 높은 사망률과 관련이 

있었으며[12], 이는 본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연결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건강요인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에 비해 스스로 지각하는 건강상태가 영

향을 미쳤다는 것은 이 대상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중재

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되고, 자신의 건강상태

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 제공이 필요하

다. 골다공증 환자의 건강문제는 골절의 위험이 가장 

큰 문제이고 활동제한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34] 골절 예방을 위해 골량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혈당을 부적절하게 조절하는 그룹

은 당뇨병이 없는 사람 및 적절하게 조절하는 사람보다 

골절 위험이 47∼64% 더 높았지만 적절하게 조절하는 

사람들은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과 비슷한 위험을 가지

고 있어 대사증후군에서 혈당 조절의 중요성과 중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35]. 활동제한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에 대한 자기인식이 낮

은 노인에게 신체활동을 생활 방식에 통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필요성을 조언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40].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는 삶의 질 저하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성 스트레스와 대사증후군 진전

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스트레스는 대사증후군

의 여러 요소 중 체중 증가의 영향 요인이었고, 남성에

서 제 2형 당뇨병 발병의 위험요인이었다[21]. 또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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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는 심혈관질환의 독립적 위험요인으로서 남성에

서는 비만이, 여성에서는 경동맥 내막 두께가 의미있게 

두꺼워지는 등 스트레스는 대사증후군의 위험요인이었

다[4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골다공증 동반 대사증

후군 대상자에게는 연령을 고려하고 영향요인으로 나

타난 주관적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고 활동제한을 완화

할 수 있는 방법 및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이완요법 

등 통합적, 집중적 중재 프로그램 제공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횡단 연구로서 대사증후군과 골

다공증, 골다공증과 우울증 등 질환 간 인과관계 및 관

련 요인들과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주관적 

건강상태, 활동제한 및 스트레스 인지 등 단일 문항 설

문 응답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변수의 속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인의 특성 

상 다른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기타 만성

질환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신체활동이 

객관적인 측정방법이 아닌 설문에 의한 측정이었으므

로 기억 편향이 발생할 수 있는 제한점이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비전염성 

질환인 대사증후군 노인과 골다공증 동반 대사증후군 

노인의 유병률과 삶의 질 정도를 확인하고 삶의 질 영

향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대사증후군 노인과 골다공증 

동반 대사증후군 노인의 삶의 질 개선을 향한 중재 프

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전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 분

석 연구이다. 대사증후군 노인과 골다공증 동반 대사증

후군 노인의 유병률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관련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삶의 질 정도는 대

사증후군 노인에 비하여 골다공증 동반 대사증후군 노

인이 의미있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복합 질환인 경우 

삶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사증후군 노인에서는 연

령, 배우자 동거상태, 근력활동, 주관적 건강상태, 활동

제한, 체질량지수, 스트레스 인지 및 우울이 삶의 질 저

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 중 중재가능한 요인인 근력활동과 체질량지수 

관리를 장려하고, 건강상태와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돕고 활동제한과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 제공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학제적 중재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골다공증 동반 대사증후군 노인

에서는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활동제한 및 스트레스가 

삶의 질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수렴됨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대사증후군 관련 영향 요인과 더불어 

중재가능한 요인인 건강상태의 주관적 인식 향상을 위

한 건강 코칭, 활동제한 감소를 위한 도구적 ‧ 사회적 ‧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마음챙김 

‧ 웃음치료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중재 전략

을 구축하여 좀더 공격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궁극적으

로 대사증후군 노인에 비해 훨씬 낮은 골다공증 동반 

대사증후군 노인의 삶의 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재방

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골다공증 동반 대사증후군 노인은 단독 대사증후

군 노인에 비해 영향 요인이 수렴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설문에 대한 응답 대신에 

가속도계나 신체활동량계 등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wearable device)를 적용하여 운동량 ‧ 활력징후 ‧ 심

전도 모니터 등의 정보를 받아 설문에 의한 응답보다 

객관적 자료를 이용하여 중재의 수준을 결정 ‧적용할 

수 있는 보다 과학적인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만성질

환의 유병기간을 포함하여 질환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

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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