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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계보건기구는 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스트레스 등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양식으로 제시하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유지함으

로써 심뇌혈관질환 및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1]. 우리나라도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

표로 2015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Health Plan 2020, HP 

2020)’을 발표하였고, 이 중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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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만성질환과 관련성이 높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과 같은 일상

생활에서의 건강생활습관실천의 확산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2].

건강행위는 일반적으로 흡연, 고위험 음주, 신체활동 부족, 지방 및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이 등 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건강위험행

위와 균형적인 영양 섭취, 규칙적인 신체활동 등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건강증진행위로 구분한다[3]. 또한 이런 건강증진행위와 건강위험행위

는 단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생활양식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

향을 보이며 이를 군집현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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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행위의 군집현상은 복합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어, 사망률, 일

상생활 기능저하와 같은 건강결과와 관련이 있으며, 시너지 효과를 통

해 하나의 건강행위를 실천하는 것보다 복합적인 건강행위를 실천할 

때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4,5]. 복합적인 건강행위가 사망의 위험을 

감소시키고[6], 네 가지 이상의 건강행위를 동시에 실천하는 경우 전체 

사망위험의 66%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7]. 당뇨환자에서도 복

합적인 건강행위가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며[8], 주관적 건강상태와 연

관이 있었는데, 특히 4가지 건강행위를 실천한 성인은 전혀 하지 않은 

성인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87% 증가하였다[9]. 

건강행위 군집현상에 관한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신체활동이 

부족한 개인의 경우 고위험음주와 흡연을 동반할 확률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고[10],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비흡연, 적정음

주, 적정신체활동 세 가지를 모두 실천하는 능동적 건강 생활양식과 

비흡연, 적정음주의 두 가지를 같이 실천하는 수동적 건강 생활양식에

서 군집현상이 있었다[11]. 비흡연, 적정음주, 신체활동, 건강체중의 네 

가지 건강행위의 군집현상이 이상지질혈증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

에서는 여성의 경우 건강위험행태요인의 군집현상은 없었지만, 남성에

서는 현재흡연과 신체활동부족, 현재흡연과 고위험음주, 신체활동부

족과 고위험음주의 2개의 건강위험행태요인에 군집현상이 있었다[12]. 

식생활은 중요한 건강결정요인 중 하나이며, 건강 불평등이 식생활 

불평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13]. 또한 적절한 식품 섭취를 통해

서 신체활동 및 금연을 하는 등 건강증진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여

[14], 식생활을 고려한 군집현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르투갈

인을 대상으로 건강행위 군집현상을 본 연구에서는 흡연과 불건강한 

식생활이 동시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많았으며[15], 미국남성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는 불충분한 신체활동과 불건강한 식생활의 동시 발

생이 가장 많았다[16]. 식생활을 포함하여 군집현상을 본 국내연구에

서는 대사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흡연, 고음주, 부적절한 식행동과 

신체활동의 4가지 건강행위를 이용하여 군집현상을 보았고, 그 결과 

흡연과 고위험음주를 하면서 신체활동을 하지 않거나 부족한 영양섭

취를 하는 세 가지 요인에서 군집현상이 있었다[17]. 

국내에서 이루어진 건강행위의 군집현상 연구는 흡연, 음주, 신체활

동 부족 등과 같은 건강위험행위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고, 

식생활을 포함한 연구는 외국에서는 이루어진 바 있으나 국내에서는 

일부 특정 대상을 상대로 수행한 것 이외에는 아직 미진한 편이다. 이

에 본 연구는 국가 단위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인 남녀를 대상

으로 성별에 따른 각각의 건강행위실천 군집현상을 살펴보고 군집현

상의 관련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3-2015년) 원자료를 이용하

였다.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성인 중 주요 변수인 네 가지 건강행위변

수에 하나라도 결측치가 있거나 자료가 있더라도 극단적인 식품 섭취

량에 의한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일일 에너지 섭취량이 500 kcal/day 

미만이거나 5,000 kcal/day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였다. 또한 뇌졸중, 심

근경색 및 협심증의 중증심뇌혈관질환과 암의 의사진단을 받은 사람, 

임신 및 수유중인 여성을 제외한 9,519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정의하

였다. 

연구내용

건강행위실천군 분류

본 연구에서는 비흡연, 적정음주, 적정신체활동, 건강식생활의 4개 

지표에 대한 건강행위실천군과 미실천군을 분류하여 각 영역의 실천

개수에 따라 전혀 실천하지 않을 경우 ‘0’부터 네 가지 지표를 모두 실

천하는 경우 ‘4’로 정의하였다. 

비흡연

흡연영역은 평생비흡연자와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금연 중인 경

우 실천군으로, 이외의 경우 미실천군으로 구분하였다.

적정음주

음주영역은 음주 빈도와 음주량을 이용하여 일주일에 2회를 넘지 

않고, 남성의 경우 1회 평균 7잔, 여성의 경우 5잔을 넘지 않을 때 실천

군으로 의외의 경우 미실천군으로 구분하였다.

적정신체활동

2013년 신체활동은 국제신체활동설문지(International Physical Ac-

tivity Questionnaire, IPAQ)의 한국어판 신체활동설문지 단축형 도구

를 이용하여 측정되었고, 신체활동 수준을 MET (metabolic equivalent)- 

minutes로 환산하였다. 산출된 총 신체활동량을 이용하여 건강증진형 

활동, 최소한의 신체활동, 운동부족으로 구분하였다. 건강증진형 활동

은 적어도 3일 이상 격렬한 활동을 하면서 최소한 일주일에 1,500 MET- 

minutes 이상을 활동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7일 이상 걷기, 중등도 활

동, 격렬한 활동을 3,000 MET-minutes 이상 활동하는 경우이다. 최소

한의 신체활동은 20분 이상 격렬한 활동을 3일 이상 하는 경우 또는 

30분 이상 중등도 활동을 5일 이상 하는 경우 또는 걷기, 중등도 활동, 

격렬한 활동 중에서 아무것이나 일주일에 5일 이상 실시하여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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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600 MET-minutes 이상 활동하는 경우이다. 운동부족은 신체활동

의 가장 낮은 단계로 최소한의 활동과 건강증진 신체활동에 포함하지 

않는 대상자들이 포함된다. 건강증진형 활동과 최소한의 신체활동군

에 해당하는 사람을 실천군, 운동부족군에 해당하는 사람을 미실천

군으로 구분하였다. 2014-2015년 신체활동은 한국어판 국제신체활동

설문지(Global Physical Activity Questio nnaires, GPAQ)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18-64세 한국성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에 따라 중강도 

유산소 신체활동을 일주일에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유산소 신

체활동을 일주일에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

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

한 사람을 실천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미실천군으로 구분하였다. 

건강식생활

건강식생활 실천지표는 지방, 나트륨, 과일 채소 지표, 영양표시 지

표 총 4가지로 구성하였다. 지방 급원을 통한 에너지 섭취 분율이 적정 

수준 내(19세 이상 15%-30%)이거나, 나트륨의 1일 섭취량이 2,000 mg 

이하이거나, 1일 과일류와 채소류 섭취량의 합계가 500 g 이상이거나, 

가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를 읽을 때 각각의 지표에 대해 실천한다고 

간주하며, 이 4가지 지표 중 2개 이상을 만족할 때 실천군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미실천군으로 구분하였다[18]. 

일반적 특성 및 건강상태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결혼여부를 이용하

였고, 검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비만,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유병

여부를 이용하였다.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주관적 건강상태변수를 사

용하였다. 

분석방법

자료의 통계처리 및 분석을 위해 SAS 9.3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사용된 

방법과 동일하게 각 개인별 가중치가 적용된 survey procedure를 통해 

집락추출 변수, 분산추정층을 이용한 기술적 통계처리를 실시하였으

며 추정된 %와 평균오차를 제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상태, 건강행위실천특성은 카이제곱검

정을 실시하였다. 건강행위실천 간 군집현상을 보기위해 금연, 절주, 

신체활동, 식생활 조합에 따른 16가지 군에 대해서 관찰빈도/기대빈도

비(Observed/Expected ratio [O/E])를 구하여 관찰빈도가 기대빈도보

다 큰 군을 군집현상이 있다고 간주하였다. 이때 기대빈도는 각 건강

행위실천 행위들 간에 독립적이라는 가정 하에 계산되며 전체 인구 집

단 내 개별 빈도를 서로 곱하여 얻어진다. 전체 인구집단에서 4가지 건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Variables Male Female p-value1)

Age (y)
   19-29 23.9 (0.9) 21.3 (0.8) <0.001
   30-39 23.7 (0.9) 21.8 (0.8)
   40-49 25.0 (0.8) 25.8 (0.7)
   50-59 22.4 (0.7) 23.4 (0.7)
   60-64 5.0 (0.3) 7.6 (0.4)
Education
   ≤Elementary 5.5 (0.4) 9.4 (0.5) <0.001
   Middle school 6.8 (0.4) 9.2 (0.4)
   High school 43.0 (1.0) 41.6 (0.8)
   ≥College 44.7 (1.1) 39.8 (0.9)
Household income
   Q1 (lowest) 8.2 (0.6) 9.2 (0.5) 0.108
   Q2 23.8 (1.0) 24.9 (0.9)
   Q3 32.8 (1.0) 31.2 (0.9)
   Q4 (highest) 35.2 (1.2) 34.7 (1.1)
Marital status
   Yes 67.9 (1.0) 77.3 (0.8) <0.001
   No 32.1 (1.0) 22.7 (0.8)
Obesity status 
   Underweight 2.4 (0.3) 7.1 (0.4) <0.001
   Normal 57.7 (0.8) 68.7 (0.7)
   Obesity 39.8 (0.9) 24.2 (0.7)
Hypertension 
   Yes 43.5 (0.9) 66.9 (0.8) <0.001
   No 56.5 (0.9) 33.1 (0.8)
Diabetes 
   Yes 60.8 (1.0) 71.4 (0.8) <0.001
   No 39.2 (1.0) 28.6 (0.8)
Dyslipidemia 
   Yes 37.8 (0.9) 19.8 (0.6) <0.001
   No 62.2 (0.9) 80.2 (0.6)

(Continued to the next page)

강행위를 실천하는 유병률을 각각 a, b, c, d라고 할 때 모든 건강행위

를 실천하는 집단의 기대 빈도는 모든 건강행위의 유병률을 곱해서 얻

어지며(a ×b ×c ×d), 3가지 건강행위를 하는 집단의 기대 빈도는 해당 

건강행위가 나타나지 않을 비율에 다른 건강행위의 유병률 곱을 통해 

계산된다([1−a]×b ×c ×d). 건강행위의 실천개수가 동일하더라도 특정 

건강행위의 유무에 따른 관련성 강도를 파악하기 위해 유병교차비

(prevalence odds ratio, POR)를 구하였고,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POR이 1.74라는 것은 한 건강행위실천요인(예: 비흡연)이 

다른 요인(예: 적정음주)과 동반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한 건강행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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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요인이 없을 때(예: 흡연)에 비해 1.74배가 높다는 것이다. POR의 95% 

신뢰구간이 1에 포함되지 않으면 군집현상이 있다고 간주하였다[10].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건강 관련 특성과 건강행위실천군

집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통계검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특성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39.8%, 여성의 24.2%가 

비만이었고(p< 0.001), 남성의 43.5%, 여자의 66.9%가 고혈압 유병을 보

였고(p< 0.001), 당뇨병은 남성에서 60.8%, 여자에서 71.4%의 유병을 보

였으며(p< 0.001), 이상지질혈증은 남성의 37.8%, 여자의 19.8%에서 유

병을 보였다(p< 0.001). 주관적 건강상태도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01). 건강행위 관련해서는 남성의 56.0%, 여성의 93.9%가 

흡연을 하지 않았고(p< 0.001). 남성의 35.7%, 여성의 49.6%가 적정음주

를 하였다(p< 0.001). 신체활동은 남성의 24.5%, 여성의 20.2%만 적정신

체활동을 하였고(p< 0.001), 남성의 42.0%, 여성의 56.1%가 건강식생활

을 실천하고 있었다(p< 0.001). 건강생활실천을 비교한 결과 남성에서

는 1개 34.6%, 2개 33.1%의 순이었으나 여성에서는 2개 42.5%, 3개 

Table 2. Prevalence of combinations of four healthy behaviors factors in subjects 

No.of healthy 
behaviors

NS NHD PA HD
Male Female

n O (%) O/E n O (%) O/E

4 + + + +   99 2.47 0.63 325 5.46 1.39
3 + + + − 124 3.08 0.87 235 3.98 1.13

+ + − + 296 8.21 0.55 1,189 21.65 1.46
+ − + + 153 3.56 0.80 329 5.43 1.21
− + + +   44 0.99 1.72 6 0.14 0.25

2 + + − − 348 9.28 0.72 936 16.61 1.29
+ − + − 187 4.59 1.08 232 3.91 0.92
+ − − + 421 10.67 0.69 1,148 20.37 1.32
− + + −   65 1.66 1.76 14 0.20 0.21
− + − + 145 3.81 1.64 37 0.77 0.33
− − + + 123 3.10 1.62 36 0.69 0.36

1 + − − − 571 14.17 0.93 945 16.46 1.08
− + − − 225 6.14 1.75 39 0.80 0.23
− − + − 199 5.06 1.84 22 0.35 0.13
− − + 329 9.20 1.69 84 1.55 0.28

0 − − − − 528 13.99 1.77 85 1.64 0.21

NS, non−smoking; NHD, no heavy drinking; PA, physical activity; HD, healthy diet.
+: Healthy behaviors factors present.
−: Healthy behaviors factors absent.
O: Observed prevalence of a combination healthy behaviors factors.
E: Expected prevalence of a combination healthy behaviors factors.

Variables Male Female p-value1)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38.4 (0.9) 31.9 (0.8) <0.001
   Fair 50.1 (0.9) 52.4 (0.8)
   Poor 11.5 (0.6) 15.7 (0.6)
Non-smoking
   Yes 56.0 (0.9) 93.9 (0.4) <0.001
   No 44.0 (0.9) 6.1 (0.4)
No heavy drinking
   Yes 35.7 (0.9) 49.6 (0.8) <0.001
   No 64.3 (0.9) 50.4 (0.8)
Physical activity
   Yes 24.5 (1.7) 20.2 (1.4) <0.001
   No 75.5 (1.7) 79.8 (1.4)
Healthy diet
   Yes 42.0 (0.9) 56.1 (0.8) <0.001
   No 58.0 (0.9) 43.9 (0.8)
No. of healthy behaviors factors
   4 2.5 (0.3) 5.5 (0.5) <0.001
   3 15.9 (0.8) 31.2 (0.8)
   2 33.1 (0.9) 42.5 (0.8)
   1 34.6 (0.9) 19.2 (0.7)
   0 14.0 (0.7) 1.6 (0.2)

Data were shown as estimated % (%standard error). 
1)Tested by χ2-test.

Table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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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의 순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건강생활을 더 실천하고 있었다

(p< 0.001) (Table 1).

건강행위실천 군집특성

남성에서는 건강행위를 3가지 실천하는 경우 적정음주, 적정신체활

동, 건강식생활의 조합에서만 군집현상이 나타났으며(O/E =1.72), 건강

행위를 2가지 실천하는 경우 적정신체활동이 있을 때 비흡연(O/E =  

1.08), 적정음주(O/E =1.76), 건강식생활(O/E =1.62)의 조합에서 군집현

상이 나타났으며, 적정음주와 건강식생활의 조합에서도 군집현상이 

나타났다(O/E =1.64). 여성에서는 건강행위가 비흡연을 포함하여 4가

지 모두 실천하는 경우 군집현상을 보였고(O/E =1.39), 건강행위를 3가

지 모두 실천하는 경우 비흡연이 있을 때 적정음주-적정신체활동(O/

E =1.13), 적정음주-건강식생활(O/E =1.46), 적정신체활동-건강식생활

(O/E =1.21)과 군집현상이 있었다(Table 2).

특정 건강행위의 유무에 따른 건강행위실천군집 관련성

비흡연과 적정음주가 동반되어 나타날 가능성은 적정음주만 할 경

우에 비해 남성에서 1.74배(p< 0.001), 여성에서 2.27배(p< 0.001) 높았

다. 또한 남성에서 비흡연과 건강식생활이 동반되어 나타날 가능성

은 건강식생활만 할 경우에 비해 1.26배로 유의하게 높았다(p = 0.002) 

(Table 3).

건강행위실천군집 관련요인

일반적 특성 및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건강행위실천군집에 대한 교

차비를 분석한 결과 남성보다 여성에서 21.66배(95% confidence interval, 

CI =14.94-31.41), 60-64세 연령층에서 2.83배(95% CI =1.24-6.45), 교육수

준이 높을수록 3.84배(95% CI =1.86-7.91),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1.41배

(95% CI =1.02-1.95),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다고 인지할수록 3.78배(95% 

CI =2.25-6.34) 높았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0.59배(95% CI = 0.37-0.94) 

낮았다(Table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제 6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3-2015)에 참여한 19-64세 

성인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비흡연, 적정음주, 신체활동, 건강식생활

의 군집현상을 파악하고, 건강행위실천 군집현상의 관련요인을 알아

보았다. 

특정 건강생활행위의 유무에 따른 관련성을 파악한 결과 비흡연과 

적정음주가 동반되어 나타날 가능성은 적정음주만 할 경우에 비해 남

성에서 1.74배, 여성에서 2.27배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건강생활양식 중 비흡연과 적정음주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던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19]. 흡연과 음주는 양의 상관

관계가 있으며[20],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변화시켜 영양상태 및 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21].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카페인이나 인

스턴트식품 섭취율이 높아 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가 높았고, 과일 및 

채소의 섭취율은 낮았다[22,23]. 본 연구에서 비흡연과 건강식생활이 

동반되어 나타날 가능성은 건강식생활만 할 경우에 비해 남성에서 

1.26배 높았고, 여성에서는 유병교차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으나 

관찰빈도와 기대빈도비를 이용한 군집에서는 비흡연과 건강식생활을 

동시에 하는 군집현상을 보였다. 또한 여성에서는 대부분의 2개 이상

의 행위를 실천하는 군집에서 건강식생활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남성

에서는 건강식생활을 포함하지 않는 군집이 많아 남성에서 바람직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식생활을 개선함으로써 

다른 행위를 동반하여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군집현상을 통한 건강행태의 고위험군을 본 연구에서 운동부족이 

있는 집단에서 운동부족이 없는 집단보다 흡연 및 과도한 음주가 동

반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10]. 더불어 미국 캘리포니

아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금연에 대해 행동변화 5단계

로 나누었을 때, 변화단계의 사람이 행동 초기의 사람들보다 더 건강

한 음주 및 운동 수준을 보였고 정기적인 운동이 흡연을 중단하게 하

는 데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24]. 또한 운동을 한 그룹이 하

Table 3. Prevalence and prevalence odds ratio of combinations of two healthy behaviors factors in subjects 

Variables
Male Female

P (%) POR p-value P (%) POR p-value

Non Smoking/No heavy drinking 867 (23.1) 1.74 <0.001 2,685 (47.7) 2.27 <0.001
Non Smoking/Physical activity 563 (13.7) 0.99 0.932 1,121 (18.8) 0.87 0.359
Non Smoking/Healthy diet 969 (24.9) 1.26 0.002 2,991 (52.9) 1.22 0.115
No heavy drinking/Physical activity 332 (8.2) 0.88 0.124 580 (9.8) 0.95 0.483
No heavy drinking/Healthy diet 584 (15.5) 1.10 0.234 1,557 (28.0) 1.04 0.554
Physical activity/Healthy diet 419 (10.1) 0.96 0.652 696 (13.2) 0.11 0.145

POR, prevalence odds ratio.
Reference category is those not exposed to the first healthy behaviors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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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그룹에 비해 건강에 더 신경을 쓰고, 식습관과 영양소 섭취 상

태가 더 양호하였고, 낮은 흡연율을 보였다[25].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적

절한 신체활동이 흡연 또는 과도한 음주의 가능성을 낮추고, 식습관

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며, 특히 남성에서는 흡연과 적정

신체활동과의 군집현상을 고려한다면 흡연환자를 중점으로 하여 정

기적인 운동프로그램을 통해 흡연을 포함한 다른 건강행위를 동시에 

Table 4. Odds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 of predictors of clustering of healthy behaviors 

Variables
11) 22) 33) 44)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95% CI

Sex
   Men (ref.) 1.00 1.00 1.00 1.00
   Women 5.10 3.79-6.88 11.72 8.72-15.75 18.09 13.36-24.50 21.66 14.94-31.41
Age group
   19-29 (ref.) 1.00 1.00 1.00 1.00
   30-39 0.88 0.56-1.38 0.80 0.51-1.27 0.75 0.47-1.21 0.98 0.53-1.80
   40-49 1.20 0.74-1.94 1.03 0.63-1.67 1.34 0.79-2.27 1.40 0.72-2.72
   50-59 1.06 0.63-1.78 1.20 0.72-2.02 1.31 0.76-2.26 1.77 0.86-3.63
   60-64 1.65 0.89-3.05 2.09 1.15-3.81 2.16 1.12-4.17 2.83 1.24-6.45
Education
   ≤Elementary school (ref.) 1.00 1.00 1.00 1.00
   Middle school 0.95 0.60-1.50 0.98 0.62-1.57 1.02 0.61-1.70 1.31 0.57-3.01
   High school 1.10 0.71-1.70 1.22 0.76-1.86 1.53 0.96-2.46 2.59 1.29-5.19
   ≥College 1.12 0.72-1.73 1.57 1.02-2.41 2.29 1.42-3.67 3.84 1.86-7.91
Household income
   Upper (ref.) 1.00 1.00 1.00 1.00
   Low 1.15 0.76-1.74 0.83 0.55-1.26 0.56 0.35-0.90 0.53 0.26-1.06
   Moderate low 0.95 0.71-1.27 0.77 0.58-1.01 0.63 0.46-0.86 0.59 0.37-0.94
   Moderate 1.10 0.85-1.42 0.76 0.58-0.99 0.74 0.56-0.99 0.74 0.50-1.09
Marital status
   No (ref.) 1.00 1.00 1.00 1.00
   Yes 0.93 0.63-1.39 1.01 0.68-1.50 1.00 0.65-1.52 0.88 0.49-1.57
Obesity status
   Normal (ref.) 1.00 1.00 1.00 1.00
   Underweight 0.67 0.39-1.16 0.80 0.47-1.38 0.70 0.40-1.23 0.57 0.28-1.16
   Obesity 1.00 0.79-1.26 1.07 0.85-1.36 1.03 0.81-1.32 0.88 0.63-1.25
Hypertention 
   No (ref.) 1.00 1.00 1.00 1.00
   Yes 1.04 0.83-1.32 1.11 0.88-1.40 1.21 0.95-1.55 1.19 0.85-1.67
Diabetes
   No (ref.) 1.00 1.00 1.00 1.00
   Yes 1.08 0.86-1.36 1.37 1.09-1.73 1.55 1.21-1.98 1.41 1.02-1.95
Dyslipidemia
   No (ref.) 1.00 1.00 1.00 1.00
   Yes 0.97 0.77-1.22 0.88 0.70-1.09 0.87 0.68-1.10 0.87 0.63-1.22
Subjective health status
   Poor (ref.) 1.00 1.00 1.00 1.00
   Good 2.14 1.55-2.96 2.81 2.05-3.86 3.13 2.23-4.40 3.78 2.25-6.34
   Fair 1.59 1.20-2.11 1.91 1.45-2.50 1.95 1.43-2.64 1.66 1.04-2.66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ref., reference.
1)Practice one of the four health behaviors.
2)Practice two of the four health behaviors.
3)Practice three of the four health behaviors.
4)Practice four of the four health behaviors.
Reference category for the outcome variable is “none” healthy behaviors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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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건강행위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에 따

라 차이가 있었다. 여성에서 남성보다 건강행위의 실천가능성이 높았

는데, 이는 미국의 건강계획인 Health Partners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여성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행위를 더 많이 한다는 결과와

[26],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권장되는 생활행위실천

을 고수한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12,15,17,19].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행위의 실천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중년 성인이 건강증진생활

양식으로서 운동 및 식습관 조절을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결과[27]와, 

중년층보다 노년층에서 건강위험 생활양식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는 선행연구[11]와 차이를 보였다. 남성과 여성의 생활양식의 선택이 서

로 다른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나타나며[28], 남성이 여성보다 위험

을 감수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였다[29]. 이러한 이유로 여성은 남성

보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잘 체크하며, 건강행위를 더 잘 실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생활을 더 실천

하였다. 교육수준은 소득과 직업 수준의 중요한 영향 인자이면서 건강

정보들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능력과도 관련이 있어 다른 지표들보다 

사회경제적 차이를 더 반영한다고 하였고,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 따

라 영양상태에서도 양적, 질적으로 차이를 보였다[30]. 이는 교육수준

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일반적으로 교육을 통해 건강

한 생활습관을 이해하고 달성하려는 결과로 설명된다.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다고 인지할수록 건강행위를 더 많이 실천하

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본인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건강상태를 의

미하며, 건강증진생활양식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하였고[31], 만

성질환 및 주관적 건강수준의 주요 결정인자로 흡연과 음주, 운동과 

같은 건강행태가 보고되고 있다[32].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건강증진행위

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33],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건강증진생활양식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

였다[27]. 또한 예비노인 집단과 노인집단을 구분하여 본 연구에서도 

주관적 건강상태와 건강행위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34]. 

대학생의 자기평가건강상태와 식행동과의 관계를 본 선행연구에서도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아침식사를 하며, 규칙적인 식사

와 식사량을 절제하는 식행동을 보였고, 단백질 식품과 채소섭취, 유

제품 섭취를 하는 사람의 비율이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35].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를 종합

해보면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지할수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행위를 잘 실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건강행위를 더 많이 실천하였다. 선행연구에

서는 고혈압 ∙당뇨를 인지하고 치료를 받는 경우 흡연확률은 남자와 

여자에서 모두 낮았으며 특히 남자에서는 약 3/5 수준으로 유의하게 

낮았고, 음주확률은 남자와 여자에서 모두 낮았으며 특히 여자에서 

약 1/2 수준으로 유의하게 낮았다[36]. 반면 심장질환 및 당뇨병이 없는 

경우 건강행위를 1.92배 더 실천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지만[26], 당뇨병을 진단받은 사람의 식생활 및 생활 습관에 변화

가 생겼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생겼을 것이라 생각되며, 추후 코호트 

연구를 통해 질병과 건강행위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단면연구로서 건강행위실천요인의 군집변

수 간 시간적 선후관계 파악이나 사회 인구학적 및 건강상태 변수와

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대표성 있는 표본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에서 제시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확산분야의 금연, 절주, 신체활동에 영양까지 고려하여 

군집유형 및 군집관련요인을 파악하려고 시도했던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행위실천의 관리를 위한 자료로써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남성에서는 적정신체활동을 하는 경

우, 여성에서는 비흡연자, 적정음주, 건강식생활을 하는 경우 건강행위

실천군집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다. 또한 여성, 고연령, 높은 교육수

준, 당뇨환자, 좋은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 낮은 가구소득이 건강행위

의 군집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건강행위실천의 확

산을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행위

별 접근보다는 복합적인 중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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