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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 지역 성인을 대상으로 걷기운동 정도와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제4기 3차년도(2009)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 피조사자들 중, 신체활동 설문과 EQ-5D의 5개차원
에 대해 적어도 하나 이상 답을 하지 않은 723명을 제외한, 도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자 3,892명, 여자 3,959

명을 포함한 총 성인인구 7,8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건강관련 삶의 질은 성별,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월평균소득, 스트레스, 만성질환 수, 건강인식 그리고 걷기운동실천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 특히 
걷기운동 실천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질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신체 활동을 통한 삶의 질
이 비활동군에 비해서 고강도 or 중등도 보다는 걷기운동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걷기운동을 할 경우에 건강
에 따른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이들에 필요한 정책적인 지원과 규칙적인 걷기 운동을 통한 효과적인 
운동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성인, 건강, 걷기운동, 삶의 질, 신체활동

Abstract  The study is to observe a degree of relation between quality of life and a degree of walking exercise 
for adult residents of cities of Korea. From data of the 4th round 3rd-year Korea National Health and 
Examination Survey, 7,851 in which 3,892 were male residents and 3,959 females, were selected as subjects, 
excluding 723 who didn’t answer at least more than one question for 5th degree of EQ-5D and physical 
activities. As a result, quality of lif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 among gender, education level, 
spouses, average monthly income, stress, a number of chronic diseases, health recognition and whether walking 
exercise undertaken. Especially one who carried out walking exercise showed higher quality of life than one who 
did not. This showed more significant difference of quality of life between whether the exercise was undertaken 
and whether it is intensified or intermediate.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ffective exercise program that is designed to let residents to exercise in a regular basis and to 
guarantee a sustainable support from government.

Key Words : Adult, Health, Walking exercise, Quality of life, Phys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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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  경제 인 환경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

어 고령화 사회로 어들면서 만성질환의 빈도가 증가하

는 추세이다. 그리고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삶을 하느냐의 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

서 건강의 개념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삶

의 질을 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재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인구집단의 건강수  지표

로 주  건강평가 지표인 건강 련 삶의 질(HRQOL)

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 일반 인구집단의 건

강수 을 평가하거나 각종 건강 리도구의 효과를 평가

하기 한 항목으로 건강 련 삶의 질의 요성이 차 

강조되고 있다[1, 2]. 

이러한 건강 련 삶의 질은 신체활동을 통해서 정

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Abell등은 

염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지난 한 달 동안 육체

으로 3.7배, 정신 으로 1.8배 더 불편감을 호소하 으

며, 비활동 인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은 권장하는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1.2∼2.4배 건강 련 삶의 질이 떨

어져 있다고 보고하 다. 우울증 노인을 상으로 진

인 운동을 실시한 결과 우울 수가 유의하게 낮아졌으

며[3], 심  험요인을 가진 성인을 상으로 타이치 

운동을 실시한 결과 스트 스와 우울이 감소되었으며 건

강 련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4], 사증후군 험 요인

의 감소와 질환의 호 을 보 다고 보고하 다[5]. 이와 

같이 만성질환자들을 상으로 한 신체활동은 건강 련 

삶의 질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일

반 성인을 상으로 신체활동과 건강 련 삶의 질과의 

련성의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박우  등은 12주간의 

운동 로그램이 농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 다는 

보고를 하 고[6], 소  등은 아쿠아로빅 운동이 노인 

여성의 건강 련 삶의 질에 일부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

다[7].

최근, 만성질환의 리를 한 노력이 개인의 생활양

식과 련된 행 를 변화시키기 한 시도로 많이 이어

져 오는데 그  가장 요한 건강행 는 운동이다. 이 

 걷기운동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보편 이면서 인기

가 많은 여가시간 신체활동  하나이다. 남녀노소 모두

가 장비, 장소, 시설의 제약을 받지 않고 수행 할 수 있으

며, 운동 수행을 한 특별한 연습이나 훈련이 요구되지 

않고, 운동 상해 등의 부상 험도가 다른 신체활동들에 

비해 낮기 때문에 권장되고 있다[8, 9]. 특히 걷기 운동은 

심폐근육을 단련시킬 뿐 만 아니라 에 부담이 기 

때문에 남녀노소 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며,  

자아존 감과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우울을 감소시

키는데 효과 이며 생리  지수와 체력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운동이라고 보고되었다[10]. 이에 

일상생활에서 수행할 수 있는 효과 인 걷기 운동 방법

을 리 보 한다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강 련 삶의 질에 한 연구에서 신체활

동 수 과 삶의 질과의 연 성은 일부 연구되어있지만 걷

기운동과 삶의 질과의 계를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제4기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를 이용하

여 한국형 삶의 질 가 치 모형을 바탕으로 걷기운동과 

삶의 질의 련성을 평가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 성인의 

삶의 질 향상을 한 기본 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9년 국민건강 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al Examination Survey, KNHANES) 

제 4기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 다. 인구주택 총 조사에

서 동.읍.면을 모집단으로 다단계 층화 표본 추출법을 사

용하여 상이 추출되었으며, 상자가 우리나라의 체

인구를 표할 수 있도록 지역에 따라 가 치를 주어 

상자들이 동일한 정도로 뽑힐 수 있도록 하 다. 피조사

자들 , 신체활동 설문과 EQ-5D의 5개차원에 해 

어도 하나 이상 답을 하지 않은 723명을 제외한, 도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자 3,892명, 여자 3,959명을 포

함한 총 성인인구 7,851명이 상자로 선정되었다.

2.2 자료수집 및 변수 정의

숙련된 조사원에 의한 1:1 개별 면 조사를 통해 상

자의 인구학   사회경제  특성(성, 연령, 교육수 , 

결혼상태, 가구소득)  건강 련 행태(음주, 흡연, 만성

질환 수, 수면시간), 주  건강인식(주  건강상태, 

스트 스 인지, 활동제한 여부, 걷기운동 실천 여부) 등이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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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구학  특성에서 먼  성별은 남녀로, 연령은

‘19-29’, ‘30-39’, ‘40-49’, ‘50-59’,‘ 60-69’, ‘70세 이상’으로 

분류하 다. 교육수 은 ‘ 등학교 졸업 이하’, ‘ 학교 졸

업’, ‘고등학교 졸업’, ‘ 학 졸업 이상’으로 분류하 고, 혼

인상태는 ‘유배우자’, ‘무배우자(미혼, 사별, 이혼, 응답거

부, 모름 포함)’로 분류 하 다. 가구당 월 평균소득은 임

, 부동산 소득, 연 , 이자, 정부 보조 , 친척이나 자녀

들의 용돈 등 모든 수입을 합쳐 계산하여 ‘100만원 이하’, 

‘101-200’, ‘201-300’, ‘301-400’, ‘400만원 이상’으로 분류 

하 다. 건강행태특성에서 주  스트 스 상태는 ‘ 단

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낀다’, ‘조  느낀다’, ‘거의 느끼

지 않는다’로 분류하 고, 흡연상태는 ‘ 재흡연자’, ‘과거

흡연자’, ‘비흡연자’로 분류하 으며, 음주상태는 ‘ 재음

주자’, ‘과거음주자’, ‘비음주자’로 분류하 다. 만성질환은 

‘고 압, 당뇨, 고지 증, 뇌졸 , 심근경색증/ 심증, 골

다공증, 염, 결핵, 천식, 만성 폐쇄성폐질환의 10개의 

질환  재 앓고 있는 사람을 조사한 후 분석 시에 ‘1

개’, ‘2개’, ‘3개’, ‘4개 이상’으로 재분류 하 다. 주  건

강상태는 ‘좋음’, ‘보통’, ‘나쁨’으로 분류 하 다.

2.3 신체활동도 평가

신체 활동도는 4그룹으로 분류하 다. 걷기운동(1회 

30분 이상, 주5일 이상) , 등도 운동(1회 30분 이상, 

주 5일 이상)과 고강도(1회 20분 이상, 주 3일 이상)운동 

세 가지 항목 에서 어느 것도 실천 하지 않는 그룹을 

‘비활동’ 그룹으로 세 가지 항목  걷기 운동만을 실천하

는 그룹을 ‘걷기’그룹, 등도 운동이나 고강도 운동  

하나라도 실천하는 그룹을 ‘ 등 는 고강도’ 그룹으로, 

걷기와 함께 ‘ 등 는 고강도’운동을 실천하는 그룹을 

‘걷기+ 등 는 고강도’ 그룹으로 정의하 다.

2.4 건강 관련 삶의 질 평가(EQ5D)

EuroQol-5 dimension(EQ-5D)의 경우 다양한 임상

인 상황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검정된 결과를 간

한 로필로 나타내거나 효용값으로 수치화 하여 나타 

낼 수도 있게 되어 있다[11, 12, 13]. EQ5D는 재의 건강 

상태를 묻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EQ5D 효용값

(EQ5D profile)과 EQ5D 시각 아날로그 척도(EQ5Dvas)

로 구성된 건강 련 삶의 질 측정 도구이다. 5개의 문항

은 운동 능력(mobility; M), 자기 리 능력(self care; 

SC), 일상 활동(usual activities; UA), 통증/불편감

(pain/discomfort; PD), 불안/우울(anxiety/depression; 

AD)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세 단계로 기능을 평가한다(1

단계, 문제 없음: no problem; 2단계, 등도 문제 있음: 

some/moderate problem; 3단계, 증 문제 있음: 

extreme problem). 5개의 문항에서 나온 답으로 243개의 

건강 상태를 분류하고 이것을 국 국민(UK population)

의 표 인 표본과 비교하여 효용값(utility score)을 얻

게 되는데, 수는 이론상 0(죽음)부터 1(완 한 건강 상

태)사이의 하나의 가  지표값으로 나타나게 되나, 

Tariff 수 체계의 특성상 실제로는 음의 값도 얻어 질 

수 있다. EQ5D 시각 아날로그 척도는 0(상상할 수 있는 

최하의 건강 상태)부터 100(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건강 

상태)까지가 으로 그려진 수직선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표시하게 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교차-문화  

응 작업과 확인 과정을 시행한 한국어  KEQ5D를 사

용하 다.

EQ5D index = 1-(0.05 + 0.096× M2 + 0.418× M3 + 

0.046× SC2 + 0.136× SC3 + 0.051× UA2 + 0.208 × UA3 

+ 0.037× PD2 + 0.151× PD3 + 0.043× AD2 + 0.158× AD3 

+ 0.05× N3)

2.5 자료 분석방법

걷기운동 유무에 따라서 상자의 일반  특성에 차

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하여 교차분석(Chi-square)

을 시행하 고, 상자의 특성에 따른 건강 련 삶의 질

(EQ-5D index)을 비교하기 하여 t 검정과 분산분석을 

하 다. 걷기운동과 건강 련 삶의 질과의 련성은 단

순분석에서 유의한 련성을 보인 변수들을 보정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모든 변수에 2009년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에 제시된 

가 치를 부여할 경우 표본수의 효과로 인하여 거의 모든 

련성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가 치를 가 치의 평균으로 

나 어 반 하 다. 연구 결과는 SPSS for Windows(ver 

18.0)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 하 고, 유의 수 은 p<0.05

로 정의하 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걷기운동

연구 상자는 7,851명으로 그  남자가 3,892명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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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Gender

p-valueMale 

(n=3,892)

Female 

(n=3,959)

Age(year) 19-29 816(21.0) 751(19.0) <0.001

30-39 876(22.5) 827(20.9)

40-49 885(22.7) 857(21.6)

50-59 663(17.0) 659(16.6)

60-69 386(9.9) 429(10.8)

70이상 266(6.8) 436(11.0)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510(13.2) 1055(26.8) <0.001

Middle

school
393(10.1) 400(10.1)

High school 1669(43.1) 1486(37.7)

≥College 1301(33.6) 1001(25.4)

Marital Yes 2751(70.7) 2679(67.7) 0.004

Status No 1140(29.3) 1278(32.3)

Monthly ≦ 100 687(17.9) 870(22.2) <0.001

Income 101-200 888(23.1) 883(22.5)

(10,000 won) 201-300 877(22.9) 813(20.8)

301-400 453(11.8)  474(12.1)

≧ 401 933(24.3)  876(22.4)

Sleeping < 6 546(12.9)  489(13.6) <0.001

(hours) 6 972(23.0) 1050(29.2)

7 1261(29.9) 1048(29.2)

8 1034(24.5) 764(21.3)

≧9 407(9.6) 240(6.7)

Stress Very much 207(5.3) 241(6.1) <0.001

A lot of 

stress
902(23.3) 1074(27.2)

A little stress 2213(57.1) 2142(54.3)

Not almost 

feel
552(14.2) 489(12.4)

Smoking
Current 

smoker
1823(47.1) 288(7.3) <0.001

Ex-smoker 1249(32.2) 245(6.2)

Nonsmoker 802(20.7) 3407(86.5)

Drinking
Current 

drinker
3332(86.0) 2589(65.6) <0.001

Ex-drinker 359(9.3) 625(15.8)

Nondrinker 184(4.7) 733(18.6)

Number of None 2948(75.7) 2734(69.1) <0.001

Chronic 1 632(16.2) 659(16.6)

diseases 2 224(5.8) 356(9.0)

3 71(1.8) 140(3.5)

≥4 17(0.4) 70(1.8)

Health Good 1844(47.6) 1547(39.2) <0.001

Awareness Moderate 1378(35.6) 1404(35.6)

Poor 650(16.8) 992(25.2)

Physical 

activity

None 

activities
1600(41.4) 1820(46.2) <0.001

Steps Walking 1163(30.1) 1178(29.9)

Hight 

strength+

Middle 

Strnegth

420(10.9) 380(9.6)

Walking+ 

Hightstrengt

h or Middle 

Strnegth

684(17.7) 564(14.3)

가 3,959명으로 여자가 다소 많았다. 성별에 따른 분류에

서 연령은 40-49세의 남성이 885명(22.7%)으로 많았다

(p<0.001). 교육 상태는 고등학교졸업의 남성이 1,668명

(43.1%)로 많았고(p<0.001), 배우자의 유무에서는 배우

자가 있는 남성이 2,751(70.7%)로 많았으며(p=0.004), 월 

평균소득은 월 400만원 이상의 남성이 933명(24.3%)으로 

많았다(p<0.001). 수면시간은 평균 8시간 이상 수면하는 

여성이 1,283명(32.5%)로 많았으며(p<0.001), 스트 스는 

‘조  느낀다’라고 답한 남성이 2,213명(57.1%)으로 많았

다(p<0.001). 흡연상태는 비흡연의 여성이 3,407명

(86.5%)으로 많았다(p<0.001). 음주상태는 재 음주 남

성이 3,332명(86.0%)으로 많았고(p<0.001), 만성 질환 수

는 없다고 응답한 남성이 2,948명(75.7%)이 많았으며

(p<0.001), 주  건강 인식은 ‘좋음’으로 답한 남성이 

1,844명(47.6%)로 많았다(p<0.001). 신체활동정도는 활동

을 하지 않는 여성이 1,820명(46.2%)로 많았다(p<0.001)

<Table 1>.

<Table 1> Walking practic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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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EQ-5D index

p-value

M ± SD

Sex Male 0.96 ± 0.09 < 0.001

Female 0.93 ± 0.12

Age(year) 19-29 0.97 ± 0.05 < 0.001

30-39 0.97 ± 0.05

40-49 0.97 ± 0.08

50-59 0.94 ± 0.10

60-69 0.89 ± 0.14

≧70 0.80 ± 0.21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0.86 ± 0.17 < 0.001

Middle school 0.93 ± 0.12

High school 0.96 ± 0.07

≥College 0.98 ± 0.05

Marital Status Yes 0.95 ± 0.10 < 0.001

No 0.93 ± 0.13

Monthly Income ≦ 100 0.88 ± 0.17 < 0.001

(10,000 won) 101-200 0.95 ± 0.10

201-300 0.96 ± 0.08

301-400 0.97 ± 0.06

≧ 401 0.97 ± 0.06

Sleeping hours < 6 0.90 ± 0.16 < 0.001

6 ∼ < 7 0.95 ± 0.09

7 ∼ < 8 0.96 ± 0.09

≥ 8 0.94 ± 0.11

Stress Very much 0.88 ± 0.17 < 0.001

A lot of stress 0.93 ± 0.12

A little stress 0.96 ± 0.09

Not almost feel 0.93 ± 0.12

Smoking Current smoker 0.96 ± 0.09 < 0.001

Ex-smoker 0.94 ± 0.12

Nonsmoker 0.94 ± 0.11

Drinking Current drinker 0.96 ± 0.08 < 0.001

Ex-drinker 0.91 ± 0.16

Nondrinker 0.88 ± 0.16

Number of None 0.97 ± 0.07 < 0.001

Chronic 1 0.91 ± 0.13

diseases 2 0.85 ± 0.16

3 0.80 ± 0.21

≥4 0.74 ± 0.25

Health Good 0.97 ± 0.06 < 0.001

Awareness Moderate 0.96 ± 0.07

Poor 0.85 ± 0.18

Physical activity None activities 0.93 ± 0.13 < 0.001

Steps Walking 0.95 ± 0.10

Hight strength+

Middle Strnegth
0.95 ± 0.10

Walking+ 

Hightstrength or 

Middle Strnegth

0.96 ± 0.08

3.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연구 상자의 특성에 따른 건강 련 삶의 질을 살펴

본 결과 성별에서는 여성 0.93 보다 남성이 0.95로 유의하

게 높았으며(p<0.001), 연령에 따라서는 19-49세가 0.97

로 다른 연령군에 비해서 삶의 질이 가장 높았다

(p<0.001). 교육상태 에서는 교육수 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고(p<0.001), 배우자의 유무에서는 배우자가 있

는 군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월평균 소득에서는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다(p<0.001). 수면시

간에서는 하루 평균 7시간 수면하는 군이 그 지 않은 군

에 비해 삶의 질이 높았으며(p<0.001), 스트 스에서는 

스트 스가 많을수록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다

(p<0.001). 흡연상태에서는 재 흡연군이 건강 련 삶의 

질이 가장 높았고(p<0.001), 음주상태에서도 재 음주군

이 과거 음주군과 비음주군보다 삶의 질이 높았다

(p<0.001). 만성질환 수가 많을수록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고(p<0.001), 주  건강인식이 좋은 군이 삶의 질

이 높았다(p<0.001). 한 신체활동 단계에 따른 분류에

서 ‘걷기 + 고강도 or 등도’ 운동을 실천하는 군이 비활

동군이나, 다른 신체 활동군보다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

았다(p<0.001)<Table 2>.

<Table 2>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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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 SE p-value

Sex/Male Female -0.016 0.003 < 0.001

Age(year)/19-29 30-39 -0.005 0.004 0.175

40-49 -0.006 0.004 0.152

50-59 -0.012 0.005 0.012

60-69 -0.028 0.006 < 0.001

≧70 -0.089 0.006 < 0.001

EducationLevel
Middle

school
0.025 0.004 < 0.001

/≤Elementary 

school
High school 0.031 0.004 < 0.001

≥College 0.041 0.004 < 0.001

Marital Status

/No
Yes 0.014 0.003 < 0.001

Monthly Income 101-200 0.019 0.004 < 0.001

/≦ 100 201-300 0.020 0.004 < 0.001

301-400 0.024 0.004 < 0.001

≧ 401 0.024 0.004 < 0.001

Sleeping hours 6 0.016 0.004 < 0.001

/< 6 7 0.020 0.004 < 0.001

≧8 0.014 0.004 < 0.001

Stress

/Not almost feel

A little 

stress
-0.016 0.003 < 0.001

A lot of

stress
-0.039 0.004 < 0.001

Very much -0.070 0.006 < 0.001

Smoking

/Nonsmoker
Ex-smoker -0.010 0.003 0.005

Current

smoker
-0.007 0.003 0.046

Drinking

/Nondrinker
Ex-drinker 0.000 0.005 0.895

Current

drinker
0.016 0.004 < 0.001

Number of 

Chronic 

diseases/None

1 -0.019 0.003 < 0.001

2 -0.053 0.005 < 0.001

3 -0.096 0.007 < 0.001

≥4 -0.144 0.011 < 0.001

Health 

Awareness/Poor
Moderate 0.066 0.003 < 0.001

Good 0.070 0.003 < 0.001

Physical 

activity/None

Hight

strength+

Middle

Strnegth

0.007 0.004 0.074

Walking 0.013 0.003 < 0.001

Walking+ 

Hightstrengt

h or Middle

Strnegth

0.012 0.003 < 0.001

3.3. 걷기운동과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련성

걷기운동과 건강 련 삶의 질과의 련성은 단순분석

에서 유의한 련성을 보인 변수들을 보정한 후 EQ-5D 

index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교육수 , 배우자 유무, 월평균소득, 수면시간, 스트 스, 

흡연, 만성질환 수, 건강인식 그리고 신체활동 실천 여부 

가 통계 으로 유의한 련을 보 다. 독립변수들의 종속

변수인 삶의 질에 한 설명력은 30.9%이었다<Table 3>.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walking exercise 
and quality of life

R²=30.9%

4. 고찰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사회는 건강 련 삶의 질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그  운동이 건강 유지  증진

에 요한 요소로 두되고 있다. 특히 걷기 운동은 신체

활동  운동 수행을 한 특정한 운동기구 사용이 요구

되지 않고 운동용품 구매 비용 지출이 상 으로 낮으

며 규격화 된 운동 시설이나 장소의 제한이 없고 운동수

행을 한 특별한 기술 습득 선행이 요구되지 않으면서 

운동 강도가 낮고 강도 조 이 용이하기 때문에 남녀노

소 모두에게 가장 인기가 있다[4]. 최근 발표된 연구들에 

의하면 - 강도 운동 참여를 통해서도 충분히 건강의 

정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며, - 강도의 가장 

표 인 운동종목이 걷기운동이기 때문에 정기 인 걷기

운동 참여만으로 만성질환 유병률, 합병증 발병률  사

망률 감소를 기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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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걷기운동의 실천과 삶의 질의 연 성

을 조사한 결과 걷기 운동을 실천하는 군에서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나(β=0.009, p<0.001), 걷기운동이 삶의 질에 

정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운동수행  낙오율이 은 강도 걷기 

운동을 12주 동안 실시한 후 걷기운동이 비만 년 여성

의 삶의 질에 정  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

하 다[15]. 한 걷기 운동이 자아존 감과 생활만족도

를 증가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효과 이며 생리  

지수와 체력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운

동이라고 보고한 연구[13]와 비슷하 다. 다만 지 까지 

선행연구의 부분은 주로 환자나 노인, 년 여성이 연

구의 상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만 19세 이상의 도시 

성인을 상자로 하 기 때문에 걷기운동과 삶의 질과의 

련성을 더욱 많은 인구집단을 상으로 하여 폭넓게 

규명하 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삶의 질과 유의한 련성이 있는 것

으로 알려진 건강 련 요인으로는 성, 연령, 인종, 소득, 

교육수 , 결혼 상태, 직업, 만성질환, 비만  주  건

강상태 등이었다[13, 1]. 본 연구에서 걷기운동과 신체활

동 이외에 인구사회학  특성  건강 련 삶의 질과 유

의한 련성이 있는 요인으로는 성별, 교육수 , 배우자

의 유무, 월평균 소득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결과 일치 

하 다. 특히 성별의 차이에 따른 삶의 질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삶의 질이 높았는데 Grandy 등의 연구[16]와 일

치하 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 스가 많을수록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한미아 등의 연구[17]와 일치하 으며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하 다[1]. 따라서 

삶의 질 향상을 해서는 한 스트 스 리가 요

할 것으로 생각한다.

건강행태에 의해서도 삶의 질은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본 연구에서는 재 흡연을 하는 그룹이 하지 않는 

그룹에 비해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았고, 재 음주를 하

는 군과 하지 않는 군에서는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아 선행 연구에서 비흡연자와 비음주자에서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한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 다[18]. 이

처럼 기존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인 이유는 본 연구에

서 흡연습 과 주  건강인식의 교차분석 결과 건강하

다고 인식하고 있는 군의 재 흡연률은 28.2%(1,735명), 

과거 흡연율은 19.0%(1174명)보다 많아 건강하다고 인식

하고 있는 군의 흡연률이 유의하게 높았고(p<0.001), 음

주습 과 주  건강인식도 교차 분석에서도 재 음주

자의 78.9%가 건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주  건강상태는 건강수 에 한 주  

경험의 총합으로 자신의 건강에 한 주  인식에 기

반하고 있기 때문에 흡연자와 음주자의 비교  높은 건

강인식 수 이 기존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래하 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 해서는 좀 더 정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면조사연구

로서 조사 시 에서 신체활동  걷기운동 정도와 건강

련 삶의 질을 측정한 것이므로 이들의 련성을 인과

계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제한 은 단면  연

구가 아닌 향후 코호트 연구 등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상지역이 역시와 일반시를 포함한 도

시지역 자료이므로 연구결과를 비도시지역  우리나라 

체로 해석하기는 힘들다는 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표성을 갖춘 우리나라 19

세 이상 성인을 상으로, 최근 개발된 한국인 가 치 모

형들을 이용하여 EQ-5D index에 의한 건강 련 삶의 질 

수 을 측정하고 걷기 운동과의 련성을 비교하고 분석

하 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 지역 성인을 상으로 걷기

운동 정도와 건강 련 삶의 질과의 련성을 살펴보는데 

목 이 있다. 제4기 3차년도(2009) 국민건강 양조사 자

료에서 피조사자들 , 신체활동 설문과 EQ-5D의 5개 

차원에 해 어도 하나 이상 답을 하지 않은 723명을 

제외한, 도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자 3,892명, 여

자 3,959명을 포함한 총 성인인구 7,851명을 상으로 하

다.

연구 결과 건강 련 삶의 질은 성별, 교육수 , 배우자 

유무, 월평균소득, 스트 스, 만성질환 수, 건강인식 그리

고 걷기운동실천 여부가 통계 으로 유의한 련을 보

다. 특히 걷기운동 실천을 하는 사람이 그 지 않은 사람

보다 삶의 질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신체 활동을 통

한 삶의 질이 비활동군에 비해서 고강도 or 등도 보다

는 걷기운동이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는 걷기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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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에 건강에 따른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 련 삶의 질 수 을 

높이기 해서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내용을 토 로 이들

에 필요한 정책 인 지원과 규칙 인 걷기 운동을 통한 

효과 인 운동 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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