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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is study evaluated the status of Health- related Behavior in residents from rural

areas. A self- 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given to 1,754 people (men; 633 persons, women; 1,121

persons) in rural areas aged over 30 years and under 80 years in Buk-myeon, Uljin-gun and

Gigye-myeon, Pohang- si, Gyeongsangbuk- do in 2001 and 2002.

Methods :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a chi- square test after an age- adjusted and a

chi- square trend test. The data was analyzed using a SPSS/win ver. 10.0

Results : The age- adjusted prevalence of the individual unhealthy behavior according to sex was

56.1% in men and 6.8% in women with regard to smoking; 65.4% and 21.6% with regard to

drinking; 72.6% and 76.6% with regard to non-exercise on a regular basis; 23.3% and 28.2 with

regard to an obese body mass index; 61.5% and 71.1% with regard to non- scaling in the dental

service. The rate of alcohol and tobacco consumption increased with increasing age in both men and

women (p＜0.01). The age- adjusted proportion in the non- screening examination for stomach cancer

according to sex was 49.3% in men and 51.4% in women; 64.0% and 70.7% in liver cancer; 88.9%

and 87.5% in colon cancer; 58.3% and 59.1% in undergoing a medical health screening.

Conclusions : It is essential for health educators to promote Health- related Behavior in residents in

rural area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health status of residents in rural areas will improve

through efforts to encourage them to take more interest in a healthier lif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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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은 질병 치료에서 벗어나 질

병 예방, 더 나아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방향

으로 기울고 있다.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

에 따라 건강관련 행태에 대한 파악 및 건강증진 프로

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 행태(Health

behavior)란 질병 발생을 예방하거나, 본인이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질병을 발견하여 자신의

건강을 보전하려는 일련의 활동이다[1]. 만성 퇴행성

질환과 같이 그 발생 원인이 개인의 생활 행태와 깊이

관련되는 경우 질환의 초기에는 증상이 없고, 발병 후

지속적인 추후관리가 필요하므로 현대 사회에서는 건

강관련 행태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2].

이러한 건강증진 관련 행태는 기후와 풍토, 인종, 사회

관습 및 식생활 습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다

양하므로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관련 행태의 분

석이이루어져야한다[3].

우리 나라는 1995년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건강증

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민 건강증진사업이

란 보건교육, 질병 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4]. 우리 나라 농촌 지역은 지역 보건소를 통하여 건

강증진사업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농촌의 인구학적

특성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개별적인 건강증진프로

그램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

로 건강증진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관 및 단체 그리고

각종 매스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농촌 주

민들에게 알맞은 차별화 된 운동 프로그램 및 건강증

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운

영하여야 할것이다.

생활양식(Lifestyle)이란 개인이 내리는 결정들로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어느 정도는 스스로 통제 가능

한 것들을 지칭한다[5]. 개인의 건강관련 행태는 생활

양식과 상당 부분 연관되어 있으므로 건전한 생활양식

을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흡연, 음

주, 운동 부족, 비만, 건강하지못한식생활및 구강 관

리미흡 등의건강관련행태를조사할필요가 있다. 또

한 각 연령에 적절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연령별 건강관련 행태를 파악

할필요가있다.

본 연구는 일부 농촌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건강관련 행태를 연구하여 분석함으로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연령별로 마련하는데

필요한기본적인자료를제시하고자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는 2001년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포항시 기계면 주민 601명, 2001년 8월 16일부터 18일

까지경상북도 울진군 북면주민 504명, 2002년 8월 12

일부터 14일까지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주민 454명 및

2002년 8월 16일부터 8월 17일까지 포항시 기계면 주

민 360명으로 총 1,919명이었다. 연구 대상자 선정은

사전에 이장을 통하여 홍보를 하였고, 자발적으로건강

진단에 참여한 사람으로 하였다. 조사 인원 1,919명 중

에서 연령이 30세 미만이거나 80세 이상, 설문조사 항

목이 미비하거나 자료가 불충분한 자료 등 분석이 불

가능한 총 165명을 제외한 1,754명을최종연구 대상자

로선정하였다(Fig. 1).

2. 연구방법

개인의 건강관련 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자가

고안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일반적

사항으로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결혼 상태, 키, 체중을

조사하였다. 건강관련 습관으로 흡연 및 음주 습관, 운

동 여부, 체중 상태, B형 간염 예방접종 유무, 육식 섭

취정도, 짠음식섭취정도, 육체적및정신적 휴식을



Fig. 1. Flow chart of study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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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는 정도, 치과 스케일링 및 양치 습관을 조사하였

다. 건강진단을 위한 행위로는 위암 검사(위 내시경 또

는 위장 방사선 촬영) 유무, 간암 검사(간 초음파 또는

암 표지자) 유무, 대장암 검사(대장 내시경 또는 잠혈)

유무 및종합건강진단 유무 등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개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현 건강상태, 건강에 대

한 염려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체질량

지수 25 ㎏/㎡ 미만인 경우를 정상 체중으로, 25 ㎏/㎡

이상인경우를비만으로 정의하였다.

3. 자료 분석

모든 자료는 전산입력 하였고 공식적인 분석에 앞서

기술적 통계로 전체 자료를 요약하여 추이를 분석하고

통계 분석 방향을 결정하였으며, 자료의 입력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였다. 성별에 따른 건강관련 행태는 연령

보정 후 카이 제곱 검정을 시행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고, 연령에따른건강관련행태의차이는경향

성에 대한 카이 제곱 검정을 시행하였다. 모든 자료의

분석은 SPSS 10.0 for window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

하였다.

결 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지역별 분포는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이 51.4%, 포항

시 기계면이 48.6%이었으며, 성별 분포는 여성이

63.9%, 남성이 36.1%이었다. 연령별 분포는 남성의 경

우 60대 42.2%, 50대 22.0%, 70대 17.1%, 40대 10.9%,

30대 7.9%의 순이었으며, 여성의 경우 60대 34.7%, 50

대 20.2%, 70대 17.7%, 40대 14.8%, 30대 12.7%이었다.

교육수준별 분포는 남성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45.3%,

중학교졸업 19.1%, 고등학교졸업 16.6%, 무학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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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sex

Contents
Male Female

No. % No. %
Age (years)
30-39
40-49
50-59
60-69
70-79

50
69

139
267
108

7.9
10.9
22.0
42.2
17.1

142
166
226
389
198

12.7
14.8
20.2
34.7
17.7

Education
None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and over

77
287
121
105
43

12.2
45.3
19.1
16.6
6.8

373
468
81

142
57

33.3
41.7
7.2

12.7
5.1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Separation
Divorced
Bereavement

18
570

6
2

37

2.8
90.0
0.9
0.3
5.8

2
790

7
2

320

0.2
70.5
0.6
0.2

28.5
Total 633 100.0 1,121 100.0

대학 이상 6.8% 순이었으며, 여성의 경우 초등학교 졸

업 41.7%, 무학 33.3%, 고등학교 졸업 12.7%, 중학교

졸업 7.2%, 대학 이상 5.1%의 순이었다. 결혼상태별

분포는 남성의 경우 기혼 90.0%, 사별 5.8%, 미혼

2.8%, 별거 0.9%, 이혼 0.3% 순이었으며, 여성의 경우

기혼 70.5%, 사별 28.5%, 별거 0.6%, 미혼 0.2%, 이혼

0.2%의순이었다(Table 1).

2. 조사 대상자의 건강관련 행태

성별에 따른 흡연율은 남성에서는 55.5%, 여성에서

는 6.7%이었다. 연령보정 흡연율은 남성에서는 56.1%,

여성에서는 6.8%로 남성에서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

다(p＜0.01). 성별연령에따른 흡연율은 남성에서는 30

대 64.0%, 40대 66.7%, 50대 59.0%, 60대 52.4%, 70대

47.2%로연령이증가할수록흡연율이유의하게감소하는

경향을보였으며(p＜0.01), 여성에서는 30대 2.1%, 40대

3.6%, 50대 5.8%, 60대 8.5%, 70대 10.1%로 연령이 증

가할수록 흡연율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p＜0.01)(Table 2).

성별에 따른 음주율은 남성에서는 64.3%, 여성에서

는 21.6%이었다. 연령보정음주율은남성에서는 65.4%,

여성에서는 21.6%로 남성에서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

다(p＜0.01). 성별연령에 따른 음주율은 남성에서는 30

대 84.0%, 40대 78.3%, 50대 61.9%, 60대 61.8%, 70대

55.6%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음주율이 유의하게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p＜0.01). 여성에서는 30대 23.9%, 40

대 19.3%, 50대 17.7%, 60대 23.7%, 70대 22.2%로 연

령이 증가함에 따른 일정한 경향을 관찰할 수 없었다

(Table 3).

성별에따른 농사일을 제외한 규칙적 운동 미실시율은

남성에서는 73.8%, 여성에서는 76.2%이었다. 연령보정운

동미실시율은남성에서는 72.6%, 여성에서는 76.6%로



원달호·임현술·방미란 5

Table 2.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for their smoking status according to sex and age

Age (years)
Male＊ Female

No. No. of smoking % No. No. of smoking %
30- 39 50 32 64.0 142 3 2.1
40- 49 69 46 66.7 166 6 3.6
50- 59 139 82 59.0 226 13 5.8
60- 69 267 140 52.4 389 33 8.5
70- 79 108 51 47.2 198 20 10.1
Total 633 351 55.5 1,121 75 6.7

Age- adjusted 56.1 6.8
＊p＜0.01 by Chi- square between male and female by age-adjusted proportion.

p＜0.01 by Chi- square for trend, comparison among age groups.

Table 3.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for their drinking status according to sex and age

Age (years)
Male＊ Female

No. No. of drinking % No. No. of drinking %
30- 39 50 42 84.0 142 34 23.9
40- 49 69 54 78.3 166 32 19.3
50- 59 139 86 61.9 226 40 17.7
60- 69 267 165 61.8 389 92 23.7
70- 79 108 60 55.6 198 44 22.2
Total 633 407 64.3 1,121 242 21.6

Age- adjusted 65.4 21.6
＊p＜0.01 by Chi- square between male and female by age-adjusted proportion.

p＜0.01 by Chi- square for trend, comparison among age groups.

여성에서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성별 연

령에 따른 운동 미실시율은 남성에서는 30대 54.0%,

40대 60.9%, 50대 78.4%, 60대 78.7%, 70대 73.1%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운동 미실시율이 유의하게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p＜0.01). 여성에서도 30대 62.0%, 40

대 72.3%, 50대 77.0%, 60대 79.4%, 70대 82.3%로 연

령이 증가할수록 운동 미실시율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보였다(p＜0.01)(Table 4).

성별에 따른 비만율은 남성에서는 23.1%, 여성에서

는 28.0%이었다. 연령보정 비만율은 남성에서는 23.3%,

여성에서는 28.2%로여성에서남성보다유의하게 높았

다(p＜0.01). 성별연령에 따른 비만율은 남성에서는 30

대 34.0%, 40대 20.3%, 50대 30.2%, 60대 21.7%, 70대

13.9%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만율이 유의하게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p＜0.01). 여성에서는 30대 12.7%, 40

대 34.9%, 50대 38.3%, 60대 26.2%, 70대 24.7%로 연

령이 증가함에 따른 일정한 경향을 관찰할 수 없었다

(Table 5).

성별에 따른 B형 간염 예방접종 미실시율은 남성에

서는 45.5%, 여성에서는 52.5%이었다. 연령보정 B형

간염 미실시율은 남성에서는 45.1%, 여성에서는 53.4%

로여성에서남성보다유의하게높았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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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taking insufficient exercise according to sex and age

Age (years)
Male＊ Female

No. No. of
non-exercise % No. No. of

non-exercise %

30- 39 50 27 54.0 142 88 62.0
40- 49 69 42 60.9 166 120 72.3
50- 59 139 109 78.4 226 174 77.0
60- 69 267 210 78.7 389 309 79.4
70- 79 108 79 73.1 198 163 82.3
Total 633 467 73.8 1,121 854 76.2

Age- adjusted 72.6 76.6
＊p＜0.01 by Chi-square between male and female by age-adjusted proportion.

p＜0.01 by Chi-square for trend, comparison among age groups.

Table 5.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for obesity according to sex and age

Age (years)
Male＊ Female

No. No. of obese % No. No. of obese %
30- 39 50 17 34.0 142 18 12.7
40- 49 69 14 20.3 166 58 34.9
50- 59 139 42 30.2 226 87 38.3
60- 69 267 58 21.7 389 102 26.2
70- 79 108 15 13.9 198 49 24.7
Total 633 146 23.1 1,121 314 28.0

Age- adjusted 23.3 28.2
＊p＜0.01 by Chi-square between male and female by age-adjusted proportion.

p＜0.01 by Chi-square for trend, comparison among age groups.
Defined obesity as body mass index 25 ㎏/㎡.

성별 연령에 따른 B형 간염 미실시율은 남성에서는

30대 42.0%, 40대 30.4%, 50대 42.4%, 60대 46.1%, 70대

59.3%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B형 간염 미실시율이 유의

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1). 여성에서도 30

대 24.6%, 40대 36.7%, 50대 48.7%, 60대 63.8%, 70대

67.7%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B형 간염 미실시율이 유의

하게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p＜0.01)(Table 6).

성별에 따른 육식 선호율은 남성에서는 48.0%, 여성

에서는 30.4%이었다. 연령보정 육식 선호율은 남성에

서는 48.0%, 여성에서는 30.0%로 남성에서 여성보다

유의하게높았다(p＜0.01). 성별연령에따른 육식 선호

율은 남성에서는 30대 54.0%, 40대 44.9%, 50대 46.8%,

60대 50.2%, 70대 43.5%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일정

한 경향을 관찰할 수 없었다. 여성에서는 30대 41.5%,

40대 35.5%, 50대 25.7%, 60대 26.7%, 70대 30.8%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육식 선호율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보였다(p＜0.01)(Table 7).

성별에 따른짠 음식 선호율은 남성에서는 40.8%, 여

성에서는 28.2%이었다. 연령보정 짠 음식 선호율은 남

성에서는 40.8%, 여성에서는 28.3%로 남성에서 여성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성별 연령에 따른 짠 음

식 선호율은 남성에서는 30대 44.0%, 40대 36.2%,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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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who were not vaccinated against hepatitis B according to sex and age

Age (years)
Male＊ Female

No. No. of
non-vaccination % No. No. of

non-vaccination %

30- 39 50 21 42.0 142 35 24.6

40- 49 69 21 30.4 166 61 36.7

50- 59 139 59 42.4 226 110 48.7

60- 69 267 123 46.1 389 248 63.8

70- 79 108 64 59.3 198 134 67.7
Total 633 288 45.5 1,121 588 52.5

Age- adjusted 45.1 53.4
＊p＜0.01 by Chi-square between male and female by age-adjusted proportion.

p＜0.01 by Chi-square for trend, comparison among age groups.

Table 7.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likelihood to eat meat according to sex and age

Age (years)
Male＊ Female

No. No. of cases % No. No. of cases %
30- 39 50 27 54.0 142 59 41.5

40- 49 69 31 44.9 166 59 35.5

50- 59 139 65 46.8 226 58 25.7

60- 69 267 134 50.2 389 104 26.7

70- 79 108 47 43.5 198 61 30.8
Total 633 304 48.0 1,121 341 30.4

Age- adjusted 48.0 30.0
＊p＜0.01 by Chi-square between male and female by age-adjusted proportion.

p＜0.01 by Chi-square for trend, comparison among age groups.

43.2%, 60대 39.3%, 70대 42.6%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

른 일정한 경향을 관찰할 수 없었다. 여성에서도 30대

20.4%, 40대 31.9%, 50대 36.3%, 60대 28.3%, 70대

21.2%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일정한 경향을 관찰할

수없었다(Table 8).

성별에 따른 육체적 휴식이 부족한 비율은 남성에서

는 19.1%, 여성에서는 24.0%이었다. 연령을 보정한 비

율은 남성에서는 19.2%, 여성에서는 24.1%로 여성에서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성별 연령에 따른

육체적 휴식이 부족한 비율은 남성에서는 30대 22.0%,

40대 23.2%, 50대 23.7%, 60대 18.7%, 70대 10.2%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0.05). 여성에서는 30대 19.0%, 40대 26.5%, 50대

31.4%, 60대 22.6%, 70대 19.7%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

른일정한경향을관찰할수없었다(Table 9).

성별에 따른 정신적 휴식이 부족한 비율은 남성에서

는 15.3%, 여성에서는 23.6%이었다. 연령보정 정신적

휴식이 부족한 비율은 남성에서는 15.7%, 여성에서는

23.6%로 여성에서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성별 연령에 따른 정신적 휴식이 부족한 비율은 남성

에서는 30대 20.0%, 40대 23.2%, 50대 20.1%, 60대

12.0%, 70대 10.2%로연령이증가할수록유의하게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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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likelihood to eat salty foods according to sex and age

Age (years)
Male＊ Female

No. No. of cases % No. No. of cases %
30-39 50 22 44.0 142 29 20.4
40-49 69 25 36.2 166 53 31.9
50-59 139 60 43.2 226 82 36.3
60-69 267 105 39.3 389 110 28.3
70-79 108 46 42.6 198 42 21.2
Total 633 258 40.8 1,121 316 28.2

Age-adjusted 40.8 28.3
＊p＜0.01 by Chi-square between male and female by age-adjusted proportion.

Table 9.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who have insufficient physical rest according to sex and age

Age (years)
Male＊ Female

No. No. of cases % No. No. of cases %
30-39 50 11 22.0 142 27 19.0
40-49 69 16 23.2 166 44 26.5
50-59 139 33 23.7 226 71 31.4
60-69 267 50 18.7 389 88 22.6
70-79 108 11 10.2 198 39 19.7
Total 633 121 19.1 1,121 269 24.0

Age- adjusted 19.2 24.1
＊p＜0.01 by Chi-square between male and female by age-adjusted proportion.

p＜0.05 by Chi-square for trend, comparison among age groups.

Table 10.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who have insufficient mental rest according to sex and age

Age (years)
Male＊ Female

No. No. of cases % No. No. of cases %
30-39 50 10 20.0 142 27 19.0
40-49 69 16 23.2 166 44 26.5
50-59 139 28 20.1 226 70 31.0
60-69 267 32 12.0 389 88 22.6
70-79 108 11 10.2 198 35 17.7
Total 633 97 15.3 1,121 264 23.6

Age- adjusted 15.7 23.6
＊p＜0.01 by Chi- square between male and female by age-adjusted proportion.

p＜0.01 by Chi- square for trend, comparison among age groups.

하는 경향을 보였다(p＜0.01). 여성에서는 30대 19.0%,

40대 26.5%, 50대 31.0%, 60대 22.6%, 70대 17.7%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일정한 경향을 관찰할 수 없었

다(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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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대상자의 구강관리 행태

성별에 따른 치과 스케일링 실시 분포는 남성에서는

실시한 적이 없다가 63.0%, 1번 실시하였다가 20.7%,

2번 이상하였다가 16.3% 순이었으며, 여성에서는 실

시한 적이 없다가 70.2%, 1번 실시하였다가 16.5%, 2

번이상하였다가 13.3% 순이었다(Table 11).

성별에 따른 치과 스케일링 미실시율은 남성에서는

63.0%, 여성에서는 70.2%이었다. 연령보정 스케일링

미실시율은 남성에서는 61.5%, 여성에서는 71.1%로 여

성에서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성별 연령

에따른스케일링미실시율은남성에서는 30대 40.0%,

40대 33.3%, 50대 59.7%, 60대 67.8%, 70대 85.2%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p＜0.01). 여성에서도 30대 40.8%, 40대 57.8%, 50대

Table 11.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for the frequency of scaling according to sex

Frequency of scaling
Male Female

No. % No. %
None 399 63.0 787 70.2

Once 131 20.7 185 16.5

Twice and over 103 16.3 149 13.3
Total 633 100.0 1,121 100.0

Table 12.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for the frequency of non-scaling according to sex and age

Age (years)
Male＊ Female

No. No. of cases % No. No. of cases %
30-39 50 20 40.0 142 58 40.8

40-49 69 23 33.3 166 96 57.8

50-59 139 83 59.7 226 151 66.8

60-69 267 181 67.8 389 315 81.0

70-79 108 92 85.2 198 167 84.3

Total 633 399 63.0 1,121 787 70.2
Age- adjusted 61.5 71.1

＊p＜0.01 by Chi- square between male and female by age-adjusted proportion.
p＜0.01 by Chi- square for trend, comparison among age groups.

66.8%, 60대 81.0%, 70대 84.3%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p＜0.01)(Table 12).

성별에 따른하루양치질횟수는남성에서는 2번 양

치질 한다가 38.7%, 1번 양치질 한다가 38.1%, 3번

이상 양치질 한다가 19.4%, 안 한다가 3.8% 순이었

다. 여성에서는 2번 양치질 한다가 45.2%, 3번 이상

양치질 한다가 33.0%, 1번 양치질 한다가 20.3%, 안

한다가 1.4% 순이었다(Table 13).

성별에 따른 양치질 미실시율은 남성에서는 3.8%,

여성에서는 1.4%이었다. 연령보정 양치질 미실시율은

남성에서는 3.7%, 여성에서는 1.5%로 남성에서 여성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성별 연령에 따른 양치

질 미실시율은 남성에서는 30대 2.0%, 40대 0.0%, 50

대 1.4%, 60대3.0%, 70대 12.0%로연령이증가할수록



10 일부농촌지역주민의건강관련행태에관한연구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1). 여성에서

도 30대 0.7%, 40대 0.0%, 50대 0.4%, 60대 1.8%, 70대

3.5%로 연령이 증가할 수록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1)(Table 14).

4. 조사 대상자의 건강진단 실시

성별에 따른 위암 검사 미실시율은 남성에서는

48.7%, 여성에서는 51.7%이었다. 연령보정 위암 검사

미실시율은 남성에서는 49.3%, 여성에서는 51.4%로 여

성에서 남성보다 높았으나유의하지않았다. 성별 연령

에 따른 위암 검사 미실시율은 남성에서는 30대

62.0%, 40대 55.1%, 50대 43.2%, 60대 47.6%, 70대

Table 13.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brushing each day by sex

Frequency of brushing
Male Female

No. % No. %

None 24 3.8 16 1.4

Once 241 38.1 228 20.3

Twice 245 38.7 507 45.2

Three times and over 123 19.4 370 33.0

Total 633 100.0 1,121 100.0

Table 14.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who do non- brushing their teeth each day according to sex and age

Age (years)
Male＊ Female

No. No. of cases % No. No. of cases %

30-39 50 1 2.0 142 1 0.7

40-49 69 0 0.0 166 0 0.0

50-59 139 2 1.4 226 1 0.4

60-69 267 8 3.0 389 7 1.8

70-79 108 13 12.0 198 7 3.5

Total 633 24 3.8 1,121 16 1.4

Age- adjusted 3.7 1.5

＊p＜0.01 by Chi- square between male and female by age-adjusted proportion.
p＜0.01 by Chi- square for trend, comparison among age groups.

48.1%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일정한 경향을 관찰할

수 없었다. 여성에서도 30대 64.1%, 40대 48.8%, 50대

42.9%, 60대 50.6%, 70대 57.1%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

른일정한경향을관찰할수없었다(Table 15).

성별에 따른 간암 검사 미실시율은 남성에서는

63.8%, 여성에서는 70.7%이었다. 연령보정 간암 검사

미실시율은 남성에서는 64.0%, 여성에서는 70.7%로 여

성에서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성별 연령

에 따른 간암 검사 미실시율은 남성에서는 30대

68.0%, 40대 63.8%, 50대 61.2%, 60대 63.3%, 70대

66.7%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일정한 경향을 관찰할

수없었다. 여성에서도 30대 78.2%, 40대 65.7%,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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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who have never been screened for stomach cancer according to sex and age

Age (years)
Male Female

No. No. of cases % No. No. of cases %

30-39 50 31 62.0 142 91 64.1

40-49 69 38 55.1 166 81 48.8

50-59 139 60 43.2 226 97 42.9

60-69 267 127 47.6 389 197 50.6

70-79 108 52 48.1 198 113 57.1

Total 633 308 48.7 1,121 579 51.7

Age- adjusted 49.3 51.4

65.5%, 60대 71.5%, 70대 74.2%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

른일정한 경향을관찰할 수없었다(Table 16).

성별에 따른 대장암 검사 미실시율은 남성에서는

88.5%, 여성에서는 87.7%이었다. 연령보정 대장암검사

미실시율은 남성에서는 88.9%, 여성에서는 87.5%로 남

성에서 여성보다 높았으나유의하지않았다. 성별 연령

에 따른 대장암 검사 미실시율은 남성에서는 30대

94.0%, 40대 92.8%, 50대 89.9%, 60대 84.6%, 70대

90.7%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일정한 경향을 관찰할

수 없었다. 여성에서도 30대 93.0%, 40대 89.8%, 50대

82.7%, 60대 86.6%, 70대 89.9%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

른일정한 경향을관찰할 수없었다(Table 17).

성별에 따른 종합건강진단 미실시율은 남성에서는

58.1%, 여성에서는 59.4%이었다. 연령보정 종합건강진

단 미실시율은 남성에서는 58.3%, 여성에서는 59.1%로

여성에서 남성보다높았으나유의하지 않았다. 성별 연

령에 따른 종합건강진단 미실시율은 남성에서는 30대

58.0%, 40대 62.3%, 50대 59.0%, 60대 57.3%, 70대

56.5%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일정한 경향을 관찰할

수 없었다. 여성에서도 30대 64.1%, 40대 63.3%, 50대

59.7%, 60대 53.2%, 70대 64.6%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

른일정한 경향을관찰할 수없었다(Table 18).

5. 조사 대상자의 건강 인식도

현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한 비율은 남성에서는 31.4%, 여성에서는 37.9%이

었다. 연령보정 비율은 남성에서는 30.2%, 여성에서는

38.7%로 여성에서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성별 연령에 따른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한 비율은 남

성에서는 30대 6.0%, 40대 20.3%, 50대 30.9%, 60대

36.7%, 70대 38.0%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1). 여성에서는 30대

12.0%, 40대 29.5%, 50대 44.2%, 60대 44.0%, 70대

44.4%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1)(Table 19).

건강에 대해 염려하는 비율은 남성에서는 69.0%, 여

성에서는 74.8%이었다. 연령보정 비율은 남성에서는

69.6%, 여성에서는 74.6%로 여성에서 남성보다 유의하

게 높았다(p＜0.01). 성별 연령에 따른 건강에 대해 염

려하는 비율은 남성에서는 30대 86.0%, 40대 68.1%, 50

대 72.7%, 60대 65.9%, 70대 64.8%로 연령이 증가할수

록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0.01). 여성에

서도 30대 84.5%, 40대 72.9%, 50대 77.4%, 60대

72.2%, 70대 71.2%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감

소하는경향을 보였다(p＜0.01)(Tabl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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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who have never been screened for liver cancer according to sex and age

Age (years)
Male＊ Female

No. No. of cases % No. No. of cases %

30-39 50 34 68.0 142 111 78.2

40-49 69 44 63.8 166 109 65.7

50-59 139 85 61.2 226 148 65.5

60-69 267 169 63.3 389 278 71.5

70-79 108 72 66.7 198 147 74.2

Total 633 404 63.8 1,121 793 70.7

Age- adjusted 64.0 70.7

＊p＜0.01 by Chi-square between male and female by age-adjusted proportion.

Table 17.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who have never been screened for colon cancer according to sex and age

Age (years)
Male Female

No. No. of cases % No. No. of cases %

30-39 50 47 94.0 142 132 93.0

40-49 69 64 92.8 166 149 89.8

50-59 139 125 89.9 226 187 82.7

60-69 267 226 84.6 389 337 86.6

70-79 108 98 90.7 198 178 89.9

Total 633 560 88.5 1,121 983 87.7

Age- adjusted 88.9 87.5

Table 18.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who have never been had a medical examination according to sex and age

Age (years)
Male Female

No. No. of cases % No. No. of cases %

30-39 50 29 58.0 142 91 64.1

40-49 69 43 62.3 166 105 63.3

50-59 139 82 59.0 226 135 59.7

60-69 267 153 57.3 389 207 53.2

70-79 108 61 56.5 198 128 64.6

Total 633 368 58.1 1,121 666 59.4

Age- adjusted 58.3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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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recognizing that they had bad health themselves according to sex and age

Age (years)
Male＊ Female

No. No. of cases % No. No. of cases %

30-39 50 3 6.0 142 17 12.0

40-49 69 14 20.3 166 49 29.5

50-59 139 43 30.9 226 100 44.2

60-69 267 98 36.7 389 171 44.0

70-79 108 41 38.0 198 88 44.4

Total 633 199 31.4 1,121 425 37.9

Age- adjusted 30.2 38.7

＊p＜0.01 by Chi-square between male and female by age-adjusted proportion.
p＜0.01 by Chi-square for trend, comparison among age groups.

Table 20.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not concerned for their health according to sex and age

Age (years)
Male＊ Female

No. No. of cases % No. No. of cases %

30-39 50 43 86.0 142 120 84.5

40-49 69 47 68.1 166 121 72.9

50-59 139 101 72.7 226 175 77.4

60-69 267 176 65.9 389 281 72.2

70-79 108 70 64.8 198 141 71.2

Total 633 437 69.0 1,121 838 74.8

Age- adjusted 69.6 74.6

＊p＜0.01 by Chi- square between male and female by age-adjusted proportion.
p＜0.01 by Chi- square for trend, comparison among age groups.

고 찰

사람은 누구나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삶을 살길 원하

며, 경제 성장과 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이러한 건강에

대한 관심은점점증가하고있다. 우리나라 농촌주민

들의 건강상태는 과거에 비해 많은 향상을 가져왔다고

할 수있으나, 아직도 선진 외국이나 도시 주민들에 비

해뒤떨어진점이많다. 또한농촌의고령인구증가로

인구특성상 의료에 대한 요구수준을 높이는 결과가 되

고있다[6].

건강한 생활습관이 개인의 건강과 공중보건에 중요

한결과를미친다고한다면, 인구집단의건강행위패턴

에 관한 역학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농어업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간산업이면서 취약한 구조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의

여러 건강 문제들을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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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가진다[7]. 하지만 여전히 많은 건강증진사업

이 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획일적인 홍보용

중심의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다[8]. 따라서 본 연구는

일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관

련 행태를 파악하여, 농촌 주민에게 적합한 차별화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위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

요한기본적인자료를제시하고자하였다.

Berrigan 등[9]은 건강관련 행태는 두 가지 이유로서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첫 번째, 질병 예방과 건강증

진은 건강관련 행태의 이환율과 그와 같은 행태간의

관련 둘 모두에 의지한다. 두 번째, 행태는 질병 위험

의 상승 작용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Schoenborn[10]은 개인의 건강상태는 조절 가능한 개

인의생활습관으로결정된다고하였다.

노인의 질병과 건강관리는 다른 연령계층에 비하여

장기간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게 되는데, 우리 나라 농

촌 노인은 대도시의 생활과 비교하여 보건의료기관이

나 건강생활을 위한 관련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불리한 환경적 조건 하에서 생활하고 있다[11]. 우리

나라 농촌 인구 중 6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980년

10.5%에서 1990년 17.8%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6]. 본

연구에서도 60세 이상이 54.8%로 가장 많았다. 세계보

건기구는 개개인에 적합한 건강증진 활동을 위해 노력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개별적인

접근은 노인들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

한 방법이며, 이러한 건강증진 활동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12]. 따라서 농촌지역 주민 각각의 연

령층에적합한건강증진 프로그램이개발되어야한다.

교육수준별 분포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68.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뇌혈

관질환의 위험인자로 인한 뇌손상의 정도는 교육수준

이 낮은 노인에서 보다 심각할 수 있다[13]. 따라서 전

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현실

을 감안할 때 농촌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의 건강 상태

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적합한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

램이운영되어야할것으로생각한다.

흡연은 우리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보건상, 경제상의

문제이며, 폐암, 후두암 등 각종 질병 발생의 위험과

사망률을 높인다[14]. 또한 흡연은 음주, 운동부족 등

다른 건강관련 행태와 연관되어 있어 이런 것들이 합

쳐질 때 건강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15]. 1995년

통계청에서 수행된 조사에서 우리 나라 흡연율은 남성

에서는 73.0%, 여성에서는 6.0%이었다[14]. 본 연구에

서 연령보정 흡연율은 남성에서는 56.1%, 여성에서는

6.8%로 남성에서 흡연율은 전체 인구집단의 흡연율과

비교시상대적으로 낮음을알 수있다. 연령분포가달

라 비교하는데 제한이 있지만 농촌 주민들의 흡연율이

낮은이유에대하여는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남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흡연율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반면

여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흡연율이 유의하게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p＜0.01). 남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이 악화되어 금연을 하였을 가능성과 흡연자가 더

사망하여 선택 치우침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여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흡연을 할 수 있다는 사회 인식에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여성의 사회

적 진출이 증가하고 교육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여성

흡연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여성의흡연은

남성과 같은 질병 이외에 임신율의 저하, 자궁경부암,

골다공증, 생리상의 문제, 조기 폐경 등의 위험률을 증

가시킨다[15]. 따라서 대중매체를 이용한 흡연의 유해

성에대한 적절한 홍보및 교육이 필요하다. 더불어사

회적지지 또는 긍정적 강화와 같은 요소를 첨부한 건

강증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건강관련 행태

에 있어서 이러한 사회적인 지지 또는 사회조직망과

같은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 지지 체계는 긍정적인

영향을준다는 보고가최근들어밝혀지고있다[16].

일상생활 및 일차의료에서 음주와 관련된 건강문제

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음주습관에

대한 관용적 태도에 기인한다고 보여 진다[17]. 본 연

구에서 대상자의 연령보정 음주율은 남성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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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여성에서는 21.6%이었으며, 남성은 연령이 증

가할수록 음주율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0.01). 국내의 경우 전체 인구의 음주율은 1999년

20세 이상성인에서 64.6%이었으며, 남성에서는 82.9%,

여성에서는 47.6%이었다[17]. 본 연구에서 농촌 주민들

의 음주율은 전체 인구집단의 음주율과 비교시 상대적

으로낮음을알수있다.

운동은 건강증진 행위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라 할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연령보정운동미실시율

은 남성에서는 72.6%, 여성에서는 76.6%이었으며, 남

성 및 여성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운동 미실시

율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1). 농촌

지역의 경우 농사일이 곧 운동이다라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많으므로 운동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적합한 운동을 실시하는

경우가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 연령별로 농촌지역 주

민에게적합한운동을선정하여보급시켜야할것이다.

비만의 정의는 체지방 또는 지방조직의 증가를 의미

한다[18].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체질량 지수가 25

㎏/㎡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하였는데, 연령보정 비만율

은 남성은 23.3%, 여성은 28.2%이었으며, 남성은 연령

이 증가할수록 비만율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p＜0.01). 비만은 만성퇴행성질환의 발생과 밀접

한 관련이 있어서 보건학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크

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당뇨병, 고혈압, 관상

동맥성 심장질환, 암, 중풍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19]. 한국 농촌지역 노인의 식이 섭취 상태

는 전반적으로 양적, 질적인측면에서매우부적절하다

고 언급하였다[20]. 따라서 우리 나라 농촌 노인의 경

우, 어떤 특정 음식에 초점을 맞춰 섭취하기보다는 다

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균형 있는 식사가 필요

하리라생각한다.

연령을 보정한 육체적 휴식이 부족한 대상자의 비율

은 남성은 19.2%, 여성은 24.1%이었다. 또한 연령을

보정한 정신적 휴식이 부족한 대상자의 비율은 남성은

15.7%, 여성은 23.6%이었다. 이처럼 남성보다 여성에

서 육체적, 정신적 휴식이 더 부족하다고 조사되었는

데, 이는 생리적 특성상 여성이 남성보다 더 민감하기

때문인것으로 생각한다.

구강질환 중 치주병과 2대 주류를 이루는 치아우식

증은 식생활 습관의 변화로 발생률이 증가하여 치아상

실의 원인 중 88%를 차지하고 있다[21]. 2000년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의 보고에 의하면 1인 평균 우식경험

상실 영구치수는 65-74세는 9.33개, 75세 이상에서는

12.47개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이미 치아우식에 의해

치아가 상실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22]. 특히 젊은

연령층의 도시 유입으로 인해 농촌지역의 경우 교육수

준이 낮고 고령자만이 남게 되어 구강보건에 대한 인

식부족이 심각한 실정이다. 본연구에서연령보정 치과

스케일링 미실시율은 남성은 61.5%, 여성은 71.1%이었

으며, 남성 및 여성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과

스케일링 미실시율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다(p＜0.01). 또한 연령보정 양치질 미실시율은 남성은

3.7%, 여성은 1.5%이었으며, 남성 및 여성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치질 미실시율이 유의하게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p＜0.01). 건강증진에 가장 우선적

인 것은 음식물을 섭취하고 소화를 돕는 치아의 저작

기능이다. 저작기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구강

증진사업은 건강증진사업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

다[23]. 일반적으로 구강병은 비교적 예방방법이 용이

한특성을가지고있으며, 대표적 구강병인 치아우식증

의 발생은 국가차원의 조직적 예방관리사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한다[24]. 또한 구강병을 비롯한 만성

퇴행성 질환은 생활태도가 바람직하지 못하여 생기는

수가 많다. 올바른 건강관련 행태를 실천하도록 하는

구강보건 교육사업은 다른 구강건강 증진 사업과 병행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감미식품 안 먹기, 성인들과 노

인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양치질 교육, 수돗물 불소화사

업을 활성화, 치아우식증 예방의 필요성과 예방법, 치

주병 예방법, 치주병 예방과 진행을 방지하기 위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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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의 필요성 등은 구강보건 교육사업에서 대표적인 주

제가 될 수 있다[23]. 이러한 구강 건강증진 프로그램

은 노동자들 사이에 좋은 구강 건강 상태를 보존 또는

유지하는데효과적이다[25].

연령을 보정한 위암 검사, 간암 검사, 대장암 검사

및 종합건강진단 미실시율은 남성은 각각 49.3%,

64.0%, 88.9%, 58.3%이었으며, 여성은 각각 51.4%,

70.7%, 87.5%, 59.1%이었다. 위암 검사를 실시한 비율

이 다른 검사를 실시한 비율보다 높았는데, 이는 한국

인에서 위암의 발생이 많고 조기 검진이 효과가 있다

고 알려져 있어 좀 더 많이 위암 검사를 실시한 것으

로 생각한다. 식습관은 암 발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

로 식생활 개선을 통한 질병 예방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생각한다.

현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도로 연령을 보

정한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한 비율은 남성은

30.2%, 여성은 38.7%이었으며, 남성 및 여성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한 비

율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1). 또한

건강에 대한 염려 정도로 연령을 보정한 자신의 건강

에 대해 걱정하는 비율은 남성은 69.6%, 여성은 74.6%

이었으며, 남성 및 여성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신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p＜0.01). 이처럼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한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자신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 대상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특별

한 유지방법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농촌지역 주민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이 나쁜 것이

당연하다고체념하고지내기때문이라고생각한다.

본 연구는 일부 농촌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에 선택 치우침이 있었으며,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

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련 행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여 문제점을 파악

하고 건강증진사업의 우선순위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

를 제시하고자 한데서 그 의의를 지닌다. 현대의 공중

보건은 지역사회를 기초로 하는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을 강조하고 있다[26]. 따라서 금연, 금주, 운동 프로그

램개발 및 적당한 운동법의 보급, 만성 퇴행성 질환의

예방, 영양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교육, 구강보건에

관한 교육, 다수의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건강진단 실

시 등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남성의 경우 30대에서는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 및 위암 검사 미실시율이, 40대에서는

흡연율 및 음주율이, 50대에서는 운동 미실시율이, 60

대에서는 운동 미실시율 및 스케일링미실시율이, 70대

에서는 스케일링 미실시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 다소

높았다. 여성의 경우 30대에서는 음주율 및 위암 검사

미실시율이, 40대 및 50대에서는 비만율이, 60대 및 70

대에서는 흡연율, 운동 미실시율및 스케일링 미실시율

이다른 연령에 비해다소 높았다. 따라서앞으로농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련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성별 및 연령의

특징에맞게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요 약

30세 이상, 80세 미만 농촌지역 주민 1,754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개인의 건강관련 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진이 고안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모든

자료는 전산입력 하였고 성별에 따른 건강관련 행태는

연령보정 후 카이 제곱 검정을 시행하여 통계적 유의

성을검정하였고, 연령에따른 건강관련행태의차이는

경향성에 대한 카이 제곱 검정을 시행하였다. 모든 자

료의 분석은 SPSS 10.0 for window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령보정 흡연율은 남성에서는 56.1%, 여성에서는

6.8%로 남성에서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연령보정 음주율은 남성에서는 65.4%, 여성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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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로 남성에서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연령보정 운동 미실시율은 남성에서는 72.6%, 여성에

서는 76.6%로 여성에서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0.01).

연령보정 비만율은 남성에서는 23.3%, 여성에서는

28.2%로 여성에서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연령보정 B형 간염 미실시율은 남성에서는 45.1%, 여

성에서는 53.4%로 여성에서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01). 연령보정 육식 선호율은 남성에서는 48.0%,

여성에서는 30.0%로 남성에서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

다(p＜0.01). 연령보정 짠 음식 선호율은 남성에서는

40.8%, 여성에서는 28.3%로 남성에서 여성보다 유의하

게높았다(p＜0.01).

연령을 보정한 육체적 휴식이 부족한 비율은 남성에

서는 19.2%, 여성에서는 24.1%로 여성에서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연령보정 정신적 휴식이 부

족한 비율은 남성에서는 15.7%, 여성에서는 23.6%로

여성에서 남성보다유의하게높았다(p＜0.01).

연령보정 스케일링 미실시율은 남성에서는 61.5%,

여성에서는 71.1%로 여성에서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

다(p＜0.01). 연령보정 양치질 미실시율은 남성에서는

3.7%, 여성에서는 1.5%로 남성에서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연령보정 위암 검사 미실시율은 남성에서는 49.3%,

여성에서는 51.4%로 여성에서 남성보다 높았으나 유

의하지 않았다. 연령보정 간암 검사 미실시율은 남성

에서는 64.0%, 여성에서는 70.7%로 여성에서 남성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연령보정 대장암검사

미실시율은 남성에서는 88.9%, 여성에서는 87.5%로

남성에서 여성보다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

보정 종합건강진단 미실시율은 남성에서는 58.3%, 여

성에서는 59.1%로 여성에서 남성보다 높았으나 유의

하지 않았다.

앞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련 행태를 변화시

키기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성별 및 연령의 특징에 맞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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