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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노인에서 체질량지수와 비만 관련 
삶의 질의 연관성: 서울 2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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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Obesity is known to influence on physical, mental, functional health problems but there have been no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body mass index (BMI) and quality of life (QOL) in Korean elderly.

Methods: A total of 216 elderly who had been attending two geriatric welfare facilities in Seoul answered the Korean version 
of obesity-related quality of life (KOQOL) questionnaire. Height, weight, waist circumference were measured. Body fat (%) 
was measured with HTM20 by impedance technique. Sociodemographic and medical factors were interviewed. QOL was 
assessed using KOQOL (ver.1) after excluding two sexual life related questions and one work related question. The total 
score is 48 points. The higher is the score, the poorer is the QOL.

Results: In multivariable analysis, BMI, age, history of diabetes mellitus, history of osteoarthritis were associated with 
KOQOL score. Especially, BMI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KOQOL score after adjusting for waist circumference, 
body fat (%) (P = 0.002). 

Conclusion: The more BMI increases, the worse the obesity related QOL is in Korean ambulatory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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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 있다.1) 비만 환자는 제 2형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퇴행성 관절염, 담낭 질환 등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한다고 알

려져 있다.2) 최근에는 건강을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라기 보다

는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안녕 상태로 정의하며 삶의 질 영역

까지 포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3,4) 비만과 삶의 질의 관계

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비만한 사람은 사

회적 혹은 정신적 안녕감에 장애가 있다고 하였으나5) 그렇지 

않다는 연구들도 있었다.6) 

이러한 비만과 삶의 질의 연관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젊은이,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

구는 최근에야 진행되고 있다. Groessl 등7)은 비만인 노인이 정

상체중인 노인에 비해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다고 보고하였

으며, Yan 등8)은 비만한 노인에서, 특히 신체활동과 육체적 안

서론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을 단순히 외모상 문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정의하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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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

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신질환, 치매, 암, 뇌졸

중을 앓고 있지 않은 216명(남자 83명, 여자 133명)을 대상으

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키와 몸무게, 체지방률, 허리 둘레를 측

정하였다. 키와 체중은 각각 전자저울과 신장계측기를 이

용하였으며 체지방률은 HTM20 (Impedance, Health Keeper, 

Bizmedic, Seoul, Kore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WHO 아시아-

태평양 기준으로 저체중군(BMI<18.5)인 2명을 제외한 총 214

명(남자 82명, 여자 132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혼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흡연 여부, 음주 습관, 교육 정도, 동거 

가족의 유무, 한달 용돈, 당뇨병 유무, 고혈압 유무, 퇴행성 관

절염 유무 등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비만관련 삶의 질

에 대한 내용은 한국형 비만 관련 측정도구(KOQOL)10)를 이

용하여 개별적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한국형 비만 관련 측정도구는 6개 영역(정신사회적 건강, 

신체적 건강, 직장 및 가사 업무, 일상 생활, 성관계, 음식관련)

의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변은 ‘전혀 그렇지 않

다’가 1점, ‘항상 그렇다’가 4점으로 총 60점 만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한다(Appendix). 본 

연구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

문에 노인병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성행위 관련 2개 문항(자

녕감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비만과 삶의 질과의 연관성에 대한 국내 논문은 Park 등9)

의 논문이 유일하다. Park 등9)은 체질량 지수는 삶의 질 척도와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은 반면, 허리둘레는 남자의 경우 사

회적 기능과 건강상태의 변화 척도에서, 여자의 경우 신체통

증 척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으나 이 연

구 대상의 평균연령이 44.9세이었으며, 노인은 9명에 불과하

였다. 따라서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비만과 삶의 질에 대한 국

내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인 삶의 질 측정도구도 중요

하지만, 각 질병 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질병이나 건강 문제에 특수하게 제작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

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 본 연구에서는 Park 등10)이 개발한 ‘비

만 관련 삶의 질 설문지’를 이용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

으로 삶의 질을 조사하고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체지방량 등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방법 

1. 연구 대상 및 방법
서울시 동대문구와 성북구에 있는 두 곳의 노인복지관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by body mass index groups. 

Body mass index
P-value*

18.5-22.9 (N = 42) 23.0-24.9 (N = 71) ≥ 25.0 (N = 101)

Female 25 (59.5) 40 (56.3) 67 (66.3)    0.393

Age (y) 74.5 ± 6.9 71.2 ± 4.3 71.2 ± 4.4  0.01

Waist circumference (cm) 77.7 ± 5.6 83.8 ± 5.6 90.8 ± 6.3 < 0.001

Body fat (%) 25.4 ± 7.3 29.0 ± 7.2 34.7 ± 7.0 < 0.001

Current smoker 2 (4.8)   8 (11.3) 6 (5.9)    0.634

Heavy alcohol drinker† 0 (0.0) 3 (4.2) 11 (10.9) 0.06

Education, college or more 2 (4.8) 11 (15.5) 7 (6.9)   0.273

Monthly allowance  ≥ 200,000 won 13 (50.0) 37 (52.1) 59 (58.5) 0.90

Living alone   9 (21.4) 11 (15.5) 26 (25.7)   0.273

Diabetes mellitus   8 (19.0) 4 (5.6) 27 (26.7)   0.002

Hypertension 16 (38.1) 29 (40.8) 51 (50.5)   0.281

Osteoarthritis 11 (26.2) 23 (32.4) 53 (52.5)   0.00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or number (%).

*ANOVA for continuous variables, chi-square test or Fisher’s exact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Drinking twice or more per week and 

more than 70 g of alcohol per 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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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성적 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이성과의 잠자리를 

피하게 된다)과 직장 및 가사 업무의 1개 문항(업무의 효율이 

떨어진다)을 제외한 총 12문항에 대해 조사하였다(Appendix). 

2. 통계처리
단변량분석으로 범주형 변수의 검정에는 카이제곱 검정, 

Fisher의 정확한 검정을 실시하였고, 연속형 변수의 상관관계

를 검정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속

형 변수의 평균 차이 비교에는 분산분석(ANOVA)을 하였으

며, 삶의 질을 구성하는 5개의 영역에 대해서는 사후분석을 

이용하여 영역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다변량 분석은 회귀선

형분석을 이용해 실시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 ver. 10.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

은 5% 미만으로 하였다.

결과

1. 체지량지수 각 군간의 기본특성 
체질량지수를 WHO 아시아-태평양 기준에 따라 정상

체중군(18.5≤BMI≤22.9)과 과체중군(23≤BMI≤24.9), 비만군

(BMI≥25)의 세 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Table 1).

정상체중군, 과체중군, 비만군 간에 성비, 흡연, 음주, 교육

정도, 용돈, 동거가족 유무, 고혈압의 유무 등에 의미 있는 차이

가 없었으며 나이, 허리둘레, 체지방률, 당뇨병의 병력, 그리고 

관절염의 병력 등은 각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2. 체지량지수와 비만 관련 삶의 질 
정신사회적 건강은 과체중군이 정상체중군보다 오히려 

삶의 질이 높았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P>0.05). 신체

적인 건강은 비만군이 과체중군보다 유의하게 삶의 질이 낮

았다. 가사업무, 일상생활, 음식관련 삶의 질은 모두 비만군에

서 정상체중군이나 과체중군보다 유의하게 삶의 질이 낮았다

(Table 2).

KOQOL 총점은 과체중군(23≤BMI≤24.9)이 20.7로 가장 

우수하였으며 정상군(18.5≤BMI≤22.9 kg/m2)과 비만군(BMI≥

25)이 각각 21.1, 24.3이었다; 과체중군과 정상군 간에는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 비만군과 과체중군, 비만

군과 정상군 사이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3. 각 변수와 KOQOL 
단변량분석에서 체질량지수와 체지방률 외에 성별, 동거 

가족의 유무, 교육 정도, 당뇨병 유무, 퇴행성 관절염 유무가 비

만 관련 삶의 질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한편 KOQOL은 연령, 체지방률, 체질량지수와 모두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P<0.05), 허리 둘레와는 유의한 관계

가 없었다(P=0.067) (Table 4).

4. KOQOL 총점에 대한 다변량 분석 
체질량지수는 교육정도, 당뇨병 유무, 퇴행성 관절염 유무 

뿐 아니라 허리둘레, 체지방 등을 통제하고도 ‘비만관련 삶의 

질’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5). 그 외에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당뇨병이나 골관절염이 있을수록 ‘비만관련 삶

Table 2. Total and subscales of KOQOL scores* by levels of body mass index (BMI).

KOQOL 18.5 ≤ BMI ≤ 22.9 23 ≤ BMI ≤ 24.9 BMI ≥ 25 P-value

Mental health   6.4 ± 1.8   5.7 ± 1.7 6.3 ± 2.1    0.101

Physical health   6.0 ± 1.7   5.8 ± 1.7   6.6 ± 2.0†    0.020

Work and family affairs   4.0 ± 1.5   4.1 ± 1.6   4.7 ± 1.7†    0.014

Daily life   3.4 ± 1.1   3.5 ± 1.3   4.4 ± 1.5†,‡ < 0.001

Relation of food   1.4 ± 0.9   1.5 ± 1.0   2.4 ± 1.2†,‡ < 0.001

Total score* 21.1 ± 4.9 20.7 ± 4.9 24.3 ± 5.7†,‡ <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P-values were obtained by one way ANOVA (post hoc test).  

*Korean version of obesity-related quality of life (KOQOL): lower score means higher quality of life. †Data with same marking in the 

should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compared with obesity and overweight group by post hoc test. ‡Data with same marking in 

the should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compared with obesity and normal weight group by post hoc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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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 유무 뿐 아니라 허리둘레, 체지방 등을 통제하고도 ‘비

만관련 삶의 질’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체지방은 유

의한 위험인자가 아니었다. 그 외에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당

뇨병이나 골관절염이 있을수록 ‘비만관련 삶의 질’은 감소하

였다. ‘삶의 질’ 중에서 정신사회적 건강은 체질량지수와 유의

한 관계가 없었지만 신체적인 건강, 가사업무, 일상생활, 음식

관련 삶의 질은 모두 비만군이 과체중군보다 유의하게 낮았

다. Yan 등8)이나 Lopez-Garcia 등11)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비만

은 정신적 삶의 질과는 상관이 없었다. Groessl 등7)과 Yan 등8)이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비만군에서 건강 

관련 삶의 질이 과체중군이나 정상군에 비해 떨어져 있었다. 

관상동맥질환이나 심혈관질환의 사망률은 체질량지수보

의 질’은 감소하였다.

고찰

본 연구에서 체질량지수는 교육정도, 당뇨병 유무, 퇴행성 

Table 3. KOQOL score according to variables.                       

     Variables Total KOQOL* score P-value

Sex < 0.001

    Male 20.4 ± 5.4

    Female 23.7 ± 5.3

Live alone < 0.016

    No 22.0 ± 5.4

    Yes 24.1 ± 5.7

Smoking   0.760

    Yes 22.0 ± 6.6

    No 22.5 ± 5.5

Alcohol drinking   0.998

    Heavy 22.4 ± 5.5

    Non-heavy 22.5 ± 5.6

Education   0.006

    ≤ High school 22.8 ± 5.5

    College/University 19.2 ± 4.7

Monthly allowance, won   0.718

    < 200,000 22.7 ± 5.2

    ≥ 200,000 22.3 ± 5.8

Diabetes mellitus   0.004

    Yes 25.0 ± 5.4

    No 21.9 ± 5.4

Hypertension   0.585

    Yes 22.6 ± 5.1

    No 22.3 ± 5.9

Osteoarthritis < 0.001

    Yes 25.7 ± 5.3

    No 20.3 ± 4.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P-values were obtained by 

t-test.

*Korean version of obesity-related quality of life (KOQOL): lower 

score means higher quality of life.

Table 4. Correlation between KOQOL* score and associated vari-

ables.

       Variables Coefficient of correlation (r) P-value

 Age (y) 0.108 0.107

 Waist circumference (cm) 0.126 0.067

 Body fat (%) 0.401 < 0.001

BMI (kg/m2) 0.358 < 0.001

P-values were obtained by Pearson’s correlation test.

*Korean version of obesity-related quality of life (KOQOL): lower 

score means higher quality of life. 

Table 5.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model predicting total 

KOQOL* score.  

Variables
Regression 

coefficient

Standard 

error
P-value

Age (y)    0.198 0.056    0.003

Sex†    2.134 3.151    0.499

BMI (kg/m2)    1.003 0.322    0.002

Waist circumference (cm) -0.161 0.069    0.021

Body fat (%) -0.079 0.215    0.714

Live alone‡    0.813 0.784    0.301

Education ≥ college‡ -0.169 1.195    0.888

Osteoarthritis‡    3.699 0.717 < 0.001

Diabetes mellitus‡    2.273 0.819    0.006

R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0.353.

*Korean version of obesity-related quality of life (KOQOL): lower 

score means higher quality of life. †Male, 1; Female, 2. ‡No, 0; Yes, 1. 



Kyu Hee Chae, et al: Obesity Indices and Obesity-Related Quality of Life in Adults 65 Years and Older

544  |  Vol. 31, No. 7 July 2010 Korean J Fam Med

다는 허리둘레와 관련성이 더 크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12)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노인에서 삶의 질 저하는 허

리둘레보다는 체질량지수가 더 관련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체지방률, 골관절염 유무, 당뇨병 유

무를 통제하고도 의미가 있었다. 따라서 노인에서 삶의 질 저

하는 지방량의 크기 보다는 체중 자체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

치며 이는 골관절염, 당뇨병 등을 유발한 결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Sternfeld 등13)은 기능제한이 허리둘레나 

제지방(lean mass)과는 무관하며 체내 지방량(fat mass)과 관련

이 있다고 하였다.  노인에서 체질량지수가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기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체질량지수가 ‘비만관련 삶의 질’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Park 등9)이 주로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체질량지수와 ‘삶의 질’간에 유의한 상

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대비된다. 이러한 차이

가 연구대상의 연령층이 다른 때문인지 아니면 ‘삶의 질’ 설문

도구가 다른 것 때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추가연구가 필요

하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대상자가 서울시의 두 개 구에 국한되어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그렇

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서 더 활동적이기 때문에 삶의 질에 있

어서 비활동적인 사람들보다 우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형 비만관련 삶의 질 측정

도구’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노인의학 전문의의 자문을 통해 직업이나 성관계 관

련 항목을 제외하고 조사하였으나 이에 대한 타당도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형 비만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가 노인에

서의 타당성 조사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도 제한점으로 생

각할 수 있다. 셋째, 임피던스 체지방 측정기를 이용한 체지방

량의 측정은 비교적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체지방량이 

아주 많은 사람의 신체구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만자를 위한 새로운 측정방식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14)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비만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확

인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비만관련 삶의 질은 체질량이 증가할수록, 연

령이 증가할수록, 당뇨병이나 골관절염이 있을수록 감소하였

다. 특히, 체질량지수는 교육정도, 당뇨병 유무, 퇴행성 관절 유

무뿐 아니라 허리둘레, 체지방 등을 통제하고도 ‘비만관련 삶

의 질’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요약 

연구배경: 비만환자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적 건강 문제가 흔

하며 삶의 질이 낮다고 알려져 있으나 한국에서 노인을 대상

으로 비만도 지수와 삶의 질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

표된 바 없다. 이에 저자들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비만도 지수와 삶의 질에 대해 한국형 비만 관련 삶의 질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법: 서울시에 있는 두 곳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216명을 대상으로 키와 몸무게, 체지방률, 허리둘

레를 측정하였으며 흡연, 음주량, 교육정도, 동거가족의 유무, 

용돈, 당뇨, 고혈압, 퇴행성 관절염 등의 만성 질환의 유무와 삶

의 질에 대해 개별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삶의 질에 

대해서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형 비만 관련 삶의 질 측

정도구(KOQOL) 제1판을 이용하였으며, 그 중 노인에게 적합

하지 않다고 판단된 성생활 관련 2개 문항과 직장 및 가사업무 

관련 1개 문항은 제외한 후 조사하였다. 

결과: 다변량분석에서 비만관련 삶의 질은 체질량이 증가

할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당뇨병이나 골관절염이 있을수

록 감소하였다(P<0.05). 특히, 체질량지수는 교육정도, 당뇨

병 유무, 퇴행성 관절 유무뿐 아니라 허리둘레, 체지방 등을 

통제하고도 ‘비만관련 삶의 질’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P=0.002). 

결론: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체질량지수가 증가할수록 ‘비만

관련 삶의 질’은 감소하였다.  

중심단어: 비만; 체질량지수; 삶의 질;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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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한국형 비만 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

영역 기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점수

정신사회적 건강 SH(1) 자신감이 떨어진다. 1 2 3 4

SH(2) 사람들을 피하고 싶게 된다. 1 2 3 4

SH(3) 외모에 자신이 없다. 1 2 3 4

SH(4) 우울함을 느낀다. 1 2 3 4

신체적 건강 PH(1) 합병증이 생길까봐 걱정된다. 1 2 3 4

PH(2) 무릎 발목 관절이 아프다. 1 2 3 4

PH(3) 운동을 하면 숨이 찬다. 1 2 3 4

직장 및 가사업무 W(1)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진다. 1 2 3 4

W(2) 업무의 효율이 떨어진다. 1 2 3 4

W(3)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기 힘들다. 1 2 3 4

일상생활 L(1) 계단 오르 내리기가 힘들다. 1 2 3 4

L(2) 맞는 옷이 없어 옷 입기가 불편하다. 1 2 3 4

성관계 S(1) 자신의 성적 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1 2 3 4 해당없음

S(2) 이성과의 잠자리를 피하게 된다. 1 2 3 4 해당없음

음식관련 D(1) 체중 걱정에 음식을 마음대로

   먹지 못한다.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