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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배경: 신체 활동은 노인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구집단 수준의 인과적 근거는 불충분하다. 걷기는 중등도 

신체 활동으로서 노인에게 특히 권장된다. 이 연구는, 횡단 관찰자

료를 활용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인과적 추론이라는 방

법론적 문제에 주목하여, 걷기 활동 실천이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 2012년 시행된 지역사회건강조사 전국자료를 활용하였다. 최

종 응답자 중 65세-80세의 노인 50,034명을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였

다. 결과 변수로는 지난 1년간 2주 이상 연속으로 우울감 경험 유

무,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을 사용하였다. 지역사회 내 운동 장소 접

근성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2단계 도구변수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

다.

결과: 걷기 활동은 우울증 경험과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보였고, 이 추정치의 크기는 일반적인 회귀분석 결과보다 

크게 나타났다.

결론: 걷기 활동 실천은 지역사회 노인, 특히 지역사회의 운동 장소 

접근성에 따라 걷기 활동 실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의 정

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걷기 활동 실천이 노인의 정신건강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지역사회에서 노인이 걷기 활동 실천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확충하는 것은 노인의 정신건강 향상이라는 편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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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 올 수 있다. 

주요어: 정신건강, 걷기 활동, 신체 활동, 도구변수, 노인

학번: 2012-2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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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배경

가. 고령화 사회와 노인 정신건강 문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취약한 노인의 질병 문제가 중요한 문제

로 대두되고 있다. 2010년 OECD 건강 자료 기준으로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은 11.1%로 한국은 고령화 사회이다. 비록 

노인 인구의 비중이 독일 20.8%, 일본 23.0%에 비해 낮지만 고령 

인구의 증가속도는 OECD 평균의 4배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노인은 동맥경화, 관절 및 척추의 퇴행성 변화 등의 퇴행성 

질환과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등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 악성종

양, 만성기관지염, 폐렴 등과 같은 호흡기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이환이 증가하며, 기억력 쇠퇴, 치매 등 인지능력이 저

하되고, 신체변화에 따른 민감한 반응과 우울 경향이 증가한다(박재

용, 2008). 

  질병에 취약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매년 노인 의료비 또한 증

가하고 있다.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

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18조 852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5.5%를 차지하며, 2006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노인 1인당 진료비는 322만원으로 국민 1인당 연평균 진료비인 102

만원의 3배에 달한다. 이처럼 빠르게 고령화 되어가는 한국 사회에

서 노인의 건강의 문제는 국민 건강 측면에서나 의료비 증가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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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문제가 크다.

  취약한 노인의 건강문제 중, 한국은 정신건강과 연관된 자살과 

우울의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 노인의 자살률은 2009년 OECD 건강 

자료 기준으로 인구 십만 명 당 65-74세는 59.8명, 75세 이상에서는 

97.3 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이며, 각각 18.9명과 26.9명인 OECD 

평균에 비해 약 3-4배 높다. 또한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

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한 우울증상 경험률은 나이가 증

가할수록 증가하여 60-69세에는 15.1%이며, 70세 이상에서는 17.9%

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서도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최근 4년간 80대 이상 노인의 

우울증 증가율은 58.5%, 70대는 40%로 우울증을 진단받고 치료 중

인 노인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자살률을 보이며,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노인의 수

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노인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나. 노인 정신건강 증진대책으로서의 신체 활동

  세계보건기구(WHO)는 2004년 보고서를 통해 정신건강 증진 대책

을 발표하였다. 이 중 노인을 위한 대책으로 신체 활동 증진, 사회

적 지지 증진, 일차 진료에서 정신질환의 조기 진단 및 치료, 우울 

및 자살 예방,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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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의 예후나 관리에 대한 교육, 치매 예방을 제시하였다. 이 중 

신체 활동 증진은 노인의 정신건강을 전반적으로 증진시키는 방안

으로 제시되었다(WHO, 2004). 이번 연구는 WHO에서 제시한 대책 

중 신체 활동 증진이 노인에서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

다.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서는 신체 활동을 

“에너지 소비를 필요로 하면서 점진적인 건강편익을 만들어내는 

골격근에 의해 생성된 모든 형태의 신체적 움직임”으로 정의하고 

있다. 신체 활동은 다시 중등도 신체 활동, 고강도 신체 활동, 비 

의식적 신체 활동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중등도 신체 활동

(moderate level physical activity)은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짧은 숨을 쉬지만, 힘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운동으로 정의된다. 고강도 신체 활동(vigorous 

physical activity)은 심장이 훨씬 빠르게 뛰고 짧고 가쁜 숨을 자주 

몰아쉬어서 옆 사람과 대화하기 어려울 정도의 활동으로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비 의식적인 신체 활동(incidental physical activity)은 교

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걸어가거나 집안일, 일상생활 동작의 수

행 등과 같이 하루에 생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체 활동으로 

정의된다(Glasgow et al., 2005).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사망률을 감소시키며, 사망률을 감소시키

지 않더라도 신체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1996년 Paffenbarger와 Lee 등의 연구는 신체 활동 수준이 높

을수록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였으며(Paffenbarge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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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987년의 Leon, Connett, Jacobs 등의 연구에서는 중등도의 

신체 활동을 보이는 사람은 가장 적은 신체 활동을 보이는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73% 정도로 낮음을 보고하였다(Leon et al., 1987). 

또한 사망률 감소 효과 이외에도 심뇌혈관 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

환의 위험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han et al., 2002). 

Francis는 1997년의 연구에서 심뇌혈관 질환과 신체 활동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체 활동을 하

지 않는 것은 심뇌혈관 질환의 가장 큰 수정 가능한 요인이었다

(Francis., 1997). Hu 등은 1999년 코호트 연구를 통해 걷기 활동을 

하는 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42%포인트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Hu et al., 1999).

  신체 활동은 신체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효과적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 Biddle 등의 2011년 연구에서는 체계적 고찰을 통

해 청소년에서 신체 활동을 할 경우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불안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Biddle et al., 2011). 2005년 

Penedo 등의 연구 또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Biddle 등의 연구

와 같이 신체 활동이 우울이나 불안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높인

다고 보고하였다(Penedo et al., 2005). 또한, Shephard 등의 1994년 

연구도 규칙적인 운동이 노인에서 부분적인 혹은 전신적인 장애나 

의료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상태를 늦춰 삶의 질을 향상시

킨다고 보고하였다(Shephard et al., 1994). 국내에서도 박수빈, 조맹

제 등의 2011년 연구에서 성인 6,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

체 활동이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키며, 중등도의 신체 활동이 알콜 



- 5 -

의존에 보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박수빈 등., 2011). 

  신체 활동이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생물학적 기전에 대해서는 명

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몇 가지 기전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나는 

운동 후에 신경전달 물질인 모노아민과 엔돌핀이 증가하여 정신건

강이 증진 된다는 것이다(Phillips et al., 2001). 또 다른 하나는 신체 

활동이 노인에서 우울증과 강한 연관이 있는 당뇨나 심장질환 등을 

예방 하는 효과가 있어, 신체 활동을 할 경우 이런 질환들의 발생

이 줄어들어 정신건강이 증진된다는 것이다(Roberts et al., 1997). 

그 외에도 자아 존중감의 증가, 사회적 지지의 인지, 자기 효능감의 

증가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우울감, 인지기능이 증진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Motl et al., 2005). 

  신체 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증진효과로 이외에도 국민 

의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Pratt 등의 2000년 연구는 미국

에서 모든 사람이 신체 활동 기준을 만족시킬 만큼 신체 활동을 할 

경우, 보수적으로 측정해도 연간 766억 달러의 직접 의료비가 절약 

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노인에서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신체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낮은 강도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

동은 지속적으로 수행할 때 효과가 나타난다(Lawrence, 2011). 운동

을 하지 않는 사람들, 특히 중년, 노인층에서는 고강도 운동이나, 

운동 프로그램으로 인한 신체 활동에 저항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

나 중등도 운동에는 저항감이 비교적 낮다(Laitakari et al., 1996). 

게다가 중등도 운동은 일단 시작하면 고강도 운동에 비해 지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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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더 높다(Sallis et al., 1986). 이 때문에 국제 지침에서는 노

인에게 중등도 신체 활동을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Haskell et al., 2007).

  이런 낮은 강도의 신체 활동 중 걷기 활동이 노인에서 추천되고 

있다. 걷기 활동은 어느 장소에서나 별다른 장비 없이도 수행할 수 

있으며, 운동 중 사고의 위험이 높은 노인에게 비교적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걷기의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걷기 

활동일 실천하고 있다. 1998년 미국의 BRFSS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 

노인들에서 여가시간에 하는 신체 활동 중 걷기가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Li et al., 2005). 이처럼 걷기 활동은 노인에서 별다른 

장비 없이 일상생활, 여가 시간 등 어느 때에도 수행할 수 있어 접

근성이 좋고,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 노인에서 선호도가 높으며, 지

속성이 좋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신체 활동이다.

다. 신체 활동과 정신건강의 관계 대한 선행연구 검토

  신체 활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 선행연구들

이 있었다. 관찰연구는 실제 환경에서 연구 이전에 생성된 자료로 

진행되어, 실험연구에 비해 빠르고, 더 적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배상열, 고대식 등의 2010년 연구는 국민건강영

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에서 신체 활동과 건강관련 삶의 질에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전국에서 조사된 대표성이 높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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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배상열 등., 2010). 또한 박

수빈 등의 2011년 연구는 전국의 6,510명의 성인을 조사한 대표성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신체 활동이 우울과 불안 등을 감소시켜 신

체 활동이 정신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결과를 발표 하였다. 이 연구

는 전국적으로 조사된 많은 표본수의 대표성 있는 자료를 사용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박수빈 등., 2011). 국외 연구로 Weuve 등

의 2004년 연구는 미국의 여성 18,000명을 대상으로 신체 활동과 

인지기능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이 연구는 미국 전역에서 조사된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과 인지기능을 1995년부터 

2001년까지 2년 단위로 조사하여 신체 활동과 인지기능의 인과적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Weuve et al., 2004). 

그러나 관찰연구는 기존의 자료로 많은 표본수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경우 신체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역인과성(reverse-causality), 자료에 필수

적인 변수가 빠져 있는 변수 누락 비뚤림(omitted variable bias) 등 

인과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관찰연구의 인과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종적

(longitudinal) 연구가 시행되었다. 종적연구에서는 신체 활동과 정신

건강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관찰하여 인과성이 진전 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되었다. Jonsdottir 등의 2010년 연구는 2004-2006년까지 

건강 보험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 3,717명을 대상으로 추적관찰을 

시행한 결과 가벼운 신체 활동, 중등도 이상의 신체 활동 모두 우

울감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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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활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시간적 선후관계가 비교적 명확하

여 관찰연구에 비해 인과적 추론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Jonsdottir et al., 2010). 그러나 종적연구는 연구 도중 탈락한 사

람들이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선택 비뚤림의 일종인 

추적 관찰 탈락 비뚤림(follow-up loss bias)으로 인해 결과가 비뚤릴 

가능성이 있다.

  관찰연구나 종적연구 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과 정신건강의 관계

를 연구하기 위해 무작위 대조군 연구로 대표되는 실험연구도 실행

되었다. 허윤구 등의 2014년 연구에서는 28명의 노인 여성을 대상

으로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시행한 결과, 13주간 걷기 활동을 수행

한 경우 우울증상 점수(CES-D)가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다(허윤구 

등., 2014). 또한 성기월의 2010년 연구에서도 노인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수행한 결과 12주의 걷기 운동을 

통해 KGDS (Korean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로 측정된 

우울정도가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다(성기월 등., 2010). 국외 연구

로는 King 등의 2007년 연구에서는 16주간 43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중등도 신체 활동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신체 활

동이 수면의 질을 증진시킨다고 보고하였다(King et al., 2007). 이런 

실험연구는 무작위 배정을 통해 혼란요인을 통제할 수 있고, 시간

적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신체 활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인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험연

구는 예산 등의 문제로 표본의 크기가 한정되며, 관찰 기간도 신체 

활동의 효과를 보기에는 짧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실험연구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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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 연구의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일반화가 어

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Conn과 Minor의 2003년 연구에서도 노인의 

신체 활동 대한 실험연구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결과 작은 

표본 수, 짧은 관찰 기간 등이 공통적인 한계라고 지적하였다(Conn 

et al., 2003). 

  이외에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수행한 연구도 있었다. 2011년 

Branas등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녹지가 늘어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이중차감법

(difference-in-differences)으로 분석하여 녹지의 증가로 인해 신체 

활동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는 결과를 통해 이를 신체 

활동이 증가하여 지역주민의 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는 신체 활동과 스트레스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는 못하였다(Branas et al., 2011).

라. 연구의 필요성

  선행연구를 통해 신체 활동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 밝혀져 왔다. 관찰연구는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한 자료

를 통해 신체 활동의 효과를 관찰할 수 있는 비교적 길게 관찰된 

자료를 통해 신체 활동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연구할 수 있었다. 그

러나 역인과성, 변수 누락 비뚤림 등의 문제로 인과성에 한계를 보

였다. 종적연구의 경우에는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인과적 추론을 강화하였지만, 추적 관찰 탈락 비뚤림의 문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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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실험연구는 무작위 배정을 통해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고 교란 요인을 통제하여 인과성 면에서 가장 강력하였지만, 현

실 세계를 바탕으로 한 자료가 아닌 실험실 기반의 자료라는 점과, 

예산, 인력 등의 한계로 신체 활동의 효과를 관찰하기에는 실험 기

간이 짧다는 점,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일반

화의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관찰연구 자료를 통해 실험연구와 비슷

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관찰연구보다 인과적 

추론을 강화하고 실험연구보다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집단을 넓히

며. 표본수와 관찰기간이 짧았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관찰연구 자료를 사용하여 종적연구의 추적 관찰 탈락 비뚤림의 가

능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는 실험 참여자나, 일부 직업군 등을 대상으로 하

였으며, 실제 지역사회에서의 효과를 본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이

번 연구에서는 201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전국 자료를 활용하여 지

역사회에서의 신체 활동의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

사는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서 자료가 조사 된 완결성 있는 자료로, 

지역사회에서의 효과를 대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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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에서 걷기 활동 실천이 정신건강

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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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자료

  이 연구는 2012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전국 253개 보건소에서 

시행된 201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전국자료를 이용하였다. 2012년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각 보건소별로 

평균 9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 훈련

된 조사원이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조사를 시행했으며, 컴퓨터를 통

해 조사가 진행되었다. 최종설문을 완료한 조사대상자는 총 228,921

명이었다.

2. 연구대상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최종 응답한 사람 중 일반적으로 신체 활동

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65세 이상 80세 이하의 노인 

50,163명 중 걷기 활동 실천 여부에 응답한 50,034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3. 변수정의

가. 결과변수: 정신건강 지표

  

  결과변수로는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정신건강 분야의 문항들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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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정신건강 분야의 문항은 우울감 경

험, 일상생활 스트레스 수준, 수면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연

구에서는 이 중 우울감 경험, 일상생활 스트레스 수준을 사용하였

다. 우울감 경험은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

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습니

까?”라는 설문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예”라고 답한 

군을 우울감 경험군으로 정의하였다. 일상생활 스트레스 수준 경험

군의 설문 문항은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

끼고 있습니까?”이었다. 이에 대해 “대단히 많이 느낀다.”, “많

이 느끼는 편이다.”, “조금 느끼는 편이다.” “거의 느끼지 않는

다.”로 답한 것을 사용하였다. 

나. 관심 독립변수: 걷기 활동 실천 여부

  관심 독립변수는 걷기 활동 실천 여부를 사용하였다. 걷기 활동

은 노인에서 접근성이 좋으며,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 지속성이 좋

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신체 활동이다. 걷기 활동 실천의 설문 문항

은 “최근 1주일 동안 한 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걸었던 날은 며칠

입니까?”, “이러한 날 중 하루 동안 걷는 시간은 보통 얼마나 됩

니까?”이었다. 걷기 활동 실천은 1주일 동안 5일 이상을 하루 30

분 이상 걷기 활동을 실천했다고 답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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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구변수: 운동 장소 접근성

  도구변수는 운동 장소 접근성을 사용하였다. 운동 장소 접근성의 

설문 문항은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운동

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까?”이었다. 이에 대

해 “매우 쉬웠다.”, “쉬운 편 이었다.”, “어려운 편 이었다.”, 

“매우 어려웠다.”로 답한 것을 사용하였다.

라. 기타 독립변수

  기타 독립변수는 관심 독립변수 이외에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조사된 변수 

중 가구소득, 거주지역, 결혼 상태, 교육수준, 직업 유무, 음주

(AUDIT), 현재흡연자, 중증질환 의사 진단 경험, 만성질환 의사 진

단 경험이 선정되었다(질병관리본부, 2013). 

  사회·경제적 변수들은 가구소득, 거주지역, 결혼 상태, 교육수준, 

직업 유무가 있다. 가구소득은 지난 1년간 가구의 임금, 부동산 소

득, 연금, 이자, 정부 보조금, 친척이나 자녀들의 용돈 등 모든 수입

을 합친 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것으로 정의하였다. 거주지역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읍/면’이라고 답한 경우, ‘동’으로 

답한 경우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결혼 상태는 현재 결혼하여 배우

자가 있는 경우는 ‘결혼 상태’, 미혼이거나 이혼, 사별 등으로 현

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미혼 상태’로 정의하였다. 교육수준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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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직업 

유무는 직업을 묻는 문항에서 주부 혹은 무직이라고 답한 경우를 

‘무직업자’ 그 외의 대답은 ‘유직업자’로 정의하였다. 

  건강 행태 변수들은 음주와 흡연 변수가 있다. 201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는 음주 행태를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알코올 의존 

및 문제 음주 측정 도구인 AUDIT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AUDIT 평가 결과 0-7점

을 ‘정상음주군 및 비음주자’, 8-12점을 ‘문제 음주군’, 13-19

점을 ‘알코올 섭취장애군’, 20-40점을 ‘알코올 의존군’으로 분

류하였다. 흡연 여부는 조사 대상 중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5갑

(10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웠다고 답한 군 중 현재도 담배를 피우

고 있다고 대답한 군을 ‘현재 흡연자’군으로, 5갑 이상 담배를 

피우지 않았거나, 5갑 이상의 담배를 피웠지만, 현재는 피지 않는다

고 답한 군을 ‘현재 비흡연자’군으로 정의하였다. 

  신체 건강 변수로는 중증질환 의사진단 경험, 만성질환 의사진단 

경험이 있다. 중증질환 의사진단 경험 여부는 조사 대상 중 뇌졸중, 

심근경색증, 협심증 중 한 가지 질병이라도 의사에게 진단받았다고 

답한 군을 ‘중증질환 의사진단 경험군’으로 한 가지도 진단받지 

않은 군을 ‘중증질환 비이환군’으로 정의하였다. 만성질환 의사

진단 경험 여부는 조사 대상 중 고혈압, 당뇨병 중 한 가지 질병이

라도 의사에게 진단받았다고 답한 군을 ‘만성질환 의사진단 경험

군’으로 두 질병 중 한 질병도 진단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만성

질환 의사진단 비경험군’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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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가. 연구모형

  이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MENTAL은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우울감 경험,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를 나타낸다. α는 상수를, WALK는 걷기 활동 실천 여부를, X

는 그 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수를 나타내고, 

ε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이 연구의 가설은 우울감 경험, 주관적 스

트레스 인지에 β가 음의 계수를 가져 정신건강에 보호 효과를 나

타낸다는 것 이다. 

  이 통계분석의 주요문제는 회귀 모형의 걷기 활동 실천과 오차항

이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걷기 활

동을 실천할 확률이 높은 역인과성이 존재한다. 또한 걷기 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신체건강이 증진되어 정신건강이 좋아지지만, 이는 

자료에서 조사되지 않아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 누락 비뚤림이 

존재하여, 걷기 활동 실천이 오차항(ε)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

렇게 오차항과 독립적이지 않고 연관이 있는 경우 내인성

(endogeneity)이 있다고 하며, 내인성이 있는 변수를 내인성 변수라

고 한다.

  일반적인 회귀분석으로 분석을 시행할 경우 오차항과 연관이 있

는 부분이 함께 계산되기 때문에 회귀분석의 가정에 위배되어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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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실천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할 수 없게 된

다. 그러나 만약 오차항과 연관이 있는 부분과 관련이 없는 부분을 

나눌 수 있다면 걷기 활동 실천의 효과를 역인과성의 문제와 변수 

누락 비뚤림의 문제없이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이 연구

에서는 2 단계 도구변수 분석(IV-2SLS)을 사용하였다. 

  2 단계 도구변수 분석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걷기 활동 실천 변

수에서 오차항과 연관이 없는 부분을 분리해 내는 단계로 도구변수

를 사용하여 각 표본에서 걷기 활동을 실천할 확률(probability)을 

구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1 단계 분석에서 구한 걷기 활동을 실

천할 확률을 분석 모형에서 오차항과 연관이 될 수 있는, 내인성 

변수인 걷기 활동 실천을 대체 하여 회귀 모형의 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2)     

  (1)은 도구변수 분석 1 단계를, (2)는 2 단계를 나타낸다. (1)에서 

Z는 도구변수를 나타내고 π는 상수를 ω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도

구변수가 (2)의 오차항과 독립적이라면, (1)에서 도구변수(Z)로부터 

추정되는 π+χZ 부분 또한 오차항과 독립적인 부분이 되고, 도구

변수로 추정되지 않고 남게 되는 ω는 (2)의 오차항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된다. 따라서 도구분석 1 단계를 통해 π와 χ를 회귀

분석으로 계산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할 확률()을 구하여 이를 

(2)과 같이 걷기 활동 실천을 대체하게 되면 오차항과 독립적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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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구변수 분석은 1단계 분석을 통해서 관심 독립변수의 오차항과 

연관이 없는 부분을 분리해 냄으로서, 마치 실험연구 환경을 가상

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적절한 도구변수라면 도구변수에 의해 

다른 설명 변수들은 각 군 간의 차이가 없도록 나누어지는 가상의 

무작위 상태(pseudo-randomization)가 되며, 관심 결과 변수만이 도

구변수에 의해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이 경우 무작위 대조군 연구

와 같은 상태가 되어 한계집단에서의 효과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일

반화가 제한되게 된다.

나. 도구변수 선정

  일반회귀분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변수를 선정

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 번째는 관심 독립

변수를 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결과 

변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결과변수와 

도구변수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면, 2 단계 분석의 오차항과 독

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도구분석의 기본 가정에 위배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도구변수로 운동 

장소 접근성을 활용하였다. 운동 장소 접근성은 앞서 기술한 도구

변수의 조건에 따라 걷기 활동 실천 여부를 잘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이를 그림

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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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적절한 도구변수의 DAG (Directed Acyclic Graphs) 

  

  운동 장소 접근성이 높아 운동 장소를 찾기 쉬운 경우, 찾기 어

려운 경우보다 걷기 활동을 실천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따라서 운

동 장소 접근성은 걷기 활동 실천을 강하게 예측할 수 있어 도구변

수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 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 회귀분석에서 도구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고, 

F-test에 기초한 검정을 시행하였다. 이 분석의 귀무가설은 도구변

수가 걷기 활동 실천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귀무가설

을 기각하는 경우, 도구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걷기 활동 실

천을 예측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F값의 크기는 얼마나 도구변

수가 걷기 활동 실천을 잘 예측하는지를 보여주며, 통상적으로 도

구변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F값이 10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leibergen & Paap, 2006). 

  도구변수의 두 번째 필요조건은 지역사회에서의 운동 장소 접근

성은 정신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 장소 접근성이 높은 경우 공원 같은 녹지나 강변 등이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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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시각적인 효과로 인하여 우울감이 

해소되거나 스트레스가 감소할 수 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시·
군을 고정효과를 도구변수 분석에 혼합하여 각 시·군내에서 운동 

장소 접근성이 향상되었을 때의 효과로 한정할 수 있었다. 이는 각 

시·군내에서는 운동 장소 접근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

가 없을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도구변수가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도구변수에 의해서 각 독

립변수들이 무작위적(randomization)으로 나뉘는지를 확인하였다. 도

구변수가 타당하다면 도구변수에 의해서 각 독립변수들의 무작위화

가 이루어 질 경우, 각 변수에서 운동 장소 접근성에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분석을 시행한 결과 성별, 교육수준, 결혼 

상태, 소득 등에서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직업, 흡연, 음주, 중증질

환 경험, 만성질환 경험 변수들에서는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비록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소득 등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에서 도구변수에 의해 차이가 나타났지만, 정신건강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되는 중증질환 경험, 만성질환 경

험 등의 신체 건강변수나 흡연, 음주 등의 건강 행태를 나타내는 

변수들에서는 도구변수에 의해 무작위화 되는 모습을 보였다. 비록 

도구변수에 의해 개인의 특성까지 모두 무작위화 되지는 않았지만, 

정신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은 무작위화 되

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개인적 특성들은 연구모형에 포함하여 

보정할 경우 도구변수로서 운동 장소 접근성을 사용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하였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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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동 거주 읍·면 거주

일반주택 아파트 일반주택 아파트

성별 + + + +

교육수준 + + + -

직업 유무 - - - -

결혼 여부 + + + -

소득 수준 + + + -

현재흡연자 여부 - - - -

음주(Audit 분류) - - + -

중증질환 경험 여부 + - - -

만성질환 경험 여부 - + - +

표 1. 도구변수의 타당성 검사

†카이제곱 분석의 결과를 제시함. +: 유의한 차이가 있음. -: 유의한 차이가 없음.

다. 통계적 분석방법

  이번 연구의 결과 변수인 우울감 경험과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는 

각각 이분 변수와 순위 변수이다. 결과 변수가 이분형 변수이거나 

순위 변수인 경우 선형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 대신에 프

로빗(probit)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프로빗 모

형으로 분석을 시행하여 선형회귀분석 모형과 비교하여 적절한 분

석 방법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프로빗 모형으로 분석한 

우울감 경험에서의 걷기 활동의 효과는 선형 회귀분석에서의 효과

와 비슷한 크기를 나타내었다(표 2). 그러나 프로빗 모형을 사용할 

경우,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의 경우 순위형 변수로 되어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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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도구변수 미사용 도구변수 사용

프로빗분석

(걷기 운동 실천의 

한계효과 추정치)

-0.016*** -0.128***

선형 회귀분석 -0.016*** -0.104**

표 2. 프로빗분석 결과와 선형회귀분석 결과 비교(우울감 경험) 

이분형 변수로 바꾸어서 분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네 가지로 구

분된 변수를 이분형 변수로 변경하면서 스트레스 수준을 정확히 반

영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프로빗 모형에서는 시·군 

고정효과를 혼합한 도구변수 분석을 할 수 없어 도구변수의 적절성

에 대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분석에서는 프로

빗분석 대신에 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프로빗분석의 한계효과 추정치와 선형회귀분석의 회귀계수를 제시함. 

*p<0.05, **p<0.01, ***p<0.001.

  2 단계 도구 분석 시에 운동 장소 접근성이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정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 등 지

역적 차이가 걷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정하기 위하여 시·군을 

고정효과로 하는 분석을 도구변수 분석에 혼합하여 분석을 시행하

였다. 시·군을 고정효과로 분석하는 경우 각 시·군의 차이가 전부 

보정되게 된다. 시·군의 구분은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시행된 보건소

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고정효과를 고려한 분석과 고려하지 

않은 분석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모델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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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할 방법은 총 4가지이다. 첫 번째는 일반회귀

분석이다. 두 번째는 도구변수를 사용한 회귀분석이다. 세 번째는 

시·군의 고정효과를 고려한 일반회귀분석, 네 번째는 시·군의 고정

효과와 도구변수를 혼합하여 사용한 회귀분석이다.

  도구변수 분석 후에는 도구변수 모형의 내인성 검사를 시행한다. 

이 검사의 귀무가설은 분석에 내인성이 없어 일반회귀분석(OLS)과 

도구변수 분석의 결과가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귀무가설을 기각하

는 것은 2 단계 도구변수 분석이 일반회귀분석(OLS)보다 선호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2 단계 도구변수 분석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강건성 검사(robustness check)를 시행하였

다. 이를 위해관심 독립변수를 걷기 활동 실천여부가 아닌 일주일

간 걷기 활동 실천 시간으로 변경하여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표본 

집단을 여성 노인, 남성 노인, 동 지역 거주자, 읍·면 지역 거주자, 

중등도 이상 신체 활동 실천을 하지 않는 노인, 65세 미만의 인구

로 변경하여 동일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에서 빈도분석은 SPSS 20.0 for windows, 도구변수 분석 및 

고정효과를 고려한 회귀분석은 Stata 11.2 for windows를 이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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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경우 우울감을 경험한 경우가 5.1%, 걷기 

활동을 실천하지 않는 군에서는 7.1%로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경우 

우울감을 경험하는 분율이 적었다.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수준

의 경우도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혹은 많이 느꼈다고 답한 군의 

비율이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군에서는 각각 2.5%, 17.1%인데 비해 

걷기 활동을 실천하지 않는 군에서는 3.6%, 21.6%로 걷기 활동을 

실천하지 않는 군에서의 비율이 높았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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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총계

(N=50,034)

걷기 활동 

실천

(N=20,570)

걷기 활동 

미실천

(N=29,464)
결과 변수
  우울감 경험(경험=1, 미경험=0) 6.3% 5.1% 7.1%
  일상생활 스트레스 수준
    대단히 많이 느낌 3.2% 2.5% 3.6%
    많이 느낌 19.8% 17.1% 21.6%
    조금 느낌 44.2% 45.7% 43.1%
    거의 느끼지 않음 32.9% 34.7% 31.7%
도구변수
  운동 장소 접근성
    매우 쉬움 19.3% 23.1% 16.7%
    쉬운 편 49.1% 51.2% 47.7%
    어려운 편 22.0% 18.5% 24.5%
    매우 어려움 9.5% 7.2% 11.1%
기타 설명변수
  나이 71.75 71.27 72.08
  여성(1=여성, 0=남성) 57.6% 52.8% 60.9%
  연간 가구소득(만원) 734.08 780.21 702.44
  읍/면 거주(1:읍/면, 0=동) 64.0% 57.8% 68.0%
  결혼 상태(1:결혼, 0=미혼,이혼,사별) 66.6% 69.3% 64.8%
  교육수준
    무학 42.5% 38,2% 45.5%
    초등학교 졸업 37.7% 38.5% 37.2%
    중학교 졸업 13.7% 15.6% 12.4%
    고등학교 졸업 1.1% 1.3% 1.0%
    대학교 이상 4.9% 6.3% 4.0%
  음주
    미 음주자 및 정상 음주자 93.5% 92.8% 94.1%
    상습 과음자 5.3% 6.0% 4.8%
    문제 음주자 0.7% 0.7% 0.6%
    알코올 의존 0.5% 0.5% 0.5%
    현재 흡연자

    (1=현재 흡연자, 0=현재 비흡연자)
12.6% 12.5% 12.7%

  직업 유무(1=있음, 0=없음) 43.5% 45.8% 41,8%
  중증질환 경험(1=있음, 0=없음) 12.4% 10.9% 13.4%
  만성질환 경험(1=있음, 0=없음) 56.4% 55.1% 57.4%

표 3. 일반적 특성

†2012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65-80세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함(N=5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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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귀모형 분석결과

  1 단계 분석 결과 운동 장소 접근성은 걷기 활동에 유의하게 예

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시·군 고정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도구분석의 경우 F값은 92.79으로 나타나 운동 장소 접근성이 

걷기 활동을 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인성 검사에서는 

귀무가설이 5% 수준에서 기각되어 일반회귀분석보다 도구분석이 

더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고정효과를 고려한 도구분석의 

경우 F값은 2.38로 낮았다. 이는 통상적으로 도구변수 분석을 위해

서는 F값이 1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가정에 미치지 못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시·군 고정효과를 통해 지역의 

변이가 모두 보정되면서 운동 장소 접근성이 걷기 활동을 예측하는 

부분이 과도하게 보정되어 F값이 낮아진 것이기 때문에, 도구변수 

분석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내인성 검사에서는 모두 p값이 0.05

보다 작게 나타나 도구분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경험의 경우 네 가지 분석에서 모두 걷기 활동 실천이 유

의미하게 우울감 경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귀분석에

서는 효과가 –0.016로 나타났으며, 시·군 고정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도구변수 분석만을 활용하여 분석한 경우 –0.104로 효과가 일반회

귀분석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시·군 고정효과를 고려한 상태에서 

일반회귀분석을 시행한 경우 효과는 –0.017로 시·군 고정효과를 고

려하지 않은 경우와 비슷하였으며, 도구변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0.106으로 이 또한 시·군 고정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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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사용한 경우와 비슷한 크기의 효과를 보였다(표 5).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또한 네 가지 분석에서 모두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귀분석을 사용한 경우 시·군 고정

효과를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0.084, -0.089로 

나타나 효과의 크기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였으며, 도구변

수 분석을 사용한 경우에도 각각 -0.912와 -0.891로 일반회귀분석보

다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나 시·군 고정효과를 고려한 것과 고려하

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표 6).

  결과의 강건성 검사(robustness check)를 위해 관심 독립변수를 

주당 걷기 활동 실천 시간으로 하여 분석하고, 각 표본 집단의 정

의를 바꾸어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분석 또한 남성 노인만을 표본 

집단으로 정의한 경우를 제외하면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도구변

수 분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결과는 제시하지 않음).

  강건성 검사 결과 관심 독립변수를 주당 걷기 활동 실천 시간으

로 바꾼 경우, 주 당 1시간 걷기 활동을 실천할 때마다 우울감 경

험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도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구결과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걷기 활동 실천 여부와 실천 시간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의 방

향이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 지역 거주자, 읍·면 지역 

거주자로 표본 집단을 구분하여 시행한 분석에서는 시·군 고정효과

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시·군 고정효

과를 고려한 경우에는 동 지역 거주자에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표본 집단을 여성 노인, 남성 노인으로 구분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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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여성 노인에서 남성 노인에서 보다 걷기 활동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도 이상 신체 활동을 실천하지 않는 노인

만을 대상으로 분석 한 결과 중등도 이상 신체 활동을 실천하는 노

인을 포함한 경우보다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65세 미만의 인구

를 표본 집단으로 하여 분석한 경우, 우울증 경험은 걷기 활동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노인 인구에 비해 효과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은 노인 인구에 비해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7).

  네 가지 분석 중 이번 연구에서 최종 결과로 사용할 분석결과는 

시·군 고정효과를 혼합한 모형의 도구변수 분석결과이다. 시·군 고

정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회귀분석의 경우에는 일반 인구 집단

에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역인과성의 문제, 변수 누락 비뚤림의 

인과성의 문제와 각 지역의 차이를 충분히 보정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시·군 고정효과를 혼합한 모델에서의 일반회귀분석은 

지역 간의 차이는 보정할 수 있으나 일반회귀분석의 인과성의 한계

가 존재한다. 시·군 고정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도구변수 분석 결과

는 일반회귀분석 보다 인과적 추론을 강화할 수 있지만 각 지역 간

의 차이를 보정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도구변수의 2가지 가정 중 

하나인 도구변수가 결과변수와 직접 연관이 없어야 한다는 가정이 

위배될 수 있다. 따라서 시·군 간의 차이를 보정할 수 있으며, 인과

적 추론도 강화할 수 있는 시·군 고정효과를 혼합한 도구분석 모형

의 결과를 사용한다.



- 29 -

변수 회귀계수 95% 신뢰구간
도구변수
  운동 장소 접근성
    매우 쉬움 0.126*** 0.107, 0.146
    쉬운 편 0.079*** 0.063, 0.096
    어려운 편 0.019*** 0.002, 0.037
    매우 어려움 — —
기타 설명변수
  나이 -0.007*** -0.008, -0.005
  여성(1=여성, 0=남성) -0.059*** -0.072, -0.0471
  연간 가구소득(백 만원) 0.0007  -0.0004, 0.0018
  읍/면 거주(1:읍/면, 0=동) -0.097*** -0.124, 0.070
  현재 흡연자 -0.051*** -0.066, -0.035
  음주
    미음주자 및 정상 음주자 —
    상습 과음자 0.02 -0.001, 0.043
    문제 음주자 -0.005 -0.064, 0.054
    알코올 의존 -0.014 -0.087, 0.058
  직업 유무(1=있음, 0=없음) 0.043*** 0.023, 0.063
  결혼 유무

  (1=기혼, 0=미혼, 이혼, 사별)
-0.001 -0.022, 0.002

  교육수준
    무학 -
    초등학교 졸업 0.008 -0.005, 0.021
    중학교 졸업 0.021* 0.002, 0.039
    고등학교 졸업 0.036 -0.01, 0.083
    대학교 이상 0.053* 0.022, 0.083
  중증질환 경험 -0.047*** -0.061, -0.032
  만성질환 경험 0.018*** -0.027, -0.009
상수 1.035*** 0.931, 1.141
총 관찰 수 41,128
F 값 92.79

표 4. 1 단계 분석 결과(걷기 활동 실천)

†분석의 회귀계수 및 95% 신뢰구간을 제시함.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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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시·군 고정효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시·군 고정효과 

고려한 경우
도구변수 

미사용

도구변수

사용

도구변수

미사용

도구변수

사용
걷기 운동 실천 -0.016*** -0.104** -0.017*** -0.106***

나이 -0.002*** -0.002*** -0.001*** -0.002***

여성 0.02*** 0.015*** 0.019***  0.014***

연간 가구소득

(백 만원)
-0.001*** -0.001*** -0.001*** -0.001***

읍/면 거주 -0.021***  -0.031*** -0.004 -0.007
현재 흡연자 0.013*** 0.008  0.013** 0.009*

음주
  미음주자 및   

  정상 음주자
- - - -

  상습 과음자 0.006 0.008 0.004 0.006
  문제 음주자 0.024  0.021 0.02 0.019
  알코올 의존  0.073**  0.069*** 0.067***  0.063***

직업 유무 -0.024*** -0.02*** -0.024*** -0.019***

결혼 유무 -0.018*** -0.019*** -0.017*** -0.018***

교육수준
  무학 - - - -
  초등학교 졸업 -0.01**  -0.009** -0.01** -0.009**

  중학교 졸업 -0.014** -0.011** -0.016***  -0.013**

  고등학교 졸업 -0.018 -0.011 -0.019 -0.014
  대학교 이상 -0.011 -0.004  -0.015* -0.009
중증질환 경험 0.031***  0.027*** 0.03*** 0.027***

만성질환 경험 0.003 0.002 0.002  0.001
상수 0.212*** 0.303***  0.191***  0.279***

표 5. 회귀모형 분석 결과(우울감 경험)

†분석의 회귀계수를 제시함.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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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시·군 고정효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시·군 고정효과 

고려한 경우
도구변수 

미사용

도구변수

사용

도구변수

미사용

도구변수

사용
걷기 운동 실천 -0.084*** -0.912*** -0.089***  -0.891***

나이 -0.011***  -0.017*** -0.011***  -0.016***

여성 0.227***  0.177*** 0.224*** 0.177***

연간 가구소득

(백 만원)
-0.006***  -0.005*** -0.006*** -0.005***

읍/면 거주 -0.061***  -0.154*** -0.041*  -0.096***

현재 흡연자 0.1*** 0.052** 0.098***  0.056**

음주
  미음주자 및   

 정상 음주자
- - - -

  상습 과음자 0.006 0.027  0.005 0.031
  문제 음주자  0.083 0.084 0.083 0.088
  알코올 의존 0.312*** 0.291*** 0.291*** 0.264***

직업 유무 -0.003 0.031** -0.004 0.035**

결혼 유무 0.095*** 0.087*** 0.096***  0.087***

교육수준
  무학 - - - -
  초등학교 졸업 -0.069***  -0.057*** -0.070***  -0.063***

  중학교 졸업 -0.09***  -0.064*** -0.096***  -0.072***

  고등학교 졸업 -0.103** -0.06 -0.107** -0.077
  대학교 이상 -0.131*** -0.075** -0.14***  -0.096***

중증질환 경험 0.137***  0.096***  0.133***  0.098***

만성질환 경험  0.012 0.001 0.012    0.002
상수 2.624***  3.48***  2.613*** 3.412***

표 6. 회귀모형 분석 결과(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분석의 회귀계수를 제시함.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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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변수

시·군 고정효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시·군 고정효과 

고려한 경우
도구변수 

미사용

도구변수

사용

도구변수

미사용

도구변수

사용
연구결과(N=50,034)
우울감 경험 -0.016*** -0.104** -0.017*** -0.106***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0.084*** -0.912*** -0.089*** -0.891***

관심 독립변수: 주당 걷기 활동 실천 시간(N=50,034)
우울감 경험 -0.0008*** -0.003*** -0.0009*** -0.011***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0.003*** -0.106*** 0.003*** -0.127***

동 지역 거주자(읍․면 지역 거주자 제외)(N=18,433)
우울감 경험 -0.018*** -0.1*** -0.021*** -0.133***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0.089*** -0.857*** -0.099*** -0.883***

읍․면 지역 거주자(동 지역 거주자 제외)(N=31,601)
우울감 경험 -0.015*** -0.109*** -0.014*** -0.091**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0.079*** -0.916** -0.081*** -0.892***

남성 노인(여성 노인 제외)(N=28,802)
우울감 경험 -0.013*** -0.068 -0.013*** -0.078*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0.085*** -0.833*** -0.096*** -0.824***

여성 노인(남성 노인 제외)(N=21,232)
우울감 경험 -0.019*** -0.127** -0.019*** -0.122**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0.084*** -0.937*** -0.084*** -0.932***

걷기 활동만 하는 노인(중등도 이상 신체 활동 실천자 제외)(N=39,364)
우울감 경험 -0.019*** -0.118*** -0.02*** -0.125***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0.093*** -0.772*** -0.1*** -0.777***

65세 미만(N=160,464)
우울감 경험 -0.004** -0.035 -0.005*** -0.05*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0.035*** -1.08*** -0.04*** -0.983***

19-40세(N=62,515)
우울감 경험 0.0002 -0.026 -0.0001 -0.064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0.006 -0.764*** -0.013* -0.879***

41-64세(N=97,949)
우울감 경험 -0.005** -0.035 -0.006*** -0.03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 -0.044*** -1.207*** -0.054*** -1.021***

표 7. 강건성 검사(robustness check) 

†각 분석의 회귀계수를 제시함.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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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1.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 노인에서 걷기 활동 실천이 정신건강에 미

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에서 걷기 활동을 실천하

게 될 경우 정신건강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경험은 

10.6% 포인트 감소하며, 주관적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하는(β

=-0.891)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정신건강 증진 효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Worburton 등은 2006년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

하여 지속적인 운동은 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켜 정신건강에 도

움을 준다고 발표하였다(Worburton et al, 2006). 허윤구 등의 2014

년 연구에서는 28명의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군 연

구를 통해 13주간 걷기 활동을 수행한 경우 우울증상 점수(CES-D)

가 대조군에 비해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였다(허윤구 등., 2014). 또

한 성기월의 2010년 연구에서도 노인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

위 대조군 연구를 수행한 결과 12주의 걷기 운동을 통해 

KGDS(Korean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로 측정된 우울정

도가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다(성기월 등., 2010). 이런 걷기 활동

의 효과의 기전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신경전달 물질인 

모노아민과 엔돌핀이 증가하거나(Phillips et al., 2001), 노인에서 우

울증과 강한 연관이 있는 당뇨나 심장질환 등을 예방하여 정신건강

이 증진될 수 있으며(Roberts et al., 1997), 신체 활동을 통해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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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감의 증가, 사회적 지지의 인지, 자기 효능감의 증가로 정신건

강이 증진될 수 있다(Motl et al., 2005).

  이번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와 같이 신체 활동이 정신건강에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만 아니라, 효과의 크기가 일반회귀

분석을 했을 경우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의 크기가 차이

가 나타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걷기 활동 실천의 효과가 역인과

성, 변수 누락 비뚤림의 문제로 인하여 일반회귀분석에서 과소 추

계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구변수를 사용함으로써 이러

한 문제들로 인한 오류가 줄어들어 걷기 활동 실천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걷기 활동 실천의 한계 인구에서의 

효과를 측정하는 도구변수 분석의 특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선행연

구나 일반회귀분석의 결과들은 전체 집단에서 운동 장소 접근성이 

향상 되었을 경우에 정신건강의 증진 효과를 분석한다. 그러나 도

구변수 분석의 경우에는 운동 장소 접근성이 향상 될 경우 걷기 운

동을 하게 될, 정책의 대상이 되는 한계 인구에서의 효과를 분석한

다.

  이 때문에 우울감 경험이 걷기 활동의 효과로 10.6% 포인트 감소

할 수 있다. 우울감 경험을 느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6.3% 

이지만 연구 결과에서는 10.6%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걷기 활동을 시행하는 경우 전체 인구 집단에서 우울감 경험

을 느끼는 사람보다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한계 인구 집단에서 우울감 경험을 한 인구의 분율

이 높아서 일 수 있다. 우울감을 경험한 6.3% 인구가 한계 인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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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해당하지 않는 집단보다, 한계 인구 집단에 더 많이 분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인구 집단에서의 우울감을 경험한 사람은 

6.3%이지만, 한계 인구 집단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그 분율이 

10.6%가 넘기 때문에 우울증 경험률이 10.6% 포인트 감소하는 결과

가 나타날 수 있다. 

  강건성 검사 결과 여성 노인에서의 걷기 활동의 효과가 남성 노

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신체 활동을 실천하는 인구가 적어, 운동 장소 접근성이 향상 될 

경우 걷기 운동을 실천하게 될 인구가 남성 노인보다 더 많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2005년 Lee의 연구에서도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신체 활동이 더 적다는 결과를 보였다(Lee, 2005). 2012년 오

두남 등의 연구에서도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분석 한 

결과 여성 노인의 신체 활동이 남성 노인 보다 적다는 결과를 발표 

하였다(오두남 등., 2012). 

  또한 동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효과가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 비하여 크게 나타났다. 이는 도시 지역의 노인은 대중교통 

수단 등을 통해 이동하고, 평소에 걷기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적어 읍·면 지역에 비해 더 적어 운동 장소 접근성이 향상되어 걷

기 활동을 하게 되는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효과가 더 크게 나타

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1년 Lawrence의 연구에서는 도시 

지역 사람들은 차도가 많아 신체 활동 장소가 부족하며, 대중교통 

등의 이용으로 신체 활동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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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rence, 2011). 

  65세 미만의 인구의 경우에는 걷기 활동이 우울증 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노인에 비해 효과의 크기가 

작았다. 이는 몇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65세 미만의 인구에서

는 우울증과 강한 연관이 있는 당뇨나 심장질환 등을 예방하여 정

신건강이 증진되는 효과가 노인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적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운동 장소 접근성이 증가

할 경우 걷기 활동을 하게 될 한계 인구에서의 효과이다. 젊은 층

에서는 걷기 활동을 하는 비율이 이미 높아 운동 장소 접근성이 좋

아져 걷기 활동을 하게 되는 한계 인구가 적어 효과가 작게 나타났

을 수 있으며, 걷기 활동이 아닌 중등도 이상의 비교적 높은 강도

의 운동을 시행할 가능성이 노인 인구에 비해 높아 이런 결과가 나

타났을 수 있다. 이 결과는 젊은 층에서는 이미 걷기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나, 고강도의 운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운동 장소 

접근성이 향상되어 걷기 활동을 실천하여도 노인인구 만큼 정신건

강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연구의 대상

을 노인으로 한정한 것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강건성 검사에서 결과 변수 및 표본 집단을 변경하여 

연구 결과의 차이를 확인 하였다. 결과 변수를 변경하였을 경우 직

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결과의 패턴이 비슷하며, 표본 집단을 

변경한 경우에도 연구결과와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차이가 크게 

나타나더라도 이에 대한 인과적인 설명이 가능하여, 이번 연구의 

결과가 강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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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가. 도구변수의 타당성에 대한 고찰

  이번 연구에서는 운동 장소 접근성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분석

을 시행하였다. 운동 장소 접근성의 도구변수로서의 타당성에 대해 

몇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도구변수로 사용한 운동 장소 접근성이 객관적으로 측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운동 장소 접근성은 장소 접근성에 대한 인

지를 나타낸다. 개인에 따라 동일한 장소 접근성을 지녔더라도 이

에 대한 인지는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정신건강이 나쁜 사람

은 장소 접근성에 대한 인지가 나쁠 수 있어 도구변수는 결과변수

와 독립적어야 한다는 가정이 위배될 수 있다. 둘째, 운동 장소 접

근성이 걷기 활동 실천과 같은 시점에서 조사 되어 역인과성의 문

제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도구변수 분석을 통해 역인과성을 해결하

기 위해서는 운동 장소 접근성이 우연히 증가한 지역에서 걷기 활

동이 조사 된 자료를 통해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운동 장

소 접근성이 걷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시간적 선후관

계가 존재 하며, 이를 통해 이번 연구에 비해 더 인과성이 높은 연

구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

해 운동 장소 접근성과 걷기 활동 실천이 한 시점에서 조사 되어, 

운동 장소 접근성과 걷기 활동 실천에 시간적 선후 관계를 알 수 

없어 역인과성을 완전히 해결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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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운동 장소 접근성은 도구변수로서 의

의가 있다. 운동 장소 접근성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내에서 찾

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도구변수이다. 걷기 활동을 강하게 예측하

며, 정신건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도구

변수의 가정을 만족한다. 비록 운동 장소 접근성은 객관적으로 측

정된 것은 아니지만, 측정된 접근성 또한 같은 거리라도 사람에 따

라 다르게 인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객관적인 거리도 중요할 

수 있지만, 같은 거리라도 개인의 운동 장소 접근성에 대한 인지에 

따라서 신체 활동을 결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측정된 접근성에 

비해 더 부정확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나. 기타 연구방법의 한계

 도구변수의 적절성에 관한 논의 외에 연구자료 및 방법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 활동이 측정 된 것이 아닌 설문으로 조사되었다. 신체 

활동이 측정된 것이 아닌 설문자의 대답에 의해서 조사되었기 때문

에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걷기 활동을 실천한 사람일 

지라도 그 안에서 걷기 활동의 강도나 시간은 각자 다를 수 있고, 

이 차이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설문 조사로만 진행되어 정확한 신체

건강에 대해서 측정할 수 없었다. 신체건강은 노인에서 정신건강에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자, 신체건강에 대해 정확히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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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면, 걷기 활동의 신체적, 정신적 효과를 모두 확인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회상 비뚤림의 가능성이 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1년 마

다 시행하고, 그때 마다 지난 1년의 상황을 묻는 설문이 많아 회상

을 하면서 설문자들이 대답에 대한 답을 잘 기억하지 못하여 잘못

된 대답을 하는 회상 비뚤림의 가능성이 존재 한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중증질환 의사 진단 경험, 만성질환 의사 진단 경험, 우울감 

경험 등의 변수는 노인에서 회상 비뚤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지역사회 노인 중 80세 이하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

에서는 도구변수의 적절성을 위해서, 도구변수가 적절하게 기능하

는 65-80세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 후속 연구방향

  이상의 연구한계를 극복하고 인과성이 높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운동 장소 접근성이 향상되는 지역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운동 장소 접근성이 우연히 향상된 지역에 대한 자료

를 얻을 수 있다면 인과성의 문제를 좀 더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운동 장소 접근성에 해당하는 공원이나, 운동 시설 

등 지역사회의 환경에 대한 전국 자료를 시군구 단위로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자료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접 개

입을 통한 연구도 가능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 공터를 녹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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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공원 등의 운동 장소 접근성을 증가시키는 사업을 시행하

고, 그 전과 후의 차이를 운동 장소 접근성이 증가하지 않은 지역

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더 인과성이 높은 연구를 수행할 수도 있다.

  둘째, 신체에 대한 계측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신체 건강

에 대해서는 설문으로만 조사되어 정확한 신체 건강을 알 수 없었

다. 신체 건강에 대한 측정이 가능해 질 경우, 노인에서 신체 건강 

및 정신건강에 신체 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모두 연구할 수 있으며, 

또한 정확히 측정된 신체 건강을 모형에 넣음으로써 연구모형이 현

재보다 더 정확해 질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라. 연구방법의 의의

  이번 연구는 앞선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의가 있다.

  첫째,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인과적 추론을 강화하였다. 관찰연구

로 진행된 선행연구는 기존에 존재하는 현실을 기반으로 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때문에 실험연구에 비해 더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도 더 많은 표본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역인과성, 변수 누락 비뚤림 등 인과성의 

한계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한 종적연구의 경우에는 신체 활동과 정신건강 사이에 시

간적 선후관계가 명확하여 인과적 추론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지

만, 동시에 추적 관찰 누락 비뚤림의 가능성이 있었다. 실험연구는 

무작위 배정을 통해 혼란요인을 통제하고 신체 활동과 정신건강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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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 인과성 측면에서 

가장 좋은 연구 설계이지만, 예산과 인력 등의 문제로 신체 활동의 

효과를 보기에는 관찰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문제와 일반화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운동 장소 접근

성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관찰연구 자료를 통해 가상의 실험연구 

상태를 만듦으로서 기존의 관찰연구에 비해 변수 누락 비뚤림 등의 

오류를 줄여 이전까지의 관찰연구 보다 인과적 추론을 강화할 수 

있었다.

  둘째, 실험연구에 비해 연구결과를 더 넓은 인구집단에 적용할 

수 있다. 한국의 모든 시·군·구 지역에서 조사된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진행한 선행연구들에 

비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도구변수 분석을 

사용하여 운동 장소 접근성이 증가 할 때 걷기 활동을 실천할 한계 

인구 집단에서의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일반적인 실험연구에 비해 

더 넓은 집단에 결과를 적용할 수 있었다. 

  셋째, 지역사회에서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 기반의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일부  직군이나 실험에 참여한 사람만을 사용

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신체 활동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

었다. 

  넷째, 지역 간의 차이를 보정 하였다. 시·군 고정효과를 혼합한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지역 간의 차이를 보정하여 걷기 활동 실천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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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  

  이 연구결과의 정책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지역사회 노인에서 걷기 활동 증진 프로그램의 근거

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1년 시행된 보건복지부의 ‘지역

사회 노인 운동 정책수립 연구보고서’(보건복지부, 2011)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지역의 보건소, 국민생활체육회 등 공공기관에서 노

인에게 신체 활동 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프

로그램들은 강습에 의존한 단기적이고 산발적인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며 운동 효과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노인들이 주로 이용

하는 운동 공간은 야외시설임에도 주로 실내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걷기 활동이 지역사회 노인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며 그 효과가 일반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을 경

우보다 더 크다는 이번 연구의 결과는 걷기 활동만으로도 지역사회 

노인의 정신건강 증진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현재의 실내 운동 프로그램 위주의 노

인 신체 활동 증진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걷기 활동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에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두 번째로는, 이번 연구결과는 운동 장소 접근성이 향상되어 걷

기 운동을 시행하게 될 한계 인구에서의 효과이기 때문에, 운동 장

소 접근성 향상을 향상시키는 운동 환경 조성 정책의 근거로도 사

용될 수 있다.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체 활동 증진 정책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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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홍보나, 방문자 혹은 만성질환자에게 운동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개인 혹은 개인의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 운동을 시작할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 이다. 그러나 지역

사회에서 운동을 쉽게 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지역

사회 측면의 접근은 부족하다. 2011년 보건복지부의 보고서(보건복

지부, 2011)에서도 지역사회 노인의 다양한 운동 욕구 충족을 위한 

운동 공간이 부족하며 신체 활동 증진을 위해 운동 공간을 확보해

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연구의 결과는 운동 접근성

의 향상 될 경우 걷기 활동을 통해 노인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킨다

는 결과를 보여 지역사회에서 물리적 환경 증진 대책의 근거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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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걷기 활동 실천은 지역사회 노인, 특히 지역사회의 운동 장소 접

근성에 따라 걷기 활동 실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걷기 활동 실천이 노인의 정신건강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지역사회에서 노인이 걷기 활동 실천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확충하는 것은 노인의 정신건강 향상이라는 편익을 

가져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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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Walking on Mental Health i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An Instrumental 

Variable Analysis

Junsoo Ro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College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ackground: While it is well-known that physical activity promotes 

the mental health of older adults, population-level causal evidence 

on the effectiveness of such interventions is inadequate in the 

existing literature. Walking, a moderate physical activity, is 

particularly recommended to older adults.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effect of walking on the mental health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methodological issue of causal inference inherent in cross-sectional 

observational studies.

Methods: Data from the 2012 Community Health Survey wer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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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alytic sample included 50,034 older adults aged 65-80. 

Two-stage instrumental variable analysis was used to address the 

issue of potential omitted variable bias and reverse causality that 

may arise in estimating the effect of walking on two mental 

health outcomes, namely experience of feeling depressed mood for 

more than two weeks in the past year and self-reported stress 

level. The instrumental variable used was perceived easiness to 

find a place for physical activity in the area where the 

respondent resides.

Results: The key results suggest that walking lowers the likelihood 

of reporting experience of feeling depressed mood and reduces 

self-reported stress levels, with the effects being larger than 

estimated in the standard regression models.

Conclusion: Walking promotes the mental health of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particularly those who would be 

more likely to engage in walking with increased access to places 

for physical activity in the community. These results corroborates 

previous finding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alking and mental 

wellbeing among older adults. Creating more walkable places and 

improving walkability in the community may have benefits for the 

mental wellbeing of olde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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