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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노인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고령사회에

서 노인인구의 건강과 독립성을 추구하는 보건정책의 주요내용으로 

강조되고 있다[1,2]. 특히,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건강행동을 통해 노년

기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은 노인 개인의 삶의 질과 고령사

회의 사회적 부담을 다룰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3]. 최근의 

건강검진은 질병의 가능성과 건강위험에 대한 조기발견뿐 아니라 수

검자가 필요한 예방적 위험관리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통

합적이고 적극적 개입으로서의 목표를 가진다[4,5]. 이러한 관점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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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으로 우리나라의 건강검진기본법은 건강검진을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과 일련의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6].

건강검진과 건강행동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졌다. 첫 번째는 건강검진 이후 건강행동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

들로[7-9] 이러한 연구들에서 건강검진 참여는 수검자들에게 건강관

리와 질병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작용을 하여 건강행동의 변화를 

유발하는 중요한 계기(teachable moment)가 될 수 있다고 기대된다

[10,11]. 그러나 건강검진이 건강행동을 일관적으로 개선하지는 않은 것

으로 나타나는데 건강검진 실시 후 건강행동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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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도 하지만[12,13] 수검집단은 비수검 집단에 비해 오히려 흡연과 

같은 건강위험행동의 변화가 저조한 것으로 관찰되기도 하였다[14]. 두 

번째는 건강행동들을 유형화하는 연구들이다[15-17]. 이러한 연구들

은 건강검진을 일종의 건강행동으로 보고 다양한 건강행동들이 잠재

적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건강검진과 

다른 건강행동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Langlie [15]는 건강행동을 수행

하는 개인의 동기에 따라 건강행동의 두 가지 하위유형을 제시하였는

데, 첫 번째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회피하려는 소극적 건강행

동이고 두 번째는 보다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

하는 건강행동이다. 즉, 술을 절제하거나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은 비교

적 예측이 가능한 관련 질병이라는 직접적 위험을 피하려는 동기로 유

발된 소극적인 건강행동인 반면 식생활 관리, 규칙적 운동, 건강검진 

등은 당장의 질병에 대한 위험을 피하려는 행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건강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관점의 

선행연구들[16,17]은 건강행동이 건강증진행동, 예방적 건강행동, 건강

위험행동 등 개념적으로 상이한 하위유형들로 구분되는 다면적인 현

상임을 강조하였으며 같은 하위유형에 속한 건강행동 간에 더욱 밀접

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노인들의 건강검진은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건강행동이며 따라서 규칙적 운동, 휴식, 영양관

리 등과 같이 유사한 동기를 공유하는 건강행동들과 더욱 밀접한 관

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검진을 포함하여 노년기 

건강행동들을 유형화하거나 건강검진과 건강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18,19]. 본 연구는 건강검진에 참여하는 노인들

과 참여하지 않는 노인들이 흡연, 음주, 규칙적 운동으로 대표되는 건

강행동 수행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전술한 첫 번

째 유형의 연구들이 건강검진이 건강행동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유발

하였는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비해 건강행동들을 개념적으

로 구분한 후자의 연구들은 본 연구의 초점인 건강검진이 어떤 건강행

동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고령사회의 보건정책으로 건강검진이 강조되고 노인들의 검진 참여

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20,21] 건강검진이 노년기 중요한 건강관리 

행동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건강검진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다

른 일상적 건강행동의 수행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

다. 그러나 이를 파악하는 것은 건강행동의 맥락에서 노년기 건강 라

이프스타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들의 건강행동과 관련된 개입에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연구 방법

조사대상 

분석은 한국고령화연구패널(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의 1-4차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KLoSA는 2005년 인구

주택총조사를 표집틀로 추출된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45

세 이상(1차 조사 기준 1962년 이전 출생)의 개인이 조사대상이다. 

KLoSA는 전국적으로 조사된 패널자료로써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행동, 건강검진 수검,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상태와 관련된 다양

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에 적합한 자료이다. 2006

년에 실시된 1차 조사(n =10,254) 이후 2년 간격으로 조사가 이루어지

고 있으며 현재 5차 조사(2014년)까지 진행되었는데 분석에 사용된 변

수 중 5차 조사에서 측정방법이 달라진 문항이 있어 5차 조사는 제외

되었다. 1차 조사에 65세 이상이었던 대상자 중 4차 조사까지 참여한 

사람들은 2,673명이었고 최종분석은 이 중 사용된 변수들에 결측치가 

없는 2,458명을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에서 결측

치의 비율은 1% 미만이었으나 가구소득에서 가장 많은 결측치(n =151)

가 관찰되었다. 

측정

종속변수인 건강행동은 흡연 여부, 음주 여부, 규칙적 운동 여부를 

통해 측정되었다. 흡연은 현재 흡연 여부를 묻는 한 가지 질문(0 =비흡

연, 1=흡연)으로 측정되었고 음주 역시 현재 음주 여부(0 =음주하지 

않음, 1=음주)를 묻는 한 가지 질문이 사용되었다. 규칙적 운동은 평

소 일주일에 1회 이상 운동수행 여부를 묻는 한 가지 질문(하지 않음

= 0, 운동함=1)으로 측정하였다.  

건강검진 참여는 각 연도 설문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

가건강검진과 민간건강검진 수검 여부를 묻는 두 가지 질문을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국가건강검진은 ‘최근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

여제도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1차 건강검진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의 응답(0 =참여하지 않음, 1=참여함)을 통해 측정되었고 민

간검진의 참여는 ‘최근 2년 동안 자비로 다른 건강검진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0 =참여하지 않음, 1=참여함)이 사용되었다. 

건강행동과 건강검진 수검의 영향요인들 또한 공변수(covariate)로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령, 성별(여성= 0, 남성=1), 교육수준(초졸 이하

= 0, 중졸=1, 고졸 이상=2), 가구소득(1,000만 원 미만= 0, 1,000-2,000

만 원 미만=1, 2,000-3,000만 원 미만=2, 3,000만 원 이상=3), 결혼상

태(배우자 없음= 0, 배우자 있음=1), 거주 지역(0 =읍면 지역, 1=동 지

역), 의료보장 유형(건강보험 직장가입= 0, 지역가입=1, 의료보호=2), 

취업상태(0 =미취업, 1=취업)가 포합되었다. 건강상태와 관련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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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중 주관적 건강상태는 본인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판단을 묻는 

한 가지 문항(1 =매우 나쁨, 5 =매우 좋음)으로 측정되었고 만성질환 

유병상태는 심장질환, 폐질환, 간질환 등 의사의 진단을 받은 8개의 만

성질환을 ‘없음(0)’ 혹은 ‘있음(1)’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울증상

은 10문항의 단축형 역학연구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CES-D)가 사용되었다. CES-D는 지난 일주일 동안 

‘집중하기 어려웠는가,’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는가’와 

같은 정서와 행동을 묻는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문항의 응답

은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1)’에서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4)’로 측정되었다. 분석에는 응답의 총합이 사용되

었다. 

분석방법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각 연도 평균과 빈도(%)를 사용하여 표본

의 전반적인 특성이 파악되었고 건강검진 참여에 따른 노인들의 특성

을 살펴보기 위해 2006년 자료를 바탕으로 이원분석을 수행하였다. 건

강검진과 건강행동의 종단적 관계는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을 통해 분석되었다. GEE는 모수의 분포에 

대한 가정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이 이항변수를 종속변수

로 다루는 연구에서 연결함수를 이에 맞게 설정(로짓함수)하는 것으

로 사용이 가능하다. 종속변수의 분포형태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경

우에도 관찰된 상관관계 구조 등을 이용하여 유사우도함수에 근거한 

점근적 추정이 이루어진다[22]. 또한, GEE는 population-averaged (PA) 

분석방법이기 때문에 GEE 모델의 결과에서 계수는 모집단(popula-

tion)의 평균적인 변화로 해석된다. 즉, 독립변수가 변할 때(국가검진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 참여한 노인의) 모집단에서 종속변수의 평

균 변화량(흡연에 대한 교차비)이다. 이는 계수가 패널 개체 내(동일한 

노인) 종속변수의 변화 정도로 해석되는 고정효과 모델과 차별되는 것

이다[23]. GEE는 반복적으로 측정된 자료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상관관

계에 대처하기 위해 측정시점에 따른 오차항의 상관구조를 가정하여 

분석모형을 구축한다[23]. 패널 개체 내 자기상관구조를 가정하는 방

법으로는 반복측정된 자료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는 방법, 시점이 

떨어질수록 상관관계가 약해진다고 보는 방법, 특별히 상관관계를 지

정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는 각 시점의 상관계수가 같다고 가

정하고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건강검진 수

검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노년기의 건강행동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분석은 Stata 15.0 프로그램(StataCorp LLC, College Station, TX, USA)

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조사년도에 따른 빈도와 평균은 Table 1과 

같다. 성별과 교육수준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았으므로 1차년도의 

빈도만을 제시하였다. 조사대상 노인들의 평균연령은 71세 정도였고, 

58%가 여성, 72%가 초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는 약 67%가 유배우자 상태였으나 그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2012년에는 약 60% 정도가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구소득 

Table 1. Frequency and percentage distributions of study variables across 
study waves (n=2,458)

Variables  2006 2008 2010 2012

Age (y) 71.73±5.37 73.73±5.37 75.73±5.37 77.73±5.37
Gender
   Female 1,429 (58.14) - - -
   Male 1,029 (41.86) - - -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773 (72.13) - - -

   Middle school 254 (10.33) - - -
   ≥High school 431 (17.53) - - -
Marital status
   No spouse   797 (32.42) 832 (33.85) 914 (37.18) 988 (40.20)
   Spouse 1,661 (67.58) 1,626 (66.15) 1,554 (62.82) 1,470 (59.80)
Household  

income (10,000 
won)

   <1,000 1,481 (60.25) 1,191 (48.45) 1,138 (46.30) 1,092 (44.43)
   1,000-1,999 426 (17.33) 584 (23.76) 613 (24.94) 629 (25.59)
   2,000-2,999 260 (10.58) 292 (11.88) 296 (12.04) 304 (12.37)
   ≥3,000 291 (11.84) 391 (15.91) 411 (16.72) 433 (17.62)
Living area 
   Rural 1,638 (66.64) 1,641 (66.76) 1,644 (66.88) 1,635 (66.52)
   Urban   820 (33.36) 817 (33.24) 814 (33.12) 823 (33.48)
Working status
   Not working 1,945 (79.13) 1,849 (75.22) 1,884 (76.65) 2,016 (82.02)
   Working  513 (20.87) 609 (24.78) 574 (23.35) 442 (17.98)
Health insurance 
   Employed 1,467 (59.68) 1,550 (63.06) 1,671 (67.98) 1,693 (68.88)
   Self-employed  783 (31.86) 707 (28.76) 566 (23.03) 541 (22.01)
   Medical aid 208 (8.46) 201 (8.18) 221 (8.99) 224 (9.11)
Self-rated health 2.70±0.92 2.71±0.86 2.65±0.86 2.54±0.87
Depressive 

symptoms 
16.05±5.23 18.23±5.39 18.08±5.62 18.27±5.76

Chronic  
conditions

   No 1,108 (45.08) 1,045 (42.51) 894 (36.37) 551 (22.42)
   Yes 1,350 (54.92) 1,413 (57.49) 1,564 (63.63) 1,907 (77.58)

Unit: Mean±standard deviation, n (%). 
2008, 2010, and 2012 statistics of gender and education are identical to 
2006. 



Health Screening and Health Behavior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http://www.e-jhis.org | 29

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  29%에서 22%, 32%에서 29%로 감소하였다. 

건강검진 참여에 따른 노인들의 특성을 2006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살펴본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국가검진 여부에 따른 노인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건강검진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참여한 노

인들은 연령이 낮고,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많았고, 교육수준이 높았고, 동 지역에 거주, 유급근로활동을 하는 노

인들의 비율이 높았다. 민간검진 참여에 따른 인구사회학적인 차이도 

이와 대략적으로 유사했으나 가구소득과 건강보험 유형에 따른 수검

여부의 차이가 국가검진보다 더 두드러졌다. 유급근로상태와 민간검

진 수검 여부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만성질환의 유병상태

에 따라 민간검진의 수검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 참여와 흡연, 음주, 규칙적 운동의 관계를 분석한 GEE 모

델들의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우선 흡연과의 관계를 살펴본 모

델(Model 1)에서 국가검진과 민간검진 모두 흡연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건강검진과 음주의 관계를 분석한 모델(Model 2)에서 

민간검진에 참여한 노인들은 참여하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음주 가능

성이 86% (odds ratio, OR= 0.86; 95% confidence interval, 95% CI = 0.76-

0.98) 정도로 낮았다. 국가점진 수검여부에 따른 음주 가능성의 차이

는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Model 3에서 국가검진과 민간검진 참여는 

공히 규칙적 운동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가검

진에 참여한 노인들은 참여하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규칙적 운동을 

수행하고 있을 확률이 약 23% (OR=1.23, 95% CI =1.11-1.36) 정도 높았

다. 민간검진 참여여부에 따른 차이는 더욱 두드러져 민간검진에 참여

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규칙적 운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44% (OR =1.44, 95% CI =1.24-1.68) 정도 높았다. 분석에 포함된 다른 

영향요인들 중 연령, 성별, 결혼상태는 세 가지 건강행동에 공통적으

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었으며 교육수준은 흡

연과는 부(-)적인, 규칙적 운동과는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취업상태

와 거주지역에 따라 각각 음주와 규칙적 운동수행의 차이가 두드러졌

으며 주관적 건강상태와 만성질환 유무는 세 가지 건강행동과 유의미

한 관계가 대부분 관찰되었으나 우울수준과 흡연의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  찰 

노년기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유지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일상적인 건강행동에 대한 정책적, 실

천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KLoSA의 1-4차년도 자료

를 사용하여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검진과 흡연, 음주, 규칙적 운동

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000만 원 이하는 1차년도 약 60%에서 4차년도 44% 정도로 감소하였

으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은 1차년도 약 67%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유급근로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비율은 1차년도 21% 정도였지

만 4차년도에 18%로 감소하였고, 건강보장상태와 관련하여 1차년도에

는 60%는 직장보험 가입, 32%는 지역가입, 그리고 9% 정도는 의료보호

로 나타났고 4차년도에는 직장보험 가입은 약 69%로 증가, 지역가입은 

22%로 감소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의료보호의 비율은 달라지지 않았

다. 건강상태 관련 변수들을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상태의 평균은 1차

년도 2.70점에서 4차년도 2.54점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건강상태를 

‘보통(3점)’ 이하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우울증상의 평균점수는 1차년

도 16점 정도에서 4차년도 18점 이상으로 증가였으며 한 개 이상의 만

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차년도 약 55%에서 4차년도 

77% 이상으로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건강검진과 건강행동의 분포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건

강보험공단 건강검진에 참여한 노인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1차년도 

48%에서 4차년도 71%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수검율의 증가는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의 실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

간검진 참여율은 1차년도 11%에서 4차년도 9.7% 정도로 상대적으로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건강행동을 살펴보면 현재 흡연을 하고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1차년도 15%에서 4차년도 약 12% 정도로 감소하였

고, 현재 음주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

Table 2. Frequency and percentage distributions of health screening par-
ticipation and health behaviors across study waves (n=2,458)

Variables  2006 2008 2010 2012

Health screening 
   Public health 
     screening 
      No 1,271 (51.71) 977 (39.75) 786 (31.98) 701 (28.52)
      Yes 1,187 (48.29) 1,481 (60.25) 1,672 (68.02) 1,757 (71.48)
   Private health 
     screening 
      No 2,179 (88.65) 2,226 (90.56) 2,229 (90.68) 2,219 (90.28)
      Yes 279 (11.35) 232 (9.44) 229 (9.32) 239 (9.72)
Health behaviors 
   Smoking 
      No 2,089 (84.99) 2,112 (85.92) 2,137 (86.94) 2,165 (88.08)
      Yes 369 (15.01) 346 (14.08) 321 (13.06) 293 (11.92)
   Drinking 
      No  1,738 (70.71) 1,793 (72.95) 1,854 (75.43) 1,906 (77.54) 
      Yes  720 (29.29) 665 (27.05) 604 (24.57) 552 (22.46)
   Exercise 
      No 1,668 (67.86) 1,685 (68.55) 1,749 (71.16) 1,740 (70.79)
      Yes 790 (32.14) 773 (31.45) 709 (28.84) 718 (29.21)

Unit: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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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E 모델의 결과에 의하면 민간검진에 참여한 노인들은 참여하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음주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가검진 참여 여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건강검진

과 음주의 관계에 대해 선행연구의 결과는 비일관적이다. 건강검진 참

여자를 추적하여 건강검진이 음주율의 감소와 관련이 있었다는 국내

외 선행연구[25,26]가 있는 반면, KLoSA의 1,2차년도에 참여한 45세 이

상 중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Yeo and Jeong [27]에서 국가검진참여와 

민간검진 참여는 모두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와 같이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수검여부를 바

탕으로 한 비교집단의 유무에 기인하거나 표본으로 포함된 연령집단

이 상이한 것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국가검진

과 민간검진이 흡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결과는 검진 참여의 동

기나 맥락이 다른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국가검진이 비교적 건강

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보장제도로

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민간검진은 노인 개인의 건강상의 필요

에 의해 비용을 지불하고 수검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의 이원분석에서 

만성질환 유병상태는 국가검진 참여와 관련을 보이지 않았으나 민간

검진 참여율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것이 이를 부분적으로 뒷

받침한다고 볼 수 있으며 민간검진 참여자의 건강상태를 살펴본 선행

연구[28]와도 일관적이다. 즉, 국가검진에 참여한 노인에 비해 민간검진

에 참여한 노인은 이미 만성질환과 같은 건강상의 어려움을 관리하고 

있고 따라서 민간검진 참여가 낮은 음주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국가검진과 민간검진의 참여는 모두 규칙적 운동을 수행할 

Table 3. Differences of sample characteristics by health screening participation using 2006 data (n=2,458) 

Variables 
Public health screening Private health screening 

No (n=1,271) Yes (n=1,187) p-value No (n=2,179) Yes (n=279) p-value

Age (y) 72.37±5.72 71.09±4.91 0.000 71.84±5.42 70.89±4.93 0.050
Gender 0.000 0.027
   Female 798 (62.79) 631 (53.16) 1,284 (58.93) 145 (51.97)
   Male 473 (37.21) 556 (46.84) 895 (41.07) 134 (48.03)
Education 0.000 0.000
   ≤Elementary school 965 (75.92) 808 (68.07) 1,651 (74.12) 158 (56.63)
   Middle school 114 (8.97) 140 (11.79) 210 (9.64) 44 (15.77)
   ≥High school 192 (15.11) 239 (20.13) 354 (16.25) 77 (27.60)
Marital status  0.000 0.000
   No spouse  496 (39.02) 301 (25.36) 773 (33.64) 64 (22.94)
   Spouse 775 (60.98) 886 (74.64) 1,446 (66.36) 215 (77.06)
Household income (10,000 won) 0.145 0.018
   <1,000 759 (59.72) 722 (60.83) 1,331 (61.08) 150 (53.76)
   1,000-1,999 208 (16.37) 218 (18.37) 375 (17.21) 51 (18.28)
   2,000-2,999 137 (10.78) 123 (10.36) 230 (10.56) 30 (10.75)
   ≥3,000 167 (13.14) 124 (10.45) 243 (11.15) 48 (17.20)
Living area 0.000 0.058
   Rural 910 (71.60) 728 (61.33) 1,438 (65.99) 200 (71.68)
   Urban   361 (28.40) 459 (38.67) 741 (34.01) 79 (28.32)
Working status  0.000 0.782
   Not working 1,391 (84.92) 554 (67.56) 1,726 (79.21) 219 (78.49)
   Working  247 (15.08) 266 (32.44) 453 (20.79) 60 (21.51)
Health insurance type 0.268 0.014
   Employed 739 (58.14) 728 (61.33) 1,282 (58.83) 185 (66.31)
   Self-employed  419 (32.97) 364 (30.67) 702 (32.22) 81 (29.03)
   Medical aid 113 (8.89) 95 (8.00) 195 (8.95) 13 (4.66)
Self-rated health 2.67±0.92 2.74±0.91 0.059 2.70±0.92 2.71±0.94 0.833
Depressive symptoms 16.18±5.52 15.95±4.89 0.215 16.12±5.20 15.56±4.63 0.095
Chronic conditions 0.875 0.000
   No 571 (44.93) 537 (45.24) 1,011 (46.40) 97 (34.77)
   Yes 700 (55.07) 650 (54.76) 1,168 (53.60) 182 (65.23)

Unit: Mean±standard deviation,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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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들의 건강검진과 다른 

건강행동의 관련성을 분석한 소수의 연구들과도 일관적이다[15,29]. 

호주의 45세 이상 중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건강행동의 군집을 분석한 

Griffin et al. [15]의 연구에 의하면 건강검진에 참여한 노인은 규칙적 

운동과 식단관리를 수행하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진 유형으로 분류

될 가능성이 높았다. 다양한 연령집단을 포함한 연구에서도 건강검진 

참여와 신체적 활동 사이의 관련성이 관찰되기도 하였다[13]. 건강행

동의 잠재적 유형에 대한 이론적 관점[15]에서 살펴보면 건강검진과 규

칙적 운동은 건강증진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둘의 관계가 흡연과 

음주에 비해 강한 것은 두 건강행동이 적극적이고 예방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는 유사한 동기에 의해 유발되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검진과 민간검진은 흡연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건강행동은 건강증진행

동(건강검진)의 수행이 자동적으로 건강위험행동(흡연)에 대한 절제

로 이어지는 단선상의 양극단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19] 잠재적 

특성을 공유하는 건강행동 간에 더욱 밀접한 관계를 보이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건강검진이 건강행동과 관련이 없거나 건강검진 이후 

오히려 건강위험행동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는 건강검진 

수검 자체가 참여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건강이 검증되었다는 인식

(health certificate effect)을 가지게 하여 현재의 건강행동을 고수하는 

결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14]. 한편, 노인의 흡연은 오랜 기

간 동안 유지되고 수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건강검진 참여가 현재 건강

행동의 유지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30]. 노인들의 건강검진과 건강행동의 관계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

기 위해서는 건강검진과 관련된 노인들의 동기와 인지적 변화를 이해

하려는 후속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계점 또한 논의되어야 한다. 첫 번째, 패널데이터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건강검진과 건강행동의 관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

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건강검진이 건강행동에 영향을 행사하였는지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KLoSA는 ‘지난 2년간’ 건강검진 여부와 

현재 건강행동에 대해서 설문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보에 의해서는 

두 행동의 선후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본 연구 분석방법의 초점이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아니지만, 패널데이터를 사용하

Table 4. GEE model results for smoking, drinking, and regular exercise (n=2,458, obs=9,832)

Variables  
Model 1. Smoking Model 2. Drinking Model 3. Exercise

OR (95% CI) OR (95% CI) OR (95% CI)

Public health screening 0.97 (0.87-1.07) 1.03 (0.95-1.12) 1.23 (1.11-1.36)***
Private health screening 0.89 (0.76-1.04) 0.86 (0.76-0.98)* 1.44 (1.24-1.68)***
Age 0.97 (0.97-0.99)* 0.96 (0.94-0.98)*** 0.94 (0.93-0.96)***
Gender (ref: female) 13.92 (10.24-18.91)*** 9.41 (7.38-11.84)*** 1.70 (1.44-2.01)***
Education (ref: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0.67 (0.47-0.94)* 1.15 (0.87-1.52) 1.99 (1.54-2.42)***
   High school 0.44 (0.32-0.59)*** 1.05 (0.84-1.33) 2.76 (2.29-3.33)***
Marital status (ref: no spouse)  0.75 (0.58-0.96)* 0.64 (0.52-0.79)*** 0.84 (0.72-0.99)*
Household income (ref: <1,000) (10,000 won)
   1,000-1,999 0.99 (0.87-1.11) 1.02 (0.91-1.15) 1.01 (0.88-1.15)
   2,000-2,999 1.02 (0.86-1.20) 0.95 (0.80-1.12) 1.03 (0.87-1.21)
   ≥3,000 0.98 (0.83-1.16) 1.06 (0.90-1.25) 1.13 (0.96-1.32)
Working status (ref: not working)   1.13 (0.96-1.32) 1.38 (1.21-1.57)*** 0.44 (0.37-0.52)***
Living area (ref: rural area) 1.04 (0.83-1.29) 1.02 (0.86-1.22) 0.40 (0.34-0.47)***
Health insurance type (ref: employed) 
   Self-employed  1.03 (0.91-1.12) 0.99 (0.90-1.10) 1.06  (0.94-1.20)
   Medical aid 0.96 (0.76-1.20) 0.88 (0.71-1.09) 0.84 (0.68-1.04)
Self-rated health 1.10 (1.11-1.16)*** 1.08 (1.03-1.14)** 1.31 (1.23-1.40)***
Depressive symptoms 1.00 (0.99-1.01) 0.98 (0.97-0.99)** 0.97 (0.96-0.98)***
Chronic conditions (ref: no) 0.81 (0.71-0.92)** 0.87 (0.79-0.97)* 1.11 (1.02-1.31)*
Time 0.97 (0.91-1.03) 0.93 (0.89-0.98)* 1.03 (0.98-1.08)
Model results Wald chi2 (18)=351.93 Wald chi2 (18)=559.50 Wald chi2 (18)=814.15

Prob>chi2=0.0000 Prob>chi2=0.0000 Prob>chi2=0.0000

GE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p <0.05, **p <0.01,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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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특히 건강검진과 다른 건강행동의 관계가 관찰되었을 때 인과

성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살펴보는 것은 관계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검진횟수

와 2012년 건강행동과의 관계를 모든 공변수들의 2012년도 값과 해당 

건강행동의 2010년도 값을 통제하여 세 개의 로짓모델로 분석해보았

다. Table 5는 건강검진의 횟수를 제시하며 Table 6은 로짓모델의 결과

를 간략하게 나타냈다. Table 6에서 국가검진과 민간검진의 횟수와 규

칙적 운동의 관계는 GEE 모델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건강검진이 규칙적 운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대에 일부 부합하는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검진횟수와 흡연, 음주의 관계는 대략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국가검진 1회 수검 노인은 국가검진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노인보다 오히려 두 배 이상 높은 음주 가능성(OR =  

2.64)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 여부로 관찰된 음주행동 측정의 

한계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GEE 모델의 결과와 함께 고찰해 보

면 건강검진과 흡연, 음주의 약한 인과관계가 다시 확인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건강검진과 건강행동의 변화를 보다 구체

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실험설계나 궤적연구 등이 시도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한다. 또한, 최종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215명과 최종분석 표본

을 비교한 결과 분석에서 제외된 노인들의 2008, 2010, 2012년 우울증

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 어려움 때문에 충실한 설문

답변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울수준이 최종모

델에서 음주와 규칙적 운동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인 것을 고려하면 우

울수준이 높은 노인들이 분석에서 제외된 것은 우울주준의 영향이 

다소 약하게 분석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음주 여부를 통해 음주와 관련된 위험행동을 측정하는 것

과 관련된 한계이다. 사전 분석단계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문제성 

음주의 정의[31]에 따라 조사대상 노인들의 문제성 음주행동을 살펴보

았으나 빈도가 매우 낮아 분석에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본 연구의 운

동수행이 권장되는 수준의 신체활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건

강영양조사는 빈도, 시간, 강도를 조합하여 권장신체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료의 한계로 측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규

칙적 운동여부는 신체활동과 관련한 최소한의 건강실천 행위를 측정

했다는 점에서 노인집단의 건강행동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세 번째, 가중치 적용과 관련된 한계이다. KLoSA는 모집단을 지역

(15개 특광역시와 도별로 동부와 읍면부)으로 층화한 후 다시 각 지역

층 내에서 주거형태별(일반주택조사구와 아파트조사구)로 층화하여 

조사구를 추출한 표본조사로 가중치가 존재한다[32]. 가중치는 조사

시점에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할 수 있도록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 표집 이후 패널조사가 진행되면서 조사대상자가 이사하여 지역

층이나 조사구가 바뀌거나,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 무응답 등이 

Table 5. Number of health screening participation across waves 1-4 
(n=2,458) 

Variables n (%)

No. of public health screening 
   No participation 246 (10.01)
   Once 341 (13.87)
   Twice 527 (21.44)
   Tree times 674 (27.42)
   Four times 670 (27.26)
No. of private health screening
   No participation 1,786 (72.66)
   Once 438 (17.82) 
   Twice 172 (7.00)
   Tree times 51 (2.07)
   Four times 11 (0.45)

Table 6. Logit models on the number of health screening and smoking, drinking, and exercise in 2012 (n=2,458) 

Variables  
Smoking Drinking Exercise 

OR (95% CI) OR (95% CI) OR (95% CI)

No. of public health screening (ref: none)
   Once 1.75 (0.54-5.60) 2.64 (1.16–5.99)* 1.12 (0.61-2.04)
   Twice 0.88 (0.29-2.70) 1.77 (0.83–3.78) 1.94 (1.14-3.34)**
   Tree times 1.34 (0.44-4.60) 1.68 (0.79–5.54) 1.57 (1.20-2.84)
   Four times 2.17 (0.67-7.00) 1.41 (0.66-2.99) 2.25 (1.32-3.84)**
No. of private health screening (ref: none)
   Once 0.72 (0.33-1.59) 1.02 (0.70-1.22) 1.01 (0.72-1.41)
   Twice 0.62 (0.17-2.30) 0.44 (0.21-0.92)* 1.22 (0.76-1.72)
   Three times or more 0.19 (0.04-0.92)* 2.83 (0.85-9.39) 2.46 (1.06-5.68)**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Model 1, 2, 3, are controlled for all covariates measured in 2012 and the health behavior measured in 2010.
*p <0.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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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게 되면 가중치 또한 변하게 된다. 따라서 4차년도까지의 종단

가중치는 상당히 복잡한 조정과 가정을 기반으로 계산된다. 모집단에

의 흡연율이나 음주율을 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아니므로 가

중치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이 때문에 분석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건강한 노년(healthy aging)을 이해하는 데 건강검진의 역

할을 시사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건강검진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건강증진행동 역시 수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노인들이 반드시 

건강위험행동을 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건

강검진 참여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을 건

강한 노년을 위한 개입의 창구로 활용하여 노인들의 건강행동을 촉진

할 필요가 있다. 건강검진 시 개별적인 상담과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검진 이외에도 다양한 건강행동을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건강행동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

되어야 할 것이다[33]. 또한, 건강검진 참여 노인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34]. 건강검진을 수검과 교육, 사후관리까지의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으로 활용하여 건강검진의 결과를 바탕으

로 노인들이 건강위험행동을 수정하고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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