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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20년 3월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에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고, 

특히 우리나라 COVID-19 1차 팬데믹의 중심에 있던 대구는 2020년 

2-3월 폭발적인 감염률을 보였다[1]. 이로 인해 대구 시민들의 불안감은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대구시민의 신체활동 변화와 영향요인
진수희1, 김건엽2

1경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강사, 2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The Association between Changes in Physical Activity and Its Related Facto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Based on the Data from 2020 Community Health 
Survey in Daegu
Soo-Hee Jin1, Keon-Yeop Kim2 
1Lecturer, College of Human Ec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2Professor,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School of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Objectives: We investigated relation between changes in physical activ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its related factors in Daegu Metropolitan 

City. Methods: 6,910 subjects were selected from 2020 Community Health Survey in Daegu. We analyzed the relation of changes in physical activity and 

general characteristics, health behavior, health status, health anxiety, mental health, chronic disease. Results: 49.7% of the total survey subjects, 47.8% 

of hypertensive patients, 46.7% of diabetic, and 54.3% of obesity patient showed a decrease in physical activity during the COVID-19 outbreak. Results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 female (odds ratio, OR = 1.37; 95% confidence interval, CI = 1.18-1.59), 19-29y (OR = 1.49; 95% CI = 1.18-1.88), 

30s (OR = 1.52; 95% CI = 1.18-1.96), 40s (OR = 1.55; 95% CI = 1.20-2.00), residents in the urban area (OR = 1.41; 95% CI = 1.18-1.69), non-practice of mod-

erate to vigorous physical activity (OR = 1.49; 95% CI = 1.26-1.76), high health anxiety from COVID-19 infection (OR = 1.41; 95% CI = 1.21-1.65), perceived 

depression (OR = 1.90; 95% CI = 1.50-2.40), and obesity (OR = 1.23; 95% CI = 1.07-1.41) more decreased than before COVID-19 pandemic in physical activ-

ity. Conclusions: The prolonged reduction in physical activity due to COVID-19 may increase the burden of disease on infectious and chronic diseases. 

Therefore, a public health intervention is essential to increase physical activity for the group with a high decrease in physical activity and then interven-

tions are needed involving the entir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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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고, 감염의 위험으로 실외로 나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실외활

동을 줄이게 되었다[2,3].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국민정신건강실태조

사에 따르면, 2000년 3월 기준 COVID-19에 대한 두려움이 대구 1.96, 

전국 1.73으로 대구가 전국에 비해 높았다[2]. 또한 정부의 행동수칙 발

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재택근무 등으로 신체활동이 급격히 감

소하였다[2]. ‘2020년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에 따르면 중등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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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전국 2019년 24.7%에서 2020년 19.8%로 4.9%p 

감소하였고, 걷기 실천율은 2019년 40.4%에서 2020년 37.4%로 3.0%p 감

소하였다. 한편 대구는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2019년 24.4%

에서 2020년 18.8%로 5.6%p 감소하였고, 걷기실천율은 2019년 44.6%에

서 2020년 39.1%로 5.5%p감소하여 전국에 비하여 신체활동 실천율이 

더 많이 감소하였다[3].

WHO는 신체 활동을 에너지 소비를 필요로 하는 골격근에 의해 생

성되는 모든 신체 움직임으로 정의하고 있고, 운동, 이동, 업무, 가사활

동,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이 신체활동에 포함된다[4]. 신체활동의 실

천은 일반인들에게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의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미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에서 합병증 발생 위험 및 사

망위험을 감소시키며, 기능을 개선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신체

활동은 우울증 발생의 위험 감소, 수면 및 삶의 질 향상 등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5-8].

최근 우리나라 COVID-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OVID-19

로 인한 사망률은 일반인 보다 만성질환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고혈압 OR =1.89; 95% CI =1.38-2.60, 당뇨병 OR =2.22; 95% 

CI =1.63-2.95)에서 더 높았다[9]. 또한 비만한 사람은 COVID-19에 걸

릴 위험도가 높았고,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35 kg/m2인 

경우 BMI < 25 kg/m2에 비해 인공호흡장치가 필요한 집중치료를 받게 

될 확률이 7배 높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할 위험(relative risk, 

RR=1.42)이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10]. 2020년 5월 보고에 따르면 한국

인의 47.5%가 COVID-19로 인하여 우울감이나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

했고, 특히 COVID-19의 가장 높은 유병률을 가진 대구는 여러 지역 

중 가장 높은 65.3%로 나타났다[11]. 브라질인 대상 인터넷 조사에서 

참가자(2,140명)의 23.3%가 COVID-19로 인한 중등도 및 심각한 우울

증 증상이 있었고, 이러한 우울증은 낮은 신체활동과 관계가 있었다

[12].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2020년 1-7월, COVID-19 환

자 13,612명 중 2014년에서 2017년 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한 대상자 

6,289명)를 이용한 한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상시 신체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 COVID-19 감염 위험이 감소할 뿐 아니라 중증으로의 

진행과 사망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이는 COVID-19 팬

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경우에도 적당한 수준의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기화된 COVID-19 유행으로 인한 신체활동 감소는 비만과 만성

질환의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만성질환자들의 신체활동 감소는 

만성질환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COVID-19로 인한 중증 및 사

망을 높이게 된다[4,5,7,13]. 또한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발생위험

을 증가시켜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12]. 

 우리나라에서 COVID-19의 지역사회 유행은 대구광역시가 2020년 

2-3월, 타지역은 8월 말 이후 시작되었다[14].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보건사업수행에 필요한 건강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지역사회건강통

계의 조사는 매년 2020년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된다[3]. 조

사가 실시된 시점에서 본다면 대구지역이 COVID-19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COVID-19 팬데

믹 상황에서 2020년 초 환자 발생이 많았던 대구시민들의 신체활동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어떤 특성을 

가진 대상에서 신체활동이 줄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신체활동이 감소한 집단 및 취약집단의 신체활동을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2020년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구광역시 8개 구 ·군에서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된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

며, 총 조사대상자 7,317명 중 “COVID-19 유행으로 인한 걷기, 운동 등

의 신체활동의 변화”에 응답한 6,9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변수정의

일반적인 특성

일반적인 특성으로 성별, 연령, 가구소득, 기초생활수급 유무, 교육

수준, 직업, 결혼여부, 거주유형 변수로 이용하였다. 성별은 남성과 여

성으로, 연령은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으로, 가구소

득은 월 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유무는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는 ‘유’로 과

거수급자와 비수급자는 ‘무’로 분류하였으며,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학 이상으로, 직업은 전문행정직, 사무직, 판매 ·서비

스직, 농림어업, 기능단순노무직, 기타로 구분하였고, 기타에는 군인, 

학생, 주부, 무직이 포함되어 있다. 결혼여부는 기혼, 미혼, 사별 ·이혼 ·

별거로, 거주유형은 동, 읍 ·면으로 나누었다. 

건강행태, 건강상태, 건강염려, 정신건강

건강행태는 현재흡연, 고위험음주,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 걷

기 실천을, 건강상태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건강염려는 COVID-19로 

인한 건강염려 점수를, 정신건강은 스트레스인지, 우울감 경험, 우울증

상 유병을 변수로 이용하였다.

현재흡연은 평생 5갑(100개비) 이상 피운 사람 중에서 현재흡연자

(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 고위험음주는 최근 1년 동안 한 번의 술자

리에서 남자는 7잔(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신다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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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한 사람,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은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

활동을 1일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한 사람 또는 최근 1주일 동안 

중등도 신체활동을 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 걷기 실천

은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소 본인의 건강상태를 매우 좋음 또는 좋음에 

응답한 사람은 ‘좋음’으로, 보통은 ‘보통’, 낮음 또는 매우 낮음은 ‘낮음’

으로 분류하였다. COVID-19로 인한 건강염려는 감염 염려, 사망 염려, 

비난이나 피해 염려, 가족 중 건강 취약자 감염 염려, 경제적 피해 염려

의 총 5문항에 문항별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의 점수

를 1점, 나머지는 0점으로 산출하고, 총 5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5점은 ‘높음’, 3-4점은 ‘보통’, 0-2점은 ‘낮음’으로 구분하였다. 

스트레스 인지는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낀다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이다에 응답한 사람, 우울감 경험은 최근 1년 동

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

망감을 경험한 사람, 우울증상 유병은 우울증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Cronbach’s alpha coefficient= 0.81)를 이용하

여 9개 문항에 대해 “지난 2주 동안, 우울증 증상들에 얼마나 자주 시

달렸습니까?”라는 질문에 각 문항별 ‘전혀 아니다’ 0점, ‘여러 날 동안’ 

1점, ‘일주일 이상’ 2점, ‘거의 매일’ 3점으로 산출하고, 9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 총합이 10점 이상인 사람을 ‘우울증 있음’으로 구분하

였다[15].

만성질환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비만을 변수로 이용하였다. 고혈압은 의

사에게 고혈압을 진단받은 사람, 당뇨병은 의사에게 당뇨병을 진단받

은 사람, 비만(자가보고)은 체질량지수가 25 kg/m2 이상인 사람으로 정

의하였다[16].

COVID-19 유행으로 인한 신체활동의 변화

신체활동의 변화는 COVID-19 유행 이전과 비교했을 때 COVID-19 

유행으로 인한 걷기, 운동 등의 신체활동(실내외 모두 포함)의 변화에 

대한 응답으로 늘었다는 ‘증가’로, 비슷하다는 ‘변화 없음’으로, 줄었다

는 ‘감소’로 분류하였고,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하여 증가와 변

화 없음을 합쳐 ‘대조군’으로 감소를 ‘감소군’으로 분류하였다. 

통계분석

자료 분석은 복합표본설계를 고려하여 분산추정 층과 조사구군집 

및 개인조사가중치를 반영하여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COVID-19 전후의 신체활동의 변화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여 가중빈도와 표준오차로 나타내었다. 일반

적인 특성, 건강행태, 건강상태, COVID-19로 인한 건강염려,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유무와 COVID-19 유행 전후 신체활동의 변화와의 관련

성은 성별, 연령, 가구소득, 교육수준, 거주유형, 흡연, 중등도 이상 신

체활동, COVID-19 건강염려, 우울감 경험, 고혈압과 당뇨병, 비만을 독

립변수로 하고, 신체활동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이용하여 승산비와 95% 신뢰구간으로 나타내었다. 다중로

지스틱 회귀분석 시 독립변수는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을 선정하였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고려하여 상관성이 높은 변

수들 중 대표변수를 선택하였다.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SPSS 25.0 (IBM Corp., Armonk, NY, USA) 통

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p< 0.05로 정의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대상자의 COVID-19 유행 전후 신체활동 변화는 증가 6.1%, 변

화 없음 44.2%, 감소 49.7%로 감소가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에 따른 COVID-19 유행 전후 신체활동의 변화를 살펴 본 결과 여

성에서 감소한 경우가 55.6%로, 남성 47.4%보다 많았고(p< 0.001), 나이

는 30대 57.3%, 40대 57.5%로 60대 44.4%보다 감소한 경우가 많았으며

(p< 0.001), 가구소득(월)에서는 400만 원 이상 53.9%로, 200만 원 미만 

46.8%보다 감소한 경우가 많았다(p = 0.014). 교육수준에서는 대졸 이

상 55.4%이 초졸 46.4%보다(p< 0.001), 거주유형에서는 동지역 52.2%이 

읍면 45.7%보다(p< 0.001) 감소한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다. 기초생활수

급에서는 비수급자 51.7%, 직업에서는 전문행정직이 55.0%, 결혼여부

에서는 미혼자 52.2%로 신체활동이 더 많이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수

준은 아니었다(Table 1).

건강행태, 건강상태, COVID-19로 인한 건강염려 및 정신건강에 따

른 COVID-19 유행 전후 신체활동의 변화를 살펴 본 결과 현재 비흡연

군이 52.3%로, 현재 흡연군 48.2%보다 신체활동이 감소한 경우가 많

았으며(p = 0.036),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비실천군이 53.2%로 실천군 

44.1%보다(p< 0.001), 걷기 비실천군 55.7%로, 실천군 45.8%보다 신체활

동이 감소한 경우가 많았다(p < 0.001). 코로나 건강염려가 높은 군이 

53.2%로 낮은 군 44.3%보다 신체활동이 감소한 경우가 많았으며(p =  

0.001), 스트레스인지가 높은군이 59.3%로, 낮은군 49.5%보다(p< 0.001), 

우울감 경험군이 65.2%로, 비경험군 50.8%보다(p< 0.001), 우울증상 유

병군이 64.4%로, 비유병군 51.3%보다(p = 0.020) 신체활동이 감소한 경

우가 유의하게 많았다. 고위험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가 51.6%,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가 52.5%로 신체활동이 더 많이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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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로 신체활동이 더 많이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Table 3).

일반적인 특성, 건강행태, 건강상태, COVID-19로 인한 건강염려, 정

신건강 및 만성질환 유무와 COVID-19 유행 전후 신체활동의 변화와

의 관련성을 살펴 본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OR =1.37; 95% CI =  

1.18-1.59), 60대에 비해 19-29세(OR=1.49; 95% CI =1.18-1.88), 30대(OR=  

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COVID-19 유행 전후 신체활동의 변화를 살

펴 본 결과 고혈압 정상이 52.4%로, 고혈압 47.8%보다(p = 0.002), 당뇨

병 정상이 52.7%로, 당뇨병 46.7%보다(p = 0.033), 고혈압·당뇨병 모두 

정상이 52.6%로, 고혈압, 당뇨병 중 하나라도 있는 군 48.0%보다

(p = 0.001), 비만군이 54.3%로, 정상 50.5%보다(p = 0.021) 신체활동이 

더 많이 감소하였다. 고혈압, 당뇨병이 없거나 둘 중 하나만 있는 군이 

Table 1. Changes in physical activ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Variables n (%) Increased % (SE) No change % (SE) Decreased % (SE) χ2 (p-value)

Gender 50.20 (<0.001)
   Male 3,185 (46.1) 6.1 (0.5) 46.5 (1.1) 47.4 (1.1)
   Female 3,725 (53.9) 6.2 (0.5) 38.2 (0.9) 55.6 (1.0)
Age (y) 94.78 (<0.001)
   19-29 1,043 (17.1) 6.8 (0.9) 39.3 (1.9) 53.8 (2.0)
   30-39 897 (14.9) 6.1 (1.2) 36.7 (1.9) 57.3 (2.0)
   40-49 1,213 (19.1) 6.4 (0.7) 36.1 (1.6) 57.5 (1.6)
   50-59 1,368 (21.1) 5.7 (0.7) 44.7 (1.7) 49.6 (1.7)
   60-69 1,293 (15.7) 7.4 (0.9) 48.2 (1.7) 44.4 (1.7)
   ≥70 1,096 (12.2) 4.0 (0.7) 51.1 (2.2) 44.9 (2.1)
Basic livelihood recipient 2.68 (0.328)
   Yes 333 (4.8) 4.6 (1.3) 46.1 (3.3) 49.3 (3.3)
   No 6,576 (95.2) 6.2 (0.4) 42.1 (0.7) 51.7 (0.8)
Household income (10,000 won/mon) 27.01 (0.014)
   0-199 1,756 (25.6) 6.0 (0.6) 47.2 (1.5) 46.8 (1.5)
   200-299 1,150 (16.8) 6.6 (1.1) 42.3 (1.8) 51.2 (1.9)
   300-399 1,144 (16.7) 7.5 (1.1) 40.5 (1.6) 51.9 (1.6)
   ≥400 2,805 (40.9) 5.5 (0.5) 40.6 (1.2) 53.9 (1.2)
Education 53.63 (<0.001)
   Elementary school 1,046 (15.1) 3.5 (0.6) 50.1 (2.0) 46.4 (2.1)
   Middle school 697 (10.1) 6.5 (1.1) 45.0 (2.3) 48.5 (2.5)
   High school 2,470 (35.8) 6.8 (0.6) 43.7 (1.2) 49.4 (1.2)
   ≥College 2,692 (39.0) 6.3 (0.6) 38.3 (1.1) 55.4 (1.1)
Occupation 20.08 (0.137)
   Professional administrative 583 (8.4) 6.4 (1.1) 38.6 (2.3) 55.0 (2.4)
   Office 767 (11.1) 6.4 (1.1) 39.2 (2.0) 54.3 (2.0)
   Sales/Service 780 (11.3) 5.9 (1.0) 41.5 (2.0) 52.6 (2.1)
   Agriculture/Forestry/Fishery 51 (0.7) 8.2 (3.3) 53.8 (7.9) 38.0 (7.9)
   Simple labor 1,615 (23.4) 6.5 (0.7) 45.7 (1.6) 47.8 (1.5)
   Others1 3,106 (45.0) 5.9 (0.5) 42.2 (1.1) 52.0 (1.2)
Marital status 7.94 (0.223)
   Married 4,237 (61.3) 6.2 (0.4) 42.0 (1.0) 51.8 (1.0)
   Never married 1,536 (22.2) 6.8 (0.8) 41.0 (1.4) 52.2 (1.5)
   Divorced/Separate/Bereaved 1,134 (16.4) 4.9 (0.8) 45.6 (1.8) 49.5 (1.8)
Residence area 18.28 (<0.001)
   Dong 6,034 (87.3) 5.8 (0.4) 41.9 (0.8) 52.2 (0.8)
   Eup·Myeon 876 (12.7) 9.1 (1.1) 45.2 (2.0) 45.7 (2.0)
Total 6,910 (100.0) 424 (6.1) 3,052 (44.2) 3,434 (49.7)

Values are presented as weighted % (standard error).
Missing values are included.
1Others: soldier, student, house wife, inoccu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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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in physical activ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by health behavior, health status, health anxiety, mental health 

Variables n (%) Increased % (SE) No change % (SE) Decreased % (SE) χ2 (p-value)

Current smoking 11.18 (0.036)
   Yes 1,165 (16.9) 5.4 (0.9) 46.4 (1.7) 48.2 (1.8)
   No 5,745 (83.1) 6.3 (0.4) 41.4 (0.8) 52.3 (0.8)
High risk drinking 3.32 (0.291)
   Yes 528 (7.6) 4.6 (1.0) 44.6 (2.5) 50.8 (2.5)
   No 6,382 (92.4) 6.3 (0.4) 42.1 (0.7) 51.6 (0.7)
Physical activity1 49.68 (<0.001)
   Yes 1,238 (17.9) 9.4 (1.1) 46.4 (1.8) 44.1 (1.9)
   No 5,672 (82.1) 5.4 (0.4) 41.3 (0.8) 53.2 (0.8)
Walking 74.72 (<0.001)
   Yes 2,775 (40.2) 7.9 (0.6) 46.3 (1.2) 45.8 (1.3)
   No 4,135 (59.8) 4.9 (0.4) 39.4 (0.9) 55.7 (0.9)
Subjective health status 8.83 (0.194)
   Good 3,456 (50.0) 6.6 (0.5) 40.9 (1.0) 52.5 (1.0)
   Middle 2,712 (39.3) 5.8 (1.1) 43.9 (1.1) 50.3 (1.2)
   Bad 741 (10.7) 4.9 (1.1) 44.0 (2.3) 51.2 (2.3)
Anxiety from COVID-19 29.98 (0.001)
   High 4,643 (67.2) 5.3 (0.4) 41.5 (1.0) 53.2 (0.9)
   Middle 1,549 (22.4) 7.4 (0.9) 42.3 (1.5) 50.3 (1.5)
   Low 718 (10.4) 8.4 (1.2) 47.3 (2.1) 44.3 (2.1)
Perceived stress 45.09 (<0.001)
   Yes 1,424 (20.6) 5.2 (0.7) 35.6 (1.5) 59.3 (1.6)
   No 5,486 (79.4) 6.4 (0.4) 44.1 (0.8) 49.5 (0.8)
Perceived depression 42.26 (<0.001)
   Yes 363 (5.3) 8.6 (1.6) 26.3 (2.5) 65.2 (2.7)
   No 6,547 (94.7) 6.0 (0.4) 43.2 (0.7) 50.8 (0.7)
Depression 9.69 (0.020)
   Yes 158 (2.3) 4.9 (1.9) 30.8 (4.2) 64.4 (4.8)
   No 6,746 (97.7) 6.2 (0.4) 42.5 (0.7) 51.3 (0.8)

Values are presented as weighted % (standard error). 
Missing values are included.
1Physical activity: moderate to vigorous. 

Table 3. Changes in physical activ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by chronic disease 

Variables n (%) Increased % (SE) No change % (SE) Decreased % (SE) χ2 (p-value)

Hypertension 13.47 (0.002)
   Yes 1,477 (21.4) 5.4 (0.6) 46.8 (1.4) 47.8 (1.4)
   No 5,433 (78.6) 6.3 (0.4) 41.2 (0.8) 52.4 (0.8)
Diabetes 8.90 (0.033)
   Yes 683 (9.9) 5.3 (1.1) 48.0 (2.5) 46.7 (2.5)
   No 6,227 (90.1) 6.2 (0.4) 41.7 (0.7) 52.0 (0.7)
Hypertension and diabetes 7.99 (0.055)
   Yes 389 (5.6) 5.1 (1.4) 49.8 (3.3) 45.1 (3.4)
   No 6,521 (94.4) 6.2 (0.4) 41.9 (0.7) 51.9 (0.7)
Hypertension or diabetes 15.94 (0.001)
   Yes 1,771 (25.6) 5.4 (0.6) 46.6 (1.3) 48.0 (1.3)
   No 5,139 (74.4) 6.4 (0.4) 41.0 (0.8) 52.6 (0.8)
Obesity 11.56 (0.021)
   Yes 1,939 (28.3) 5.0 (0.6) 40.7 (1.3) 54.3 (1.3)
   No 4,917 (71.7) 6.6 (0.5) 42.9 (0.8) 50.5 (0.8)

Values are presented as weighted % (standard error).
Missing values are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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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95% CI =1.18-1.96), 40대(OR=1.55; 95% CI =1.20-2.00)에서 거주유

형 읍 ·면에 비해 동에서(OR=1.41; 95% CI =1.18-1.69) 신체활동의 감소

의 가능성이 더 높았다. 또한 중등도 이상신체활동 실천에 비해 비실

천에서(OR=1.49; 95% CI =1.26-1.76), COVID-19 건강염려 낮음에 비해 

높음에서(OR =1.41; 95% CI =1.21-1.65), 비우울군에 비해 우울군에서

(OR =1.90; 95% CI =1.50-2.40), 정상에 비해 비만에서(OR =1.23; 95% 

CI =1.07-1.41) 신체활동의 감소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고 찰

2020년 2-3월 대구광역시에서 COVID-19가 폭발적으로 발생하였

고, COVID-19의 감염 염려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대구광역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신체활동이 많이 감소하였다[3]. 신체활동의 감소는 

만성질환, 정신질환 등 여러 질병발생의 위험요인이 되므로 본 연구에

서는 신체활동의 감소가 많이 일어나는 집단을 파악하여 이로 인한 

건강 및 만성질환 합병증 등의 영향을 줄이고자 이 연구를 시작하였

다[5-8]. 

연구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신체활동 감소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실시된 COVID-19와 신체활동 연구의 결

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신체 활동이 더 많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COVID-19 발생 전 남성의 신체활동이 더 컸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

고 있다[17,18]. 2019년 대구광역시 지역사회건강조사의 결과 중등도 이

상 신체활동(남성 23.3%, 여성 18.1%)과 걷기실천율(남성 46.0%, 여성 

43.7%)이 COVID-19 발생 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신체활동이 높았음

에도 본 결과에서는 여성이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의 연

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19]. 결과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직

업분류에서 기타로 분류된 대상자 총 3,106명(전체 중 45.0%) 중 학생, 

주부, 무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았다. 

학생, 주부, 무직의 경우 COVID-19로 인한 재택생활 가능성이 높아 

그 신체활동이 감소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자세한 이유는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이에서는 60대에 비해 19-29세, 30대, 40대에서 신체활동의 감소

의 가능성이 더 높았는데, 위의 논문의 결과와 일치하며 이는 COV-

ID-19 이전에 신체활동을 많이 한 그룹이라 상대적으로 코로나로 인

해 줄었을 것으로 생각된다[17,18]. 

일반적인 특성에서 COVID-19로 인한 신체활동의 감소는 취약계층

에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가구소득(월) 400만 원 이상 

53.9%, 200만 원 미만 46.8%로(p = 0.014)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에

서 더 많았다. 직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전문행정직 

55.0%, 사무직 54.3%, 농림어업 38.7%로 나타나 재택근무가 가능한 대

상에서 더 많았다. 

거주 지역에서는 도시(동지역)거주자들이 농촌(읍 ·면지역)거주자보

다 코로나로 인한 신체활동의 감소의 가능성이 더 높았다. 크로아티아

에서 2020년 4월에 조사된 연구의 결과, 농촌보다 도시지역에서 COV-

ID-19로 인한 신체활동이 더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도시

보다 농촌지역에 스포츠 시설이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덜 적용되었

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20]. 본 결과에서도 농촌(읍 ·면지역)지역이 

신체활동이 적게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읍면 지역의 경우 COVID-19 

Table 4.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related factor of changes in 
physical activ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n=6,854)

Variables Category OR 95% CI

Gender Male 1
Female 1.37 1.18-1.59

Age (y) 60-69 1
19-29 1.49 1.18-1.88
30-39 1.52 1.18-1.96
40-49 1.55 1.20-2.00
50-59 1.18 0.95-1.45
≥70 1.07 0.85-1.33

Household income  
(10,000 won/mon)

0-199 1
200-299 1.10 0.88-1.37
300-399 1.11 0.90-1.36
≥400 1.13 0.95-1.36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
Middle school 1.01 0.78-1.31
High school 1.02 0.81-1.28
≥College 1.24 0.97-1.57

Residence area Eup·Myeon 1
Dong 1.41 1.18-1.69

Current smoking Yes 1
No 1.05 0.88-1.27

Physical activity1 Yes 1
No 1.49 1.26-1.76

Anxiety from COVID-19 Low 1
High 1.41 1.21-1.65
Middle 1.03 0.88-1.22

Perceived depression No 1
Yes 1.90 1.50-2.40

Hypertension or diabetes Yes 1
No 1.02 0.89-1.19

Obesity No 1
Yes 1.23 1.07-1.41

Values are presented a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Reference of dependant variable (physical activity) was used “increased 
and no change”.
1Physical activity: moderate to vigorous.



 Physical Activity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http://www.e-jhis.org | 399

환자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덜 엄격하게 적용된 

점, 농촌지역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사무직 보다 직접 신체활동을 

해야 하는 농업 등이 대부분인 점,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은 

점 때문이라 생각된다.

신체활동에서는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비실천군이 실천군에 비해 

신체활동의 감소의 가능성이 더 높았다. 스페인의 연구에서는 남자, 젊

은 사람, 학생, 매우 활동적인 사람(격렬한 신체활동을 일주일에 225분 

이상 하는 사람)에서 COVID-19로 인한 신체활동이 감소하였다[21].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은데, 이는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

의 질문(2020년 8-10월)이 최근 일주일간 신체활동을 준거기간으로 하

였으므로 이미 COVID-19 팬데믹이 시작(2020년 2월, 대구)된 이후 신

체활동을 반영한 지표이므로 COVID-19 전에는 중등도 이상 신체활

동을 하다가 현시점에 하지 않아 COVID-19 팬데믹 전후 신체활동이 

줄었으므로 분류된 결과일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염려에서는 COVID-19로 인한 건강염려가 높은 군이 낮은 군

에 비해 COVID-19로 인한 신체활동의 감소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2020년 4월 스페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OVID-19

로 인한 높은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43.1%였고, 코로나로 인한 불안

이 높을수록 신체활동을 하지 않을 확률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21].

정신건강에서는 우울감 경험군이 비경험군에 비해 COVID-19로 인

한 신체활동의 감소의 가능성이 더 높았다. 미국 CDC에 따르면 2020

년 6월 미국인의 1/3이 불안 및 우울증상을 갖고 있으며, 이는 2019년

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한 수치이다[22]. 또한 COVID-19로 인한 생활양

식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를 위해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3개의 

코호트로부터 2019년 봄, 가을, 2020년 봄, 3개의 시점에 수집한 자료

의 분석결과에서 우울증이 코로나발생 전에 비해 코호트별로 46%, 

61%, 90% 증가하였으며, 우울증 위험의 증가 원인을 COVID-19로 인한 

신체활동의 감소로 들었다[23]. 본 연구의 설문에서 우울감 경험률의 

준거 기간이 최근 1년 동안이므로 위의 연구결과와 같은 전후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COVID-19로 인한 신체활동의 감소가 

우울감 경험에 영향을 준 것인지, 우울감 경험이 신체활동에 영향을 

준 것인지는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성질환에서는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자가 이들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집단에 비해 COVID-19로 인한 신체활동의 감소가 많지 않

은 것은 이들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관리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및 사망의 예방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COVID-19 발생 

전에 비해 신체활동이 감소한 사람이 48.0%나 되어 이들 만성질환에 

대한 공중보건학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만에서는 비만군이 정상군보다 COVID-19로 인한 신체활동의 감

소의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는 조사당시(2020년 8-10월)의 비만상태

와 COVID-19 전후(대구의 경우 2020년 2월 전후)의 신체활동의 변화

를 응답한 결과로, COVID-19로 인한 신체활동 부족이 6개월간 지속

되어 비만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그 전후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문제

가 있어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 비만군의 신체활

동 감소는 향후 만성질환자의 유병률 증가를 예상해 볼 수 있으며, 비

만 자체가 COVID-19의 중증 및 사망의 위험인자라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10].

COVID-19의 감염예방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집에서 머물기 및 사

회적 거리두기는 활동수준을 제한하여 신체활동의 부족과 이로 인한 

우울감 등 정신적 불건강을 가져온다. 장기적인 신체활동 부족은 CO-

VID-19 등의 감염성질환과 암,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적

절한 유산소 및 근육운동이 실제로 COVID-19 감염(OR = 0.85)과 환

자의 중증(aRR = 0.42) 및 사망 위험도(aRR = 0.24)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24]. 또한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신체 

활동 감소로 인한 영향이 더 크게 미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신체

활동이 더 많이 감소한 집단을 밝혀냄으로써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

체활동 활성화 접근전략 마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보건학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단면연구의 특성상 우울증 경험,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비만 등의 변수가 COVID-19로 인한 신체활동의 변화

와 전후관계가 불분명할 수 있고, 둘째, 신체활동의 변화, 키, 몸무게가 

실측자료가 아니라 설문조사에 의한 자료이므로 정보 비뚤림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셋째, 복합표본설계를 고려하여 개인가중치를 반영하여 

값들을 추정하였는데, 대구광역시 총 조사대상 7,317명에 부여된 개인

가중치를 6,910명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 사용하였으므로 추정값에 

비뚤림이 존재할 수 있다. 

결 론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폭발적인 발생을 보인 대구광역시에 거

주하는 시민들의 COVID-19 발생전후 신체활동의 변화와 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2020년 대구광역시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참여한 6,910

명 자료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특성, 건강행태, 건강상태, COVID-19로 

인한 건강염려,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유무와 COVID-19 유행 전후 신

체활동의 변화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성, 젊은 층(20-40

대), 동지역(도시지역) 거주자,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비실천 군, COV-

ID-19 감염에 대한 건강염려가 높은 군, 우울 경험군, 비만군에서 CO-

VID-19 유행 전에 비해 지난 1년간 신체활동이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Soo-Hee Jin and Keon-Yeop Kim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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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났다. COVID-19로 인한 신체활동의 감소 장기화가 길어질수록 

감염성 질환 및 만성질환에 미치는 질병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10,24], 신체활동 감소가 큰 집단군을 우선순위로 하면서 인구집단 전

체를 대상으로 한 신체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공중보건학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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