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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

한 호흡기 감염병이다. 2019년 12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전 세계로 확

산되었고[1],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

tion, WHO)는 감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경고 등급인 6단계 팬데믹

(pandemic)을 선언하였다. 각 국가는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에 돌

입하였고[2], 여행 제한, 검역 강화, 감염 사례 발굴 등을 실시하였다[3].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 29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서의 일상생활 변화와 관련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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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and chronic disease. The multi-variab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e considerable variables extracted from the step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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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ssion, hypertension, and diabetes are related to the changes of the daily life during the COVID-19. In particular, the age of 30s and 40s, women, 

second generation, white-collar worker, high income, well educated, worse subjective health status, skipping breakfast, high stress and depression fac-

tors were closely related to the negative changes of daily life during the COVID-19. Conclusions: The negative changes of daily life during the COVID-19 

were more likely to occur in the group of the age of 30s and 40s, women, with high socioeconomic status, with worse health status, with worse health 

behaviors and with worse men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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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6,390,401명의 사망자와 572,239,451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다[4].

우리나라 역시 2020년 2월 23일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를 최고 수준

으로 격상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썼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

고 손 위생을 강조하는 등 개인 차원의 방역을 강화하였다. 직장에서

는 재택근무를 권장하였고[5], 어린이집과 학교 등은 비대면 원격 수업

을 시행하였다[6]. 또한 출입자 명단관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점

검 등 적극적인 제제와 단속을 실시하였다[7]. 이 밖에도 축제 등 단체 

행사를 취소하고[8], 사적모임 제한 등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

행하였다. 그럼에도 코로나19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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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역시 장기화되며 일상생활 전반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였다.

먼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강화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호

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와 같은 일부 감기 바이러스의 감

염이 감소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어린이 리노바이러스의 감염률은 98%

까지 줄어들었다[10]. 이 밖에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의 조치는 

외부활동을 감소시켜서[9], 가족 구성원끼리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11].

반면 부정적인 변화도 있었다.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코로나19 

유행 이후 신체활동의 감소와 함께 좌식 시간의 증가를 보고하였다

[12]. 국내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자

의 53.5%가 걷기, 운동 등 유산소 신체활동의 감소와 영상 시청 시간의 

증가를 보고하였다[13].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좌식 

시간 및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의 증가와 함께 신체활동의 

감소가 나타났다[14]. 식습관에도 부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영국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성인들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과자

와 같은 간식 섭취가 늘고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는 등 이전

과 비교하여 식습관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15]. 또한 팬데믹 이전

과 비교하여 취침과 기상 시간이 늦춰졌으며 야간 수면이 줄고 낮잠 

시간은 늘어나는 등 수면의 질이 저하되었다[16].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에서는 20, 30대 청년들의 우울감이 높았으며

[17], 재택근무 및 휴직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8]. 

특히, 코로나19 확진 환자 10명 중 1명은 감염 이후 신체적 증상 외에

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및 우울 등의 문제를 12주 이상 장기

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양상이 일관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팬데믹 기간에도 동기가 부여된 경우 신체

활동이 유지되거나 증가할 가능성이 높았다[20]. 이탈리아에서는 과

자, 스낵 및 가공된 빵의 소비는 증가하였지만, 인스턴트식품과 탄산음

료, 배달음식의 섭취는 오히려 감소하였다[21]. 이 밖에 담배 판매는 늘

었지만 금연 시도가 증가하기도 하였고[22], 고위험 음주는 증가하였지

만 고위험 음주자의 음주를 줄이려는 시도가 증가하기도 하였다[23]. 

캐나다에서는 알코올의 소비량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혼자 술을 마시

는 경우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4]. 이처럼 결과가 다른 것은 국가

별 상황이나 제반 환경 등 여러 조건이 상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

정된다. 같은 이유로 앞선 여러 연구의 결과들을 그대로 국내 상황에 

일반화하기 어렵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와 일상생활의 변화와 관련된 연구가 있었으나 

대부분 표본이 작거나 특정 조건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여러 분야의 

일상생활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어서 코로나19 유행 이

후 국내 일상생활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국가 단위 통

계자료인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이용하여 자기보고 된 코로나19 유행 

이후 일상생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020년 자료를 분석하여서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 변화의 종합적인 양상과 여기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어떠한 요인을 가진 인구집단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는지 이해하는 한편, 취약할 수 있는 요인을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 변화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한 이차자료분석 

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지역보건법에 의해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

회건강조사 2020년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

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 ·군 ·구 단위 건강통계 산출 등을 목적으

로 매 년 시행되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보건 통계조사이다[25]. 

표본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비례 배분법을 사용하여 표본

지점 할당 후 확률비례 계통추출을 통해 선정되고, 질병관리청의 표

본설계 분과위원회의 승인을 거처 최종 선정된다. 훈련된 조사원이 표

본지점의 가구를 방문하여서 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대상자의 참여 동

의 여부를 확인한 후 노트북의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

제된 익명화된 자료이다. 2020년 조사내용에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

하여서 현재의 상황을 보고하는 문항들이 추가되어서 전후 차이를 분

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20년 8월 16일에서 10월 31일까지 255개 보

건소에서 수집된 총 229,269명 중 이용하는 모든 변수에 대한 결측값

(n = 95,562)을 제외하고 최종 133,707명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립대학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면제 승인(IRB No.: 

UOS 2022-04-006)을 받아 진행하였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조사한 인구학적 특

성, 건강행태 관련 요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8가

지 항목을 이용하여서 일상생활의 변화를 확인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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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학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은 연령(만), 성별, 배우자 유무, 세대유형, 직업, 소득, 

학력, 기초생활수급자 유무를 포함하였다. 연령은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였다.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가 있으며 함께 살고 있다

고 응답한 경우 ‘있음’, 사별, 이혼, 미혼 등 배우자가 없거나 함께 살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를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세대유형은 1인 가

구, 부부, 그 외 모든 1세대 가구를 ‘1세대’로, 부부와 미혼자녀, 편부모

와 미혼자녀, 그 외 모든 2세대 가구를 ‘2세대’로, 그리고 모든 3세대 

가구를 ‘3세대’로 구분하였다. 직업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는 ‘사무직’으로,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 ·림 ·어업종

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

노무종사자, 군인은 ‘비사무직’으로 구분하였다. 소득은 월 100만 원 

미만, 100-299만 원, 300-499만 원, 50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학

력은 고졸미만, 고졸, 학사 이상, 석사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는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입니까?’라는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 ‘수급자’로,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적이 있거나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 ‘비수급자’

로 구분하였다. 

건강행태 관련 요인

건강행태 관련 요인은 주관적 건강상태, 규칙적인 아침식사 여부, 스

트레스 경험, 우울 경험, 비만 정도, 고혈압 진단경험, 당뇨병 진단경험

을 포함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소 본인의 건강상태를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응답한 경우 ‘좋음’, 보통은 ‘보통’, 나쁨 또는 매우 나

쁨이라고 응답한 경우 ‘나쁨’으로 구분하였다. 규칙적인 아침식사 여

부는 최근 1년 동안 일주일에 아침식사를 주 5-7회 실시하였다고 응답

한 경우 ‘주 5회 이상’, 주 3-4회 실시한 것으로 응답한 경우 ‘주 3-4회’, 

주 1-2회 또는 거의 안 한다고 응답한 경우 ‘주 2회 이하’로 구분하였다. 

스트레스는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낌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 ‘많다’, 조금 느끼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

우 ‘조금’,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거의 없다’로 구분하였다. 

우울 경험은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있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없다’로 구분하였다. 비만 정도는 자기보고 

된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체질량지수를 산출(kg/m2)하였으며, WHO 

기준에 따라 BMI <18.5인 경우 ‘저체중’, 18.5 ≤  BMI < 25.0인 경우 ‘정

상’, 25.0 ≤  BMI < 30.0인 경우 ‘과체중’, 30.0 ≤  BMI인 경우 ‘비만’으로 

구분하였다.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경험은 의사에게 진단받은 적이 있

다고 응답한 경우 ‘있음’, 없다고 응답한 경우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세부적인 일상생활 변화’에 대해 묻는 8가

지 문항을 종속변수로 이용하였다.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비교하여  

8가지 일상생활의 빈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늘었다’, 

‘비슷하다’, ‘줄었다’, ‘해당없음’ 중 한 가지로 자기 보고하는 선다형 문

항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점수화하였다.

‘걷기, 운동 등의 신체활동(실내외 모두 포함)’에 대해 줄었다고 응답

한 경우는 ‘-1점’, 비슷하다와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0점’, 늘었

다고 응답한 경우는 ‘1점’으로 하였다. ‘수면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점’, 비슷하다로 응답한 경우는 ‘0점’,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

는 ‘1점’으로 하였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탄산음료 먹기’가 늘었다고 응

답한 경우는 ‘-1점’, 비슷하다와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0점’, 줄

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점’으로 하였다. ‘배달음식 먹기’가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점’, 비슷하다와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0점’, 

줄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점’으로 하였다. ‘음주’가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점’, 비슷하다와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0점’, 줄었다

고 응답한 경우는 ‘1점’으로 하였다. ‘흡연’이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점’, 비슷하다와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0점’, 줄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점’으로 하였다. ‘친구나 이웃과의 만남의 횟수’가 줄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점’, 비슷하다와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0점’,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점’으로 하였다. ‘대중교통 이용’이 줄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점’, 비슷하다와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0점’,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점’으로 하였다.

분석 방법

통계분석은 SAS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사용하였

고, 모든 분석은 p< 0.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 표본

은 단순임의표본설계가 아닌 복합표본설계하에서 추출되었으므로 평

균 및 분산 추정 시 가중치, 층화변수, 집락변수를 고려하여 분석하였

다[25]. 코로나19 전후 일상생활의 종합적인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

하여 t-검정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 변화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선형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이후 보다 견고한 회귀모형을 구성하기 위하여 단순선형회귀

분석 p값이 0.2 미만인 독립변수에 대해 단계적 선택법을 적용하여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미한 변수들 중에서도 특히 더 

유의미한 변수를 선별하기 위하여 0.2 미만의 변수들로 모형을 구성하

였다. 단계적 선택법은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서 보다 많은 경우의 수

를 탐색함으로써 최적의 모형을 구성할 수 있다[26]. 여러 요인의 영향

을 파악하는 본 연구에서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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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은 경우(-1.86점),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1.92점), 우울 경험이 있는 

경우 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1.95점). 비만도에서는 저체중(-1.88점), 

비만(-1.69점), 정상(-1.64점), 과체중(-1.58점) 순으로 부정적으로 변화

하였다.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없는 집단에서 일

상생활이 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혈압 -1.69점, 당뇨병 -1.66점).

COVID-19 상황에서 일상생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과 잔차의 독립성

을 확인하였다.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

tion factor, VIF)와 공차한계를 확인하였다. VIF는 1.04-1.93으로 10을 

넘지 않았고, 공차한계는 0.52-0.96으로 0.1 이상이었다. 잔차의 독립성

을 검정한 결과 Dubin-Watson 통계량이 1.72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 

역시 이상이 없었다.

단순선형회귀분석 결과 연령, 성별, 세대유형, 직업, 소득, 학력, 기초

생활수급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규칙적인 아침식사 여부, 스트레스, 

우울 경험, 비만, 고혈압 진단경험, 당뇨병 진단경험이 일상생활 변화와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Table 2). 배우자 유무는 유의하지 않았다

(p = 0.579). 20대보다 30대에서 일상생활이 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고

(β = -0.29), 50대 이상에서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β = 0.41). 남성보

다 여성에서 일상생활이 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β = -0.41). 세대유

형은 3세대보다 2세대에서 일상생활이 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고 

(β = -0.13), 1세대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β = 0.06). 비사무직보다 사

무직에서 일상생활이 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고(β = -0.38), 소득과 학

력이 높은 경우(β = -0.43, -0.68),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β = -0.13), 

아침식사가 규칙적이지 않은 경우(β = -0.42),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경우(β = -0.63), 우울 경험이 있는 경우 일상생활이 더 부정적으로 변

화하였다(β = -0.34). 정상체중 집단에 비해 저체중 집단은 일상생활이 

부정적으로 변화하였고(β = -0.24), 과체중 집단은 일상생활이 긍정적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 133,707명 중 연령은 50대가 33,495명(25.1%)으로 가

장 많았고 여성은 61,025명(45.6%), 남성은 72,682명(54.4%)이었다. 현재 

배우자와 거주하고 있는 집단은 90,601명(67.8%)으로 그렇지 않는 집단

보다 많았고,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세대유형 중에는 2세대가 67,866명

(50.8%)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비사무직이 90,988명(68.1%)으로 사

무직에 비해 많았다. 소득은 월 500만 원 이상이 46,535명(34.8%)으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고졸이 64,571명(48.3%)으로 가장 많았다. 기초생

활 수급자 여부는 현재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이 131,684명(98.5%)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은 집단이 72,111명(53.9%)으로 가장 많았고 아

침식사는 주 5회 이상이 83,301명(62.3%)으로 가장 많았다. 스트레스는 

조금 느끼는 집단이 74,471명(55.7%)으로 가장 많았고, 우울 경험이 없

는 집단이 127,811명(95.6%)으로 있는 집단보다 많았다. 비만 정도는 정

상체중 집단이 84,800명(63.4%)으로 가장 많았고 고혈압과 당뇨병 진

단 경험이 없는 집단이 각 103,999명(77.8%), 121,542명(90.9%)으로 있는 

집단보다 많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COVID-19 상황에서 일상생활 변화 차이

일상생활 변화의 평균 점수는 -1.63점이다(Table 1). 연령에서는 30대

가 가장 부정적으로 변화하였고(-2.04점), 40대(-1.84점), 20대(-1.75점)가 

뒤를 이었다. 성별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고(-1.87점), 

세대유형은 2세대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1.70점). 사무직군

이 비사무직군보다 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고(-1.85점), 소득은 월 소

득 500만 원 이상일 때(-1.73점), 학력은 석사 이상일 때 가장 부정적으

로 변화하였다(-1.86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집단이 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고(-1.64점),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1.73점), 아침결식

Table 1. Means of daily life changes in study participants (n=133,707)

Variables n % Mean SE t or F p1

Total 133,707 -1.63 0.01 
Age (y) 721.98 <0.001

19-29 13,849 10.4 -1.75 0.02 
30-39 18,879 14.1 -2.04 0.02 
40-49 28,089 21.0 -1.84 0.01 
50-59 33,495 25.1 -1.35 0.01 
60-69 25,386 19.0 -1.14 0.01 
≥70 14,009 10.5 -1.14 0.02 

Gender -36.89 <0.001
Women 61,025 45.6 -1.87 0.01 
Men 72,682 54.4 -1.46 0.01 

(Continued to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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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 Mean SE t or F p1

Living with partner -0.56 0.579
Yes 90,601 67.8 -1.80 0.01 
No 43,106 32.2 -1.68 0.01 

Household type 94.61 <0.001
1 Generation 57,408 42.9 -1.52 0.01 
2 Generation 67,866 50.8 -1.70 0.01 
3 Generation 8,433 6.3 -1.57 0.02 

Job -29.45 <0.001
White-collar worker 42,719 31.9 -1.85 0.01 
Blue-collar worker 90,988 68.1 -1.47 0.01 

Household income (10,000 won/mon) 123.91 <0.001
≥500 46,535 34.8 -1.73 0.01 
300-499 37,329 27.9 -1.64 0.01 
100-299 39,510 29.5 -1.49 0.01 
<100 10,333 7.7 -1.30 0.02 

Education 561.99 <0.001
≥Master/PhD 5,234 3.9 -1.86 0.03 
Bachelor 30,916 23.1 -1.85 0.01 
High school 64,571 48.3 -1.59 0.01 
<High school 32,986 24.7 -1.18 0.01 

Basic livelihood recipients -5.22 <0.001
Yes 2,023 1.5 -1.35 0.05 
No 131,684 98.5 -1.64 0.01 

Subjective health status 19.13 <0.001
Bad 9,344 7.0 -1.73 0.03 
Middle 52,252 39.1 -1.66 0.01 
Good 72,111 53.9 -1.60 0.01 

Breakfast (days/week) 525.58 <0.001
≤2 38,858 29.1 -1.86 0.01 
3-4 11,548 8.6 -1.75 0.02 
≥5 83,301 62.3 -1.44 0.01 

Stress 599.86 <0.001
Much 32,329 24.2 -1.92 0.01 
A Little 74,471 55.7 -1.58 0.01 
Rarely 26,907 20.1 -1.29 0.01 

Depression -10.53 <0.001
Yes 5,896 4.4 -1.95 0.03 
No 127,811 95.6 -1.62 0.01 

Obesity 28.68 <0.001
Obese 6,722 5.0 -1.69 0.03 
Over weight 38,165 28.5 -1.58 0.01 
Normal 84,800 63.4 -1.64 0.01 
Under weight 4,020 3.0 -1.88 0.03 

Hypertension -24.53 <0.001
Yes 29,708 22.2 -1.33 0.01 
No 103,999 77.8 -1.69 0.01 

Diabetes -19.43 <0.001
Yes 12,165 9.1 -1.24 0.02 
No 121,542 90.9 -1.66 0.01 

SE, standard error.
1Tested by t-test and analysis of variance.

Table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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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화하였다(β = 0.06).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β = 0.28), 고혈압과 

당뇨병의 진단경험이 있는 경우 일상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β = 0.36, 0.42).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연령, 성별, 세대유형, 직업, 소득, 학력, 주관

적 건강상태, 아침식사, 스트레스, 우울 경험, 고혈압 진단경험, 당뇨병 

진단경험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Table 3). 단계적 선택법을 통해 

보다 더 유의미한 변수가 회귀모형에 포함되게 되므로[26], 단순선형회

귀분석 결과 유의미하지 않았던 배우자 유무(p= 0.579)와, 단계적 선택

법 결과 상대적으로 덜 유의미한 기초생활수급 여부(p = 0.076), 비만 

정도(p= 0.616)는 회귀모형에서 제외되었다. 20대보다 30대와 40대에서

(β = -0.29, -0.14), 남성보다 여성에서(β = -0.40), 3세대보다 2세대와 1세

대에서(β = -0.11, -0.10), 비사무직보다 사무직에서(β = -0.08), 소득과 학

력이 높은 경우(β = -0.14, -0.31),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β = -0.22), 

아침식사가 규칙적이지 않은 경우(β =-0.16),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경

우(β =-0.38), 우울 경험이 있는 경우(β = -0.14) 일상생활이 더 부정적으

로 변화하였다. 고혈압과 당뇨병의 진단경험이 있는 경우 일상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β = 0.05, 0.10).

고 찰

본 연구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일상생활 변화의 양상 및 관련 요인

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통

해 확인한 코로나19 유행 이후 일상생활의 변화를 점수화하였을 때 전

체 평균 점수는 -1.63점으로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변화를 겪었다. 세

부 집단 중에서는 30대가 -2.04점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이어서 우울 경험이 있는 집단이 -1.95점,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집

단이 -1.92점으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일상생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선택법을 통한 다중 선형회

Variables β SE p

Obesity <0.001
Obese -0.05 0.03 0.134
Over weight 0.06 0.01 <0.001
Normal ref
Under weight -0.24 0.03 <0.001

Hypertension <0.001
Yes 0.36 0.01 <0.001
No ref

Diabetes <0.001
Yes 0.42 0.02 <0.001
No ref

SE, standard error; ref, reference.

Table 2. ContinuedTable 2. Univariable linear regression model for changes of daily life 
(n=133,707)

Variables β SE p

Age (y) <0.001
19-29 ref
30-39 -0.29 0.02 <0.001
40-49 -0.09 0.02 <0.001
50-59 0.41 0.02 <0.001
60-69 0.61 0.02 <0.001
≥70 0.61 0.02 <0.001

Gender <0.001
Women -0.41 0.01 <0.001
Men ref

Living with partner 0.579
Yes 0.01 0.01 0.579
No ref

Household type <0.001
1 Generation 0.06 0.03 0.040 
2 Generation -0.13 0.03 <0.001
3 Generation ref

Job <0.001
White-collar worker -0.38 0.01 <0.001
Blue-collar worker ref

Household income (10,000 won/mon) <0.001
≥500 -0.43 0.03 <0.001
300-499 -0.34 0.03 <0.001
100-299 -0.19 0.03 <0.001
<100 ref

Education <0.001
≥Master/PhD -0.68 0.03 <0.001
Bachelor -0.67 0.02 <0.001
High school -0.41 0.02 <0.001
<High school ref

Basic livelihood recipients <0.001
Yes 0.28 0.05 <0.001
No ref

Subjective health status <0.001
Bad -0.13 0.03 <0.001
Middle -0.06 0.01 <0.001
Good ref

Breakfast (days/week) <0.001
≤2 -0.42 0.01 <0.001
3-4 -0.31 0.02 <0.001
≥5 ref

Stress <0.001
Much -0.63 0.02 <0.001
A Little -0.30 0.02 <0.001
Rarely ref

Depression <0.001
Yes -0.34 0.03 <0.001
No ref

(Continued to the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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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연령, 성별, 세대유형, 직업, 소득, 학력, 주관적 

건강상태, 규칙적인 아침식사 여부, 스트레스, 우울 경험, 고혈압 진단

경험, 당뇨병 진단경험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단계적 선택

법을 통해 유의미하지 않았던 배우자 유무와 상대적으로 덜 유의미한 

기초생활수급 여부, 비만 정도는 회귀모형에서 제외되었다. 

연령은 20대와 비교하였을 때 30대, 40대에서 일상생활이 더 부정적

으로 변화하였고 50대 이상에서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미취

학 아동을 둔 부모 집단에서 코로나 이전에 일상적으로 제공받았던 

돌봄 서비스와 같은 사회적 지원이 단절되었고, 이에 따라 겪게 된 혼

란과 어려움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27]. 또한 코로나19 이전에 젊은 

연령에서 신체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코로나19 유행 이후 더욱 감소했

을 것으로 여겨진다[28]. 반면 50대 이상의 연령에서 일상생활이 긍정

적으로 변화한 것은 선행연구들과 다른 결과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고

령층이 청년, 중년층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이 높고[29], 저소

득층 노인의 경우 가계 경제에 대한 걱정,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

울, 만남 제한에 따른 외로움 등으로 인해 많은 부정적 감정을 느꼈다

[30]. 또한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31], 일상생활에 더 부정적인 변화를 겪었을 것

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서는 여러 측면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성별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일상생활이 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전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워킹맘의 경

우 비대면 수업 실시로 인해 학교 등에 위탁되었던 돌봄의 책임이 증가

하였고, 가사와 육아 시간이 가중되었다[7]. 이로 인한 사회적인 분노 

및 좌절감 등 부정적인 심리변화도 경험하였다[32]. 또 사회적 관계망

이 약화되어 여성이 느끼는 고용의 불안정성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우

울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등[18], 남성보다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세대유형은 3세대일 때에 비해 2세대일 때 일상생활이 더 부정적으

로 변화하였다. 이는 미취학 또는 저학년 자녀와 부모로 이루어진 2세

대 가구의 부정적 변화가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코로

나19로 인한 가정보육 부담의 증가로, 부모의 신체적 ·정서적 소진과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27]. 반면 3세대 가구는 조부모가 가사 역할 

분배와 돌봄 지원 등을 통해 2세대 부모가 겪는 역할 부담을 감소시켜

주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는 고학력, 고소득, 사무직인 경우 일상생활이 

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가계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급여삭감과 실직의 가능

성이 높았다[33]. 또한 저소득 지역에서 식료품 부족, 흡연 및 음주 증

가, 신체활동의 감소가 많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이 건강을 

Table 3. Multivariable linear regression model for changes of daily life 
(n=133,707)

Variables β SE p

Age (y) <0.001
19-29 ref
30-39 -0.29 0.02 <0.001
40-49 -0.14 0.02 <0.001
50-59 0.25 0.02 <0.001
60-69 0.31 0.03 <0.001
≥70 0.17 0.03 <0.001

Gender <0.001
Women -0.40 0.01 <0.001
Men ref

Household type <0.001
1 Generation -0.10 0.03 <0.001
2 Generation -0.11 0.03 <0.001
3 Generation ref

Job <0.001
White-collar worker -0.08 0.02 <0.001
Blue-collar worker ref

Household income (10,000 won/mon) <0.001
≥500 -0.14 0.03 <0.001
300-499 -0.12 0.03 <0.001
100-299 -0.08 0.03 0.007 
<100 ref

Education <0.001
≥Master/PhD -0.31 0.03 <0.001
Bachelor -0.25 0.02 <0.001
High school -0.11 0.02 <0.001
<High school ref

Subjective health status <0.001
Bad -0.22 0.03 <0.001
Middle -0.08 0.01 <0.001
Good ref

Breakfast (days/week) <0.001
≤2 -0.16 0.02 <0.001
3-4 -0.10 0.02 <0.001
≥5 ref

Stress <0.001
Much -0.38 0.02 <0.001
A little -0.15 0.02 <0.001
Rarely ref

Depression <0.001
Yes -0.14 0.03 <0.001
No ref

Hypertension 0.003 
Yes 0.05 0.02 0.003 
No ref

Diabetes <0.001
Yes 0.10 0.02 <0.001
No ref

SE, standard error; ref,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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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시켜 면역력 감소, 암,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을 증가시키고 코로

나19로 인한 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은 대학 교육을 받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보다 빈

곤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앞서 고찰했던 연령과 마찬가지로 익히 알

려진 사실과 연구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다. 단, 본 연구 결과

와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는 연구도 적지 않다.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섭취할 교차비가 높게 나타났다

[34]. 또한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는 소득 등 사회경제

적 수준이 높을수록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체활동이 감소할 교차비가 

높았다[35]. 코로나19 상황의 어떠한 요인이 이처럼 상반되는 결과를 

야기하는지에 대해 면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건강행태 관련 요인 중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스트레

스가 많은 경우, 우울 경험이 있는 경우,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일상생활이 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먼저 주관적 건강상

태는 건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긍정적일수

록 체중조절, 규칙적 운동, 규칙적 식사와 같은 건강행동 실천율을 높

인다[36].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더욱 부정적인 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건강하지 않은 음식과 즉석식품 섭취가 증가하고[37], 음주가 증

가한다[20]. 이러한 영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

로 여겨진다. 영국 성인 2,2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1%

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평소보다 술을 더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38]. 

인도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스트레스로 인하여 수면의 질이 감소

하고 수면장애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16]. 그밖에 우울 경험 역

시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초기 식이습관 및 수면건강 등 생

활방식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39]. 한편 불규칙한 

식습관은 건강에 유해한 음식 섭취를 높일 수 있다[40]. 코로나19 이전

에도 아침식사를 적게 하는 사람들이 편의식품을 많이 먹고 음주를 

많이 하였다[41]. 아침결식은 신체활동 감소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를 포함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사람이 신체활

동을 많이 하고[42], 신체활동에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43].

건강행태 관련 요인 중에서 만성질환과 관련하여서는 고혈압, 당뇨

병의 진단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일상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앞서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일상생활이 부정적으로 변화

하였고,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연령이 높을수록 유병률이 높

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연령이 높은 집단의 일

상생활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신체활동, 수면시간, 인스턴트 및 탄산음료 먹기, 배달음식 먹기, 음

주, 흡연, 친구나 이웃과의 만남의 횟수, 대중교통 이용 각각의 종속변

수를 활용한 단순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신체활동의 경우 배우자 유

무, 주관적 건강상태, 비만 정도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흡연의 경우 기

초생활수급자여부와 고혈압 진단경험 유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

중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신체활동, 수면시간, 인스턴트 및 탄산음료 

먹기, 배달음식 먹기, 음주, 대중교통 이용 등 6가지 영역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유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회귀분석 결과

와 다르게 음주, 친구나 이웃과의 만남의 횟수의 경우 고혈압이 있는 

집단의 일상생활이 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고, 흡연의 경우 당뇨병이 

있는 집단의 일상생활이 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전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설문문항을 이용

하였다. 자기보고 되었으므로 실제 변화와 다르게 대상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또한 양적 변화의 정도를 파악할 수 없으

며, 단면 자료만을 분석하였으므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다는 한계

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2020년 자료 중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n =133,707)와 그렇지 않은 대상자(n = 95,562) 사이의 연령, 성

별, 소득, 교육수준 등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이 유의미하게 다른 점은 

선택바이어스의 발생 가능성을 보여주어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

될 수 있겠다.

결 론

코로나19 유행 이후 일상생활 변화의 양상 및 관련 요인을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변화를 겪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30, 40대 연령, 

여성, 2세대, 사무직, 고소득, 고학력인 경우 일상생활의 부정적인 변화

에 영향을 미쳤다. 건강행태 관련 요인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우울 경험이 있는 경우, 규칙적인 아침식

사를 하지 않는 경우, 고혈압과 당뇨병의 진단경험이 없는 경우 일상생

활의 부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일련의 결과를 통해 감염병 사

태가 우리의 일상에 부정적인 변화를 야기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관심이 촉진되어서 향후 인과관

계를 추정할 수 있는 보다 엄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

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상 회복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나아가 향후 유사한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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